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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 & DOWN SERIES
업앤다운 시리즈

1인 세트 | Single Set ￦959,000 
전동책상/스크린/배선네트/마감패널/철재책장 
Electric Desk/Screen/Cable Organizing Net/Cable Management Panel/Steel Bookshelf

사용자에 편안한 자세에 설정가능한 여유로운 높이조절 기능 

(높이조절 720 ~ 1,210mm)

Size is adjustable to provide the best height for the users 
(Range: 720~1,210mm)

건강은 올리고(UP) 부담은 줄인(DOWN) UP&DOWN 시리즈.  

창의적이고 건강한 환경을 위한 새로운 트렌드입니다.  

업무의 방식과 니즈에 맞게 서서 또는 앉아서도 일할 수 있게 높이가 조절되

는 제품입니다. 전동식 조작으로 편리함은 물론 부드러운  

속도로 위치 도달이 가능하도록 리바트의 노하우를 더했습니다. 

Health UP!, Cost DOWN! UP&DOWN Series A new trend to be 

creative and make a healthy environment. It is an adjustable desk 

to fit the needs of the user's working method that can be used 

while sitting or standing. It is electrically powered which makes it 

convenient and the speed is gentle enough to reach the desired 

height which is all LIVART's technology.

1. 최대 125kg까지 견딜 수 있는 높은 지지하중(상판두께 30mm)

2. 듀얼모터 적용을 통한 32mm/sec의 빠른 높낮이 조절

3. 자작나무 무늬엣지 적용을 통한 고급스러운 디자인

4.  "AiDesk" 어플을 통한 알람설정 기능과 휴대폰 & 노트북 연동 

(리시버 별도 구매)

1. Can endure up to 125kg(Thickness: 30mm)

2. Dual motors up to 32mm/sec when adjusting the height

3. Luxurious design with the use of birch-patterned edges

4.  Notification functions on smartphones and laptops with the "AiDesk" app

전동식 높이조절 책상   |  Electric Height Adjustable Desk

화이트 (SW)
White

오크 (OA)
Oak

콘크리트 그레이 (CG)
Concrete Gray

차콜블랙 (CB)
Charcoal Black 

 UP & DOWN 
DESK

* 화이트, 오크 책상은 화이트다리, 차콜 블랙, 콘크리트 책상은 블랙다리가 각각 적용되었습니다.
* White legs are for White and Oak desks while Black legs are for Charcoal Black and Concrete desks.

1200/1400/1600  
전동식 높이조절 책상 
1200/1400/1600  
Electric Height Adjustable Desk

1,190×750×720~1,210mm ￦689,000
1,390×750×720~1,210mm ￦715,000
1,590×750×720~1,210mm ￦718,000

1800 전동식 높이조절 회의테이블 
1800 Electric Height Adjustable 
Conference Table

1,800 × 900 × 720~1,210 mm 
￦727,000

사이드장(좌/우형) 
Side Cabinet(Left/Right)

800 × 500 × 624 mm ￦192,000
*  색상 : 화이트, 콘크리트  

(Color : White, Concrete Gray)

하부전선덕트(멀티탭 포함) 
Bottom Wire Duct 
(Power Outlet Included)

309 × 80 × 80 mm ￦29,000
* 색상 : 화이트, 블랙 (Color : Ivory, Black)

PC홀더 브라켓형  
Bracket Type PC Mount

 ￦80,000

블루투스 리시버 
Bluetooth Receiver

￦38,000

배선네트 
Cable Organizing Net

￦17,000

마감패널 
Cable Management Panel

￦25,000
* 색상: 화이트, 블랙 (Color : White, Black) 

1

3

2

4

PRODUCTS * 사이즈 표기 : W×D×H(Dimensions: W×D×H)    * 표시금액 : 소비자가격(Display Price: Retail Price)    *  이 제품은 공용제품입니다(products can be used universally)

온라인몰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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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SIC SERIES
베이직 시리즈

심플한 디자인으로 기본에 충실한 하움 베이직 시리즈.  

경제성과 내구성, 수납성까지 모두 고려하여 컴퓨터 책상의 표준을 제시하는 리바트하움의 대표 시리즈입니다.  

심플한 디자인에 상·하단 수납의 용이성, 취향 저격의 색상 선택까지 다양한 니즈에 손쉬운 맞춤.  

하움 베이직 시리즈입니다.

Haum's Basic Series is simple yet sticks to the basic. 

LIVART Haum's representative series sets the standard of computer desks considering 

affordability, durability, and utility. Haum's Basic Series has a simple design with sufficient 

storage volume of the upper and lower drawers that answer the needs,  

catch the heart of the customers with the colors, and are easy to assemble.

5인 세트 | 5-Man Set ￦3,214,000 
책상/2단 서랍/의자/스크린/2단 선반장 
Desks/2-Drawer Cabinet/Chairs/Screens/2-Tier Storage Cabinet

온라인몰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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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컴퓨터, 가방, 책 등 다양한 수납이 가능한 하부선반

2.   깔끔한 환경을 구현하는 배선 덕트 및 배선 통로

3.   책상과 연결하여 공간을 넓게 사용할 수 있는 익스텐션장
4.  댄디한 오크 + 웜그레이 콤비, 내추럴한 오크,  

깔끔한 화이트, 도시 감각 콘크리트그레이

4.  Mix of Dandy Oak and Warm Gray, Natural Oak, Pure White, 
Urban Concrete Gray 

1.  The bottom shelf can store various items such as personal computers,  
bags, books, etc. 

2. Wire ducts and passages create an organized view

3.    An extension shelf can be connected to a desk to create a larger space

1

2

4

3

목재  |  Wood

화이트 (SW)
White

오크 (OA)
Oak

콘크리트 그레이 (CG)
Concrete Gray

오크 + 웜그레이 (OG)
Oak + Warm Gray

1200 책상  
1200 Desk

1,200 × 790 × 730 mm ￦168,000

1400 책상  
1400 Desk

1,400 × 790 × 730 mm ￦184,000

1600 책상  
1600 Desk

1,600 × 790 × 730 mm ￦193,000

익스텐션장(베이직 시리즈 전용)(좌/우형) 
Extension Table(for Basic series)(Left/Right)

600 × 400 × 730 mm ￦76,000

이동식서랍(2단) 
Rolling Cabinet(2 Drawers)

400 × 552 × 605 mm ￦124,000

2단 선반장 
2-Tier Storage Cabinet

600 × 400 × 730 mm ￦138,000

PRODUCTS * 사이즈 표기 : W×D×H(Dimensions: W×D×H)    * 표시금액 : 소비자가격(Display Price: Retail Price)    *  이 제품은 공용제품입니다(products can be used universal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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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REER SERIES
커리어 시리즈

새로운 아이디어를 위하여, 생각이 넘치는 공간을 위한 하움 커리어 시리즈.  

곡선형 디자인으로 심미적인 부드러움과 세련된 분위기를 자아내며 사용자에 따라  

다양한 공간 연출이 가능합니다. 개인의 공간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모니터 선반, 수납, 칸막이를 일체형으로 설계하였습니다.

Haum's Career Series for a creative environment to create new ideas. 

The curved design gives esthetic softness and a sophisticated atmosphere and 

various looks can be created upon the user's preference. To utilize the personal 

space efficiently, the monitor mount, drawer, and divider are all-in-one.

4인 세트 | 4-Man Set ￦2,885,000 
스탠드형 책상 / 슬림 서랍 / 의자 
Desks/Slim Cabinets/Chairs

온라인몰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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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크리트그레이 + 그레이(CG)
Concrete Gray + Gray

화이트 + 오크 (SO)
White + Oak

오크 + 오크 (OO)
Oak + Oak

스탠드형 책상  |  Standing Desk 컴퓨터책상   |  Computer Desk

화이트 (SW)
White

오크 (OA)
Oak

콘크리트 그레이 (CG)
Concrete Gray

6.  부상 방지와 디자인 통일성을 위한 책상 상판과 다릿발의  

둥근 모서리가 적용된 재택근무 책상

6.   Home Working Desk's legs are round for anti-injury purposes 
and to give a unity look on the table with the legs

1  별도의 파티션과 스크린 없이도 개인별 공간 분리에 용이한 스탠드형 책상

2.   바닥의 기울기에 맞춰 조절 가능한 수평 레벨러

3.   깔끔한 배선처리를 위한 배선홀

4.  곡선으로 마감된 끝단과 파이프형 다리는 개성있는 공간을 연출합니다.

5.  편안한 착석감을 위한 책상 상판 정면에 곡선 디자인을 적용한 재택근무 책상

1.  A standing desk is easy to separate private spaces without partitions  
and screens.

2.  Balance levelers to adjust the slope of the desk

3.   Cable hole for organized cables

4.  Curved edges and pipe-type legs create unique space.

5.  Curved edges are applied on the front side of the desk to give  
a comfortable experience

1

4 5

6

2 3

스탠드형 책상  
Standing Desk

1,200 × 800 × 1,079 mm ￦217,000
1,400 × 800 × 1,079 mm ￦250,000
1,600 × 800 × 1,079 mm ￦259,000

재택근무 책상  
Home Working Desk

1,000 × 614 × 1,000 mm ￦216,000
1,200 × 614 × 1,000 mm ￦230,000

컴퓨터 책상  
Computer Desk

1,200 × 790 × 730 mm ￦174,000
1,400 × 790 × 730 mm ￦197,000
1,600 × 790 × 730 mm ￦202,000

4인 / 6인 테이블 
4-man/6-man Table

1,400 × 800 × 730 mm ￦187,000
1,900 × 900 × 730 mm ￦213,000

1단 슬림서랍 
Slim Cabinet(1 Drawer)

300 × 552 × 594 mm ￦105,000

엔드 목재스크린 
End Wooden Screen

595 × 18T × 1,079 mm ￦38,000
* 스탠드책상 전용 (For Standing Desks)

*  색상 : 오크, 그레이 (Color : Oak, Gray)

PRODUCTS * 사이즈 표기 : W×D×H(Dimensions: W×D×H)    * 표시금액 : 소비자가격(Display Price: Retail Price)    *  이 제품은 공용제품입니다(products can be used universal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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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BLENESS SERIES
안심 시리즈

리바트 하움의 축적된 디자인 노하우를 바탕으로 안정된 설계를 반영하여,  

사용 중 흔들림과 이격을 최소화한 안심책상 시리즈입니다.  

유선형 디자인의 철재다리는 안정적인 지지력은 물론 간결하고 부드러운 사무환경을  

연출합니다. 옵션상품을 더하여 최적의 효율을 위한 업무환경을 만들어드립니다.

Stableness Series is designed for stableness with the accumulated experience of 

LIVART Haum. to minimize the motion and the space between the desks. 

The curved design of the steel legs is not just for stableness but also gives a 

concise and gentle working environment. You could add more efficiency with the 

additional options for the optimum working environment.

