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lways Live Extraordinarily

우주상사

우주상사는 ALEX™의 아시아 독점판매권자입니다.

IT’S FOR YOU
ALEX

Always Live EXtraordinarily
특별하다는 것은 무언가 남들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 가치는 알렉스 팀의 비즈니스와 생활, 그리고 삶을 의미합니다.
아직 많은 부분이 진행 중이고, 항상 좋은 결과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하루하루 남들과는 다르게 나아가
는 작은 발걸음들이 우리를 특별한 삶으로 안내한다고 믿습니다. 알렉스(ALEX)는 언제나 우리에게 이런 생각을

상기시켜 줍니다. 여러분이 알렉스를 이용하여 무언가를 마실 때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를 잃지 않도록 알렉
스가 끝없는 영감을 불어넣기를 바랍니다.

항상 특별한 삶을 살아가세요.
그것이 우리가 알렉스를 만든 이유입니다.

IT’S FOR NATURE
환경도, 여러분도 소중하기에
우리의 건강에도, 지구의 환경에도 좋지 않은 일회용 제품들…

환경을 생각하면서도 한 잔의 음료와 함께 하는 행복한 시간, 알렉스와 함께라면 더욱 더 좋겠습니다.

CONCEPTS & MATERIALS
우린 항상 더 멋진 제품을 원했습니다.
기능에 충실한 것은 물론이고 완벽한 디자인에 언제나 생활 속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특별한 제품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추운 날씨엔 따듯한 음료를, 더운 날씨엔 차가운 음료를 넣어 주세요. 여러분의 하루를 더욱 즐겁게 완성하실 수 있도록 알렉스가 함께 하겠습니다.
넓은 입구를 통해 쉽게 세척이 가능하면서도 마법같이 오래 가는 보온/보냉력!

1997년부터 스타벅스 텀블러를 제작하며 쌓여온 비결을 집대성하여 알렉스의 월등한 기술력을 이뤄냈습니다.

완벽한 밀폐력으로 최고의

보온/보냉 능력 유지

심플하면서도 기능에 충실한
반영구적인 뚜껑

인체공학적 디자인으로 그립감을
더해주는 알렉스 시그너처 홈
나만의 개성을 부여해주는

교체가능한 실리콘 슬리브
병따개 또는 수납 컨테이너로
교체가능한 하단 모듈





















의료기기에 사용되는 한국 포스코의

프리미엄급 스테인리스 스틸 304 사용
고온에서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삶아도 좋은 120℃ 내열 PP 사용
280℃에서 베이킹하여 완성되는

스크레치에 강한 파우더 페인팅 사용
모든 재질 BPA(비스페놀-A) FREE

미국, 한국 식품의약품안전처(FDA) 인증
손과 입술이 닿는 모든 부분에

까다로고 섬세한 공정으로 디테일 완성

FOUNDER
Gretchen Bleiler & Chris Hotell
미국 오하이오주 출신의 그레첸 브레일러(Gretchen Bleiler)는 2006년 토리노 동계올림픽 스노우보드 하프파

이프 은메달리스트로서 현재 환경운동가, 사업가로 활동중입니다. 세계적인 스포츠 브랜드 오클리, 아디다스에

서 마케팅업무 경력을 가지고 있는 남편 크리스 호텔(Chris Hotell)과 함께 2010년 알렉스를 창립하였습니다.

이들은 명상, 연설, 팟케스트 및 지속 가능한 친환경 생활 제품을 만드는 알렉스(ALEX)를 통하여 특별한 삶의
예술에 영감을 불어 넣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심플하고 아름답게!
https://www.gretchenbleiler.com

DESIGNER
유지형(Darwin Yu)
특별한 제품을 만들기 위해 출발한 알렉스는 초기에 대부분의 스타트업이 그렇듯 많은 시행착오를 거치고 있었

습니다. 그러던 중 Darwin이 알렉스 팀에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10여년간 스타벅스 텀블러의 디자인, 설
계, 품질을 책임지던 Darwin은 알렉스가 완벽한 제품으로 완성될 수 있도록 날개를 달아 주었으며 알렉스 텀블
러의 라인업을 완성하였습니다.

