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험물 보관함 특허증 취득”

조달청 우수제품 지정서
(2016.12.22~2020.12.21)

중소기업청 성능인증서
“정부기관 우선구매물품”

인천시 품질우수제품
지정증서

미국 FM 화재시험 인증서
“국내 최초 국제 화재시험 합격”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증서

경영혁신중소기업
확인서

INNO-BIZ
기업확인서

벤처기업확인서안전보건경영시스템
(KOSHA18001)

ISO9001

B2B 사이트를 통한 구매 / 관리가 가능합니다.
B2B 업체등록 현황

㈜에스엔에스 생산제품관련 인증서

“캐비넷용 도어 개폐장치”
“특허증취득”

STANDARD & SPECIAL
(주)에스엔에스는 가속적으로 변화하는 산업 환경에 부응하는 

제조 시스템과 기술 능력을 갖추고 있음을 자부합니다.
오늘도 저희는 고객 만족에 대응하는 고품질의 실현을 위하여 

더욱 정진하고자 합니다.  
We will respond to the rapidly changing industrial environment.

By having manufacturing systems 
and technical capabilities.

Today, we will do our best with more sincerity
to realize high quality to satisfy our customers' nee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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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실험기자재 및 화학산업 전시회1. 국제화학장치산업전 2. 나라장터엑스포

(주)에스엔에스는 
자연 친화적인 기업으로서 환경보전을 위해 노력합니다.
친환경 페인트와 부품을 사용하여
친환경 제품을 생산합니다.

SNS
친환경 자재 사용

e,SNS, produce eco-friendly products 
considering nature. We manufacture eco-
friendly products by using eco-friendly paints 
and eco-friendly part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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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도어락
공구캐비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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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FM 인증서 인천시 품질우수제품 
지정서

중소기업청 
성능인증서

특허증 시험성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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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FM 인증서 인천시 품질우수제품 
지정서

중소기업청 
성능인증서

특허증 시험성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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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타입 (MSDS-BOX)

조달청 식별번호
SF-AL2R-MB

23176030

SF-AL3R-MB

23176031

SF-AL4R-MB

23176032

MB 타입 (MSDS-BOX )

조달청 식별번호
SF-AS2R-MB

23176035

SF-AS3R-MB

23176036

AD/NC/MB타입은 기본모델 옵션사항입니다. 

AD/NC/MB타입은 기본모델 옵션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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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타입 (MSDS-BOX )

조달청 식별번호
SF-BS2R-MB

23176042

SF-BS3R-MB

23176043

MB 타입 (MSDS-BOX)

조달청 식별번호
SF-BL2R-MB

23176037

SF-BL3R-MB

23176038

SF-BL4R-MB

23176039

AD/NC/MB타입은 기본모델 옵션사항입니다. 

AD/NC/MB타입은 기본모델 옵션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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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타입 (MSDS-BOX )

조달청 식별번호
SF-DS2R-MB

23176048

SF-DS3R-MB

23176049

AD/NC/MB타입은 기본모델 옵션사항입니다. 

AD/NC/MB타입은 기본모델 옵션사항입니다. 

MB 타입 (MSDS-BOX)

조달청 식별번호
SF-DL2R-MB

23176044

SF-DL3R-MB

23176045

SF-DL4R-MB

23176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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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NC/MB타입은 기본모델 옵션사항입니다. 

MB 타입 (MSDS-BOX)

조달청 식별번호
SF-DR1R-MB

23176050

SF-DR2R-MB

23176051

SF-DR3R-MB

23176052

SF-DR4R-MB

23176053

SF-DR5R-MB

23176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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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타입 (MSDS-BOX)

조달청 식별번호
SF-DRD3R-MB

23176058

SF-DRD4R-MB

23176059

SF-DRD6R-MB

23176061

SF-DRD8R-MB

23176063

SF-DRD10R-MB

23176065

NC/MB타입은 기본모델 옵션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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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타입 (MSDS-BOX)

조달청 식별번호
SF-BM1R-MB

23176066

SF-BM2R-MB

23176067

SF-BMM1R-MB

23176068

MB 타입 (MSDS-BOX)

조달청 식별번호
SF-DM1R-MB

23176069

SF-DM2R-MB

23176070

SF-DMM1R-MB

23176071

MB 타입 (MSDS-BOX)

조달청 식별번호
SF-SM1R-MB

23176072

SF-SM2R-MB

23176073

SF-SMM1R-MB

23176074

NC/MB타입은 기본모델 옵션사항입니다. 

NC/MB타입은 기본모델 옵션사항입니다. 

NC/MB타입은 기본모델 옵션사항입니다. 

SF-SM1R-NC

23098616

SF-SM2R-NC

23098617

SF-SMM1R-NC

23098618

14



위험물보관 내부의 화학물질로 인한 냄새와 
가스를 효과적으로 정화시켜주는 제품입니다.

위험물질 (가연성물질)DRUM 이동시 사용되며, 이동의
안전성을 고려하여 3.0T로 제작되어 견고함을 
지니고 있습니다.

위험물질 (가연성물질)DRUM 이동시 사용되며, 위험물질의
유출시 부식이 없는 SUS재질로 제작되었습니다.

