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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KSPACES

DESK SYSTEMS

MOTION DESK

ENAblE 

FX-1

EXPACE

CHANCE

DElIGHT

PUZZlE PlUS

SUPERTECH

PANEL SYSTEMS

ENlITE PANEl

FX-1 PANEl

DElIGHT PANEl

PREMIER CLASS

MARCUS

CEOS

INCONTRO

MONARCH

SETINA

TIERRA

PRESIDENT

MANHATTAN

MOTION DESK-EX

MOTION SIDE DESK

16

24

34

42

52

58

66

74

 

80

84

98

106

112

118

124

130

136

142

146

152

156

SEATING

232

234

236

238

240

242

244

246

248

250

252

254

256

258

262

266

270

274

278

280

284

288

292

EXECUTIVE CHAIRS

MARCUS (CH3600)

PRONARD (CHN3300)

CElIOS(CH5400) 

ZIEl-EX (CH4700HE)

VESTO (CH5200)

NUO (CH5300)

lUMINAR (CHN3900)

REPlY-EX (CHN4100HE)

CHNA4300-EX (CHNA4300HE)

TEPUI (CH5500) *

INVITO (CH3800) 

FX (CH3400)

TASK CHAIRS

ZIEl (CH4700)

REPlY (CH4100)

CH6100

CHN6100-W

CHN4300

CHNA4300-W

ITIS2 (CH2800)

FlIGHT (CH4800)

AROUND (CH6200)

ClING (CH4900)

GAVOT (CHN0800G, CHN0850G)

TABLES

162

170

174

178

186

196

202

208

210

214

216

218

220

222

226

228

PREMIER TABLES

TEPUI *

CRX 

INVITO 

CONFERENCE &
TRAINING TABLES

bECONN

FRX

AlIGN

VIM

CRN1-TRAINING

LOUNGE TABLES

bIG TAblE

MORINI

CAPPUCCINO

UCR3

CRN1-CAFETERIA

SOFA TAblES

MUUTO COLLECTION

HAlVES TAblE

AROUND TAblE

 294

298

300

304

306

308

310

312

314

316

318

320

322

324

326

 328

330

332

334

336

338

MULTI-USE CHAIRS

VIM (CH0015)

EGA (CH4400)

bUTTON (CH0020)

lOllY (CH0026)

NOOI (CH0024)

P3 (CHN0013)

UCHN0001

PREGO (CH0008)

OUTlINE (CH0014)

SODA (UCHN0007)

CH0017

SIGN (CH0012)

SPOON (CH0021)

PlANC (CH0025)

SlIM(M15)

BENCHES & STOOLS

CH180

CH130

CH120

FUNGUS (CH0022)

SQUARE STOOl

bARSTOOl PlUS (CH0023)

SOFAS & ARMCHAIRS

342

348

354

356

364

366

368

370

372

373

374

375

376

377

378

379

380

381

 382

384

386

388

390

391

392

393

 394

396

SOFAS

COTI (CS6200) *

PlAYWORKS (CS6000) 

CS5900

SQUARE (CS5800)

CS5700

CS5600

MARCUS (ZSl7100)

CAPRI (CS2200)

CEOS (ZSD7100)

CS2100

CS1200S

CS3100

CS0700S

CS4200

CS5300

CS4600

CS4500

CS4100

ARMCHAIRS 

WOlKE (CS8000)

STONE (CS9900)

NUVOlA (CS9700)

PIUMETTA (CS7800)

CS7700

CS7600

CS7500

CS7400

MUUTO COLLECTION

VISU

OSlO 

400

416

422

428

434

442

SYSTEM BOOTH

SYSTEM bOOTH

DIVIDERS

FORESTY

STORAGE & SHELVES

PlAD 

CAbINET 

SWS

WORKTOOLS

ACCESSORY

COMMON I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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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표기된 시리즈는 신규 출시 예정인 품목으로 
   해당 시리즈 상세 내용은 각 페이지에서 확인바랍니다.
   (2021년 2분기 내 출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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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시스(FURSYS)의 이름은 FURNITURE + SYSTEM의 합성어로 
‘일하는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사무환경 시스템 개발’을 지향하는 브랜드의 정체성을 담고 있습니다 
오피스는 사람과 사람, 사람과 일을 연결하고 지원하는 곳으로서, 우리 삶의 중요한 구심점이 되는 공간입니다 
사무환경 전문 브랜드 퍼시스는 일하는 사람들 모두가 행복한 프로로 존재할 수 있는 
“우리가 사랑하는 오피스, Office we love.”를 만들어 나갑니다 

이 질문에 대답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오피스를 직접 보여주는 것은 좋은 방법이 될 것입니다.
일하는 방식부터 커뮤니케이션 스타일, 우선시하는 가치까지 기업의 성격은 오피스와 사무환경에 배어나기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정확해야하는 기업이 있고, 젊어야 하는 기업이 있습니다 회사의 특성에 따라 사무환경은 달라야 합니다.
사무환경이 달라지면 기업의 문화가 달라집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오피스, 
Office we love.

사무환경이 문화를 만듭니다.
당신의 회사는 어떤 기업문화를 가지고 있습니까?

FURSYS
Story

FURSYS
Campaign



퍼시스가 만드는 공간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라이프스타일을 
디자인합니다.
좋은 가구, 좋은 공간을 만드는 ‘퍼시스 디자인’의 시작점은 사람입니다.
제품의 혁신으로 오피스라이프를 변화시키는 것. 
이것이 퍼시스의 자부심입니다.

다양한 오피스 공간을 분석해 오면서 퍼시스는 사무환경에 관한 방대한 데이터를 구축하였고 이는 다시 
최적의 사무환경 전략을 완성하는 근거가 되어주고 있습니다. 좋은 사무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기업 문화, 
업무 특성, 소통 방식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퍼시스는 전문 리서치 및 분석 툴을 
활용한 사무환경 컨설팅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퍼시스 사무환경 세미나
사무환경의 오늘과 미래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효과적으로 알리기 위해 2016년부터 퍼시스 사무환경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일 잘되는 오피스에 대한 고찰을 담아낸 강의와 더불어 공간과 환경 그리고  
기업의 문화에 대한 폭넓은 주제를 다루는 사무환경 세미나를 통해 국내 사무환경의 트렌드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OFFICE
CONSUlTING
SYSTEM

퍼시스는 대한민국 가장 많은 기업이 선택한 사무환경 전문 브랜드입니다.
기업의 성과와 구성원들의 행복을 우선으로 하는 사무환경, 
이유있는 오피스 공간 솔루션, 퍼시스가 최고의 파트너입니다.

좋은 디자인은 세계적으로 그 우수성 인정받아 업계 최초로 세계 4대 디자인상인 iF, Red Dot, IDEA를 
석권하였으며 미적으로 아름다운 것은 물론 사용자를 배려한 인간공학적인 디자인으로 퍼시스는 단순히 
일하는 공간을 넘어 행복한 생활공간을 창조하는 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DESIGN

STEP. 1
현 사무환경 진단
· 조직전략 방향 파악
· 공간이용 현황조사
· 사용자 조사

STEP. 2
WORK DNA 분석
· 사무환경지수 분석
· 조직 내 커뮤니케이션 분석
· 주요 이슈 진단

STEP. 3
공간구성 원칙 수립
· 공간 컨셉
· 공간 프로그램 계획
· 배치 계획

STEP. 4
사무환경 개선안 도출
· 레이아웃
· 세부공간계획
· 개선안 검증

사무환경 컨설팅 프로세스

퍼시스는 30여 년 전 대한민국 최초로 ‘국가공인 가구연구소’를 설립한 이후 세계 유수 기업 및 디자이너와 
협업하여 디자인력과 기술력을 결합한 ‘인간공학적 디자인’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NellyRodi
FRANCE

Gensler
U.S.A

Claudio Bellini
ITAlY

Alessandro Mendini
ITAlY

ITO DESIGN
GERMANY

iF
GERMANY

Red Dot
GERMANY

IDEA
U.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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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은 최상의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퍼시스는 
최고 품질의 제품을, 가장 빠르게 공급한다”는 신념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퍼시스의 품질제일주의, 끝까지 지켜나갈 약속입니다.

“

퍼시스는 국내 공장 3곳의 자체 생산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직접 제조방식은 고품질 제품을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필수조건입니다.

안성공장
파티션, 철재가구, 소파

평택공장
의자, 정밀가구부품

충주공장
라미네이트, 목재

세계적 수준의 자체 생산 공장

GREENGUARD

퍼시스의 전 제품은 ‘친환경 디자인 프로세스’를 
따라 만들어집니다. 친환경 소재들로 제품을 
만들며 공급과 폐기 시에도 환경을 먼저 생각합니다. 
이같은 노력으로 취득한 ‘그린가드’는 제조의 전 
과정이 친환경적임을 보장하는 국제적 인증입니다.

BIFMA

품질은 보이지 않는 부분에서 결정됩니다. 
퍼시스는 국내 최초 bIFMA 회원사로 그 표준 규격 
준수를 지향합니다. bIFMA 규격은 KS규격보다  
엄격한 국제기준으로 퍼시스는 국가공인시험소를  
시설 내 두고 철저한 품질 테스트를 진행합니다.

QUAlITY

품질제일주의, 
가장 좋은 것을 직접 만듭니다.

오피스의 시작부터 끝까지 
함께합니다.
퍼시스의 오피스 구축은 시작부터 다릅니다. 사무환경 컨설팅으로 
최적의 공간전략부터 가구계획까지 종합적인 솔루션을 완성합니다.
퍼시스는 오피스 구축부터 유지까지 전 과정을 지원합니다.

퍼시스의 물류 시공 시스템과 인력 규모는 업계 최고 수준으로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갖추고 있습니다. 
배송은 빠르고 정확하게 진행되며 업계 최고의 생산 인프라로 대규모 발주에도 신속대응이 가능합니다.

시공은 퍼시스 전문 시공자가 담당하며 모든 서비스는 실명제로 이루어집니다. A/S사항은 신속하고 
종합적으로 해결합니다. 또한 클린업 서비스를 통하면 가구를 새 것처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가구를 
옮길 땐 이전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SERVICE

FACILITIES

1
2

3

5

710 8

11

12

9

6

4

1 퍼시스 본사

쇼룸
1 본사
3 대전
5 광주

2 광화문
4 대구
6 부산

공장
7 안성
9 충주 2
11 음성

8 충주 1
10 평택

12 양지 물류센터
물류 /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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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KSPACES

DELIGHT PANEL 98ENLITE PANEL 80 84FX-1 PANEL

PANEL SYSTEMS

DESK SYSTEMS

MOTION DESK 16 ENAbLE 24 FX-1 34 EXPACE 42

CHANCE 52 DELIGHT 58 PUZZLE PLUS 66 SUPERTECH 74

12 13

TIERRA 136 MANHATTAN 146PRESIDENT 142SETINA 130

MARCUS 106 CEOS 112 MONARCH 124INCONTRO 118

PREMIER CLASS

MOTION DESK-EX 152 MOTION SIDE DESK 156



직원들을 움직이는 건 연설이 아닌 공간입니다 
기업문화, 이제 공간으로 보여주세요

사무환경 전문가, 
퍼시스를 만나면 달라집니다

사무환경이 문화를 만듭니다

창의성을 말하는 회사가 있고
공간으로 보여주는 회사가

있습니다

서울(본사) 02-443-9999 / 서울(광화문) 02-2251-9000 / 대전 042-488-0431 / 대구 053-383-8026 / 광주 062-943-4600 / 부산 051-309-2500문 의  

WORK DNA 분석

www.fursys.com



업무유형에 맞는
워크스타일을 선택하세요. 

현장 담당자와 영업전문가를 예로 들 수 있으며, 개인의 업무공간에서 독립적으로 집중하는 업무보다는  
외근이나 미팅, 회의 등 내 자리 외 공간에서 일하는 시간이 많습니다. 

Self Driven InnovatorConsistent Supporter TYPE 5TYPE 2

작업면 크기는 컴팩트하게 구성하고, 수납량을 최소한으로 계획하여 공간 효율을 높입니다. 정해진 자리 없이 
자유롭게 일하는 경우도 많아 별도의 개인 사물함을 제공합니다. 포커스룸 또는 부스타입의 집중업무유닛을 
계획하여 집중업무 또한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합니다. 

┃공간제안┃

프리어드레스 시스템과 포커스룸, 부스타입의 집중업무유닛

인사담당자와 총무관리자를 예로 들 수 있으며, 업무체계가 비교적 명확하고 메뉴얼화 된 업무가 많은  
워크스타일입니다. 동료들과 교류하는 협업보다는 개인이 집중하는 독립업무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독립업무에 효과적인 개별 구획된 레이아웃을 제안합니다.  문서작업과 서류검토업무가 많아 개인수납장과 공용 
캐비닛을 적절히 배치하고 체계적인 회의가 가능한 별도의 회의공간을 마련해 줍니다.

┃공간제안┃

정확한 기업에서  
체계적으로 일하는  
운영 책임자

집중형 오피스 레이아웃 및 정형 회의공간

Independent Professional TYPE 3

연구원과 IT개발자를 예로 들 수 있으며,  협업보다는 독립업무(개인프로젝트)의 비중이 높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자리에서 머무르는 시간이 많으며 지식과 기술을 바탕으로 업무를 하기 때문에 관련 서적과 자료가  
많습니다.

독립적으로 집중하는 업무 비중이 높아 패널이나 스크린 등을 통해 개인의 자리를 명확히 구획하는 레이아웃을 
제안합니다. 충분한 개인 수납공간과 소규모 회의/접견이 가능한 별도의 회의공간을 마련해 줍니다.

┃공간제안┃

고유의 전문 분야에서  
고도의 집중업무를 수행하는  
전문가

독립형 오피스 레이아웃과 독립된 회의공간

Insightful Creator TYPE 4

제품 디자인이나 설계, 제품개발 등의 작업을 주로 하기 때문에 다양한 자료를 검토하기 위한 수납형  
워크스타일을 보입니다. 개인업무보다는 동료들과 함께 연구하고 소통하며 일하는 프로젝트 단위의  
협업 비중이 높은 편입니다.

업무 특성상 넓은 작업면과 충분한 수납공간이 필요합니다.  원활한 팀단위 협업이 가능하도록 업무공간에 안에 
회의테이블을 설치하고 그 외에도 시각자료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디스플레이 회의 공간을 별도로 마련합니다.

┃공간제안┃

개인 집중업무와 프로젝트 단위 협업,  
샘플 작업을 오가는 디자이너

소통형·배향형 오피스 레이아웃 및 디스플레이 회의공간

마케터와 기획자를 예로 들 수 있으며, 아이디어를 떠올리고 실행하는 직무로, 진취적인 사고와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업무를 합니다. 집중과 협업이 조화를 이루는 워크스타일을 보입니다.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구상할 수 있는 유연하고 캐주얼한 공간 분위기를 연출합니다. 개인업무공간에 대한 적절한 
구획과 동시에 동료들과의 즉각적인 협의도 가능하도록 소파나 어메니티 체어로 캐쥬얼한 회의 공간을 함께 배치합니다.

┃공간제안┃

새로운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실행에 옮기는 기획자

집중형 오피스 레이아웃 및 캐주얼 회의공간

세상에는 셀 수 없이 다양한 직업이 있고 그에 맞는 다양한 업무 유형이 있습니다.
퍼시스는 모두가 편한 환경에서 효율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사용자 유형을 다섯가지로 구분하고  
워크스타일을 분석하여 이에 적합한 레이아웃과 공간활용을 제안드립니다.

Onsite Player TYPE 1

사무실 안팎을 오가며  
현장을 책임지는  
전문가

Workspaces14 15



개인의 체형과 업무 형태에 따라 데스크 높이(650~1170mm)를 자유롭게 조절하는 모션데스크는  
업무효율을 높이고 직원의 건강 지수까지 함께 높여줍니다.MOTION DESK

 series

모션데스크(KAP), 전면 스크린(061),  
행잉서랍(KAP), ZIEL(CH4700A, 481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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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다른 체형으로 같은 책상에서 같은 자세로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업무 환경을 위한  
솔루션을 제안합니다. 건강한 사무 환경은 직원들의 업무 효율과 만족감을 높여줍니다.
모션데스크로 건강한 사무환경을 만들어 보세요.
집중력이 상승하고 업무 효율이 증대되며, 내 몸에 맞게, 더 건강하게 일할 수 있습니다. 

모션데스크로  
건강한 사무환경을 만들어 보세요.

팔을 데스크에 올려 놓았을 때 팔꿈치의 각도를 90°로 유지하는 것이 가장 좋은 자세 
입니다. 앉았을 때 오금(무릎 뒤쪽)과 좌판 사이에 3~4cm의 여유가 있고 무릎의  
각도를 90° 전후로 하는 것이 좋으며 발바닥이 자연스럽게 지면에 닿아야 합니다.

몸의 측면에서 봤을 때 복숭아뼈, 고관절(엉덩이 관절), 어깨와 귀가 일직선을 이루
어야 합니다. 허리와 어깨가 누워있을 때와 마찬가지로 편안한 상태를 유지해야 하며  
정면으로 보았을 때도 몸의 뒤틀림이 없이 자세가 곧아야 합니다. 

퍼시스 모션데스크의 특별한 메커니즘 건강한 자세로 일하기

앉았을 때의 바른 자세

앉은 키에 따른 데스크 적정 높이

서있을 때의 바른 자세

선 키에 따른 데스크 적정 높이

세계 최고의 높이조절 메커니즘 제조사인 덴마크 LINAK의 모터를 적용하였습니다.  
높이조절 작동 시 무진동, 저소음으로 집중 업무를 방해하지 않습니다.

고성능 모터

국제적 품질 기준

국제품질인증 bIFMA의 엄격한 기준 (KS규격의 3배)을 충족하였습니다. 
왕복 1만 번의 실험 결과, 하루 5회 사용 시 약 27~54년 사용 가능한 믿을 수 있는 
품질입니다.

대기전력 0.1w

미작동 시 대기전력은 휴대폰 충전기의 대기전력인 0.86w보다 적은 0.1w로 설계
되어 한층 경제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무거운 짐을 놓아도 안전하도록 최대 160kg의 하중을 지지하는 메커니즘을 적용
하여 흔들림 없이 안정적인 구조를 유지합니다.

지지 하중 160kg

90° 

3~4cm

귀

어깨

고관절

매우
심함

발목

90° 

3~4cm

귀

어깨

고관절

매우
심함

발목

앉은 키(mm) 데스크 적정 높이(mm)

850 이하 607

850 - 900 635

900 - 950 671

950 - 1000 701

1000 이상 744

선 키(mm) 데스크 적정 높이(mm)

1560 - 1600 948

1600 - 1650 995

1650 - 1700 1024

1700 - 1750 1056

1750 - 1800 1087

1800 이상 1107

*사이즈 코리아 데이터를 기반으로 퍼시스에서 재해석한 자료입니다. 

160kgBIFMA

0.1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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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션데스크 이지탭 사용법

모션데스크 전원 스위치 사용법

01 시스템 초기화
1. 데스크를 끝까지 내립니다.
2.  버튼을 약 10초 정도 누르면 디스플레이가 깜박이며  

 초기화됩니다. 
 *신제품 설치 및 에러 발생 시 초기화 바랍니다.

02 높이 저장 설정
1.  버튼으로 저장할 높이를 맞춥니다.
2.  버튼을 누릅니다.
3.  ,  ,   중 원하는 버튼을 누르면 저장됩니다.  

 *3개까지 높이 저장이 가능합니다.

상승 하강 높이 설정 저장 높이 표시

모션데스크(CC), 전면스크린(061), 
NUO(CH5301, A485L) 

01 장애물 충돌 센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높낮이 조절 중 상판이 장애물에 
부딪힐 경우 자동으로 작동이 멈추는  
충돌방지 시스템(PIEZO)을 최초 적용하였습니다.

02 부드러운 소재의 암패드
팔에 가해지는 압력을 줄여 어깨와 목의 피로를 
줄여줍니다.

03 간편하게 조작 가능한 이지탭과 전원 스위치
LED 디스플레이창에 현재 높이가 표시되며 
간편한 조작으로 데스크 높낮이를 조절 할 수 있습니다.
a. 이지탭   b. 스위치

01 02

03 a 03 b

인간공학을 담은 데스크

01 시스템 초기화
1.            버튼과            버튼을 함께 8초간 누르면
2. RESET 3초 카운트다운이 시작됩니다.
3. 카운트다운이 끝나면 붉은색 띠가 깜빡이고 초기화됩니다.

02 데스크 높이 저장
1. 스위치를 위아래로 조작하여 저장할 높이를 맞춥니다.
2.           버튼을 눌러 원하는 번호를 맞추고 2초간            버튼을 누릅니다.
3.  흰색 띠가 깜빡이다가 멈추면 저장됩니다. 

 *총 4개 저장 가능 :       1,      2,      3,      4

데스크 내리기
아래로 탭

데스크 올리기
위로 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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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수납 유닛
행잉 서랍
FDP4302J  400 · 370 · 320 (일반키)
FDP4302JHD  400 · 370 · 400 (NFC키)
색상    KAP / CC / FIV / LL / WW (WW 몸통) 

   LD (DG 몸통)
※1400에는 설치 불가

오가나이저
FDA080  763 · 250 · 230
색상    NWW (NWW몸통, WW서랍) 

NbK (NbK몸통, UG서랍)
※브라켓 포함

액세서리
원형 LED 조명등
CA0930  어댑터, 최대 3개 연결 가능 
CA0931  클램프형 조명
CA0932  독립형 조명
색상   WH
※어댑터 선 길이 : 2m ※전원 코드 선 길이 : 2m
※조명구매시 어댑터 추가 구매 필요

행잉 PC홀더
CA0020 
색상   bK / WH
※거치 가능 PC크기 : 높이 30 ~ 50cm, 길이 9 ~ 23cm
※레일 길이 : 41cm

모션데스크
모션데스크 _이지탭
FDD014JNNA  1390 · 770
FDD016JNNA  1590 · 770
FDD018JNNA  1790 · 770
색상    KAP / LL / FIV / CC / WW (PW 다리) 

   LDbK (bK 다리)
※높이조절 범위 : 650 ~ 1170
※1400 데스크는 행잉서랍 설치 불가
※FX-1 서랍과 호환 불가
※조절 방식 : 탭

모션데스크 _이지탭 _캐스터
FDD014JMNNA  1390 · 770
FDD016JMNNA  1590 · 770
FDD018JMNNA  1790 · 770
색상    KAP / LL / FIV / CC / WW (PW 다리) 

   LDbK (bK 다리)
※높이조절 범위 : 675 ~ 1195
※1400 데스크는 행잉서랍 설치 불가
※FX-1 서랍과 호환 불가
※이동시 단선 주의
※조절 방식 : 탭

모션데스크 _전원 스위치
FDD014JNN  1390 · 770
색상    KAP / LL / FIV / CC / WW (PW 다리) 

   LDbK (bK 다리)
FDD016JNN  1590 · 770
색상    KAP / LL / FIV / CC / WW (PW 다리) 

   LDbK (bK 다리)
FDD018JNN  1790 · 770
색상    KAP / LL / FIV / CC / WW (PW 다리) 

   LDbK (bK 다리)
※높이조절 범위 : 650 ~ 1170
※1400 데스크는 행잉서랍 설치 불가 
※FX-I 서랍과 호환 불가

모션데스크 _전원 스위치 _캐스터
FDD014JMNN  1390 · 770
FDD016JMNN  1590 · 770
FDD018JMNN  1790 · 770
색상    KAP / LL / FIV / CC / WW (PW 다리) 

   LDbK (bK 다리)
※높이조절 범위 : 675 ~ 1195
※1400 데스크는 행잉서랍 설치 불가
※FX-I 서랍과 호환 불가
※이동시 단선 주의

기타

PW WHBK

천

064(K)061(K) 067(K) 3F1(K)

라미네이트

CCFIVLLKAP WW LDBK

01 자석 부착 스크린
패브릭 소재의 스크린은 시선차단과 더불어 감각적인  
컬러로 편안한 분위기를 구현합니다.

02 행잉서랍 옵션
상판에 행잉 서랍을 추가로 설치할 수 있어 넉넉한 
수납공간을 추가로 확보 가능합니다.(모션데스크 
1600~1800에 부착가능)
a. 일반키   b. NFC키

스크린, 서랍 옵션

01 02 a

02 b

접근성과 편리성을 높인 배선 솔루션

01 내장형 멀티탭
쉽고 빠르게 전자기기의 전원을 연결할 수 있으며, 작업공간을 깔끔하게 유지합니다.
*랜포트 사양 CAT6, 5구 전면 1구 측면

02 양방향 개폐형 커버
방향에 관계없이 열리는 커버로 콘센트 사용과 케이블 연결 모두 편리하게 가능합니다.

03 수직 케이블 덕트
바닥면에서 올라오는 케이블들을 깔끔하게 숨겨줍니다.

01 02

03

스크린
전면 스크린
FDF014JN  1386 · 136(14.5) · 715(405)
FDF016JN  1586 · 136(14.5) · 715(405)
FDF018JN  1786 · 136(14.5) · 715(405)
색상    061 / 064 / 067 / 3F1 (WW 브라켓)

061K / 064K / 067K / 3F1K (bK 브라켓)

사이드 스크린
FDF108EJN  830 · 54.5(14.5) · 715(405)
색상    061 / 064 / 067 / 3F1 (WW 브라켓)

061K / 064K / 067K / 3F1K (bK 브라켓)

*제품의 실제 색상과 다를 수 있습니다.   *측정 방법 및 부위에 따라 ±20mm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제품 불량이 아닙니다.

NWW NbK

(일반키) (NFC키)

(클램프형) (독립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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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트형 데스크(RCN), 전면스크린(067), 오가나이저(WW),
CHNA4300(CHNA4300WA, 452)

새로운 시대는 성장을 위해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고 수평적인 소통을 지원하는 오피스를 필요로 합니다. 
인에이블 시리즈는 인간공학적인 디자인, 편리한 시스템, 자유로운 레이아웃 등을 구현할 수 있는 제품
으로 업무 생산성을 높이는 새로운 오피스를 제안합니다.ENABlE

 se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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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강력한 수평 배선 솔루션
데스크 간 수평 배선을 고려한 디자인으로 케이블 연결과 제거가 쉽습니다. 넉넉한 덕트 용량으로  
여러 개의 케이블을 수용할 수 있고 배선 서포터로 케이블 처짐을 방지합니다.

02 양방향 개폐형 커버
방향에 관계없이 열리는 커버로 콘센트 사용과 케이블 연결이 모두 편리하게 가능합니다.

03 수직 배선 솔루션
바닥면에서 올라오는 케이블들을 깔끔하게 정리합니다
a. 소용량 (실리콘 타이, 책상 세트 포함)
b. 대용량 (수직덕트, 별도 구매)

01 02

03 a 03 b

배선 연결이 편리한 데스크

새로운 오피스를 위한 �
최적의 솔루션

인에이블 데스크는 독립된 구조의 책상으로�
배치와 이동이 간단하여 인원증감과 조직변경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01 배선 연결과 이동이 쉬운 인에이블
배선 기능이 책상에 집중되어 있어 이동이 자유롭고 
레이아웃 변경에 유연합니다.

01

이동이 자유로운 데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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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컴팩트한 크기의 이동서랍
400mm너비의 서랍은 여유로운 책상 하부 공간을  
제공합니다.

02 다용도 수납
펜 트레이, 디바이더 등을 조합하여 원하는 구조의  
수납 공간을 구성합니다. 
*펜트레이(GA0104) 별도 구매

02

이동 서랍

01 손쉽게 사용하는 상부 캐비닛
액세서리 거치가 가능한 도장 마감과 다양한 컬러의 패브릭 마감이 있으며 모두 자석 메모 부착이 가능합니다.  
a. 도장마감   b. 패브릭마감

02 좌/우 구분 없이 다양한 레이아웃 구성이 가능한 하부 캐비닛
속 서랍과 슬라이딩 도어의 위치 변경이 자유로워 좌/우 구분 없이 원하는 형태로 구성하고 캐스터가 있어
이동이 편리하며, 캐비닛 위에 시팅패드를 얹어 캐쥬얼한 미팅을 지원합니다.

03 하부캐비닛 속서랍과 북앤드
속 서랍과 손쉽게 조절할 수 있는 북엔드로 자주 사용하는 물품, 책, 별도의 서류를 깔끔하게 정돈 가능합니다.

01 a 01 b

02

상부/하부 캐비닛

03

덕트형 데스크(OHNbK), 전면스크린(3F1K), 
3단 이동 서랍(OHNbK), NUO(CH5301, A485L)

01 작업면이 넓어지는 오픈 멀티 캐비닛
상하로 분리된 오픈형 수납 유닛으로 하부에는  
PC본체/가방과 같이 부피가 큰 물품을 보관, 상부는  
책상면이 확장되는 효과가 있어 자주 보는 서류와  
물건을 정리합니다.

02 후면 옵션
기본 포함된 수평 배선 덕트는 책상 연결 시 깔끔하게  
배선 처리가 가능하며, 후면 스크린 추가 시 디자인  
통일성을 유지합니다. 
a. 수평 배선 덕트   b. 후면 스크린

03 소품박스
플라스틱 박스에 다양한 문구류를 종류별로 나누어 
보관할 수 있습니다.

01 02 b02 a

03

오픈 멀티 캐비닛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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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01

03

04

건강한 디자인

01 부드러운 소재의 암패드
팔에 가해지는 압력을 줄여 어깨와 목의 피로를 줄여줍니다.

02 다양한 컬러
공간 컨셉에 맞는 컬러 선택이 가능합니다.

03 데스크 하부 행잉 PC홀더
데스크 하부에 전후 슬라이딩과 360° 회전이 가능한 CPU홀더를 부착하면 편리하게 PC를 보관할 수 있습니다.

04 라운딩 마감
데스크와 캐비닛 코너가 라운딩 처리되어 있어 안전하고 부드러운 디자인이 완성됩니다.

01 데드 스페이스 최소화
모니터 선반의 깊이 조절기능으로 케이블 커버를 쉽게  
열거나 데스크면을 넓게 확보하는것이 가능합니다.

02 조절가능한 모니터 선반
사용자의 체형과 편의에 맞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

03 다양한 액세서리 행잉
모니터 선반에 액세서리를 행잉하여 문구류 수납 및  
무선충전기 거치가 가능합니다.

04 무선 충전기
다양한 크기의 디바이스를 거치하여 충전할 수 있고
상황에 따라 독립 사용할 수 있습니다.

01

04

02

03

조절형 모니터 선반

덕트형 데스크(RCN), 전면스크린(067), 하부캐비닛(RCN), 
CHNA4300(CHNA4300WA, 452)

01 컴팩트한 수납
작은 문구류를 수납할 수 있는 서랍과 책·문서 등을 
꽂을 수 있는 선반 기능이 있어 개인 자리에서의 
컴팩트한 수납이 가능합니다.

02 서랍
서랍의 L,R 방향 구분이 없어 사용자 편의에 따라 
구성 가능합니다. 
*오가나이저 조립 시 서랍 방향 선택

03 뒷판 및 브라켓(ENABlE, MOTION DESK 전용)

스틸 소재인 뒷판의 코너를 라운딩 마감하여 데스크 
디자인과 어울리며, 브라켓을 데스크에 고정하여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브라켓 고정없이 FX-1데스크에만 사용가능
 (브라켓 고정없이 사용 시 양면테이프로 고정해야하며 추락주의 필요)

01 02

03

오가나이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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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수납 유닛
2단 이동 서랍
FDP0302  400 · 560 · 505
색상   KAP / WW / WWRCN (WW몸통)

OHNbK (NbK몸통)

3단 이동 서랍
FDP0303  400 · 560 · 505
색상   KAP / WW / WWRCN (WW몸통)

OHNbK (NbK몸통)

하부 캐비닛
FDC182  800 · 393 · 505
FDC122  1200 · 393 · 505
색상    KAP / WW / RCN (WW몸통, WW스틸도어)

OHNbK (NbK몸통, bK스틸도어)
LDbK (DGM몸통, bK스틸도어) 

오가나이저
FDA080  763 · 250 · 230
색상    WW (WW몸통, WW서랍) 

NbK (NbK몸통, UG서랍)
※브라켓 포함

상부 캐비닛
FDC108T  770 · 330 · 440
색상    013 / 014 / 017L / 018A / 061 / 

064 / 067 / WW

오픈 멀티캐비닛
FDC442L/R  390 · 820 · 1160
색상   LAWW (WW몸통, LA서랍)

WWWW (WW몸통, WW서랍)
UGNbK (NbK몸통, UG서랍)

오픈 멀티캐비닛(후면 스크린 포함)
FDC442SLN/RN  394 · 835 · 1160
색상   LA061 / LA064 / LA067 / LA3F1 

(WW몸통, LA서랍)
WW061 / WW064 / WW067 / WW3F1
(WW몸통, WW서랍) 
U061K / U3F1K 
(NbK몸통, UG서랍)

액세서리
수직 전선 커버
FDA0002
색상   WW / bKM
※일반형/덕트형 데스크용

시팅패드
FDA0004  380 · 375 · 35
색상   014A / 017A / 018A / 371

오픈 멀티캐비닛용 후면 스크린
FDF004N  400 · 46(14.5) · 715
색상   061 / 064 / 067 / 3F1 (WW브라켓)

061K / 064K / 067K / 3F1K (bK브라켓)
※오픈 멀티캐비닛 후면 배선덕트 해체 후 설치

원형 LED 조명등
CA0930  어댑터, 최대 3개 연결 가능
CA0931  클램프형 조명
CA0932  독립형 조명
색상   WH
※어댑터 선 길이 : 2m
※전원 코드 선 길이 : 2m
※조명구매시 어댑터 추가 구매 필요

행잉 PC홀더
CA0020 
색상   bK / WH
※거치 가능 PC크기 : 높이 30 ~ 50cm, 길이 9 ~ 23cm
※레일 길이 : 41cm

무선 충전기
CA0033  70 · 35 · 120(165)
색상   WW

조절형 모니터 선반
FDA0505  400 · 250· 80
색상   WW
※전후 90 · 높이 40, 조절가능

데스크
일반형 데스크
FDD012CN  1200 · 800 · 720
FDD014CN  1400 · 800 · 720
FDD016CN  1600 · 800 · 720
FDD018CN  1800 · 800 · 720
색상   KAP / WW / RCN

(WW다리, GY실리콘타이 4개 포함)
OHNbK 
(bKM다리, bK실리콘타이 4개 포함)

※멀티탭 불포함

일반형 데스크 _캐스터
FDD012CMN  1200 · 800 · 720
FDD014CMN  1400 · 800 · 720
FDD016CMN  1600 · 800 · 720
FDD018CMN  1800 · 800 · 720
색상   KAP / WW / RCN

(WW다리, GY실리콘타이 4개 포함)
OHNbK 
(bKM다리, bK실리콘타이 4개 포함)

※멀티탭 불포함

덕트형 데스크
덕트형 데스크
FDD012NN  1200 · 800 · 720
FDD014NN  1400 · 800 · 720
FDD016NN  1600 · 800 · 720
FDD018NN  1800 · 800 · 720
색상   KAP / WW / RCN

(WW후면상판, WW다리, GY실리콘 타이 4개 포함)
OHNbK 
(NbK후면상판, bKM다리, bK실리콘타이 4개 포함)

※ 랜포트사양 : CAT6 
멀티탭구성 (1200폭 전면 3구, 측면 1구) 
그 외 전면 5구, 측면 1구

덕트형 데스크 _캐스터
FDD012MNN  1200 · 800 · 720
FDD014MNN  1400 · 800 · 720
FDD016MNN  1600 · 800 · 720
FDD018MNN  1800 · 800 · 720
색상   KAP / WW / RCN

(WW후면상판, WW다리, GY실리콘 타이 4개 포함)
OHNbK 
(NbK후면상판, bKM다리, bK실리콘타이 4개 포함)

※ 랜포트사양 : CAT6 
멀티탭구성 (1200폭 전면 3구, 측면 1구) 
그 외 전면 5구, 측면 1구

120°형 데스크
120° 데스크
FDD588N  2045 · 1085 · 720
색상   KAP / WW / RCN

(WW다리, GY실리콘타이 4개 포함)
OHNbK 
(bKM다리, bK실리콘타이 4개 포함)

※FDF012JN 설치 가능

스크린
전면 스크린
FDF012JN  1186 · 136(14.5) · 715(405)
FDF014JN  1386 · 136(14.5) · 715(405)
FDF016JN  1586 · 136(14.5) · 715(405)
FDF018JN  1786 · 136(14.5) · 715(405)
색상   061 / 064 / 067 / 3F1 (WW브라켓)

061K / 064K / 067K / 3F1K (bK브라켓)
※덕트형/일반형 공용

사이드스크린
덕트형 데스크, 일반형 데스크용
FDF108EN  830 · 103.5(14.5) · 715(405)
색상   061 / 064 / 067 / 3F1 (WW브라켓)

061K / 064K / 067K / 3F1K (bK브라켓)

013 014 017L 064(K) 3713F1(K)018A 061(K) 067(K)

천

10
85

2045

625 625

1095 1095

LA061 (전면) LA061 (후면)

(클램프형) (독립형)

라미네이트

WW

061

KAP

KAP

WW 

WW

LAWW

FDC182 / OHNbK

FDC122 / RCN

OHNbK

OHNbK

NbK

013

UGNbK

FDD016NN / RCN

FDD016MNN / OHNbK

061 3F1K

기타

*제품의 실제 색상과 다를 수 있습니다.   *측정 방법 및 부위에 따라 ±20mm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제품 불량이 아닙니다.*제품의 실제 색상과 다를 수 있습니다.   *측정 방법 및 부위에 따라 ±20mm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제품 불량이 아닙니다.

FDD016CN / RCN

FDD016CMN / OHNbK

WW RCN OHNBKKAP WW WH BKM LAWW WWWW UGNBKB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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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프엑스원 시리즈는 베이직한 디자인으로 다양한 스토리지와의 유동적인 조합을 이루며 사용자에게  
꼭 맞는 워크스테이션을 구성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일반형 데스크(WW), 
2단 사이드 서랍(WWTS) / 옷장(D800, WW),  
일면 벨트 / 일면 모노(1AW) / 타일추가(004),  
CH4300WAH(837C, 838L)

FX-I
DESK se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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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플한 디자인과 다양한 구성

01 다양하게 조합 가능한 스토리지 시스템
탑스토리지는 자연스럽게 시선을 차단하여 공간 구획의 역할을 합니다.
콤비 사이드 캐비닛은 편수형 데스크와 연결할 수 있는 형태로 컴팩트한 사이즈에 대용량 수납까지 가능합니다.  
또한 콤비 사이드 캐비닛 위에 보조 상판을 두어 작업면을 확장하거나, 시팅패드를 활용하여 미팅 공간으로도 활용이 가능합니다. 

01 옷장, 멀티장
수납 형태/양에 따라 선택하며 내부에 거울과  
소품네트를 부착할 수 있습니다. 
a. 옷장   b. 멀티장
*수납박스 별도구매(CA1104)    
*거울, 소품네트 부착

02 편수형 데스크(PC장)
PC장 내부에 본체 거치대, 통풍구, 배선홀 등을  
적용하였습니다. 
*이용가능 PC규격 확인

03 ElS[Electronic locking System]
스토리지에는 일반키 외에 ELS를 적용할 수 있으며,  
LED조명으로 사용 편의성을 극대화했습니다.

04 콤비 사이드장 서랍 잠금 장치
미니 사이즈의 서랍 잠금 장치를 캐비닛 내부에 장착 
하여 보안을 강화하였습니다.

01

01 a 01 b

03

02

04

다양한 내부 구성과 편리한 락킹 시스템

에프엑스원 시리즈의 스토리지 시스템

편수형데스크(WW), 일면벨트 일면모노(004,001A),  
콤비사이드캐비닛+보조상판(WW), 
CH4300WAH(454)

콤비사이드
캐비닛

시팅패드 탑스토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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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형 데스크
일반형 데스크
FAD012O  1200 · 800(785) · 720

FAD014O  1400 · 800(785) · 720
FAD016O  1600 · 800(785) · 720
FAD018O  1800 · 800(785) · 720
색상   UA / WW (TS다리)
          UAW / WWW (WW다리)

120°형 데스크
120° 데스크
FAD588O  2040 · 1190 · 720
색상   WW (TS다리)
          WWW (WW다리)
※1200mm 스크린 설치 가능

(연결 설치시 여백 발생)

편수형 데스크
편수형 데스크 _PC장
FAD016C LO/RO  1600(1100) · 800(785) · 720
FAD018C LO/RO  1800(1300) · 800(785) · 720
색상   UA / WW (TS다리)
          UAW / WWW (WW다리)
※PC장에 별도의 시건 없음
※이용 가능한 PC규격 W200·D498·H474 이하

편수형 데스크 _2단장
FAD016U LO/RO  1600(1100) · 800(785) · 720
FAD018U LO/RO  1800(1300) · 800(785) · 720
색상   UA / WW (TS다리)
          UAW / WWW (WW다리)
※하부장에 별도의 시건 없음

전면 스크린
FAF412  1200 · 135(25) · 723(405)
색상   001 / 004 / 007b (TS프레임)

FAF414  1400 · 135(25) · 723(405)
색상   001 / 004 / 007b (TS프레임)
※편수형 데스크(PC장, 하부장) : 

폭 400mm 작은 스크린 사양만 설치 가능  

R

R

풀 스크린
FAF412F  1120 · 135(25) · 1124(405)
FAF414F  1320 · 135(25) · 1124(405)
FAF416F  1520 · 135(25) · 1124(405)
FAF418F  1720 · 135(25) · 1124(405)
색상   001 / 004 / 007b 

데스크 하부 가림판
FAD012M  980 · 53(15) · 290
FAD014M  1180 · 53(15) · 290
FAD016M  1380 · 53(15) · 290
FAD018M  1580 · 53(15) · 290
색상   WW (TS서포트)
          WWW (WW서포트)
※ 일반 데스크 : 데스크 상판과 동일 모듈 사용 (FAD014O→FAD014M)
※ 편수 데스크 : 데스크 상판보다 400mm 작은 모듈 사용 (FAD018C L/R→FAD014M)

데스크 하부 측면 가림판
FAD006EM  670 · 15 · 255
색상   UA / WW

원형 테이블 
FAR009O  Ø900 · 720
색상   UA / WW (TS다리)
          UAW / WWW (WW다리)

11
90

2040

785 78
5

1200 1200

03 0504

01 02
01 모던한 데스크
데스크 상판은 화이트 컬러에 실버라인 디자인이 적용 
되어 모던한 분위기를 연출하거나 부드러운 우드컬러로  
선택 할 수 있습니다. 오피스 분위기에 맞춰 다리 색상을  
실버 또는 화이트로 선택 할 수 있으며 날렵한 디자인이  
세련된 분위기를 연출합니다.

02 배선 네트 & 투명 케이블 클립
유연성을 가진 배선 네트와 데스크 다리에 끼울 수 있는  
투명 케이블 클립을 통해 깔끔한 배선정리가 가능합니다. 
*별도 구매

03 푸쉬 오픈 방식의 배선 캡
케이블 플러그까지 통과할 수 있는 넉넉한 크기의  
배선홀에 배선캡을 적용하였습니다.

04 외장형 멀티탭
파워 콘센트와 LAN포트를 포함합니다.
*LAN포트 사양 : CAT5E (전송속도 100Mb)     *별도 구매

모던한 데스크 디자인과 편리한 배선툴

일반형데스크(WW), 2단 사이드 서랍(WWTS),  
풀스크린(001A), CH4300WAH(833A)

라미네이트

UA WW UAW WWW

천

001 004 007B

*제품의 실제 색상과 다를 수 있습니다.   *측정 방법 및 부위에 따라 ±20mm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제품 불량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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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 콤비 사이드 캐비닛
FAC183 L(N)/R(N)  800 · 500 · 630
FAC183HD L(N)/R(N)  800 · 500 · 630
FAC183HE L(N)/R(N)  800 · 500 · 630
FAC103 L(N)/R(N)  1000 · 500 · 630
FAC103HD L(N)/R(N)  1000 · 500 · 630
FAC103HE L(N)/R(N)  1000 · 500 · 630
색상    WWTS / WWUA 
※캐비닛 내부에 별도 서랍 시건 장치
※L/R 사양 : 보조상판 연결 보링 無
※LN/RN 사양 : 보조상판 연결 관통 보링

보조 상판
FAC914O  400 · 500 · 90(18)
색상   UA / WW

FAC918O  800 · 500 · 90(18)
색상   UA / WW

FAC910O  1000 · 500 · 90(18)
색상   UA / WW
※고정 서랍/콤비 사이드 캐비닛 위에 설치
※FAC910은 사이드 서랍과 설치 불가능

시팅 패드
FAA1000  380 · 480 · 25
색상   IW

탑 스토리지
FAC116T L/R  1585 · 340 · 532(441)
FAC118T L/R  1785 · 340 · 532(441)
색상   007b
※별도의 시건 없음

캐비닛/서랍 연결용 1인 옷장
FAC422 L/R  200 · 500 · 1160
FAC422HD L/R  200 · 500 · 1160
FAC422HE L/R  200 · 500 · 1160
색상   WW
※1인 옷장은 콤비 사이드 캐비닛/사이드 서랍과 연결 사용(독립 사용 불가)
※옷걸이, 거울, 소품네트 포함
※ 개인수납류 도어는 손잡이가 없는 핸들리스 타입으로  

벽면에 붙는 경우 좌우 구분에 유의해야 함
※개인수납류(옷장/멀티장/3단장) 연결 사용 불가

개인 수납 유닛
2단 이동 서랍�
FAP0302  400 · 600 · 630
색상   WWTS / WWUA

FAP0302HD  400 · 600 · 630
FAP0302HE  400 · 600 · 630
색상   WWTS

3단 이동 서랍�
FAP0303  400 · 600 · 630
FAP0303HE  400 · 600 · 630
색상  WWTS / WWUA

2단 사이드 서랍�
FAP4302N  400 · 500 · 630
색상  WWTS / WWUA 
※보조 상판과 함께 사용(독립사용 불가)
※FAC910은 연결 불가능
※데스크 상판과 보조 상판 연결 브라켓 포함

3단 사이드 서랍
FAP4303N  400 · 500 · 630
FAP4303HEN  400 · 500 · 630
색상   WWTS / WWUA 
※보조 상판과 함께 사용(독립사용 불가)
※FAC910은 연결 불가능
※데스크 상판과 보조 상판 연결 브라켓 포함

2단 콤비 사이드 캐비닛
FAC182 L(N)/R(N)  800 · 500 · 630
FAC182HD L(N)/R(N)  800 · 500 · 630
FAC182HE L(N)/R(N)  800 · 500 · 630
FAC102 L(N)/R(N)  1000 · 500 · 630
FAC102HD L(N)/R(N)  1000 · 500 · 630
FAC102HE L(N)/R(N)  1000 · 500 · 630
색상   WWTS / WWUA 
※캐비닛 내부에 별도 서랍 시건 장치  
※L/R 사양 : 보조상판 연결 보링 無
※LN/RN 사양 : 보조상판 연결 관통 보링

WWTS WWUA

라미네이트

007B

천

멀티장
FAC442B L/R  400 · 500 · 1160
FAC442BHD L/R  400 · 500 · 1160
FAC442BHE L/R  400 · 500 · 1160
색상   WW
※옷걸이, 거울, 소품네트 포함
※ 개인수납류 도어는 손잡이가 없는 핸들리스 타입으로  

벽면에 붙는 경우 좌우 구분에 유의해야 함
※개인수납류(옷장/멀티장/3단장) 연결 사용 불가

데스크 측면 설치용 1인 옷장
FAC822 L/R  200 · 800 · 1160
FAC822HD L/R  200 · 800 · 1160
FAC822HE L/R  200 · 800 · 1160
색상   WW
※옷걸이, 거울, 소품네트 포함
※ 개인수납류 도어는 손잡이가 없는 핸들리스 타입으로  

벽면에 붙는 경우 좌우 구분에 유의해야 함
※개인수납류(옷장/멀티장/3단장) 연결 사용 불가
※FX-I 데스크와 연결 시 전도방지용 브라켓 추가 주문 : FAX4020X

액세서리
수평 배선 네트
CA3708  500 · 300
CA3712  860 · 300
CA3716  1100 · 300
색상   bK
※W : 800/1000 데스크→CA3708
※W : 1200/1400 데스크→CA3712
※ W : 1600/1800 데스크→CA3716 

(편수 데스크 사용시 작은 규격 사용)

수평 배선 커버
CA3508  604 · 187 · 81
CA3512  795 · 187 · 81
CA3516  1180 · 187 · 81
색상   UG
※내측 사이즈에 맞게 별도 주문
※ PC장/하부장/이동서랍 설치 시  

간섭 발생(작은 사이즈 주문 )

케이블 클립
FAA0000  (3개 1포장)
색상   XX

수직 배선 커버
CA3500  H : 825(최대 길이)
색상   MM

소품 박스
CA1104  350 · 350 · 130
색상   bK

부착형 펜트레이
CA0104  320 · 130 · 48
색상   UG
※ 탑 스토리지 설치용 

(FX-1 데스크 하부 설치 불가)

이름표 _W: 200

CA0420A  200 · 60
CA0420B  200 · 60
색상   XX
※A : 양면테이프, b : 고무자석 
※5개 한포장 

이름표 _W: 100

CA0410A  100 · 60
CA0410B  100 · 60
색상   XX
※A : 양면테이프, b : 고무자석 
※5개 한포장 

BK IW UG XX

기타라미네이트

WW *-HD : 버튼형 전자키 (NFC)
-HE : 버튼형 전자키

FAC102R

FAP4303N

FAP4302N

FAP0303

FAP0302
FAC103R

R형

R형

R형

*제품의 실제 색상과 다를 수 있습니다.   *측정 방법 및 부위에 따라 ±20mm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제품 불량이 아닙니다.*제품의 실제 색상과 다를 수 있습니다.   *측정 방법 및 부위에 따라 ±20mm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제품 불량이 아닙니다.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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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환경의 다양한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엑스페이스 시리즈입니다. 대용량 배선을 수용하는 전용  
패널 스파인을 축으로 자유롭게 배치할 수 있어 업무 특성에 맞는 효율적인 오피스를 만듭니다.EXPACE

 series

일반형 데스크_캐스터+가림판(WW),  
2단서랍(WW) / 스파인 / 
보조선반(WW), REPLY(CH4100, 634)

Workspaces42 43엑스페이스 시리즈



자립형 패널 스파인 시스템

01 내・외장형 멀티탭
과부화 차단장치가 장착된 6구 멀티탭은 내장형과  
외장형 두 가지 사양 중 선택할 수 있으며, 측면 1구는  
다른 멀티탭과 연결하는데 유용합니다.
a. 내장형   b. 외장형
*LAN포트 사양 : CAT6 (전송속도 1Gb) 

02 견고한 커넥팅
안정적인 구조의 자립형 패널로서 간단한 커넥팅만으로 
정렬 연결 가능합니다.

03 스파인 다리
스파인 다리는 공간에 따라 양면형/복도형/벽면형 중  
선택가능하며 복도형이나 벽면형은 공간 효율성이  
높습니다.
a. 양면형   b. 복도형   c.벽면형

01 a 01 b

02 03 a 03 b 03 c

엑스페이스 시리즈의 배선 솔루션과 자유로운 레이아웃

01 02

01 손쉬운 배선 관리
가볍고 정교한 플라스틱 벨트타일은 탈부착이 쉬워 배선 관리가 쉽습니다.

02 자유로운 데스크 이동
데스크와 보조선반의 높이 차이를 이용해 작업면을 축소/확대 하거나 각종 기기 및 서류들을 보조선반에 거치한 후  
자유롭게 워크스테이션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03 수직・수평 배선 솔루션
110mm 폭의 넉넉한 스파인 패널에 배선 정리를 위한 홀더와 배선 연결을 위한 홀이 적용되어 효과적인 수직・수평 
배선 가능합니다.

04 보조선반 브라켓
견고한 알루미늄 다이캐스팅 브라켓은 조립과 해체가 쉬워 재배치가 용이하며, 데스크와 브라켓 충돌을 막는  
완충처리로 안전합니다.

03 04

※일반 패널은 단독으로 설치가 불가하며 배선수용에 한계가 있음

일자형 데스크(WW), 액세서리 패널(WW), 
스파인 / 보조선반(WW), 사이드 패널(UG),
2단 서랍(WW), REPLY(CH4100AH, 634)

대용량 배선 관리와 레이아웃 변경이 쉬워지는 �
엑스페이스 시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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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페이스 시리즈의 스토리지 시스템

01 다양한 콤비장 옵션
업무 특성, 사용 가능 공간, 개인의 기호에 따라 기본  
서랍 외에 3가지 타입의 개인 수납장 선택 가능합니다.  
콤비장 하부 서랍은 내부에서 별도의 버튼잠금 방식으로  
안전합니다.
a. 옷장   b. 멀티장   c. 3단장   d. 서랍용 잠금 버튼

02 사이드 캐비닛
상단 3면에 턱이 있어 각종 서류와 OA기기들을 올려 
놓을 수 있으며, 슬라이딩 방식의 도어로 부드럽고 쉽게 
개폐가 가능합니다.

03 사용이 편리한 서랍
서랍 앞쪽 상단에 플라스틱 덮개를 여닫는 방식으로  
필기구 등의 물품을 보관할 수 있으며, 상판에는  
단 차이가 있어 서류 등을 올려 놓을 수 있습니다.

04. 편리한 캐비닛 손잡이
사용 시 윗부분이 살짝 들리는 메커니즘으로 사용이 편리
합니다.

05. 깔끔한 디자인
캐비닛 코너를 알루미늄 라운드 마감하여 고급스럽고  
깔끔한 분위기를 구현하였습니다.

02

01 a 01 b 01 c

03

0504

01 d

프라이버시 보호

01 스크린과 가림판
배치 방식에 따라 데스크 상부에는 스크린을, 하부에는 
가림판을 부착 가능합니다.

02 사이드 패널
사이드 패널은 회전 가능한 커넥터로 연결되어 필요에  
따라 각도 조절 가능합니다.

03 스파인 보조 스크린
다이캐스팅 브라켓으로 고정된 스크린은 시선 차단을 
위하여 패널 높이를 높일 수 있습니다.

