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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저희 (주)야흥금속은 1986년 창업이래 30여년간 꾸준한
연구개발과 고품질의 우수한 제품을 생산하고자
노력하는 사무용&교육용가구 전문 제작업체입니다.
인체공학적인 설계과 디자인으로, 현대적 감각으로 재해석하여
미래지향적인 제품을 만들고자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제품의 기획에서부터 철저한 품질관리로
고객님들께 다가서겠습니다.

-야흥금속 임직원 일동-

“우수한 제품, 미래를 책임질 기업”
YHAHOUNG
TOTAL OFFICE
SCHOOL FURNI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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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도구함
청소도구함 양문
철재사물함
사물함 받힘대

사물함1인용 / 사물함2인용
사물함3인용 / 사물함4인용
사물함8인용
옷장

사물함1인용 / 사물함2인용
사물함3인용 / 사물함4인용
사물함8인용
옷장

학생용책걸상 바퀴유 시리즈

청소도구함/철재사물함

학생용책걸상 바퀴무 시리즈

사물함시리즈

학생용책걸상 시리즈

사물함 다이얼키 시리즈

YHAHOUNG CO.,LTD.

우수제품지정 및 성능인증
학생용 책상 & 교실용 의자

1. 제품의 기능
학교 교실 에서 사용하는 학생용책상 & 교실용걸상으로 이동장치가 부착되어 자리 배치가 쉽고,
학생들의 신체에 맞게 1mm 높이 조절

[인증번호-2021168]

[인증번호22-AEM0002]

2. 제품의 특징
가구용 캐스터 장치 특허 제10-2267115 호“핵심기술”
책상 & 의자 - 쉽게 자리 배치 가능 (바퀴 4개)
★의자 - 착석 시 바퀴가 고정 & 입석 때만 움직이는 특징
▶ 입석 시 소음 감소 (층간소음/학습환경 개선)
▶ 바닥 면에 스크래치 예방효과 (환경미화 개선)
▶ 착석 시 의자를 쉽게 당겨 앉을 수 있어 바른 자세 유지가 가능 (척추측만증, 허리디스크 예방)
▶ 수업 형태에 맞게 책걸상배치 가능 (그린스마트 교실 실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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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HAHOUNG CO.,LTD.

2020년 KS 표준 개정으로 이동장치가 부착된 책걸상 사용





발굽 내부로 들어감

발굽 외부로 나옴

3. 제품 비교표
항

목
캐스터
갯수
책
이
동
힘

상
의
자

캐스터
장치

캐스터
회전

[KCL-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시험결과]
일반 타사 제품

야흥금속 제품

없음/2종

4종

약 55~60N
(5.6kg~6kg)

약 16~18N
(1.6kg~1.8kg)

비고

안전 & 쉬운
자리 배치 가능
(최대 68% 이동 힘 감소)

약 30~35N
(3kg~6kg)

약 5.6~8.5N
(0.56kg~0.9kg)

직진 및 후진
직진과 후진 및 좌우
이동방식 (2방향) 이동방식 (4방향)

방향전환이 원활함
교육환경 개선 및 층간소음 방지

소음

80.8dB

67.0dB

스크래치

발생

발생하지 않음

환경미화 개선

캐스터 수납

외부 돌출형

내부 수납형

캐스터가 수납되어 학습 환경에 최적화
캐스터 장치를 반영구적으로 사용

작동 장치

없음

손잡이
(조작 노브)

사용여부에 따라 작동가능

일정한 간격으로
조절하는 볼트형
(30~60) mm

스크류형
( 1 )mm

한손 작동가능
1mm미세조절

높낮이 조절 장치

A사 (책상) 4 862N

최대압축하중

B사 (책상) 5 450N
A사 (의자) 5 097N
B사 (의자) 7 430N

8 998 N

27 228 N

(17% 소음감소)

타사보다 362kg 더 견고

(60% 압축하중이 더 우수함)

타사보다 2020kg 더 견고

(270% 압축하중이 더 우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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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ESK&CHAIR
Classroom Furniture

학생용책걸상 바퀴유 시리즈

인체공학적 설계로 학습의 집중력을 높여주며 편리성을
강조한 책상, 의자 시리즈입니다.