5인 세트 | 5-Man Set ￦3,784,000 
책상/보조책상/3단서랍/의자/스크린/전선덕트/모니터받침 
Desks/Side Desks/3-Drawer Cabinet/Chairs/Dividiers/Wire duct/Monitor Stands

온라인몰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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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크리트 그레이 (CG)
Concrete Gray

오크 (OA)
Oak

화이트 (SW)
White

목재  |  Wood

6  전선 정리가 간편한 배선홀 디자인

6  Convenient cable hole for organized cables

1  심플한 디자인과 넓은 공간감을 제공하는 사선형 하부구조

2.   하부 뒷가림판으로 튼튼한 하부구조와 프라이버시 보호

3. L형책상 레이아웃이 가능한 사이드장

4.  팀장석으로 활용 가능한 보조책상

5  세련된 색감의 콘크리트 책상

1.  The simple design of the inclined structure of the legs provides a wide space  

2.  Partition at the bottom protects privacy and strengthens the leg structure

3.   L-shaped layout with the side cabinets

4.  Side desks for the team leaders

5. Sophisticated color of the concrete table

1

4 5

6

2 3

컴퓨터책상 
Computer Desk

1,200 × 790 × 730 mm ￦189,000
1,400 × 790 × 730 mm ￦219,000
1,600 × 790 × 730 mm ￦220,000

이동식서랍(3단)  
Rolling 3-Drawer Cabinet

400 × 552 × 605 mm ￦143,000

보조책상 
Side Desk

600 × 1,200 × 730 mm ￦147,000

2단 선반장 
2-Tier Storage Cabinet

600 × 400 × 730 mm ￦138,000

멀티스토리지(좌/우형) 
Multi-Storage (Left/Right)

400 × 790 × 1,083 mm ￦236,000

1인 옷장(좌/우형) 
Private Closet (Left/Right)

200 × 790 × 1,083 mm ￦174,000

하부전선덕트(멀티탭 포함) 
Bottom Wire Duct(Power Outlet Included)

309 × 80 × 80 mm ￦29,000
* 색상 : 아이보리, 블랙(Color : Ivory, Black) 

하부덕트(멀티탭 제외) 
Bottom Duct(No Power Outlet)

630 × 80 × 89 mm ￦20,000
* 색상 : 아이보리, 블랙(Color : Ivory, Black)

PRODUCTS * 사이즈 표기 : W×D×H(Dimensions: W×D×H)    * 표시금액 : 소비자가격(Display Price: Retail Price)    *  이 제품은 공용제품입니다(products can be used universal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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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APPING SERIES
스내핑 시리즈

Why Snapping? 당신의 공간에 딱!(Snapping!) 맞는 가구입니다. 

E0등급의 친환경 목재를 사용하여 유해물질과 냄새까지 Clean, 가림판과 다릿발, 상판을 모두 결합하여  

흔들리지 않고 튼튼한 설계. 심플한 다리라인에 두툼한 상판. 부드럽고 캐주얼한 디자인의 스내핑 시리즈로 

머물고 싶은 나만의 업무공간을 완성해 보세요. 

Why Snapping? You would want to snap your fingers because it fits your space perfectly!  

E0 Grade eco-friendly materials are used to remove hazardous materials and bad stinks. 

Dividers and tables are combined to prevent shaking and enhance durability.  

Simple legs and a thick table. The soft and casual design of the Snapping Series  

will make you want to stay in your space longer! 

6인 세트 | 6-Man Set ￦1,434,000 
책상/스크린 
Desks, Screens

군더더기 없는 스퀘어 라인으로 디자인한 데스크는  
18T 두께의 상판과 자작나무 무늬로 엣지 마감되어 있습니다.

The edge clean-cut square desk with an 18T thick top board  
and a birch pattern.

온라인몰 접속

Renewal
18T 리뉴얼 사양  
3월 출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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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용자 편의를 위한 배선 가능 상판(일반 책상)

4.  Cable-compatible top board (Ordinary Desk) for user’s 
convenience

1  나뭇결이 느껴지는 고급스러운 표면재

2.   바닥수평 조절이 가능한 레벨러

3.  공용공간 및 홈바 공간에 활용가능한 디자인 바테이블

1.  Premium surface material to feel the wood grain

2.  Leveler that can balance the slope of the desk

3.   Beautiful Bar Table that can be placed in public spaces and used as a home bar

1

3

4

2

컴퓨터책상 
Computer Desk

1,200 × 790 × 730 mm ￦150,000
1,400 × 790 × 730 mm ￦203,000
1,600 × 790 × 730 mm ￦207,000

이동식서랍(3단)  
Rolling 3-Drawer Cabinet

400 × 552 × 605 mm ￦143,000

4인/6인 테이블 
4-Man/6-Man Table

1,400 × 800 × 730 mm ￦161,000
1,800 × 800 × 730 mm ￦174,000

바테이블(일면/양면) 
Bar Table (One-/Two-Sided)

1,200 × 390 × 988 mm ￦133,000
1,200 × 590 × 988 mm ￦159,000

차콜블랙 (CB)
Charcoal Black

목재  |  Wood

PRODUCTS * 사이즈 표기 : W×D×H(Dimensions: W×D×H)    * 표시금액 : 소비자가격(Display Price: Retail Price)    *  이 제품은 공용제품입니다(products can be used universally)

하부전선덕트(멀티탭 포함) 
Bottom Wire Duct (Power Outlet Included)

309 × 80 × 80 mm ￦29,000
* 색상 : 아이보리, 블랙(Color : Ivory, Black)

하부덕트(멀티탭 제외) 
Bottom Duct (No Power Outlet)

630 × 80 × 89 mm ￦20,000
* 색상 : 아이보리, 블랙(Color : Ivory, Bl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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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OKSHELVES 
WOOD/STEEL
책장 - 목재/철재

화이트(SW) +  
오크(OA)
White + Oak

차콜 블랙(CB) +  
오크(OA)
Charcoal Black + 
Oak

차콜 블랙(CB) +  
콘크리트 그레이(CG)
Charcoal Black +  
Concrete Gray

차콜 블랙(CB) +  
차콜 블랙(CB)
Charcoal Black +  
Charcoal Black

화이트(SW) +  
화이트(SW)
White + White

철재 책장 (프레임 + 목재)  |  Steel Bookshelves (Frame + Wood)목재 책장   |  Wood Bookshelves

화이트 (SW)
White

콘크리트 그레이 
(CG)
Concrete Gray

오크 (OA)
Oak

차콜블랙 (CB)
Charcoal Black

5단 책장(상, 하부도어형)  
5-Tier Bookshelf (Top&Bottom Door-type)

800 × 415 × 1,829 mm ￦304,000

5단 책장(올문형) 
5-Tier Bookshelf (Door-type)

800 × 415 × 1,829 mm ￦290,000

공용옷장 
Closet for all

598 × 415 × 1,829 mm ￦225,000

3단 철재 책장 
3-Tier Bookshelf

800 × 300 × 1,118 mm ￦126,000

5단 철재 책장 
5-Tier Bookshelf

800 × 300 × 1,806 mm ￦202,000

북엔드  
Bookends

200 × 70 × 188 mm(좌/우 1SET)  
(1set : Left & Right) ￦18,000
* 색상 : 화이트, 블랙 (Color : White, Black) 
*  사용 가능 두께 : 21~23T (Can be used in 21~23T tables)

PRODUCTS * 사이즈 표기 : W×D×H(Dimensions: W×D×H)    * 표시금액 : 소비자가격(Display Price: Retail Price)    *  이 제품은 공용제품입니다(products can be used universally)

3단책장 
3-Tier Bookshelf

800 × 397 × 1,132 mm ￦120,000

3단책장(도어형) 
3-Tier Bookshelf (Door-type)

800 × 415 × 1,132 mm ￦185,000

5단책장 
5-Tier Bookshelf

800 × 397 × 1,829 mm ￦178,000

5단책장(하부도어형) 
5-Tier Bookshelf  
(Bottom Door-type)

800 × 415 × 1,829 mm ￦243,000

PRODUCTS * 사이즈 표기 : W×D×H(Dimensions: W×D×H)    * 표시금액 : 소비자가격(Display Price: Retail Price)    *  이 제품은 공용제품입니다(products can be used universally)

넉넉한 수납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사용자의  

공간에 어우러지는 모던한 디자인으로 책장으로서의 

기본에 충실한 리바트 하움의 대표적인 라인입니다.

LIVART Haum's representative line that sticks 

to the basics to provide a modern design that 

goes well anywhere with sufficient storage 

space.

책장 세트 | Bookshelves Set ￦838,000 
3단책장 / 3단책장(도어형) / 5단 책장(하부도어형) / 5단 책장(올문형) 
3-Tier Shelf / 3-Tier Shelf (Door-type) / 5-Tier Shelf (Bottom door-type) / 5-Tier Shelf (Door-type)

온라인몰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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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BINETS & 
SIDEBOARDS
서랍장 & 수납장

리바트 하움 서랍장은 심플한 디자인과 넉넉한 수납공간으로 공간  

활용에 최적화된 사무환경을 제안합니다. 리바트하움의 수납장은  

모던한 디자인과 넓은 수납용량으로 다양한 공간에 활용이 용이합니다.

LIVART' Haum's cabinets are simple and yet, the storage space  

is wide enough to provide an optimal working environment  

in terms of utilization of space.  

LIVART' Haum's cabinets are simple and yet, the storage space 

is wide enough to provide an optimal working environment in 

terms of utilization of space.

목재   |  Wood

화이트 (SW)
White

콘크리트 그레이 (CG)
Concrete Gray

오크 (OA)
Oak

차콜블랙 (CB)
Charcoal Black

보조책상 
Side Desk

600 × 1,200 × 730 mm ￦147,000

사이드장(좌/우형) 
Side Cabinet (Left/Right)

800 × 500 × 624 mm ￦192,000
*  색상 : 화이트, 콘크리트 (Color : White, Concrete)

2단 선반장 
2-Tier Storage Cabinet

600 × 400 × 730 mm ￦138,000

1인 옷장(좌/우형) 
Private Closet (Left)

200 × 790 × 1,083 mm ￦174,000

탕비장 
Pantry Sideboard

1,195 × 400 × 834 mm ￦211,000
*  색상 : 오크, 콘크리트 그레이 (Color : Oak, Concrete Gray)

옷걸이장  
Closet Sideboard

1,202 × 414 × 1,424 mm ￦191,000
*  색상 : 오크, 콘크리트 그레이 (Color : Oak, Concrete Gray)

1

1. 옷걸이와 다양한 수납 기능을 겸비한 옷걸이장 

2. 다양한 비품의 수납이 가능한 탕비장

1.  Multipurpose cabinet that can be used as a 
closet and storage cabinet

2. Pantry cabinet that can store various supplies

2

*  차콜블랙은 이동식/슬림 서랍만 적용 
(Charcoal Black is only available on  
rolling/slim cabinets)

PRODUCTS * 사이즈 표기 : W×D×H(Dimensions: W×D×H)    * 표시금액 : 소비자가격(Display Price: Retail Price)    *  이 제품은 공용제품입니다(products can be used universally)

이동식서랍(3단) 
Rolling Cabinet (3 Drawers)

 400 × 552 × 605 mm ￦143,000

이동식서랍(2단) 
Rolling Cabinet (2 Drawers)

400 × 552 × 605 mm ￦124,000

1단 슬림서랍  
1-Tier Slim Cabinet

300 × 552 × 594 mm ￦105,000

멀티스토리지(좌/우형) 
Multi-storage(Left/Right)

400 × 790 × 1,083 mm ￦236,000

PRODUCTS * 사이즈 표기 : W×D×H(Dimensions: W×D×H)    * 표시금액 : 소비자가격(Display Price: Retail Price)    
 *  이 제품은 공용제품입니다(products can be used universally)

온라인몰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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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REEN
스크린

목재, 패브릭, 아크릴 3가지 종류의 소재로 구성된  

리바트 하움의 스크린은 디자인과 용도에 따라  

다양한 선택이 가능합니다.

LIVART Haum Screens have a variety of variations 

such as wood, fabric, and acryl that can be selected 

depending on the purpose and design preference.  