위험물질 (가연성물질)DRUM 보관시 편리하며, 
FRAME은 3.0T로 제작되어 견고함을 지니고 있습니다.

캐비넷 하부의 통풍구 호스로 
연결하고 스위치와 속도조절기를 
작동시킵니다.

위험물보관함에 보관되어 있는 화학물질의 정보를 
공유하여, 안전한 위험물질의 취급을 통해 산업재해 및 
직업병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안전한 드럼 보관을 위한 옵션적용

SF-DR / DRD 등 드럼 입,출입을 편리하게 도와주는 
옵션제품 (예: 드럼 리프트 이용시)

공기정화기의 교체형 필터

SF-MB
304×396×50

MODEL
SIZE

SFC-AF
400×400×50

MODEL
SIZE

SFC-A(공기정화기)
508X413X282

MODEL
SIZE

OPTION - DRUM SAFETY CABINET (FOR FLAMMABLES)

SF-ORP
680X1570X300
3.0T STEEL PLATE
3.0T AL PLATE

MODEL
SIZE
재질

SF-OR
600X660
3.0T STEEL PLATE

MODEL
SIZE
재질

SF-OB (SUS)
680X740X46
1.5T SUS PLATE

MODEL
SIZE
재질

SF-OR (ROLLER)
690X720X46
3.0T STEEL PLATE

MODEL
SIZE
재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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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격한 연소확대 원인의 45%가 가연성물질에 의한 급격한 연소임(2018년 기준)
화재발생 후 10분 내 가연성 물질로 진행을 막을 수 있다면 대부분의 화재가 초기진압 가능

제232조 폭발 또는 화재 등의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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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격한 연소확대 원인의 45%가 가연성물질에 의한 급격한 연소임(2018년 기준)
화재발생 후 10분 내 가연성 물질로 진행을 막을 수 있다면 대부분의 화재가 초기진압 가능

제232조 폭발 또는 화재 등의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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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분류번호 : 56122002

18



*물품분류번호 : 5612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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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는 깨끗한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안전한 친환경제품을 만듭니다. 

기타

500x250x565

16kg

SA-FB-WH

 벽걸이용 BRACKET 제공

벽걸이 TY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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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는 깨끗한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안전한 친환경제품을 만듭니다. 

기타

500x250x565

16kg

SA-FB-WH

 벽걸이용 BRACKET 제공

벽걸이 TYPE

안전모 거치대

안전모 보관함 전제품
캐스터 옵션 적용 가능

안전모 보관함

안전모 개별 보관함

안전모 보관함
SA 안전모 보관함은 산업현장에서 개인 안전 필수품인 안전모를
개별적으로 보관함으로써 현장근로자들의 안전관리 및 편의성을 개선하여
사고 및 위기상황에서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1045X380X2010

85kg

SA-HCC20

1045X380X2010

100kg

SA-HCC3R12

1045X380X2010

102kg

SA-HCC16-155C

2100X500X1960

160kg

SA-HMC32

1100X400X1610

115kg

SA-9HCC

1100X400X2100

150kg

SA-12HCC

SPEC

단면, 고정식

단면, 이동식

양면, 고정식

양면, 이동식
개별 NAME PLATE 부착

안전모 보관함 안전모/작업화 보관함 안전모/개인 소지품 보관함 안전모 수납형 보관함용도 용도 용도 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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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용품 보관함
S&S SAFETY SYSTEM

SA 제품은 학교, 연구소, 공공기관, 산업현장 등에서 사용자의 안전을 
지켜주기 위해 필요한 제품입니다. 작업환경에서의 위험성을 줄이기 위한
보조 장치로 사용되어, 사용자의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는데 사용됩니다. 

85Kg

MODEL

SIZE 650X400X1825

WEIGHT

SA-GI2

105Kg

MODEL

SIZE 900X400X1825

WEIGHT

SA-GI3

20Kg

MODEL

SIZE 350X450X1050

WEIGHT

SA-GO1

25Kg

MODEL

SIZE 600X450X1050

WEIGHT

SA-GO2

MODEL

SIZE

WEIGHT

SA-GLM4P MODEL

SIZE

WEIGHT

SA-GLM6P

가스통 보관함

가스통 거치대

이동식 가스통 거치대

환기구를 이용하여 행거 타입
활용 가능

투명 아크릴창

고정이 손쉬운
벨크로 타입

거치 시 단차가 없어
이동이 편리함

고정과 이동이 편리한
풋마스터 적용

가스통 고정 부분
쇠사슬 타입 적용

이동 플레이트로 가스통 입출
(기본 옵션)

23Kg

550X550X690

32Kg

800X550X6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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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기 보관함

드럼 보관 받침대

드럼 보관 받침대 옵션 : 회전 롤러
드럼 마개를 통한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 드럼마개 방향을 
상부로 향하도록 드럼을 손쉽게 돌릴수 있는 옵션.