하부다리 바퀴유

손잡이 회전

높낮이 조절

책상
- 사용 중에는 일반적인 책상처럼 고정되어 사용하는 기능
- 이동할 때는 조작 노브를 활용해 바퀴를 인출시켜 안전하고 쉽게 움직일 수 있는 기능
의자
- 착석 시 바퀴가 인입되어 의자가 움직이지 않는 기능
- 입석 시 바퀴가 인출되어 부드럽게 움직이는 기능
- 조작 노브를 활용해 바퀴를 인출시키면 일반 바퀴달린 의자처럼 사용하는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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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이조절 기능
하나의 손잡이를 회전시켜 양쪽 프레임을 동시에 상승,하강시켜 책상, 의자의 높이를 미세(1mm)하게
조절할 수 있음(인체공학적 기능)

Classroom Furniture┃우레탄 (바퀴유)

학생용책상 [MDF/HPM]

우수제품

친환경

성능인증

KS

650X450

특허

KC인증 G-PASS

700X500

가림판무[MDF/HPM]

YH-SD1-202
W650×D450×H580~760
24126474 ￦ 67,000
YH-SD1-402
W650×D450×H640~820
24126480 ￦ 67,000

학생용책상 [MDF/HPM]
가림판유[MDF/HPM]

YH-SD1-201
W650×D450×H580~760
24126473 ￦ 71,000
YH-SD1-401
W650×D450×H640~820
24126479 ￦ 71,000

학생용책상 [MDF/HPM]
가림판무[MDF/HPM]

YH-SD1-702
W700×D500×H580~760
24126486 ￦ 72,000
YH-SD1-704
W700×D500×H640~820
24126488 ￦ 72,000

학생용책상 [MDF/HPM]
가림판유[MDF/HPM]

YH-SD1-701
W700×D500×H580~760
24126485 ￦ 76,000
YH-SD1-703
W700×D500×H640~820
24126487 ￦ 7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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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ESK&CHAIR
Classroom Furniture

|상 판 칼 라 |

유리 (바퀴유)

학생용책상 [MDF/유리]

연두

청자

아이보리

가림판무[MDF/유리]

YH-SD1-206
W650×D450×H580~760
24126478 ￦ 86,000
YH-SD1-406
W650×D450×H640~820
24126484 ￦ 86,000

학생용책상 [MDF/유리]
가림판유[MDF/유리]

YH-SD1-205
W650×D450×H580~760
24126477 ￦ 90,000
YH-SD1-405
W650×D450×H640~820
24126483 ￦ 90,000

학생용책상 [MDF/유리]
가림판무[MDF/유리]

YH-SD1-707
W700×D500×H580~760
24133548 ￦ 88,000
YH-SD1-708
W700×D500×H640~820
24133547 ￦ 89,000

학생용책상 [MDF/유리]
가림판유[MDF/유리]

YH-SD1-705
W700×D500×H580~760
24133550 ￦ 92,000
YH-SD1-706
W700×D500×H640~820
24133549 ￦ 9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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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assroom Furniture┃법랑 (바퀴유)

우수제품

친환경

성능인증

KS

특허

KC인증 G-PASS

|상 판 칼 라 |

학생용책상 [MDF/법랑]

아이보리

청자

황토

가림판무[MDF/법랑]

YH-SD1-204
W650×D450×H580~760
24126476 ￦ 78,000
YH-SD1-404
W650×D450×H640~820
24126482 ￦ 79,000

학생용책상 [MDF/법랑]
가림판유[MDF/법랑]

YH-SD1-203
W650×D450×H580~760
24126475 ￦ 82,000
YH-SD1-403
W650×D450×H640~820
24126481 ￦ 82,000

교실용걸상
교실용걸상

YHCC-301
W400×D380×H340~420
23924577 ￦ 52,000
YHCC-302
W400×D380×H380~460
23924578 ￦ 52,000

YHCC-304
W400×D380×H420~500
24126508 ￦ 52,000

교실용걸상
교실용걸상

YHCC-303
W420×D420×H380~460
23924579 ￦ 53,000
YHCC-305
W420×D420×H420~500
24129451 ￦ 5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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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K&CHAIR
Classroom Furniture

학생용책걸상 바퀴무 시리즈
인체공학적 설계로 학습의 집중력을 높여주며 편리성을
강조한 책상, 의자 시리즈입니다.

