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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ference Chair & Multi-use

Lobby Chair

Seminar Table

사무용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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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FICE CHAIR  ▶



1CHAPTER. 01
The curved back of the chair follows the contour of 

the body, designed for the comfortable use in any 

business space, and the mechanism completed the 

harmony in balance. A high class chair will upgrade 

the dignity as well as creative and rational mind with 

regards to passion in business sp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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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nsuncho
신선초

인체공학적 디자인의 신선초 시리즈
최고의 소재, 최상의 기술이 최고급 퀄리티로 구현된 의자로써
인체의 다양한 움직임을 과학적으로 분석하여 폭넓고 다양한 업무 수행뿐 아니라
어떤 체형, 어떤 자세에서든 사용자의 몸을 정확히 지지해 주면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도록 디자인되어 그 편안함이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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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nsuncho All Mesh
신선초 올메쉬

ITEM LIST  Sinsuncho All Mesh

사용자의 미세한 자세교정 및 목의
피로도를 최소화 시키기 위해 머리받침의 
각도 및 높낮이 조절 가능

헤드레스트 각도 및 높낮이 조절
부드러운 폴리우레탄 소재로 사용자의 
요추를 편안하게 지지합니다. 사용자의
요추 위치에 맞게 상하로 조절하여 사용
하실 수 있습니다.

우레탄 요추보호 지지대
독립적으로 움직이는 요추지지대는 메쉬의
탄성을 조절할 수 있으며 이는 사용자의 
체형에 따라 최적의 상태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독립형 요추보호 지지대 (선택사양)

등판과 좌판을 연결해주는 고급스러운 
메탈 스타일 커버는 모던함을 강조하는
포인트입니다. 블랙&화이트 커버도 선택할
수 있어 다양한 공간 속 포인트를 줄 수 
있습니다.

메탈 스타일 커버
설치가 쉬운 옷걸이 행거 디자인

감각적인 옷걸이 디자인

팔걸이 높이 조절이 가능하여 사용자의 
체형과 자세에 맞게 조절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팔걸이 높낮이 조절 (모델별 별도기능)

사용자의 체형에 맞게 좌판을 앞, 뒤로 
조절할 수 있어 보다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좌판 조절 시스템 (모델별 별도기능)
별다른 조작없이 사용자의 하중에 비례
하여 틸탕강도가 조절되어 편안한 착석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셀프 텐션 메커니즘 (모델별 별도기능)

신선초 올메쉬 대/검정/옷걸이

SH-530      NO.514541
W705×D600×H1175/1240

헤드레스트 높이 조절
팔걸이 : 높이, 패드 각도 및 전.후 조절
좌판 : 깊이조절
럼버서포트 : 조절식
싱크로나이즈드틸팅
셀프 텐션 틸팅 & 틸팅 락
나일론 베이스
좌판 메쉬 / 옷걸이

신선초 올메쉬 대/하늘/옷걸이

SH-531      NO.898541 
W705×D600×H1175/1240

헤드레스트 높이 조절
팔걸이 : 높이, 패드 각도 및 전.후 조절
좌판 : 깊이조절
럼버서포트 : 조절식
싱크로나이즈드틸팅
셀프 텐션 틸팅 & 틸팅 락
나일론 베이스
좌판 메쉬 / 옷걸이

1  의자 높낮이 조절
2  틸트 고정/풀림 조절
3  좌판 깊이 조절

1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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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nsuncho A
신선초A형

ITEM LIST  Sinsuncho

등판 - 메쉬 Backrest - Mesh

IR40K라인
IR40K Line

AA빨강
AA Red

AA연두
AA Green

AA파랑
AA Blue

AA하늘
AA Sky Blue

매트 회색
Matt Gray

AI20검정
AI20 Black

NO30흰색
NO30 White

등판 & 좌판 - 올메쉬 Backrest & Seat - All Mesh

검정
Black

하늘
Sky Blue

신선초A형 대/흰사출/올회색/옷걸이

SH-630      NO.514321
W650×D630×H1175/1240

헤드레스트 높이 조절
팔걸이 : 높이, 패드 각도 및 전.후 조절
좌판 : 깊이조절
럼버서포트 : 조절식
싱크로나이즈드틸팅
셀프 텐션 틸팅 & 틸팅 락
나일론 베이스
화이트 바디 프레임

신선초A형 대/흰사출/흰색/베이지

SH-600      NO.515021
W650×D630×H1175/1240

헤드레스트 높이 조절
팔걸이 : 높이, 패드 각도 및 전.후 조절
좌판 : 깊이조절
럼버서포트 : 조절식
싱크로나이즈드틸팅
셀프 텐션 틸팅 & 틸팅 락
나일론 베이스
화이트 바디 프레임

신선초A형 대/파랑/요추무/쇠다리

SH-103      NO.512211
W650×D630×H1175/1240

헤드레스트 높이 조절
팔걸이 : 높이, 패드 각도 및 전.후 조절
좌판 : 깊이조절
싱크로나이즈드틸팅
셀프 텐션 틸팅 & 틸팅 락
스틸베이스

신선초A형 대/검정/고정팔

SH-120      NO.512801
W650×D630×H1175/1240

헤드레스트 높이 조절
팔걸이 : 고정
좌판 : 깊이조절
럼버서포트 : 조절식
싱크로나이즈드틸팅
셀프 텐션 틸팅 & 틸팅 락
나일론 베이스

신선초A형 대/회색

SH-134      NO.512511
W650×D630×H1175/1240

헤드레스트 높이 조절
팔걸이 : 높이, 패드 각도 및 전.후 조절
좌판 : 깊이조절
럼버서포트 : 조절식
싱크로나이즈드틸팅
셀프 텐션 틸팅 & 틸팅 락
나일론베이스

신선초A형 중/연두

SH-150      NO.513011
W650×D630×H965/1030

헤드레스트 높이 조절
팔걸이 : 높이, 패드 각도 및 전.후 조절
좌판 : 깊이조절
럼버서포트 : 조절식
싱크로나이즈드틸팅
셀프 텐션 틸팅 & 틸팅 락
나일론베이스

신선초A형 대/라인/남색/옷걸이

SH-100      NO.513811
W650×D630×H1175/1240

헤드레스트 높이 조절
팔걸이 : 높이, 패드 각도 및 전.후 조절
좌판 : 깊이조절
럼버서포트 : 조절식
싱크로나이즈드틸팅
셀프 텐션 틸팅 & 틸팅 락
나일론 베이스

신선초A형 대/빨강/독립형요추/옷걸이

SH-140      NO.512811
W650×D630×H1175/1240

헤드레스트 높이 조절
팔걸이 : 높이, 패드 각도 및 전.후 조절
좌판 : 깊이조절
럼버서포트 : 조절식
싱크로나이즈드틸팅
셀프 텐션 틸팅 & 틸팅 락
나일론 베이스

CE006 CE011

좌판 - 천 Seat - Fabric

검정
Black

회색
Gr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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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판 - 메쉬 Backrest - Mesh

AA빨강
AA Red

AA연두
AA Green

AA파랑
AA Blue

AA하늘
AA Sky Blue

매트 회색
Matt Gray

AI20검정
AI20 Black

NO30흰색
NO30 White

ITEM LIST  Sinsuncho

신선초B형 대/흰사출/하늘색/옷걸이

SH-330      NO.513501
W640×D620×H1175/1235

헤드레스트 높이 조절
팔걸이 : 고정형
럼버서포트 : 조절식
싱크로나이즈드틸팅 & 틸팅 락
나일론 베이스
화이트 바디 프레임
틸팅 강도 조절

신선초B형 대/흰사출/회색

SH-300      NO.715201
W640×D620×H1175/1235

헤드레스트 높이 조절
팔걸이 : 고정형
럼버서포트 : 조절식
싱크로나이즈드틸팅 & 틸팅 락
나일론 베이스
화이트 바디 프레임
틸팅 강도 조절

신선초B형 대/빨강/쇠다리

SH-255      NO.516390
W640×D620×H1175/1235

헤드레스트 높이 조절
팔걸이 : 고정형
럼버서포트 : 조절식
싱크로나이즈드틸팅 & 틸팅 락
스틸베이스
틸팅 강도 조절

신선초B형 투 대/빨강

SH-400      NO.517090
W640×D620×H1175/1235

헤드레스트 높이 조절
팔걸이 : T형 고정형
럼버서포트 : 조절식
싱크로나이즈드틸팅 & 틸팅 락
플라스틱 베이스
틸팅 강도 조절

신선초B형 중/검정

SH-250      NO.514880
W640xD620xH965/1030

팔걸이 : 고정형
럼버서포트 : 조절식
싱크로나이즈드틸팅
나일론 베이스
틸팅 강도 조절

신선초B형 대/파랑/독립형요추

SH-290      NO.515390
W640×D620×H1175/1235

헤드레스트 높이 조절
팔걸이 : 고정형
럼버서포트 : 조절식
싱크로나이즈드틸팅 & 틸팅 락
나일론 베이스
틸팅 강도 조절

신선초B형 대/연두/옷걸이

SH-230      NO.513690
W640×D620×H1175/1235

헤드레스트 높이 조절
팔걸이 : 고정형
럼버서포트 : 조절식
싱크로나이즈드틸팅 & 틸팅 락
나일론 베이스
틸팅 강도 조절

신선초B형 대/연두

SH-200      NO.513390
W640×D620×H1175/1235

헤드레스트 높이 조절
팔걸이 : 고정형
럼버서포트 : 조절식
싱크로나이즈드틸팅 & 틸팅 락
틸팅 락
나일론 베이스
틸팅 강도 조절

좌판 - 천 Seat - Fabric

검정
Black

회색
Gray

Sinsuncho B
신선초B형



21

ITEM LIST  Sinsuncho

신선초 회의용 등판 - 메쉬 Conference Backrest - Mesh

AA빨강
AA Red

AA연두
AA Green

AA파랑
AA Blue

AA하늘
AA Sky Blue

매트 회색
Matt Gray

AI20검정
AI20 Black

NO30흰색
NO30 White

좌판 - 천 Seat - Fabric

검정
Black

회색
Gray

신선초C형 등판 - 메쉬 C type Backrest - Mesh

SA주황
SA Orange

SA파랑
SA Blue

SA연두
SA Green

SA빨강
SA Red

SA검정
SA Black

신선초 틸팅 회의용/회색

SH-450  로라 NO.517090
SH-450   고정 NO.517880
W560×D620×H955

틸팅

신선초 회의용/검정

SH-451  로라 NO.518270
SH-450   고정 NO.518070
W560×D620×H960

고정

신선초D형 대/옷걸이/독립형요추/빨강

SH-740      NO.515880
W640×D630×H1175/1245

헤드레스트 높이 조절
팔걸이 : 고정형
럼버서포트 : 조절식
싱크로나이즈드틸팅 & 틸팅 락
플라스틱 베이스
화이트 등커버
틸팅 강도 조절

신선초D형 대/연두

SH-700      NO.515280
W640×D630×H1175/1245

헤드레스트 높이 조절
팔걸이 : 고정형
싱크로나이즈드틸팅 & 틸팅 락
플라스틱 베이스
화이트 등커버
틸팅 강도 조절

등판
화이트 커버

등판
화이트 커버

신선초C형 대/빨강

SH-800      NO.516080
W640×D630×H1175/1245

헤드레스트 높이 조절
팔걸이 : 고정형
싱크로나이즈드틸팅 & 틸팅 락
플라스틱 베이스
블랙 등커버
틸팅 강도 조절

신선초C형 중/파랑

SH-850      NO.812570
W640×D630×H1175/1245

팔걸이 : 고정형
럼버서포트 : 조절식
싱크로나이즈드틸팅 & 틸팅 락
플라스틱 베이스
블랙 등커버
틸팅 강도 조절

등판
블랙 커버

등판
블랙 커버

Sinsuncho C/D/Conference
신선초C형/D형/회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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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uise Mesh series
크루즈 메쉬 시리즈

특허등록 10-2013-0069429
디자인등록 30-2014-0022486

우수발명품 (우선구매대상) 분류
한국발명진흥회 선정 우수 발명제품,
정부조달 우선구매 추천제품

환경인증마크 획득 (의무구매대상) 
제품생산 전 과정이 친환경적일 뿐 
아니라 품질과 성능이 우수한 제품에 
인증하는 마크로 제품 품질에 대한 
안정성도 보장하고 있습니다.

인체공학적 디자인의 크루즈 메쉬 시리즈 !!
다양한 기능으로 폭 넓은 사용이 가능하며 강렬한 곡선 디자인은 어느 공간에서나
다양한 연출이 가능하며 사용자를 활기차게 만들어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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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UISE Function

사용자가 어떤 동작을 취하든 항상 올바른 
척추 자세를 취하도록 도와주는 기술
입니다.

척추의 휘어짐을 방지하는 등판 텐션
사용자의 체형 및 앉은 자세에 맞도록 등받이 위치를 앞, 뒤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백 럼버써포트 기능 시스템
사용자의 미세한 자세교정 및 목의 피로도를 
최소화 시키기 위해 머리 받침의 각도 
및 높낮이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헤드레스트 각도 및 높낮이 조절

※ 모델별로 기능상 차이가 있습니다.

사용자의 신체조건에 맞추어 의자의 
높이를 조절할 수 있어 최적의 상태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의자 높낮이 조절
사용자의 체형에 맞게 좌판을 앞, 뒤로 
조절할 수 있어 보다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좌판 조절 시스템
틸트 메커니즘에 부착된 원형 손잡이를
회전시켜 사용자가 원하는 등, 좌판 틸팅
강도를 SOFT 또는 HARD하게 조절합니다.

틸트 메커니즘
원형 손잡이를 오른쪽으로 돌리면 잠금
상태가 되어 의자가 움직이지 않으며
움직이게 하려면 원형 손잡이를 왼쪽
으로 돌리고 등판에 반동을 주어 잠금 
상태를 풀고 사용하시면 됩니다.

틸팅 잠금/해제 장치 손잡이

1 432

2 3
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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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EM LIST  Cruise All Mesh

Cruise All Mesh
크루즈 올메쉬

등&좌판 - 메쉬 Backrest & Seat - Mesh

빨강
Red

파랑
Blue

녹색
Green

회색
Gray

검정
Black

신축성과 통기성의 탄성 메쉬 좌판
신축성과 통기성이 뛰어난 메쉬 좌판이
인체의 열과 수분을 효과적으로 분산시켜
체온을 최적의 상태로 유지시켜줍니다.

크루즈 올메쉬A형 대/검정

CR-100      NO.511081
W640×D670/730×H1140/1200

헤드레스트 높이 및 각도 조절
팔걸이 : 높이 조절
좌판 : 깊이조절
럼버서포트 : 조절식
싱크로나이즈드틸팅
틸팅 강도 조절
좌판메쉬
알루미늄베이스

크루즈 올메쉬K형 대/검정

CR-200      NO.572561
W650×D640/700×H1140/1200

헤드레스트 높이 및 각도 조절
팔걸이 : 높이, 패드 각도 및 전.후 조절
좌판 : 깊이조절
럼버서포트 : 조절식
싱크로나이즈드틸팅
틸팅 강도 조절
좌판메쉬
나일론 베이스

크루즈 올메쉬A형 대/파랑

CR-102      NO.513071
W640×D670/730×H1140/1200

헤드레스트 높이 및 각도 조절
팔걸이 : 높이 조절
좌판 : 깊이조절
럼버서포트 : 조절식
싱크로나이즈드틸팅
틸팅 강도 조절
좌판메쉬
스틸베이스 (고딕)

크루즈 올메쉬B형 대/연두

CR-103      NO.517051
W640×D670/730×H1140/1200

헤드레스트 높이 및 각도 조절
팔걸이 : 고정
럼버서포트 : 조절식
싱크로나이즈드틸팅
틸팅 강도 조절
좌판메쉬
스틸베이스 (고딕)

크루즈 올메쉬A형 대/빨강

CR-101      NO.512071
W640×D670/730×H1140/1200

헤드레스트 높이 및 각도 조절
팔걸이 : 높이 조절
좌판 : 깊이조절
럼버서포트 : 조절식
싱크로나이즈드틸팅
틸팅 강도 조절
좌판메쉬
스틸베이스 (고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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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EM LIST  Cruise Luxury

Cruise Luxury
크루즈 럭셔리

특허등록 10-2013-0069429
디자인등록 30-2014-0022486

우수발명품 (우선구매대상) 분류
한국발명진흥회 선정 우수 발명제품,
정부조달 우선구매 추천제품

환경인증마크 획득 (의무구매대상) 
제품생산 전 과정이 친환경적일 뿐 
아니라 품질과 성능이 우수한 제품에 
인증하는 마크로 제품 품질에 대한 
안정성도 보장하고 있습니다.

등판 - 메쉬 Backrest - Mesh

AIA빨강
AIA Red

AIA회색
AIA Gray

AIA진빨강
AIA Deep Red

AIA연두
AIA Green

AIA파랑
AIA Blue

AI20검정
AI20 Black

NO30흰색
NO30 White

좌판 - 레자 Seat - Leather

검정
Black

크루즈 럭셔리A형 대/검정

CR-330      NO.521041
W640×D670/730×H1140/1200

헤드레스트 높이 및 각도 조절
팔걸이 : 높이 조절
좌판 : 깊이조절
럼버서포트 : 조절식
싱크로나이즈드틸팅
틸팅 강도 조절
틸팅 락
스틸베이스 (고딕)

크루즈 럭셔리A형 중/검정

CR-331      NO.521531
W640×D670/730×H1010/1070

팔걸이 : 높이 조절
좌판 : 깊이조절
럼버서포트 : 조절식
싱크로나이즈드틸팅
틸팅 강도 조절
틸팅 락
스틸베이스 (고딕)

크루즈 럭셔리B형 대/빨강

CR-360      NO.524011
W610×D720×H1120/1180

헤드레스트 높이 및 각도 조절
팔걸이 : 고정
럼버서포트 : 조절식
싱크로나이즈드틸팅
틸팅 강도 조절
틸팅 락
나일론 베이스

크루즈 럭셔리B형 중/빨강

CR-361      NO.524501
W610×D720×H1010/1070

팔걸이 : 고정
럼버서포트 : 조절식
싱크로나이즈드틸팅
틸팅 강도 조절
틸팅 락
나일론 베이스

크루즈 럭셔리K형 대/연두

CR-340      NO.522531
W650×D670/730×H1140/1200

헤드레스트 높이 및 각도 조절
팔걸이 : 높이, 패드 각도 및 전.후 조절
좌판 : 깊이조절
럼버서포트 : 조절식
싱크로나이즈드틸팅
틸팅 락
틸팅 강도 조절
나일론 베이스

크루즈 럭셔리K형 중/파랑

CR-350      NO.523031
W650×D670/730×H1010/1070

팔걸이 : 높이, 패드 각도 및 전.후 조절
좌판 : 깊이조절
럼버서포트 : 조절식
싱크로나이즈드틸팅
틸팅 락
틸팅 강도 조절
나일론 베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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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EM LIST  Cruise Plus

Cruise Plus
크루즈 플러스

등판 - 메쉬 Backrest - Mesh

IR40K라인
IR40K Line

AA빨강
AA Red

AA연두
AA Green

AA파랑
AA Blue

AA하늘
AA Sky Blue

매트 회색
Matt Gray

AI20검정
AI20 Black

NO30흰색
NO30 White

셀프텐션 메커니즘
별다른 조작없이 사용자의 하중에 비례하여
틸팅강도가 조절되어 편안한 착석감을 느낄 수 있는
크루즈 플러스 시리즈

크루즈 플러스 대/흰사출/올회색

CR-500      NO.570531
W650×D675×H1120/1180

헤드레스트 높이 및 각도 조절
팔걸이 : 높이, 패드 각도 및 전.후 조절
좌판 : 깊이조절
럼버서포트 : 조절식
싱크로나이즈드틸팅
셀프 텐션 틸팅 & 틸팅 락
나일론 베이스
화이트 바디 프레임

크루즈 플러스 대/흰사출/줄무늬

CR-510      NO.571031
W650×D675×H1120/1180

헤드레스트 높이 및 각도 조절
팔걸이 : 높이, 패드 각도 및 전.후 조절
좌판 : 깊이조절
럼버서포트 : 조절식
싱크로나이즈드틸팅
셀프 텐션 틸팅 & 틸팅 락
나일론 베이스
화이트 바디 프레임

크루즈 플러스 대/검사출/파랑

CR-530      NO.580511
W650×D675×H1120/1180

헤드레스트 높이 조절
팔걸이 : 고정형
좌판 : 깊이조절
럼버서포트 : 조절식
싱크로나이즈드틸팅
셀프 텐션 틸팅 & 틸팅 락
나일론 베이스
블랙 바디 프레임

크루즈 플러스 대/검사출/빨강

CR-520      NO.580521
W650×D675×H1120/1180

헤드레스트 높이 및 각도 조절
팔걸이 : 높이, 패드 각도 및 전.후 조절
좌판 : 깊이조절
럼버서포트 : 조절식
싱크로나이즈드틸팅
셀프 텐션 틸팅 & 틸팅 락
나일론 베이스
블랙 바디 프레임

크루즈 플러스 올메쉬 대/검사출/검정

CR-580      NO.574551
W650×D640/700×H1140/1200

헤드레스트 높이 및 각도 조절
팔걸이 : 높이, 패드 각도 및 전.후 조절
좌판 : 깊이조절
럼버서포트 : 조절식
싱크로나이즈드틸팅
셀프 텐션 틸팅 & 틸팅 락
나일론 베이스
블랙 바디 프레임

크루즈 플러스 대/흰사출/연두

CR-502      NO.572031
W650×D675×H1120/1180

헤드레스트 높이 및 각도 조절
팔걸이 : 높이, 패드 각도 및 전.후 조절
좌판 : 깊이조절
럼버서포트 : 조절식
싱크로나이즈드틸팅
셀프 텐션 틸팅 & 틸팅 락
나일론 베이스
화이트 바디 프레임

크루즈 플러스 대/흰사출/하늘

CR-503      NO.573031
W650×D675×H1120/1180

헤드레스트 높이 및 각도 조절
팔걸이 : 높이, 패드 각도 및 전.후 조절
좌판 : 깊이조절
럼버서포트 : 조절식
싱크로나이즈드틸팅
셀프 텐션 틸팅 & 틸팅 락
나일론 베이스
화이트 바디 프레임

좌판 - 천 Seat - Fabric

검정
Black

회색
Gr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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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uise Special
크루즈 스페셜

ITEM LIST  Cruise Special

등&좌판 - 천 Backrest & Seat - Fabric

연두
DN802

빨강
DN803

파랑
DN804

검정
DN805

특허등록 10-2013-0069429
디자인등록 30-2014-0022486

우수발명품 (우선구매대상) 분류
한국발명진흥회 선정 우수 발명제품,
정부조달 우선구매 추천제품

환경인증마크 획득 (의무구매대상) 
제품생산 전 과정이 친환경적일 뿐 
아니라 품질과 성능이 우수한 제품에 
인증하는 마크로 제품 품질에 대한 
안정성도 보장하고 있습니다.

