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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VART IS

현대리바트는 생활을 디자인하는 국내 최대 종합 가구회사입니다. 현대리바트가 걸어온
지난 40여 년의 길은 한국 가구업계의 역사 그 자체였습니다. ‘생활공간을 예술로 디자인한다’는
리바트(LIVING+ART)의 이름처럼 고객님의 공간에 디자인이 흐르고 생활에 즐거움이 흐르도록
디자인은 물론 친환경, 품질 어느 부분에도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을 약속 드립니다.

HYUNDAI LIVART is Korea’s largest integrated furniture company creating design for
living. HYUNDAI LIVART’s 40 year history reflects the development of the Korean
furniture industry. LIVART is a portmanteau of “Living and Art”, and designs living spaces
as a true art form. It is dedicated to improving every aspect of its products, researching
design, the environment, and quality, to help design flow in space and bring joy to living.

Why Hyundai LIVART
Eco Mind

Quality Control

친환경 사무공간의 완성 현대 리바트가 함께합니다.
Hyundai Livart of a complete eco-friendly office
space is here for you.
현대리바트는 2003년부터 친환경 자재를 개발하는데

리바트의 품질관리 시스템은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행동합니다.
The quality control system of Livart thinks
and acts from customers’ perspective.

역점을 두고 끊임없이 연구와 기술개발을 해왔으며

최초 제품의 생산단계에서부터 인도 시까지 완벽한

종합가구업계에서 최초로 환경마크 인증이라는 결실을

품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4단계 내부관리 및 2단계

거두게 되었습니다.

발주처 자재검수, 품질확인 절차로 진행됩니다.

Hyundai Livart has been constantly researching and

In order to maintain the perfect quality from

developing technologies by focusing on eco-friendly

the production stage of the first product to the

materials since 2003, and for the first time in the

delivery, 4 levels of internal management and

comprehensive furniture industry, it has been certified

2 levels of checking materials of the client and

with an eco-label.

confirming of quality are carried out.

Livart 5R 리바트 환경경영 5R
· Reduce

유해물질과 오염물질의 최소화

		

Minimization of harmful substances and pollutants

· Reform

디자인의 분해성,환경성을 개선

		Improvement of degradability and environmental

5R

aspect of design
· Recycle

가구 원자재를 분리 및 재활용

		Separation and recycling of raw materials of the
furniture
· Refuse	
석유원료 사용을 줄임, 내구성이 개량된 신소재 사용
		Reduction of the use of petroleum raw
materials, using new materials with improved
durability instead

Everyday New Life
리바트를 만나는 순간
고객의 행복은 시작됩니다

· Reuse

포장충전재,충격완화재를 재사용

		Reusing packaging materials and damping

Step 1
자체물성 보증
Use of own physical
properties
guaranteed
가구 제작 전 자재의

Step 3
공정관리
Processing Management

기본적인 물성 분석
Basic physical

공정 중 결점 개선,
보완 및 관리

properties analysis
of materials before
making furniture

Improvement,
complement and
management of
defects during
processing

materials

Eco Friendly 친환경 자재
인체 유해 물질 및
환경 오염 물질이
환경부 기준에 비해
더 낮은 수치는
친환경 가구로서의
약속입니다.
The lower value of
harmful substances and
environmental pollutants
compared to standards
of Ministry of Environment is a promise made
for customers as an
eco-friendly furniture
company.

·E
 O등급 목질, 보드, PP표면재를 사용하며, 포름알데히드
방출이 전혀 없는 건식 무늬목을 사용합니다.
·용
 제형 접착제가 아닌 수성접착제를 사용하여 		
인체에 무해하게 생산합니다.
·소
 각 시 다이옥신이 방출되는 비닐을 사용하지 않고, 		
친환경 소재인 함침 모양지를 대체 사용합니다.
·E
 O grade wood, board, and PP surface materials are used
and dry veneer with no formaldehyde emission is used.
·A
 n aqueous adhesive rather than a solvent-based
adhesive is used to produce furniture in a harmless way.
·W
 hen incinerating, dioxin-releasing vinyl is not used and is
replaced by environment-friendly impregnated paper.

Step 4
Step 2
부품 중간 검사
Intermediate inspection of parts
부품화 단계에서의
변질, 변형 방지 검사
Deterioration
and deformation
prevention test at
the modularization
stage

완제품 마감검사
Finished product
inspection
소비자 인도 전
엄밀 조사
Strict investigation
before delivery to
consum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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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표시된 제품은 온라인 판매 전용 제품입니다.
* Products with the ⓔ mark are only available online.

COMFORT AND PERFORMANCE

머리받이 조절 기능 및 기타
Headrest Adjustment & Etc.

등받이 조절 기능
Backrest Adjustment

틸트 조절 기능
Tilt Adjustment

팔걸이 및 좌판 조절 기능
Armrest & Seat Adjustment

머리받이 높이조절 Headrest Height Adjustment

허리받침 높이조절 Lumbar Support Height Adjustment

다중 틸트 고정장치 Multi-Locking

팔걸이 높이조절 Armrest Height Adjustment

머리받이에 높이 조절을 적용하여 사용자가 원하는 위치 조절
A user can adjust the position with height-adjustable
headrest.

등판 요추 부위의 하드웨어를 적용하여 사용자가 원하는
높이 조절
Users can adjust the height with the backrest and lumbar
support hardware.

기울기 고정각이 단계별로 조절되어 원하는 각도에서 등·좌판의
기울기를 고정하여 업무와 휴식을 위한 최적의 상태로 온/오프
Specific angles of tilt are provided enabling user to choose
angle according to preference.

팔걸이의 상·하 이동이 가능한 하드웨어를 적용하여
업무 환경에 따른 원하는 팔걸이 높이를 조절
Mechanism enabling user to vertically adjust the position
of armrest according to preference or work environment.

머리받이 회전기능 Headrest Adjustment : Rotation

등판 리클라인 기능 Back Recline Angle Adjustment

틸트 온/오프 Tilt On/Off

팔걸이 각도조절 Arm Pads Angle Adjustment

머리받이에 회전 기능을 적용하여 사용자의 미세한
자세 교정이 가능
Delicate adjustment of position with the headrest rotation.

허리 부분의 등판에 가해지는 하중의 강도에 따라
일정한 텐션으로 젖혀지는 기능

의자의 처음 각도에서 틸트 기능을 온/오프
The tilt function can be activated at the initial angle of the
chair by switching on and off.

팔걸이 패드의 각도 조절이 가능하여 업무환경에 따른
팔꿈치 긴장감 완화
With angle-adjustable pad on armrests, it helps release
tension on the elbow.

팔걸이 전·후조절 Arm Pads Back and Forth
Adjustment

Synchro-Tilt and tilt lock mechanism

머리받이 프리텐션 Headrest Free Tention

라이트 스파인 컨트롤기능 Right Spine Control System

틸팅 범위조절(멀티 리미티드) Multi-limited Tilt

머리받이가 앞뒤로 움직여 사용자에게 편안한 텐션을 제공
Headrest free-tension- tilt control with adjustable tension
for comfort.

양쪽의 등판 받침대가 허리에 밀착 되도록 조절되어
허리받침 강도조절 및 온/오프 조절
Adjustable built-in lumbar support with side support
buttresses.

틸팅 각의 범위를 단계별로 조절할 수 있는 메커니즘
The mechanism which users can adjust degrees of a tilt.

옷걸이 높이조절 Stylish Hanger Height Adjustment

등판 프리텐션 Backrest Free Tention

싱크로나이즈드 틸트 Synchronized Tilt

팔걸이 폭조절 Armrest Width Adjustment

사용자가 원하는 걸이의 위치를 조절
A user can adjust the position with the movable stylish
hanger.

등판의 양쪽에 텐션을 조절하는 레버가 장착되어
좌·우로 등판의 움직임을 온/오프 조절
Tension adjusting levers on both sides of the back.

등판과 좌판이 다른 각도로 기울어져 등과 허벅지 부분의
압박을 최소화한 메커니즘
A mechanism designed to minimize pressure on users’
backs and thighs through the tilting of back rests and
seats in different angles.

다양한 체형의 사용자에게 최적의 업무 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팔걸이의 폭을 유기적으로 조절
The armrest width adjustment mechanism is designed
to provide users of varying body sizes with the optimal
working environment.

이중바퀴 구조의 우레탄 캐스터
Dual Wheel Urethane Caster

포워드 기능 Forward Tilting

백 틸트 Back Tilt

가스식 높낮이조절 Gas Spray Seat Height Adjustment

조용하고 부드럽게 이동이 가능한 기능성 볼캐스터
It doesn’t make noise and easy to move.

사용자의 업무 스타일에 따라 등·좌판이 각도를 조절하여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자세를 유지
Forward tilt of the back seat and tilt adjustment
of the seat pan.

고정된 좌판에 일정한 각도로 틸팅되는 등판을 적용한
기본형 메커니즘
Standard mechanism allowing a fixed amount of tilt.

고압의 가스 실린더를 사용하여 사용자가 원하는 좌판의
높낮이를 신속하게 조절
Using a high-pressured gas cylinder, the height of the
chair can be immediately modified by the user.

싯브레이크 캐스터
Seat Brake Caster

등판 플렉서블 서포트기능
Backrest Flexible Supprot Mechanisms

니 틸트 Knee Tilt

좌판 깊이조절 Seat Depth Adjustment

의자에 앉을 경우 바퀴가 쉽게 굴러가지 않는 기능성 볼캐스터
A functional ball type of castor that prevents the wheels
from rolling during use.

사용자의 다양한 체형과 업무 스타일에 따라 적합한 텐션을
유지시켜주는 기능
Adjustable seat tilt tension to fit users of varying
sizes and seating preferences.

등판과 좌판이 같은 각도로 틸팅되는 기본형 매커니즘
Basic mechanism in which the backboard and the seat are
tilted at the same angle.

다양한 체형의 사용자에게 최적의 착석감을 제공하기 위하여
좌판의 깊이를 유기적으로 조절
Depending on the physique of each individual the seat of
the chair can be adjusted to each individual preference.

틸트 강도조절 Tilting Strength Adjustment

좌판앞 기울기조절 Seat Pan Tilt Adjustment

틸트 메커니즘에 부착된 원형 손잡이를 회전시켜 사용자가 원하는
등·좌판 틸팅 강도를 Soft 또는 Hard하게 조절
Using the handle attached to the tilt mechanism, the
user can adjust the strength of the tilting (Soft or Hard)
according to his/her preference.

좌판의 기울기를 앞으로 고정하여 업무의 집중도 및
착좌감을 위한 상태로 온/오프
Neoce chairs offer tilt adjustment of the seat pan for users
to adjust the depth and focus on their work in comfort.

등받이 높이조절
Backrest Height Adjustment
등받이에 높이 조절을 적용하여 사용자가 원하는 위치 조절
Backrest height is adjustable simply by using the height
adjustment feature.

팔걸이 전·후 조절이 가능하여 업무 환경에 따라 원하는
팔걸이 위치 조절
The arm rest can be adjusted to and fro for your most
convenient working condition.

중심봉 반전 메커니즘 Auto-Return Mechanism
다이나믹 피팅 백 시스템
Dynamic Fitting Back System
등받이 하단을 올려 사용자의 허리에 직접 맞출 수 있는 기능
Ability to directly adjust to the user’s back by raising the
bottom of the backrest.

반전 중심봉에 의해 좌판의 회전 위치가 복원되는 기능
The rotation position is recovered by the auto-reverse gas
spindle.

팔걸이 스위블 Armrest Swivel
사용상 팔걸이가 불필요한 경우 상단으로 올려둘 수 있는 기능

A feature that enables users to lift the armrest when it is
not in use.

발받침 높이조절 Chair Base Height Adjustment
사용자의 키에 맞게 발받침 높낮이 조절 기능
A feature enabling users to adjust the chair’s height
according to their own he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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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ecutive

COLOR / MATERIAL

L(CG831)
genuine leather

8300G
최고의 명예와 품격의 비지니스 공간, 그 특별한 공간을 위한
최고급 중역의자 - 8300G. 트렌디한 최고급 천연 가죽과 틸팅시에
부드럽게 슬라이딩되는 팔걸이의 세심함이 더욱 돋보입니다.

1. 인체의 움직임에 맞추어 등판과 좌판이
각기 다른 각도로 틸팅되는 싱크로나이즈드
틸트기능과 등판의 기울기가 5단계로 조절되는
멀티 락킹 틸트기능을 갖추었습니다.
2. 사용자의 미세한 자세 교정이 가능하도록
머리받이 높이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3. 의자에 하중을 가하지 않은 상태에서
손잡이를 위로 당기면 좌판이 올라가고,
하중을 가한 상태에서 손잡이를 위로 당기면

The executive chairs for the businessmen for the honored
position and the particularly advanced business space.
8300G features the crowning trendy natural leather and
the delicate armrest softly sliding in tilting at the back.

한국산업디자인상
Korea Industrial
Design Awards

굿디자인
good
design

2

좌판이 내려갑니다.
1. The backrest and seat tilt in
a synchronized way according to a user’s
movements. And it has a multi-locking
tilt function to fix the backrest at the
desired angle through 5 reclining stages.
2. Minor adjustment of position with the
headrest height adjustment.
3. While pulling without weight, the seat
will automatically rise. When weight is
put on top of the chair while pulling,
then the chair will descend.

oh 8350
W705 D680 H1155~1235
1,453,800원
705

1155~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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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h 8330
W705 D680 H1110~1190
1,326,100원

680

1155~
1235
머리받이 높이조절

싱크로나이즈드 틸트

다중 틸트 고정장치

틸트 강도조절

가스식 높낮이조절

Headrest Height
Adjustment

Synchronized Tilt

Multi-Locking

Tilting Strength Adjustment

Gas Spray Seat Height
Adjus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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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ecutive

COLOR / MATERIAL

l(cg631)
genuine leather

S902G
시대를 이끄는 분들의 품격을 담은 최고급 중역의자 S902G.
당신이 걸어온 길에 대한 차별화된 예우를 선사합니다.

The highest quality executive chair designed for trailblazers.
S902G is a special treat that you deserve for your courage
in your lifelong career.

1. 오토만과 함께 구성하여 편의성과
고급스러움을 더했습니다.
2. 인체의 움직임에 맞추어 등판과 좌판이 각기
다른 각도로 틸팅되는 싱크로나이즈드
틸트기능과 등판의 기울기가 5단계로 조절되는
멀티 락킹 틸트기능을 갖추었습니다.
3. 고급 가죽에서 느낄 수 있는 높은 품격과 함께
등판의 패턴으로 세련된 공간을 연출합니다.
4. 세련된 전체 라인과 이어지는 가죽마감
팔걸이로 편안함과 안락함을 부여합니다.
1. Combined with an ottoman, it guarantees
convenience as well as elegance.
2. The backrest and seat tilt in a
synchronized way according to a user’s
movements. And it has a multi-locking tilt
function to fix the backrest at the desired
angle through 5 reclining stages.
3. The high-quality leather attests to your
integrity. The pattern on the backrest
perfectly matches the exquisiteness of
your space.
4. The linear elegance of the design is
enhanced by the robustness of the
leather-trimmed armrest which guarantees
you both convenience and comfort.

SOH 90240
W660 D660 H1160~1240
1,372,000원
660

1160~
1240

12

A(ca631)
artificial leather

SOH 90230
W660 D620 H1030~1110
1,326,100원

660

1

2

3

4

SOH 902LSL
W500 D385 H400
401,000원
SOH 902LSA
W500 D385 H400
290,100원

1160~
1240
싱크로나이즈드 틸트

다중 틸트 고정장치

틸트 강도조절

가스식 높낮이조절

Synchronized Tilt

Multi-Locking

Tilting Strength
Adjustment

Gas Spray Seat Height
Adjustment

13

executive

COLOR / MATERIAL
등판 back

좌판 SEAT

CM9501
MESH
BLACK(CA9501)
ARTIFICIAL LEATHER

S950G
사용자의 움직임에 맞춘 다양한 기능들로 최상의 안락감을 제공하는
S950G 사용자 편의성 중심의 기능으로 업무 집중력을 향상시키며
스마트한 느낌을 주는 중역용 의자입니다.

1. 와이어를 적용한 ‘등판각도 고정/해제’와
‘좌판 높낮이 조절’ 기능으로 자세에 변화 없이
팔걸이 아래 레버로 쉽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
2. 등판과 등판을 지지하는 포스트 사이에
탄성 소재 부품을 적용, 사용자의 무의식적인
움직임에도 등판이 따라 움직여 편안합니다.
3. 표준화되어 있는 의자의 등판 높이로 인해
불편함을 느꼈던 사용자들을 위해 등판의
높이만 체형에 맞춰 조절할 수 있습니다.

Ergonomic chair fitting user's movement with various functions.
Smart executive chair focus on user's convenience improves
concentration.

4. 좌판 좌측면에 위치한 레버를 누른 상태에서
앞뒤로 밀면 좌판이 슬라이딩되어 손쉽게
좌판의 깊이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1

2

3

4

1. ‘Back angle holding function’ and
‘seating height adjust function’ is
controlled easily by lever below armrest.
2. Rubber material is applied between
back and back post that provides soft
movement.
3. Back height adjustable function
provides more comfortable seat
compare to standardized back height.
4. Easy seat length control with lever on
left side.

CSOH 95052A
W665 D650~700 H1160~1230
1,232,000원

665

1160~
1230

14

590~700

1160~
1230

CSOH 95032A
W665 D590~640 H1020~1090
1,120,000원

머리받이 높이조절

머리받이 회전기능

이중바퀴 구조의 우레탄 캐스터

등판 프리텐션

등판 리클라인 기능

Headrest Height
Adjustment

Headrest Adjustment :
Rotation

Dual Wheel
Urethane Caster

Backrest Free Tention

Back Recline Angle
Adjustment

등받이 높이조절

싱크로나이즈드 틸트

다중 틸트 고정장치

틸트 강도조절

팔걸이 높이조절

Backrest Height
Adjustment

Synchronized Tilt

Multi-Locking

Tilting Strength
Adjustment

Armrest Height Adjustment

팔걸이 각도조절

가스식 높낮이조절

좌판 깊이조절

Arm Pads Angle
Adjustment

Gas Spray Seat Height
Adjustment

Seat Depth Adjus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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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ecutive

COLOR / MATERIAL

l(cg631)
genuine leather

S901G
미니멀한 디자인으로 세련미가 극대화된 S901G.