하부다리 바퀴무

손잡이 회전

높낮이 조절

높이조절 기능
하나의 손잡이를 회전시켜 양쪽 프레임을 동시에 상승,하강시켜 책상, 의자의 높이를 미세(1mm)하게 조절할 수 있음
(인체공학적 기능)
KEY POINT
학생들의 신체에 맞게 미세한 높낮이 조절로 바른 학습자세를 유지시켜주며 신체변형(척추측만증, 허리디스크)을 예방하여 피로를
줄여줌으로써 학습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여 학습능력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을 줌.
▷양쪽 조절부를 조절해야 하는 불편없이 간단한 손잡이 또는 공구를 사용하여 손잡이를 회전시켜 조절함으로서 편리성을 높임.
▷발굽 높이를 낮추어 학생들의 발걸림 사고를 예방하여 안전성을 높임.
▷조절 구동부가 한개의 조절구로 되어 있어 내구성이 강하며 걸림부분을 해소하여 심플하게 제작됨.
▷좌판을 보강구조로 설계하여 죄판의 처짐을 방지하며 부드러운 그립감을 주며 편안한 착석감을 제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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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assroom Furniture┃우레탄 (바퀴무)

학생용책상 [MDF/HPM]

친환경

KS

650X450

특허

KC인증 G-PASS

700X500

가림판무[MDF/HPM]

YHD-W650-102
W650×D450×H580~760
24418798 ￦ 60,000
YHD-W650-104
W650×D450×H640~820
24418799 ￦ 60,000

학생용책상 [MDF/HPM]
가림판유[MDF/HPM]

YHD-W650-106
W650×D450×H580~760
24418800 ￦ 65,000
YHD-W650-108
W650×D450×H640~820
24418801 ￦ 65,000

학생용책상 [MDF/HPM]
가림판무[MDF/HPM]

YHD-W700-102
W700×D500×H580~760
24418802 ￦ 66,500

YHD-W700-104
W700×D500×H640~820
24418803 ￦ 66,500

학생용책상 [MDF/HPM]
가림판유[MDF/HPM]

YHD-W700-106
W700×D500×H580~760
24418804 ￦ 71,500

YHD-W700-108
W700×D500×H640~820
24418805 ￦ 7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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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K&CHAIR
Classroom Furniture

|상 판 칼 라 |

유리 (바퀴무)

학생용책상 [MDF/유리]

연두

청자

아이보리

가림판무[MDF/유리]

YHD-W650-302
W650×D450×H580~760
24418810 ￦ 76,500
YHD-W650-304
W650×D450×H640~820
24418811 ￦ 76,500

학생용책상 [MDF/유리]
가림판유[MDF/유리]

YHD-W650-306
W650×D450×H580~760
24418812 ￦ 81,500
YHD-W650-308
W650×D450×H640~820
24418813 ￦ 81,500

학생용책상 [MDF/유리]
가림판무[MDF/유리]

YHD-W700-302
W700×D500×H580~760
24418814 ￦ 79,500
YHD-W700-304
W700×D500×H640~820
24418815 ￦ 79,500

학생용책상 [MDF/유리]
가림판유[MDF/유리]

YHD-W700-306
W700×D500×H580~760
24418816 ￦ 84,500
YHD-W700-308
W700×D500×H640~820
24418817 ￦ 8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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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assroom Furniture┃법랑 (바퀴무)

친환경

KS

특허

KC인증 G-PASS

|상 판 칼 라 |

학생용책상 [MDF/법랑]

아이보리

청자

황토

가림판무[MDF/법랑]

YHD-W650-202
W650×D450×H580~760
24418806 ￦ 72,500
YHD-W650-204
W650×D450×H640~820
24418807 ￦ 72,500

학생용책상 [MDF/법랑]
가림판유[MDF/법랑]

YHD-W650-206
W650×D450×H580~760
24418808 ￦ 77,500
YHD-W650-208
W650×D450×H640~820
24418809 ￦ 77,500

교실용걸상
교실용걸상

YHC-101
W400×D380×H340~420
24382145 ￦ 45,000
YHC-102
W400×D380×H380~460
24382146 ￦ 45,000

YHC-103
W400×D380×H420~500
24382147 ￦ 45,000

교실용걸상
교실용걸상

YHC-104
W420×D420×H380~460
24382148 ￦ 50,000
YHC-105
W420×D420×H420~500
24382149 ￦ 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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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K&CHAIR
Classroom Furniture