유지형은 1997년, 세계최초의 스타벅스 진공 텀블러를 디자인하고 설계하였습니다. 또한, 1997년부터 2009

년까지 12년간 전세계 스타벅스에서 판매된 대부분의 커피 및 음료 용기의 디자인, 설계, 품질을 감리하였습

니다. 미국 시애틀에 있는 스탠리(STANLEY)1의 모회사인 PMI(Pacific Market International)에서 Fellow
Engineer(기술이사)로 근무하며 STANLEY, Aladdin, Migo 등의 진공용기2를 개발하였습니다.
현재 오스틴 인터내쇼날의 CEO를 겸임하고 있습니다.
http://austin-designworld.com
1. S TANLEY: 1913년 미국 테네시 주의 네쉬빌에서 설립된 100년 전통의 다국적 드링크웨어 기업
https://www.stanley-pmi.com

.

2. 특별히 진공단열을 이용한 스테인리스 스틸 소재용기의 형상가공, 용접, 전해연마, 표면가공 등의 기술과 챔버를 이용한 진공
등에서 세계 3대 명인 중의 한사람으로 꼽힐 정도의 탁원한 지식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ALEX TUMBLER 16oz
알렉스 텀블러 16온스는 휴대성을 중시하는 분들을 위해 설계 되었습니다.
언제나 알렉스와 함께 하세요!

나사형의 유출방지 및 플립 탭이 있는
120℃ 내열 PP 뚜껑

내식성이 강하며 쇠맛이 적은

강한 내구성과 좋은 촉감을 제공하는

프리미업급 스테인리스 스틸 304

파우더 페인팅

블랙/블랙

블랙/올리브

블랙/퍼플그레이

블랙/레드

블랙/틸

실버/블랙

실버/올리브

실버/퍼플그레이

실버/레드

실버/틸

화이트/블랙

화이트/올리브

화이트/퍼플그레이

화이트/레드

화이트/틸

쉽고 편안한 그립감을 주는
알렉스 시그너처 그루브

부드러운 촉감과 찌그러짐을 방지하는
실리콘 슬리브

탈착이 가능한 병따개







보온 5시간, 보냉 17시간, 밀폐형

용량: 473ml, 높이: 184mm, 상단지름: 87mm, 하단지름: 71mm

ALEX TUMBLER 20oz
알렉스 텀블러 20온스는 한 공간에서 장시간 음료를 즐기시는 분들을 위해 설계 되었습니다.
업무에 마음껏 집중하세요!
나사형의 유출방지 및 플립 탭이 있는
120℃ 내열 PP 뚜껑

내식성이 강하며 쇠맛이 적은

강한 내구성과 좋은 촉감을 제공하는

프리미업급 스테인리스 스틸 304

파우더 페인팅

쉽고 편안한 그립감을 주는

블랙/블랙

블랙/올리브

블랙/퍼플그레이

블랙/레드

블랙/틸

실버/블랙

실버/올리브

실버/퍼플그레이

실버/레드

실버/틸

화이트/블랙

화이트/올리브

화이트/퍼플그레이

화이트/레드

화이트/틸

알렉스 시그너처 그루브

부드러운 촉감과 찌그러짐을 방지하는
실리콘 슬리브

탈착이 가능한 병따개







보온 6시간, 보냉 18시간, 밀폐형

용량: 591ml, 높이: 184mm, 상단지름: 87mm, 하단지름: 71mm

ALEX TUMBLER 12oz
알렉스 텀블러 12온스는 테이크아웃 커피와 티백을 즐기시는 분들을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일회용 컵은 잊어주세요!

티백 거치가 가능한
음용구

보온, 보냉, 누수 방지용
음용구 마개

블랙/화이트

블랙/올리브

블랙/퍼플그레이

블랙/레드

블랙/틸

화이트/블랙

화이트/올리브

화이트/퍼플그레이

화이트/레드

화이트/틸

당겨 열고 눌러 닫는 간편한
120℃ 내열 PP 뚜껑
내식성이 강하며 쇠맛이 적은

프리미업급 스테인리스 스틸 304

강한 내구성과 좋은 촉감을 제공하는
파우더 페인팅

쉽고 편안한 그립감을 주는
알렉스 시그너처 그루브

부드러운 촉감과 찌그러짐을 방지하는
실리콘 슬리브





보온 3시간, 보냉 8시간

용량: 355ml, 높이: 117mm, 상단지름: 78mm, 중단지름: 87mm, 하단지름: 60mm

 알렉스 텀블러 12온스는 밀폐형이 아닙니다. 내용물 유출에 주의하세요.

