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롭고 가치 있는 생활환경 창조를 모토로 50여 년간 대한민국 주거공간에 주방 및 

수납가구를 공급해 왔습니다.

사용자와 기업고객의 복합적인 니즈를 분석, 맞춤 가구를 생산해오며 시대를 반영하는 

공간의 개념과 인테리어 시장의 변화를 가까이서 체득할 수 있었습니다.

넥시스의 경쟁력이 곧 고객의 경쟁력이라 여기며 자체 디자인 연구소를 설립. 트렌드를 

선도하는 품격 높은 디자인과 함께 신소재 개발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시대에 따라 변화하는 소비자 요구에 맞춰 최적의 기능과 소재를 최고의 시공품질로 

제공하며, 더 나아가 예술적 가치를 지닌 하이엔드급 공간을 제안하는 기업으로 자리 

매김하겠습니다.

대 표 이 사   최 민 호



PHILOSOPHY

새롭고 가치있는

생활환경 창조

SLOGAN

주방가구 그 이상의 가치

Beyond the Kitchen

MISS ION

동료에게 배려를

가족에게 행복을

고객에게 감동을

Beyond the Kitchen NEX IS

주방가구 그 이상의 가치 넥시스

넥시스는 새롭고 가치 있는 생활환경 창조를 목표로 품질 원칙 

주의, 친환경 자재 사용, 고객만족 서비스의 약속을 지키며 공간을 

더욱 아름답게 만들어 가겠습니다.

BUS INESS

2020 휴앤케어 여자오픈 준우승 / 김보아 프로

2019 제9회 롯데 칸타타 여자오픈 우승 / 김보아 프로

2018 보그너 MBN 여자오픈 우승 / 김보아 프로

2018 ADT 캡스 챔피언십 준우승 / 박유나 프로

2017년 넥시스 여자골프단 창단

세계 유수의 명품 브랜드와 함께 하는 하이엔드급 주거공간.

공간을 작품으로 승화하는 예술적 가치를 추구합니다.

수입가구 특판 및 시판부문 / 주방, 욕실, 인테리어

붙박이장, 주방가구, 공간별 수납장 등 설계에서 시공까지 

건설사의 요구에 따른 최적의 품질과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국내가구 특판부문 / 주방, 수납가구



N o m i n a t i o n  2 0 2 2

CONTENTS

COMPANY

회 사 연 혁

조 직 구 성 도 & 사 업 장

공 장 규 모

생 산 공 정

BUS INESS  I TEM

국 내 특 판 가 구

수 입 주 방 가 구

수 입 건 자 재

넥 시 스 골 프 단

6 - 7 p

8 p

9 p

1 0 p

1 2 - 1 5 p

1 6 - 2 3 p

2 4 - 2 6 p

2 7 - 2 8 p

BUS INESS  RECORD

공 사 실 적

CERT I F ICAT ION

사 업 면 허  및  인 허 가 사 항

3 0 - 3 8 p

3 9 - 6 4 p



1970.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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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1982.  8

1988.  6

1994.  3

1995.  5

           7
           9

199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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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  4

          5

2001.  3 

          6

2003.  6 

          7

          8

1970 - 2003

삼형제 가구 설립

확장 이전 :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 30번지 성서공단

제미니 가구 상표 등록

그린 우드 상표 등록

확장 이전 : 경북 고령군 성산면 어곡리 273-1

그린 우드 Q마크 등록, KS 등록

제 2공장 증축 : 경북 고령군 저전리 888-61 소재

대구 최초 자동 도장 라인 설치 : 제1공장

일본 S.G.S(Sizuoka Giken Sanki Co. Ltd.,)와 기술 제휴 및 

Membrane Press, Dry Profile Wrapping Machine 

(곡면 진공 프레스 열 전사기)도입

국내 최초 Curved Surface Laminater 도입

제 3공장 설립 : 경북 고령군 우곡면 사촌 187-1

대구 최초 고주파 성형기 도입

㈜대연 상호 변경

제3공장 무늬목 생산라인 시설, 생산

㈜ 대연 법인 설립

제3공장 창호 라인 증설

Q마크 (가구.주방가구 부문) 인증

넥시스 (Next Built-In System) 상표 등록 및 R&D 사업부 발족

ISO 9001 인증 획득 (인증기관 : 한국표준협회) 2015.06 인증 반납

2004 - 2009

  