01 02

03

일자형 데스크(WW), 스파인 / 보조선반(WW),   
사이드 패널(UG), 3단 서랍(WW), 멀티장(WW),
REPLY(CH4100AH, 637)

사용이 편리하고 효율적인 수납 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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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형 데스크
일반형 데스크 _캐스터/가림판
GDN012MO  1200 · 750 · 720
GDN014MO  1400 · 750 · 720
GDN016MO  1600 · 750 · 720
색상   LT / WW

일반형 데스크 _글라이더/가림판
GDN012AMO  1200 · 750 · 720
GDN014AMO  1400 · 750 · 720
GDN016AMO  1600 · 750 · 720
색상   LT / WW

일반형 데스크 _캐스터
GDN012O  1200 · 750 · 720
GDN014O  1400 · 750 · 720
GDN016O  1600 · 750 · 720
색상   LT / WW

일반형 데스크 _글라이더
GDN012AO  1200 · 750 · 720
GDN014AO  1400 · 750 · 720
GDN016AO  1600 · 750 · 720
색상   LT / WW

전면 스크린
전면 스크린
GDN0012F  1000 · 5 · 400(260)
GDN0014F  1200 · 5 · 400(260)
GDN0016F  1400 · 5 · 400(260)
색상   UG
※데스크보다 폭 200mm가 작음
※데스크 별도 구매 

데스크 하부 가림판
데스크 하부 가림판
GDN0012M  1020 · 50 · 280
GDN0014M  1190 · 50 · 280
GDN0016M  1390 · 50 · 280
색상   TS
※데스크에 추가 부착 가능
※데스크 별도 구매

테이블
원형 테이블 _캐스터
GRN009O  Ø900 · 720
색상   LT / WW

원형 테이블 _글라이더
GRN009AO  Ø900 · 720
색상   LT / WW

UGTS

기타

WW

라미네이트

LT

개인 수납 유닛
2단 서랍
GPN0302  400 · 580 · 560
GPN0302HE  400 · 580 · 560
색상   WW

3단 서랍
GPN0303  400 · 580 · 560
GPN0303HE  400 · 580 · 560
색상   WW

옷장  
GCN422 L/R  200 · 580 · 1160
색상   WW

콤비장A _2단 선반/2단 서랍 
GCN442 L/R  400 · 580 · 1160
색상   WW

멀티장 _3단 선반/옷장 
GCN442B L/R  400 · 580 · 1160
색상   WW

3단장 
GCN442C L/R  400 · 580 · 1160
색상   WW

사이드 캐비닛 
GCN122G  1200 · 430 · 680
색상   WW

*제품의 실제 색상과 다를 수 있습니다.   *측정 방법 및 부위에 따라 ±20mm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제품 불량이 아닙니다.*제품의 실제 색상과 다를 수 있습니다.   *측정 방법 및 부위에 따라 ±20mm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제품 불량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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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파인
양면형 _외장 일면 배선형
GFN122A  1280 · 110(605) · 1170
GFN142A  1480 · 110(605) · 1170
GFN162A  1680 · 110(605) · 1170
GFN182A  1880 · 110(605) · 1170
GFN202A  2080 · 110(605) · 1170
색상   WSW
※LAN포트 및 6구 멀티탭(CA3301N), 각 1개 포함
※LAN포트 사양 : CAT6(전송 속도1Gb)

양면형 _외장 양면 배선형
GFN122J  1280 · 110(605) · 1170
GFN142J  1480 · 110(605) · 1170
GFN162J  1680 · 110(605) · 1170
GFN182J  1880 · 110(605) · 1170
GFN202J 2080 · 110(605) · 1170
색상   WSW
※LAN포트 및 6구 멀티탭(CA3301N), 각 2개 포함
※LAN포트 사양 : CAT6(전송 속도1Gb)

양면형
GFN122  1280 · 110(605) · 1170
GFN142  1480 · 110(605) · 1170
GFN162  1680 · 110(605) · 1170
GFN182  1880 · 110(605) · 1170
GFN202  2080 · 110(605) · 1170
색상   WSW

복도형 _외장 일면 배선형
GFN122WA  1280 · 110(440) · 1170
GFN142WA  1480 · 110(440) · 1170
GFN162WA  1680 · 110(440) · 1170
GFN182WA  1880 · 110(440) · 1170
GFN202WA  2080 · 110(440) · 1170
색상   WSW

복도형
GFN122W  1280 · 110(440) · 1170
GFN142W  1480 · 110(440) · 1170
GFN162W  1680 · 110(440) · 1170
GFN182W  1880 · 110(440) · 1170
GFN202W  2080 · 110(440) · 1170
색상   WSW

벽면형 _외장 일면 배선형
GFN122EA  1280 · 110(360) · 1170
GFN142EA  1480 · 110(360) · 1170
GFN162EA  1680 · 110(360) · 1170
GFN182EA  1880 · 110(360) · 1170
GFN202EA  2080 · 110(360) · 1170
색상   WSW
※ LAN포트 및 6구 멀티탭(CA3301N) 

각 1개 포함

벽면형
GFN122E  1280 · 110(360) · 1170
GFN142E  1480 · 110(360) · 1170
GFN162E  1680 · 110(360) · 1170
GFN182E  1880 · 110(360) · 1170
GFN202E  2080 · 110(360) · 1170
색상   WSW

엔드 마감
GFN6012  H : 1063
색상   TS
※2개 1포장

보조 선반
GTN212  1200 · 230(270) · 18(120)
GTN214  1400 · 230(270) · 18(120)
GTN216  1600 · 230(270) · 18(120)
색상   WW

스파인 보조 스크린
GFN7123  1200 · 8(70) · 270
GFN7143  1400 · 8(70) · 270
GFN7163  1600 · 8(70) · 270
GFN7183  1800 · 8(70) · 270
GFN7203  2000 · 8(70) · 270
색상   UG

외장 배선 타일
GFN2062DJ  W: 600
색상   WW
※일반벨트 타일과 교체 가능
※2개 1포장
※LAN포트 및 6구 멀티탭(CA3301N), 각 2개 포함
※LAN포트 사양 : CAT6(전송 속도 1Gb)

사이드 패널
GFN4092G  900 · 36 · 1170
GFN4122G  1200 · 36 · 1170
색상   UG
※G : 아크릴 패널

LT WW

라미네이트

001A

천

WSW TS UG

기타

액세서리
케이블클립
GAN0000  (2개 1포장)
색상   XX

액세서리 패널(스틸)
GAN0006  600 · 200 · 25
색상   WW

액세서리 패널(스틸 + 천)
GAN0006F  600 · 200 · 25
색상   008b

A4트레이
GA0101  320 · 235 · 28
색상   UG

클립홀더
GA0103  80 · 87 · 21
색상   UG

펜트레이 
GA0104  274 · 97 · 28
색상   UG

펜꽂이
GA0106  70 · 77 · 90
색상   UG

부착형 펜트레이
CA0104  320 · 48 · 130
색상   UG

LT WW

라미네이트

캐비닛
2단 캐비닛 _오픈장
GCN082  800 · 425 · 796
색상   WW
※향후 도어 추가 시 : GbN0082(목재도어)/GbN082G(아크릴도어)

3단 캐비닛 _오픈장
GCN083  800 · 425 · 1160
색상   WW
※향후 도어 추가 시 : GbN0083(목재도어)/GbN083G(아크릴도어)

2단 캐비닛 _아크릴도어
GCN082DG  800 · 425 · 796
색상   UG
※별도 시건 없음

3단 캐비닛 _아크릴도어
GCN083DG  800 · 425 · 1160
색상   UG
※별도 시건 없음

2단 캐비닛 _목재 도어 
GCN082D  800 · 425 · 796
색상   LT / WW

3단 캐비닛 _목재 도어  
GCN083D  800 · 425 · 1160
색상   LT / WW

GFN162A

GFN162J

GFN142

GFN162WA

GFN182W

GFN182EA

GFN4122F

GFN218

GFN182E

천

008B WWUG XX

기타

*제품의 실제 색상과 다를 수 있습니다.   *측정 방법 및 부위에 따라 ±20mm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제품 불량이 아닙니다.*제품의 실제 색상과 다를 수 있습니다.   *측정 방법 및 부위에 따라 ±20mm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제품 불량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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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던한 디자인과 기능성을 겸비한 챈스 시리즈는 업무 형태에 따라 자유자재로 변형되는 다양한 
레이아웃과 스토리지 유닛으로 스마트한 업무 공간을 완성합니다. 탁월한 구성력을 가진 시스템으로 
다변하는 업무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프로페셔널한 업무 환경을 연출합니다.

덕트형 데스크(WW), 데스크라이저_목재(W04b) / 2단 서랍(WW),  
전면스크린_아크릴 / 액세서리바형(Ib), CH4300WRA(754)

CHANCE
 se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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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WW), EXPACE 서랍(WW),  
데스크라이저(W08b), 사이드스크린(UG), 
CH4300WRA(754)

다양한 형태의 스토리지

프라이버시 보호편리하고 합리적인 데스크

01 전면 스크린
자연스러운 시선차단이 가능한 스크린은 불투명 아크릴  
또는 목재로 선택 가능합니다.

02 액세서리바
전면 스크린에 부착 하여 간단한 수납툴을 거치하거나  
자석부착이 가능합니다.

03 사이드 스크린
자유로운 위치 설정으로 주변 시선을 차단해 업무 공간의  
독립성을 제공합니다.

01 개폐형 배선 커버(덕트형 데스크)
180도 열리는 커버로 콘센트 사용과 배선연결이  
쉽습니다.
*멀티탭(3+1구) + USb(4구) + LAN(2구)
*LAN포트 사양 : CAT6(전송속도 1Gb)

02 배선 솔루션
복잡한 수직/수평 배선들을 효율적으로 정리해주는  
배선홀과 수직 배선 커버입니다.

03 연결 데스크
측판을 공유하는 타입으로 합리적인 가격대로 공간에  
맞게 구성 가능합니다.

01 데스크 라이저
데스크 중앙의 레일을 따라 이동이 가능하고 마주보는 사용자와 함께 쓰도록 다양한 형태와 소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a. 목재   b. 철재   

02 이동형 바이트 스토리지
3단 수납공간으로 수납을 극대화 하고, 윗판에 가스실린더를 적용하여 안전성을 강화하였습니다. 
데스크와 닿는 면은 내구성이 좋은 우레탄으로 마감하여 데스크를 보호합니다.

01 a

01 02

03

01 b

0201

02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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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드 스크린
목재 사이드 스크린
FBF108W  750 · 50 · 480
색상   WW

아크릴 사이드 스크린
FBF108G  750 · 50 · 480
색상   Ib / UG

개인 수납 유닛
고정형 바이트 스토리지
FBC108T  800 · 500 · 1160(530)
FBC110T  1000 · 500 · 1160(530)
색상   WWUA 
※ L/R 구분없음(FX-I 콤비 사이드 캐비닛에 의해 L/R 구분)
※FX-I 콤비 사이드 캐비닛과 조합하여 사용

이동형 바이트 스토리지
FBC4040  405 · 590 · 910
색상   WWTS

데스크 라이저
데스크 라이저 _목재
FBD608W  800 · 310 · 540
색상   W04b

데스크 라이저 _철재�  
FBD604S  400 · 310 · 405
색상   WW

전면 스크린
목재 전면 스크린
FBF012W  1150 · 40 · 430
FBF014W  1350 · 40 · 430
FBF016W  1550 · 40 · 430
FBF018W  1750 · 40 · 430
색상   WW

아크릴 전면 스크린
FBF012G  1150 · 40 · 430
FBF014G  1350 · 40 · 430
FBF016G  1550 · 40 · 430
FBF018G  1750 · 40 · 430
색상   Ib / UG 

아크릴 전면 스크린 _악세서리바형
FBF014GA  1350 · 40 · 430
색상   Ib / UG 

FBF016GA  1550 · 40 · 430
FBF018GA  1750 · 40 · 430
색상   Ib / UG 

액세서리
더블 모니터암(챈스용)
CA507 
색상   XX

일자형 LED 조명등
CA0904N 
색상   MS
※베이스, 고정핀 포함
※파워 LED

수직 배선 커버
FBA0000  62 · 23 · 555
색상   WW 

A4 트레이
GA0101  320 · 235 · 28
색상   UG 

클립홀더
GA0103  80 · 87 · 21
색상   UG 

펜트레이
GA0104  274 · 97 · 28
색상   UG 

펜꽂이
GA0106  70 · 77 · 90
색상   UG 

WWUGUA WWUA WWTSWW

라미네이트

MS

기타라미네이트 천

W04B UGIB

아크릴

WW

FbF018GA / Ib

FbC4040E / WWTS

FbC110T + FAC103EL / WWUA

FbF018G / UG

FbD608W / W04b 

FbD604S / WW

FbF018W / WW

FbF108W / WW

FbF108G / UG

단면형 독립 데스크
단면형 데스크
FBD212  1200 · 835 · 720
FBD214  1400 · 835 · 720
FBD216  1600 · 835 · 720
FBD218  1800 · 835 · 720
색상   UA / WW

단면형 연결 데스크
스타터 _단면형 
FBD212S  1260 · 835 · 720
FBD214S  1460 · 835 · 720
FBD216S  1660 · 835 · 720
FBD218S  1860 · 835 · 720

애더 _단면형
FBD212A  1260 · 835 · 720
FBD214A  1460 · 835 · 720
FBD216A  1660 · 835 · 720
FBD218A  1860 · 835 · 720

엔더 _단면형 
FBD212E  1200 · 835 · 720
FBD214E  1400 · 835 · 720
FBD216E  1600 · 835 · 720
FBD218E  1800 · 835 · 720
색상   UA / WW

양면형 독립 데스크
양면형 데스크
FBD222  1200 · 1600 · 720
FBD224  1400 · 1600 · 720
FBD226  1600 · 1600 · 720
FBD228  1800 · 1600 · 720
색상   UA / WW
※ 멀티탭(4구), 랜(2구), USb(4구) 포함

양면형 연결 데스크
스타터 _양면형
FBD222S  1260 · 1600 · 720
FBD224S  1460 · 1600 · 720
FBD226S  1660 · 1600 · 720
FBD228S  1860 · 1600 · 720

애더 _양면형 
FBD222A  1260 · 1600 · 720
FBD224A  1460 · 1600 · 720
FBD226A  1660 · 1600 · 720
FBD228A  1860 · 1600 · 720

엔더 _양면형  
FBD222E  1200 · 1600 · 720
FBD224E  1400 · 1600 · 720
FBD226E  1600 · 1600 · 720
FBD228E  1800 · 1600 · 720
색상   UA / WW
※멀티탭(4구), 랜(2구), USb(4구) 포함

FbD228 / UA

FbD218S / WW

FbD228S / UA

FbD218A / WW

FbD228A / UA

단면형

양면형

FbD218E / WW

FbD228E / UA

FbD218 / WW

*제품의 실제 색상과 다를 수 있습니다.   *측정 방법 및 부위에 따라 ±20mm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제품 불량이 아닙니다.*제품의 실제 색상과 다를 수 있습니다.   *측정 방법 및 부위에 따라 ±20mm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제품 불량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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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리적인 고객 니즈에 딱 맞는 오피스를 제안합니다. 세련된 컬러와 다양한 구성을 갖춘 딜라이트 시리즈는 
컴팩트한 사이즈로 효율적인 오피스 구성을 도와줍니다.

L형 데스크(CC), 사이드 캐비닛 도어장+상부장(CCGYM),  
양면 일반(072), CH6100W(2D4b)

DElIGHT
DESK se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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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형 데스크(LL), 옷장(GYM),   
사이드 캐비닛 도어장+상부장(LLGYM), 2단 서랍(LL),  
딜라이트 패널(2M), ZIEL(CH4700WAH, 451)

다양한 레이아웃을 구현하는 유닛아이템

01 다양한 확장 유닛 
데스크와 연결되는 다양한 사이드 유닛으로 작업면을 확장하거나 간이 미팅공간으로 활용 가능합니다. 

02 하부 행잉 선반
개인서적과 소지품을 정리정돈 할 수 있는 선반을 하부에 추가 부착할 수 있습니다.

03 상부장, 하부장
상부장과 하부장, 서랍으로 다양한 서류 및 개인 공용 물품 수납이 가능합니다.

01 02

03

세련된 공간을 연출하는 컬러 조합과 디자인

01 메모 보드
자석부착이 가능한 메모 보드는 스크린에 간편하게  
걸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02 스크린 컬러
상판과 조화를 이루는 파스텔톤 컬러로 WW / GYM / 
TbM 중 선택 가능합니다.

0201

다양한 아이템으로 최적의 레이아웃 구현

딜라이트 시리즈는 조합 가능한 다양한 �
아이템을 갖춰 업무특성에 맞는 효율적인 �
레이아웃을 계획할 수 있습니다.

WW

GYM

Tb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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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형 데스크(WW), 3단서랍(WW), enLite(067),   
CH6100W(2D4b)

접근성과 편리성을 높인 배선 솔루션

01 수직·수평 덕트 
수직 덕트를 통해 올라온 전선을 가림판에 거는 수평 덕트로 연결하여 멀티탭과 전선을 깜끔하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02 수직 덕트와 배선캡 
케이블을 바닥에서 책상 상판으로 연결하여 손쉽게 여닫을 수 있는 케이블캡으로 마감되어 있습니다.
a. �ㄷ�자형 다리   b. 측판형  

01 02 a

02 b

실용적인 데스크 활용과 프라이버시 보호

01 ‘ㄷ’자형 다리
측판의 불필요한 면적을 최소화하고 하부공간을  
자유롭게 활용 가능합니다.

02 700mm 깊이 상판
700mm 깊이의 슬림한 책상으로 효율적인  
공간 사용이 가능합니다.

03 넉넉한 가림판
충분한 길이의 앞가림판이 사용자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02

03

01

오피스를 위한 가장 실용적이고 �
완성도 높은 솔루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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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드 캐비닛 D400/700 오픈장
SC162SN  600 · 400 · 720
색상   LLGYM / FIVGYM / WWGYM / CCGYM

SC162S  600 · 700 · 720
색상   LLGYM / FIVGYM / WWGYM / 
          CCGYM / WW

사이드 캐비닛 D400/700 오픈장 + 상부장   
SC162SNT(S)  600 · 400 · 1120(1065)
색상   LLGYM / FIVGYM / WWGYM / CCGYM

SC162ST(S)  600 · 700 · 1120(1065)
색상   LLGYM / FIVGYM / WWGYM / 
          CCGYM / WW
※상부장 깊이 205
※(S)는 상부장 뒷판 숨김 사양
    (양면 상부장 또는 패널에 설치시)

사이드 캐비닛 D400/700 도어장   
SC162SDN  600 · 400 · 720
색상    LLGYM / FIVGYM / WWGYM /  

   CCGYM

SC162SD  600 · 700 · 720
색상   LLGYM / FIVGYM / WWGYM / 
          CCGYM  / WW

사이드 캐비닛 D400/700 도어장 + 상부장   
SC162SDNT(S)  600 · 400 · 1120(1065)
색상   LLGYM / FIVGYM / WWGYM / CCGYM

SC162SDT(S)  600 · 700 · 1120(1065)
색상   LLGYM / FIVGYM / WWGYM / 
          CCGYM / WW
※상부장 깊이 205
※(S)는 상부장 뒷판 숨김 사양
    (양면 상부장 또는 패널에 설치시)

U형 익스텐션   
SD912SF  1200 · 600 · 720
색상   LLGYM / FIVGYM / WWGYM / 
          CCGYM / WW

U형 익스텐션 + 상부장  
SD912SFT(S)  1200 · 600 · 1120(1065)
색상   LLGYM / FIVGYM / WWGYM / 
          CCGYM / WW
※상부장 깊이 205
※(S)는 상부장 뒷판 숨김 사양
    (양면 상부장 또는 패널에 설치시)

데스크
일반형 데스크(측판형)   
DDT112S  1200 · 700 · 720
DDT114S  1400 · 700 · 720
DDT116S  1600 · 700 · 720
색상   LW(일면LL,일면WW) / FIV / WW / CC

일반형 데스크(ㄷ자 다리형)   
SD012S  1200 · 700 · 720
색상   LL / FIV / WW / CC

SD014S  1400 · 700 · 720
SD016S  1600 · 700 · 720
색상   LL / FIV / WW / CC

L형데스크   
SD314S L/R  1400 · 1200 · 720
색상   LL / FIV / WW / CC

SD316S L/R  1600 · 1200 · 720
색상   LL / FIV / WW / CC

사이드 유닛
사이드 데스크   
DDS406  600 · 500 · 720
DDS408  800 · 500 · 720
색상   LW / FIV / WW 
※데스크 별도구매 
※가림판 색상 WW (WWTS 외 모두)
※가림판 색상 TS (WWTS)

사이드 캐비닛 W600/800 오픈장   
DCS162  600 · 500 · 720
색상   LLWW / FIV / WW / CCWW
 
DCS182 L/R  800 · 500 · 720
색상   FIV / WW 
※데스크 별도구매 

사이드 캐비닛 W600/800 도어장   
DCS162D L/R  600 · 500 · 720
색상   LLWW / FIV / WW / CCWW

DCS182D L/R  800 · 500 · 720
색상   FIV / WW 
※데스크 별도구매 

개인 수납 유닛
옷장   
DCS422A L/R  200 · 700 · 1160
색상   GYM / WW
※ㄷ자 다리와 배치 시 별도 브라켓(DX4020X)필요

2단 서랍
FDP0302  400 · 560 · 505
색상   LL / FIV / WW / CC

3단 서랍
FDP0303  400 · 560 · 505
색상   LL / FIV / WW / CC

3단 서랍장
SP1313  400 · 395 · 720
색상    LLGYM / FIVGYM / WWGYM /  

   CCGYM
※스크린 브라켓 설치를 위해 뒷면 위쪽에 21mm 틈이 있음

3단 서랍장 + 상부장
SC342T(S)  400 · 395 · 1120(1065)
색상    LLGYM / FIVGYM / WWGYM
※상부장 깊이 205
※ (S)는 상부장 뒷판 숨김 사양 

(양면 상부장 또는 패널에 설치시)
※스크린 브라켓 설치를 위해 뒷면 위쪽에 21mm 틈이 있음

스크린
사이드 수납장 스크린   �  
DFS006SN  590 · 15 · 390
색상   GYM / TbM / WWWW

전면 스크린   �  
DFS012N  1160 · 15 · 390
DFS014N  1360 · 15 · 390
DFS016N  1560 · 15 · 390
색상   GYM / TbM / WWWW

사이드 스크린   �  
DFS007E L/R  695 · 15 · 480
색상   GYM / TbM / WW
※ㄷ자형 다리 설치 불가

액세서리
메모보드
BA0106  600 · 100 · 18
색상   WW

수평 덕트
DA0301  595 · 123 · 92
DA0302  765 · 123 · 92
색상   WW

수직 배선 커버
DA0201  185 · 15 · 665
색상   WW

데스크 행잉 선반
SA2000N 
색상   GY

모니터 선반
CA0014  590 · 230 · 90
CA0015  1000 · 230 · 90
색상   LL / WW / CC

CCGYMWWGYMFIVGYMFIVWWFIV CCWW

라미네이트

LLWW CCWW LLGYMLL TBM

라미네이트

GYM

기타

GY

70
0

1400/1600

12
0

0

400

(S)

(S)

(S)

DDT116S / CC SC162SN / LLGYM SC162S / LLGYM

SC342T / LLGYM

SC162SNT / LLGYM SC162ST / LLGYM

SC162SD / LLGYM

SC162SDT / LLGYM

SD912SF / LLGYM 

SD912SFT / LLGYM 

SC162SDN / LLGYM

SC162SDNT / LLGYM

SD016S / CC

DDS406 / LW

DCS162 / LLWW

DCS162DR / LLWW 

SD316S / LL

(S)

*제품의 실제 색상과 다를 수 있습니다.   *측정 방법 및 부위에 따라 ±20mm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제품 불량이 아닙니다.*제품의 실제 색상과 다를 수 있습니다.   *측정 방법 및 부위에 따라 ±20mm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제품 불량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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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즐플러스 시리즈는 넓은 작업면과 인체공학적인 디자인으로 업무효율을 높여드립니다. 퍼즐플러스  
시리즈로 건강하고 창의적인 사무환경을 완성하실 수 있습니다.

L형 데스크(bE), 톨유닛(bE), 스크린(981)

PUZZlE PlUS
 se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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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ㄷ’자형 다리
측판의 불필요한 면적을 최소화하고, 하부공간을  
자유롭게 활용합니다.

02 부드럽고 강한 PUR-Form 엣지
부드러우면서 질긴 특성으로 사용자의 안전과 제품의  
내구성을 동시에 보장합니다.

03 데스크 하부 행잉선반
개인 서적과 소지품을 정리정돈 할 수 있는 선반을  
하부에 추가 부착 가능합니다.

04 데스크 스크린
천으로 마감한 스크린에 자석을 부착하여 메모보드로  
사용 가능합니다.

05 좁은깊이 서랍
1600X1600 L형 데스크의 활용 극대화를 위해 하부에  
배치하는 컴팩트형 서랍입니다.

06 서랍 외장상판
데스크 작업면을 확장해주며 파티션 모듈에 맞춘  
가로폭 400mm의 상판입니다.

07 다양한 확장 유닛
커넥터 유닛, 익스텐션을 통해 작업공간 확장 및 다양한  
레이아웃 구현이 가능합니다.

퍼즐 시리즈의 특징

01

03

02

04

01 수직 배선
탈착식 AbS 사출 커버로 마감된 다리 측면의  
배선 공간과 상판 뒷면의 오목한 모서리를 통해  
OA기기에 케이블을 바로 연결합니다.

02 수평 배선
다리 측면을 통해 올라온 케이블은 상판 뒷면의  
수평 덕트로 바로 연결 가능합니다.

03 연결 배선
수직 덕트 상단 캡은 측면 데스크와 연결 가능하도록  
상하 이동식으로 설계했습니다.

배선 솔루션

01 옷걸이 & 가방걸이
톨 유닛 수직장 내부는 의류, 서류가방, 핸드백 등의  
수납이 매우 용이합니다.

02 스탠딩 미팅
2개 또는 4개의 외장 상판이 모여 미팅 및 공용 OA기기  
배치공간으로 활용 가능합니다.

03 높이 조절 다리
수평 설치를 위해 최대 20mm까지 조절 가능한  
캐비닛 다리입니다.

톨 유닛

01 02

03

0705 06

L형데스크(bE), 톨유닛(bE), FLIGHT(CH4800X, 371)

01 02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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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G

라미네이트

BE 987

천

981

일반형 데스크
일반형 데스크 _직선형 상판�
SD008  800 · 700 · 720
SD012  1200 · 700 · 720
SD014  1400 · 700 · 720
색상   bE / MG

120°형 데스크
120° 데스크�
SD577  2000 · 1205 · 720
색상   bE / MG

L형 데스크
L형 데스크 _사이드장(D470mm) 연결용
SD316 L/R  1600 · 1200 · 720
SD318 L/R  1800 · 1200 · 720
색상   bE / MG

L형 데스크 _톨유닛(D600mm) 연결용
SD362 L/R  1600 · 1200 · 720
SD382 L/R  1800 · 1200 · 720
색상   bE / MG

L형 데스크 _톨유닛(D600mm) 연결용
SD366 L/R  1600 · 1600 · 720
색상   bE / MG

개인 수납 유닛
2단 서랍
SP4302  400 · 575 · 665
색상   MM

2단 서랍 _좁은 깊이
SP4302N  400 · 475 · 665
색상   MM

3단 서랍
SP4303  400 · 575 · 665
색상   MM

3단 서랍 _좁은 깊이
SP4303N  400 · 475 · 665
색상   MM

외장 상판
SP4300  400 · 710 · 55
색상   bE / MG
※서랍 깊이에 상관없이 접하는 데스크 깊이 기준임

외장 상판 _좁은 깊이
SP4300N  400 · 610 · 55
색상   bE / MG
※서랍 깊이에 상관없이 접하는 데스크 깊이 기준임

톨 유닛
SC462 L/R  600 · 600 · 1170
색상   bE / MG
※SD362/382/366과 함께 사용

독립형 스크린
SF012  1200 · 30 · 365
SF014  1400 · 30 · 365
색상   981 / 987

익스텐션 유닛
U형 익스텐션 _연결형
SD912  600 · 1200 · 720
색상   bE / MG

U형 익스텐션 _자립형 
SD912F  600 · 1200 · 720
색상   bE / MG

사이드 유닛
오픈장
SC162  600 · 490 · 720
색상   bE / MG
※SD316/318과 함께 사용

셔터장
SC662 L/R  600 · 490 · 720
색상   bE / MG
※SD316/318과 함께 사용 

3단 서랍장
SC763W  600 · 490 · 720
색상   bEMM / MGMM
※SD316/318과 함께 사용

800/1200/1400/1600

70
0

R70
0

1600

16
0

0

600

R70
0

1600/1800

12
0

0

600

70
0

2000

700 70
0

1200 1200

R

1600/1800

12
0

0

470

R
L

-K : 전자키

SD316/318 연결 유닛

SD362/382 연결 유닛

SD366 연결 유닛

SC462R

*제품의 실제 색상과 다를 수 있습니다.   *측정 방법 및 부위에 따라 ±20mm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제품 불량이 아닙니다.*제품의 실제 색상과 다를 수 있습니다.   *측정 방법 및 부위에 따라 ±20mm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제품 불량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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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형 스크린 �

L형 데스크용
SF316  T: 30
색상   981 / 987
※SD316/362와 함께 사용

L형 데스크용
SF366  T: 30
색상   981 / 987
※SD366과 함께 사용

L형 데스크용
SF318  T: 30
색상   981 / 987
※SD318/382와 함께 사용

Y형 스크린 �

120° 데스크용
SF577Y T: 30
색상   981 / 987
※SD577과 함께 사용

T형 스크린 

직각 커넥터 1200용
SF507T  T: 30
색상   981 / 987
※SD507/507F와 함께 사용

L형 데스크용
SF316TA  T: 30
색상   981 / 987
※SD316/362와 함께 사용

SF318TA  T: 30
색상   981 / 987
※SD318/382와 함께 사용
 

L형 데스크용
SF316TB  T: 30
※SD316/362와 함께 사용 

SF318TB  T: 30
※SD318/382와 함께 사용 

L형 데스크용
SF366T  T: 30
색상   981 / 987
※SD366과 함께 사용

액세서리 
메모박스
SA0101  105 ·  105 · 90
색상   MM

부착형 펜트레이
SA0102  220 · 115 · 45
색상   MM

펜꽂이
SA0103  115 · 50 · 120
색상   MM

서류꽂이
SA0104  225 · 80 · 280
색상   MM

데스크 행잉 선반
SA2000  675 · 175 · 350(250)
색상   MM

모서리 마감캡
SA9000
색상   MM
※2개 1포장(L:1, R:1)

987

천

981

기타

MM

15
85

1585

30

30

1785

30

30

1585

30
11

85
30

1185 1185

30
11

85

30

1585/1785 1585/1785

30
11

85

30

11851185
30

15
85

/17
85

30

15851585

30
15

85

30

118
5 1185

30 30

SF507T SF577Y

*제품의 실제 색상과 다를 수 있습니다.   *측정 방법 및 부위에 따라 ±20mm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제품 불량이 아닙니다.*제품의 실제 색상과 다를 수 있습니다.   *측정 방법 및 부위에 따라 ±20mm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제품 불량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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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플한 디자인과 견고한 내구성을 겸비한 수퍼테크 시리즈는 자유롭고 간편하게 워크스테이션을 구성할 
수 있는 가변성을 갖춘 시스템 사무 가구입니다.

Desk 일반형 데스크(WW)
Storage U형 익스텐션 / 사이드 캐비닛 / 2단 서랍
Panel MULTI PLAN(1b1)
Chair ITIS2(651A)

일반형 데스크(WW),  
사이드 캐비닛+U형 익스텐션+2단 서랍(WW),  
멀티플랜(1b1A), ITIS2(CH2800A, 651A) 

SUPERTECH
 se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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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적인 수납 공간

데스크 내 편리한 배선 기능, 심플하고 깔끔한 디자인

01 배선 연결
수직 덕트를 통해 바닥에서 올라온 전선은 책상 하부 전선 클립으로 수평 연결됩니다.

02 개폐식 케이블캡
손쉽게 열고 닫을 수 있는 케이블캡으로 깔끔한 배선 정리가 가능합니다.

03 스크린 & 메모 보드
스크린은 시선을 차단해주고, 메모 보드는 자석 부착이 가능합니다.

04 서랍 손잡이
크롬 도금 손잡이는 심플하고 슬림한 디자인을 구현합니다.

01 사이드 유닛
용도에 따라 사이드 데스크, 사이드 캐비닛(오픈장/ 
도어장)타입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a. 사이드 데스크   b. 사이드 캐비닛 도어장   c. 사이드 캐비닛 오픈장

01

04

02

03

일반형 데스크(WW), 사이드 캐비닛(WW), 2단서랍,  
에프엑스원 패널(1A7), ITIS2(CH2800A, 657) 

01 a

01 b 01 c

배선연결과 수납이 돋보이는 수퍼테크

깔끔한 디자인과 내구성을 겸비한 수퍼테크 시리즈는
심플한 배선 기능으로 효율적인 레이아웃 구현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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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일반형 데스크
DDT012  1200 · 800 · 720 
DDT014  1200 · 800 · 720 
DDT016  1600 · 800 · 720 
DDT018  1800 · 800 · 720 
색상   LT / WW

원형 테이블
DR009N  Ø900 · 720
색상   LTTS / WWTS

사이드 유닛
사이드 데스크�
DDS406  600 · 500 · 720
색상   LT / WW

DDS408  800 · 500 · 720
색상   LT / WW
※데스크 별도 구매
※ 상판/측판 LT : 가림판 색상 TS 

상판/측판 WW : 가림판 색상 WW

U형 익스텐션
DDS912F  600 · 1200 · 720
색상   LT / WW

사이드 캐비닛 600 _오픈장
DCS162  600 · 500 · 720
색상   LT / WW
※데스크 별도 구매

사이드 캐비닛 600 _도어장
DCS162D L/R  600 · 500 · 720
색상   LT / WW
※데스크 별도 구매

사이드 캐비닛 800 _오픈장
DCS182 L/R  800 · 500 · 720
색상   LT / WW
※데스크 별도 구매

사이드 캐비닛 800 _도어장
DCS182D L/R  800 · 500 · 720
색상   LT / WW
※데스크 별도 구매

개인 수납 유닛
옷장
DCS422 L/R  200 · 800 · 1160
색상   LT / WW
※옷걸이, 거울, 소품네트 포함 

이동 서랍 _2단
DPS0312  405 · 560 · 555
색상   LT / WW

이동 서랍 _3단
DPS0313  405 · 560 · 555
색상   LT / WW

스크린
전면 스크린
DFS012N  1160 · 15 · 390

DFS014N  1360 · 15 · 390
DFS016N  1560 · 15 · 390
DFS018N  1760 · 15 · 390
색상   LT / WW

사이드 스크린
DFS008E L/R  795 · 15 · 480
색상   LT / WW

액세서리
메모 보드
BA0106  600 · 100 · 18
색상   TS
※스크린 부착용

수직 배선 커버
DA0201  185 · 15 · 665
색상   TS
※2개 1포장

TS

기타

 WW

라미네이트

LT

*제품의 실제 색상과 다를 수 있습니다.   *측정 방법 및 부위에 따라 ±20mm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제품 불량이 아닙니다.*제품의 실제 색상과 다를 수 있습니다.   *측정 방법 및 부위에 따라 ±20mm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제품 불량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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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플한 디자인 감각을 강조한 인라이트 패널 시리즈는 경량 패널로 줄어든 부피만큼 공간을 실용적으로 
절약할 수 있습니다. 날렵하고 가벼운 라이트 패널을 활용하여 다양한 규모의 업무 공간을 구성할 수 있고 
체결 구조가 간편하여 설치 및 이전이 쉽습니다. 

인라이트 패널(064), 인에이블 덕트형 데스크(KAP),  
인에이블 3단 서랍(KAP) / 오픈멀티캐비닛(WWWW),  
CH4300WA(454)

ENlITE
PANEL se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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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드 마감
엔드 마감
LF6012
색상   WW

액세서리
단면/양면 액세서리 패널
CA4001  400 · 360 · 15(액세서리 패널 1개 + 홀더 1개)
CA4002  400 · 360 · 15(액세서리 패널 2개 + 홀더 1개)
색상   WW

메모 보드
CA4003S  450 · 120 · 35(메모 보드 1개)
색상   WW

기타
데스크 고정 브라켓
FDA0005
색상   WW
※2개 1포장

안정대
LF8001
색상   WW
※1개 1포장

01 간편한 조립
2개의 브라켓으로 패널을 고정하는 간편한  
체결 시스템으로 조립 및 이전 설치가 용이합니다.

02 데스크 브라켓 / 안정대
데스크를 고정하는 브라켓과 안정대로 패널을  
독립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a. 데스크 브라켓   b.안정대

02

04

02 a

02 b

03

01

간편한 체결구조

패널
기본 패널 (H:1170)
LF0072  700 · 31 · 1170 
LF0082  800 · 31 · 1170
LF0102  1000 · 31 · 1170 
LF0122  1200 · 31 · 1170 
LF0142  1400 · 31 · 1170 
LF0162  1600 · 31 · 1170 
LF0182  1800 · 31 · 1170 
색상   061 / 064 / 067 

LTX형 커넥터
L형 커넥터
LF5112
색상   WW

T형 커넥터
LF5212
색상   WW

X형 커넥터 
LF5500
색상   WW

VY형 커넥터
V형 커넥터
LF5712
색상   WW

Y형 커넥터 
LF5600
색상   WW

천 기타

061 064 067 WW

심플한 ENLITE의 디자인

01 심플한 디자인
라운드 모서리와 이음새 없는 디자인으로 세련된 사무실을 연출합니다.

02 슬림한 두께
얇은 두께(31mm)로 원하는 위치에 가볍게 이동 가능합니다.

03 편안한 컬러
부드럽고 편안한 컬러로 구성되어 따뜻한 분위기의 오피스를 연출합니다.

04 액세서리 보드 / 메모 보드
연필꽂이, 펜트레이 등 액세서리를 거치할 수 있습니다.

01

*제품의 실제 색상과 다를 수 있습니다.   *측정 방법 및 부위에 따라 ±20mm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제품 불량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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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X-I
PANEL series

에프엑스원 패널 시리즈는 업무 특성에 맞춘 다양한 워크스테이션 구성이 가능합니다. 사무 공간을  
더 스마트하게, 더 스타일리시하게 완성하십시오.

일면벨트 일면모노(004, 001A), 편수형 데스크(WW),  
콤비사이드캐비닛+보조상판(WW), CH4300WAH(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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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배선처리 가능한 히든 캡
걸레받이에 배선정리용 히든 캡을 장착하여 손쉽게 전선을 연결할 수 있습니다.

02 편리한 외장 멀티탭
LAN포트도 함께 제공되는 외장형 콘센트로 편리한 사용이 가능합니다.
*4구, 6구 선택 가능
*LAN포트 사양 : CAT6 (전송속도 1Gb)

03 스마트 벨트 타일
반전 스프링힌지를 적용, 120° 열림 각도로 고정할 수 있어 넓은 시야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01 03

02

효율적인 배선정리 시스템

01 다양한 컬러의 패브릭 패널
다채로운 컬러가 단조로운 사무공간에 생기를 불어  
넣어줍니다. 

02 슬림하고 심플한 마감
슬림한 철제 프레임이 미니멀하고 세련된 감각을  
강조합니다.

03 200/400mm 적층 프레임
탈부착 가능한 프레임으로 사무환경에 따라 자유롭게  
패널 높이 조절이 가능합니다.

04 적층 반투명 패널
손쉽게 탈부착이 가능하여 필요에 따라 적층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01 02

03 04

타일 & 프레임

일면벨트 일면모노(004, 001A), 편수형데스크(UA),  
콤비사이캐비닛 + 보조상판(UA)+옷장, ITIS2(CH2800A, 653A)

01
01 탑 스크린
부드럽게 시선을 차단해주며 자연스러운  
커뮤니케이션을 유도합니다.

스크린 & 행잉 선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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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면 벨트(_N)
H : 965
KFS060N  600 · 66 · 965
KFS070N  700 · 66 · 965
KFS080N  800 · 66 · 965
KFS100N  1000 · 66 · 965
KFS120N  1200 · 66 · 965

H : 1165
KFS062N  600 · 66 · 1165
KFS072N  700 · 66 · 1165
KFS082N  800 · 66 · 1165
KFS102N  1000 · 66 · 1165
KFS122N  1200 · 66 · 1165

H : 1365
KFS064N  600 · 66 · 1365
KFS074N  700 · 66 · 1365
KFS084N  800 · 66 · 1365
KFS104N  1000 · 66 · 1365
KFS124N  1200 · 66 · 1365

H : 1565
KFS066N  600 · 66 · 1565
KFS076N  700 · 66 · 1565
KFS086N  800 · 66 · 1565
KFS106N  1000 · 66 · 1565
KFS126N  1200 · 66 · 1565

H : 1765
KFS068N  600 · 66 · 1765
KFS078N  700 · 66 · 1765
KFS088N  800 · 66 · 1765
KFS108N  1000 · 66 · 1765
KFS128N  1200 · 66 · 1765

양면 외장 벨트(6구 멀티탭 : _JN/4구 멀티탭 : _KN)
H : 965
KFS100KN  1000 · 66 · 965
KFS120JN/KN  1200 · 66 · 965
※6구 멀티탭 사양은 W : 1000에 사용할 수 없음
※ LAN포트 및 4구 / 6구 멀티탭 

(CA3401N / CA3301N), 각 2개 포함
※LAN포트 사양 : CAT6(전송 속도 1Gb)

H : 1165
KFS102KN  1000 · 66 · 1165
KFS122JN/KN  1200 · 66 · 1165
※6구 멀티탭 사양은 W : 1000에 사용할 수 없음
※ LAN포트 및 4구 / 6구 멀티탭 

(CA3401N / CA3301N), 각 2개 포함
※LAN포트 사양 : CAT6(전송 속도 1Gb)

H : 1365
KFS104KN  1000 · 66 · 1365
KFS124JN/KN  1200 · 66 · 1365
※6구 멀티탭 사양은 W : 1000에 사용할 수 없음
※ LAN포트 및 4구/6구 멀티탭 

(CA3401N / CA3301N), 각 2개 포함
※LAN포트 사양 : CAT6(전송 속도 1Gb)

H : 1565
KFS106KN  1000 · 66 · 1565
KFS126JN/KN  1200 · 66 · 1565
※6구 멀티탭 사양은 W : 1000에 사용할 수 없음
※ LAN포트 및 4구/6구 멀티탭 

(CA3401N / CA3301N), 각 2개 포함
※LAN포트 사양 : CAT6(전송 속도 1Gb)

H : 1765
KFS108KN  1000 · 66 · 1765
KFS128JN/KN  1200 · 66 · 1765
※6구 멀티탭 사양은 W : 1000에 사용할 수 없음
※ LAN포트 및 4구/6구 멀티탭  

(CA3401N / CA3301N), 각 2개 포함
※LAN포트 사양 : CAT6(전송 속도 1Gb)

양면 일반(_WN)
H : 965
KFS060WN  600 · 66 · 965
KFS070WN  700 · 66 · 965
KFS080WN  800 · 66 · 965
KFS100WN  1000 · 66 · 965
KFS120WN  1200 · 66 · 965

H : 1165
KFS062WN  600 · 66 · 1165
KFS072WN  700 · 66 · 1165
KFS082WN  800 · 66 · 1165
KFS102WN  1000 · 66 · 1165
KFS122WN  1200 · 66 · 1165

H : 1365
KFS064WN  600 · 66 · 1365
KFS074WN  700 · 66 · 1365
KFS084WN  800 · 66 · 1365
KFS104WN  1000 · 66 · 1365
KFS124WN  1200 · 66 · 1365

H : 1565
KFS066WN  600 · 66 · 1565
KFS076WN  700 · 66 · 1565
KFS086WN  800 · 66 · 1565
KFS106WN  1000 · 66 · 1565
KFS126WN  1200 · 66 · 1565

H : 1765
KFS068WN  600 · 66 · 1765
KFS078WN  700 · 66 · 1765
KFS088WN  800 · 66 · 1765
KFS108WN  1000 · 66 · 1765
KFS128WN  1200 · 66 · 1765

일면 벨트/일면 일반(_VN)
H : 965
KFS060VN  600 · 66 · 965
KFS070VN  700 · 66 · 965
KFS080VN  800 · 66 · 965
KFS100VN  1000 · 66 · 965
KFS120VN  1200 · 66 · 965

H : 1165
KFS062VN  600 · 66 · 1165
KFS072VN  700 · 66 · 1165
KFS082VN  800 · 66 · 1165
KFS102VN  1000 · 66 · 1165
KFS122VN  1200 · 66 · 1165

H : 1365
KFS064VN  600 · 66 · 1365
KFS074VN  700 · 66 · 1365
KFS084VN  800 · 66 · 1365
KFS104VN  1000 · 66 · 1365
KFS124VN  1200 · 66 · 1365

H : 1565
KFS066VN  600 · 66 · 1565
KFS076VN  700 · 66 · 1565
KFS086VN  800 · 66 · 1565
KFS106VN  1000 · 66 · 1565
KFS126VN  1200 · 66 · 1565

H : 1765
KFS068VN  600 · 66 · 1765
KFS078VN  700 · 66 · 1765
KFS088VN  800 · 66 · 1765
KFS108VN  1000 · 66 · 1765
KFS128VN  1200 · 66 · 1765

마감

WW

마감

TS

1W

001

001

1

001

001

1A1W

001

001A

1AW

001A

001A

1A

001A

001A

W1W

001

WWS

T1

001

TS

W1AW

001A

WWS

W4W

004

WWS

T4

004

TS

W7W

007

WWS

T7

007

TS

1A1

001

001A

W1AW W4W 1AW W1W

W1AW W4W 1AW W1W

W1AW W4W 1AW W1W

W1AW
W4W 1AW W1W

W1AW W4W
1AW W1W

*제품의 실제 색상과 다를 수 있습니다.   *측정 방법 및 부위에 따라 ±20mm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제품 불량이 아닙니다.
*W800, W1000, W1200 외장벨트타일 사양 중 T7 색상은 비재고입니다.

*제품의 실제 색상과 다를 수 있습니다.   *측정 방법 및 부위에 따라 ±20mm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제품 불량이 아닙니다.
*일부 사양의 W7W 색상은 비재고이므로 별도 확인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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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면 외장 벨트/일면 벨트�
(6구 멀티탭 : _AN/4구 멀티탭  : _BN)
H : 965
KFS060BN  600 · 66 · 965
KFS070AN/BN  700 · 66 · 965
KFS080AN/BN  800 · 66 · 965
KFS100AN/BN  1000 · 66 · 965
KFS120AN/BN  1200 · 66 · 965
※6구 멀티탭 사양은 W : 600에 사용할 수 없음
※ LAN포트 및 4구/6구 멀티탭 

(CA3401N / CA3301N), 각 1개 포함
※LAN포트 사양 : CAT6(전송 속도 1Gb)

H : 1165
KFS062BN  600 · 66 · 1165
KFS072AN/BN  700 · 66 · 1165
KFS082AN/BN  800 · 66 · 1165
KFS102AN/BN  1000 · 66 · 1165
KFS122AN/BN  1200 · 66 · 1165
※6구 멀티탭 사양은 W : 600에 사용할 수 없음
※ LAN포트 및 4구/6구 멀티탭 

(CA3401N / CA3301N), 각 1개 포함
※LAN포트 사양 : CAT6(전송 속도 1Gb)

H : 1365
KFS064BN  600 · 66 · 1365
KFS074AN/BN  700 · 66 · 1365
KFS084AN/BN  800 · 66 · 1365
KFS104AN/BN  1000 · 66 · 1365
KFS124AN/BN  1200 · 66 · 1365
※6구 멀티탭 사양은 W : 600에 사용할 수 없음
※ LAN포트 및 4구/6구 멀티탭 

(CA3401N / CA3301N), 각 1개 포함
※LAN포트 사양 : CAT6(전송 속도 1Gb)

H : 1565
KFS066BN  600 · 66 · 1565
KFS076AN/BN  700 · 66 · 1565
KFS086AN/BN  800 · 66 · 1565
KFS106AN/BN  1000 · 66 · 1565
KFS126AN/BN  1200 · 66 · 1565
※6구 멀티탭 사양은 W : 600에 사용할 수 없음
※ LAN포트 및 4구/6구 멀티탭 

(CA3401N / CA3301N), 각 1개 포함
※LAN포트 사양 : CAT6(전송 속도 1Gb)

H : 1765
KFS068BN  600 · 66 · 1765
KFS078AN/BN  700 · 66 · 1765
KFS088AN/BN  800 · 66 · 1765
KFS108AN/BN  1000 · 66 · 1765
KFS128AN/BN  1200 · 66 · 1765
※6구 멀티탭 사양은 W : 600에 사용할 수 없음
※ LAN포트 및 4구/6구 멀티탭 

(CA3401N / CA3301N), 각 1개 포함
※LAN포트 사양 : CAT6(전송 속도 1Gb)

일면 벨트/일면 모노 _모노 타일 H1000(_T)
H : 1165
KFS062T  600 · 66 · 1165
KFS072T  700 · 66 · 1165
KFS102T  1000 · 66 · 1165
KFS122T  1200 · 66 · 1165
색상    1W / W1W / W1AW / W4W/ W7W / 1

KFS082T  800 · 66 · 1165
색상    1W / 1A1 / W1W / W1AW / W4W / 

W7W / 1A1W / 1 / 1A / 1A1

일면 일반/일면 모노 _모노 타일 H1000(_Y/_YN)
H : 1165
KFS062Y  600 · 66 · 1165
KFS072Y  700 · 66 · 1165
KFS102Y  1000 · 66 · 1165
KFS122Y  1200 · 66 · 1165
색상    1W / W1W / W1AW / W4W / W7W / 1

KFS082Y  800 · 66 · 1165
색상    1W / 1A1 / W1W / W1AW / W4W/ 

W7W / 1A1W / 1 / 1A / 1A1

H : 1165
KFS062YN  600 · 66 · 1165
KFS072YN  700 · 66 · 1165
KFS102YN  1000 · 66 · 1165
KFS122YN  1200 · 66 · 1165
색상    1W / W1W / W1AW / W4W / W7W / 1
 
KFS082YN  800 · 66 · 1165
색상    1W / 1A1 / W1W / W1AW / W4W / 

W7W / 1A1W / 1 / 1A / 1A1

일면 외장 벨트/일면 일반�
(6구 멀티탭 : _VAN/4구 멀티탭 : _VBN)
H : 965
KFS060VBN  600 · 66 · 965
KFS070VAN/VBN  700 · 66 · 965
KFS080VAN/VBN  800 · 66 · 965
KFS100VAN/VBN  1000 · 66 · 965
KFS120VAN/VBN  1200 · 66 · 965
※6구 멀티탭 사양은 W : 600에 사용할 수 없음
※ LAN포트 및 4구/6구 멀티탭 

(CA3401N / CA3301N), 각 1개 포함
※LAN포트 사양 : CAT6(전송 속도 1Gb)

H : 1165
KFS062VBN  600 · 66 · 1165
KFS072VAN/VBN  700 · 66 · 1165
KFS082VAN/VBN  800 · 66 · 1165
KFS102VAN/VBN  1000 · 66 · 1165
KFS122VAN/VBN  1200 · 66 · 1165
※6구 멀티탭 사양은 W : 600에 사용할 수 없음
※ LAN포트 및 4구/6구 멀티탭  

CA3401N / CA3301N), 각 1개 포함
※LAN포트 사양 : CAT6(전송 속도 1Gb)

H : 1365
KFS064VBN  600 · 66 · 1365
KFS074VAN/VBN  700 · 66 · 1365
KFS084VAN/VBN  800 · 66 · 1365
KFS104VAN/VBN  1000 · 66 · 1365
KFS124VAN/VBN  1200 · 66 · 1365
※6구 멀티탭 사양은 W : 600에 사용할 수 없음
※ LAN포트 및 4구/6구 멀티탭 

(CA3401N / CA3301N), 각 1개 포함
※LAN포트 사양 : CAT6(전송 속도 1Gb)

H : 1565
KFS066VBN  600 · 66 · 1565
KFS076VAN/VBN  700 · 66 · 1565
KFS086VAN/VBN  800 · 66 · 1565
KFS106VAN/VBN  1000 · 66 · 1565
KFS126VAN/VBN  1200 · 66 · 1565
※6구 멀티탭 사양은 W : 600에 사용할 수 없음
※ LAN포트 및 4구/6구 멀티탭 

(CA3401N / CA3301N), 각 1개 포함
※LAN포트 사양 : CAT6(전송 속도 1Gb)

H : 1765
KFS068VBN  600 · 66 · 1765
KFS078VAN/VBN  700 · 66 · 1765
KFS088VAN/VBN  800 · 66 · 1765
KFS108VAN/VBN  1000 · 66 · 1765
KFS128VAN/VBN  1200 · 66 · 1765
※6구 멀티탭 사양은 W : 600에 사용할 수 없음
※ LAN포트 및 4구/6구 멀티탭 

(CA3401N / CA3301N), 각 1개 포함
※LAN포트 사양 : CAT6(전송 속도 1Gb)

보조 스크린 사양(_P)
양면 벨트(H : 1165)
KFS060P  600 · 66 · 1165
KFS070P  700 · 66 · 1165
KFS080P  800 · 66 · 1165
KFS100P  1000 · 66 · 1165
KFS120P  1200 · 66 · 1165
※H : 965 / H : 1165 사양만 세트 코드 적용

양면 벨트(H : 1365)
KFS062P  600 · 66 · 1365
KFS072P  700 · 66 · 1365
KFS082P  800 · 66 · 1365
KFS102P  1000 · 66 · 1365
KFS122P  1200 · 66 · 1365
※H : 965 / H : 1165 사양만 세트 코드 적용

일면 벨트/일면 모노 _모노 타일 H : 800(H : 1165)
KFS060LP  600 · 66 · 1165
KFS070LP  700 · 66 · 1165
KFS080LP  800 · 66 · 1165
KFS100LP  1000 · 66 · 1165
KFS120LP  1200 · 66 · 1165
색상    1W / W1W / W1AW / W4W / W7W / 1
※H : 965 / H : 1165 사양만 세트코드 적용

일면 벨트/일면 모노 _모노 타일 H : 1000(H : 1365)
KFS062TP  600 · 66 · 1365
KFS072TP  700 · 66 · 1365
KFS102TP  1000 · 66 · 1365
KFS122TP  1200 · 66 · 1365
색상   1W / W1W / W1AW / W4W / W7W / 1

KFS082TP  800 · 66 · 1365
색상    1W / 1A1 / W1W / W1AW / W4W / 

W7W / 1A1W / 1 / 1A / 1A1
※H : 1165 사양만 세트 코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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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면 외장 벨트/일면 모노 _모노 타일 H1000�
(6구 멀티탭 : _TA/4구 멀티탭 : _TB)
H : 1165
KFS062TB  600 · 66 · 1165
KFS072TA/TB  700 · 66 · 1165
KFS102TA/TB  1000 · 66 · 1165
KFS122TA/TB  1200 · 66 · 1165
색상    1W / W1W / W1AW / W4W / W7W / 1

KFS082TA/TB  800 · 66 · 1165
색상    1W / 1A1 / W1W / W1AW / W4W / 

W7W / 1A1W / 1 / 1A / 1A1
※6구 멀티탭 사양은 W : 600에 사용할 수 없음
※ LAN포트 및 4구/6구 멀티탭  

(CA3401N / CA3301N), 각 1개 포함
※LAN포트 사양 : CAT6(전송 속도 1Gb)

*제품의 실제 색상과 다를 수 있습니다.   *측정 방법 및 부위에 따라 ±20mm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제품 불량이 아닙니다.
*W800, W1000, W1200 외장벨트타일 사양 중 T7 색상은 비재고입니다.

