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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ustomize,
Consulting!

Work on Style
with HIMMEL Product

Beyond today to tomorrow

Product _힘멜의 제품

Himmel은 오랜시간동안 오피스 퍼니처 분야에서 노하우와 감각

을 쌓아왔으며 기업부설연구소와 전문 디자인팀을 통한 R&D 활동, 

최첨단 자동화시설의 생산라인, 엄격한 품질검수 등 최고의 제품

을 만들기 위한 모든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공간을 구성하는 많은 품목을 각각 따로 구매하시나요? 당신에게  

필요한 아이템을 한곳에 모아 선택과 비교가 쉽도록 준비하였습

니다. 또한 우선순위를 정하여 지금 선택해야 할 것을 먼저 알려

드립니다.

Customize _맞춤형 서비스

사용자의 취향과 필요에 꼭 맞는 제품은 업무의 효율이나 생산성

과 직결됩니다. 자신만의 오피스 환경을 구현할 수 있는 Himmel

의 전문적인 커스터마이징 디자인 서비스는 여러분께 최상의 만족

감과 실익을 보장합니다.

현대의 직장인들은 집보다 직장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냅니다. 좋

은 집이 있고, 좋은 음식을 먹어도 당신이 지금 머물고 있는 공간

이 건강하지 않다면 더 나은 환경과 오감을 만족시키는 환경에 투

자하십시오.새로운 IT시스템을 공간에서 더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도록 Himmel은 새로운 시스템을 찾고 개발하고 있습니다. 숨 

쉬듯이 공간 속에 녹아 든 IT기술의 자양분으로 이루고자 하시는 

꿈에 한 발자국 먼저 도착하시기 바랍니다.

Consulting _오피스공간 종합 컨설팅

비지니스의 종류가 헤아리기 힘들 정도로 많듯, 그에 따른 오피스 

환경도 획일적인 기준에 맞출 수 없이 다양합니다. Himmel은 양질 

의 제품과 더불어 사용자의 행동양식과 공간을 함께 아우르는 총

체적인 사무환경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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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ce linked like mesh

SpaCe mesh
스페이스 메시

현대의 비지니스는 고도로 전문화되고 있는 동시에 점차 복합적으로 연결

되고 있습니다. 과거의오피스 문화가 개별적인 공간에서 개인의 

집중력과 생산성을 중요시했다면 요즘엔 열린 공간에서 

소통과 협업을 통해 전문성과 창의성을 발현하도록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힘멜은 오피스 공간에서 서로 다른 영역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발전하는 현상에 착안하여 통합적인 개념의 오피스 

시스템을 구현하기 위해 노력해 왔으며 그 결과 “스페이스 메쉬”라는 

개념을 창안했습니다. 워크스테이션, 콜라보레이션, 프리미엄으로 

구분된 3가지 영역에서 사용자와 공간의 특성에 따라 힘멜의 

오피스 유닛들이 조합되어 만들어내는 최적의 

레이아웃을 소개합니다.

page.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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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 플랜맵

office plan map overview2016 ver.1 The new Catalogue

OFFICE PLAN MAP

Workstation_Open type
office plan

영업, 마케팅 등의 커뮤니케이션이 활발한 작업 환경에 

어울리는 오픈형 워크스테이션입니다.

collaboration
Meeting & Conference

캐주얼한 소규모 회의부터 격식을 갖춘 대규모 프리젠테이션, 

워크샵, 팀작업 등이 가능한 콜라보레이션 공간입니다.

premier plan
Premier class

사용자의 품격에 걸맞는 고급스러움과 세련미를 갖춘 

중역용 공간으로 힘멜은 다양한 구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Workstation_close type
office plan

연구 및 개발 분야 등의 고도의 집중력을 요하는 작업 환경에 

어울리는 클로스 타입의 워크스테이션 입니다.

오픈플랜부터 프리미엄 공간까지 다양하고 실용적인 구성을 제안합니다. 각 공간에는 

힘멜 제품들이 디자인과 기능적 특성에 따라 다양하게 적용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오피스

공간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합리적인 아이디어를 오피스 플랜맵에서 찾아보세요.

page. 7page.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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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 플랜맵 가이드

OFFICE Plan maP Guide

worKSTaTIon
01

02

03

CoLLaBoraTIon

PrIMIEr

다양한 업무성격을 반영한 워크스테이션

소통과 나눔의 장 : 공용 회의 공간

감각적인 디자인의 프리미어 클래스

힘멜의 워크스테이션 시리즈 T.com / 2KD / AD 중심으로 

꾸민 업무 환경입니다. 유동적인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한 개방형

부터 개인형 업무의 집중성을 높여주는 독립형 레이아웃까지 

다양하고 효과적인 업무환경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테이블 유닛과 기능성 아이템들이 준비되어 

소통과 협업을 위한 다채로운 공간을 꾸밀 수 있습니다. 

가볍고 캐주얼한 소규모 회의부터 조합형 테이블을 

이용한 대규모 회의까지 폭넓게 대응할 수 있는 

힘멜의 회의용 가구를 만나보십시오.

시대의 흐름에 따라 중역용 가구에도 다양하고 참신한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힘멜의 프리미어 클래스는 

품위와 품질에 대한 자부심을 지켜가는 가운데 세련된 

감각과 편리한 기능으로 한 층 더욱 발전된 

명품의 가치를 전하고자 합니다.

office plan map guide overview2016 ver.1 The new Catalog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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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k on your style
다양한 스타일의 워크스테이션

힘멜의 워크스테이션은 간결하고 심플한 디자인으로 개방형부터 집중형까지 다양한 

스타일의 레이아웃에 유연하게 대응이 가능합니다. 획일적인 구성에서 벗어나 사용자

 특성에 맞는 이상적인 사무공간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Work-
sation
Office WOrk p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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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면형 레이아웃의 T.com 워크스테이션은 개인별 업무공간과 수납기능이 충분히 보장되어 있으며 마주보고 있는 

상태에서 팀원 간 간단한 의사소통을 할 수 있습니다. 수납장으로 구분된 회의공간이 바로 맞닿아 있어 신속하고 

간편하게 이동하여 협업할 수 있습니다. 개방적인 오피스공간에서 필요한 모든 필요사항을 고루 만족할 수 

있게 고안된 구성입니다.

제품 구성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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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Kd의 유닛들로 전문적인 작업을 할 수 있는 팀의 공간을 구성하였습니다. 

복합적인 기능과 구조의 콤비네이션 수납장을 L형 데스크와 조화시켜 디자이너나 건축가와 같은 

전문가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중앙공간의 수납유닛은 오픈형과 도어형을 번갈아 

배치하여 편리함과 보안성을 동시에 구현합니다.

제품 구성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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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king in free mode

자유로운 분위기의 개방형 스타일

openness Collaboration Privacy

80% 70% 30%

І T.com series І

직선형 데스크와 이동식 서랍통만으로 심플하게 구성한 워크스테이션입니다. 

4인에서 6인이 사용할 수 있는 셀로 팀워크를 위한 대형테이블을 스크린으로 구분하여 

사용하는 효과를 불러일으킵니다. 기본 업무공간이 차지하는 공간과 형태가 단순하므로 옵션

유닛이나 콜라보레이션 레이아웃과 결합하여 다양한 목적과 색깔의 업무공간으로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제품 구성 특징 개인 집중형에 많이 쓰이는 데스크 시리즈인 2Kd와 ad를 낮은 파티션과 조합하여 

개방적이며 팀워크에 적합한 레이아웃으로 구성하였습니다. 힘멜의 모든 유닛은 사용자의 

쓰임새에 맞도록 자유롭고 능동적으로 조합하여 여러분의 업무공간을 꾸밀 수 있습니다.

І 2Kd series І

І ad series 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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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cus on your own work

Openness Collaboration Privacy

20% 50% 90%

제품 구성 특징

І ad series І

집중력 있는 업무공간을 연출하기 위해서 시선차단 효과가 있는 높이 

1200mm 이상의 파티션이나 스크린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T.CoM의 경우 

탑스토리지를 결합시키면 수납과 개인공간의 프라이버시 확보를 동시에 

구현할 수 있어 효과적입니다. 결합되는 유닛의 종류과 수량이 다양한 

레이아웃인 만큼 유닛에 적용되는 색상과 마감으로 공간의 

분위기를 색다르게 꾸밀 수 있습니다.

업무의 집중도를 높여줄 독립형 구성

І T.com series 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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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적인 공간 스타일링

iTEM LiST

120̊ 각도의 데스크 유닛은 중앙의 착석위치를 중심으로 

사용자의 시선과 팔의 동선에 가장 효과적인 형태입니다. 3인셀 

또는 6인셀로 조합하면 경쾌하고 독특한 분위기를 자아내며 

개방형 레이아웃과 집중형 레이아웃의 장점을 동시에

구현할 수 있습니다.

120̊ Desk pg.42

Screen pg.43

Drawer

multi-use chair

pg.43

pg.118

Task chair

Round table

pg.92

pg.129

01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위한 개성있는 Layout

CrEa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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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업무 스타일에 맞는 만능 구성03
데스크라이저를 장착하여 데스크 후면 공간의 활용도와 수납성을 

극대화시켰으며 파티션없이도 개인업무공간에 대한 프라이버시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업무 집중력을 위한 모듈식 Layout

foCuS on

집중도를 한껏 끌어올려줄 독립형 구성02
집중이 필요한 업무 스타일에 적합한 구성입니다. 파티션을 

이용해 외부 방해 요소를 차단하고 톨 유닛을 통해 편의성을 

높였습니다

iTEM LiST

iTEM LiST

Desk

Desk

pg.50

pg.56

l-Desk

l-Desk

pg.50

pg.56

Chair

Drawer

Chair

pg.104

pg.57

pg.92

Tall unit

Deskriser

pg.52

pg.57

Drawer pg.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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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eative co-working system
다양한 협업이 이루어지는 공간

소통과 공유의 문화가 전 사회에 걸쳐 확산되면서 오피스문화에도 자원을 소유하는 

기존의 방식에서 벗어나 적극적으로 지식을 공유하고 협업하는 방식의 업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개인간의 자유로운 의견교환이나 

산발적으로 일어나는 소규모 회의, 집단적이고 공식적인 대규모 회의까지 다양한 

형태의 회의와 협업을 위한 솔루션을 구성하였습니다.

Collabo-
ration

comunication 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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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enness Collaboration Privacy

제품 구성 특징

85% 100% 30%

floating work space

자유롭게 교류하는 유동적인 업무환경

소통공간이나 협업공간은 여러 곳에 흩어져있던 사람들이 모여 의견과 정보를 나누고 

공통의 목표로 결과를 생산하는 곳입니다. 힘멜은 그에 따라 다양한 업무방식과 필요성에 

대응할 수 있는 다채로운 아이템을 보유하여 사용자가 원하는 어떠한 공간에도 

적합한 레이아웃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І far series ІІ ar6 series 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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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02

01

자유롭고 편안한 상호 소통의 공간

CoMunICaTIon

가볍고 캐주얼한 의견 교환

원형 테이블은 작고 콤팩트한 크기가 특징으로 사무공간 중간에 

배치할 수 있어 빠르고 유연한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게 합니다.

합리적인 협업을 위한 6인 회의 시스템

간결하고 세련된 디자인으로 차분한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는 

일반적인 규모의 회의실에 적합한 6인 구성 회의시스템입니다.

배선 시스템을 이용해 IT 기기를 편리하게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하고 빠른 의사소통이 가능하고 화상회의 등 선진적인 업무 환경에도 

적합합니다. 참석자가 시선이나 동작에 간섭없이 원활하게 회의에 

참여할 수 있도록 라운드형 상판과 사선형 다리 디자인을 적용하였습니다.

간편하고 선진적인 회의 공간

iTEM LiST

iTEM LiST

round table

Table

Chair

Chair

iTEM LiST

Table pg.125

Cabinet pg.70

Chair pg.118



Premier
high-class work plan

The new premier class

감각적인 프리미엄 공간

힘멜의 프리미어 시리즈는 감각적이며 실용적입니다. 

중역용 가구라는 무게감을 덜어내고 새로운 디자인적 시도와 철저한 품질관리를 

통해 공간을 부드럽고 자연스럽게 압도하는 품위를 느낄 수 있습니다.

pag.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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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enness Collaboration Privacy

제품 구성 특징

Modern & chic professional work

현대적 감각을 살린 프리미어 클래스

50% 50% 50%

기존의 중역용 가구들과 달리 좀 더 캐주얼하고 가벼운 형태의 프리미어 클래스입니다. 

중역용 데스크를 비롯해 회의용 테이블까지 갖추어져 있어, 딱딱한 분위기에서 

벗어나 소통과 공유의 공간을 만들어 줍니다. 미래를 향한 당신의 반짝이는 

도전과 열정을 응원 합니다. 현대적 감각을 충분히 담아낸 힘멜의 중역용 시리즈를 

만나보세요.

І raybon series ІІ dasmann series 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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І Puzion series І

You are the most valuable

당신의 가치를 높여줄 프리미엄 공간

openness Collaboration Privacy

30% 50% 70%

프리미어 클래스도 기본적으로 한 사람이 업무를 수행하고 비전을 계획하는 

공간으로써 충분히 워크스테이션 본연의 목적을 배려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까지 숨어있는 고급스러운 디자인과 기능들, 꼼꼼한 만듦새는 사용자의 부드러운 

카리스마를 말없이 보여주는 듯 합니다. 또한 부드럽고 자연스러운 색상의 

마감재가 공간에 중후한 품격을 불어넣습니다.

실용성을 기반으로 경쾌하고 밝은 감각을 입혀 새로운 느낌의 프리미엄 공간을 

구성하였습니다. 불필요한 장식이 절제된 심플한 디자인은 공간에 세련미를 더함과 동시에 

소통을 위한 다양한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비즈니스를 위해 고민하는 진정한 리더를 위한 합리적인 공간입니다.