패브릭(10T)  |  Fabric(10T)

버건디 (BG)
Burgundy

패브릭(6T)  |  Fabric(6T) 목재  |  Wood

화이트 (SW)
White

오크 (OA)
Oak

콘크리트  
그레이 (CG)
Concrete Gray

웜그레이 (WG)
Warm Gray

차콜블랙 (CB)
Charcoal Black

1. 자석 부착, 선반 등 스크린과 활용 가능한 다양한 액세서리 

2. 깔끔한 화이트 고무엣지로 마감된 신형 패브릭 스크린

1.  Various accessories such as magnets, mounts, etc. can be  
attached to the Screens

2. New neat, white, rubber-edged fabric Screen

1 2

PRODUCTS * 사이즈 표기 : W×D×H(Dimensions: W×D×H)    * 표시금액 : 소비자가격(Display Price: Retail Price)    *  이 제품은 공용제품입니다(products can be used universally)

신형 패브릭 사이드 스크린 
NEW Fabric Side Screen

788 × 10T × 500 mm ￦73,000

패브릭 스크린(업앤다운전용) 
Fabric Screen 
(For UP&DOWN)

1,390 × 6T × 800 mm ￦243,000
1,590 × 6T × 800 mm ￦266,000

패브릭 사이드 스크린 
Fabric Side Screen

800 × 6T × 500 mm ￦110,000

목재 사이드 스크린 
Wood Side Screen

800 × 15T × 600 mm ￦45,000
*  색상 :  화이트, 오크, 콘크리트, 웜그레이 

(Color : White, Oak, Concrete,  
Warm Gray)

신형 패브릭 스크린 
NEW Fabric Screen

1,198 × 10T × 500 mm ￦97,000
1,398 × 10T × 500 mm ￦124,000
1,598 × 10T × 500 mm ￦139,000

신형 패브릭 스크린(업앤다운전용) 
NEW Fabric Screen 
(For UP&DOWN)

1,388 × 10T × 800 mm ￦174,000
1,588 × 10T × 800 mm ￦199,000

패브릭 스크린 
Fabric Screen

1,200 × 6T × 500 mm ￦151,000
1,400 × 6T × 500 mm ￦181,000
1,600 × 6T × 500 mm ￦187,000

목재 스크린 
Wood Screen

600 × 15T × 600 mm ￦32,000
1,200 × 15T × 600 mm ￦45,000
1,400 × 15T × 600 mm ￦60,000
1,600 × 15T × 600 mm ￦64,000

500

1,198

1,398

1,598

800

1,388

1,588

800

1,390

1,590

500

1,200

1,400

1,600

600

1,200

1,400

1,600

ORDER
MADE

ORDER
MADE

ORDER
MADE

600

1.  책상과 동일 규격 스크린 설치 시  
적용가능  
(예: W1600 안심책상에는  

       W1600 스크린 설치)

2.  기호 상세 
○ 설치 권장 

 - 설치 불가 

★  영업 담당자 문의 

(브라켓 변경 필요)

3.  기타 문의사항은 영업담당자에게  
연락바랍니다.

스크린 설치 권장사항 

품목 구분 오브제 원모터  
모션데스크 업앤다운 스내핑 안심 베이직 커리어

상판으로부터 높이 345mm 350mm 344mm 350mm 350mm 350mm 345mm

목재 스크린
전면 O O O O O O O

사이드 - - - - O O -

신형 패브릭 스크린
전면 O O O O O O O

사이드 - - - - O O -

패브릭 스크린
전면 O O O ★ O ★ O

사이드 - - - - O O -

패브릭 스크린 
(업앤다운 전용)

전면 - - O - - - -

그린 (GN)
Green

블루 (BU)
Blue

그레이 (GY)
Gray

그린 (GN)
Green

블루 (BU)
Blue

그레이 (GY)
Gray

온라인몰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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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T PARTITION  
ALUMINUM/PVC
45T 파티션(알루미늄/PVC)

공간을 분할하여, 효율적인 공간 활용과 업무 집중도를 높이는  

블럭파티션입니다. 600mm에서 1,200mm까지 다양한 폭의  

파티션으로 사무공간을 맞춤 구성할 수 있습니다. 상하부 목재판넬 

PVC 프레임 구조의 파티션으로 600mm에서 1,200mm까지 다양한 

폭으로 공간을 효율적으로 구분, 업무 집중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Partitions separate the space to increase the work efficiency 

and to utilize the space efficiently. Various ranges of partition 

from 600mm to 1,200mm can be ordered to fit your needs. 

Partition made up of PVC frames and wooden panels from 

600mm to 1,200mm can be ordered to efficiently utilize the 

space and increase work efficiency.

상부  |  Top

블루 (BU)
Blue

그레이 (GY)
Gray

하부  |  Bottom

그레이 (GY)
Gray

그린 (GN)
Green

ㄷ자 모듈 | C-shaped Module ￦605,000 
PVC 파티션, 포스트, 마감바 
PVC Partitions, 1000 Partitions, Posts, Edge Bars

* 오더메이드 : 상부 자석 부착형 모델 
* Upper Magnetic-type Model are Custom-made

ㄷ자 모듈 | C-shaped Module ￦1,147,000 
알루미늄 파티션, 포스트, 마감바 
ALUMINUM Partitions, Posts, Edge Bars

알루미늄 파티션 
ALUMINUM Partition

600 × 45T × 1,170 mm ￦142,000
700 × 45T × 1,170 mm ￦152,000
800 × 45T × 1,170 mm ￦160,000
1,000 × 45T × 1,170 mm ￦171,000
1,200 × 45T × 1,170 mm ￦182,000

1,170

1,200

1,000

800

600
700

PRODUCTS * 사이즈 표기 : W×D×H(Dimensions: W×D×H)    * 표시금액 : 소비자가격(Display Price: Retail Price)    *  이 제품은 공용제품입니다(products can be used universally)

❶ 마감바  Edge Bars  ￦16,000

❷ 포스트  Posts  ￦31,000

❷

PVC 파티션 
PVC Partition

600 × 45T × 1,170 mm ￦71,000
700 × 45T × 1,170 mm ￦75,000
800 × 45T × 1,170 mm ￦76,000
1,000 × 45T × 1,170 mm ￦77,000
1,200 × 45T × 1,170 mm ￦79,000

PVC 파티션 
(상부자석 부착형) 
PVC Partition(Magnetic-type)

600 × 45T × 1,170 mm ￦95,000
700 × 45T × 1,170 mm ￦98,000
800 × 45T × 1,170 mm ￦99,000
1,000 × 45T × 1,170 mm ￦101,000
1,200 × 45T × 1,170 mm ￦102,000

1,170

1,200

1,000

800

600
700

❶ 마감바  Edge Bars  ￦7,000

❷ 포스트  Posts  ￦27,000

❶

❷

❶

안정각  Baseplates  
￦29,000

안정각  Baseplates  
￦18,000

벽 고정 철물(2EA 1SET)   
Wall Clamps(2EA 1SET)  
￦10,000

온라인몰 접속

ORDER
MA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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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CESSORIES
액세서리

리바트하움의 액세서리는 하움 제품과의 높은 호환성을 바탕으로 

사무공간에 다양한 기능을 제안합니다. 좁은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

할 수 있고 바르고 곧은 자세와 완벽한 사무환경을 만들어드립니다. 

LIVART Haum's accessories provide various functions in 

the office space due to their high compatibility with Haum 

products. Efficient use of small spaces creates a correct, 

straight posture and perfect office environment.

모니터받침대(PP)(싱글형/듀얼형) 
Monitor Stand(PP) (Single/Dual)

527 × 260 × 100~160 mm ￦22,000
907 × 260 × 100~160 mm ￦39,000

툴박스 + 노트북 거치대  
Tool Box + Laptop Stand

370 × 277 × 61 mm ￦28,000

액세서리 패널(양면형) 
Accessory Panel (Both Sides)

780 × 18 × 50 mm ￦11,000
* 목재 스크린 전용 (For wooden Screens)

액세서리 패널(행거형-일면형) 
Accessory Panel 
(Hanger-type/Single-type)

454 × 24 × 100 mm ￦14,000
* 목재 스크린 전용 (For wooden Screens)

액세서리 선반 
Accessory Stand

343 × 315 × 235 mm ￦28,000

하부덕트(멀티탭 제외) 
Bottom Duct (No Power Outlet)

630 × 80 × 89 mm ￦20,000
* 색상 : 아이보리, 블랙 (Color : Ivory, Black)

하부전선덕트(멀티탭 포함) 
Bottom Wire Duct 
(Power Outlet Included)

309 × 80 × 80 mm ￦29,000
* 색상 : 아이보리, 블랙 (Color : Ivory, Black)

북엔드  
Bookends

수평전선클립 
5-Tier Bookshelf

200 × 70 × 188 mm(좌/우 1SET)  
(1 set : Left & Right) ￦18,000
* 색상 : 화이트, 블랙 (Color : White, Black)
*  사용가능 두께 : 21~23T 

(Can be used in 21~23T tables)

  ￦3,000

듀얼 모니터암 
Dual Monitor Arm

 ￦190,000
*  적용 베사사이즈 : 75 / 100 

(VESA compliant 75×75mm /100×100mm)

싱글 모니터암  
Single Monitor Arm

 ￦110,000
*  적용 베사사이즈 : 75 / 100 

(VESA compliant 75×75mm /100×100mm)

PRODUCTS * 사이즈 표기 : W×D×H(Dimensions: W×D×H)    * 표시금액 : 소비자가격(Display Price: Retail Price)    *  이 제품은 공용제품입니다(products can be used universally)

PRODUCTS * 사이즈 표기 : W×D×H(Dimensions: W×D×H)    * 표시금액 : 소비자가격(Display Price: Retail Price)    *  이 제품은 공용제품입니다(products can be used universally)

노트북 거치 기능과  
소품 보관이 가능한 툴박스

 Toolbox with laptop-stand function and small storage

책상 바닥에서부터 
중앙까지 최소 205 mm에서  
최대 525mm로 높이 조절

Can be adjusted from 205 mm to 525mm 
from the surface to the center of the desk 

하단에 USB를 이용한  
디지털기기 충전 및 전원 공급이 필요한  
전자 기기 사용 가능

Can charge and supply power to electronic 
devices with the USB ports at the bottom

가방 걸이 
Hook for Bag

  ￦5,000

PC 홀더 
PC Mount

브라켓형 Bracket-type ￦80,000
* 색상 : 블랙 (Color : Black)

-  업앤다운, 안심, 베이직, 커리어 시리즈 책상  
브라켓형 설치

- 거치가능 높이 : 300~510 mm 
- 거치가능 넓이 : 88~203 mm 
- 회전가능각도 : 180도

-  Bracket-type : UP&DOWN, STABLENESS,  
BASIC, CAREER Series Desks

- Adjustable Frame Height : 300~510 mm
- Adjustable Frame Width : 88~203 mm
- Adjustable Angle s : 180 degrees

일반형 Normal-type ￦60,000

온라인몰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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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S
테이블

빅 사이즈의 멀티테이블은 공간에 따라 다양한 활용이 가능합니다. 

공간에 따라 빅테이블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목적에 따라 다양한 활용이 가능합니다.

Big-sized tables can be used multi purposely depending on 

how they are placed in a room. Cannot be used as a big table 

depending on the size of the room. Can be used in various 

ways depending on the purpose.