*제품의 실제 색상과 다를 수 있습니다.   *측정 방법 및 부위에 따라 ±20mm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제품 불량이 아닙니다.
*일부 사양의 W7W 색상은 비재고이므로 별도 확인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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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 반투명 패널
독립 반투명 패널(H : 1165)
KFS482  800 · 66 · 1165
KFS402  1000 · 66 · 1165
KFS422  1200 · 66 · 1165
색상   UG
※독립 반투명 패널의 단차이 연결 불가
※ 독립 반투명 패널의 코너 연결 시 별도의 전용 

커넥터 마감류 및 전용 안정대 사용(_G)

독립 반투명 패널(H : 1365)
KFS484  800 · 66 · 1365
KFS404  1000 · 66 · 1365
KFS424  1200 · 66 · 1365
색상   UG
※독립 반투명 패널의 단차이 연결 불가
※ 독립 반투명 패널의 코너 연결시 별도의 전용 

커넥터 마감류 및 전용 안정대 사용(_G)

독립 반투명 패널(H : 1565)
KFS486  800 · 66 · 1565
KFS406  1000 · 66 · 1565
KFS426  1200 · 66 · 1565
색상   UG
※독립 반투명 패널의 단차이 연결 불가
※ 독립 반투명 패널의 코너 연결시 별도의 전용  

커넥터 마감류 및 전용 안정대 사용(_G)

독립 반투명 패널(H : 1765)
KFS488  800 · 66 · 1765
KFS408  1000 · 66 · 1765
KFS428  1200 · 66 · 1765
색상   UG
※독립 반투명 패널의 단차이 연결 불가
※ 독립 반투명 패널의 코너 연결시 별도의 전용  

커넥터 마감류 및 전용 안정대 사용(_G)

프레임/적층 프레임
프레임(H : 965)
KFS0060N  600 · 965
KFS0070N  700 · 965
KFS0080N  800 · 965
KFS0100N  1000 · 965
KFS0120N  1200 · 965
색상   TS

적층 프레임(H : 400)
KFS0064S  600 · 400
KFS0074S  700 · 400
KFS0084S  800 · 400
KFS0104S  1000 · 400
KFS0124S  1200 · 400
색상   TS
※H : 1165 이상 설치 가능(H : 965 설치 시 일반 타일 사양만 가능)

상단 타일
일반 타일(H : 200)
KFS1062  600 · 200
KFS1072  700 · 200
KFS1082  800 · 200
KFS1102  1000 · 200
KFS1122  1200 · 200
색상    001 / 001A / 003 / 004 / 004b /  

   007 / 007b / 008b / TS / WWS

일반 타일(H : 400)
KFS1064  600 · 400
KFS1074  700 · 400
색상   001 / 001A / 004 / 007 / WWS

KFS1084  800 · 400
KFS1104  1000 · 400
KFS1124  1200 · 400
색상   001 / 001A / 004 / 007 / WWS

일반 타일(H : 600)
KFS1066  600 · 600
색상   001/ 001A / 004 / 007 

KFS1076  700 · 600
KFS1086  800 · 600
KFS1106  1000 · 600
KFS1126  1200 · 600
색상   001/ 001A / 004 / 007 

벨트 타일
벨트 타일(H : 200)
KFS2062N  600 · 200
KFS2072N  700 · 200
KFS2082N  800 · 200
KFS2102N  1000 · 200
KFS2122N  1200 · 200
색상   001/ 001A / 004 / 007 / WWS

프레임(H : 1165)
KFS0062N  600 · 1165
KFS0072N  700 · 1165
KFS0082N  800 · 1165
KFS0102N  1000 · 1165
KFS0122N  1200 · 1165
색상   TS

프레임(H : 1365)
KFS0064N  600 · 1365
KFS0074N  700 · 1365
KFS0084N  800 · 1365
KFS0104N  1000 · 1365
KFS0124N  1200 · 1365
색상   TS

프레임(H : 1565)
KFS0066N  600 · 1565
KFS0076N  700 · 1565
KFS0086N  800 · 1565
KFS0106N  1000 · 1565
KFS0126N  1200 · 1565
색상   TS

프레임(H : 1765)
KFS0068N  600 · 1765
KFS0078N  700 · 1765
KFS0088N  800 · 1765
KFS0108N  1000 · 1765
KFS0128N  1200 · 1765
색상   TS 

적층 프레임(H : 200)
KFS0062S  600 · 200
KFS0072S  700 · 200
KFS0082S  800 · 200
KFS0102S  1000 · 200
KFS0122S  1200 · 200
색상   TS
※H : 1165 이상 설치 가능(H : 965 설치 시 일반 타일 사양만 가능)

천

001 001A 001B 003 007004 007B004B 008B

기타

TS UG WWS

배선 벨트 타일(H : 200)
KFS2062DBN  600 · 200
색상   001/ 001A / 004 / 007

KFS2072DAN/BN  700 · 200
KFS2082DAN/BN  800 · 200
색상   001/ 001A / 004 / 007 / WWS

KFS2102DAN/BN  1000 · 200
KFS2122DAN/BN  1200 · 200
색상   001/ 001A / 004 / 007 / WWS
※A : 6구 멀티탭, b : 4구 멀티탭

하단 타일
H : 600
KFS1066T  600 · 600
KFS1076T  700 · 600
KFS1086T  800 · 600
KFS1106T  1000 · 600
KFS1126T  1200 · 600
색상   001 / 001A / 001b / TS / WWS

모노 타일
H : 800
KFS1068M 600 · 800
KFS1078M 700 · 800
색상   001 / WWS

KFS1088M  800 · 800
KFS1108M 1000 · 800
KFS1128M 1200 · 800 
색상   001 / WWS

H : 1000
KFS1060M 600 · 1000
KFS1070M 700 · 1000
KFS1100M 1000 · 1000
KFS1120M 1200 · 1000
색상   001 / WWS

KFS1080M  800 · 1000
색상   001 / 001A / WWS

WWUG

WWUG

WWUG

WWUG

*제품의 실제 색상과 다를 수 있습니다.   *측정 방법 및 부위에 따라 ±20mm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제품 불량이 아닙니다.*제품의 실제 색상과 다를 수 있습니다.   *측정 방법 및 부위에 따라 ±20mm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제품 불량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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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넥터/마감류
L형 커넥터
KFS5110  H : 965
KFS5112(G)  H : 1165
KFS5114(G)  H : 1365
KFS5116(G)  H : 1565
KFS5118(G)  H : 1765
색상   TS / WW
※-G : 독립 반투명 패널

KFS5100G  적층 반투명 패널 추가 철물
색상   TS 
※적층 반투명 패널 연결 시 일반 코드 사용 및 추가 철물 추가

T형 커넥터
KFS5210  H : 965
KFS5212(G)  H : 1165
KFS5214(G)  H : 1365
KFS5216(G)  H : 1565
KFS5218(G)  H : 1765
색상   TS 
※-G : 독립 반투명 패널

KFS5200G  적층 반투명 패널 추가 철물
색상   TS 
※적층 반투명 패널 연결 시 일반 코드 사용 및 추가 철물 추가

X형 커넥터
KFS5510  H : 965
KFS5512(G)  H : 1165
KFS5514(G)  H : 1365
KFS5516(G)  H : 1565
KFS5518(G)  H : 1765
색상   TS / WW
※-G : 독립 반투명 패널

KFS5500G  적층 반투명 패널 추가 철물
색상   TS / WW
※적층 반투명 패널 연결 시 일반 코드 사용 및 추가 철물 추가

엔드 마감
KFS6010  H : 965
KFS6012(G)  H : 1165
KFS6014(G)  H : 1365
KFS6016(G)  H : 1565
KFS6018(G)  H : 1765
색상   TS / WW
※-G : 독립 반투명 패널
※KFS6014G / TS 색상 비재고

T형 단차이 포스트 마감
KFS6402(G)  H : 200
색상   TS / WW

KFS6404(G)  H : 400
색상   TS / WW
※-G : 적층 반투명 패널

KFS6406(G) H : 600
색상   TS / WW

유리 타일
H : 200
KF1062G  600 · 200
KF1072G  700 · 200
KF1082G  800 · 200
KF1102G  1000 · 200
KF1122G  1200 · 200
색상   XXTS 
※ H : 965 설치 불가능

H : 400
KF1064G  600 · 400
KF1074G  700 · 400
KF1084G  800 · 400
KF1104G  1000 · 400
KF1124G  1200 · 400
색상   XXTS 
※1365이상 최상단만 설치 가능

적층 엔드 마감/단차이 엔드 마감
KFS6102(G)  H : 200
KFS6104(G)  H : 400
KFS6106(G)  H : 600
색상   TS / WW
※-G : 적층 반투명 패널

단차이 엔드 마감(카운터 상판 설치 시)
KFS6102T  H : 200
색상   WW

카운터 상판용 엔드 마감
KFS6012T  H : 1165
색상   TS / WW

적층 포스트(H : 200)
KFS5102S/G  L형 연결용
KFS5202S/G  T형 연결용
KFS5502S/G  X형 연결용
색상   TS / WW

적층 포스트(H : 400)
KFS5104S/G  L형 연결용
색상   TS / WW
KFS5204S/G  T형 연결용
색상   TS / WW
KFS5504S/G  X형 연결용
색상   TS / WW

적층 포스트(H : 600)
KFS5106G  L형 연결용
KFS5206G  T형 연결용
KFS5506G  X형 연결용
색상   TS / WW
※ -S : 일반 적층 프레임 / -G : 적층 반투명 패널

적층 반투명 패널
적층 반투명 패널(H : 200)
KFS1062G  600 · 66 · 200
KFS1072G  700 · 66 · 200
KFS1082G  800 · 66 · 200
KFS1102G  1000 · 66 · 200
KFS1122G  1200 · 66 · 200�
색상   UG  
※ 적층 반투명 패널의 코너 연결 시 별도 철물 추가 

(KFS5100G / 5200G / 5500G / 5700G)
※H : 1165 이상 설치 가능(H : 965 설치 시 일반 타일 사양만 가능)

적층 반투명 패널(H : 400)
KFS1064G  600 · 66 · 400
KFS1074G  700 · 66 · 400
KFS1084G  800 · 66 · 400
KFS1104G  1000 · 66 · 400
KFS1124G  1200 · 66 · 400
색상   UG 
※ 적층 반투명 패널의 코너 연결 시 별도 철물 추가 

(KFS5100G / 5200G / 5500G / 5700G)
※H :  1165 이상 설치 가능(H : 965 설치 시 일반 타일 사양만 가능)

걸레받이
걸레받이(H : 130)
KFS3061  600 · 130
KFS3071  700 · 130
KFS3081  800 · 130
KFS3101  1000 · 130
KFS3121  1200 · 130
색상   TS / WW

기타

TS UG WW

*제품의 실제 색상과 다를 수 있습니다.   *측정 방법 및 부위에 따라 ±20mm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제품 불량이 아닙니다.*제품의 실제 색상과 다를 수 있습니다.   *측정 방법 및 부위에 따라 ±20mm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제품 불량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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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미네이트

WW

기타

DB WWTS UG

기타
안정대
KFS8001(G)  480 · 60 · 15
색상   TS / WW
※-G : 독립 반투명 패널

벽고정 철물
KFS8002
색상   TS / WW
※2개 1포장
※반투명 패널과 호환 가능

콘센트 홀더
내장형
KAS0200 A/B
색상   TS
※A : 6구 멀티탭, b : 4구 멀티탭

외장형
KAS0201 A/B
색상   TS
※A : 6구 멀티탭, b : 4구 멀티탭

멀티탭
6구 멀티탭(5 + 1) _스위치 無/커넥팅 가능/과부하 차단기 有
CA3301N  L: 3m(전선 길이)
CA3302N  L: 1m(전선 길이)
색상   Db

4구 멀티탭(3 + 1) _스위치 無/커넥팅 가능/과부하 차단기 有
CA3401N  L: 3m(전선 길이)
CA3402N  L: 1m(전선 길이)
색상   Db 

6구 멀티탭(5 + 1) _스위치 有/커넥팅 불가/과부하 차단기 有
CA3301S  L: 3m(전선 길이)
CA3302S  L: 1m(전선 길이)
색상   Db

4구 멀티탭(3 + 1) _스위치 有/커넥팅 불가/과부하 차단기 有
CA3401S  L: 3m(전선 길이)
색상   Db

5구 멀티탭(4 + 1) _대기전력 자동차단 멀티탭 
CA3501  L: 3m(전선 길이) 
색상   Db

카운터 상판
직선형 카운터 상판 _연결형
KTS208  800 · 360 · 18
KTS210  1000 · 360 · 18
KTS212  1200 · 360 · 18
KTS214  1400 · 360 · 18
KTS216  1600 · 360 · 18
KTS218  1800 · 360 · 18
색상   WW

이름표
CA0420A  200 · 60
CA0420B  200 · 60
색상   XX
※A : 양면테이프, b : 고무자석 
※5개 한포장 

CA0410A  100 · 60
CA0410B  100 · 60
색상   XX
※A : 양면테이프, b : 고무자석 
※5개 한포장 

TS

기타

*제품의 실제 색상과 다를 수 있습니다.   *측정 방법 및 부위에 따라 ±20mm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제품 불량이 아닙니다.*제품의 실제 색상과 다를 수 있습니다.   *측정 방법 및 부위에 따라 ±20mm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제품 불량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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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lIGHT 딜라이트 패널 시리즈는 패널에 꼭 필요한 기능만을 담아 합리적인 사무환경을 구축합니다. 
또한 다양하고 차분한 색상조합으로 업무공간을 안정감있게 완성할 수 있습니다.

일면일반 일면 모노(072), L형 데스크(LL),  
옷장 / 사이드캐비닛 도어장+상부장 / 2단 서랍 / 3단서랍(LLGYM),  
ZIEL(CH4700WAH, 451) / CHN4300WA(457)

PANEL se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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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스마트 벨트 타일
반전 스프링 힌지를 적용, 120° 열림 각도로 고정되어  
넓은 시야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02 배선처리 가능한 히든 캡
걸레받이에 배선정리용 히든 캡을 장착하여 손쉽게 전선
연결이 가능합니다.

03 다양한 컬러의 패브릭 패널
안정적이며 차분한 컬러의 패브릭 패널을 통해 공간의  
품격을 높일 수 있습니다.

04 슬림하고 심플한 마감
슬림한 철제 프레임으로 마감되어 미니멀하고 세련된  
감각을 강조합니다.

05 자석 방식 타일 탈부착
독자 개발한 타일로 조립/해체 시간을 단축하고 제품  
손상도를 줄였습니다.

배선 기능과 디자인 특징

01 02

03 0504

마감

MM

2M

072

072

4M

074

074

12M

072

071

14M

074

071

M1

071

MM

1A1M

071

071A

M4

074

MM

양면 벨트
H : 965
MF060  600 · 66 · 965
MF070  700 · 66 · 965
MF080  800 · 66 · 965
MF100  1000 · 66 · 965
MF120  1200 · 66 · 965 

H : 1165
MF062  600 · 66 · 1165
MF072  700 · 66 · 1165
MF082  800 · 66 · 1165
MF102  1000 · 66 · 1165
MF122  1200 · 66 · 1165 

H : 1365
MF064  600 · 66 · 1365
MF074  700 · 66 · 1365
MF084  800 · 66 · 1365
MF104  1000 · 66 · 1365
MF124  1200 · 66 · 1365 

H : 1565
MF066  600 · 66 · 1565
MF076  700 · 66 · 1565
MF086  800 · 66 · 1565
MF106  1000 · 66 · 1565
MF126  1200 · 66 · 1565 

H : 1765
MF068  600 · 66 · 1765
MF078  700 · 66 · 1765
MF088  800 · 66 · 1765
MF108  1000 · 66 · 1765
MF128  1200 · 66 · 1765 

양면 일반(_W)
H : 965
MF060W  600 · 66 · 965
MF070W  700 · 66 · 965
MF080W  800 · 66 · 965
MF100W  1000 · 66 · 965
MF120W  1200 · 66 · 965 

H : 1165
MF062W  600 · 66 · 1165
MF072W  700 · 66 · 1165
MF082W  800 · 66 · 1165
MF102W  1000 · 66 · 1165
MF122W  1200 · 66 · 1165 

H : 1365
MF064W  600 · 66 · 1365
MF074W  700 · 66 · 1365
MF084W  800 · 66 · 1365
MF104W  1000 · 66 · 1365
MF124W  1200 · 66 · 1365 

H : 1565
MF066W  600 · 66 · 1565
MF076W  700 · 66 · 1565
MF086W  800 · 66 · 1565
MF106W  1000 · 66 · 1565
MF126W  1200 · 66 · 1565 

H : 1765
MF068W  600 · 66 · 1765
MF078W  700 · 66 · 1765
MF088W  800 · 66 · 1765
MF108W  1000 · 66 · 1765
MF128W  1200 · 66 · 1765 

양면일반(072), L형 데스크(CC), 
사이드 캐비닛 D400+상부장 / 
3단 서랍장+상부장, CH6100W(2D4b)

2M

2M

2M 4M

4M

4M

2M M4

M42M

*제품의 실제 색상과 다를 수 있습니다.   *측정 방법 및 부위에 따라 ±20mm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제품 불량이 아닙니다.
*1A1M 비재고   *제품의 사양, 색상에 따라 재고 여부는 별도 확인바랍니다.

1M

071

071

M2

072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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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1 071A 072 074 MM

기타천

일면 벨트/일면 일반(_V)
H : 965
MF060V  600 · 66 · 965
MF070V  700 · 66 · 965
MF080V  800 · 66 · 965
MF100V  1000 · 66 · 965
MF120V  1200 · 66 · 965 

H : 1165
MF062V  600 · 66 · 1165
MF072V  700 · 66 · 1165
MF082V  800 · 66 · 1165
MF102V  1000 · 66 · 1165
MF122V  1200 · 66 · 1165 

H : 1365
MF064V  600 · 66 · 1365
MF074V  700 · 66 · 1365
MF084V  800 · 66 · 1365
MF104V  1000 · 66 · 1365
MF124V  1200 · 66 · 1365 

H : 1565
MF066V  600 · 66 · 1565
MF076V  700 · 66 · 1565
MF086V  800 · 66 · 1565
MF106V  1000 · 66 · 1565
MF126V  1200 · 66 · 1565 

H : 1765
MF068V  600 · 66 · 1765
MF078V  700 · 66 · 1765
MF088V  800 · 66 · 1765
MF108V  1000 · 66 · 1765
MF128V  1200 · 66 · 1765 

H : 1365
KFS0064N  600 · 1365
KFS0074N  700 · 1365
KFS0084N  800 · 1365
KFS0104N  1000 · 1365
KFS0124N  1200 · 1365
색상   TS 

H : 1565
KFS0066N  600 · 1565
KFS0076N  700 · 1565
KFS0086N  800 · 1565
KFS0106N  1000 · 1565
KFS0126N  1200 · 1565
색상   TS 

H : 1765
KFS0068N  600 · 1765
KFS0078N  700 · 1765
KFS0088N  800 · 1765
KFS0108N  1000 · 1765
KFS0128N  1200 · 1765
색상   TS 

상단 타일
일반 타일(H : 200)
KFS1062  600 · 200
색상   071 / 072 / 074

KFS1072  700 · 200
색상   072 / 074

KFS1082  800 · 200
KFS1102  1000 · 200
KFS1122  1200 · 200
색상   071 / 072 / 074

일반 타일(H : 400)
KFS1064  600 · 400
색상   071 / 072 / 074

KFS1074  700 · 400
KFS1084  800 · 400
KFS1104  1000 · 400
KFS1124  1200 · 400
색상   071 / 072 / 074

일반 타일(H : 600)
KFS1066  600 · 600
KFS1076  700 · 600
KFS1086  800 · 600
KFS1106  1000 · 600
KFS1126  1200 · 600
색상   071 / 072 / 074

벨트 타일
벨트 타일(H : 200)
KFS2062N  600 · 200
KFS2072N  700 · 200
KFS2082N  800 · 200
KFS2102N  1000 · 200
KFS2122N  1200 · 200
색상   071 / 072 / 074

하단 타일
하단 타일(H : 600)
KFS1066T  600 · 600
KFS1076T  700 · 600
KFS1086T  800 · 600
KFS1106T  1000 · 600
KFS1126T  1200 · 600
색상   071 / 071A / 072 / 074

모노 타일
모노 타일(H : 1000)
KFS1060M  600 · 1000
KFS1070M  700 · 1000
KFS1080M  800 · 1000
KFS1100M  1000 · 1000
KFS1120M  1200 · 1000
색상   072

일면 벨트/일면 모노 _모노 타일 H1000(_T)
H : 1165
MF062T  600 · 66 · 1165
MF072T  700 · 66 · 1165
MF082T  800 · 66 · 1165
MF102T  1000 · 66 · 1165
MF122T  1200 · 66 · 1165 
색상   2M

일면 일반/일면 모노 _모노 타일 H1000(_Y/_YN)
H : 1165
MF062Y  600 · 66 · 1165
MF072Y  700 · 66 · 1165
MF082Y  800 · 66 · 1165
MF102Y  1000 · 66 · 1165
MF122Y  1200 · 66 · 1165 
색상   2M

H : 1165
MF062YN  600 · 66 · 1165
MF072YN  700 · 66 · 1165
MF082YN  800 · 66 · 1165
MF102YN  1000 · 66 · 1165
MF122YN  1200 · 66 · 1165 
색상   2M

프레임
H : 965
KFS0060N  600 · 965
KFS0070N  700 · 965
KFS0080N  800 · 965
KFS0100N  1000 · 965
KFS0120N  1200 · 965
색상   TS 

H : 1165
KFS0062N  600 · 1165
KFS0072N  700 · 1165
KFS0082N  800 · 1165
KFS0102N  1000 · 1165
KFS0122N  1200 · 1165
색상   TS 

2M

M2

M2

M2

2M

2M

2M

2M

*제품의 실제 색상과 다를 수 있습니다.   *측정 방법 및 부위에 따라 ±20mm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제품 불량이 아닙니다.*제품의 실제 색상과 다를 수 있습니다.   *측정 방법 및 부위에 따라 ±20mm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제품 불량이 아닙니다.
*1A1M 비재고   *제품의 사양, 색상에 따라 재고 여부는 별도 확인바랍니다.

마감

MM

2M

072

072

4M

074

074

12M

072

071

14M

074

071

M1

071

MM

1A1M

071

071A

M4

074

MM

1M

071

071

M2

072

MM

Workspaces ITeM LIsT102 103딜라이트 시리즈



기타

MM

걸레받이
걸레받이(H : 130)
KFS3061  600 · 130
KFS3071  700 · 130
KFS3081  800 · 130
KFS3101  1000 · 130
KFS3121  1200 · 130
색상   MM

커넥터/마감류
L형 커넥터
KFS5110  H : 965
KFS5112  H : 1165
KFS5114  H : 1365
KFS5116  H : 1565
KFS5118  H : 1765
색상   MM

T형 커넥터
KFS5210  H : 965
KFS5212  H : 1165
KFS5214  H : 1365
KFS5216  H : 1565
KFS5218  H : 1765
색상   MM

X형 커넥터
KFS5510  H : 965
KFS5512  H : 1165
KFS5514  H : 1365
KFS5516  H : 1565
KFS5518  H : 1765
색상   MM

Y형 커넥터
KFS5601  H : 965 / 1165 / 1365
KFS5602  H : 1565 / 1765
색상   MM

엔드 마감
KFS6010  H : 965
KFS6012  H : 1165
KFS6014  H : 1365
KFS6016  H : 1565
KFS6018  H : 1765
색상   MM

T형 단차이 포스트 마감
KFS6402  H : 200
KFS6404  H : 400
KFS6406  H : 600
색상   MM

적층 엔드 마감/단차이 엔드 마감
KFS6102  H : 200
KFS6104  H : 400
KFS6106  H : 600
색상   MM

적층 포스트(H : 200)
KFS5102S  L형 연결용
KFS5202S  T형 연결용
KFS5502S  X형 연결용

적층 포스트(H : 400)
KFS5104S  L형 연결용
KFS5204S  T형 연결용
KFS5504S  X형 연결용
색상   MM

기타
안정대
KFS8001  480 · 60 · 15
색상   MM

벽고정 철물
KFS8002
색상   MM

콘센트 홀더
내장형
KAS0200 A/B
색상   TS
※A : 6구 멀티탭, b : 4구 멀티탭

이름표
이름표 _W : 200

CA0420A  200 · 60
CA0420B  200 · 60
색상   XX
※A : 양면테이프, b : 고무자석
※5개 한포장 

이름표 _W : 100

CA0410A  100 · 60
CA0410B  100 · 60
색상   XX
※A : 양면테이프, b : 고무자석 
※5개 한포장 

멀티탭
6구 멀티탭(5 + 1) _스위치 無/커넥팅 가능/과부하 차단기 有
CA3301N  L: 3m(전선 길이)
CA3302N  L: 1m(전선 길이)
색상   Db

4구 멀티탭(3 + 1) _스위치 無/커넥팅 가능/과부하 차단기 有
CA3401N  L: 3m(전선 길이)
CA3402N  L: 1m(전선 길이)
색상   Db 

6구 멀티탭(5 + 1) _스위치 有/커넥팅 불가/과부하 차단기 有
CA3301S  L: 3m(전선 길이)
CA3302S  L: 1m(전선 길이)
색상   Db

4구 멀티탭(3 + 1) _스위치 有/커넥팅 불가/과부하 차단기 有
CA3401S  L: 3m(전선 길이)
색상   Db

5구 멀티탭(4 + 1) _대기전력 자동차단 멀티탭 
CA3501  L: 3m(전선 길이) 
색상   Db

기타

DBTS XX

*제품의 실제 색상과 다를 수 있습니다.   *측정 방법 및 부위에 따라 ±20mm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제품 불량이 아닙니다.*제품의 실제 색상과 다를 수 있습니다.   *측정 방법 및 부위에 따라 ±20mm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제품 불량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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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CUS
 series

완성도 높은 디자인으로 공간의 품격을 높이는 마르쿠스 시리즈입니다. 천연무늬목과 원목 엣지, 대리석 
마감 기둥이 적용된 최고급 사양으로 기품 있고 차별화된 공간을 연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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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다양한 수납유닛

01 오크 원목 엣지와 대리석 기둥
오크 원목 엣지로 마감된 90mm 두께의 상판과 대리석으로 마감된 기둥의 볼륨감이 중후한 멋을 연출합니다. 

02 천연가죽 상판과 데스크 배선 솔루션
최고급 천연 가죽으로 마감하였으며, 데스크 상판에 멀티탭과 랜포트가 내장되어 깔끔한 배선 정리가 가능합니다.  

03 전･후면 수납 사이드 캐비닛
전면뿐만 아니라 후면에도 수납공간을 마련하여 실용성을 높였습니다.

04 상판과 측판 45° 컷팅 결합
외장 상판과 측판이 45° 컷팅 후 맞닿은 디테일로 최고급 디자인을 완성합니다.

01 다양한 수납 액세서리
옷걸이, 거울, 넥타이 걸이 등 세련되고 기능적인 �
디자인의 액세서리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02 동작 센서 스위치 조명
센서 스위치 방식으로 사용이 편리하고, 은은한 조명으
로 색다른 분위기를 연출합니다.

03 소프트 클로징 도어
도어가 소리없이 부드럽게 닫히도록 소프트클로징 
기능의 최고급 힌지를 적용하였습니다.

04 댐핑 언더레일
겉으로 드러나지 않고, 충격과 소음이 적은 
댐핑 언더레일을 적용하였습니다.

01

01

02

04

03

03 04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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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늬목

DBL

천연가죽

양수형 데스크
양수형 데스크�
ZDL036G LN/RN 3600 · 1880 · 740
색상   DBL
※키/코어 주문 수량 6개

양수형 데스크�
ZDL026 LN/RN 2700 · 1870 · 740
색상   DBL
※키/코어 주문 수량 3개

크레덴자
ZZL024N  2400 · 600 · 740
색상   DBL

캐비닛
6단 캐비닛 _목재 도어
ZCL066LN  600 · 412 · 2104
색상   DBL
※키/코어 주문 수량 1개

6단 캐비닛 _아크릴 도어
ZCL066G LN/RN  600 · 412 · 2104�
색상   DBL

캐비닛 세트
월유닛 _상부장 포함
ZCL02AN  3770 · 620 · 2150
색상   DBL
※키/코어 주문 수량 2개

월유닛
ZCL02BN  3770 · 620 · 2150
색상   DBL
※키/코어 주문 수량 2개

6단 캐비닛 세트 _6개 연결
ZCL01N  3680 · 450 · 2150
색상   DBL
※키/코어 주문 수량 2개

회의 테이블
ZRL026N  2600 · 1200 · 740
ZRL034N  3400 · 1200 · 740
색상   DBL 

소파 테이블
ZLL016  1600 · 900 · 450
색상   DBL 

6단 옷장
ZCL566RN  600 · 412 · 2104
색상   DBL
※키/코어 주문 수량 1개

캐비닛 상부 마감
ZCL9136
ZCL9106
색상   DBL
※캐비닛 상부 마감용
※ZCL9106 연결사용 불가

캐비닛 측면 마감
ZCL9506
색상   DBL 
※L/R 1조
※캐비닛 측면 마감용

협탁
ZLL0004N  500 · 660 · 480
색상   DBL 

소파
1인 소파
ZSL7101N  1130 · 905 · 730
색상   L395 / L735B / L741C / 

L742A / L746A

3인 소파
ZSL713N  2300 · 905 · 730
색상   L395 / L735B / L741C / 

L742A / L746A
※가죽 관리 키트(CA0001) 포함

가죽 관리 키트
CA0001
색상   XX
구성   �가죽 관리 용액 1EA �

   라텍스 장갑 1EA�
   극세사 타월 2EA

L형

L형

R형

*원키 시스템 적용을 위하여, 별도의 키/코어 주문이 필요합니다.
*천연무늬목 특성상, 시간 경과 시 자외선에 의한 변색이 있을 수 있습니다.

*천연무늬목은 목재를 켜서 만드므로 자연스레 다른 컬러와 문양을 가지게 됩니다.
이것은 불량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고급천연무늬목의 특징입니다.

L395 L735B L746AL742A

*제품의 실제 색상과 다를 수 있습니다.   *측정 방법 및 부위에 따라 ±20mm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제품 불량이 아닙니다.*제품의 실제 색상과 다를 수 있습니다.   *측정 방법 및 부위에 따라 ±20mm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제품 불량이 아닙니다.

L741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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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급 천연무늬목과 세련된 디자인이 만난 체오스 시리즈입니다. 가죽으로 마감된 상판과  
볼륨감 있는 측판이 어우러져 공간의 중후한 멋을 살려줍니다.CEOS

 series

112 113Workspaces 체오스 시리즈



01 마이크로파이버 가죽 상판
최고급 마이크로파이버 가죽으로 마감하였습니다.

02 중후한 데스크 디자인
볼륨감 있는 측판과 수평 라인이 강조된 앞가림판이 중후한 멋을 살려줍니다.

03 데스크 배선 솔루션
데스크 상판에 멀티탭과 랜포트가 내장되어 깔끔하게 배선 정리가 가능합니다.

04 상판과 측판 45° 컷팅 결합
외장 상판과 측판이 45° 컷팅 후 맞닿은 디테일로 최고급 디자인을 완성합니다.

01 고급 수납 액세서리
옷걸이, 거울 , 넥타이 걸이등 기능적이면서도 �
세련된 액세서리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02 가스실린더 방식의 도어장
충격과 소음이 적고 자체 힘으로 열려져 있어 �
수납 시 양손 사용이 가능해 편리합니다.

03 동작 센서 스위치 조명
센서 스위치 방식으로 사용이 편리하고, 은은한 �
조명으로 색다른 분위기를 연출합니다.

04 댐핑 언더레일
댐핑 기능으로 충격이 완화되어 소음 발생과 �
제품 손상을 방지하는 레일을 적용하였습니다.

다양한 수납유닛

데스크

01 02

03

04

01

03 04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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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일반형 데스크
ZDD021N  2100 · 1050 · 740
색상   NCE

사이드 데스크
ZDD414 LN/RN  1400 · 600 · 740�
색상   NCE
※키/코어 주문 수량 1개

서랍
ZPD0302N  500 · 620 · 610
ZPD0303N  500 · 620 · 610
색상   NCE
※키/코어 주문 수량 1개

크레덴자
ZZD021N  2100 · 600 · 740
색상   NCE

캐비닛
5단 캐비닛 _목재 도어
ZCD065 LNN/RNN  600 · 415 · 1890�
색상   NCE
※키/코어 주문 수량 1개

5단 아크릴 도어 캐비닛 _상부 아크릴
ZCD085NN  800 · 415 · 1890
색상   NCE
※키/코어 주문 수량 1개

5단 아크릴 도어 캐비닛 _전체 아크릴
ZCD085ANN  800 · 415 · 1890
색상   NCE

5단 옷장
ZCD565N LNN/RNN  600 · 415 · 1890�
색상   NCE
※키/코어 주문 수량 1개

캐비닛 상부 마감
ZCD9106N
ZCD9108N
ZCD9116N
ZCD9120N
ZCD9128N
색상   FK
※캐비닛 상부 마감용
※ZCD9106N/ZCD9108N 연결 설치 불가

캐비닛 측면 마감
ZCD9505N
색상   FK
※L/R 1조
※캐비닛 측면 마감용

캐비닛 세트
월유닛 _상부장 포함
ZCD01 LN/RN  3390 · 600 · 1910�
색상   NCE
※키/코어 주문 수량 2개
※-L/-R : 구분 기준 옷장 방향

월유닛
ZCD02 LN/RN  3390 · 600 · 1910
색상   NCE
※키/코어 주문 수량 2개
※-L/-R : 구분 기준 옷장 방향

5단 캐비닛 세트 _3개 연결
ZCD03 LN/RN  2050 · 440 · 1910
색상   NCE
※키/코어 주문 수량 3개
※-L/-R : 구분 기준 옷장 방향

5단 캐비닛 세트 _3개 연결
ZCD03A LN/RN  2050 · 440 · 1910
색상   NCE
※키/코어 주문 수량 2개
※-L/-R : 구분 기준 옷장 방향

5단 캐비닛 세트 _4개 연결
ZCD04 LN/RN  2850 · 440 · 1910
색상   NCE
※키/코어 주문 수량 4개
※-L/-R : 구분 기준 옷장 방향

5단 캐비닛 세트 _4개 연결
ZCD04A LN/RN  2850 · 440 · 1910
색상   NCE
※키/코어 주문 수량 2개
※-L/-R : 구분 기준 옷장 방향

회의 테이블
ZRD024N  2400 · 1200 · 740
ZRD036N  3600 · 1200 · 740
색상   NCE

소파 테이블
ZLD016  1600 · 800 · 450
색상   NCE

협탁
ZLD0004N  500 · 660 · 480
색상   NCE

소파
1인 소파
ZSD7101  965 · 905 · 820
색상   L396 / L741S

3인 소파
ZSD7103  2130 · 905  · 820
색상   L396 / L741S

무늬목

NCE

ZPD0302 ZPD0303

R형

L형

L형

L형

*원키 시스템 적용을 위하여, 별도의 키/코어 주문이 필요합니다.
*천연무늬목 특성상, 시간 경과 시 자외선에 의한 변색이 있을 수 있습니다.

*천연무늬목은 목재를 켜서 만들므로 자연스레 다른 컬러와 문양을 가지게 됩니다. 이것은 불량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고급천연무늬목의 특징입니다.

*제품의 실제 색상과 다를 수 있습니다.   *측정 방법 및 부위에 따라 ±20mm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제품 불량이 아닙니다.*제품의 실제 색상과 다를 수 있습니다.   *측정 방법 및 부위에 따라 ±20mm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제품 불량이 아닙니다.

천연가죽

L396

*AN 무늬목

L741S

*NCE 무늬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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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CONTRO
 series

직선과 비대칭을 적용한 이탈리안 디자인의 인콘트로는 클래식과 모던의 조화를 통해 고급스러운 멋을 
살려줍니다. 

DESIGNER

Claudio Bellini
ITA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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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데스크 상판 디자인
40mm의 볼륨감 있는 두께의 상판은 중후한 분위기를 연출하며 돌출된 확장형 상판은 회의테이블 없이도 
마주 앉은 손님과의 자유로운 미팅을 가능하게 합니다.

02 가림판 디자인
비대칭 구조와 하부 메탈 프레임은 개방감을 부여하며, 모던하고 세련된 분위기를 연출합니다.

03 데스크 배선 솔루션
데스크 상판에 멀티탭과 랜포트가 내장되어 있고 전선을 수납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이 있어�
깔끔한 배선 정리가 가능합니다.

01 일체형 상판디자인과 넉넉한 하부공간
반듯한 직사각형 디자인의 회의테이블은 모던하고 �
심플한 분위기를 연출하며, 컴팩트한 가림판으로 �
착석 시 다리 간섭을 최소화합니다.

02 고급 수납 악세사리
옷장 내부에는 거울, 옷걸이, 넥타이걸이 등 �
고급 악세사리를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03 양방향 개폐형 덕트 커버
중앙 전선덕트는 깔끔한 배선 처리가 가능하며, �
방향에 관계 없이 양방향으로 열리는 커버로 �
편의성을 높였습니다.

04 감각적인 디자인
심플하고 고급스러운 손잡이 디자인입니다.

01

0201

03

데스크

테이블과 다양한 수납유닛

02

03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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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일자형 데스크
ZDI020  2000 · 900 · 740
색상   OGG

L형 데스크�
ZDI320 L/R  2000 · 1895 · 740
색상   OGG

서랍
ZPI0302  447 · 614 · 579
색상   OGG
※키/코어 주문 수량 1개

ZPI0303  447 · 614 · 579
색상   OGG
※키/코어 주문 수량 1개

크레덴자
ZZI018  1800 · 531 · 740
색상   OGG

캐비닛 세트
5단 캐비닛 세트 _3개 연결
ZCI01 L/R  2040 · 420 · 1916
색상   OGG
※키/코어 주문 수량 3개
※L/R구분기준 옷장방향

5단 캐비닛 세트 _3개 연결
ZCI01A L/R  2040 · 420 · 1916
색상   OGG
※키/코어 주문 수량 2개
※L/R구분기준 옷장방향

5단 캐비닛 세트 _4개 연결
ZCI02 L/R  2840 · 420 · 1916
색상   OGG
※키/코어 주문 수량 4개
※L/R구분기준 옷장방향

5단 캐비닛 세트 _4개 연결
ZCI02A L/R  2840 · 420 · 1916
색상   OGG
※키/코어 주문 수량 2개
※L/R구분기준 옷장방향

회의 테이블
ZRI024  2400 · 1100 · 741
색상   OGG

캐비닛
5단 캐비닛
ZCI065 L/R  600 · 412 · 1889
색상   OGG
※키/코어 주문 수량 1개

5단 아크릴 도어 캐비닛 _상부 아크릴
ZCI085  800 · 412 · 1889
색상   OGG
※키/코어 주문 수량 1개

5단 아크릴 도어 캐비닛 _전체 아크릴
ZCI085A  800 · 412 · 1889
색상   OGG

5단 옷장
ZCI565 L/R  600 · 412 · 1889
색상   OGG
※키/코어 주문 수량 1개

캐비닛 상부 마감
ZCI9106
ZCI9108
ZCI9116
ZCI9120
ZCI9128
색상   OGG
※캐비넷 상부마감용

캐비닛 측면 마감
ZCI9505
색상   OGG
※L/R 1포장
※캐비넷 측면마감용

소파
1인 소파
CS2201  1000 · 875 · 700
색상   L733A / L735B / L741C / 

L741S / L742A

2인 소파
CS222  1800 · 875 · 700
색상   L733A / L735B / L741C / 

L741S / L742A
※가죽 관리 키트(CA0001) 포함

3인 소파
CS223  2100 · 875 · 700
색상   L733A / L735B / L741C / 

L741S / L742A
※가죽 관리 키트(CA0001) 포함

소파 테이블
직사각 소파 테이블
CL332LM  1210 · 610 · 390
색상   GC

정사각 소파 테이블
CL338LG  790 · 790 · 380
색상   MYCN / MYNN 

CL338LM  810 · 810 · 390
CL336LM  610 · 610 · 390
CL336M  610 · 610 · 460
색상   GC

원형 소파 테이블
CL338RLG  Ø790 · 380
색상   MYNN

CL338RLM  Ø810 · 390
CL336RLM  Ø610 · 390
CL336RM  Ø610 · 460
색상   GC

무늬목

OGG

R형

R형

R형

MYNNMYCN

유리

GC

대리석

CL336LM / GC

CL338RLM / GC

천연가죽(콤비마감)

*제품의 실제 색상과 다를 수 있습니다.   *측정 방법 및 부위에 따라 ±20mm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제품 불량이 아닙니다. *제품의 실제 색상과 다를 수 있습니다.   *측정 방법 및 부위에 따라 ±20mm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제품 불량이 아닙니다.

L735B L741SL733A L742AL741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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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ARCH
 series

모던한 스퀘어 타입에 입체적인 이중 구조, 엣지 있는 디테일로 마무리된 모나크 시리즈는 감각적인 우드 
느낌과 샴페인 골드 컬러가 부드러운 조화까지 이루어 한층 더 품격 있는 공간을 완성합니다.

124 125Workspaces 모나크 시리즈



01 중역용옷장
옷장 내부에는 거울, 옷걸이, 넥타이 걸이 등 �
고급 액세서리가 적용되었습니다.

02 감각적인 디자인
메탈릭 소재와 심플한 손잡이가 고급스럽습니다.

03 푸쉬 오픈 방식의 도어
도어를 살짝 누르면 부드럽게 열리는 �
Push-open 방식으로 사용이 편리합니다.

01 수평라인이 강조된 앞가림판
고급 목재에 수평라인이 추가되어 무게감 있고 품위있는 공간을 연출합니다.

02 슬라이딩 방식의 배선덕트
작업면 하단에 레일을 적용한 슬라이딩 방식으로 내장된 멀티탭에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03 회의테이블의 양방향 개폐형 커버
방향과 관계 없이 열리는 커버로 양방향에서 편리하게 콘센트와 통신선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04 댐핑 언더레일 서랍
서랍을 닫을 때 충격과 소음이 없고 레일이 겉으로 드러나지 않아 깔끔합니다.

수납유닛

데스크

01

04

02

03

0201

03

MOK

무늬목

데스크
일자형 데스크
ZDQ020N  2000 · 950 · 740
색상   MOK

편수형 데스크_PC장
ZDQ020C LN/RN  2000 · 950 · 740
색상   MOK

편수형 데스크 _수납장
ZDQ020U LN/RN  2000 · 950 · 740
색상   MOK

모션 사이드 데스크
ZDQ012J  1200 · 600
색상   MOK
※높이조절 범위 : 670 ~ 1170

사이드 캐비닛
독립형 사이드 캐비닛�
ZDQ412 LN/RN  1200 · 505 · 740
색상   MOK
※키/코어 주문 수량 1개

연결형 사이드 캐비닛�
ZDQ412A LN/RN  1200 · 505 · 740
색상   MOK
※키/코어 주문 수량 1개
※편수형 데스크와 결합 권장

서랍
ZPQ0302N  460 · 560 · 570
ZPQ0303N  460 · 560 · 570
색상   MOK
※키/코어 주문 수량 1개

크레덴자
ZZQ018N  1800 ·  500 · 750
색상   MOK

캐비닛
5단 캐비닛
ZCQ065 LN/RN  600 · 412 · 1890�
색상   MOK
※키/코어 주문 수량 1개

5단 유리도어 캐비닛 _상부 아크릴
ZCQ085N  800 · 412 · 1890
색상   MOK
※키/코어 주문 수량 1개

5단 유리도어 캐비닛 _전체 아크릴
ZCQ085AN  800 · 412 · 1890
색상   MOK

5단 옷장
ZCQ565 LN/RN  600 · 412 · 1890�
색상   MOK
※키/코어 주문 수량 1개

ZPQ0302N ZPQ0303N

L형

L형

R형

R형

*원키 시스템 적용을 위하여, 별도의 키/코어 주문이 필요합니다.

*제품의 실제 색상과 다를 수 있습니다.   *측정 방법 및 부위에 따라 ±20mm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제품 불량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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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파 테이블
ZLQ016N  1600 · 800 · 450
ZLQ024N  2400 · 800 · 450
색상   MOK

협탁
ZLQ0004N  460 · 670 · 450
색상   MOK

직사각 소파 테이블
CL332LM  1210 · 610 · 390
색상   GC

정사각 소파 테이블
CL338LG  790 · 790 · 380
색상   MYCN / MYNN  

CL338LM  810 · 810 · 390
CL336LM  610 · 610 · 390
CL336M  610 · 610 · 460
색상   GC

원형 소파 테이블
CL338RLG  Ø790 · 380
색상   MYNN

CL338RLM  Ø810 · 390
CL336RLM  Ø610 · 390
CL336RM  Ø610 · 460
색상   GC

MOK

무늬목

캐비닛 상부 마감
ZCQ9106
ZCQ9108
ZCQ9116
ZCQ9120
ZCQ9128
색상   MOK
※캐비닛 상부 마감용

캐비닛 측면 마감
ZCQ9505
색상   MOK
※L/R 1포장
※캐비닛 측면 마감용

캐비닛 세트
5단 캐비닛 세트 _3개 연결
ZCQ01 LN/RN  2040 · 420 · 1916
색상   MOK
※키/코어 주문 수량 3개
※-L/-R : 구분기준 옷장 방향

5단 캐비닛 세트 _3개 연결
ZCQ01A LN/RN  2040 · 420 · 1916
색상   MOK
※키/코어 주문 수량 2개
※-L/-R : 구분 기준 옷장 방향

5단 캐비닛 세트 _4개 연결
ZCQ02 LN/RN  2840 · 420 · 1916
색상   MOK
※키/코어 주문 수량 4개
※-L/-R : 구분 기준 옷장 방향

5단 캐비닛 세트 _4개 연결
ZCQ02A LN/RN  2840 · 420 · 1916
색상   MOK
※키/코어 주문 수량 2개
※-L/-R : 구분 기준 옷장 방향

회의 테이블
ZRQ024AN  2400 · 1200 · 740
ZRQ036AN  3600 · 1200 · 740
색상   MOK

소파
1인 소파
CS2201  1000 · 875 · 700
색상   L733A / L735B / L741C / 

L741S / L742A

2인 소파
CS222  1800 · 875 · 700
색상   L733A / L735B / L741C / 

L741S / L742A
※가죽 관리 키트(CA0001) 포함

3인 소파
CS223  2100 · 875 · 700
색상   L733A / L735B / L741C / 

L741S / L742A
※가죽 관리 키트(CA0001) 포함

가죽 관리 키트
CA0001
색상   XX
구성   �가죽 관리 용액 1EA �

   라텍스 장갑 1EA�
   극세사 타월 2EA

*소파 천연가죽 사양 : 신체 접촉면은 �
천연가죽, 비접촉면은 인조가죽 사양

CL336LM / GC

*제품의 실제 색상과 다를 수 있습니다.   *측정 방법 및 부위에 따라 ±20mm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제품 불량이 아닙니다.*제품의 실제 색상과 다를 수 있습니다.   *측정 방법 및 부위에 따라 ±20mm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제품 불량이 아닙니다.

MYCN MYNN

유리

GC

대리석

CL338RLM / GC

천연가죽(콤비마감)

L735B L741C L741SL733A L742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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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TINA
 series

무겁고 중후한 분위기에서 벗어나 심플한 디자인과 개방적인 공간 구성을 겸비한 컴팩트형 중역 시리즈 
세티나는 합리적인 가치와 앞서가는 감각을 가진 분들께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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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이동 서랍장
서랍 하부 뒤쪽에 캐스터가 부착되어 자유로운 이동이 
가능합니다. 

02 펜트레이
필기구나 물품을 정리할 수 있는 펜 트레이를 �
상판 하부에 장착할 수 있습니다.

03 감각적인 디자인
메탈릭 소재와 심플한 매립식 원형 손잡이가 감각을 �
더합니다.

04 푸쉬 오픈 방식의 유리도어
도어를 살짝 누르면 부드럽게 열리는 �
Push-open 방식으로 사용이 편리합니다.

01 4-leg 데스크
가볍고 개방적이며 간결한 디자인과 메탈릭 컬러의 조화로 모던한 분위기를 연출합니다.

02 라운드 타입 테이블
상판의 모서리를 라운딩 처리하여 안전하고 부드러운 디자인을 구현하였으며, 질감이 살아있는 매트-오픈 포어 �
방식으로 도장마감하여 감각적인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03 개폐식 전선덕트
깔끔한 배선정리가 가능하며, 범퍼가 부착된 커버로 소리없이 부드럽게 닫힙니다.

데스크와 수납유닛

데스크

03

01 02

01 02

03 04

데스크
일자형 데스크
ZDS018VN  1800 · 900 · 740
ZDS020VN  2000 · 900 · 740
색상   OB / WP / WW

편수형 데스크 _PC장
ZDS018C LN/RN  1800 · 900 · 740
ZDS020C LN/RN  2000 · 900 · 740
색상   MOB / WP / WW
※이용 가능한 PC규격 W200*D498*H474 이하

편수형 데스크 _하부 수납장
ZDS018U LN/RN  1800 · 900 · 740
ZDS020U LN/RN  2000 · 900 · 740
색상   MOB / WP / WW

모션 사이드 데스크
ZDQ012J  1200 · 600
색상   OB / WP / WW
※높이조절 범위 : 670 ~ 1170

크레덴자
ZZS018  1800 · 500 · 740
색상   OBL / WP / WW

데스크 세트
L형 데스크 _PC장
ZDS318C LN/RN  1800 · 2000 · 740
ZDS320C LN/RN  2000 · 2000 · 740
색상   MOB / WP / WW
※키/코어 주문 수량 1개

L형 데스크 _하부 수납장
ZDS318U LN/RN  1800 · 2000 · 740
ZDS320U LN/RN  2000 · 2000 · 740
색상   MOB / WP / WW
※키/코어 주문 수량 1개

오버헤드형 데스크 _PC장
ZDS318CB LN/RN  1800 · 900 · 1850
ZDS320CB LN/RN  2000 · 900 · 1850
색상   MOB / WP / WW
※키/코어 주문 수량 1개

오버헤드형 데스크 _하부 수납장
ZDS318UB LN/RN  1800 · 2000 · 1850
ZDS320UB LN/RN  2000 · 2000 · 1850
색상   MOB / WP / WW
※키/코어 주문 수량 1개

이동 서랍
ZPS032  400 · 570 · 540
ZPS033  400 · 570 · 540
색상   OBL / WP
※키/코어 주문 수량 1개

OB� 무늬목
OBL� 라미네이트
MOB� 무늬목 + 라미네이트

WP

라미네이트

WW

ZPS033

L형

L형

L형

L형

L형

L형

*제품의 실제 색상과 다를 수 있습니다.   *측정 방법 및 부위에 따라 ±20mm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제품 불량이 아닙니다.

*�작업면은 OAK무늬목 위 우레탄 도장 마감이고, 그 외 부분은 OAK멜라민 마감입니다. �
이에 따라 천연소재인 무늬목이 적용된 수평면과 �
인공소재인 멜라민이 적용된 수직면의 색상 차이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원키 시스템 적용을 위하여, 별도의 키/코어 주문이 필요합니다.
*천연무늬목 특성상, 시간 경과 시 자외선에 의한 변색이 있을 수 있습니다.
*�천연무늬목은 목재를 켜서 만드므로 자연스레 다른 컬러와 문양을 가지게 됩니다. �
이것은 불량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고급천연무늬목의 특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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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비닛 세트
4단 캐비닛 세트 _3개 연결
ZCS01A LN/RN  2040 · 410 · 1550
색상   OBL / WP
※키/코어 주문 수량 2개
※-L/-R : 구분 기준 옷장 방향

4단 캐비닛 세트 _4개 연결
ZCS02A LN/RN  2840 · 410 · 1550
색상   OBL / WP
※키/코어 주문 수량 2개
※-L/-R : 구분 기준 옷장 방향

5단 캐비닛 세트 _3개 연결
ZCS03A LN/RN  2400 · 410 · 1850
색상   OBL / WP
※키/코어 주문 수량 2개
※-L/-R : 구분 기준 옷장 방향

회의 테이블
ZRS022A  2200 · 1200 · 740
색상   OB / WP / WW
※덕트 有

ZRS020  2000 · 1000 · 740
색상   OB / WP / WW
※덕트 無

캐비닛
4단 캐비닛
ZCS064 LN/RN  600 · 395 · 1530
색상   OBL / WP
※키/코어 주문 수량 1개

4단 유리도어 캐비닛
ZCS084AN  800 · 395 · 1530
색상   OBL / WP

4단 옷장
ZCS564 LN/RN  600 · 395 · 1530
색상   OBL / WP
※키/코어 주문 수량 1개
※단독 설치 불가

5단 캐비닛
ZCS065 LN/RN  600 · 410 · 1830
색상   OBL / WP
※키/코어 주문 수량 1개

5단 캐비닛 _유리 도어
ZCS065G LN/RN  600 · 410 · 1830
색상   OBL / WP

5단 캐비닛 _오픈
ZCN0065N  600 · 390 · 1830
색상   OBL / WP

5단 옷장
ZCS565 LN/RN  600 · 410 · 1830
색상   OBL / WP
※키/코어 주문 수량 1개

5단 코너 캐비닛 
ZCN0045N  390 · 390 · 1830
색상   OBL / WP

4단 캐비닛 상부 마감
ZCS9120N
ZCS9128N
색상   OBL / WP
※캐비닛 상부 마감용
※5단 캐비닛에 사용 불가

4단 캐비닛 측면 마감
ZCS9504N
색상   OBL / WP
※캐비닛 측면 마감용
※L/R 1포장

5단 캐비닛 상부 마감
ZCN9106N
ZCN9112N
ZCN9118N
ZCN9124N
색상   OBL / WP
※4단 캐비닛에 사용 불가

5단 캐비닛 상부 마감
ZCN9104N
색상   OBL / WP
※4단 캐비닛에 사용 불가

OB� 무늬목
OBL� 라미네이트
MOB� 무늬목 + 라미네이트

WP

라미네이트

WW

*�작업면은 OAK무늬목 위 우레탄 도장 마감이고, 그 외 부분은 OAK멜라민 마감입니다. �
이에 따라 천연소재인 무늬목이 적용된 수평면과 �
인공소재인 멜라민이 적용된 수직면의 색상 차이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원키 시스템 적용을 위하여, 별도의 키/코어 주문이 필요합니다.
*천연무늬목 특성상, 시간 경과 시 자외선에 의한 변색이 있을 수 있습니다.
*�천연무늬목은 목재를 켜서 만드므로 자연스레 다른 컬러와 문양을 가지게 됩니다. �
이것은 불량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고급천연무늬목의 특징입니다.

소파
1인 소파
CS4201  820 ·  880 · 830
색상   A481 / A486 / 456

3인 소파
CS4203  1985 · 880 · 830
색상   A481 / A486 / 456

1인 소파
CS4101  700 · 745 · 755
색상   A441 / A446

3인 소파
CS4103  1680 · 745 · 755
색상   A441 / A446

L형

R형

R형

R형

*제품의 실제 색상과 다를 수 있습니다.   *측정 방법 및 부위에 따라 ±20mm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제품 불량이 아닙니다.*제품의 실제 색상과 다를 수 있습니다.   *측정 방법 및 부위에 따라 ±20mm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제품 불량이 아닙니다.

인조가죽

A441

천

A481 A486 456A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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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ERRA
 series

컴팩트한 사이즈와 다양한 수납유닛으로 구성된 티에라 시리즈는 아크릴소재의 앞가림판과 알루미늄  
프레임이 조화를 이루어 모던한 분위기를 완성합니다. 모션 사이드 데스크(높낮이 조절 데스크)를 
활용하면 건강하고 실용적인 공간을 연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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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납유닛

데스크

01 원형테이블
컴팩트한 사이즈로 소규모 미팅에 활용하기 좋습니다.

02 자석 부착 가능한 오버헤드 보드
오버헤드형 데스크의 수직면 보드에 자석으로 메모, �
사진 등을 부착할 수 있습니다.

03 실용적인 액세서리
옷걸이, 거울, 타이 또는 벨트 수납함, 신발 보관이 가능�
하고 하부선반을 부착하여 실용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04 푸쉬 오픈 방식의 도어
도어를 살짝 누르면 부드럽게 열리는 �
Push-open 방식으로 사용이 편리합니다.

05 1/4원의 코너 캐비닛
캐비닛 측면의 답답함 대신 마지막에 배치하여 부드러운  �
분위기를 연출합니다.

01 알루미늄 측판
측판은 알루미늄 프레임과 어우러져 모던한 분위기를 연출합니다.

02 여유로운 수납(L형 데스크)
책상 하부에 충분한 수납공간이 있어 문서나 개인물품 보관이 쉽습니다.

03 데스크 배선 솔루션
깔끔한 배선정리가 가능하며, 범퍼가 부착된 커버로 소리없이 부드럽게 닫힙니다.

01

02

03

03

04 05

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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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레덴자
ZZN018N  1800 · 500 · 740
색상   AGL / TLWW

캐비닛
5단 캐비닛
ZCN065W LN/RN  600 · 410 · 1830�
색상   AGL / TL
※키/코어 주문 수량 1개

5단 캐비닛 _유리 도어
ZCN065G LN/RN  600 · 410 · 1830
색상   AGL / TL

5단 캐비닛 _오픈
ZCN0065N  600 · 390 · 1830
색상   AGL / TL

5단 옷장
ZCN565 LN/RN  600 · 410 · 1830�
색상   AGL / TL
※키/코어 주문 수량 1개

5단 코너 캐비닛
ZCN0045N  390 · 390 · 1830
색상   AGL / TL

5단 캐비닛 상부 마감
ZCN9106N
ZCN9112N
ZCN9118N
ZCN9124N
색상   AGL / TL

5단 코너 캐비닛 상부 마감
ZCN9104N
색상   AGL / TL
※ZCN0045N 부착용

회의 테이블
원형 회의 테이블
ZRN010  Ø1000 · 740
색상   AGL / TL

회의 테이블
ZRN020N  2000 · 1050 · 740
색상   AGL / TL

L형

R형

데스크
편수형 데스크�
ZDN018 LN/RN  1800 · 805 · 740
색상   AGL / TLWW
※키/코어 주문 수량 1개

L형 데스크�
ZDN318 LN/RN  1750 · 2000 · 740
색상   AGL / TLWW
※키/코어 주문 수량 1개

오버헤드형 데스크�
ZDN318B LN/RN  1750 · 2000 · 1850
색상   AGL / TLWW
※키/코어 주문 수량 1개
※오버헤드장 삭제 가능

모션 사이드 데스크
ZDQ012J  1200 · 600
색상   AGL / TL
※높이조절 범위 : 670 ~ 1170

서랍
ZPN0302N  405 · 590(575) · 560
색상   AGL / TLWW
※키/코어 주문 수량 1개

TLWW

라미네이트

TLWW

라미네이트

AGL

라미네이트 도장

AGL

라미네이트 도장
*원키 시스템 적용을 위하여, 별도의 키/코어 주문이 필요합니다. *원키 시스템 적용을 위하여, 별도의 키/코어 주문이 필요합니다.

*제품의 실제 색상과 다를 수 있습니다.   *측정 방법 및 부위에 따라 ±20mm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제품 불량이 아닙니다.

L형

L형

L형

*제품의 실제 색상과 다를 수 있습니다.   *측정 방법 및 부위에 따라 ±20mm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제품 불량이 아닙니다.

소파
1인 소파
CS4201  820 ·  880 · 830
색상   A481 / A486 / 456

3인 소파
CS4203  1985 · 880 · 830
색상   A481 / A486 / 456

1인 소파
CS4101  700 · 745 · 755
색상   A441 / A446

3인 소파
CS4103  1680 · 745 · 755
색상   A441 / A446

인조가죽

A441

천

A481 A486 456A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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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IDENT
 series

볼륨감 있는 디자인을 강조한 프레지던트 시리즈는 두께감 있는 상판 원목 엣지와 알루미늄 소재의  
조화를 통해 한층 고급스러운 공간을 연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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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알루미늄 손잡이
선형 배치된 서랍 모서리 라인들이 경직될 수 있는 �
공간에 경쾌함을 줍니다.

02 상부 개폐식 배선덕트
작업면 위에 배선덕트가 있어 편리하고, 실린더가 �
내장된 마감 캡을 달아 조용합니다.

03 하부 수직 배선덕트
데스크 위의 전선들은 수직덕트를 통해 한 곳으로 �
모아지고 덮개로 가려져 깔끔합니다.

01 볼륨감 있는 데스크
두께감을 강조한 상판으로 공간 속 시선을 압도하는 무게감 있는 데스크를 연출합니다.

02 사이드 데스크의 행잉 서랍
자주 사용하는 물건을 넣을 추가 수납 공간이 필요한 경우 별도 배치가 가능합니다.

03 수평라인 앞가림판
은은한 골드 컬러의 수평라인으로 세련된 디자인을 완성합니다.

04 상판 원목 엣지
상판 측면을 원목 엣지로 몰딩하여 강하면서도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연출합니다.

01

03 04

02

02

03

01

캐비닛 세트
5단 캐비닛 세트 _3개 연결
ZCU01 L/R  2000 · 410 · 1890
색상   IO
※키/코어 주문 수량 3개
※-L/-R : 구분 기준 옷장 방향

5단 캐비닛 세트 _4개 연결
ZCU02 L/R  2800 · 410 · 1890
색상   IO
※키/코어 주문 수량 4개
※-L/-R : 구분 기준 옷장 방향

회의 테이블
ZRU020A  2000 · 1000 · 740�
색상   IO
※전선 덕트 有

ZRU020  2000 · 1000 · 740
색상   IO
※전선 덕트 無

소파
1인 소파
CS0701S  875 · 875 · 815
색상   A485A / A486

3인 소파
CS0703S  1980 · 875 · 815
색상   A485A / A486

IO

라미네이트

데스크
일자형 데스크
ZDU020  2000 · 1000 · 740
색상   IO

L형 데스크
ZDU320 L/R  2000 · 2200 · 740�
색상   IO
※키/코어 주문 수량 1개

서랍
ZPU0302  410 · 720 · 570
ZPU0303  410 · 720 · 570
색상   IO
※키/코어 주문 수량 1개

크레덴자
ZZU018  1820 · 500 · 700
색상   IO 
※키/코어 주문 수량 2개

캐비닛
5단 캐비닛
ZCU065 L/R  600 · 410 · 1890�
색상   IO 
※키/코어 주문 수량 1개

5단 유리도어 캐비닛
ZCU085  800 · 410 · 1890
색상   IO 
※키/코어 주문 수량 1개

5단 옷장
ZCU565 L/R  600 · 410 · 1890�
색상   IO 
※키/코어 주문 수량 1개

ZPU0302 ZPU0303

수납유닛과 배선덕트

데스크

L형

L형

R형

ZRU020A

*원키 시스템 적용을 위하여, 별도의 키/코어 주문이 필요합니다.