ACCESSORIES
알렉스 텀블러에는 자신만의 개성을 표현할 수 있는 다양하고 편리한 악세서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 날의 패션에 따라, 주변 환경에 따라, 용도에 따라, 계절에 따라 자신만의 개성을 표현해 보세요.

12온스 텀블러 슬리브

16온스 텀블러 슬리브

20온스 텀블러 슬리브

16/20온스 텀블러 공용 화이트 캡

12온스 텀블러 화이트 캡

12온스 텀블러 음용구 마개

16/20온스 텀블러 공용 컨테이너

 알렉스 텀블러 12온스 음용구 마개는 밀폐형이 아닙니다. 내용물 유출에 주의하세요.

SPECIFICATION
알렉스 텀블러의 제품별 상세 정보를 확인, 비교하시고 나에게 가장 알맞는 알렉스를 선택하세요!

제품명

ALEX Tumbler 16oz

추천 용도
보냉/보온
밀폐형

슬리브 교환

하단 병따개
용량

무게(내용물 포함)
크기

높이

상단지름
하단지름
조합*

색상

재질

바디

슬리브
뚜껑
바디

슬리브

BPA Free

ALEX Tumbler 20oz

ALEX Tumbler 12oz

이동을 많이 하며 휴대성을

한 공간에서 장시간 음료를

테이크아웃 커피 또는 티백을

17시간/5시간

18시간/6시간

8시간/3시간



















16oz(473ml)

20oz(591ml)

12oz(355ml)

218mm

117mm

중시하시는 분

즐기시는 분

424g(894g)

446g(1,033g)

87mm

87mm

184mm
71mm

15가지의 색상 조합

71mm

15가지의 색상 조합

즐기시는 분

300g(640g)
78mm
60mm

10가지의 색상 조합

120℃ 내열 PP

스테인리스 스틸 304 + 분체도장(실버 제외)
실리콘

미국/한국 식품의약품안전처(FDA) 인증 완료
* 판매중인 색상 조합의 수이며, 화이트(또는 블랙) 슬리브는 별도 구매하여 색상을 조합하실 수 있습니다.

USEFUL TIPS
알렉스 텀블러 12온스

공통사항

아닙니다. 알렉스 텀블러 12oz는 밀폐형이 아니니 절대로 가방속에 넣어 보관하지

알렉스의 페인팅은 ‘파우더 페인팅’ 공정으로 진행됩니다! 제품을 평평한 곳에 세워

뚜껑은 밀폐형인가요?
마세요!

뚜껑을 꾹 눌렀는데 조금씩 다시 열리는 것 같아요!

슬리브를 벗겨낸 바닥 부분이 도색이 충분히 되어있지 않아요!

두고 미세한 페인팅입자를 도포하여 처리되는 이 공정은 특성상 바닥면의 페인팅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이는 정상 제품입니다.

뚜껑의 고무패킹이 정상적인 위치가 아닐 수 있습니다! 고무패킹 옆면의 날이 미세하

제품에 넣으면 안되는 음료가 있나요?

워서 시도해 주세요!

1. 드라이아이스, 탄산음료: 

게 윗쪽으로 기울어져 있어야 정상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그 방향을 반대로 끼

알렉스 텀블러 16/20온스

뚜껑을 열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열어야 할까요?

ALEX의 뚜껑은 돌려서 여는 방식입니다.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려주세요!

음용구가 잘 열리지 않습니다.

ALEX의 음용구는 갈고리 형태로 되어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살짝 바깥 방향으
로 들어서 열면 쉽게 여실 수 있습니다.

물이 새는 문제가 있습니다. 불량인가요?