크루즈 스페셜A형 대/연두

CR-400      NO.531041
W640×D670/730×H1140/1200

헤드레스트 높이 및 각도 조절
팔걸이 : 높이 조절
좌판 : 깊이조절
럼버서포트 : 조절식
싱크로나이즈드틸팅
틸팅 강도 조절 & 틸팅 락
스틸베이스 (고딕)
등판 패드

크루즈 스페셜M형 대/검정

CR-405      NO.536521
W640×D670/730×H1140/1200

헤드레스트 높이 및 각도 조절
팔걸이 : 높이 조절
좌판 : 깊이조절
럼버서포트 : 조절식
싱크로나이즈드틸팅
틸팅 강도 조절 & 틸팅 락
사출 베이스
등판 패드

크루즈 스페셜B형 대/파랑

CR-430      NO.534011
W630×D720×H1140/1200

헤드레스트 높이 및 각도 조절
팔걸이 : 고정
럼버서포트 : 조절식
싱크로나이즈드틸팅
틸팅 강도 조절 & 틸팅 락
나일론 베이스
등판 패드

크루즈 스페셜P형 대/파랑

CR-440      NO.534511
W630×D720×H1120/1180

헤드레스트 높이 및 각도 조절
팔걸이 : 고정
좌판 : 깊이조절
럼버서포트 : 조절식
싱크로나이즈드틸팅
셀프 텐션 틸팅 & 틸팅 락
나일론 베이스
등판 패드

크루즈 스페셜K형 대/빨강

CR-410      NO.532531
W650×D670/730×H1140/1200

헤드레스트 높이 및 각도 조절
팔걸이 : 높이, 패드 각도 및 전.후 조절
좌판 : 깊이조절
럼버서포트 : 조절식
싱크로나이즈드틸팅
틸팅 강도 조절 & 틸팅 락
나일론 베이스
등판 패드

크루즈 스페셜K형 중/파랑

CR-420      NO.533031
W650×D670/730×H1020/1080

팔걸이 : 높이 조절
팔걸이 : 높이, 패드 각도 및 전.후 조절
럼버서포트 : 조절식
싱크로나이즈드틸팅
틸팅 강도 조절 & 틸팅 락
나일론 베이스
등판 패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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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4

2 3

Jangsoo Mesh
장수메쉬

장수메쉬는 인체공학적 설계와 미래지향적인 디자인 기술을 적용하여 오랜 업무나 학습에도 집중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또한 모던함과 스마트한 디자인을 갖추고 있어 어떠한 공간에서도 어울리는 분
위기를 연출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의 미세한 자세교정 및 목의
피로도를 최소화 시키기 위해 머리받침의 
각도 및 높낮이 조절 가능

헤드레스트 각도 및 높낮이 조절
사용자의 체형 및 앉은 자세에 맞도록 
등받이 위치를 상하로 조절 가능

요추보호 지지대
통기성이 우수하며 땀참을 방지하고
탄성과 복원력이 뛰어난 메쉬 좌판으로 
체중 분산에 용이합니다.

통기성이 우수한 메쉬 원단
팔걸이 높이 조절이 가능하여 사용자의 
체형과 자세에 맞게 조절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모델별로 기능상 차이가 있습니다.

팔걸이 높낮이 조절

사용자의 신체조건에 맞추어 의자의 
높이를 조절할 수 있어 최적의 상태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의자 높낮이 조절
사용자의 체형에 맞게 좌판을 앞, 뒤로 
조절할 수 있어 보다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좌판 조절 시스템

등판이 자연스럽게 연동되는 싱크로
나이즈드 틸트 메커니즘이 최적의
착좌감을 구현하며 간단한 조작으로 
등받이 각도 조절 및 고정, 틸팅 강도 
조절 가능

싱크로나이즈드 틸트 메커니즘

틸트 메커니즘에 부착된 원형손잡이를 
회전시켜 사용자가 원하는 등, 좌판 틸팅
강도를 SOFT 또는 HARD하게 조절합니다.

틸트 메커니즘
원형 손잡이를 오른쪽으로 돌리면 잠금
상태가 되어 의자가 움직이지 않으며
움직이게 하려면 원형 손잡이를 왼쪽
으로 돌리고 등판에 반동을 주어 잠금 
상태를 풀고 사용하시면 됩니다.

틸팅 잠금/해제 장치 손잡이

1 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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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EM LIST  Jangsoo All Mesh

패턴
Pattern

빨강
Red

녹색
Green

파랑
Blue

회색
Gray

등판 - 올메쉬 전용 Backrest - CI-Mesh

좌판 - 천 Seat - Fabric

검정
Black

회색
Gray

좌판 - 레자 Seat - Leather

검정
Black

장수 올메쉬 대/파랑

JS-210      NO.412541
W630×D620×H1110/1160

헤드레스트 높이 및 각도 조절
팔걸이 : 높이 조절
좌판 : 깊이조절
럼버서포트 : 조절식
싱크로나이즈드틸팅
틸팅 강도 조절 & 틸팅 락
나일론 베이스
좌판메쉬

장수 올메쉬 대/빨강

JS-220      NO.418541
W630×D620×H1110/1160

헤드레스트 높이 및 각도 조절
팔걸이 : 높이 조절
좌판 : 깊이조절
럼버서포트 : 조절식
싱크로나이즈드틸팅
틸팅 강도 조절 & 틸팅 락
나일론 베이스
좌판메쉬

장수왕 원 대/연두

JS-420      NO.713511
W640×D620×H1120/1180

헤드레스트 높이 및 각도 조절
팔걸이 : 높이 조절
좌판 : 깊이조절
럼버서포트 : 조절식
싱크로나이즈드틸팅
틸팅 강도 조절 & 틸팅 락
나일론 베이스

장수왕 원 중/연두

JS-430      NO.714011
W640×D620×H970/1030

팔걸이 : 높이 조절
좌판 : 깊이조절
럼버서포트 : 조절식
싱크로나이즈드틸팅
틸팅 강도 조절 & 틸팅 락
나일론 베이스

장수 럭셔리 대/올흰사출/흰색

JS-500      NO.740831
W640×D620×H1130/1200

헤드레스트 높이 및 각도 조절
팔걸이 : 높이, 패드 각도 및 전.후 조절
좌판 : 깊이조절
럼버서포트 : 조절식
싱크로나이즈드틸팅
틸팅 강도 조절 & 틸팅 락
나일론 베이스
화이트 바디프레임

장수 럭셔리 대/올흰사출/라인메쉬

JS-501      NO.741831
W640×D620×H1130/1200

헤드레스트 높이 및 각도 조절
팔걸이 : 높이, 패드 각도 및 전.후 조절
좌판 : 깊이조절
럼버서포트 : 조절식
싱크로나이즈드틸팅
틸팅 강도 조절 & 틸팅 락
나일론 베이스
화이트 바디프레임

등판 - 메쉬 Backrest - Mesh

AIA빨강
AIA Red

AIA진빨강
AIA Deep Red

AIA연두
AIA Green

AIA파랑
AIA Blue

AI20검정
AI20 Black

NO30흰색
NO30 White

AIA회색
AIA Gr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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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ngsoo Mesh Luxury
장수메쉬 럭셔리

ITEM LIST  Jangsoo Mesh Luxury

장수메쉬 럭셔리 원 대/흰사출/흰색

JS-300      NO.725521
W650×D620×H1100/1160

헤드레스트 높이 및 각도 조절
팔걸이 : 높이 조절
좌판 : 깊이조절
럼버서포트 : 조절식
싱크로나이즈드틸팅
틸팅 강도 조절 & 틸팅 락
스틸 베이스
화이트 등판

장수메쉬 럭셔리 원 대/흰사출/검정

JS-310      NO.726521
W650×D620×H1100/1160

헤드레스트 높이 및 각도 조절
팔걸이 : 높이 조절
좌판 : 깊이조절
럼버서포트 : 조절식
싱크로나이즈드틸팅
틸팅 강도 조절 & 틸팅 락
스틸 베이스
화이트 등판

장수메쉬 럭셔리 투 대/검정/빨강

JS-340      NO.724021
W650×D620×H1100/1160

헤드레스트 높이 및 각도 조절
팔걸이 : 높이 조절
좌판 : 깊이조절
럼버서포트 : 조절식
싱크로나이즈드틸팅
틸팅 강도 조절 & 틸팅 락
스틸 베이스

장수메쉬 럭셔리 투 중/검정/빨강

JS-350      NO.723511
W650×D620×H970/1010

팔걸이 : 높이 조절
좌판 : 깊이조절
럼버서포트 : 조절식
싱크로나이즈드틸팅
틸팅 강도 조절 & 틸팅 락
스틸 베이스

장수메쉬 럭셔리 원 대/연두

JS-320      NO.723021
W650×D620×H1100/1160

헤드레스트 높이 및 각도 조절
팔걸이 : 높이 조절
좌판 : 깊이조절
럼버서포트 : 조절식
싱크로나이즈드틸팅
틸팅 강도 조절 & 틸팅 락
스틸 베이스

장수메쉬 럭셔리 원 중/검정

JS-330      NO.429511
W650×D620×H970/1010

팔걸이 : 높이 조절
좌판 : 깊이조절
럼버서포트 : 조절식
싱크로나이즈드틸팅
틸팅 강도 조절 & 틸팅 락
스틸 베이스

등판 - 메쉬 Backrest - Mesh

AIA빨강
AIA Red

AIA진빨강
AIA Deep Red

AIA연두
AIA Green

AIA파랑
AIA Blue

AI20검정
AI20 Black

NO30흰색
NO30 White

AIA회색
AIA Gray

좌판 - 레자 Seat - Leather

검정
Black

빨강
Red

검정
Bl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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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ngsoo Mesh B
장수메쉬 B형

ITEM LIST  Jangsoo Mesh B

장수메쉬B형 대/올흰사출/흰색

JS-600      NO.732890
W650×D610×H1100/1160

헤드레스트 높이 및 각도 조절
팔걸이 : 고정
럼버서포트 : 조절식
싱크로나이즈드틸팅
틸팅 강도 조절 & 틸팅 락
플라스틱 베이스

장수메쉬B형 중/올흰사출/흰색/파랑

JS-650      NO.732390
W650×D610×H1100/1160

팔걸이 : 고정
럼버서포트 : 조절식
싱크로나이즈드틸팅
틸팅 강도 조절 & 틸팅 락
플라스틱 베이스

장수메쉬B형 중/진빨강

JS-740      NO.726570
W650×D610×H980/1040

팔걸이 : 고정
럼버서포트 : 조절식
싱크로나이즈드틸팅
틸팅 강도 조절 & 틸팅 락
플라스틱 베이스

장수메쉬B형 투 대/연두

JS-750      NO.432080
W650×D610×H1100/1160

헤드레스트 높이 및 각도 조절
팔걸이 : 고정
럼버서포트 : 조절식
싱크로나이즈드틸팅
틸팅 강도 조절 & 틸팅 락
플라스틱 베이스

장수메쉬B형 대/연두

JS-720      NO.727080
W650×D610×H1100/1160

헤드레스트 높이 및 각도 조절
팔걸이 : 고정
럼버서포트 : 조절식
싱크로나이즈드틸팅
틸팅 강도 조절 & 틸팅 락
플라스틱 베이스

장수메쉬B형 대/진빨강

JS-730      NO.729080
W650×D610×H1100/1160

헤드레스트 높이 및 각도 조절
팔걸이 : 고정
럼버서포트 : 조절식
싱크로나이즈드틸팅
틸팅 강도 조절 & 틸팅 락
플라스틱 베이스

장수메쉬B형 대/검정

JS-700      NO.725580
W650×D610×H1100/1160

헤드레스트 높이 및 각도 조절
팔걸이 : 고정
럼버서포트 : 조절식
싱크로나이즈드틸팅
틸팅 강도 조절 & 틸팅 락
스틸 베이스

장수메쉬B형 중/파랑

JS-710      NO.725080
W650×D610×H980/1040

팔걸이 : 고정
럼버서포트 : 조절식
싱크로나이즈드틸팅
틸팅 강도 조절 & 틸팅 락
스틸 베이스

1  틸트 고정/풀림 조절
2  의자 높낮이 조절
3  틸팅 강도 조절

1

3
2

장수 B형의자는 안티쇼크 기능과 한손으로 틸트 언락 및 높낮이를 쉽게 조절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여 누구나 만족할 수 있는 의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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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ngsoo Mesh C
장수메쉬 C형

ITEM LIST  Jangsoo Mesh C

등판 - 메쉬 Backrest - Mesh

SA주황
SA Orange

SA파랑
SA Blue

SA연두
SA Green

SA빨강
SA Red

SA검정
SA Black

좌판 - 레자 Seat - Leather

검정
Black

장수메쉬C형 대/검정

JS-903      NO.583760
W600×D630×H1120/1170

헤드레스트 높이 및 각도 조절
팔걸이 : 고정
싱크로나이즈드틸팅
틸팅 강도 조절 & 틸팅 락
플라스틱 베이스

장수메쉬C형 대/빨강

JS-902      NO.482760
W600×D630×H1120/1170

헤드레스트 높이 및 각도 조절
팔걸이 : 고정
싱크로나이즈드틸팅
틸팅 강도 조절 & 틸팅 락
플라스틱 베이스

장수메쉬C형 대/주황

JS-905      NO.475760
W600×D630×H1120/1170

헤드레스트 높이 및 각도 조절
팔걸이 : 고정
싱크로나이즈드틸팅
틸팅 강도 조절 & 틸팅 락
플라스틱 베이스

장수메쉬C형 대/파랑

JS-901      NO.495760
W600×D630×H1120/1170

헤드레스트 높이 및 각도 조절
팔걸이 : 고정
싱크로나이즈드틸팅
틸팅 강도 조절 & 틸팅 락
플라스틱 베이스

장수메쉬C형 대/연두

JS-904      NO.415760
W600×D630×H1120/1170

헤드레스트 높이 및 각도 조절
팔걸이 : 고정
싱크로나이즈드틸팅
틸팅 강도 조절 & 틸팅 락
플라스틱 베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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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ngsoo Mesh Tilting
장수시스카 / 장수 틸팅 / 장수 플러키

ITEM LIST  Jangsoo Mesh Siska

등판 - 메쉬 Backrest - Mesh

AIA빨강
AIA Red

AIA진빨강
AIA Deep Red

AIA연두
AIA Green

AIA파랑
AIA Blue

AI20검정
AI20 Black

NO30흰색
NO30 White

AIA회색
AIA Gray

좌판 - 레자 Seat - Leather

검정
Black

장수 시스카/검정/도금

JS-880      NO.735850
W550×D600×H960

럼버서포트 : 조절식
시스카

장수 시스카/흰사출/흰색/도금

JS-890      NO.736360
W550×D600×H960

럼버서포트 : 조절식
시스카

장수 틸팅 고정/빨강

JS-850      NO.732870
W570×D620×H980

럼버서포트 : 조절식
틸팅 기능
고정형

장수 플러키/일체형 수강용/검정

JS-830      NO.436290
W570×D600×H960

럼버서포트 : 조절식
폴딩 기능
수평 적재 기능
수강판 - 폴딩 기능
캐스터형

장수 플러키/흰사출/검정

JS-800      NO.413570
W570×D600×H960

럼버서포트 : 조절식
폴딩 기능
수평 적재 기능
캐스터형

장수 플러키/연두

JS-810      NO.737070
W570×D600×H960

럼버서포트 : 조절식
폴딩 기능
수평 적재 기능
캐스터형

장수 틸팅 로라/파랑

JS-860      NO.733870
W570×D620×H980

럼버서포트 : 조절식
틸팅 기능
캐스터형

장수 틸팅 로라B형/연두

JS-870      NO.734870
W570×D620×H980

럼버서포트 : 조절식
싱크로나이즈드틸팅
앞 캐스터형 + 뒤 고정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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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4

2

3

5

6

4

21 3

5 6

사용자의 미세한 자세교정 및 목의
피로도를 최소화 시키기 위해 머리받
침의 각도 및 높낮이 조절 가능

헤드레스트 각도 및 높낮이 조절1

사용자의 체형 및 앉은 자세에 맞도
록 등받이 위치를 상하로 조절 가능

요추보호 지지대2

● 허리에 맞춰 약 16도 각도 이동 및
  고정 기능
● 등판을 풀림상태로 설정하면 앞으로
  기울어져 바른자세를 유지
● 가장 편안한 위치에 등판을 잠금
  상태로 변경하여 체형에 맞게
  사용 가능

백서포트 시스템5

폴리우레탄 소재의 암패드가 적용된 
암레스트는 높이 및 전후좌우 조절이 
가능하여 사용자의 체형과 자세에 
맞게 조절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팔걸이 기능6

등판이 자연스럽게 연동되는 싱크로
나이즈드 틸트 메커니즘이 최적의
착좌감을 구현하며 간단한 조작으로 
등받이 각도 조절 및 고정, 틸팅 강
도 조절 가능

싱크로나이즈드 틸트 메커니즘3

사용자의 체형에 맞게 좌판을 앞뒤로
조절할 수 있어 보다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고 업무 효율성까지 높일 수 
있습니다.

좌판 슬라이딩4

WOLGYESOO
Function

Wolgyesoo
월계수

어떤 자세를 취하더라도 변함없이 편안합니다.
광일체어의 축적된 노하우로 개발된 백서포트 시스템이 최고의 마감과 어우러져
사용하시는 분께 특별한 만족을 드릴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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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EM LIST  Wolgyesoo

좌판 - 천 Seat - Fabric

검정
Black

회색
Gray

등판 - 메쉬 Backrest - Mesh

AA빨강
AA Red

AA연두
AA Green

AA파랑
AA Blue

매트 회색
Matt Gray

매트 검정
Matt  Black

월계수 대/흰사출/파랑/회색

WG-102      NO.582571
W650/690×D680/720×H1160/1250

헤드레스트 높이 및 각도 조절
팔걸이 : 높이, 패드 각도 및 전.후 조절
좌판 : 깊이조절
럼버서포트 : 조절식
싱크로나이즈드틸팅
틸팅 락 / 틸팅 강도 조절
등판 각도조절
나일론 베이스
화이트 바디프레임

월계수 대/검사출/빨강/검정

WG-203      NO.593561
W650/690×D680/720×H1160/1250

헤드레스트 높이 및 각도 조절
팔걸이 : 높이, 패드 각도 및 전.후 조절
좌판 : 깊이조절
럼버서포트 : 조절식
싱크로나이즈드틸팅
틸팅 락 / 틸팅 강도 조절
등판 각도조절
나일론 베이스

월계수 대/흰사출/올검정

WG-101      NO.581571
W650/690×D680/720×H1160/1250

헤드레스트 높이 및 각도 조절
팔걸이 : 높이, 패드 각도 및 전.후 조절
좌판 : 깊이조절
럼버서포트 : 조절식
싱크로나이즈드틸팅
틸팅 락 / 틸팅 강도 조절
등판 각도조절
나일론 베이스
화이트 바디프레임

월계수 대/검사출/올검정

WG-201      NO.591561
W650/690×D680/720×H1160/1250

헤드레스트 높이 및 각도 조절
팔걸이 : 높이, 패드 각도 및 전.후 조절
좌판 : 깊이조절
럼버서포트 : 조절식
싱크로나이즈드틸팅
틸팅 락 / 틸팅 강도 조절
등판 각도조절
나일론 베이스

월계수 대/흰사출/올회색

WG-100      NO.580571
W650/690×D680/720×H1160/1250

헤드레스트 높이 및 각도 조절
팔걸이 : 높이, 패드 각도 및 전.후 조절
좌판 : 깊이조절
럼버서포트 : 조절식
싱크로나이즈드틸팅
틸팅 락 / 틸팅 강도 조절
등판 각도조절
나일론 베이스
화이트 바디프레임

월계수 대/검사출/연두/검정

WG-202      NO.592561
W650/690×D680/720×H1160/1250

헤드레스트 높이 및 각도 조절
팔걸이 : 높이, 패드 각도 및 전.후 조절
좌판 : 깊이조절
럼버서포트 : 조절식
싱크로나이즈드틸팅
틸팅 락 / 틸팅 강도 조절
등판 각도조절
나일론 베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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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7-100/D4-200
디세븐-100 / 디포-200

D7-100      NO.423035
W680×D650×H1210~1290

D7-100

의자 하단 우측 뒤의 손잡이를 이용해 
틸팅 잠금상태 조절 가능
※ 포워드 사용 시 2단 가능

틸팅락 / 6단 (포워드 포함)
의자 하단 우측 앞의 손잡이를 이용해 
좌판을 사용자에 맞춰 높이 조절 가능

좌판 높이 조절

등판 다이얼을 눌러 시계방향으로 돌릴 시
양쪽의 럼버서포트가 허리에 밀착 강도
조절. 다이얼을 당기면 풀려서 원위치

럼버서포트 조절 방법
사용자의 자세에 따라 틸팅되는
각도의 범위 선택 가능

리미트 기능 / 4단
의자 하단 좌측 뒤의 손잡이를 이용
하여 업무 시 작업자의 상체가 앞으로 
당겨질 경우 등판이 2단계별로 각도를 
조절하여 허리를 밀착, 지지해 주는 기능

포워드 기능
사용자의 체중이나 성향에 따라 뒤로 
젖혀지는 강도 조절 가능

틸팅 강도 조절

D7-201M      NO.424024
W650×D590×H1120/1220

D7-201/메쉬

D4-200M      NO.427341
W650×D590×H1120/1220

D4-200/메쉬

D4-200F      NO.426051
W650×D590×H1120/1220

D4-200/패브릭

인체의 곡선을 따라 흐르는 부드러운 곡선과 고품격 디자인의 D7-100시리즈 !!
인체공학적 디자인으로 설계되어 사용자에게 꼭 맞는 편안함을 주어
건강과 업무 능력이 향상됨을 느끼게 해줍니다.

D4-200 D7-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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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자 하단 우측 손잡이를 이용해
좌판을 사용자에 맞춰 높이 조절
가능

좌판 높이 조절
의자 하단 좌측 뒤의 손잡이를
이용해 틸팅 잠금 상태 조절 가능,
틸팅 고정 및 해제 기능으로 편의성
제공

틸팅락 / 4단
의자 하단 좌측 앞의 손잡이를 
이용해 사용자의 자세에 따라 
틸팅되는 각도의 범위 선택 가능

리미트 기능 / 3단
사용자의 체중이나 성향에 따라
뒤로 젖혀지는 강도 조절 가능

틸팅 강도 조절

사용자 체형 및 자세 변화에 따라
적절한 높이로 손쉽게 조절 가능

조절형 헤드레스트
사용자 체형에 맞추어 요추지지대의
상하 위치 조절 가능

조절형 럼버서포트
높이, 전후 위치 이동과
각도 회전 가능

조절형 암레스트
좌판 하단 우측 손잡이를 당겨
좌판의 깊이 조절 가능

좌판 깊이 조절
등판 틸팅 시 좌판이 뒤로 슬라이드
되며 등판의 틸팅각도에 연동되어
기울어져 최상의 착석감 제공

좌판 슬라이드 싱크로나이즈드 틸팅

D5-300
디파이브-300

D5-350      NO.422031
W645×D585×H1170/1260

D5-350 대/요추무/고정팔

D5-300      NO.421802
W650×D590×H1120/1220

D5-300 대/흰사출/회색

D5-301      NO.421981
W650×D590×H1120/1220

D5-301 대/라인/옷걸이

D5-303      NO.421871
W650×D590×H1120/1220

D5-303 대/파랑/요추무

D5-302      NO.421481
W650×D590×H1120/1220

D5-302 대/검정

D5-351      NO.422251
W630×D585×H1170/1260

D5-351 대/연두

인체공학적 디자인의 D5-300시리즈 !!
다양한 기능으로 폭 넓은 사용이 가능하며 강렬한 곡선 디자인은
어느 공간에서나 다양한 연출이 가능하여 사용자를 활기차게 만들어 줍니다.

적용메쉬 :
AA메쉬시리즈,

라인메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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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ium
트리움

TR-101      NO.860081
W640×D660×H1210/1280

트리움 메쉬 대/흰사출

TR-102      NO.861071
W640×D660×H1210/1280

트리움 메쉬 대/검사출

TR-103      NO.861561
W640×D660×H1070/1140

트리움 메쉬 중/검사출

TR-201      NO.862091
W640×D660×H1210/1280

트리움 대/흰사출

TR-202      NO.863081
W640×D660×H1210/1280

트리움 대/검사출

TR-203      NO.863571
W640×D660×H1070/1140

트리움 중/검사출

업무 형태나 자세에 따라
적합한 요추높이와 길이를
사용자가 손쉽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

트리움은 독창적인 스마트럼버핏 시스템 기능으로 단순하지만
완벽한 조작과 요추의 편안함이 더해져
사용자의 업무공간을 특별하게 변화시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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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ren/Warp/KT-55
싸이런 / 와프 / 케이티-55

SI-122      NO.664042
W640×D580×H1200/1280

싸이런 올메쉬 대/흰사출

SI-123      NO.662512
W640×D580×H1200/1280

싸이런 올메쉬 대/검사출

KT-55      NO.662052
W655×D595×H1135

케이티-55

WP-211      NO.671502
W640×D580×H1200/1280

와프 올메쉬 대

WP-213      NO.676571
W630×D590/630×H1150/1230

와프A형 메쉬 대

WP-214      NO.678051
W630×D590/630×H1150/1230

와프B형 메쉬 대

WP-215      NO.680051
W630×D590×H1020

와프 올메쉬/회의용

사용자의 체형에 따라 편안한 자세를 
만들 수 있도록 팔걸이 높이 조절이 가능
합니다.

