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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비닛 도어를 사용자가 원하는 소재, 구성으로 
선택하여 적용할 순 없을까? 한가지 컬러의 심심하고 단순한 케비닛이 아닌  

투톤 컬러 캐비닛은 없을까?

캐비닛과 사이드장을 나란히 세워두었을때
덜그럭 덜그럭 유격을 줄이기 위한 방법은 없을까?

중요한 서류나 자료를 보관할때,
분실하기 쉬운 열쇠 말고 다른 방식의 잠금장치는 없을까?

개인 소지품을 책상위에서 보이지 않도록
말끔히 수납 가능한 공간은 없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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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torage you want.”

Users can choose various lock.Easy-to-use and can also 
be equipped with special security devices such as digital 
door locks.

Various combinations of colors you want, because you 
can, it can be applied in a variety of environments. The 
color of the door and the body may be separately

 Lee. Chung-hyun
/ Design & Engineering

공용화, 규격화, 다양화를 통해

스토리지의 합리적인 표준을 제시하는 것이

캐빈 시리즈의 개발 목표였습니다.

제품 곳곳에 숨어있는 디테일 또한 

놓치고 싶지 않은 스타일에 대한 고집입니다.

Fun and functional door option you select, you can cre-
ate your own unique cabinet.

Locking System

Color Combination

Various Door Option

More Information



6/

Variety

800x414x1888
800x414x1888
800x414x1525
800x414x1161
800x414x798

GC585D
GC285G
GC284
GC383
GC282

Description

Items of Layout

CABIN 시리즈 각각의 유닛들은 그 용도에 맞게 설계되었으며 수납기능은 기본으로 

손잡이와 원키 시스템 등 편리성을 위한 작은 부분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5

Each unit CABIN series, do not miss the storage function, such as the handle and won 
key system, even a small part for convenience basically are designed to suit their ap-
plications.



Storage W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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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BIN 시리즈로 별도의 파티션이 필요없이 공간분류를 할수 있습니다. 수납공간 활

용은 물론 사용자의 동선을 생각한 다채로운 레이아웃 적용이 가능하며 심플하고 모

던한 사무공간을 창출 합니다.

GC383

Description

Items of Layout

  

 800x414x1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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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course, the use of storage space, it is possible to apply to a variety of layout 
we consider the flow line of the user, to create a simple, modern office space.



Coordin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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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인 공간 활용에도 탁월한 CABIN 시리즈 입니다. 심플하고 다양한 모듈화된 

디자인으로 어느 공간에서나 자연스런 조화를 이룰수 있으며 사용자의 선택의 폭을 

넓혀 원하는 공간을 만들 수 있습니다.

GC585
GC285G
GC282

Description

Items of Layout

800x414x1888
800x414x1888
800x414x798

 9

You can make a variety of modular space simple, that natural harmony in design from 
any room, you need to increase the width of the user’s choice



Cabinet
(Door+Glass)

Cabinet
(Door)

Cabinet
(Open)

글라이더를 이용해 높낮이 조절이 가능해 바닥이 

고르지 않은 장소에서도 캐비닛을 수평으로 설치

할 수 있습니다.

목재에 일체형으로 매립되는 손잡이는 디자인적인 

완성도와 실용성을 동시에 만족시킵니다.

유리도어의 전용 손잡이는 심플하고 단순한 형태에 

실버광택 처리되어 있어 유리의 투명한 개방감을 

그대로 살릴 수 있도록 디자인되었습니다.

무광실버 컬러의 원형캡으로 마감된 유리도어 힌지

는 목재 캐비닛 측판과 유리도어를 자연스러운 느

낌으로 연결되도록 합니다.1

2

3

도어형 스토리지에 기본으로 장착되는 원형키는 코

어 분리 방식으로 열쇠를 분실했을 때 제품의 손

상없이 코어만 분리제거한 후 다시 장착할 수 있

어 편리하고 안전하게 제품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터치식 디지털락 시스템은 일반 키에 비해 키 관리

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사용자가 수시로 비밀번호

를 바꿀 수도 있어 보안성을 높였으며 미려하게 제

작된 외관은 세련된 디자인 포인트로 작용합니다.