60Kg

MODEL

SIZE 980X750X810

WEIGHT

SA-DR1R1W

85Kg

MODEL

SIZE 1500X750X810

WEIGHT

SA-DR1R2W

120Kg

MODEL

SIZE 980X750X1620

WEIGHT

SA-DR2R1W

200Kg

MODEL

SIZE 1500X750X1620

WEIGHT

SA-DR2R2W

OPTION

80kg

MODEL

SIZE

내측 SIZE

470X440X1630

410X400X1490

WEIGHT

SA-JW16

SPEC 냉온수기 보관함

65kg

470X440X1320

410X400X1178

SA-CW13

직수 정수기 보관함

31kg

350X420X1630

290X415X1550

SA-JW2R

생수통보관함

MODEL

SIZE

내측 SIZE

WEIGHT

SPEC

MODEL

SIZE

내측 SIZE

WEIGHT

SPEC

*내측 DETAIL SIZE
(하부 선반 위부터)

375mm

545mm

530mm

1450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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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는 깨끗한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안전한 친환경제품을 만듭니다. 

구조 및 사양

용도 및 특징

모델별 조합가능 제품
Tip 원하시는 모델로 상,하 선택하여 조립가능한 제품군입니다.

예) SY-A3B3 제품에서 하부를 SY-B2로 교체를 원하시면 SY-A3B2모델로 변경 주문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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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별 조합가능 제품
Tip 원하시는 모델로 상,하 선택하여 조립가능한 제품군입니다.

예) SY-A3B3 제품에서 하부를 SY-B2로 교체를 원하시면 SY-A3B2모델로 변경 주문가능

시
스

템
캐

비
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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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는 깨끗한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안전한 친환경제품을 만듭니다. 

구조 및 사양

용도 및 특징

WORK BEN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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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1DC

선반 2EA / 캐비넷타입 

(옵션사항)

시
스

템
작

업
대

C-TYPE 행거포함
(P.115 참고)

C-TYPE 행거포함
(P.115 참고)

C-TYPE 행거포함
(P.115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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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스

템
작

업
대

A-TYPE 행거포함
(P.115 참고)

A-TYPE 행거포함
(P.115 참고)

A-TYPE 행거포함
(P.115 참고)

A-TYPE 행거포함
(P.115 참고)

A-TYPE 행거포함
(P.115 참고)

A-TYPE 행거포함
(P.115 참고)

(옵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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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MWBCT5-SU

S&S는 깨끗한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안전한 친환경제품을 만듭니다. 

30



SB-MWBCT5-SU

P.40~41

P.32~35

P.35~37

P.42~43

P.44~45

P.46~47

P.3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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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TYPE 행거포함
(P.30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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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TYPE 행거포함
(P.30 참고) B-TYPE 행거포함

(P.30 참고)

B-TYPE 행거포함
(P.30 참고)

B-TYPE 행거포함
(P.30 참고)

C-TYPE 행거포함
(P.30 참고)

C-TYPE 행거포함
(P.30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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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B-TYPE 행거포함
(P.30 참고)

B-TYPE 행거포함
(P.30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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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B-TYPE 행거포함
(P.30 참고)

B-TYPE 행거포함
(P.30 참고)

A-TYPE 행거포함
(P.30 참고)

A-TYPE 행거포함
(P.30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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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면 TYPE양면 TY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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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면 TYPE양면 TY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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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YPE 행거포함
(P.30 참고)

B-TYPE 행거포함
(P.30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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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잠금구조의 셔터도어 

   고급기기 보관 용이

② 전기작업을 위한 

   전기장치(2구 멀티탭) 장착

③ 사용자 편의를 위한 LED등 적용

④ 안정적인 DOOR걸이

   간편하게 고정 가능한 걸이방식

①      ②

③      ④

100서랍 - 3EA / 150서랍 - 2EA 서랍함 규격 DOOR 시건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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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YPE 행거포함
(P.30 참고)

B-TYPE 행거포함
(P.41 참고) C-TYPE 행거포함

(P.41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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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YPE 행거포함
(P.41 참고)

B-TYPE 행거포함
(P.41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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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YPE 행거포함
(P.41 참고)

B-TYPE 행거포함
(P.41 참고) C-TYPE 행거포함

(P.41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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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YPE 행거포함
(P.41 참고)

B-TYPE 행거포함
(P.41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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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B-TYPE 행거포함
(P.41 참고)

B-TYPE 행거포함
(P.41 참고) C-TYPE 행거포함

(P.41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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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B-TYPE 행거포함
(P.41 참고)

B-TYPE 행거포함
(P.41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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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YPE 행거포함
(P.41 참고)

B-TYPE 행거포함
(P.41 참고)

C-TYPE 행거포함
(P.41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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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YPE 행거포함
(P.41 참고)

B-TYPE 행거포함
(P.41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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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대 옵션

S&S BENCH SYSTEM
작업대의 활용도를 높여주는 옵션 제품

SB-2CC

1800×365×1000

70kg

SB-MWB1D(SUB-SC180)

1800×275×1060

WEIGHT

DETAIL

턴테이블(작업대 상판에 설치 가능)

SB-TT500

ø500X55

10kg

DETAIL
WEIGHT

WEIGHT 137kg

상부 부품박스(1단 적용 가능)DETAIL 상부 캐비넷(2p 판넬 부착된 모든 작업대에 적용 가능)

테이블 상부 부품박스DETAIL

SB OPTIONS

테이블 상부 부품박스DETAIL

※턴테이블 활용: 제품 방향을 바꿔가며 조립 등의 작업을 해야 할 경우, 턴테이블에             
                        제품을 올려두고 회전시켜가며 효율적인 작업이 가능합니다.

