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스파이어 벤치 시리즈
INSPIRE BENCH 팀워크를 중시하면서도 개인 워크스테이션으로서 갖춰야 할 기능성을 겸비한 본격적인 벤치워크 시스템 - 인스파이어 벤치...

인스파이어 벤치 시리즈는 최신 트렌드가 반영된 테이퍼드 레그와 미니멀한 디자인의 상판과 스크린,  
스토리지 등의 조합을 통해 다변화되는 업무환경에 맞춰 다양한 모습으로 완성되고, 진화합니다.

2017 Good Design Award
중소벤처기업부장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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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스테이션을 가로지르는 미들레일과 센터 레그를 활용해 완벽한 수직·수평 배선을 실현했으며,
엔드리스 방식의 워크스테이션 확장 연결이 가능해 탁월한 경제성도 확보했습니다.
벤치워크, 그 이상의 가치를 인스파이어 벤치가 실현합니다.

INSPIRE BENCH series

Solution
인스파이어 벤치는 공간별/업무별 맞춤 솔루션을 제공해 팀원간의 소통, 자유로
운 배치 등 변화하는 업무 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합니다.

Space
쉽게 재구성 될 수 있는 유연함, 정교한 배선 관리 솔루션, 실용적인 액세서리 등
은 오늘날 다변화하고 있는 업무 형태에 대응해 최적의 사무 공간을 구현합니다. 

Function
자유롭게 확장과 조합이 가능한 인스파이어 벤치는 견고하고 심플하며, 개방적이고 
경제적인 모듈시스템으로 수평적이며 자유로운 커뮤니케이션 환경을 완성합니다.

소통을 위한 열린 공간을 지향하는 인스파이어 벤치시리즈는 공간활용
성을 높여 어메니티 등의 편의 공간을 확대할 수 있는 가볍고 경제적인 
제품입니다.
합리적인 수납공간과 스크린의 적당한 시선 차단으로 개인의 프라이버
시와 소통의 균형을 이루며 모듈의 선택에 따라 다양한 레이아웃을 구현
합니다.
견고한 구조와 밝고 부드러운 컬러의 세련미를 더해 감성적이면서 편안
한 사무공간을 만들어 줍니다.

데스크 중심부의 미들레일은 하중을 견고하게 지지하고,
여러가지 액세서리를 볼트없이 간단히 돌려 고정시킬 수 있습니다. 

In The Past From Now
반복적이고 독립된 개인 업무

분리된 작업 환경 및 직급별 공간 배치

개인 워크스테이션 우선주의

창의적 지식 개발, 그룹, 팀 단위 프로젝트

즉각적 커뮤니케이션 활발

업무 연계성에 따른 자유로운 배치

>

>

>

밀폐된 회의실, 팀장 옆 회의 테이블

협업공간 비중 약함

권위적인 협업 문화, 수직적

회의 특성에 따라 다양하게

오픈 캐주얼회의, 브레인스토밍

수평적, 자유로운 토론 문화

>

>

>

버려지는 자투리 공간

생산성 없는 공간

세심한 공간 활용

직원들의 스트레스 해소

>

>

The Inspire Bench Modular System

Starter Adder En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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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PIRE BENCH series

Wire management

무선충전기 / 공기정화기 
데스크 상판에는 스마트기기를 편리 하게  
충전할 수 있는 무선충전기와 깨끗한  
공기로 순환시켜 업무 효율을 높여주는  
공기정화기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Desk

테이퍼드 레그 
경쾌한 홈 가구 느낌의 테이퍼드 레그를  
적용하였으며 알루미늄 다이 캐스팅으로  
제작되어 견고하고 미려한 외관을  
연출합니다.

미들레일  
견고한 수평 프레임 역할 뿐 아니라  
스크린, 탑 스토리지 및 각종 액세서리를  
손쉽게 고정할 수 있습니다. 복식 데스크 
경우 70mm, 단식 데스크 경우 55mm 
이며, 실제 데스크 사용 사이즈는  
765mm입니다.

어저스트 
고르지 않은 바닥에서도 수평조절  
어저스트를 통해 일정한 높이를  
유지합니다.

우레탄 엣지 
깔끔하면서도 내구성이 우수한 우레탄  
엣지 마감으로 사용자가 접촉하는  
부분을 V 포밍 처리해 부드러운  
사용감과 시각적 안정감을 제공합니다.

70mm

55mm

765mm
~~

일반 멀티탭 / 스마탭 
데스크 상판 하부에는 일반형 멀티탭, 대기  
전력을 최소화하는 스마탭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일반 멀티탭

스마탭

양방향 콘트롤 박스 및 수직배선 
전선을 전선커버의 앞뒤로 연결할 수 있고 넓은 공간을 확보하여 편리하고  
깔끔한 배선 관리가 가능합니다. 자석 부착식 전선홀더로 편리한 수직 배선이 가능합니다.