KS 인증 획득 (KS G5700)

가구 단체 표준표시 인증 (KSF-G-1001 붙박이장, 

KSF-G-1002 신발장)

㈜대연 넥시스 상호 변경

실내 건축 공사업 면허 취득

주방가구 라인 증설

2004.  4 

           6

 

         12

2005.  2
 

2005.  4

씽크조합 단체 표준 및 우수 단체 인증 획득

우수 단체 표준 제품 인증 획득 (KS G 5700)

경영 혁신형 중소기업 인증 (대구, 경북 중소기업청)

대주건설㈜ 우수 협력업체 수상

상표.서비스표 등록 (제45-0019809호) 특허청

넥시스 (Next Built-In System) 상표 등록증 취득

대우건설㈜ 감사패 수상

본사 이전 : 대구시 달서구 월암동 1119

중소기업청 표창장

신동아건설㈜ 감사패 수상

본사 이전 : 경북 고령군 성산면 어곡리 273-1

            6

2006. 11

2007.  5

 

 

           7

2008.  2 

         12

2009.  2

2009.  2

 서울 사무실 개소 : 서울시 강서구 등촌동 683-2

6-7

 2013.  1 

          6 

2014.  2

2014.  9 

2015.  5         

  7
 

2016.  1
 

2017.   8
 

 12

2018.  2

12

2016 - 2021
오른(ORN) 상표등록 (제40-0950124호)

특허(제10-1234978호) 획득 (특허명칭 : 수납식 가구의 구동장치)

서울 사무실 이전 : 서울시 강서구 양천로 366번지 미라클 빌딩 7층

특허(제10-1362535호) 획득(특허명칭 : 수납식 가구의 링크 구동 장치)

특허(제10-1439648호) 획득 (특허명칭 : 수납식 가구의 승하강 구동 장치)

특허(제10-1439769호 / 제10-1439727호) 획득 (특허명칭 : 수납식 침대)

우수 단체 표준 제품 확인서

LH 공사 표창장

서울 사무실 이전 (서울 강서구 양천로 366번지)

대한전문 건설협회 공로상

NICE 기술평가 우수 기업 인증

넥시스 갤러리 (minotti cucine, elmar, febal casa) 오픈

넥시스 골프단 창단

고령1공장 주방 라인 증설

넥시스갤러리  Euromobil 론칭

2019.12 LH 고객품질대상 지급자재부문(주방가구)  최우수상

LH 고객품질대상 현장소장부문 최우수상

2020.12 넥시스갤러리 수입 건자재 브랜드 론칭

2021.  1 대한전문 건설협회 공로상

2 제3공장 이전: 경북 고령군 개진면 양전길 130-30

2010 - 2015

대한전문 건설협회 공로상 수상

본사 이전 : 경북 포항시 남구 해도동 33-12 학산타워 1403호

조달청 2011-4차 우수 조달 공동 상표 획득

특허청 제10-1086525호 특허(특허명칭 : 높이 가변형 장롱) 획득

한국 표준 협회 KS G 2020 인증 획득

고령2공장 이전 : 김포시 대곶면 대능리 277-1

시판가구 브랜드 오른(ORN) 런칭 및 상표 등록

㈜넥시스 상호변경

씽크조합 V-체크마크 (KAS) 인증 획득

2010.  3

2011.  7 

         11

 

2011.12

 

2012.  1
 

3

11 본사 및 공장 이전 (경북 고령 개진 양전리 5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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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CTORIES 공장규모