목재  |  Wood

화이트 (SW)
White

어반티크 (UT)
Urban Teak

오크 (OA)
Oak

월넛 (WA)
Walnut

콘크리트 그레이 (CG)
Concrete Gray

3200 빅테이블 
3200 Big Table

3,200 × 1,200 × 730 mm ￦520,000

원형 테이블 
Round Table

Φ600 × 680 mm ￦134,000
Φ900 × 725 mm ￦251,000
*  색상 : 화이트, 오크, 콘크리트, 월넛, 어반티크 

(4Color : White, Oak, Concrete, Walnut, Urban Teak)

3 LEG 원형 테이블 
3 LEG Round Table

Φ900 × 730mm ￦154,000
*  색상 : 화이트, 오크, 콘크리트 (Color : White, Oak, Concrete)

*  월넛, 어반티크 컬러의 경우 다릿발 선택 가능(아이보리, 블랙) 
(For Walnut and Urban Teak, you could choose the color of the legs(Ivory, Black))

3200 빅테이블(덕트형) 
3200 Big Table (with a duct)

3,200 × 1,200 × 730 mm ￦657,000
*  4구 2USB 멀티탭 포함(4 Power Outlet and 2 USB Charing Ports included)

4인/6인 사각 테이블 
Rectangular Table for 4/6 people

1,500 × 950 × 730 mm ￦260,000
1,800 × 1,000 × 730 mm ￦269,000
*  색상 : 화이트, 오크, 콘크리트, 월넛, 어반티크 

(4Color : White, Oak, Concrete, Walnut, Urban Teak)

스내핑 4인/6인 테이블 
Snapping Table for 4/6 people

1,400 × 800 × 730 mm ￦161,000
1,800 × 800 × 730 mm ￦174,000
*  색상 : 챠콜 블랙(Color : Charcoal Black)

커리어 4인/6인 테이블 
Career Table for 4/6 people

1,400 × 800 × 730 mm ￦187,000
1,900 × 900 × 730 mm ￦213,000
*  색상 : 화이트, 오크, 콘크리트 (Color : White, Oak, Concrete)

*  월넛, 어반티크 컬러의 경우 다릿발 선택 가능(아이보리, 블랙) 
(For Walnut and Urban Teak, you could choose the color of the legs(Ivory, Black))

PRODUCTS * 사이즈 표기 : W×D×H(Dimensions: W×D×H)    * 표시금액 : 소비자가격(Display Price: Retail Price)    *  이 제품은 공용제품입니다(products can be used universally)

2200 빅테이블 
2200 Big Table

2,200 × 1,200 × 730 mm ￦343,000

2200 빅테이블(덕트형) 
2200 Big Table (with a duct)

2,200 × 1,200 × 730 mm ￦411,000
*  4구 2USB 멀티탭 포함(4 Power Outlet and 2 USB Charing Ports included)

PRODUCTS * 사이즈 표기 : W×D×H(Dimensions: W×D×H)    * 표시금액 : 소비자가격(Display Price: Retail Price)    *  이 제품은 공용제품입니다(products can be used universally)

온라인몰 접속

차콜블랙 (CB)
Charcoal Bl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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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00 SERIES
STEEL- 
LEGGED DESKS
8000 시리즈 - 철재 다리 책상

8000 SERIES
DESK WITH 
CABINETS ON 
BOTH SIDES
8000 시리즈 - 양수책상

세트 | Set ￦1,992,000 
책상, 의자, 멀티탭, 600책장, 600옷장, 올문유리장 

Desk, Chair, Power Outlet, 600 Bookshelf, 600 Closet, Transparent Shelf

클래식한 색상과 모던한 디자인의 만남.  

품격 있는 나만의 업무공간이 완성됩니다.  

블랙 컬러의 X자 철재 다리로 캐주얼하고  

센스 있는 분위기를 연출합니다. 

The combination of classic and modern 

design completes your working space. 

Black-colored steel legs give a casual 

and sensible atmosphere. 

1.  스크래치에 강한 LPM 소재의46mm 두께감의  

상판으로 중후한 고급스러움 연출

2. 보안성을 위한 락 장치와 심플한 골드컬러 손잡이

1.  Anti-scratch LPM materials are used and the 
46mm thickness gives an imposing luxurious 
looktop of the desk and legs

2.   Drawer with a lock for security and a simple, 
gold handle

1.   넉넉한 수납이 가능한 선반수납장 또는 컴퓨터 본체

수납장으로 사용자가 직접 변경 가능한 수납장

2. 샴페인 골드컬러의 높이조절 레벨러가 적용된 다릿발

1.   Ample storage space which can also store the 
CPU of a personal computer upon modification

2.  Desk legs with champagne gold-colored leveler
어반티크 (UT)
Urban Teak

월넛 (WA)
Walnut

목재  |  Wood

어반티크 (UT)
Urban Teak

월넛 (WA)
Walnut

목재  |  Wood

세트 | Set ￦1,973,000 
책상, 의자, 멀티탭, 600책장, 600옷장, 올문유리장 

Desk, Chair, Power Outlet, 600 Bookshelf, 600 Closet, Transparent Shelf

샴페인 골드와 블랙컬러, 데칼코마니  

스타일의 디자인으로 모던 클래식 스타일을 

완성해 드립니다. 사용자에 따라 다양한  

공간 연출이 가능합니다. 

A perfect harmony of champagne 

red and black color along with 

decalcomania-style design.

1800~
2000mm

SOFT 
CLOSING

SOFT 
CLOSING

1800 철재다리책상(좌/우형) 
1800 Steel-legged Desk 
(Left/Right)

1,800~2,000 × 750 × 730 mm ￦635,000
*  설치 시, 좌/우형 선택 가능합니다. 

(Can choose the direction(left/right) upon installation)

1800 양수 책상 
1800 Desk with Cabinets on both sides

1,800 × 750 × 730 mm ￦616,000

옵션 멀티탭(5+1구 멀티) 
Optional Power Outlet  
(5+1 outlet)

 ￦49,000
*  LAN, USB 포트 별도 문의 

(LAN and USB port inquired separately)

옵션 멀티탭(5+1구 멀티) 
Optional Power Outlet  
(5+1 outlet)

 ￦49,000
*  LAN, USB 포트 별도 문의 

(LAN and USB port inquired separately)

PRODUCTS PRODUCTS

1 1

2 2

온라인몰 접속
온라인몰 접속

* 사이즈 표기 : W×D×H(Dimensions: W×D×H)   * 표시금액 : 소비자가격(Display Price: Retail Price)    
 *  이 제품은 공용제품입니다(products can be used universally)

* 사이즈 표기 : W×D×H(Dimensions: W×D×H)   * 표시금액 : 소비자가격(Display Price: Retail Price)    
 *  이 제품은 공용제품입니다(products can be used universal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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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0 SERIES
STEEL- 
LEGGED DESKS
6000 시리즈 - 철재 다리 책상

6000 SERIES
WOODEN- 
LEGGED DESKS
6000 시리즈 - 목재 다리 책상

공간의 멋스러움을 배가시키는 어반티크 

컬러에 감각적인 블랙 스틸 다리를 매치하여  

격식 있는 공간에 감각적인 멋을 선사합니다. 

Urban Teak color adds up the 

stylishness of the room with sensual 

black steel legs to make the room 

fancier.

짙은 월넛 컬러의 무게감과 클래식한  

포멀함. 중후한 멋이 느껴지는 구성으로 

공간을 한층 품격있게 연출합니다. 

A great harmony of the heavy dark 

walnut color and classic formality adds 

an imposing stylishness to the room.

세트 | Set ￦2,091,000 
책상, 의자, 멀티탭, 사이드장, 600책장, 600옷장, 상부유리장

Table, Chair, Power Outlet, Side Cabinet, 600 Bookshelf, 600 Closet, Shelf with Glass Doors in the Upper Part

세트 | Set ￦1,470,000 
책상, 멀티탭, 사이드장, 크레덴자, 600책장, 600옷장 

Desk, Power Outlet, Side Cabinet, Credenza, 600 Bookshelf, 600 Closet

1800 철재 다리 책상 
1800 Steel-legged Desk

1,800 × 750 × 730 mm ￦488,000

1800 목재 다리 책상 
1800 Wooden-legged Desk

1,800 × 750 × 730 mm ￦324,000

이동 서랍 
Rolling Cabinet

400 × 552 × 605 mm ￦160,000

옵션 멀티탭(5+1구 멀티) 
Optional Power Outlet  
(5+1 Outlet)

 ￦49,000
*  LAN, USB 포트 별도 문의 

(LAN and USB port inquired separately)

크레덴자(좌/우형) 
Credenza (Left/Right)

1,500 × 400 × 645 mm ￦311,000

이동 서랍 
Rolling Cabinet

400 × 552 × 605 mm ￦160,000

옵션 멀티탭(5+1구 멀티) 
Optional Power Outlet  
(5+1 Outlet)

 ￦49,000
*  LAN, USB 포트 별도 문의 

(LAN and USB port inquired separately)

크레덴자(좌/우형) 
Credenza (Left/Right)

1,500 × 400 × 645 mm ￦311,000
*  LAN, USB 포트 별도 문의 

(LAN and USB port inquired separately)

PRODUCTS * 사이즈 표기 : W×D×H(Dimensions: W×D×H)    * 표시금액 : 소비자가격(Display Price: Retail Price)    *  이 제품은 공용제품입니다(products can be used universally) PRODUCTS * 사이즈 표기 : W×D×H(Dimensions: W×D×H)    * 표시금액 : 소비자가격(Display Price: Retail Price)    *  이 제품은 공용제품입니다(products can be used universally)

어반티크 (UT)
Urban Teak

월넛 (WA)
Walnut

목재  |  Wood

어반티크 (UT)
Urban Teak

월넛 (WA)
Walnut

목재  |  Wood

온라인몰 접속

온라인몰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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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ECUTIVE CABINETS & TABLES
중역 책장 & 테이블

중역 캐비닛과 테이블은 리바트하움의 중역 책상과 함께  

품격 있는 중역 공간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Executive cabinets and the executive tables along with 

LIVART Haum's executive desks would make a noble 

atmosphere in the room.

1. 짜임새 있는 수납 공간

2.  수납 활용성을 높이는 옷장과 책장 구성

3.  수납장으로 별도 배치도 가능한 책상 사이드장 

1. Good-sctructured storage
2.  Closet and a bookshelf to increase the storage efficiency
3.  Side cabinet that can be placed separately

800 책장 
800 Bookshelf

800 × 400 × 1,829 mm ￦332,000

회의 테이블(사각) 
Conference Table(Rectangular)

1,500 × 950 × 730 mm ￦260,000
1800 × 1000 × 730 mm ￦269,000

900 원형 테이블 
Round Table

Ø900 × 725 mm ￦251,000

600 책장(좌/우형) 
600 Bookshelf(Left/Right)

500 × 400 × 1,829 mm ￦244,000

600 옷장(좌/우형) 
600 Closet(Left/Right)

580 × 400 × 1,829 mm ￦231,000

PRODUCTS * 사이즈 표기 : W×D×H(Dimensions: W×D×H)    * 표시금액 : 소비자가격(Display Price: Retail Price)    *  이 제품은 공용제품입니다(products can be used universally)

1

2 3

800 유리 장식장(all) 
800 Glass Display Cabinet

800 × 400 × 1,829 mm ￦519,000

800 유리 장식장(half) 
800 Glass Display(Half) Cabinet

800 × 400 × 1,829 mm ￦454,000

크레덴자(좌/우형) 
Credenza (Left/Right)

1,500 × 400 × 645 mm ￦311,000

어반티크 (UT)
Urban Teak

월넛 (WA)
Walnut

목재  |  Wood

온라인몰 접속

LIVART
스티커 노트
5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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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HL  
SERIES

S2000  
SERIES

RUBRO 
SERIES

보훌 시리즈 S2000 시리즈

루브로 시리즈

서재, 거실은 물론 사무 공간에서도  

편안한 휴식 공간을 제공하는 1인 전동 

리클라이너입니다. 고급스러운 소재와  

검증된 하드웨어로 아늑하고 안정된  

공간을 제안합니다.