상부 옵션

48

SB-MWB1D(SUB-SC10)
1800×230×200

WEIGHT

적용박스

25kg

SC2BOX 적용

SUB 옵션DETAIL

4kg

SB-VS4

320 X 260 X 50

바이스 거치대 옵션

WEIGHT

DETAIL

SB-TP18

1800 X 900 X 50

떨어짐 방지턱 옵션

WEIGHT 8kg

DETAIL



*PC는 비매품임.

650×256×233

SB-PCM (컴퓨터 거치대)

(주)에스엔에스 제품은 부분적으로 조합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기본품(BASIC MODEL)에 추가되거나 보충되는 부분품(EXPANSION)은 
다른 기본품과도 호환되므로 원하는  조합으로 제품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단, 위험물 보관함은 제외)

조합형 제품 예시

하부 미닫이 적용 옵션

SB-MWB-MC 

1800×1900×820

1558×60×100

SB-RTO-2 (전선홀더-2)

1798×130×60

SB-RTO-1 (전선홀더-1) 
WEIGHT

DETAIL WEIGHT

WEIGHT

WEIGHT

5kg

95kg

5kg

6kg

투명 아크릴 적용하여 내부확인 가능

판넬 옵션

하부 옵션

1800×400×30

SB-MS184 (메라우드 선반) SB-LHR (판넬용 회전등) 

1780×375×140

SB-LM1P (걸이대-1)

1780×375×140

SB-LM2P (걸이대-2)

1780×375×140

※판넬의 타공을 이용해 
   부착하는 방식

※ 원하는 높이에 맞추어
    부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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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는 깨끗한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안전한 친환경제품을 만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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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54

P.52

P.53

P.53

P.54

P.54

P.54~55

P.5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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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YPE 행거포함
(P.50 참고)

B-TYPE 행거포함
(P.50 참고)

B-TYPE 행거포함
(P.50 참고)

B-TYPE 행거포함
(P.50 참고)

A-TYPE 행거포함
(P.50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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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YPE 행거포함
(P.50 참고)

B-TYPE 행거포함
(P.50 참고)

B-TYPE 행거포함
(P.50 참고)

A-TYPE 행거포함
(P.50 참고)

A-TYPE 행거포함
(P.50 참고)

A-TYPE 행거포함
(P.50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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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YPE 행거포함
(P.50 참고)

A-TYPE 행거포함
(P.50 참고)

A-TYPE 행거포함
(P.50 참고)

B-TYPE 행거포함
(P.50 참고) B-TYPE 행거포함

(P.50 참고)
B-TYPE 행거포함

(P.50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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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YPE 행거포함
(P.50 참고)

A-TYPE 행거포함
(P.50 참고)

A-TYPE 행거포함
(P.50 참고)

B-TYPE 행거포함
(P.50 참고)

B-TYPE 행거포함
(P.50 참고)

B-TYPE 행거포함
(P.50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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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 작업대 옵션
S&S TABLE SYSTEM

작업대 전체 모델의 상판은 작업용도에 맞게 선택하여
주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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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록

S&S TABLE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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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는 깨끗한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안전한 친환경제품을 만듭니다. 

P.59~63

P.64~65 P.66~67 P.68~69

P.70~71 P.7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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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YPE 행거포함
(P.58 참고)

A-TYPE 행거포함
(P.58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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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TYPE

생산현장, 품질관리실, 직업훈련원, 실험실습실에서 사용되고 있으며 OPTION으로 서랍 및 공구걸이대를 부착하여
공구정리정돈으로 쾌적한 주변환경과 높은 작업효율성을 유지

A-TYPE 행거포함
(P.58 참고)

A-TYPE 행거포함
(P.58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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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구걸이판넬 TYPE

생산현장, 품질관리실, 직업훈련원, 실험실습실에서 사용되고 있으며 OPTION으로 서랍 및 공구걸이대를 부착하여
공구정리정돈으로 쾌적한 주변환경과 높은 작업효율성을 유지

(P.63 상단 참조)(P.63 상단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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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구걸이판넬 TYPE

생산현장, 품질관리실, 직업훈련원, 실험실습실에서 사용되고 있으며 OPTION으로 서랍 및 공구걸이대를 부착하여
공구정리정돈으로 쾌적한 주변환경과 높은 작업효율성을 유지

(P.63 상단 참조)

(P.63 상단 참조)

(P.63 상단 참조)

(P.63 상단 참조)

(P.63 상단 참조)

(P.63 상단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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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현장, 품질관리실, 직업훈련원, 실험실습실에서 사용되고 있으며 OPTION으로 서랍 및 공구걸이대를 부착하여
공구정리정돈으로 쾌적한 주변환경과 높은 작업효율성을 유지

(P.65 상단 참조)
(P.65 상단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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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65 상단 참조) (P.65 상단 참조)