제품 구성 특징

Puzion series

Kasten series

І Kasten series 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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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템 리스트

책상부터 수납시리즈까지 폭넓은 제품군으로 이루어진 힘멜의 

아이템 리스트입니다. 사용자의 필요와 다양한 공간에 따라 

자유롭게 제안이 가능합니다.

item list
38 T.com series
48 2Kd series
54 ad series

76 raybon series
80 Puzion series
82 Kasten series 
84 dasmann series

58 Terra series
62 T.com panel series

124 far series
126 ar6 series
128 2Kr series
130 Kr2 series
132 arn series

66 Cabin series

worstation

Premier system

Partition

Conference

Storage system

86 alex Zanda series
94 Executive chair
100 Task chair
114 Multi-use chair

Cha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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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em list T.com Intro2016 ver.1 The new Catalogue

T.com serIes
Workstation

힘멜의 베스트셀러 T.COM SERIES

심플한 디자인의 유닛들로 구성되어 있는 T.COM 시리즈는 프로페셔널한 

사용자 업무 스타일에 따라 다양한 레이아웃으로 조합할 수 있습니다. 

많은 자료를 관리해야 하는 사무직은 기본으로, 집중력이 필요한 연구직부터 

스피드가 생명인 영업직까지 두루 적용 가능하여 효율적인 공간을 창출합니다.

make a creative

Fuctional storage

업무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레이아웃이 

가능한 T.COM 시리즈는 수납공간의 활용도가 높아 공간을 절약할 수 

있으며 조직원 간의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는 워크스테이션입니다.

T.COM 시리즈의 최소 유닛 구성으로도 개방적인 소통형 공간을 

기획할 수 있습니다. 단정하고 심플한 디자인으로 작은 공간에서도 

넓어 보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단조로운 사무공간을 창의적인 

공간으로 만들어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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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의 집중력과 프라이버시를 확

보하기 위해 아크릴과 패브릭 타입

의 전면 스크린이나 패널 타입의 하

부, 측면 가림판 등 다양한 사양의 스

크린과 가림판을 선택하여 장착할 

수 있습니다.

Refined style

Item list T.com Intro2016 ver.1 The New Catalogue

세련된 집무공간에도 T.COM 시리즈의 디자인이 빛을 

발합니다.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도와주는 T.COM 

시리즈만의 배선, 수납 기능과 더불어 깔끔한 분위기의 

상판 색상을 선택할 수 있어 도시적이고 차분한 연출이 

가능합니다.

데스크와 하부장을 연결하는 브라켓

은 미려하고 견고하게 디자인된 일체

형 사출성형 제품으로, 이와 같이 보

이지 않는 곳까지 사용자를 위해 세

심히 배려하였습니다.

page. 41

03

01

02

02 데스크 브라켓01 탑 스토리지 03 스크린

탑 스토리지는 데스크와 사이드캐비

넷의 조합 위에 장착되는 유닛으로 사

용자의 프라이버시 확보와 수납공간

의 확대를 동시에 구현할 수 있어 경

제적이며 실용적인 아이템입니다.

2016 ver.1 The new Catalogue

08

06 / 0705

04

06 매립 손잡이05 전자키 (옵션)

04 레그 프레임

07 사이드 스토리지 08 하부장

세련된 디자인의 전자키 방식을 도입

하여 쉽고 안전하게 물건을 보관할 수 

있습니다.

경사진 사다리꼴 단면의 레그 프레임

은 미려함과 구조적 안정성을 고려하

여 설계되었습니다. 또한 프레스 공

법으로 가공된 브라켓은 튼튼한 연결 

구조를 형성합니다.

사이드 스토리지에는 2단 또는 3단 

서랍통이 장착되어있으며 도어장이

나 탑 스토리지 같은 옵션 유닛을 더

하면 수납과 공간 분할의 두 가지 기

능을 동시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

데스크 하부장은 구석 공간까지 고려

한 섬세한 디자인으로 사용자의 편의

를 가장 먼저 생각했습니다.

도어 측단에 매립되는 방식의 손잡이

는 심플함과 기능성을 동시에 추구하

는 디자인입니다. 또한 도어의 외측

평면에 맞추어 돌출되지 않는 매립형 

특유의 장점으로 사용하거나 이동할 

때의 안전성을 높였습니다.

심플하고 깨끗한 WH 컬러 상판

WH Color desk
따뜻한 원목느낌의 LT 컬러 상판

lT Color desk
도시적 세련미의 PG 컬러 상판

PG Color desk
강렬한 대비감의 SW 컬러 상판

SW Color desk

·상판과 가림판을 제외한 모든 목재 아이템은 WH 컬러(1)

·내부는 PG 컬러를 적용해 백색 특유의 가벼움을 커버(2)

(개입 수납류 전품목 적용)

·화이트를 기본 바탕으로 아크릴과 패브릭으로 포인트 적용

WH & PG Color mix

acrylic & Fabric Color point

001S 004S 007BS007S 008S

T.COM Color System

Pg Color (2)acrylic wH Color (1)fabr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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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수형 데스크 (3단 서랍) 

FDD 016P3 L/R
FDD 016P3E L/R
FDD 018P3 L/R
FDD 018P3E L/R

Model Size

데스크스크린 (패브릭)  

데스크스크린 (아크릴)

데스크스크린 (아크릴-보급형)

데스크스크린 (아크릴-낮은높이)

데스크가림판

이동서랍 2단

데스크 측면가림판

이동서랍 3단

fdf410 
fdf412
fdf414

fdf410a
fdf412a
fdf414a

fdf410a5
fdf412a5
fdf414a5

fdf410an
fdf412an
fdf414an

fdd010M
fdd012M
fdd014M
fdd016M
fdd018M

fdP0302
fdP0302E

fdd008EM

fdP0303
fdP0303E

color

color

color

color

color

color

model 

model 

model 

model 

model 

model 

model 

model 

size

size

size

size

size

size

size

size

1000 x 16 x 713(400)
1200 x 16 x 713(400)
1400 x 16 x 713(400)

일반형 데스크

일반형 데스크 (웨지형상판)

편수형 데스크 (하부장/웨지형상판)

• 시건장치 없음

일반형 데스크 (120 )̊

편수형 데스크 (2단 서랍) 

편수형 데스크 (하부장) 

fdd008
fdd010
fdd012
fdd014
fdd016
fdd018

fdd018w L/r

fdd018wu L/r

fdd 588

fdd 016P2 L/r
fdd 016P2E L/r
fdd 018P2 L/r
fdd 018P2E L/r

fdd016u L/r
fdd018u L/r

color note note

note

note

note

note

color note

color note

color note

color

model 

model 

model 

model 

model 

model 

size

size

size

size

size

800 x 800 x 720
1000 x 800 x 720
1200 x 800 x 720
1400 x 800 x 720
1600 x 800 x 720
1800 x 800 x 720

1800 x 937(800) x 720

1600 x 800 x 720
1600 x 800 x 720
1800 x 800 x 720
1800 x 800 x 720

1600 x 800 x 720 
1800 x 800 x 720

l R

wH

wH

wH

LT Sw

Pg

wH

LT Sw

Pg

wH

LT Sw

Pg

wH

LT Sw

Pg

wH

LT Sw

Pg

wH

LT Sw

Pg

wH

LT Sw

Pg

wH

LT Sw

Pg

t.cOm ITEM LIST
제품 아이템 리스트

Eg

Eg

Eg

size

color

color

wH

LT Sw

Pg

2080 x 1190 x 720

1800 x 937(800) x 720

1600 x 800 x 720
1600 x 800 x 720
1800 x 800 x 720
1800 x 800 x 720

wH

wH

wH

wH

color

color

note

note

note

R

R

R

l

• 시건장치 없음

394 x 600 x 630
394 x 600 x 630

394 x 600 x 630
394 x 600 x 630

720 x 243 x 15

870 x 15 x 290
980 x 15 x 290
1180 x 15 x 290
1380 x 15 x 290
1580 x 15 x 290

1000 x 8 x 713(400)
1200 x 8 x 713(400)
1400 x 8 x 713(400)

1000 x 5 x 713(400)
1200 x 5 x 713(400)
1400 x 5 x 713(400)

• 책상보다 200 혹은 400 작은규격 적용
• 1600 책상→1400 or 1200 스크린사용

1000 x 5 x 600(300)
1200 x 5 x 600(300)
1400 x 5 x 600(300)

001S 004S

007BS007S

008S

12001200

75
0

400

290

• 책상보다 200 혹은 400 작은규격 적용
• 1600 책상→1400 or 1200 스크린사용

300

277

• 책상과 동일모듈 적용
  Fdd016→Fdd016m

290

• 책상보다 200 혹은 400 작은규격 적용
• 1600 책상→1400 or 1200 스크린사용

400

290

• 책상보다 200 혹은 400 작은규격 적용
• 1600 책상→1400 or 1200 스크린사용

400

290

note

note

Rl

l

l

서랍

서랍

하부장

하부장

• 일반(펜트레이)+파일

• 일반(펜트레이)+파일

note

• 일반(펜트레이)+일반+일반

• 일반(펜트레이)+일반+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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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형 하부장

옷장 1인용

옷장 2인용

멀티장사이드캐비닛

콤비사이드캐비닛 2단

보조상판

콤비사이드캐비닛 3단

시팅패드

fdC116T L/r
fdC118T L/r

fdC 180u

fdC442 L/r
fdC442E L/r

fdC442T
fdC442TE

fdC 442B L/r
fdC 442BE L/r

fdC 1022
fdC 1042
fdC 1062

fdC182 L/r
fdC182E L/r
fdC102 L/r
fdC102E L/r

fdC914
fdC916
fdC918
fdC910

fdC183 L/r
fdC183E L/r
fdC103 L/r
fdC103E L/r

fa 4002

colorcolor

colorcolor

colorcolor

colorcolor

colorcolor

colorcolor

colorcolor

colorcolor

model model 

model model 

model model 

model model 

model model 

model model 

model model 

model 

size

sizesize

sizesize

sizesize

sizesize

sizesize

sizesize

size

770 x 450 x 455

200 x 500 x 1161
200 x 500 x 1161

400 x 500 x 630
400 x 500 x 630

400 x 500 x 1161
400 x 500 x 1161

400 x 500 x 630
400 x 500 x 630

400 x 500 x 1161
400 x 500 x 1161

200 x 500 x 630
400 x 500 x 630
600 x 500 x 630

800 x 500 x 630
800 x 500 x 630
1000 x 500 x 630
1000 x 500 x 630

380 x 480 x 25

note

notenote

notenote

notenote

notenote

notenote

notenote

notenote

wHwH

wH

wH

wH

wH

wH

wH

wH

wH

고정서랍 3단

고정서랍 2단

size

model size

note

멀티장 (d:800)

fdC 842B L/r 
fdC 842BE L/r

400 x 800 x 1161
400 x 800 x 1161

옷장 1인용 (d:800)

fdC 822 L/r
fdC 822E L/r

200 x 800 x 1161
200 x 800 x 1161

1600 x 330 x 531(441)
1800 x 330 x 531(441)

탑스토리지

• 독립형 Pc장 용도
• 시건장치 없음

• 시건장치 없음

• 고정형
• 일반(펜트레이)+파일

• 일반(펜트레이)+파일

• 고정형
• 일반(펜트레이)+일반+일반

• 일반(펜트레이)+일반+일반
wH

400 x 500 x 90(23)
600 x 500 x 90(23)
800 x 500 x 90(23)
1000 x 500 x 90(23)

800 x 500 x 630
800 x 500 x 630
1000 x 500 x 630
1000 x 500 x 630

fdP 4303n
fdP 4303En

fdP 4302n
fdP 4302En

a9208

Eg

패브릭 도어

아크릴 도어

001B 003

007B004a

008B

wH

LT Sw

Pg

배선 네트  (수평 배선 W:450)

배선 네트  (수평 배선 W:800)

Ca4345

Ca4380

W450 x H300

W800 x H300

BK

BK

• 책상 하부에 부착하여 배선 정리 
 및 수납이 가능합니다.

• 책상 하부에 부착하여 배선 정리 
 및 수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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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선클립 (수직배선)

케이블박스

자바라덕트 (수직배선)

일자형 책상 (보급형)

 fa 4001 

 Ca 4001 

 Ca 4002 

fnd012
fnd014
fnd016
fnd018

color

color

color

color

model 

model 

model 

model 

size

size

size

size

-

-

1200 x 800 x 720
1400 x 800 x 720 
1600 x 800 x 720 
1800 x 800 x 720

400 x 120 x 150

note

note

note

note

xx

wS

SILvEr

T.COM 시리즈의 넘치지 않는 단순미는 기본이 탄탄한 자신감의 

표현입니다. 첫눈에 반하고 쓸수록 매료되는 T.COM 시리즈의 

매력은 사용자에 대한 속 깊은 배려와 오래도록 쌓아온 전문성을 

바탕으로 우러나오는 진정성입니다.

Basic design

• 3개 1포장 
• 전선 정리

• 독립형 / 가림판 有
• 덕트 없음

wH

LT Sw

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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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Kd

미려한 곡선형 디자인이 돋보이는 L-type 데스크입니다. 부드러운 곡선은 

안정적이고 따뜻한 느낌을 줄 뿐만 아니라 다양한 공간에 조화롭게 어울립니다. 

상판의 곡선과 하부 철재 다리의 날렵한 느낌과 대조되어 자유롭고 독특한 분위기를 연출합니다.

L-type 데스크 시리즈 2KD

2KD SErIES

06 회전식 덕트 07 철재 보강파이프05 전선캡

철재 보강 파이프를 상판 하부에 장착

하여 휨과 변형을 방지하여 줍니다.

새로운 반투명 전선 캡은 배선을 더 

깔끔하게 하고 제품의 포인트로서 작

용합니다.

회전식 덕트가 상판 밑에 장착되어 수

평방향의 배선 처리와 멀티탭의 수납

공간을 제공합니다. (Option)

04 전선클립

전선 클립이 상판 밑에 장착되어 수평

방향의 배선을 깔끔하게 처리합니다.