It is a private electric recliner that 

provides a comfy break at study 

room, living room and even at 

the office. Premium material and 

verified hardwares makes a great 

combination for a cozy and stable 

atmosphere.

어떤 스타일의 공간과도 잘 어우러지는  

모던 디자인의 소파입니다. 패브릭 소재를 

사용하여 포근한 착석감은 물론 스틸  

프레임으로 안정감까지 높였습니다.

Modern-designed sofa that goes 

well with any other style. Fabric 

cozy cushions and steel frames add 

up to stability.

블루 (BU) 
Blue

그레이 (GY) 
Gray

다크그레이(DG) 
Dark Gray

아이보리 (IV) 
Ivory

PU

페브릭  |  Fabric

전동 리클라이너 
Electric Recliner

770 × 950 × 1020 mm ￦528,000

2인 소파 
Double Sofa

1,825 × 770 × 720 mm ￦561,000

1인 소파 
Single Sofa

820 × 770 × 720 mm ￦416,000

1인 소파 
Single Sofa

860 × 860 × 790 mm 
￦352,000

2인 소파 
Double Sofa

1,670 × 860 × 790 mm 
￦513,000

3인 소파 
Wide Sofa for 3 people

2,200 × 860 × 790 mm 
￦671,000

PU

차콜그레이(GY) 
Charcoal Gray

소파 테이블 
Sofa Table

1,200 × 590 × 350 mm 
￦132,000

* 색상 : 그레이 (Color : Gray)

소파 테이블(타원小) 
Sofa Table (Oval S)

620 × 604 × 418 mm 
￦95,000

*  색상 : 오크 (Color : Oak)

소파 테이블(타원大) 
Sofa Table (Oval L)

1,028 × 770 × 348 mm 
￦115,000

*  색상 : 오크 (Color : Oak)

목재  |  Wood

그레이 (GY) 
Gray

오크 (OA) 
Oak

PRODUCTS PRODUCTS

PRODUCTS

SOFA  
TABLE
소파 테이블

PRODUCTS

HYU  
SERIES
휴 시리즈

1인 소파 
Single Sofa

850 × 840 × 750 mm 
￦403,000

2인 소파 
Double Sofa

1,480 × 840 × 750 mm 
￦558,000

이지 체어 
Easy Chair

650 × 740 × 810  mm 
￦160,000

색상  |  Color

패턴그레이 (GY) 
Patterned Gray

PRODUCTS

온라인몰 접속

온라인몰 접속

온라인몰 접속

온라인몰 접속

온라인몰 접속

* 사이즈 표기 : W×D×H(Dimensions: W×D×H)   * 표시금액 : 소비자가격(Display Price: Retail Price)    
 *  이 제품은 공용제품입니다(products can be used universally)

* 사이즈 표기 : W×D×H(Dimensions: W×D×H)   * 표시금액 : 소비자가격(Display Price: Retail Price)    
 *  이 제품은 공용제품입니다(products can be used universally)

* 사이즈 표기 : W×D×H(Dimensions: W×D×H)   * 표시금액 : 소비자가격(Display Price: Retail Price)    
 *  이 제품은 공용제품입니다(products can be used universally)

* 사이즈 표기 : W×D×H(Dimensions: W×D×H)   * 표시금액 : 소비자가격(Display Price: Retail Price)    
 *  이 제품은 공용제품입니다(products can be used universally)

* 사이즈 표기 : W×D×H(Dimensions: W×D×H)   * 표시금액 : 소비자가격(Display Price: Retail Price)    
 *  이 제품은 공용제품입니다(products can be used universal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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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JET SERIES
오브제 시리즈

SOHO에서 홈오피스까지 취향에 따라 다양하게 연출이 가능한 오브제 시리즈. 

영국의 로저스 디자인(Ab Rogers Design, ARD)과 공동 개발한 리바트 컬러를 적용하여  

실내 인테리어에 한 오브제로서의 컬러의 감각을 느낄 수 있습니다. 모듈화된 가구 시스템으로  

다양한 공간 기획이 가능하며, 다양한 환경에 적용되는 미니멀 스타일의 제품입니다.

Objet Series can be produced various interior designs according to customer preference, 

from SOHO to home offices. The color sensation as an object in the interior can be sensed by 

applying the LIVART color jointly developed with Ab Rogers Design of the UK. The modular 

furniture feature enables various space designs and a minimal style applied to various 

environments.

온라인몰 접속

New

1인 서재 세트 | Set ￦2,283,000 
컴퓨터 책상 / 6단 책장 / 6단 포인트장 / 인서트수납장 / 의자 
Computer Des k / 6-Tier Bookshelf / 6-Tier Pointed Shelf / Insertable Sideboards / Chairs

1200 홈스쿨 책장 세트 | 1200 Homeschooling 6-Tirer Shelf set 
￦976,000 

6단 홈스쿨 책장 / 6단 책장 / 노트북 책상(멀티탭형) / 의자 
Homeschooling 6-Tier Shelf / 6-Tier Bookshelf / Laptop Desk (Outlet-type) / Cha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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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45도 빗각 엣지로 마감되어 깔끔한 디자인과 더불어  

손쉬운 도어 사용

5.  Easy-opening door with a straightforward design with 
45-degree stylish edges

1  소비자가가 원하는 다양한 크기 선택 가능 한 데스크

2.   노트북책상 멀티탭형-모던한 슬라이딩 멀티탭  

(3+1구 멀티탭 2 C-TYPE 충전포트)

3.  은은한 느낌의 무광 표면재를 사용하여 모던하면서도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연출합니다.

4. 리바트 컬러를 활용한 포인트 장으로 엣지 있는 연출

1.  Customer can choose the desk from various sizes upon preference

2.  Laptop Desk with Outlet - Modern Slidable-type Outlet  
(3 + 1 Outlet, 2 C-TYPE Charging Ports)

3.  Soft and matt surface makes mood modern and luxurious 

4. Pointed Shelf is made with LIVART color to express a stylish design

1

5

3 4

어디에나 어울리는 편안한 디자인의 가구로 서재가구 뿐만 아니라 소규모 소호 오피스나  

개인 사무실에서 사용하기에도 적합합니다.

Not exclusive to study room, but can use Object bookshelves and desk sets also for living room and  

home cafe and in small Soho office or private office with a minimalist design as well. It is comfortable and  

minimalist style furniture that matches all interior designs.

2

5인 소호오피스 세트 | 5-Men Soho Office Set ￦1,789,000 
컴퓨터 책상 / 10T 패브릭스크린 / 2단장 / 의자 
Computer Desk / 10T Fabric Screen / 2-Tier Bookshelf / Cha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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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S * 사이즈 표기 : W×D×H(Dimensions: W×D×H)    * 표시금액 : 소비자가격(Display Price: Retail Price)    *  이 제품은 공용제품입니다(products can be used universally)PRODUCTS * 사이즈 표기 : W×D×H(Dimensions: W×D×H)    * 표시금액 : 소비자가격(Display Price: Retail Price)    *  이 제품은 공용제품입니다(products can be used universally)

2단 책장 
2-Tier Bookshelf

592 × 296 × 730 mm ￦91,000
792 × 296 × 730 mm ￦108,000
*  컬러 :  소프트 화이트, 소프트 화이트 + 샌드 오크 콤비,  

템페스트 그레이(Color : Soft White,  
Soft White + Sand Oak, Tempest Gray)

3단 책장 
3-Tier Bookshelf

592 × 296 × 1,076 mm ￦100,000
792 × 296 × 1,076 mm ￦120,000
*  컬러 :  소프트 화이트, 소프트 화이트 + 샌드 오크 콤비,  

템페스트 그레이(Color : Soft White,  
Soft White + Sand Oak, Tempest Gray)

5단 책장 
5-Tier Bookshelf

592 × 295 × 1,769 mm ￦172,000
792 × 295 × 1,769 mm ￦209,000
*  컬러 :  소프트 화이트, 소프트 화이트 + 샌드 오크 콤비, 

템페스트 그레이(Color : Soft White,  
Soft White + Sand Oak, Tempest Gray)

6단 책장 
6-Tier Bookshelf

592 × 295 × 2,115 mm ￦184,000
792 × 295 × 2,115 mm ￦227,000
*  컬러 :  소프트 화이트, 소프트 화이트 + 샌드 오크 콤비,  

템페스트 그레이(Color : Soft White,  
Soft White + Sand Oak, Tempest Gray)

홈스쿨링 5단장(1200/1400) 
Homeschooling 5-Tier Shelf

1,200 × 295 × 1,749 mm ￦306,000
1,400 × 295 × 1,749 mm ￦394,000
*  책상 제외(별도 부착) 

(A Desk available for a separate purchase)

* 미니서랍 추가 : ￦22,000

*  컬러 :  소프트 화이트, 소프트 화이트 + 샌드 오크 콤비,  
(Color : Soft White, Soft White + Sand Oak)

홈스쿨링 6단장(1200/1400) 
Homeschooling 6-Tier Shelf

1,200 × 295 × 2,115 mm ￦351,000
1,400 × 295 × 2,115 mm ￦454,000
*  책상 제외(별도 부착) 

(A Desk available for a separate purchase)

* 미니서랍 추가 : ￦22,000

*  컬러 :  소프트 화이트, 소프트 화이트 + 샌드 오크 콤비,  
(Color : Soft White, Soft White + Sand Oak)

컴퓨터 책상 
Computer Desk

1,200 × 700 × 730 mm ￦143,000
1,400 × 700 × 730 mm ￦171,000
1,600 × 700 × 730 mm ￦176,000
*  컬러 : 소프트 화이트, 샌드 오크, 템페스트 그레이 

(Color : Soft White, Sand Oak, Tempest Gray)

노트북 책상 
Laptop Desk

1,000 × 590 × 730 mm ￦122,000
1,200 × 590 × 730 mm ￦125,000
1,400 × 590 × 730 mm ￦139,000
*  컬러 : 소프트 화이트, 샌드 오크, 템페스트 그레이 

(Color : Soft White, Sand Oak, Tempest Gray)

노트북 책상(멀티형) 
Laptop Desk (Outlet-type)

1,000 × 590 × 730 mm ￦218,000
1,200 × 590 × 730 mm ￦222,000
1,400 × 590 × 730 mm ￦237,000
*  컬러 : 소프트 화이트, 샌드 오크, 템페스트 그레이 

(Color : Soft White, Sand Oak, Tempest Gray)

6단 포인트장 
6-Tier Pointed Shelf

300 × 295 × 2,115 mm ￦128,000
*  컬러 : 스위트립 오렌지, 그래스 캅 그린 

(Color : Spotted Sweetlip Orange, Grass Carp Green)

인서트 수납(가로형/십자형/세로형) 
Insertable Sideboards 
(Portrait/Landscape/Cross-type)

가로형 379 × 277 × 321mm(Landscape) ￦62,000
십자형 379 × 277 × 321mm(Cross-type) ￦59,000
세로형 379 × 277 × 321mm(Portrait) ￦61,000
*  컬러 : 스위트립 오렌지, 그래스 캅 그린 

(Color : Spotted Sweetlip Orange, Grass Carp Green)

소프트 화이트
Soft White

템페스트 그레이
Tempest Gray

스위트립 오렌지 
Spotted Sweetlip Orange

그레스 캅 그린 
Grass Carp Green

샌드 오크 (OA) 
Sand Oak

색상  |  Color

5단 포인트장 
5-Tier Pointed Shelf

300 × 295 × 1,769 mm ￦121,000
*  컬러 : 스위트립 오렌지, 그래스 캅 그린 

(Color : Spotted Sweetlip Orange, Grass Carp Green)