(P.65 상단 참조) (P.65 상단 참조)

(P.65 상단 참조) (P.65 상단 참조)

(P.65 상단 참조) (P.65 상단 참조)

생산현장, 품질관리실, 직업훈련원, 실험실습실에서 사용되고 있으며 OPTION으로 서랍 및 공구걸이대를 부착하여
공구정리정돈으로 쾌적한 주변환경과 높은 작업효율성을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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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스

기본형에 좌, 우, 뒷판이 추가되어 안정성 및 선반, 슬라이딩선반의 보관성을 한 층 강화한 TYPE

(P.67 상단 참조) (P.67 상단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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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스

기본형에 좌, 우, 뒷판이 추가되어 안정성 및 선반, 슬라이딩선반의 보관성을 한 층 강화한 TYPE

(P.67 상단 참조) (P.67 상단 참조)

(P.67 상단 참조) (P.67 상단 참조)

(P.67 상단 참조) (P.67 상단 참조)

(P.67 상단 참조) (P.67 상단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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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스

좌, 우면에 공구걸이판넬 적용으로 저장용량 및 활용성을 극대화한 TYPE

(P.69 상단 참조) (P.69 상단 참조)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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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스

좌, 우면에 공구걸이판넬 적용으로 저장용량 및 활용성을 극대화한 TYPE

(P.69 상단 참조) (P.69 상단 참조)

(P.69 상단 참조) (P.69 상단 참조)

(P.69 상단 참조) (P.69 상단 참조)

(P.69 상단 참조) (P.69 상단 참조)

(P.69 상단 참조) (P.69 상단 참조)

(P.69 상단 참조) (P.69 상단 참조)

(P.69 상단 참조) (P.69 상단 참조)

(P.69 상단 참조) (P.69 상단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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칸막이 이동 간격

(P.71상단 참조) (P.71상단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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칸막이 이동 간격

(P.71 상단 참조)

(P.71 상단 참조)

(P.71 상단 참조)

(P.71 상단 참조)

(P.71 상단 참조)

(P.71 상단 참조)

(P.71 상단 참조)

(P.71 상단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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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73 상단 참조) (P.73 상단 참조) (P.73 상단 참조)(P.73 상단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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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73 상단 참조)

(P.73 상단 참조)

(P.73 상단 참조)

(P.73 상단 참조)

(P.73 상단 참조)

(P.73 상단 참조)

(P.73 상단 참조)

(P.73 상단 참조)

(P.73 상단 참조)

(P.73 상단 참조)

(P.73 상단 참조)

(P.73 상단 참조)

(P.73 상단 참조)

(P.73 상단 참조)

(P.73 상단 참조)

(P.73 상단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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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S&S는 깨끗한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안전한 친환경제품을 만듭니다. 

100(S)

150(M)

200(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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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75



8

서랍 높이를 100, 150, 200mm 등으로 선택 및 조합하여 
다양한 크기의 보관품에 맞춤 구성할 수 있습니다.

A-TYPE 행거포함 ( P.74 참조)

A-TYPE 행거포함 ( P.74 참조)

A-TYPE 행거포함 ( P.7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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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랍 높이를 100, 150, 200mm 등으로 선택 및 조합하여 
다양한 크기의 보관품에 맞춤 구성할 수 있습니다.

A-TYPE 행거포함 ( P.74 참조)

A-TYPE 행거포함 ( P.74 참조)

A-TYPE 행거포함 ( P.7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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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74 표 참고)

박스 TYPE
·각종 공구 및 부품의 보관이 적재적소에서 이루어질 수 있게 설계된 박스형 보관함입니다.
·고정가능한 캐스터 부착으로 이동 및 배치가 편리합니다.

캐스터 변경 옵션 (4인치 중량)
박스타입 전체 제품 적용 가능(전자부품타입 제외)

1100X500X650(700)

62kg

1100X500X650(700)

65kg

900X500X650(700)

60kg

1100X500X650(700)

65kg

SD-115BOX/SD-M115BOX

SD-115BOX2CC/SD-M115BOX2CCSD-95BOX-SUS/SD-M95BOX-SUS

SD-115BOX1D/SD-M115BOX1D

넉넉한 깊이 및 넓이의 수납공간으로
다양한 도구 및 자재의 보관이나 수납 시

편리하게 사용 가능

상부 도어를 연 채 고정이 가능하여
손쉬운 수납이 용이함

분할 적치용 칸막이를 활용하여
더욱 정돈된 보관이 가능함

BOX TY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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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스 TYPE
·각종 공구 및 부품의 보관이 적재적소에서 이루어질 수 있게 설계된 박스형 보관함입니다.
·고정가능한 캐스터 부착으로 이동 및 배치가 편리합니다.