02 볼트결합 방식01 평엣지 마감 03 철재다리

상판과 하부 다리의 볼트 결합 방식

을 채택하여, 피스 결합 방식과 달리 

반복되는 조립과 해체에도 상판의 손

상 없이 우수한 결합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상판의 측면을 윗면과 동일한 색상의 

ABS 평엣지로 마감하여 원목의 느낌

과 친환경성을 높였습니다.

측면과 코너부의 철재 다리는 덕트 

형태로 설계되어 전선이 보이지 않

게 수직 배선이 가능합니다.

06 / 07

01

05
02

03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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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e

color

color

color

color

color

color

color

color

model 

model 

model 

model 

model 

model 

model 

model 

size

size

size

size

size

size

size

size

note note

note

note

note

note

note

note

note

note

note

note

제품 아이템 리스트

피너츠형 익스텍션

2Kd 927L/r 1000 x 1000 x 720

note

MM

MM

MM

MM

MM

MM

MM

Lg

MgBE

Lg

MgBE

Lg

MgBE

Lg

MgBE

Lg

MgBE

Lg

MgBE

Lg

MgBE

Lg

MgBE

2KD ITEM LIST

colormodel size

일자책상 (직선형) 

2Kd 008
2Kd 012
2Kd 014
2Kd 016

colormodel size

 800x700x720
1200x700x720
1400x700x720
1600x700x720

120˚  책상

2Kd 577

colormodel size

2080 x1192x720

L형 책상

2Kd 316 L/r
2Kd 318 L/r

colormodel size

1600 x1200x720
1800 x1200x720

L형 책상 (톨유닛 연결형)

2Kd 362 L/r
2Kd 382 L/r

colormodel size

1600 x1200x720
1800 x1200x720

수평회전덕트

Ka008dT
Ka012dT
Ka014dT
Ka016dT
Ka316dT
Ka318dT
Ka577dT

colormodel size

w 800
w1200 
w1400
w1600
w1600 / w1200
w1800 / w1200
w1200 / w1200

사이드 익스텐션

2Kd 406L/r

colormodel size

600 x 580 x 720

l R

l R

• 책상과 동일모듈 적용
  2Kd016→KA016dT

note

U형 익스텐션 (연결형)

2Kd 912 600 x 1200 x 720

U형 익스텐션 (자립형)

2Kd 912f 600 x 1200 x 720

Lg

MgBE

Lg

MgBE

Lg

MgBE

Lg

MgBE

Lg

MgBE

Lg

MgBE

엔드 익스텐션

2Kd 977 1800 x 600 x 720

엔드 익스텐션

2Kd 955 1100 x 400 x 720

오각커넥터 (연결형)

오각커넥터 (연결형)

오각커넥터 (독립형)

2Kd 517fx
2Kd 507fx

800 x 800 x 720
1200 x 1200 x 720

2Kd 507 1200 x 1200 x 720

2Kd 517 800 x 800 x 720

라운드 커넥터 (90˚)

2Kd 597 R800(90˚) x H720

<Close> <open>

<L> <r>

12001200

71
0

470

600

470

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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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orColor

Color

Color

ColorColor

Color

Color

Color

Color

Model 

Model Model 

Model Model 

Model Model 

Model 

Model 

Model 

Model 

SizeSize

SizeSize

SizeSize

SizeSize

Size

Size

Size

Size

Note

Note

NoteNote

Note

Note

NoteNote

Note

Note

model 

color

note

note

라운드 커넥터 (45˚)

2Kd 5477 R800(45˚)

2단 서랍

3단 서랍

KP 4302

KP 4303

400x577x656

400x577x656

3단 서랍 (보급형)  

2KPMM 03 404x560x579

4단 서랍 (보급형)  

2KPMM 04 404x560x579

서랍 외장상판

2KP 4300
2KP 4300n

400x710x55(23)
400x600x55(23)

톨 유닛

톨 유닛 (2인 옷장)  

 2KC 462 L/r 

 2KC 442 

600x600x1170

400x600x1170

사이드 캐비닛 (오픈형)  

2KC 162 600x490x720

사이드 캐비닛 (도어형)  

스크린보드

행잉선반

2KC 262

Kdf008 
Kdf012 
Kdf014
Kdf016
Kdf018 

 Ka2001 

600x490x720

800x30x390
1200x30x390
1400x30x390
1600x30x390
1800x30x390

600x200x350(250)
MM

• 파일+파일

• 펜+일반+파일

• 펜+일반+일반+일반

• 도어mm

• 도어mm

• 일반(펜트레이)+일반+파일

• 도어mm

710 600 

400 400

Lg

MgBE

Lg

MgBE

Lg

MgBE

Lg

MgBE

Lg

MgBE

Lg

MgBE

Lg

MgBE

Lg

MgBEMM

MM

MM

MM

MM

MM

MM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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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kstation

2016 ver.1 The new Catalogue

Well made set

Mix match of Wood & Metal 

곡선형 상판은 자칫 단조로워 보일 수 있는 사무실을 좀 더 활기차고 

풍부하게 만들어줍니다. 상부와 하부에 단단하게 쓰인 우드와 사이를 

가로지르는 메탈의 조화는 부드러우면서도 강한 이미지를 보여줍니다.

데스크와 함께 스토리지 구성이 탁월한 시리즈입니다. 다양한 공간을 

AD 시리즈만으로도 충분히 꾸밀 수 있습니다. 데스크 측면의 배선 

덕트는 여러 종류의 전선을 한 번에 정리해주어 더욱 깔끔하고 편리한 

사용감을 선사합니다.

경쾌하고 캐쥬얼한 데스크 시스템 AD series

AD 시리즈는 자유롭고 간편하게 워크스테이션을 구성할 수 있는 가변성을

갖춘 오피스 퍼니처입니다. 강한 내구성과, 우드와 메탈의 조화로 유니크한 

감성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경제적인 디자인 시리즈입니다.

ad series

item list AD int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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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or

Color

Color

Color

Color

Color

Color

Color

Model 

Model 

Model 

Model 

Model 

Model 

Model 

Model 

Size

Size

Size

Size

Size

Size

Size

Size

Note

Note

Note

Note

Note

Note

Note

Note

제품 아이템 리스트

AD 608
AD 610
AD 612
AD 614
AD 616
AD 618

800 x 250 x 380
1000 x 250 x 380
1200 x 250 x 380 
1400 x 250 x 380 
1600 x 250 x 380
1800 x 250 x 380

AD 912F 600 x 1200 x 720

AD 0406
AD 0408

600 x 440 x 720
800 x 440 x 720

AC 1062
AC 1082

600 x 440 x 720
800 x 440 x 720

AC 2062 
AC 2082

600 x 440 x 720
800 x 440 x 720

AP 0313 404 x 560 x 579

AP 0312 404 x 560 x 579

AD 362L/r
AD 382L/r

1600  x 1200  x  720
1800 x 1200  x  720

L형 책상 (D-1200)

2단 서랍

3단 서랍

사이드 캐비닛 (도어형)  

사이드 캐비닛 (오픈형)  

U형 익스텐션

사이드 데스크

데스크라이저

ad iTem LisT

pag. 56

L형 책상 (D-1000)

AD 316L/r
AD 318L/r

Color Note

Note

Model Size

1600 x 1000 x 720
1800 x 1000 x 720

일자책상 (직선형)

AD 008
AD 010
AD 012
AD 014
AD 016
AD 018

ColorModel Size

  800 x 760 x 720
1000 x 760 x 720
1200 x 760 x 720
1400 x 760 x 720
1600 x 760 x 720
1800 x 760 x 720

WH

LT Be

WH

LT Be

L

L

R

R

Pentray

Pentray

01

03

04

02

멀티엣지 상판

배선덕트

 키 코어 분리방식

이동식 필통

상판 마감을 보다 자연스러운 느낌의 

멀티엣지로 마감하여 AD 시리즈만의 

독특한 분위기를 만들어줍니다.

책상 측면의 배선 덕트는 사무실 바닥에

서 올라오는 전선의 수직 배선 공간으로 

활용되며 책상의 세련미를 더해주는 미

려한 도장의 사각 전선 캡은 손쉬운 개

폐를 통해 각종 기기와의 배선 처리 후 

깔끔한 정리정돈을 가능케 합니다.

05 하부전선클립
하부 전선 클립은 책상 하부에

서 수평으로 이동하는 배선을 

깔끔하게 처리합니다.

키 코어 분리 방식의 시건장치는 키 분

실 시에도 제품의 손상 없이 빠른 처리

를 가능하게 합니다.

내장된 투명한 소재의 이동식 필통은 서

랍 내부를 확인할 수 있게 하며 필요에 

따라 책상 위나 원하는 장소에서 다용도

로 활용 가능합니다.

WH

LT Be

WH

LT Be

WH

LT Be

WH

LT Be

WH

LT Be

WH

LT Be

WH

LT Be

• 일반(펜트레이)+파일

• 일반(펜트레이)+일반+일반

• 데스크와 결합 없이 올려 놓고 사용 가능
• 수납과 파티션 기능
• 논슬립패드 포함

1600

440

1600

1000
760

1600

440

1600

1200760



page. 58 page. 59

Partition Terra

Model Size

Model Size

Model Size

Model Size

Model Size

Model Size

Model Size

기본 패널 (H 970)

기본 패널 (H 1170)

기본 패널 (H 1370)

기본 패널 (H 1570)

벨트라인 패널 (H 1170)  

기본 패널 (H 1870)

벨트라인 패널 (H 1370)  

TP 1064
TP 1074
TP 1084
TP 1104
TP 1124

W 600 x H 1370
W 700 x H 1370
W 800 x H 1370
W 1000 x H 1370
W 1200 x H 1370

TP 1062
TP 1072
TP 1082
TP 1102
TP 1122

W 600 x H 1170
W 700 x H 1170
W 800 x H 1170
W 1000 x H 1170
W 1200 x H 1170

TP 0069
TP 0079
TP 0089
TP 0109
TP 0129

W 600 x H 1870
W 700 x H 1870
W 800 x H 1870
W 1000 x H 1870
W 1200 x H 1870

TP 0066
TP 0076
TP 0086
TP 0106
TP 0126

W 600 x H 1570
W 700 x H 1570
W 800 x H 1570
W 1000 x H 1570
W 1200 x H 1570

TP 0064
TP 0074
TP 0084
TP 0104
TP 0124

W 600 x H 1370
W 700 x H 1370
W 800 x H 1370
W 1000 x H 1370
W 1200 x H 1370

TP 0062
TP 0072
TP 0082
TP 0102
TP 0122

W 600 x H 1170
W 700 x H 1170
W 800 x H 1170
W 1000 x H 1170
W 1200 x H 1170

TP 0060
TP 0070
TP 0080
TP 0100
TP 0120

W 600 x H 970
W 700 x H 970
W 800 x H 970
W 1000 x H 970
W 1200 x H 970

다양한 옵션의 테라 패널 시리즈는 독립적인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며, 때로는 유동적인 오픈 공간을 구성할 수도 있습니다.

다양하게 활용 가능한 TERRA 패널 시리즈

Partition

terra series

Model Size

Model Size

벨트라인 패널 (H 1570)  

벨트라인 패널 (H 1870)  

TP 1066
TP 1076
TP 1086
TP 1106
TP 1126

W 600 x H 1570
W 700 x H 1570
W 800 x H 1570
W 1000 x H 1570
W 1200 x H 1570

TP 1069
TP 1079
TP 1089
TP 1109
TP 1129

W 600 x H 1870
W 700 x H 1870
W 800 x H 1870
W 1000 x H 1870
W 1200 x H 1870

Model Size

Model Size

상부유리 패널 (H 970)  

상부유리 패널 (H 1170)  

TP 2060
TP 2070
TP 2080
TP 2100
TP 2120

W 600 x H 970
W 700 x H 970
W 800 x H 970
W 1000 x H 970
W 1200 x H 970

TP 2062
TP 2072
TP 2082
TP 2102
TP 2122

W 600 x H 1170
W 700 x H 1170
W 800 x H 1170
W 1000 x H 1170
W 1200 x H 1170

Model Size

Model Size

Model Size

상부유리 패널 (H 1570)  

상부유리 패널 (H 1370)  

상부유리 패널 (H 1870)  

TP 2064
TP 2074
TP 2084
TP 2104
TP 2124

W 600 x H 1370
W 700 x H 1370
W 800 x H 1370
W 1000 x H 1370
W 1200 x H 1370

TP 2066
TP 2076
TP 2086
TP 2106
TP 2126

W 600 x H 1570
W 700 x H 1570
W 800 x H 1570
W 1000 x H 1570
W 1200 x H 1570

TP 2069
TP 2079
TP 2089
TP 2109
TP 2129

W 600 x H 1870
W 700 x H 1870
W 800 x H 1870
W 1000 x H 1870
W 1200 x H 18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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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el Size

Model Size

Model Size

상부유리 벨트라인 패널 (H 1370)  

상부유리 벨트라인 패널 (H 1570)  

상부유리 벨트라인 패널 (H 1870)  

TP 3069
TP 3079
TP 3089
TP 3109
TP 3129

W 600 x H 1870
W 700 x H 1870
W 800 x H 1870
W 1000 x H 1870
W 1200 x H 1870

TP 3066
TP 3076
TP 3086
TP 3106
TP 3126

W 600 x H 1570
W 700 x H 1570
W 800 x H 1570
W 1000 x H 1570
W 1200 x H 1570

TP 3064
TP 3074
TP 3084
TP 3104
TP 3124

W 600 x H 1370
W 700 x H 1370
W 800 x H 1370
W 1000 x H 1370
W 1200 x H 1370

Model 

Model 

Model Size

Model Size Note

Model Size

TP 9006
TP 9007
TP 9008
TP 9010
TP 9012

W 600 
W 700
W 800
W 1000
W 1200

TP 9130

안정각

벽고정

포스트

배선 벨트

마감바

TP 7000
TP 7002
TP 7004
TP 7006
TP 7009

H 970
H 1170
H 1370
H 1570
H 1870

TP 6000
TP 6002
TP 6004
TP 6006
TP 6009

H 970
H 1170
H 1370
H 1570
H 1870

TP 9100

Model Size

Model Size

Model 

Model 

Model 
오픈 선반

OH 캐비닛

카운터 브라켓

행잉상판 브라켓

행잉상판 보조 브라켓

TP 9111

TP 9110

TP 9120

OH 060
OH 070
OH 080
OH 100
OH 120

600 x 366 x 400
700 x 366 x 400
800 x 366 x 400
1000 x 366 x 400
1200 x 366 x 400

TP 8060
TP 8070
TP 8080
TP 8100
TP 8120

600 x 274 x 160
700 x 274 x 160
800 x 274 x 160
1000 x 274 x 160
1200 x 274 x 160

컬러

패브릭 프레임 

885

885A

884

884A

881

883

TM887

887A

Model Size
상부유리 벨트라인 패널 (H 1170)  

TP 3062
TP 3072
TP 3082
TP 3102
TP 3122

W 600 x H 1170
W 700 x H 1170
W 800 x H 1170
W 1000 x H 1170
W 1200 x H 1170

• LAN 2구 
 멀티탭 3구 
 차단스위치

Note

• 몸통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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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ition T.com panel

Model Size

Model Size

Model Size

Model Size

Model Size

심플하고 세련된 디자인으로 사무실 환경을 주도하는 T.COM의 패널 시리즈입니다. 