팔걸이 높낮이 조절
좌판 아래 레버를 돌려 등판 기울기를 
조절하여 몸동작을 가장 잘 받쳐주도록 
개발된 메커니즘으로 더욱더 편안한 
자세를 유지합니다.

싱크로나이즈드 틸트 메커니즘
사용자의 체형에 맞게 좌판을 앞, 뒤로 
조절할 수 있어 보다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고 업무 효율성까지 높일 수 있습니다.

좌판 슬라이딩
사용자의 체형 및 앉은 자세에 맞도록 
허리받침의 위치를 상하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조절형 럼버서포트

통풍성이 뛰어난 고탄성 메쉬천, 체형에 맞게 조절이 가능한 요추지지대는
피로감을 덜어주고 업무능률을 높여줍니다.

빈틈없이 척추 부분을 받쳐주고 편안한 
자세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오토매틱 럼버서포트

등판 - 패브릭 Backrest - Fabric

빨강
Red

파랑
Blue

검정
Bl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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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dius
로디우스

RD-101      NO.431502
W690×D630×H1160/1230

로디우스A형 요추 대/쇠다리

RD-102      NO.433591
W690×D630×H1160/1230

로디우스A형 요추 대

RD-103      NO.434091
W690×D630×H1000/1070

로디우스A형 요추 중

RD-104      NO.435581
W690×D630×H1160/1230

로디우스A형 대

RD-105      NO.437081
W650×D620×H1150/1220

로디우스B형 요추 대

RD-106      NO.439071
W650×D620×H1150/1220

로디우스B형 대

다양한 기능성과 요추곡만현상을 고려하여 디자인된 신제품 로디우스 시리즈는
신축성과 통풍성에 강한 메쉬소재와 다양한 조절기능으로
사용자에게 편안한 환경을 제공해 드립니다.

요추지지대가 이중으로 허리를 감싸듯 받쳐주어 허리의 균형을 잡아주며 업무의 
피로를 덜어줍니다.

요추 높낮이 조절
좌판 오른쪽 아래 레버를 이용하여
사용자의 편의에 맞게 틸팅 강도를 조절

틸팅 강도조절
좌판 측면에 있는 손잡이를 이용하여 
좌판의 기울기를 손쉽게 조절

좌판 높낮이 조절

등판이 자연스럽게 연동되는 싱크로
나이즈드 틸트 메커니즘입니다.

싱크로나이즈드 틸트 메커니즘
사용자의 체형 및 앉은 자세에 맞도록 
헤드의 위치를 상하로 조절

헤드레스트 조절 기능
높낮이 및 패드 좌우 조절 가능

팔걸이 조절 기능
우레탄 바퀴는 체중하부의 무게를 흡수
하여 이동 시 바닥의 긁힘을 방지

우레탄 바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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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lio/Daily
팔리오 / 데일리

팔리오 : 전용 검정 올메쉬 사용
데일리 : AIA메쉬 적용 / 좌판천 (검사출 검정메쉬는 전용메쉬 사용)

XP-100      NO.440042
W670×D650×H1230/1330

팔리오 올메쉬 대

XD-100      NO.450290
W590×D635×H1170/1280

데일리 대/흰사출/빨강

XD-101      NO.451290
W590×D635×H1170/1280

데일리 대/흰사출/회색

XD-200      NO.725280
W590×D635×H1170/1280

데일리 대/검정/전용메쉬

XD-201      NO.625580
W590×D635×H1170/1280

데일리 대/파랑

조절형 헤드레스트 조절형 암레스트 좌판 깊이 조절 싱크로나이즈드 틸팅

1 틸트 고정/풀림 조절
2 의자 높낮이 조절
3 틸팅 강도 조절

기능적 럭킹
팔걸이 높낮이 조절 기능

조절형 암레스트
좌판 하단 우측 손잡이를 
당겨 좌판의 깊이 조절 
가능

좌판 깊이 조절
2중 구조의 요추가 상하로
움직이며 사용자의 요추를
편안하게 받쳐줍니다.

요추 높낮이 조절

1
2

3

조절형 헤드레스트

싱크로나이즈드 틸팅

좌판 양옆에
기능 작동 레버를
위치 시켜 편의성 증대

고강도
알루미늄 베이스

알루미늄
프레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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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max
프로맥스

PR-101      NO.421041
W640×D620×H1130/1190

프로맥스A형 대

PR-102      NO.422531
W640×D620×H990/1050

프로맥스A형 중

PR-108      NO.545051
W640×D620×H1130/1190

프로맥스A형 대/메쉬/조절팔

PR-106      NO.575041
W640×D620×H990/1050

프로맥스A형 대/메쉬

PR-203      NO.424041
W600×D630×H1150/1210

프로맥스B형 대

PR-204      NO.325531
W600×D630×H1010/1060

프로맥스B형 중

PR-201      NO.395041
W600×D630×H1150/1210

프로맥스B형 대/메쉬

PR-202      NO.385531
W600×D630×H1010/1070

프로맥스B형 중/메쉬

PR-303      NO.312031
W600×D640×H1160/1220

프로맥스C형 대

PR-304      NO.310521
W600×D640×H1000/1060

프로맥스C형 중

PR-301      NO.305031
W600×D640×H1160/1220

프로맥스C형 대/메쉬

PR-302      NO.345521
W600×D640×H1000/1060

프로맥스C형 중/메쉬

프로맥스 A형 : 좌판 슬라이드 기능 틸트 및 고정팔 기본
프로맥스 B형 : 조절팔 기본
프로맥스 C형 : 고정팔 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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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uclear
누클리어

NU-101      NO.691041
W620×D580×H1140/1290

누클리어A형 대/흰사출

NU-102      NO.692031
W620×D580×H1140/1290

누클리어A형 대

NU-201      NO.693590
W610×D580×H1120/1165

누클리어B형 대

NU-202      NO.694090
W610×D580×H980/1070

누클리어B형 중

NU-301      NO.705001
W600×D590×H980

누클리어 로라/요추

NU-302      NO.805590
W600×D590×H980

누클리어 로라/요추무

NU-401      NO.824590
W580×D590×H980

누클리어 회의용/요추

NU-402      NO.827090
W580×D590×H980

누클리어 회의용/요추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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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ulmangcho
물망초

MM-100      NO.325501
W620×D610×H1140/1210

물망초A형 대/빨강/쇠다리

MM-101      NO.323501
W620×D610×H1140/1210

물망초A형 대/연두/나이론다리

MM-102      NO.322501
W620×D610×H1140/1210

물망초A형 대/검정/나이론다리

MM-103      NO.321001
W620×D610×H1000/1070

물망초A형 중/하늘/나이론다리

MM-104      NO.331590
W620×D610×H1140/1210

물망초B형 대/연두

MM-105      NO.331090
W620×D610×H1000/1070

물망초B형 중/연두

MM-106      NO.305590
W620×D610×H1140/1210

물망초B형 대/파랑

MM-107      NO.332090
W620×D610×H1000/1070

물망초B형 중/파랑

물망초 시리즈는 탄성 요추지지 시스템을 적용한 의자로
척추부분을 보다 부드럽게 지지하여 장시간 업무에도
편안함이 유지되는 신개념 메쉬의자입니다.
틸팅 메커니즘은 편하게 조절되어 사용하는
즐거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좌판 - 레자 Seat - Leather

검정
Black

등판 - 메쉬 Backrest - Mesh

AA빨강
AA Red

AA연두
AA Green

AA파랑
AA Blue

매트 검정
Matt  Black

AIA하늘
AIA Sky B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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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ol Mesh
쿨메쉬

CM-110      NO.742521
W660×D660×H1160/1210

쿨메쉬 대

CM-120      NO.705021
W660×D665×H990/1050

쿨메쉬 중

CM-130      NO.784090
W600×D660×H1010

쿨메쉬/고정

CM-140      NO.722390
W590×D650×H1160/1220

쿨메쉬B형 대

CM-150      NO.723880
W590×D590×H990/1050

쿨메쉬B형 중

CM-160      NO.724580
W600×D600×H1190/1280

쿨메쉬C형 대

인체의 움직임을 자연스럽게 해주는
틸팅 메커니즘은 편안한 자세를 유지시켜 
드리며 의자를 뒤로 젖힐 때 원하는 자세
에서 단계별로 고정이 가능합니다.

싱크로나이즈 틸트
등판 뒷면의 둥근 손잡이를 시계 방향
으로 돌리면 허리받침이 돌출되고 계속
시계방향으로 돌리면 원상태로 돌아옵니다.

요추보호지지대
머리와 목을 가장 효과적으로 받쳐주
도록 헤드레스트 높이와 각도 조절이 
가능합니다.

헤드레스트 높낮이 및 각도 조절

세련된 디자인과 심플함으로 공간을 더욱 돋보이게 하고 단순하면서 
개성있는 공간 연출이 가능하며 인체의 다양한 움직임에 반응하는 
메커니즘과 부드러운 곡선이 주는 격조 높은 품격의 고급소재와 인체
공학이 함께 빚어내어 안락감을 더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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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F-200      NO.460570
W610×D575×H1190/1300

풀백 대/검정/전용메쉬

XF-201      NO.461870
W610×D575×H1190/1300

풀백 대/파랑

XF-100      NO.460880
W610×D575×H1190/1300

풀백 대/흰사출/연두

XF-101      NO.461880
W610×D575×H1190/1300

풀백 대/흰사출/빨강

XN-200      NO.470270
W640×D595×H1150/1260

디노 대/검정/전용메쉬

XN-201      NO.471570
W640×D595×H1150/1260

디노 대/파랑

XN-202      NO.472570
W640×D595×H1150/1260

디노 대/연두

XN-203      NO.473570
W640×D595×H1150/1260

디노 대/빨강

Fullback/Dino
풀백 / 디노

사용자의 체형 및 자세 변화에 
따라 적절한 높이로 손쉽게 조절

조절형 헤드레스트
팔걸이 높낮이 조절 기능

조절형 암레스트
등판 틸팅 시 좌판이 뒤로
슬라이드 되어 등판의
틸팅각도에 연동되어 제공

싱크로나이즈드 틸팅

사용자 체형에 맞추어 요추
지지대의 상하 위치 조절 가능

조절형 럼버서포트
사용자의 체형 및 자세 변화에 
따라 적절한 높이로 손쉽게 조절

조절형 헤드레스트
팔걸이 높낮이 조절 기능

조절형 암레스트

풀백 : 등판 AA메쉬 적용 / 좌판 천
디노 : 등판 AIA메쉬 적용 / 좌판 천 (검사출 검정메쉬는 전용메쉬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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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ujigae
무지개

RB-203      NO.753370
W630×D630×H1120/1180

무지개 대/흰사출/빨강

RB-251      NO.755860
W630×D630×H960/1020

무지개 중/흰사출/파랑

RB-202      NO.751370
W630×D630×H1120/1180

무지개 대/흰사출/흰색

RB-204      NO.754370
W630×D630×H1120/1180

무지개 대/흰사출/회색

RB-102      NO.651860
W630×D630×H1120/1180

무지개 대/회색

RB-101      NO.650860
W630×D630×H1120/1180

무지개 대/검정

RB-104      NO.653860
W630×D630×H1120/1180

무지개 대/연두

RB-351      NO.655360
W630×D630×H960/1020

무지개 중/주황

알루미늄 다이캐스팅 프레임

높은 내구성을 지녔으며 고급스러운
디자인 포인트를 연출한 알루미늄
다이캐스팅 프레임

의자 하단 좌측 손잡이로 높낮이 및 원하는 
특정 각도로 고정시켜주는 기능

틸팅 락 (3단)

무지개 시리즈는 허리의 굴곡을 빈틈없이 받쳐주고
감싸주는 디자인으로 편안합니다.
오래도록 앉아있어도 항상 최적의
착좌감을 선사합니다.

등판 - 메쉬 Backrest - Mesh

매트 파랑
Matt Blue

매트 회색
Matt Gray

매트 주황
Matt Orange

매트 빨강
Matt Red

매트 연두
Matt Green

매트 검정
Matt  Black

NO30흰색
NO30 White

좌판 - 천 Seat - Fabric

검정
Black

회색
Gr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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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G-105      NO.754860
W620×D610×H1190/1250

마가목 대/검정

MG-104      NO.753860
W620×D610×H1190/1250

마가목 대/빨강

MG-001      NO.650370
W620×D610×H1190/1250

마가목 대/흰사출/파랑

MG-002      NO.651370
W620×D610×H1190/1250

마가목 대/흰사출/연두

MG-003      NO.652860
W620×D610×H1190/1250

마가목 중/흰사출/회색

인체의 움직임을 자연스럽게 해주는
메커니즘은 사용자에게 편안함을 제공

요추보호지지대

Magamok
마가목

등판 - 메쉬 Backrest - Mesh

AA빨강
AA Red

AA연두
AA Green

AA파랑
AA Blue

매트 회색
Matt Gray

매트 검정
Matt  Black

의자 하단 좌측 손잡이로 높낮이 및 원하는 
특정 각도로 고정시켜주는 기능

틸팅 락 (3단)

심플하고 부드러운 S라인 프레임 구조와
럼버서포트가 사용자의 척추를 편안하게
받쳐주는 마가목 시리즈입니다.

좌판 - 천 Seat - Fabric

검정
Black

회색
Gr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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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M-121      NO.101370
W580×D640×H1150/1210

르망A형 대/회사출/올회색

RM-101      NO.108860
W580×D640×H1150/1210

르망B형 대/회사출/올회색

RM-221      NO.201860
W580×D640×H1150/1210

르망A형 대/검정

RM-201      NO.202360
W580×D640×H1150/1210

르망B형 대/연두

RM-202      NO.203360
W580×D640×H1150/1210

르망B형 대/빨강

Lemans
르망

요추보호 지지대

인체의 움직임을 자연스럽게 해주는 메커니즘은
사용자에게 편안함을 제공 (상하조절)

르망 시리즈는 깔끔한 그레이 컬러로 공간을 화사하게 채워줍니다.
탄탄한 나일론사로 직조된 메쉬 등판으로 오래도록 편안하면서도
쾌적한 업무환경을 만듭니다.

좌판 - 천 Seat - Fabric

검정
Black

회색
Gray

매트 회색
Matt Gray

등판 - 메쉬 Backrest - Mesh

AIA빨강
AIA Red

AIA연두
AIA Green

AIA파랑
AIA Blue

AI20검정
AI20 Bl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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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indol
고인돌

GD-110      NO.843860
W600×D610×H910/970

고인돌 회전/흰사출/검정

GD-111      NO.844860
W600×D610×H910/970

고인돌 회전/흰사출/연두

GD-112      NO.841560
W600×D610×H910/970

고인돌 회전/검사출/검정

GD-113      NO.842560
W600×D610×H910/970

고인돌 회전/검사출/빨강

GD-114      NO.845370
W600×D610×H910/970

고인돌 회전/올흰사출/파랑

GD-115      NO.846370
W600×D610×H910/970

고인돌 회전/올흰사출/연두

GD-120      NO.847370
W600×D610×H910/970

고인돌 회전/올흰사출/매티연두

GD-122      NO.852560
W600×D610×H910/970

고인돌 회전/검사출/매티파랑

탄성과 복원성, 공기 순환성이 우수한 
메쉬소재 등판입니다.

메쉬 소재 등받이
인체를 이해한 등판각도를 웨이브로 
설계한 등받이입니다.

인체공학적 웨이브

좌판 - 레자 Seat - Leather

검정
Black

간결하고 심플한 디자인의 고인돌 체어는 다양한 기능을 추가하였
으며 장시간 앉아있어도 피로를 덜 느끼도록 등받이를 부드러운 
곡선형태로 제작하여 디자인과 기능성 모두 만족을 드립니다.

등판 - 메쉬 Backrest - Mesh

AIA빨강
AIA Red

AIA진빨강
AIA Deep Red

AIA연두
AIA Green

AIA파랑
AIA Blue

AIA하늘
AIA Sky Blue

매트 파랑
Matt Blue

매트 회색
Matt Gray

매트 주황
Matt Orange

매트 빨강
Matt Red

매트 연두
Matt Green

매트 검정
Matt  Black

AIA회색
AIA Gr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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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D-210      NO.846060
W620×D560×H950

고인돌 시스카/흰사출/연두

GD-211      NO.845750
W620×D560×H950

고인돌 시스카/검사출/검정

GD-212      NO.848360
W590×D610×H940

고인돌 회의용로라/흰사출/검정

GD-213      NO.848060
W590×D610×H940

고인돌 회의용고정/검사출/연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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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ldanpung
돌단풍

DD-350      NO.833550
W600×D600×H880/940

돌단풍/메쉬/흰사출/AA회색/연두

DD-301      NO.834550
W600×D600×H880/940

돌단풍/메쉬/흰사출/AA파랑/회색

DD-302      NO.835550
W600×D600×H880/940

돌단풍/메쉬/흰사출/AA빨강/회색

DD-303      NO.836550
W600×D600×H880/940

돌단풍/메쉬/흰사출/AA연두/회색

DD-100      NO.821550
W600×D600×H880/940

돌단풍/메쉬/흰사출

DD-111      NO.822550
W600×D600×H880/940

돌단풍/메쉬/흰사출

DD-112      NO.820840
W600×D600×H880/940

돌단풍/메쉬/검사출

DD-113      NO.821840
W600×D600×H880/940

돌단풍/메쉬/검사출

팔걸이를 접을 수 있게 설계되어 팔걸이 폴딩 기능 필요에 따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인체공학적 형상으로 최적의 착좌감을 제공하며
팔걸이 폴딩이 가능한 구조로 다양한 공간에서의
가변적 활용이 가능합니다.

등판 - 메쉬 Backrest - Mesh

AIA빨강
AIA Red

AIA진빨강
AIA Deep Red

AIA연두
AIA Green

AIA파랑
AIA Blue

AIA하늘
AIA Sky Blue

AA빨강
AA Red

AA연두
AA Green

AA파랑
AA Blue

AA하늘
AA SkyBlue

매트 회색
Matt Gray

매트 검정
Matt  Black

AI20검정
AI20 Black

좌판 - 천 Seat - Fabric

검정
Black

회색
Gr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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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100      NO.811560
W600×D600×H1070/1130

아네모네 대/흰사출/하늘

AM-101      NO.811060
W600×D600×H900/960

아네모네 중/흰사출/파랑

AM-200      NO.816850
W600×D600×H1070/1130

아네모네 대/검사출/연두

AM-201      NO.816350
W600×D600×H900/960

아네모네 중/검사출/빨강

AM-300      NO.817050
W560×D650×H890

아네모네 회의용/검사출/검정

AM-400      NO.817350
W560×D650×H880

아네모네 시스카/흰사출/파랑

Anemone
아네모네

머리와 목을 가장 효과적으로 받쳐주도록 
헤드레스트 높이와 각도 조절이 가능합니다.

헤드레스트 높낮이 조절
공기 순환과 디자인이 고려된 등판
디자인입니다.

스트라이프 타공

등판 - 메쉬 Backrest - Mesh

매트 하늘
Matt SkyBlue

매트 파랑
Matt Blue

매트 회색
Matt Gray

매트 주황
Matt Orange

매트 빨강
Matt Rad

매트 연두
Matt Green

매트 검정
Matt  Black

아네모네 시리즈는 인체의 움직임을 생각한 디자인 기술로
오래 앉아있어도 편안한 착좌감을 선사합니다.

좌판 - 천 Seat - Fabric

검정
Bl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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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N-101      NO.871011
W590×D580×H920/990

디원/메쉬/A형/흰사출

HN-102      NO.872580
W640×D570×H920/1010

디원/메쉬/B형/흰사출

HN-103      NO.873080
W605×D600×H910

디원/메쉬/회의용/흰사출

HN-201      NO.874890
W590×D580×H920/990

디원/메쉬/A형/검사출

HN-202      NO.875870
W640×D570×H920/1010

디원/메쉬/B형/검사출

HN-203      NO.876370
W605×D600×H910

디원/메쉬/회의용/검사출

D1
디원

좌판 우측 하단에 위치한 좌판 높낮이 
조절레버 시스템입니다.

높낮이 조절 레버
무게 중심에 의한 전도를 방지한 고무 
발굽입니다.

회의용 고정굽

등판 - 메쉬 Backrest - Mesh

매트 회색
Matt Gray

매트 연두
Matt Green

매트 검정
Matt  Black

좌판 - 천 Seat - Fabric

연두
Green

검정
Bl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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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nda/Spoty
판다 / 스포티

PD-100      NO.480280
W580×D535×H860/945

판다/흰사출/하늘

PD-101      NO.481280
W580×D535×H860/945

판다/흰사출/검정

PD-200      NO.480270
W580×D535×H860/945

판다/검사출/검정

PD-201      NO.481270
W580×D535×H860/945

판다/검사출/라임

SP-100      NO.181511
W620×D605×H900/970

스포티/흰사출/회색/연두천

SP-200      NO.432511
W620×D605×H900/970

스포티/검사출/검정천

SP-300      NO.183501
W620×D605×H900/970

스포티/검사출/검정/빨강천

SP-400      NO.184580
W620×D615×H930

스포티/회의용/검사출/검정/하늘천

라임
Lime

스카이블루
Sky Blue

검정
Black

판다 등&좌판 - 전용 올메쉬 Panda Backrest & Seat - All Mesh

스포티 : MATT메쉬 적용 / 좌판천



Office Chair

56

SU-100      NO.100521
W640×D635×H1145/1305

소울 대/검사출/검정

SU-200      NO.200531
W640×D635×H1145/1305

소울 대/흰사출/회색

SU-101      NO.100511
W640×D635×H1145/1305

소울B형 대/검사출/파랑

CB-310      NO.893780
W630×D592×H1205/1305

코비 대/회색사출/빨강

CB-311      NO.892280
W630×D557×H1025/1125

코비 중/회색사출/연두

CB-312      NO.893480
W630×D592×H1205/1305

코비 대/검사출/회색

CB-313      NO.892970
W630×D557×H1025/1125

코비 중/검사출/회색

DT-301      NO.880560
W587×D620×H1180/1270

D301 대/검정

DT-302      NO.880060
W587×D605×H940/1030

D301 중/검정

Soul / Cobi / D301
소울 / 코비 / 디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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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A-201      NO.210031
W600×D640×H1130/1190

스위치A형 대/요추

SWA-301      NO.301011
W600×D640×H1130/1190

스위치B형 대/요추

SWA-401      NO.301521
W600×D640×H1130/1190

스위치C형 대

S-301      NO.610501
W635×D590×H1090/1150

S-30 A형 대/검정

S-302      NO.610001
W635×D590×H950/1010

S-30 A형 중/빨강

S-303      NO.611590
W635×D590×H1090/1150

S-30 B형 대/연두

S-304      NO.611090
W635×D590×H950/1010

S-30 B형 중/파랑

Switch / S30
스위치 / 에스-30

인체의 움직임을 자연스럽게 해주는 메커니즘은 사용자에게 편안함을 제공

요추보호 지지대

사용자의 체형에 맞게 요추지지대를 
높낮이 조절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럼버써포트 시스템

스위치 스위치

S-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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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ry / Zenith / Roche / New Mesh
글로리 / 제니스 / 로체 / 신형메쉬

HN-340      NO.510531
W650×D570×H1190/1260

글로리 대

HN-341      NO.511031
W650×D560×H1030/1110

글로리 중

HN-342      NO.390590
W560×D560×H980

글로리 고정

ZN-310      NO.735021
W650×D570×H1180/1240

제니스 대/검정

RC-610      NO.745570
W580×D658×H1150/1230

로체 대

RC-620      NO.746070
W580×D658×H1000/1080

로체 중

NM-A01      NO.744001
W620×D630×H1150/1230

신형메쉬A형 대

NM-B01      NO.747380
W620×D620×H1150/1230

신형메쉬B형 대

등판 뒷면의 손잡이를 회전
하면 허리 받침이 돌출되어 
허리와 등을 받쳐줍니다.

