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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준쉐이드는 차별화된 전동 커튼및 전동 블라인드를 공급을 위한 Motor, Rail, Controller, IoT
제품 개발 및 생산하는 업체 입니다. 전동 커튼 및 전동 블라인드와 관련된 다양한 시스템을 생산
하고 호텔, 고급주택, 상업건물, 주거시장등 다양한 업계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제품 시스템과 관련된 자체 연구진의 개발로 저소음, 터치모션, 라운드 레일 시스템, 중앙제어, 스
마트홈 등 해외 고가의 수입제품 보다 월등히 차별화된 혜택, 최고의 경쟁력, 최고의 만족감을 제
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주)준쉐이드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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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주요연혁

전동차양 시스템 최고의 기업

COMPANY HISTORY

2021 · 지역 스타기업 육성 개발 사업 (듀얼 블라인드 모터 개발)
· 청년 친화 강소기업선정
· SMA DC 25 튜블러 모터 개발

2020 · 오토라인 IOT 시스템 APP개발 / 구글홈 스마트싱스 연동
· ELTEC 타이머 리모컨 개발

2019 · 지역 스타기업 육성 참여기관 선정
2018 · 전동 롤 블라인드 장치 [ 특허 제10-1861294호 ]
2017 · WAND 모터 특허 출원
· 산학연 협력 기술 개발 사업 (양방향 SMATEC 원주형 모터 개발)

2016 · 수출 유망 중소기업 선정
· 경기도 유망중소기업 선정

2015

· 커튼 모터 및 원주형 모터 KC인증 획득

2014

· 태양광 블라인드 [특허 제10-1440588호]

2013 · 전동 블라인드 연결 시스템 [특허 제10-1309167호], [디자인 등록 제30-0702211호]
2012 · 원주형 모터 CE마크 획득
2011 · 무선 태양 센서 컨트롤러 [실용신안 제20-0457397호]
· 롤 블라인드용 권취봉 디자인 등록[제30-0612898호]
· Q 마크 인증 획득
· 전동커튼장치 [실용신안 제20-0450855호]

2010 · 원주형 모터 개발
2009 · R&D CENTER 및 공장 확장
· [커튼 개폐 자동화 시스템 및 그 방법]특허 획득
· 기술 혁신형 중소기업(INNO-BIZ)등록
· ISO 인증 업체등록

2008 · Slim형 AC 수신기 개발 / PC 제어 프로그램 개발
· 커튼 모터, 리모컨, 무선스위치, 원주형 모터 수신기 CE 마크획득

2007 · 상표등록
· 전동 커튼 디자인 등록[제30-0448991호]

2006 · 전동 커튼 모터(JAR-4000) 정보통신기기 인증 획득
· 전동 커튼 모터 시스템 벤처 디자인상 수상
· 전동 커튼 모터장치[실용신안 제20-0428891호]
· 전동 커튼 모터 접속장치[실용신안 제20-0424570호]
· ISO 인증 업체등록

2005 · 전동 롤 스크린 485통신 컨트롤러 개발 (홈 네트워크 시스템과 연동)
· 노동부 장관 CLEAN 사업장 인증

2004 · 공장등록 : 전동 및 수동 롤 스크린 생산
2002 · (주) 준쉐이드 설립

· HONG KONG SAFETY 인증 마크 획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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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차양 시스템 최고의 기업

사업영역

회사조직 Organization

준쉐이드는 전동 차양분야에서 최적의 솔루션과 시스템을 제공함으로서
고객에게 최고의 기술력과 경험을 제공해 드립니다.

준쉐이드는 전동 차양분야에서 최적의 솔루션과 시스템을 제공함으로서
고객에게 최고의 기술력과 경험을 제공해 드립니다.

대표이사
IBS 사업

프로젝트 사업

국내유통 사업

해외유통 사업

Intelligent Building System
Business

Project Business

Domestic Business

Oversea Business

이사

부설연구소

사업부

영업부

l 전동 커튼 모터 AUTOLINE 제조
l 전동 원주형 모터 AUTOLINE 제조
l 홈 오토메이션과 연계된 차양 전자 시스템 제조

외주팀

마케팅

외주업무

기획, 디자인, 홍보

국내 사업부

l 최첨단 IBS건물에 맞는 차양 전자 시스템 제조
l 다양한 차양제품에 맞는 컨트롤러 시스템 제조
l 홈 네트워크회사와 연계된 프로토콜 제작

공사팀

운영지원

공사관리

인사, 총무, 회계

해외 사업부

l 건물 용도에 맞는 컨트롤러 공동 개발
l 차양 제품 전동화에 대한 모든 솔루션 제공
l 소비자를 위한 확실한 A/S보증 시스템
l 제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는 홈IOT 시스템 구축

시공팀
시공관리

생산
생산/품질/구매/자재관리

고객지원
고객서비스, A/S, CS상담

12 JUNSHADE

특판 사업부

영업관리/CS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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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차양 시스템 최고의 기업

연구소 인프라 현황

지적재산권

제품 개발 및 연구실이 있어 PCB 연구, 계측장비, 3D프린트 기기 등
신제품을 개발할 수 있는 환경을 위한 적극적인 투자를 하고있습니다.