*제품의 실제 색상과 다를 수 있습니다.   *측정 방법 및 부위에 따라 ±20mm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제품 불량이 아닙니다.

A486A485A

인조가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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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NHATTAN
 series

아늑한 컬러와 절제된 디자인으로 모던한 분위기를 완성하는 맨해튼입니다. 라운드 기둥이 적용된 측판과 
깔끔한 상판의 조화로 세련된 공간을 만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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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비닛과 회의 테이블

데스크

01 알루미늄 프레임 유리도어
알루미늄 프레임과 프로스트 유리의 조화가 세련미를 
강조합니다.

02 양방향 개폐형 커버
방향에 관계없이 열리는 커버로 콘센트 사용과 케이블 �
연결이 모두 편리하게 가능합니다.

01 데스크 이중 상판 마감
상판 엣지를 부드러운 곡선으로 깍아 내고 도장하여 우아한 분위기를 연출합니다.

02 데스크 하부 배선 솔루션
독자 개발한 회전 개폐식 수직덕트와 연질 플라스틱 소재의 수평 덕트로 배선이 편리합니다. 

03 데스크 상판 배선 커버
데스크 상판 좌우의 배선 커버가 복잡한 전선을 깔끔하게 정리해줍니다.

01

03

01 02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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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파
1인 소파
CS0701S  875 · 875 · 815
색상   A485A / A486

3인 소파
CS0703S  1980 · 875 · 815
색상   A485A / A486

1인 소파
CS3101  880 · 795 · 780
색상   A442A / A445A / A446  

3인 소파
CS3103  1970 · 795 · 780
색상   �A442A / A445A / A446

캐비닛 세트
5단 캐비닛 세트 _3개 연결
ZCE01 L/R  2000 · 410 · 1890
색상   LD / UM 
※키/코어 주문 수량 3개
※-L/-R : 구분 기준 옷장 방향

5단 캐비닛 세트 _4개 연결
ZCE02 L/R   2800 · 410 · 1890
색상   LD / UM 
※키/코어 주문 수량 4개
※-L/-R : 구분 기준 옷장 방향

회의 테이블
ZRE020A  2000 · 1050 · 740
색상   LD / UM 
※전선덕트 有
ZRE020  �2000 · 1050 · 740
색상   LD / UM 
※전선덕트 無

데스크
일자형 데스크
ZDE018  1800 · 900 · 740
ZDE020  2000 · 900 · 740
색상   LD / UM 

L형 데스크
ZDE320 L/R  2000 · 2100 · 740
색상   LD / UM 
※도어장 별도 구매

사이드 데스크 도어장
ZDE0414 L/R  330 · 280 · 587
색상   LD / UM 
※키/코어 주문 수량 1개

사이드 데스크
ZDE412  1200 · 500 · 740
색상   LD / UM 

사이드 캐비닛
ZCE112N  1200 · 500 · 740
색상   LD / UM 
※키/코어 주문 수량 2개

서랍
ZPE0302N  405 · 575 · 585
ZPE0303N  405 · 575 · 585
색상   LD / UM 
※키/코어 주문 수량 1개

인조가죽라미네이트

LD UM

ZPE0302N ZPE0303N

크레덴자
크레덴자 _선반장
ZZE018AN  1800 · 550 · 685
색상   LD / UM 

크레덴자 _서랍장
ZZE018BN  1800 · 550 · 685
색상   LD / UM 

캐비닛
5단 캐비닛
ZCE065 L/R  600 · 410 · 1890�
색상   LD / UM 
※키/코어 주문 수량 1개

5단 유리도어 캐비닛
ZCE085NN  800 · 410 · 1890�
색상   LD / UM 
※키/코어 주문 수량 1개

5단 옷장
ZCE565 L/R  600 · 410 · 1890�
색상   LD / UM 
※키/코어 주문 수량 1개

L형

L형

R형

L형

*원키 시스템 적용을 위하여, 별도의 키/코어 주문이 필요합니다.

*제품의 실제 색상과 다를 수 있습니다.   *측정 방법 및 부위에 따라 ±20mm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제품 불량이 아닙니다.*제품의 실제 색상과 다를 수 있습니다.   *측정 방법 및 부위에 따라 ±20mm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제품 불량이 아닙니다.

BK

기타

A442A A445A A446 A486A48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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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TION DESK-EX
 series

완벽한 디자인과 컴팩트한 사이즈, 개인 체형에 맞게 사용할 수 있는 높이조절 데스크는 고급스러움과 
업무 효율을 모두 충족시켜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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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미네이트

LDBK

모션데스크
모션데스크 _이지탭
FDD014JNNA  1390 · 770
FDD016JNNA  1590 · 770
FDD018JNNA  1790 · 770
색상   LDBK 
※높이조절 범위 : 650 ~ 1170
※1400 데스크는 행잉서랍 설치 불가
※FX-1 서랍과 호환 불가
※조절 방식 : 탭

모션데스크 _이지탭 _캐스터
FDD014JMNNA  1390 · 770
FDD016JMNNA  1590 · 770
FDD018JMNNA  1790 · 770
색상   LDBK 
※높이조절 범위 : 675 ~ 1195
※1400 데스크는 행잉서랍 설치 불가
※FX-1 서랍과 호환 불가
※이동시 단선 주의
※조절 방식 : 탭

모션데스크 _전원 스위치
FDD014JNN  1390 · 770
FDD016JNN  1590 · 770
FDD018JNN  1790 · 770
색상   LDBK (BK 다리)
※높이조절 범위 : 650 ~ 1170
※FDD014J는 행잉서랍 설치 불가
※FX-I 서랍 호환 불가

모션데스크 _전원 스위치 _캐스터�
FDD014JMNN  1390 · 770
FDD016JMNN  1590 · 770
FDD018JMNN  1790 · 770
색상   LDBK (BK 다리)
※높이조절 범위 : 675 ~ 1195
※FDD014J는 행잉서랍 설치 불가
※FX-I 서랍 호환 불가
※이동시 단선 주의

스크린
전면 스크린
FDF014JN  1386 · 136(13) · 715(405)
FDF016JN  1586 · 136(13) · 715(405)
FDF018JN  1786 · 136(13) · 715(405)
색상   �061K / 064K / 067K (BK 브라켓)

사이드 스크린
FDF108EJN  830 · 54.5(14.5) · 715(405)
색상   061K / 064K / 067K (BK 브라켓)

개인 수납 유닛
행잉 서랍
FDP4302J  400 · 370 · 320 (일반키)
FDP4302JHD  400 · 370 · 400 (NFC키)
색상   LD (DG 몸통)
※1400에는 설치 불가

액세서리
원형 LED 조명등
CA0930  어댑터, 최대 3개 연결 가능 
CA0931  클램프형 조명 
CA0932  독립형 조명 
색상   WH
※어댑터 선 길이 : 2m
※전원 코드 선 길이 : 2m
※조명구매시 어댑터 추가 구매 필요

행잉 PC홀더
CA0020  
색상   BK
※거치 가능 PC크기 : 높이 30 ~ 50cm, 길이 9 ~ 23cm
※레일 길이 : 41cm

061K

천

064K 067K BK

기타

*제품의 실제 색상과 다를 수 있습니다.   *측정 방법 및 부위에 따라 ±20mm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제품 불량이 아닙니다.

(일반키) (NFC키)

(클램프형) (독립형)

인간공학을 담은 데스크

01 안전기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높낮이 조절 중 상판이 장애물에 부딪힐 경우 자동으로 작동이 멈추는 �
충돌방지 시스템(PIEZO)을 최초 적용하였습니다.

02 부드러운 소재의 암패드
긴 작업 시 피로를 덜기 위해 팔이 닿는 면에 부드러운 우레탄 소재 적용하여 팔에 가해지는 압력을 줄여 �
어깨와 목의 피로를 줄여줍니다.

03 간편하게 조작 가능한 이지탭과 전원 스위치
LED 디스플레이창에 현재 높이가 표시되며 간편한 조직으로 데스크 높낮이를 조절 할 수 있습니다.
a.이지탭  b.스위치

02

03 a

03 b

01

03 a 03 b

배선 솔루션과 스크린, 수납 옵션

01 양방향 개폐형 커버
방향에 관계없이 열리는 커버로 콘센트 사용과 케이블 �
연결 모두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02 자석 부착 스크린
패브릭 소재의 스크린은 시선 차단과 더불어 감각적인 �
컬러로 편안한 분위기를 구현합니다.

03 행잉서랍 옵션
상판에 행잉 서랍을 추가로 설치할 수 있어 넉넉한 수납
공간 확보 가능합니다. �
(모션데스크1600~1800에 부착가능)
a. 일반키   b. NFC키

01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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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션 사이드 데스크는 작업면을 확장시킴과 동시에 개인의 체형에 맞게 높낮이를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어 업무 효율을 높여줍니다. 다양한 목제 마감을 사용하여 여러 중역 시리즈 데스크와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MOTION SIDE DESK

 series

156 157Workspaces 중역 모션 데스크 시리즈



무늬목

MOK WP WWTL

라미네이트

AGL

라미네이트 도장

OBL

*제품의 실제 색상과 다를 수 있습니다.   *측정 방법 및 부위에 따라 ±20mm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제품 불량이 아닙니다.

고급스러운 디자인과 배선 솔루션

01 목제 측판과 앞가림판 디자인
다양한 패턴의 목제 측판과 아크릴 소재의 앞가림판이 조화를 이루어 세련미를 강조합니다. 

02 슬라이딩 상판
데스크 상판 내부에 멀티탭과 랜포트가 내장되어 깔끔하게 배선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03 수직 전선 덕트
높이 조절 시에도 유연하게 움직여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배선 수납이 가능합니다.

01

03

02

인간공학을 담은 데스크

01 높이 조절 기능
개인의 체형과 업무 형태에 따라 데스크 높이를  670~1170mm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조절 가능합니다. 

02 장애물 충돌 센서
안전 사고 예방을 위해 장애물에 부딪힐 경우, 자동으로 작동이 멈추는 충돌 방지 시스템을 적용하였습니다.

03 간편하게 조작 가능한 스위치
LED 디스플레이창에 현재 높이가 표시되며, 직관적인 업다운 버튼으로 높낮이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01

03

02

모션 사이드 데스크
ZDQ012J  1200 · 600
색상   MOK / AGL / OBL / TL / WP / WW
※높이조절 범위 : 670 ~ 1170
※스크린 및 액세서리 부착 불가능

모션데스크 스위치 사용법

01 시스템 초기화
1. 데스크를 끝까지 내립니다.
2. �버튼을 약 10초 정도 누르면 디스플레이가 깜박이며 �

 초기화됩니다.�
 *신제품 설치 및 에러 발생 시 초기화 바랍니다.

02 높이 저장 설정
1.  버튼으로 저장할 높이를 맞춥니다.
2.  버튼을 누릅니다.
3. � ,  ,   중 원하는 버튼을 누르면 저장됩니다. �

 *3개까지 높이 저장이 가능합니다.

상승 하강 높이 설정 저장 높이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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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우리에겐
새로운 오피스가 
필요하다

실무진 인터뷰 보기 

사무환경이 문화를 만든다 Vol.2

오피스 일상을 바꾸다

일하는 방식이 완전히 바뀐 지금, 
오피스 역시 변해야 합니다.
미래의 오피스는 어떤 모습일까? 
이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 퍼시스는 지금까지 
직접 실험해본 공간 전략을 정리하여 
한 권의 책으로 엮었습니다. 
 
한 기업이 처음 오피스를 바꾸기로 결심한 전략적 이유, 
변화를 가로막는 장애물을 딛고 일어서는 과정, 
참신하고 흥미로운 공간 전략, 
그리고 직원에게 주는 영향까지 
충실하게 담았습니다. 
 
많은 기업에게 좋은 참고서가 되기를 바랍니다. 



테푸이 시리즈는 VIP 접객 공간을 위한 프리미어 시리즈로 유러피안 디자인 감성과 최고급 소재가 
어우러져 안목 있는 고객에게 특별한 경험을 선사합니다.

테푸이 시리즈

TEPUI
 series

*2021년 2분기 내 출시 예정

DESIGNER

Vincent Van Duysen
BElgI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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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감각적인 디자인
이음새를 최소화하여 고급스럽게 디자인된 상판과 이를 무게감 있게 지지하는 유기적인 디자인의 베이스가 
조화를 이룹니다. 

02 포슬린 상판
고급 인테리어 외장재에 자주 사용되는 포슬린은 점토, 모래, 장석 등 천연 물질을 압축해 구워 만든 
친환경 자재로 내구성이 좋고 흠집에 강하며 물 흡수율이 낮아 얼룩이 잘 생기지 않습니다.

03 페닉스 코팅 상판
라미네이트에 지문이 묻어나지 않는 패닉스 코팅을 더하여 깔끔한 외관을 유지합니다.
*RGA, BIA 사양에 해당   

04 내장형 멀티탭
회의 테이블에 내장된 멀티탭과 랜포트로 쉽고 빠르게 IT기기를 이용할 수 있으며 개폐 가능한 커버로 
복잡한 배선을 가려 깔끔한 정리가 가능합니다. 
*3구 전면 1구 측면, USB 4구 충전   * YAR032A 사양에 해당

테이블

01 비례감이 돋보이는 디자인
수직과 수평을 비례감있게 나눠 전체적으로 심플한
형상을 유지하고 라운드 처리된 팔걸이 봉제 마감으로
완성도 높은 디자인을 구현했습니다.

02 편안함을 더하는 디테일
전체적인 형상을 잡아주는 쉘에 등좌판 패딩, 
팔걸이 볼륨을 더해 편안함을 선사합니다.

의자

0201

02

03

01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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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소파 테이블
소파와 함께 매칭하여 좀 더 편안한 분위기에서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소파 테이블입니다. 상판을 안정감 있게 
지지하는 측판 구조와, 잠시 짐을 보관 할 수 있는 하부 선반이 밸런스를 이루며, 테이블과 조화롭게 어울립니다.

01

공간의 완성도를 높이는 소파 테이블과 코트 행어

02 코트 행어
옷과 소지품을 보관할 수 있을뿐 아니라, 공간을 
프라이빗하게 구획해주는 디바이더로, 때로는 공간의 
오브제로 포인트가 되는 코트행어입니다. 
행어, 3단 선반, 룸 디바이더 등 원하는 구성을 조합하여 
선택할 수 있습니다.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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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무늬목 특성상, 시간 경과 시 자외선에 의한 변색이 있을 수 있습니다.
*천연무늬목은 목재를 켜서 만드므로 자연스레 다른 컬러와 

문양을 가지게 됩니다. 이것은 불량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고급천연무늬목의 특징입니다.

테이블
회의 테이블
YAR032A  3195 · 1400 · 745
색상   MOW / BIA / RGA / OGG
※A : IT링크 有(4구 멀티탭, USB, LAN)

원형 테이블
YAR012  1200 · 1200 · 745
색상   MOW / BIA / RGA / OGG

의자
CH5501  610 · 610 · 780 
색상  L666 / L730 / L733A / L735B / L742A

CH5511  610 · 610 · 780
색상   L666 / L730 / L733A / L735B / L742A

코트행어
TYPE A _행어L+행어S+3단선반S
YAA804HA  960 · 620 · 1919
색상   BIA / RGA / OGG / NCE
※옷걸이 3BOX(9개) 포함 

TYPE A _행어L+3단선반S+디바이더S
YAA804HB  960 · 620 · 1919
색상   BIA / RGA / OGG / NCE
※ 옷걸이 2BOX(6개) 포함 

TYPE B _행어L+디바이더L+3단선반S
YAA806DA  946 · 893 · 1919
색상   BIA / RGA / OGG / NCE
※ 옷걸이 2BOX(6개) 포함 

TYPE B _행어L+디바이더L+디바이더S
YAA806DB  946 · 893 · 1919
색상   BIA / RGA / OGG / NCE
※ 옷걸이 2BOX(6개) 포함 

CA5006  445 · 205 · 20
색상   BK
※3개 포장 / 1BOX 

소파 테이블
YAL012  1165 · 565 · 350 
색상  MOW / BIA / RGA / OGG

YAL004  450 · 450 · 450
색상   BIA / RGA / OGG

L666 L730 L735BL733A

천연 가죽(콤비마감)

MOW

포슬린

OGG NCE

무늬목

RGA BIA

페닉스

*제품의 실제 색상과 다를 수 있습니다.   *측정 방법 및 부위에 따라 ±20mm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제품 불량이 아닙니다. *제품의 실제 색상과 다를 수 있습니다.   *측정 방법 및 부위에 따라 ±20mm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제품 불량이 아닙니다.

RGA

룸 디바이더_인조가죽 흡음 디바이더_패브릭

OGGBIA NCE

테푸이 시리즈

L742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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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형 컨퍼런스 테이블 시스템 CRX 시리즈는 최고급 이탈리아산 무늬목으로 마감된
테이블 유닛을 조합하여 다양한 회의 공간을 연출합니다.CRX

 se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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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너 테이블
직각코너 테이블 _90°
ZR0590N  800 · 800 · 740
색상   NCEGU / OGGNBK / BIAGU 
ZR0590  800 · 800 · 740
색상   AN / AGL

예각코너 테이블 _87.5°
ZR0587N  800 · 800 · 740
색상   NCEGU / OGGNBK / BIAGU 
ZR0587  800 · 800 · 740
색상   AN / AGL

마감형 측판
ZR0100N  735 · 755 · 55
색상   NCE / OGG / BIA
※L/R 1조 1포장

ZR0100  735 · 755 · 55
색상   AN / AGL
※L/R 1조 1포장

Layout

·  치수는 각각의 회의시스템을 배치하기 위한 필요면적을 말하며 주위의 통로 공간이 1200mm씩 포함된 치수입니다.
·  각 테이블은 개별로 사용하지 못하고 조합 · 설치되어야 합니다.

NCE

무늬목

사각 테이블
사각 테이블
ZR008N  800 · 750 · 740(4구 멀티탭 1개 내장)
ZR012N  1200 · 750 · 740(4구 멀티탭 1개 내장)
ZR016N  1600 · 750 · 740(4구 멀티탭 2개 내장)
ZR024N  2400 · 750 · 740(4구 멀티탭 3개 내장)
색상   NCEGU / OGGNBK / BIAGU 

ZR008  800 · 750 · 740(4구 멀티탭 1개 내장)
ZR012  1200 · 750 · 740(4구 멀티탭 1개 내장)
ZR016  1600 · 750 · 740(4구 멀티탭 2개 내장)
ZR024  2400 · 750 · 740(4구 멀티탭 3개 내장)
색상   AN / AGL
 

연결형 측판
ZR0000  690 · 490 · 55(측판 2개 1포장)
ZR0000S  690 · 490 · 55(측판 1개 1포장)
색상   GU / BK

6400

40
0

0

7200

55
0

0

9600

57
50

8000

40
0

0

5200

52
0

0

5600

56
0

0

01 조합형 시스템과 디자인
사용 용도에 따라 사각테이블과 코너테이블을 자유롭게 조합하여 소형에서 대형 회의실까지 연출할 수 있습니다.
또한 두께감 있는 마감 측판과 전체를 가려주는 앞가림판 디자인은 중후한 멋은 살리면서 모던한 중역 회의 공간을
연출합니다.

02 최고급 소재 사용
이탈리아산 무늬목과 내지문성 가공을 적용한 페닉스 등 최고급 소재를 사용하여 품격 있는 존재감을 드러내며, 
여러 가지 톤의 색상을 운영하여 다양한 분위기의 공간에 어울립니다.

회의테이블 디자인과 소재

01 

배선 솔루션과 구조

02 03 04

ZR024N / NCEGU

*천연무늬목 특성상, 시간 경과 시 자외선에 의한 변색이 있을 수 있습니다.
*천연무늬목은 목재를 켜서 만드므로 자연스레 다른 컬러와 문양을 가지게 됩니다. 

이것은 불량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고급천연무늬목의 특징입니다.

*제품의 실제 색상과 다를 수 있습니다.   *측정 방법 및 부위에 따라 ±20mm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제품 불량이 아닙니다.

ZR0590N / NCEGU

01 02

GU

BIA

페닉스

GU

AGL

라미네이트 도장

BK

OGG

NBK

AN

BK

01 슬라이딩 방식의 상판 배선 솔루션
테이블 내부에 설치된 멀티탭은 슬라이딩 방식으로
접근 가능하여 사용이 편리합니다.
곡선으로 디자인된 배선 홈은 알루미늄으로 마감되어 
고급스러움을 더합니다.
* AN, AGL 사양의 경우, 배선 홈 디자인이 직선 타입이며
 마감캡이 있습니다.

02 측판 공유 시스템
두 개의 상판 유닛이 하나의 측판을 공유하는 체결 구조
로 효율적인 사용이 가능합니다.

03 하부 배선 솔루션
독자 개발한 회전 개폐식 수직덕트와 스틸 수평덕트로
깔끔하게 배선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측판에
배선 홈이 있어 멀티탭을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04 알루미늄 다이캐스팅 다리
알루미늄 다이캐스팅 다리로 내구성이 뛰어나며
하단에 레벨러가 부착되어 수평 조절이 가능합니다.

01

ZR0000S / GU
ZR0100N / 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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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급 원형테이블 인비토 시리즈는 고급스러운 소재와 안정감 있는 형태로 자연스러우면서
격이 있는 커뮤니케이션을 유도합니다.INVITO

 series

인비토 시리즈

ZR116HN(OGG), CS7871(A483A)

TABLES174 175



무늬목

ZR116HN  1600 · 740
색상   NCE / OGG

ZR116H  1600 · 740
색상   AN

테이블
ZR120HN  2000 · 740
색상   NCE / OGG 

ZR120H  2000 · 740
색상   AN 

01 자연스러운 커뮤니케이션 테이블
원형 형태의 회의 테이블로 자연스러운 커뮤니케이션을 유도합니다.

02 유리 중앙상판
AN 무늬목 사양의 경우, 중앙에 블랙 유리 상판을 두어 세련된 분위기를 연출합니다.

03 이중 상판 구조
이중 상판으로 엣지를 디자인하여 내구성을 높였습니다. 
라운딩 마감된 모서리는 안전한 사용성을 제공하고 부드러운 분위기를 만들어 줍니다.

04 무늬목 상판과 마블 패턴의 중앙상판
이탈리아산 무늬목 상판과 마블 패턴의 목재 상판이 조합되어 고급스러운 디자인을 완성합니다.
또한 무늬목 색상에 따라 다른 색상의 중앙상판이 구성되어 다양한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습니다.
a. 외 : NCE / 내 : MTW 
b. 외 : OGG / 내 : MDB

디자인과 기능

*천연무늬목 특성상, 시간 경과 시 자외선에 의한 변색이 있을 수 있습니다.
*천연무늬목은 목재를 켜서 만드므로 자연스레 다른 컬러와 문양을 가지게 됩니다. 

이것은 불량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고급천연무늬목의 특징입니다.

*제품의 실제 색상과 다를 수 있습니다.   *측정 방법 및 부위에 따라 ±20mm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제품 불량이 아닙니다.

인비토 시리즈

01

03

02

04 b04 a

ZR120HN(NCE), CH5401(L741C) NCE

MTW

OGG

MDB

AN

BK(유리)

상판

중앙상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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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CONN
 series

비콘 시리즈는 심플하면서 날렵한 디자인과 컴팩트한 사이즈로 다양한 스타일의 협업공간을 연출하고 
디스플레이 장비와 편리한 배선 시스템으로 IT기기를 활용하여 효과적으로 협업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D형 회의테이블 / 부착형 디스플레이 거치대(LLBK), 
FLIGHT(CH4800, 454), ALIGN 화이트보드

TABLES178 179비콘 시리즈



BECONN시리즈는 더 빠르고 쉽게 그리고 보다  
효과적으로 협업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사람과 사람, 생각과 생각을 연결시켜줍니다.

효과적인 협업 지원

기능과 디자인 특징

01 독립형 디스플레이 거치대
단독으로 사용 가능하며 공간 어디든 쉽게 이동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02 부착형 디스플레이 거치대
별도의 선반 없이도 모니터를 테이블에 설치할 수 있어  
공간 활용도가 높습니다.

03 협업 솔루션 - 클릭쉐어
노트북 및 태블릿(스마트폰) 화면을 무선으로 모니터에  
전송 가능합니다.
*최대 16회선 가능

01 양방향 개폐형 커버
방향에 관계없이 열리는 커버로 모든 좌석에서 콘센트 사용과 케이블 연결이 편리하게 가능합니다.

02 수직 배선 
자체적으로 배선을 정리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 외관을 깔끔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03 선택형 상판 
날렵한 디자인의 고급형 또는 단정한 분위기를 연출하는 일반형 중 선택 가능합니다.
a. 고급형   b. 일반형   

04 무선 충전 지원
스마트폰 무선 충전기가 상판에 깔끔하게 내장되어 있어 별도의 케이블 없이 간편하게 충전 가능합니다.
*무선 충전 지원 기종 또는 별도의 액세서리 장착 시 사용가능 

덕트형 회의테이블, 독립형 디스플레이 거치대(LLBK), 
VIM(CH0015, 457)

03 a 03 b

02

03

0201

01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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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형 회의 테이블(기본형)
950폭 기본형 _테이퍼엣지
CCR014  1400 · 950 · 720
CCR016  1600 · 950 · 720
CCR020  2000 · 950 · 720
색상    WWWW / LLWW / CCWW / LLBK / 

   CCBK / WWLL / LLLL 
※전선 덕트 無, 멀티탭 無
※테이퍼엣지 상판

950폭 기본형 _평엣지 
CCR014C  1400 · 950 · 720
CCR016C  1600 · 950 · 720
CCR020C  2000 · 950 · 720
색상    WWWW / LLWW / CCWW / LLBK /  

   CCBK / WWLL / LLLL
※전선 덕트 無, 멀티탭 無
※평엣지 상판

1100폭 기본형 _테이퍼엣지
CCR120  2000 · 1100 · 720
CCR124  2400 · 1100 · 720
CCR128  2800 · 1100 · 720
CCR132  3200 · 1100 · 720
색상    WWWW / LLWW / CCWW /  

   LLBK / CCBK / WWLL / LLLL
※전선 덕트 無, 멀티탭 無
※테이퍼엣지 상판

1100폭 기본형 _평엣지
CCR120C  2000 · 1100 · 720
CCR124C  2400 · 1100 · 720
CCR128C  2800 · 1100 · 720
CCR132C  3200 · 1100 · 720
색상    WWWW / LLWW / CCWW /  

   LLBK / CCBK / WWLL / LLLL
※전선 덕트 無, 멀티탭 無
※평엣지 상판

기본형 회의 테이블(덕트형)
950폭 덕트형 _테이퍼엣지
CCR014A(T/P)  1400 · 950 · 720
CCR016A(T/P)  1600 · 950 · 720
CCR020A(T/P)  2000 · 950 · 720
색상    WWWW / LLWW / CCWW / LLBK /  

   CCBK / WWLL / LLLL 
※전선 덕트 有, 멀티탭 有
※T : IT링크 有(HDMI, USB, LAN) / P : 무선충전
※테이퍼엣지 상판

950폭 덕트형 _평엣지
CCR014CA(T)  1400 · 950 · 720
CCR016CA(T)  1600 · 950 · 720
CCR020CA(T)  2000 · 950 · 720
색상    WWWW / LLWW / CCWW / LLBK /  

   CCBK / WWLL / LLLL
※전선 덕트 有, 멀티탭 有 
※T : IT링크 有(HDMI, USB, LAN)
※평엣지 상판

테이블
원형 테이블
CCR008  Ø800 · 720
색상    WWWW / LLWW / CCWW / LLBK /  

   CCBK / WWLL / LLLL

정사각 테이블 
CCR006  600 · 600 · 720
색상    WWWW / LLWW / CCWW / LLBK /  

   CCBK / WWLL / LLLL

직사각 테이블 
CCR010  1000 · 600 · 720
색상    WWWW / LLWW / CCWW / LLBK /  

   CCBK / WWLL / LLLL

스탠딩 테이블
스탠딩 원형 테이블
CCR008H  Ø800 · 1050
색상    WWWW / LLWW / CCWW / LLBK /  

   CCBK / WWLL / LLLL

스탠딩 정사각 테이블
CCR006H  600 · 600 · 1050
색상    WWWW / LLWW / CCWW / LLBK /  

   CCBK / WWLL / LLLL

1100폭 덕트형 _테이퍼엣지
CCR120A(T/P)  2000 · 1100 · 720
CCR124A(T/P)  2400 · 1100 · 720
CCR128A(T)  2800 · 1100 · 720
CCR132A(T)  3200 · 1100 · 720
색상    WWWW / LLWW / CCWW /  

   LLBK / CCBK / WWLL / LLLL
※전선 덕트 有, 멀티탭 有
※T : IT링크 有(HDMI, USB, LAN) / P : 무선충전
※테이퍼엣지 상판

1100폭 덕트형 _평엣지
CCR120CA(T)  2000 · 1100 · 720
CCR124CA(T)  2400 · 1100 · 720
CCR128CA(T)  2800 · 1100 · 720
CCR132CA(T)  3200 · 1100 · 720
색상   WWWW / LLWW / CCWW / 

LLBK / CCBK / WWLL / LLLL
※전선 덕트 有, 멀티탭 有
※T : IT링크 有(HDMI, USB, LAN)
※평엣지 상판

스탠딩 회의 테이블
950폭 기본형 _테이퍼엣지
CCR014H  1400 · 950 · 1050
CCR016H  1600· 950 · 1050
CCR020H  2000· 950 · 1050
색상    WWWW / LLWW / CCWW /  

   LLBK / CCBK / WWLL / LLLL 
※전선 덕트 無, 멀티탭 無
※테이퍼엣지 상판

950폭 덕트형 _테이퍼엣지
CCR014A(T/P)H  1400 · 950 · 1050
CCR016A(T/P)H  1600· 950 · 1050
CCR020A(T/P)H  2000· 950 · 1050
색상    WWWW / LLWW / CCWW /  

   LLBK / CCBK / WWLL / LLLL
※전선 덕트 有, 멀티탭 有
※T : IT링크 有(HDMI, USB, LAN) / P : 무선충전
※테이퍼엣지 상판

* 무선충전 : 무선충전 지원 기종 또는 별도 액세서리 장착 시  
사용가능합니다.

* IT링크 사양(HDMI, USB, LAN) : 제품 사용 시 주변 환경 
및 사용 기기에 따라 증폭기 추가 설치 필요합니다.

색상체계 WWWW llWW CCWW llBK CCBK

WW

WW

WW

LL

WW

WW

CC

WW

WW

WWll llll

WW

LL

CR

LL

LL

CR

상판
포스트
베이스

LL

BK

BK

CC

BK

BK

소형 테이블 
색상 체계

WWll llll

WW

LL

WWM

LL

LL

WWM

상판
포스트
베이스

WWWW llWW CCWW llBK CCBK

WW

WW

WW

LL

WW

WW

CC

WW

WWM

LL

BK

BKW

CC

BK

BKW

CCR124AT / LLLL

*제품의 실제 색상과 다를 수 있습니다.   *측정 방법 및 부위에 따라 ±20mm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제품 불량이 아닙니다.*제품의 실제 색상과 다를 수 있습니다.   *측정 방법 및 부위에 따라 ±20mm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제품 불량이 아닙니다.

CCR014 / WWWW

CCR124 / WWLL

CCR014AT / LLW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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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플레이 거치대
독립형 디스플레이 거치대 
CCA030M  715 · 570 · 1430
색상    WWWW / LLWW / CCWW /  

   LLBK / CCBK
※이동형
※거치 가능 모니터크기 : 55인치 이하
※거치 가능 모니터무게 : 30kg 이하
※VESA 규격 : 400×400 이하
※상하틸팅각도 : -10° ~ +10°

독립형 디스플레이 거치대 _클릭쉐어 포함
CCA030MT  715 · 570 · 1430
색상    WWWW / LLWW / CCWW /  

   LLBK / CCBK
※이동형, 클릭쉐어 포함(본체 1EA, 버튼 1EA)
※거치 가능 모니터크기 : 55인치 이하
※거치 가능 모니터무게 : 30kg 이하
※VESA 규격 : 400 X 400 이하
※상하틸팅각도 : -10° ~ +10°

부착형 디스플레이 거치대 
CCA0300  300 · 390 · 650
색상    WWWW / LLWW / CCWW /  

   LLBK / CCBK 
※테이블 부착
※거치 가능 모니터크기 : 42인치 이하
※VESA 규격 : 200×200 

부착형 디스플레이 거치대 _클릭쉐어 포함
CCA030T  300 · 390 · 650
색상    WWWW / LLWW / CCWW /  

   LLBK / CCBK 
※ 테이블 부착, 클릭쉐어 포함(본체 1EA, 버튼 1EA)
※거치 가능 모니터크기 : 42인치 이하
※VESA 규격 : 200 X 200 

액세서리
테이블 서랍장 
CCA7002  600 · 250 · 80
색상    WWWW / LLWW / CCWW /  

   LLBK / CCBK 

행잉 PC홀더(비콘 전용) 
CCA020
색상   BK / WH 
※거치 가능 PC크기 : 높이 30 ~ 50cm, 길이 9 ~ 23cm
※레일 길이 : 41cm

독립형 디스플레이 거치대 선반장 
CCA7001  460 · 240 · 115
색상    WWWW / LLWW / CCWW /  

   LLBK / CCBK

독립형 디스플레이 거치대 PC홀더
CCX0303  320 · 115 · 220
색상   BK / WW
※거치 가능 PC크기 : 슬림형 97mm/일반형 152 ~ 172mm

클릭쉐어 
CA0011N  205 · 115 · 45(안테나 별도 치수)
색상   XX
※무선 프리젠테이션 협업 솔루션
※클릭쉐어 본체 1EA, 버튼 1EA, HDMI케이블 1EA
※반경 30M 이내 인식

클릭쉐어 버튼 
CA0012  162 · 60 · 16
색상   XX 
※버튼 1EA(추가 주문용) 

기타

BK WH WW

색상 체계

몸통
프레임
베이스

덕트형 회의테이블, 독립형 디스플레이 거치대(LLBK), 
CH0017

*제품의 실제 색상과 다를 수 있습니다.   *측정 방법 및 부위에 따라 ±20mm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제품 불량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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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X
 series

직선과 곡선이 조화된 미니멀리즘 스타일의 FRX 시리즈는  중소형 회의실부터 대형 중역 회의실까지 
회의 공간의 특성에 맞게 구성할 수 있습니다.

직사각형 모듈(UA)+가림판(616),  
FX(CH3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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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과 디자인

다양한 레이아웃이 가능한 모듈 시스템

FRX 조합형 회의 테이블

여러가지 형태의 모듈로 이루어져 있으며  
연결형 상판을 활용하여 여러 규모의  
회의 인원을 수용할 수 있습니다.

직사각형 모듈(UA)+가림판(616), FX(CH3400)

01 측판 공유 시스템
하나의 측판으로 2개의 상판을 공유하는 효율적인 체결 구조로 경제적인 시스템을 완성합니다.

02 독립형 모듈 
‘ㅁ’자형 레이아웃 시 안쪽 공간 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독립형 모듈을 사용합니다.

03 세련된 하부 디자인
라운딩 처리된 슬림한 디자인의 다리가 빗각으로 연결되어 자연스럽고 세련된 외관을 완성합니다.

01 02

02 a

02 b

03

01
01 패브릭 가림판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는 패브릭 가림판은 탈부착  
가능하여 오염 시 교체 및 세탁이 편리합니다.

02 용도에 따라 선택가능한 배선툴
용도에 따라 외장형 배선 툴킷과 미디어 멀티탭으로  
선택 가능합니다. 
a. 외장형 배선 툴킷   b. 미디어 멀티탭   
*별도 구매
*LAN포트 사양:CAT5(전송속도 100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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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형 모듈 테이블
독립형(W1600)
CAR116  1600 · 750 · 720
색상   UA / WW / UABK / WWBK / LLBK / LDBK
※가림판(CAR1016M), 수평 전선 덕트(CA3516) 별도 주문

독립형(W1200)
CAR112  1200 · 750 · 720
색상   UA / WW / UABK / WWBK / LLBK / LDBK
※가림판(CAR1012M), 수평 전선 덕트(CA3512) 별도 주문

독립형(W800)
CAR108  800 · 750 · 720
색상   UA / WW / UABK / WWBK / LLBK / LDBK
※가림판(CAR1008M), 수평 전선 덕트(CA3508) 별도 주문

코너형 모듈 테이블
스타터
CAR590S  860(750) · 860(750) · 720
색상   UA / WW / UABK / WWBK / LLBK / LDBK
※가림판(CAR1590M) 별도 주문

애더 / 엔더
CAR590AE  860(750) · 860(750) · 720
색상   UA / WW / UABK / WWBK / LLBK / LDBK
※가림판(CAR1590M) 별도 주문

연결형 모듈 테이블
스타터(W1600)
CAR116S  1600 · 750 · 720
색상   UA / WW / UABK / WWBK / LLBK / LDBK
※가림판(CAR1016M), 수평 전선 덕트(CA3516) 별도 주문

애더(W1600)
CAR116A  1600 · 750 · 720
색상   UA / WW / UABK / WWBK / LLBK / LDBK
※가림판(CAR1016M), 수평 전선 덕트(CA3516) 별도 주문

애더(W1200)
CAR112A  1200 · 750 · 720
색상   UA / WW / UABK / WWBK / LLBK / LDBK
※가림판(CAR1012M), 수평 전선 덕트(CA3512) 별도 주문

애더(W800)
CAR108A  800 · 750 · 720
색상   UA / WW / UABK / WWBK / LLBK / LDBK
※가림판(CAR1008M), 수평 전선 덕트(CA3508) 별도 주문

앤더(W1600)
CAR116E  1600 · 750 · 720
색상   UA / WW / UABK / WWBK / LLBK / LDBK
※가림판(CAR1016M), 수평 전선 덕트(CA3516) 별도 주문

Layout

·  치수는 각각의 회의시스템을 배치하기 위한 필요면적을 말하며 주위의 통로 공간이 1200mm씩 포함된 치수입니다.

W1200 상석 적용

1. 스타터 CAR116S
2. 애더 CAR116A
3. 애더 CAR116A
4. 애더 CAR590AE
5. 애더 CAR112A
6. 애더 CAR590AE

7. 애더 CAR116A
8. 애더 CAR116A
9. 엔더 CAR116E

1. 독립형 CAR108
2. 스타터 CAR116S
3. 애더 CAR590AE
4. 애더 CAR112A
5. 애더 CAR590AE
6. 애더 CAR116A

7. 애더 CAR108A
8. 애더 CAR116A
9. 애더 CAR590AE
10. 애더 CAR112A
11. 애더 CAR590AE
12. 엔더 CAR116E

1. 독립형 CAR116
2. 스타터 CAR116S
3. 애더 CAR590AE
4. 애더 CAR112A
5. 애더 CAR590AE
6. 애더 CAR116A

7. 애더 CAR116A
8. 애더 CAR590AE
9. 애더 CAR112A
10. 엔더 CAR590AE

1. 독립형 CAR116
2. 스타터 CAR116S
3. 애더 CAR590AE
4. 애더 CAR112A
5. 애더 CAR590AE
6. 애더 CAR116A

7. 애더 CAR116A
8. 애더 CAR116A
9. 애더 CAR590AE
10. 애더 CAR112A
11. 애더 CAR590AE
12. 엔더 CAR116E

※독립 연결의 경우 : 좌) 스타터 / 우) 엔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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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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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6520

8920

29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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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독립 연결의 경우 : 좌) 스타터 / 우) 엔더

※독립 연결의 경우 : 좌) 스타터 / 우) 엔더

W1600 상석 적용

1. 스타터 CAR116S
2. 애더 CAR116A
3. 애더 CAR116A
4. 애더 CAR590AE
5. 애더 CAR116A
6. 애더 CAR590AE

7. 애더 CAR116A
8. 애더 CAR116A
9. 엔더 CAR116E

1. 독립형 CAR108
2. 스타터 CAR116S
3. 애더 CAR590AE
4. 애더 CAR116A
5. 애더 CAR590AE
6. 애더 CAR116A

7. 애더 CAR108A
8. 애더 CAR116A
9. 애더 CAR590AE
10. 애더 CAR116A
11. 애더 CAR590AE
12. 엔더 CAR116E

1. 독립형 CAR116
2. 스타터 CAR116S
3. 애더 CAR590AE
4. 애더 CAR116A
5. 애더 CAR590AE
6. 애더 CAR116A

7. 애더 CAR116A
8. 애더 CAR116A
9. 애더 CAR590AE
10. 애더 CAR116A
11. 애더 CAR590AE
12. 엔더 CAR116E

※독립 연결의 경우 : 좌) 스타터 / 우) 엔더

6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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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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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독립 연결의 경우 : 좌) 스타터 / 우) 엔더

라미네이트

WW WWBK LDBKUA UABK LLBK*가림판 및 전선 덕트류는 별도 주문

*제품의 실제 색상과 다를 수 있습니다.   *측정 방법 및 부위에 따라 ±20mm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제품 불량이 아닙니다.*제품의 실제 색상과 다를 수 있습니다.   *측정 방법 및 부위에 따라 ±20mm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제품 불량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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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석용 모듈 테이블
애더
CAR319BA  1930(605) · 750 · 720
색상   UA / WW / UABK / WWBK / LLBK / LDBK
※가림판(CAR1008M), 수평 전선 덕트(CA3508) 별도 주문

공용 품목
직선 가림판
CAR1008M  785 · 380(340) · 15
CAR1012M  1185 · 380(340) · 15
CAR1016M  1585 · 380(340) · 15
색상   611A / 616 

코너 가림판
CAR1590M  280 · 380(340) · 15
색상   611A / 616 

엔드 가림판
CAR1005EM  500 · 340 · 15
색상   611A / 616

Layout

·  치수는 각각의 회의시스템을 배치하기 위한 필요면적을 말하며 주위의 통로 공간이 1200mm씩 포함된 치수입니다.

상석 연결형 모듈 테이블 L형
스타터
CAR322SL  2165(1505) · 750 · 720
색상   UA / WW / UABK / WWBK / LLBK / LDBK
※가림판(CAR1016M), 수평 전선 덕트(CA3516) 별도 주문

애더
CAR322AL  2165(1505) · 750 · 720
색상   UA / WW / UABK / WWBK / LLBK / LDBK
※가림판(CAR1016M), 수평 전선 덕트(CA3516) 별도 주문

상석 연결형 모듈 테이블 R형
애더
CAR322AR  2165(1505) · 750 · 720
색상   UA / WW / UABK / WWBK / LLBK / LDBK
※가림판(CAR1016M), 수평 전선 덕트(CA3516) 별도 주문

엔더
CAR322ER  2165(1505) · 750 · 720
색상   UA / WW / UABK / WWBK / LLBK / LDBK
※가림판(CAR1016M), 수평 전선 덕트(CA3516) 별도 주문

611A 616

천

1. 독립형 CAR116
2. 스타터 CAR322SL
3. 애더 CAR319BA
4. 애더 CAR322AR
5. 애더 CAR116A

6. 애더 CAR322AL
7. 애더 CAR319BA
8. 엔더 CAR322ER

1. 스타터 CAR116S
2. 애더 CAR322AL
3. 애더 CAR319BA
4. 애더 CAR322AR
5. 엔더 CAR116E

1. 애더 CAR319BA
2. 애더 CAR319BA
3. 애더 CAR319BA
4. 애더 CAR319BA

1. 스타터 CAR116S
2. 애더 CAR116A
3. 엔더 CAR116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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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 연결의 경우 : 좌) 스타터 / 우) 엔더

1. 독립형 CAR108
2. 스타터 CAR322SL
3. 애더 CAR319BA
4. 애더 CAR322AR
5. 애더 CAR108A

6. 애더 CAR322AL
7. 애더 CAR319BA
8. 엔더 CAR322ER

1. 애더 CAR322AL
2. 애더 CAR319BA
3. 애더 CAR322AR
4. 애더 CAR322AL
5. 애더 CAR319BA

6. 애더 CAR322AR 1. 스타터 CAR116S
2. 애더 CAR116A
3. 애더 CAR322AL
4. 애더 CAR319BA
5. 애더 CAR322AR

6. 애더 CAR116A
7. 엔더 CAR116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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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 연결의 경우 : 좌) 스타터 / 우) 엔더

라미네이트

WW WWBK LDBKUA UABK LLBK*가림판 및 전선 덕트류는 별도 주문 *일반형 모듈(직사각형 상판) 호환 사용

*제품의 실제 색상과 다를 수 있습니다.   *측정 방법 및 부위에 따라 ±20mm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제품 불량이 아닙니다.*제품의 실제 색상과 다를 수 있습니다.   *측정 방법 및 부위에 따라 ±20mm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제품 불량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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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 테이블
CAR020N(T)  2000 · 1100 · 720
색상   UA / WW / UABK / WWBK / LLBK / LDBK  
※6인용
※T : IT링크 有(HDMI, USB, LAN)

CAR024N(T)  2400 · 1200 · 720
색상   UA / WW / UABK / WWBK / LLBK / LDBK  
※8인용
※T : IT링크 有(HDMI, USB, LAN)

회의 테이블(보조다리 추가)
CAR032N(T)  3200 · 1200 · 720
색상    UA / WW / UABK / WWBK /  

   LLBK / LDBK  
※10인용
※T : IT링크 有(HDMI, USB, LAN)

CAR048N(T)  4800 · 1200 · 720
색상    UA / WW / UABK /  

   WWBK / LLBK / LDBK  
※14인용
※T : IT링크 有(HDMI, USB, LAN)

회의 테이블(연결상판 추가)
CAR040N(T)  4000 · 1200 · 720
색상    UA / WW / UABK / WWBK /  

   LLBK / LDBK  
※12인용
※T : IT링크 有(HDMI, USB, LAN)

CAR056N(T)  5600 · 1200 · 720
색상    UA / WW / UABK /  

   WWBK / LLBK / LDBK  
※16인용
※T : IT링크 有(HDMI, USB, LAN)

중간 연결 테이블
CAR008C  800 · 1200 · 720
색상   UA / WW / UABK / WWBK / LLBK / LDBK  
※추가연결 시 활용(추가 권장 수량 : 3개)

수직 배선 커버
CA3600N 
색상   BK
※별도 구매

CA3500
색상   MM
※별도 구매

01 자유로운 하부공간
수평 프레임을 생략하여 하부공간이 다리걸림 없이  
편리합니다.

02 세련된 하부 디자인
라운딩 처리된 파이프와 슬림한 디자인의 다리가  
빗각으로 연결되어 자연스럽고 세련된 외관을 완성 
합니다.

03 양방향 개폐형 커버
방향에 관계없이 열리는 커버로 모든 좌석에서 콘센트  
사용과 케이블 연결이 편리하게 가능합니다.

02 03

01

FRX 독립형 회의 테이블

6인 규모부터 16인 이상의 규모까지  
모두 사용 가능하며 다리 걸림이 없는 하부 디자인과  
양면 개폐식 배선 솔루션으로 사용자 편의를 제공합니다.

기타라미네이트

WW WWBK LDBKUA UABK LLBK *IT링크 사양(HDMI, USB, LAN) : 제품 사용 시 주변 환경 
및 사용 기기에 따라 증폭기 추가 설치 필요합니다.

*제품의 실제 색상과 다를 수 있습니다.   *측정 방법 및 부위에 따라 ±20mm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제품 불량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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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고 빠르게 배치가 가능한 얼라인 테이블은 교육, 워크샵, 팀작업 등 다양한 커뮤니케이션 공간에서 
활용이 가능한 1인, 2인, 3인용 가변형 테이블입니다. 인간공학적인 기능과 부드러운 디자인으로 
공간 활용도를 높여줍니다.

DESIGNER

ITO DESIgN
gERmANY

2인용 테이블_일반형(CCWW),  
VIM(CH0015W, 837C)

AlIgN
 se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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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용 테이블_고급형(CCTS), VIM(CH0015W, 837C)

01 직관적 폴딩 메커니즘
간편하게 레버를 조작하여 상판을 쉽게 여닫을 수 있는 유압식 폴딩 메커니즘으로 사용자의 편의성과 
공간 활용성을 극대화하였습니다.

02 셀프 클로징 선반
필요할 때만 열어서 사용할 수 있는 셀프 클로징 선반은 무릎 부분에 여유 공간을 확보하여 편의성을 제공합니다.

03 상판 배선 홀
소규모 회의공간에 알맞도록 마주보는 자리 배치 시, 조합된 홀을 통해 케이블 손상이나 걸림 없이 간편하게 
배선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고급형 전용 사양

04 이동형 캐스터
이동형 캐스터로 상황에 맞게 쉽고 빠르게 레이아웃 변경이 가능합니다.

01 높이조절 강연대
 상판 높이 조절로 누구에게나 편안한 자세를 지원하고  
케이블을 정리하는 배선 공간으로 외관이 깔끔하게  
유지됩니다. 

02 선택형 상판 (고급형/일반형)
고급형 상판은 부드럽고 강한 우레탄 엣지로 사용자의  
안전과 제품의 내구성을 보장하며, 일반현 상판은  
군더더기 없는 심플한 라인으로 단정한 공간을  
연출합니다. 
a. 고급형 상판   b. 일반형 상판

03 간결한 사선형 다리
가벼운 사선형의 다리 디자인은 부드럽게 공간을  
연출하고 적층 보관 시 최소한의 공간을 차지하여  
효율적입니다.

실용적인 메커니즘

기능과 디자인 특징

04

01

01

03

03

02

02 a 02 b

공간을 갖추다. 생각을 맞추다.

퍼시스 Align series는 다양한 커뮤니케이션 상황에 최적화된  
공간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회의 목적과 규모에 따라 설정하는  
맞춤형 협업 구성부터 효과적인 교육 및 강연을 위한 구성까지  
당신과 조직의 목적에 적합한 유연하고 스마트한 플랜을 제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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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W CCWWWWTS CCTS

라미네이트

TS WW

기타

고급형 1인용 테이블
1인용 테이블 
CBR0007AN  720 · 550 · 745
색상   WWWW / WWTS / CCWW / CCTS
※앞가림판
※우레탄엣지 상판

CBR007B  720 · 550 · 745
색상   WWWW / WWTS / CCWW / CCTS
※앞가림판
※선반
※가방걸이
※우레탄엣지 상판

고급형 2인용 테이블
2인용 테이블 
CBR015A  1500 · 550 · 745
색상   WWWW / WWTS / CCWW / CCTS
※우레탄엣지 상판

CBR015B  1500 · 550 · 745
색상   WWWW / WWTS / CCWW / CCTS
※앞가림판
※우레탄엣지 상판

CBR015C  1500 · 550 · 745
색상   WWWW / WWTS / CCWW / CCTS
※앞가림판
※선반
※가방걸이
※우레탄엣지 상판

고급형 3인용 테이블
3인용 테이블 
CBR020A  2000 · 550 · 745
색상   WWWW / WWTS / CCWW / CCTS
※우레탄엣지 상판

CBR020B  2000 · 550 · 745
색상   WWWW / WWTS / CCWW / CCTS
※앞가림판
※우레탄엣지 상판

CBR020C  2000 · 550 · 745
색상   WWWW / WWTS / CCWW / CCTS
※앞가림판
※선반
※가방걸이
※우레탄엣지 상판

고급형 높이조절 강연대
높이조절 강연대
CBR005  568 · 576 · 1145(선반높이 940 ~ 1070)
색상   WW / TS
※액체 도장 선반

화이트 보드
화이트 보드
CBR0108B  1045 · 460 · 1800
색상   WW / TS

CBR108BP  1045 · 460 · 1800
색상   WW / TS
※보드마카 펜세트, 펜꽂이 포함

다목적 보드
다목적 보드
CBR0108  1045 · 460 · 1800
색상   WW / TS
※자석 부착 가능

액세서리(화이트보드)
보드마카 펜세트
CA0010
색상   XX
※블랙 2EA, 빨강 1EA, 파랑1EA
※화이트보드 지우개 1EA

펜꽂이
GA0106  70 · 77 · 90
색상   UG

일반형 1인용 테이블
1인용 테이블 
CBR0007CAN  720 · 532 · 745
색상   WWWW / WWTS / CCWW / CCTS
※앞가림판
※평엣지 상판

CBR007CB  720 · 532 · 745
색상   WWW / WWTS / CCWW / CCTS
※앞가림판
※선반
※가방걸이
※평엣지 상판

일반형 2인용 테이블
2인용 테이블 
CBR015CA  1500 · 532 · 745
색상   WWWW / WWTS / CCWW / CCTS
※평엣지 상판

CBR015CB  1500 · 532 · 745
색상   WWW / WWTS / CCWW / CCTS
※앞가림판
※평엣지 상판

CBR015CC  1500 · 532 · 745
색상   WWW / WWTS / CCWW / CCTS
※앞가림판
※선반
※가방걸이
※평엣지 상판

일반형 3인용 테이블
3인용 테이블 
CBR020CA  2000 · 532 · 745
색상   WWWW / WWTS / CCWW / CCTS
※평엣지 상판

CBR020CB  2000 · 532 · 745
색상   WWW / WWTS / CCWW / CCTS
※앞가림판
※평엣지 상판

CBR020CC  2000 · 532 · 745
색상   WWWW / WWTS / CCWW / CCTS
※앞가림판
※선반
※가방걸이
※평엣지 상판

일반형 높이조절 강연대
높이조절 강연대
CBR005C  568 · 576 · 1145(선반높이 940 ~ 1070)
색상   WW / TS
※평엣지 선반

*제품의 실제 색상과 다를 수 있습니다.   *측정 방법 및 부위에 따라 ±20mm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제품 불량이 아닙니다.*제품의 실제 색상과 다를 수 있습니다.   *측정 방법 및 부위에 따라 ±20mm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제품 불량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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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적인 정보 교류와 효율적인 공간 활용을 위한 솔루션을 제안하는 VIm 시리즈입니다. 보관과 이동이 
쉬운 테이블, 의자, 강연대, 각종 보드 등으로 구성되어 다양한 커뮤니케이션 공간을 연출합니다.

1인용 테이블(VW),  
VIM(CH0015, N204)

VIm
 se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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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목적에 따라 다양하게 변화하는 레이아웃

회의, 프레젠테이션, 교육, 그룹미팅 등  
다양한 형태의 커뮤니케이션 활동에 즉각적으로 대응하며  
편리하게 배치하고 손쉽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1인용 테이블(VW), VIM(CH0015, N206)

01 4° 경사
4°정도 기울어지는 양면 화이트 보드에 편안한 자세로  
필기할 수 있습니다.

02 ABS 소재의 앞 가림판
고급 소재의 앞 가림판이 한층 가볍고 개방된 느낌을  
선사합니다.

03 커넥팅 시스템
상판 하부에 설치된 커넥팅 고리를 통해 테이블을  
견고하게 연결하여 정돈된 배치가 가능합니다.

01

02

이동과 보관이 편리한 다목적 테이블

편리한 디자인

02 03

03

01

01 적층가능
전면 캐스터로 이동이 편리하고 후면 글라이드로 사용 중에 고정 가능합니다.

02 유압식 가스스프링
락킹 클립의 손잡이를 위로 살짝 당기면 상판이 부드럽게 접히는 구조로 사용이 편리합니다.