인체의 움직임을 자연스럽게 
해주는 메커니즘은 사용자에게

편안함을 제공

사용자의 체형에 따라 편안한 
자세를 만들 수 있도록 팔걸이 
높이 조절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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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T-310      NO.736031
W620×D590×H1120/1250

씨팅 대

CT-311      NO.736521
W620×D550×H950/1030

씨팅 중

CT-312      NO.727001
W580×D620×H980

씨팅 회의용

PT-220      NO.825031
W640×D660×H1150/1210

파트너 메쉬 대/검정

PT-221      NO.826521
W640×D660×H980/1040

파트너 메쉬 중/연두

CL-330      NO.824031
W650×D600×H1150/1210

클레오 대/검정레자

CL-331      NO.820031
W650×D600×H1150/1210

클레오 대/연두

CL-332      NO.821521
W650×D600×H1000/1060

클레오 중/빨강

CL-333      NO.823021
W630×D630×H980

클레오 회의용/파랑

Citing / Partner / Cleo
씨팅 / 파트너 / 클레오

등판 뒷면의 손잡이를 회전
하면 허리받침이 돌출되어 
등을 받쳐주며 편안한 자세를 

유지시켜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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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C-100      NO.490860
W585×D600×H1110/1170

빅토리A형 대/흰사출/검정

VC-101      NO.490360
W585×D600×H970/1030

빅토리A형 중/흰사출/파랑

VC-105      NO.491360
W585×D600×H1110/1170

빅토리B형 대/흰사출/연두

VC-200      NO.492260
W585×D600×H1110/1170

빅토리A형 대/검사출/빨강

VC-210      NO.495750
W585×D600×H1110/1170

빅토리B형 대/검사출/검정

VC-211      NO.495250
W585×D600×H970/1030

빅토리B형 중/검사출/검정

Victory
빅토리

사용자의 미세한 자세교정 및 목의 피로도를 
최소화 시키기 위해 머리 받침의 각도 
및 높낮이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헤드레스트 각도 및 높낮이 조절
심플하고 모던한 인체공학적 팔걸이 
디자인으로 팔을 편안하게 해드립니다.

인체공학적 팔걸이 시스템

좌판 - 레자 Seat - Leather

검정
Black

등판 - 메쉬 Backrest - Mesh

AIA빨강
AIA Red

AIA연두
AIA Green

AIA파랑
AIA Blue

AI20검정
AI20 Bl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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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S-100      NO.741360
W620×D620×H1180/1240

장미원 대/빨강

RS-101      NO.742360
W620×D620×H1180/1240

장미원 대/파랑

RS-102      NO.751070
W620×D620×H1180/1240

장미투 대/연두

RS-103      NO.640560
W620×D620×H1030/1090

장미투 중/검정

Rose I / Rose II
장미 I / 장미 II

인체를 이해한 등판각도를
웨이브로 설계한 등받이입니다.

인체공학적 설계
사용자의 체형에 맞게 요추지지대를 
높낮이 조절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럼버써포트 시스템

등판 - 메쉬 Backrest - Mesh

조디블루
Jodi Blue

조디연두
Jodi Green

조디빨강
Jodi Red

조디검정
Jodi Black

좌판 - 레자 Seat - Leather

검정
Black

세련된 디자인과 뛰어난 컬러감각이 돋보이는 실용적인 제품으로
공간 활용에 따른 효율적인 사용이 가능한 제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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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E-350      NO.760370
W600×D640×H1150/1210

매미 메쉬 대/검사출

MAE-351      NO.761370
W600×D640×H1150/1210

매미 메쉬 대/검사출

MAE-352      NO.762370
W600×D640×H1150/1210

매미 메쉬 대/검사출

MAE-353      NO.763860
W600×D640×H1000/1070

매미 메쉬 중/검사출

GT-360      NO.994560
W580×D570×H1120/1200

젠틀맨 대/검정

GT-361      NO.991560
W580×D570×H1120/1200

젠틀맨 대/연두

GT-362      NO.992560
W580×D570×H1120/1200

젠틀맨 대/파랑

GT-363      NO.995060
W580×D570×H970/1050

젠틀맨 중/빨강

Maemi / Gentleman
매미 / 젠틀맨

심플하고 모던한 인체공학적 팔걸이 
디자인으로 팔을 편안하게 해드립니다.

인체공학적 팔걸이 시스템
사용자의 체형에 맞게 요추지지대를 
높낮이 조절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럼버써포트 시스템

등판 - 메쉬 Backrest - Mesh

조디블루
Jodi Blue

조디연두
Jodi Green

조디빨강
Jodi Red

조디검정
Jodi Black

좌판 - 레자 Seat - Leather

검정
Black

매미

젠틀맨

매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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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V-100      NO.513050
W640×D600×H1090/1170

하이브 메쉬 원 대/검정

HV-101      NO.430050
W640×D600×H1090/1170

하이브 메쉬 원 대/파랑

HV-120      NO.925350
W640×D600×H1090/1170

하이브 메쉬 투 대/주황

HV-121      NO.510840
W640×D600×H940/1020

하이브 메쉬 투 중/주황

HV-130      NO.445550
W640×D600×H1090/1170

하이브 메쉬 원/요추 대/검정

HV-131      NO.510550
W640×D600×H1090/1170

하이브 메쉬 원/요추 대/주황

HV-140      NO.520850
W640×D600×H1090/1170

하이브 메쉬 투/요추 대/연두

HV-150      NO.520550
W650×D640×H1090/1170

하이브 대/연두

HV-151      NO.451050
W650×D610×H940/1020

하이브 중/연두

Hive
하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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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ro
토로

TOR-100      NO.661570
W645×D640×H1125/1185

토로 대/흰사출/검정

TOR-101      NO.662570
W645×D640×H1125/1185

토로 대/흰사출/회색

TOR-200      NO.663070
W645×D640×H1125/1185

토로 대/연두

TOR-201      NO.664070
W645×D640×H1125/1185

토로 대/빨강

등판 틸팅 시 좌판이 뒤로 슬라이드
되며 등판의 틸팅각도에 연동되어
기울어져 최상의 착석감 제공

좌판 슬라이드 싱크로나이즈드 틸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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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gle / Next / Alto
이글 / 넥스트 / 알토

NT-810      NO.661060
W630×D540×H810/870

넥스트 원 메쉬/검정

NT-820      NO.663060
W630×D540×H810/870

넥스트 원 메쉬/주황

NT-830      NO.662060
W630×D540×H810/870

넥스트 투 등패드

AT-850      NO.505570
W620×D630×H1130/1190

알토 투 메쉬 대

AT-851      NO.395070
W620×D590×H940/1000

알토 투 메쉬 중

AT-852      NO.324570
W610×D640×H1130/1190

알토 투 날개 대

AT-853      NO.347070
W610×D590×H940/1000

알토 투 날개 중

EG-700      NO.883550
W610×D640×H1120/1220

이글 대/검레

EG-710      NO.884050
W610×D640×H900/1000

이글 중/검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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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bble
버블

등&좌판 - 인조가죽 Backrest - Artificial Leather

아이보리
Ivory

검정
Black

등판 - 천 Backrest - Fabric

연두
Green

검정
Black

특허등록 10-2013-0069429
특허등록 제 30-0603800
디자인등록 1010720350000

요추지지대가 이중으로 허리를 감싸주어 
허리의 균형을 잡아주고 업무의 피로를 
덜어줍니다.

요추지지대

BB-202      NO.771501
W690×D610×H1180/1250

버블스페셜 대/검정레자

BB-203      NO.771001
W690×D620×H1010/1080

버블스페셜 중/검정레자

BB-301      NO.766501
W640×D640×H1150/1220

버블 대/검정천

BB-101      NO.750021
W690×D610×H1180/1250

버블럭셔리 대/아이보리레자 

BB-201      NO.770501
W690×D610×H1180/1250

버블스페셜 대/연두천

인간의 신체를 과학적으로 해석하여 만든, 기능이 뛰어난 제품으로
앉을수록 편안함이 지속되는 요추보호 기능이 탁월한 제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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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C-100      NO.810090
W630×D600×H1190/1260

난초럭셔리 대

NC-102      NO.547570
W620×D590×H1170/1250

신형난초 대

Nancho
난초

디자인등록 제 30-052733

우수디자인상품 GD마크
난초스페셜

NC-101      NO.392580
W620×D630×H1150/1220

난초플러스 대/빨강

현대감각의 디자인과 색감이 돋보이는 난초 스페셜의자는 기능성과 
실용성을 위주로 설계, 제작된 우수디자인 제품으로 독특하고 심플한 
디자인에 친환경 사무가구로 인증된 제품입니다.

팔걸이 높이 조절이 가능하여 사용자의 
체형과 자세에 맞게 조절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팔걸이 높낮이 조절
별다른 조작없이 사용자의 하중에
비례하여 틸팅강도가 조절되어 편안한 
착석감을 느낄 수 있는 난초 플러스

셀프텐션 메커니즘
사용자의 미세한 자세교정 및 목의
피로도를 최소화 시키기 위해 머리
받침의 각도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헤드레스트 각도 조절

난초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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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ncho
난초

NC-108      NO.812560
W580×D610×H1200/1260

난초요추 대

NC-109      NO.728850
W580×D610×H1200/1260

난초 대/연두

NC-110      NO.732350
W580×D610×H990/1050

난초 중/파랑

NC-104      NO.463560
W590×D620×H1200/1260

난초B형 골드 대/연두

NC-105      NO.312060
W590×D590×H990/1050

난초B형 골드 중/빨강

NC-106      NO.329550
W570×D600×H1180/1240

난초B형 대/파랑

NC-107      NO.364050
W570×D600×H970/1030

난초B형 중/빨강

NC-103      NO.814070
W570×D610×H1180/1250

난초골드 대

등판 - 천 Backrest - Fabric

빨강
WT-1202

연두
WT-1203

블루
WT-1204

검정
WT-1201

좌판 - 레자 Seat - Leather

검정
Bl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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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등록 제 30-052733

우수디자인상품 GD마크
난초스페셜

NC-200      NO.637570
W570×D610×H980

신형난초틸팅/로라

NC-201      NO.729570
W570×D610×H980

신형난초틸팅/고정

NC-202      NO.730370
W570×D610×H980

난초틸팅/로라

NC-203      NO.782370
W570×D610×H980

난초틸팅/고정

NC-205      NO.827550
W580×D590×H950

난초B형 고정

NC-206      NO.814850
W570×D560×H960

난초 회의용 로라

NC-207      NO.815850
W570×D580×H960

난초 회의용 고정

착석시 편안함을 드리는 탄성에 의한 
틸팅 시스템입니다.

등판 틸팅 시스템
의자 하부의 캐스터는 무거운 중량에도
견딜 수 있는 부품으로 사용되어 장시간 
사용하여도 견고합니다.

이동바퀴
무게 중심까지 고려한 과학적 설계
디자인의 하부 다리 시스템입니다.

안전한 하부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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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estro
마에스트로

마에스트로 원 대/쇠다리

MA-130      NO.463011
W650×D600×H1160/1220

마에스트로 원 대

MA-140      NO.464001
W650×D600×H1160/1220

마에스트로 원 중

MA-150      NO.465590
W650×D600×H1000/1060

마에스트로 원 C형 대

MA-500      NO.464090
W640×D630×H1160/1220

탑마에스트로

TMA-100      NO.590580
W590×D600×H1230/1290

칼립소 원 대

HC-160      NO.476570
W620×D630×H1120/1180

칼립소 원 중

HC-161      NO.477070
W620×D630×H970/1030

마에스트로A형小

MA-600      NO.588560
W650×D600×H860/950

마에스트로 원/고정

MA-160      NO.380870
W560×D590×H970

마에스트로 小/고정

MA-700      NO.590270
W560×D590×H920

마에스트로 투/고정

MA-800      NO.381570
W560×D590×H970

마에스트로요추/고정

MA-900      NO.382580
W560×D590×H970

마에스트로 시리즈는 깔끔하면서도 현대적 디자인 감각이 살아있는 최적의 사무용의자입니다.
새로운 기술을 균형있게 조화시켜 인체의 움직임을 자연스럽고 편안하게 감싸주어
최상의 업무효과를 실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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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estro
마에스트로

마에스트로요추 대

MA-110      NO.469011
W650×D600×H1160/1220

마에스트로요추 중

MA-120      NO.470501
W650×D600×H1000/1060

마에스트로요추C형 대

MA-530      NO.471001
W650×D600×H1160/1220

마에스트로 투 대

MA-210      NO.466590
W650×D600×H1160/1220

마에스트로 투 중

MA-220      NO.467090
W650×D600×H1000/1060

마에스트로틸딩/로라

MA-300      NO.471080
W560×D590×H970

마에스트로틸딩/고정

MA-310      NO.472080
W560×D590×H970

마에스트로 투C형 대

MA-510      NO.429870
W640×D620×H1160/1220

마에스트로 투C형 중

MA-520      NO.541370
W640×D610×H1000/1060

다양한 컬러와 감각적인 디자인으로 등판이 인체를 자연스럽게 받쳐주어
편안한 자세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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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디아A형 대/파랑

SD-240      NO.880521
W640×D620×H1150/1220

세디아B형 대/빨강

SD-250      NO.881011
W640×D620×H1150/1220

세디아C형 대/회색

SD-260      NO.882001
W640×D620×H1150/1220

Lugar/Sedia/Mild
루가 / 세디아 / 마일드

루가B형 대/연두

RG-320      NO.611501
W640×D620×H1150/1220

루가C형 대/회색

RG-340      NO.623590
W640×D620×H1150/1220

루가C형 중/회색

RG-350      NO.611090
W640×D620×H1000/1070

마일드 대

MD-01      NO.513501
W610×D600×H1180/1230

마일드 중

MD-02      NO.514001
W610×D600×H1050/1100

마일드B형 대

MD-03      NO.547580
W610×D600×H1200/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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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dy/Y/Euro/Mangsa
에디 / 와이 / 유로 / 망사

에디 대

ED-01      NO.822521
W640×D580×H1150/1230

에디 중

ED-02      NO.823021
W640×D580×H990/1070

에디 회의용

ED-03      NO.824590
W580×D500×H905

와이 원 대/쇠다리/골드

Y-010      NO.965580
W630×D590×H1110/1180

와이 투  대/연두/검정

Y-021      NO.842080
W630×D590×H1110/1180

와이 투 대/민자검레

Y-022      NO.953080
W630×D590×H1110/1180

와이 투 대/조절팔/민자검레

Y-033      NO.963580
W630×D590×H1110/1180

망사B형 대

MS-01      NO.392570
W580×D600×H1170/1240

유로 대

UR-01      NO.771021
W600×D660×H1190/1250

유로 중

UR-02      NO.772511
W600×D660×H1090/1150

유로小

UR-03      NO.773011
W600×D660×H990/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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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 수입샤플리 대/검정레자

KI-01H      NO.901501
W600×D630×H1050/1100

KI 수입샤플리 중/검정레자

KI-01M      NO.902001
W600×D590×H880/930

Ki Shapley
국산 샤플리 / KI 수입샤플리

샤플리 중/아이보리

SP-150      NO.452002
W600×D600×H910/970

샤플리 대/검정레자

SP-110      NO.450502
W600×D620×H1030/1090

KI 수입샤플리 대/검정메쉬

KI-02H      NO.906501
W600×D630×H1050/1100

KI 수입샤플리 중/검정메쉬

KI-02M      NO.905001
W600×D590×H880/930

샤플리 회의용/검정레자

SP-130      NO.451571
W600×D600×H910

KI 수입샤플리 대/베이지

KI-03H      NO.911501
W600×D630×H1050/1100

KI 수입샤플리 중/베이지

KI-03M      NO.912001
W600×D590×H88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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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 대

RING-01      NO.568870
W610×D650×H1160/1240

링 중

RING-02      NO.569370
W610×D650×H1030/1100

링 소

RING-03      NO.570060
W610×D650×H900/980

시스카 고정

HC-145      NO.375840
W600×D630×H850

Ring/Siscar/New Piza/Piza
링 / 시스카고정 / 신피자 / 피자

피자 고정

PZ-312      NO.376660
W580×D600×H950

신피자 대/회색

PZ-210      NO.572880
W600×D620×H1050/1140

신피자 중

PZ-211      NO.470380
W600×D620×H950/1040

신피자 고정

PZ-212      NO.377570
W580×D600×H950

피자 대/올검정

PZ-310      NO.570670 (검사출)

PZ-321      NO.570970 (회색사출)

W600×D610×H1050/1140

피자 중

PZ-311      NO.493470 (검사출)

PZ-322      NO.452770 (회색사출)

W600×D610×H950/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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닥스 대

DS-110      NO.321011
W610×D660×H1120/1180

닥스B형 대

DS-120      NO.394090
W610×D660×H1120/1180

닥스날개 대

DS-140      NO.382780
W590×D730×H1110/1170

럭스 대/원백

LX-230      NO.929260
W620×D600×H1110

럭스 투 대/날개

LX-231      NO.883560
W590×D620×H1100

Lotze Back/Mongblang/Luxs/Sinsung
Darks/Musso
로체백 / 몽블랑 / 럭스 / 신성프로 / 신성날개 / 닥스 / 무쏘

무쏘프로 대/검정

HC-260      NO.791580
W610×D640×H1140/1210

신성프로 대

SS-280      NO.810070
W620×D660×H1130/1200

신성날개 대

SS-290      NO.724770
W610×D650×H1140/1200

로체백 대

LB-250      NO.824580
W610×D730×H1150/1210

MB-100      NO.523850
W660×D680×H1050/1130

몽블랑 대/검레

MB-110      NO.522070
W660×D680×H1050/1130

몽블랑 요추 대/연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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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싼 대/연두레자

TU-200      NO.401790
W600×D660×H1110/1180

신형골드요추 대/천

HC-190      NO.403590
W570×D650×H1200

투싼 대/민무늬검레

TU-210      NO.402790
W600×D600×H1110/1180

퓨전프로 대

HC-210      NO.812870
W600×D660×H1060

투싼 대/검정

TU-220      NO.792001
W600×D600×H1110/1180

투싼K형 대/검정

TU-230      NO.793501
W610×D600×H1110/1180

골드요추 대/검레

HC-191      NO.714590
W570×D650×H1200

신형투싼 대/천

TU-100      NO.402590
W590×D660×H1090/1170

Tucson/New Gold Yochu/Gold Yochu/Fusion Pro
투싼 / 신형골드요추 / 골드요추 / 퓨전프로

긴시간 동안 의자에 앉아 있어야 할 때 
목과 머리를 편안한 상태로 지지할 수 
있도록 넥레스트의 각도를 조절하여
피로감을 줄일 수 있습니다.

헤드레스트 조절
요추지지대가 이중으로 허리를 감싸듯 
받쳐주어 허리의 균형을 잡아주어 업무의 
피로를 덜어줍니다.

요추보호지지대

사람이 앉아서 움직이는 몸동작을 가장 
잘 받쳐주도록 개발된 메커니즘입니다. 
등판과 좌판이 각기 움직이며 착석자에게 
항상 편안한 환경을 제공합니다.

틸팅 메커니즘
외관상 깔끔하고 고급스러울 뿐만 아니라 
견고함과 내구성도 한층 더했습니다.

스틸 프레임

요추부분을 받쳐주는 시스템은 틸팅 
시 등판이 뒤로 젖혀질 때 요추를 밀어 
허리를 받쳐줌으로써 바르고 편안한 
자세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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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브 고급형 대

IV-093      NO.393590
W630×D630×H1160/1240

이브 고급형 중

IV-094      NO.321090
W630×D630×H960/1220

이브 대

IV-090      NO.833080
W600×D620×H1160/1240

이브B형 대

IV-091      NO.439070
W600×D620×H1170/1230

이브B형 중

IV-092      NO.410560
W600×D610×H990/1050

Eve/Opera/Venus
이브 / 오페라 / 비너스

비너스 대

VN-360      NO.474070
W590×D630×H1200/1290

비너스 중

VN-361      NO.475560
W590×D630×H970/1060

오페라 대

HC-340      NO.556080
W650×D600×H1200/1290

오페라 중

HC-341      NO.557570
W650×D600×H990/1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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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B C형 대/검정천

NBC-830      NO.329060
W590×D610×H1050/1130

NB C형 대/회색천

NBC-850      NO.418060
W590×D610×H1050/1130

NB C형 중/곤색천

NBC-840      NO.329550
W590×D610×H890/970

럭키 대/연두천

LK-811      NO.780360
W610×D660×H1140/1200

럭키 대/빨강천

LK-812      NO.781360
W610×D660×H1140/1200

럭키 대/파랑천

LK-813      NO.783360
W610×D660×H1140/1200

럭키 중/주황천

LK-814      NO.784850
W610×D660×H930/1000

NB/Lucky
엔비 / 럭키

절제된 직선 라인을 강조한 디자인으로 감각을 살렸으며
실용적인 기능으로 앉은 자세를 최적의 상태로 지지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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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탄요추 투 대

TT-130      NO.194041
W630×D570×H1180/1250

타이탄요추 투 중

TT-131      NO.183531
W630×D570×H1000/1050

파브 대

PV-350      NO.565080
W600×D660×H1100/1180

스카이 대

SKY-410      NO.682580
W580×D600×H1150/1240

스카이 중

SKY-411      NO.683080
W580×D600×H960/1050

아리아나

AA-380      NO.495060
W610×D610×H940/1000

키스

KIS-390      NO.475850
W590×D570×H920/1000

호이겐스 대

HG-120      NO.560570
W580×D590×H1140/1230

호이겐스 중

HG-121      NO.561070
W580×D590×H1060/1170

Titan Yochu/Pavv/Ariana/Kiss/ Huygens/Sky
타이탄요추 / 파브 / 아리아나 / 키스 / 호이겐스 / 스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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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형솔로 대/검정천

SL-310      NO.433260
W600×D680×H1080/1170

신형솔로 중/검정레자

SL-311      NO.493750
W600×D660×H980/1080

신형솔로/고정

SL-312      NO.556560
W600×D690×H980

아담 대

AD-300      NO.473070
W620×D610×H1180/1240

아담 중

AD-301      NO.474560
W620×D590×H940/1000

New Solo/Adam
신형솔로 / 아담

헤드레스트의 각도 및 높낮이를 조절할 
수 있어 머리와 목을 가장 효과적으로 
받쳐줍니다.

헤드레스트 각도 및 높낮이 조절
스틸소재의 자재를 사용하여
고급스러움을 높였습니다.

디테일이 살아있는 디자인

곡선형의 팔걸이는 앉아 있을 때 편안함을 
유지하여 팔의 부담을 덜어줍니다.

곡선형 팔걸이 디자인

세련된 디자인과 뛰어난 컬러감각이 돋보이는 실용적인 제품으로 
공간 활용에 따른 효율적인 사용이 가능한 제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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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스턴小

BT-490      NO.594560
W600×D610×H870/930

토토小

TO-500      NO.591060
W580×D610×H840/900

시몬/팔유

SM-470      NO.494550
W620×D560×H830/920

시몬/팔무

SM-471      NO.493050
W500×D560×H830/920

아리랑

HC-480      NO.129850
W580×D550×H930/990

엑스 투A형/연두

X-210      NO.944050
W600×D550×H800/860

엑스 투B형/주황

X-220      NO.952550
W600×D550×H800/860

엑스 원 A형

X-110      NO.940560
W680×D550×H800/860

Boston/Toto/Simon/Arirang/X
보스턴 / 토토 / 시몬 / 아리랑 / 엑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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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티스 대

MET-440      NO.152560
W590×D610×H1130/1190

매티스 중

MET-441      NO.139060
W590×D590×H910/970

둘리

DL-450      NO.862550
W590×D540×H960/1020

포니

PN-460      NO.863060
W600×D610×H860/920

빅스타A형

BS-430      NO.372850
W580×D590×H900/980

빅스타B형

BS-431      NO.363850
W580×D590×H900/980

Big Star/Dolly/Metis/Ponny
빅스타 / 둘리 / 매티스 / 포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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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fice Chair

Executive Chair

Conference & Multi-use

Lobby Chair

Seminar Table

중역용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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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ECUTIVE CHAIR  ▶



2CHAPTER. 02
Make you feel great joy upon looking at it. Sensation 

will reach at the point of sitting wherein you achieved 

the squeezing satisfaction in business space from a 

fancy-sensational high class cha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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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간자 대

WC-150      NO.132022
W670×D710×H1160/1230

코모도 대/목대

WC-160      NO.134022
W670×D790×H1150/1200

마스타 대/목대

WC-170      NO.136022
W650×D710×H1170/1240

사우나 발받이

HU-180      NO.418030
W510×D470×H400

리오 대

WC-110      NO.133022
W670×D710×H1160/1230

에쿠스 대

WC-120      NO.130022
W660×D750×H1200/1270

체어맨 대

WC-130      NO.131022
W660×D730×H1170/1240

광일 발받이

HU-140      NO.120530
W560×D540×H410

Wood Chair
우드체어

인간공학적으로 설계되어 뛰어난 안락감을 느낄 수 있으며 우드패턴과 가죽 소재의 
조화로 풍기는 품위가 고급스럽고 격조 높은 분위기를 만들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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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wotwo/Gumche/Eunche
투투 / 금채 / 은채

투투 대/앞면가죽

TWO-310      NO.631581
W620×D690×H1140/1210

투투럭셔리 대

TWO-325      NO.634551
W620×D690×H1140/1210

투투 대

TWO-320      NO.632531
W620×D690×H1140/1210

투투 중

TWO-330      NO.794521
W620×D650×H1000/1070

인체의 움직임을 자연스럽게 해주는 
틸딩 메커니즘은 편안한 자세를 유지
시켜 드립니다.