A(ca631)
artificial leather

1. 고급 가죽에서 느낄 수 있는 높은 품격과 함께
등판 뒷부분을 메탈 바를 부착하여
고급스럽습니다.
인체의 움직임에 맞추어 등판과 좌판이
각기 다른 각도로 틸팅되는 싱크로나이즈드
틸트기능과 등판의 기울기가 5단계로 조절되는

가죽 소재와 알루미늄 캐스팅으로 견고하며,

멀티 락킹 틸트기능을 갖추었습니다.

고급스럽고 안락한 집무공간을 연출합니다.

2. 원터치 높낮이 조절 레버로 체형에 따라

S901G has maximized stylishness through a minimal
design approach. The leather and aluminium casting
guarantees its outstanding durability. It is best
suited to the creation of a high-end comfortable
office environment.

3. 팔이 닿는 부분에 넓은 면적의 발포우레탄을

원하는대로 높낮이를 쉽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

710

1140~
1220

16

580

사용하여 최적의 안락감을 제공합니다.
2

1. The high quality leather and the metal
bar attached on the back add to its class.
The backrest and seat tilt in a
synchronized way according to a user’s
movements. And it has a multi-locking
tilt function to fix the backrest at the
desired angle through 5 reclining stages.
2. A one touch lever in which you can
easily adjust the height according to
your body type.
3. The sizeable armrest covered with
polyurethane foam offers the user the
highest level of comfort.

1

Soh 90140L
w710 d580 h1140~1220
933,000원

Soh 90130L
w710 d575 h980~1060
903,800원

Soh 90140A
w710 d580 h1140~1220
787,400원

Soh 90130A
w710 d575 h980~1060
776,200원

3

1140~
1220
싱크로나이즈드 틸트

틸트 강도조절

다중 틸트 고정장치

가스식 높낮이조절

Synchronized Tilt

Tilting Strength
Adjustment

Multi-Locking

Gas Spray Seat Height
Adjus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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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ecutive

COLOR / MATERIAL

l(cg631)
genuine leather

S900G
고급 가죽에서 우러나오는 품격, 인체공학적 설계에 의한
뛰어난 안락감, 불필요한 장식을 배제한 간결한 디자인으로
탄생된 네오스 고급 사무용 의자 S900G.

1. 인체의 움직임에 맞추어 등판과 좌판이
각기 다른 각도로 틸팅되는 싱크로나이즈드
틸트기능과 등판의 기울기가 5단계로 조절되는
멀티 락킹 틸트기능을 갖추었습니다.
2. 고급 가죽에서 느낄 수 있는 높은 품격과 함께
등판 뒷부분을 메탈 바를 부착하여
고급스럽습니다.
3. 팔이 닿는 부분에 넓은면적의 발포우레탄을
2

사용하여 최적의 안락감을 제공합니다.

The utmost in class and luxury, with an ergonomic
design that guarantees outstanding comfort,
the luxury office chair S900G shows the true beauty
of absolute simplicity.

한국산업디자인상
Korea Industrial
Design Awards

710

1140~
1220

18

620

A(ca631)
artificial leather

1. The backrest and seat tilt in a 			
synchronized way according to a user’s
movements. And it has a multi-locking
tilt function to fix the backrest at the
desired angle through 5 reclining stages.
2. The high quality leather and the metal bar
attached on the back add to its class.
3. The sizeable armrest covered with
polyurethane foam offers the user the
highest level of comfort.

1

Soh 90040l	
w710 d620 h1140~1220
903,800원

Soh 90030l
w710 d600 h980~1060
866,900원

Soh 90040A
w710 d620 h1140~1220
800,800원

Soh 90030A
w710 d600 h980~1060
784,000원

3

1140~
1220
싱크로나이즈드 틸트

틸트 강도조절

다중 틸트 고정장치

가스식 높낮이조절

Synchronized Tilt

Tilting Strength
Adjustment

Multi-Locking

Gas Spray Seat Height
Adjus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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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ecutive

COLOR / MATERIAL

l(cg631)
genuine leather

6300G

인체곡선을 따라 흐르는 부드러운 곡선과
간결한 직선이 조화된 중역의자 - 6300G.
우수한 안락감과 실용성을 겸비하고 서로
다른 질감의 조화로움이 품격을 한층
높여드립니다.

1. 인체의 움직임에 맞추어 등판과 좌판이 각기
다른 각도로 틸팅되는 싱크로나이즈드
틸트기능과 등판의 기울기가 5단계로 조절되는
멀티 락킹 틸트기능을 갖추었습니다.
2. 체형에 따라 원하는대로 높낮이를 쉽게
조절할 수 있는 원터치 높낮이 조절 레버.

A executive chair which shows
a concise straight line and a beautiful
curve - 6300G. The outstanding
comfort and efficiency ennobles you
with harmony of the different feel of
a material.

1. The backrest and seat tilt in
a synchronized way according to a user’s
movements. And it has a multi-locking
tilt function to fix the backrest at the
desired angle through 5 reclining stages.
2. A one touch lever in which you can
easily adjust the height according to
your body type.

1

bifma
(Business & Institutional
Furniture Manufacturer’s
Association)

650

1150~
1230

20

A(ca631)
artificial leather

690

OH 6340L
W650 W690 H1150~1230
857,900원

OH 6330L
W650 D640 H980~1060
805,300원

OH 6340A
W650 W690 H1150~1230
669,800원

OH 6330A
W650 D640 H980~1060
647,400원

2

1150~
1230
싱크로나이즈드 틸트

다중 틸트 고정장치

틸트 강도조절

가스식 높낮이조절

Synchronized Tilt

Multi-Locking

Tilting Strength
Adjustment

Gas Spray Seat Height
Adjus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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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SK
사무용
T558G
4000G
T500G
T559G
T554G
T503G
3600G
T502G

22

T501G
T553G
4300G
T555G
T302G
T353G
T557G

23

task

T558G
사각 형태의 디자인으로 인체공학적 설계와 다양한 사용자 중심의 기능을
적용하였습니다. 다양한 사무환경에도 어울리는 디자인과 사용자 맞춤
조절기능은 편안한 착석감을 느낄 수 있게 해줍니다.

Ergonomic square shape design focus on user's convenience.
Design for various office conditions provides comfortable seat.

헤드레스트 Headrest
1.	사각형 형태의 넓은 헤드레스트는 머리를 편안하게
받쳐주어 업무 피로도를 낮출 수 있습니다.
부드러운 쿠션은 경추부를 탄력 있게 지지해줍니다.
2.	코트 행거는 겨울철 사무실에서 개인 코트 보관을
용이하게 도와줍니다.
3. 헤드레스트는 위/아래로 높낮이 조절이 가능합니다.
1. 	The wide rectangular headrest supports the
head in a comfortable position, reducing a sense
of fatigue from work. The soft cushion flexibly
supports the cervical vertebra.
2. 	Coat hanger helps people to easily store their
coats in office in the winter time.
3. The headrest can be adjusted up / down.

1

2

3

팔걸이 armrest
1. 높낮이 조절
2. 전/후 슬라이딩
3. 좌/우 회전
1. Height adjustment
2. Sliding forward / backwards
3. Rotate Left / Right
1

2

3

1

2

좌판 Seat
1.	좌판을 밀고 당겨 깊이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의 체형에 맞춰
사용하면 장시간 착석시에도 피로도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2.	좌판에 오염이 있을 경우 교체가 가능하도록 제작되었습니다. 사용자가
손쉽게 좌판 패브릭과 스폰지를 교환할 수 있습니다
1. 	Depth can be adjusted by pushing and pulling the seat. If the
you make it fit to your body shape, you can minimize a sense of
fatigue even when you are in the seat for a long time.
2. 	It is designed to be replaceable if the seat is dirty. The user can
easily exchange the seat fabric and sponge.

635

1165~
1255

24

 추지지대 Lumbar supporter
요

틸트 Tilt

요추지지대는 높이 조절이 가능하여

ITALY DONATI 사 메커니즘을

사용자의 체형에 맞춰 사용할 수

적용하여 보다 우수한 착석감과

있습니다.

내구성을 자랑합니다.

The height of the lumbar support
can be adjusted to fit the user's
body shape.

ITALY DONAT CO, Ltd.,
Mechanism is applied.

580

1165~
1255

머리받이 높이조절

이중바퀴 구조의 우레탄 캐스터

허리받침 높이조절

싱크로나이즈드 틸트

다중 틸트 고정장치

Headrest Height
Adjustment

Dual Wheel
Urethane Caster

Lumbar Support Height
Adjustment

Synchronized Tilt

Multi-Locking

좌판 깊이조절

가스식 높낮이조절

팔걸이 높이조절

팔걸이 전·후조절

팔걸이 각도조절

Seat Depth
Adjustment

Gas Spray Seat Height
Adjustment

Armrest Height
Adjustment

Arm Pads Back and
Forth Adjustment

Arm Pads Angle
Adjustment

틸트 강도조절

Tilting Strength
Adjus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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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OR / MATERIAL

화이트 체어
WHITE CHAIR

미들백형
MID -BACK TYPE

TOH55832LWDG(LB/GN)
W635 D580 H980~1120
560,000원/600,000원

26

블랙 체어
BLACK CHAIR

좌판 SEAT

TOH55832LWAGY
W635 D580 H990~1080
560,000원/620,000원

TOH55862LWAGY(LB/GN)*
W635 D580 H1050~1140
572,000원/632,000원

등판 back

좌판 SEAT

GY(CM5582)
MESH

GY(CM5582)
MESH

GY(CM5582)
MESH

GY(CM5582)
MESH

BK(CM5581)
MESH

BK(CM5581)
MESH

BK(CM5581)
MESH

BK(CM5581)
MESH

DG(CF5582)
FABRIC

LB(CF5584)
FABRIC

GN(CF5585)
FABRIC

GY(CA5582)
ARTIFICIAL LEATHER

BK(CF5581)
FABRIC

BU(CF5583)
FABRIC

GN(CF5585)
FABRIC

BK(CA5581)
ARTIFICIAL LEATHER

헤드레스트형
HEADREST TYPE

코트행거형
COAT HANGER TYPE

TOH55862LWDG(LB/GN)*
W635 D665 H1040~1180
572,000원/612,000원

COLOR / MATERIAL

등판 back

TOH55852LWDG(LB/GN)*
W635 D580 H1155~1255
595,000원/635,000원

미들백형
MID -BACK TYPE

TOH55852LWAGY*
W635 D580 H1165~1255
595,000원/655,000원

TOH55832LBDG(BU/GN)
W635 D580 H980~1120
560,000원/600,000원

코트행거+헤드레스트형
COAT HANGER+HEADREST TYPE

코트행거형
COAT HANGER TYPE

TOH55872LWDG(LB/GN)*
W635 D665 H1155~1255
607,000원/647,000원

TOH55862LBDG(BU/GN)*
W635 D665 H1040~1180
572,000원/612,000원

TOH55872LWAGY(LB/GN)*
W635 D665 H1165~1255
607,000원/667,000원

헤드레스트형
HEADREST TYPE

TOH55832LBABK
W635 D580 H990~1080
560,000원/620,000원

TOH55852LBDG(BU/GN)*
W635 D580 H1155~1255
595,000원/635,000원

TOH55852LBABK
W635 D580 H1165~1255
595,000원/655,000원

코트행거+헤드레스트형
COAT HANGER+HEADREST TYPE

TOH55862LBABK
W635 D580 H1050~1140
572,000원/632,000원

TOH55872LBDG(BU/GN)*
W635 D665 H1155~1255
607,000원/647,000원

TOH55872LBABK
W635 D665 H1165~1255
607,000원/667,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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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sk

COLOR / MATERIAL
등판 back

좌판 SEAT

cM401
mesh(check)

cM401
mesh(check)

BLACK
BLACK
ARTIFICIAL LEATHER FABRIC

4000G
사용자의 다양한 신체 조건에 맞도록 디자인된 4000G는
고탄성 메쉬 소재를 적용, 인체의 접촉 부위에 공기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여 신진대사를 촉진시킵니다.

Designed for all body types and made with highly elastic mesh,
4000G helps speed up the metabolism by keeping the airflow
uninterrupted where it comes in contact with the body.

1. The seat is adjustable depending
on the user’s body. The armrest
can be adjusted vertically in
조절하여 원하는 위치에 고정이
stages according to the user’s
가능합니다.
preference.
2. 인체의 움직임에 맞추어 등판과 좌판이
2. The backrest and seat tilt in a
각기 다른 각도로 틸팅되는
synchronized way according to a
싱크로나이즈드 틸트기능과 등판의
user’s movements. And it has a
기울기가 5단계로 조절되는
multi-locking tilt function to fix the
backrest at the desired angle
멀티 락킹 틸트기능을 갖추었습니다.
through 5 reclining stages.
3. 사용자의 체형에 맞도록 요추지지의
3. A user can adjust the position with
위치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the movable lumbar support.
4. 사용자의 미세한 자세 교정이
4. Minor adjustment of position with
가능하도록 머리받이의 각도와 높이를
the headrest tilting and height
조절할 수 있습니다.
adjustment.
있으며, 단계별로 팔걸이의 높낮이를

헤드레스트형
HEADREST TYPE

1120~
1200

28

The highly elastic, special polyester
fabric in the seat enables a user to feel
the soft and natural touch.

1. 체형에 따라 좌판의 높이를 조절할 수

한국산업디자인상
Korea Industrial
Design Awards

610

좌판에 적용된 연신율이 높은 특수
폴리에스테르 천은 부드럽고 자연스러운
느낌을 그대로 전달합니다.

1

2

3

4

미들백형
MID -BACK TYPE

OH 4062A
W610 D620 H1120~1200
571,200원

OH 4032A
W610 D585 H935~1015
532,000원

OH 4062B
W610 D620 H1120~1200
538,700원

OH 4032B
W610 D585 H935~1015
499,500원

620

1120~
1200

머리받이 높이조절

머리받이 회전기능

허리받침 높이조절

Headrest Height
Adjustment

Headrest Adjustment :
Rotation

Lumbar Support Height
Adjustment

싱크로나이즈드 틸트

다중 틸트 고정장치

틸트 강도조절

가스식 높낮이조절

팔걸이 높이조절

Synchronized Tilt

Multi-Locking

Tilting Strength
Adjustment

Gas Spray Seat Height
Adjustment

Armrest Height
Adjus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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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sk

COLOR / MATERIAL
등판 back

좌판 SEAT

T500G
진정한 기능성 사무용 의자 T500G는 의자 사용시 사용자의 인체 움직임과
동선을 면밀히 연구하여, 인간공학에 의해 설계된 사무용 의자입니다. 또한 편안한
구조와 함께 다양하고 뛰어난 기능을 갖추고 있는 미래형 사무용 의자입니다.

Designing an ergonomic office chair requires in depth research on body
movement while seated as well as a user’s traffic line in their office.
T500G provides comfort and superb functionality to meet with every
need in the office of the future.

한국산업디자인상
Korea Industrial
Design Awards

굿디자인
good
design

bifma
(Business & Institutional
Furniture Manufacturer’s
Association)

GY(CM5001)
Mesh

BU(CM5002)
Mesh

GN(CM5003)
Mesh

BLACK
Fabric

BLACK
Fabric

BLACK
Fabric

1. 의자의 등판에 가해지는 하중의 강도에 1. The original design supports
a user’s back with adequate
따라 가장 적합한 텐션으로
tension depending on the load
자연스럽게 젖혀지는 리클라인
applied to the seat’s backrest.
메커니즘을 적용하였습니다.
2. The backrest and seat tilt in
2. 인체의 움직임에 맞추어 등판과
a synchronized way according to
좌판이 각기 다른 각도로 틸팅되는
a user’s movements.
싱크로나이즈드 틸트 기능을
3. Users can change the depth of
적용하였습니다.
the chair in 6 different stages
(50mm intervals by each stage)
3. 사용자의 체형과 업무스타일에 따라
depending on their body shape
좌판 깊이를 6단계(50mm)로 조절하여
and professional needs.
편리합니다.
4. The angle of the seat can be
4. 등판의 기울기가 조절되어
adjusted to 3 different angles.
원하는 각도로 고정사용할 수 있는
5. It has a multi-locking tilt
멀티 락킹 틸트 기능을 갖추었습니다.
function to fix the backrest at
5. 등판의 기울기가 조절되어
the desired angle.
6. The armrests can be moved in
원하는 각도로 고정사용할 수 있는
two different positions according
멀티 락킹 틸트 기능을 갖추었습니다.
to a user’s needs.
6. 팔걸이 전・후 각도 조절이 가능하여

헤드레스트형
HEADREST TYPE

1090~
1160

7 steps
55mm

1090~
1160

머리받이 높이조절

4

5

6

20°

TOH 50032S
W635 D610 H990~1060
532,000원

머리받이 회전기능

이중바퀴 구조의 우레탄 캐스터

Headrest Adjustment :
Rotation

Dual Wheel
Urethane Caster

싱크로나이즈드 틸트

다중 틸트 고정장치

틸트 강도조절

Synchronized Tilt

Multi-Locking

Tilting Strength
Adjustment

팔걸이 전·후조절

가스식 높낮이조절

Arm Pads Back and Forth
Adjustment

Gas Spray Seat Height
Adjustment

Headrest Height
Adjustment

팔걸이 각도조절

30

3

미들백형
MID -BACK TYPE

TOH 50052S
W635 D610 H1090~1160
560,600원

610

2

업무 환경에 따라 팔걸이 위치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635

1

Arm Pads Angle
Adjustment

45°

47mm

5°

55mm

50mm

등판 리클라인 기능

Back Recline Angle
Adjustment
팔걸이 높이조절

Armrest Height Adjustment

좌판 깊이조절

Seat Depth Adjustment

3 step

좌판앞 기울기조절

Seat Pan Tilt Adjus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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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sk

COLOR / MATERIAL
등판 back

좌판 SEAT

T559G
인체공학적인 설계를 적용한 DFB(Dynamic Fitting Back) SYSTEM을 적용하여 척추
형상에 맞도록 등판을 조절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별 맞춤형 조절은 올바른 자세를
유도하고 척추의 하중을 분산하여 장시간 사용에도 편안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By applying DFB (Dynamic Fitting Back) SYSTEM to which an ergonomic design
is applied, you can adjust the back plate to fit the spine shape. Customized
adjustments for each user lead the user to sit in the correct posture and spread
the load on the spine, making the user feel comfortable for extended use.