학생용책걸상 시리즈

손잡이 회전

구동부 회전

높낮이 조절

- 양쪽 조절부를 조절해야 하는 불편없이 간단한 손잡이 또는 공구를 사용하여 손잡이를 회전시켜 조절함으로서 편리성을 높임.
- 좌우가 동일하게 섬세한 약1mm 높낮이 조절이 되는 인체공학적인 설계로 바른 학습자세 유지와 신체변형을 예방.
- 조절 구동부가 한개의 조절구로 되어 있어 내구성이 강하며 걸림부분을 해소하여 심플하게 제작됨.
- 발굽 높이를 낮추어 학생들의 발걸림 사고를 예방하여 안전성을 높임.
- 죄판을 보강구조로 설계하여 좌판의 처짐을 방지하며 부드러운 그립감을 편안한 착석감을 제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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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assroom Furniture┃우레탄

학생용책상 [MDF/HPM]

KS

650X450

특허

KC인증 G-PASS

700X500

가림판무[MDF/HPM]

YH-Sd-003
W650×D450×H640~760
22382807 ￦ 54,000
YH-Sd-005
W650×D450×H520~640
22382809 ￦ 54,000

학생용책상 [MDF/HPM]
가림판유[MDF/HPM]

YH-Sd-028
W650×D450×H640~760
22895687 ￦ 59,000
YH-Sd-029
W650×D450×H520~640
22895686 ￦ 59,000

학생용책상 [MDF/HPM]
가림판무[MDF/HPM]

YH-Sd-026
W700×D500×H640~760
22895683 ￦ 63,000
YH-Sd-027
W700×D500×H520~640
22895688 ￦ 63,000

학생용책상 [MDF/HPM]
가림판유[MDF/HPM]

YH-Sd-030
W700×D500×H640~760
22895685 ￦ 68,000
YH-Sd-031
W700×D500×H520~640
22895684 ￦ 68,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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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assroom Furniture

KC인증 G-PASS

|상 판 칼 라 |

법랑

학생용책상 [MDF/법랑]

아이보리

청자

황토

가림판무[MDF/법랑]

YH-Sd-032
W650×D450×H640~760
23900812 ￦ 64,000
YH-Sd-033
W650×D450×H520~640
23900813 ￦ 64,000

학생용책상 [MDF/법랑]
가림판유[MDF/법랑]

YH-Sd-034
W650×D450×H640~760
23900814 ￦ 69,000
YH-Sd-035
W650×D450×H520~640
23900815 ￦ 69,000

교실용걸상
교실용걸상

YHCC-003
W400×D380×H380~460
22381701 ￦ 40,000
YHCC-006
W400×D380×H340~420
22915080 ￦ 40,000

교실용걸상
교실용걸상

YHCC-004
W420×D420×H380~460
22893989 ￦ 4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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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PASS

Classroom Furniture 청소도구함
가벼운 철재로 제작되어 이동이 쉬우며 유지, 관리가 쉬워 실용적인 청소도구함

청소도구함
청소도구함

YHCB-01
W600×D450×H1200
24434937 ￦ 250,000

밀대 걸이. 수건걸이가 장착
되어 있어 청소도구를 손쉽게
정리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청소도구함
청소도구함

YHCB-02
W900×D450×H1200
24431674 ￦ 290,000

효율적인 공간 수납을 위해
공간을 세분화 시켰으며, 통풍
구는 공기의 흐름을 원활히
해주어 쾌적한 환경을 제공합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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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재사물함

개인의 물품을 편리하고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사물함 시리즈입니다.

손잡이

환풍구

- 자물쇠 걸이가 있어 물품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습니다.
- 사물함 전면에 위치한 환풍구는 물품을 장시간 쾌적하게 보관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 심플한 디자인과 산뜻한 컬러감으로 어느 공간에서나 잘 어울리며 실용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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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assroom Furniture┃철재사물함

KS

G-PASS

철재사물함
철재사물함

YHL-01
W350×D400×H450
24418497 ￦ 50,000

철재사물함
철재사물함

YHL-02
W350×D400×H600
24418498 ￦ 75,000

철재사물함
철재사물함

YHL-03
W350×D400×H900
24418499 ￦ 90,000

사물함 받침대
사물함 받침대

YHL-04
W350×D400×H60
24446095 ￦ 5,000

19

C

ABINET
Classroom Furniture

사물함 시리즈

편의성과 유지보수가 용이한 도어 힌지 개발

도어 개폐 작동 시 이와 함께 상호 연동되는 도어측 상부 회전축과
도어 틀측 하부 고정축과 도어 개폐 작동에 따라 압축력과 복원력을
제공하는 스프링으로 이루어진 도어 힌지임.