미래 지향적 시스템으로 이동이 용이하고, 다양한 필요에 따라 손쉽게 배치할 수 

있습니다. 간결한 기능으로 효율적인 사무환경을 제공합니다. 

세련된 패널 시스템 T.COM SERIES

Partition

t.coM paNel series

벨트라인 패널 (H 1574)

벨트라인 패널 (H 1372)

벨트라인 패널 (H 1170)

기본 패널 (H 1776)

기본 패널 (H 1574)

기본 패널 (H 1372)

기본 패널 (H 1170)

기본 패널 (H 968)

CP 1066
CP 1076
CP 1086 
CP 1106
CP 1126

600 x 65 x 1574
700 x 65 x 1574
800 x 65 x 1574
1000 x 65 x 1574
1200 x 65 x 1574

CP 1064
CP 1074
CP 1084 
CP 1104
CP 1124

600 x 65 x 1372
700 x 65 x 1372
800 x 65 x 1372
1000 x 65 x 1372
1200 x 65 x 1372

CP 1062
CP 1072
CP 1082 
CP 1102
CP 1122

600 x 65 x 1170
700 x 65 x 1170
800 x 65 x 1170
1000 x 65 x 1170
1200 x 65 x 1170

CP 0068
CP 0078
CP 0088 
CP 0108
CP 0128

600 x 65 x 1776
700 x 65 x 1776
800 x 65 x 1776
1000 x 65 x 1776
1200 x 65 x 1776

CP 0066
CP 0076
CP 0086 
CP 0106
CP 0126

600 x 65 x 1574
700 x 65 x 1574
800 x 65 x 1574
1000 x 65 x 1574
1200 x 65 x 1574

CP 0064
CP 0074
CP 0084 
CP 0104
CP 0124

600 x 65 x 1372
700 x 65 x 1372
800 x 65 x 1372
1000 x 65 x 1372
1200 x 65 x 1372

CP 0062
CP 0072
CP 0082 
CP 0102
CP 0122

600 x 65 x 1170
700 x 65 x 1170
800 x 65 x 1170
1000 x 65 x 1170
1200 x 65 x 1170

CP 0060
CP 0070
CP 0080 
CP 0100
CP 0120

600 x 65 x 968
700 x 65 x 968
800 x 65 x 968
1000 x 65 x 968
1200 x 65 x 968

CP 1068
CP 1078
CP 1088 
CP 1108
CP 1128

600 x 65 x 1776
700 x 65 x 1776
800 x 65 x 1776
1000 x 65 x 1776
1200 x 65 x 1776

벨트라인 패널 (H 1776)  
Model Size

Model Size

Model Size

Model Size

상부유리 패널 (H 1372)  
Model Size

CP 2064
CP 2074
CP 2084 
CP 2104
CP 2124

600 x 65 x 1372
700 x 65 x 1372
800 x 65 x 1372
1000 x 65 x 1372
1200 x 65 x 1372

CP 2062
CP 2072
CP 2082 
CP 2102
CP 2122

600 x 65 x 1170
700 x 65 x 1170
800 x 65 x 1170
1000 x 65 x 1170
1200 x 65 x 1170

상부유리 패널 (H 1170)  
Model Size

상부유리 패널 (H 1776)  

상부유리 패널 (H 1574)  
Model Size

CP 2066
CP 2076
CP 2086 
CP 2106
CP 2126

600 x 65 x 1574
700 x 65 x 1574
800 x 65 x 1574
1000 x 65 x 1574
1200 x 65 x 1574

Model Size

CP 2068
CP 2078
CP 2088 
CP 2108
CP 2128

600 x 65 x 1776
700 x 65 x 1776
800 x 65 x 1776
1000 x 65 x 1776
1200 x 65 x 1776

상부유리 벨트라인 패널 
(H 1170)  

Model Size

CP 3062
CP 3072
CP 3082 
CP 3102
CP 3122

600 x 65 x 1170
700 x 65 x 1170
800 x 65 x 1170
1000 x 65 x 1170
1200 x 65 x 1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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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선벨트

안정각상부유리 벨트라인 패널 (H 1574)  

상부유리 벨트라인 패널 (H 1776)  

CP 7000
CP 7002
CP 7004 
CP 7006
CP 7008

CP 9100

CP 6020
CP 6022
CP 6024 
CP 6026
CP 6028

Model Model 

Model 

Size

Size

H:968
H:1170
H:1372
H:1574 
H:1776

H:968
H:1170
H:1372
H:1574 
H:1776

마감바

CP 6010
CP 6012
CP 6014 
CP 6016
CP 6018

Model Size

H:968
H:1170
H:1372
H:1574 
H:1776

X형 포스트

CP 6000
CP 6002
CP 6004 
CP 6006
CP 6008

Model Size

H:968
H:1170
H:1372
H:1574 
H:1776

T형 포스트

CP 3066
CP 3076
CP 3086 
CP 3106
CP 3126

CP 3068
CP 3078
CP 3088 
CP 3108
CP 3128

Model Size

600 x 65 x 1574
700 x 65 x 1574
800 x 65 x 1574
1000 x 65 x 1574
1200 x 65 x 1574

600 x 65 x 1776
700 x 65 x 1776
800 x 65 x 1776
1000 x 65 x 1776
1200 x 65 x 1776

L형 포스트
Model Size

컬러

상부유리 벨트라인 패널 (H 1372)  
Model Size

CP 3064
CP 3074
CP 3084 
CP 3104
CP 3124

600 x 65 x 1372
700 x 65 x 1372
800 x 65 x 1372
1000 x 65 x 1372
1200 x 65 x 1372

008B WS007

001A004B

004

002 002B003

007A008 004A

001B 002A009

007B

001

패브릭 프레임

Model Size Note

CP 9006
CP 9007
CP 9008
CP 9010
CP 9012

W 600 
W 700
W 800
W 1000
W 1200

• LAN 2구 
 멀티탭 4구 
 차단스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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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멜의 대표적인 스토리지 시스템 CABIN

CABIN 시리즈 각각의 유닛들은 그 용도에 맞게 설계되었으며 다양한 사양

으로 구성되어 있어 다양한 공간에 맞는 폭 넓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Space classification 

Make your place with CABIN

개인적인 공간 활용에도 탁월한 CABIN 시리즈입니다. 심플하고 

다양한 모듈화 디자인으로 어느 공간에서나 자연스러운 조화를 

이룰 수 있으며 사용자의 선택의 폭을 넓혀 원하는 공간을 만들 

수 있습니다.

CABIN 시리즈로 별도의 파티션이 필요 없이 공간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수납공간 활용은 물론 사용자의 동선을 생각한 다양한 

레이아웃 적용이 가능하며 심플하고 모던한 사무공간을 창출합니다.

Storage system

cabin Se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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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 글라이더

01 유리도어 전용 손잡이

유리 도어의 전용 손잡이는 심플하고 

단순한 형태에 실버 광택 처리되어 있

어 유리의 투명한 개방감을 그대로 살

릴 수 있도록 디자인되었습니다.

글라이더를 이용해 높낮이 조절이 

가능해 바닥이 고르지 않은 장소에

서도 캐비닛을 수평으로 설치할 수 

있습니다.

06 / 07 / 08

01
02 03 / 04

0905

03 댐핑 힌지 04 보조 시건장치 05 매립형 손잡이

HIMMEL 제품의 모든 도어(유리도어 

제외)에는 댐핑 기능이 내장된 고급 

힌지가 기본 장착 되어 도어가 부드럽

고 조용하게 

닫힙니다.

좌측 도어 내부에는 열림 방지용 보

조시건 장치가 부착되어있습니다. 반

투명 재질의 사출성형 부품으로 별

도의 조작 없이 보다 나은 보안성을 

제공합니다.

목재에 일체형으로 매립되는 손잡이

는 디자인적인 완성도와 실용성을 동

시에 만족시킵니다.

02 유리도어 힌지

무광 실버 컬러의 원형 캡으로 마감

된 유리 도어 힌지는 목재 캐비닛 측

판과 유리 도어를 자연스러운 느낌으

로 연결되도록 합니다.

06 코어 분리식 원형키

도어형 스토리지에 기본으로 장착되

는 원형 키는 코어 분리 방식으로 열

쇠를 분실했을 때 제품의 손상 없이 

코어만 분리 제거한 후 다시 장착할 

수 있어 편리하고 안전하게 제품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07 전자키 (GC***E 모델) 08 다이얼키 
(락커에만 선택가능 - GLC***DK)

세련된 디자인의 전자키 방식을 도

입하여 쉽고 안전하게 물건을 보관할 

수 있습니다.

라커에 적용되는 다이얼 키는 사용자

가 손쉽게 사용할 수 있고 네임태그

를 삽입할 수 있는 투명 플라스틱 커

버가 있어 사용과 관리의 효율성, 편

리함을 높였습니다.

page. 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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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or

Color

ColorModel 

ColorModel Size

ColorModel Size

ColorModel Size

Size

Size

Model 

4단 (옷장)

color

Model 

Model 

Size

Size

제품 아이템 리스트

cabin iTem liST 4단 (오픈장)

4단 (하도어장)

4단 (유리장)

4단 (도어장)

4단 (4도어장)

GC484
GC484e

800x414x1525
800x414x1525

GC484D
GC484De

800x414x1525
800x414x1525

GC 284G
GC 284Ge

 800 x 414 x 1525
 800 x 414 x 1525

GC284
GC284e

 800 x 414 x 1525
 800 x 414 x 1525

GC 084  800 x 414 x 1525

4단장

color

color

color

color

Model 

Model 

Model 

Model 

Size

Size

Size

Size

3단 (도어장)

GC 383
GC 383e

  800 x 414 x 1161
 800 x 414 x 1161

2단 (오픈장)

2단장

3단장

2단 (도어장)

3단 (오픈장)

GC083   800 x 414 x 1161

GC 282
GC 282e

  800 x 414 x 798
 800 x 414 x 798

GC 082   800 x 414 x 798
WH

lG lT

SW

be

WH

lG lT

SW

be

WH

lG lT

SW

be

WH

lG lT

SW

be

WH

lG lT

SW

be

WH

lG lT

SW

be

WH

lG lT

SW

be

WH

lG lT

SW

be

WH

lG lT

SW

be

WH

lG lT

SW

be

WH

lG lT

SW

be
GC464C l/r
GC464Ce l/r

600 x 414 x 1525
600 x 414 x 1525

 GC 464 l/r
GC 464e l/r 

600 x 414 x 1525
600 x 414 x 1525

4단 (좁은장)

note

• 유리도어는 시건장치 無

n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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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or ColorModel Size Size

Color ColorModel 

ColorModel Model Size Size

Color ColorModel Model Size Size

Color ColorModel Model Size Size

Color ColorModel Model Size

ColorModel Model Size Size

Size

color

color

note

note

SizeModel Size

Model 

GC565C l/r
GC565Ce l/r

600 x 414 x 1888
600 x 414 x 1888

GC565 l/r
GC565e l/r

600 x 414 x 1888
600 x 414 x 1888

GC686
GC686e

800 x 414 x 2251
800 x 414 x 2251

GC686D
GC686De

GC686DD
GC686DDe

800 x 414 x 2251
800 x 414 x 2251

800 x 414 x 2251
800 x 414 x 2251

GC386G
GC386Ge

800 x 414 x 2251
800 x 414 x 2251

6단 (유리장)

6단 (4도어장)

6단 (도어장)5단 (좁은장)

5단 (옷장)

5단 (하도어장)

5단 (유리장)

5단 (4도어장)

5단 (도어장)

6단 (하도어장-2단 도어)

6단 (오픈장)

6단 (하도어장-3단 도어)

GC386
GC386e

800 x 414 x 2251
800 x 414 x 2251

GC286
GC286e

800 x 414 x 2251
800 x 414 x 2251

GC 086 800 x 414 x 2251

GC 585
GC 585e

800 x 414 x 1888
800 x 414 x 1888

GC 585D
GC 585De

800 x 414 x 1888
800 x 414 x 1888

GC285G
GC285Ge

800 x 414 x 1888
800 x 414 x 1888

GC285
GC285e

800 x 414 x 1888
800 x 414 x 1888

5단 (오픈장)

GC085 800x414x1888

5단장 6단장

WH

lG lT

SW

be

WH

lG lT

SW

be

WH

lG lT

SW

be

WH

lG lT

SW

be

WH

lG lT

SW

be

WH

lG lT

SW

be

WH

lG lT

SW

be

WH

lG lT

SW

be

WH

lG lT

SW

be

WH

lG lT

SW

be

WH

lG lT

SW

be

WH

lG lT

SW

be

WH

lG lT

SW

be

WH

lG lT

SW

be

• 몸통 분리형
  GC 686DD / GC 686DDE

• 유리도어는 시건장치 無

GC666 l/r
GC 666e l/r

600 x 414 x 2251
600 x 414 x 2251

6단 (좁은장)

note

note

• 유리도어는 시건장치 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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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orModel Size Size Note