틸팅 메커니즘

금채/검정띠

GC-190      NO.370051
W640×D740×H1140/1220

은채/흰띠

EC-200      NO.371531
W640×D740×H1140/1220

은채

금채

투톤 컬러의 최고급 소재에서 풍기는 품위와 질감이
아름답고 고급스러운 멋을 더해주는 중역용 의자로
격조 높은 사무환경을 만들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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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no Chair 310 / 210
이노체어 310 / 210

특허등록 10-0480312
디자인등록 30-0372079

2

3

4

1

6

5

4

2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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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가죽은 통기성이 우수하며 자연
스러운 질감이 살아있어 세련되면서도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느낄 수 있습니다.

천연가죽 (GA모델해당)1

탁월한 탄성과 편안함이 제공되는  
헤드레스트

볼륨감있는 헤드레스트2

품격있는 클래식한 디자인으로 품격과 
효율성을 동시에 제공합니다.

고정팔걸이5

간이침대로 이용 시 발받침 가능,
운동 시 발목고정기능, 전후 조절기능 
및 높낮이 조절장치 내장

풋 레스트6

복근운동 시 마찰을 줄이며 등지압 
효과가 탁월합니다.

지압롤러3

등판각도를 5도 간격으로
180도까지 조절 및 고정

등판각도 조절레버4

INNO CHAIR
Function

180도 틸트 시스템이 적용된 이노체어 310 / 210 시리즈는 프리미엄급 기능성 의자입니다.
이노체어의 모든 제품은 복근운동, 스트레칭, 간이침대로 활용이 가능하며
일반 사무실은 물론 회의실, 학생용으로도 활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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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좌판 - 천연가죽 Backrest & Seat - Natural Leather

밤색
Brown

검정
Black

등&좌판 - 인조가죽 Backrest - Artificial Leather

밤색
Brown

검정
Black

COLOR SAMPLE  INNO Chair 310

ITEM LIST  INNO Chair 310

이노체어가
당신의 허리건강을
지켜드립니다.
180도 틸트 시스템이 적용된 이노체어 301/210 시리즈는

프리미엄급 기능성 의자입니다. 이노체어의 모든 제품은 

복근운동, 스트레칭, 간이침대로 활용이 가능하며 일반

사무실은 물론 회의실, 학생용으로도 활용됩니다.

천연 소가죽 콤비
IN-GA310-B      NO.131005

천연 소가죽
IN-G310-B      NO.131085

이노체어 310

IN-310-B      NO.131004
W670×D630×H1150/1230

팔걸이 : 고정 (원목)
180도 틸트시스템
틸팅 락
알루미늄 베이스
2단 발받침

ITEM LIST  INNO Chair 210

천연 소가죽 콤비
IN-GA210-B      NO.121004

천연 소가죽
IN-G210-B      NO.121005

이노체어 210

IN-210-B      NO.121033
W650×D630×H1150/1230

팔걸이 : 높낮이 조절
180도 틸트시스템
틸팅 락
알루미늄 베이스
2단 발받침

천연 소가죽 콤비
IN-GA210-W      NO.122004

천연 소가죽
IN-G210-W      NO.174005

이노체어 210

IN-210-W      NO.122033
W650×D630×H1150/1230

팔걸이 : 높낮이 조절
180도 틸트시스템
틸팅 락
알루미늄 베이스
2단 발받침

천연 소가죽 콤비
IN-GA310-W      NO.131005

천연 소가죽
IN-G310-W      NO.131085

이노체어 310

IN-310-W      NO.132004
W670×D630×H1150/1230

팔걸이 : 고정 (원목)
180도 틸트시스템
틸팅 락
알루미늄 베이스
2단 발받침

이노체어 등쿠션

IN-BC01      NO.121510

뒷면 고무밴드 (의자등판 고정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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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no Chair 260 / 150
이노체어 260 / 150

특허등록 10-0480312
디자인등록 30-0372079

이노체어260 등&좌판 - 인조가죽 INNO Chair 260 Backrest - Artificial Leather

밤색
Brown

검정
Black

이노체어150 등&좌판 - 인조가죽 INNO Chair 150 Backrest - Artificial Leather

빨강
Red

검정
Black

광일체어 260시리즈는 롤러를 제거하고 
인체에 닿는 부분을 모두 볼륨감을 주어 
최상의 편안함을 제공합니다.

등좌판 볼륨감
볼륨감있는 편안한 팔걸이는 사용자의 
만족감을 높여드립니다.

쿠션패드 팔걸이
이중 쿠션구조의 안락한 편안함을 선사
하는 헤드레스트입니다.

편안한 헤드레스트
좌판 아래에 장착되어 있으며 필요할 때
앞으로 꺼내 사용하며 높이조절 레버로
받침의 높이를 높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풋 레스트

이노체어 260 / 150 시리즈는 180도 틸트 시스템이 적용된 중역용 의자로
등 . 좌판과 푹신한 패딩이 하나로 어우러진 형태로 건강과 품격을 아는 분께
환영받는 최고 경영자급 중역의자입니다.

ITEM LIST  INNO Chair 260

이노체어 260

IN-260(W)      NO.263053
W670×D630×H1150/1230

팔걸이 : 고정
180도 틸트시스템
틸팅 락
알루미늄 베이스
2단 발받침

이노체어 260

IN-260(B)      NO.261053
W670×D630×H1150/1230

팔걸이 : 고정
180도 틸트시스템
틸팅 락
알루미늄 베이스
2단 발받침

ITEM LIST  INNO Chair 150

이노체어 150

IN-150-R      NO.115062
W620×D600×H1080/1170

팔걸이 : 높낮이 조절
180도 틸트시스템
틸팅 락
알루미늄 베이스
1단 발받침

이노체어 150

IN-150-B      NO.116062
W620×D600×H1080/1170

팔걸이 : 높낮이 조절
180도 틸트시스템
틸팅 락
알루미늄 베이스
1단 발받침



91

Inno Chair 700
이노체어 700

의자에 앉으면 하중으로 인해 바퀴가 
고정됩니다. 사용자의 체중이 25kg 이하 
일 때 캐스터의 브레이크 기능이 충분히 
작동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NO. 180010

싯브레이크 캐스터 (옵션)

특허등록 10-0480312
디자인등록 30-0372079

2관절 넥서포터
(710적용)
두개의 관절로 목 깊숙히
더욱 편안하게 받쳐줍니다.

180도 틸트 시스템이 적용된 이노체어 700 시리즈는
프리미엄급 기능성 의자입니다.
이노체어의 모든 제품은 복근운동, 스트레칭, 간이침대로 활용이 가능하며
일반 사무실은 물론 회의실, 학생용으로도 활용됩니다.

이노체어 700

IN-710HFA-GR      NO.173052
W620×D600×H1130/1220

헤드레스트
팔걸이 : 높낮이 조절
180도 틸트시스템
틸팅 락
알루미늄 베이스
1단 발받침

이노체어 700

IN-710HF-B      NO.171042
W620×D600×H1130/1220

헤드레스트
팔걸이 : 고정
180도 틸트시스템
틸팅 락
알루미늄 베이스
1단 발받침

이노체어 700

IN-710HFA-G      NO.174052
W620×D600×H1130/1220

헤드레스트
팔걸이 : 높낮이 조절
180도 틸트시스템
틸팅 락
알루미늄 베이스
1단 발받침

이노체어 730

IN-730HFN-R      NO.181012
W600×D660×H1140/1210

헤드레스트
팔걸이 : 고정
180도 틸트시스템
틸팅 락
나일론 베이스
1단 발받침

ITEM LIST  INNO Chair 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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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cking Chair/Jungsang/TopMaestro/Sooche
흔들의자 / 정상 / 탑마에스트로 / 수채

수채A형 대/흰띠

SC-700      NO.723521
W615×D720×H1140/1210

수채B형 대/흰띠

SC-710      NO.373590
W585×D720×H1140/1220

흔들의자

RK-300      NO.285011
W650×D660×H1140/1210

정상A형

JUN-270      NO.281590
W670×D640×H1190/1280

정상B형/검정

JUN-280      NO.294090
W650×D640×H1200/1270

정상B형/빨강

JUN-290      NO.391090
W650×D640×H1200/1270

어느 공간에서나 변함없는 편안함을 
제공하며 우아한 형상이 밝고 활기찬 
분위기를 연출합니다.

인체공학적인 등판 디자인
인체의 움직임을 자연스럽게 해주는 틸팅
메커니즘은 편안한 자세를 유지시켜
드립니다.

싱크로나이즈드 틸트 메커니즘

정상의자정상의자

사용자가 뒤로 기댈 시 등판과 등판 포스트가 다른 각도로 틸팅되며, 틸팅강도
조절이 가능하여 허리 부분을 좀 더 효과적으로 받쳐줍니다.

싱크로나이즈드 틸트 메커니즘

흔들의자 흔들의자 신선한 아이디어와 감각적인 디자인으로
등판 패딩 라인이 돋보이는
실용적인 의자입니다.

탑마에스트로

TMA-100      NO.590580
W590×D600×H1230/1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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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이 대

V-410      NO.840531
W660×D700×H1200/1270

브이 중

V-420      NO.841521
W660×D700×H1010/1080

브이 고정

V-430      NO.356001
W660×D710×H1010

쏘렌토 대

SR-380      NO.842551
W660×D670×H1180/1240

쏘렌토 중

SR-390      NO.843541
W660×D670×H1000/1060

쏘렌토 고정

SR-400      NO.176011
W640×D710×H1010

Sorento/V/Boksa/New Titan/Nemo
쏘렌토 / 브이 / 복사 / 뉴타이탄 / 네모

복사 대

BK-230      NO.213511
W690×D670×H1160/1230

뉴타이탄 대

NT-240      NO.904011
W700×D690×H1160/1230

네모 대/좌판쿠션

NM-250      NO.123551
W650×D720×H1140/1210

네모 중/좌판쿠션

NM-260      NO.117541
W650×D720×H1010/1080

부드러운 소재와 정돈된 디자인으로 인체의 움직임에 즉각 반응하는 메커니즘으로
사용하시는 분에게 감동을 드리는 중역용 의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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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타지 대

ST-550      NO.115051
W650×D660×H1180/1250

환타지 중

ST-560      NO.118041
W650×D660×H990/1060

싼타페 대

ST-570      NO.512541
W650×D740×H1220/1270

싼타페 중

ST-580      NO.513531
W650×D740×H970/1020

몬타 대

MON-520      NO.172541
W640×D730×H1150/1220

제논신형 대

NZ-530      NO.250541
W650×D710×H1200/1270

제논신형 중

NZ-540      NO.251531
W650×D680×H920/990

오피러스 원 대

OP-490      NO.163541
W670×D700×H1150/1200

울트라 대

UT-500      NO.719541
W660×D630×H1190/1270

울트라 중

UT-510      NO.720531
W660×D630×H1010/1090

우노

UN-535      NO.924531
W770×D745×H1150/1175

Ultra/Uno/Opirus/Monta/New Zenon/Fantasy/Santafe
울트라 / 우노 / 오피러스 / 몬타 / 제논신형 / 환타지 / 싼타페

인체를 편안하게 감싸안는 부드러운 곡선과 간결하고 명쾌한 직선의 조화는
최상의 편안함과 함께 사용자의 품위를 더욱 돋보이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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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마운틴 대

NMT-660      NO.636051
W630×D710×H1170/1230

신마운틴 중

NMT-670      NO.637041
W630×D700×H1040/1090

레오 대

REO-630      NO.847531
W650×D770×H1150/1220

레오 중

REO-640      NO.848521
W650×D760×H1010/1080

레오 고정

REO-650      NO.358001
W650×D700×H1020

제논 대

ZN-600      NO.849041
W620×D710×H1130/1200

제논 중

ZN-610      NO.729021
W620×D660×H870/940

Zenon/Reo/New Mountain
제논 / 레오 / 신마운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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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셜 대

SPE-750      NO.653541
W650×D750×H1140/1210

보스 대

BOSS-760      NO.674590
W670×D750×H1140/1210

보스 중

BOSS-770      NO.675580
W650×D710×H1030/1100

사우나

SV-100      NO.194590
W690×D790×H1000

스마트 1호

SM-200      NO.179790
W620×D780×H1040

국회의자/아이보리

GH-700      NO.861831
W600×D660×H980/1050

국회의자/검정레자

GH-710      NO.862831
W600×D660×H980/1050

Gukhoe Chair/Special/Boss/Sauna/Smart
국회의자 / 스페셜 / 보스 / 사우나 / 스마트

모던한 감각의 세련된 디자인과 기능성이 뛰어난 고품격 중역용의자로써
최고급 소재와 마감재를 사용하여 고급스러움을 더해 줍니다.

사우나 발받이

HU-180      NO.418030
W510×D470×H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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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용로라 A형/검레

CF-880      NO.974550
W570×D590×H820

회의용고정 B형/검레

CF-890      NO.975350
W560×D570×H810

비즈니스 3단

BN-820      NO.650060
W630×D650×H1080/1160

비즈니스 2단

BN-830      NO.651550
W630×D630×H960/1040

비즈니스 1단

BN-840      NO.652050
W630×D585×H900/980

Master/Galaxy/Business/Conference
마스타 / 갤럭시 / 비즈니스 / 회의용의자

갤럭시 대

GL-800      NO.137590
W660×D720×H1140/1220

갤럭시 중

GL-810      NO.132580
W660×D720×H940/1020

마스타 대

MAS-720      NO.134511
W660×D710×H1200/1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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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 1800/겨자

KI-1800V      NO.140581
W690×D720×H1170/1240

KI 1800/검정

KI-1800B      NO.142581
W690×D720×H1170/1240

Ki 1800
케이아이 1800

헤드레스트에 볼륨감을 주어 편안함을 
더해 드립니다.

볼륨감이 느껴지는 헤드레스트
이중쿠션 구조로 탁월한 탄성과
편안함이 제공됩니다.

이중쿠션 구조

사용자의 체형 및 앉은 자세에 맞도록 등판 안 요추의 위치를 상하(1), 앞뒤(2)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요추조절 시스템

3 좌판 높낮이 조절 레버 (레버돌리기)

4 좌판 각도 조절 레버

5 중심봉 높낮이 조절 레버

6 등판 각도 조절레버

6번 등판 각도 조절과 4번 각도 조절을
같이 사용할 경우 의자 등판과 좌판이

같이 눕혀집니다.

1

2

세련된 멋과 실용성을 갖춘 중역용 의자로
인체공학 곡선 등 . 좌판과 푹신한 패딩이 하나로 어우러진 형태로
멋을 아는 분께 환영받는 국제감각의 중역의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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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 1500 대

KI-1500H      NO.142541
W680×D730×H1160/1230

KI-70

KI-70      NO.700051
W600×D660×H1220/1290

KI-80

KI-80      NO.800561
W700×D660×H1220/1290

등판 젖힘과 동시에 등,좌판이 
각각의 각도로 기울어져 몸을 
뒤로 젖히면 몸 전체를 펴주어 
척추의 자세를 S자로 회복시켜
주어 인체가 자연스럽게 스트레칭 
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싱크로나이즈드 틸팅

Ki 70/80/1500
케이아이 70 / 80 / 1500

볼륨감을 더한 등판은 포근하고
따뜻한 사무공간을 연출합니다.

포근한 등판

등판과 좌판에 연결된 팔걸이의
견고성과 고급스러움이 세련된
느낌을 더해드립니다.

세련된 팔걸이 디자인

세련된 멋과 실용성을 갖춘 중역용의자로 인체공학적 곡선 등 . 좌판과 푹신한 패딩이 하나로 어우러진 형태로
멋을 아는 분께 환영받는 국제감각의 중역의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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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 8500/빨강

KI-8500R      NO.201521
W690×D730×H1170/1240

KI 8500/검정

KI-8500B      NO.202521
W690×D730×H1170/1240

Ki 8500
케이아이 8500

인조가죽 소재의 덮개 팔걸이는 견고
하고 부드러워 사용자의 팔을 편안하게 
받쳐줍니다.

덮개 팔걸이
사용자의 신체조건에 맞추어 의자의 
높이를 조절할 수 있어 최적의 상태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의자 높낮이 조절

심플하면서도 깊이감이 있는 디자인 !!
침대기능을 지원하며 뛰어난 안락감을 선사하는 KI8500은
간결함 속에 느껴지는 매력적인 스타일로 기능과 실용성에 앞서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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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대형 틸트 시스템이 적용된 KI833은 프리미엄급 
기능성 의자로 간이침대로 활용 가능하며 일반 
사무실은 물론 회의실, 학생용 으로도
활용됩니다.

침대형 틸트 시스템

KI 8300/밤색

KI-8300W      NO.860501
W640×D720×H1150/1220

KI 8300/검정

KI-8300B      NO.861501
W640×D720×H1150/1220

Ki 8300/833
케이아이 8300 / 833

KI-833

KI-833      NO.833501
W660×D730×H1190/1250

등판틸팅 조절

좌판 높낮이 조절

중후한 멋과 격조가 살아 있는 디자인 !!
침대기능을 지원하며 뛰어난 안락감을 선사하는 KI8300은
인체를 편안하게 감싸주어 최상의 편안함과 안락함을 제공합니다.

좌판 아래 장착되어 있는 접이식 발받침은
휴식을 원하실 때 꺼내서 사용하시고
휴식 후 접어서 좌판 밑으로 넣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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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 870/검정

KI-870B      NO.300080
W660×D730×H1120/1190

KI 870/겨자

KI-870V      NO.301080
W660×D730×H1120/1190

Ki 870/650/680/760/780
케이아이 870 / 650 / 680 / 760 / 780

KI 650 회전/겨자

KI-650V      NO.915570
W660×D700×H1050/1120

KI 650 회전/검정

KI-650B      NO.916570
W660×D700×H1050/1120

KI 680 회전/검정

KI-680B      NO.932770
W680×D710×H1090/1160

KI 680 회전/밤색

KI-680BW      NO.931770
W680×D710×H1090/1160

KI 760 회전/검정

KI-760      NO.243770
W640×D700×H1100/1170

KI 780 회전/검정

KI-780      NO.242770
W670×D730×H1100/1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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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 580 회전

KI-580H      NO.921860
W600×D650×H1030/1100

KI 580 고정

KI-580L      NO.942360
W620×D655×H1030

Ki 860/810/580/820
케이아이 860 / 810 / 580 / 820

KI 810 대

KI-810H      NO.412060
W640×D710×H1180/1240

KI 860/검정

KI-860B      NO.413080
W660×D730×H1200/1270

KI 820/빨강

KI-820R      NO.410860
W570×D670×H1060/1130

KI 820/검정

KI-820B      NO.411860
W570×D670×H1060/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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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FERENCE & MULTI-USE  ▶



3CHAPTER. 03
The chair’s harmony of design and its functions 

maintain comfortable posture according to the body 

movement, add comfort in refined colors and simple

design, and increases various space utilization by

using multi-purpose chair se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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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gcho
앵초

인체공학적 설계의 웨이브라인의 등받이와
착석 시 쾌적함을 높여드리는 등받이 
틸팅 시스템

등판 틸팅시스템
언제 어디서나 활용가능하며 좌판 폴딩
되므로 이동이나 보관 시 공간활용이 
우수한 시스템

좌판 폴딩시스템

앵초 틸팅 로라/줄무늬

EN-710      NO.920850
W565×D580×H845

앵초 틸팅 로라/회색

EN-720      NO.921850
W565×D580×H845

앵초 틸팅 로라/스카이블루

EN-730      NO.923850
W565×D580×H845

좌판 - 천 Seat - Fabric

검정
Black

줄무늬
Stripe

등판 - 메쉬 Backrest - Mesh

AIA회색
AIA Gray

AIA진빨강
AIA Deep Red

AIA연두
AIA Green

AIA파랑
AIA Blue

AIA하늘
AIA Sky Blue

AI20검정
AI20 Black

등받이에 몸을 뒤로 젖히면 알맞은 각도로 등판이 넘어가 오랜 강의나 세미나에도
피로도를 최소화시켜주는 현대적인 의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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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초A형 로라/화이트/연두

EN-310      NO.913540
W570×D560×H830

앵초A형 로라/화이트/올스카이블루

EN-320      NO.915540
W570×D560×H830

앵초A형 로라/올화이트/파랑

EN-300      NO.914540
W570×D560×H830

앵초A형 로라/검정

EN-350      NO.910340
W570×D560×H830

앵초 A형 로라/빨강

EN-360      NO.911340
W570×D560×H830

앵초B형 로라/등패드유

EN-370      NO.912540
W570×D560×H830

앵초C형 로라/등사출

EN-380      NO.923240
W570×D560×H830

앵초B형 로라/화이트/등패드유

EN-330      NO.241740
W570×D560×H830

앵초C형 로라/화이트/등사출

EN-340      NO.947440
W570×D560×H830

좌판 - 천 Seat - Fabric

검정
Black

파랑
Blue

연두
Green

앵초의자는 보관과 이동이 쉬워 다양한 커뮤니케이션 활동들이 한 공간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며
효율적인 회의실 분위기를 만들어 드릴 것입니다.

등판 - 메쉬 Backrest - Mesh

매트 하늘
Matt SkyBlue

매트 파랑
Matt Blue

매트 회색
Matt Gray

매트 주황
Matt Orange

매트 빨강
Matt Red

매트 연두
Matt Green

매트 검정
Matt  Black

NO30흰색
NO30 Wh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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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체공학적 등판 웨이브 라인과
통기성을 고려한 등판 메쉬입니다.

등판 디자인

Engcho
앵초

앵초A형 회전/검정

EN-120      NO.947650
W570×D530×H830/890

앵초A형 회전/빨강

EN-130      NO.971650
W570×D530×H830/890

앵초B형 회전/등패드유

EN-220      NO.908850
W570×D530×H830/890

앵초C형 회전/등사출

EN-230      NO.901550
W570×D530×H830/890

앵초A형 회전/올화이트

EN-100      NO.914160
W570×D530×H830/890

앵초A형 회전/화이트

EN-110      NO.916850
W570×D530×H830/890

앵초B형 회전/화이트/등패드유

EN-200      NO.903160
W570×D530×H830/890

앵초C형 회전/화이트/등사출

EN-210      NO.983750
W570×D530×H830/890

앵초 시리즈는 다양한 소재와 형태를 바탕으로
다양한 이미지 연출이 가능하며 견고한 프레임에
심플한 디자인을 가미하여 신세대 감각이
돋보이는 세미나용 의자입니다.

좌판 - 천 Seat - Fabric

검정
Black

등판 - 메쉬 Backrest - Mesh

매트 하늘
Matt SkyBlue

매트 파랑
Matt Blue

매트 회색
Matt Gray

매트 주황
Matt Orange

매트 빨강
Matt Red

매트 연두
Matt Green

매트 검정
Matt  Black

NO30흰색
NO30 Wh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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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초A형 시스카/빨강

EN-600      NO.965240
W560×D580×H790

앵초A형 시스카/화이트/스카이블루

EN-610      NO.916440
W560×D580×H790

앵초B형 시스카/등패드유

EN-620      NO.918440
W560×D580×H790

앵초C형 시스카/등사출

EN-630      NO.947140
W560×D580×H790

앵초A형 회의용 로라/검정

EN-500      NO.902240
W570×D560×H830

앵초A형 회의용 로라/화이트/주황

EN-510      NO.943440
W570×D560×H830

앵초B형 회의용 로라/화이트/등패드유

EN-520      NO.913640
W570×D560×H830

앵초C형 회의용 로라/화이트/등사출

EN-530      NO.932340
W570×D560×H830

편안하게 받쳐주는 팔걸이
디자인입니다.