1170~
1285

BE(CM5591)
MESH

BE(CM5591)
MESH

GY(CM5592)
mesh

GY(CF5591)
FABRIC

BE(CF5592)
FABRIC

LB(CF5593)
FABRIC

RE(CG5594)
FABRIC

1. 	By using the DFB System
(Dynamic Fitting Back System),
which is a functional adjusting
적용하여 사용자의 허리에 직접 맞출 수
backboard, the user can adjust
있도록 등판 라인을 조절
the backboard line fit it to the
할 수 있습니다.
user's waist.
	*DFB System 셋팅하는 방법 : 등판
* How to set the DFB System: Hold
하단을 잡고 위로 올려 '딸각'소리에
the bottom of the backboard and
멈춥니다. 끝까지 올리면 다시 초기
hold it up until it makes a “clicking”
sound. If you hold it up to the end,
상태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you can return it to the initial state.
2. 	좌판 우측 아래에 위치한 레버를
2. 	You can adjust the depth by
사용하여 좌판을 밀고 당겨 깊이를
pushing and pulling the seat using
조절 할 수 있습니다. 허리가 등판에
the lever located at the bottom
닿는 위치로 맞춰 사용하면 피로도를
right of the seat. Use it to match
최소화시켜 줍니다.
the position of the waist against
3. 	헤드레스트를 위/아래로 밀고 당겨
the backboard to minimize a sense
of fatigue.
사용자의 신장에 맞춰 헤드의 높낮이를
3. 	The user can adjust the height
조절할 수 있습니다.
of the headrest according to the
4. 	고탄성 메쉬는 높은 탄성으로 착석감을
user's height by pushing and
올려주고 충분한 통기성을 확보하여
pulling the headrest up / down.
장시간 사용에도 최적의 안락감을
4. 	Highly elastic mesh gives a great
느끼게 해 줍니다.
feeling of coziness when the
user is in the seat and ensures
sufficient ventilation to provide a
feeling of comfort.

1

2

3

4

미들백형
mid-back type

등판 메쉬, 좌판 패브릭 타입
FABRIC SEAT
TOH55952W
W625 D 630~680
H 1170~1285
553,000원

등좌판 메쉬타입
MESH SEAT
TOH55932MWGY
W625 D 630~680
H 995~1085
544,500원

등판 메쉬, 좌판 패브릭 타입
FABRIC SEAT
TOH55932W
W625 D 630~680
H 995~1085
513,000원

머리받이 높이조절

이중바퀴 구조의 우레탄 캐스터

싱크로나이즈드 틸트

다중 틸트 고정장치

틸트 강도조절

Headrest Height
Adjustment

Dual Wheel
Urethane Caster

Synchronized Tilt

Multi-Locking

Tilting Strength
Adjustment

팔걸이 전·후조절

가스식 높낮이조절

좌판 깊이조절

팔걸이 높이조절

Arm Pads Back and Forth
Adjustment

Gas Spray Seat Height
Adjustment

Seat Depth Adjustment

Armrest Height
Adjustment

가스식 높낮이조절

1170~
1285

BE(CM5591)
MESH

(Dynamic Fitting Back System)를

등좌판 메쉬타입
MESH SEAT
TOH55952MWGY
W625 D 630~680
H 1170~1285
584,500원

630~680

BE(CM5591)
MESH

1. 	기능성 조절 등판인 DFB System

헤드레스트형
headrest type

655

GY(CM5592)
mesh

Gas Spray Seat Height
Adjustment

47mm

50mm

다이나믹 피팅 백 시스템

Dynamic Fitting Back
System

32

33

task

COLOR / MATERIAL

등판 BACK / 좌판 SEAT

BK(CF5541)
fabric

T554G
현대의 사무환경에 꼭 필요한 T554G. 바른 자세를 유지하도록 도와주는
인체공학적 설계와 다양한 기능들로 편안한 착석감을 제공함은 물론
업무 능률도 향상시킵니다.

Best-suited to the modern work environment of any type.
The ergonomic design of T554G helps the user to maintain
a good posture. Combined with diverse features, it not only
provides comfort to the user but also improves work
efficiency considerably.

630

1135~
1235

34

670

1135~
1235

1. 인체의 움직임에 맞추어 등판과 좌판이 1. The backrest and seat tilt in a
synchronized way according to a
각기 다른 각도로 틸팅되는
user’s movements. And it has a
싱크로나이즈드 틸트기능과 등판의
multi-locking tilt function to fix
기울기가 5단계로 조절되는 멀티 락킹
the backrest at the desired angle
틸트기능을 갖추었습니다.
through 5 reclining stages.
2. 헤드레스트는 사용자의 경추부를
2. The headrest provides the user
탄력있게 받쳐주어 피로도를 낮춰주며
with resilient support for his/her
앉은 키에 맞게 높낮이 조절이
cervical spine. It reduces the
user’s fatigue. It can be adjusted
가능합니다.
vertically according to the user’s
3. Response Back Technology
sitting height.
기능으로 척추의 바른 자세를 유도하여
3. The feature based on the
장시간 착석시 피로도를 최소화 합니다.
Response Back Technology
4. 높이조절과 전·후·좌·우 조절 기능을
encourages the user to maintain
적용한 팔걸이는 사용자가 원하는
a desirable posture so that the
높이와 위치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user can minimize fatigue even
during prolonged sitting.
4. The armrest is equipped with the
vertical and horizontal adjustment
(moving forward·backward·left·
right) feature in order for the user
to choose the most appropriate
height and direction.

헤드레스트형
headrest type

미들백형
mid-back type

좌판깊이 조절형
Seat Depth Adjustment type
TOH 55452D
W630 D670 H1135~1235
534,200원

좌판깊이 조절형
Seat Depth Adjustment type
TOH 55432D
W630 D670 H995~1095
515,200원

좌판깊이 고정형
Seat Depth fixed type
TOH 55452
W630 D670 H1135~1235
495,000원

좌판깊이 고정형
Seat Depth fixed type
TOH 55432
W630 D670 H995~1095
468,200원

GN(CF5542)
FABRIC

LB(CF5544)
FABRIC

1

2

3

4

머리받이 높이조절

머리받이 회전기능

이중바퀴 구조의 우레탄 캐스터

Headrest Height
Adjustment

Headrest Adjustment :
Rotation

Dual Wheel
Urethane Caster

싱크로나이즈드 틸트

다중 틸트 고정장치

틸트 강도조절

Synchronized Tilt

Multi-Locking

Tilting Strength
Adjustment

팔걸이 폭조절

가스식 높낮이조절

좌판 깊이조절

팔걸이 높이조절

팔걸이 전·후조절

Armrest Width Adjustment

Gas Spray Seat Height
Adjustment

Seat Depth Adjustment

Armrest Height Adjustment

Arm Pads Back and Forth
Adjustment

5°

등판 리클라인 기능

Back Recline Angle
Adjus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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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sk

COLOR / MATERIAL

등판 back / 좌판 seat

DB(CM5531)
MESH

T503G
사무공간을 한층 부드럽고 편안하게 만들어 주는 T503.
메쉬 소재를 적용한 등판, 좌판으로 쾌적하며,
다양한 기능으로 장시간 근무에도 편안함을 제공합니다

1. 사용자의 체형에 따라 높낮이
조절이 가능하며 자체 텐션은
미세한 움직임에도 목을 편하게
지지해 줍니다.(30mm)
2. 높이 조절과 좌우 회전 기능을
적용한 팔걸이는 사용자가 원하는
높이와 위치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3. 등판과 좌판을 각기 다른 각도로
움직이는 싱크로나이즈드 틸팅을

T503 makes the workspace cozier and more comfortable.
Its mesh-based backrest and seat coupled with diverse features
guarantee user comfort even during long hours of office work.

적용하였습니다.
4. 좌판 측면에 위치한 레버를
이용하여 좌판의 깊이를 조절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1. Users can adjust the height.
Its self-tension feature
ensures the comfort of users’
necks even during minimal
user movement(30mm).
2. The armrest is equipped with
vertical and horizontal
adjustment features that
enable users to choose their
favorite height and position.
3. It is equipped with a synchro
tilt feature that enables the
backrest and the seat to move
in different directions.
4. The user can change the
depth of the seat with the
lever situated on the left of
the seat.

헤드레스트형
HEADREST TYPE

팔걸이 조절형
ARMREST ADJUSTMENT TYPE
TOH 50352L
W635 D595 H1160~1235
510,700원

635

1160~
1235

36

595

1160~
1235

GY(CM5532)
MESH

MB(CM5533)
MESH

1

2

3

4

미들백형
MID-BACK TYPE

팔걸이 고정형
ARMREST FIXED TYPE
TOH 50350L
W625 D595 H1160~1235
468,200원

팔걸이 조절형
ARMREST ADJUSTMENT TYPE
TOH 50332L
W635 D575 H985~1060
492,800원

팔걸이 고정형
ARMREST FIXED TYPE
TOH 50330L
W625 D575 H985~1060
450,200원

머리받이 높이조절

머리받이 프리텐션

이중바퀴 구조의 우레탄 캐스터

허리받침 높이조절

싱크로나이즈드 틸트

Headrest Height
Adjustment

Headrest Free Tention

Dual Wheel
Urethane Caster

Lumbar Support Height
Adjustment

Synchronized Tilt

다중 틸트 고정장치

틸트 강도조절

팔걸이 높이조절

팔걸이 전·후조절

팔걸이 폭조절

Multi-Locking

Tilting Strength
Adjustment

Armrest Height
Adjustment

Arm Pads Back and Forth
Adjustment

Armrest Width Adjustment

가스식 높낮이조절

좌판 깊이조절

Gas Spray Seat Height
Adjustment

Seat Depth Adjus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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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sk

COLOR / MATERIAL
등판 back

좌판 SEAT

3600G

BK(CM361)
mesh

BK(CM361)
MESH

BU(CM362)
MESH

YE(CM362)
MESH

BLACK
FABRIC

BLACK
FABRIC

BLACK
ARTIFICIAL
LEATHER

BLACK
FABRIC

BLACK
FABRIC

BLACK
FABRIC

친환경 소재의 효율적인 사용과 사방형 구조
디자인으로 내구성이 뛰어나며, 사용자의 취향에
따라 메쉬와 패드타입 등판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메쉬형(인조가죽)
mesh type(ARTIFICIAL LEATHER)

메쉬형(패브릭)
mesh type(fabric)

OH 3652NLMA
W640 D615 H1100~1170
552,200원

OH 3632NLMA
W640 D590 H995~1065
521,900원

OH 3652NLM
W640 D615 H1100~1170
505,100원

좌판 인조가죽형은 등판 메쉬 컬러를
CM361만 운영합니다.
Artificial leather seat boards are
operated with only CM361 mesh.

좌판 인조가죽형은 등판 메쉬 컬러를
CM361만 운영합니다.
Artificial leather seat boards are
operated with only CM361 mesh.

Environment friendly and squarely shaped,
it secures excellent endurance and offers
options of mesh or pad type.

한국산업디자인상
Korea Industrial
Design Awards

굿디자인
good
design

bifma
(Business & Institutional
Furniture Manufacturer’s
Association)

OH 3632NLM
W640 D590 H995~1065
468,200원

패드형
pad type

1

2

1. 사용자의 미세한 자세 교정이 가능하도록 머리받이의 각도와
높이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2. 인체의 움직임에 맞추어 등판과 좌판이 각기 다른 각도로 틸팅되는
싱크로나이즈드 틸트기능과 등판의 기울기가 5단계로 조절되는
멀티 락킹 틸트기능을 갖추었습니다.

OH 3652NLF
W640 D615 H1100~1170
485,000원

640

1100~
1170

OH 3632NLF
W640 D590 H995~1065
448,000원

615

1100~
1170

머리받이 높이조절

머리받이 회전기능

이중바퀴 구조의 우레탄 캐스터

허리받침 높이조절

좌판 깊이조절

Headrest Height
Adjustment

Headrest Adjustment :
Rotation

Dual Wheel
Urethane Caster

Lumbar Support Height
Adjustment

Seat Depth Adjustment

다중 틸트 고정장치

틸트 강도조절

가스식 높낮이조절

팔걸이 높이조절

Multi-Locking

Tilting Strength
Adjustment

Gas Spray Seat Height
Adjustment

Armrest Height
Adjustment

싱크로나이즈드 틸트

Synchronized Tilt

38

1. Minor adjustment of position with the headrest tilting
and height adjustment.
2. The backrest and seat tilt in a synchronized way 		
according to a user’s movements. And it has a
multi-locking tilt function to fix the backrest at the
desired angle through 5 reclining stages.

6 step

※ 친환경 소재를 사용하고, 재활용 및 폐기를 위해 재료의 분리가 용이하도록 구조 설계되었습니다. 또한, 비철금속을 활용한 부품에 재료명을 표기하고 있습니다.
※ Environment-friendly materials are used and their separation is easy for recycling and disposal. The material name is marked on the parts made of nonferrous me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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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sk

COLOR / MATERIAL
등판 back

좌판 SEAT

T502G
물 흐르듯 유려한 곡선 디자인에 등판의 요추지지대를 적용하여
세련된 디자인 감각과 함께 안락감이 뛰어난 사무용 의자입니다.

Sophisticated design sensibilities applying ergonomic
principles ensure the office chairs offer the highest level of
comfort and attractiveness.

1110~
1210

630

1110~
1210

GN(CM5022)
MESH

BK(CM5023)
MESH

BU(CF5021)
fabric

GN(CF5022)
fabric

BK(CF5023)
Fabric

1. 허리받침대는 사용자의 신체에 맞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
2. 인체의 움직임에 따라 등좌판이 각기
다른 각도로 틸팅되는 싱크로나이즈드 틸팅
기능을 적용하였습니다.
3. 팔걸이 전・후 각도 조절이 가능하여 업무환경에
따라 팔걸이 위치를 조절 할 수 있습니다.
4. 등판의 기울기가 4단계로 조절되어 원하는
각도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2

3

4

5

5. 등판이 젖혀지는 틸팅의 강도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1. The backpiece can be adjusted
according to the user’s body.
2. The backrest and seat tilt in
a synchronized way according to
a user’s movements.
3. You can adjust the armrest according to
your work environment.
4. The angle of the backpiece can be
adjusted into 4 angles.
5. You can adjust the strength of the tilting.

625

BU(CM5021)
MESH

1

헤드레스트+코트행거+요추지지형
HEADREST+COAT HANGER+
LUMBAR SUPPORT TYPE
TOH 50272NL
W625 D630 H1110~1210
505,900원

코트행거+요추지지형
COAT HANGER+
LUMBAR SUPPORT TYPE
TOH 50262NL
W625 D600 H1015~1115
470,600원

헤드레스트+요추지지형
HEADREST+
LUMBAR SUPPORT TYPE
TOH 50252NL
W625 D580 H1110~1210
486,600원

헤드레스트+코트행거형
HEADREST+COAT HANGER TYPE
TOH 50272N
W625 D630 H1110~1210
483,500원

코트행거형
COAT HANGER TYPE
TOH 50262N
W625 D600 H1015~1115
448,200원

헤드레스트형
HEADREST TYPE
TOH 50252N
W625 D580 H1110~1210
464,200원

미들백+요추지지형
MID-BACK+LUMBAR SUPPORT TYPE
TOH 50232NL
W625 D560 H970~1060
451,400원
미들백형
MID-BACK TYPE
TOH 50232N
W625 D560 H970~1060
429,000원

머리받이 높이조절

이중바퀴 구조의 우레탄 캐스터

머리받이 회전기능

다중 틸트 고정장치

틸트 강도조절

Headrest Height
Adjustment

Dual Wheel
Urethane Caster

Headrest Adjustment :
Rotation

Multi-Locking

Tilting Strength
Adjustment

팔걸이 높이조절

팔걸이 각도조절

팔걸이 전·후조절

가스식 높낮이조절

좌판 깊이조절

Armrest Height
Adjustment

Arm Pads Angle
Adjustment

Arm Pads Back and Forth
Adjustment

Gas Spray Seat Height
Adjustment

Seat Depth Adjustment

허리받침 높이조절

Lumbar Support Height
Adjustment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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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sk

COLOR / MATERIAL
등판 back

좌판 SEAT

T501G

BU(CM5011)
MESH

GN(CM5012)
MESH

GY(CM5013)
MESH

BK(CM5014)
MESH

BU(CF5011)
fabric

GN(CF5012)
fabric

GY(CF5013)
fabric

BK(CF5014)
fabric

1. 요추지지대는 착석시 허리를 받쳐주어 편안하며 사용자의 체형과
업무 스타일에 따라 상하로 40mm 높이 조절이 가능합니다.
2. 의자의 등받이가 젖혀지는 각도는 5단계로 고정할 수 있는
락킹 기능을 갖추고 있어, 원하는 각도로 고정할 수 있습니다.
3. 사용자의 체형과 업무스타일에 따라 좌판 깊이를

세련되고 유연성이 뛰어난 메쉬 등판과 인체의 구조를 고려하여 디자인된

5단계(50mm)로 조절하여 편리합니다.

유려한 곡선미가 돋보이는 T501G. 자연스러우면서도 절제되고

1

2

3

4. 팔걸이 전・후・좌・우 조절이 가능하여 업무 환경에 따라
팔걸이 위치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역동적인 디자인을 통해 현대 사무용 의자의 기준을 제시하여 드립니다.

5. 사용자의 체형에 맞게 넥레스트의 높낮이를 간편하게

The T501G offers stylishly curved lines with a mesh back
and an attractive ergonomic design for the highest level of comfort.
Its modern, dynamic look establishes a new and higher standard for office chairs.

상하로 70mm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4

5

메쉬형 mesh type
통기성과 탄력성이 뛰어난 메쉬 등판으로 제작되었으며 편안한 구조와

1. The adjustable lumbar support provides adequate
support for the back, allowing users to raise or lower it
up to 40mm according to their posture and work style.
2. The backrest with 5-level tilt lock adjustment allows
users to conveniently change the angle of the backrest.
3. Users can adjust the depth of the seat at 5 different
levels (up to 50mm) in accordance with their body
posture and preferred work style.
4. The armrest can be adjusted by width and location in
accordance with users’ body posture and preferred work style.
5. Users can raise or lower the neckrest up to 70mm to
suit their body posture.