모두가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음을 증명해주는 국내외 인증서를 다수 보유하고 있으며,
해외에서 더욱 더 인정받은 대한민국의 전동 차양부분 최고의 기업입니다.

연구소 연구인력

3명

인프라

3D printer, 레이저프린터
블라인드 리미트 시험기

정부출연과제 수행실적

4건

자체기술개발

15건

특허 출원 및 등록

7건

디자인등록

8건

상표권 등록

14 JUNSHADE

경기도 유망 중소기업 인증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확인서

수출 유망중소기업 지정

상표등록증

품질경영 시스템 인증서

연구\개발 전담부서 인증서

1건 (AUTO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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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차양 시스템 최고의 기업

연구개발실적 특허 / 실용신안 /디자인등록

국내/해외인증
KC

전동형 롤 스크린 JSM45Q-8/24 , 6/33

2015년 4/30

YH07077-15002

KC

전동형 롤 스크린 JSM45R-20/37, 20/22

2015년 4/30

YH07077-15003

KC

전동형 롤 스크린 JSM45R-50/13

2015년 4/30

YH07077-15004

KC

전동형 롤 스크린 JSM45RQ-8/24, 6/33

2015년 4/30

YH07077-15005

KC

전동형 롤 스크린 JSM45S-20/37, 20/22

2015년 4/30

YH07077-15006

제10-1791138호

KC

전동형 롤 스크린 JSM45S-50/13

2015년 4/30

YH07077-15007

2018년 5/18

제10-1861294호

KC

전동형 롤 스크린 SMA35AC-6/33,-10/18

2015년 4/30

YH07077-15008

노이즈 필터모듈, 노이즈 필터링방법 및
노이즈 필터링 모듈을 구비한 전동블라인드

2018년 7/20

제10-1882630호

KC

전동 블라인드모터 AM25-1.2/30

2018년 8/09

R-R-JIP-AM25-1-2-30

KC

전동커튼모터 SMA-4000 / SMA-5000

2018년 12/03

R-R-JIP-SMA-4000

모터착탈형 전동커튼의 모터부 접속장치

2006년 8/16

KC

슬림LED조명수신기 JLC-2000

2018년 12/03

R-R-JIP-JLC-2000

KC

리모컨 / 데이터전송용 무선기기 JSR-4300

2008년 10/07

JIP-JSR-4300

KC

리모컨 / 데이터전송용 무선기기 JSR-4308

2012년 2/22

KCC-CRM-JSR-4308

KC

리모컨 / 데이터전송용 무선기기 JSR-IP4300

2017년 8/06

MSIP-CRM-JIP-JSR-IP4308

KC

리모컨 / 데이터전송용 무선기기 JSR-4100

2007년 01/11

JIP-JSR-4100

KC

RF모듈 무선 수신부

2017년 8/16

MSIP-REM-JIP-JWM-8000

KC

태양센서 /특정소출력 무선기기 JAR-4400

2011년 6/14

KCC-CRM-JIP-JAR-4400

특허

커텐 개폐 자동화 시스템 및 그방법

2009년 7/31

제10-0911246호

특허

전동블라인드장치

2013년 9/10

제10-1309167호

특허

창호용태양광 발전 유닛 및이를 구비하는
태양광 블라인드

2014년 9/04

제10-1440588호

특허

전동식 롤블라인드

2015년 9/02

제10-1551610호

특허

바람감지 장치

2017년 10/23

특허

전동 롤 블라인드 장치

특허
실용신안

제20-0424570호

실용신안

전동커튼의 모터장치

2006년 10/09

제20-0428891호

실용신안

전동 커튼 장치

2010년 11/01

제20-0450855호

실용신안

차양장치 개폐량 자동 조절장치

2011년 12/12

제20-0457397호

전동커튼의모터부

2007년 5/04

제30-0448991호

디자인등록
디자인등록

롤블라인드용 권취봉

2011년 09/09

제30-0612898호

디자인등록

롤 블라인드용 스토퍼 핀

2013년 6/18

제30-0698344호

KC

바람센서 /특정소출력 무선기기 JWS-100

2016년 11/03

MSIP-CRM-JIP-JWS-100

디자인등록

롤 블라인드용 부재

2013년 7/15

제30-0702210호

CE

커텐모터 JAR-4000

2008년 9/08

-

디자인등록

롤 블라인드

2013년 7/15

제30-0702211호

CE

Wireless WallSwitch

2008년 9/10

-

CE

RF Remote Controller JSR-4300/4301

2010년 1/21

R0912021

디자인등록

롤 블라인드용 샤프트

2013년 7/15

제30-0702212호
CE

AUTOLINE Tubular Motor

2012년 1/12

1201054

SSA

AUTOLINE Curtain Motor

2010년 7/21

SAA100742

UL

JAR-4000 / JSR-4000

2008년 10/1

XEQRJSR-4300

디자인등록

롤 블라인드용 구동모터 샤프트

2018년 7/15

제30-0702213호

디자인등록

롤 블라인드용 커버

2018년 7/15

제30-070221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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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사업실적