캐스터 변경 옵션 (4인치 중량)
박스타입 전체 제품 적용 가능(전자부품타입 제외)

1100X500X650(700)

62kg

1100X500X650(700)

65kg

900X500X650(700)

60kg

1100X500X650(700)

65kg

SD-115BOX/SD-M115BOX

SD-115BOX2CC/SD-M115BOX2CCSD-95BOX-SUS/SD-M95BOX-SUS

SD-115BOX1D/SD-M115BOX1D

넉넉한 깊이 및 넓이의 수납공간으로
다양한 도구 및 자재의 보관이나 수납 시

편리하게 사용 가능

상부 도어를 연 채 고정이 가능하여
손쉬운 수납이 용이함

분할 적치용 칸막이를 활용하여
더욱 정돈된 보관이 가능함

BOX TY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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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랍 내부에 엠보싱 매트 및 조절가능 칸막이로 공구 및 중요품 보관이 
효율적이며 편리합니다.

합니다.

1200  Series

800  Series

900  Series

2200  Se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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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0  Series

2200  Se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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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부품 및 도구를
보관, 활용할 수 있는 TYPE

자유로운 이동이 가능하며
손쉬운 적치 및 보관으로

S&S는 깨끗한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안전한 친환경제품을 만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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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부품 및 도구를
보관, 활용할 수 있는 TYPE

자유로운 이동이 가능하며
손쉬운 적치 및 보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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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량 DOOR CABINET

SE-M72C
900×400×1600

C1/C2/C3/C4

120kg

적용박스

SE-M52C
1150×400×1680

C1/C2/C3/C4

156kg

적용박스

SE-M32C
1150×400×1110

C1/C2/C3/C4

98kg

적용박스

SE-DCCM72C
900×400×1600

C1/C2/C3/C4

136kg

적용박스

SE-B
900×500×1570

C1/C2/C3/C4

119kg

적용박스

SE-C
900×530×1570

C1/C2/C3/C4

139kg

적용박스

SE-D
900×530×1570

C1/C2/C3/C4

130kg

적용박스

SE-E
900×530×1570

C1/C2/C3/C4

130kg

적용박스

A-TYPE 행거포함 (P8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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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B
900×500×1570

C1/C2/C3/C4

119kg

적용박스

SE-C
900×530×1570

C1/C2/C3/C4

139kg

적용박스

SE-D
900×530×1570

C1/C2/C3/C4

130kg

적용박스

SE-E
900×530×1570

C1/C2/C3/C4

130kg

적용박스

A-TYPE 행거포함 (P8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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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SQ2S
675×675×785

SQ1 / 4면사용 / 2단

49kg

적용박스

SE-SQ3S
675×675×1070

64kg

적용박스 SQ1 / 4면사용 / 2단

SE-CCSQ3S
460X285X1038

SQ1

30kg

적용박스

박스 TYPE 소형 캐비넷 TYPE

SE-BOX15C
905X380X650

C1/C2/C3/C4

35kg

적용박스

SE-R16C
550X550X400

SC1 / SC2

28kg

적용박스

550×550×1140

SC1 / SC2

77kg

적용박스

SE-R48C

서랍에는 NAME PLATE가 있어 식별표시가 가능합니다.

·3단 분리되어 각 층이 개별적으로 회전 가능함.
·회전 시 45˚ 단위로 고정되어 안정적인
   부품 수납이 용이함.

·풋마스터가 적용되어 작업현장에서
   편리하게 고정 또는 이동이 가능.

개별 소지품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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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SQ2S
675×675×785

SQ1 / 4면사용 / 2단

49kg

적용박스

SE-SQ3S
675×675×1070

64kg

적용박스 SQ1 / 4면사용 / 2단

SE-CCSQ3S
460X285X1038

SQ1

30kg

적용박스

박스 TYPE 소형 캐비넷 TYPE

SE-BOX15C
905X380X650

C1/C2/C3/C4

35kg

적용박스

SE-R16C
550X550X400

SC1 / SC2

28kg

적용박스

550×550×1140

SC1 / SC2

77kg

적용박스

SE-R48C

서랍에는 NAME PLATE가 있어 식별표시가 가능합니다.

·3단 분리되어 각 층이 개별적으로 회전 가능함.
·회전 시 45˚ 단위로 고정되어 안정적인
   부품 수납이 용이함.

·풋마스터가 적용되어 작업현장에서
   편리하게 고정 또는 이동이 가능.

개별 소지품 보관

SQ1
396×220×285

122×220×60

SC1
260X218X70

250X214X62서랍규격

SC2
260X218X70

123X214X62서랍규격

C TYPE BOX

SC TYPE BOX SQ TYPE BOX

각각의 제품마다 조합할 수 있는
박스의 종류가 다릅니다.

원하는 제품이 어떤 박스를
사용하는 지 파악한 뒤, 현장에 적합한

세부 박스를 선택하세요.

효율적인 작업 환경 

SE 시리즈와 함께 깔끔한 수납,
효율적인 작업 환경을 완성합니다.

정리정돈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부품 및
개인물품의

수납이 가능한
높은 활용성.