다양하고 뛰어난 기능을 갖추고 있는 미래형 사무용 의자입니다.

The mesh backpiece has excellent ventillation and elasticity. It is an office chair
for the future combining a comfortable structure and a variety of functions.

630

1110~
1180

655

1110~
1180

헤드레스트+코트행거+요추지지형
HEADREST+COAT HANGER+
LUMBAR SUPPORT TYPE
TOH 50172NL
W630 D655 H1110~1180
438,500원

코트행거+요추지지형
COAT HANGER+
LUMBAR SUPPORT TYPE
TOH 50162NL
W630 D655 H995~1065
407,100원

헤드레스트+요추지지형
HEADREST+
LUMBAR SUPPORT TYPE
TOH 50152NL
W630 D605 H1110~1180
421,100원

헤드레스트+코트행거형
HEADREST+COAT HANGER TYPE
TOH 50172N
W630 D655 H1110~1180
426,200원

코트행거형
COAT HANGER TYPE
TOH 50162N
W630 D655 H995~1065
394,800원

헤드레스트형
HEADREST TYPE
TOH 50152N
W630 D605 H1110~1180
408,800원

미들백+요추지지형
MID-BACK+LUMBAR SUPPORT TYPE
TOH 50132NL
W630 D605 H950~1020
389,800원
미들백형
MID-BACK TYPE
TOH 50132N
W630 D605 H950~1020
377,400원

머리받이 높이조절

이중바퀴 구조의 우레탄 캐스터

싱크로나이즈드 틸트

틸트 강도조절

다중 틸트 고정장치

Headrest Height
Adjustment

Dual Wheel
Urethane Caster

Synchronized Tilt

Tilting Strength
Adjustment

Multi-Locking

팔걸이 높이조절

팔걸이 각도조절

팔걸이 전·후조절

가스식 높낮이조절

좌판 깊이조절

Armrest Height
Adjustment

Arm Pads Angle
Adjustment

Arm Pads Back and Forth
Adjustment

Gas Spray Seat Height
Adjustment

Seat Depth Adjustment

허리받침 높이조절

Lumbar Support Height
Adjus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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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sk

COLOR / MATERIAL - TOH55362WGY 전용

T553G
인체공학적 설계와 다양한 사용자 중심의 기능을 적용한 T553G는
사용자의 체형에 따른 맞춤형 의자를 만들어주어 최적의 사무환경을 조성합니다.

T553G is equipped with ergonomic design and diverse
user-centered features, which enable the user to actually customize
the chair to his/her body and create an optimized work environment.

630

1155~
1255

640

1155~
1255

COLOR / MATERIAL

등판 back

등판 back

좌판 SEAT

좌판 SEAT

GY(CM5531)
MESH

BK(CM5541)
mesh

GN(cM5542)
MESH

LB(cM5544)
MESH

GY(CF5531)
fabric

BK(CF5541)
fabric

GN(CF5542)
FABRIC

LB(CF5544)
FABRIC

1. 인체의 움직임에 맞추어 등판과 좌판이 1. The backrest and seat tilt in a
synchronized way according to
각기 다른 각도로 틸팅되는
a user’s movements. And it has a
싱크로나이즈드 틸트기능과 등판의
multi-locking tilt function to fix the
기울기가 5단계로 조절되는 멀티 락킹
backrest at the desired angle
틸트기능을 갖추었습니다.
through 5 reclining stages.
2. 사용자의 체형에 맞게 헤드레스트의
2. The headrest is easily adjustable
높낮이를 간편하게 조절할 수 있으며,
vertically depending on the user’s
옵션 코트 행거로 편의성을 더했습니다.
body type. The optional coathanger
3. 사용자의 체형에 맞도록 요추지지의
adds to the user’s convenience.
위치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3. A user can adjust the position with
4. 단계별로 높낮이 조절이 가능하며
the movable lumbar support.
팔걸이를 원하는 위치에 고정이
4. The height of the armrest can be
vertically adjusted according to
가능합니다.
each level.

1

2

3

4

헤드레스트+코트행거형
headrest+coat hanger type

헤드레스트형
headrest type

미들백형
mid-back type

팔걸이 조절+요추지지형
ARMREST ADJUSTMENT+
LUMBAR SUPPORT TYPE
TOH 55362LWGY
W630 D690 H1170~1270
513,000원

팔걸이 조절+요추지지형
ARMREST ADJUSTMENT+
LUMBAR SUPPORT TYPE
TOH 55372LB
W630 D690 H1155~1255
442,400원

팔걸이 조절+요추지지형
ARMREST ADJUSTMENT+
LUMBAR SUPPORT TYPE
TOH 55352LB
W630 D640 H1155~1255
429,000원

팔걸이 조절+요추지지형
ARMREST ADJUSTMENT+
LUMBAR SUPPORT TYPE
TOH55332LB
W630 D640 H995~1095
389,800원

팔걸이 조절형
ARMREST ADJUSTMENT TYPE
TOH 55362WGY
W630 D690 H1170~1270
497,300원

팔걸이 조절형
ARMREST ADJUSTMENT TYPE
TOH 55372B
W630 D690 H1155~1255
429,000원

팔걸이 조절형
ARMREST ADJUSTMENT TYPE
TOH 55352B
W630 D640 H1155~1255
415,500원

팔걸이 조절형
ARMREST ADJUSTMENT TYPE
TOH 55332B
W630 D640 H995~1095
376,300원

팔걸이 고정+요추지지형
ARMREST FIXED+
LUMBAR SUPPORT TYPE
TOH 55370LB
W630 D690 H1155~1255
389,800원

팔걸이 고정+요추지지형
ARMREST FIXED+
LUMBAR SUPPORT TYPE
TOH 55350LB
W630 D640 H1155~1255
376,300원

팔걸이 고정+요추지지형
ARMREST FIXED+
LUMBAR SUPPORT TYPE
TOH 55330LB
W630 D640 H995~1095
337,100원

팔걸이 고정형
ARMREST FIXED TYPE
TOH 55370B
W630 D690 H1155~1255
375,200원

팔걸이 고정형
ARMREST FIXED TYPE
TOH 55350B
W630 D640 H1155~1255
361,800원

팔걸이 고정형
ARMREST FIXED TYPE
TOH 55330B
W630 D640 H995~1095
322,600원

머리받이 높이조절

이중바퀴 구조의 우레탄 캐스터

싱크로나이즈드 틸트

틸트 강도조절

Headrest Height
Adjustment

Dual Wheel
Urethane Caster

Synchronized Tilt

Tilting Strength
Adjustment

가스식 높낮이조절

팔걸이 높이조절

팔걸이 전·후조절

팔걸이 폭조절

Gas Spray Seat Height
Adjustment

Armrest Height
Adjustment

Arm Pads Back and Forth
Adjustment

Armrest Width Adjustment

40mm

다중 틸트 고정장치
6 step

55mm

Multi-Locking

좌판 깊이조절

Seat Depth Adjustment

허리받침 높이조절

Lumbar Support Height
Adjus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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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sk

COLOR / MATERIAL
등판 back

좌판 SEAT

4300G
세련된 라인의 등판 곡선에 통기성과 신축성이 우수한 메쉬를 씌워
자연스러운 편안함을 드립니다.

A highly permeable and flexible mesh cover with smooth
curve lines on the back provides natural comfort.

BK(CM431)
mesh

BK(CM431)
mesh

BK(CM431)
mesh

Bk(cf431)
fabric

GN(cf432)
fabric

BU(cf433)
fabric

1. 인체의 움직임에 맞추어 등판과 좌판이 각기 다른 각도로 틸팅되는
싱크로나이즈드 틸트기능과 등판의 기울기가 9단계로 조절되는
멀티 락킹 틸트기능을 갖추었습니다.
2. 사용자의 체형에 맞도록 요추지지의 위치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1. The backrest and seat tilt in a synchronized way
according to a user’s movements. And it has a
multi-locking tilt function to fix the backrest at the
desired angle through 9 reclining stages.
2. A user can adjust the position with the movable lumbar support.

1

2

팔걸이 조절형 armrest adjustment type

굿디자인
good
design

bifma
(Business & Institutional
Furniture Manufacturer’s
Association)

호주세계디자인상
Austrailan
International
Design Award

헤드레스트+요추지지형
HEADREST+
LUMBAR SUPPORT TYPE
OH 4352LS
W635 D645 H1090~1220
416,600원

헤드레스트형
HEADREST TYPE
OH 4352S
W635 D645 H1090~1220
394,200원

요추지지형
LUMBAR SUPPORT TYPE
OH 4332LS
W635 D610 H945~1075
396,500원

기본형
STANDARD TYPE
OH 4332S
W635 D610 H945~1075
374,100원

요추지지형
LUMBAR SUPPORT TYPE
OH 4330LS
W635 D610 H945~1075
371,800원

기본형
STANDARD TYPE
OH 4330S
W635 D610 H945~1075
349,400원

팔걸이 고정형 armrest fixed type

635

1090~
1220

46

645

1090~
1220

헤드레스트+요추지지형
HEADREST+
LUMBAR SUPPORT TYPE
OH 4350LS
W635 D645 H1090~1220
392,000원

헤드레스트형
HEADREST TYPE
OH 4350S
W635 D645 H1090~1220
369,600원

머리받이 높이조절

머리받이 회전기능

이중바퀴 구조의 우레탄 캐스터

가스식 높낮이조절

팔걸이 높이조절

Headrest Height
Adjustment

Headrest Adjustment :
Rotation

Dual Wheel
Urethane Caster

Gas Spray Seat Height
Adjustment

Armrest Height
Adjustment

싱크로나이즈드 틸트

다중 틸트 고정장치

틸트 강도조절

허리받침 높이조절

Synchronized Tilt

Multi-Locking

Tilting Strength
Adjustment

Lumbar Support Height
Adjus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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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sk

COLOR / MATERIAL
등판 back

좌판 SEAT

T555G
다양한 사무환경에 맞출 수 있는 등받이 메쉬형과 패딩형 옵션 의자로서,
편안한 착석감과 함께 업무공간의 유연한 분위기를 연출합니다.

To match diverse work environment, T555G comes in a mesh
type backrest and a padded backrest. This extremely comfortable
chair helps create a flexible work environment.

1. 요추지지대의 전후 링크기능은
항상 요추를 지지하여 줌으로써
안락감을 제공합니다.
2. 인체의 움직임에 맞추어 등판과
좌판이 각기 다른 각도로 틸팅되는
싱크로나이즈드 틸트기능과 등판의
기울기가 5단계로 조절되는 멀티
락킹 틸트기능을 갖추었습니다.
3. 등판은 패드와 메쉬로 선택가능하며,
메쉬는 충분한 통기성을 확보하여
장시간 착석해도 최적의 안락감을
느끼게 해줍니다.
4. 헤드레스트는 사용자의 경추부를
탄력있게 받쳐주어 피로도를 낮춰주며
앉은 키에 맞게 높낮이 조절과
회전기능이 가능합니다.

1170~
1260

48

640

1170~
1260

GN(cM5542)
MESH

LB(cM5544)
MESH

BK(CF5541)
fabric

GN(CF5542)
FABRIC

LB(CF5544)
FABRIC

1. The movable link feature of the
back support continues to back
up the user’s spine to maximize
comfort.
2. The backrest and seat tilt in a
synchronized way according to a
user’s movements. And it has a
multi-locking tilt function to fix
the backrest at the desired angle
through 5 reclining stages.
3. The user can choose either a
padded backrest or a mesh
backrest. The latter enables the
user to enjoy a maximum of comfort
even during protracted sitting
through its ample air permeability.
4. The headrest provides a resilient
support for the user’s cervical
spine and reduces fatigue. It can
be adjusted vertically to fit the
user’s sitting height and be
adjusted forward or backward, too.

패드형 pad type

665

BK(CM5541)
mesh

1

2

3

4

메쉬형 mesh type

팔걸이 조절형
ARMREST ADJUSTMENT TYPE
TOH 55552P
W665 D640 H1170~1260
404,300원

팔걸이 조절형
ARMREST ADJUSTMENT TYPE
TOH 55532P
W665 D640 H1020~1110
367,400원

팔걸이 조절형
ARMREST ADJUSTMENT TYPE
TOH 55552M
W665 D640 H1170~1260
392,000원

팔걸이 조절형
ARMREST ADJUSTMENT TYPE
TOH 55532M
W665 D640 H1020~1110
355,000원

팔걸이 고정형
ARMREST FIXED TYPE
TOH 55550P
W665 D640 H1170~1260
345,000원

팔걸이 고정형
ARMREST FIXED TYPE
TOH 55530P
W665 D640 H1020~1110
308,000원

팔걸이 고정형
ARMREST FIXED TYPE
TOH 55550M
W665 D640 H1170~1260
332,600원

팔걸이 고정형
ARMREST FIXED TYPE
TOH 55530M
W665 D640 H1020~1110
295,700원

머리받이 높이조절

머리받이 회전기능

이중바퀴 구조의 우레탄 캐스터

등판 프리텐션

등판 플렉서블 서포트기능

Headrest Height
Adjustment

Headrest Adjustment :
Rotation

Dual Wheel
Urethane Caster

Backrest Free Tention

Backrest Flexible Supprot
Mechanisms

싱크로나이즈드 틸트

틸트 강도조절

Synchronized Tilt

Tilting Strength
Adjustment

가스식 높낮이조절

팔걸이 높이조절

Gas Spray Seat Height
Adjustment

Armrest Height
Adjustment

다중 틸트 고정장치
6 step

40mm

Multi-Locking

팔걸이 전·후조절

팔걸이 폭조절

Arm Pads Back and Forth
Adjustment

Armrest Width Adjustment

49

task

COLOR / MATERIAL
등판 back

좌판 SEAT

GN(cM3021)
MESH

BU(cM3022)
MESH

LB(cM3003)
MESH

BR(cM3024)
MESH

GN(CF3021)
FABRIC

BU(CF3022)
FABRIC

LB(CF3003)
FABRIC

BR(CF3024)
FABRIC

T302G
다양한 컬러와 무광택의 화이트 프레임의 조화로 산뜻한 사무 공간을
연출합니다. 또한 매력적인 사각 프레임으로 사용자의 개성을 더욱 돋보이게
하며, 통기성과 신축성이 우수한 메쉬소재로 자연스러운 편안함을 드립니다.

With its range of colors combined pure white frames, this product is
perfect for the creation of a refreshing office environment.
Attractive square frames highlight the user’s character.
The mesh material ensures excellent air permeability and flexibility,
delivering a “natural comfort” to the user.

1

1. 사용자의 체형에 맞게 헤드레스트의 높낮이를
간편하게 상하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2. 인체의 움직임에 맞추어 등판과 좌판이 각기
다른 각도로 틸팅되는 싱크로나이즈드
틸트기능과 등판의 기울기가 4단계로 조절되는
멀티 락킹 틸트기능을 갖추었습니다.
3. 사용자의 체형에 맞게 뒤로 젖혀지는 등판의
강도를 조절할 수 있으며 사용자의 체형에 따라
레버를 이용하여 의자 높낮이를 조절할 수

2

3

1. The height of the headrest is easily adjustable
according to the userʼs body type.
2. The backrest and seat tilt in a synchronized way
according to a user’s movements. And it has a
multi-locking tilt function to fix the backrest at the
desired angle through 4 reclining stages.
3. The amount of force required to cline to the userʼs
weight is adjustable.
According to the user’s body type, the seat pan height
can be easily changed with the operation of a lever.

있습니다.

610

1155~
1245

헤드레스트+코트행거형
headrest+
COAT HANGER TYPE

미들백+코트행거형
MID-BACK+
COAT HANGER TYPE

헤드레스트형
headrest type

미들백형
mid-back type

TOH 30270
W610 D650 H1155~1245
343,300원

TOH 30260
W610 D640 H970~1060
315,800원

TOH 30250
W610 D600 H1155~1245
327,600원

TOH 30230
W610 D590 H925~1015
300,200원

650

1155~
1245

머리받이 높이조절

이중바퀴 구조의 우레탄 캐스터

싱크로나이즈드 틸트

다중 틸트 고정장치

틸트 강도조절

Headrest Height
Adjustment

Dual Wheel
Urethane Caster

Synchronized Tilt

Multi-Locking

Tilting Strength
Adjustment

가스식 높낮이조절

Gas Spray Seat Height
Adjustment

50

51

task

틸트 조절 Tilt Adjustment

T353G
탄성이 좋은 메쉬를 소재로 제품의 형태를 그대로 유지시켜주며,
화이트와 블랙 프레임으로 공간의 분위기에 맞게 색상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투톤 패브릭으로 고급스러운 컬러은 물론 따뜻하고 편안한 분위기를 연출해줍니다.

The highly elastic mesh keeps the shape of the product and you can choose
the color white or black frame to match the atmosphere of the space.
Two-tone fabric presents luxurious colors while also providing a warm and
comfortable atmosphere.

③의자 높낮이
Height
Adjustment

②틸트 LOCK
Tilt LOCK

①틸트강도
Tilting Strength

①틸트강도
Tilting
Strength
②틸트 LOCK
Tilt LOCK

③의자 높낮이
Height Adjustment

④좌판 깊이조절
Seat Depth Adjustment

셀프텐션형 틸트

일반형 틸트
1) 틸
 트 강도 조절 방법 : 의자 하부 틸트 가운데에 위치한 원통 핸들을

1) 틸
 트 강도 조절 방법 : 셀프텐션 틸트로 사용자의 하중에 비례해서 자동으로

좌/우로 돌려 틸트 강도를 조절합니다.

틸트 강도가 조절되지만, 사용자의 기호에 따라 틸트 강도를 세밀하게

2) 틸
 트 LOCK 방법 : 좌판 아래 틸트(의자 착석 시) 좌측 손잡이를 이용하여

조절할 수 있도록 별도로 3단계 강도조절 기능을 제공합니다. 의자 착석 시

원하는 의자 틸팅 각도에서 고정시킬 수 있습니다.

