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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제품소개서

Sliding Door System
슬라이드 도어 제품군

Introiducing an Intergrated
proposal from 3
Companies with 3 Different
Professional Solutions.

3연동 미닫이 중문

Bathroom system, storage
system, space dividing
system are core elements
of the modern living
culture.

Rail Structure

3개의 각기 다른 전문 분야를 가진 3개의 기업이 함께 제공할
수 있는 최고의 Solution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욕실공간,
수납공간, 공간분할은 현대적인 주거문화에서 필수적입니다.

고객상담실

Detail

마감

Finishing Options

제휴, 입점 , 납품, 제품 등과 관련된 모든

구분

세부사항

구동 방식

하부구동

하겠습니다.

하드웨어

유압식댐퍼 + 롤러구동

운영시간

재질

도어 (Aluminum)

궁금점은 아래에 기재된 정보에 따라
문의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도록

불소도장
아크릴 도장

기본 레일 (Aluminum)

불소도장

유리 (5T)

강화유리

프레임

블랙
브론즈

유리

브론즈
투명/불투명/패턴

하드웨어

댐퍼
하부롤러

월요일—금요일: 09:30—17:30
전자우편: info@unifur.co.kr

주식회사 유니퍼

안전 시트 부착 유리 (열압착)
색상

공휴일, 토 / 일요일 휴무

11954 경기도 구리시
아차산로 367번길 29 (교문동)
대표전화
031–554–0073
대표팩스
031–554–0075

사용된 도안과 사진은 법률 제 9785 호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를 받으며 무단복제 및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사전 동의 없는 사진, 시각적 구성요소 , 글의 사용은 법적 절차에 의하여 사용한 당사자와

Unifur Inc.
29, Achasan–ro 367beon–gil, Guri-si,
Gyeonggi–do, South Korea
Postcode 11954
Telephone +82 31-554-0073
Facsimile
+82 31-554-0075

자체생산제품
자체생산제품

Copyright Notices / 저작권 명시
© 2019 by Unifur Inc. All rights reserved.
© 2019 주식회사 유니퍼 모든 권리 보유

단체에 책임을 묻습니다.

All content is property of Unifur Inc. Any contents cannot be copied without
permission. All other company names and product name are trademarks of their
respective owners.
모든 내용의 소유권은 주식회사 유니퍼가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내용은 허가 없이 복사해갈 수

www.unifur.co.kr

본 소개서는 주식회사 유니퍼의 제품 홍보 및 기업 홍보를 목적으로 제작되었으며 제품의 외관 및 사양

UNIFUR™
ALL RIGHTS RESERVED

Y

없습니다. 표시된 다른 모든 회사명과 고유상표 도안 및 제품명은 해당 회사가 권리를 보유합니다.

등은 제품 향상을 위해 사전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제품소개서의 모든 내용과 구성은 주식회사
동성사의 소중한 자산으로서 무단 복제 시 법적 제재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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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니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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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중문은 외부로부터의 침입 및 방어적 역할을 하는 1차 현관문과 다르게
방음, 방풍, 방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도어(문)로서 현대인들이 감각에 맞춰
인테리어 역할도 함께 활용되고 있는 제품입니다.
예로부터 신발을 실내에 들어놓으면 복이 신발을 신고 달아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 때문에 중문은 신발을 신는 현관과 집안을 분리해 줌으로써 집안의
따스하고 아늑한 분위기를 살리고 복을 채우는 도어(문) 입니다.

특징 및 장점
부품 자체 생산 및 가공으로 타사 대비, 가격 및 품질 경쟁력 확보 (알루미늄
프레임 제조, 가공 / 유리 가공 / 유리 강화)

•
•
•
•
•

외부의 냉기 및 외풍을 차단하고 실내 열 손실을 방지합니다.
시끄러운 외부소음을 2중으로 차단합니다.

Application Portfolio

Product Overview

개요

아파트 현관
파주 운정 지구

현관 신발장의 악취가 유입되는 것을 차단합니다.
사적인 실내공간이 보이지 않도록 차단합니다.

파주 운정 지구 현관에

다양한 색상 및 마감, 자재에 따른 인테리어 효과

설치된 브론즈 프레임과

Satin 불투명 유리 조합의
제품입니다.

냉/난방비 절약
외부열/냉기를 차단, 실내 열 손실 방지

현대적인 형태의 손잡이가
추가되어있으며 유리의 마감

방음 효과

상태가 멋스러운 제품입니다.

시끄러운 외부 소음을 2중으로 차단

악취 및 먼지 유입 차단
현관의 먼지, 악취 유입 차단

오피스텔 현관

광교 컨벤션 오피스텔 현관에 설치된 브론즈
프레임과 불투명 유리 조합의 제품입니다.

광교 컨벤션 오피스텔
은은한 색상으로 밝거나 어두운 주변 마감재
어디에나 조화롭게 어울리는 제품입니다.

사생활 보호
현관 중문으로 한 번 더 시선 차단

실내공간

인테리어 효과
다양한 색상 및 마감 자재에 따른 공간 디자인 변화

영등포 뉴타운

제품 특징
안전성 확보
자체 개발 및 마감재로 안전성 강화

튼튼한 내구성
수만 번 열고 / 닫아도 부드러운 슬라이딩

가격 경쟁력
자체 생산 및 자체 조립으로 유통단계 최소화

실내공간
영등포 뉴타운

실내공간에 설치된 브론즈 프레임과 불투명
유리 조합의 제품입니다.

실내공간에 설치된 브론즈
프레임과 불투명 유리 조합의
제품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