상부 플랩도어 책장용(590/790) 
Top Flap Door for bookshelves(590, 790)

586 × 369 × 18 mm ￦45,000
786 × 369 × 18 mm ￦50,000
*  도어 컬러 : 소프트 화이트, 샌드 오크, 그래스 캅 그린,  

템페스트 그레이(Door Color : Soft White, Sand Oak,  
Grass Carp Green, Tempest Gray)

상부 플랩도어 홈스쿨링용(1200/1400) 
Top Flap Door for Homeschooling Shelves

596 × 369 × 18 mm(2EA) ￦75,000
696 × 369 × 18 mm(2EA) ￦ 85,000
*  도어 컬러 : 소프트 화이트, 샌드 오크, 그래스 캅 그린 

(Door Color : Soft White, Sand Oak, Grass Carp Green)

프레임 유리 도어(790) - 6단 책장 전용 
Framed Glass Door(790)

391 × 708 × 22 mm(2EA) ￦215,000
*  도어 컬러 : 소프트 화이트, 템페스트 그레이 

(Door Color : Soft White, Tempest Gray)

행잉 패널 
Hanging Panel

370 × 65 × 21 mm ￦34,000
*  컬러 : 아이보리, 민트(Color : Ivory, Mint)

2단 상부도어 (590, 790) - 6단 책장 전용 
2-Tier Top Door - Only for 6-Tier bookshelves

586 × 708 × 18 mm ￦36,000
394 × 708 × 18 mm(2EA) ￦50,000
*  도어 컬러 : 소프트 화이트, 샌드 오크, 그래스 캅 그린,  

템페스트 그레이(Door Color : Soft White, Sand Oak,  
Grass Carp Green, Tempest Gray)

2단 하부도어 (590/790) 
2-Tier Bottom Door

586 × 708 × 18 mm ￦36,000
394 × 708 × 18 mm(2EA) ￦50,000
*  도어 컬러 : 소프트 화이트, 샌드 오크, 그래스 캅 그린,  

템페스트 그레이(Door Color : Soft White, Sand Oak,  
Grass Carp Green, Tempest Gr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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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쉽고 간단한 높이 조절 버튼

2. 사용자 편의를 위한 배선가능상판

3.  최대 높이에서도 흔들림없이  

안정적인 다릿발

1.  A control button can change its 
hight automatically

2.  Convenient cable hole for organized 
cables

3.  Legs are stable even at the highest 
level without wobbling

ONE MOTOR MOTION DESK
원모터 모션데스크

최대 높이에서도 흔들림없이 안정적인 사용이 가능합니다. 

(전동식 높이 조절 : 700mm ~ 1200 mm)

Balance is maintained even at the maximum height.  
(Height range: 700mm ~ 1200mm)

사용자의 워크 & 라이프 스타일에 맞게 서서 또는  

앉아서도 사용할 수 있게 높이가 조절되는 제품입니다.

One-motor motion desk can be adjusted fitting to  

user's standing & sitting height.

원모터 모션데스크  
Single-motored Motion Desk

1,200 × 600 × 700~1,200 mm ￦402,000

전선 자바라 
Cable Tube Organizer 

1,230 × 130 × 109 mm ￦23,000
*  컬러 :  화이트(color : White)

PRODUCTS * 사이즈 표기 : W×D×H(Dimensions: W×D×H)    * 표시금액 : 소비자가격(Display Price: Retail Price)    *  이 제품은 공용제품입니다(products can be used universally)

신형 패브릭 스크린(10T / 1,198) 
NEW Fabric Screen(10T / 1,198)

1,198 × 10T × 500 mm ￦97,000
*  컬러 :  그린 블루 그레이 버건디트 

(color : Green Blue Gray, Burgundy)

온라인몰 접속

목재   |  Wood

화이트 (SW)
White

오크 (OA)
Oak

New 22년 4월  
출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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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UDY DESK 
READING DESK
독서실 책상(리딩 데스크)

독서실 책상 세트 | Study Desk Set ￦392,000 
리딩 데스크 기본형 / 상부장 / 의자 
Reading Desk(Basic) / Cabinet / Chair

2개로 분리된 듀얼 램프 구조로 84개의 LED칩을 사용하여  

1350LUX 조도로 최적의 학습공간을 제공합니다. 3단계 색 온도조절 

및 4단계 밝기조절로 학습능률에 도움이 될 수 있으며 USB포트 및 타

이머 기능이 내장되어있습니다.

Dual lamp system with 84 LED chips to provide 1350LUX 
brightness for optimal learning environment. 3-level 
temperature and 4-level brightness helps the user to increase 
his learning performance and the desk has a built-in USB 
charging port and a timer.

1. 수납력을 높인 2단 상부장 

2.  전자기기 충전이 자유로운  

2 A-type USB 포트

1.  Increased storage capacty with 
cabinet placed at the top

2.  Convenient 2 A-Type USB charging 
port to charge electronic devices

목재  |  Wood

리딩 데스크(기본형/와이드형) 
Reading Desk(Normal/Wide)

831 × 795 × 1,200 mm ￦240,000
1,011 × 795 × 1,200 mm ￦264,000

펜꽂이 B형 
Pencil Case B 

 ￦11,000

리딩 데스크 상부장 
(기본형/와이드형) 
Reading Desk Cabinet 
(Normal/Wide)

831 × 315 × 600 mm ￦88,000
1,011 × 315 × 600 mm ￦98,000

멀티트레이 
Organizer

 ￦9,000

고급형 조명 
Premium Desk Lamp

 ￦91,000

A4 트레이 
A4 Tray

 ￦11,000

펜꽂이 A형 
Pencil Case A

 ￦7,000

A4 박스 
A4 Box

 ￦9,000

화이트 + 오크콤비(SO)
White + Oak Combo

웜그레이 + 오크콤비(OG)
Warm Gray + Oak Combo

PRODUCTS  * 사이즈 표기 : W×D×H(Dimensions: W×D×H)    * 표시금액 : 소비자가격(Display Price: Retail Price) 

온라인몰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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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MING SERIES
게이밍 시리즈

집에서 생활하는 문화가 발전하며, 게임을 통한 온라인 문화를 즐기기 위한 전문 게임 가구.  

튼튼하고 안정적인 구조의 책상과 먹고 마시며 즐길 수 있는 게임 환경까지  

사용자의 취미 생활을 극대화 할 수 있는 공간 연출이 가능합니다.

Professional gaming furniture to enjoy online culture, such as games, to follow 

the trend culture of residing at home for a long time.  It creates a space where 

users can maximize their hobbies, including solid and durable desks and game 

environments where they can eat, drink, and enjoy.

2인 세트 | 2-Man Set ￦1,665,000 
1400 책상(우레탄몰딩) / 하부덕트 / 전선클립 / 트레쉬 바스켓 / 이동식 트레이 / 3단 책장 / 5단 책장 
1400 Desk (Urethane molded) / Bottom duct / Wire Clip / Trash Basket / Rolling Tray / 3-Tier Bookshelf / 5-Tier Bookshelf

1인 세트 | 1-Man Set ￦857,000 
1400 책상(우레탄몰딩) / 하부덕트 / 전선클립 / 3단 책장 / 의자 
1400 Desk (Urethane molded) / Bottom Duct / Wire Clip / 3-Tier Bookshelf / Chair

온라인몰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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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재   |  Wood

화이트 (SW)
White

오크 (OA)
Oak

템페스트 그레이
Tempest Gray

게이밍 데스크 
Gaming Desk

1,200 × 700 × 730 mm ￦265,000
1,400 × 700 × 730 mm ￦302,000
1,600 × 700 × 730 mm ￦310,000
*  색상 : 블랙, 화이트(Color : Black, White)

게이밍 데스크(커브형) 
Gaming Desk(curved type)

1,200 × 700 × 730 mm ￦327,000
1,400 × 700 × 730 mm ￦364,000
1,600 × 700 × 730 mm ￦371,000
*  색상 : 블랙, 화이트(Color : Black, White)

3단 오픈 책장 
3-Tier Opened Bookshelf

800 × 310 × 1,145 mm ￦189,000
1,200 × 310 × 1,145 mm ￦218,000
*  색상 : 블랙, 화이트(Color : Black, White)

5단 오픈 책장 
5-Tier Opened Bookshelf

800 × 310 × 1,821 mm ￦299,000
1,200 × 310 × 1,821 mm ￦317,000
*  색상 : 블랙, 화이트(Color : Black, White)

유리 장식장 
Glass Display Cabinet

800 × 333 × 1,821 mm ￦526,000
*  색상 : 블랙, 화이트(Color : Black, White)

하부 덕트 
Bottom Duct

732 × 113 × 220 mm ￦90,000
*  색상 : 블랙, 화이트(Color : Black, White)

이동식 트레이 
Rolling Tray

712 × 352 × 689 mm ￦218,000
*  색상 : 블랙, 화이트(Color : Black, White)

상판 배선 홀더 
Top Board  Cable Holder

593 × 65 × 24 mm ￦22,000
*  색상 : 블랙, 화이트(Color : Black, White)

스크린 
Divider

996 × 22T × 360 mm ￦102,000
*  색상 : 다크그레이, 라이트그레이 

(Color : Dark Gray, Light Gray)

트래쉬 바스켓 
Trash Basket

298 × 208 × 89 mm ￦39,000
*  색상 : 레드(Color : Red)

마그네틱 전선 클립 
Magnetic Cable Clip

133 × 35 × 31 mm ￦6,000
*  색상 : 레드(Color : Red)

5.  여러 선의 꼬임을 방지하는 상판 배선홀더로  

더 편리한 배선 시스템

5.  A more convenient way to organize cables with a Top Board 
Cable Holder that prevents cables from tangling

1  레이아웃을 자유롭게 만드는 아이템

2.   먹고 즐기고 마실 수 있는 게임환경 

3.   나의 취미를 극대화할 수 있는 수납 환경

4.  튼튼하고 안정적인 구조의 책상 

인체공학적으로 디자인된 커브형 상판과 장시간 사용에도  

편안함을 유지시켜주는 우레탄 몰딩

1. Creates free layout

2. A game environment where you can eat, enjoy and drink.

3.  Storage feature to  maximize enjoying hobbies

4.   A desk with a solid and durable structure 
 A curbed top pannel designed ergonomically and it has a urethane molding 
makes comfortable for long-time working

1

4

5

2 3

PRODUCTS * 사이즈 표기 : W×D×H(Dimensions: W×D×H)    * 표시금액 : 소비자가격(Display Price: Retail Pr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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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효율을 높일 수 있는 체형 맞춤형 의자로  

편안한 착석감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용자에게 추천드립니다. 

편안하게 의자에 몸을 기댈 때 머리를 좌/우로 감싸주는 

기능성 듀얼 헤드레스트를 적용하였습니다.

It is a customized ergonomic chair that can increase work 

efficiency and is recommended for users who value  

a comfortable seating experience. A functional dual headrest 

is applied to support your head comfortably left and right 

when leaning on a chair.

