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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yle
트렌드를 이해하고 받아들인다는 것은 시대가 소통하는 가치를 공유

“How to work better ? ”

한다는 의미입니다. T.COM 시리즈는 항상 앞서가는 스타일을 추구
하여 진취적이고 생동감있는 사무환경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Eco Friendly
사용자의 건강과 자연환경에 대한 적극적인 배려를 실천
하고자 합니다. 진정한 가치와 더 나은 삶의 질을 위해서
T.COM 시리즈는 보이지 않는 약속을 지켜가고 있습니다.

Focusing
우리는 하는 일에 따라 장소에 따라 천차만별의 환경 속에 일하고 있습니
다. 하지만 한 사람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배려한 가장
기본적인 사무공간을 탄탄히 준비하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T.COM
시리즈는 기초부터 자신있습니다.

Management Solution
다양성을 중시하는 풍조에 따라 공간을 구성하는 방법, 업무에 사용하는 기기,
사무공간을 활용하는 스타일 등이 가지각색입니다. T.COM 시리즈는 Layout
구성과 Wiremanagement에 대한 확실한 솔루션을 갖추어 빠르게 변화하는 여

세대를 거듭할수록 미래는 더욱 빠르게 현실로 다가옵니다.

러가지 상황 속에서 가장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더이상 일과 생활의 경계를 구분짓는 것도 어렵게 되었습니다.
스마트하고 조화로운 사무환경은 곧 여러분의 삶을 즐겁게 합니다.
한비 오피스는 변화무쌍한 시대에 삶의 행복을 찾는 오피스 문화를 제시합니다.

Communication

독창성과 진정성을 중요하게 평가하는 현대의 비지니스 트렌드에서는 구성원
들이 얼마나 자유롭고 원활한 소통하여 창조적인 에너지를 불러일으키는지가
최대의 이슈 중 하나입니다. T.COM 시리즈는 협업과 소통의 효과를 극대화하
는데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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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re Information

“The workstation you want.”
스마트폰, 태블릿, 전화기, 모니터, 컴퓨터 ...
이런 전자기기들에 주렁주렁 달린 선들을
어떻게 정리하지?

Wire Management Solution
답답한 느낌은 싫지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도 필요할 때.

T.com workstation supports wire management solutions
for various digital device users

Module System
You can make various combinations with standardized
modules.

Efficient Storage
Users can be extended to better fit your needs storage
options and a strong lock is attached to the door.

중요한 샘플이나 서류, 자주 쓰는 문구류, 두터운 외투나 컴
퓨터까지, 수많은 물품들을 효과적으로 수납해야하니까!

무겁거나 거추장스럽지 않고
심플하고 슬림한 형태의 데스크 레그는 없을까?

일할 때 가장 중요한 건 책상이니까.
고급스러운 책상에 시원하고 넉넉한 크기여야하지 않을까?

Lee. Eung jo

/Design & Engineering

사용자 입장에서 가장 효율적
이고 간편하게 구성된 워크스테이션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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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essional
You can be combined in a variety of layout styles
depending on the user’s professional activities.

Description

심플한 디자인의 유닛들로 구성되어 있는 T.COM 시리즈는 프로페셔널한 사용자 업
무 스타일에 따라 다양한 레이아웃으로 조합할 수 있습니다. 많은 자료를 관리해야
하는 사무직은 기본으로, 집중력이 필요한 연구직부터 스피드가 생명인 영업직까지
두루 적용 가능하여 효율적인 공간을 창출 합니다.

Items of Layout

FDD018B
FDC442T
FDC183

1800x800x720
400x500x1161
800x500x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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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art
It is a variety of workstation layout that can respond
flexibly to changes in the business environment is possible.

Description

업무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 할수 있는 여러가지 레이아웃이 가능한 T.COM 시
리즈는 수납공간의 활용도가 높아 공간을 절약할 수 있으며 조직원간의 의사 소통을
원할하게 하는 워크스테이션 입니다.

Items of Layout
FDD018U 1800x800x720
FDC442T 400x500x1161
FDC116T 1600x330x531
800x500x630
FDC183
1400x8x713
FDF41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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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en Space
Simple design, we create space to me that the effect of monotonous office
space even in a small space can be seen widely expected to conclude.