▷ 알르미늄 압출바를 적용해 장시간 사용해도 휨 부서지지 않는다.
▷ 일반 경첩이 아니라 압출바를 사용하여 경첩을 제작해 구조적 으로
도어의 처짐이 없다
▷ 80도 이상 문을 열었을시 고정이 되며 80도 이하에서는 자동닫힘 기능이 있다.
▷ 도어의 손잡이는 평상시에는 손잡이도 사용하고 잠금장치를 사용시에는
손잡이를 밀면 걸고리가 나와 잠금기능이 있음

보강용 압출바가 적용된 도어힌지 특징

•사용자가 원하는 각도까지 열려 편의성 향상.
•일정 각도 이하이면 원점복귀 기능으로 도어가 닫힘.
(외부 충격에도 스스로 도어가 열리지 않아 안전성 확보)
•도어에 보강용 압출바가 적용되어 사용 중 변형(휨 파괴 하중) 예방. (내구성 우수)
•고정축에 베어링 장치로 적은 힘으로 도어가 부드럽게 작동되며 항상 일정한 속도로 도어가 클로징
되어 소음 발생이 적음.
•도어를 열고 닫을 때 작동장치가 압출바 내부에 있어 끼임 사고 예방.
•단순한 구조의 도어 힌지로 유지 보수가 용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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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assroom Furniture┃사물함시리즈

친환경

KS

특허

KC인증 G-PASS

사물함 1인용
사물함 1인용

YHSL-101
W400×D420×H900
23934281 ￦ 102,000
YHSL-102
W400×D420×H1000
23934282 ￦ 111,000

YHSL-104
W400×D420×H1200
23934284 ￦ 115,000

YHSL-103
W400×D420×H1100
23934283 ￦ 114,000

YHSL-105
W400×D420×H1800
23934285 ￦ 190,000

사물함 2인용
사물함 2인용

YHSL-201
W400×D420×H900
23934286 ￦ 111,000

YHSL-202
W400×D420×H1000
23934287 ￦ 128,000

YHSL-211
W400×D420×H1500
24446096 ￦ 160,000

YHSL-205
W400×D420×H1800
23934290 ￦ 220,000

YHSL-203
W400×D420×H1100
23934288 ￦ 131,000

YHSL-204
W400×D420×H1200
23934289 ￦ 132,000

사물함 2인용
사물함 2인용

YHSL-206
W800×D420×H900
23934291 ￦ 195,000
YHSL-207
W800×D420×H1000
23934292 ￦ 211,000

YHSL-209
W800×D420×H1200
23934294 ￦ 213,000

YHSL-208
W800×D420×H1100
23934293 ￦ 212,000

YHSL-210
W800×D420×H1800
23934295 ￦ 33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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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물함 시리즈

사물함 3인용
사물함 3인용

YHSL-301
W400×D420×H1000
23934296 ￦ 140,000
YHSL-302
W400×D420×H1100
23934297 ￦ 153,000

YHSL-305
W400×D420×H1500
24446097 ￦ 185,000

YHSL-303
W400×D420×H1200
23934298 ￦ 154,000

YHSL-304
W400×D420×H1800
23940758 ￦ 222,000

사물함 4인용
사물함 4인용

YHSL-402
W800×D420×H900
23934300 ￦ 219,000

YHSL-403
W800×D420×H1000
23934301 ￦ 232,000

YHSL-407
W800×D420×H1500
24446098 ￦ 280,000

YHSL-406
W800×D420×H1800
23934304 ￦ 358,000

YHSL-404
W800×D420×H1100
23934302 ￦ 238,000

YHSL-405
W800×D420×H1200
23934303 ￦ 239,000

사물함 6인용
사물함 6인용

YHSL-601
W800×D420×H1000
23934305 ￦ 253,000
YHSL-602
W800×D420×H1100
23934306 ￦ 262,000

YHSL-605
W800×D420×H1500
24446099 ￦ 3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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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HSL-603
W800×D420×H1200
23934307 ￦ 263,000
YHSL-604
W800×D420×H1800
23934308 ￦ 397,000

Classroom Furniture┃사물함시리즈

친환경

KS

특허

KC인증 G-PASS

사물함 4인용
사물함 4인용

YHSL-401
W400×D420×H1800
23934299 ￦ 242,000

사물함 8인용
사물함 8인용

YHSL-801
W800×D420×H1800
23934309 ￦ 423,000

23

L

OCKER
Classroom Furniture

옷장 시리즈

개인의 물품을 편리하고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사물함 시리즈 입니다.