다양한 제품에 조합 가능한 코메드 박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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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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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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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IGHT WEIGHT WEIGHT WEIGHT

WEIGHT WEIGHT WEIGHT WEIGHT

S&S는 깨끗한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안전한 친환경제품을 만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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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IGHT WEIGHT WEIGHT WEIGHT

WEIGHT WEIGHT WEIGHT WEIGHT

SC-B

1100X530X1270

132kg

SC-AR

1100X530X1850

165kg

SC-A

1100X530X1850

200kg

부품박스 포함
B1-20/B2-7
(P.114참조)

(P.114참조)

(P.114참조)

다용도 캐비넷 TYPE
·소량 다품종의 부품 보관이 가능하며 DOOR에 공구걸이판을 부착하여 활용도를 높였습니다.
·DOOR는 2차 잠금장치를 적용하여 보안성을 강화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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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EL SIZEWEIGHT MODEL SIZEWEIGHT

MODEL SIZEWEIGHT MODEL SIZEWEIGHT

MODEL SIZEWEIGHT MODEL SIZEWEIGHT

MODEL SIZEWEIGHTMODEL SIZEWE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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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EL SIZEWEIGHT MODEL SIZEWEIGHT

MODEL SIZEWEIGHT MODEL SIZEWEIGHT

MODEL SIZEWEIGHT MODEL SIZEWEIGHT

MODEL SIZEWEIGHTMODEL SIZEWE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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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EL SIZEWEIGHT MODEL SIZEWEIGHT

MODEL SIZEWEIGHT MODEL SIZEWEIGHT

MODEL SIZEWEIGHT MODEL SIZEWEIGHT

MODEL SIZEWEIGHT MODEL SIZEWE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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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EL SIZEWEIGHT MODEL SIZEWEIGHT

MODEL SIZEWEIGHT MODEL SIZEWEIGHT

MODEL SIZEWEIGHT MODEL SIZEWEIGHT

MODEL SIZEWEIGHT MODEL SIZEWE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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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EL WEIGHT

MODEL WEIGHT

MODEL WEIGHT

MODEL WE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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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EL WEIGHT

MODEL WEIGHT

MODEL WEIGHT

MODEL WEIGHT

MODEL SIZEWEIGHT MODEL SIZEWEIGHT

MODEL SIZEWEIGHT MODEL SIZEWE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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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 비밀번호는 숫자 0000 입니다.
◎여러개의 디지털 키 등록방법 (50개까지 등록가능)

CARD

1    2    3

4    5    6

7    8    9

*    0    #

CARD

1    2    3

4    5    6

7    8    9

*    0    #
① 실내측 배터리 커버를
    열고 [RES] 버튼을 누름.

② 4~12자리 사이의 원하는 
    임의의 번호 입력.

③ [*]버튼을 누르면 삐릭삐릭~

    소리 후 다시 누르면 완료.
삐릭~

(예: 123456)

① 실내측 배터리 커버를
    열고 [RES] 버튼을 누름.

CARD

② 사용자 태그키를
    접촉부에 접촉.

CARD

1    2    3

4    5    6

7    8    9

*    0    #
③ [*]버튼을 누르면 완료.

TAG
 KEY

※태그키 연속하여 50개까지 등록가능

칸막이형 캐비넷 TY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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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 비밀번호는 숫자 0000 입니다.
◎여러개의 디지털 키 등록방법 (50개까지 등록가능)

CARD

1    2    3

4    5    6

7    8    9

*    0    #

CARD

1    2    3

4    5    6

7    8    9

*    0    #
① 실내측 배터리 커버를
    열고 [RES] 버튼을 누름.

② 4~12자리 사이의 원하는 
    임의의 번호 입력.

③ [*]버튼을 누르면 삐릭삐릭~

    소리 후 다시 누르면 완료.
삐릭~

(예: 123456)

① 실내측 배터리 커버를
    열고 [RES] 버튼을 누름.

CARD

② 사용자 태그키를
    접촉부에 접촉.

CARD

1    2    3

4    5    6

7    8    9

*    0    #
③ [*]버튼을 누르면 완료.

TAG
 KEY

※태그키 연속하여 50개까지 등록가능

A-TYPE 행거포함
(P.114 참고)

A-TYPE 행거포함
(P.114 참고)

C-TYPE 행거포함
(P.114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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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YPE 행거포함(P.114 참조)

MODEL SIZEWEIGHT MODEL SIZEWEIGHT

MODEL SIZEWEIGHT MODEL SIZEWE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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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YPE 행거포함(P.114 참조)

MODEL SIZEWEIGHT MODEL SIZEWEIGHT

MODEL SIZEWEIGHT MODEL SIZEWEIGHT

·동작상태 알림 전자음
·수동/자동 잠금기능
·터치식 버튼 패널
·사용/미사용 상태 확인가능

·건전지 교환시기 알림음 
·패널 터치 시 번호판 화면 생성
·외부지상전원 공급단자 탑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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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

MODEL SIZEWEIGHT

B-T

MODEL SIZEWEIGHT

B-T

MODEL SIZEWEIGHT

B-T

MODEL SIZEWEIGHT



옵션품목

셔터 캐비넷 TYPE

캐비넷 및 적치대에 미닫이 도어 적용 캐비넷 및 적치대에 홀딩 도어 적용

900×580×1850

SC-MCM2R

도어 옵션

900X580X2150 1500X580X2150

1500X580X2150

TYPE TYPE미닫이 도어 홀딩 도어

900×600×1850

SC-HC4R

SC-SUM3R SC-SUM3R-1500

900

235 235

1500

1915

1915

<별도 사이즈 주문제작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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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 저장용 캐비넷