오른쪽 레버를 회전시켜 조절합니다.

3) 의
 자 높낮이 조절 방법 : 좌판 아래 틸트(의자 착석 시) 우측 손잡이를

2) 틸
 트 LOCK 방법 : 원하는 틸팅 각도에서 4단계 고정시킬 수 있습니다.

이용하여 원하는 만큼 의자 높낮이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의자 틸팅 후 왼쪽 레버를 앞으로 돌려서 고정, 의자 등판을 밀면서 레버를

General Tilt Type
1) 	How to adjust the tilt intensity: Adjust the tilt intensity by turning the
cylinder handle located in the low center of the chair to left / right.
2) 	Tilt LOCK method: You can fix the chair's tilt angle at the desired
angle by using the left knob below the seat (when sitting on the
chair).
3) 	How to adjust the height of the chair: You can adjust the height of
the chair as much as you want by using the right knob of the tilt
under the seat (when sitting on the chair).

뒤쪽으로 돌려서 해제합니다.
3) 의
 자 높낮이 조절 방법 : 좌판 아래 틸트의 우측 손잡이를 이용하여
원하는 만큼 의자 높낮이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Self Tension Tilt Type
1) 	How to adjust the tilt intensity: Self-tension tilt automatically
adjusts the tilt intensity in proportion to the user's weight, but it
also provides 3-step intensity adjustment function to allow users
to adjust the tilt intensity according to the user's preference. Rotate
the right lever to adjust when sitting on a chair.
2) 	Tilt LOCK method: You can fix the desired tilt angle through 4 steps.
After tilting the chair, turn the left lever to the front to fix it, push the
chair backboard and turn the lever backward to release it.
3) 	How to adjust the height of the chair: You can adjust the height of
the chair as much as you want by using the right knob of the tilt
under the seat.

팔걸이 조절 Armrest Adjustment
사용자가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기본 높이를 제공합니다. Made in a default height that makes users feel comfortable.
고정팔걸이
Fixed
Armrest

조절팔걸이
Adjustable
Armrest

높이조절기능 : 약 70mm 조절
Height adjustment function: 
adjust about 70mm 

전/후 슬라이드 : 약 40mm 조절
Front / back slide: 
adjust about 40mm

각도 회전 : 약 50˚ 회전
Angle rotation: 
Rotate about 50˚

1. 의
 자에 앉을 때 가장 중요한 허리를 받쳐주는 요추지지대의 높낮이를
조절하여편안한 착석감을 제공합니다.
2. 좌
 판 좌측 아래에 위치한 레버를 사용하여 좌판을 밀고 당겨 깊이를 조절 할 수
있습니다. 의자에 앉은 상태에서 엉덩이로 좌판을 밀고 당긴 후 허리가 등판에
닿는위치로 맞춰 레버를 상하로 움직여 고정, 해제합니다.
1. 	The seat is adjustable depending on the user’s body. The armrest can
be adjusted vertically in stages according to the user’s preference.
2. 	The backrest and seat tilt in a synchronized way according to a user’s
movements. And it has a multi-locking tilt function to fix the backrest
at the desired anglethrough 5 reclining stages.
645

1005~
1075

1

2

600

1005~
1075

다중 틸트 고정장치

싱크로나이즈드 틸트

Multi-Locking

Synchronized Tilt

머리받이 높이조절

이중바퀴 구조의 우레탄 캐스터

허리받침 높이조절

Headrest Height
Adjustment

Dual Wheel
Urethane Caster

Lumbar Support Height
Adjustment

틸트 강도조절

팔걸이 높이조절

팔걸이 각도조절

가스식 높낮이조절

Tilting Strength
Adjustment

Armrest Height
Adjustment

Arm Pads Angle
Adjustment

Gas Spray Seat Height
Adjustment

6 step

40mm

팔걸이 전·후조절

Arm Pads Back and Forth
Adjustment

좌판 깊이조절

Seat Depth Adjustment

52

53

COLOR / MATERIAL

화이트 체어
WHITE CHAIR

COLOR / MATERIAL

등판 back

블랙 체어
BLACK CHAIR

좌판 SEAT

고정 팔걸이형
ARMREST FIXED TYPE
TOH35330LWC
W645 D 565 H 985~1080
308,000원

조절 팔걸이형
ARMREST ADJUSTMENT TYPE
TOH35332LWC
W645 D 565 H 985~1080
374,000원

GY(CF3531)
MESH

BK(CF3533)
MESH

BK(CF3533)
MESH

BK(CF3533)
MESH

GY(CF3531)
FABRIC

BE(CF3532)
FABRIC

BK(CF3533)
FABRIC

GN(CF3534)
FABRIC

BU(CF3535)
FABRIC

1. 일반형 틸트 GENERAL TILT TYPE
헤드레스트형 HEADREST TYPE

미들백형 MID -BACK TYPE

고정 팔걸이형
ARMREST FIXED TYPE
TOH35350LWC
W645 D 565 H 1160~1285
348,000원

고정 팔걸이형
ARMREST FIXED TYPE
TOH35330LC
W645 D 565 H 985~1080
279,000원

조절 팔걸이형
ARMREST ADJUSTMENT TYPE
TOH35352LWC
W645 D 565 H 1160~1285
414,000원

2. 셀프텐션형 틸트 SELF TENSION TILT TYPE
미들백형 MID -BACK TYPE

고정 팔걸이형
ARMREST FIXED TYPE
TOH35330LWP
W645 D 590 H 1005~1075
350,000원

조절 팔걸이형
ARMREST ADJUSTMENT TYPE
TOH35332LWP
W645 D 590 H 1005~1075
418,000원

헤드레스트형 HEADREST TYPE

조절 팔걸이형
ARMREST ADJUSTMENT TYPE
TOH35332LC
W645 D 565 H 985~1080
330,000원

고정 팔걸이형
ARMREST FIXED TYPE
TOH35350LC
W645 D 565 H 1160~1285
319,000원

조절 팔걸이형
ARMREST ADJUSTMENT TYPE
TOH35352LC
W645 D 565 H 1160~1285
370,000원

2. 셀프텐션형 틸트 SELF TENSION TILT TYPE
헤드레스트형 HEADREST TYPE

미들백형 MID -BACK TYPE

고정 팔걸이형
ARMREST FIXED TYPE
TOH35350LWP
W645 D 565 H 1160~1285
390,000원

고정 팔걸이형
ARMREST FIXED TYPE
TOH35330LP
W645 D 590 H 1005~1075
323,000원

조절 팔걸이형
ARMREST ADJUSTMENT TYPE
TOH35352LWP
W645 D 565 H 1160~1285
458,000원

헤드레스트형 HEADREST TYPE

조절 팔걸이형
ARMREST ADJUSTMENT TYPE
TOH35332LP
W645 D 590 H 1005~1075
374,000원

3. 회의용 Conference Type

3. 회의용 Conference Type

TOH35390WGY
W645 D 650 H 1020
240,000원

TOH35390BBK
W645 D 650 H 1020
226,000원

54

좌판 SEAT

GY(CF3531)
MESH

1. 일반형 틸트 GENERAL TILT TYPE
미들백형 MID -BACK TYPE

등판 back

고정 팔걸이형
ARMREST FIXED TYPE
TOH35350LP
W645 D 600 H 1180~1275
363,000원

조절 팔걸이형
ARMREST ADJUSTMENT TYPE
TOH35352LP
W645 D 600 H 1180~1275
414,000원

55

task

COLOR / MATERIAL
등판 back

좌판 SEAT

BK(CM5571)
MESH
BK(CF5571)
FABRIC

T557G
장시간 사무실에 근무하는 사용자를 위해 통기성이 우수한
매쉬 소재를 사용하였습니다. 깔끔하고 짜임새 있는 간결한 디자인으로

1. 등판에 적용한 요추지지대는 착석 시 허리를
펼 수 있게 도와 바른 자세를 유지할 수 있게
해줍니다.
2. 좌측 조절 손잡이를 이용하여 원하는
의자높이만큼 조절할 수 있으며 손잡이를
푸쉬/풀하여 등판 틸팅 고정이 가능하므로
다양한 업무 환경에 적합한 기능을 제공합니다.

다양한 공간에서 활용하기 좋은 기능성 의자입니다.

3. 등판과 좌판이 고정된 상태에서 틸팅되는

Breathable mesh material is applied for user who stays
long time in office. Clean and simple design matches various
office environment.

4. 등판과 좌판에 연결되어 있는 고정 팔걸이는

니틸팅을 적용하였습니다.
사각형 형태의 의자와 조화를 이루며
시각적으로 견고함과 안정감을 느끼게 해줍니다.

1

2

3

4

1. Lumbar supporter applied in back helps
user keeps correct posture.
2. Height adjustable function and tilting
holding function.
3. Tilted when back and seat is fixed.
4. Square armrest harmonizes with square
shape back and provides visual stability
and solidity.

587

1155~
1275

56

620

헤드레스트형
headrest type

미들백형
MID-BACK TYPE

로우백형
LOW-BACK TYPE

TOH 55750LB
W587 D620 H1155~1275
240,000원

TOH 55730LB
W587 D605 H978~1095
210,000원

TOH 55720LB
W587 D605 H910~1030
200,000원

1155~
1275
이중바퀴 구조의 우레탄 캐스터

틸트 온/오프

니 틸트

틸트 강도조절

가스식 높낮이조절

Dual Wheel
Urethane Caster

Tilt On/Off

Knee Tilt

Tilting Strength
Adjustment

Gas Spray Seat Height
Adjustment

57

multi-use
다목적
400G
M154G
M151G
M100G
M152G
M153G
CST6000G

58

200G
350G
M253G
100G
M252G
M250G
M251G

59

multi-use

COLOR / MATERIAL
cf102

cf103

cf251

cf251

등판 BACK / 좌판 SEAT

gy(cf101)
fabric

400G

자연스러운 자세를 유지합니다.

bifma
(Business & Institutional
Furniture Manufacturer’s
Association)

호주세계디자인상
Austrailan
International
Design Award

3. 팔걸이 유무에 관계없이 적용가능한 수직 적층
기능으로 보관과 이동이 편리합니다.
1. Teflon glide devices are designed to
prevent noise and scratches when you
move furniture.
2. Tilting mechanisms beneath seat boards
make user stance natural.
3. Regardless of the existence of armrests,
these chairs are designed to stack on
top of each other, guaranteeing
convenience in both storage and
transportation.

팔걸이+캐스터형
ARMREST+BALL CASTER TYPE
OH 411
W600 D590 H810
248,600원

810

VI(cf251+cf103)
fabric

테프론 글라이드를 적용하였습니다.

The products can fit into any kinds of rooms, including conference
rooms, seminar rooms and lecture rooms. With tilting backrests,
they guarantee the highest level of comfort.

600

gN(cf251+cf102)
fabric

2. 좌판 하부의 틸팅 메커니즘을 통해 사용자의

등받이 틸팅 설계로 최상의 착석감을 유도합니다.

굿디자인
good
design

Bk(cf251)
fabric

1. 이동시 소음과 바닥 긁힘을 방지하는

회의실, 세미나실, 교육실 등 어떠한 장소에서도 공간연출이 자유로우며,

한국산업디자인상
Korea Industrial
Design Awards

DG(cf401)
fabric

팔걸이+기본형
ARMREST+STANDARD TYPE
OH 410
W600 D590 H810
244,200원

1

캐스터형
BALL CASTER TYPE
OH 401
W550 D590 H810
231,800원

2

3

기본형
STANDARD TYPE
OH 400
W550 D590 H810
228,500원

590

810
백 틸트

Back Tilt

60

61

multi-use

COLOR / MATERIAL
등판 back

좌판 SEAT

M154G
자연스러운 곡선 형태의 등판으로 틸팅 On/Off 기능으로

BU(CM1542)
MESH

GN(CM1543)
MESH

RE(CM1544)
MESH

BK(CF1541)
FABRIC

BU(CF1542)
FABRIC

GN(CF1543)
FABRIC

RE(CF1544)
FABRIC

1. 좌판을 등판방향으로 접은 후 수평으로
겹쳐서 보관할 수 있습니다. 보관이 용이하여
공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등판 뒷면 중앙에 좌/우로 위치한 버튼을 눌러
틸팅기능을 On/Off 할 수 있습니다.
3. 좌판을 등판방향으로 접을 수 있는

집중할 때와 자유로울 때 등 미팅 상황과 환경에 맞춰 사용할 수 있는

좌판 폴딩 기능을 적용하여 의자의 부피를

다목적 의자입니다.

최소화해 줍니다.
4. 몸을 젖힐 때 등판의 중심에서 회전하는

Natural curved shapes of back fits for various office condition
and environment with tilting On/Off function.

BK(CM1541)
MESH

PIVOT 틸팅을 적용하여 장시간 사용시 발생되는

1

2

3

3

불편함을 덜어줍니다.
1. After folding overlap stroage is available
and provides better space usage.
2. Tilting On/Off function.
3. Seat is folded to back side that minimum
the volume of the chair.
4. PIVOT Tilting function lessens tiredness.

화이트 캐스터형 의자
WHITE CASTER TYPE

MOH 15491W
W585 D585 H840
270,000원

블랙 캐스터형 의자
BLACK CASTER TYPE

585

840

62

585

MOH 15491B
W585 D585 H840
240,000원

840
백 틸트

틸트 온/오프

등판 리클라인 기능

이중바퀴 구조의 우레탄 캐스터

Back Tilt

Tilt On/Off

Back Recline Angle
Adjustment

Dual Wheel
Urethane Ca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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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ulti-use

COLOR / MATERIAL

M151G
세미나 룸, 강당, 교실 등에 적합한 세미나 의자. 폴딩 의자로 사용 및 보관이
간편하며 캐스터가 부착되어 이동이 원활한 다목적 의자입니다.

A seminar chair appropriate for seminar rooms, auditoriums,
classrooms, and etc. It is a multipurpose folding chair that is easy to use
and store. The castors that are attached make them easy to move.

한국산업디자인상
Korea Industrial
Design Awards

굿디자인
good
design

등판 back

등판 back

좌판 SEAT

좌판 SEAT

BLACK
FABRIC

BK(CM15101)
MESH

GY(CM15102)
MESH

BU(CM15104)
MESH

GN(CM15105)
MESH

BLACK
Fabric

BLACK
Fabric

BLACK
Fabric

BLACK
Fabric

BLACK
Fabric

1. 조용하고 부드럽게 이동이 가능한 기능성
볼캐스터를 적용하였습니다.
2. 좌판 하부의 틸팅 메커니즘을 통해 사용자의
자연스러운 자세를 유지합니다.
3. 보관과 이동이 간편하고 공간활용이 뛰어난
적층식 구조
1. It is equipped with highly practical ball
casters for quiet and soft movement.
2. Tilting mechanisms beneath seat boards
make user stance natural.
3. Stacking structure enables easy storage,
moving and outstanding space saving.

1

2

3

패드형 PAD TYPE

MOH 15120P
W610 D540 H820~890
294,600원

MOH 15191P
W610 D540 H845
255,800원

MOH 15190P
W540 D540 H845
241,500원

MOH 15191M
W610 D540 H845
253,300원

MOH 15190M
W540 D540 H845
239,000원

매쉬형 MESH TYPE

MOH 15120M
W610 D540 H820~890
292,000원

610

845

64

540

845
백 틸트

가스식 높낮이조절

Back Tilt

Gas Spray Seat Height
Adjus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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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ulti-use

COLOR / MATERIAL

등판 BACK / 좌판 SEAT

RE(CM10001)
mesh

M100G
기존의 라인을 탈피하여 미려한 곡선의 표현으로 두께감을 줄여 슬림한 디자인을
구현하였으며, 단순하고 독특한 구조로 Multi-Use Chair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안합니다.

Implements a slim design by reducing thickness with an elegant curve,
breaking from traditional lines and offering a new paradigm in multi-purpose
seating with a simple and unique structure.

850

66

BU(CM10003)
mesh

GY(CM10004)
mesh

1. 수직 적층 기능으로 보관과 이동이 편리합니다.
2. 인체공학적인 일체형 등・좌판 구조에 등판은
통기성이 우수한 메쉬를, 좌판은 착석감이
우수한 패딩을 적용하였습니다.
3. 펠트 글라이더를 적용하여 바닥면과의 마찰
소음과 긁힘을 최소화 하였습니다.
1. These chairs are designed to stack
on top of each other, guaranteeing
convenience in both storage and
transportation.
2. The ergonomic one-piece structure
is furnished with a mesh backseat that
provides excellent air permeability and
a padded seat that deliver outstanding
seating comfort to the user.
3. Equipped with felt chair gliders, the risk
of friction noise and scratches on the
floor are minimized.

2

1

MOH 10011
W600 D565 H755~820
284,500원

520

GN(CM10002)
mesh

3

MOH 10090
W520 D565 H850
215,000원

565

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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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ulti-use

COLOR / MATERIAL
등판 back

좌판 SEAT

M152G
곡선과 직선이 만드는 미니멀 & 슬림한 디자인은 한층 업그레이드된
분위기를 연출합니다. 이동성과 보관성을 높여 좁은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RE(CM1521)
MESH

GN(CM1522)
MESH

BU(CM1523)
MESH

DG(CM1524)
MESH

DG(CF1521)
FABRIC

DG(CF1521)
FABRIC

DG(CF1521)
FABRIC

DG(CF1521)
FABRIC

1. 좌판을 등판방향으로 접은 후 수평으로
겹쳐져 보관이 용이하여 공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스팅 기능)
2. 좌판을 등판방향으로 접을 수 있는 좌판
폴딩기능을 적용하여 의자의 부피를
최소화시킬 수 있습니다.
3. 사용자가 몸을 젖힐 때 등판이 틸팅되는 			
백틸팅을 적용하여 장시간 사용시 발생되는 			
2

불편함을 덜어줍니다.

Its minimal, slim design characterized by harmonious lines and
curves helps create a more sophisticated atmosphere.
It also helps maximize the use of space with its outstanding
mobility and storage capacity.