팔걸이 디자인

실내나 실외에서 견고하게 쓸 수 있으며 
소음과 스크레치를 방지합니다.

스크레치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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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초 로라 수강용/회색/검정

SC-302      NO.492780
W600×D600×H890

사랑초 로라 수강용/검정/검정

SC-301      NO.491780
W600×D600×H890

사랑초 수강용 고정/빨강/검정

SC-304      NO.494580
W600×D600×H890

사랑초 수강용 고정/주황/검정

SC-303      NO.493580
W600×D600×H890

사랑초 고정/스카이블루/검정

SC-102      NO.482860
W600×D600×H890

사랑초 고정/연두/검정

SC-101      NO.418860
W600×D600×H890

사랑초 고정/파랑/검정

SC-103      NO.483860
W600×D600×H890

사랑초 로라/회색/회색

SC-202      NO.472070
W600×D600×H890

사랑초 로라/연두/연두

SC-201      NO.471070
W600×D600×H890

사랑초 로라/파랑/검정

SC-203      NO.473070
W600×D600×H890

Sarangcho
사랑초

컵홀더

테이블 폴딩

틸팅시스템

사랑초 시리즈는 폴딩 메커니즘이 적용되어 사용자의 편의성과 효율성을 높여주며
보관과 이동이 용이하여 협소한 장소에서도 활용도가 매우 높아 다양한 공간을 연출합니다.

좌판 - 천 Seat - Fabric

검정
Black

회색
Gray

연두
Green

등판 - 메쉬 Backrest - Mesh

매트 하늘
Matt SkyBlue

매트 파랑
Matt Blue

매트 회색
Matt Gray

매트 주황
Matt Orange

매트 빨강
Matt Red

매트 연두
Matt Green

매트 검정
Matt  Black

NO30흰색
NO30 Wh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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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형매틱 투/팔유/메쉬

MT-110      NO.911850
W600×D600×H820

신형매틱 투B형/팔유/패드유

MT-111      NO.913060
W600×D600×H820

신형매틱 투C형/팔유/등사출

MT-112      NO.914750
W600×D600×H820

New Matic / Matic
신형매틱 / 매틱

매틱A형 회전/팔유/메쉬

MT-310      NO.911070
W590×D560×H830/890

매틱A형 회전/팔무/메쉬

MT-311      NO.914660
W510×D560×H830/890

매틱A형 로라/팔유/메쉬

MT-312      NO.913360
W590×D560×H830

매틱A형 고정/팔유/메쉬

MT-313      NO.914360
W590×D560×H780

매틱의자는 보관과 이동이 쉬워 다양한 커뮤니케이션 활동들이 한 공간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며 효율적인 회의실 분위기를 만들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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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ic
매틱

매틱A형 스타킹/팔유/메쉬

MT-210      NO.921360
W595×D570×H840

매틱B형 스타킹/팔무/등패드유

MT-211      NO.922260
W510×D570×H840

매틱C형 스타킹/팔무/등사출

MT-212      NO.363950
W510×D570×H840

매틱C형 회전/팔유/등사출

MT-610      NO.382960
W595×D545×H830/890

매틱C형 회전/팔무/등사출

MT-611      NO.323560
W510×D545×H830/890

매틱C형 로라/팔유/등사출

MT-612      NO.310260
W595×D545×H830

매틱C형 고정/팔유/등사출

MT-613      NO.307260
W595×D545×H780

매틱B형 회전/팔유/등패드유)

MT-510      NO.919270
W595×D545×H830/890

매틱B형 회전/팔무/등패드유

MT-511      NO.920860
W510×D545×H830/890

매틱B형 로라/팔유/등패드유

MT-512      NO.369560
W595×D545×H830

매틱B형 고정/팔유/등패드유

MT-513      NO.678560
W595×D545×H780

등판 - 메쉬 Backrest - Mesh

IS검정
IS Black

IS주황
IS Orange

IS하늘
IS SkyBlue

IS빨강
IS Red

IS파랑
IS Blue

좌판 - 천 Seat - Fabric

검정
Bl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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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틱 수강용A형 투/메쉬

MT-713      NO.941190
W570×D700×H830

매틱 수강용B형 투/등패드

MT-714      NO.942390
W570×D700×H830

매틱 수강용C형 투/등사출

MT-715      NO.942090
W570×D700×H830

매틱 수강용A형/메쉬

MT-710      NO.933880
W570×D560×H830

매틱 수강용B형/등패드

MT-711      NO.932090
W570×D560×H830

매틱 수강용C형/등사출

MT-712      NO.932780
W570×D560×H830

Matic Tablet/D10
매틱 수강용 / 디텐

디텐 회전

D10-2      NO.766550
W575×D545×H875/985

디텐 플러키/로라

D10-3      NO.703260
W590×D560×H850

디텐 회의용

D10-4      NO.768750
W590×D570×H850

다목적 수강용가구 시스템으로 다양한 형태의 교육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이동성에 의한 공간 재구성이 가능하도록 설계된 교육용 시스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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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mo/Swing
프리모 / 스윙

프리모 로라/B형/팔유

PM-125      NO.929580
W605×D610×H780

프리모 고정/팔유

PM-126      NO.927580
W605×D610×H780

프리모 로라/팔유/흰사출

PM-122      NO.942090
W605×D610×H780

프리모 로라/팔유

PM-123      NO.937580
W605×D610×H780

프리모 로라/팔무

PM-124      NO.941080
W540×D610×H780

프리모스페셜 로라/팔유/흰사출/연두

PM-120      NO.651590
W605×D610×H780

프리모스페셜 로라/팔유/흰사출/빨강

PM-121      NO.652590
W605×D610×H780

스윙/흰사출/스카이블루

SW-101      NO.916880
W600×D540×H820

스윙/올검정

SW-102      NO.761580
W600×D540×H820

스윙/빨강

SW-103      NO.762580
W600×D540×H820

스윙/파랑

SW-104      NO.763580
W600×D540×H820

신개념의 새로운 소재를 사용하였으며 뛰어난 내구성과 안락함으로
업무에서 오는 피로를 최소화시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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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세 로라/팔유/흰사출

PS-200      NO.163060
W600×D560×H880

포세 로라/팔유/검사출

PS-300      NO.164350
W600×D560×H880

포세 로라/팔무/검사출

PS-150      NO.162250
W460×D560×H880

Posse
포세

포세 로라/팔유/검사출

PS-01      NO.161550
W600×D560×H880

포세 스타킹/뒷고정

PS-400      NO.165060
W595×D545×H830

좌판 - 천 Seat - Fabric

검정
Black

회색
Gray

등판 - 메쉬 Backrest - Mesh

IS검정
IS Black

IS빨강
IS Red

IS파랑
IS Blue

매트 회색
Matt Gray

세련된 디자인은 물론 견고성이 뛰어나 어느 공간이라도 규모에 맞게
사용할 수 있어 효율성을 높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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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M3-400
디엠3-400

DM3-400      NO.131870
W535×D565×H890

디엠3-400 로라/팔무/검사출

DM3-400WG      NO.134090
W535×D565×H890

디엠3-400 로라/팔무/흰사출

DM3-401      NO.132280
W587×D565×H890

디엠3-400 로라/팔유/검사출

DM3-401W      NO.135590
W587×D565×H890

디엠3-400 로라/팔유/흰사출

DM3-401G      NO.133280
W587×D565×H890

디엠3-400 고정/팔유/검사출

DM3-401WG      NO.136590
W587×D565×H890

디엠3-400 고정/팔유/흰사출

착석 시 쾌적함을 높여드리는
등받이 틸팅 시스템입니다.

틸팅시스템
좌판 폴딩시스템으로 공간활용,
보관, 이동이 용이한 시스템입니다.

폴딩시스템

심플함과 인체공학적 디자인을 함께 잡은 DM3-400 !!
등판 틸팅 기능과 수평 적재 기능을 갖추어 공간 활용에 뛰어나며
등판의 높이가 더 높아져 장시간 착석 시에도 사용자에게 편안함을 안겨줍니다.

좌판 - 천 Seat - Fabric

검정
Black

회색
Gray

연두
Green

등판 - 메쉬 Backrest - Mesh

매트 하늘
Matt SkyBlue

매트 파랑
Matt Blue

매트 회색
Matt Gray

매트 주황
Matt Orange

매트 빨강
Matt Red

매트 연두
Matt Green

매트 검정
Matt  Bl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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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프 로라/팔유

LP-212      NO.710590
W560×D530×H830

리프 로라/팔무

LP-213      NO.711090
W540×D530×H830

리프 수강용

LP-214      NO.710521
W570×D530×H830

리프 회전/팔무

LP-211      NO.736011
W540×D570×H830/900

U20/Leaf/Daisy
유이공 / 리프 / 데이지

데이지 로라/팔유/패드무

DG-210      NO.621550
W520×D530×H810

데이지 로라/팔무/패드무

DG-211      NO.623250
W510×D530×H810

데이지B형 뒷고정/팔유/패드유

DG-212      NO.624850
W520×D530×H810

데이지 고정/팔유/패드유

DG-213      NO.627850
W520×D530×H810

유이공/팔유

U20-1      NO.284060
W595×D550×H850

유이공/팔무

U20-2      NO.272750
W545×D550×H850

유이공/팔유/흰사출

U20-3      NO.263360
W595×D550×H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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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레이스 수강A형/팔유/메쉬

GR-100      NO.827301 (틸팅유)

GR-200      NO.872890 (틸팅무)

W560×D540×H850

그레이스 수강B형/팔유/등패드

GR-101      NO.749001 (틸팅유)

GR-201      NO.732590 (틸팅무)

W560×D540×H850

그레이스 수강C형/팔무/좌패드

GR-102      NO.932590 (틸팅유)

GR-202      NO.943090 (틸팅무)

W560×D540×H850

Grace Tablet/Grace/Plain
그레이스 수강용 / 그레이스 / 플레인

그레이스 로라A형/팔유/메쉬

GR-310      NO.826180 (틸팅유)

GR-311      NO.837670 (틸팅무)

W560×D540×H850

그레이스 로라B형/팔유/등패드

GR-510      NO.813870 (틸팅유)

GR-511      NO.825370 (틸팅무)

W560×D540×H850

그레이스 로라C형/팔무/좌패드

GR-610      NO.822370 (틸팅유)

GR-611      NO.822860 (틸팅무)

W560×D540×H850

플레인 멀티A형/메쉬/틸팅무

PL-310      NO.942170
W595×D550×H800

플레인 멀티B형/등좌패드/틸팅무

PL-311      NO.953370
W595×D550×H800

플레인 로라A형/수강용/틸팅무

PL-210      NO.972001
W640×D550×H800

플레인 로라A형/메쉬/틸팅무

PL-211      NO.983370
W595×D550×H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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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go Win
비고윈

BG-300      NO.773560
W645×D535×H850

비고윈 뒷고정/빨강

BG-100      NO.770560
W645×D535×H850

비고윈 로라/검정

BG-301      NO.774260
W645×D535×H850

비고윈 로라/검정/등사출

BG-200      NO.771560
W645×D535×H850

비고윈 고정/파랑

BG-201      NO.772560
W645×D535×H850

비고윈 고정/연두

등판 - 메쉬 Backrest - Mesh

AA빨강
AA Red

매트 회색
Matt Gray

매트 검정
Matt Black

AA연두
AA Green

AA파랑
AA Blue

좌판 - 천 Seat - Fabric

검정
Black

사람과 의자의 일체감에 역점을 둔 디자인으로
인체공학적이면서도 밝은 분위기 연출이 가능한 제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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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100 로라/팔유/등패드유

S100-3      NO.356050
W590×D550×H780

에스100 로라/팔무/등사출

S100-4      NO.977540
W490×D550×H780

에스100 스타킹/팔유/등사출

S100-5      NO.913540
W590×D550×H780

에스100/팔유

S100-1      NO.354050
W590×D550×H780

에스100/팔무

S100-2      NO.355740
W490×D550×H780

S-100/Senso
에스100 / 센소

센소 회전

SS-501      NO.903560
W520×D560×H820/910

센소 회의A형

SS-502      NO.905240
W520×D540×H820

센소 회의B형 뒷고정

SS-503      NO.927440
W520×D540×H820

센소 회의C형 고정

SS-504      NO.932440
W520×D540×H820

보관과 이동이 쉬워 회의, 프리젠테이션, 교육 그룹미팅 등
다양한 커뮤니케이션 활동이 한 공간에서 일어날 수 있게 도와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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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gic
매직

매직 로라/팔유/검정

MAG-100      NO.330730
W560×D640×H870

매직 로라/팔유/연두

MAG-102      NO.332040
W560×D640×H870

매직 로라/팔유/검정/흰사출

MAG-200      NO.333240
W560×D640×H870

매직 수강용 로라/검정

MAG-300      NO.336550
W610×D650×H870

매직 로라/팔유/빨강

MAG-104      NO.334040
W560×D640×H870

착석 및 기상 시의 불편을 줄이고 필기 시 
손목과 어깨 동선을 고려한 디자인으로 
사용의 편의성을 더욱 높였습니다.

수강판 폴딩시스템

매직 로라/팔무/검정

MAG-150      NO.329530
W495×D640×H870

매직 로라/팔유/주황

MAG-103      NO.333040
W560×D640×H870

매직 로라/팔유/파랑/흰사출

MAG-201      NO.335540
W560×D640×H870

모던한 감성으로 균형있게 조화시킨 심플한 디자인은
다양한 공간연출을 실현합니다.

등판 - 메쉬 Backrest - Mesh

AA빨강
AA Red

AA주황
AA Orange

매트 검정
Matt Black

AA연두
AA Green

AA파랑
AA Blue

좌판 - 천 Seat - Fabric

검정
Bl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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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토즈 플러키 로라/연두천

ATO-200      NO.798940
W530×D550×H800

로즈마리/검정

RY-100      NO.620230
W535×D565×H810

아토즈 플러키 로라/등패드유

ATO-210      NO.791250
W530×D550×H800

로즈마리/연두

RY-101      NO.623530
W535×D565×H810

아토즈 플러키 로라/흰사출/검정천

ATO-220      NO.792150
W530×D550×H800

로즈마리/회색

RY-102      NO.624530
W535×D565×H810

아토즈 플러키 로라/흰사출/등패드유

ATO-230      NO.794450
W530×D550×H800

아토즈 회의용 로라/연두천

ATO-100      NO.923930
W530×D510×H800

아토즈 회의용B형 로라/등패드유

ATO-110      NO.916240
W530×D510×H800

아토즈 회의용 로라/흰사출/검정천

ATO-120      NO.953140
W530×D510×H800

아토즈 회의용B형 로라/흰사출/등패드유

ATO-130      NO.926440
W530×D510×H800

Atoz/Rosemary
아토즈 / 로즈마리

모던한 감성으로 균형있게 조화시킨 심플한 디자인은
다양한 공간연출을 실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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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판을 위로 들어 여러 개의 의자를
겹쳐 놓을 수 있어 이동과 보관이
용이합니다.

좌판 폴딩시스템

플러키 스타킹/팔무

PK-610      NO.912140
W570×D490×H760

플러키 스타킹/팔유

PK-611      NO.987140
W600×D490×H760

플러키 회전/등좌패드

PK-510      NO.987550
W610×D580×H810/900

플러키 로라/팔유

PK-511      NO.989240
W600×D560×H810

플러키 로라/팔유/무패드

PK-512      NO.932730
W600×D560×H810

플러키 고정/팔무

PK-513      NO.991830
W570×D560×H760

Plucky
플러키

인체의 곡선을 살리고 사용자의
움직임에 따라 자연스럽게 몸에
밀착되도록 설계된 회의용 의자로
공간연출을 자유롭게 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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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인지 스타킹/파랑/팔유

CG-201      NO.305730
W570×D490×H800

체인지 스타킹/연두/팔무

CG-202      NO.306530
W490×D490×H800

체인지 스타킹/주황/팔무

CG-203      NO.307530
W490×D490×H800

체인지101 로라/팔유

CG-101      NO.301240
W570×D570×H800

체인지102 로라/팔유

CG-102      NO.302240
W570×D570×H800

체인지103 로라/팔무

CG-103      NO.303040
W490×D570×H800

체인지104 로라/팔유/좌패드

CG-104      NO.304540
W570×D570×H800

Change
체인지

보관 및 이동이 편리한 좌판 폴딩
시스템입니다.

좌판 폴딩시스템
포개어 운반 이동이 가능한 시스템으로 
보관과 이동이 더욱 편리합니다.

적층시스템

컬러풀한 디자인과 공간 활용에 따른 효율적인 사용이 
가능한 실용성이 우수한 수강겸용 제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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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둑이 회전/누비레자

BD-260      NO.941250
W550×D510×H880/970

바둑이 고정/팔유/누비레자

BD-270      NO.937240
W550×D510×H900

바둑이 고정/팔무/누비레자

BD-280      NO.938730
W430×D510×H900

Baduki/New Classic
바둑이 / 뉴클래식

뉴클래식D형/검정

NCL-515      NO.923250
W550×D510×H880/970

뉴클래식A형/누비레자

NCL-516      NO.942550
W550×D510×H880/970

뉴클래식B형

NCL-517      NO.941740
W550×D510×H880/970

뉴클래식 고정/팔무/검정

NCL-511      NO.932730
W430×D510×H900

뉴클래식 고정/팔무/연두

NCL-512      NO.943930
W430×D510×H900

뉴클래식 고정/팔유/누비레자

NCL-513      NO.945340
W550×D510×H890

등 . 좌판에 부드러운 곡선을 가미하여 회의실, 응접실, 접객공간 등
어떠한 장소에서든 실용적이고 세련된 공간을 연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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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래식에어 고정/검정/팔유

CL-614      NO.951530
W570×D490×H860

클래식에어 고정/검정/팔무

CL-615      NO.952030
W450×D510×H860

클래식에어 고정/연두/팔무

CL-617      NO.954330
W450×D510×H860

클래식에어 회전/검정

CL-610      NO.947830
W560×D490×H840/930

클래식에어 회전/연두

CL-612      NO.950040
W560×D490×H840/930

클래식에어 회전/연두/무패드

CL-613      NO.950730
W560×D490×H840/930

Bidulki/Classic Air
비둘기 / 클래식에어

비둘기 회전/빨강

BD-210      NO.993250
W550×D510×H880/970

비둘기 회전/검정

BD-220      NO.994250
W550×D510×H880/970

비둘기 고정/팔유

BD-230      NO.996240
W550×D510×H900

비둘기 고정/팔무

BD-240      NO.997730
W450×D510×H900

세련된 디자인은 물론 견고성이 뛰어나 어느 공간이라도 규모에 맞게 사용할 수 있어
효율성을 높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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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래식 회전/검정

CL-811      NO.969050
W560×D510×H890/980

클래식B형 회전/검정

CL-812      NO.947840
W560×D510×H890/980

클래식 멀티/검정/팔무

CL-813      NO.959030
W510×D510×H910

클래식 고정/검정/팔무

CL-814      NO.960230
W510×D510×H910

클래식 고정/흰사출/등좌패드

CL-810      NO.967830
W510×D510×H910

캐릭터클래식 회전/팔유/검정

CL-710      NO.913340
W560×D510×H820/910

캐릭터클래식 멀티/검정/등좌패드

CL-714      NO.917330
W410×D500×H850

Character Classic/Classic
캐릭터클래식 / 클래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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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ion
아리온

의자 등판에 손잡이가 있어 이동이
편리합니다.

심플모던한 손잡이 디자인
편안하고 세련된 인체공학적 라운드형 
팔걸이입니다.

팔걸이 디자인

통기성과 체압분산을 고려해서 설계된 우수한 타공형 좌판입니다.

타공형 좌판

오른쪽 하단아래 레버를 당겨 높낮이가 
조절되는 의자 높낮이 시스템입니다.

의자 높낮이 조절 시스템
인체곡선을 따라 라운딩 설계된 좌판 
프레임입니다.

좌판 라운딩 시스템

사출 하부다리 시스템

하부다리 시스템
수직 적층되므로 보관 및 이동이 간편
하고 공간활용이 우수합니다.

수직 적층 시스템

미니멀리즘과 모더니즘이 모티브가된 아리온 의자는 고객의 니즈를 충족시켜 드립니다.
아리온 의자는 항상 새로운 사무용의자의 기술개발을 통해 여러분의 사무실에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늘 새로운 의자 그리고 인체공학적인 기능을 겸비한 세련된 디자인 노하우를 바탕으로 끊임없는 발전과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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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101      NO.916580
W595×D577×H843~917

아리온 회전/팔유

AR-102      NO.921290
W595×D577×H843~917

아리온 레자 회전/팔유

AR-200      NO.931960
W595×D573×H880

아리온 로라/팔유

AR-201      NO.948960
W595×D573×H880

아리온 뒷고정/팔유

AR-202      NO.925950
W432×D573×H880

아리온 로라/팔무

AR-301      NO.926950
W432×D573×H880

아리온 고정/팔무

AR-400      NO.927960
W432×D573×H880

아리온 로라/팔유/흰사출

AR-401      NO.928960
W432×D573×H880

아리온 뒷고정/팔유/흰사출

등&좌판 - 레자 Backrest & Seat - Leather

검정
Black

등&좌판 - 메쉬 Backrest & Seat - Mesh

AA빨강
AA Red

AA연두
AA Green

AA파랑
AA Blue

매트 회색
Matt Gray

매트 검정
Matt Black

줄무늬
Stri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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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의자 멀티A형/무패드

Z-201      NO.918620
W560×D500×H730

Z의자 멀티B형

Z-202      NO.917030
W560×D500×H730

Z의자 멀티C형

Z-203      NO.918230
W560×D500×H730

Z의자 104

Z-104      NO.912130
W560×D500×H710/800

Z의자 105

Z-105      NO.913330
W560×D500×H710/800

Z의자 106

Z-106      NO.914630
W560×D500×H710/800

Z의자 107

Z-107      NO.915630
W560×D500×H710/800

Z의자 101

Z-101      NO.909640
W560×D500×H710/800

Z의자 102

Z-102      NO.908340
W560×D500×H710/800

Z의자 103

Z-103      NO.907040
W560×D500×H710/800

Z의자 108/올화이트

Z-108      NO.905140
W560×D500×H710/800

Z Chair
Z의자

디자인의 아름다움뿐만 아니라 최대의 편안함을 드리고 심플하고 모던한 디자인과 둥근 허리라인이 조화를 이루어 의자 자체로도
아름다운 균형을 이루며 등받이가 자체적으로 팔걸이 기능을 하여 편안함을 극대화했으며
좁은 공간에서 다용도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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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의자 좌식A형

Z-501      NO.972320
W560×D500×H350

Z의자 좌식B형

Z-502      NO.973120
W560×D500×H350

Z의자 좌식C형

Z-503      NO.975420
W560×D500×H350

Z의자 좌식D형

Z-504      NO.978620
W560×D500×H350

Z의자 스타킹A형

Z-301      NO.942330
W560×D510×H720

Z의자 스타킹B형

Z-302      NO.943130
W560×D510×H720

Z의자 스타킹C형

Z-303      NO.947330
W560×D510×H720

Z의자 스타킹D형

Z-304      NO.948030
W560×D510×H720

사용자의 니즈에 맞게 등판과 좌판의 
패드 마감 선택이 가능합니다.

좌판 및 등판 패드
한꺼번에 적당 수량의 의자가 이동, 보관에 
용이한 수직 적층 시스템입니다.

적층시스템

착석시 쾌적감을 더해주는 좌판패드 
시스템입니다.

좌판패드
실내나 실외에서 견고하게 쓸 수 있으며 
소음과 스크레치를 방지합니다.