Description

T.COM 시리즈의 최소유닛 구성으로도 개방적인 소통형 공간을 기획할수 있습니다.
단정하고 심플한 디자인으로 작은 공간에서도 넓어 보이는 효과를 기대할수 있으며
단조로운 사무공간을 창의적인 공간으로 만들어 줍니다.

Items of Layout

FDD018U 1800x800x720
800x500x630
FDC182
1400x16x713
FD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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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act
Though it is compact, configuration, basic functions are solutions
available that are reasonable omission.

Description

만일 여러분이 영업이나 상담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신다면 컴팩트한 스타일의
T.COM을 추천합니다. 팀이나 부서간의 조직 이동이 용이할 뿐만 아니라 Layout을
확장하거나 변경하기도 쉽고 간편합니다. 구성은 컴팩트하지만 기본적인 기능은 빠
짐없이 다 갖춘 합리적인 솔루션입니다.

Items of Layout

FDD012
FDP0302

1200x800x720
396x600x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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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ader’s Place
Design of T.COM series also exhibit light office space that has been refined, dignity of the leader.

Description

리더의 품격에 어울리는 세련된 집무공간에도 T.COM 시리즈의 디자인이 빛을 발휘
합니다.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도와주는 T.COM 시리즈만의 배선, 수납 기능과 더불
어 중후하고 깔끔한 분위기의 상판 색상을 선택할 수 있어 리더를 위한 고급 워크스
테이션으로 손색이 없습니다.

Items of Layout
FDD018WU 1800x937(800)x720
1600x330x531
FDC116T
400x500x1161
FDC442B
800x500x630
FDC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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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mple & Basic
T.COM attractive series is based on the know-how gushing authenticity has
been established for many years to come and in a user-friendly deep.

Description

T.COM 시리즈의 넘치지 않는 단순미는 기본이 탄탄한 자신감의 표현입니다.
첫눈에 반하고 쓸수록 매료되는 T.COM 시리즈의 매력은 사용자에 대한 속깊은
배려와 오래도록 쌓아온 전문성을 바탕으로 우러나오는 진정성입니다.

Items of Layout

FDD016B 1600x800x720
FDC442T 400x500x1161
800x500x630
FDC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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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atures

1

Desk

T.COM series, can be in various situations with a robust solution for configuring
and Wiremanagement Layout, rapidly changing to respond most quickly
and accurately.

데스크와 하부장을 연결하는 브라켓은 미려하고 견

데스크 전선구는 후면에 좌우로 길게 절개되어 사용자가 충분

데스크 상판과 하부 가림판은 솔리드한 화이트

바깥면이 경사진 사다리꼴 단면의 레그프레임

고하게 디자인된 일체형 사출성형 제품으로, 이와

한 용량의 배선을 마음대로 배치하여 사용할 수 있고 듀얼링크

컬러인 WH, LT, UA, SW 등 으로 다양하며 특히

은 미려함과 구조적 안정성을 고려하여 설계되

같이 보이지 않는 곳까지 사용자를 위해 세심히 배

방식으로 장착된 반투명 색상의 전선구 커버는 간단한 조작만

WH컬러 상판은 실버라인 엣지가 적용되어 색

었습니다. 또한 프레스공법으로 가공된 브라켓

려하였습니다.

으로 쉽게 여닫을 수 있습니다.

다른 멋을 자아냅니다.

은 튼튼한 연결구조를 형성합니다.

*특허 출원번호 제 0039838호 10-2013-0039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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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orage

Screen

Desk

2

Screen

사용자의 집중력과 프라이버시를 확보하기 위해 아크릴과 패브릭 타입의 전면스크린이나 패널타입의 하부,
측면 가림판 등 다양한 사양의 스크린과 가림판을 선택하여 장착할 수 있습니다.