뜨거운 음료를 넣으시는 경우, 약 3분간 뚜껑을 열고 뜨거운 김을 빼내신 다음 뚜껑

을 닫아 주시길 바랍니다. 또는, 뚜껑 쪽에 고무 패킹이 정상적인 위치인지 확인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의 것은 절대 넣지 말아 주십시오.

내압이 상승하여 뚜껑이 열리지 않게 되거나 튀어 오를 수 있고, 음료가 분출되는
등 부상을 입거나 주변을 더럽히는 원인이 됩니다.

2. 찻잎, 과육: 

음용구나 틈새 등에 끼어 내용물이 새어 나와 화상을 입거나 주변을 더럽히는 원
인이 됩니다.

3. 우유, 유제품 음료, 과즙 등 부패하기 쉬운 음료: 

부패나 변질의 원인이 됩니다. 또한 부패 등에 의해 가스가 발생하고 내압이 상승

하여 뚜껑이 튀어 오를 수 있고, 음료가 분출되는 등 부상을 입거나 주변을 더럽히
는 원인이 됩니다.

4. 염분이 많이 함유된 것: 

본체 내측은 18-8 스테인리스 강을 사용하여 녹이 잘 슬지 않습니다만 염분에 의
해 녹이 스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제품의 하단부에서 물이 나옵니다. 어떤 문제인가요?

제품 건조 시 하단 병따개 부분을 분리하시어 건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식기 세척기에 넣어 세척해도 될까요?

네! 가능합니다. 단, 식기 세척기의 가장 상단에 넣어 세척하여 주세요!

제품을 즉시 사용해도 될까요?

중성세제로 내, 외부를 세척하신 후 사용하시길 권장하여 드립니다.

100년 A/S 규정에 대해 궁금합니다.

물론 제품의 모든 부분에 대하여 100년 무상 A/S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제품의 기
본적인 기능(보온, 보냉, 밀폐력) 등에 대해서는 문제가 발생한다면 한분 한분 정성껏
100년간 무상 A/S를 보장합니다.

(외부 충격에 의한 스크래치 및 찍힘 등은 수리가 불가능합니다.)

FEATURE STORY


제품개발컨셉

우린 항상 더 멋진 제품을 원했습니다. 기능에 충실한 것은 물론이고
완벽한 디자인에 언제나 생활 속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특별한 제



품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추운 날씨엔 따듯한 음료를, 더운 날씨엔 차

수 없죠. 뚜껑이 단순하면서도 오래 보온/보냉력을 유지하는 것이 알
렉스의 기술력입니다.

완벽한 밀폐력의 보온, 보냉

가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맥주를 담아두더라도 잠시 후 열어보면 ‘뻥!’

하는 맥주 기체 소리를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는 오늘 오후 텀블러에



얼음을 넣고 내일 아침에 열어 보시면 얼음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제품들이 스테인리스 202를 이용해 제작되는 것과 달리 알
렉스는 한국 포스코의 스테인리스 304를 이용하여 제작되었습니다.





도 변질되지 않습니다.



도록 곁에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16온스, 20온스 제품에 해당).



세척 하실 땐 별도로 세척 도구가 필요 없습니다. 넓은 입구를 통해 직

스의 월등한 기술력을 이뤄냈습니다.

디테일: 촉감, 그 이상의 가치!

ALEX는 당신의 소중한 신체가 닿는 모든 곳에 신경을 썼습니다. 손이

닿는 바디와 슬리브는 물론, 입술이 닿는 부분까지 까다롭고 섬세한
용접 공정과 추가적인 그라인딩 공정으로 완성시켰습니다.

접 손으로 바닥면까지 구석구석 씻으실 수 있습니다. 넓은 입구를 통
년부터 스타벅스 텀블러를 제작하며 쌓여온 비결을 집대성하여 알렉

드링크웨어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알렉스는 모두에게 버려지는 이
보관할 수 있습니다. 알렉스는 여러분이 늘 건강하고 행복하실 수 있