ColorModel Note

Color ColorModel Model Size Note

Color ColorModel Size Size Note

ColorModel Size Note

ColorModel Size Note

color

lT

lT

lT

lT

lT

lT

Size

Model 

Size

Model 

라커

2단 라커 (2인용)

2단 라커 (6인용)

4단 라커 (4인용)

4단 라커 (12인용)

GlC521
GlC521e
GlC521DK

324 x 600 x 2200
324 x 600 x 2200
324 x 600 x 2200

GlC523
GlC523e
GlC523DK

970 x 600 x 2200
970 x 600 x 2200
970 x 600 x 2200

GlC541
GlC541e
GlC541DK

324 x 600 x 2200
324 x 600 x 2200
324 x 600 x 2200

GlC543
GlC543e
GlC543DK

970 x 600 x 2200
970 x 600 x 2200
970 x 600 x 2200

GlC513
GlC513e
GlC513DK

970 x 600 x 2200 
970 x  600 x 2200
970 x 600 x 2200

GlC511
GlC511e
GlC511DK

GC 2042

GC 2043

324 x 600 x 2200
324 x 600 x 2200
324 x 600 x 2200

402 x 600 x 730

402 x 600 x 1035

1단 라커(1인용)

2단 파일 캐비닛

3단 파일 캐비닛

1단 라커(3인용)

GC666C l/r
GC666Ce l/r

600 x 414 x 2251
600 x 414 x 2251

6단 (옷장)

Option

전자키 사양 다이얼키 사양일반키 사양

(GC***e) (GlC***DK)(GC***)

WH

lG lT

SW

be

WH

lG lT

SW

be

WH

lG lT

SW

be

파일

• 옷걸이봉 / 선반2 / 거울

• 옷걸이봉 / 선반2 / 거울

• 옷걸이봉 / 선반1

• 옷걸이봉 / 선반1

• 선반1

• 선반1

n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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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의 다른 중역용 가구들과 달리 한층 가볍고 젊어진 디자인의 Raybon은 

중역용 가구의 인식을 바뀌게 하는 터닝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경쾌한 디자인인 

반면, Teak 원목을 사용한 고급스러운 소재의 질감과 색감은 감히 따라올 수 

없는 우아한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2016 힘멜의 새로운 기대작 RAYBON SERIES

Premier system

Raybon seRies

깔끔하게 정돈된 직선형 디자인은 모던하고 

정갈한 이미지를 반영합니다. 데스크와 크레덴자, 

옷장, 회의 테이블까지 완벽한 세트 구성을 갖춘 

Raybon은 공간을 더욱 탄탄하고 짜임새 있게 

만들어줍니다. 

High-class furni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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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el Size

Model Size

Model Size

Model 

Model Size

Model Size

Model Size

Size

컬러

전면
/후면

캐비닛  바디상판
/바디

좁은장

유리장

옷장

마감판넬 

데스크

크레덴자

회의용테이블

RAC484s 800 x 400 x 1549

RAD020 2000 x 900 x 750

RAZ020 2000 x 500 x 580

RAR020 2000 x 900 x 750

RAC464L 600 x 400 x 1549

RAC464CR 600 x 400 x 1549

WP

UV 하이그로시 천연무늬목 라미네이트

TK

RAC9504 400 x 1545 x 18(*2)

06 오픈 포어 도장05 크레덴자

02 상부 덕트01 엣지 디테일

07 캐비넷

04 서랍03 원키시스템 & 푸시코어

정교한 비례감과 날카로운 직선미가

돋보이는 크레덴자는 레이본이 추구

하는 디자인 철학의 정수입니다. 티

크원목과 빈티지한 화이트의 조화는 

따뜻한 세련미를 자아냅니다.

다양한 IT 기기들의 선을 깔끔하게

정리해주는 상부 덕트입니다. 5구 멀

티탭과 2구 랜포트가 장착되며 책상

하부의 수직전선덕트와 연결되어 편

리한 배선이 가능합니다.

슬림하고 날렵한 모서리의 마감 형태

는 레이본이 추구하는 디자인적 가치

인 과감함과 절제 미의 조화로움을 여

실히 표현합니다.

일반장, 유리 도어장, 옷장 등 다양한 수납 아이템을 자유롭게 조합할 수 있

습니다. 또한 옷장 내부에는 거울, 옷걸이, 넥타이 걸이 등의 고급 수납 액세

사리를 적용하여 편의성을 높였습니다.

서랍 내부에는 필기구 및 소지품을 수

납하기 위한 트레이가 구비되어 있습

니다. Teek 원목 특유의 섬세하고 자

연스러운 느낌은 특별한 고급스러움

을 연출합니다.

모든 제품 시건장치를 한 개의 키로 

사용 가능한 원키시스템으로 편의를 

극대화했으며  데스크엔 측면 푸시코

어 적용으로 다리에 걸림이 없고 전면 

노출이 없어 안전과 정돈된 디자인을 

높였습니다

원목의 눈메를 메꾸지 않도록 섬세하

게 도장면을 형성하여 자연 그대로의

느낌을 재현했습니다. 시각적 심미성

을 넘어 손끝에서 느껴지는 풍부한 원

목의 감촉을 느껴보십시오.

Detail Raybon

04
05

07

06

03

01

02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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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e

note

note

note

note

note

• 5구멀티탭 + LAN(CAT6) 2구 + 차단스위치
• 수직전선덕트
• 악세서리함
• 서랍4개(中 2개 시건 有)

• 서랍 2, 도어 2 
• 시건 장치 無

• 하부 내경 1782x660x652

• 시건 장치 有
• 핸들리스(푸쉬오픈)

• 시건 장치 有
• 핸들리스(푸쉬오픈)

• 유리도어-브론즈
• 시건 장치 無
• 핸들리스(푸쉬오픈)

note

• 2EA/S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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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mier 

Premier system

좁은장

PCB 055L

Model Size

500 x 410 x 1890

PZB 018B
PZB 021B

Model Size

1840 x 510 x 720
2140 x 510 x 720

PZB 018A
PZB 021A

Model Size

1840 x 510 x 720
2140 x 510 x 720

사각테이블

컬러

PRB 018
PRB 024

Model Size

Model Size

Model Size

유리장

PCB 085

Model Size

800 x 410 x 1890

옷장

PCB 555R

Model Size

500 x 410 x 1890

원형테이블

PRB 012

Model Size

1200x720

크레덴자 (서랍형)

크레덴자 (도어형)

1800 x 900 x 720
2400 x 1200 x 720

1820 x 930  x 720
2120 x 930  x 720

1820 x 2030  x 720
2120 x 2030  x 720

PDB 018
PDB 021

PDB 018L/R
PDB 021L/R

일자형데스크

L형 데스크

Puzion

AC eW sW

puzion SeRieS

4가지 모델의 크레덴자와 조합형 데스크, 회의용 테이블 등 어느 환경에서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아이템 구성을 갖추었으며, 고급스럽지만 경쾌한

느낌을 담아내고자 하였습니다.

다양한 아이템 구성을 갖춘 PUZION series

상판 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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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mier Kasten

kasten series
Premier system

KND 018
KND 018B
KND 011C

KND 018
KND 018B
KND 011C

KND 018
KND 011L
KNC 020

KND 018
KNP 4303

KND 018
KND 011L
KNP 4303

KNC 020
KNC 060
KNP 4303

KNC 018
KNP 4303

KNP 4303

컬러

KASTEN 은 실용성과 심미성 사이에서 합리적인 디자인을 이끌어내고자

했던 고민의 결과입니다. 군더더기 없는 정직한 형태가 세밀하게 계획된

비례를 통해 현대적 감각의 심미성을 구현합니다.

합리적인 디자인 KASTEN series

사각테이블

KNR 018

Model Size

1800 x 900 x 720

오버헤드 캐비닛

KNC 018

Model Size

1800 x 395 x 1080

사이드 오픈장

KNC 060

Model Size

600 x 395 x 1080

좁은장

KNC 055L

Model Size

500 x 415 x 1800

3단 서랍

KNP 4303

Model Size

404 x 560 x 654

원형 테이블

KNR 012

Model Size

ø1200 x 720

4단 서랍

KNP 4304

Model Size

404 x 560 x 654

옷장

KNC 555R

Model Size

500 x 415 x 1800

유리장

KNC 085

Model Size

800 x 415 x 1800

오버헤드 캐비닛

KNC 020

Model Size

2000 x 395 x 1080

메인책상

KND 018

Model Size

1800 x 900 x 720

후면 책상

KND 018B

Model Size

1800 x 600 x 720

사이드 책상 사이드 책상 (연결형)

KND 011L KND 011C

Model Model Size Size

1100 x 600 x 720 1100 x 600 x 720

AC

W1800 x D2600 W1800 x D2600 W1800 x D2000 W1800 x D900 W1800 x D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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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mier system

컬러

DASMANN은 진취적인 비전을 가진 프로페셔널에게 어울리는 프리미엄

워크스테이션입니다. 과감하게 정리한 디자인과 가볍게 구성된 아이템들로 

효율성을 극대화하였습니다.

프로페셔널한 당신을 위한 DASMANN

DaSMann seRies

Be

4단 서랍

옷장

유리장

좁은장 

일반형 데스크

사이드 데스크

3/4 원형 익스텐션

3단 서랍

DMD 018 1800x 900x 720

DMD 412 1100x 480x 670

DMD 990 1200x 670

DMP 0302 404x 560x 598

DMP 0303 404x 560x 598

DMC 085 800x 410x 1860

DMC 555R 500x 410x 1860

DMC 555L 500x 410x 1860

eW

Model Size

Model Size

Model Size

Model Size

Model Size

Model Size

Model Size

Model Size

Premier Dasmann

상판

sW

하부



AustrAliAn mAde / Alex Zanda

About us
UES Seating is a division of UES International, an Australian company 
passionate about excellence in the design and creation of ingenious 
ergonomic chairs for present and future day workspaces. Our prod-
ucts are conceived to consider the challenges of individual comfort 
and wellbeing within the changing modern workplace. We produce 
an extensive array of ergonomic task and multipurpose seating for all 
manner of office environments and applications. Since 1904 we have 
proudly supplied, designed and made products in Australia. Our in-
house design and engineering team constantly pursue outstanding 
performance with improved process, advanced materials and new 
technology. We are dedicated to consistent delivery of professional 
solutions for commercial and residential projects that add value and 
exceed expectations. At UES Seating we believe in integrity, respect, 
imagination and collaboration. These guiding principles are at the 
heart of who we are and what we do; they inspire us, motivate us and 
are at the centre of our vision for enduring success.

page. 87page. 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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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ir Alex Zanda

Chair series

Why Alex Zanda DeTAIls

Austalian hand made

Durability & eco-Friendly 

We have Global Certification

High-tech & ergonomics

1904년부터 4대에 걸쳐 특화산업 분야로 시작된 회사로 세계 최상의 품질과 

경영 경험(family running)을 자신합니다. 디자인 설계부터 생산까지 hand 

made by australians 입니다. 이익을 위한 OEM 방식이 아닌 호주 홈그라운드 

수작업 제작합니다.

알렉스 젠더의 모든 제품은 고강도 초경량 알루미늄으로 전체 구조가 제작됩

니다. 가벼운 중량으로도 강한 하중과 충격을 견딜 수 있어 특히 중량에 민감한 

선박 분야에 아주 적합니다. 또한 발포 고무 및 스펀지 그리고 사출류를 사용하지 

않고 제품 소재의 대부분이 재활용 가능 소재인 알루미늄으로 되어있어 친환경

적인 제품입니다.

세계적인 독립 검사기관을 통해 manufacture (제조), dynamic stress tests (동응

력 테스트) weight (하중),materials(소재), ergonomics(인체공학적) 등의 요소에 

적합한 모든 자격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하는 관련 인증서들을 획득하였습니다.

인체의 굴곡에 맞추어 디자인된 등받이와 좌판의 일체형 프레임 구조는 인체

공학적인 연구의 결과로 사용자의 허리 건강과 자세 교정에 대단히 효과적인 

도움을 제공합니다. 또한 뛰어난 탄력과 복원력을 지닌 하이테크 메쉬 섬유소

재를 적용해 체중을 골고루 분산시켜 장시간 앉아있어도 무리가 없으며 뛰어난 

통기성과 손쉬운 관리가 장점입니다.

호주본사에서 수작업 진행을 통해 꼼꼼하고 철저하게 관리되는 Alex Zanda의 의자는 고강도 초 경량 알루미늄과 하이테크 특수 

섬유를 사용해 국제 인증까지 받아 뛰어난 기능성을 자랑합니다.

Height Adjustment
높이 조절 +105mm

좌판 아래의 오른쪽 손잡이를 이용하여 데스크

의 높이와 체형에 맞게 높낮이 조절이 가능하고 

사용자의 키에 따라 다양하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

곡선형 디자인과 인체공학

알루미늄 베이스

Ergonomic Design

Aluminum Base

고강도 초경량 알루미늄 프레임 바디와 하이

테크 특수섬유의 조합은 헤드레스트부터 좌판

까지 유연하게 이어지며 사용 시 어느 각도에

서도 몸에 꼭 맞는 형상을 유지하여 항상 편안

하고 올바른 자세를 유도합니다.

초경량 고강도의 알루미늄 베이스는 내구성이 

뛰어나고 무게가 가벼워 이동이 용이합니다.

4단 각도 조절

등 좌판이 각기 움직여 등판을 뒤로 젖혀도 허

리에 무리가 가지 않은 상태로 자연스럽고 편안

하게 움직이도록 도와줍니다. 의자의 기울기는 

총 4단으로 섬세하게 설정할 수 있어 사용자가 

원하는 각도에서 고정이 가능합니다.

