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드번호 HSBxx 품 명 붙박이 장 

 

 제 작 사 양 

* 붙박이장은 파티션 판넬 상단에 부착하여 보관고로 사용하는 서류 보관함임.  
 
1.재 질    : 측  판 --- 1.2t 냉연강판 및 0.8t 냉연강판 

상  판 --- 0.8t 냉연강판 
하  판 --- 1.2t 냉연강판 
문 짝(천마감형) -- 0.6t 냉연강판 
문 짝(일반 형)  --0.8t PVC 라미네이트 강판 또는 0.8t냉연강판 
레   일   --- 슬라이드 볼 FLIPPER 레일 

 
2.측 판    : 2중판넬 구조로 후부에는 판넬 기둥 슬로트 홀에 조립 시키는 훅크 돌기형상을 만둘

어 주고 상 하부에는 상판과 하판이 조립될 수있는 셋팅 스크류를 설치하고 하부에 
안전 키를 고정시키는 스크류를 설치 시킨다. 

 
3.상 판    : 냉연강판 프레스가공 절곡가공  부품으로 문짝의 레일이 설치 되도록 한다. 
 
4.하 판    : 냉연강판 프레스가공 절곡가공 부품으로 전면 중앙에 열쇠 훅크가 걸릴 수있는 슬로

트 홀을 내어준다. 
 
5.천 문짝  : 낸연강판 절곡 구조의 베이스 판에 판넬용 마직포 천으로 마감처리를 하고, 내부에

FLIPPER 레일을 조립시키고, 실린다형 열쇠를 설치한다. 
 
6.철판문짝 : 라미네이트 강판(또는 냉연강판 분체도장처리) 절곡구조로 하고, 내부에FLIPPER 레일

을 조립시키고, 실린다형 열쇠를 설치한다. 
 
7.안전장치 :몸체가 판넬기둥에서 이탈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측판 하부와 판넬 기둥을 고정시

키는 안전키를 양쪽에 설치 시키고, 사용중 문짝이 떨어져 부딧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링크 스프링장치를 문짝과 측판사이에 설치 시킨다. 

 
8.도장처리 : 냉연 강판은 분체도장 처리를 한다. 

CODE NO. 너비<W> 

HSB12 1200 

HSB10 1000 

HSB08   800 

HSB07   700 

HSB06   600 



 코드번호 HOSxx 품 명 붙박이 선반 

 

 제 작 사 양 

* 붙박이선반은 파티션 판넬 상단에 부착하여 사용하는 개방형 선반임. 

 

1.재 질    : 측  판 --- 1.2t 냉연강판 및 0.8t 냉연강판 

선  반 --- 1.2t 냉연강판  

 

2.측 판    : 2중판넬 구조로 후부에는 판넬 기둥 슬로트 홀에 조립 시키는 훅크 돌기 형상을 만둘

어 주고 하부에는 선반이 조립될 수있는 셋팅 스크류를 설치하고 하부에는 안전 키

를 고정시키는 스크류를 설치 시킨다. 

 

3.선 반    : 냉연강판 프레스가공 절곡가공 분체도장처리 부품으로 측판에 조립될 슬로트를 내어

준다. 

 

 

4.안전장치 :몸체가 판넬기둥에서 이탈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측판 하부와 판넬 기둥을 고정시

키는 안전키를 양쪽에 설치 시킨다. 

 

5.도장처리 : 냉연 강판은 분체도장 처리를 한다. 

CODE NO. 너비<W> 

HOS16 1600 

HOS14 1400 

HOS12 1200 

HOS10 1000 

HOS08   800 

HOS07   700 

HOS06   600 



 코드번호 HTxxxx 품 명 악세서리용 타일 

 

 제 작 사 양 

* 악세서리용 타일은 판넬의 일반타일과 교체되어 각종 악세서리를 걸고 쓸수있는 타일. 

 

1.재 질    : 골  격 -- 0.8t 냉연강판 

레이스 -- 0.6t 냉연강판   

 

2.구 조    : "C형" 구조로 절곡한 레이스를 양가 FRAME에 나란히 고정 시켜 타일을  형성하며판넬 

기둥에 조립 시킬 수 있는 훅크를 설치한다. 

 

3.도장처리:  분체도장 처리를 한다. 

457H 305H 152H 

CODE NO 너비<W> CODE NO 너비<W> CODE NO 너비<W> 

HT1645 1600 HT1630 1600 HT1615 1600 

HT1445 1400 HT1430 1400 HT1415 1400 

HT1245 1200 HT1230 1200 HT1215 1200 

HT1045 1000 HT1030 1000 HT1015 1000 

HT0845   800 HT0830   800 HT0815   800 

HT0745   700 HT0730   700 HT0715   700 

HT0645   600 HT0630   600 HT0615   600 



 코드번호 A-xxx 품 명 악세서리 트레이 

 

 제 작 사 양 

1.재 질    : 1.2t 냉연강판 

 

2.구 조    : 펀칭 절곡 구조로 하며 레이스 타일에 걸 수 있는 훅크를 형성 시킨다. 

 

3.도장처리:  분체도장 처리를 한다 

CODE NO. 폭<W>,길이<L>,높이<H> 

A-PTL 320  x 235  x   50 

A-PTR 360  x 235  x   50 

A-PNCL 235  x 100  x   20 

A-VT   80  x 235  x  290 

A-CT 130  x 150  x  130 

A-DT  30  x 235  x  220 

A-PTR/B-4 용지함 

A-PTL/A-4 용지함 

A-PNCL/필통 A-CT/카드꽂이 

A-VT/서류꽂이 A-DT/서류꽂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