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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카탈로그에 수록된 제품의 디자인 및 색상은 설계 및 생산공정상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조달청 우수제품

(주)제니시스

CUBIC SERIES
친환경 (STEEL) 사물함

MODEL: CLC3093MO COLOR: L/V, L/Y

MODEL: CLC2170MO COLOR: L/V, M/B

MODEL: CLC3120MO COLOR: L/V, L/G

제니시스 “큐빅” 시리즈는 학교 및 기숙사, 연수원에서

‘큐빅’ 시리즈는 우수한 기술 및 품질을 바탕으로

다소 좁은 공간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2021년 정부조달 우수제품에 선정된 제품입니다.

구성한 수납 시스템입니다. 각각의 독립적인 수납기능을

수납가구의 딱딱한 이미지를 탈피한 세련된 디자인으로

가지면서 큐빅처럼 맞춰가는 결합식 블럭시스템으로

다양한 색상 연출로 새로운 공간의 분위기를 연출하며

공간의 여유와 용도, 디자인에 따라 확장, 축소할 수

기본 소재를 100% 친환경 소재인 스틸을 사용함으로,

있으며 그린, 블루, 옐로, 아이보리 색상을 조합하여

PB(파티클보드)로 제작되어 있는 목재 사물함보다

사용자의 취향에 맞게 연출할 수 있습니다.

더욱더 확실한 친 환경성을 제공합니다.

Certificate

인증서

Features

제품의 특징

우수제품제도
조달청 우수제품제도는 조달물자의 품질 향상을 위하여 ‘96년에 도입하여 중소기업 및 초기 중견기업이
생산한 제품 중 기술 및 품질이 우수한 제품을 대상으로 엄정한 평가를 통해 우수제품으로 지정하는 제도입니다.
우수제품으로 지정된 제품에 대하여는 국가계약법령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 각급 수요기관에 조달하게 됩니다.

환경표지
환경표지제도는 같은 용도의 다른 제품에 비해 ‘제품의 환경성’을 개선한 경우 그 제품에 로고(환경표지)를
표시함으로써 소비자(구매자)에게 환경성 개선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의 환경표지 제품 선호에 부응해 기업이
친환경 제품을 개발, 생산하도록 유도해 자발적 환경개선을 유도하는 자발적 인증제도입니다.

우수디자인상품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최하고 한국디자인진흥원이 주관하는 우수디자인(GD)상품선정은 산업디자인진흥법에
의거하여 1985년부터 매년 시행되고 있으며, 공정한 심사를 거쳐 디자인이 우수한 상품에 정부인증
심벌인 GD(Good Design)심벌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Storage Compare
제품 비교
항목

철재(Steel) 사물함 ‘큐빅’

철재(Steel)사물함과 목재(PB)사물함과의 제품비교

목재(PB) 사물함 (일반)

안전성

도어 코너 부분 라운드 처리로
사용자의 안전성이 높음
(안전사고 예방효과)

도어 코너 부분 라운드 처리 어려움으로
대부분의 목재사물함은 도어의 경우
직각으로 이루어짐(위험성 높음)

친환경성

사물함에 사용된 도료 및 플라스틱 소재는
환경표지 인증기준에 모두 만족함

친환경 PB(E0)의 경우 0.5mg/L 이하로
관리됨으로 유해물질인 포름알데히드가
전혀 방출 안 되는 것은 아님

화재위험성

100% 불연 소재인 철재(Steel)로 제작하여
화재의 위험성이 전혀 없음

목재(PB)사물함의 경우 화재에 취약하며,
화재 발생 시 유독가스가 발생함

재활용성

100% 철재(Steel)의 경우 자원재활용성이 매우 높음.
(폐기물 발생 시 비용 회수의 효과가 있음)

목재(PB)사물함의 경우 자원 재활용성이 없으며,
폐기물 발생 시 처리 비용이 발생함

유지보수성

간편한 도어 분리 구조 방식으로 사물함 도어 파손 시
부분 교체가 가능하여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음

사물함 도어 파손 시 몸통부도 같이 파손되어
많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음.

간편한 도어 조립 및 분해

클립이 필요없는 선반

네임플레이트 / 잠금장치 / 손잡이

1인 조인트 구조

클립 부재를 이용한 힌지 조립 방식으로
사물함 몸통의 손상 없이 간단하게
도어의 체결 및 분해가 가능하여 도어의
색상 변경 및 유지 보수성이 좋습니다.

별도의 부품 없이 선반의 결합 및 해체가
쉽고 간편하여 사물함 내부 공간을
사용자가 원하는 대로 사용할 수 있어
공간 활용성이 뛰어납니다.

손잡이 기능과 잠금장치 기능을
겸비한 손잡이는 매입형으로
디자인되어 안전하고 편리합니다.