니다. 280℃에서 도자기 굽듯 제작되는 알렉스의 특별한 질감을 기대

해 쉽게 세척이 가능하면서도 마법같이 오래같은 보온/보냉력! 1997

세상엔 수많은 드링크웨어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단의 공간을 이용한

주를 마실 수 있고, 때론 컨테이너를 장착하여 티백이나 비타민 등을

을 통해 제작되었습니다. 파우더 페인팅은 일반 페인팅보다 강한 내구
성을 가지며 오래 사용하더라도 언제나 새것 같은 아름다움을 자랑합



하단 모듈

공간을 재창조하였습니다. 때론 병따개를 장착하여 언제 어디서나 맥

알렉스는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리퀴드 페인팅이 아닌 파우더 페인팅

넓은 입구를 통한 쉬운 세척

해주는 실리콘 슬리브. 지금껏 그 어떤 드링크웨어도 시도하지 못했습

있습니다. 최고급 실리콘으로 제작되어 아주 튼튼하며 오래 사용하여

알렉스의 뚜껑은 120℃ 내열성을 가진 고급 PP로 제작되었습니다.

해 주세요(블랙, 화이트 바디 제품에 해당).

제품의 안정성을 높이고 그립감을 향상 시켜주며 나만의 개성을 부여

경에 따라, 용도에 따라, 계절에 따라, 언제 어디서나 쉽게 교체할 수

삶아도 좋은 120℃ 내열 PP 뚜껑

언제나 새것 같은 파우더 페인팅

실리콘 슬리브

리브는 다른 색상으로 교체 가능합니다. 그 날의 패션에 따라, 주변 환

더욱 견고하게 제작되었기에 일반 제품들보다 묵직할 수 있습니다!

안심하고 사용하세요!

자인적으로 완성해주는 이 홈은 알렉스의 그립감을 더욱 향상시켜 줍

니다. 알렉스가 언제나 어느 환경에서도 어울리게 도와주는 실리콘 슬

은 품질로서 보다 위생적이고 튼튼하여 오래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100℃의 뜨거운 물을 붓더라도 열변형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알렉스의 바디 중간엔 세로로 패여 있는 홈이 있습니다. 알렉스를 디
계되어 더욱 안정감 있게 알렉스를 사용하실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알렉스의 내부 스테인리스는 주삿바늘에 사용되는 스테인리스와 같



알렉스의 시그니쳐 홈

니다. 이 부분을 이용하여 알렉스를 쥐여 주세요. 인체공학적으로 설

(16온스, 20온스 제품에 해당).

최고급 스테인리스로 제작된 내부

였습니다. 뚜껑의 구조가 복잡한 경우 보온/보냉력엔 추가적 강점이
때문에 쉽게 파손될 수 있으며, 파손되는 경우 뚜껑만 별도로 구매할

있도록 알렉스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ALEX는 입구가 넓어 세척이 간편하면서도 최고의 보온/보냉 능력을

타제품이나 보온병들과는 달리 단순하면서도 깔끔한 구조로 제작하

있지만 쉽게 물때가 발생하고 깔끔히 씻기 어려워집니다. 또한, 충격

가운 음료를 넣어 주세요. 여러분의 하루를 더욱 즐겁게 완성하실 수



심플한 반영구적 뚜껑



BPA(비스페놀-A) Free

알렉스의 모든 제품은 100% BPA Free 재질로 만들어졌으며 미국 및
한국 식품의약품안전처(FDA)의 인증을 완료하였습니다.

INFORMATION
우주상사

우주상사는 ALEX™의 아시아 독점판매권자입니다.

우주상사를 통해 구입한 ALEX™ 제품만 정식 A/S를 지원합니다.
OEM이 아닙니다. ODM입니다.

ALEX™는 중국 청도에 양산공장을 가지고 제조는 물론 연구개발, 설계, 디자인까지 모두 직접 관리하는 ODM
방식으로 제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주소

경기도 파주시 문발로 314, M314 2층 (우편번호 10881)

이메일

c.s@oojoo.trade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https://smartstore.naver.com/alexbottle/

0507-1318-8930

전화

공식 홈페이지

오프라인 스토어
동춘175

뷰티인보우

공식 홈페이지

https://www.alexlife.co.kr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동백죽전대로175번길 6

Tel. 080-500-0175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517 현대백화점 무역센터점 5층
Tel. 02-3467-8547

스마트스토어

16/20oz 동영상

12oz 동영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