전동차양 시스템 최고의 기업

Main Business Performance

2014
2019
2021
네이버 신사옥 내부차양 시스템공급체결
의정부 주상복합 신축공사
아난티남해
양양 설해원 클럽하우스
IBK 투자증권
건양대학교병원
한성컴퓨터 신축공사
넷마블 신축공사
화성 삼성전자 H3 경비동
한강로 청년주택
서울 차병원
MJ건설 오피스
세스코 신축공사
용산 헤링턴 4구역 재개발 현장
판교 SK U타워 28층

서울대 시흥캠퍼스 교육 연수동
서울대 시흥캠퍼스 모빌리티관
용인동백 세브란스 병원
천안 동남구 청사
하이덴 하인 안양 신사옥
삼성전자 평택공장

2016
삼성전자 서울대 연구소
삼성전자 영덕 연수원
제주 신화역사공원 리조트
판교 한화 테크윈 신사옥
청진17지구
태광 빌딩

2018
동대문 JW 메리어트 호텔
서울 프라자 호텔

연합뉴스 본사
울산야구장
서울대학교 관정 도서관
춘천 NHN 지식정보 캠퍼스
KBS 신관 공개홀
한국산업단지 공단
수자원공사 양양 에너지월드체육관
한국원자력연구소
첨단방사선 연구소

2013
동대문 JW 메리어트 호텔
서울 프라자 호텔
역삼 3차 I PARK
제주 롯데 호텔
광양 포스코
전남 과학기술 진흥센터
연세의료원 암 전문 병원
부산 해운대 한국 도시철도시설공단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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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

2020

2017

2015

2012

서울 공예박물관
밝은 빛 광명 교회
저동 비즈니스 호텔
광진교회
젤리피쉬 신사옥
한남동 빌리지 외부차양 시스템
괌 현장 월패드 시스템
일산 국립 암센타
부산 소방서
삼성 바이오 에피스
도이치뱅크 서울 사무소
고흥 썬밸리 리조트
차세대 비전 연구소
여의도 웨딩홀
부산 조선호텔

통영실내체육관
용산 엠버서더 호텔
삼성화재 아산사옥
한화연수원
리츠칼튼 호텔
국토연구원 신청사
한국 식품연구원
강원랜드
김포공항 여객터미널 2차구간
강남 세브란스 병원
롯데 마곡지구
SK 하이닉스 청주 1캠퍼스
공주대학교 문화체육관

세종시 청사
경찰대학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신사옥
서울시청
경포대 현대호텔
인왕산2차 I PARK
제주 테디벨리 리조트
앰코 테크놀러지 k5공장

소공동 롯데호텔
LG CNS 새만금 비응도 호텔
화성실내체육관
제주 KBS 신축사옥
충청남도 청사
용인 ㈜ALTO LED공장
벽산 건설 블루밍 고양지구
연세의료원 에비슨 생명 연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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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차양 시스템 최고의 기업

전동 커튼시스템 주요사업실적

전동 블라인드 시스템 주요사업실적

장충동 엠버서더 호텔(2017년)- 전동커튼모터

르 메르디앙 호텔(2017년)- 전동커튼모터

네이버 신사옥 (2020년) - 전동 루버 및 폴딩 시스템

서울 공예 박물관(2020년) - 전동 롤스크린 모터

부산 그랜드 조선 호텔 (2020년) - 전동커튼모터

제주 신화월드 리조트 (2016년) - 전동커튼모터

넷마블 신사옥(2020년) - 전동 롤스크린 모터

천안동남구청사 신사옥 (2019년) - 전동 롤스크린 모터

용산 앰배서더 호텔(2017년) - 전동커튼모터

JW MARRIOT 호텔(2013년) - 전동커튼모터

하이덴하인 신사옥 (2019년) - 전동 롤스크린 모터

용인 세브란스 병원(2019년) - 전동 롤스크린 모터

제주 테디벨리 CC리조트(2015년) - 전동커튼모터

롯데 호텔(2009년) - 전동커튼 1,800모터

서울대 시흥 캠퍼스 (2019년) - 전동 롤스크린 모터

삼성전자 영덕 연수원 (2017년) - 전동 롤스크린 모터

더 플라자 호텔(2010년) - 전동커튼 800모터

싱가폴 플러튼 베이 호텔(2009년) - 전동커튼모터

삼성전자 서울대 연구소(2016년) - 전동 롤스크린 모터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2015년) - 전동 롤스크린 모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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