3,028m²

61명

4,110m²

64명

1,031m² 

7명

1  공장

/ 고령 / 고령 / 고령

2  공장 3  공장

생산인력

 절단기 

 접착기 

 보링기 

 조립설비 

 집진설비 

 기타설비 

6대

9대

13 대

1대

3대

5개

 절단기 

 접착기 

 보링기 

 조립설비 

 집진설비 

 기타설비 

10 대

4대

8대

1대

4대

5개

 절단기 

 접착기 

 보링기 

 조립설비 

 집진설비 

 기타설비 

2대
2대
3대
2대
1대
6개

16,169m² 18,039m² 4,943m²부지면적

기계목록

공장규모

 주방가구 : 2000통/일

 수납가구 : 800통/일

 1,000세대 5-6일 생산 소요

 주방가구도어 : 2,000EA/일

 수납가구도어 : 1,200EA/일

 주방가구도어: 900EA/일

 수납가구도어: 500EA/일
생산가능 용량

LOCATION 사업장

ORGANIZAIT ION   조직도

서 울 본 부

디 자 인 센 터

넥 시 스 갤 러 리

제 1 공 장

제 2 공 장

제 3 공 장

서울시 강서구 양천로 366 미라클빌딩 7,8층

서울시 강남구 논현로 555 JW빌딩 4,5층

서울시 강남구 논현로 541 넥시스빌딩 B2-6층

경상북도 고령군 개진면 양전길 130-32

경상북도 고령군 개진면 양전길 130-34

경상북도 고령군 개진면 양전길 130-30

02.532.4523

02.3662.1744

02.6951.5350

054.954.4545

054.954.3969

070.7575.3889

주 요 생 산 물 가구, 건축자재, 목창호, 가정용 주방가구, 건축내장공사업 외

넥시스갤러리서울본부제1,2,3공장 전체전경

ㅣ 직원 현황(단위:명) · 기준일 20.11.11 ㅣ  임원: 14명  ㅣ  관리직: 96명  ㅣ  생산직: 93명  ㅣ  총계: 203명  ㅣ

CEO

감사

글로벌 사업개발실

관리본부

경영기획실

인사총무1,2팀

재무회계팀

정보기획실

정보기술팀

원가관리팀

부대표

영업본부 디자인센터

영업1팀

영업2팀

영업3팀

리테일팀

디자인1실

디자인2실

상품개발실

수입사업지원실

지원본부

지원2실

기획마케팅팀

무역팀

구매/생산관리실

구매팀

생산관리팀

공사관리실

공사관리팀

수입공사관리팀

지원1실

특판기획팀

설계팀

견적팀

고객만족팀

고령공장

1공장(넥시스)

2공장(공담)

3공장(한길)