스크레치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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훌라 회전/연두사출

HL-150      NO.752330
W480×D490×H760/800

훌라 회전/검정사출

HL-170      NO.754030
W480×D490×H760/800

훌라 회전/흰사출/좌패드

HL-120      NO.752630
W480×D490×H760/800

훌라 회전/올흰사출/무패드

HL-130      NO.764830
W480×D490×H760/800

Hula
훌라

훌라 스타킹/주황사출

HL-310      NO.761920
W490×D520×H780

훌라 스타킹/검정사출

HL-330      NO.758620
W490×D520×H780

훌라 회전/검정/클래식다리

HL-110      NO.751830
W480×D490×H760/800

훌라 멀티/연두사출

HL-220      NO.768720
W480×D480×H790

훌라 멀티/검정사출

HL-230      NO.756420
W480×D480×H790

등 . 좌판에 부드러운 곡선을 가미하여 회의실, 응접실, 접객공간 등 어떠한 장소에서든 실용적이고 세련된 공간을 연출함과 동시에
보관과 이동이 쉬워 회의, 프리젠테이션, 교육 그룹미팅 등 다양한 커뮤니케이션 활동들이 한 공간에서 일어날 수 있게 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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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일 멀티/팔유/빨강/좌패드

KM-150      NO.511130
W560×D500×H760

광일 멀티/팔유/파랑/좌패드

KM-160      NO.512130
W560×D500×H760

광일 멀티/팔무/빨강/좌패드

KM-170      NO.516920
W460×D500×H760

광일 멀티/팔무/검정/좌패드

KM-110      NO.515620
W460×D500×H760

광일 멀티/팔유/검정/좌패드

KM-120      NO.512820
W560×D500×H760

광일 멀티/팔무/검정/무패드

KM-130      NO.514320
W460×D500×H760

광일 멀티/팔유/검정/무패드

KM-140      NO.514520
W560×D500×H760

KI Multi
광일 멀티 

편리한 손잡이와 어느 장소에서도
다목적으로 사용 가능합니다.

등판 손잡이 디자인

적층구조로 보관 및 이동이 간편하고 
공간 활용이 뛰어납니다.

적층시스템

사람과 의자의 일체감에 역점을 둔 디자인으로 인체공학적이면서도
밝은 분위기 연출이 가능한 제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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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오/검정/좌패드

PRE-101      NO.982550
W540×D560×H800

프레오/파랑/좌패드

PRE-102      NO.982850
W540×D560×H800

프레오/빨강/패드무

PRE-103      NO.983550
W540×D560×H800

프레오/검정/팔무/패드무

PRE-104      NO.985250
W530×D560×H800

Preo/Serve/New Multi
프레오 / 써브 / 신멀티

써브/패드무

SB-500      NO.972130
W570×D500×H930

신멀티/팔무

NM-300      NO.925040
W550×D550×H820

등판에 실버 분체 등 장식으로 외관
디자인을 돋보이게했습니다.

실버 분체 등판 디자인

상단으로 다양한 적층이 가능하여
공간활용을 극대화 시켜줍니다.

적층시스템

부드러운 곡선을 가미한 디자인으로 회의실, 응접실, 접객공간 등 어떠한 장소에서든
실용적이고 세련된 공간을 연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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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나 멀티/회색/좌패드

CN-100      NO.682340
W470×D520×H810

카나 멀티/연두/좌패드

CN-101      NO.684340
W470×D520×H810

카나 멀티/빨강/무패드

CN-102      NO.686140
W470×D520×H810

Qutie I/Qutie II/Cana
큐티 원 / 큐티 투 / 카나

큐티 투/회색/좌패드

CU-105      NO.672540
W490×D540×H770

큐티 투/보라/좌패드

CU-106      NO.673540
W490×D540×H770

큐티 투/검정/무패드

CU-107      NO.674240
W490×D540×H770

큐티 원/검정/좌패드

CU-101      NO.623630
W480×D540×H770

큐티 원/연두/좌패드

CU-102      NO.625630
W480×D540×H770

큐티 원/빨강/좌패드

CU-103      NO.627630
W480×D540×H770

튼튼한 구조로 제작된 의자는 엄선된 재질로 만들어 튼튼하며 공간활용이 용이해 용도에 따라
세미나, 교육장 등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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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to
미토

적재가 되므로 보관, 이동, 공간 활용도가 
우수합니다.

적층시스템

MI-201      NO.143140
W515×D530×H835

미토 스타킹/흰색

MI-101      NO.140040
W485×D530×H835

미토 멀티/빨강

MI-202      NO.144140
W515×D530×H835

미토 스타킹/파랑

MI-102      NO.141040
W485×D530×H835

미토 멀티/노랑

MI-203      NO.145140
W515×D530×H835

미토 스타킹/검정

MI-103      NO.142040
W485×D530×H835

미토 멀티/연두

귀엽고 산뜻한 컬러로 공간에 활력을 불어넣어 주는 미토는
입체적인 디자인과 컬라가 인상적인 인테리어 의자입니다.
건축물의 구조적인 아름다움을 떠올리게 하는 Seating 부분은
많은 시행착오를 거쳐 탄생한 독특한 디자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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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리카에어 스타킹/파랑/좌패드

EA-100      NO.135630
W450×D470×H790

에리카에어 스타킹/검정

EA-135      NO.100330
W450×D470×H790

에리카에어 멀티/연두

EA-205      NO.205330
W450×D430×H790

에리카 멀티/흰색

ER-113      NO.642830
W520×D520×H750

에리카 멀티/검정

ER-114      NO.640830
W520×D520×H750

에리카 스타킹/좌패드

ER-115      NO.637040
W550×D500×H750

에리카 스타킹/무패드

ER-116      NO.638530
W550×D500×H750

에리카 회전/무패드

ER-110      NO.632840
W590×D600×H710/780

에리카 회전/무패드

ER-111      NO.633840
W590×D600×H710/780

에리카 회전/좌패드

ER-118      NO.631250
W590×D600×H710/780

에리카 제도용

ER-112      NO.635060
W640×D640×H820/1010

Erica/Erica Air
에리카 / 에리카 에어

튼튼한 구조로 제작된 의자는 엄선된 재질로 만들어 튼튼하고 공간활용이 용이하며 용도에 따라
세미나, 교육장 등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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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쿠 고정/팔유/좌패드

CK-312      NO.743560
W620×D530×H850

쿠쿠 고정/팔무/등좌패드

CK-313      NO.744260
W520×D530×H850

Cuckoo/DM-100
쿠쿠 / 디엠-100

디엠100 멀티/주황/무패드

DM-105      NO.462730
W550×D510×H790

디엠100 멀티/연두/무패드

DM-106      NO.464730
W550×D510×H790

디엠100 멀티/회색/무패드

DM-107      NO.468730
W550×D510×H790

디엠100 멀티/하늘/무패드

DM-108  NO.471730
W550×D510×H790

디엠100 스타킹/흰색/등좌패드

DM-102      NO.423840
W530×D520×H790

디엠100 스타킹/흰색/좌패드

DM-103      NO.425340
W530×D520×H790

디엠100 스타킹/흰색/무패드

DM-104      NO.427830
W530×D520×H790

등판에 몸을 기대면
자연스럽게 좌판이 앞으로
슬라이딩 되어 편안합니다.

좌판 슬라이딩 & 틸팅 시스템

튼튼한 구조로 제작된 의자는 엄선된 재질로 만들어 튼튼하고 공간활용이 용이하며 용도에 따라
세미나, 교육장 등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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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eep/Sorock I
지프 / 쏘락 원

지프 고정/팔유/빨강

JP-101      NO.324240
W600×D550×H840

지프 고정/팔유/회색/좌패드

JP-102      NO.326540
W600×D550×H840

지프 고정/팔무/검정

JP-103      NO.328930
W490×D550×H840

지프 고정/팔무/연회색

JP-104      NO.331930
W490×D550×H840

지프 로라/회색

JP-200      NO.334240
W490×D550×H840

지프 로라B형/팔유/파랑

JP-201      NO.337540
W600×D550×H840

쏘락 원 멀티/검정/좌패드/팔무

SO-203      NO.716230
W510×D520×H810

쏘락 원 멀티/빨강/무패드/팔무

SO-204      NO.718330
W510×D520×H810

쏘락 원 멀티/검정/무패드/팔무

SO-205      NO.721030
W510×D520×H810

쏘락 원 멀티/팔유/검정/등좌패드

SO-201      NO.726040 (팔유)

SO-201      NO.738530 (팔무)

W590×D550×H820

튼튼한 구조로 제작된 의자는 엄선된 재질로 만들어 튼튼하고 공간활용이 용이하며 용도에 따라
세미나, 교육장 등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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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엠100 고정/연두/팔유

DM2-101      NO.101840
W620×D520×H850

디엠100 고정/흰사출/좌패드

DM2-130      NO.130250
W545×D520×H850

DM100/Sedia
디엠100 / 세디아

세디아/빨강

SD-05      NO.317230
W420×D490×H800

세디아/파랑

SD-01      NO.316230
W420×D490×H800

세디아/검정

SD-03      NO.318920
W420×D490×H800

튼튼한 구조로 제작된 의자는 엄선된 재질로 만들어 튼튼하고 공간활용이 용이하며 용도에 따라
세미나, 교육장 등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몸을 젖힐 때 등판만 따로 틸팅

등판 틸팅 시스템
팔걸이 유무 관계없이 가능하고
공간활용도가 높은 수직적층

수직 적층시스템
적재가 되므로 보관, 이동,
공간 활용도가 우수합니다.

적층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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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도니스/녹색

ADO-02      NO.806630
W450×D470×H810

아도니스/보라

ADO-03      NO.807630
W450×D470×H810

아도니스/검정

ADO-04      NO.808630
W450×D470×H810

Adonis/Wiz/Looky
아도니스 / 위즈 / 루키

위즈/흰색

WZ-300      NO.510040
W480×D610×H840

위즈/하늘

WZ-301      NO.511040
W480×D610×H840

위즈/빨강

WZ-302      NO.512040
W480×D610×H840

위즈/회색

WZ-303      NO.513040
W480×D610×H840

루키/연두

LU-110      NO.610830
W470×D510×H780

루키/빨강

LU-120      NO.611830
W470×D510×H780

루키/검정

LU-130      NO.612830
W470×D510×H780

루키/흰색

LU-140      NO.613830
W470×D510×H780

튼튼한 구조로 제작된 의자는 엄선된 재질로 만들어 튼튼하고 공간활용이 용이하며 용도에 따라
세미나, 교육장 등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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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이브/주황

WV-01      NO.811520
W420×D470×H800

웨이브/연두

WV-02      NO.812520
W420×D470×H800

웨이브/검정

WV-03      NO.825320
W420×D470×H800

Wave/Won Sachul
웨이브 / 원사출

원사출/검정/무패드

WS-106      NO.484710
W480×D480×H770(Ø390)

원사출/빨강/무패드

WS-107      NO.485910
W480×D480×H770(Ø390)

원사출/검정/좌패드

WS-102      NO.482910
W480×D480×H770(Ø390)

원사출/빨강/좌패드

WS-103      NO.483120
W480×D480×H770(Ø390)

포개어 운반 이동이 가능한 시스템으로 
보관과 이동이 더욱 편리합니다.

적층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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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 뉴스팅 스타킹/검정

KI-301      NO.282220
W440×D460×H770

KI 뉴스팅 스타킹/연두

KI-302      NO.283520
W440×D460×H770

KI 뉴스팅 멀티/빨강

KI-200      NO.284030
W440×D460×H770

KI 뉴스팅 멀티/검정

KI-201      NO.285620
W440×D460×H770

Guinness/KI New Sting
기네스 / 케이아이 뉴스팅

기네스/하늘

GN-100      NO.100530
W480×D555×H830

기네스/빨강

GN-100      NO.100530
W480×D555×H830

기네스/연두

GN-100      NO.100530
W480×D555×H830

포개어 운반 이동이 가능한 시스템으로 
보관과 이동이 더욱 편리합니다.

적층시스템
인체를 이해한 등판각도를 웨이브로
설계한 등받이입니다.

인체공학적 웨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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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 600/검정

KI-600B      NO.747520
W440×D580×H880

KI 600/연두

KI-600GR      NO.742520
W440×D580×H880

KI 600/빨강

KI-600R      NO.749520
W440×D580×H880

KI 가죽고정 로라/팔유

KI-400A      NO.841620
W510×D560×H850

KI 가죽고정 팔유

KI-400B      NO.842520
W510×D550×H850

KI 가죽고정/팔무

KI-400C      NO.845020
W480×D550×H850

KI 400/KI 600/KI Garden II
가죽고정 / 케이아이 600 / 케이아이 가든2

KI 가든2/빨강

GN-200      NO.212610
W440×D570×H735

KI 가든2/파랑

GN-201      NO.213610
W440×D570×H735

KI 가든2/검정

GN-202      NO.215610
W440×D570×H735

인체공학적 곡선의 등 . 좌판과 슬림한 형태의 디자인은 멋을 아는 분들께 환영받는 제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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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일원목 고정/팔무/좌패드

WD-523      NO.782060
W460×D540×H790

광일원목 고정/팔유/좌패드

WD-524      NO.781270
W540×D540×H790

비치 고정/팔유

WD-525      NO.786050
W540×D540×H790

원목 5203

WD-520      NO.311840
W520×D500×H850

원목 5203/등좌패드

WD-521      NO.313060
W520×D500×H850

Wood Chair/Compo
원목의자 / 콤포

월넛컬러와 블랙이 조화된 클래식한 디자인의 회의용의자는 사무공간에 중후함을 더해드립니다.
간결하고 모던한 감각의 원목의자는 회의실 등 다양한 공간 분위기를 연출해 드립니다.

CP-100      NO.912090
W530×D540×H810

콤포/팔유/등좌패드

CP-101      NO.915380
W530×D540×H810

콤포/팔유/패드무

CP-200      NO.917570
W530×D540×H810

콤포/팔무/패드무

CP-300      NO.919890
W650×D920×H780

콤포 수강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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챠밍/팔유

CHA-100      NO.265360
W610×D550×H800/950

제도용/팔무/정전기방지

DR-350      NO.263590
W450×D550×H830/1070

챠밍/팔무

CHA-200      NO.273550
W450×D550×H800/950

챠밍A형/팔무/조절링

CHA-300      NO.278560
W450×D550×H800/1020

제도용/팔유

DR-300      NO.255860
W610×D550×H830/1070

제도용/팔무

DR-303      NO.257060
W450×D550×H830/1070

제도용/팔유/400m

DR-400      NO.259370
W610×D550×H900/1170

제도용/팔무/400m

DR-404      NO.261560
W450×D550×H900/1170

맥스 제도용/연두

MAX-01      NO.413660
W550×D530×H750/970

맥스 제도용/파랑

MAX-02      NO.417660
W550×D530×H750/970

Max/Drawing/Charming
맥스 / 제도용 / 챠밍

다양한 형태의 실습실, 과학실, 연구실 등에 사용되는 의자로 손쉬운 높이조절로
사용자의 체형에 맞게 조절이 가능한 기능성 의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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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찰용B형/링사발

CA-03      NO.265930
Ø370×H540/760

진찰용/조절링

CA-04      NO.267940
Ø370×H540/760

진찰용/거미발

CA-05      NO.268940
Ø370×H540/760

진찰용C형/사출다리/포장별도

CA-07      NO.269620
Ø370×H500/640

진찰용C형

CA-02      NO.264230
Ø370×H540/760

진찰용O형 투

CO-02      NO.291760
W370×D500×H780/1000

진찰용O형 원

CO-01      NO.292350
W370×D470×H690/840

진찰용A형

CA-01      NO.223250
W370×D440×H810/960

진찰용D형/링사발

CD-01      NO.462650
W380×D410×H770/990

진찰용D형/오리발

CD-02      NO.463850
W380×D450×H780/930

Consultation Chair
진찰용의자

다양한 형태의 실습실, 과학실, 연구실 등에 사용되는 의자로 손쉬운 높이조절로
사용자의 체형에 맞게 조절이 가능한 기능성 의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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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츠 350

MC-350      NO.271560
W360×D320×H710/800

마츠 351

MC-351      NO.272360
W360×D320×H710/800

마츠 352

MC-352      NO.273360
W360×D440×H810/900

마츠 353

MC-353      NO.274560
W360×D440×H810/900

마츠 355

MC-355      NO.275540
W360×D320×H390/480

마츠 354

MC-354      NO.276540
W360×D320×H390/480

마츠 5307

MC-5307      NO.277240
W360×D320×H500/650

Consultation Chair/Mats
진찰용의자 / 마츠

진찰용/실험실/로라

CS-200      NO.270050
Ø370×H430/510

진찰용/실험실/고정

CS-210      NO.270840
Ø370×H430/510

성형합판 등 . 좌판의 곡선형 디자인은 착석감이 뛰어나며
밝고 활기찬 분위기를 연출하고 수업의 집중도를 높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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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의자/검정

HM-171      NO.105010
Ø310×D470

막의자/파랑

HM-172      NO.106110
Ø310×D470

막의자/빨강

HM-173      NO.107110
Ø310×D470

KI 신형007/검정

KI-007B      NO.305220
Ø320×D490/640

KI 신형007/빨강

KI-007R      NO.306220
Ø320×D490/640

KI 신형007/파랑

KI-007BL      NO.307220
Ø320×D490/640

KI-007/Mak Chair
케이아이007 / 막의자

오른쪽 하단 아래 레버를 당겨 높낮이가 
조절되는 의자 높낮이 시스템입니다.

의자 높낮이 조절 시스템
링 장착 설계로 사용자의 발판 역할을 
하므로 편안함과 편리함을 제공합니다.

하부 링 장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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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rning Folding Chair
모닝접의자

모닝 접의자 연결형

MN-502      NO.502050 (2인)

MN-503      NO.503570 (3인)
MN-504      NO.503001 (4인)

MN-505      NO.505521 (5인)

의자에 부착된 자체 연결고리로 간편
하게 결합하면 의자와 의자를 무한대로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체 연결고리

고강도 프레임이 적용된 접이식 의자로 강의실, 세미나실, 회의실 등
커뮤니케이션 공간에서 심플하게 사용되며 슬림형으로 보관이 쉽고
공간 차지가 적어 매우 경제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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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닝접의자/검정/무패드

MN-100      NO.101020
W450×D455×H800

모닝접의자/파랑/무패드

MN-303      NO.303220
W450×D455×H800

모닝접의자/검정/좌패드

MN-103      NO.103320
W450×D455×H800

모닝접의자/파랑/좌패드

MN-302      NO.302520
W450×D455×H800

모닝접의자/회색/좌패드

MN-401      NO.401520
W450×D455×H800

모닝접의자/검정/등좌빨강레자

MN-201      NO.201520
W450×D455×H800

모닝접의자/검정/등좌밤색레자

MN-202      NO.202520
W450×D455×H800

모닝접의자/파랑/등좌파랑레자

MN-301      NO.301720
W450×D455×H800

모닝접의자/회색/무패드

MN-403      NO.403220
W450×D455×H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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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 광일접의자/검정

KI-902      NO.107510
W430×D510×H810

KI 광일접의자/파랑

KI-903      NO.108510
W430×D510×H810

KI Folding Chair/S-302/S-301
케이아이 광일접의자 / 에스-302 / 에스-301

S-301/검정/무패드

S-301B      NO.304330
W510×D480×H730

S-301/검정/주황천

S-301OR      NO.305830
W510×D480×H730

S-301/검정/연두천

S-301GR      NO.307830
W510×D480×H730

S-302/회색/무패드

S-302G      NO.300030
W510×D490×H770

S-302/파랑/무패드

S-302BL      NO.301030
W510×D490×H770

S-302/검정/무패드

S-302B      NO.302030
W510×D490×H770

S-302/수강용/파랑/좌패드

S-302T      NO.303860
W530×D490×H770

KI 오픈접의자

KI-700      NO.100610
W500×D560×H860

의자에 부착된 자체 연결고리로 
간편하게 결합하면 의자와 의자를 
무한대로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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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 신곡선 접의자

KI-908      NO.923120
W490×D500×H870

KI 청접의자

KI-904      NO.982710
W470×D480×H800

KI 도금접의자

KI-906      NO.983710
W450×D470×H840

청접의자/국산

KI-905      NO.982920
W470×D480×H800

도금접의자/국산

KI-907      NO.983920
W450×D470×H840

탱고

TG-01      NO.906340
W460×D530×H740

소유즈/검정

SY-01      NO.902750
W510×D500×H710

소유즈/파랑

SY-02      NO.903750
W510×D500×H710

소유즈/노랑

SY-03      NO.904750
W510×D500×H710

Soyuz/Tango/Folding Chair
소유즈 / 탱고 / 청접의자 / 도금접의자 / 신곡선접의자 / 예배실접의자 / 신형사출접의자 

예배실 접의자 B형

YB-100      NO.974060
W520×D740×H770

신형사출 접의자

YB-200      NO.984850
W530×D560×H8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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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 사각 중/검정/팔유

QB-201      NO.185240
W500×D450×H430/580

KI 사각 중/아이보리/팔유

QB-202      NO.183240
W500×D450×H430/580

KI 사각 대/빨강/팔유

QB-203      NO.179440
W500×D450×H600/800

KI 사각 대/검정/팔유

QB-204      NO.180440
W500×D450×H600/800

Barten Chair
빠텐의자

KI 레몬빠텐 대/월넛

QB-600      NO.190460
W470×D440×H600/800

KI 레몬빠텐 대/비취

QB-601      NO.191460
W470×D440×H600/800

KI 레몬회전/비취

QB-603      NO.190760
W450×D440×H690

KI 홈빠텐 대/비취

QB-420      NO.186770
W510×D440×H600/800

KI 목화빠텐 대/월넛

QB-500      NO.187660
W510×D440×H600/800

KI 목화빠텐 대/비취

QB-501      NO.188660
W510×D440×H600/800

KI 목화회전/월넛

QB-502      NO.189470
W510×D440×H690

빠텐의자 시리즈는 간결한 디자인과 다양한 색상 선택으로 공간에 활기를 채우고
라운지 공간의 포인트 요소로 활용하여 세련된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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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o/Barten Chair/Square Stool
폴로 좌식 / 빠텐의자 / 사각스툴

KI 빠텐샤플리/검정

KI-803      NO.391040
W400×D470×H730

KI 빠텐샤플리/빨강

KI-804      NO.392040
W400×D470×H730

POL-100      NO.188230
W470×D540×H430

폴로 좌식/연두

POL-101      NO.293230
W470×D540×H430

폴로 좌식/빨강

접이식 구조로 되어 있어 미사용할 때에는 
접어서 보관하시면 더 쾌적한 환경을 만들 
수 있습니다.