캐비넷 옵션

코너 캐비넷

코너 캐비넷 적용 예시

다용도 캐비넷

SUS캐비넷

옷걸이봉 적용 캐비넷/적치대 - 선입선출 선반 캐비넷/적치대 - 하부BOX 적용

900×600×1825

SC-OCC4RSC-DCCM4R-SUS

900×600×1850

SC-LBM3R SC-2CC2DP

TYPE TYPE TYPE옷걸이봉 적용 SC/SR - 선입선출 선반 SC/SR - 하부 BOX 적용

900X530X1850

900X500X1850

900×530×1825

SC-HP2R1W

옥외용 캐비넷SP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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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12D/W SR-15D/WSR-D/W SR-18D/W SR-21D/W

기본 TYPE
고정선반의 하중은 300kg

“B”TYPE
옆판 뒤판의 부착으로
현장 내부의 깨끗함을
유지할 수 있는 TYPE

서랍 TYPE
적치대에 서랍칸을 적용하여
활용도를 높인 TYPE

“CC”TYPE
적치대에 DOOR가 적용되어
공구 및 고급기기류의 분류 및
도난을 방지할 수 있는 TYPE

S&S는 깨끗한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안전한 친환경제품을 만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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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12D/W SR-15D/WSR-D/W SR-18D/W SR-21D/W

기본 TYPE
고정선반의 하중은 300kg

“B”TYPE
옆판 뒤판의 부착으로
현장 내부의 깨끗함을
유지할 수 있는 TYPE

서랍 TYPE
적치대에 서랍칸을 적용하여
활용도를 높인 TYPE

“CC”TYPE
적치대에 DOOR가 적용되어
공구 및 고급기기류의 분류 및
도난을 방지할 수 있는 TYPE

P.107

P.108

P.109

P.110

P.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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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6SR SR-7S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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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6SR SR-7S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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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 RACK SYSTEM

B / CC TYPE
선반의 높낮이 조절이 50mm 간격으로 가능하여, 각종 공구 및 부품을 높이에 관계없이 적치가 가능합니다.
선반의 내 하중은 300kg 입니다.

수평조절발
(방진고무부착) 3" 중량 CA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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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EL

SPEC
고하중 레일 적용(볼 베어링)

SR-HSR

내하중 150kg, 선반 인출거리 330mm

MODEL

SPEC

SR-TP

적재된 제품의 추락 방지 기능

*바퀴 타입 제품에 적용 불가

방지턱 적용 상태

인출 고정 홈

해제 상태
(제품 입고시)

고하중 슬라이딩 선반 (옵션)

떨어짐 방지턱 (옵션)

선반 당 내하중
 150kg

150kg

선반 옵션

소형 TYPE

경량 TYPE

110



MODEL

SPEC
고하중 레일 적용(볼 베어링)

SR-HSR

내하중 150kg, 선반 인출거리 330mm

MODEL

SPEC

SR-TP

적재된 제품의 추락 방지 기능

*바퀴 타입 제품에 적용 불가

방지턱 적용 상태

인출 고정 홈

해제 상태
(제품 입고시)

고하중 슬라이딩 선반 (옵션)

떨어짐 방지턱 (옵션)

선반 당 내하중
 150kg

150kg

선반 옵션

소형 TYPE

경량 TYPE

111



되어

75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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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는 깨끗한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안전한 친환경제품을 만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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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B  SIZE:250X30X200 ▲ PC-A3  SIZE:530X335X110 ▲ PA-A4  SIZE:315X230X25

P.116

P.117

P.118

P.118

P.119

P.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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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B  SIZE:250X30X200 ▲ PC-A3  SIZE:530X335X110 ▲ PA-A4  SIZE:315X230X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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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면/양면 TYPE

*부품박스 포함

*부품박스 포함

*부품박스 포함

*부품박스 별도

*부품박스 별도

118



단면/양면 TYPE

*부품박스 포함

*부품박스 포함

*부품박스 포함

*부품박스 별도

*부품박스 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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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면 TY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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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면 TY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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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는 깨끗한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안전한 친환경제품을 만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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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124

P.124

P.125

P.124~125

P.126

P.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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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는 깨끗한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안전한 친환경제품을 만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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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ULTI TOOLBOX
다용도 이동형 보관함

테이퍼 툴 보관용
(보관툴 24EA)

LED등 설치가능
(옵션사항)

공구걸이 판넬

석정반
(SIZE:600X450X100T)

고정식 보조선반

툴 클램프 BT40용
(변경가능)

대용량 서랍
(SIZE : 800X700)
서랍깊이 700mm

테이퍼 툴 보관용
(보관툴 25EA)

5인치 중량 캐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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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S 소형 작업대

SUS 캐비넷

   SUS 이동 공구함 칸막이 슬라이딩 선반 적용

홀딩도어 적용 적치대

맞춤 공구보관용 이동공구함상판 STEEL 20T 작업대

BOX 타입 공구보관함서랍형 캐비닛

다용도 실험실용 작업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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