3

Storage

사이드 스토리지에는 2단 또는 3단 서랍통이 장착되

도어 측단에 매립되는 방식의 손잡이는 심플함과 기

데스크 하부장은 죽은 공간이 되기 쉬운 코너 구석공

탑 스토리지는 데스크와 하부수납장의 조합 위에 장

어있으며 도어장이나 탑스토리지같은 옵션 유닛을 더

능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요즘의 트렌드에 부합하는

간을 살릴 수 있는 아이디어 아이템입니다. 도어가 없

착되는 유닛으로 사용자의 프라이버시 확보와 수납공

하면 수납과 공간분할의 두가지 기능을 동시에 제공

디자인입니다. 또한 도어의 외측평면에 맞추어 돌출

는 오픈형을 기본으로 쉽게 여닫을 수 있는 규격으로

간의 확대를 동시에 구현할 수 있어 경제적이며 실용

할 수 있습니다.

되지 않는 매립형 특유의 장점으로 사용하거나 이동

제작된 도어도 장착할 수도 있어 다양하게 활용할 수

적인 아이템입니다.

할 때의 안전성을 높였습니다.

있는 수납공간을 구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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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yout

Description

T.COM series that is configured in units of simple design,
can be combined in various layouts depending on
the style business professional users.

심플한 디자인의 유닛들로 구성되어 있는 T.COM 시리즈는 프로페셔널한 사용자 업
무 스타일에 따라 다양한 레이아웃으로 조합할 수 있습니다. 많은 자료를 관리해야
하는 사무직은 물론 기본으로 집중력이 필요한 연구직부터 스피드가 생명인 영업직
까지 두루 적용 가능하여 효율적인 공간을 창출 합니다.

Layout

1

1

Compact

4

Professional

2

Open Space
5

3

Leader`s Place

Smart

Compact

2

Open Space

3

5

Leader’s Place

Smart

4

Professio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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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em List

Laminate

WH

UA

LT

Acryl

EG

Fabric (Screen)

008

007

004

Fabric (Door)

008B

007B

004A

SW

PW

DESK

일반형데스크
FDD008
FDD010
FDD012
FDD014
FDD016
FDD018

800x800x720
1000x800x720
1200x800x720
1400x800x720
1600x800x720
1800x800x720

Color

일반형데스크 (웨지형상판)

편수형 데스크 (오픈장)

편수형 데스크 (오픈장/웨지형상판)

편수형 데스크 (도어장) 하부장 별도 시건장치 없음

FDD018W L/R 1800x937(800)x720

FDD016B L/R 1600x800x720
FDD018B L/R 1800x800x720

FDD018WB L/R 1800x937(800)x720

FDD016U L/R 1600x800x720
FDD018U L/R 1800x800x720

L

편수형 데스크 (도어장/웨지형상판) 하부장 별도 시건장치 없음
FDD018WU L/R 1800x937(800)x720

L

Color

Color

L

Color

Color

Color

SCREEN

데스크스크린 (패브릭)

데스크스크린 (아크릴)

전면가림판

FDF410
FDF412
FDF414

FDF410A
FDF412A
FDF414A

FDD008M
FDD010M
FDD012M
FDD014M
FDD016M
FDD018M

1000x16x713(400)
1200x16x713(400)
1400x16x713(400)

Color

1000x8x713(400)
1200x8x713(400)
1400x8x713(400)

Color

측면가림판
580x15x290
780x15x290
980x15x290
1180x15x290
1380x15x290
1580x15x290

Color

FDD008EM

720x245x15

Color

STORAGE

OPTION

탑스토리지

콤비사이드캐비넷 2단

콤비사이드캐비넷 3단

보조상판

FDC116T L/R 1600x330x531(431)
FDC118T L/R 1800x330x531(431)

FDC182 L/R
FDC102 L/R

FDC183 L/R
FDC103 L/R

FDC918
FDC910

Color

Color

800x500x630
1000x500x630

Color

800x500x630
1000x500x630

800x500x90(23)
1000x500x90(23)

Col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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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ESTAL

2단이동서랍
FDP0302

3단이동서랍
FDP0303

396x600x630

Color

396x600x630

Color

TALL UNIT

옷장
FDC442 L/R
Color

옷장 2인
200x500x1161

FDC442T
Color

멀티장
400x500x1161

FDC442B L/R
Color

3단장
400x500x1161

FDC442C L/R

400x500x1161

Color

www.himmel.co.kr

Office furniture syste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