1. The seat can be folded vertically,
improving its storage capacity and spatial
efficiency remarkably (nesting feature).
2. Users can minimize the chair’s volume by
folding the seat towards the backrest.
3. It is equipped with a back-tilting feature
enabling users to lean backwards and
take a rest after long hours of sitting.
1

캐스터+팔걸이형
BALL CASTER+ARMREST TYPE
MOH 15291
W615 D550 H865
248,600원

615

865

캐스터형
BALL CASTER
MOH 15290
W535 D550 H865
230,700원

글라이더+팔걸이형
GLIDER+ARMREST TYPE
MOH 15293
W615 D550 H870
246,400원

3

글라이더형
GLIDER TYPE
MOH 15292
W535 D550 H870
228,500원

550

865
백 틸트

Back Ti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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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ulti-use

COLOR / MATERIAL
등판 back

좌판 SEAT

RE(CM1521)
MESH
DG(CF1521)
FABRIC

M153G
회의실, 기숙사, 세미나실 등 어떤 공간에서도 잘 어울리는 M153G.
곡선 형태의 측면디자인과 PIVOT 틸팅기능으로 사용자의 움직임을
보다 자유롭게 해줍니다.

2

M153G, such as meeting room, dormitory, seminar room
which goes well in any space. Curved side design and
PIVOT tilting make your movement more flexible.

1

3

1. 좌판을 등판방향으로 접은 후 수평으로 겹쳐서 보관할 수 있어
공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스팅 기능)
2. 팔걸이가 책상에 부딪힐 경우, 팔걸이를 위로 올리면 책상과 최대한
밀착이 가능합니다.
3. 사용자가 몸을 젖힐 때 등판이 회전하는 PIVOT 틸팅을 적용하여
장시간 앉아있어도 불편함이 적습니다.
1. You can fold the seat in the direction of the backing plate
and stack it horizontally, so you can use the space
efficiently. (Nesting function)
2. If the armrest hits the desk, lift the armrest up to the desk
as close as possible.
3. PIVOT tilting by rotating the back plate when the user tilts
the body makes less discomfort even if you sit for a long time.

팔걸이형
ARMREST TYPE
MOH 15391
W575 D560 H830
152,300원

575

830

70

560

830
백 틸트

팔걸이 스위블

이중바퀴 구조의 우레탄 캐스터

Back Tilt

Armrest Swivel

Dual Wheel
Urethane Ca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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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ulti-use

COLOR / MATERIAL

좌판 SEAT

GN(CF60001)
FABIC

CST6000G
공용공간 구성 포인트 스툴, 사무공간 내 보조 의자, 허리가 불편한 분들을 위한
헬스케어 효과로 미국가구협회 BIFMA 인증 획득한 CST6000. 유선형 튤립
형태의 독특한 디자인으로 공간에 분위기를 전환 시켜주는 헬스 케어 기능성 스툴
의자입니다.

Public space point stool. Auxiliary chair in office space. CST6000 certified
by BIFMA for healthcare effect for people with back problems. It is a health
care functional stool chair that transforms the space atmosphere with
a unique design in streamlined tulip shape.

RE(CF60003)
FABIC

BU(CF60004)
FABIC

1. 	360도 방향에서 약 8도의 액티브 틸팅 시스템을
적용하여 앉은 상태에서도 허벅지와 복부, 등 근
육을 고르게 사용하여 허리에 가해지는 압력을

8˚

분산시키고 몸의 밸런스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2. 	내부 중심봉을 이용한 360도 회전 기능을 제공
하여 앉은 자세의 불균형으로 인해 뭉쳐있는 하
중을 고르게 분산시켜 편안함을 제공합니다.
3. 	측면 레버를 이용하여 다양한 사용자의 체형에
맞게 좌판의 높낮이 조절 가능합니다.
4. 	의자 하부 바닥에는 2mm 펠트를 부착하여 바닥

1

2

3

4

재 긁힘 및 소음을 방지해줍니다.
5. 	보조 의자의 성격을 벗어나 다양한 디자인이
시도되고 있는 트렌드에 맞게 유선형 튤립 형태의
디자인 스툴입니다.
1. 	With an active tilting system of about
8 degrees from 360 degrees, you can
even use your tights and abdominal
muscles evenly in your sitting position to
distribute the pressure on your back and
balance your body.
2. 	360 degree rotation function using inner
center rod provides comfort by evenly
distributing the accumulated load due to
unbalanced sitting position.
3. 	Using the side lever, it is possible to
adjust the height of the seat according
to the body shape of various users.
4. 	2mm felt attached to the bottom of the
chair prevents flooring scratches and
noise.
5. 	It is a streamlined tulip-shaped design
stool that suits the trends where various
designs are being tried.

430

GY(CF60002)
FABIC

5

액티브 틸트형
ACTIVE TILT TYPE
CST6000FT
W430 D410 H465~580
311,000원

일반형
GENERAL TYPE
CST6000FT
W430 D410 H465~580
215,000원

465
~
5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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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OR / MATER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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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N(cp202)
plastic

COLOR / MATERIAL

OR(cp203)
plastic

DG(cp204)
plastic

BK(cp205)
plastic

BU(cF546)
fabric

200G

GN(cF547)
fabric

GY(cF548)
fabric

350G

인체 공학적 설계와 부드럽고 세련된
디자인은 어떠한 장소에서도 자유롭고
실용적으로 공간을 연출할 수 있습니다.

Using human – engineering and refined
design, 200G allow you to create a
multifaceted working space that can
be used anywhere such as conference
rooms, office, seminar rooms, hospital,
school with functional diversity.

1

1
515

600

2

1. 의자의 일렬 연결시 간단하게 연결할 수 있는
연결 고정클립
2. 일체형 플라스틱 등・좌판 SHELL

840

840

1. Assembly clamps to facilitate the linear
connection of chairs
2. One-body plastic seat·backrest

74

oh 200
w515 d600 h840
170,200원

연결 고정클립
ASSEMBLY CLAMP
ohbrk 200
2,500원

3

1. 좌판 쿠션 패드
2. 보관과 이동이 간편하고 공간활용이 뛰어난 적층식 구조
3. 이동시 소음과 바닥 긁힘을 방지하는 테프론 글라이드.
1. It minimizes fatigue by applying low bench cushion pad.
2. Stacking structure enables easy storage, moving and
outstanding space saving.
3. Teflon glide devices are designed to prevent noise and
scratches when you move furniture.

595

oh 210
w515 d600 h840
209,400원

2

780

570

780

OH 350
w595 d570 h780
168,000원

OH 351
w560 d570 h780
168,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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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ulti-use

COLOR / MATERIAL

COLOR / MATERIAL

등판 back

좌판 seat

BEECH
FLYWOOD

BK(CF2531)
FABRIC

M253G

2. 자연스러운 비치 성형합판의 등판과

558

610

안락한 성형 스폰지의 좌판으로 구성하였습니다.

76

seat pad
GY(CF548)
FABRIC

GN(CF102)
FABRIC

VI(CF103)
FABRIC

2

3

1. 이동시 소음과 바닥 긁힘을 방지하는 테프론 글라이드
2. 좌판 쿠션 패드(OH~P)
3. 고강도의 간결한 조립구조

1. Vertical stacking function is efficient
in narrow space.
2. Consisted with natural plywood back
and comfortable sponge seat.

825

1

MOH 25393WGY/BBK
W545 D550 H785
220,000원

825

2

550

785

VI(cp104)
plastic

1

보관이 용이하고 이동이 수월합니다.

785

GN(cp103)
plastic

100G

1. 팔걸이 유무에 관계없이 수직 적층이 가능하여

545

dG(cp102)
plastic

정전기 방지
Removal of static
electricity

GY(CF2532)
FABRIC

MOH 25392WGY/BBK
W490 D550 H785
190,000원

1. Teflon glide devices are designed to prevent noise and scratches when you move furniture.
2. It minimizes fatigue by applying low bench cushion pad (OH~P)
3. Sturdy structure and simple knock-down assembly for maximum user benefit

팔걸이+캐스터형
ARMREST+BALL CASTER TYPE
OH 111P
W558 D610 H825
164,600원

팔걸이+기본형
ARMREST+STANDARD TYPE
OH 110P
W558 D590 H825
162,400원

캐스터형
BALL CASTER TYPE
OH 101P
W490 D610 H825
135,500원

기본형
STANDARD TYPE
OH 100P
W490 D580 H825
131,000원

OH 111
W558 D610 H825
140,000원

OH 110
W558 D590 H825
137,800원

OH 101
W490 D610 H825
113,100원

OH 100
W490 D580 H825
108,600원

OH 111P : 좌판 패드 (Seat Pad)

OH 110P : 좌판 패드 (Seat Pad)

OH 101P : 좌판 패드 (Seat Pad)

OH 100P : 좌판 패드 (Seat P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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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ulti-use

COLOR / MATERIAL

COLOR / MATERIAL

등판 BACK / 좌판 SEAT

WH(CP2521)
PLASTIC

등판 BACK / 좌판 SEAT

GY(CP2522)
PLASTIC

BU(CP2523)
PLASTIC

GN(CP2524)
PLASTIC

RE(CP2525)
PLASTIC

WH(CP2501)
PLASTIC

GY(CF2521)
FABRIC

M252G

BK(CP2502)
PLASTIC

M250G
M250의 일체형 등/좌판 Shell의 모던한 디자인은 다이닝,
홈오피스, 로비 등과 같은 공간에 잘 어울립니다.
또한 등받이의 텐션은 사용자에게 안락감을 더하여 줍니다.

The modern design of the M250’s all-in-one
back/seat shell fits into the space such dining room,
home office and lobby spaces. The tension of the
backrest also adds comfort to the user.

1. 의자를 들어올려 위로 쌓을 수 있는 수직 적층이 가능합니다.
좁은 공간에서 수직으로 적층하여보관이 용이합니다.
2. 볼캐스터를 옵션 사용으로 구성하여 이동이 편리하도록 하였습니다.
3. 좌판에 사용자가 직접 탈부착할 수 있는 패드를 적용하여

1

2

3

착석감을 높이고 안정감을 주었습니다.
1. Vertical stacking function is efficient in narrow space.
2. ball-caster option provides easy movement.
3. Seating pad disadhesion function provides stable
and comfortable seat.

555

1. 수직방향의 적층기능으로 보관이 용이하며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적층 시 손이 끼이지 않도록 주의가 반드시 필요하며,
반복적인 적층사용 시 제품에 스크래치가 생길 수 있습니다.

817

1

MOH 25292
W475 D525 H810
110,000원

535

2

817

3

좌판패드형
SEAT PAD TYPE
MOH 25292P
W475 D525 H810
130,000원

2. 등판 상단의 손잡이를 사용하면 운반이 용이합니다.
3. 글라이더를 적용하여 바닥 스크레치를 방지하였습니다.

MOH 25090
W535 D555 H817
81,800원

1. Vertical stacking function makes it easy to store and use space
efficiently. ※ It is necessary to take care not to get hands in when
stacking, and it may scratch the product when repeatedly laminated.
2. It is easy to carry by using the handle at the top of the back plate.
3. Apply glider to prevent floor scratches.

M251G

COLOR / MATERIAL

좌판 SEAT

BK(CP2511)
PLASTIC
475

WH(CP2512)
PLASTIC

RE(CP2513)
PLASTIC

525
300

캐스터형
CASTER TYPE
MOH 25290
W475 D570 H810
12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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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스터형+ 좌판패드
CASTER TYPE+SEAT PAD TYPE
MOH 25290P
W475 D570 H810
140,000원

810

810
425

MOH 25190
W300 D300 H425
56,000원

79

COLOR / MATERIAL

BLACK(CA1572)
ARTIFICIAL LEATHER

MERCURY

머큐리

1. 좌판 하부 틸트 메커니즘의 원형 레버를 좌우로 조절하여
등판 틸팅(젖힘) 강도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2. 하단 레버를 작동하여 의자가 뒤로 젖혀지는 각도를 조절하여
고정할 수 있어 업무 스타일 또는 체형에 따라 알맞은 위치에
사용 가능합니다.
3. 등받이 기울기에 따라 요추 패드 부분이 허리를 받쳐주어
등받이와 독립성을 부여하였습니다.
1. Users can choose their favorite tilting strength
through a horizontal adjustment of the round lever
on the tilt mechanism located at the bottom.
2. Users can choose their preferred backward tilting
angle by operating the lever according to their work
style, physical characteristics, and the nature of
their workplace.
3. The back pad operates independently from the
backrest to protect the user’s back depending on
the tilting angle.

work

1

2

3

서재
MERCURY 머큐리
BIRKIN 버킨
MAJEND 마젠드
ACXIOM 액시엄
BRON 브론

640

1100~
1180

1100~
1180

80

680

JC 1572
W640 D680 H1100~1180
378,000원

이중바퀴 구조의 우레탄 캐스터

싱크로나이즈드 틸트

다중 틸트 고정장치

틸트 강도조절

가스식 높낮이조절

Dual Wheel
Urethane Caster

Synchronized Tilt

Multi-Locking

Tilting Strength
Adjustment

Gas Spray Seat Height
Adjustment

81

WORK

COLOR / MATERIAL

COLOR / MATERIAL
등판 back

좌판 SEAT

BIRKIN

BK(CM16211)
MESH

GE(CM16212)
MESH

BK(CF16211)
fabric

GE(CF16212)
fabric

BLACK(CA1622)
ARTIFICIAL LEATHER

MAJEND

버킨

1. 요추지지대 높낮이 조절기능은 다양한 체형의 사용자에게 맞춰 사용 할 수

1. 측면의 더블라셀 소재는 쿠션에 공기를 빠지게 해주어 착석 시 자연스러운

있도록 해주며 상하 조절이 가능합니다.(높이 조절 길이: 60mm)

쿠션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또한 팔걸이에도 인조가죽 패드로 마감하여

2. 팔걸이 높낮이 기능은 다양한 체형의 사용자가 팔꿈치 높이에 맞춰

한층 편안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높이 조절 길이: 70mm)

2. 의자 하단의 우측 조절 손잡이는 의자 높이 조절, 좌측 조절 손잡이는 틸팅 각도

3. 헤드의 토션 스프링을 이용한 회전 기능과 플라스틱 텐션을 활용한 높이

고정, 가운데 원형 핸들은 틸팅 강도를 조절할 수 있어 사용자가 원하는 대로 맞춰

조절 기능은 사용자의 미세한 움직임에도 편안하게 지지해 줍니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전 각도 : 26도 / 높이 조절 길이: 50mm)

3. 등판과 좌판이 고정된 상태에서 틸팅되는 니틸트를 적용하였습니다.

4. 좌판의 패브릭 커버와 등판 패딩은 오염시 쉽게 교체가 가능합니다.

1. The double raschel material on the side allows the air to come out of
the cushion, allowing you to feel a natural cushioning feeling when
you are seated. The armrests are also finished with artificial leather
pads for a more comfortable feel.
2. The right adjustment knob at the bottom of the chair adjusts the
height of the chair, the left adjustment knob fixes the tilting angle,
and the middle round handle adjusts the tilting strength, so you can
customize it as you desire.
3. Knee-tilting is applied with the backboard and the seat fixed.

1. Lumbar support height adjustment function can be adjusted to various body
type user and enable to adjust up and down (height adjustment length: 60mm).
2. The height adjustment function of the armrests can be used according to the
height of the elbow (height adjustment length: 70mm).
3. The rotation function using the torsion spring of the head and the height adjustment
function utilizing the plastic tension will also support the user’s fine movement
comfortably. (Rotation angle: 26 degrees / height adjustment length: 50 mm)
4. Fabric cover and back padding on the seat make it easy to replace when contaminated.

1

2

헤드레스트형
HEADREST
TYPE

3

4

미들백형
MID-BACK
TYPE

1

팔걸이 조절형

팔걸이 고정형

팔걸이 조절형

팔걸이 고정형

ARMREST ADJUSTMENT TYPE
JC 1621HA
W600 D610 H1100~1200
GE 288,000원 / BK 278,000원

ARMREST FIXED TYPE
JC 1621H
W615 D610 H1100~1200
GE 268,000원 / BK 258,000원

ARMREST ADJUSTMENT TYPE
JC 1621A
W600 D580 H920~1020
GE 254,000원 / BK 244,000원

ARMREST FIXED TYPE
JC 1621
W615 D580 H920~1020
GE 234,000원 / BK 224,000원

650

1100~
1200

3

패브릭 등판 패딩

패브릭 좌판 커버

FABRIC BACK PAD
CA 1621BCF
40,000원

FABRIC SEAT COVER
CA 1621SCF
20,000원

1170~
1230

770

1170~
1230

CJC 1622
W650 D770 H1170~1230
218,000원

머리받이 높이조절

머리받이 회전기능

이중바퀴 구조의 우레탄 캐스터

허리받침 높이조절

Headrest Height
Adjustment

Headrest Adjustment :
Rotation

Dual Wheel
Urethane Caster

Lumbar Support Height
Adjustment

다중 틸트 고정장치

틸트 강도조절

가스식 높낮이조절

팔걸이 높이조절

니틸트

다중 틸트 고정장치

틸트 강도조절

가스식 높낮이조절

Multi-Locking

Tilting Strength
Adjustment

Gas Spray Seat Height
Adjustment

Armrest Height
Adjustment

Knee Tilt

Multi-Locking

Tilting Strength
Adjustment

Gas Spray Seat Height
Adjustment

싱크로나이즈드 틸트

Synchronized Tilt

82

2

610

600

1100~
1200

마젠드

6 step

83

WORK

ACXIOM

COLOR / MATERIAL

COLOR / MATERIAL

BK(CA1573)
ARTIFICIAL LEATHER

BK(CM16231)
MESH

BRON

액시엄

1. 사용자에 따라 좌판의 높이(90mm)를 간단하게

1. 요추지지대의 양끝을 잡고 위/아래로 움직여 원하는

조절 가능합니다.

위치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2. 하단 레버를 이용하여 의자가 뒤로 젖혀지는 각도를

2. 팔걸이 전면부 패드 아래에 위치한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조절하여 고정할 수 있습니다.

위/아래로 움직여 팔걸이 높이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3. 좌판 하부 틸트 메커니즘의 원형 레버를 좌우로 조절하여

3. 의자 하단의 좌측 조절 손잡이를 Up/Down하여 원하는 의자

사용자 스타일에 따라 틸팅 강도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높이만큼 조절할 수 있으며, 좌측 조절 손잡이를 Push/Pull하여
틸팅 기능을 온/오프 할 수 있습니다. 가운데 원형 핸들을 돌려서

1. Users can easily adjust the height of the seat
by up to 90mm.
2. Users can also adjust the backward tilting
strength with the lever at the bottom.
3. Users can choose their favorite tilting strength
through a horizontal adjustment of the round lever
on the tilt mechanism located at the bottom.