접이식 기능

QS-100      NO.124060
W410×D410×H440

사각스툴/연두

QS-101      NO.125060
W410×D410×H440

사각스툴/아이보리

QS-102      NO.127060
W410×D410×H440

사각스툴/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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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비용의자

156

LOBBY CHAIR  ▶



4CHAPTER. 04
It’s an innovative high quality lounge chair series with 

refined shape and overall harmony achieved through 

our accumulated experience and expertise. It’s a 

modern lounge chair that provides space for creative 

communication at public spaces and loun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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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일신타공/등무

2인 KS-202  W1000×D450×H460  NO.181580
3인 KS-302  W1500×D450×H460  NO.161011
4인 KS-402  W2000×D450×H460  NO.182541

광일신타공/등유

2인 KS-211  W1050×D560×H870  NO.183021
3인 KS-311  W1600×D560×H870  NO.160561
4인 KS-411  W2100×D560×H870  NO.184022

Kwangil Sin Tagong
광일신타공

광일신타공/2인/등유/양팔

KS-201      NO.183531
W1150×D560×H870

광일신타공/3인/등유/양팔

KS-301      NO.159571
W1700×D560×H870

광일신타공/4인/등유/양팔

KS-401      NO.184032
W2200×D560×H870

세련된 디자인과 견고한 내구성을 갖춘 로비의자로 현대적인 도시 건축물의 내부 공간을 더욱 고급스럽게 연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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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타공 골프용/옷걸이

HJ-280      NO.993081
W1060×D580×H890

타공 골프용/옷걸이

HJ-281      NO.994591
W1040×D580×H890

삼각신타공/등유/양팔

2인 TG-201  W1050×D600×H800  NO.122061
3인 TG-301  W1600×D600×H800  NO.170512
4인 TG-401  W2100×D600×H800  NO.123572

삼각신타공/등무

2인 TG-202  W1050×D470×H420  NO.124511
3인 TG-302  W1600×D470×H420  NO.137051
4인 TG-402  W2100×D470×H420  NO.134591

신타공/등유/양팔/분체

2인 TG-221  W1050×D600×H800  NO.171061
3인 TG-321  W1600×D600×H800  NO.172512
4인 TG-421  W2100×D600×H800  NO.173572

신타공/등무/분체

2인 TG-222  W1050×D470×H420  NO.175511
3인 TG-322  W1600×D470×H420  NO.172051
4인 TG-422  W2100×D470×H420  NO.173591

Samgak Sin Tagong/Sin Tagong/Golf Clothes Rack Chair
삼각신타공 / 신타공 / 골프용 타석의자

다중 이용시설에 적합한 모던한 외관과 뛰어난 내구성을 갖춘 고급 로비의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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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타공/등유/전체팔

2인 NTG-221  W1150×D545×H860  NO.154561
3인 NTG-321  W1690×D545×H860  NO.157022
4인 NTG-421  W2230×D545×H860  NO.152082

뉴타공/등유

2인 NTG-211  W1140×D545×H860  NO.154531
3인 NTG-311  W1680×D545×H860  NO.153581
4인 NTG-411  W2220×D545×H860  NO.154542

각타공/등유/양팔

2인 KTG-201  W1040×D640×H850  NO.177571
3인 KTG-301  W1560×D640×H850  NO.163032
4인 KTG-401  W2080×D640×H850  NO.178003

뉴타공/등유/양팔

2인 NTG-201  W1150×D545×H860  NO.151551
3인 NTG-301  W1690×D545×H860  NO.152002
4인 NTG-401  W2230×D545×H860  NO.153052

뉴타공/등무

2인 NTG-202  W1140×D470×H440  NO.153501
3인 NTG-302  W1680×D470×H440  NO.154531
4인 NTG-402  W2220×D470×H440  NO.155071

각타공/등유

2인 KTG-211  W1040×D640×H850  NO.171551
3인 KTG-311  W1560×D640×H850  NO.174012
4인 KTG-411  W2080×D640×H850  NO.175082

New Tagong/Kak Tagong
뉴타공 / 각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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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딘B형/등유/양팔

2인 RDN-110  W1075×D650×H900  NO.168822
3인 RDN-120  W1580×D650×H900  NO.168592
4인 RDN-130  W2085×D650×H900  NO.168293

로딘A형/등유/양팔

2인 RDN-310  W1145×D610×H815  NO.166002
3인 RDN-320  W1660×D610×H815  NO.166072
4인 RDN-330  W2175×D610×H815  NO.166063

로딘B형/3인/등무

RDN-220      NO.169981
W1580×D500×H430

각타공/2인/등무/분체

KTG-202      NO.173011
W1040×D480×H450

각타공/3인/등무/분체

KTG-302      NO.177541
W1630×D480×H450

Kak Tagong/Lodine
각타공 / 로딘

로비공간을 더욱 밝고 생동감넘치게 연출할 수 있으며 다중 이용시설에 적합한 로비의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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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레강스A형/3인/등유/분체

ELE-210      NO.176023
W1670×D560×H850

엘레강스B형/3인/등유/분체

ELE-220      NO.172043
W1570×D600×H850

엘레강스A형/3인/등무/분체

ELE-211      NO.174512
W1580×D540×H420

엘레강스B형/3인/등무/분체

ELE-221      NO.179012
W1570×D550×H430

Elegance
엘레강스

삼각엘레강스/3인/등유/양팔

ELE-201      NO.167572
W1670×D560×H850

어느 공간에서나 자유로운 커뮤니케이션 공간을 가치있게 만들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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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nection Lobby Chair
연결형 로비 의자

연결형장의자/등유

2인 CON-201  W  950×D600×H830  NO.814001
3인 CON-301  W1420×D600×H830  NO.812521
4인 CON-401  W1900×D600×H830  NO.817561

삼각연결장의자/등유

2인 CNT-201  W  950×D600×H830  NO.832501
3인 CNT-301  W1420×D600×H830  NO.837031
4인 CNT-401  W1900×D600×H830  NO.838071

타원연결장의자/등유

2인 CNE-201  W  950×D600×H830  NO.862501
3인 CNE-301  W1420×D600×H830  NO.864031
4인 CNE-401  W1900×D600×H830  NO.867071

연결형장의자/등무

2인 CON-202  W1000×D520×H440  NO.804570
3인 CON-302  W1500×D520×H440  NO.814090
4인 CON-402  W2000×D520×H440  NO.815021

삼각연결형장의자/등무

2인 CNT-202  W1000×D520×H440  NO.839080
3인 CNT-302  W1500×D520×H440  NO.818590
4인 CNT-402  W2000×D520×H440  NO.819521

타원연결장의자/등무

2인 CNE-202  W1000×D520×H440  NO.882080
3인 CNE-302  W1500×D520×H440  NO.884590
4인 CNE-402  W2000×D520×H440  NO.887521

실용적인 로비체어로써 연결형태로 이루어져 있어 사이즈를 용도에 맞게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으며
모던한 디자인과 내구성을 갖춘 의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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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각장의자/등유

1/2인 SQ-101  W1000×D600×H800  NO.871590
2인   SQ-121  W1200×D600×H800  NO.872501
2/3인 SQ-151  W1500×D600×H800  NO.873511
3/4인 SQ-181  W1800×D600×H800  NO.874521
4인   SQ-201  W2000×D600×H800  NO.878541

로비용/3인/등유

LOC-240      NO.892071
W1480×D610×H860

사각장의자/등무

1/2인 SQ-102  W1000×D550×H420  NO.827070
2인   SQ-122  W1200×D550×H420  NO.828080
2/3인 SQ-152  W1500×D550×H420  NO.829580
3/4인 SQ-182  W1800×D550×H420  NO.830001
4인   SQ-202  W2000×D550×H420  NO.831021

Unix/Lobby Chair/Square Lobby Chair
유닉스 / 로비의자 / 사각장의자

로비용/3인/등무

LOC-241      NO.893511
W1480×D610×H450

유닉스/3인/등유

UNI-231      NO.115071
W1450×D660×H840

유닉스/2인/등유

UNI-230      NO.116031
W970×D660×H840

로비공간을 더욱 밝고 생동감 넘치게 연출할 수 있으며 다중 이용시설에 적합한 로비의자입니다.



165

프라임/3인/등유

PRI-260      NO.105591
W1550×D620×H930

마에스트로/3인/등유/양팔

MA-301      NO.114581
W1600×D620×H890

프라임/3인/등무

PRI-261      NO.117501
W1500×D480×H420

마에스트로/3인/등유

MA-311      NO.134571
W1500×D620×H890

에디/2인/등유

ED-211      NO.114561
W1040×D630×H930

에디/3인/등유

ED-311      NO.117032
W1560×D630×H930

Prime/Eddy/Maestro
프라임 / 에디 / 마에스트로

로비공간을 더욱 밝고 생동감 넘치게 연출할 수 있으며 다중 이용시설에 적합한 로비의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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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ubi/Toto/Nancho
누비 / 토토 / 난초

난초/3인/등유/양팔/연두/빨강/파랑

NC-301      NO.972571
W1600×D580×H1000

난초/3인/등유/빨강/연두/파랑

NC-302      NO.973551
W1500×D580×H1000

로비공간을 더욱 밝고 생동감 넘치게 연출할 수 있으며 다중 이용시설에 적합한 로비의자입니다.

누비/3인/등유

NB-301      NO.642551
W1550×D620×H910

토토A형/3인/등유

HJ-250      NO.118081
W1460×D630×H930

누비/3인/등무

NB-302      NO.649511
W1550×D480×H420

토토B형/3인/등유

HJ-25      NO.119681
W1460×D630×H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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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니/3인/양팔/테이블

RN-203T      NO.176545
W2165×D706×H989

루니/3인/전체팔

RN-103      NO.177594
W1750×D706×H989

루니/3인/양팔

RN-203      NO.178544
W1670×D706×H989

S-엘리제/4인/전체팔/테이블

SEZ-104T      NO.173068
W2805×D706×H989

S-엘리제/3인/양팔

SEZ-203      NO.174055
W1670×D706×H989

엘리제/3인/등무

EZ-303      NO.175033
W1535×D568×H427

엘리제/4인/전체팔

EZ-104      NO.170587
W2310×D706×H989

엘리제/3인/양팔

EZ-203      NO.171075
W1670×D706×H989

엘리제/2인/전체팔

EZ-102      NO.172054
W1190×D706×H989

Ellize/S-Ellize/Rooney
엘리제 / S-엘리제 / 루니

분리형 우레탄 등 . 좌판은 사용자의 움직임에 유연하게 반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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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용/1인/소파/검정

SF-102      NO.145090
W760×D800×H860

KI 에이스/스페셜/3인

KI-A301      NO.145591
W1850×D700×H750

사무용/3인/소파/검정

SF-302      NO.146551
W1760×D800×H860

KI Ace/Office Sofa
케이아이 에이스 / 사무용 소파

어느 공간에서나 자유로운 커뮤니케이션 공간을 가치 있게 만들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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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 프렌치/3인/등유/양팔/검정

KI-F301B      NO.130581
W1790×D600×H760

KI 프렌치/3인/등무/검정

KI-F302      NO.132551
W1520×D500×H410

KI 프렌치/3인/등유/양팔/파랑/노랑/자주

KI-F301      NO.133581
W1790×D600×H760

KI French/Arion
케이아이 프렌치 / 아리온

아리온/3인/등유/레자

ARI-100      NO.142042
W1455×D577×H884

아리온/3인/등유/양팔

ARI-200      NO.143462
W1582×D577×H884

아리온/3인/등유/전체팔

ARI-300      NO.144552
W1582×D577×H884

어느 공간에서나 자유로운 커뮤니케이션 공간을 가치 있게 만들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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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ckoo/Hula Lounge Chair
쿠쿠장의자 / 훌라장의자

훌라 3인 장의자 B형/등유/무패드/연두

HL-302      NO.991001
W1500×D490×H810

훌라 3인 장의자 B형/등유/좌패드/연두/검정/흰색

HL-304      NO.993511
W1500×D490×H810

훌라 3인 장의자 B형/등유/무패드/검정

HL-303      NO.990390
W1500×D490×H810

매틱B형 장의자/등패드유

MT-811      NO.844252
W1560×D630×H595/830

쿠쿠 3인 장의자/등유/등좌패드

CK-301      NO.882012
W1515×D605×H820

현대적 디자인과 실용성을 겸비한 의자로 운동 중간에 또는 장시간의 운동 후 달콤한 휴식의 공간으로 활용됩니다.

쿠쿠 장의자/등유/좌패드

2인   CK-200  W  990×D605×H820  NO.881351
3인   CK-201  W1515×D605×H820  NO.8818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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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토/3인/등유

MTO-100      NO.830231
W1340×D520×H780

미토/3인/등유/양팔

MTO-200      NO.831261
W1435×D520×H780

칸초/3인/등유

CAN-100      NO.826031
W1400×D450×H760

칸초/3인/등무

CAN-100      NO.827011
W1400×D450×H540

Goindol/Mito/Cancho
고인돌 / 미토 / 칸초

컬러풀한 색상과 디자인으로 생동감 넘치며 편안하고 안정감 있게 연출해 주어 사용자의 마음과 몸의 긴장을 풀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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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mple
심플

심플C형/3인/등유/도금

SIM-305      NO.295562
W1490×D530×H860

심플C형/3인/등무/도금

SIM-306      NO.297012
W1490×D500×H540

심플B형/3인/등유/도금

SIM-302      NO.293052
W1490×D560×H860

심플B형/3인/등무/도금

SIM-303      NO.294002
W1490×D500×H540

심플A형/3인/등유/팔유/분체

SIM-300      NO.291032
W1490×D530×H860

심플A형/3인/등무/분체

SIM-301      NO.292002
W1490×D500×H540

세련된 디자인과 견고한 내구성을 갖춘 로비의자로 현대적인 도시 건축물의 내부공간을
더욱 고급스럽게 연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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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플O형/3인/등유/팔유/도금

SIM-307      NO.283513
W1490×D530×H860

심플O형/3인/등무/도금

SIM-308      NO.284542
W1490×D500×H540

Simple / Wood Lobby Chair
심플 / 우드로비체어 

우드로비체어A형/3인/등무/도금

WOL-311      NO.189073
W1560×D550×H430

우드로비체어A형/3인/등유/양팔/도금

WOL-310      NO.188005
W1680×D630×H900

우드로비체어B형/3인/등유/양팔/도금

WOL-312      NO.121054
W1680×D630×H900

우드로비체어B형/3인/등무/도금

WOL-313      NO.123513
W1680×D630×H430

모던한 디자인과 깔끔한 마감이 돋보이는 로비의자로
좌석 간의 간격을 좁혀 공간 차지 면적을 최소화한 효율적인 의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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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od Lobby Chair
우드로비체어

우드로비체어O형/3인/등무/팔유/분체

WOL-317      NO.195083
W1560×D550×H430

우드로비체어O형/3인/등유/전체팔/분체

WOL-316      NO.194015
W1680×D630×H900

우드로비체어C형/3인/등유/도금

WOL-314      NO.192093
W1560×D640×H900

우드로비체어C형/3인/등무/도금

WOL-315      NO.193672
W1560×D640×H430

자연 친화적인 컬러와 현대적인 감각의 
실용성을 겸비한 로비의자로 
휴게실이나 로비 등의 대기실용으로 편안한 휴식공간을 제공합니다. 
공간규모나 개성에 따라 사무실이나 세미나 등 
공공장소에서도 다양한 레이아웃으로 변형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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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파고아/3인/등유/도금

SPA-290      NO.118025
W1550×D600×H880

스파고아/3인/등무

SPA-291      NO.119792
W1550×D600×H430

스파고아/2인/1탁/등무

SPA-293      NO.121014
W1570×D500×H430

스파고아/2인/1탁/등유

SPA-292      NO.120035
W1570×D590×H880

스파고아 우드/2인/1탁/등유

SPA-294      NO.122014
W1550×D600×H880

스파고아 우드/2인/1탁/등무/무패드

SPA-295      NO.123583
W1570×D500×H430

Spagoa
스파고아

우드소재의 등 . 좌판은 인간공학적인 형상으로 최적의 편안함을 제공하고
커넥팅테이블 사양으로 다양한 레이아웃을 세련되게 연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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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라운A형/3인/등유

HJ-320      NO.196592
W1490×D490×H885

크라운B형/3인/등유

HJ-321      NO.197013
W1490×D490×H885

스카치B형/3인/등무

HJ-332      NO.112072
W1490×D450×H430

스카치/3인/등유

HJ-330      NO.110084
W1560×D620×H940

스카치/3인/등무

HJ-331      NO.111592
W1560×D490×H430

Crown/Scotch
크라운 / 스카치

모던한 디자인과 깔끔한 마감이 돋보이는 로비의자로
좌석 간의 간격을 좁혀 공간 차지 면적을 최소화한 효율적인 의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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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od Lobby Chair
우드로비체어

우드로비체어E형/3인/등유/팔무

HJ-402      NO.121591
W1490×D550×H840

우드로비체어E형/3인/등유/양팔

HJ-403      NO.122132
W1570×D550×H840

우드로비체어E형/3인/등무

HJ-401      NO.120091
W1490×D540×H400

우드로비체어E형/3인/등유/양팔

HJ-502      NO.124004
W1570×D660×H870

우드로비체어E형/3인/등유/전체팔

HJ-503      NO.125834
W1650×D660×H870

우드로비체어E형/3인/등유/팔무

HJ-501      NO.123753
W1490×D660×H870

모던한 디자인과 깔끔한 마감이 돋보이는 로비의자로
좌석 간의 간격을 좁혀 공간 차지 면적을 최소화한 효율적인 의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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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fice Chair

Executive Chair

Conference & Multi-use

Lobby Chair

Seminar Table

수강용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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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MINAR TABLE  ▶



5CHAPTER. 05
It’s a table with a lot of features such as applied

folding system, refined design, functionality,

convenience and st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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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미나테이블 (H1형)

2인   H1-A12  W1200×D450×H730  NO.422531
2/3인 H1-A15  W1500×D450×H730  NO.423051
3인   H1-A18  W1800×D450×H730  NO.424561

2인   H1-B12  W1200×D600×H730  NO.425051
2/3인 H1-B15  W1500×D600×H730  NO.426561
3인   H1-B18  W1800×D600×H730  NO.427081

세미나테이블 (H2형)

2인   H2-A12  W1200×D450×H730  NO.431021
2/3인 H2-A15  W1500×D450×H730  NO.433231
3인   H2-A18  W1800×D450×H730  NO.434241

2인   H2-B12  W1200×D600×H730  NO.436531
2/3인 H2-B15  W1500×D600×H730  NO.438741
3인   H2-B18  W1800×D600×H730  NO.439751

Seminar Table
세미나테이블

개인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 앞가림판을 
추가로 부착하였습니다.

앞가림판
선반을 수납공간으로 제공하여 효율적인 
활용이 가능합니다.

수납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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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미나테이블 (S1형)

2인   S1-A12  W1200×D450×H730  NO.301031
2/3인 S1-A15  W1500×D450×H730  NO.302541
3인   S1-A18  W1800×D450×H730  NO.303361

2인   S1-B12  W1200×D600×H730  NO.304531
2/3인 S1-B15  W1500×D600×H730  NO.305251
3인   S1-B18  W1800×D600×H730  NO.306071

세미나테이블 HS1 (314)

2인   HS1-12  W1200×D580×H730  NO.457051
2/3인 HS1-15  W1500×D580×H730  NO.458071
3인   HS1-18  W1800×D580×H730  NO.459091

세미나테이블 HS2 (314)

2인   HS2-12  W1200×D580×H730  NO.460731
2/3인 HS2-15  W1500×D580×H730  NO.461551
3인   HS2-18  W1800×D580×H730  NO.462071

세미나테이블 HS1W (314)

2인   HS1W-12  W1200×D580×H730  NO.458061
2/3인 HS1W-15  W1500×D580×H730  NO.458281
3인   HS1W-18  W1800×D580×H730  NO.458002

Seminar Table
세미나테이블

현대적인 심플한 디자인으로 실내에 안정감을 주고 분위기를 산뜻하게 해주며
상판을 접었다 폈다 할 수 있어 작은 공간에서 편리하게 보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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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미나테이블 CL-824/CL-826

2인   CLT-824  W1400×D500×H720  NO.491512
2/3인 CLT-826  W1800×D500×H720  NO.493032

세미나테이블 CL-884/CL-886

2인   CLT-884  W1400×D500×H720  NO.351051
2/3인 CLT-886  W1800×D500×H720  NO.352061

세미나테이블 D140/141 (스틸가림판)

2인   D-140  W1400×D500×H720  NO.392071
2/3인 D-141  W1800×D500×H720  NO.393591

세미나테이블 CL-888/CL-890

2인   CLT-880  W1400×D500×H720  NO.381041
2/3인 CLT-890  W1800×D500×H720  NO.382051

세미나테이블 D110/120

2인   D-110  W1400×D470×H720  NO.632581
2/3인 D-120  W1800×D470×H720  NO.636502

Seminar Table
세미나테이블

편리한 기능과 인간공학적 설계의 연수용 테이블은 공간의 규모에 따라 학교, 세미나실, 강당은 물론
커뮤니케이션의 모든 장소에 모여 회의나 교육을 받을 때 적합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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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미나 프로 2/3인

2인 SPT-201  W1200×D500×H740  NO.573551
3인 SPT-301  W1500×D500×H740  NO.576571

세미나 프로 4인

SPT-401      NO.578591
W1800×D500×H740

세미나 프로 1인 (로라)

SPT-101      NO.562041
W600×D500×H740

Seminar Table
세미나테이블

좁은 공간에서도 다량의 테이블 적재가 
가능하여 공간활용이 용이합니다.

상판 접이식 폴딩 기능
날렵하고 슬림한 다리 다자인입니다.

다이캐스팅 하부
레버를 내릴 시 고정되며 위로 올리면 
이동이 가능합니다.

스토퍼 레버기능

편리한 기능과 인간공학적 설계의 연수용 테이블은 공간의 규모에 따라 학교, 세미나실, 강당은 물론
커뮤니케이션의 모든 장소에 모여 회의나 교육을 받을 때 적합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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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cture Table
강연대

교수용 강연대 C형

LT-C310      NO.833041
W780×D630×H1220

교수용 강연대 D220

LT-D220      NO.838581
W702×D550×H1120

교수용 강연대 B형

LT-B110      NO.878790
W625×D550×H1100

교수용 강연대 A형 D210

LT-D210      NO.831031
W650×D450×H1000

웨곤 W1000

W-1000      NO.877002
W550×D540×H1000

강의실 보조재 및 소품을 올려 놓을 수 
있는 편리한 선반입니다.

선반시스템
레버를 좌측으로 밀면 상판이 접혀 이동 
및 보관이 편리하도록 제작되었습니다.

폴딩시스템
수납공간이 많아 다양한 기계나 서류의 
보관이 용이합니다.

다양한 수납공간
이동과 배치를 원활히 하는 원형 캐스터에 
밀림방지 기능을 추가하였습니다.

밀림방지 캐스터

현대적인 심플한 디자인으로 실내에 안정감을 주고 분위기를 산뜻하게 해주며
상판을 접었다 폈다 할 수 있어 작은 공간에서 편리하게 보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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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용 테이블 D500

D-500      NO.792880
W650×D450×H720

학생용 테이블 D410

HD-410      NO.780590
W700×D520×H730

학생용 테이블 D500-1

D-500-1      NO.796380
W650×D450×H720

학생용 테이블 D102 사출가림판

D-102      NO.884021
W700×D500×H720

학생용 테이블 D200

D-200      NO.886801
W650×D450×H720

학생용 테이블 D100

D-100      NO.882501
W650×D470×H720

학생용 테이블 D100-1

D-100-1      NO.883001
W650×D470×H720

Students Table
학생용 테이블

소음이 적은 우레탄 캐스터와 
수평 맞추기에 적합한 글라
이더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현대적인 심플한 디자인으로 실내에 안정감을 주고 분위기를 산뜻하게 해주며
상판을 접었다 폈다 할 수 있어 작은 공간에서 편리하게 보관할 수 있습니다.

학생용 테이블 D450

HD-450      NO.790911
HD-451      NO.791021 화이트가림판

HD-452      NO.792511 상판 망펄 골조 가림판 그레이

W700×D500×H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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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bric Color 패브릭 (천) 컬러

PD01 PD06PD04 PD08 PD09PD02 PD07PD05

카오스1201

카오스1204

PD63 PD65 PD66PD64 PD67 PD68

PD10 PD11 PD12 PD16PD14PD13 PD17PD15

PD56 PD60PD58 PD61PD18 PD19 PD20 PD53

DN802 DN807DN804 DN813 DN814DN803 DN812DN805 DN815

DN912 WT-1201DN914 WT-1203 WT-1204DN913 WT-1202DN915DN911

Leather Color 인조가죽 (레쟈) 컬러

SK108 SK130SK120 SK161 SK163SK111 SK140SK122

SK164 SK168 SK184SK173SK170 SK330SK183

SB2236모티브073 SB370 갤러리388 SB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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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sh Color 메쉬 컬러

IS검정메쉬 IS주황메쉬IS빨강메쉬 DM2-C31IS스카이블루메쉬 IR40K블랙(라인메쉬)IS파랑메쉬

매트 스카이블루메쉬 매트 파랑메쉬 매트 회색메쉬 매트 주황메쉬 매트 연두메쉬매트 빨강메쉬 매트 검정메쉬

AI20블랙 AIA진빨강메쉬 AIA빨강메쉬AIA연두메쉬AIA스카이블루메쉬 AIA파랑메쉬

AA그린 AA파랑 AA주황DM1-A16AA레드 AA스카이DM1-A21 NO30

SA105오렌지 SA101블랙 SA102레드 SA103그린 SA104블루

데일리, 풀백, 디노
전용 검정메쉬

조디 검정조디 연두조디 블루 조디 빨강

인쇄 공정상 실제 색상과 약간의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Due to variations in the printing process, the colors shown may not be exac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