03 V자형 다리
간결하고 세련된 외관을 가진 V자형 다리로 간편하게 수평 적층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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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형 1인용 테이블
폴딩 테이블 _고급형
CRN5007M  720 · 565 · 730(1190)
색상   VW

일반형 1인용 테이블
폴딩 테이블 _일반형
CRN5007H  720 · 565 · 745(1205)
색상   WW 

화이트 보드
화이트 보드
CRN519B  1100 · 650(120) · 1900
색상   WH
CRN519BP  1100 · 650(120) · 1900
색상   WH
※보드마카 펜세트, 펜꽂이 포함

액세서리(화이트보드)
보드마카 펜세트
CA0010
색상   XX
※블랙 2EA, 빨강 1EA, 파랑 1EA
※화이트보드 지우개 1EA

펜꽂이
GA0106  70 · 77 · 90
색상   UG

VW WW

라미네이트

WH UGTS

기타

371F 453F376F 454F 457F N206N201 N204

CH0015_등판 메쉬/좌판 천

371F 834CF452F 837CF 838AF 839F

CH0015W_등판 메쉬/좌판 천

*제품의 실제 색상과 다를 수 있습니다.   *측정 방법 및 부위에 따라 ±20mm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제품 불량이 아닙니다.*제품의 실제 색상과 다를 수 있습니다.   *측정 방법 및 부위에 따라 ±20mm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제품 불량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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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퀴형 의자 _화이트
CH0015W
색상    371F / 452F / 834CF / 837CF / 838AF / 839F 

(등판 1F1메쉬 + 좌판 천)
특징    나일론 캐스터

바퀴형 의자 _화이트
CH0015WAF
색상    371F / 452F / 834CF / 837CF / 838AF / 839F 

(등판 1F1메쉬 + 좌판 천)
특징    나일론 캐스터

팔걸이 부착형

바퀴형 의자 _화이트
CH0015WK
색상    371F / 452F / 834CF / 837CF / 838AF / 839F 

(등판 1F1메쉬 + 좌판 천)
특징    싯브레이크 캐스터

바퀴형 의자 _화이트
CH0015WAFK
색상    371F / 452F / 834CF / 837CF / 838AF / 839F 

(등판 1F1메쉬 + 좌판 천)
특징    싯브레이크 캐스터

팔걸이 부착형

VIM(CH0015) series

바퀴형 의자 _블랙
CH0015
색상    371F / 376F / 453F / 457F / 454F 

(등판 1F1A메쉬 + 좌판 천)
N201 / N204 / N206 
(등판 메쉬 + 좌판 646천)

특징    나일론 캐스터

바퀴형 의자 _블랙
CH0015AF
색상    371F / 376F / 453F / 457F / 454F 

(등판 1F1A메쉬 + 좌판 천)
N201 / N204 / N206 
(등판 메쉬 + 좌판 646천)

특징    나일론 캐스터
팔걸이 부착형

바퀴형 의자 _블랙
CH0015K
색상    371F / 376F / 453F /457F / 454F 

(등판 1F1A메쉬 + 좌판 천)
N201 / N204 / N206 
(등판 메쉬 + 좌판 646천)

특징    싯브레이크 캐스터

바퀴형 의자 _블랙
CH0015AFK
색상    371F / 376F / 453F /457F / 454F 

(등판 1F1A메쉬 + 좌판 천)
N201 / N204 / N206 
(등판 메쉬 + 좌판 646천)

특징    싯브레이크 캐스터
팔걸이 부착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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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용성을 중시한 CRN1 시리즈는 1~3인용의 다목적 
테이블입니다. 심플한 디자인과 체계적인 설계로 
다양한 규모의 교육, 회의 공간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공간의 목적에 맞게 선택하여 조합할 수 있습니다. 

01 높이 조절 글라이드
바닥이 고르지 않은 곳에서 손쉽게 수평을 맞춰 설치 
가능합니다.

02 돌출부 없는 연결
심플한 프레임 디자인과 체계적인 설계로 돌출 부분 
없이 깔끔하게 연결할 수 있습니다.

깔끔한 디자인과 간편한 레이아웃 시스템

01 02

일반형 1인용 테이블
CRN106N  600 · 600 · 720
색상   LT / WW

일반형 2인용 테이블
CRN114N  1400 · 600 · 720
색상   LT / WW

일반형 3인용 테이블
CRN118N  1800 · 600 · 720
색상   LT / WW

LT WW

라미네이트

2인용 테이블 (LT),  
P3(CHN0013)

*제품의 실제 색상과 다를 수 있습니다.   *측정 방법 및 부위에 따라 ±20mm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제품 불량이 아닙니다.

CRN1
TRAINING se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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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테이블 시리즈는 넓은 작업면을 제공하여 카페테리아, 회의실, 로비 등 다양한 공간에서 사람들이 
효과적으로 소통할 수 있게 도와 줍니다.

테이블(NCE), 
BUTTON(CH0020BKL, BKBK)

BIg TABlE
 se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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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이블(NCE), 
BUTTON(CH0020BKL, BKBK)

모든 작업이 가능한 새로운 테이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여러가지 활동을 할 수 있는
빅테이블은 새로운 문화와 일하는 방식을
제시해 줄 것입니다.

01 와이드 상판
이음새를 최소화하여 심플하고 고급스럽게 디자인 된 상판은 넓은 작업면을 제공함으로 다양한 활동이 가능하도록 
해 줍니다.

02 악세서리 라이저
테이블 어디든 쉽게 설치할 수 있는 라이저에는 소품, 필기구 등 다양한 악세서리를 올려 놓을 수 있습니다.

03 하부 커버
깔끔하게 부착된 하부 커버는 단정하고 세련된 디자인을 완성합니다.

04 내장형 멀티탭
테이블에는 멀티탭과 랜포트가 내장되어 있어 쉽고 빠르게 IT기기를 이용할 수 있으며, 개폐 가능한 커버로  
복잡한 배선을 가려 주어 작업면을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5구 전면 1구 측면, USB 4구 충전 

05 수직배선 커버
수직으로 내려오는 전원케이블을 깔끔하게 정리합니다.

테이블

01

테이블
CER048  4800 · 1515 · 720
색상   NCE / OGG / BKA

라이저
CEA602  350 · 140 · 170 
색상   FK

02

03 04 05

*제품의 실제 색상과 다를 수 있습니다.   *측정 방법 및 부위에 따라 ±20mm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제품 불량이 아닙니다.

NCE OGG

무늬목

BKA FK

라미네이트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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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안정적인 원목다리
Y자 구조의 원목다리로 상판을 안정적으로 받쳐주어 흔들림을 최소화하였습니다. 

02 감각적인 하부 디자인
독특한 모양의 원목다리가 세련되고 감각적인 분위기를 선사합니다.
전체 높이가 740mm로 의자에 앉았을 때 다리 공간이 여유로워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감각적인 디자인과 안정적인 구조

01 02

테이블
4-6인용 테이블
CFR017  1700 · 850 · 740
색상   DGM / WP / TLHS

6-8인용 테이블
CFR021  2100 · 950 · 740
색상   DGM / WP / TLHS

6~8인용 테이블 (TLHS),  
PIUMETTA DINING(CS7871, A361C)

모리니 시리즈는 공간의 포인트가 되어주는 식당 
테이블로 원목의 자연스러운 나뭇결과 무늬를
살려주어 고급스럽고 내추럴한 식당을 연출합니다.
테이블의 색상에 따라 클래식한 분위기부터 내추럴한 
분위기까지 다양한 스타일을 취향에 따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라미네이트

DGM WP TLHS

*제품의 실제 색상과 다를 수 있습니다.   *측정 방법 및 부위에 따라 ±20mm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제품 불량이 아닙니다.

mORINI
 se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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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트형 테이블
CDR017A    1700 · 800 · 720
CDR017AT  1700 · 800 · 720
색상   CCBG / FIVCC / FIVGY
※ A : 일반 덕트 (3 + 1구 멀티탭) 

AT : IT링크 덕트 (3 + 1구 멀티탭, LAN2구, USB4구, MEDIA)

테이블
일반형 테이블
CDR012  1200 · 600 · 720
CDR017  1700 · 800 · 720
색상   CCBG / FIVCC / FIVGY

CCBG FIVGYFIVCC

라미네이트

01 글라이드
바닥의 수평을 안정적으로 맞출 수 있습니다.

02 배선시스템
노트북, 휴대폰 충전 등 다양한 전자 기기를 편리하게 연결하고 커버를 닫아 깔끔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03 양방향 개폐형 커버
방향에 관계없이 열리는 커버로 모든 좌석에서 콘센트 사용과 케이블 연결이 편리하게 가능합니다.

기능과 디자인 특징

0201

03

내추럴한 원목 프레임으로 구성된 카푸치노 시리즈는 
트렌디한 소프트 시팅과 잘 어우러져 상담, 접견, 
브레인스토밍 룸 등 캐주얼한 미팅 공간을 편안하게 
연출합니다.

일반형 테이블(1200, FIVCC),  
CS7500 1/2인용

*IT링크 사양(HDMI, USB, LAN) : 제품 사용 시 주변 환경 
및 사용 기기에 따라 증폭기 추가 설치 필요합니다.

*제품의 실제 색상과 다를 수 있습니다.   *측정 방법 및 부위에 따라 ±20mm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제품 불량이 아닙니다.

CAPPUCCINO
 se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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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CR3 시리즈는 심플한 디자인과 볼트 노출이 없는 
깔끔한 체결 방식으로 모던하고 고급스러운 식당 
공간을 연출합니다.

4인용 테이블(MG), 
CH0017(A322)

테이블
4인용 테이블
UCR314  1400 · 800 · 740
색상   BE / MG / UM

6인용 테이블
UCR318  1800 · 800 · 740
색상   BE / MG / UM

의자
CH0017
색상   A442A / A443 / A444A / A445A / A447
특징     적층 불가능

CH0017BK
색상   A445A
특징     적층 불가능

01 고급 알루미늄 하부 마감
볼트 노출 없이 깔끔하게 연결된 프레임과 다리의 완벽한 체결 구조로 심플한 디자인을 완성합니다.

02 곡면 워터폴 좌판
곡면형 워터폴 디자인이 장시간 착석 시 허벅지에 오는 압박을 줄여줍니다.

03 견고한 스틸 다리
특수 도장으로 마감하여 스크래치와 마찰에 강합니다. 

직선적인 간결한 디자인

0201

03

BE UMMG

라미네이트

A442A A445A A447A444AA443

인조가죽

*제품의 실제 색상과 다를 수 있습니다.   *측정 방법 및 부위에 따라 ±20mm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제품 불량이 아닙니다.

430 410

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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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CR3
 se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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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인용 스탠딩 테이블 (LDBK)
BARSTOOL PLUS(CH0023SD, 456) 

CRN1 CAFETERIA 시리즈는 4인 또는 6인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식당 테이블입니다. 디자인이 심플하고 
컬러를 다양하게 조합할 수 있어 식당 뿐 아니라 
탕비공간, 캐주얼 회의공간에도 잘 어우러집니다.

CRN1
CAFETERIA series

01 하부 사선 프레임
사선의 날렵한 하부 프레임이 구조를 안정적으로  
지지해줍니다.

02 2가지 높이 선택 가능
일반적인 식당 테이블의 높이와 서서 사용 가능한
바 테이블 높이 중 선택할 수 있어 사용 목적에 따라
다양한 분위기 연출이 가능합니다.
a. 일반 사양 높이 : 720mm

b. 스탠딩 사양 높이 : 1050mm

03 높이조절 글라이드
바닥이 고르지 않은 곳에서 손쉽게 수평을 맞춰
설치 가능합니다.

다양한 분위기 연출이 가능한 식당 테이블

01

WWWWKAPWW LLWWCCBK CCWWLDBK

라미네이트

테이블
4인용 테이블
CRN114  1400 · 800 · 720
색상    LDBK / CCBK / KAPWW /  

   WWWW/ CCWW / LLWW

6인용 테이블
CRN118  1800 · 800 · 720
색상    LDBK / CCBK / KAPWW /  

   WWWW / CCWW / LLWW

원형 테이블
CRN112  Ø1200 · 720 
색상    CCBK / WWW W / CCWW 

스탠딩 테이블
4인용 스탠딩 테이블
CRN114H  1400 · 800 · 1050
색상    LDBK / CCBK / KAPWW /  

   WWWW / CCWW / LLWW

6인용 스탠딩 테이블
CRN118H  1800 · 800 · 1050
색상    LDBK / CCBK / KAPWW /  

   WWWW / CCWW / LLWW

03

02 a 02 b

*제품의 실제 색상과 다를 수 있습니다.   *측정 방법 및 부위에 따라 ±20mm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제품 불량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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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PUI series

YAL012  1165 · 565 · 350
색상   MOW / BIA / RGA / OGG

YAL004  450 · 450 · 450
색상   BIA / RGA / OGG

CAPRI series

직사각 소파 테이블
CL332LM  1210 · 610 · 390
색상   GC

정사각 소파 테이블
CL338LG  790 · 790 · 380
색상   MYCN / MYNN 

CL338LM  810 · 810 · 390
CL336LM  610 · 610 · 390
CL336M  610 · 610 · 460
색상   GC

원형 소파 테이블
CL338RLG  Ø790 · 380
색상   MYNN

CL338RLM  Ø810 · 390
CL336RLM  Ø610 · 390
CL336RM  Ø610 · 460
색상   GC

CLN150 series

유리 상판 소파 테이블
CLN158G  790 · 815 · 380
색상   MYCNBK / MYNNBK

목재 상판 소파 테이블
CLN152  1190 · 615 · 380
CLN158  790 · 815 · 380
CLN156  590 · 615 · 450
CLN154  590 · 415 · 450
색상    WWWW / CCWW / LLWW /  

   CCBK / LLBK / LDBK

CLN300 series

소파 테이블
CLN308L  790 · 520 · 350
CLN308  790 · 520 · 420
CLN302L  1190 · 790 · 350
CLN302  1190 · 790 · 420
색상   LL(GU 다리) / WW(GY 다리)

CL310 series

목재 다리 소파 테이블
CL312  1190 · 590 · 330 
CL316  590 · 590 · 330
색상    WW / UA / FK (GBA다리) 

   GU (FK다리)

CL320 series

소파 테이블
CL320  1340 · 750 · 400
색상   FIV (WW 프레임, A481C 패딩) / SWM (FK 프레임, A481 패딩)

COTI series

CL3704  450 · 450 · 450
CL3704L  450 · 450 · 380
CL3706  590 · 590 · 450
CL3706L  590 · 590 · 380
색상   GBA

여러 컬러와 소재로 개성을 달리한 소파 테이블은 
라운지, 휴게공간, 협업공간 등 다양한 공간에 폭넓게 
활용할 수 있어 실용적입니다. 

*제품의 실제 색상과 다를 수 있습니다.   *측정 방법 및 부위에 따라 ±20mm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제품 불량이 아닙니다.

UAWW FKGU LLCC

라미네이트

MOW

포슬린

OGG

무늬목

BIARGA

페닉스

MYCN MYNN

유리

GC

대리석

CL336LM / GC

CL338RLM / GC

SOFA TABlES
 series

GBAWWBK FK

기타

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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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210 series

소파 테이블
CL210  1600 · 600 · 450
CL211  1200 · 600 · 450
CL214  600 · 600 · 450
색상   AGL / UM

SQUARE series

소파 테이블
CL832NL  1200 · 600 · 435 
색상   FIV 

티 테이블
CL830R  Ø600 · 590
색상   FIV

CL340 series

테이블
CL346  590 · 590 · 450
CL346R  Ø590 · 450
CL348R  Ø790 · 450
CL340  990 · 590· 450
CL346M  590 · 590 · 720
CL346RM  Ø590 · 720
CL348RM  Ø790 · 720
CL340M  990 · 590 · 720
색상    WWWW / CCWW / LLWW /  

   CCBK / LLBK / LDBK

사이드 테이블
CL345S  500 · 300 · 630
색상    WWWW / CCWW / LLWW /  

   CCBK / LLBK / LDBK

CAPPUCCINO series

일반형 테이블
CDR012  1200 · 600 · 720
CDR017  1700 · 800 · 720
색상   CCBG / FIVCC / FIVGY

덕트형 테이블
CDR017A    1700 · 800 · 720
CDR017AT  1700 · 800 · 720
색상   CCBG / FIVCC / FIVGY
※ A : 일반 덕트 (3 + 1구 멀티탭) 

AT : IT링크 덕트 (3 + 1구 멀티탭, LAN2구, USB4구, MEDIA)

MORINI series

4-6인용 테이블
CFR017  1700 · 850 · 740
색상   DGM / WP / TL

6-8인용 테이블
CFR021  2100 · 950 · 740
색상   DGM / WP / TL

BK FK MYNNWW MYWNTS MYCNXX GBA

기타 WWWW

WW

WW

BKW

llWW

LL

WW

BKW

CCWW

CC

WW

BKW

lDBK

LD

BK

BKW

Cl340  
색상 체계
상판
포스트
베이스

llBK

LL

BK

BKW

CCBK

CC

BK

BKW

라미네이트

*제품의 실제 색상과 다를 수 있습니다.   *측정 방법 및 부위에 따라 ±20mm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제품 불량이 아닙니다.*제품의 실제 색상과 다를 수 있습니다.   *측정 방법 및 부위에 따라 ±20mm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제품 불량이 아닙니다.

CL800 series

사각 테이블
CL806L  600 · 600 · 600
CL806  600 · 600 · 720
CL806H  600 · 600 · 1050
색상   WW

원형 테이블
CL807L  Ø700 · 600
CL807  Ø700 · 720
CL807H  Ø700 · 1050
색상   WW

원형 유리 상판 테이블
CL807GL  Ø700 · 600
CL807G  Ø700 · 720
CL807GH  Ø700 · 1050
색상   XX

액세서리
가죽 관리 키트
CA0001
색상   XX
구성    가죽 관리 용액 1EA  

   라텍스 장갑 1EA 
   극세사 타월 2EA

※ 천연/인조가죽으로 마감된 제품의 가죽 클리닝, 재생, 보호 기능을 한번에 제공  
(구매 시점부터 사용하여야 함)

CCAGL FIVUM LLGU UA WWDGM WP TL FIVCC FIVGYCCBGWWRD

인조가죽

A361 A464A A465A361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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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IGNER

mSDS Studio
CANADA

가구와 오브제의 경계를 넘나드는 하브스 테이블 
시리즈는 바라보는 각도에 따라 보이는 다양한 구도와 
혁신적인 아크릴스톤 소재의 사이드 테이블로 특색 있는 
공간을 연출할 수 있습니다. 

HALVES TABLE(MUT0100) series

사이드 테이블
MUT0103   Ø355 · 470
색상   LGY

LGY

기타

*제품의 실제 색상과 다를 수 있습니다.   *측정 방법 및 부위에 따라 ±20mm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제품 불량이 아닙니다.

01 시점에 따라 바뀌는 이색적인 디자인
시점에 따라 다양한 조형미가 드러나 보는 재미를 
제공하는 감각적인 스칸디나비안 디자인 테이블입니다.

02 현대적 소재
독특한 패턴을 나타내는 아크릴 석재 합성물은 오염에 
강하며, 라이트 그레이 컬러는 부드러운 느낌을 
연출합니다.

03 감각적인 오브제
가구와 작품 사이의 균형을 이루는 오브제로 간단한 
소품을 두어 더욱 풍성하게 연출할 수 있습니다.
소파 옆, 복도 등의 공간에서 소품 또는 식물과 함께 
연출해보세요.

HAlVES TABlE
 series

01

02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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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 테이블
MUT0204   Ø450 · 450
색상   ASH / DGY / DGN / DRD

AROUND TABLE(MUT0200) series

낮은 커피 테이블
MUT0207   Ø720 · 360
색상   OKW

DGY

스칸디나비안 감성의 디자인이 특징인 어라운드 테이블 
시리즈는 어느 공간에서도 잘 어울리는 맞춤형 커피 
테이블입니다. 

DESIGNER

Thomas Bentzen
DENmARK

ASH DRD

목재도장

*목재는 천연 소재로 제품마다 나무결과 색이 약간의 차이가 있으며 이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제품의 실제 색상과 다를 수 있습니다.   *측정 방법 및 부위에 따라 ±20mm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제품 불량이 아닙니다.

DGNOKW

01 유니크한 배치
공간 분위기나 용도에 따라 자유롭게 배치하여 유니크한 느낌을 자아내고 공간을 세련되게 연출할 수 있습니다.

02 디자인 디테일
상판 청소가 용이한 테두리 중간의 작은 틈새는 유지 관리를 돕는 실용적인 기능이자 디자인적 포인트가 됩니다.

03 CRAFTSmANSHIP IN EUROPE

유럽 현지 장인에 의해 손수 제작되어 높은 완성도로 변하지 않는 유럽의 오리지널리티를 그대로 느낄 수 있습니다.

01 02

03

AROUND TABlE
 se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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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ATING

BENCHES & STOOLS

CH180 328 CH130 330 CH120 332 FUNGUS 334 BARSTOOL 
PLUS

338

230

EXECUTIVE CHAIRS

232MARCUS CELIOS 236PRONARD 234 ZIEL-EX 238 VESTO 240

INVITO 252TEPUI 250 FX 254REPLY-EX 246LUMINAR 244 CHNA4300-EX 248

NUO 242

AROUND 284FLIGHT 280ITIS2 278 CLING 288 GAVOT 292

CHNA4300-W 274

TASK CHAIRS

ZIEL 256 CH6100 262 CHN6100-W 266REPLY 258 CHN4300 270

MULTI-USE CHAIRS

VIM 294 EGA(CH4400) 298 P3 308

PREGO 312 CH0017 318 SIGN 320OUTLINE 314 SODA 316UCHN0001 310

BUTTON 300 NOOI 306LOLLY 304

PLANC 324SPOON 322 SLIM 326

SQUARE 
STOOL

336

231



우리다운 공간을 
갖는다는 것 

공간 디자인에 정답은 없습니다.

훌륭하고 근사한 오피스 환경이 
모든 조직에게 모범 답안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공간을 사용하는 사람들과 
조직 저마다의 문화와 성향, 비전에 걸맞는 
각자의 공간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우리다움’을 고민하고 이를 반영한 공간을 통해 
사람들의 생각과 행동방식에 변화를 유도할 수 있습니다.



MARCUS
 series

발 받침대
CH3680 
색상   L096 / L385A

인체의 움직임을 따라 자연스럽게 움직이는 마르쿠스 
시리즈입니다. 인체공학적인 설계로 완성한 
싱크로나이즈드 틸팅 기능이 사용자의 바르고 편안한 
자세를 지원해 주고 허리를 건강하게 지켜줍니다.

MARCUS(CH3600) series 
중역 의자
CH3600 
색상   L096 / L385A
특징    조절형 헤드레스트 

   틸팅 강도 조절

중역 낮은등 의자
CH3601

색상   L096 / L385A
특징    중간 등받이 

   틸팅 강도 조절

01 높이˙전후 조절 럼버서포트
다양한 인체 사이즈에 맞추어 조절 가능하며 등판 내부에 적용된 허리 지지대가 편안함을 선사합니다.

02 싱크로나이즈드 틸팅
틸팅시 등판과 좌판이 다른 각도로 기울어져 인체의 움직임을 부드럽게 지지합니다.   *CH3600 모델 전용

03 헤드레스트 각도 조절 
헤드레스트의 각도를 조절할 수 있어 편안한 자세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CH3600 모델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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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특징

천연가죽

L385AL096

*제품의 실제 색상과 다를 수 있습니다.   *측정 방법 및 부위에 따라 ±20mm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제품 불량이 아닙니다.

0201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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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NARD
 series

프로나드 시리즈는 부드러운 천연가죽 마감과 정돈된 
봉제라인, 인체의 움직임에 따라 유연하게 움직이는 
싱크로나이즈드 틸트, 고급스러운 폴리쉬 마감 오발 등 
사용하시는 분은 물론 보시는 분에게도 잔잔한 감동을 
드리는 이 시대 정상의 중역의자입니다.

01

01 천연가죽 쿠션 등 ･ 좌판
고급 천연가죽으로 마감된 쿠션을 덧대어 한층 부드럽고 안락합니다.

02 싱크로나이즈드 틸팅 & 락킹
고급의자에 적용되는 틸팅과 단계별로 등좌판을 고정하는 멀티 락킹 기능으로 편안함이 유지됩니다.

천연가죽

L096 L385A

02

공통특징

PRONARD(CHN3300) series

중역 의자
CHN3300
색상   L096 / L385A
특징   틸팅 강도 조절

중역 낮은등 의자
CHN3301
색상   L096 / L385A
특징    틸팅 강도 조절 

   중간 등받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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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의 실제 색상과 다를 수 있습니다.   *측정 방법 및 부위에 따라 ±20mm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제품 불량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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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LIOS
 series

슬림 하면서도 고급스러움을 잃지 않는 셀리오스 
시리즈는 등판과 팔걸이를 이어주는 부드럽고 세련된 
곡선 라인의 디자인과 감각적인 컬러를 느낄 수 
있습니다. 권위적인 느낌에서 벗어나 라이트하고 
캐주얼한 현대적인 중역 공간에서 더욱 빛을 바라는 
중역 의자입니다. 

01

01 천연가죽 쿠션 등 · 좌판
고급 천연가죽으로 마감된 쿠션을 덧대어 한층 부드럽고 안락합니다.

02 싱크로나이즈드 틸팅 & 락킹
고급의자에 적용되는 틸팅과 단계별로 등좌판을 고정하는 멀티 락킹 기능으로 편안함이 유지됩니다.

03 헤드레스트 조절
두툼한 쿠션감의 헤드레스트는 벨크로 방식을 사용해, 원하는 높이에 맞게 손쉬운 조절이 가능합니다.

02

03

공통특징

CELIOS(CH5400) series

중역 의자
CH5400
색상   L735B / L741C / L742A
특징   틸팅 강도 조절
          높은 등받이 750 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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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역 낮은등 의자
CH5401
색상   L735B / L741C / L742A
특징    틸팅 강도 조절
          중간 등받이

750

44
5~

51
5

67
0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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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천연가죽(하프)_앞판 천연가죽, 뒷판 인조가죽

*제품의 실제 색상과 다를 수 있습니다.   *측정 방법 및 부위에 따라 ±20mm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제품 불량이 아닙니다.   

DESIGNER

Claudio Bellini
ITALY

L735B L741C L742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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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IEL-EX
 series

중역 의자
CH4700HE
색상   L096X
특징    조절형 헤드레스트  

   조절형 팔걸이 
   스프링 와이어 구조로 된 럼버서포트

ZIEL - EX(CH4700HE) series

중역 의자
CH4700HE
색상   L091 / L096 / L095A / A495 / A496
특징    조절형 헤드레스트  

   조절형 팔걸이  
   스프링 와이어 구조로 된 럼버서포트

01 싱크로나이즈드 & 멀티리미티드 틸팅
등판과 좌판 틸팅 각도 범위를 사용자 자세에 따라 5단계로 설정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02 멀티리미티드 틸팅
2.5회전으로 틸팅 강도가 조절되며 등판이 젖혀지는 각도(4단계)를 선택하여 사용 가능합니다.

03 다양한 소재
사용자의 취향과 공간에 맞게 천연가죽, 인조가죽, 메쉬 중 소재를 선택하여 편안한 착석감과  
색다른 느낌을 더할 수 있습니다. 

04 메모리폼 + 향균 바이오 고탄성 스펀지의 이중구조 좌판
메모리폼 고탄성 스펀지의 이중구조 좌판으로 오래 앉아있어도 편안한 착좌감을 제공합니다.

세계적인 디자인 회사와의 협업으로 모던하면서도 
진중한 느낌으로 완성된 지엘 시리즈는 메모리폼 소재의 
좌판과 가볍게 조절하는 틸팅 강도 조절을 통해 최상의 
착좌감을 제공합니다.

01 02

03 04

천연가죽

L095A L096L091

인조가죽

A495 A496

매쉬

L096X

공통특징

DESIGNER

ITO DESIGN
GERMANY L- : 천연가죽 색상, A- : 인조가죽 색상

11
50

~1
26

0

96
0

~1
0

20

670 595

11
50

~1
26

0

96
0

~1
0

20

670 595

*제품의 실제 색상과 다를 수 있습니다.   *측정 방법 및 부위에 따라 ±20mm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제품 불량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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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ESTO
 series

VESTO(CH5200) series

중역 의자
CH5200
색상   L091 / L095A / L096
특징    틸팅 강도 조절 

   폴리싱 사양

중역 낮은등 의자
CH5201
색상   L091 / L095A / L096
특징    틸팅 강도 조절 

   폴리싱 사양

01 고급 천연가죽의 버켓시트 디자인
시트의 양 옆이 돌출된 버켓 시트 형상의 디자인과 앉았을 때 몸이 직접 닿는 부분에 고급스러운 천연가죽을  
사용하여 부드러운 착좌감을 선사합니다.

02 무늬결 등판 커버
나무 무늬결 등판은 베스토만의 디자인 아이덴티티로 공간의 분위기를 고급스럽게 연출합니다.

03 싱크로나이즈드 & 멀티리미티드 틸팅
등판과 좌판 틸팅 각도 범위를 사용자 자세에 따라 5단계로 설정 가능합니다.

모던하고 세련된 디자인의 베스토 시리즈는 크롬과 
블랙의 두가지 프레임으로 사용자의 선택의 폭을 넓히고 
고급스러운 나무결 무늬의 등판 커버를 사용하여 서재, 
혹은 사무실에서의 고급 목재 가구들과 조화를 이룹니다. 
차분하면서도 세련된 디자인으로 당신의 품격은 높이고 
젊은 감각은 부각시켜드립니다. 

L091 L096BKL095A L096 L095BK

천연가죽(하프)_앞판 천연가죽, 뒷판 인조가죽

등좌판

팔걸이/베이스

중역 의자
CH5200
색상   L095BK / L096BK
특징    틸팅 강도 조절 

   블랙 도장 사양

중역 낮은등 의자
CH5201
색상   L095BK / L096BK
특징    틸팅 강도 조절 

   블랙 도장 사양

01 02

03

공통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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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의 실제 색상과 다를 수 있습니다.   *측정 방법 및 부위에 따라 ±20mm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제품 불량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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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용성을 중시하는 중역을 위한 의자 누오 시리즈 
입니다. 의자 본질에 충실한 슬림한 디자인으로 
사무용 의자의 기능성과 중역용 의자의 세련된 
이미지가 잘 어우러진 합리적인 의자입니다.

공통특징

중역 의자
CH5321
색상    A481C / A485L / A486 
특징    중간 등받이 

    오토리턴 중심봉

NUO(CH5300) series

중역 의자
CH5301
색상    A481C / A485L / A486 
특징    중간 등받이

인조가죽

*제품의 실제 색상과 다를 수 있습니다.   *측정 방법 및 부위에 따라 ±20mm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제품 불량이 아닙니다.

01 미니멀 디자인
불필요한 것을 걷어내고 본질에 충실한 디자인으로 사용자에게 편안함을 선사합니다.

02 틸팅 & 락킹
의자를 뒤로 젖힐 때 원하는 위치에서 고정이 가능합니다.

03 오토리턴 중심봉 의자
회전 뿐만 아니라 높이의 복원까지 구현한 최첨단 메커니즘으로 회의 중에는 체형에 맞는 높이로 
자유롭게 회전할 수 있으며, 일어서면 정상 위치와 높이로 복원됩니다.
*CH5321 모델 전용

04 등판 스티치
의자 등판에 섬세한 봉제 스티치를 넣어 고급스러움을 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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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UMINAR
 series

실용적인 중역의자 루미나 시리즈는 니 틸트 시스템과 
고탄성 E.V.A. 패드, 메탈릭 실버 색상의 장식물 등으로 
당신의 비즈니스 공간을 더욱 빛나게 합니다.

0201

01 등 ･ 좌판 일체형 디자인
등판과 좌판이 하나의 프레임으로 연결되어 심플한 디자인을 완성합니다.

02 니(Knee) 틸트 & 락킹
등좌판이 각기 움직여 등판을 뒤로 젖혀도 무릎이 들리지 않아 편안한 자세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A446

인조가죽

공통특징

LUMINAR(CHN3900) series

중역 의자
CHN3900
색상   A446
특징   틸팅 강도 조절

중역 낮은등 의자
CHN3901
색상   A446
특징    중간 등받이 

   틸팅 강도 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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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의 실제 색상과 다를 수 있습니다.   *측정 방법 및 부위에 따라 ±20mm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제품 불량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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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PLY-EX
 series

어떤 분이 앉으시더라도, 어떤 자세를 취하시더라도 
변함없이 편안합니다. 리플라이 시리즈는 퍼시스의 
축적된 노하우로 개발된 싱크로나이즈드 틸트와 
세계 최초의 다이나믹 피팅 백 시스템이 최고급 마감과 
어우러져 사용하시는 분께 특별한 경험과 만족을 
드릴 것입니다.

REPLY - EX(CHN4100HE) series

중역 의자
CHN4100HE
색상   L096 / A446
특징    조절형 헤드레스트  

   좌판 교체 가능 
   틸팅 강도 조절

L096

천연가죽

A446

인조가죽

01 다이나믹 피팅 백 시스템
사용자의 등 모양에 맞게 의자 등판의 곡률을 조절할 수 있어 한층 편안합니다.

02 싱크로나이즈드 & 멀티리미티드 틸팅
등판과 좌판 틸팅 각도 범위를 사용자 자세에 따라 5단계로 설정 가능합니다.

03 좌판 깊이˙기울기 조절
체형에 맞게 좌판의 위치와 기울기를 조절하여 바른 자세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04 팔걸이 조절
높이 및 전후 조절과 회전이 가능하여 체형에 맞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60
0

~7
30

11
15

~1
18

5

42
5~

49
5

675 600~655

01 02

03 04

공통특징

L- : 천연가죽 색상, A- : 인조가죽 색상

*제품의 실제 색상과 다를 수 있습니다.   *측정 방법 및 부위에 따라 ±20mm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제품 불량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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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NA4300-EX
 series

품격을 말하는 의자는 소재부터 달라야 합니다. 고급 
천연가죽과 폴리우레탄 메쉬, 폴리쉬드 알루미늄 재질이 
조화롭게 어우러져 시선을 사로잡는 CHNA4300-EX 
시리즈로 품격과 가치의 진정한 의미를 느낄 수 
있습니다. 

L096N

천연가죽

01 싱크로나이즈드 & 멀티리미티드 틸팅
등판과 좌판 틸팅 각도 범위를 사용자 자세에 따라 5단계로 설정 가능합니다.

02 럼버서포트
사용자 등의 곡률에 맞게 상하 및 전후 위치를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

03 팔걸이 조절
높이 및 전후 조절과 회전이 가능하여 체형에 맞게 사용 가능합니다.

04 좌판 깊이˙기울기 조절
체형에 맞게 좌판의 위치와 기울기를 조절하여 바른 자세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01 02

03

04

CHNA4300 - EX(CHNA4300HE) series

중역 의자
CHNA4300HE
색상   L096N
특징    조절형 헤드레스트  

   좌판 교체 가능 
   틸팅 강도 조절

95
0

~1
0

20

10
75

~1
27

0

42
0

~4
90

660 580

공통특징

*제품의 실제 색상과 다를 수 있습니다.   *측정 방법 및 부위에 따라 ±20mm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제품 불량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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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 가죽(콤비)

TEPUI
 series

테푸이 시리즈 암체어는 VIP 접객 공간을 위한 
프리미어 의자로 유러피안 디자인 감성과 최고급 
소재가 어우러져 안목 있는 고객에게 특별한 경험을 
선사합니다.

01 현대적인 심플함이 돋보이는 디자인
수직선과 수평선을 비례감있게 나눠 전체적인 형상은 심플하게 풀어내면서도 파이핑 테두리를 완성도 높게
마감하여 미니멀한 디자인을 감각적인 터치로 마무리합니다.

02 편안함을 더하는 디테일
전체적인 형상을 잡아주는 쉘에 등좌판 패딩, 팔걸이 볼륨을 더해 편안함을 선사합니다.

03 용도에 맞는 사양 선택
스위블 베이스, 4-Leg 하부 조합 선택으로 VIP 접객실, 회의실, 다이닝룸, 라운지 등 
각 공간에 최적화 된 사양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01 02

03

*제품의 실제 색상과 다를 수 있습니다.   *측정 방법 및 부위에 따라 ±20mm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제품 불량이 아닙니다.   

DESIGNER

Vincent Van Duysen
Belgium

테푸이 시리즈

CH5511  
색상   L666 / L730 / L733A / L735B / L742A
특징   팔걸이 사양

4-Leg(글라이드)

TEPUI(CH5500) series

CH5501  
색상   L666 / L730 / L733A / L735B / L742A
특징   팔걸이 사양

스위블 베이스
 610 610

78
0

610 610

78
0

*2021년 2분기 내 출시 예정

공통특징

L733AL666 L730 L735B L742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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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VITO
 series

중역 회의 의자
CH3801
색상   L096 / A442 / A446
특징   캐스터

61
0

~6
70

90
5~

96
5

40
0

~4
60

INVITO(CH3800) series

중역 회의 의자
CH3801F
색상   L096 / A442 / A446
특징   글라이드

L096

천연가죽

A446A442

인조가죽

세련된 디자인의 고품격 커뮤니케이션 의자 인비토 
시리즈로 무겁고 경직된 회의 또는 접객 환경 대신 
부드러운 커뮤니케이션 환경을 경험해 보실 수 있습
니다.

01 등판과 팔걸이 일체형 디자인
의자에 몸을 기대면 온 몸을 감싸듯이 받쳐주는 구조로 등판과 팔걸이 일체형 디자인이 깔끔한 외관과 함께 편안한 
착좌감을 선사합니다.

02 니(Knee) 틸트 & 락킹
등좌판이 각기 움직여 등판을 뒤로 젖혀도 무릎이 들리지 않아 편안합니다. 

01 02

710 630730 630

59
0

~6
50

91
0

~9
70

36
0

~4
20

공통특징

*제품의 실제 색상과 다를 수 있습니다.   *측정 방법 및 부위에 따라 ±20mm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제품 불량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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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491

인조가죽

에프엑스 시리즈의 심플하고 슬림한 스퀘어 디자인과 
절제된 장식, 최고급 우레탄 인조가죽 마감과 크롬도금 
마감 등은 고품격 회의공간과 최상의 조화를 이룹니다.

01 스퀘어 디자인
스퀘어 프레임의 베이스 의자로 심플한 분위기를 강조하고 깔끔하고 모던한 공간을 연출합니다.

02 직각코너와 암패드
고도의 기술력으로 완성된 직각코너와 볼트 없이 조립된 암패드가 세련된 감각을 살려줍니다.

02

FX(CH3400) series

중역 회의 의자
CH3411 
색상   A491 / A496
특징   인조가죽 등판

01

공통특징

580 595

65
5

90
0

42
5

*제품의 실제 색상과 다를 수 있습니다.   *측정 방법 및 부위에 따라 ±20mm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제품 불량이 아닙니다.

FX
 series

A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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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IEL
 series

간결한 프레임과 고급스러운 컬러감으로 디자인 감각을 
높이고 공간의 가치를 높여주는 지엘 시리즈 입니다. 
메모리폼 소재의 이중구조 좌판으로 오랜 시간 앉아 
있어도 유지되는 안락함을 마음껏 누려보세요.

01 싱크로나이즈드 틸팅
등판과 좌판이 각기 다른 각도로 기울어져 가장 편안한 
상태로 지지합니다.

02 좌판 깊이 조절
체형에 맞게 좌판의 깊이, 즉 위치 전후 조절이 가능 
합니다.

03 멀티리미티드 틸팅
2.5회전으로 틸팅 강도가 조절되며 등판이 젖혀지는  
각도(4단계)를 선택하여 사용 가능합니다.

04 스프링 와이어 구조의 럼버서포트
사용자 체형에 맞게 위치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05 조절형 암레스트 / 우레탄 성형 암패드
내구성을 보장하는 최고급 우레탄 성형 암패드를  
장착한 팔걸이로 높이와 전후, 좌우 조절이 가능합니다.

06 메모리폼 + 고탄성 스펀지의 이중구조 좌판 
메모리폼과 향균 바이오 고탄성 스펀지의 이중구조  
좌판으로 오래 앉아있어도 편안한 착좌감을 제공 
합니다.

07 높이˙각도 조절 헤드레스트
체형 및 자세 변화에 따라 적절한 높이와 각도로  
손쉽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 
*조절형 헤드레스트(H) 모델 전용

01 02

03 04

070605

공통특징

DESIGNER

ITO DESIGN
GERMANY

패딩

451 451A

메쉬

451AN 481N 484N

*제품의 실제 색상과 다를 수 있습니다.   *측정 방법 및 부위에 따라 ±20mm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제품 불량이 아닙니다.

ZIEL(CH4700) series

헤드레스트형 의자
CH4700AH 
색상   451 / 451A / 481N / 484N
특징   조절형 헤드레스트

ZIEL WHITE(CH4700W) series

헤드레스트형 의자
CH4700WAH 
색상   451 / 451A / 451AN
특징   조절형 헤드레스트

11
40

~1
25

0

95
0

~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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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0 595

11
50

~1
26

0

96
0

~1
0

20

670 5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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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PLY
 series

리플라이 시리즈는 어떤 분이 앉으시더라도, 어떤 
자세를 취하시더라도 변함없이 편안합니다. 퍼시스의 
축적된 노하우로 개발된 싱크로나이즈드 틸트와 
세계 최초의 다이나믹 피팅 백 시스템이 최고급 마감과 
어우러져 사용하시는 분께 특별한 경험과 만족을 
드릴 것입니다.

01 멀티리미티드 틸팅
사용자의 자세나 작업 조건에 따라 틸팅 각도의 범위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02 싱크로나이즈드 틸팅
사용자 움직임에 맞춰 등판과 좌판이 각기 다른 각도로 자연스럽게 반응합니다.

03 조절형 헤드레스트
회전 축이 하단에 있는 헤드레스트로 자세 변화에 따라 각도 조절이 자유롭습니다.    
*조절형 헤드레스트(H) 모델 전용

04 다이나믹 피팅 백 시스템
사용자의 등 모양에 맞게 의자 등판의 곡률을 조절할 수 있어 한층 편안합니다.

05 교체 가능한 등˙좌판 커버
탈부착식 등좌판 커버로 컬러를 바꾸고 싶을 때나  
오염 시 교체가 쉽습니다.

06 좌판 깊이˙기울기 조절
체형에 맞게 좌판의 위치와 기울기를 조절하여 바른  
자세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조절형 팔걸이(A) 모델 전용

07 조절형 팔걸이 / 우레탄 성형 암패드
부드러운 감촉과 내구성을 보장하는 최고급 우레탄  
성형 암패드를 장착한 팔걸이로 높이와 각도 조절이  
가능합니다.

01 02

03 04

05 06

07

공통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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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PLY(CH4100) series

헤드레스트형 의자
CH4100AH
색상   631 / 634 / 636
특징    조절형 좌판 

   조절형 헤드레스트 
   조절형 팔걸이

일반형 의자
CH4100A 
색상   631 / 634 / 636
특징    조절형 좌판 

   조절형 팔걸이

헤드레스트형 의자
CH4100H
색상   631 / 634 / 636
특징    조절형 헤드레스트 

   고정형 팔걸이

일반형 의자
CH4100
색상   631 / 634 / 636
특징    고정형 팔걸이

고정형 회의 의자
CH4111 
색상   631 / 634 / 636

631 634 636

천

580 5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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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의 실제 색상과 다를 수 있습니다.   *측정 방법 및 부위에 따라 ±20mm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제품 불량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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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조절형 럼버서포트 
사용자 체형에 맞추어 높이와 깊이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R 모델 제외

06 높이 / 전후 조절 헤드레스트
체형 및 자세 변화에 따라 적절한 높이와 각도로 손쉽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 
*조절형 헤드레스트(H) 모델 전용

07 조절형 팔걸이 & 우레탄 성형 암패드 
부드러운 감촉과 내구성을 보장하는 최고급 우레탄 성형 
암패드를 장착한 팔걸이로 높이와 각도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좌판에 오픈 프레임 구조와 메쉬 소재가 적용된 의자 
CH6100 시리즈는 오랜시간 앉아있어도 편안하고 
통기성이 좋아 쾌적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S라인의 
곡선형 등판은 요추를 효과적으로 지지하며 우수한 
디자인으로 공간을 더욱 돋보이게 해줍니다. 

01 싱크로나이즈드 틸팅 / 멀티리미티드 틸팅
등판과 좌판이 각기 다른 각도로 움직이는 기능으로 허리에 무리가 가지 않으면서도 자연스럽게 움직일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또한 틸팅 각도 범위를 5단계로 조절할 수 있어 체형과 용도에 상관없이 편안한 착석이 가능합니다.

02 메쉬 소재 좌판 
오픈 프레임 구조의 메쉬 소재 좌판으로 체압이 고르게 분산되어 오래 앉아도 쾌적합니다. 

03 좌판 깊이 조절
체형에 맞게 좌판의 전후 위치를 손쉽게 조절하여 바른 자세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04 좌판 커버 액세서리
계절에 따라 취향에 따라 좌판에 커버를 씌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별도구매

01 02

03

05

07

06

04

공통특징

CH6100
 se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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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6100 series

고급 헤드레스트형 의자
CHN6100AHP
색상   2D1B / 2D3B / 2D4B / 2D6B
특징    알루미늄 베이스 

   조절형 헤드레스트 
   럼버서포트 조절 가능

헤드레스트형 의자
CH6100AH
색상   2D1B / 2D3B / 2D4B / 2D6B
특징    조절형 헤드레스트 

   럼버서포트 조절 가능

일반형 의자
CH6100A
색상   2D1B / 2D3B / 2D4B / 2D6B
특징    럼버서포트 조절 가능

일반형 의자
CH6100RA
색상   2D1B / 2D3B / 2D4B / 2D6B

좌판 커버 액세서리
CH6109
색상   451L / 453A / 454B / 456
특징    좌판커버 액세서리

2D6B2D1B 2D4B2D3B

메쉬

456451L 454B453A

좌판 커버 액세서리

670 565~625
670 575~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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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의 실제 색상과 다를 수 있습니다.   *측정 방법 및 부위에 따라 ±20mm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제품 불량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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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N6100-W 시리즈는 깔끔한 화이트 컬러로 
공간을 화사하게 채워줍니다. 부드러운 극세사와 
탄탄한 나일론사로 직조된 메쉬 좌판으로 오래도록 
편안하면서도 쾌적한 업무환경을 만듭니다.

01 싱크로나이즈드 틸팅 / 멀티리미티드 틸팅
등판과 좌판이 각기 다른 각도로 움직이는 기능으로 허리에 무리가 가지 않으면서도 자연스럽게 움직일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또한 틸팅 각도 범위를 5단계로 조절할 수 있어 체형과 용도에 상관없이 편안한 착석이 가능합니다.

02 메쉬 소재 좌판 
오픈 프레임 구조의 메쉬 소재 좌판으로 체압이 고르게 분산되어 오래 앉아도 쾌적합니다.

03 좌판 깊이 조절
체형에 맞게 좌판의 전후 위치를 손쉽게 조절하여 바른 자세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04 조절형 헤드레스트
체형 및 자세 변화에 따라 적절한 높이와 각도로 손쉽게 조절 가능합니다. 
*조절형 헤드레스트(H) 모델 전용

01

05 조절형 럼버서포트 
사용자 체형에 맞추어 높이와 깊이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조절형 헤드레스트(H) 모델 전용

06 좌판 커버 액세서리
계절에 따라 취향에 따라 좌판에 커버를 씌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별도구매

07 조절형 우레탄 팔걸이
부드러운 감촉을 주는 최고급 우레탄 암패드를 
적용한 팔걸이로 높이와 각도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02

05 06

07

03 04

공통특징

CHN6100-W
 se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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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N6100-W series

헤드레스트형 의자
CHN6100WAH
색상   2D1B / 2D3B / 2D4B / 2D6B
특징    조절형 헤드레스트 

   조절형 팔걸이 
   럼버서포트 조절 가능

일반형 의자
CHN6100WA
색상   2D1B / 2D3B / 2D4B / 2D6B
특징    조절형 팔걸이 

   럼버서포트 조절 가능

일반형 의자
CHN6100WRA
색상   2D1B / 2D3B / 2D4B / 2D6B
특징    조절형 팔걸이

좌판 커버 액세서리
CH6109
색상   451L / 453A / 454B / 456
특징    좌판커버 액세서리

670 575~635

670 575~635

670 575~635

481N 451484N

매쉬

451AN 2D6B2D1B 2D4B2D3B 456451L 454B453A

좌판 커버 액세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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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트쉘로 활기있는 공간 연출 

화이트톤 의자는 공간을 활기 있게 만들며 인테리어 포인트로도 활용�
가능합니다. 또한 오염에 민감하신 분들을 위해 알루미늄 다리에 �
화이트 도장으로 마감하여 오피스에서의 오염도를 최소화하였습니다. �
*블랙 베이스는 플라스틱 입니다.

*제품의 실제 색상과 다를 수 있습니다.   *측정 방법 및 부위에 따라 ±20mm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제품 불량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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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N4300
 series

01 싱크로나이즈드 틸팅 / 멀티리미티드 틸팅
등판과 좌판이 각기 다른 각도로 움직이는 기능으로 허리에 무리가 가지 않으면서도 자연스럽게 움직일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또한 틸팅 각도 범위를 5단계로 조절할 수 있어 체형과 용도에 상관없이 편안한 착석이 가능합니다.

02 조절형 럼버서포트
사용자 체형에 맞추어 위치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03 메쉬 등판
신축성과 통기성이 탁월한 메쉬 소재 등판으로 장시간 착석 시에도 쾌적합니다.

04 조절형 헤드레스트
체형 및 자세 변화에 따라 적절한 높이와 각도로 손쉽게 조절 가능합니다. 
*조절형 헤드레스트(H) 모델 전용

CHN4300 시리즈는 움직임에 따라 섬세하게 반응
하지만, 놀라울 만큼 조작이 간편한 의자입니다. 다양한 
기능의 하이퍼포먼스를 통해 많은 이들의 선택을 받은 
대한민국 대표의자입니다.

01

05 교체 가능한 좌판
탈부착식 좌판 커버로 컬러를 바꾸거나 오염 시  
교체하기 쉽습니다.

06 좌판 기울기 조절
앞으로 숙여 작업할 시 대퇴부의 압력을 낮추기 위해  
좌판의 기울기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07 좌판 깊이 조절
체형에 맞춰 좌판의 깊이, 즉 위치를 앞뒤로 손쉽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

02

03

05 06

07

04

공통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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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 의자
CHN4301C 
색상    371 / 376 / 453 / 454 / 457 / A446
특징    제너럴 틸팅/락킹

회의 의자
CHN4301 
색상    371 / 376 / 453 / 454 / 457 / A446

반고정형 회의 의자
CHN4311A 
색상    371 / 376 / 453 / 454 / 457 / A446

고정형 회의 의자
CHN4311 
색상    371 / 376 / 453 / 454 / 457 / A446

액세서리
좌판 커버 액세서리
CH4309
색상    371 / 376 / 453 / 454 / 457 
※좌판 커버 액세서리
※1개 1포장

고정형 발통
CH4309G _베이스 번즈
색상   BK
※5개 1포장

의자 옷걸이
CH4309C _옷걸이(헤드레스트 無)
CH4309CH _옷걸이(헤드레스트 有)
색상   BK
※1개 1포장

CHN4300 series

고급 헤드레스트형 의자
CHNA4300AHP
색상   371 / 376 / 453 / 454 / 457
특징    알루미늄 베이스 

   조절형 좌판 
   조절형 헤드레스트 
   조절형 팔걸이 
   폴리우레탄 암패드

헤드레스트형 의자
CHN4300AH
색상    371 / 376 / 453 / 454 / 457 / A446
특징    조절형 좌판 

   조절형 헤드레스트 
   조절형 팔걸이 
   폴리우레탄 암패드

일반형 의자
CHN4300A
색상    371 / 376 / 453 / 454 / 457 / A446
특징    조절형 좌판 

   조절형 팔걸이 
   폴리우레탄 암패드

헤드레스트형 의자
CHN4300RAH 
색상    371 / 376 / 453 / 454 / 457 / A446
특징    조절형 좌판 

   조절형 헤드레스트 
   조절형 팔걸이 
   폴리우레탄 암패드 
   럼버서포트 없음

일반형 의자
CHN4300RA
색상    371 / 376 / 453 / 454 / 457/ A446
특징    조절형 좌판 

   조절형 팔걸이 
   폴리우레탄 암패드 
   럼버서포트 없음

헤드레스트형 의자
CHN4300H
색상    371 / 376 / 453 / 454 / 457 / A446
특징    조절형 헤드레스트 

   고정형 팔걸이  
   럼버서포트 없음

일반형 의자
CHN4300
색상    371 / 376 / 453 / 454 / 457 / A446
특징    고정형 팔걸이
           럼버서포트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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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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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의 실제 색상과 다를 수 있습니다.   *측정 방법 및 부위에 따라 ±20mm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제품 불량이 아닙니다.*제품의 실제 색상과 다를 수 있습니다.   *측정 방법 및 부위에 따라 ±20mm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제품 불량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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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려한 컬러감으로 공간을 채우는 CHNA4300-W 
시리즈는 사용자의 척추에 맞는 슬림한 S라인으로 
디자인되어 최적의 편안한 착좌감을 제공하고 다양한 
틸팅 기능으로 자연스럽고 편안한 자세를 유지해줍니다.

01 싱크로나이즈드 틸팅 / 멀티리미티드 틸팅
등판과 좌판이 각기 다른 각도로 움직이는 기능으로 허리에 무리가 가지 않으면서도 자연스럽게 움직일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또한 틸팅 각도 범위를 5단계로 조절할 수 있어 체형과 용도에 상관없이 편안한 착석이 가능합니다.

02 럼버 서포트
체형에 알맞게 상하전후로 조절 가능하여 편안하게 요추를 지지합니다.

03 조절형 헤드레스트
체형 및 자세 변화에 따라 적절한 높이와 각도로 손쉽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 
*조절형 헤드레스트(H) 모델 전용

01 02

04 조절형 팔걸이 / 우레탄 성형 암패드
부드러운 감촉과 내구성을 보장하는 최고급 우레탄  
성형 암패드를 장착한 팔걸이로 높이와 각도 조절이  
가능합니다.

05 메쉬 등판
신축성과 통기성이 탁월한 메쉬 소재 등판으로 장시간  
착석 시에도 쾌적합니다.

06 메모리폼 고탄성 스펀지 좌판
하중과 자세에 자연스럽게 변하는 메모리폼과 고탄성  
스펀지의 이중구조로 오래 앉아있어도 편안한 착좌감을  
제공합니다.

03

04

05 06

공통특징

CHNA4300-W
 series

275SEATING274 CHNA4300-W 시리즈



371 454 833A 837C452 457 834C 838A 839

천

화이트쉘로 활기있는 공간 연출 

화이트톤 의자는 공간을 활기 있게 만들며 인테리어 포인트로도 �
활용가능합니다. 또한 오염에 민감하신 분들을 위해 알루미늄 다리에 �
화이트 도장으로 마감하여 오피스에서의 오염도를 최소화하였습니다.
*블랙 베이스는 플라스틱 입니다.

*제품의 실제 색상과 다를 수 있습니다.   *측정 방법 및 부위에 따라 ±20mm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제품 불량이 아닙니다.

CHNA4300-W series

헤드레스트형 의자
CHNA4300WAH
색상    371 / 452 / 454 / 457 /  

   833A / 834C / 837C / 838A / 839 
특징    럼버서포트 높이 조절 

   조절형 헤드레스트

일반형 의자
CHNA4300WA
색상    371 / 452 / 454 / 457 /  

   833A / 834C / 837C / 838A / 839  
특징    럼버서포트 높이 조절

헤드레스트형 의자
CHNA4300WRAH
색상    371 / 452 / 454 / 457 /  

   833A / 834C / 837C / 838A / 839 
특징    조절형 헤드레스트

일반형 의자
CHNA4300WRA
색상    371 / 452 / 454 / 457 /  

   833A / 834C / 837C / 838A / 839 

회의 의자
CHNA4301WC
색상    371 / 452 / 454 / 457 /  

   833A / 834C / 837C / 838A / 839 
특징     제너럴 틸팅/락킹

회의 의자
CHNA4301W
색상    371 / 452 / 454 / 457 /  

   833A / 834C / 837C / 838A / 839 

액세서리
좌판 커버 액세서리
CH4309
색상    371 / 452 / 454 / 457 /  

   833A / 834C / 837C / 838A / 839 
※1개 1포장

의자 옷걸이
CH4309WC _옷걸이(헤드레스트 無)
CH4309WCH _옷걸이(헤드레스트 有)
색상   WW 
※1개 1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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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IS2
 series

반고정형 회의 의자
CH2811 
색상   651 / 651A / 657

ITIS2(CH2800) series

헤드레스트형 의자
CH2800AH
색상   651 / 651A / 657
특징    조절형 헤드레스트

일반형 의자
CH2800A
색상   651 / 651A / 657

ITIS2 시리즈는 인체 굴곡을 빈틈없이 받쳐주고 
감싸주는 디자인으로 편안합니다. 도톰한 패딩을 
입체적으로 재단하고 구성하여 오래도록 앉아 있어도 
항상 최적의 착좌감을 선사합니다.

651 651A 657

천

01 02

03 04

01 싱크로나이즈드 틸팅
등판과 좌판이 각기 다른 각도로 기울어져 가장 편안한 상태를 지지합니다.

02 멀티 락킹
등판 기울기를 원하는 틸팅 각도에 고정하여 사용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03 메쉬 등판
신축성과 통기성이 탁월한 메쉬 소재 등판으로 장시간 착석 시에도 쾌적합니다.

04 조절형 헤드레스트
체형 및 자세에 맞춰 적절한 높이와 각도로 손쉽게 조절 가능합니다.  
*CH2800A에 추후 부착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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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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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의 실제 색상과 다를 수 있습니다.   *측정 방법 및 부위에 따라 ±20mm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제품 불량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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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IGHT
 series

StrongLight

체중 감응형 틸트로 자신에게 꼭 맞는 틸팅감을 
제공하는 플라이트 시리즈는 다양한 목적과 공간에 
활용이 가능하고 사용자의 편의성을 높인 의자입니다. 
직관적 기능과 유연한 프레임 구조로 바른자세를 
지원하고 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0403

공통특징

07

01 02

0605

01 체중 감응형 틸팅 매커니즘
WAT(Weight Activated Tilt 체중감응형 틸트)는 사용자의 체중을 감지하여 별도의 조작 없이도  
등판 젖히는 강도를 적절하게 조절해줍니다. 

02 싱크로나이즈드 틸팅
등판과 좌판이 각기 다른 각도로 기울어져 가장 편안한 상태를 지지합니다.

03 직관적인 레버
그립감과 사용감이 개선된 레버가 좌판 바로 하단부에 위치하여 사용성과 가시성을 높였습니다.

04 럼버서포트
메쉬 등판에는 높이조절이 가능한 럼버서포트가 적용되어 요추를 정확하고 편안하게 지지합니다.