Elastomeric Fabric

Integrated Headrest

엘라스토믹 패브릭 마감

일체형 헤드레스트 타입

난연 패브릭 마감으로 불에 강해 안전하고 통기

성과 텐션감이 좋아 오랜 시간 앉아있어도 쾌적

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앉는 부분이 연결된 일체형 타입으로 요추부터 

헤드레스트까지 부드럽게 타고 흐르는 곡선이 

편안함을 선사합니다.

Tension Adjustment
16회전 장력조절

사용자의 체중에 따라 기울기 강도를 섬세하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

Recline Ang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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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ack Nadine light Blue Mesh

Diamond silver Mesh

ZEPHA

Spec list

Spec list

Spec list

Fabric color

Frame color

• 헤드레스트형

• Gas 실린더 높이조절 (±105mm)

• 4단 각도 조절

• 16회전 장력 조절

• 알루미늄 베이스 타입

• AFRDI level 6 통과 및 BIFMA 통과

Spec list

• 바스툴

• 스테인레스 304(ø12)

• 높은 등받이형

• Gas 실린더 높이조절 (±105mm)

• 4단 각도 조절

• 16회전 장력 조절

• 알루미늄 베이스 타입

• AFRDI level 6 통과 및 BIFMA 통과

Spec list

• 슬레드 타입

• 스테인레스 304(ø12)

• 낮은 등받이형

• Gas 실린더 높이조절 (±105mm)

• 4단 각도 조절

• 16회전 장력 조절

• 알루미늄 베이스 타입

• AFRDI level 6 통과 및 BIFMA 통과

SIROCCO

ARIA

Black Powdercoat

White Powdercoat

Black Nadine

Fabric color

Frame color

Black Powdercoat

Diamond silver Mesh

White Powdercoat

White Mesh

Fabric color

Frame color

Red MeshDark Blue Mesh

White Powdercoat

Grey Mesh

Fabric color

Frame color

Diamond silver Mesh

White Powdercoat

Black Nadine

Fabric color

Frame color

Black Powdercoat

1179-1284445-550

689

630 500

610

1008-1113445-550

702

630 500

610

820-900

445-550

702

630 500

610

The Bar

947

233

647

553 453

SLED-LOW

792

42
9 474

555

507

449

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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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역용 의자 시리즈

E3300 시리즈의 부드러운 천연가죽 마감과 정돈된 봉제라인 디테일이 

가미된 디지인입니다. 인체의 움직임에 따라 유연하게 움직이는 싱크로나이즈드 

틸팅, 고급스러운 폴리싱 마감, 최고급 알루미늄 베이스의 조화는 사용자는 물론 

보시는 분에게도 잔잔한 감동을 드리는 중역용 의자입니다.

정제된 디자인의 우아한 감동

Detail spec

공통 기능

l096
천연가죽

A326
인조가죽

• 높은 등받이

• 나일론 캐스터 (ø50)

싱크로나이즈드 틸팅

멀티 락킹

틸팅 강도 조절

가스식 높이 조절

알루미늄 베이스

3

2

1

01 오토리턴 중심봉의자

02 싱크로나이즈드 틸팅 03 어드벤스형 등/좌판 쿠션 04 최고급 알루미늄 베이스 05 사용자 중심의 작동장치

회의용에 적합한 메커니즘으로 사용 

중에 체형에 맞는 높이로 조절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일어서면 원래의 상

태로 복원됩니다.

등판과 좌판이 제각기 움직이는 틸팅으로 

어떠한 자세에서도 인체를 받쳐주며 편안한 

사용감을 제공합니다.

제품 자체의 독특한 디자인을 유지하면서

쿠션을 덧대어 한층 부드러운 안락감을 유

지합니다.

다이캐스팅 방식으로 주조된 알루미늄 베이

스는 깔끔하고 견고하며, 품격을 더합니다.

1.좌판 높이 조절장치

2.틸팅 강도 조절장치

3.멀티 락킹(Multi-Locking)

S3300 seRIes

Color

S3300 series

• 낮은 등받이

• 오토리턴 중심봉

• 글라이드

• 중간 등받이

• 나일론 캐스터 (ø50)

S3300
680 x 600 x 1190-1250

S3302
680 x 600 x1000 -1050

S3301
680 x 600 x 990-1050

Chair e3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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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기능 Color

인조가죽

S3200
690 x 590 x 1145-1205

S3201
600 x 590 x 980-1040

S3211
585 x 625 x 890

• 높은 등받이

• 나일론 캐스터 (ø50)

• 중간 등받이

• 나일론 캐스터 (ø50)

• 공통사양 제외

• 낮은 등받이

• 우레탄 암패드

• 캔틸레버 프레임

싱크로나이즈드 틸팅

멀티 락킹

틸팅 강도 조절

가스식 높이 조절

알루미늄 베이스

S3200 series SL2100 series

SL2100 series

공통 기능

공통 기능

Color

Color

인조가죽

천연가죽 인조가죽

SL2105
610 x 680 x 1185

SL2101
610 x 680 x 1185

SL2108
590 x 620 x 890

SL2104
590 x 620 x 890

SL2106
610 x 640 x 1030

S2102
610 x 640 x 1030

SL2107
610 x 630 x 930

S2103
610 x 630 x 930

• 조절형 헤드레스트

• 조절형 헤드레스트

• 공통사양 제외

• 회의용

• 캔틸레버 프레임

• 공통사양 제외

• 회의용

• 캔틸레버 프레임

• 높은 등받이

• 높은 등받이

• 중간 등받이

• 중간 등받이

싱크로나이즈 틸팅

고정형 팔걸이

싱크로나이즈드 틸팅

고정형 팔걸이

S3100 series

공통 기능 Color

인조가죽

S3100
690 x 590 x 1145-1205

S3101
690 x 590 x 1145-1205

S3102
585 x 625 x 890

• 높은 등받이

• 나일론 캐스터 (ø50) 

• 중간 등받이

• 나일론 캐스터 (ø50)

• 낮은 등받이

• 오토리턴 중심봉

• 글라이드

싱크로나이즈드 틸팅

멀티 락킹

틸팅 강도 조절

가스식 높이 조절

알루미늄 베이스
천연가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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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100 series

공통 기능 Color

천연가죽 친환경 인조가죽

S100
675 x 760 x 1140-1200

S101
635 x 645 x 860-935

• 높은 등받이

• 니(Knee)틸팅

• 중간 등받이

• 니(Knee)틸팅

멀티 락킹

틸팅 강도 조절

좌판높이 조절

등/좌판 패딩 마감

인조가죽 암패드

PA 베이스 / Ø700 (인장강도 1300kg)

S3900 series

공통 기능 Color

A326
인조가죽

S3900
710 × 680 × 1105-1155

S3901
710 × 680 × 905-955

• 높은 등받이

• 나일론 캐스터 (ø50)

• 중간 등받이

• 나일론 캐스터 (ø50)

니 틸팅

멀티 락킹

틸팅 강도 조절

가스식 높이 조절

인조가죽 암패드

PA 베이스 / Ø700 (인장강도 1300kg)

SL2503
620 x 680 x 1180

SL2504
620 x 680 x 1000

SL2505
620 x 670 x 880

• 돌출형 헤드레스트 • 중간 등받이 • 회의용

• 캔틸레버 프레임

S2200 series

공통 기능 Color

인조가죽

S2200HE
610 × 570 × 1125-1195

S2200E
610 × 580 × 870-940

S2211
585 x 625 x 890

• 높은 등받이

• 넥레스트형

• 나일론 캐스터 (ø50) 

• 낮은 등받이

• 나일론 캐스터 (ø50)

• 공통사양 제외

• 우레탄 암패드

• 캔틸레버 프레임

싱크로나이즈드 틸팅

멀티 락킹

틸팅 강도 조절

가스식 높이 조절

알루미늄 베이스

SL2500 series

SL2501
660 x 725 x 1205

SL2502
660 x 690 x 1070

• 헤드레스트 • 중간 등받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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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용 의자 시리즈

Chair The New Detail spec

05 스마트 멀티 리미티드 싱크

멀티 리미티드 틸팅 사용법

06 싱크 멀티럭킹틸트

04 교체 가능 좌판01 헤드레스트 조절

의자에 앉았을 때 목을 받쳐주어 자세를 바르

게 해주며, 오랜시간 작업시에도 불편함 없이 

사용이 가능합니다.

스마트 멀티 리미티드 틸트는 매우 적은 회전 

수 내에서 기존과 같은 범위의 틸팅 강도를 

조절할 수 있는 퀵텐션 기능을 제공합니다. 

또한 틸팅 각도를 다이얼 방식으로 조절하여 

쉽고 빠르게 내 몸에 맞출 수 있습니다.

틸팅 강도 조절 레버 사용법

오른쪽 하단의 레버를 밖으로 뽑아 올리면 3.5

회전 내에서 틸팅 강도 조절이 가능합니다. 레버

를 1번 방향으로 돌리면 틸트 강도가 강해지고 

2번 방향으로 돌리면 약해집니다.

등판에 기대지 않은 상태에서 왼쪽 하단의 다이

얼을 돌려 틸팅 각도 번위를 4단계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다이얼을 아래 방향으로 돌릴수록 등

판의 각도가 작아지며, 다이얼을 다시 원점에 위

치시키면 등판이 끝까지 젖혀집니다.

싱크 멀티 럭킹 틸트는 등판이 젖혀진 상태로 

고정되는 멀티 럭킹 기능을 제공하므로, 일어

날 때 등판이 따라오지 않아 등판에 기대어 편

안한 휴식이 가능합니다.

좌판 하부에 탈부착이 가능한 벨크로를 적용

하여, 컬러를 바꾸고 싶을 때 낡거나 손상되

었을 때 쉽게 커버를 교체할 수 있습니다.
E400 / E407 seRIes

03 조절 좌판

깊이조절이 가능한 레버가 좌판의 오른쪽 아

래에 위치해 있습니다. 레버를 당겨 좌판의 

깊이 조절을 할 수 있습니다.

02 조절 팔걸이

높이 조절과 3단계 좌우 회전 기능을 적용한 

팔걸이로 원하는 위치에 따라 자연스럽게 지

지해줍니다.

멀티 럭킹 사용법

틸팅 강도 조절 다이얼 사용법

체중에 따라서 틸팅 강도를 조절하면 편안한 사

용이 가능합니다. 다이얼을 1번 방향으로 돌리

면 틸트 강도가 강해지고 2번 방향으로 돌리면 

약해집니다.

왼쪽 하단의 레버로 앉은 자세에서 편안하게 틸

트를 조작할 수 있습니다. 레버를 1번 위치에 놓

고 등판을 원하는 위치까지 기울인 후 레버를 2

번 위치로 조절하면 등판이 고정됩니다.

1

1

1

2

2

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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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기능

공통 기능

Color

Color

E400HDA
658 x 554 x 1155-1271

E407HA
658 x 554 x 1113-1215

E400DA
658 x 554 x 995-1071

E407A
658 x 554 x 953-1015

• 헤드레스트-조절식

• 좌판 깊이-조절식

• 좌판 패브릭 교체기능

• 암레스트-조절식

• 헤드레스트-조절식

• 좌판 깊이-고정

• 좌판 패브릭 교체기능

• 암레스트-조절식

• 좌판 깊이-조절식

• 좌판 패브릭 교체기능

• 암레스트-조절식

• 좌판 깊이-고정

• 좌판 패브릭 교체기능

• 암레스트-조절식

E400HD
658 x 554 x 1155-1271

E407H
658 x 554 x 1113-1215

E400D
658 x 554 x 995-1071

E407
658 x 554 x 953-1015

• 헤드레스트-조절식

• 좌판 깊이-조절식

• 좌판 패브릭 교체기능

• 암레스트-고정식

• 헤드레스트-조절식

• 좌판 깊이-고정

• 좌판 패브릭 교체기능

• 암레스트-고정식

• 좌판 깊이-조절식

• 좌판 패브릭 교체기능

• 암레스트-고정식

• 좌판 깊이-고정

• 좌판 패브릭 교체기능

• 암레스트-고정식

Black mesh
Blue

Black mesh
Blue

Black mesh
Green

Black mesh
Green

Black mesh 
Grey

Black mesh 
Grey

Black mesh
Black

Black mesh
Black

스마트 멀티리미티드 틸트 

틸팅 강도 조절

멀티 리미티드 틸팅

가스식 높이 조절

싱크 멀티럭킹틸트

틸팅 강도 조절

멀티 럭킹 틸팅

가스식 높이 조절

E400 Series

E407 Series

Chair The N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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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용 의자 시리즈

E50 seRIes

E50 White series

Color공통 기능

화이트프레임

최고급 다이내믹 틸팅

멀티 락킹

틸팅 강도 조절

가스식 높이 조절

우레탄 캐스터(Ø60)

E50W
647 x 610 x 945-1015

• 암레스트-고정식

• PA베이스/ Ø700 

  (인장강도 1300kg)

E50WH
647 x 615 x 1095-1165

• 헤드레스트-조절식(특허)

• 암레스트-고정식

• PA베이스/ Ø700 

  (인장강도 1300kg)

E50WHA
625 x 615 x 1095-1165

• 헤드레스트-조절식(특허)

• 암레스트-조절식(높이/각도조절)

• 폴리우레탄 암패드

• PA베이스/ Ø700 

  (인장강도 1300kg)

E50WA
625 x 610 x 945-1015

• 암레스트-조절식(높이/각도조절)

• 폴리우레탄 암패드

• PA베이스/ Ø700 

  (인장강도 1300kg)

M200 / White

헤드레스트는 인조가죽 (블랙)입니다.

등판 메쉬

901 902 903 904 905 906

좌판

E50 Black series

공통 기능 Color

블랙프레임

최고급 다이내믹 틸팅

멀티 락킹

틸팅 강도 조절

가스식 높이 조절

나일론 캐스터(Ø60)

E50BH
647 x 615 x 1095-1165

• 헤드레스트-조절식(특허)

• 암레스트-고정식

• PA베이스/ Ø700 

  (인장강도 1300kg)

E50B
647 x 610 x 945-1015

• 암레스트-고정식

• PA베이스/ Ø700 

  (인장강도 1300kg)

E50BA
625 x 610 x 945-1015

• 암레스트-조절식(높이/각도조절)

• 폴리우레탄 암패드

• PA베이스 (인장강도 1300kg)

E50BHA
625 x 615 x 1095-1165

• 헤드레스트-조절식(특허)

• 암레스트-조절식(높이/각도조절)

• 폴리우레탄 암패드

• PA베이스 (인장강도 1300kg)

M206 / Black

헤드레스트는 인조가죽 (블랙)입니다.