다크그레이 패브릭 
(DG FABRIC)
Dark Gray Fabric

블루 패브릭
(BU FABRIC)
Blue Fabric

그린 패브릭 
(GN FABRIC)
Green Fabric

레드 패브릭 
(RE FABRIC)
Red Fabric

블루 메쉬 
(BU MESH)
Blue Mesh

그린 메쉬 
(GN MESH)
Green Mesh

블랙 메쉬 
(BK MESH)
Black Mesh

화이트 메쉬 
(WH MESH)
White Mesh

등판  |  back 좌판  |  seat

기본 타입 
(블랙 프레임/화이트 프레임) 
Standard type 
(Black frame/White frame)

Black : 690 × 565 × 990~1,180 mm 
￦496,000 

White : 690 × 565 × 990~1,180 mm 
￦526,000

싱글헤드 타입 
(블랙 프레임/화이트 프레임) 
Single head Type 
(Black frame/White frame)

Black : 690 × 565 × 1,125~1,215 mm 
￦540,000 

White : 690 × 565 × 1,125~1,215 mm 
￦572,000

듀얼헤드 타입 
(블랙 프레임/화이트 프레임) 
Dual head Type 
(Black frame/White frame)

Black : 690 × 565 × 1,120~1,210 mm 
￦544,000

White : 690 × 565 × 1,120~1,210 mm 
￦576,000

가방걸이 (좌/우형) 
Bag Hanger (Left/Right)

Black ￦4,000
White  ￦4,000

PRODUCTS * 사이즈 표기 : W×D×H(Dimensions: W×D×H)    * 표시금액 : 소비자가격(Display Price: Retail Price)

TECHNIC
테크닉 (오피스 공용 품목)

1.  사용자 머리를 양쪽에서 감싸주는 

기능성 듀얼 헤드레스트

2.  사용자가 편하게 쉬고 싶을 때  

등받이가 최대한 기울어지는  

릴렉스 틸트 적용

3.  틸트 왼쪽 손잡이 레버로  

좌판 깊이 조절 가능

4.  좌판 패드/좌판 패브릭 교체 기능

1.  A functional dual headrest that 
supports the user's head from both 
sides

2.  The Relax Tilt feature is used to 
adjust the backrest as much as 
possible for user's comfort

3.  The depth of the seat can be 
adjusted with a lever on the left of 
the tilt lever

4.  Seat pad/seat fabric can be 
exchanged

레드 메쉬 
(RE MESH)
Red Mesh

1 2

3 4

온라인몰 접속

New 22년 3월  
출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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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Unique design by a world-
class Italian industrial designer 
Claudio Bellini

2.  Various control functions that 
can reduce muscle tension and 
fatigue according to the user's 
body 

3.  Wide and comfortable mesh 
headrest as if leaning in a 
hammock

미드나잇 블루 (MB MESH)
Midnight Blue Mesh  

등판  |  back

블랙 패브릭(BK FABRIC)
Black Fabric

좌판  |  seat

기본 타입 
Standard type

685 × 625 × 1,105~1,175 mm ￦530,000

ARCO
아르코 (오피스 공용 품목)

PRODUCTS * 사이즈 표기 : W×D×H(Dimensions: W×D×H)    * 표시금액 : 소비자가격(Display Price: Retail Price)

1.  세계적인 이탈리아 산업 디자이너 

클라우디오 벨리니의  

유니크한 디자인

2. 사용자의 체형에 맞춰 근육의  

 긴장과 피로를 줄여 줄 수 있는  

 다양한 조절 기능

3.  해먹에 기댄 것처럼 넓고 편안한  

메쉬 헤드레스트   

1

2

3

업무 효율을 높일 수 있는 편안한 의자로  

편안한 착석감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용자 맞춤형 의자입니다. 

세계적인 디자이너의 유니크한 디자인으로 차별화된 스타일을 제공합니다.

Comfortable chair that can increase work efficiency and 

is customized for users who value a comfortable seating 

experience. It has a distinguishing style with the unique  

design of a world-class designer.

온라인몰 접속

New

Designed by  
Claudio Bellin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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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NDARD
스탠다드

It's more than simple! 

간결한 디자인에 편안함을 더한 하움 스탠다드 체어입니다.

It's more than simple! 

Simple design but super comfortable Haum's standard chair

1.  높이조절 가능한 메쉬 헤드레스트

2. 체형에 맞게 조절 가능한 요추지지대

1.  Adjustable meshed headrest
2.  Lumbar support that can be adjusted 

depending on the body type

블랙 패브릭(BK FABRIC)
Black Fabric

블랙 메쉬(BK MESH)
Black Mesh

등판  |  back 좌판  |  seat

헤드레스트 타입 
Headrest Type

650 × 570 × 1,045~1,130 mm ￦213,000

기본 타입 
Standard Type

650 × 570 × 965~1,050 mm ￦186,000

PRODUCTS * 사이즈 표기 : W×D×H(Dimensions: W×D×H)    * 표시금액 : 소비자가격(Display Price: Retail Price)

ENHANCE 
인핸스

Enhance Your Creativity! 

창의력이 필요한 공간에 인핸스 체어와 함께 하세요.

Enhance your creativity! 

Use Enhance chair when you need creativity

1.  편안하게 기댈 수 있도록  

오버사이즈 헤드레스트 적용

2. 체형에 맞게 조절 가능한 요추 지지대

1.  Over-sized headrest used to provide 
comfortability

2.  Lumbar support that can be adjusted 
depending on the body type

블랙 패브릭(BK FABRIC)
Black Fabric

블랙 메쉬(BK MESH)
Black Mesh

등판  |  back 좌판  |  seat

헤드레스트 타입 
Headrest Type

670 × 580 × 1,080~1,180 mm ￦197,000

기본 타입 
Standard Type

670 × 580 × 1,050~1,150 mm ￦178,000

PRODUCTS * 사이즈 표기 : W×D×H(Dimensions: W×D×H)    * 표시금액 : 소비자가격(Display Price: Retail Price)

1 1

2 2

온라인몰 접속 온라인몰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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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OST
부스트

리바트 × 린백,  

불필요한 기능은 제외하고 사용자에게 꼭 필요한 기능만 넣었습니다.

LIVART × LEANBACK 

Removed unnecessary features and added only the ones 

needed by the users.

1.  원하는 각도대로 자유자재로 움직이는  

프리무빙 틸트

2.  사용자의 체형에 맞게 조절 가능한  

조절형 등받이

1.  Free-moving tilt which can be adjusted at 
any angles

2.  Adjustable backrest to fit the posture of 
the users

다크그레이(DG)
Dark Gray

라이트그레이(LG)
Light Gray

라이트그레이 메쉬 (LG MESH)
Light Gray Mesh

블랙 메쉬(BK MESH)
Black Mesh

등판  |  back 좌판  |  seat

헤드레스트 타입(블랙/화이트 프레임) 
Headrest Type(Black/White Frame)

Black : 620 × 520 × 1,140~1,210 mm ￦156,000
White : 620 × 520 × 1,140~1,210 mm ￦181,000

기본 타입(블랙/화이트 프레임) 
Standard type(Black/White Frame)

Black : 620 × 520 × 1,140~1,210 mm ￦137,000
White : 620 × 520 × 1,140~1,210 mm ￦162,000

PRODUCTS * 사이즈 표기 : W×D×H(Dimensions: W×D×H)    * 표시금액 : 소비자가격(Display Price: Retail Price)

JOEL 
조엘

심플한 디자인, 쉬운 사용성, 합리적인 가격으로 

다양한 매력을 갖춘 의자입니다.

Chair with various key points like 

simple design, easy manipulation, reasonable price.

1.  하중에 비례해 자동으로 강도가 조절되는  

셀프텐션 싱크로나이즈 틸트

2. 체형에 맞게 조절 가능한 요추지지대

1.  A Self-tension syncronized tilt sets 
its tension in proportion of weight 
automatically.

2.  Lumbar support that can be adjusted 
depending on the body type

블랙 메쉬 
(BK MESH)
Black Mesh

그레이 메쉬
(GY MESH)
Gray Mesh

등판  |  back 등판  |  back

레드(RE)
Red

그레이(GY)
Gray

블랙(BK)
Black

좌판  |  seat 좌판  |  seat

블랙 프레임 
Black Frame

650 × 530 × 910~98 mm ￦163,000

화이트 프레임 
White Frame

650 × 530 × 910~980 mm ￦182,000

PRODUCTS * 사이즈 표기 : W×D×H(Dimensions: W×D×H)    * 표시금액 : 소비자가격(Display Price: Retail Price)

1 1

2 2

온라인몰 접속

온라인몰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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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C1841

고급스러운 소재의 팔걸이와 슬림한 디자인이 특징인  

젊은 감각의 의자입니다. 

Armest made of premium material and the slim design  

of the chair catches the hearts of the young people.

2.  좌판 하부 원톱 핸들과 좌측 손잡이를 통해  

원하는 틸팅 강도와 각도 조절 기능

2.  The tension of the tilt and angle can be 
adjusted freely with the rotating handle at 
the bottom and with the handle at the left 
side respectively

1.  등판과 좌판이 연결되어 있어 틸팅 시  

같은 각도로 움직이는 니(Knee) 틸트 기능

1.  The back and the seat are connected for 
the angles move the same which is one of 
the features: Knee Tilt

하이백 
High Back

655 × 630 × 1,175~1,240 mm ￦314,000

다크브라운(DB) 
Dark Brown

아이보리(IV) 
Ivory

등판/좌판  |  back/seat

PRODUCTS
* 사이즈 표기 : W×D×H 

(Dimensions: W×D×H)     

* 표시금액 : 소비자가격 

(Display Price: Retail Price)

HC1741

슬림한 디자인이 특징인 회전의자로  

세련된 안락함을 선사합니다. 

The slim design of the rotating chair  

gives a sophisticated look and comfort.

1.  슬림한 디자인과 등판 패턴으로  

젊고 세련된 연출

2.  원하는 각도에서 등판을 고정할 수 있는  

조절 손잡이

1.  Slim design and the patterns on the back 
looks young and sophisticated

2.  The back can be fixed at any angle the 
user wishes

하이백 
Headrest Type

620 × 660 × 1,110~1,170 mm ￦420,000

미들백 
Standard Type

620 × 650 × 1,040~1,100 mm ￦404,000

블랙
Black

등판/좌판  |  back/seat

PRODUCTS * 사이즈 표기 : W×D×H(Dimensions: W×D×H)    * 표시금액 : 소비자가격(Display Price: Retail Price)

1

2

온라인몰 접속 온라인몰 접속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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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C1742

2중 패딩으로 쿠션 마감하여 실용적이고  

안락한 착석감을 제공해드립니다.

Armest made of premium material and the slim 

design of the chair catches the hearts of the 

young people.

2.  좌판 높낮이, 틸팅 강도조절 기능  

틸트 초기 LOCK 기능

2.  The tension of the tilt and angle can be 
adjusted freely with the rotating handle at 
the bottom and with the handle at the left 
side respectively

1.  인조가죽 마감으로 팔이 닿는 부위에  

안락함을 제공합니다.

1.  The back and the seat are connected for 
the angles move the same which is one of 
the features: Knee Tilt

하이백 
High Back

645 × 575 × 1,060~1,135 mm ￦217,000

블랙
Black

등판/좌판  |  back/seat

PRODUCTS
* 사이즈 표기 : W×D×H 

(Dimensions: W×D×H)     

* 표시금액 : 소비자가격 

(Display Price: Retail Price)

1.  일체형 등/좌판의 하부에 틸트를 적용하여  

사용자의 움직임에 따라 뒤로 기울기 가능

2.  좌판 하부의 레버를 바깥쪽으로 당겨 의자  

높낮이를 조절

1.   Applied a tilt to the lower part of the 
integrated back/seat to tilt backward 
according to the user's movement

2.  The height of the chair can be adjusted by 
pulling the lever on the lower part of the 
seat outward

NIX 
닉스

등/좌판 일체형 메쉬 타입으로 Light & Slim하게 디자인해  

다양한 공간에서 사용할 수 있는 다목적 의자입니다.