원하는 만큼의 틸팅 강도로 맞춰 사용할 수 있습니다.
1. Hold both ends of lumbar support and move up/down to
adjust to desired position.
2. You can adjust the height of the armrest by pushing the
button located under the front pad of armrest and moving
it up/down.
3. You can adjust the desired height of the chair by making
up/down the left adjustment knob at the bottom of the
chair. You can turn the tilting function on/off by
pushing / pulling the left adjustment knob. You can turn the
middle round handle to match the desired tilting strength.

1

2

3

1

630

765

84

2

3

660

685
950~
1040

1155~
1245

브론

1155~
1245

CJC 1573
W765 D685 H1155~1245
198,000원

950~
1040

CJC 1623
W630 D660 H950~1040
198,000원

이중바퀴 구조의 우레탄 캐스터

허리받침 높이조절

싱크로나이즈드 틸트

틸트 온/오프

틸트 강도조절

Dual Wheel
Urethane Caster

Lumbar Support Height
Adjustment

Synchronized Tilt

Tilt On/Off

Tilting Strength
Adjustment

니틸트

틸트 온/오프

틸트 강도조절

가스식 높낮이조절

팔걸이 높이조절

가스식 높낮이조절

Knee Tilt

Tilt On/Off

Tilting Strength
Adjustment

Gas Spray Seat Height
Adjustment

Armrest Height
Adjustment

Gas Spray Seat Height
Adjustment

85

COLOR / MATERIAL
등판 back

좌판 SEAT

RIA

BL(CM15411)
MESH

GY(CM15412)
MESH

BL(CF15411)
FABRIC

GY(CF15412)
FABRIC

리아ⓔ

1. 좌판 하부의 원형 레버를 좌우로 돌려
사용자에 맞춰 틸팅 강도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2. 좌측 아래에 있는 틸팅 고정 레버를 위아래로
조작하면 등받이가 젖혀진 상태에서 4단계의
각도로 고정시킬 수 있습니다.
1. Users can adjust the strength of tilting
by turning the round lever at the bottom
horizontally.
2. By moving the tilt fixing lever located
at the bottom left, users can choose
their favorite angle from four possible
options.

STUDY

1

학생&어린이
RIA 리아ⓔ
Growing 그로잉ⓔ
ALI 알리ⓔ
MIBLE 마이블
DAVE 데이브

JUNO 주노
BOLAVEN 볼라벤ⓔ

* ⓔ가 표시된 제품은 온라인 판매 전용 제품입니다.
* Products with the ⓔ mark are only available on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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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0

1155~
1245

1

2

헤드레스트형
HEADREST TYPE

미들백형
mid-back type

JC 1541HG
W630 D600 H1155~1245
338,000원

JC 1541
W630 D590 H925~1015
310,000원

600

1155~
1245

옵션발받침(JC 1521R) 포함

Including the optional foot
stand (JC 1521R)
W630 D590 H925~1015
330,000원

머리받이 높이조절

이중바퀴 구조의 우레탄 캐스터

싱크로나이즈드 틸트

다중 틸트 고정장치

틸트 강도조절

Headrest Height
Adjustment

Dual Wheel
Urethane Caster

Synchronized Tilt

Multi-Locking

Tilting Strength
Adjustment

가스식 높낮이조절

Gas Spray Seat Height
Adjus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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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udy

COLOR / MATERIAL
등판 back

좌판 SEAT

GROWING
아이와 함께 쑥쑥 자라나는 그로잉 의자. 아이들의 다양한
체형과 키에 따라 의자의 사이즈를 조절할 수 있어 맞춤형 의자처럼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고 바른 자세를 만들어줍니다.

PK(CF17361)
FABRIC

MT(CF17362)
FABRIC

BU(CF17363)
FABRIC

PK(CF17361)
FABRIC

MT(CF17362)
FABRIC

BU(CF17363)
FABRIC

NV(CF17364)
FABRIC

PK(CA17361)
ARTIFICIAL LEATHER

MT(CA17362)
ARTIFICIAL LEATHER

BU(CA17363)
ARTIFICIAL LEATHER

PK(CF17361)
FABRIC

MT(CF17362)
FABRIC

BU(CA17363)
FABRIC

NV(CF17364)
FABRIC

1. 등받이 뒷면 레버를 사용하여 대각선방향으로

그로잉ⓔ

이동하여 등받이 깊이와 높이를 5단계로 동시에
조절할 수 있습니다.
2. 좌판 하단의 레버를 사용하여 좌판 깊이를
3단계로 맞춤 조절이 가능합니다.
3. 높이 조절 레버를 사용하여 의자 높낮이를
조절 할 수 있습니다.
4. 등받이 패브릭 커버는 탈부착이 가능하여
무더운 여름 땀이나 오염 시에도 세탁이

Growing chair grows with children.
Size adjustable function fits for various body types
and height of kids and makes correct posture.

가능합니다.

1

2

3

4

5

6

5. 간편하게 탈부착이 가능한 좌판 커버를
옵션으로 구성하였습니다. 패브릭이 오염되면
손세탁으로 반영구적인 재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6. 이동시 발생되는 소음과 바닥 긁힘을
최소화 하고자 우레탄 소재를 이용한
이중구조의 볼캐스터를 적용하였습니다.
1. By using back lever back moves
diagonally that depth and height is
adjustable in 5 levels.
2. By using below lever depth of seat is
adjustable in 3 levels.
3. By using height lever height is
adjustable.
4. Back fabric cover is detachable
and washable.
5. Seat fabric cover is detachable
and washable.
6. Dual structure urethane ball caster
minizes noise and scratch.

615

805~
950

88

450~545

싯브레이크볼캐스터+회전중심봉
seat brake ball caster+spin Center bar

우레탄볼캐스터+무회전중심봉
urethane ball caster+spinless Center bar

등,좌판 패브릭

등판 패브릭, 좌판 인조가죽

BACK, SEAT FABRIC
JC 1736F
W610 D470 H820
225,000원

BACK,FABRIC,
SEAT ARTIFICIAL LEATHER
JC 1736A
W610 D470 H820
230,000원

등,좌판 패브릭
BACK, SEAT FABRIC

등판 패브릭, 좌판 인조가죽

BACK,FABRIC,
SEAT ARTIFICIAL LEATHER
JC 1736FA
W610 D470 H820
230,000원

JC 1736FF
W610 D470 H820
225,000원

옵션발받침(20,000원), 좌판커버(15,000원) 별도
등판커버(20,000원) 포함, 별도 구매 가능
Excludes Optional Foot Stand (₩20,000), Seat Cover(₩15,000)
Back cover(₩20,000) Included, Extra order is available

805~
950
좌판 깊이조절

가스식 높낮이조절

등받이 높이조절

이중바퀴 구조의 우레탄 캐스터

싯브레이크 캐스터(선택)

Seat Depth Adjustment

Gas Spray Seat Height
Adjustment

Backrest Height
Adjustment

Dual Wheel
Urethane Caster

Seat Brake Ca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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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udy

COLOR / MATERIAL

COLOR / MATERIAL

ALI

등판 back

등판 back

좌판 SEAT

좌판 SEAT

BL(CM15221)
MESH

BK(CM15222)
MESH

DG(CF15222)
FABRIC

BK(CF15223)
FABRIC

알리ⓔ

1. 하단의 레버를 작동하여 의자의 등받이 			
틸트기능을 온/오프 가능합니다.
2. 사용자 편의에 따라 팔걸이를 들어올려
사용이 가능합니다.(스위블 기능)
3. 좌판 하부의 원형 레버를 좌우로 돌려 사용자에
맞춰 틸팅 강도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1. Users can turn the backrest tilt feature
‘On’ or ‘Off’ by operating the lever
at the bottom.
2. Users can lift the armrest when
necessary (swivel feature).
3. Users can adjust the strength of tilting
by turning the round lever at the
bottom horizontally.

1

600

885~
960

90

2

3

535

580

885~
960

CJC 1522
W600 D535 H885~960
125,000원

틸트 온/오프

니틸트

틸트 강도조절

팔걸이 스위블

Tilt On/Off

Knee Tilt

Tilting Strength
Adjustment

Armrest Swivel

875~
950

550

875~
950

CJC 1522BK
W580 D550 H875~950
12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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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udy

COLOR / MATERIAL

COLOR / MATERIAL
등판 back

좌판 SEAT
등판 BACK / 좌판 SEAT

Ge(CM15211)
MESH

MYBLE

mt(CM15212)
MESH

PK(CM15213)
MESH

DAVE

마이블

1. 사람의 척추 형태에 맞는 S자 형태를 지닌

WH(CM17211)
MESH

MT(CF17211)
FABRIC

LA(CF17212)
FABRIC

데이브

1. 메쉬 등받이는 체열을 효율적으로 분산시켜

등판 디자인은 허리 통증을 최소화시킵니다.

장시간 사용에도 최적의 상태를 유지시켜줍니다.

2. 우측 하단의 레버로 의자의 좌판 높이를 아이의

2. 손세탁이 가능한 좌판 커버를 쉽게 탈부착할 수

체격에 맞게 적절히 조절할 수 있습니다.

있습니다.

3. 다리를 발받침에 둘 수 있어 집중도롤 높여주며,

3. 옵션으로 발받침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탈부착이 가능하여 체격이 커진 후에는 발받침을

1. Mesh backrest efficiently disperses
body heat and maintains optimum
condition for long time use.
2. You can easily attach and detach a
seat cover that is hand-washable.
3. You can select the footrest as an option.

탈착하여 사용이 가능합니다.(발받침 옵션)
1. The backrest is designed as an ‘S’
shape to match the curve of the spine
and thereby minimize backache.
2. The height of the seat can be easily
adjusted using the lever at the bottom
to suit the physical characteristics of
young users.
3. The chair enhances users’ concentration
as they can rest their feet on the foot
stand, which can be detached when
necessary.(The foot stand is an optional
feature.)

1

2

고정형 fixed TYPE

3

1

570

755~
820

JC 1521F
W595 D565 H755~820
234,000원
옵션발받침 별도(20,000원)
Excludes optional foot stand (₩20,000)

2

3

회전형 SWIVEL type

W595 / D565

92

WH(CM17211)
MESH

JC 1521
W595 D565 H755~820
228,000원
옵션발받침 별도(20,000원)
Excludes optional foot stand (₩20,000)

880

560

JC 17215
JC 17214
W570 D560 H880
W515 D510 H850
198,000원
138,000원
옵션발받침 별도(20,000원)
Excludes optional foot stand (₩20,000)

880

이중바퀴 구조의 우레탄 캐스터

싯브레이크 캐스터

가스식 높낮이조절

이중바퀴 구조의 우레탄 캐스터

가스식 높낮이조절

Dual Wheel
Urethane Caster

Seat Brake Caster

Gas Spray Seat Height
Adjustment

Dual Wheel
Urethane Caster

Gas Spray Seat Height
Adjustment

패브릭 좌판 커버

FABRIC SEAT COVER
CA 1721SCF
16,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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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OR / MATERIAL

JUNO

COLOR / MATERIAL

등판 back

등판 back

좌판 SEAT

좌판 SEAT

bl(CM15311)
MESH

br(CM15312)
MESH

BK(CM16161)
MESH

bl(CF15311)
FABRIC

bR(CF15312)
FABRIC

BK(CF16161)
FABRIC

BOLAVEN

주노

1. 좌판 하부의 원형 레버를 좌우로 돌려 사용자에

1. 등판과 일체형으로 제작된 요추지지대는 착석 시 허리가 곧게

맞춰 틸팅 강도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펴지게 도와주어 바른 자세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2. 의자 하단의 좌측 손잡이를 Up/Down하여 원하는

2. 의자 하단의 좌측 조절 손잡이를 Up/Down하여 원하는 의자

의자 높이만큼 조절할 수 있으며, 좌측 조절 손잡이를

높이만큼 조절할 수 있으며, 좌측 조절 손잡이를 Push/Pull하여

Push/Pull하여 틸팅 기능을 온/오프할 수 있습니다.

틸팅 기능을 온/오프 할 수 있습니다. 가운데 원형 핸들을 돌려서

3. 팔걸이 높낮이를 상하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원하는 만큼의 틸팅 강도로 맞춰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등판과 좌판이 고정된 상태에서 틸팅되는 니틸트를 적용하였습니다.

1. Users can change the strength of tilting to
suit their physical characteristics by turning
the lever at the bottom horizontally.
2. You can adjust the desired height of the chair
by making up/down the left adjustment knob
at the bottom of the chair. You can turn the
tilting function on/off by pushing/pulling the
left adjustment knob.
3. The height of the armrest can be adjusted.

1. The lumbar support, which is made in one piece with the
back plate, helps to keep the waist straight up when sitting.
2. You can adjust the desired height of the chair by up/down the
left adjustment knob at the bottom of the chair. You can turn
the tilting function on/off by pushing/pulling the left adjustment
knob. You can turn the middle round handle to match the
desired tilting strength.
3. Knee-tilting is applied with the backboard and the seat fixed.

1

625

950~
1050

2

3

1

2

3

545

580

950~
1050

635

JC 1531
W625 D545 H950~1050
198,000원
935~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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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라벤 ⓔ

틸트 온/오프

니틸트

틸트 강도조절

팔걸이 높이조절

가스식 높낮이조절

Tilt On/Off

Knee Tilt

Tilting Strength
Adjustment

Armrest Height
Adjustment

Gas Spray Seat Height
Adjustment

935~
1010

CJC 1616
W580 D635 H935~1010
130,000원

이중바퀴 구조의 우레탄 캐스터

틸트 온/오프

니틸트

틸트 강도조절

Dual Wheel
Urethane Caster

Tilt On/Off

Knee Tilt

Tilting Strength
Adjus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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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OR / MATERIAL

등판 BACK / 좌판 SEAT

WH
Birch WOOD

collector

DESIGN
디자인체어

GY
Birch WOOD

컬렉터

1. 자작나무 합판에 라미네이트를 앞뒤로 마감하여
측면 원목의 느낌과 심플한 화이트 감성을 은은하게
연출하여 따뜻하고 세련된 분위기를 연출해줍니다.
2. 둥근 유선형 라인에 쉘 전후면의 색상을 달리하여
다양한 느낌의 콤비 연출이 가능합니다.
1. White laminate with Birch Plywood finish
provides warm and refined mood.
2. Round shape body and combination color
provides various mood.

1

2

collector 컬렉터
MONARCA 모나르카
GAZELLE 가젤

480

740

530

740

CH 1711WHA/B
W480 D530 H740
108,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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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IGN

MONARCA

1

COLOR / MATERIAL

COLOR / MATERIAL

GN(CF16111)
FABRIC

WH(CP16121)
PLASTIC

GAZELLE

모나르카

2

3

1. 사용자가 몸을 젖힐 때마다 발생하는 플라스틱 탄성에 의한

1

2. 넓은 앉은자리로 다양한 체형에도 편안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분위기를 연출해 줍니다.

3. 비취 원목 다리를 스틸로 연결한 방사형 구조는 견고한

3. 강판에 비취 원목 다리를 고정하여 안정감을 더했습니다.

느낌을 더 해 줍니다.

1. You can feel a sense of comfort by the fine movement
caused by the plastic elasticity that occurs whenever
the user tilts the body.
2. Simple design finished with green colored fabric
creates a comfortable atmosphere.
3. Fixed beech wood legs on the steel plate adds up
stability.

98

1. It is a product with a simple design, which adopts
plastic color in white to add a bright feeling.
2. Spacious seats make you feel comfortable with
various body shapes.
3. Radial structure with beech wood legs connected
with steel adds up a solid feel.

515

750

3

화이트로 적용하여 밝은 느낌을 더 해 줍니다.

2. 심플한 디자인에 그린 색상의 패브릭으로 마감하여 편안한

750

2

1. 심플한 디자인이 특징인 제품으로 플라스틱 색상을

미세한 움직임으로 안락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470

가젤

470

CCH 1611GN
W470 D515 H750
88,000원

780

480

780

CCH 1612WH
W470 D480 H780
78,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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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story

2018-

2013-

2011-

2007-

2004-

2018. 04. 2018국가브랜드대상 종합가구부문 1위
Ranked 1st in the comprehensive furniture
category of the 2018 national brand

2013. 02.	중국 광저구 국제가구 전람회 참가
		
Participated in the Guangzhou International
		
Furniture Fair 2013 in China

2011. 01.	핀업디자인상 은상 수상:
		
네오스 병원가구 ‘네오메딕스’
		
Won silver prize in the Pinup Design Awards:
		
Neoce hospital furniture “Neomedics”

2007. 01. 가구업계 최초 친환경 전시장 오픈
		
An environment-friendly showroom opens,
		
a first for a furniture maker

2004. 05.
		
		
		

2017-

03. 네오스 용인(수지) 직영전시장 오픈
		
Opened a directly operated Neoce showroom
		
in Yongin(Suji)

2017. 12. 현대H&S 인수합병
		
“HYUNDAI H&S” M&A
10. WSI 플래그쉽스토어 논현점 오픈
		
WSI “Nonhyun Flagship Store” open
08. 한국소비자웰빙지수 13년연속 1위
		
Ranked first in Korea’s Well-Being Consumer
		
Index for 13 consecutive years
06. 윌리엄스소노마 론칭
		
“Williams Sonoma(WSI)” brand launching

20162016. 01. ‘H·MONDO’ 프리미엄 가구 출시
Launched premium furniture brand H・MONDO
08. 한국소비자웰빙지수 12년연속 1위 선정
Ranked first in Korea’s Well-Being Consumer
		
Index for 12 consecutive years
09. 통합물류센터 오픈
Opening of Integrated Logistics Center
12. 리바트하움 판매점 250호점 돌파
Breaking through the record of No. 250 haum store

07. 한국소비자웰빙지수 9년연속 1위 선정
		
Ranked first in Korea’s Well-Being Consumer
		
Index for 9 consecutive years
08. 3차 친환경구매 자발적 협약(환경부)
		
Third voluntary eco-friendly purchase
		
agreement(Ministry of the Environment)
10.
		