등판 메쉬

901 902 903 904 905 906

좌판

02 다운 싱크로나이즈 틸팅 03 넥레스트 조절 04 조절형 팔걸이 (A모델) 04 가스식 높이 조절

인간의 움직임과 가장 유사한 움직임을 느

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현존하는 최고의 시

스템인 다운싱크로 기능을 사용하였습니다.

넥레스트 패드를 앞으로 당겨 상하 조절을 하

고 난 후 손을 놓게 되면 넥레스트가 자동으

로 잠기게 됩니다. (특허)

우레탄 패드를 적용한 높이 조절 팔걸이는 팔

걸이 중앙부 버튼을 눌러서 높낮이 조절 및 

좌우 각도 조절을 할 수있습니다. 

사용자의 앉은키와 자세에 맞게 하부 손잡

이를 이용하여 의자의 높낮이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01 3단 리미티드 틸팅 (옵션)

의자의 기울어짐 단계를 3단계로 별도 설정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착석자의 신체 사이즈, 체중 

및 성별 등 다양한 인체에 대응할 수 있도록 틸

팅 강도 조절 기능을 제공합니다.

Detail spec

Chair e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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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용 의자 시리즈

EL-3900 Black series

EL-3700 White  series

공통 기능

공통 기능

EL-3701
635 x 645 x 1195

EL-3704
635 x 645 x 1195

EL-3702
635 x 645 x 1055

EL-3705
635 x 645 x 1055

EL-3703
615 x 670 x 1055

EL-3706
615 x 670 x 1055

• 헤드레스트

• 조절형 팔걸이

• 메쉬등판

• 헤드레스트

• 조절형 팔걸이

• 패브릭등판

• 낮은 등받이

• 조절형 팔걸이

• 메쉬등판

• 낮은 등받이

• 조절형 팔걸이

• 패브릭등판

• 공통사양 제외

• 고정형 팔걸이

• 캔틸레버 프레임

• 메쉬등판

• 공통사양 제외

• 고정형 팔걸이

• 캔틸레버 프레임

• 패브릭등판

화이트 프레임

스마트 럼버핏 시스템

3D 싱크로나이즈드 틸팅

등/좌판 높이 조절

요추 높이 및 길이 조절 

EL-3901
635 x 645 x 1195

EL-3904
635 x 645 x 1195

EL-3902
635 x 645 x 1055

EL-3905
635 x 645 x 1055

EL-3903
610 x 670 x 1055

EL-3906
610 x 670 x 1055

• 헤드레스트

• 조절형 팔걸이

• 메쉬등판

• 헤드레스트

• 조절형 팔걸이

• 패브릭등판

• 낮은 등받이

• 조절형 팔걸이

• 메쉬등판

• 낮은 등받이

• 조절형 팔걸이

• 패브릭등판

• 공통사양 제외

• 고정형 팔걸이

• 캔틸레버 프레임

• 메쉬등판

• 공통사양 제외

• 고정형 팔걸이

• 캔틸레버 프레임 

• 패브릭등판

블랙 프레임

스마트 럼버핏 시스템

3D 싱크로나이즈드 틸팅

등/좌판 높이 조절

요추 높이 및 길이 조절 
EL-3700 / EL-3900 seRIes

01 3D 싱크로나이즈 틸팅 02 헤드레스트 조절 03 조절형 팔걸이 04 스마트 럼버서포트

사용자가 기대는 각도와 하중, 앉는 높이

를 적절하게 조절 할 수 있어 일을 할때나 

휴식을 취할때 모두 편안하게 사용 할 수 

있습니다.

인체공학적인 곡선을 자랑하는 헤드레스트

는 부드럽게 움직이며 사용자의 목선을 받

혀줍니다.

높이와 각도 조절이 가능한 팔걸이는 직관적

인 디자인으로 손쉽게 조작이 가능하여 사용

성에 따라 빠르게 조절이 가능합니다.

스마트 다이얼을 이용해 등판의 각도와 곡선

의 정도를 손쉽게 조절할 수 있고, 사용자의 

하중을 자연스럽게 받쳐줍니다.

Detail spec

Chair el-3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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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용 의자 시리즈

공통 기능 Color

Black Green Gray Red Blue Black Green Gray Red Blue

Black Green Gray Red Blue

공통 기능

공통 기능

Color

Color

Premium series

White Frame series

요추 지지형

헤드레스트형

프론 럭킹

요추 지지형

화이트 프레임

EN800BP
680 x 620 x 1100

EN103W
660 x 595 x 995

EN900BP
680 x 620 x 1090

EN104W
660 x 630 x 990

• 사이드텐셴럭킹

• 높낮이 조절 팔걸이

• 나일론 오발

• 블랙 프레임

• 일반 사무용

• 고정 링팔걸이

• 나일론 오발

• 슬라이드럭킹 사이드텐셴

• 높낮이 조절 팔걸이

• 다이캐스팅 오발

• 화이트 프레임

• 공통사양 제외

• 고정 링팔걸이

• 캔틸레버 프레임

• 화이트 프레임

EN800WP
680 x 620 x 1100

EN100W
680 x 620 x 1100

EN900WP
680 x 620 x 1090

EN101W
680 x 620 x 1100

EN102W
620 x 595 x 995

• 사이드텐셴럭킹

• 높낮이 조절 팔걸이

• 나일론 오발

• 화이트 프레임

• 헤드레스트

• 높낮이 조절 팔걸이

• 나일론 오발

• 슬라이드럭킹 사이드텐셴

• 높낮이 조절 팔걸이

• 다이캐스팅 오발

• 화이트 프레임

• 헤드레스트

• 높낮이 조절 팔걸이

• 나일론 오발

• 일반 사무용

• 고정 T 팔걸이

• 나일론 오발

EN103B
660 x 595 x 995

EN104B
660 x 630 x 990

• 일반 사무용

• 고정 링팔걸이

• 나일론 오발

• 공통사양 제외

• 고정 링팔걸이

• 캔틸레버 프레임

• 블랙 프레임

EN100B
680 x 620 x 1090

EN101B
680 x 620 x 1100

EN102B
620 x 595 x 995

• 헤드레스트

• 높낮이 조절 팔걸이

• 다이캐스팅

• 헤드레스트

• 조절 팔걸이

• 나일론 오발

• 일반 사무용

• 고정 T 팔걸이

• 나일론 오발

프론 럭킹

요추 지지형

블랙 프레임

Black Frame series

EN100 / EN800 seRIes

N100



page. 110 page. 111

Chair

사무용 의자 시리즈

EY100 seRIes

ey100 Detail spec

02 요추 조절01 수평 이동 싱크로 메커니즘20̊

상하 좌우로 사용자의 자세와 편의에 맞게 

원하는 위치로 이동이 가능한 요추 조절 기

능 입니다.

의자의 등을 뒤로 젖힐 시 축이 되는 메카니즘

이 좌판과 함께 수평으로 미끄러지듯 이동하여 

대퇴부의 혈류장애를 일으키는 압박감을 줄이

고 허리를 편안하게 받춰주는 인체공학의 정점

인 수평 슬라이딩 싱크로 메카니즘

EY100 series

공통 기능 Color

Black GreenBlue Red Grey

EY100TAE
678 x 580 x 1080

EY101TAE
678 x 580 x 1080

EY100TAC
678 x 580 x 1040

EY101TAC
678 x 580 x 1040

EY100TA
678 x 580 x 970

EY101TA
678 x 580 x 970

• 사출 타공 등판

• 헤드레스트

• 높낮이 조절팔걸이

• 패브릭 마감 등판

• 헤드레스트

• 높낮이 조절팔걸이

• 사출 타공 등판

• 헹거 타입

• 높낮이 조절팔걸이

• 패브릭 마감 등판

• 헹거 타입

• 높낮이 조절팔걸이

• 사출 타공 등판

• 일반 사무용

• 높낮이 조절팔걸이

• 패브릭 마감 등판

• 일반 사무용

• 높낮이 조절팔걸이

요추 지지형

예라 럭킹 슬라이드

예라 오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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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200 seriesEL-5300(요추지지형) series

EL-5300 series

공통 기능공통 기능

공통 기능

Color

E200H
595 x 590 x 1160-1250

EL-5301
620 x 575 x 1140

EL-5305
610 x 580 x 1140

E220
490 x 590 x 900-990

EL-5303
620 x 575 x 1140

EL-5307
610 x 580 x 1140

E200
595 x 590 x 990-1080

EL-5302
620 x 575 x 990

EL-5306
610 x 580 x 1020

E211
585 x 625 x 890

EL-5304
620 x 575 x 990

EL-5308
610 x 580 x 1020

E210
595 x 590 x 900-990

• 높은 등받이

• 넥레스트형

• 암레스트-고정식

• 헤드레스트

• 조절형 팔걸이

• 헤드레스트

• 조절형 팔걸이

• 낮은 등받이• 헤드레스트

• 고정형 팔걸이

• 헤드레스트

• 고정형 팔걸이

• 높은 등받이

• 암레스트-고정식

• 낮은 등받이

• 조절형 팔걸이

• 낮은 등받이

• 조절형 팔걸이

• 공통사양 제외

• 낮은 등받이

• 우레탄 암패드

• 캔틸레버 프레임

• 낮은 등받이

• 고정형 팔걸이

• 낮은 등받이

• 고정형 팔걸이

• 낮은 등받이

• 암레스트-고정식

싱크로나이즈드 틸팅

멀티 락킹

틸팅 강도 조절

가스식 높이 조절

PA 베이스 / Ø700 (인장강도 1300kg)

나일론 캐스터(Ø50)

멀티 락킹

틸팅 강도 조절

조절형 요추 지지대

메쉬 등판

멀티 락킹

틸팅 강도 조절

메쉬 등판

좌판

123 124 125 127 128

등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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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tail spec

E500 series

Color

553B 556B554B 557B

E502B
590 × 607 × 975-1025

E502W
590 × 607 × 975-1025

E501B
590 × 607 × 915

E501W
590 × 607 × 915

• 가스식 높이 조절

• 암레스트-고정식

• 나일론 캐스터

• 가스식 높이 조절

• 암레스트-고정식

• 나일론 캐스터

• 암레스트-고정식

• 캔틸레버 타입

• 글라이드

• 암레스트-고정식

• 캔틸레버 타입

• 글라이드

02 메쉬 소재 등판

01 가스식 높이 조절

03 나일론 캐스터

신축성과 통기성이 뛰어난 메쉬 소재를 적용

하여 열과 땀을 효과적으로 분산시켜 쾌적함

을 제공합니다.

앉은키와 체형, 자세 등에 따라 하부 손잡이를 

이용하여 의자 높낮이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나일론 소재로 회전과 이동 시 소음이 적으며, 

바닥 긁힘이 방지됩니다.

E500 seRIes
회의용 의자 시리즈

복잡한 기능은 없지만, 오래도록 앉아있어도 불편함이 없도록 소재부터 설계까지 

획기적으로 만들어 편안함을 선사합니다. 다양한 컬러에 깔끔한 화이트 프레임 혹은 

시크한 블랙 프레임,  등판 곡선을 따라 흐르는 S라인 일체형 디자인, 당신도 모르게 

E500만의 매력에 사로잡힐 것입니다.

가볍게 받쳐주는 깔끔한 S라인

Chair e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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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12100 series

Color

Beech wood
우드

Red
Fabric & skin

Black
가죽

Green
Fabric & skin

Blue
Fabric & skin

Black
Fabric & skin

CL-12101
545 x 550 x 780

CL-12104
490 x 550 x 780

CL-12107
490 x 550 x 780

CL-12102
490 x 550 x 780

CL-12105
490 x 550 x 780

CL-12108
490 x 550 x 780

CL-12103
545 x 550 x 780

CL-12106
490 x 550 x 780

CL-12109
545 x 575 x 835

• 고정형 팔걸이

• 좌판 패드

• 목재 등받이

• 좌판 패드형

• 레드

• 좌판 패드

• 블랙

• 좌판 패드

• 목재 등받이

• 좌판 패드

• 그린

• 좌판 패드

• 등판 플라스틱

• 고정형 팔걸이

• 좌판 패드

• 좌판 패드

• 블루

• 고정형 팔걸이 (우드)

• 가죽마감 타입

• 인조가죽 마감

회의용 의자 시리즈

CL-12100 seRIes

Detail spec

02 라운딩 팔걸이

01 수직 적층 가능

집성목의 라운딩 팔걸이는 고급스러운 이미

지가 강조되었으며 격조 높은 회의공간에서 

고품격 이미지를 표현합니다.