A multi-purpose chair that can be used in various 

spaces with a light and slim design with an integrated 

mesh-type back/seat.

그레이 메쉬(GR MESH) 
Gray Mesh

블랙 메쉬(BK MESH) 
Black Mesh

등판/좌판  |  back/seat

605 × 555 × 880~970 mm ￦178,000

블랙 타입
Black Type

605 × 555 × 880~970 mm ￦208,000

화이트 타입 
White Type

PRODUCTS * 사이즈 표기 : W×D×H(Dimensions: W×D×H)    * 표시금액 : 소비자가격(Display Price: Retail Price)

New

1

2

온라인몰 접속 온라인몰 접속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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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체형 등/좌판의 하부에 틸트 적용

2.  등/좌판 쉘 하부의 레버를 위로 올려  

의자 높낮이 조절

1.  Applied a tilt to the lower part of the 
integrated back/seat

2.  The height of the chair can be adjusted 
by pulling the lever on the lower part 
of the seat upward.

APEROL 
아페롤

세계 3대 디자인 어워드 중 하나인 '독일, IF Design Award'를  

수상하였으며, 인체 공학적 디자인으로 포근히 감싸  

안아주는 듯  편안한 착석감을 느낄 수 있는 제품입니다.

'Germany, if design award', one of the world's top three 

design awards. It received, ergonomic design seem 

warm hug them around. Products that can feel a sense 

of a comfortable seating.

New

블랙(BK) 
Black

화이트(WH) 
White

등판  |  back

블루(BL)
Blue

레드(RE)
Red

그린(GN)
Green

다크그레이(DG)
Dark Gray

좌판  |  seat

블랙 타입 
Black Type

600 × 540 × 790~910 mm ￦178,000

화이트 타입 
White Type

600 × 540 × 790~910 mm ￦187,000

PRODUCTS * 사이즈 표기 : W×D×H(Dimensions: W×D×H)    * 표시금액 : 소비자가격(Display Price: Retail Price)

MEDITIO 
메디오

팔걸이 유무와 필경대 사양에 따라  

다양한 사용이 가능한 다목적 의자입니다.

A multipurpose chair that can be used in various 

environments depending on the variations of the chair 

armrest and table.

New

화이트(WH)  
White

등판  |  back

블루(BU)
Blue

그린(GN)
Green

그레이(GY)
Gray

레드(RE)
Red

좌판  |  seat

일반 타입 
Standard Type

534 × 515 × 837 mm ￦86,000

팔걸이 타입 
Armrest Type

625 × 515 × 83 mm ￦99,000

필경대 타입 
Standard Type

590 × 635 × 837 mm ￦119,000

PRODUCTS * 사이즈 표기 : W×D×H(Dimensions: W×D×H)    * 표시금액 : 소비자가격(Display Price: Retail Price)

협소한 공간에서 보관이 

가능한 수직 적층 구조

Can be stacked to reduce 
space in narrow areas

필경대 옵션

Option: Table

1

2

온라인몰 접속

온라인몰 접속

Designed by  
Martin Balland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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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1712

이동성과 보관성을 높여 공간 활용이  

효율적이며 곡선과 직선이 만드는  

미니멀 & 슬림한 디자인이  

한층 업그레이드된 분위기를 연출합니다.

Portable and easy-storage features 

allow the space to be used 

efficiently while the curved and 

straight-lined design of the chair 

upgrades the atmosphere.

그레이 패브릭(GY FABRIC) 
Gray Fabric

블루 패브릭(BU FABRIC) 
Blue Fabric

등판/좌판  |  back/seat

480 × 540 × 830 mm ￦90,000

PRODUCTS * 사이즈 표기 : W×D×H(Dimensions: W×D×H)    * 표시금액 : 소비자가격(Display Price: Retail Price)

블랙(BK) 
Black

화이트(WH) 
White

등판/좌판  |  back/seat

M1812 

460 × 517 × 853 mm ￦64,000 460 × 517 × 853 mm ￦64,000

PRODUCTS * 사이즈 표기 : W×D×H(Dimensions: W×D×H)    * 표시금액 : 소비자가격(Display Price: Retail Price)

블랙 메쉬(BK MESH) 
Black Mesh

등판  |  back

블랙 패브릭(BK FABRIC)
Black Fabric

좌판  |  seat

630 × 450 × 810 mm ￦120,000

M1711 

두께감을 줄인 슬림한 디자인과  

단순하고 독특한 구조로 Multi-Use 

Chair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안합니다.

Sets the new paradigm for Multi-

Use Chairs with slim design and 

simple yet unique structure.

PRODUCTS * 사이즈 표기 : W×D×H(Dimensions: W×D×H)    * 표시금액 : 소비자가격(Display Price: Retail Price) BONITO
보니토 

베이직하면서 모던한 디자인과  

심플한 컬러로 어떤 공간에도  

잘 어우러지는 다목적 체어입니다.  

내충격 엔지니어링 플라스틱을 적용하여 

내구성 또한 뛰어납니다. 

Basic and modern design of the 

chair looks simple and goes well 

with any environment. Impact-

resistant plastics are used to 

increase durability.

블루(BU) 
Black

블랙(BK) 
Black

아이보리(IV) 
Ivory

등판/좌판  |  back/seat

PRODUCTS * 사이즈 표기 : W×D×H(Dimensions: W×D×H)    * 표시금액 : 소비자가격(Display Price: Retail Price)

485 × 470 × 795 mm ￦69,000

온라인몰 접속

온라인몰 접속

온라인몰 접속

온라인몰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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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AVE
슈아브

컬러  |  Color

화이트(SW)
White

레드(RE)
Red

그린(GR) 
Green

올리브(OV) 
Olive

블랙(BK) 
Black

420 × 515 × 810 mm ￦68,000

420 × 515 × 810 mm  ￦68,000

420 × 515 × 810 mm ￦68,000 420 × 515 × 810 mm ￦68,000

420 × 515 × 810 mm ￦68,000

PRODUCTS * 사이즈 표기 : W×D×H(Dimensions: W×D×H)    * 표시금액 : 소비자가격(Display Price: Retail Price)

630 × 565 × 745 mm ￦113,000

480 × 460 × 820 mm ￦88,000

630 × 565 × 745 mm ￦113,000

480 × 460 × 820 mm ￦88,000

630 × 565 × 745 mm ￦113,000

CURVO 
꼬르보

컬러  |  Color

코랄 (CO) 
Coral

그레이 (GY) 
Gray

네이비 (NA) 
Navy

PRODUCTS * 사이즈 표기 : W×D×H(Dimensions: W×D×H)    * 표시금액 : 소비자가격(Display Price: Retail Price)

RIFF
리프

컬러  |  Color

그레이 (GY) 
Gray

다크그레이 (DG) 
Dark Gray

머스타드 
Mustard

New

530 × 620 × 770 mm ￦115,000

600 × 680 × 815 mm ￦128,000

530 × 620 × 770 mm ￦115,000

600 × 680 × 815 mm ￦128,000

530 × 620 × 770 mm ￦115,000

600 × 680 × 815 mm ￦128,000

PRODUCTS * 사이즈 표기 : W×D×H(Dimensions: W×D×H)    * 표시금액 : 소비자가격(Display Price: Retail Price)LISTO 
리스토

컬러  |  Color

머스타드 (MS) 
Mustard

그레이 (GY) 
Gray

PRODUCTS * 사이즈 표기 : W×D×H(Dimensions: W×D×H)    * 표시금액 : 소비자가격(Display Price: Retail Price)

기본형  
Standard

550 × 520 × 775 mm ￦75,000

좌판 패브릭형 
Fabric-Seat Type

550 × 520 × 775 mm ￦87,000

온라인몰 접속

온라인몰 접속

온라인몰 접속

온라인몰 접속



직영전시장 
SHOWROOMS

리바트 하움은 전국 4개의 직영전시장과 판매점에서  

직접 체험해 보고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You can see and experience LIVART Haum  
products in 4 direct sale shops and showrooms.

강서전시장 
Gang-seo Showroom

서울시 강서구 화곡로 292 
292, Hwagok-ro, Gangseo-gu, Seoul

02-2606-3332

대전전시장 
Daejeon Showroom

대전광역시 대덕구 계족로 552  
552, Gyejok-ro, Daedeok-gu, Daejeon

042-710-0760

부산전시장 
Busan Showroom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해운대로 743 
743, Haeun-daero, Haeundae-gu, Busan

051-791-0710

송파전시장 
Songpa Showroom

강서전시장 
Gang-seo Showroom

대전전시장 
Daejeon Showroom

부산전시장 
Busan Showroom

Search for the nearest shop on the LIVART Official website.
You could see LIVART Haum's key products in our showrooms.  

Receive consultation from the experts in the nearest showroom.

리바트 홈페이지에서 가까운 매장찾기를 이용하세요
리바트하움의 주요 라인업을 직접 체험할 수 있습니다.  

가까운 전시 판매점에서 리바트하움의 전문 오피스 컨설팅을 경험해보세요.

송파전시장 
Songpa Showroom

서울시 송파구 송이로 136  
136, Songi-ro, Songpa-gu, Seoul

02-540-3693

전시장  |  SHOWROOMS

광주 평동점   
Pyung-dong, Gwangju Branch

광주광역시 광산구 평동산단로 
170-3, 1층 
1F 170-3, Pyeongdongsandan-ro, 
Gwangsan-gu, Gwangju

062-364-4600

대전 중리점   
Jungri, Daejeon Branch

대전광역시 대덕구 한밭대로 1201  
대성빌딩 1, 2층
2F 1201, Hanbat-daero,  
Daedeok-gu, Daejeon

042-301-7262

80

지역별 거점 전시장  |  REGIONAL SHOWROOMS

서울사무소 
Seoul Office

서울시 강남구 압구정로 201  
201, Apgujeong-ro, Gangnam-gu, Seoul

02-3480-6623, 6624

울산사무소 
Ulsan Office

울산광역시 북구 명촌 10길 62  
62, Myeongchon 10-gil, Buk-gu, Ulsan

052-289-4358

광주사무소 
Gwangju Office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903 
903, Sangmu-daero, Seo-gu, Gwangju

062-941-9600

사무소  |  OFFICES

포항점   
Pohang Branch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대잠동 903-10번지 
903-10 Daejam-dong, Nam-gu, 
Pohang-si, Gyeongsangbuk-do

054-277-8272

천안 대덕오피스점 
Daeduk Office, Cheonan Branch

충청북도 천안시 서북구 성거읍  
봉주로 208-2 2층 
2F 208-2, Bongju-ro, Seonggeo-eup,  
Seobuk-gu, Cheonan-si, 
Chungcheongnam-do 

041-621-8500

부산범방점   
Beombang, Busan Branch

부산광역시 강서구 범방동 1871-6 
1871-6 Beombang-dong,  
Gangseo-gu, Busan

051-941-4041

부산좌천점   
Beombang, Busan Branch

부산광역시 동구 좌천동 404-3 
404-3 Jwacheon-dong, Dong-gu, 
Busan

051-635-3755

광주 금실방점 
Geumsilbang, Gwangju Branch

광주광역시 북구 중가로 3번길 10 
10, Jungga-ro 3beon-gil, Buk-gu, 
Gwangju

062-525-2630

전주 센텀하우스점  
Centum House, Jeonju Branch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백제대로 434 
434, Baekje-daero, Wansan-gu, 
Jeonju-si, Jeollabuk-do

1577-5427

LIVART
스티커 노트
02-6486-333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