편의성과 유지보수가 용이한 도어 힌지 개발
도어 개폐 작동 시 이와 함께 상호 연동되는 도어측 상부 회전축과 도어 틀측 하부 고정축과 도어 개폐 작동에 따라 압축력과
복원력을 제공하는 스프링으로 이루어진 도어 힌지임.
▷ 알르미늄 압출바를 적용해 장시간 사용해도 휨 부서지지 않는다
▷ 일반 경첩이 아니라 압출바를 사용하여 경첩을 제작해 구조적 으로 도어의 처짐이 없다
▷ 80도 이상 문을 열었을시 고정이 되며 80도 이하에서는 자동닫힘 기능이 있다
▷ 도어의 손잡이는 평상시에는 손잡이로 사용하고 잠금장치 사용시에는 손잡이를 밀면 걸고리가 나와 잠금기능이 있음

옷장 1인용
옷장 1인용

YHLC-018
W400×D520×H1800
24203407 ￦ 218,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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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HLC-022
W400×D520×H1200
24203793 ￦ 151,000

Classroom Furniture┃옷장시리즈

친환경

KS

특허

KC인증 G-PASS

옷장 2인용
옷장 2인용

YHLC-021
W800×D520×H1800
24203409 ￦ 376,000

YHLC-023
W800×D520×H1200
24203794 ￦ 232,000

옷장 2인용
옷장 2인용

YHLC-019
W400×D520×H1800
24208221 ￦ 236,000

옷장 4인용
옷장 4인용

YHLC-020
W800×D520×H1800
24203408 ￦ 3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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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물함 다이얼키 시리즈

[열 림 ]

[ 닫 힘 ]

[ 비밀번호 변경 ]

[ 마스터 키 ]

다이얼키 손잡이 특징
1. 개인 비밀번호를 수시로 변경 할 수 있어 보안이 용이하다.
2. 비밀번호 분실 시 마스터 key로 문을 열 수 있어서 관리가 용이하다.
3. 전원 식 key가 아니므로 정전 및 화재위험이 전혀 없다.
4. 기존 비밀번호를 찾는 방식이 아닌 초기화 상태로 만드는 방식으로 비밀번호 유출이 없어 개인정보를
보호 할 수 있다.
편의성과 유지보수가 용이한 도어 힌지 개발
도어 개폐 작동 시 이와 함께 상호 연동되는 도어측 상부 회전축과 도어 틀측 하부 고정축과 도어 개폐 작동에 따라 압축력과
복원력을 제공하는 스프링으로 이루어진 도어 힌지임.
▷ 알르미늄 압출바를 적용해 장시간 사용해도 휨 부서지지 않는다
▷ 일반 경첩이 아니라 압출바를 사용하여 경첩을 제작해 구조적 으로 도어의 처짐이 없다
▷ 80도 이상 문을 열었을시 고정이 되며 80도 이하에서는 자동닫힘 기능이 있다
▷ 도어의 손잡이는 평상시에는 손잡이로 사용하고 잠금장치 사용시에는 손잡이를 밀면 걸고리가 나와 잠금기능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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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assroom Furniture┃사물함 다이얼키 시리즈