*특허 출원번호 10-2013-0005682

라커에 적용되는 다이얼키는 사용자가 손쉽게 사용

할 수 있고 관리 또한 간편합니다. 또한 네임태그를 

삽입할 수 있는 투명 플라스틱 커버가 있어 사용과 

관리의 효율성, 편리함을 높였습니다.

캐비닛의 몸통은 내측은 그레이톤의 PG 색상이 외측은 화이트톤의 

WH 색상이 적용된 독특한 판넬이 사용되었습니다. 따라서 외관은 화

사하고 깔끔한 느낌을 연출할 수 있으며 안쪽 공간은 차분하고 정돈된 

느낌을 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좌측 도어 내부에는 열림 방지용 보조시건 장치가 부착되어있습니다. 반

투명 재질의 사출성형부품으로 세련되고 깔끔한 느낌을 자아내며 별도의 

조작없이 보다 나은 보안성을 제공합니다. 

HIMMEL제품의 모든 도어에는 댐핑 기능이 내장된 고급힌지가 

기본장착되어 도어가 부드럽고 조용하게 닫힙니다.

Feat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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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 commoditized, standardized, diversity, presenting reasonable standards of storage
It is the goal of development CABIN series.



오픈장

도어장

도어장    

상하도어장

오픈장

하도어장

도어장

상유리도어장

오픈장

GC082

GC585
GC585E

GC282
GC282E

GC083

GC285
GC285E
GC285N
GC285NE

GC383
GC383E

GC285G
GC285GE

GC084
GC084N

GC585D
GC585DE

  800x414x798

  800x414x1888

  800x414x798
  

  800x414x1161

  800x414x1888
  

800x314x1888  

  800x414x1161
  

  800x414x1888

  800x414x1525
  800x314x1525

  800x414x1888

W800 2단

W800 4단

W800 5단

W800 6단

W800 3단 W600 캐비닛

오픈장 좁은장

옷장

오픈장 좁은장

GC464 L/R
GC464E L/R

GC064 GC565 L/R
GC565E L/R

GC066 GC666 L/R
GC666E L/R

GC464C L/R
GC464CE L/R

GC565C L/R
GC565CE L/R

GC666C L/R
GC666CE L/R

GC065  600x414x1525
  

  600x414x1525   600x414x1888   600x414x2251

  600x414x1525
 

  600x414x1888    600x414x2251  

  600x414x1888

옷장

오픈장

N : 
D :
DD :
G : 
E : 
DK :

좁은 깊이장
상하 도어 분리
상하 도어 / 몸통 분리형
유리 도어
터치식 디지털락
다이얼키

좁은장

옷장

  600x414x2251
 

도어장    상하도어장하도어장 상유리도어장

오픈장

GC484
GC484E

GC484D
GC484DE

GC284
GC284E
GC284N
GC284NE

GC284G
GC284GE

GC085
GC085N

  800x414x1525  800x414x1525
  

800x314x1525
  

  800x414x1525

  800x414x1888
  800x314x1888

  800x414x1525

오픈장

GC086   800x414x2251

도어장상하도어장하도어장 하도어장 상유리도어장

GC686
GC686E

GC686D
GC686DE
GC686DD      
GC686DDE

GC286
GC286E

GC386
GC386E

GC386G
GC386GE

  800x414x2251  800x414x2251   800x414x2251   800x414x2251   800x414x2251
  

라커1단 (1인용)

라커4단 (12인용)

라커2단 (2인용)

라커4단 (4인용)

라커1단 (3인용) 라커2단 (6인용)

GLC511
GLC511E
GLC511DK

GLC543
GLC543E
GLC543DK

GLC521
GLC521E
GLC521DK

GLC541
GLC541E
GLC541DK

GLC513
GLC513E
GLC513DK

GLC523
GLC523E
GLC523DK

  324x600x2200

  970x600x2200

  324x600x2200

  324x600x2200

  970x600x2200   970x600x2200

LOCKER

Item L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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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minate

Color System

Code System

WH UA LT SW PW

Color

Color

Color

Color

Color Color Color Color

Open type Door type

Door

Body

Color

Color

Color

Color

Color

Color

Color

Color

Color

Color

Color

Color Color

Color

Color

Color

Color Color

Color Color Color

Color Colo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