05 인간공학적 등판 패턴
몸에 자연스럽게 밀착되고 사용자의 자세와 움직임에  
따라 유연하게 반응하는 스트림라인으로 쾌적하고  
움직임이 자유로워 편안함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06 Airy 등판
등판에 절개된 라인을 통해 자연스럽게 바람이 통과 
하여 장시간 앉아도 쾌적합니다.

07 Seat Stream Line 
좌판 내부의 스트림 라인은 좌판에 가해지는 하중을  
분산시켜주어 장시간 착석시에도 편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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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3 454371 376

CH4800X, CH4800_천

833A 838A 839L837B834C831

CH4800WX, CH4800W_천

플렉서블 등판 의자
CH4800WX
색상   831 / 833A / 834C / 837B  / 838A / 839L
특징    플렉서블 등판

메쉬 등판 의자
CH4800W
색상   831 / 833A / 834C / 837B  / 838A / 839L
특징    메쉬 등판 

   럼버서포트 
   등판색상 : 751B

FLIGHT(CH4800) series

플렉서블 등판 의자
CH4800X
색상    371 / 376 / 453 / 454
특징    플렉서블 등판

메쉬 등판 의자
CH4800
색상    371 / 376 / 453 / 454
특징    메쉬 등판 

   럼버서포트 
   등판색상 : 75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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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의 실제 색상과 다를 수 있습니다.   *측정 방법 및 부위에 따라 ±20mm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제품 불량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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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OUND
 series

심플하고 부드러운 S라인 프레임 구조와 럼버서포트가 
사용자의 척추를 편안하게 받쳐주는 어라운드  
시리즈입니다. 체형과 자세에 맞춰 조절 가능한 기능과  
여러 색상을 조합한 다양한 구성으로 필요에 맞게  
제품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05 조절형 럼버서포트 
편안하게 요추를 지지하고 체형에 알맞게 위아래 조절  
가능합니다. 
*회의용 제외

06 좌판 깊이 조절
사용자 체형에 맞추어 좌판의 깊이를 조절할 수 있습 
니다.  
*조절형 좌판(A) 모델 전용

07 조절형 팔걸이
높이와 좌우 각도, 전후 조절이 가능한 암레스트를  
체형에 맞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조절형 팔걸이(A) 모델 전용 

08 조절형 헤드레스트형
체형 및 자세에 맞춰 적절한 높이를 손쉽게 조절 가능 
합니다. 
*조절형 헤드레스트(H) 모델 전용

01 싱크로나이즈드 틸팅
등판과 좌판이 각기 다른 각도로 기울어져 가장 편안한 상태를 지지합니다.

02 멀티리미티드 틸팅
편리한 다이얼 타입으로 틸팅 4단계 각도 조절과 3.5회전 틸팅 강도 조절이 가능합니다.   *일반형 전용

03 멀티락킹 3단계 
등판의 기울기를 총 3단계로 고정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보급형 전용

04 메쉬등판
신축성과 통기성이 탁월하여 장시간 착석 시에도 쾌적한 메쉬 소재 등판입니다.

공통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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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OUND(CH6200) series _일반형
헤드레스트형 의자
CH6200AH
색상   2H3B / 2H7LB / 2H4B / 2H6B
특징    멀티리미티드 틸팅 

   메쉬 등판 
   조절형 헤드레스트 
   블랙 프레임

일반형 의자
CH6200A
색상   2H3B / 2H7LB / 2H4B / 2H6B
특징    멀티리미티드 틸팅 

   메쉬 등판 
   블랙 프레임

헤드레스트형 의자
CHN6200WAH
색상   2H8W / 2H7LW / 2H4LW / 2H1W
특징    멀티리미티드 틸팅 

   메쉬 등판 
   조절형 헤드레스트 
   화이트 프레임

일반형 의자
CHN6200WA
색상   2H8W / 2H7LW / 2H4LW / 2H1W
특징    멀티리미티드 틸팅 

   메쉬 등판 
   화이트 프레임

2H3B 2H4B 2H7LB2H6B

블랙 프레임 사양 (등판메쉬 2K1A)

2H1W 2H8W2H7LW2H4LW

화이트 프레임 사양 (등판메쉬 2K1)

헤드레스트형 의자
CH6200CH
색상   2H3B / 2H7LB / 2H4B / 2H6B
특징    멀티락킹 

   메쉬 등판 
   조절형 헤드레스트 
   고정형 팔걸이 
   블랙 프레임

일반형 의자
CH6200C
색상   2H3B / 2H7LB / 2H4B / 2H6B
특징    멀티락킹 

   메쉬 등판 
   고정형 팔걸이 
   블랙 프레임

헤드레스트형 의자
CHN6200CWH
색상   2H8W / 2H7LW / 2H4LW / 2H1W
특징    멀티락킹 

   메쉬 등판 
   조절형 헤드레스트 
   고정형 팔걸이 
   화이트 프레임

일반형 의자
CHN6200CW
색상   2H8W / 2H7LW / 2H4LW / 2H1W
특징    멀티락킹 

   메쉬 등판 
   고정형 팔걸이 
   화이트 프레임

AROUND(CH6200) series _회의용 
회의 의자
CH6201 
색상   2H3B / 2H7LB / 2H4B / 2H6B
특징    메쉬 등판 

   좌판 높이 조절 가능 
   블랙 프레임

프레임 이동형 회의 의자
CH6211 
색상   2H3B / 2H7LB / 2H4B / 2H6B
특징    메쉬 등판 

   4-Leg(캐스터) 
   블랙 프레임

회의 의자
CHN6201W 
색상   2H8W / 2H7LW / 2H4LW / 2H1W
특징    메쉬 등판 

   좌판 높이 조절 가능 
   화이트 프레임

프레임 이동형 회의 의자
CH6211W 
색상   2H8W / 2H7LW / 2H4LW / 2H1W
특징    메쉬 등판 

   4-Leg(캐스터) 
   화이트 프레임

AROUND(CH6200) series _보급형
헤드레스트형 의자
CH6200CAH
색상   2H3B / 2H7LB / 2H4B / 2H6B
특징    멀티락킹 

   메쉬 등판 
   조절형 헤드레스트 
   블랙 프레임

일반형 의자
CH6200CA
색상   2H3B / 2H7LB / 2H4B / 2H6B
특징    멀티락킹 

   메쉬 등판 
   블랙 프레임

헤드레스트형 의자
CHN6200CWAH
색상   2H8W / 2H7LW / 2H4LW / 2H1W
특징    멀티락킹 

   메쉬 등판 
   조절형 헤드레스트 
   화이트 프레임

일반형 의자
CHN6200CWA
색상   2H8W / 2H7LW / 2H4LW / 2H1W
특징    멀티락킹 

   메쉬 등판 
   화이트 프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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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의 실제 색상과 다를 수 있습니다.   *측정 방법 및 부위에 따라 ±20mm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제품 불량이 아닙니다.*제품의 실제 색상과 다를 수 있습니다.   *측정 방법 및 부위에 따라 ±20mm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제품 불량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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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ING
 series

이중 레이어 구조의 더블라셀 메쉬를 적용한 클링 
시리즈는 메쉬의 섬유조직 밀도를 부분적으로 다르게 
적용한 그라데이션 효과를 주어 밀도의 변화에 따라 
허리 부분은 강하게 지지해주고 등판은 부드럽게 받쳐 
주어 몸에 꼭 맞는 편안함을 제공합니다.

01 싱크로나이즈드 틸팅
등판과 좌판이 각기 다른 각도로 기울어져 가장 편안한 상태를 지지합니다.

02 더블라셀의 그라데이션 메쉬
인체 특성에 맞춰 등판의 섬유조직 밀도를 부분적으로 다르게 적용한 그라데이션 메쉬 기술이 돋보입니다.

03 럼버 서포트
탈부착 가능한 럼버서프트 적용으로 요추를 정확하고 편안하게 지지합니다.

04 조절형 팔걸이
높이와 좌우조절이 가능한 팔걸이를 사용하여 체형에 맞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05 멀티리미티드 틸팅(4단계)
편리한 다이얼 타입으로 틸팅 4단계 각도 조절과 3.5회전으로 틸팅 강도 조절이 가능합니다.

06 좌판 깊이 조절
사용자 체형에 맞추어 좌판의 깊이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07 교체 가능한 좌판 커버
탈부착식 좌판 커버로 오염 시 교체나 세탁이 가능 
합니다.

08 클라우드 스폰지
라텍스와 유사한 경도의 쿠션감으로 오래 앉아 있어도  
편안한 착좌감을 제공합니다.

01 02

06

08

05

07

03 04

공통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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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ING(CH4900C) series _보급형
헤드레스트형 의자
CH4900CH�
CH4900CRH (럼버 X)
색상   831 / 834 / 836 / 837B / 838A
특징    멀티 락킹(4단계) 

   헤드레스트 
   고정형 좌판 
   고정형 팔걸이

일반형 의자
CH4900C�
CH4900CR (럼버 X)
색상   831 / 834 / 836 / 837B / 838A
특징    멀티 락킹(4단계) 

   고정형 좌판 
   고정형 팔걸이

프레임 이동형 회의 의자
CH4901 _회의용
색상   831 / 834 / 836 / 837B / 838A
특징    4-Leg(캐스터)

CLING(CH4900) series _일반형
헤드레스트형 의자
CH4900AH�
색상   831 / 834 / 836 / 837B / 838A
특징    멀티리미티드 틸팅 

   헤드레스트 
   조절형 좌판 
   조절형 팔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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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의 실제 색상과 다를 수 있습니다.   *측정 방법 및 부위에 따라 ±20mm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제품 불량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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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보트 시리즈는 동글동글 곡선형 디자인에 
꼭 필요한 기능만을 담은 컴팩트형 의자입니다. 
미니멀한 디자인과 컴팩트한 사이즈, 경쾌한 색상의 
의자로 효율적이면서도 감각적인 공간을  연출합니다.

01 곡선형 디자인
미니멀하고 컴팩트한 둥근 곡선형 디자인으로  
부드러우면서도 감각적인 분위기를 연출합니다. 

02 등판 틸팅 기능
등판에 연결된 포스트의 탄성으로 자체 틸팅 기능을  
선보입니다.

03 가스식 의자 높이 조절
사용자의 체형과 책상 높이에 맞춰 의자 높낮이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GAVOT(CHN0800G) series

일반형 의자
CHN0801G
색상   A441A / A442M / A447A / A443A
특징    팔걸이 有

일반형 의자
CHN0802G
색상    A441A / A442M / A447A / A443A
특징    팔걸이 無

캐시어 의자
CHN0851G
색상    A441A / A442M / A447A / A443A
특징    캐스터 

   팔걸이 有

고정형 캐시어 의자
CHN0851GF
색상    A441A / A442M / A447A / A443A
특징    글라이드 

   팔걸이 有

캐시어 의자
CHN0852G
색상    A441A / A442M / A447A / A443A
특징    캐스터 

   팔걸이 無

고정형 캐시어 의자
CHN0852GF
색상    A441A / A442M / A447A / A443A
특징    글라이드 

   팔걸이 無

A447A A443AA442M A441A

인조가죽

01 02

03

공통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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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의 실제 색상과 다를 수 있습니다.   *측정 방법 및 부위에 따라 ±20mm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제품 불량이 아닙니다.

GAVOT 
 se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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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딩 메커니즘과 캐스터로 보관과 이동이 쉬워 사용성과 
공간 효율성을 높인 VIM시리즈는 고급스러운 소재와 
개선된 기능까지 추가되어 한층 업그레이드 된 커뮤니 
케이션 공간을 연출합니다.

01 틸팅(Tilting)
몸을 뒤로 젖힐 때 의자 등판이 함께 기울어져 편안한 자세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02 수평 적층
좌판 폴딩과 크로스 다리 구조로 수평 적층이 가능 합니다. 

03 메쉬 등판
신축성과 통기성이 좋아 이용 시 더욱 편안합니다.

04 나일론 캐스터
내구성이 좋은 나일론 캐스터로 소음 및 진동이 
적습니다. 

05 싯브레이크 캐스터
평상시 자유롭게 이동 가능하나 의자에 앉으면 
하중으로 인해 바퀴가 쉽게 구르지 않습니다. 
싯브레이크 캐스터는 매끄러운 바닥에서 사용하기 
편리합니다.
*싯브레이크 캐스터(K) 전용
화이트 시리즈의 경우 캐스터 색상 SG 원톤 컬러로 일반캐스터 
사양과 색상 차이 있음

01 02

공통특징

04 05

03

VIM
 series

Seat BrakeCa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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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1F 453F376F 454F 457F N206N201 N204

CH0015_등판 메쉬/좌판 천

371F 834CF452F 837CF 838AF 839F

CH0015W_등판 메쉬/좌판 천

*제품의 실제 색상과 다를 수 있습니다.   *측정 방법 및 부위에 따라 ±20mm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제품 불량이 아닙니다.

바퀴형 의자 _화이트
CH0015W
색상   �371F / 452F / 834CF / 837CF / 838AF / 839F 

(등판 1F1메쉬 + 좌판 천)
특징   �나일론 캐스터

바퀴형 의자 _화이트
CH0015WAF
색상   �371F / 452F / 834CF / 837CF / 838AF / 839F 

(등판 1F1메쉬 + 좌판 천)
특징   �나일론 캐스터

팔걸이 부착형

바퀴형 의자 _화이트
CH0015WK
색상   �371F / 452F / 834CF / 837CF / 838AF / 839F 

(등판 1F1메쉬 + 좌판 천)
특징   �싯브레이크 캐스터

바퀴형 의자 _화이트
CH0015WAFK
색상   �371F / 452F / 834CF / 837CF / 838AF / 839F 

(등판 1F1메쉬 + 좌판 천)
특징   �싯브레이크 캐스터

팔걸이 부착형

VIM(CH0015) series

바퀴형 의자 _블랙
CH0015
색상   �371F / 376F / 453F / 457F / 454F 

(등판 1F1A메쉬 + 좌판 천)
N201 / N204 / N206 
(등판 메쉬 + 좌판 646천)

특징   �나일론 캐스터

바퀴형 의자 _블랙
CH0015AF
색상   �371F / 376F / 453F / 457F / 454F 

(등판 1F1A메쉬 + 좌판 천)
N201 / N204 / N206 
(등판 메쉬 + 좌판 646천)

특징   �나일론 캐스터
팔걸이 부착형

바퀴형 의자 _블랙
CH0015K
색상   �371F / 376F / 453F /457F / 454F 

(등판 1F1A메쉬 + 좌판 천)
N201 / N204 / N206 
(등판 메쉬 + 좌판 646천)

특징   �싯브레이크 캐스터

바퀴형 의자 _블랙
CH0015AFK
색상   �371F / 376F / 453F /457F / 454F 

(등판 1F1A메쉬 + 좌판 천)
N201 / N204 / N206 
(등판 메쉬 + 좌판 646천)

특징   �싯브레이크 캐스터
팔걸이 부착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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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가 시리즈는 세계적인 디자이너의 진보된 감각으로 
완성한 멀티유즈 체어입니다. 최상의 편안함을 제공
하는 클리마플렉스(Climaflex) 기능, 세련된 U라인의 
뒷모습, 다채롭고 감각적인 컬러 등 EGA(CH4400)
만의 특별한 기능과 감성이 당신의 업무공간을 변화
시킵니다.

DESIGNER

Claudio Bellini
ITALY

공통특징

기본형 의자
CH4411F 
색상   761 / 761A / 764 / 766 / 767 / 768
특징   �팔걸이 사양�

   4-Leg(글라이드)�
   높이 · 좌판 깊이 조절 불가

기본형 의자
CH4412F 
색상   761 / 761A / 764 / 766 / 767 / 768
특징   �4-Leg(글라이드)�

   높이 · 좌판 깊이 조절 불가

*제품의 실제 색상과 다를 수 있습니다.   *측정 방법 및 부위에 따라 ±20mm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제품 불량이 아닙니다.

천

761 761A 764 766 767 768

660 560

63
0

80
5

40
5

565 555

80
5

40
5

03 a

01 클리마플렉스(Climaflex) 등판
U라인의 플라스틱 쉘과 탄성천의 조화로 의자와 �
사람이 하나가 되는 최상의 편안함을 선사하며 �
소재의 통기성이 좋아 쾌적한 환경을 구현합니다. 

02 감각적인 U라인
디자인 등록을 통해 창의성을 인정받은 U라인의�
뒷모습은 심미적 아름다움을 선사합니다.

03 다양한 프레임 디자인
4-Leg(글라이드), 4-Leg(캐스터) 등 다양한�
프레임 디자인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a. 4-Leg(글라이드)   b. 4-Leg(캐스터) 

01 02

03 b

EGA(CH4400) series

바퀴형 의자
CH4411M 
색상   761 / 761A / 764 / 766 / 767 / 768
특징   �팔걸이 사양�

   4-Leg(캐스터)�
   높이 · 좌판 깊이 조절 불가

바퀴형 의자
CH4412M 
색상   761 / 761A / 764 / 766 / 767 / 768
특징   �4-Leg(캐스터)�

   높이 · 좌판 깊이 조절 불가

660 570

63
0

80
5

40
5

580 570

80
5

40
5

EGA
 se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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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튼 시리즈는 경쾌한 컬러와 슬림한 라인이 자연스럽게 
조화되어 공간에 새로운 활기를 채우고 의자 등받이가 
두께감 있는 패브릭 소재로 구성되어 사용자에게 남다른 
안락함을 선사합니다.

04 우아한 멋을 살린 쉘
세계적인 디자이너 클라우디오 벨리니의 유러피안 �
감성을 바탕으로 심플한 라인의 일체형 디자인과 �
곡선형 등판이 편안한 착좌감을 제공합니다.

05 세련되고 다양한 디자인
다양한 프레임 디자인과 다리 형태, 등좌판 패딩 옵션�
으로 어떠한 공간과 상황에도 조화롭게 활용할 수 �
있습니다.

01 수직적층
적층 기능으로 공간 효율을 높이면서 하부 커버 부착으로 좌판면 훼손을 방지합니다.
*최대 3-4개까지 가능

02 탈착이 가능한 패딩형 등판
등판 쿠션은 패브릭이 오염되었거나 스타일링의 변화를 원할 때 손쉽게 교체가 가능하도록 설계해 새 것처럼 �
오래 사용할 수 있습니다.

03 자유로운 색상 선택
공간의 목적과 분위기에 맞게 등좌판 색상뿐 아니라 쉘, 다리 색상까지 폭넓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01 02

03

04

05

DESIGNER

Claudio Bellini
ITALY

공통특징

BUTTON
 se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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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의 실제 색상과 다를 수 있습니다.   *측정 방법 및 부위에 따라 ±20mm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제품 불량이 아닙니다.*제품의 실제 색상과 다를 수 있습니다.   *측정 방법 및 부위에 따라 ±20mm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제품 불량이 아닙니다.

BUTTON(CHN0020) series _화이트 쉘
기본형 의자 _화이트
CHN0020 _등좌판 플라스틱  640 · 515 · 755 (좌고 415)�
CHN0020C _등판 플라스틱/좌판 천  640 · 525 · 755 (좌고 425)
CHN0020D _등좌판 천  640 · 535 · 780 (좌고 425)
색상   �CR371 / CR834C / CR838A / CR641 / CR644B / 

CR647L / CRWH / WW371 / WW834C / WW838A / 
WW641 / WW644B / WW647L / WWWH

특징   �적층 가능�
   4-Leg(글라이드)

바퀴형 의자 _화이트
CHN0020M _등좌판 플라스틱  640 · 515 · 755 (좌고 415)�
CHN0020MC _등판 플라스틱/좌판 천  640 · 525 · 755 (좌고 425)
CHN0020MD _등좌판 천  640 · 535 · 780 (좌고 425)
색상   �CR371 / CR834C / CR838A / CR641 / CR644B / �

   CR647L / CRWH / WW371 / WW834C / WW838A /�
   WW641 / WW644B / WW647L / WWWH

특징   �적층 가능�
   4-Leg(캐스터)

BUTTON(CH0020) series _블랙 쉘
기본형 의자 _블랙
CH0020BK _등좌판 플라스틱  640 · 515 · 755 (좌고 415)
CH0020BKC _등판 플라스틱/좌판 천  640 · 525 · 755 (좌고 425)
CH0020BKD _등좌판 천  640 · 535 · 780 (좌고 425)
색상   CR371 / CR452 / CRBK / BK371 / BK452 / BKBK
특징   �적층 가능�

   �4-Leg(글라이드)

바퀴형 의자 _블랙
CH0020BKM _등좌판 플라스틱  640 · 515 · 755 (좌고 415)
CH0020BKMC _등판 플라스틱/좌판 천  640 · 525 · 755 (좌고 425)
CH0020BKMD _등좌판 천  640 · 535 · 780 (좌고 425)
색상   CR371 / CR452 / CRBK / BK371 / BK452 / BKBK
특징   �적층 가능�

   4-Leg(캐스터)

럭스형 의자 _화이트
CHN0020LC _등판 플라스틱/좌판 천  510 · 510 · 760 (좌고 430)
CHN0020LD _등좌판 천  510 · 510 · 785 (좌고 430)
색상   �CR371 / CR834C / CR838A / CR641 / CR644B / CR647L /  �

   WW371 / WW834C / WW838A / WW641 / WW644B / WW647L 
특징   �적층 불가능�

   �Lux(럭스)
※럭스 방향에 따라 W및 D 측정치가 다를 수 있음 (510 - 715)

럭스형 의자 _블랙
CH0020BKL _등좌판 플라스틱  510 · 510 · 760 (좌고 420)
CH0020BKLC _등판 플라스틱/좌판 천  510 · 510 · 760 (좌고 430)
CH0020BKLD _등좌판 천  510 · 510 · 785 (좌고 430)
색상   CR371 / CR452 / CRBK / BK371 / BK452 / BKBK
특징   �적층 불가능�

   �Lux(럭스)
※�럭스 방향에 따라 W및 D 측정치가 다를 수 있음 (510 - 715)

510 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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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색상 코드 : 크롬 다리 사양

WW+색상 코드 : WW 다리 사양

WWWHWW371 WW641WW838A WW644BWW834C WW647L

CR371 CR641CR838A CR644BCR834C CR647L

천

CRWH

플라스틱 천 플라스틱

BK371 BKBKBK452

CR371 CRBKCR452

CR+색상 코드 : 크롬 다리 사양

BK+색상 코드 : BK 다리 사양

CHN0020 CH0020BK

CHN0020MD

CHN0020LD

CH0020BKMD

CH0020BK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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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LLY(CH0026) BLACK series

기본형 의자_블랙
CH0026
색상   �BK
특징   �글라이드�

   네이키드

기본형 의자_블랙
CH0026C
색상   �451A / 453 / 454B / 457L
특징   �글라이드�

   좌판 패딩

바퀴형 의자_블랙
CH0026M
색상   �BK
특징   �일반 캐스터 �

   네이키드

바퀴형 의자_블랙
CH0026MC
색상   �451A / 453 / 454B / 457L
특징   �일반 캐스터�

   �좌판 패딩

LOLLY(CH0026) WHITE series

기본형 의자_화이트
CH0026W
색상   �WW
특징   �글라이드�

   네이키드

기본형 의자_화이트
CH0026WC
색상   �451A / 453 / 454B / 457L
특징   �글라이드�

   좌판 패딩

바퀴형 의자_화이트
CH0026WM
색상   �WW
특징   �일반 캐스터�

   네이키드

바퀴형 의자_화이트
CH0026WMC
색상   �451A / 453 / 454B / 457L
특징   �일반 캐스터�

   �좌판 패딩

폴딩이 가능하여 이동과 보관이 용이한 LOLLY 
시리즈는 회의 공간뿐만 아니라 디자인이 중요시되는 
휴게공간, 업무공간 등 폭넓은 공간에서 사용 가능
합니다.

공통특징

01 다양한 하부 옵션
고정용 글라이드 타입과 이동이 편리한 캐스터 타입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02 자유로운 색상선택
공간의 목적과 분위기에 맞게 좌판 색상뿐만 아니라 
쉘 색상까지 폭넓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03 좌판 폴딩 기능
좌판 폴딩으로 수평 적층이 가능합니다.

01 02

03

천

BKWW

쉘

*제품의 실제 색상과 다를 수 있습니다.   *측정 방법 및 부위에 따라 ±20mm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제품 불량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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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LLY
 series

451A 453 454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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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OI(CH0024) series

기본형 의자
CH0024
색상   CRB / CRE / CRG / CRR

기본형 의자
CH0024C
색상   �B451L / BA441Q / E451L / �

   EA441Q / G451L / GA441Q / �
   R451L / RA441Q

특징   �좌판 패딩

기본형 의자
CH0024AF
색상   CRB / CRE / CRG / CRR
특징   �팔걸이 사양

기본형 의자
CH0024CAF
색상   �B451L / BA441Q / E451L / �

   EA441Q / G451L / GA441Q / �
   R451L / RA441Q

특징   ��좌판 패딩�
   팔걸이 사양

연결형 의자
CH0024B
색상   CRB / CRE / CRG / CRR
특징   �팔걸이 無 연결형

연결형 의자
CH0024BC
색상   �B451L / BA441Q / E451L / �

   EA441Q / G451L / GA441Q / �
   R451L / RA441Q

특징   ��팔걸이 無 연결형�
   좌판패딩

연결형 의자
CH0024BAF
색상   CRB / CRE / CRG / CRR
특징   �팔걸이 연결형�

   팔걸이 사양

연결형 의자
CH0024BCAF
색상   �B451L / BA441Q / E451L / �

   EA441Q / G451L / GA441Q / �
   R451L / RA441Q

특징   �팔걸이 연결형�
   좌판 패딩�
   팔걸이 사양

독일 디자인 스튜디오의 감각으로 탄생한 누이 
시리즈는 실용적인 기능과 심플한 디자인으로 
공용공간 어디든 빠르고 간편하게 공간을 연출할 수 
있습니다.

CRB CRRCRGCRE

플라스틱

451L

천

A441Q

인조가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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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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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580520

580520

580520

570535

570535

85
0

57
0

570535

85
0

57
0

570535

01 수직 적층
연결형으로 최대 15개(일반형 13개) 적층 가능하여 �
보관이 간단하고 공간 활용도가 높습니다.

02 편리한 연결 구조 (연결형)
팔걸이 구조만으로도 별도의 커넥터 없이 체결 가능한 �
인터락킹 시스템입니다.

03 투톤 쉘컬러
절제된 디자인의 등 좌판에 세련된 투톤 컬러를 적용�
하여 모던한 분위기를 연출합니다.

01 02

03

�B�-�BK쉘
�E�-�BL쉘
�G�-�GR쉘
�R�-�RD쉘

공통특징

DESIGNER

Neunzig° Grad Design
GERMA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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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의 실제 색상과 다를 수 있습니다.   *측정 방법 및 부위에 따라 ±20mm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제품 불량이 아닙니다.

누이 시리즈

NOOI
 se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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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퀴형 폴딩 의자
CHN0013MF
색상   B171 / D171 / R171
특징   ��폴딩 가능�

   캐스터�
   좌판천�
   운반구 : CH9913

바퀴형 폴딩 의자
CHN0013AFMF
색상   B171 / D171 / R171
특징   ��팔걸이 부착형�

   캐스터�
   폴딩 가능�
   좌판천�
   운반구 : CH9913

 

운반구
CH9913
색상   XX
특징   �CHN0013 시리즈용

P3(CHN0013) series

기본형 의자
CHN0013
색상   BL / DG / RD
특징   ��글라이드�

   운반구 : CH9913

기본형 의자
CHN0013AF
색상   BL / DG / RD
특징   ��팔걸이 부착형�

   운반구 : CH9913

바퀴형 의자
CHN0013M
색상   BL / DG / RD
특징   ��캐스터�

   운반구 : CH9913

바퀴형 의자
CHN0013AFM
색상   BL / DG / RD
특징   ���팔걸이 부착형�

   캐스터�
   운반구 : CH9913

01 좌판 폴딩 기능
팔걸이 유무 관계없이 수직 적층이 가능하며 좌판 폴딩
으로 수평 적층도 가능합니다.�
*MF 전용 사양�
*수직적층 최대 5개 가능

02 고무스페이서 탄성 틸팅
플라스틱 쉘과 프레임, 그리고 고무 스페이서의 탄성을 �
이용한 틸팅으로 편안합니다.

03 펠트 글라이드
펠트 글라이드를 적용하여 이동 시 바닥 면과의 마찰 및 
소음을 최소화하였습니다.

04 캐스터 타입
고정용 글라이드형과 이동이 가능한 캐스터형 중 선택
할 수 있습니다.�
*MF 전용 사양

P3 시리즈는 인체의 곡선을 살린 형상과 틸팅기능으로 
최적의 착좌감을 제공하며 적재와 이동이 용이한 
저중량의 슬림한 스타일로 회의, 교육 등 폭넓은 활용이 
가능합니다.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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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0 750

171

천

RDDGBL

플라스틱

XX

기타(운반구)

공통특징

*제품의 실제 색상과 다를 수 있습니다.   *측정 방법 및 부위에 따라 ±20mm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제품 불량이 아닙니다.

P3
 se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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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CHN0001 시리즈의 인체공학적 등좌판은 
오랜 시간 앉아 있어도 편안함을 제공하며 다양한 
컬러 조합으로 선택의 폭이 넓습니다. 

UCHN0001 series

기본형 의자
UCHN0001
색상   �BL / RD / DG / HB / HBBL / HBRD / �

   HBDG (등좌판 플라스틱)�
   H391 / H393 / �
   H394 (등판 플라스틱/좌판 천)

특징   ���기본형

바퀴형 의자
UCHN0001M
색상   �BL / RD / DG / HB / HBBL / HBRD / �

   HBDG (등좌판 플라스틱)�
   H391 / H393 / �
   H394 (등판 플라스틱/좌판 천)

특징   ���캐스터형

테이블 부착형 의자
UCHN0001TF
색상   BL / RD / DG / HB / HBBL / HBRD / HBDG (등좌판 플라스틱)
특징   ����필경대 부착형
※등좌판 플라스틱 사양만 적용 가능

BL HBDGHBRDDG HBRDHBBL

플라스틱

H393H391 H394

플라스틱 + 천

01 02

04

03

78
0

40
0

510

TSH2101

TCHN0001 TCHN0001TF

TCH0005AFETCH0005AFM TCH0005E TCH0005M

TCHN0001M

TCH0100 TCH0101

TSH2111E

490

TSH2101

TCHN0001 TCHN0001TF

TCH0005AFETCH0005AFM TCH0005E TCH0005M

TCHN0001M

TCH0100 TCH0101

TSH2111E

78
0

40
0

490

TSH2101

TCHN0001 TCHN0001TF

TCH0005AFETCH0005AFM TCH0005E TCH0005M

TCHN0001M

TCH0100 TCH0101

TSH2111E

510

TSH2101

TCHN0001 TCHN0001TF

TCH0005AFETCH0005AFM TCH0005E TCH0005M

TCHN0001M

TCH0100 TCH0101

TSH2111E

TSH2101

TCHN0001 TCHN0001TF

TCH0005AFETCH0005AFM TCH0005E TCH0005M

TCHN0001M

TCH0100 TCH0101

TSH2111E

675540

TSH2101

TCHN0001 TCHN0001TF

TCH0005AFETCH0005AFM TCH0005E TCH0005M

TCHN0001M

TCH0100 TCH0101

TSH2111E

68
0

78
0

40
0

01 수직 적층
수직 적층이 가능하여 이동 및 보관이 쉽고 공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최대 10개 가능

02 우수한 내구성
폴딩형 필경대는 모서리를 우레탄 범퍼와 우레탄 엣지로 제작하여 내구성이 좋습니다.   *필경대 부착형

03 필경대
필경대는 A4사이즈의 노트를 수용가능하며 펜홀더가 있어 사용이 편리합니다.   *필경대 부착형

04 펠트 글라이드
펠트 글라이드를 적용하여 이동 시 바닥 면과의 마찰 및 소음을 최소화하였습니다.   *기본형

공통특징

*제품의 실제 색상과 다를 수 있습니다.   *측정 방법 및 부위에 따라 ±20mm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제품 불량이 아닙니다.

UCHN0001
 se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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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이블 부착형 의자
CH008TF
색상   BL / DG / RD 
특징   ����적층 불가능/일렬 연결 불가능�

   필경대 부착형

운반구
CH9900
색상   BK

인체의 곡선을 살리고 사용자의 움직임에 따라 
등좌판이 전후로 자연스럽게 기울어지도록 설계된 
프레고 시리즈는 그 자체의 아름다움 뿐만 아니라 
착석 시 최상의 편안함을 제공해 드립니다.

PREGO(CH0008) series

프레임형 의자
CH0008
색상   BL / DG / RD 
특징   �적층 가능(최대 15개)/일렬 연결 가능�

   운반구 : CH9900

프레임형 의자
CH0008AF
색상   BL / DG / RD 
특징   ����적층 가능(최대 15개)/일렬 연결 가능�

   팔걸이 부착형�
   운반구 : CH9900

01

RDDGBL

플라스틱

BK

기타(운반구)

570 675

81
0

68
5

41
5

510 530

81
0

41
5

530 490

81
0

41
5

45
0

700590

01 셀프 어드저스팅(Self Adjusting)
착석자의 체중에 따라 자체적으로 틸팅 강도가 조절되는 메커니즘으로 한층 편안합니다.

02 의자와 함께 틸팅되는 필경대
앞쪽에는 경첩을, 뒤쪽에는 가이드 부착으로 의자와 함께 틸팅되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03 일렬 고정 연결용 글라이드
고정 · 연결 기능의 글라이드가 있어 일렬 배치 시 부착 가능합니다. (CH0008, CH0008AF 전용)

01 02

03

공통특징

*제품의 실제 색상과 다를 수 있습니다.   *측정 방법 및 부위에 따라 ±20mm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제품 불량이 아닙니다.

PREGO
 se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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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웃라인 시리즈는 심플한 라인과 경쾌한 컬러가 
공간에 활기를 불어 넣습니다. 유럽의 실용적 감성이 
아웃라인의 디자인에 담겨있습니다.

BK RDGRBL WH

플라스틱

BK

기타(운반구)

01 수직 적층
팔걸이 유무 관계없이 수직 적층이 가능하고 공간 활용도를 높여줍니다.   *최대 15개 가능

02 곡선형 등판 프레임
부드럽게 감싸 안는 듯 편안함을 주는 심플한 곡선 프레임이 돋보입니다.

03 깔끔한 등판
별도 부품 없이 프레임에 체결된 등판으로 깔끔한 외관을 구현합니다.

공통특징

DESIGNER

Martin Ballendat
GERMANY

*제품의 실제 색상과 다를 수 있습니다.   *측정 방법 및 부위에 따라 ±20mm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제품 불량이 아닙니다.

운반구
CH9900
색상   BK

OUTLINE(CH0014) series

프레임형 의자
CH0014
색상   BK / BL / GR / RD / WH
특징   운반구 : CH9900

475 520

83
5

42
0

45
0

700590

01 02

03

OUTLINE
 se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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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1 451A

SODA(UCHN0007) series

프레임형 의자
UCHN0007
색상   �ARDWW / MGNWW / IBLWW / SGWW / MMWW�

   (WW 도장 프레임)�
   ARDBK / MGNBK / IBLBK / SGBK / 

MMBK(BK 도장 프레임)
특징   ��적층 가능�

   운반구 : CH9900�
   Sled(슬레드)

기본형 의자
UCHN0007E
색상   �ARDWW / MGNWW / IBLWW / SGWW / MMWW�

   (WW 도장 프레임)�
   ARDBK / MGNBK / IBLBK / SGBK / MMBK�
   (BK 도장 프레임)

특징   ��적층 가능�
   4-Leg(글라이드)

목재 다리 의자
UCHN0007W(천)
색상   451 / 451A

목재 다리 의자
UCHN0007W(플라스틱)
색상   RPK / MGN / WW / MM

운반구
CH9900
색상   BK

01 다리 선택 가능
목재 / 철재 다리 중 선택 가능합니다.

02 일체형 곡선 디자인
인체공학적 데이터를 바탕으로 설계한 일체형 구조의 �
등좌판이 편안함을 선사합니다.

03 수직 적층
이동이 간편하며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
도와줍니다.   
*최대 10개 가능�
*UCHN0007/UCHN0007E 전용

인체공학적 설계의 등좌판 일체형 의자 소다
(UCHN0007) 시리즈는 편안함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부드러운 곡선으로 이루어진 모던하고 
세련된 디자인으로 공간을 더욱 아름답게 연출합니다.

01

FRAME(플라스틱)

WOOD(하부 다리)

ARD MGN

WOOD(플라스틱)

RPK MGN WW MM AD

SG MM

FRAME(하부 다리)

WW BK

WOOD(천) 기타(운반구)

BK

75
0

43
0

490 480

45
0

700590

02

03

공통특징

460 460

75
0

41
5

75
0

43
0

490 480

515 520

75
0

42
0

*제품의 실제 색상과 다를 수 있습니다.   *측정 방법 및 부위에 따라 ±20mm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제품 불량이 아닙니다.

IBL

SODA
 series

45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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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0017 series

기본형 의자
CH0017
색상   A442A / A443 / A444A / A445A / A447
특징   ��적층 불가능

기본형 의자
CH0017BK
색상   A445A
특징   ��적층 불가능

부드러운 인조가죽 등좌판과 특수도장 스틸 다리의 
조화로 이루어진 의자 CH0017 시리즈는 심플한 
감각과 모던한 스타일로 해석되어 절제되면서도 
엣지 있는 공간을 연출합니다.

01

A442A A445A A447A444AA443

인조가죽

430 410

84
0

45
0

430 410

84
0

45
0

01 심플한 디자인
심플하게 떨어지는 모던 스타일의 디자인이 세련된 공간을 연출합니다.

02 곡면 워터폴 좌판
워터폴 곡면 형상으로 오래 앉아 있어도 허벅지에 가해지는 압박을 줄여줍니다.

03 견고한 스틸 다리
특수 도장으로 마감하여 사용 중 발생하는 스크래치와 마찰에 강합니다.

04 최고급 인조가죽
내구성이 좋은 인조가죽을 사용하여 오염을 방지하고 부드러운 촉감을 제공합니다.

02 03

04

공통특징

*제품의 실제 색상과 다를 수 있습니다.   *측정 방법 및 부위에 따라 ±20mm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제품 불량이 아닙니다.

CH0017
 se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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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GN(CH0012) series

기본형 의자
CH0012
색상   286A / GR
특징   등좌판 천/플라스틱

기본형 의자
CH0012AF
색상   286A
특징   등좌판 천

기본형 의자
CH0012W
색상   286A
특징   등판 우드/좌판 천

기본형 의자
CH0012WAF
색상   286A
특징   ��등판 우드/좌판 천�

   팔걸이 부착형

사인 시리즈는 오스트리아 Wiesner Hager社의 
세계적인 디자인과 퍼시스 최고의 품질이 만나 완성된 
다목적 스태킹 의자로 간결한 디자인과 다양한 소재
들의 조합으로 회의, 교육, 연회, 식사 등 용도에 따른 
다양한 활용이 가능합니다. 

01 곡선형 비치우드 팔걸이
부드러운 곡선 형태와 비치우드 소재의 팔걸이로 고급�
스러운 분위기를 연출합니다.

02 다양한 소재의 조화
비치우드, 알루미늄, 패브릭 소재가 어우러져 세련미를 
강조합니다.

03 알루미늄 다이캐스팅 써포트
등판과 다리를 써포트로 연결하는 구조와 형태로 독창�
적인 디자인을 완성합니다.

04 수직 적층
수직 적층하여 대규모 공간이나 다목적 공간에서 효율�
적인 활용이 가능합니다. �
*CH0012 모델 전용

286A

천 플라스틱

490 550

79
0

43
5

490 550

79
0

43
5

550 550

79
0

64
0

550 550

79
0

64
0

02

03 04

공통특징

DESIGNER

ARGE2
GERMANY

*제품의 실제 색상과 다를 수 있습니다.   *측정 방법 및 부위에 따라 ±20mm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제품 불량이 아닙니다.

GR

01SIGN
 se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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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형 의자
CH0021
색상   �452BK / 454BK / 456BK / 457BK / 458BK (BK 도장 프레임) �

   452WW / 454WW / 456WW / 457WW / 
458WW (WW 도장 프레임) 

특징   �패브릭

세계적인 디자이너의 감성이 담긴 스푼 시리즈는 
부드러운 곡선의 형태와 다양한 컬러조합으로 공간을 
고급스럽고 풍요롭게 연출할 수 있습니다.

SPOON(CH0021) series

기본형 의자
CH0021
색상   �BK (BK 도장 프레임) �

   WW (WW 도장 프레임) 
특징   �우드쉘�

   적층 가능

기본형 의자
CH0021
색상   �A490LK / A492BK / A495BK (BK 도장 프레임) �

   A490LW / A492WW / A495WW (WW 도장 프레임) 
특징   �인조가죽

01 일체형 곡선 디자인
편안함을 주는 곡선형 디자인이 돋보이며 운반 시 편리함을 위해 등판 하단에 손잡이를 두었습니다.

02 펠트 글라이드
이동 시 바닥 면과의 마찰과 소음을 최소화하는 펠트 글라이드를 적용하였습니다.

03 다리 색상 선택
사용 공간과 분위기에 따라 블랙 도장 프레임과 화이트 도장 프레임 중 선택 가능합니다.

01

BW

우드쉘

A495A492A490L

인조가죽

BKWW

하부프레임

454 456 457452 458

천

43
0

79
0

545480

43
0

79
0

545480

42
0

78
5

515470

02

03

공통특징

DESIGNER

Claudio Bellini
ITALY

*제품의 실제 색상과 다를 수 있습니다.   *측정 방법 및 부위에 따라 ±20mm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제품 불량이 아닙니다.

SPOON
 se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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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랑 시리즈는 유니크한 펠트 소재의 쉘과 컬러풀한 
등･좌판으로 부드럽고 따뜻한 공간 분위기를 
연출합니다.  다양한 공간에 색다른 포인트로 활용하여 
세련된 감각을 살릴 수 있습니다.

PLANC(CH0025) series

라운지 의자
CH0025
색상   �453BK / 454BBK / 457BK / A491CK (BK 도장 프레임)�

   453CR / 454BCR / 457CR / A491CR (CR 도금 프레임)

01

01 따뜻하고 편안한 분위기 연출
둥근 형태의 디자인과 포근한 느낌의 소재로 인테리어 포인트로 활용가능하며 편안하고 안락한 분위기의 공간을 연출할 수 있습니다.

02 펠트소재의 편안한 착좌감
앉는 부분이 두툼한 두께의 쿠션으로 제작되어 앉거나 일어설 때 충격을 흡수하여 편안하게 사용 가능합니다.

03 다리 색상 선택
사용 분위기에 따라 블랙 도장 프레임(BK)과 크롬 도금 프레임(CR) 색상 선택이 가능합니다. 

01

453 457454B

천

A491C

인조가죽

BK CR

하부프레임

02 03

660 610

39
0

73
5

공통특징

*제품의 실제 색상과 다를 수 있습니다.   *측정 방법 및 부위에 따라 ±20mm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제품 불량이 아닙니다.

PLANC
 se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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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림 시리즈는 간편하게 활용할 수 있는 폴딩형 의자로 
가벼운 무게와 심플한 프레임이 돋보입니다. 보관과 
이동이 쉬워 활용도가 높고 다양한 장소에서 활용하며 
아이디어를 자극할 수 있습니다.

SLIM(M15) series

폴딩 의자
M151
색상   BK / BRN / OR / WH
※5개 포장 / 1BOX

01

01 심플한 프레임
단색의 깔끔한 색상과 모던한 디자인으로 감각적인 분위기를 연출합니다.

02 폴딩 가능
접었을 때 4cm의 얇은 두께로 효율적인 공간 활용이 가능합니다.

03 글라이드
이동 시 바닥면과의 미끄러움을 방지하는 글라이드를 적용하였습니다.

BK WHBRN OR

플라스틱

42
5

77
0

380 510

02

03

공통특징

*제품의 실제 색상과 다를 수 있습니다.   *측정 방법 및 부위에 따라 ±20mm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제품 불량이 아닙니다.

SLIM
 se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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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용 의자
CH184
색상   A442A / A446
특징   4인용

4인용 의자 _테이블 있음
CH184D
색상   A442A / A446
특징   4인용 + 2테이블

4인용 양측 팔걸이 의자
CH184B
색상   A442A / A446
특징   4인용 + 팔걸이(양측만)

4인용 양측 팔걸이 의자 _테이블 있음
CH184BD
색상   A442A / A446
특징   4인용 + 팔걸이(양측만) + 2테이블

4인용 개별 팔걸이 의자
CH184A
색상   A442A / A446
특징   4인용 + 팔걸이

4인용 개별 팔걸이 의자 _테이블 있음
CH184AD
색상   A442A / A446
특징   4인용 + 팔걸이 + 2테이블

CH180 series

3인용 의자
CH183
색상   A442A / A446
특징   ��3인용

3인용 의자 _테이블 있음
CH183D
색상   A442A / A446
특징   ��3인용 + 2테이블

3인용 양측 팔걸이 의자
CH183B
색상   A442A / A446
특징   ��3인용 + 팔걸이(양측만)

3인용 양측 팔걸이 의자 _테이블 있음
CH183BD
색상   A442A / A446
특징   ��3인용 + 팔걸이(양측만) + 2테이블

3인용 개별 팔걸이 의자
CH183A
색상   A442A / A446
특징   ��3인용 + 팔걸이

3인용 개별 팔걸이 의자 _테이블 있음
CH183AD
색상   A442A / A446
특징   ��3인용 + 팔걸이 + 2테이블

다중 이용시설에 적합한 외관과 뛰어난 내구성을 갖춘 
고급 로비의자 CH180 시리즈는 첨단화되고 있는 도시 
건축물과 적절히 매칭될 수 있는 모던한 디자인으로 
현대적 내부 공간을 더욱 고급스럽게 연출할 수 
있습니다.

A446A442A

인조가죽

1675 700

89
5

38
0

2135 700

89
5

38
0

1765 700

59
0

89
5

38
0

59
0

89
5

38
0

59
0

89
5

38
0

59
0

89
5

38
0

59
0

89
5

38
0

59
0

89
5

38
0

59
0

89
5

38
0

59
0

89
5

38
0

1765

2220

700

1765 700

1765

2220

700

2215 700

89
5

38
0

2215

2675

700

89
5

38
0

2305

2760

700

2300 700

2300 700

2305

2760

700

*제품의 실제 색상과 다를 수 있습니다.   *측정 방법 및 부위에 따라 ±20mm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제품 불량이 아닙니다.

CH180
 se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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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130 series

3인용 의자
CH133

색상   �643A / 644A / 647L / 648L�
   A441/ A442 / A444A / A444L / A446 / A447L / A448L

특징   3인용 

3인용 의자 _좌측/우측 테이블
CH133S L/R

색상   �643A / 644A / 647L / 648L�
   A441/ A442 / A444A / A444L / A446 / A447L / A448L

특징   �3인용 + 1테이블

3인용 의자 _양쪽 테이블
CH133D

색상   �643A / 644A / 647L / 648L�
   A441/ A442 / A444A / A444L / A446 / A447L / A448L

특징   3인용 + 2테이블

3인용 의자
CH133P

색상   �643A / 644A / 647L / 648L�
   A441/ A442 / A444A / A444L / A446 / A447L / A448L

특징   3인용 + 팔걸이

3인용 의자 _좌측/우측 테이블
CH133SP L/R

색상   �643A / 644A / 647L / 648L�
   A441/ A442 / A444A / A444L / A446 / A447L / A448L

특징   3인용 + 팔걸이 + 1테이블(L/R)

3인용 의자 _양쪽 테이블
CH133DP

색상   �643A / 644A / 647L / 648L�
   A441/ A442 / A444A / A444L / A446 / A447L / A448L

특징   �3인용 + 팔걸이 + 2테이블

CH130시리즈는 컬러풀한 색상으로 공간을 다채로운 
분위기로 연출하며 실내 환경을 생동감 넘치고 즐거운 
공간으로 변화시켜주는 로비의자입니다.

A441 A442 A444L A447LA446A444A A448L

인조가죽 천

1615

2030

670

83
5

44
0

1615 670

83
5

44
0

1615

1825

670

83
5

44
0

R형

1615 670

83
5

44
0

1615

2030

670

83
5

44
0

※인조가죽 컬러

1615

1825

670

83
5

44
0

R형

*제품의 실제 색상과 다를 수 있습니다.   *측정 방법 및 부위에 따라 ±20mm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제품 불량이 아닙니다.

644A643A 647L 648L

CH130
 se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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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120 series

등받이형 의자
CH123A

색상   �701B / 704D / 709A /�
   A441 / A442A / A443 / A444A / A446 / A447

특징   ��3인용

등받이형 의자 _좌측/우측 테이블
CH123A L/R

색상   �701B / 704D / 709A /�
   A441 / A442A / A443 / A444A / A446 / A447

특징   ��3인용 + 테이블

등받이형 의자 _양쪽 테이블
CH122AS

색상   �701B / 704D / 709A /�
   A441 / A442A / A443 / A444A / A446 / A447

특징   ��2인용 + 테이블

벤치형 의자
CH123B

색상   �701B / 704D / 709A /�
   A441 / A442A / A443 / A444A / A446 / A447

특징   ��3인용

벤치형 의자 _끝 테이블
CH123BS

색상   �701B / 704D / 709A /�
   A441 / A442A / A443 / A444A / A446 / A447

특징   ��3인용 + 테이블

벤치형 의자 _중간 테이블
CH122BS

색상   ��701B / 704D / 709A /�
   A441 / A442A / A443 / A444A / A446 / A447

특징   ��2인용 + 테이블

CH120 시리즈는 좌석 사이의 간격을 없앤 
일체화된 디자인으로 좁은 공간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A441 A446A443A442A A447A444A

인조가죽

709A701B 704D

천

1500 630

78
5

40
0

40
0

1500 575

40
0

1980 575

40
0

1500 575

1980 630

78
5

40
0

1500 630

78
5

40
0

*제품의 실제 색상과 다를 수 있습니다.   *측정 방법 및 부위에 따라 ±20mm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제품 불량이 아닙니다.

CH120
 se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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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NGUS(CH0022) series

블랙 베이스 스툴 _로킹 베이스
CH0022  
색상   �013 / 014A / 017A / 018A / 018L / 019 / �

   451L / 454 / 454A / 456 / 457 / 458 /
특징   �블랙, 로킹 베이스

블랙 베이스 스툴 _캐스터 베이스
CH0022M

색상   �013 / 014A / 017A / 018A / 018L / 019 / �
   451L / 454 / 454A / 456 / 457 / 458

특징   �블랙�
   캐스터 베이스

화이트 베이스 스툴 _로킹 베이스
CH0022W

색상   �013 / 014A / 017A / 018A / 018L / 019 / �
   451L / 454 / 454A / 456 / 457 / 458

특징   화이트, 로킹 베이스

화이트 베이스 스툴 _캐스터 베이스
CH0022WM

색상   �013 / 014A / 017A / 018A / 018L / 019 / �
   451L / 454 / 454A / 456 / 457 / 458

특징   화이트, 캐스터 베이스

펑거스 스툴은 클라우디오 벨리니 특유의 유니크한 
디자인으로 차별화된 공간을 연출하며, 간단한 협업
이나 미팅에서 가볍게 앉아 더욱 풍부한 아이디어를 
발휘하게 합니다.

03

천

013 018L017A 451L 456014A 019 454 457018A 454A 458

01

02

04 05

01 이동 핸들
쉽게 잡을 수 있는 핸들로 원하는 위치로 빠르고 간편하게 이동 가능합니다.

02 캐스터 베이스
하부의 캐스터는 앉은 상태에서도 빠른 이동을 가능하게 하며 겉으로 드러나지 않아 깔끔한 외관을 만듭니다. 

03 로킹 베이스
바위에 앉은 듯 들썩이는 구조로 다양한 자세를 지원합니다.

04 쿠셔닝 좌판
앉을 때 충격을 흡수하여 편안한 착석감을 구현합니다.

05 360° 회전
방향 전환이 용이하도록 자연스러운 회전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통특징

DESIGNER

Claudio Bellini
ITA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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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의 실제 색상과 다를 수 있습니다.   *측정 방법 및 부위에 따라 ±20mm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제품 불량이 아닙니다.

* 주의사항
사용중 의자가 다른 가구나 모서리에 부딛힐 경우
좌판천이 손상되거나, 하부 구조물이 파손 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FUNGUS
 series

335SEATING334 펑거스 시리즈



심플한 라인이 돋보이는 스퀘어 스툴은 다양한 색상으로 
공간에 포인트가 되며 편리한 이동성으로 자유로운 
커뮤니케이션 공간을 연출합니다.

01 스툴 이동성
하부에 캐스터가 달려있어 사용 공간에 맞게 원하는 위치로 자유롭게 이동 가능합니다.

01

SQUARE(CS5800) series

스툴
CS5804AN  410 · 410 · 440
색상   �013 / 014A / 017A / 018A / 018L / 019 /�

   371 / 371L / 452 / 453 / 454 / 454A / 456 / 457 / 458 

천

013 019017A 371L 454014A 371018A 452 454A018L 453 456 457 458

공통특징

*제품의 실제 색상과 다를 수 있습니다.   *측정 방법 및 부위에 따라 ±20mm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제품 불량이 아닙니다.

SQUARE STOOL
 series

337SEATING336 스퀘어 시리즈



바스툴 플러스 시리즈는 간결한 디자인과 다양한 색상 
선택으로 공간의 활기를 채우고 라운지 공간의 포인트 
요소로 활용하여 세련된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습니다.BARSTOOL PLUS

 series

BARSTOOL PLUS(CH0023) series

바스툴
CH0023
색상   �CR (CR 도장 프레임)�

   BK (BK 도장 프레임)
특징   우드쉘

바스툴
CH0023C
색상   �CR371L / CR371 / CR452 / CR454 / CR456 / 

CR457 / CR458 (CR 도장 프레임)
BK371L / BK371 / BK452 / BK454 / BK456 / 
BK457 / BK458 (BK 도장 프레임)

특징   좌판 패딩

바스툴
CH0023D
색상   �CR371L / CR371 / CR452 / CR454 / CR456 / 

CR457 / CR458 (CR 도장 프레임)
BK371L / BK371 / BK452 / BK454 / BK456 / 
BK457 / BK458 (BK 도장 프레임)

특징   전체 패딩

낮은 높이 바스툴
CH0023S
색상   �CR (CR 도장 프레임)�

   BK (BK 도장 프레임)
특징   우드쉘

낮은 높이 바스툴
CH0023SC
색상   �CR371L / CR371 / CR452 / CR454 / CR456 / 

CR457 / CR458 (CR 도장 프레임)
BK371L / BK371 / BK452 / BK454 / BK456 / 
BK457 / BK458 (BK 도장 프레임)

특징   좌판 패딩

낮은 높이 바스툴
CH0023SD
색상   �CR371L / CR371 / CR452 / CR454 / CR456 / 

CR457 / CR458 (CR 도장 프레임)
BK371L / BK371 / BK452 / BK454 / BK456 / 
BK457 / BK458 (BK 도장 프레임)

특징   전체 패딩

01 다양한 타입의 곡선 좌판
인체의 굴곡을 형상화한 곡선 성형 좌판으로 한층 
편안한 착좌감을 구현하였으며 쉘 타입, 좌판 쿠션 타입, 
등좌판 쿠션 타입 중 선택 가능합니다.

02 2가지 높이선택 가능
다양한 바의 높이에 배치가 가능한 2가지 높이의 바스툴 
선택이 가능합니다.�
*CH0023 : 일반 사양   �
*CH0023S : 낮은 사양

03 크롬/도장 프레임
사용 공간과 분위기에 따라 크롬 프레임과 블랙 도장 �
프레임 중 선택 가능합니다.�
*�CR : 크롬 프레임 / BK : 블랙 도장 프레임

01 02

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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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특징

*제품의 실제 색상과 다를 수 있습니다.   *측정 방법 및 부위에 따라 ±20mm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제품 불량이 아닙니다.

바스툴 플러스 시리즈 339SEATING338



SOF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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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채로운 컬러와 컴팩트한 사이즈로 
다양한 공간에서 활발한 커뮤니케이션을 지원합니다

사무환경이 문화를 만듭니다

COTI



COTI 코티 시리즈는 라이트한 디자인과 다채로운 컬러감을 
갖춘 컴팩트한 사이즈의 모듈형 소파로 다양한 
공용 공간에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며 사용자의 캐주얼
한 소통과 몰입을 지원합니다.
 

04

05

03
03 등판 쿠션
디자인 포인트가 되는 등판 쿠션은 사용자의 몸을 
편안하게 지지합니다.

04 높은 공간 활용도
소파 하부에 수납이 가능한 형태로 회의 도구나 비품을 
쉽게 보관할 수 있습니다.

05 트렌디한 컬러
감각적인 패브릭 컬러로 내추럴하고 캐주얼한 인테리어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습니다.

01
01 조합 가능한 모듈 구성
모듈을 조합하여 공간의 규모나 용도에 최적화된 
레이아웃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02 소파와 어울리는 테이블
상판 사이즈 2종, 높이 2종 구성으로 레이어드하여 
배치할 수 있습니다.