MATERIAL WAREHOUSING
자재입고

CUTTING

재단 / 절단

ADHESION
접착공정

BORING
보링

ASSEMBLING / PACKAGING
조립 / 포장

LABORATORY & EDUCATION CENTER
시험실 / 교육장

PROCESS   생산공정



12-13



14-15



16-17



18-19



20-21



22-23





27-28

김보아 Kim Bo Ah

입회 2013.05

2022 휴앤케어 여자오픈 준우승

2019 제9회 롯데 칸타타 여자오픈 우승

2019 셀트리온 퀸즈 마스터즈 준우승

2018 보그너 MBN 여자오픈 우승

2018 기아자동차 여자오픈 준우승

김가윤 Kim Ga Yun

입회 2011.08

엠씨스퀘어 군산CC 2차전 우승

한세·휘닉스 CC 드림투어 2차전 2위

군산 CC 드림투어 10차전 4위

한세·휘닉스 CC 드림투어 14차전 3위

문지은 Moon Ji Eun

입회 2018.08

2018 파워풀엑스 점프투어 16차전 우승

임미소 Lim Mi So

입회 2011.08



ㅣ 2018 BOGNER MBN 여자오픈 김보아 우승     

ㅣ 2019 제9회 롯데칸타타 여자오픈 김보아 통산2승

ㅣ 2018 넥시스 여자골프단 발대식

ㅣ 2019 넥시스 여자골프단 발대식

ㅣ 2020 넥시스여자골프단발대식 ㅣ 2021 엠씨스퀘어 군산 CC  드림투어 김가윤 우승 
    







대우건설 과천 메이져 푸르지오 어울림 주방가구 679

포스코건설

현대건설

현대산업개발

남해종합건설

광주 염주 재건축 수납가구 898

부영주택

이수건설

서산석림 지역주택조합 주방/수납 266

하이테크 평촌 주방/수납 112

하이테크 별내 주방가구 110

하이테크 범계 수납가구 165

청라 하이테크시티 주방/수납 219

광양 목성A2 주방가구 766

태백황지 2차 주방가구 576

부평 삼산 재건축 주방가구 726

한일건설 우만 베라체 수납가구 202

SM경남기업 우만 광주 태전2지구 A1블럭 주방/수납 624

신영건설 대치동 오피스텔 수납가구 53

LH 그린리모델링(1차 6개 단지) 주방가구 2,158조달청

화성 봉담2-A2BL 수납가구 453대우조선해양

에이스건설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 수납가구 40

송도 AT센터(OT) 수납가구 471

용인수지구청역 주방/수납 447

GS건설 광양센트럴자이 수납가구 704

SK건설 아현 2구역 주방가구 760

르피에드 1차 수납가구 263

당진 I-PARK 주방/수납 426

우미건설 경산하양 수납가구 723

대방건설 양주회천 1차 주방가구 860

인천검단 2차 주방가구 1,417

(주) 한양 양주회천 A-17BL 수납가구 760

금호건설 청주율량사천재건축 수납가구 748

구로 오네뜨 시티(OP) 주방/수납 442

남양건설 광주 봉선 수납가구 42

부평 지식산업센터 주방/수납 444

용인수지 스카이뷰 수납가구 447

광양 푸르지오 더퍼스트 수납가구 1,140

평택 지제 세교 1블럭 수납가구 873

롯데건설 의정부 중앙2 수납가구 736

동탄워트프런트(오피스텔) 수납가구 1,122

양주회천 A-17BL 주방가구 760

울산교동 교체공사 주방가구 665

기장교리 교체공사 주방가구 840

군산 신역세권 A-3BL 주방가구 1,108

대구 도남 A2BL 주방가구 1,200



계성건설

동부건설

전주 만성 이지움 레이크테라스(P/H) Febalcasa 4

태영건설

현대건설 힐스테이트 판교 엘포레 Febalcasa 836

남양주 별내 힐스테이트 스테이원(P/H) Febalcasa 4

동대구 메리어트 레지던스 Febalcasa 125

동대구 메리어트 레지던스 Elmar 12

김포 운양 라피아노 2차 Febalcasa 104

파주 운정 신도시 라피아노 Febalcasa 402

브랜드발주처 현장명 세대수

2018 수입주방

대림산업

대우건설

청라 푸르지오 라피아노 Febalcasa 354

롯데건설

길음 롯데캐슬 클라시아 Febalcasa 12

롯데캐슬 SKY-L65 (P/H) Febalcasa 11

고양 삼송 우미 라피아노 Febalcasa 527

한남 파르크 Minotticucine 15

문정동 르피에드 Euromobil 263

과천 퍼스트 푸르지오 써밋 Febalcasa 510

나인원 한남 (P/H) Minotticucine 10

논현 펜트힐 Euromobil 158

송파 시그니쳐 롯데캐슬 Febalcasa 832

브랜드발주처 현장명 세대수

우미건설

장학건설

현대건설

2019 수입주방

롯데건설

롯데캐슬 리버파크 시그니쳐 Febalcasa 297

남산 어반메시 Febalcasa 29

자곡동 빌리브 파비오 더 까사 Febalcasa 215

의왕 라피아노 Febalcasa 58

안양 디오르 나인 (P/H) Euromobil 12

르엘 신반포 센트럴 (반포 우성 재건축) Febalcasa 409

논현 펜트힐 캐스케이드 Euromobil 130

르엘 신반포 파크에비뉴 (신반포 14차) Febalcasa 178

삼보LT

신세계건설

안강건설

염창동 브룩클린 하이츠 Euromobil 76유진건설

강동 밀레니얼 중흥 S클래스 Febalcasa 247중흥건설

서초 르피에드 in 강남 Euromobil 130현대건설

대구 힐스테이트 만촌 엘퍼스트 Febalcasa 420(옵션)