친환경

KS

특허

KC인증 G-PASS

사물함 다이얼키 1인용
사물함 1인용

YHSL-101D
W400×D420×H900
24431602 ￦ 112,000

YHSL-102D
W400×D420×H1000
24431603 ￦ 121,000

YHSL-104D
W400×D420×H1200
24431605 ￦ 125,000

YHSL-103D
W400×D420×H1100
24431604 ￦ 124,000

YHSL-105D
W400×D420×H1800
24441941 ￦ 200,000

사물함 다이얼키 2인용
사물함 2인용

YHSL-201D
W400×D420×H900
24431606 ￦ 131,000

YHSL-202D
W400×D420×H1000
24431607 ￦ 148,000

YHSL-211D
W400×D420×H1500
24446100 ￦ 180,000

YHSL-205D
W400×D420×H1800
24441942 ￦ 240,000

YHSL-203D
W400×D420×H1100
24431608 ￦ 151,000

YHSL-204D
W400×D420×H1200
24431609 ￦ 152,000

사물함 다이얼키 2인용
사물함 2인용

YHSL-206D
W800×D420×H900
24431610 ￦ 215,000
YHSL-207D
W800×D420×H1000
24431611 ￦ 231,000

YHSL-209D
W800×D420×H1200
24431613 ￦ 233,000

YHSL-208D
W800×D420×H1100
24431612 ￦ 232,000

YHSL-210D
W800×D420×H1800
24441943 ￦ 3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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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물함 다이얼키 시리즈

사물함 다이얼키 3인용
사물함 3인용

YHSL-301D
W400×D420×H1000
24431614 ￦ 170,000

YHSL-302D
W400×D420×H1100
24431615 ￦ 183,000
YHSL-305D
W400×D420×H1500
24446101 ￦ 215,000

YHSL-303D
W400×D420×H1200
24431616 ￦ 184,000

YHSL-304D
W400×D420×H1800
24441944 ￦ 252,000

사물함 다이얼키 4인용
사물함 4인용

YHSL-402D
W800×D420×H900
24431618 ￦ 259,000

YHSL-403D
W800×D420×H1000
24431619 ￦ 272,000

YHSL-407D
W800×D420×H1500
24446102 ￦ 320,000

YHSL-406D
W800×D420×H1800
24441945 ￦ 398,000

YHSL-404D
W800×D420×H1100
24431620 ￦ 278,000

YHSL-405D
W800×D420×H1200
24431621 ￦ 279,000

사물함 6인용
사물함 6인용

YHSL-601D
W800×D420×H1000
24431622 ￦ 313,000

YHSL-602D
W800×D420×H1100
24431623 ￦ 322,000
YHSL-605D
W800×D420×H1500
24446103 ￦ 4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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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HSL-603D
W800×D420×H1200
24431624 ￦ 323,000
YHSL-604D
W800×D420×H1800
24441946 ￦ 457,000

Classroom Furniture┃사물함 다이얼키 시리즈

친환경

KS

특허

KC인증 G-PASS

사물함 다이얼키 4인용
사물함 4인용

YHSL-401D
W400×D420×H1800
24431617 ￦ 282,000

사물함 다이얼키 8인용
사물함 8인용

YHSL-801D
W800×D420×H1800
24431625 ￦ 50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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옷장 다이얼키 시리즈

개인의 물품을 편리하고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사물함 시리즈 입니다.

다이얼키 손잡이 특징
1. 개인 비밀번호를 수시로 변경 할 수 있어 보안이 용이하다.
2. 비밀번호 분실 시 마스터 key로 문을 열 수 있어서 관리가 용이하다.
3. 전원 식 key가 아니므로 정전 및 화재위험이 전혀 없다.
4. 기존 비밀번호를 찾는 방식이 아닌 초기화 상태로 만드는 방식으로 비밀번호 유출이 없
어 개인정보를 보호 할 수 있다.

옷장 다이얼키 1인용
옷장 1인용

YHLC-018D
W400×D520×H1800
24441947 ￦ 228,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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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HLC-022D
W400×D520×H1200
24431626 ￦ 161,000

Classroom Furniture┃옷장 다이얼키 시리즈

친환경

KS

특허

KC인증 G-PASS

옷장 다이얼키 2인용
옷장 2인용

YHLC-021D
W800×D520×H1800
24441950 ￦ 396,000

YHLC-023D
W800×D520×H1200
24431627 ￦ 252,000

옷장 다이얼키 2인용
옷장 2인용

YHLC-019D
W400×D520×H1800
24441948 ￦ 256,000

옷장 다이얼키 4인용
옷장 4인용

YHLC-020D
W800×D520×H1800
24441949 ￦ 43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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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제품

친환경

성능인증

KS

특허

KC인증 G-PASS

www.gaguad.com / www.gaguad.co.kr

가구애드 TEL 051. 245. 1579 FAX 070. 7536. 8814

경상북도 경산시 자인면 단북길 33
TEL. 053-857-2611 FAX. 053-857-0852
E-mail. yhahoung2611@hanmail.net
www.yhahou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