기존 볼트&너트를 이용한 양쪽 연결
방식이 아닌 한쪽에서 연결하는
방식으로 1인이 쉽고 빠르게 연결
가능한 구조입니다.

아웃포켓도어

옷걸이 기능과 폭 넓은 내부공간

실용적인 외장상판

높낮이 조절 발굽

몸통 바깥으로 장착된 아웃포켓도어는
외관에서 보이는 틈새가 없어 깔끔한
이미지를 주며, 도어 코너 부분은
라운드 처리하여 딱딱한 이미지를
탈피하는 동시에 사용자의 안전성도
고려하였습니다.

목재 사물함과는 달리 측면의 공간을
폭넓게 사용할 수 있고, 옷걸이를
적용하여 개인 소지품과 의류를
동시에 수납할 수 있습니다.
(옷걸이는 CLC2170WMO 모델에 한함)

추가 구성이 가능한 외장 상판은 미려한
마감과 상판 위에 장식물 및 서적 등을
놓을 수 있는 공간을 확장시켜줍니다.
(별도구매)

불규칙한 바닥면을 높이 조절을
통하여 수평을 맞춰 보다 안정적으로
설치가 가능합니다.

Model List

제품목록

Block Type / 블럭형

L/V

블럭형 사물함은 규격화되지 않은 구성이나 기존의 일체형 구성에 추가로 설치하여 확장하는 기능을 갖습니다.
따라서 일체형+블럭형, 블럭형+블럭형 결합으로 다양한 구성이 가능하며 색상도 다채롭습니다.

L/Y

L/G

제품목록

M/B

※ 취향에 맞게 색상
조합 선택이 가능합니다.

CLC295AD (블럭형)

CLC385AD (블럭형)

CLC440AD (블럭형)

CLC580AD (블럭형)

W400×D430×H295
G 23702582 / \ 61,000

W400×D430×H385
G 23702583 / \ 67,100

W400×D430×H442
G 23702584 / \ 78,000

W400×D430×H577
G 23702585 / \ 88,000

Monolithic Type / 일체형
높이와 수납공간에 따라 8가지 모델을 운영하는 일체형 사물함은 결합과 분리, 적재, 색상 선택에 따라
무궁무진한 구성이 가능하며 공간의 여유와 사용자의 인원수, 활용도에 따라 엔드리스 방식으로 확장,
축소할 수 있는 최적의 공공 사물함입니다.

CLC915MO (1인용)

CLC3093MO (3인용)

CLC2093MO (2인용)

CLC3120MO (3인용)

CLC2120MO (2인용)

W400×D430×H910
G 23702586 / \ 115,000

W400×D430×H929
G 23702587 / \ 145,000

W400×D430×H929
G 23702588 / \ 143,000

W400×D430×H1199
G 23702589 / \ 169,000

W400×D430×H1199
G 23702590 / \ 159,000

CLC2915C2 (2인용)

CLC6093C2 (6인용)

CLC4093C2 (4인용)

W800×D430×H910
G 24492286 / \ 228,000

W800×D430×H929
G 24492287 / \ 293,000

W800×D430×H929
G 24492288 / \ 288,000

CLC6093C3 (6인용)

CLC6120C2 (6인용)

CLC4120C2 (4인용)

W1200×D430×H929
G 24492289 / \ 439,000

W800×D430×H1199
G 24492290 / \ 341,000

W800×D430×H1199
G 24492291 / \ 316,000

Top Board / 사물함 외장상판

CLTR400

CLTR800

W402×D440×H23
G 23702594 /

W802×D440×H23
G 23702595 /

CLTR1200
W1202×D440×H23
G 23702596 /

CLC3170MO (3인용)

CLC2170MO (2인용)

CLC2170WMO (2인용)

CLC6120C3 (6인용)

W400×D430×H1776
G 23702591 / \ 237,000

W400×D430×H1776
G 23702592 / \ 216,000

W400×D550×H1776
G 23702593 / \ 228,000

W1200×D430×H1199
G 24492292 / \ 494,000

제품목록

Storage Composition

수납 구성
※ 아래 그림은 이해를 돕고자 조합한 예시이며,
원하는 색상으로 자유롭게 조합 가능합니다.

CLC6170C2 (6인용)

CLC4170C2 (4인용)

W800×D430×H1776
G 24492293 / \ 484,000

W800×D430×H1776
G 24492294 / \ 435,000

CLC4170WC2 (4인용)
W800×D550×H1776
G 24492295 / \ 466,000

CLC2093MO 조합

CLC3093MO 조합

W2400×D430×H929

W2400×D430×H929

CLC2120MO 조합

CLC3120MO 조합

W2400×D430×H1199

W2400×D430×H1199

CLC2170MO 조합

CLC3170MO 조합

W2400×D430×H1776

W2400×D430×H177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