송도 힐스테이트 스테이 에디션 (P/H) Euromobil 6

대구 힐스테이트 대명 센트럴 Febalcasa 204(옵션)

GS건설

남양건설

개포 프레지던스 자이 (개포4단지) Euromobil 1,415

광주 남양휴튼 MVG Euromobil 23

브랜드발주처 현장명 세대수

2020 수입주방

36-37

2022 국내특판

한국주택가구조합 경산하양 A-3BL 주방가구 765

GS건설

대우건설

포스코건설

울산 센트럴자이 2공구 수납가구 1,316

현대엔지니어링

현대산업개발

신길재건축 수납가구 799

부산 남천2구역 수납가구 975

다산지금 지식산업센터 주방/수납 252

롯데건설 이천 안흥동 주상복합 주방/수납 479

(주)한화 포레나 양평 주방가구 438

호반건설 고양 덕은 DMC힐스 수납가구 560

금호건설 천안 청수행정타운 금호어울림 수납가구 584

동문건설 울산 문수로 굿모닝힐 주방가구 183

아현 2구역 주방/수납 659

DMC 파인시티 주방가구 704

완주 푸르지오 주방가구 605

서산 푸르지오 더 센트럴 주방가구 859

과천 벨라르떼 주방가구 504

현대건설 고양삼송 2차 라피아노 수납가구 576

송도 센트럴파크3 수납가구 351

신세계건설 대구본동 빌리브클라쎄 주방/수납 317

대방건설 송도국제신도시 주방/수납 578

쌍용건설 대구범어 주상복합 수납가구 385

우미건설 파주운정 2차 우미린 스테이 주방가구 522

이수건설 부평삼산 재건축 주방가구 726

(주)한라 부평목련 주방/수납 385

더효종합건설 반포 엘루크 수납가구 84

동우개발 부평한마음재건축 주방/수납 413

동문건설 울산 문수로 굿모닝힐 주방가구 183

신세계건설 대구본동 빌리브클라쎄 주방/수납 317

대방건설 송도국제신도시 주방/수납 578

쌍용건설 대구범어 주상복합 수납가구 385

우미건설 파주운정 2차 우미린 스테이 주방가구 522

이수건설 부평삼산 재건축 주방가구 726

(주)한라 부평목련 주방/수납 385

더효종합건설 반포 엘루크 수납가구 84

동우개발 부평한마음재건축 주방/수납 413

태영건설

두산중공업

김포 운양 라피아노 1차 Febalcasa 174

남양주 두산 알프하임 Febalcasa 84

브랜드발주처 현장명 세대수

2017 수입주방



더효종합건설

롯데건설

범양건설

알비디케이 콘스 천안 아산 라피아노 Febalcasa 95

의왕 브루클린 하이츠 포레 Febalcasa 24

안산선부3 중흥S클래스 Febalcasa 90

더샵 반포 리버파크 Euromobil 140

힐스테이트 레이크 송도 4차 Euromobil 1,319(옵션)

반포 엘루크 Febalcasa 84

신반포 13차 Febalcasa 150

마포 뉴매드 오피스텔 Euromobil 293

유진건설

중흥건설

포스코건설

힐스테이트 라피아노 삼송 Febalcasa 452

힐스테이트 과천 청사역 오피스텔 Febalcasa 89

현대건설

현대엔지니어링

갤러리 832 Minotticucine 200

광주 월계동 라펜트힐 Febalcasa 77

루카 831 Elmar 337

KCC건설

SK건설

양주옥정라피아노 Febalcasa 450

송도랜드마크시티 Febalcasa 1,114(옵션)

브랜드발주처 현장명 세대수

SK건설 송도 럭스오션SK뷰 Febalcasa 1,114(옵션)

2021 수입주방

현대건설 / 현대산업개발

현대아산

개포 디에이치 퍼스티어 아이파크 (개포1단지) Euromobil 80

알루어 반포 Euromobil 44

브랜드발주처 현장명 세대수

2020 수입주방

현대건설

대우조선해양

용두동 Febalcasa 303

서초 1596-9 오피스텔 Euromobil 75

브랜드발주처 현장명 세대수

2022 수입주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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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E R T I F I C A T I O N 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