01

02

코티 시리즈

*2021년 2분기 내 출시 예정

DESIGNER

Claudio Bellini
ITALY

SOFAS & ARMCHAIRS342 343



2M4C2M4A 2M8 451M 452N451A2M9A 458L

패브릭

GBA

원목

BKM

기타인조가죽

A480VA480

액세서리 
소파 커넥터 
CAX6201 
색상  � BKM

테이블 
CL3704  450 · 450 · 450
색상  � GBA

CL3704L  450 · 450 · 380
색상  � GBA

CL3706  590 · 590 · 450
색상  � GBA

CL3706L  590 · 590 · 380
색상  � GBA

소파 
1인 독립형 소파/프레임 
CS621  800 · 700 · 700
색상   2M4A / 2M4C / 2M8 / 2M9A / 
          451A / 451M / 452N / 458L /
          A480 / A480V

1인 연결형 소파/프레임 
CS621A  700 · 700 · 700
색상   2M4A / 2M4C / 2M8 / 2M9A / 
          451A / 451M / 452N / 458L /
          A480 / A480V

1인 벤치형 소파/프레임 
CS621B  700 · 700 · 420
색상   2M4A / 2M4C / 2M8 / 2M9A / 
          451A / 451M / 452N / 458L /
          A480 / A480V

2인 독립형 소파/프레임
CS622  1500 · 700 · 700
색상   2M4A / 2M4C / 2M8 / 2M9A / 
          451A / 451M / 452N / 458L /
          A480 / A480V 

2인 연결형 소파/프레임 
CS622A  1400 · 700 · 700
색상   2M4A / 2M4C / 2M8 / 2M9A / 
          451A / 451M / 452N / 458L /
          A480 / A480V

2인 벤치형 소파/프레임
CS622B  1400 · 700 · 420
색상   2M4A / 2M4C / 2M8 / 2M9A / 
          451A / 451M / 452N / 458L /
          A480 / A480V

1인 독립형 소파/하부장 
CS621D  800 · 700 · 700
색상   2M4A / 2M4C / 2M8 / 2M9A / 
          451A / 451M / 452N / 458L /
          A480 / A480V

1인 연결형 소파/하부장
CS621AD  700 · 700 · 700
색상   2M4A / 2M4C / 2M8 / 2M9A / 
          451A / 451M / 452N / 458L /
          A480 / A480V

1인 벤치형 소파/하부장
CS621BD  700 · 700 · 420
색상   2M4A / 2M4C / 2M8 / 2M9A / 
          451A / 451M / 452N / 458L /
          A480 / A480V

2인 독립형 소파/하부장
CS622D  1500 · 700 · 700
색상   2M4A / 2M4C / 2M8 / 2M9A / 
          451A / 451M / 452N / 458L /
          A480 / A480V

2인 연결형 소파/하부장 
CS622AD  1400 · 700 · 700
색상   2M4A / 2M4C / 2M8 / 2M9A / 
          451A / 451M / 452N / 458L /
          A480 / A480V

2인 벤치형 소파/하부장
CS622BD  1400 · 700 · 420
색상   2M4A / 2M4C / 2M8 / 2M9A / 
          451A / 451M / 452N / 458L /
          A480 / A480V

코티 시리즈

* 제품의 실제 색상과 다를 수 있으며, 원목은 천연 소재로 제품마다 나무 무늬결이 다를 수 있습니다.   *측정 방법 및 부위에 따라 ±20mm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제품 불량이 아닙니다.* 제품의 실제 색상과 다를 수 있습니다.   *측정 방법 및 부위에 따라 ±20mm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제품 불량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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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직   소형 회의실, 소형 미팅 스팟,  브레인스토밍 룸

믹스 매치   오픈 라운지, 로비, 캔틴

모듈   복도, 카페테리아, 워크샵 룸

코티 시리즈

* 소파 나란히 배치시 프레임 베이스 권장 
� (소파 상부가 떠있는 듯한 느낌이 컨셉으로, 하부장 베이스 나란히 붙일 경우 사이에 틈 발생)

SofA Layout 

ITEM LIST 347346 SOFAS & ARMCHAIRS 코티 시리즈



PLAYWORKS
 series

DESIGNER

Claudio Bellini
ITALY

PLAYWORKS 시리즈는 인간공학적인 회전 좌판이 나에게 가장 편안한 자세와 기능을 지원하여, 
최적의 커뮤니케이션과 스마트 워크 환경을 제공합니다.

SOFAS & ARMCHAIRS348 349플레이웍스 시리즈



01 회전 좌판
좌우 40도의 회전 좌판은 인간공학적 디자인을 기반으로 가장 편안한 자세를 지원합니다. �
*단, 무선 충전 지원 기종에 한함

02 랩탑 거치대 및 원목 트레이(기능형)
3 포인트로 회전 가능한 암과 하향으로 30도까지 틸팅되는 랩탑 거치대를 활용해 원하는 위치와 각도로 랩탑을 
세팅할 수 있습니다. 태블릿 PC 사용 시, 거치대 상단의 스탠드를 활용해 한층 편리한 작업 환경 조성이 가능합니다. 
측면에 위치한 원목 트레이는 간단한 소지품을 보관하기에 좋고, 내추럴한 원목 소재를 활용하여 편안하고 
따뜻한 분위기를 연출합니다.

03 LED 조명(기능형)
조도 조절이 가능한 조명을 통해 시력을 보호하고 집중 업무에 최적화 된 공간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02 전원 공급(기능형)
전자기기 사용 편의성을 높이도록 소파 하부에 전원 220V 멀티탭 2구, USB(5V/2A) 2구를 제공하며,�
원목트레이 상단의 무선 충전기(9V/1.67A)로 간편하고 빠르게 스마트폰 전원을 공급합니다.

0705 06

08

05 탈부착형 스크린  
기능형 소파에 손쉽게 스크린을 탈부착하여 �
목적에 맞는 환경을 다양하게 구성하고, �
스크린을 통해 퍼스트클래스 같은 프라이빗한 �
개인 공간을 만들어 줍니다.

06 펠트 스크린
펠트 스크린은 외부의 시선과 소음을 효과적으로�
차단하여 아늑한 집중 업무 공간을 만듭니다.

07 아크릴 스크린
반투명 재질의 아크릴 스크린은 공간 구획 시�
답답하지 않은 개방감을 제공합니다.

08 실리콘 타이
실리콘 타이를 활용하여 전원 공급 케이블을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03

04

01 03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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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파
기본형
CS601  980 · 865 · 940
색상   151 / 151B / 153 / 154A / 157
특징�   회전 좌판 기능�

   전원 공급 無

기능형
CS601(L/R)  1110 · 865 · 940
색상   151 / 151B / 153 / 154A / 157
특징�   회전 좌판 기능�

   전원 공급 有
※ L : 앉은 기준 왼쪽 트레이 / R : 앉은 기준 오른쪽 트레이

기능형 _랩탑 거치대
CS601T(L/R)  1110 · 865 · 940
색상   151 / 151B / 153 / 154A / 157
특징�   회전 좌판 기능�

   전원 공급 有
※ L : 앉은 기준 왼쪽 트레이 / R : 앉은 기준 오른쪽 트레이

조합 세트
2인 연결형
CS602(T)(L/R)(f/A)
색상   151 / 151B / 153 / 154A / 157
특징�   회전 좌판 기능�

   전원 공급 有
※T : 랩탑 거치대
※L : 앉은 기준 왼쪽 트레이 / R : 앉은 기준 오른쪽 트레이
※F : 펠트스크린 / A : 아크릴 스크린

2인 반전형
CS602(T)(L/R)(f/A)S
색상   151 / 151B / 153 / 154A / 157
특징�   회전 좌판 기능�

   전원 공급 有
※T : 랩탑 거치대
※L : 앉은 기준 왼쪽 트레이 / R : 앉은 기준 오른쪽 트레이
※F : 펠트스크린 / A : 아크릴 스크린

2인 반전 확장형
CS602(T)(L/R)(f/A)SE
색상   151 / 151B / 153 / 154A / 157
특징�   회전 좌판 기능�

   전원 공급 有
※T : 랩탑 거치대
※L : 앉은 기준 왼쪽 트레이 / R : 앉은 기준 오른쪽 트레이
※F : 펠트스크린 / A : 아크릴 스크린

독립형
기능형 _펠트 스크린
CS601(T)(L/R)f  1160 · 890 · 1170
색상   151 / 151B / 153 / 154A / 157
특징�   회전 좌판 기능�

   전원 공급 有
※ T : 랩탑 거치대
※ L : 앉은 기준 왼쪽 트레이 / R : 앉은 기준 오른쪽 트레이

기능형 _아크릴 스크린
CS601(T)(L/R)A  1150 · 890 · 1170
색상   151 / 151B / 153 / 154A / 157
특징�   회전 좌판 기능�

   전원 공급 有
※ T : 랩탑 거치대
※ L : 앉은 기준 왼쪽 트레이 / R : 앉은 기준 오른쪽 트레이

애더형
기능형 _펠트 스크린
CS601(T)(L/R)fD  1140 · 890 · 1170
색상   151 / 151B / 153 / 154A / 157
특징�   회전 좌판 기능�

   전원 공급 有
※ T : 랩탑 거치대
※ L : 앉은 기준 왼쪽 트레이 / R : 앉은 기준 오른쪽 트레이

기능형 _아크릴 스크린
CS601(T)(L/R)AD  1135 · 890 · 1170
색상   151 / 151B / 153 / 154A / 157
특징�   회전 좌판 기능�

   전원 공급 有
※ T : 랩탑 거치대
※ L : 앉은 기준 왼쪽 트레이 / R : 앉은 기준 오른쪽 트레이

*무선충전 :
무선충전 지원 기종
또는 별도 액세서리

장착 시 사용가능

151 151B 154A 157153

천

* 제품의 실제 색상과 다를 수 있으며, 원목은 천연 소재로 제품마다 나무 무늬결이 다를 수 있습니다. 

액세서리
양면 브라켓
CAX6001C
색상   BK
※추가 주문용
※소파 2개 사이에 스크린 1장을 두고 양쪽에서 소파와 체결하는 브라켓

애더형 스크린 커넥터
CAX6001B
색상   BK
※추가 주문용
※T자, I자, L자 각 1EA 묶음

독립형 스크린 커넥터
CAX6001A
색상   BK
※추가 주문용
※L자 2EA 묶음

CL340 series

사이드테이블
CL345S  500 · 300 · 630
색상   �WWWW / CCWW / LLWW / CCBK / LLBK /�

   CCBK / LLBK / LDBK

원목 기타

BK

* 제품의 실제 색상과 다를 수 있습니다.

GBAUG

아크릴 WWWW

WW

WW

BKW

LLWW

LL

WW

BKW

CCWW

CC

WW

BKW

LDBK

LD

BK

BKW

CL340 
색상 체계
상판
포스트
베이스

LLBK

LL

BK

BKW

CCBK

CC

BK

BKW

CS601R

CS601TR CS601RFD

CS601TRA

CS601RF

CS601TRAD

플레이웍스 시리즈

4f1A

펠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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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5900 series

벤치형 소파
CS5900  700 · 700 · 360
색상   L741C / L741L / L741S

2인 연결형 소파
CS592VL/R  1580 · 880 · 610
색상   L741C / L741L / L741S 
※CS5900CM 1ea 포함
※VL : 정면에서 바라보는 기준 왼쪽 팔걸이
※VR : 정면에서 바라보는 기준 오른쪽 팔걸이

3인 연결형 소파
CS593VL/R  1930 · 880 · 610
색상   L741C / L741L / L741S
※CS5900CB 1ea 포함
※CS5900CS 1ea 포함
※VL : 정면에서 바라보는 기준 왼쪽 팔걸이
※VR : 정면에서 바라보는 기준 오른쪽 팔걸이

3인 독립형 소파
CS593  2110 · 880 · 610
색상   L741C / L741L / L741S
※CS5900CB 1ea 포함
※CS5900CS 1ea 포함

4인 세트
CS594  3160 · 880 · 610
색상   L741C / L741L / L741S 
※CS5900CB 1ea 포함
※CS5900CM 1ea 포함
※CS5900CS 1ea 포함

쿠션
CS5900CB  550 · 550 · 70
색상   L741C / L741L / L741S

쿠션
CS5900CM  500 · 500 · 70
색상   L741C / L741L / L741S

쿠션
CS5900CS  600 · 300 · 70
색상   L741C / L741L / L741S

천연가죽 (콤비마감)

L741L L741SL741C

01 누빔패턴
레트로 스타일의 누빔 패턴으로 고급스러운 �
공간 연출이 가능합니다.

02 블랙 크롬 다리 
고급스러운 블랙 크롬 다리로 심플하면서 �
분위기 있는 디자인을 완성됩니다.

03 옵션형 쿠션 구성
분위기에 따라 다양한 연출 가능합니다.

01 02

03

소파 콤비 마감 사양 : 신체 접촉면은 천연가죽, 비접촉면은 인조가죽 사양

*제품의 실제 색상과 다를 수 있습니다.   *측정 방법 및 부위에 따라 ±20mm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제품 불량이 아닙니다.

CS5900시리즈는 평상형의 모던한 스퀘어 타입으로 
다양한 조합이 가능한 모듈형 소파이며 로비나 라운지 
공간을 고급스럽게 연출합니다.CS5900

 se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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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플한 라인이 돋보이는 유닛을 갖춘 스퀘어 시리즈는 유니크한 감각이 담긴 세련된 디자인과 공간에 
따라 다양한 구성력을 보여주는 시스템으로 자유로운 커뮤니케이션 공간을 연출합니다.

DESIGNER

Claudio Bellini
ITALY

SQUARE
 se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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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IT박스 
보조 조명과 전원 공급(무선충전, 플러그)으로 간편하게 
IT기기를 사용할 수 있고 자연스러운 공간 구획과 편안한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습니다.

06 행잉 플러그
플러그가 내장되어 전원 공급을 하고 편안하게 팔걸이로 
활용할 수 있어 실용적입니다.

01 다양한 높이의 소파 등받이
공간 규모나 용도에 따라 다양한 높이의 등받이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02 감각적인 수납 구조 
편리하고 간편하게 물품을 보관할 수 있는 있도록 월유닛 상부에 수납공간을 두었습니다.(1형/2형 선택)

03 자석 스크린 커넥터
스크린연결이 자석으로 가능하여 간편하고 빠르게 레이아웃을 구획하거나 변경이 가능합니다.

04 스툴 이동성
하부에 캐스터가 달려있어 사용 공간에 맞게 원하는 위치로 자유롭게 이동 가능합니다.

01

05 06

02 03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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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박스형 소파 _중간 등받이
CS589NTMVL/R  1100 · 700 · 970
색상
좌판371 : �371 / 371L / 453 / 454 / 454A / �

 456 / 457 / 458
좌판371L : �371G / 371LG / 453G / 454G / 454AG / �

 456G / 457G / 458G / 
좌판A441 : A441 / A443 / A444C / A445L / A447C
※무선충전, 3구멀티탭 포함
※VL : 정면에서 바라보는 기준 왼쪽 팔걸이
※VR : 정면에서 바라보는 기준 오른쪽 팔걸이

IT박스형 소파 _높은 등받이
CS589NTHVL/R  1100 · 700 · 1170
색상   
좌판371 : �371 / 371L / 453 / 454 / 454A / �

 456 / 457 / 458
좌판371L : �371G / 371LG / 453G / 454G / 454AG / �

 456G / 457G / 458G / 
좌판A441 : A441 / A443 / A444C / A445L / A447C
※무선충전, 3구멀티탭 포함
※VL : 정면에서 바라보는 기준 왼쪽 팔걸이
※VR : 정면에서 바라보는 기준 오른쪽 팔걸이

스툴
CS5804AN  410 · 410 · 440
색상   �452 / 453 / 454 / 454A / 456 / 457 / 458 / �

   013 / 014A / 017A / 018A / 018L / 019 / 371 / 371L�
   A441 / A443 / A444C / A445L / A447C

직사각형 쿠션
CS5801C  600 · 300 · 180
색상   013 / 014A / 017A / 018A / 018L / 019 

L형 쿠션
CS5802C  600 · 600 · 180
색상   013 / 014A / 017A / 018A / 018L / 019 

454453 454A 456 457 458371L 452371

소파
벤치형 소파
CS587A  700 · 700 · 435
CS586A  900 · 600 · 435
CS589A  900 · 900 · 435
CS585A  1500 · 600 · 435
CS588A  1800 · 900 · 435
색상   371 / 371L / A441

낮은 등받이형 소파
CS589NB  900 · 700 · 720
색상   371 / 371L / A441

낮은 등받이 코너형 소파
CS587NB  700 · 700 · 720
색상   371 / 371L / A441

중간 등받이형 소파
CS589NM  900 · 700 · 970
색상
좌판371 : �371 / 371L / 453 / 454 / 454A / �

 456 / 457 / 458
좌판371L : �371G / 371LG / 453G / 454G / 454AG / �

 456G / 457G / 458G / 
좌판A441 : A441 / A443 / A444C / A445L / A447C

높은 등받이형 소파
CS589NH  900 · 700 · 1170
색상
좌판371 : �371 / 371L / 453 / 454 / 454A / �

 456 / 457 / 458
좌판371L : �371G / 371LG / 453G / 454G / 454AG / �

 456G / 457G / 458G / 
좌판A441 : A441 / A443 / A444C / A445L / A447C

*무선충전 :
무선충전 지원 기종
또는 별도 액세서리

장착 시 사용가능

천 인조가죽

A443 A445L A447CA441 A444C

*제품의 실제 색상과 다를 수 있습니다.   *측정 방법 및 부위에 따라 ±20mm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제품 불량이 아닙니다.

371

월유닛 베이스

fIV

라미네이트

BK

기타

018L018A013 014A 019017A

포인트 컬러

월유닛
하부 단독형 월유닛 _단면 상부 선반
CS581  1800 · 295 · 990
색상   013 / 014A / 017A / 018A / 018L / 019

하부 단독형 월유닛 _양면 상부 선반
CS582  1800 · 295 · 990
색상   013 / 014A / 017A / 018A / 018L / 019

하부 결합형 월유닛 _단면 상부 선반
CS581U  1800 · 295 · 990
색상   013 / 014A / 017A / 018A / 018L / 019

하부 결합형 월유닛 _양면 상부 선반
CS582U  1800 · 295 · 990
색상   013 / 014A / 017A / 018A / 018L / 019

테이블
카운터 상판�
CL828T  1800 · 390 · 60(22)
색상   FIV

연결형 테이블
CL822  1200 · 900 · 720
CL828  1800 · 900 · 720
색상   FIV 

*윌 유닛 베이스 색상 : 371

연결형 스탠딩 테이블
CL822NH  1200 · 600 · 1050
CL826NH  1600 · 600 · 1050
색상   FIV

테이블
CL839  900 · 900 · 720 
CL838  1800 · 900 · 720 
색상   FIV

스탠딩 테이블
CL832NH  1200 · 600 · 1050
CL836NH  1600 · 600 · 1050
색상   FIV

소파 테이블
CL832NL  1200 · 600 · 435 
색상   FIV

원형 테이블�
CL832R  Ø1200 · 720
색상   FIV

티 테이블�
CL830R  Ø600 · 590
색상   FIV 

*제품의 실제 색상과 다를 수 있습니다.   *측정 방법 및 부위에 따라 ±20mm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제품 불량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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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reen Layout

스크린 CA5807C 3

CA5807 1

소파 CS587NB 2

고정 브라켓 CAX3102 4

스크린 CA5807C 3

CA5811 1

CA581CF 1

소파 CS589THL 1

(CS589TML)
고정 브라켓 CAX3102 2

테이블 CCR006 1

스크린 CA5807C 2

CA5811 1

소파 CS589THL 1

(CS589TML)
고정 브라켓 CAX3102 2

테이블 CCR006 1

고정 브라켓 CAX3104 1

(IT소파)

스크린 CA5807C 4

CA5809 1

CA5809C 1

소파 CS589NB 4

고정 브라켓 CAX3102 6

스크린 CA5807C 2

CA5809 1

CA5809C 2

소파 CS589NB 3

CS587NB 1

고정 브라켓 CAX3102 5

스크린 CA5807C 2

CA5809 1

CA5809C 3

소파 CS589NB 4

행잉플러그 CA5801L 1

고정 브라켓 CAX3102 6

스크린 CA5807C 2

CA5807 1

소파 CS589NB 4

CS587NB 4

티테이블 CL830R 2

고정 브라켓 CAX3102 4

스크린 CA5807C 5

CA5811 1

CA5811C 3

소파 CS589TML 4

고정 브라켓 CAX3102 8

테이블 CCR006 4

커넥터 有 스크린 / 커넥터 무 스크린

• 스크린으로 소파를 감싸는 경우
- 커넥터 무 사양은 단독으로 1개만 사용하며 
소파 등 뒤로 배치(900폭)

- 이외의 경우는 가로 사이즈에 알맞게 
커넥터 有 사양 배치)

• 스크린으로 소파를 감싸지 않는 경우
- 커넥터 무 사양은 단독으로 1개만 사용하며 
시작점 또는 끝에 배치

*제품의 실제 색상과 다를 수 있습니다.   *측정 방법 및 부위에 따라 ±20mm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제품 불량이 아닙니다.

스크린
연결형 스크린 _커넥터 有�
CA5807C  740 · 20 · 1570
CA5809C  940 · 20 · 1570
CA5811C  1140 · 20 · 1570
색상   571 / 571L / 572 

연결형 스크린 _커넥터 無�
CA5807  740 · 20 · 1570
CA5809  940 · 20 · 1570
CA5811  1140 · 20 · 1570
색상   571 / 571L / 572 

독립형 스크린 _커넥터 有�
CA587Cf  740 · 300 · 1570
CA589Cf  940 · 300 · 1570
CA581Cf  1140 · 300 · 1570
색상   571 / 571L / 572 

독립형 스크린 _커넥터 無�
CA587f  740 · 300 · 1570
CA589f  940 · 300 · 1570
CA581f  1140 · 300 · 1570
색상   571 / 571L / 572 

소파용 스크린 브라켓
CAX3102
색상   BK

액세서리
소파 커넥터
CAX3105
색상   TS

윌유닛 커넥터
CAX3101
색상   BK

월유닛 안정대 �
CAX3103
색상   FK
※2개 1포장
※월유닛 단독 사용시 권장

행잉플러그 �
CA5801L/R
색상   WW
※R : 앉은 기준 오른편 설치 / L : 앉은 기준 왼편 설치

IT박스 소파용 스크린 브라켓
CAX3104
색상   BK

WW571L fK572

기타

BK

천

571 TS

*제품의 실제 색상과 다를 수 있습니다.   *측정 방법 및 부위에 따라 ±20mm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제품 불량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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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형 소파
CS5701  570 · 705 · 745
색상   A442A / A447 

라운드 코너형 소파
CS5721  705 · 705 · 745
색상   A442A / A447

CS5700 series

엔드형 소파
CS5701NVL  655 · 705 · 745
색상   A442A /A447 
※정면에서 바라보는 기준 왼쪽 팔걸이

엔드형 소파
CS5701NVR  655 · 705 · 745
색상   A442A / A447 
※정면에서 바라보는 기준 오른쪽 팔걸이

직각 코너형 소파
CS5710  690 · 690 · 745
색상   A442A / A447 

A442A A447

인조가죽

70
5

43
5 74

5

570

70
5

705

43
5 74

5

70
5

655

43
5 74

5

70
5

655

43
5 74

5

69
0

690

43
5 74

5

Layout

2450

14
10

3120

31
40

3105

19
30

25001915

*제품의 실제 색상과 다를 수 있습니다.   *측정 방법 및 부위에 따라 ±20mm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제품 불량이 아닙니다.

직선과 곡선이 어우러져 세련된 감각을 선사하는 
CS5700 시리즈는 마감 선택의 폭이 넓고 다양한  
조합이 가능한 시스템 소파입니다. 카우치형 소파  
최초로 걸레받이를 적용하여 관리가 쉽고 동시에  
디자인 완성도를 높였습니다. 

CS5700
 se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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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받이형 소파 _2인 곡선형(A)
CS5622  1375 · 785 · 750
색상   �A442 / A444A / A447L (인조가죽)

벤치형 소파 _2인 곡선형
CS5613B  980 · 545 · 415
색상   �A442 / A444A / A447L (인조가죽)

벤치형 소파 _1인 곡선형
CS5611B  975 · 555 · 415
색상   �A442 / A444A / A447L (인조가죽)

벤치형 소파 _3인 직선형
CS5603B  1015 · 500 · 415
색상   �A442 / A444A / A447L (인조가죽)

CS5600 series

등받이형 소파 _4인 곡선형
CS5624  2110 · 925 · 750
색상   �A442 / A444A / A447L (인조가죽)

등받이형 소파 _2인 곡선형(B)
CS5613  2110 · 925 · 750
색상   �A442 / A444A / A447L (인조가죽)

등받이형 소파 _3인 직선형
CS5603  1505 · 700 · 750
색상   �A442 / A444A / A447L (인조가죽)

등받이형 소파 _1인 곡선형
CS5611  1375 · 780 · 750
색상   A442 / A444A / A447L (인조가죽)

Layout

A442 A447LA444A

인조가죽

75
0

92
5

2110

75
0

700

1505

75
0

92
5

2110

75
0

78
0

1375

75
0

78
5

1375

41
5

5
45

980

41
5

55
5

975

41
5

1015

500

42
30

6510

29
90

4490

44
30

4430 2985

*제품의 실제 색상과 다를 수 있습니다.   *측정 방법 및 부위에 따라 ±20mm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제품 불량이 아닙니다.

독특한 스타일의 곡선형 디자인으로 어느 공간에도  
다양하고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는 CS5600 시리즈 
입니다. 등판의 유무에 따라, 다양한 컬러 조합에 따라 
재미있고 생동감 있는 공간 연출이 가능합니다.

CS5600
 se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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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가죽

L395 L735B L746AL742A

MARCUS (ZSL7100N) series

1인 소파
ZSL7101N  1130 · 905 · 730
색상   L395 / L735B / L741C / L742A / L746A

3인 소파
ZSL713N  2300 · 905 · 730
색상   L395 / L735B / L741C / 

L742A / L746A
※가죽 관리 키트(CA0001) 포함

가죽 관리 키트
CA0001
색상   XX
구성   �가죽 관리 용액 1EA �

   라텍스 장갑 1EA�
   극세사 타월 2EA

01 마이크로 파이버 쿠션재
등받이에 마이크로 파이버의 쿠션재를 적용하여 푹신함을 강조하였습니다.
*�마이크로 파이버’는 머리카락의 1/100정도 굵기를 가진 섬유로 뛰어난 흡수력, 보온성, 부드러운 촉감, 거위털 같은 가벼움, �
빠르게 건조되는 특징을 지닌 첨단 소재입니다. 쿠션재로서 복원력이 우수하고 가벼운 것이 특징입니다.

02 차별화된 팔걸이 디자인
암레스트가 떠있는 듯한 차별화된 디자인을 완성합니다.

01 02

*제품의 실제 색상과 다를 수 있습니다.   *측정 방법 및 부위에 따라 ±20mm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제품 불량이 아닙니다.

클래식하지만 세련된 마르쿠스 시리즈는 사용자의 
품격있는 취향을 반영합니다. 고급스러운 천연가죽 
소재는 사용할수록 가치를 더합니다.MARCUS

 series

L741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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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직선의 엣지 라인
이중 봉제 스타일인 프렌치 심으로 고급스러운 �
유러피안 디자인을 완성합니다.

02 간결한 프레임
간결한 블랙 프레임의 오픈된 하부로 공간을 넓어 �
보이게 합니다.

03 거위털 내장 충전재
거위털 내장 충전재로 푹신하고 포근한 느낌의 �
착좌감을 제공합니다.

01 02

03

소파
1인 소파
CS2201  1000 · 875 · 700
색상   L733A / L735B / L741C / 

L741S / L742A

2인 소파
CS222  1800 · 875 · 700
색상   L733A / L735B / L741C / 

L741S / L742A
※가죽 관리 키트(CA0001) 포함

3인 소파
CS223  2100 · 875 · 700
색상   L733A / L735B / L741C / 

L741S / L742A
※가죽 관리 키트(CA0001) 포함

소파 테이블
직사각 소파 테이블
CL332LM  1210 · 610 · 390
색상   GC

정사각 소파 테이블
CL338LG  790 · 790 · 380
색상   MYCN / MYNN 

CL338LM  810 · 810 · 390
CL336LM  610 · 610 · 390
CL336M  610 · 610 · 460
색상   GC

원형 소파 테이블형 
CL338RLG  Ø790 · 380
색상   MYNN

CL338RLM  Ø810 · 390
CL336RLM  Ø610 · 390
CL336RM  Ø610 · 460
색상   GC

CL336LM / GC

*소파 콤비 마감 사양 : �
신체 접촉면은 천연가죽, �

비접촉면은 인조가죽 사양

*제품의 실제 색상과 다를 수 있습니다.   *측정 방법 및 부위에 따라 ±20mm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제품 불량이 아닙니다.

GC

대리석

MYCN MYNN

유리

CL338RLM / GC

카프리 시리즈는 절제된 라인의 깊고 모던한 소파로 
중역 공간이나 라운지의 품격을 한층 더 높여줄 뿐만 
아니라 모두에게 사랑받는 공간으로 만들어 줍니다.

DESIGNER

Claudio Bellini
ITALY

CAPRI
 series

천연가죽(콤비마감)

L741CL735B L741SL733A L742A

371SOFAS & ARMCHAIRS370 카프리 시리즈



CS2100 시리즈는 클라우디오 벨리니의 유러피안 
감성이 더해진 심플한 라인의 로우백 스타일로 공간을 
더욱 자연스럽고 고급스럽게  만들어 줍니다.

3인 소파
CS213  2000 · 850 · 620
색상   L741C / L741S / A481 / 

A481C / 456
※CS2101C 2ea 포함
※CS2102C 2ea 포함

쿠션
CS2101C  670 · 620 · 60
색상   L741S / L741C / 456

CS2102C  570 · 470 · 60
색상   L741S / L741C / 456

CS2100 series

1인 소파
CS211  1000 · 850 · 620
색상   L741C / L741S / A481 / A481C / 456
※CS2101C 1ea 포함

4인 소파
CS214  2820 · 850 · 620
색상   L741C / L741S / A481 / 

A481C / 456
※CS2101C 4ea 포함
※CS2102C 2ea 포함

01 쿠션
푹신한 소파 쿠션을 활용하여 편안한 분위기와 착좌감을 �
확보합니다. (CS2101C, CS2102C) 

02 블랙 크롬 다리
고급스러운 블랙 크롬 다리로 심플하면서 분위기 있는 �
디자인을 완성하였습니다.

01 02

L741S

천연가죽(콤비마감)

A481 A481C

인조가죽

456

천
*소파 콤비 마감 사양 : 신체 접촉면은 천연가죽, 비접촉면은 인조가죽 사양

DESIGNER

Claudio Bellini
ITALY

*제품의 실제 색상과 다를 수 있습니다.   *측정 방법 및 부위에 따라 ±20mm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제품 불량이 아닙니다.

CS2100
 series

체오스 시리즈는 천연 무늬목과 어우러지는 무게감
있는 디자인으로 공간의 중후한 멋을 실려줍니다.

01 암레스트
직선적인 라인의 암레스트는 천연무늬목을 사용하여 
고급스러움을 더해줍니다.

02 높은 착좌감의 등판
전체적으로 곡선 처리된 등판은 오래 앉아도 편안함을 
제공합니다.

3인 소파
ZSD7103  2130 · 905  · 820
색상   L396 / L741S

CEoS (ZSD7100) series

1인 소파
ZSD7101  965 · 905 · 820
색상   L396 / L741S

01 02

*제품의 실제 색상과 다를 수 있습니다.    *측정 방법 및 부위에 따라 ±20mm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제품 불량이 아닙니다.

천연가죽

CEOS
 series

L396

*AN 무늬목

L741S

*NCE 무늬목

L741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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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심플한 라인
단정하고 심플한 라인으로 격식있고 모던한 공간을 �
연출합니다.

02 간결한 프레임
간결한 프레임의 오픈된 하부로 공간을 넓어 보이게 �
합니다.

3인 소파
CS3103  1970 · 795 · 780
색상   ��L195 / L196 (천연가죽)�

   �L195C / L196C (천연, 인조 콤비)�
   A442A / A445A / A446 (인조가죽) 

CS3100 series

1인 소파
CS3101  880 · 795 · 780
색상   �L195 / L196 (천연가죽) �

   �L195C / L196C (천연, 인조 콤비)�
   A442A / A445A / A446 (인조가죽)  

L195 L196

천연가죽

A442A A445A A446

인조가죽

쿠션, 등판, 좌판, 그리고 하부 프레임까지 모두 절도있게 
떨어지는 엣지 디자인의 CS3100 시리즈는 심플하면서도 
모던한 공간을 연출합니다. 

01 02

*제품의 실제 색상과 다를 수 있습니다.   *측정 방법 및 부위에 따라 ±20mm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제품 불량이 아닙니다.

CS3100
 series

*제품의 실제 색상과 다를 수 있습니다.   *측정 방법 및 부위에 따라 ±20mm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제품 불량이 아닙니다.

프레임과 쿠션, 그리고 나무 느낌의 팔걸이까지 둥근 
반원형으로 마감된 CS1200S 시리즈는  커뮤니케이션 
공간에 부드러우면서도 따뜻한 기운을 불어 넣어 줍니다.

01 무늬목 팔걸이
팔걸이는 무늬목을 사용하여 자연스럽고 고급스럽�
습니다.

02 세련된 디자인
등좌판의 자연스러운 봉제선 처리와 측면의 전체적 �
곡선 처리로 부드러운 분위기를 연출합니다.

3인 소파
CS1203S  2010 · 870 · 825
색상   �L395W / L746W (천연가죽) �

   L395C / L746C (천연, 인조 콤비)�
�   A485W / A486W (인조가죽)

CS1200S series

1인 소파
CS1201S  890 · 870 · 825
색상   �L395W / L746W (천연가죽) �

   L395C / L746C (천연, 인조 콤비)
A485W / A486W (인조가죽)

01 02

L395 L746A

천연가죽

A486A485A

인조가죽 (팔걸이 색상)

AGL *소파 콤비 마감 사양 : 신체 접촉면은 천연가죽, 비접촉면은 인조가죽 사양

CS1200S
 series

-W,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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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481 A486

인조가죽

456

천

안락한 쉼표가 되어주는 CS4200시리즈의 부드러운 
디자인 감각과 등판의 편안함은 공간을 한층 멋스럽고 
편안하게 연출합니다.

3인 소파
CS4203  1985 · 880 · 830
색상   A481 / A486 / 456

CS4200 series

1인 소파
CS4201  820 · 880 · 830
색상   A481 / A486 / 456

01 소프트 텐션 등판
등판 프레임에 소프트 텐션 기능을 적용해 부피를 최소화 �
하면서도 한층 편안하고 푹신한 느낌을 제공합니다.

02 등판 디자인
푹신한 쿠션감과 자연스러운 주름으로 편안한 분위기를 �
연출하고 탈부착이 가능해 청소가 용이합니다.

01 02

*제품의 실제 색상과 다를 수 있습니다.   *측정 방법 및 부위에 따라 ±20mm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제품 불량이 아닙니다.

CS4200
 series

CS0700S시리즈는 완벽한 비율과 부드러운 곡선형 
디자인 위에 섬세하게 올려진 스티치로 심플하면서도 
깊이감이 있습니다.

3인 소파
CS0703S  1980 · 875 · 815
색상   A485A / A486

CS0700S series

1인 소파
CS0701S  875 · 875 · 815
색상   A485A / A486

01 심플한 봉제라인
섬세하게 올려진 스티치 마감이 디자인 완성도를 높여�
줍니다.

02 컴팩트한 디자인
컴팩트한 제품사이즈로 공간 효율성이 높고 가볍지 �
않은 디자인으로 활용도가 높습니다.

01 02

*제품의 실제 색상과 다를 수 있습니다.   *측정 방법 및 부위에 따라 ±20mm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제품 불량이 아닙니다.

CS0700S
 series

A486A485A

인조가죽

376 377SOFAS & ARMCHAIRS CS0700S / CS4200 시리즈



3인 소파
CS4603  1830 · 795 · 690
색상   163 / 164A

CS4600 series

1인 소파
CS4601  830 · 795 · 690
색상   163 / 164A

01 02

163 164A

천

등판에서부터 암레스트까지 이어지는 심플하면서  
베이직한 라인이 돋보이는 CS4600시리즈는  
간결하고 안정적인 디자인으로 차분하면서  캐주얼한 
접객 공간과 휴게 공간에 적합한 소파입니다.

01 공용공간
캐주얼한 접객 공간과 휴게 공간에 적합한 소파입니다.

02 블랙 크롬 다리
고급스러운 블랙 크롬 다리로 심플하면서 분위기 있는 �
디자인을 완성하였습니다.

*제품의 실제 색상과 다를 수 있습니다.   *측정 방법 및 부위에 따라 ±20mm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제품 불량이 아닙니다.

CS4600
 series

3인 소파
CS5303  1640 · 700 · 715
색상   �    A442A / A447 / A448

CS5300 series

1인 소파
CS5301  630 · 700 · 715
색상   �    A442A / A447 / A448

01 02

A447 A448A442A

인조가죽

CS5300시리즈는 작고 슬림한 디자인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공용 공간에서 가볍고 산뜻한  
느낌을 연출할 수 있습니다.

01 투톤 컬러
패브릭 사양은 등좌판의 컬러를 콤비로 적용했습니다.

02 스틸 파이프 다리
공간 어디서나 깔끔하고 심플한 감각이 돋보입니다.

*제품의 실제 색상과 다를 수 있습니다.   *측정 방법 및 부위에 따라 ±20mm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제품 불량이 아닙니다.

CS5300
 se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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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4100시리즈는 편안하고 아름다운 대기공간, 
자연스러운 커뮤니케이션 공간을 만들어 드립니다.

A441

인조가죽

A446

01 02

3인 소파
CS4103  1680 · 745 · 755
색상   A441 / A446

CS4100 series

1인 소파
CS4101  700 · 745 · 755
색상   A441 / A446

01 등판 쿠션
등판에서 사선으로 내려오는 곡선 디자인으로 편안하고 
아름답게 공간을 연출할 수 있습니다.

02 고급스러운 분위기
알루미늄 다이캐스팅과 크롬도금 마감으로 견고성과 �
세련미를 제공합니다.

*제품의 실제 색상과 다를 수 있습니다.   *측정 방법 및 부위에 따라 ±20mm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제품 불량이 아닙니다.

CS4100
 series

3인 소파
CS4503  1850 · 820 · 800
색상   A480 / A481 / 161A / 163

CS4500 series

1인 소파
CS4501  800 · 820 · 800
색상   A480 / A481 / 161A / 163

01 02

A481A480

인조가죽

163161A

천

CS4500시리즈는 부드러운 곡선의 디자인과 컬러가 
어우러져 안락한 공간을 만들어 줍니다.

01 애쉬 원목 다리
캐주얼하고 부드러운 애쉬 원목 다리입니다.

02 캐주얼 디자인
편안한 곡선형 디자인으로 다양한 분위기의 인테리어와 
조화롭게 어우러집니다.

*제품의 실제 색상과 다를 수 있습니다.   *측정 방법 및 부위에 따라 ±20mm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제품 불량이 아닙니다.

CS4500
 se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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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가죽(콤비마감) 인조가죽

A485AA483AA481 A481C A482C *소파 콤비 마감 사양 : �
신체 접촉면은 천연가죽, �

비접촉면은 인조가죽 사양

WoLKE(CS8000) series

리클라이너
CS801  875 · 910(1690) · 1080(740)
색상   L733A / L753B / L741C / L741S / L742A

A481 / A481C / A482C / A483A / A485A 
※가죽 관리 키트(CA0001) 포함

가죽 관리 키트
CA0001
색상   XX
구성   �가죽 관리 용액 1EA �

   라텍스 장갑 1EA�
   극세사 타월 2EA

01 각도 조절
리클라이닝 기능으로 최대 130°까지 조절 가능 합니다.

02 앉은 키에 맞게 조절 가능한 헤드레스트
앉은키, 자세에 따라 높이와 각도 조절이 가능해 척추에 부담을 주지 않고 몸을 완벽하게 지지해 줍니다.

03 손쉬운 조절 버튼
4개 버튼으로 등받이와 발받침의 각도를 독립적으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02

03

01

*제품의 실제 색상과 다를 수 있습니다.   *측정 방법 및 부위에 따라 ±20mm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제품 불량이 아닙니다.

독일어로 ‘구름’이라는 뜻의 볼케 시리즈는 최대 130° 
까지 조절 가능한 리클라이닝 기능으로 구름 위에 
오른듯한 기분을 선사합니다. 컴팩트하고 슬림한 
디자인은 동양인 체형에 꼭 맞는 설계의 결과로 수준 
높은 편안함을 만날 수 있습니다. 

WOLKE
 series

L735B L741SL733A L742AL741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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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오토만
소파와 함께 배치시 다리를 올릴 수 있으며 독립적인 스툴로도 사용 가능합니다. 

02 글라이드
플라스틱 글라이드로 잦은 움직임에도 바닥 긁힘을 방지합니다. 

03 편안한 각도의 등판
등판이 자연스럽게 곡선형으로 이어져 편안하고 안락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01 02

03

SToNE(CS9900) series

암체어
CS9901  750 · 775 · 760
색상   451 / 453 / 454 / 454B / 456 / 459L

스툴
CS9980  650 · 525 · 350
색상   451 / 453 / 454 / 454B / 456 / 459L

천

451 453 454 454B 456 459L

*제품의 실제 색상과 다를 수 있습니다.   *측정 방법 및 부위에 따라 ±20mm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제품 불량이 아닙니다.

클라우디오 벨리니의 트렌디한 감각으로 탄생한 스톤 
(CS9900)시리즈는 자연스러운 곡선형 디자인으로 
편안하고 안락한 공간을 연출해 줍니다.

DESIGNER

Claudio Bellini
ITALY

STONE
 se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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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UVoLA(CS9700) series

암체어
CS9701  780 · 780 · 700
색상   �371L / 371 /�

   452 / 453 / 454 / 454A / 456 / 457 / 458

테이블 부착형 암체어
CS971T  1035 · 1035 · 700
색상   �371L / 371 /�

   452 / 453 / 454 / 454A / 456 / 457 / 458
※필경대 부착형
※CS9701T + CS9700T(필경대)

371371L 452 453 456454 457454A 458

천

*제품의 실제 색상과 다를 수 있습니다.   *측정 방법 및 부위에 따라 ±20mm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제품 불량이 아닙니다.

01 컵 홀더 필경대
간단한 개인 물품을 올려 놓을 수 있고 컵 홀더 기능이 있는 회전형 필경대입니다.

02 고급스러운 디자인
알루미늄 다이캐스팅과 크롬 도금 마감으로 견고성과 세련미를 제공합니다.

02NUVOLA
 series

누볼라(CS9700)시리즈는 세계적인 디자이너 
클라우디오 벨리니가 모던한 감각을 내세워 디자인한 
라인으로 돌출형 스틸프레임과 유연한 곡선이 어느 
곳에서나 돋보입니다.

DESIGNER

Claudio Bellini
ITA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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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UMETTA(CS7800) series

높은 등 암체어
CS7801  800 · 730 · 900
색상   L735B / L741S / L741C / L733A / L742A / 

A481 / A485A / A481C / A482C / A483A 

낮은 등 암체어
CS7801L  800 · 730 · 730
색상   L735B / L741S / L741C / L733A / L742A / 

A481 / A485A / A481C / A482C / A483A 

A481 A485A A481C A483AA482C

다이닝 체어_인조가죽

다이닝 체어
CS7871  640 〮 640 〮 870
색상   A481 / A485A / A481C / A482C / A483A 

가죽 관리 키트
CA0001
색상   XX
구성   �가죽 관리 용액 1EA �

   라텍스 장갑 1EA�
   극세사 타월 2EA

이탈리아 스타일의 암체어 피우메타는 완벽한 비례감
과 감각적인 라인의 디자인으로 공간의 품격을 한층 더 
높여줄 뿐만 아니라, 모두에게 사랑받는 공간으로 만들
어 줍니다.

03

DESIGNER

Claudio Bellini
ITALY

L741SL735B L741CL733A L742A

암체어_천연가죽(콤비마감)

A481 A485A A481C A483AA482C

암체어_인조가죽
*소파 콤비 마감 사양 : �

신체 접촉면은 천연가죽, �
비접촉면은 인조가죽 사양

*제품의 실제 색상과 다를 수 있습니다.   *측정 방법 및 부위에 따라 ±20mm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제품 불량이 아닙니다.

PIUMETTA
 series

01 자연스러운 등판
풀그레인의 최고급 가죽이 자연스러운 주름을 만들고 
허리와 등을 지지해주어 착좌감과 디자인 모두를 
만족 시킵니다.

02 슬림한 다리
슬림하면서도 견고한 소재로 구성된 다리는 오래 기간 
사용하여도 아름다움을 유지합니다.

03 고급스러운 마감 디테일
잘 보이지 않는 곳까지 세련된 감각의 디자인을 
적용하여 완성도를 높였습니다. 

01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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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7600 series

암체어
CS7601N  580 · 550 · 790
색상   161A / 163

CS7600시리즈는 부드러운 곡선형 디자인과 원목 
다리의 조화로 편안한 대화가 이루어지는 공간을 
연출합니다. 

01 원목 다리
내추럴한 원목의 다리는 다양한 인테리어와 조화를 �
이룹니다.

02 감각적인 등좌판
등판에서 팔걸이까지 부드럽게 곡선으로 떨어지는 �
라인과 여러가지 색상의 날실이 직조된 고급스러운 �
질감의 패브릭으로 따뜻하고 세련된 분위기를 �
연출합니다.

01 02

163

천

161A

*제품의 실제 색상과 다를 수 있습니다.   *측정 방법 및 부위에 따라 ±20mm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제품 불량이 아닙니다.

CS7600
 series

CS7700시리즈는 간결한 사각프레임의 단정하고 
심플한 형태로 어느 공간에서나 활기를 넣어줍니다.

01 원목 다리
내추럴한 원목의 다리는 다양한 인테리어와 조화를 �
이룹니다.

02 감각적인 등좌판
다양한 장소에 어울리는 간결한 디자인입니다.

CS7700 series

암체어
CS7701  600 · 630 · 715
색상   451 / 454 / 457

454451 457

천

01 02

*제품의 실제 색상과 다를 수 있습니다.   *측정 방법 및 부위에 따라 ±20mm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제품 불량이 아닙니다.

CS7700
 se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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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7400시리즈는 푹신한 쿠션과 블랙 마감의 목재 
다리가 돋보이며 바쁜 일상에서 한 템포 쉬어갈 수 
있도록 카페나 라운지, 미팅 공간에서 편안함을 
제공합니다.

01 분리되는 등좌판
등좌판이 프레임과 분리되어 청소 및 교체가 용이�
합니다.

02 원목 프레임
사선 라인이 돋보이는 원목 프레임은 세련된 분위기를 �
연출합니다.

01 02

2인 암체어
CS7402  1160 · 710 · 750
색상   161A / A366

CS7400 series

1인 암체어
CS7401  590 · 710 · 750
색상   161A / A366

161A

천

A366

인조가죽

*제품의 실제 색상과 다를 수 있습니다.   *측정 방법 및 부위에 따라 ±20mm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제품 불량이 아닙니다.

CS7400
 series

2인 암체어
CS7502  1200 · 680 · 850
색상   161A

CS7500 series

1인 암체어
CS7501  650 · 680 · 850
색상   161A

CS7500시리즈는 내추럴한 사선형의 원목다리로 
경쾌하면서도 컴팩트한 암체어 입니다.

01 원목 다리
내추럴한 원목의 다리는 다양한 인테리어와 조화를 �
이룹니다.

02 감각적인 등좌판
깨끗한 등판 봉제 라인과 여러가지 색상의 날실이 �
직조된 고급스러운 질감의 패브릭으로 따뜻하고 �
세련된 분위기를 연출합니다.

01 02

161A

천

*제품의 실제 색상과 다를 수 있습니다.   *측정 방법 및 부위에 따라 ±20mm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제품 불량이 아닙니다.

CS7500
 se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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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

S5153L S1331L

목재도장

DGNoKW GRY

*목재와 천(New Wool)은 천연 소재로 제품마다 결과 조직이 약간의 차이가 있으며 미세한 불균일은 천연 소재의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제품의 실제 색상과 다를 수 있습니다.   *측정 방법 및 부위에 따라 ±20mm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제품 불량이 아닙니다.

VISU(MUS0100) series

라운지 의자_패딩 쉘
MUS0101   600 · 510 · 690
색상   S5153L / S1331L
※S5153L : OKW 목재 다리
※S1331L : GRY 목재 다리

라운지 의자_우드 쉘
MUS0101   600 · 510 · 690
색상   OKW / DGN

01 실용적인 사이즈와 선택 가능한 마감재
라운지 체어로서 크지도 낮지도 않은 완벽한 비율로 편안함을 제공하며, 자연스러운 나무결이 드러나는 �
도장 마감과 심플한 봉제 마감의 선택 가능한 등좌판으로 어느 공간에도 조화롭고 우아하게 연출할 수 있습니다.

02 Kvadrat 패브릭
세계적인 패브릭 디자인회사 Kvadrat(덴마크)의 패브릭을 적용하여 부드러운 질감과 현대적이면서 고급스러운 �
컬러와 패턴으로 공간을 더욱 품위있게 만듭니다. 
*PADDED LOUNGE CHAIR에 해당

03 자연스럽고 미려한 우드 다리
등좌판을 안정감있게 받치고 있는 곡선형의 목재 다리가 비수 라운지 체어의 디자인을 완성합니다.

04 CRAFTSMANSHIP IN EUROPE

유럽 현지의 장인에 의해 손수 제작되어 높은 완성도로 변하지 않는 유럽의 오리지널리티를 그대로 느낄 수 있습니다.

01 02

03

04

VISU
 series

섬세한 디테일과 실루엣을 우아하게 표현한 
비수 라운지 체어는 내추럴한 우드 소재로 
공간 안에서 다른 가구들과 조화롭게 매칭하여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DESIGNER

Mika Tolvanen
FINL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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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Lo(MUS0200) series

1인 라운지 의자
MUS0201A   800 · 730 · 780
색상   S9667 / F5513L / F1511L

2인 라운지 의자
MUS0202A   1500 · 730 · 780
색상   S9667 / F5513L / F1511L

벤치
MUS0292A   1500 · 730 · 450
색상   S9667 / F1511L / F5513L

f5513LS9667 f1511L V4728A

01 동양의 미에서 영감을 받은 스칸디나비안 디자인
동양의 간결하고 절제된 형태를 스칸디나비안 스타일의 
우아한 라인으로 재해석하여 새롭게 창조된 아찔하고 
세련된 균형으로 소파를 넘어서 또 하나의 오브제가 됩니다.

02 Kvadrat 패브릭
세계적인 패브릭 디자인회사 Kvadrat(덴마크)의 
패브릭을 적용하여 부드러운 질감과 현대적이면서 
고급스러운 컬러와 패턴으로 공간을 더욱 품위있게 
만듭니다.

03 플로팅 프레임
가늘고 긴 스틸 소재의소파 다리는 단단하면서 
마치 소파가 공중에 떠 있는 듯한 느낌을 연출합니다.

04 CRAFTSMANSHIP IN EUROPE

유럽 현지의 장인에 의해 손수 제작되어 높은 완성도로 
변하지 않는 유럽의 오리지널리티를 그대로 느낄 수 
있습니다.

*천(New Wool)은 천연 소재로 제품마다 결과 조직이 약간의 차이가 있으며 미세한 불균일은 천연 소재의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제품의 실제 색상과 다를 수 있습니다.   *측정 방법 및 부위에 따라 ±20mm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제품 불량이 아닙니다.

1인 라운지 의자
MUS0201B    800 · 730 · 780
색상   V4728A

2인 라운지 의자
MUS0202B    800 · 730 · 780
색상   V4728A

벤치
MUS0292B   1500 · 730 · 450
색상   V4728A

천

01 02

0403

간결하고 부드러운 라인의 오슬로 소파는 
구름같이 포근한 디자인과 따듯한 색감으로 
안락한 느낌을 줍니다. 다양한 공간에서 
편안함을 제공하고 세련된 공간을 연출할 수 
있습니다. 

DESIGNER

Anderssen&Voll
NORWAY

OSLO
 se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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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ON ITEMS

WORKTOOLS

ACCESSORIES 442

STORAGE & SHELVES

CABINET 428PLAD SWS422 434

SYSTEM BOOTH

SYSTEM BOOTH 400

DIVIDERS

FORESTY 416

398 399



시스템 부스는 개방형 사무공간에 필요한 공간을 효율적으로 계획하기 위한 모듈형 공간솔루션입니다.  
천장과 바닥에 별도의 인테리어 공사 없이 공간을 구획할 수 있으며 부스를 여러 개 연결하거나 기존  
부스의 일부를 교체하여 새로운 공간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기능성 타일과 행잉 아이템을 활용하여  
내부 구성 역시 다양하게 조합할 수 있는 간편하고 합리적인 공간 솔루션입니다.

전면 유리 추가-보드형(RB2), 루버(FEA7088),
행잉 선반(FET080S), 화이트 보드용 펜꽂이(CA010B)

*천정고 2600 이상 설치 가능

SYSTEM BOOTH
 se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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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의 임원실 없이 조직원들의 업무공간 곳곳에 임원의 자리를 마련하는 기업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직원들과
의 거리를 좁히면서도 임원 개인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공간을 최소한으로 구획할 수 있습니다. 

800 · 800 또는 1000 · 1000의 컴팩트한 모듈을 활용하여 집중업무공간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최소한의 패널 
수로 구성할 수 있는 부스이며 흡음재가 내장된 흡음 타일을 내벽에 설치하면 소음 차단에 효과적입니다. 

기능성 타일과 행잉 아이템을 활용하면 다양한 분위기의 회의 공간을 연출할 수 있습니다. 화이트보드에
브레인스토밍을 하며 의견을 나누거나 TV 거치용 타일에 디스플레이를 거치하여 화면의 자료를 함께 공유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바조명을 회의 진행에 적합한 최적의 조명 밝기 및 색온도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H형 또는 괄호형 부스의 양면에 OA, 탕비, 휴게 공간을 필요에 따라 배치하면 공간을 효율적이면서도 색다르게 	
계획할 수 있습니다. 오피스 내 유휴공간에 업무 지원 기능이 담긴 부스를 배치하면 오피스 전체의 평면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집중업무공간

OA & 휴게공간

임원(매니저)공간

회의공간

매칭 아이템
・		D950이하의 회의 테이블	

(BeConn, CAPPUCCINO 등)
・		회의용 의자 (FLIGHT, VIM 등)

매칭 아이템
・		SQUARE (부스용 규격)
・		소파 테이블 (CL340, CL830R 등)
・		가벼운 스툴 및 의자	

(FUNGUS, SQUARE STOOL, SPOON 등)

매칭 아이템
・		W1800의 중역용 데스크	

(MOTION DESK, SETINA, TIERRA 등)
・		중역용 의자 (ZIEL-EX, VESTO 등)

매칭 아이템
・		행잉 바테이블
・		가벼운 스툴 및 의자	

(FUNGUS, SQUARE STOOL, SPOON 등)
・		바스툴 (CH0023, CH0016 등)

시스템 부스는 구성품을 재활용하여
레이아웃을 다양하게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일부 벽면을 유리로 교체하거나 추가 설치하여  
같은 사이즈의 부스를 여러 분위기로 연출할 수 있으며  
기존의 부스에 일부 구성품을 추가하거나 분리하여  
새롭게 공간을 구획할 수 있습니다.

Replace & Add

or>

>

Merge & Div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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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 활용도를 높여주는 기능성 아이템

ㄷ자형 부스(RB2), 선반(RCN), 루버

01 전선 홀더
타일 사이의 공간을 활용하여 배선을 연결할 수
있으며 전선 홀더를 사용하여 선을 깔끔하게 정리	
할 수 있습니다. 

02 흡음 루버
실링 프레임 사이에 흡음재로 된 루버를 설치하면
방음 효과를 높일 수 있으며 보다 아늑한 분위기를
연출합니다.  

03 스위치
기능성 스위치로 조명의 On/Off는 물론 밝기와
색온도를 조정하여 최적의 빛환경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04 흡음 타일
소리를 흡수하는 흡음타일과 내장재로 주변 소음을 	
줄여 업무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02

04

01

03

01 모듈 간 연결 솔루션
부스 모듈 간 결합이 가능하며 일부 단품을 추가·제거	
하여 부스의 사이즈를 조절하거나 옵션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천장부에 설치되는 연결 플레이트는 구조를 
흔들림 없이 잡아줍니다.

02 멀티 포스트 커버
포스트의 모든 면에 벽체를 세울 수 있으며 사용하지 	
않는 면에는 포스트 커버를 부착하여 깔끔하게 마감	
할 수 있습니다.

03 행잉 아이템
벽면 홀에 걸어서 사용할 수 있는 행잉 아이템(선반,
바테이블 등)은 원하는 위치에 편리하게 설치 가능	
합니다.