		
		
		
		

굿디자인상 수상: 하움 GEN100G, M1151G 등
Winner in the Good Design Awards:
Haum GEN100G, M1151G
핀업디자인상 수상: RS101G, M1151G 등
Winner in the Pinup Design Awards:
RS101G, M1 151G

2012. 01.	네오스 대리점 세미나 개최
		
Hosted a Neoce Franchise Seminar
04.
		
		
		
		
		
		
		
		
		

이데일리-리바트 레이디스 오픈
(KLPGA 공식대회) 개최
Hosted the E Daily-LIVART Ladies Open
(Official KLPGA Competition)
환경표지제도 환경부장관상 수상
Awarded the Minister of Environment Award for
the Eco-labeling system
캐나다 현지법인 설립
Established a local subsidiary in Canada
-LIVART Canada Co. Ltd.

05. 실속형 주방가구브랜드 ‘케이티오’ 런칭
		
“KTO” Substantial kitchen furniture brand,
		
launched
06. 2012 신제품 런칭쇼 개최
		
2012 Launching Show for New Products

2015-

08. 한국소비자웰빙지수 8년 연속 1위 선정
		
Ranked first in Korea’s Well-Being Consumer
		
Index for 8 consecutive years

2015. 07. ‘리바트하움’ 브랜드 런칭
Launch of the “LIVART HAUM” Brand

10.
		
		
		
		
		

08. 한국소비자웰빙지수 11년 연속 1위 선정
		
Ranked first in Korea’s Well-Being Consumer
		
Index for 11 consecutive years
12. ‘리바트체어스’ 브랜드 런칭
		
Launch of the “LIVART chairs” Brand

2014-

굿디자인상 수상: NF7 700G 등
Winner in the Good Design Awards:
NF7 700G, etc.
핀업디자인상 수상: S9 900G 등
Winner in the Pinup Design Awards:
S9 900G, etc.

11. 저탄소 녹생성장 박람회 참가
		
Participated in the Low Carbon Green
		
Development Expo
12.
		
		
		
		

네오스 경인전시장(용인) 오픈
Opened Neoce Gyeongin(Yongin) showroom
CCM(고객중심경영) 재인증 획득
Reaquired CCM(Consumer Centered
Management) Authentication

04. 코리아 나라장터 엑스포 참가
		
Participated in the 2011 Korea Open
		
Market Expo
06.
		
		
		
		
		

리바트 스타일숍 대형 서울 논현 전시장 오픈
Large showroom LIVART Style Shop opened
in Nonhyeon-dong, Seoul
명품 맞춤가구 전문브랜드 ‘리빙시스’ 런칭
“Livingsys” a high-end customized furniture
brand, launched

08. 한국소비자웰빙지수 7년 연속 1위 선정
		
Ranked first in Korea’s Well-Being Consumer
		
Index for 7 consecutive years

2010. 03.
		
		
		
		
		

환경부, 육군 에코트리캠페인 참여(26사단)
2010 Participation in Army Eco-Tree Campaign
(26th Division)
네오스 홈페이지 리뉴얼
Ministry of Environment Renewal of Neoce
homepage

04. 녹색기업, 녹색경제국제퍼런스 참가
		
Participation in Green Company,
		
Green Economy International Conference
10. SBS드라마 [아테나: 전쟁의 여신] 가구 협찬
		
Sponsored the SBS TV drama “Athena:
		
The Goddess of War”

2009. 03.
		
		
		
		

안성공장 증축
Anseong Factory extension
BIFMA 품질테스트 합격 및 회원사 등록
BIFMA Quality test pass and membership
registration

05.
		
		
		
		

네오스 안성 전시장 오픈
Opening of Neoce Anseong showroom
탄소성적표지 부착제품 출시(업계최초)
Launching of product with carbon footprint
(First in the industry)

㈜현대리바트 상호변경
Changed the company name to
Hyundai LIVART Co., Ltd.
네오스 B.I 리뉴얼
Renewed the Neoce BI

04. ‘엔슬립’ 매트리스 브랜드 런칭
		
Launch of the “enSleep” Mattress Brand
04. 유해물질 제로경영 선언
		
Declaration of the Zero Toxic Material Management
08. 한국소비자웰빙지수 10년 연속 1위 선정
		
Ranked first in Korea’s Well-Being Consumer
		
Index for 10 consecutive years
09. ‘리바트키즈’ 브랜드 런칭
		
Launch of the “LIVART KIDS” Br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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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환경 경영대상 수상(대통령상)
LIVART won the Grand Prize for the EnvironmentFriendly Business Management
(Presidential Prize) in 2007
대구전시장 오픈
Opened Neoce Daegu showroom

07.
		
		
		
		
		
		
		

2007 KS 제품 품질 우수성 지수선정(KS-QEI)
-사무용 집기 부문
Neoce earned a KS quality certification for an
outstanding index(KS-QEI)-office fixturesin 2007
한국서비스품질(Service Quality) 우수기업 인증
LIVART has been accredited as a outstanding
enterprise by service quality in Korea

10. 국내 최초 네오스 서가 K마크 인증 획득
		
Neoce library collection earned a K mark
		
certification for the first time in Korea
11.
		
		
		

2007 대한민국 친환경 대상 수상(사무가구)
The Republic of Korea Grand Prize for the Best
Environment-friendly Product (Office Furniture)
in 2007

2006. 04.
		
		
		
		

대한민국 브랜드 스타 1위 선정
(사무용가구 부문/2년 연속)
Selected as the first among Korean brand stars
(in the division of Office Furniture/
for 2 consecutive years)

06.
		
		
		

2006 국가 환경 경영대상 수상(산업자원부 장관상)
Received national prize for environmental
management(The prize of the Minister of the
Ministry of Commerce, Industry and Energy)

11. 네오스 울산전시장 오픈
		
Opened Neoce Ulsan showroom
12.
		
		
		
		

KOLAS(한국교정시험기관 인정기구)
-국제공인 시험기관 인정획득
LIVART earned a certification of KOLAS
(Korea Laboratory Accreditation Scheme),
an internationally accredited test laboratory

06. 인테리어 자회사-‘아이디스트’ 설립
		
Interior subsidiary company-“IDEST” established
2005. 01. 네오스 B.I 리뉴얼 Neoce B.I. renewed
10. 저탄소 녹색성장박람회 참가
		Participation in Low Carbon Green Growth
		
Exhibition

03. 대전직영전시장 오픈
		
Opened a directly operated showroom in
		
Deajeon

2008. 03. 제42회 납세자의 날 기획재정부 장관상 수상
		
On the 42nd Taxpayers’ Day, won the MOSF
		
(Minister of Strategy & Finance) prize

05. APEC 정상회의 가구공모전 당선
		
Won the APEC Summit Meeting Furniture
		
Collection in 2005

11.
		
		
		

06. 대한민국 브랜드스타 1위 선정(사무용가구 부문)
		
Selected as the Champion of 2005 Korea Brand
		
Star(Office Furniture)

대한민국 친환경 대상 수상(사무가구)
The Republic of Korea grand prize for the Best
Environment-friendly Product (Office Furniture)
in 2008

12. 리바트 광주전시장 오픈
		
Opened LIVART Gwangju showroom
2014. 03.
		
		
		
		

06.
		
		
		
		
		

09.
		
		
		

한국소비자웰빙지수 1위 선정-리바트
Appointed as the 1st Position in the
KS-WCI(Korean Standard Well-being Consumer
Index)-LIVART

10.
		
		
		

네오스 안성공장 가동/ISO14001 환경경영
인증시스템 획득
Operating Neoce Anseong factory / LIVART
acquires ISO14001 certification

11. (주)리바트 기업공개 <KOSPI>
		
Listing LIVART(Inc.) <KOSPI>
12. 네오스 서울 전시장 오픈
		
Opened Neoce Seoul showroom

대한민국 마케팅대상 수상(디자인 전사부문)
-한국능률협회컨설팅 선정
1st prize for the Design Sector Category at
Korea Marketing Best Awards by KMA

06. 가구업계 최초환경마크 획득
		
Acpuired Eco Label by Korea Environment
		
Labelling Association(KELA)
12.
		
		
		
		
		

대한민국 디자인·브랜드 대상 수상
-디자인 경영 부문, 대통령상 수상
Korea Design Brand Award by the Korea Institute
of Design Promotion(KIDP)
-1st prize for the design management sector
category

2003. 08. 용인전시장 오픈
		
LIVART opens Yongin-si showroom
11.
		
		
		

2003 우수소방관리업체 선정-행정자치부장관상 수상
Selected as the superior fire prevention
company by Ministry of Government
Administration and Home Affairs

12. 품질인증업체 선정
		
Selected as a manufacturer of quality- certified
		
products
		
2003 지식오피스 대상 수상
		
Knowledge office award by Office Environment
		Promotion Association(OEPA)

2002. 03. 부산종합전시장 오픈
		
LIVART opens another showroom in Busan
09.
		
		
		

정부조달물자 공급업체 선정
LIVART has been selected as government
contractor by the Public Procurement Service
(PPS)

11. 2002 지식오피스 대상 수상
		
Knowledge office award by Office Environment
		Promotion Association(OEPA)

19911991. 05.
		
		
09.
		
		

의장공사 면허 취득
LIVART acquires Interior & Decoration work
registration
Mosaic 제조 공법 특허 획득
LIVART acquires patents for the MOSAIC design
manufacturing technique

1990. 08. Mosaic 패턴 의장등록 획득
		
LIVART registers a patent for the MOSAIC pattern
1987. 11. 용인 제2공장 가동
		
The 2nd Yongin manufacturing plant is completed
1982. 02. 용인공장 가동
		
The 1st Yongin manufacturing plant is completed
1981. 01. 현대종합목재산업(주)로 상호변경
		
The company name is changed to
		
Hyundai Wood Industries Co., Ltd.
1979. 10. 리바트 브랜드로 가구판매 개시
		
The LIVART furniture brand is launched and
		
becomes known as a high quality furniture maker
1977. 12. 회사 설립-금강목재공업(주)
		
LIVART is established under the name
		
Kumgang Wood Industries

인증 & 수상
AWARDS & authentication

한국인정기구

Korea Laboratory
Accreditation Scheme

bifma
(Business & Institutional
Furniture Manufacturer’s
Association)

2001. 01. 강남종합전시장 OPEN
		
LIVART opens Gangnam showroom in Seoul
09. 신 브랜드 ‘NEOCE’ 출범
		
The “NEOCE” brand for Office Furniture is
		
introduced to develop a co-branding strategy
11.
		
		
		
		
		
		
		
		

2001 지식오피스 대상 수상
-공공부문 대상: 광명시청
-대기업부문 우수상: 금호산업
Knowledge office award presented by the Office
Environment Promotion Association (OEPA)
-1st prize at Kwangmyung city hall for the public
sector category
-2nd prize at Kumho Industries for the enterprise
sector category

2000. 04.
08.
		
		
		

디자인연구소 신설 Design Center is established
선실가구 경주공장 준공
LIVART completes construction of a new plant
for manufacturing ship cabin furniture
in Gyeongju

1999. 02.
		
		
06.
		

ISO9001 인증 획득
LIVART acquires ISO9001 certification in
recognition for its product quality
주식회사 리바트 설립(상호변경)
Company name is changed to LIVART

환경경영시스템인증

KS품질인증

Quality management
system certification

KS quality certification

서비스품질우수기업

서울특별시가구공업협동조합

한국금속가구공업협동조합

한국산업디자인상

국가환경경영대상대통령상

Company with outstanding
service quality

한국산업디자이너협회

1997. 10. 현대 리바트(주)로 상호변경
		
The company name is changed to
		
Hyundai LIVART Co., Ltd

품질경영시스템인증

Eco-friendly management
system certification

Korean Industrial Designer
Association

대한민국브랜드스타

Korea brand star

조달청우수제품

Seoul Furniture
Industry Cooperative

Prize winner at the Korea
Industrial Design Awards

대한민국마케팅대상

Korea Marketing Award

굿디자인

Designated outstanding
products by the Korea Public
Procurement Service

GOOD DESIGN

핀업디자인상

한국밀레니엄상품선정

Korea Metal Furniture
Industry Cooperative

President’s Prize in the
National Environment
Management Awards

품질경영모범업체

Named as a model for
quality management

호주세계디자인상

Prize winner at the Australian
International Design Awards

1995. 03. 자동화물류센터 준공
		
LIVART builds automated distribution warehouse
		
to enhance distribution channels and logistics
1994. 05. 기술연구소 설립
		
LIVART establishes R&D Center to strengthen
		
product design and quality

Prize winner at the
Pinup Design Awards

Named as Korea
Millennium Product

101

BUSINESS AREA

Business Area

송파전시장 Songpa Showroom

Showroom

3F

3F

4F

수지 전시장 Suji

울산 전시장 Ulsan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수지로 422
422 Suji-ro, Suji-gu, Yongin-si, Gyeonggi-do
Tel. 02-3014-2532 | 82-2-3014-2532

울산광역시 북구 명촌10길 62
62, Myeongchon 10-gil, Buk-gu, Ulsan
Tel. 052-289-4358 | 82-52-289-4358

Factories

4F

컨셉 Concept
네오스 송파전시장은 총 3, 4층의 300평 규모로 네오스, 체어스, 하움 등
오피스 브랜드에 따라 스마트 오피스 컨셉을 고객들이 직접 확인하실 수 있도록 전시되어 있습니다.
The Neos Songpa Exhibition Center is located on the 3rd and 4th floors, 300-pyeong in size, and displays the smart office concept for
each office brand such as Neos, Chairs, and Haum for customers to directly check out.

용인 본사 Yongin HQ

안성 공장 Anseong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남사면 경기동로 316
316, Gyeonggidong-ro, Namsa-myeon, Cheoin-gu,
Yongin-si, Gyeonggi-do
Tel. 1577-3332 | 82-1577-3332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 기업단지로 122-1
122-1, Gieopdanji-ro, Gongdo-eup, Anseong-si, Gyeonggi-do
Tel. 070-7204-4405 | 82-70-7204-4405

3층 3F

4층 4F

스마트오피스를 실제 공간에서 체험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네오스의 다양한

중역, 하움, 체어스 중심의 쇼룸입니다. 네오스가 선사하는 기술력과

라인업을 보여줌으로써, 폭넓은 고객의 니즈를 충족시킬 수 있습니다. 입체적인

최신 트렌드의 신제품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실 수 있도록 다양한 컨셉으로

동선 구획으로 단조로움을 탈피하여 보다 새로운 분위기를 느낄 수 있습니다.

구성하였습니다.

We configured the Smart Office to allow customers to experience it in real

It is a showroom centered on the executive, Haum and Chairs. It is composed

space. By showing various lineups of Neos, we were able to comply with

of various concepts so that you can directly check the new technology of

customer's needs. You can feel the new atmosphere from the furniture that

Neos and the latest trends.

울산 Ulsan

광주 Gwangju

주소 Address

전화번호 Phone Number

울산광역시 북구 명촌 10길 62
62, Myeongchon 10-gil, Buk-gu, Ulsan
TEL. 052-289-4358 | 82-52-289-4358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903
908 Sangmu-daero, Seo-gu, Gwangju
Tel. 062-941-9600 | 82-62-941-9600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이로 136 (가락동)

02-540-3693/82-2-540-3693

branch

were made in the three-dimensional line compartment., avoiding the monotony.

136, Songi-ro, Songpa-gu, Seoul, Republic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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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 & CONTACT US

서울·경인지역 / 원주·강원지역
대전·충청지역 / 전북(전주이북)지역
02-3014-2518

대구·경북지역
부산·울산·경남지역
052-289-4358

광주・전남지역
전북(전주이남)지역 / 제주도
062-941-9600

Seoul-Gyeongin Area
Wonju-Gangwon Area
Daejeon-Chungcheong Area
Jeonbuk(north of Jeonju) Area
82-2-3014-2518

Daegu-Gyeongbuk Area
Busan-Ulsan-Gyeongnam Area
82-52-289-4358

Gwangju-Jeonnam Area
Jeonbuk(south of Jeonju) Area
Jeju-do
82-62-941-9600

전국 C/S안내 National C/S Center

본사 Headquarters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남사면 경기동로 316
316 Gyeonggi-dong-ro, Namsa-myeon, Cheoin-gu,
Yongin City, Gyeonggi-do
서울사무소 Seoul Office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566(논현동)
566 Gangnam-daero (Nonhyeon-dong), Gangnam-gu, Seoul
서울특별시 강동구 올림픽로 753 (암사동)
753, Olympic-ro, Gangdong-gu(Amsa-dong), Seoul

대리점 개설상담/제품 구매
New Dealership Consultation / Product Purchase
네오스영업팀(경인)
네오스영업팀(울산)
네오스영업팀(광주)
하움영업팀
Neoce Sales Team(Gyeongin)
Neoce Sales Team(Ulsan)
Neoce Sales Team(Gwangju)
Haum Sales Team

소비자상담실 Customer Service Center

수출관련 Export Consultation

1577-3332
82-1577-3332

해외영업팀
Overseas Sales Team

02-3014-2518, 2507
052-289-4358
062-941-9600
02-3014-2509
82-2-3014-2518, 2507
82-52-289-4358
82-62-941-9600
82-2-3014-2509

02-3014-2542, 2543
82-2-3014-2542, 2543

제품개발/디자인 Product Development/Design
네오스개발팀
NEOCE Development Dept T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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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3014-2550
82-2-3014-2550

서울사무소
송파전시장
수지전시장
울산전시장
광주전시장
소비자상담실

서울시 강동구 올림픽로 753 tel. 02-3014-2553
서울시 송파구 송이로 136 tel.02-540-3693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수지로 422 tel.02-3014-2532
울산광역시 북구 명촌 10길 62 tel.052-289-4358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903 tel.062-941-9600
tel.1577-3332

www.hyundailivart.co.kr

・본 카탈로그에 수록된 사진은 실물과 다를 수 있으므로 구입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표시된 규격, 가격, 디자인은 설계 및 생산공정상 변경될 수 있습니다.
・The photos in this catalog can differ from actual furniture.
Be sure to check actual furniture before purchase.
・The sizes, prices and designs indicated here are subject to change depending on
situations involved with product design and manufacturing.
제작일 : 2018년 11월 발행
Date of Publication: November 20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