가벼운 무게로 손쉽게 이동이 용이하고 수직

적층이 가능해 공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Chair Cl-1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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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11500 series

CL-11501
540 x 570 x 815

CL-11502
540 x 570 x 825

CL-11503
540 x 570 x 800

• 웨이브 등판

• 스퀘어 팔걸이

• 이동형

• 웨이브 등판

• 스퀘어 팔걸이

• 뒷발 고정형

• 웨이브 등판

• 스퀘어 팔걸이

• 고정형

CL-11504
540 x 570 x 815

CL-11505
540 x 570 x 825

CL-11506
540 x 540 x 800

• 웨이브 등판

• 스퀘어 팔걸이

• 이동형

• 웨이브 등판

• 스퀘어 팔걸이

• 뒷발 고정형

• 웨이브 등판

• 스퀘어 팔걸이

• 고정형

CL-11507
475 x 570 x 825

CL-11508
475 x 540 x 800

CL-11509
475 x 540 x 800

• 웨이브 등판

• 뒷발 고정

• 웨이브 등판

• 고정형

• 웨이브 등판

• 고정형

CL-12900 series

CL-12901
620 x 540 x 865

CL-12902
620 x 540 x 865

CL-12903
545 x 540 x 865

• 고정형 팔걸이

• 적층 가능

• 등/좌판 패드

• 이동형

• 고정형 팔걸이

• 적층 가능

• 등/좌판 패드

• 고정형

• 적층 가능

• 등/좌판 패드

• 고정형

CL-12300 series

CL-12304
605 x 570 x 820

CL-12307
605 x 570 x 820

CL-12305
545 x 570 x 820

CL-12308
545 x 570 x 820

CL-12303
605 x 570 x 820

CL-12306
545 x 570 x 820

• 화이트 프레임

• 고정형 팔걸이

• 폴딩형 좌판

• 화이트 프레임

• 고정형 팔걸이

• 폴딩형 좌판

• 화이트 프레임

• 폴딩형 좌판

• 화이트 프레임

• 폴딩형 좌판

• 화이트 프레임

• 고정형 팔걸이

• 폴딩형 좌판

• 등받이 틸팅

• 화이트 프레임

• 폴딩형 좌판

C10CF series

C10CF(WH)
470 x 583 x 840

C10CF(NB)
470 x 583 x 840

C10CF(GY)
470 x 583 x 840

• 타공사출 등판

• 4-Leg 글라이드 타입

• 실버 분체 마감 프레임

• 타공사출 등판

• 4-Leg 글라이드 타입

• 실버 분체 마감 프레임

• 타공사출 등판

• 4-Leg 글라이드 타입

• 실버 분체 마감 프레임

C10CF(RD)
470 x 583 x 840

• 타공사출 등판

• 4-Leg 글라이드 타입

• 실버 분체 마감 프레임

Skin

Skin

Skin Fabric

블랙

블랙

화이트 그린 블루
화이트

화이트

그린 레드 그레이

Fabric

Mesh Fabric

그린

블랙 블랙

레드

레드 레드

블루

블루 블루

블랙

Color

Gy Wh RD NB그린 그린 오렌지

CL-12907
545 x 540 x 865

CL-12904
620 x 540 x 865

CL-12905
545 x 540 x 865

CL-12906
620 x 540 x 865

• 적층 가능

• 고정형

• 고정형 팔걸이

• 적층 가능

• 좌판 패드

• 고정형

• 적층 가능

• 좌판 패드

• 고정형

• 고정형 팔걸이

• 적층 가능

• 고정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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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13000 series

CL-13100 series

CL-13001
560 x 545 x 720

CL-13002
530 x 505 x 785

• 고정형 팔걸이

• 회전식 오발

• 폴딩 시스템

• 이동형

CL-13003
515 x 510 x 795

CL-13101
530 x 550 x 780

CL-13104
530 x 550 x 780

CL-13004
525 x 520 x 795

CL-13102
505 x 545 x 780

CL-13105
505 x 545 x 780

CL-13103
495 x 565 x 780

CL-13106
495 x 565 x 780

• 이동형

• 타공 등판

• 적층 가능

• 고정형 팔걸이

• 타공 등판

• 적층 가능

• 고정형 팔걸이

• 고정형

• 타공 등판

• 적층 가능

• 타공 등판

• 적층 가능

• 타공 등판

• 타공 등판

CL-16300 series

CL-16301
600 x 530 x 810

CL-16304
510 x 530 x 790

CL-16307
485 x 580 x 830

CL-16302
600 x 530 x 810

CL-16305
485 x 580 x 830

CL-16303
510 x 530 x 800

CL-16306
485 x 580 x 830

• 타공 등판

• 고정형 팔걸이

• 폴딩 시스템

• 좌판패드

• 타공 등판

• 폴딩 시스템

• 타공 등판

• 고정형

• 타공 등판

• 고정형 팔걸이

• 폴딩 시스템

• 좌판패드

• 타공 등판

• 고정형

• 타공 등판

• 폴딩 시스템

• 좌판패드

• 타공 등판

• 고정형

CL-16300 series

CL-16308
635 x 540 x 810

CL-16311
510 x 540 x 810

CL-16309
510 x 540 x 810

CL-16310
635 x 540 x 810

• 고정형 팔걸이

• 폴딩 시스템

• 좌판패드

• 폴딩 시스템

• 좌판패드

• 폴딩 시스템

• 좌판패드

• 고정형 팔걸이

• 폴딩 시스템

• 좌판패드

Skin

Skin

그린

블랙

오렌지 블루 그레이

Skin

오렌지 블루블랙

Skin

Skin Fabric

블랙

블랙 블랙레드 레드그린 그레이블루 블루 옐로우

Skin Fabric

블랙 블랙레드 레드그린 그레이블루 블루 옐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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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L-20600 series

LL-20601
1980 x 685 x 860

LL-20604
2510 x 685 x 860

LL-20602
2510 x 685 x 860

LL-20605
1980 x 685 x 860

LL-20603
1980 x 685 x 860

LL-20606
2510 x 685 x 860

• 고정형 팔걸이

• T테이블

• 3인석

• 고정형 팔걸이

• T테이블 

• 4인석

• 고정형 팔걸이

• T테이블 

• 4인석

• T테이블 

• 3인석

• 고정형 팔걸이

• T테이블 

• 3인석

• T테이블 

• 4인석

LL-21400 series

LL-20300 series

LL-21401
2100 x 630 x 930

LL-21404
1500 x 790 x 890

LL-20301
3370 x 553 x 760

LL-21402
1480 x 630 x 930

LL-21405
1500 x 480 x 420

LL-20302
2440 x 553 x 760

LL-21403
1480 x 630 x 420

LL-20303
2650 x 553 x 760

• 등받이형

• 고정형 팔걸이

• 4인석

• 등받이형

• 3인석

• 알루미늄 베이스

• 등받이 무&유

• 6인석

• 등받이형

• 3인석

• 벤치형

• 3인석

• 알루미늄 베이스

• 등받이형

• 4인석

• 벤치형

• 3인석

• 알루미늄 베이스

• 중앙 테이블

• 등받이형

• 4인석

CL-16500 series

CL-1650 / CL-16501
(레드 / 화이트)
584 x 600 x 710-780

CL-16504
584 x 600 x 710-780

CL-16507
520 x 515 x 750

CL-16701 / CL-16702
(레드 / 네이비)
570 x 670 x 750

CL-16704
570 x 670 x 750

CL-16505 / CL-16506
(화이트 / 네이비)
520 x 515 x 750

CL-16508
520 x 515 x 750

CL-16511
550 x 485 x 780

CL-16503
584 x 600 x 710-780

CL-16509 / CL-16510
(네이비 / 블랙)
550 x 485 x 780

CL-16703
570 x 670 x 750

CL-16512
550 x 485 x 780

• 회전 오발
• 회전 오발

• 등/좌판패드

• 적층가능

• 연결 글라이드

• 좌판패드

• 폴딩형 수강 책상

• 폴딩형 수강 책상

• 등/좌판패드

• 멀티스태킹

• 연결 글라이드

• 적층가능

• 연결 글라이드

• 등/좌판패드

• 적층가능

• 좌판패드

• 회전 오발

• 좌판패드

• 적층가능

• 폴딩형 수강 책상

• 좌판패드

• 적층가능

• 등/좌판패드

Skin

블랙 화이트 네이비그린 레드

Fabric

블랙 블루그레이 그린 오렌지

Fabric

레드 그린 청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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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ference

Conference system

Model Size

Model Size

Model Size

컬러

Model 

Model Size

Model Size

Model Size

Size

Model 

FAR

CA4002

FAR 008C 800 x 1200 x 720

FAR 056
FAR 056A
FAR 056B

5600 x 1200 x 720
5600 x 1200 x 720
5600 x 1200 x 720

FAR 048
FAR 048A
FAR 048B

4800 x 1200 x 720
4800 x 1200 x 720
4800 x 1200 x 720

FAR 040
FAR 040A
FAR 040B

4000 x 1200 x 720
4000 x 1200 x 720
4000 x 1200 x 720

FAR 032
FAR 032A
FAR 032B

3200 x 1200 x 720
3200 x 1200 x 720
3200 x 1200 x 720

FAR 024 
FAR 024A
FAR 024B

2400 x 1200 x 720
2400 x 1200 x 720
2400 x 1200 x 720

FAR 020
FAR 020A
FAR 020B

2000 x 1100 x 720
2000 x 1100 x 720
2000 x 1100 x 720

사각 테이블 (14인)  

사각 테이블 (에더)  

사각 테이블 (16인)  

수직전선덕트 (자바라)

사각 테이블 (6인)  

사각 테이블 (8인)  

사각 테이블 (10인)  

사각 테이블 (12인)  

WH LTPG SW

직선과 곡선의 조화가 아름다운 FAR 시리즈입니다. 중형 회의실부터 대형 

회의실까지 폭넓은 사이즈의 테이블을 갖추고 있어 다양한 사용자의 필요

를 충족시켜 줍니다. 전선 덕트, 멀티탭, 수직 전선 덕트 옵션 사양을 통해 

더욱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능적이면서 심플한 디자인의 FAR series

far SeRieS

모델구분

전선덕트 (멀티有) 사양 

-5구 멀티탭+LAN(CAT6)2구+차단스위치

전선덕트기본형
(FAR***A)(FAR***) (FAR***B)

Note

Note

Note

Note

Note

Note

N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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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ference system

Model Size

Model Size

Model Size

컬러

Model 

Size

Model Size

Model 

Model Size

Size

Model Note

Note

Note

Note

Note

Note

Note

AR 656
AR 656A
AR 656B

5600 x 1200 x 720
5600 x 1200 x 720
5600 x 1200 x 720

AR 648
AR 648A
AR 648B

4800 x 1200 x 720
4800 x 1200 x 720
4800 x 1200 x 720

AR 640
AR 640A
AR 640B

4000 x 1200 x 720
4000 x 1200 x 720
4000 x 1200 x 720

AR 632
AR 632A
AR 632B

3200 x 1200 x 720
3200 x 1200 x 720
3200 x 1200 x 720

AR 624
AR 624A
AR 624B

2400 x 1200 x 720
2400 x 1200 x 720
2400 x 1200 x 720

AR 618
AR 618A
AR 618B

1800 x 900 x 720
1800 x 900 x 720
1800 x 900 x 720

AR 609 900 x 720

사각 테이블 (10인)  

사각 테이블 (14인)  

사각 테이블 (12인)  

사각 테이블 (16인)  

원형테이블

사각 테이블 (6인)  

사각 테이블 (8인)  

SW Be

AR6 시리즈는 크롬 베이스의 디자인과 엣지 표면의 라인 디테일을 통해 

고급스럽고 아름다운 회의공간을 만들어줍니다. 세련되고 도시적인 이미지의 

AR6 시리즈입니다.

현대적 감각의 디자인 AR6

ar6 SeRieS

CA4002

수직전선덕트 (자바라)

모델구분

전선덕트 (멀티有) 사양 

-5구 멀티탭+LAN(CAT6)2구+차단스위치

전선덕트기본형
(AR6**A)(AR6***) (AR6**B)

• 3D 아크릴 엣지 적용

• 3D 아크릴 엣지 적용

• 3D 아크릴 엣지 적용

• 3D 아크릴 엣지 적용

• 3D 아크릴 엣지 적용

• 3D 아크릴 엣지 적용

• 3D 아크릴 엣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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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ference system

Model Note

Model Size Note

Model Size Note

Model Size Note

Size Note

Model Size Note

Size

Model 

2KR

컬러

Be MG LG

2KR 009
2KR 012

900 x 720
1200 x 720

2KR 118 1800 x 900 x 720

2KR 018 1800 x 900 x 720

2KR 024 2400 x 1200 x 720

2KR 024S 2400 x 900 x 720

2KR 032 3200 x 1200 x 720

사각 테이블 (8인)  

사각 테이블 (10인)  

원형 테이블

사각 테이블 (6인)  

사각 테이블 (6인)  

사각 테이블 (8인)  

전체적으로 직선적인 디자인이지만 상판 모서리에 살짝 들어간 라운드형 

라인은 시각적인 안정감을 줍니다. 상부의 와이어 홀을 통해 선을 정리할 

수 있어 모든 종류의 전자기기 사용을 편리하게 도와주며 심플하고 깔끔한 

디자인이 특징입니다.

베이직한 회의용 테이블 2KR

2kr SeRieS

Model 

CA4002

수직전선덕트 (자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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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el Size

Model Size

Model Size

SizeModel 

KR2

컬러

KR 2016 1600 x 600 x 720

KR 2014 1400 x 600 x 720

KR 2008 800 x 600 x 720

KR 2590 R700(90˚) x 720

조합형 테이블 (코너)  

조합형 테이블

MM

모듈형 회의용 시스템 KR2 series

KR2 시리즈는 새로운 컨셉의 모듈 테이블 시스템으로 다양한 목적에 따라 

효율적인 배치가 가능하도록 디자인되었습니다. 직선형 테이블과 조합형 

코너 테이블을 적절히 사용하여 자유롭게 사용 가능합니다.

kr2 SeRieS

Be MG L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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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N3

강연대

ARN 006T

Model Size

600 x 510 x 1100

컬러

폴딩테이블 (가림판 有)

ARN 314
ARN 318

Model Size

1400 x 500 x 720
1800 x 500 x 720

폴딩테이블 (가림판 無)

ARN 324
ARN 328

Model Size

1400 x 500 x 720
1800 x 500 x 720

수강용책상 (1인)

ARN117

Model Size

700 x 500 x 730

수강용책상 (2인)

ARN124

Model Size

1400 x 500 x 730

Be LG

쉽고 빠르게 배치가 가능한 ARN

ARN 시리즈는 접이식 테이블로 심플하고 유려한 옆선을 갖춘 디자인입니다. 

효율적인 수평 적층이 가능하기 때문에 공간 활용에 탁월하며 캐스터가 달려있어

이동 또한 용이합니다. 

arN SeRieS

WH 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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