01 02

03

효율적인 모듈 구성을 위한 체결 솔루션

01 a

03 c

01

01 b

01 밝기 및 색온도 설정이 가능한 LED 바조명
주변 환경에 맞춰 조명의 밝기를 조정할 수 있으며 	
사용 목적에 따라 3가지 색온도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a. Standard : 일반 회의 모드
b. Display : 화면 사용  회의 모드
c. Refresh : 캐주얼 회의 및 휴식 모드

다양한 조명 옵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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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튼 및 블라인드, 행잉 아이템 별도 주문 

LB1 LB2RB2RB1 RF1 DF1WF1프레임

외벽

내벽

ㄷ자형 부스_4-6인
(W2535, 3135/D2535,3135)
색상   	RB1 / RB2 / LB1 / LB2 / 	

   RF1 / WF1 / DF1
특징   	상부 타일+배선 타일 1장 포함	

   스위치 타일 1장 포함	
   TV 거치 타일 1장 포함	
   바조명 2개 포함	
   CCX0302 모니터 거치 브라켓 포함

#4-6인 회의 #임원

Basic Module

일반형
FEF05A  2400(2535) · 2400(2535) · 2220
FEF06A  2400(2535) · 3000(3135) · 2220
FEF07A  3000(3135) · 2400(2535) · 2220
FEF08A  3000(3135) · 3000(3135) · 2220

보드형 _1면 상부 화이트 보드 타일
FEF05AB  2400(2535) · 2400(2535) · 2220
FEF06AB  2400(2535) · 3000(3135) · 2220
FEF07AB  3000(3135) · 2400(2535) · 2220
FEF08AB  3000(3135) · 3000(3135) · 2220

Plus Module

일반형 _1면 유리로 변경
FEF05B  2400(2535) · 2400(2535) · 2220
FEF06B  2400(2535) · 3000(3135) · 2220
FEF07B  3000(3135) · 2400(2535) · 2220
FEF08B  3000(3135) · 3000(3135) · 2220

일반형 _전면 유리 추가
FEF05C  2400(2535) · 2400(2535) · 2220
FEF06C  2400(2535) · 3000(3135) · 2220
FEF07C  3000(3135) · 2400(2535) · 2220
FEF08C  3000(3135) · 3000(3135) · 2220

보드형 _1면 유리로 변경
FEF05BB  2400(2535) · 2400(2535) · 2220
FEF06BB  2400(2535) · 3000(3135) · 2220
FEF07BB  3000(3135) · 2400(2535) · 2220
FEF08BB  3000(3135) · 3000(3135) · 2220

보드형 _전면 유리 추가
FEF05CB  2400(2535) · 2400(2535) · 2220
FEF06CB  2400(2535) · 3000(3135) · 2220
FEF07CB  3000(3135) · 2400(2535) · 2220
FEF08CB  3000(3135) · 3000(3135) · 2220

WF1

T

S

V

T

S

V

T

S

V

T

S

V

T

S

V

T

S

V

ㄷ자형 부스_4인 이하
(W2135, 2535/D2135)
색상   	RB1 / RB2 / LB1 / LB2 / 	

   RF1 / WF1 / DF1
특징   	상부 타일+배선 타일 2장 포함	

   스위치 타일 1장 포함	
   바조명 1개 포함

#4인 이하 회의 #휴게

Basic Module

일반형
FEF03A  2000(2135) · 2000(2135) · 2220

FEF04A  2400(2535) · 2000(2135) · 2220

보드형 _1면 상부 화이트 보드 타일
FEF03AB  2000(2135) · 2000(2135) · 2220
FEF04AB  2400(2535)· 2000(2135)· 2220

Plus Module

일반형 _1면 유리로 변경
FEF03B  2000(2135) · 2000(2135) · 2220
FEF04B  2400(2535) · 2000(2135) · 2220

일반형 _전면 유리 추가
FEF03C  2000(2135) · 2000(2135) · 2220

FEF04C  2400(2535) · 2000(2135) · 2220

보드형 _1면 유리로 변경
FEF03BB  2000(2135) · 2000(2135) · 2220

FEF04BB  2400(2535) · 2000(2135) · 2220

보드형 _전면 유리 추가
FEF03CB  2000(2135) · 2000(2135) · 2220

FEF04CB  2400(2535) · 2000(2135) · 2220

LB2

S

V V

S

V V

S

V V

S

V V

S

V V

S

V V

*제품의 실제 색상과 다를 수 있습니다.   *측정 방법 및 부위에 따라 ±20mm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제품 불량이 아닙니다.*제품의 실제 색상과 다를 수 있습니다.   *측정 방법 및 부위에 따라 ±20mm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제품 불량이 아닙니다.

*S : 스위치 타일 / V : 배선 타일 / T : TV 거치 타일
*          : 상부 화이트 보드 타일 /           : 유리 패널	

*천정고 2600 이상 설치 가능

괄호형 부스
색상   	RB1 / RB2 / LB1 / LB2 / 	

   RF1 / WF1 / DF1
특징   	상부 타일+배선 타일 2장 포함	

   스위치 타일 1장 포함	
   D2135 바조명 1개 포함	
   D2535, 3135 바조명 2개 포함

#4인 이하 회의 #휴게 #OA #탕비

Basic Module

일반형
FEF11A  2400(2535) · 2000(2135) · 2220
FEF12A  2400(2535) · 2400(2535) · 2220
FEF13A  2400(2535) · 3000(3135) · 2220
FEF14A  3000(3135) · 2000(2135) · 2220
FEF15A  3000(3135) · 2400(2535) · 2220
FEF16A  3000(3135) · 3000(3135) · 2220

보드형 _1면 상부 화이트 보드 타일
FEF11AB  2400(2535) · 2000(2135) · 2220
FEF12AB  2400(2535) · 2400(2535) · 2220
FEF13AB  2400(2535) · 3000(3135) · 2220
FEF14AB  3000(3135) · 2000(2135) · 2220
FEF15AB  3000(3135) · 2400(2535) · 2220
FEF16AB  3000(3135) · 3000(3135) · 2220

Plus Module

일반형 _한쪽 통로 폐쇄
FEF11B  2400(2535) · 2000(2135) · 2220
FEF12B  2400(2535) · 2400(2535) · 2220
FEF13B  2400(2535) · 3000(3135) · 2220
FEF14B  3000(3135) · 2000(2135) · 2220
FEF15B  3000(3135) · 2400(2535) · 2220
FEF16B  3000(3135) · 3000(3135) · 2220

일반형 _날개 유리로 변경
FEF11C  2400(2535) · 2000(2135) · 2220
FEF12C  2400(2535) · 2400(2535) · 2220
FEF13C  2400(2535) · 3000(3135) · 2220
FEF14C  3000(3135) · 2000(2135) · 2220
FEF15C  3000(3135) · 2400(2535) · 2220
FEF16C  3000(3135) · 3000(3135) · 2220

보드형 _한쪽 통로 폐쇄
FEF11BB  2400(2535) · 2000(2135) · 2220
FEF12BB  2400(2535) · 2400(2535) · 2220
FEF13BB  2400(2535) · 3000(3135) · 2220
FEF14BB  3000(3135) · 2000(2135) · 2220
FEF15BB  3000(3135) · 2400(2535) · 2220
FEF16BB  3000(3135) · 3000(3135) · 2220

보드형 _날개 유리로 변경
FEF11CB  2400(2535) · 2000(2135) · 2220
FEF12CB  2400(2535) · 2400(2535) · 2220
FEF13CB  2400(2535) · 3000(3135) · 2220
FEF14CB  3000(3135) · 2000(2135) · 2220
FEF15CB  3000(3135) · 2400(2535) · 2220
FEF16CB  3000(3135) · 3000(3135) · 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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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티 부스
색상   	RB1 / RB2 / LB1 / LB2 / 	

   RF1 / WF1 / DF1
특징   	상부 타일+배선 타일 2장 포함	

   스위치 타일 2장 포함	
   TV 거치 타일 2장 포함	
   바조명 4개 포함

#4-6인 회의 #임원

Basic Module

일반형
FEF31A  2400 · 2400 · 2set
FEF32A  2400 · 3000 · 2set
FEF33A  3000 · 2400 · 2set
FEF34A  3000 · 3000 · 2set

보드형 _2면 상부 화이트 보드 타일
FEF31AB  2400 · 2400 · 2set
FEF32AB  2400 · 3000 · 2set
FEF33AB  3000 · 2400 · 2set
FEF34AB  3000 · 3000 · 2set

Plus Module

일반형 _1면 유리로 변경
FEF31B  2400 · 2400 · 2set
FEF32B  2400 · 3000 · 2set
FEF33B  3000 · 2400 · 2set
FEF34B  3000 · 3000 · 2set

일반형 _전면 유리 추가
FEF31C  2400 · 2400 · 2set
FEF32C  2400 · 3000 · 2set
FEF33C  3000 · 2400 · 2set
FEF34C  3000 · 3000 · 2set

보드형 _1면 유리로 변경
FEF31BB  2400 · 2400 · 2set
FEF32BB  2400 · 3000 · 2set
FEF33BB  3000 · 2400 · 2set
FEF34BB  3000 · 3000 · 2set

보드형 _전면 유리 추가
FEF31CB  2400 · 2400 · 2set
FEF32CB  2400 · 3000 · 2set
FEF33CB  3000 · 2400 · 2set
FEF34CB  3000 · 3000 · 2set

LB1 LB2RB2RB1 RF1 DF1WF1프레임

외벽

내벽

DF1

벽체
외벽 _목재 모노/철재 모노
FEF080WA  800 · 66 · 2160
FEF100WA  1000 · 66 · 2160
색상   	RCN3F1 / RCN3F2 / LL3F1 / 	

   LL3F2 / WP3F1 / LD3F1

외벽 _목재 모노/상부 철재+하부 배선
FEF080WV  800 · 66 · 2160
FEF100WV  1000 · 66 · 2160
색상   	RCN3F1 / RCN3F2 / LL3F1 / 	

   LL3F2 / WP3F1 / LD3F1
특징   	배선 타일 콘센트 브라켓 포함

외벽 _목재 모노/상부 보드+하부 배선
FEF080WBV  800 · 66 · 2160
FEF100WBV  1000 · 66 · 2160
색상   	RCN3F1 / RCN3F2 / LL3F1 / 	

   LL3F2 / WP3F1 / LD3F1
특징   	배선 타일 콘센트 브라켓 포함

외벽 _목재 모노/상부 보드+하부 철재
FEF080WB  800 · 66 · 2160
FEF100WB  1000 · 66 · 2160
색상   	RCN3F1 / RCN3F2 / LL3F1 / 	

   LL3F2 / WP3F1 / LD3F1

외벽 _목재 모노/TV 거치
FEF080WT  800 · 66 · 2160
FEF100WT  1000 · 66 · 2160
색상   	RCN3F1 / RCN3F2 / LL3F1 / 	

   LL3F2 / WP3F1 / LD3F1
특징   	CCX0302 모니터 거치 브라켓 포함	

   TV 거치+콘센트 브라켓 포함

외벽 _목재 모노/스위치
FEF080WS L/R  800 · 66 · 2160
FEF100WS L/R  1000 · 66 · 2160
색상   	RCN3F1 / RCN3F2 / LL3F1 / 	

   LL3F2 / WP3F1 / LD3F1
특징   	스위치 포함

외벽 _목재 모노+흡음
FEF080WY  800 · 66 · 2160
FEF100WY  1000 · 66 · 2160
색상   	RCN3F1 / RCN3F2 / LL3F1 / 	

   LL3F2 / WP3F1 / LD3F1
특징   	흡음재 포함

사이벽 _양면 철재 모노
FEF080AA  800 · 66 · 2160
FEF100AA  1000 · 66 · 2160
색상   3F1 / 3F2

사이벽 _철재 모노/상부 철재+하부 배선
FEF080AV  800 · 66 · 2160
FEF100AV  1000 · 66 · 2160
색상   3F1 / 3F2
특징   	배선 타일 콘센트 브라켓 포함

사이벽 _철재 모노/상부 보드+하부 배선
FEF080ABV  800 · 66 · 2160
FEF100ABV  1000 · 66 · 2160
색상   3F1 / 3F2
특징   	배선 타일 콘센트 브라켓 포함

RCN

3F1

LL

3F1

WP

3F1

LD

3F1

LL

3F2

RCN

3F2

3F1 3F2외벽

내벽

H자형 부스
색상   	RB1 / RB2 / LB1 / LB2 / 	

   RF1 / WF1 / DF1
특징   	상부 타일+배선 타일 2장 포함	

   조명 불포함

#휴게 #OA #탕비

Basic Module

FEF21A  2000(2135) · 날개1000(2200) · 2220
FEF22A  2000(2135) · 날개800(1800) · 2220
FEF23A  2400(2535) · 날개1000(2200) · 2220
FEF24A  2400(2535) · 날개800(1800) · 2220

Plus Module

단면형
FEF21B  2000(2135) · 1000(1135) · 2220

FEF22B  2000(2135) · 800(935) · 2220

FEF23B  2400(2535) · 1000(1135) · 2220

FEF24B  2400(2535) · 800(935) · 2220
※	벽면에 기대어 사용

날개 유리로 변경
FEF21C  2000(2135) · 날개1000(2200) · 2220

FEF22C  2000(2135) · 날개800(1800) · 2220

FEF23C  2400(2535) · 날개1000(2200) · 2220
FEF24C  2400(2535) · 날개800(1800) · 2220

WF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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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튼 및 블라인드, 행잉 아이템 별도 주문 
*S : 스위치 타일 / V : 배선 타일 / T : TV 거치 타일
*          : 상부 화이트 보드 타일 /           : 유리 패널	

*천정고 2600 이상 설치 가능

*제품의 실제 색상과 다를 수 있습니다.   *측정 방법 및 부위에 따라 ±20mm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제품 불량이 아닙니다.*제품의 실제 색상과 다를 수 있습니다.   *측정 방법 및 부위에 따라 ±20mm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제품 불량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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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벽 _상부 철재+하부 배선/스위치
FEF080VS L/R  800 · 66 · 2160
FEF100VS L/R  1000 · 66 · 2160
색상   3F1 / 3F2
특징   	배선 타일 콘센트 브라켓 포함	

   스위치 포함

사이벽 _상부 보드+하부 배선/상부 보드+하부 철재
FEF080BVB  800 · 66 · 2160
FEF100BVB  1000 · 66 · 2160
색상   3F1 / 3F2
특징   	배선 타일 콘센트 브라켓 포함

사이벽 _양면 상부 보드+하부 철재
FEF080BB  800 · 66 · 2160
FEF100BB  1000 · 66 · 2160
색상   3F1 / 3F2

사이벽 _상부 보드+하부 배선/TV 거치
FEF080BVT  800 · 66 · 2160
FEF100BVT  1000 · 66 · 2160
색상   3F1 / 3F2
특징   	CCX0302 모니터 거치 브라켓 포함	

   TV 거치+콘센트 브라켓 포함	
   배선 타일 콘센트 브라켓 포함

사이벽 _상부 보드+하부 철재/TV 거치
FEF080BT  800 · 66 · 2160
FEF100BT  1000 · 66 · 2160
색상   3F1 / 3F2
특징   	CCX0302 모니터 거치 브라켓 포함	

   TV 거치+콘센트 브라켓 포함

사이벽 _철재 모노/상부 보드+하부 철재
FEF080AB  800 · 66 · 2160

FEF100AB  1000 · 66 · 2160
색상   3F1 / 3F2

사이벽 _철재 모노/TV 거치
FEF080AT  800 · 66 · 2160
FEF100AT  1000 · 66 · 2160
색상   3F1 / 3F2
특징   	CCX0302 모니터 거치 브라켓 포함	

   TV 거치+콘센트 브라켓 포함

사이벽 _철재 모노/스위치
FEF080AS L/R  800 · 66 · 2160
FEF100AS L/R  1000 · 66 · 2160
색상   3F1 / 3F2
특징   	스위치 포함

사이벽 _상부 철재+하부 배선/상부 보드+하부 철재
FEF080VB  800 · 66 · 2160
FEF100VB  1000 · 66 · 2160
색상   3F1 / 3F2
특징   	배선 타일 콘센트 브라켓 포함

사이벽 _상부 철재+하부 배선/TV 거치
FEF080VT  800 · 66 · 2160
FEF100VT  1000 · 66 · 2160
색상   3F1 / 3F2
특징   	CCX0302 모니터 거치 브라켓 포함	

   TV 거치+콘센트 브라켓 포함	
   배선 타일 콘센트 브라켓 포함

RCN

3F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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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F1

WP

3F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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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F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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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F2

RC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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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F1 3F2외벽

내벽

FK3F2

사이벽 _상부 보드+하부 배선/스위치
FEF080BVS L/R  800 · 66 · 2160
FEF100BVS L/R  1000 · 66 · 2160
색상   3F1 / 3F2
특징   	배선 타일 콘센트 브라켓 포함	

   스위치 포함

사이벽 _상부 보드+하부 일반/스위치
FEF080BS L/R  800 · 66 · 2160
FEF100BS L/R  1000 · 66 · 2160
색상   3F1 / 3F2
특징   	스위치 포함

사이벽 _양면 스위치
FEF080SS  800 · 66 · 2160
FEF100SS  1000 · 66 · 2160
색상   3F1 / 3F2
특징   	스위치 2개 포함

사이벽 _양면 흡음
FEF080YY  800 · 66 · 2160
FEF100YY  1000 · 66 · 2160
색상   3F1 / 3F2

타일 _모노 타일
철재 타일
FEF1080  790 · 2160
FEF1100  990 · 2160
색상   3F1 / 3F2

목재 타일
FEF1080W  790 · 2160
FEF1100W  990 · 2160
색상   RCN / LL / LD / WP

TV 거치 타일
FEF180T  790 · 2160
FEF100T  990 · 2160
색상   3F1 / 3F2
특징   	TV 거치+콘센트 브라켓 포함	

   	CCX0302 모니터 거치 브라켓 포함

스위치 타일 L/R
FEF180S L/R  790 · 2160
FEF100S L/R  990 · 2160
색상   3F1 / 3F2
특징   	스위치 포함

WP

라미네이트 천 프레임 기타

RCN LL LD 3F1 BG BK

*제품의 실제 색상과 다를 수 있습니다.   *측정 방법 및 부위에 따라 ±20mm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제품 불량이 아닙니다.*제품의 실제 색상과 다를 수 있습니다.   *측정 방법 및 부위에 따라 ±20mm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제품 불량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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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체 커넥터/마감류
포스트
FEF6600  66 · 66 · 2220
색상   BG / FK

포스트 커버(2EA)
FEF6600A  50 · 2220
색상   BG / FK

단차 포스트 커버(2EA)
FEF6600B  50 · 2200
색상   BG / FK

엔드 마감
FEF6000  66 · 2160
색상   BG / FK

유리 엔드 마감
FEF6000G  66 · 2160
색상   BG / FK

상부 타일
상부 철재 타일
FEF1081  790 · 1495
FEF1101  990 · 1495
색상   3F1 / 3F2

흡음 타일(흡음재 별도)
FEF1081Y  790 · 1495
FEF1101Y  990 · 1495
색상   3F1 / 3F2

화이트 보드 타일
FEF1081B  800 · 1495
FEF1101B  1000 · 1495
색상   3F1 / 3F2

하부 타일
하부 철재 타일
FEF1082  790 · 662
FEF1102  990 · 662
색상   3F1 / 3F2

배선 타일
FEF282  790 · 662
FEF202  990 · 662
색상   3F1 / 3F2
특징   	배선 타일 콘센트 브라켓 포함

프레임
프레임
FEF0080  800 · 2160
FEF0100  1000 · 2160
색상   BK

유리 패널
FEF4080  800 · 2160
FEF4100  1000 · 2160
색상   BG / FK (프레임)

배선 타일 콘센트 브라켓
FEA2000V  220 · 20 · 135
색상   BK
특징   	4구 멀티탭(L : 6M/스위치 無) 포함

TV 거치+콘센트 브라켓
FEA2080T  795 · 55 · 400
FEA2100T  995 · 55 · 400
색상   BK
특징   	6구 멀티탭(L : 6M/스위치 無) 포함
※CCX0302 별도

흡음재
FEA1081Y 
※흡음타일 W800용
FEA1101Y
※흡음타일 W1000용 

*제품의 실제 색상과 다를 수 있습니다.   *측정 방법 및 부위에 따라 ±20mm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제품 불량이 아닙니다.

FK3F2

천 프레임 기타

3F1 BG BK

*제품의 실제 색상과 다를 수 있습니다.   *측정 방법 및 부위에 따라 ±20mm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제품 불량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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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장 _일반 부스용(1600x1600이상)
탑프레임
FEF7080  800 · 63 · 45
FEF7100  1000 · 63 · 45
FEF7160  1600 · 63 · 45
FEF7200  2000 · 63 · 45
FEF7240  2400 · 63 · 45
FEF7300  3000 · 63 · 45
색상   BG / FK

탑프레임 전면 커버
FEF7080A  800 · 55
FEF7100A  1000 · 55
FEF7160A  1600 · 55
FEF7200A  2000 · 55
FEF7240A  2400 · 55
FEF7300A  3000 · 55
색상   BG / FK

탑프레임 언더 커버
FEF7080B  800 · 50
FEF7100B  1000 · 50
FEF7160B  1600 · 50
FEF7200B  2000 · 50
FEF7240B  2400 · 50
FEF7300B  3000 · 50
색상   BG / FK

실링 조명 프레임
FEF7081C  820 · 40 · 55
FEF7101C  1020 · 40 · 55
FEF7161C  1620 · 40 · 55
FEF7201C  2020 · 40 · 55
FEF7241C  2420 · 40 · 55
FEF7301C  3020 · 40 · 55
색상   BG / FK

실링 프레임
FEF7081  820 · 40 · 55
FEF7101  1020 · 40 · 55
FEF7161  1620 · 40 · 55
FEF7201  2020 · 40 · 55
FEF7241  2420 · 40 · 55
FEF7301  3020 · 40 · 55
색상   BG / FK

실링 연결 프레임
FEF7081J  780 · 40 · 55
FEF7101J  980 · 40 · 55
색상   BG / FK

천장 커넥터/마감류
연결 플레이트(2EA)
FEF5100  100 · 100 · 5
※L형
FEF5200  100 · 100 · 5
※T형
FEF5500  150 · 150 · 5
※X형
색상   BK

스트립(2EA)
FEA0000
※포스트스트립
FEA0000A
※프레임스트립

루버(옵션)
FEA7088  800 · 800용(W800,10EA)
FEA7080  1000 · 800용(W1000,10EA)
FEA7108  800 · 1000용(W800,13EA)
FEA7100  1000 · 1000용(W1000,13EA)
색상   BG / FK

와이어(옵션)
FEA0802  시스템부스 · 1600용
FEA1002  시스템부스 · 2000용
FEA0803  시스템부스 · 2400용
FEA1003  시스템부스 · 3000용
색상   XX
특징   	입구면에 벽체 없는 경우 설치

커튼, 커튼바
커튼바(옵션)
FEA0080F  800 · 35 · 50
FEA0100F  1000 · 35 · 50
FEA0160F  1600 · 35 · 50
FEA0200F  2000 · 35 · 50
FEA0240F  2400 · 35 · 50
FEA0300F  3000 · 35 · 50
색상   BG / FK
특징   	브라켓 포함

커튼
FEA080  커튼바 · 800용
FEA100  커튼바 · 1000용
FEA160  커튼바 · 1600용
FEA200  커튼바 · 2000용
FEA240  커튼바 · 2400용
FEA300  커튼바 · 3000용
색상   C311WH / C311BK
특징   	레일포함

블라인드
블라인드
FEA0080B  유리패널 · 800용
FEA0100B  유리패널 · 1000용
색상   FK

행잉 아이템
행잉바테이블
FET080T  800 · 290 · 23
FET100T  1000 · 290 · 23
FET160T  1600 · 290 · 23
FET200T  2000 · 290 · 23
FET240T  2400 · 290 · 23
※멀티탭 無
FET082T  800 · 290 · 23
FET102T  1000 · 290 · 23
※멀티탭 有
색상   RCNBG / RCNFK / LL / LD / WP

선반
FET080S  800 · 190 · 23
FET100S  1000 · 190 · 23
색상   RCNBG / RCNFK / LL / LD / WP

화이트 보드용 펜꽂이
CA010B  70 · 77 · 90
색상   	UG
특징   	펜꽂이(GA0106)+거치용 홀더&자석(CA0106B)

천

C311 FK

프레임

BG UG

기타

*제품의 실제 색상과 다를 수 있습니다.   *측정 방법 및 부위에 따라 ±20mm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제품 불량이 아닙니다.

XXFK3F2WP

라미네이트 천 프레임 기타

RCN LL LD 3F1 BG BK

*제품의 실제 색상과 다를 수 있습니다.   *측정 방법 및 부위에 따라 ±20mm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제품 불량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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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ESTY 시리즈는 다채로운 컬러감을 지닌 오브제 형태의 공간 디바이더로 공간 내 포인트가 되며 
시선 차단 및 흡음을 통해 서로 다른 공간을 아름답게 나누어 줍니다.FORESTY

 series

DESIGNER

Claudio Bellini
ITALY

패널 3개 타입 (NA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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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을 아름답게 분리해 주는 디바이더

서로 다른 공간 사이에 배치하여 자연스럽게 시선을 차단하고
단조로운 분위기를 감각적으로 연출하여
각 공간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오피스 공간 내 포인트가 될 수 있는 오브제

높낮이가 다른 다채로운 색상의 패널과 비대칭 형태의 베이스로 구성되어
하나의 완성된 오브제 역할을 하며 공간 내 포인트가 되어 
분위기를 더욱 풍성하게 연출해줍니다

오브제 형태의 공간 디바이더

01 다채로운 색상 조합
프랑스 컬러 전문 기간인 NellyRodi 社와의 협업을 통해 구성된 색상 조합은 다채로운 색감으로 
디자인 완성도를 높이고 원하는 공간 스타일링을 감각적으로 연출해줍니다.  
*색상 DE301, NA402, NA301, CA401, TR301 (좌측부터)

02 비대칭 형태의 베이스
비대칭 형태의 베이스는 2가지 사양으로 패널 개수에 따라 구성됩니다.
블랙 색상의 철제 베이스는 매트한 질감으로 마감되어 디자인에 무게감을 더해줍니다.
a. CA203 패널 3개 타입   b. CA204 패널 4개 타입

03 공간 디바이더
패널의 높이는 최소 1,334mm ~ 최대 1,784mm(패널 4개 타입 기준)이며 이는 사람의 눈높이를 고려한 
디자인으로 시선 차단에 용이합니다. 각 패널은 필요에 따라 사용자가 원하는 각도로 회전하여 자유롭게 
시선 차단 방향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각 패널은 일정한 간격을 두고 겹겹이 레이어로 구성되어 있어 
단위 개체당 흡음 면적 산술 평균 1.65m�의 흡음 성능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패널 3개 타입 (NA301)

패널 3개 타입 (TR301)

01 다양한 패턴과 촉감의 패브릭
도트 무늬 패턴의 패브릭과 직조감이 드러나는 트위드 
패턴의 패브릭을 포인트로 적용하여 입체적인 텍스쳐를 
통해 공간을 더욱 풍성하게 연출해줍니다.  
*국내천과 더불어 세계적인 패브릭 디자인 회사 CREVIN(스페인)과 
  EUROTEX(독일)의 패브릭 적용

02 패브릭과 조화를 이루는 봉제 마감
패브릭 텍스쳐와 어우러질 수 있도록 곡선부의 파이핑  
라인을 선택적으로 적용하여 제품의 완성도를 높입니다. 
a. 파이핑 라인 有 사양 패널
b. 파이핑 라인 無 사양 패널 (3VX 트위드 패턴의 패브릭에만 해당)

완성도를 더해주는 패브릭 및 봉제 마감

01  02-a

02-b

01 

02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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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널 
패널 3개 타입
CA203  1033 · 420 · 1784
색상   NA301 / NA302 / CA301 / 
          CA302 / CA303 / DE301 / TR301

 
패널 4개 타입
CA204  846 · 640 · 1784
색상   NA401 / NA402 / CA401 / 
          CA402 / CA403 / DE401 / TR401

*제품의 실제 색상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면에서 바라본 색상 조합

Layout 

패널 4개 타입 (CA401)

패널 3개 타입 (DE301)

CA203_천

NA301색상 NA302 CA301 CA302 CA303 DE301 TR301

CA2118

CA2116

CA2115(A)

CA204_천

NA401 NA402 CA401 CA402 CA403 DE401 TR401

CA2118

CA2116

CA2113(A)

CA2115(A)

색상

스팟 배치   오픈 라운지, 접객 공간, 회의실

연속 배치   업무공간 내, 복도, 주출입구

스팟 배치

연속 배치

스팟 배치

연속 배치

스팟 배치

연속 배치

스팟 배치

연속 배치

스팟 배치

연속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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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AD 오픈 선반장 시리즈는 공간의 포인트가 되는 인테리어 장식장이자, 공간을 구획하는 디바이더 
역할을 합니다. 오픈된 디자인은 공간의 개방감을 부여하며, 철제 프레임과 나뭇결이 느껴지는 목재의 
조합으로 캐주얼한 오피스 공간을 연출합니다.PLAD

 se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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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 공간을 구획하는 디바이더

오픈 선반장을 배치하여 서로 다른 특성의 공간을 구획할 수 있으며
전체를 막지 않고 오픈된 형태를 통해 공간의 개방감은 유지하면서 
부분적으로 시선을 차단하여 사용자의 업무 몰입도를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공간의 포인트가 되는 
철제 선반장

철제 프레임을 베이스로 한 디자인은 캐주얼한 분위기를 연출하며
인더스트리얼 무드가 더해진 세련된 공간을 완성합니다.

디자인과 마감재

01 

01 다양한 모듈
여러 가지 형태의 모듈을 조합하여 리드미컬한 입면 디자인을 완성합니다.
철제 프레임의 선적인 요소와 목제 부분의 면적인 요소가 조화를 이루어 세련된 공간을 연출합니다.
*BKMOCN

02 다양한 마감재
철제 프레임 색상에 따라 조합되는 목재 색상이 달라지며, 블랙 분체 도장의 경우 매트한 마감이 두드러집니다.
엠보 가공을 통하여 나뭇결이 느껴지는 목재는 내추럴한 분위기를 연출합니다.

02 

3단 수납형, 캐비닛(WWRCN)

4단 수납형(BKMOHN)

01 집과 같은 분위기 공간
화이트 프레임과 밝은 목재의 조합은 안락한 분위기의 
홈라이크 오피스를 연출합니다.
*4단 오픈형(WWWW), 수납형(WWRCN)

02 모던한 중역 공간
블랙 프레임과 어두운 오크 목재의 조합은 젊고 모던한 
공간을 완성합니다.
*3단 수납형(BKMOCN)

다양한 공간에서의 활용

01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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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04

02
01 견고한 구조
수납장에 맞춘 프레임 구조가 견고함을 높이고
오픈 선반장 내부의 목재 측판이 선반의 휨을 
방지합니다. 
a. 오픈 선반장은 전후면이 철제 프레임
b. 수납형 선반장과 캐비닛은 양측면이 철제 프레임

02 이동형 선반
수납장 아래쪽 위치한 선반은 위쪽 방향으로 67mm 
이동이 가능하여 부피가 큰 물건을 수납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습니다.
*선반 간격 : 318.5mm 등간격 

03 깔끔한 마감의 뒷판
양면 사용을 고려하여 뒷판까지 깔끔하게 
마감하였습니다.

04 높이 조절 글라이드
글라이드를 조절하여 바닥 수평을 맞출 수 있습니다.

구조 및 기능

01 b

4단
4단 오픈 선반장
CDC084  800 · 411 · 1404  
색상   	WWWW / BKMNBK

4단 수납형 선반장
CEC384T  800 · 411 · 1404
CEC384THE  800 · 411 · 1404
색상   	WWWW / WWRCN / WWOHN
          BKMOHN / BKMOCN

3단
3단 오픈 선반장
CDC083  800 · 411 · 1063  
색상   	WWWW / BKMNBK

3단 수납형 선반장
CEC383T  800 · 411 · 1063
CEC383THE  800 · 411 · 1063
색상   	WWWW / WWRCN / WWOHN
          BKMOHN / BKMOCN

3단 캐비닛
CEC083D  800 · 411 · 1064
CEC083DHE  800 · 411 · 1064
색상   	WWWW / WWRCN / WWOHN
          BKMOHN / BKMOCN

2단
2단 캐비닛
CEC082D  800 · 411 · 723
CEC082DHE  800 · 411 · 723
색상   	WWWW / WWRCN / WWOHN
          BKMOHN / BKMOCN

커넥터
수평 커넥터
CDX0002  90 · 25 · 4  
색상   	WW/ BKM
※별도 구매품

L형 커넥터
CDX0003  45 · 25 · 48.5 
색상   	WW/ BKM
※별도 구매품
※2개 1포장

수납형 / 캐비닛

*제품의 실제 색상과 다를 수 있습니다.   *측정 방법 및 부위에 따라 ±20mm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제품 불량이 아닙니다.

WWWW

오픈형

WWWW BKMNBKWWRCN WWOHN BKMOHN BKMOCN

도어 시건과 커넥터 철물

01 깔끔한 도어 디자인
별도의 손잡이 없이, 도어가 윗판보다 3mm 정도 
올라와 있어 손잡이 역할을 대신합니다.

02 전자키
슬림한 형태의 전자키는 손잡이와 락킹 시스템 두 가지 
역할을 수행합니다. 

03 커넥팅 시스템
여러 개의 선반장을 일렬로 배치할 시, 흔들림을 	
방지하고 수평 수직을 정렬하기 위해 독자적인 
커넥터를 개발하였습니다.
a. 수평 커넥터 : 선반과 선반을 연결  
b. L형 커넥터 :  캐비닛 측판과 선반을 연결
*커넥터류 별도 구매 필요

0201

03 b03 a

01 a

CDC083 / WWWW

CEC383T / WWRCN

CEC083DHE / WWRCN

CEC384THE / BKMOHN

CDC084 / BKMNBK

CEC082D / BKMOCN

*-HE : 터치형 전자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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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BINET 공간에 맞는 실용적인 수납 설계로 한층 쾌적한 업무  
공간을 연출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구조의 캐비닛을  
업무에 맞게 구성하여 크고 작은 사무용품부터 서류까지 
찾기 쉽게 정리하고 업무 효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01 캐비닛 단수와 도어 형태
수납 물품에 적합한 캐비닛 단수, 도어 형태를 선택할 수 
있어 보다 실용적인 수납을 지원합니다. 
*도어 형태 : 오픈형 / 도어형 (목재도어, 유리도어)
*CAC082N, CAC083DN, CAC384GN, CAC385TN, 

CAC386AN (좌측부터)

실용적인 수납을 지원하는 다양한 구성

공간에 맞게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색상

01 캐비닛 몸통과 통일성 있는 부자재
캐비닛 몸통과 조화를 이루는 손잡이, 전자키, 글라이드 색상 구성으로 통일성 있는 디자인을 완성합니다.
a. 몸통 WW : 일반키 손잡이 WWM, 터치형 전자키 WW, 글라이드 TS 
b. 몸통 NBK : 일반키 손잡이 BKM, 터치형 전자키 BK, 글라이드 BK

*터치형 전자키 : W800 3단, 5단 캐비닛에만 적용 (CAC083DHEN, CAC085DHEN)

02 다양한 마감재
다양한 색상 마감재로 공간 컨셉에 맞는 색상 선택이 가능합니다.

03 백패널
캐비닛 뒷면을 패브릭 소재의 백패널로 마감하여 캐비닛의 완성도를 높여줍니다.
*별도 구매

3단 캐비닛_터치형 전자키(WWRCN)

01 

01 a

01 b

03

02

*WW /  WWRCN : 출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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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800-2,3단 캐비닛
2단 캐비닛
CAC082N  800 · 414(390) · 797
색상   WW / WWRCN / NBKOHN

2단 캐비닛
CAC082DN
색상   WW / WWRCN / NBKOHN

3단 캐비닛
CAC083N  800 · 414(390) · 1161
색상   WW / WWRCN / NBKOHN

3단 캐비닛
CAC083DN
CAC083DHEN
색상   WW / WWRCN / NBKOHN

W800-5,6단 캐비닛
5단 캐비닛
CAC085N  800 · 414(390) · 1889
색상   WW / WWRCN / NBKOHN
※1단 이동 선반 

5단 캐비닛
CAC085DN
CAC085DHEN
색상   WW / WWRCN / NBKOHN
※1단 이동 선반

5단 캐비닛
CAC385N 
색상   WW / WWRCN / NBKOHN

5단 캐비닛
CAC385GN
CAC385GKN(유리 시건 사양)
색상   WW / WWRCN / NBKOHN

5단 캐비닛
CAC385TN 
색상   WW / WWRCN / NBKOHN

5단 캐비닛
CAC385AN 
색상   WW / WWRCN / NBKOHN

5단 캐비닛
CAC385AGN
색상   WW / WWRCN / NBKOHN

5단 캐비닛
CAC385ATN 
색상   WW / WWRCN / NBKOHN

6단 캐비닛
CAC086N  800 · 414(390) · 2253
색상   WW / WWRCN / NBKOHN
※1단, 5단 이동 선반

6단 캐비닛
CAC086DN 
색상   WW / WWRCN / NBKOHN
※1단, 5단 이동 선반

W800-4단 캐비닛
4단 캐비닛
CAC084N  800 · 414(390) · 1525
색상   WW / WWRCN / NBKOHN
※1단 이동 선반 

4단 캐비닛
CAC084DN
색상   WW / WWRCN / NBKOHN
※1단 이동 선반 

4단 캐비닛
CAC384N
색상   WW / WWRCN / NBKOHN

4단 캐비닛
CAC384GN
색상   WW / WWRCN / NBKOHN

4단 캐비닛
CAC384TN
색상   WW / WWRCN / NBKOHN

라미네이트

WWRCN NBKOHN

라미네이트

NBKOHN

*제품의 실제 색상과 다를 수 있습니다.   *측정 방법 및 부위에 따라 ±20mm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제품 불량이 아닙니다. *제품의 실제 색상과 다를 수 있습니다.   *측정 방법 및 부위에 따라 ±20mm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제품 불량이 아닙니다.

CAC385GN

CAC085DHEN

CAC083DHEN

WW WW WWRCN*WW /  WWRCN : 출시 예정 
*-HEN : 터치형 전자키

*WW /  WWRCN : 출시 예정 
*-HEN : 터치형 전자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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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패널
※백패널 구성도

2단 백패널  
CAB9082  760 · 724 · 14 (2개 1포장)
CAB9082S  760 · 724 · 14 (1개 1포장)  
색상   001 / 3F1

3단 백패널  
CAB9083  760 · 1088 · 14 (2개 1포장)  
CAB9083S  760 · 1088 · 14 (1개 1포장)
색상   001 / 3F1 

W600-5,6단 옷장
5단 옷장
CAC565DLN/RN  600 · 414(390) · 1889
색상   WW / WWRCN / NBKOHN

6단 옷장
CAC566DLN/RN  600 · 414(390) · 2253
색상   WW / WWRCN / NBKOHN

파일 캐비닛
2단 파일 캐비닛
CAC2082SN  800 · 414 · 797
색상   WW 

3단 파일 캐비닛
CAC2083SN  800 · 414 · 1161
색상   WW 

W600-5,6단 캐비닛
5단 캐비닛
CAC065N  600 · 414(390) · 1889
색상   WW / WWRCN / NBKOHN
※1단 이동 선반 

5단 캐비닛
CAC065DLN/RN 
색상   WW / WWRCN / NBKOHN
※1단 이동 선반 

6단 캐비닛
CAC066N  600 · 414(390) · 2253 
색상   WW / WWRCN / NBKOHN
※1단, 5단 이동 선반 

6단 캐비닛
CAC066DLN/RN 
색상   WW / WWRCN / NBKOHN
※1단, 5단 이동 선반

3단 캐비닛2단 캐비닛 4단 캐비닛 5단 캐비닛 6단 캐비닛

*제품의 실제 색상과 다를 수 있습니다.   *측정 방법 및 부위에 따라 ±20mm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제품 불량이 아닙니다.

6단 캐비닛
CAC386TN  
색상   WW / WWRCN / NBKOHN

6단 캐비닛
CAC386AN
색상   WW / WWRCN / NBKOHN

6단 캐비닛
CAC386AGN 
CAC386AGKN(유리 시건 사양)
색상   WW / WWRCN / NBKOHN

6단 캐비닛
CAC386ATN 
색상   WW / WWRCN / NBKOHN

*제품의 실제 색상과 다를 수 있습니다.   *측정 방법 및 부위에 따라 ±20mm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제품 불량이 아닙니다.

CAC386AGN

3F1

001

3단
백패널

3단
백패널

3단
백패널

2단
백패널2단

백패널

2단
백패널

2단
백패널

3단
백패널

라미네이트

NBKOHNNBKOHNWWRCNWW 

라미네이트

NBKOHNNBKOHNWWRCNWW *WW /  WWRCN : 출시 예정 
*-HEN : 터치형 전자키

천

001 3F1 *WW /  WWRCN : 출시 예정 
*-HEN : 터치형 전자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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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S
 series

SWS는 언제 어디서든 자유롭게 일할 수 있는 스마트 사무환경을 지원하는 스마트 워킹 스토리지  
시스템입니다. 공유 오피스, 교대근무지, 상업공간 등에서 편리하게 개인물품을 보관할 수 있고  
사용자의 필요에 따라 보관공간을 다양하게 꾸밀 수 있습니다.

CBC103HE(WWWWP), CBC583(WW), 
CBC103THE(WWWWP), CBC040(W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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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쓰고 지울 수 있는 보드 도어
사용자가 이름이나 메시지를 적을 수 있고 필요 시
간단한 회의용 보드가 될 수 있습니다.

02 도어 컬러와 디자인
깔끔한 목제 도어 WW, RCN,
쓰고 지울 수 있는 보드 도어 WWP, MIGP,
홈라이크 오피스에 어울리는 몰딩 도어 RCNM

공간과 용도에 맞게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도어

손잡이 겸용 터치 전자키와 다이얼락

01 a

01 02

01 전자키
슬림한 형태의 전자키는 손잡이와 락킹 시스템 두 가지 역할을 수행하며,
일반 전자키 사양과 NFC 전자키 사양을 필요에 따라 선택하여 활용할 수 있습니다.
a. 전자키   b. 색상 BK / WW

02 다이얼락
4개의 번호로 편리하게 열고 닫을 수 있습니다.

01 b

02

RCN

WW

MIGP

WWP

RCNM

CBC103HE(WWRCN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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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SWB(Smart Working Bag)
노트북, 필기구, 텀블러 등 간단한 물건을 효율적으로 	
담아 이동할 수 있고, 직립성이 좋아 정돈된 업무환경에 	
도움을 줍니다.

SWB (Smart Working Bag)

01
01 트롤리
핸들을 올리고, 넣을 수 있어 이동과 보관이 편리합니다.

02 트롤리 핸들
사용자 안전을 고려하여 트롤리 보관시 핸들이 천천히	
내려오도록 댐핑 기능을 넣고 프레임을 굴곡있게	
디자인하여 손끼임을 방지하였습니다. 부드러운 감촉의	
핸들 커버로 사용감을 높였습니다.

0201

물건을 담아 손쉽게 이동할 수 있는 트롤리

01 내부 공간
내부는 15인치 노트북까지 수납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었으며, 	
그 외 사무용품과 개인 물품까지 충분히 수납 가능합니다.

02 도어포켓
펜, 칫솔, 노트 등 작은 물건의 수납이 가능합니다. 
*	2.3.4단장 모두 포함

03 플라스틱 박스
공간효율을 높여주고 필요 시 물건을 담아 이동할 수 있습니다.
*	2.3단장 포함, 4단장 제외

넉넉한 내부 공간과 정리정돈을 도와주는 액세서리

02 02

03

01

CBC103HE(BKMIGP), CBC583(B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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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 라커
2단2열
CBC102N  990 · 510 · 1290
CBC102HEN  990 · 510 · 1290
CBC102HDN  990 · 510 · 1290
색상  	 WWWW / WWRCN / 	

   WWWWP / WWMIGP / WWRCNM / 	
   BKWW / BKRCN / 	
   BKWWP / BKMIGP / BKRCNM

※	도어포켓 포함	
플라스틱 박스 포함

※	WWRCNM/BKRCNM : HE/HD 코드만 해당

2단1열
CBC052N  495 · 510 · 1290
CBC052HEN  495 · 510 · 1290
CBC052HDN  495 · 510 · 1290
색상   	WWWW / WWRCN / 	

   WWWWP / WWMIGP / WWRCNM / 	
   BKWW / BKRCN / 	
   BKWWP / BKMIGP / BKRCNM

※	도어포켓 포함	
플라스틱 박스 포함

※	WWRCNM/BKRCNM : HE/HD 코드만 해당

옷장
옷장
CBC583  800 · 490 · 1890

색상   WW / BK

트롤리
트롤리 
CBC040  395 · 450 · 675

색상   WW / WWRCN / BK / BKRCN

4단 라커
4단2열
CCC104N  990 · 510 · 1890
CCC104HEN  990 · 510 · 1890
CCC104HDN  990 · 510 · 1890
색상   WWWW / WWRCN / WWWWP / WWMIGP / 
          BKWW / BKRCN / BKWWP / BKMIGP
※	도어포켓 포함

4단1열 
CCC054N  495 · 510 · 1890
CCC054HEN  495 · 510 · 1890
CCC054HDN  495 · 510 · 1890
색상   WWWW / WWRCN / WWWWP / WWMIGP / 
          BKWW / BKRCN / BKWWP / BKMIGP
※	도어포켓 포함

액세서리
플라스틱 박스
CA0041  435 · 300 · 100 
색상   SG

가방(SWB) 
CA0043  400 · 120 · 327

색상   CHA

명함꽂이
CA0410A  100 · 60

색상   XX
※	양면 테이프, 5개 한포장

3단 라커
3단2열
CBC103N  990 · 510 · 1890
CBC103HEN  990 · 510 · 1890
CBC103HDN  990 · 510 · 1890
색상   	WWWW / WWRCN / 	

   WWWWP / WWMIGP / WWRCNM / 	
   BKWW / BKRCN / 	
   BKWWP / BKMIGP / BKRCNM

※	도어포켓 포함	
플라스틱 박스 포함

※	WWRCNM/BKRCNM : HE/HD 코드만 해당

3단2열 + 트롤리홀2
CBC103TN  990 · 510 · 1890
CBC103THEN  990 · 510 · 1890
CBC103THDN  990 · 510 · 1890
색상   	WWWW / WWRCN / 	

   WWWWP / WWMIGP / WWRCNM / 	
   BKWW / BKRCN / 	
   BKWWP / BKMIGP / BKRCNM

※	도어포켓 포함	
플라스틱 박스 포함

※	WWRCNM/BKRCNM : HE/HD 코드만 해당

3단1열
CBC053N  495 · 510 · 1890 
CBC053HEN  495 · 510 · 1890
CBC053HDN  495 · 510 · 1890
색상   	WWWW / WWRCN / 	

   WWWWP / WWMIGP / WWRCNM / 	
   BKWW / BKRCN / 	
   BKWWP / BKMIGP / BKRCNM

※	도어포켓 포함	
플라스틱 박스 포함

※	WWRCNM/BKRCNM : HE/HD 코드만 해당

트롤리홀 3단 라커
3단1열 + 트롤리홀1
CBC053TN  495 · 510 · 1890 
CBC053THEN  495 · 510 · 1890
CBC053THDN  495 · 510 · 1890
색상   	WWWW / WWRCN / 	

   WWWWP / WWMIGP / WWRCNM / 	
   BKWW / BKRCN / 	
   BKWWP / BKMIGP / BKRCNM

※	도어포켓 포함	
플라스틱 박스 포함

※	WWRCNM/BKRCNM : HE/HD 코드만 해당

플라스틱 기타

WW BK

라미네이트

SG CHAWW RCN목제

도어

WWP MIGP보드 RCNM몰딩 *-기본형 : 다이얼락
-HE : 터치형 전자키

-HD : 터치형 전자키(NFC) 

*전 제품 단독 설치 및 사용 불가능합니다. (※	트롤리 제외)    
*제품의 실제 색상과 다를 수 있습니다.   *측정 방법 및 부위에 따라 ±20mm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제품 불량이 아닙니다.

*전 제품 단독 설치 및 사용 불가능합니다. (※	트롤리 제외)    
*제품의 실제 색상과 다를 수 있습니다.   *측정 방법 및 부위에 따라 ±20mm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제품 불량이 아닙니다.

CBC103HEN / BKMIGPCCC104HEN / WWWW

CCC054HEN / WWWW CBC103THEN / BKMIGP

CBC053HEN / WWWWP

BK

CBC052N / WWRCNM

CBC102N / WWRCN

CBC053THEN / WWWWP

*-기본형 : 다이얼락
-HE : 터치형 전자키

-HD : 터치형 전자키(NFC) 

WW

ITEM LIST440 441COMMON ITEMS SWS



ACCESSORIES 사무공간에 맞는 다양한 액세서리를 선택하여 공간을 
효율적으로 정리하고 다양한 크기의 물품을 분류하여 
보관할 수 있습니다.

키보드 트레이
CA0005  750 · 300 / 레일 길이 : 460 
색상   MG
- 마우스 트레이 일체형
- 전 · 후 슬라이딩
- 좌 · 우 회전
- 손목 받침대 부착
- 우레탄 엣지 마감

CA0003  레일 길이 : 460
색상   MM
- 전 · 후 슬라이딩
- 좌 · 우 회전
- 손목 받침대 부착

LED 조명등
일자형 LED 조명등
CA0904N(베이스 Ø230)
색상   MS
- 베이스, 고정핀 포함
- 파워 LED

원형 LED 조명등
CA0930  어댑터, 최대 3개 연결 가능 
CA0931  클램프형 조명 
CA0932  독립형 조명 
색상   WH
※어댑터 선 길이 : 2m
※전원 코드 선 길이 : 2m
※조명구매시 어댑터 추가 구매 필요

모니터암
CA509  369 · 131 · 376
색상   BK
※거치 가능 모니터무게 : 3kg - 9kg
※VESA 규격 : VESA 75 및 100 호환

PC홀더
PC홀더
DAN0201  510 · 256 · 245 
색상   GR

행잉 PC홀더
CA0020
색상   BK / WH 
- 거치 가능 PC크기 : 높이 30~50cm, 길이 9~23cm

데스크 패드
CA0140  800 · 570
색상   BK
- 마이크로 파이버 가죽

CA0160  700 · 505
색상   BK
- 인조가죽

액세서리
부착형 펜트레이
CA0104  320 · 48 · 130
색상   UG

휴지통
CA1403  300 · 130 · 270
색상   WH

(클램프형) (독립형)

기타

MMBK MSGR WH XX UG

*제품의 실제 색상과 다를 수 있습니다.   *측정 방법 및 부위에 따라 ±20mm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제품 불량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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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4트레이
KA0101  320 · 235 · 28
색상   UG
※	엑스페이스, FX-I패널, 메가플랜, 멀티플랜 	

액세서리 패널과 함께 사용하세요. 

클립홀더
GA0103  80 · 87 · 21
색상   UG
※	엑스페이스, FX-I패널, 메가플랜, 멀티플랜 	

액세서리 패널과 함께 사용하세요. 

펜트레이
GA0104  274 · 97 · 28
색상   UG
※	엑스페이스, FX-I패널, 메가플랜, 멀티플랜 	

액세서리 패널과 함께 사용하세요. 

펜꽂이
GA0106  70 · 77 · 90
색상   UG
※	엑스페이스, FX-I패널, 메가플랜, 멀티플랜 	

액세서리 패널과 함께 사용하세요. 

배선 커버
수직 배선 커버
CA3500
색상   MM

수평 배선 커버
CA3508  604 · 187 · 81
CA3512  795 · 187 · 81
CA3516  1180 · 187 · 81
색상   UG
※내측 사이즈에 맞게 별도 주문
※	PC장/하부장/이동서랍 설치 시 	

간섭 발생(작은 사이즈 주문)

이름표
CA0420A  200 · 60
CA0420B   200 · 60
색상   XX
※A: 양면테이프, B: 고무자석	
※5개 한포장

CA0410A  100 · 60
CA0410B  100 · 60
색상   XX
※A: 양면테이프, B: 고무자석	
※5개 한포장	

옷걸이
스탠드형 옷걸이
CA941  Ø450 · 1800
색상   GR / XX
※옷걸이 암 색상 : GR - 그레이 9개 / XX - 블루 3개, 그린 3개, 오렌지 3개 

옷걸이
CA5005  440 · 35 · 160
색상   XX

기타

DB UGMM XXTS

*제품의 실제 색상과 다를 수 있습니다.   *측정 방법 및 부위에 따라 ±20mm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제품 불량이 아닙니다.

멀티탭
6구 멀티탭(5 + 1) _스위치 無/커넥팅 가능/과부하 차단기 有
CA3301N  L: 3m(전선 길이)
CA3302N  L: 1m(전선 길이)
색상   DB 
※패널이나 스파인에 내장하여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4구 멀티탭(3 + 1) _스위치 無/커넥팅 가능/과부하 차단기 有
CA3401N  L: 3m(전선 길이)
CA3402N  L: 1m(전선 길이)
색상   DB
※패널이나 스파인에 내장하여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6구 멀티탭(5 + 1) _스위치 有/커넥팅 불가/과부하 차단기 有 
CA3301S  L: 3m(전선 길이)
CA3302S  L: 1m(전선 길이)
색상   DB
※패널이나 스파인에 내장하여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4구 멀티탭(3 + 1) _스위치 有/커넥팅 불가/과부하 차단기 有
CA3401S  L: 3m(전선 길이)
색상   DB
※패널이나 스파인에 내장하여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5구 멀티탭(4 + 1) _대기전력 자동차단 멀티탭 
CA3501  L: 3m(전선 길이) 
색상   DB
※패널이나 스파인에 내장하여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외장형 배선 툴킷
2구 멀티탭 _외장형 배선 툴킷
CAA3102  W: 170
색상   TS
※클램프 방식 부착
※전선 길이 : 3m
※상판 두께 35mm 이하 부착 가능
※LAN포트 사양 : CAT5E(전송 속도 100MB)

4구 멀티탭 _외장형 배선 툴킷
CAA3114  W: 320
색상   TS
※클램프 방식 부착
※전선 길이 : 3m
※상판 두께 35mm 이하 부착 가능
※LAN포트 사양 : CAT5E(전송 속도 100MB)

미디어 멀티탭
CAA3100T  W: 170
색상   TS
※LAN(2구) + MEDIA(SOUND, RGB, HDMI) + USB(4구)
※케이블 길이 2M 이하 사용
※상판 두께 35mm 이하 부착 가능
※LAN포트 사양 : CAT5E(전송 속도 100MB)

*제품의 실제 색상과 다를 수 있습니다.   *측정 방법 및 부위에 따라 ±20mm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제품 불량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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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
01  퍼시스 서울시 송파구 오금로	311	퍼시스 빌딩 T	02.443.9999 F	02.443.3813

지방센터
대전 대전시 서구 대덕대로	168번길	32 T	042.488.0431 F	042.488.0804

대구 대구시 북구 유통단지로	126	3층 T	053.383.8026 F	053.383.8024

광주 광주시 서구 무진대로	956 T	062.943.4600 F	062.943.4609

부산 부산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0	국민연금부산사옥	20층 T	051.309.2500 F	051.309.2510

쇼룸
01  본사 서울시 송파구 오금로	310	8층 T	02.406.9999 F	02.406.6446

02  광화문 서울시 종로구 종로3길	17	D타워	D1동	15층 T	02.2251.9000

03  대전 대전시 서구 대덕대로	168번길	32 T	042.488.0431 F	042.488.0804

04 대구 대구시 북구 유통단지로	126	3층 T	053.383.8026 F	053.383.8024

05 광주 광주시 서구 무진대로	956 T	062.943.4600 F	062.943.4609

06 부산 부산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0	국민연금부산사옥	20층 T	051.309.2500 F	051.309.2510

공장
07  안성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 서동대로	4279			[생산품목	:	파티션 및 철제기구,	소파] T	031.654.1600 F	031.654.7055

08 충주 1 충북 충주시 중앙탑면 가금농공길	46			[생산품목	:	라미네이트 목제가구] T	043.850.8810 F	043.855.6323

09 충주 2 충북 충주시 중앙탑면 가금농공길	18			[생산품목	:	고급중역 도장가구] T	043.855.8701 F	043.855.8703

10  평택 경기도 평택시 세교산단로	67-20			[생산품목	:	의자] T	031.651.9999 F	031.651.9990

1 1  음성 충북 음성			[생산품목	:	우레탄 상판,	액세서리 제품]

바로스
12  양지물류센터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남평로	111-73 T	031.739.5400 F	031.739.5497	

01

01 02

03 04

05 06

사업장 소개

FACILITIES

0102

03
1 1

10 07 08 09

12

04

05 06

446 447FACILTIES 본사 / 쇼룸 / 물류센터 / 공장



www.fursys.com

 blog.fursys.com

 facebook.com/fursys.official

 instagram.com/fursys.official

 youtube.com/fursys_official

미국 친환경인증 획득

미국의 GEI (Greenguard Environmental Institute)에서 운영하는 친환경 제품에 관한 최고 권위의 인증프로그램으로 
재료, 마감재, 제품 전반에 대해 실내 환경 및 실내 공기질 표준에 부합하는지를 검사하여 인증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30여 년 동안 꾸준하게 지켜온 친환경 경영에 대한 열정으로, 
2012년 퍼시스 그룹은 국내 가구업계 최초로 전 시리즈에 대하여 
미국 그린가드 인증을 획득하였습니다.

다수의 디자인 품질 인증
국내외 디자인 인증을 비롯해 품질, 환경 그리고 A/S까지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기관들로부터 퍼시스는 그 우수성을 입증했습니다. 

국내 디자인 해외 디자인

품질 친환경 A/S



APR. 2021

본사	 서울시 송파구 오금로 311 퍼시스 빌딩   TEL. 02-443-9999   FAX. 02-443-3813   
본사쇼룸	 서울시 송파구 오금로 310 가락빌딩 8층/B2층   TEL. 02-406-9999   FAX. 02-406-6446

고객센터(A/S)	 1588-1244  

www.fursy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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