스마탭 일반 멀티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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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PIRE BENCH series

Panel

전면 스크린 
부드러운 느낌과 흡음효과의 스크린은 전면 메모 바에 자석을 이용해 간단한 메모를 부착할 수 있고 , 다양한 액세서리를  
상부에 끼워 손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패브릭과 아크릴 중 업무 공간과 성격에 맞게 선택이 가능합니다. 

Storage 

캔틸레버 전면형 스토리지 
전면 스윙&슬라이딩 방식으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으며, 손쉽게 이동시킬 수 있습니다.

톨유닛 & 스마트 페데스탈 
톨유닛과 스마트 페데스탈 또는 캔틸레버  
전면형 스토리지를 활용하여 비지정  
좌석제 사무환경에도 대응 가능합니다. 

사이드 스토리지 
데스크 높이와 맞춰 공간을 더 넓게  
사용가능하며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수납 
시스템을 제공합니다.

캔틸레버 측면형 스토리지 
넉넉한 수납공간을 활용하여 신속한  
업무처리를 도와주며, 시선차단으로  
업무공간의 독립성을 제공합니다.

데스크 라이저 
데스크 라이저는 수납과 시선차단 기능을 
제공합니다.

레이아웃에 맞게 다양한 스토리지를 선택 배치 할 수 있습니다.

측면 스크린 
스크린은 적절한 높이로 자연스러운  
소통과 함께 개인 공간을 구분 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엔드 스크린 
엔드 스크린은 심플하고 고급스러운  
느낌을 연출합니다.

일자형 키 디지털
넘버락

RFID
디지털락

장금장치 
잠금장치는 일자형 키와 물리식 버튼의  
디지털 넘버락, 정전식 터치 방식의 RFID
디지털락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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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들 레일

4인 복식

3인 단식

6인 복식

6인 데스크 + 전면 아크릴 스크린 + 엔드 패브릭 스크린 +
사이드 패브릭 스크린 + 스마트 페데스탈

4인 데스크 + 전면 아크릴 스크린 + 
엔드 패브릭 스크린  + 캔틸레버 전면형 스토리지

3인 데스크 + 전면 패브릭 스크린 + 
캔틸레버 전면형 스토리지 + 연필꽂이 + 미니선반

4인 데스크 + 사이드 패브릭 스크린 + 오픈 탑스토리지  +
사이드 스토리지 + 스마트 페데스탈

3인 데스크 + 전면 패브릭 스크린 + 엔드 패브릭 스크린 +
사이드 아크릴 스크린 + 스마트 페데스탈 + 연필꽂이 + 미니선반

6인 데스크 + 전면 패브릭 스크린 + 
캔틸레버 전면형 스토리지

4인 데스크 + 엔드 패브릭 스크린 + 오픈 탑 스토리지 +
캔틸레버 측면형 스토리지

4인 데스크 + 전면 패브릭 스크린 + 사이드 아크릴 스크린  + 
스마트 페데스탈 + 연필꽂이 + 미니선반

Wire management & Accessory option

미들 레일과 결합된 여유 있는 공간의  
전선 덕트로 많은 배선을 안전하고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으며 양방향 콘트롤 박스  
적용으로 더욱 편리합니다.

INSPIRE BENCH se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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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면 스크린

스토리지

톨 유닛

사이드 스토리지

데스크 라이저

모니터 받침대

스크린▶ 공기정화기는 맨 뒤에 A 무선충전기는 맨 뒤에 W가 붙습니다.

▶ 톨 유닛은 스마트 페데스탈 미포함 제품입니다.

단식 데스크 (일반 멀티탭)
PWD1201  1200  820  740 
PWD1401  1400  820  740 
PWD1601  1600  820  740 
PWD1801  1800  820  740

복식 데스크 (일반 멀티탭)
PWD1203  1200  1600  740 
PWD1403  1400  1600  740 
PWD1603  1600  1600  740 
PWD1803  1800  1600  740

단식 데스크 (스마탭)
PWD1202  1200  820  740 
PWD1402  1400  820  740 
PWD1602  1600  820  740 
PWD1802  1800  820  740

복식 데스크 (스마탭)
PWD1204  1200  1600  740 
PWD1404  1400  1600  740 
PWD1604  1600  1600  740 
PWD1804  1800  1600  740

미니선반
AAD0310  270  116  58  

모바일 디바이스 스탠드
AAD0101  120  74  139

연필꽂이
AAD0201  145  92  90

칸막이 연필꽂이
AAD0401  155  90  46

액세서리

모니터 받침대
DAD8020EL/R  800  200  98

데스크 라이저
PWR0802   800  302  383 
PWR1002  1000  302  383 
PWR1202  1200  302  383 
PWR1402  1400  302  383

단식 스타터 (일반 멀티탭)
PWD1205S  1200  820  740 
PWD1405S  1400  820  740 
PWD1605S  1600  820  740 
PWD1805S  1800  820  740

하부 목재 스크린
PWN1205  1080  18  400 
PWN1405  1280  18  400 
PWN1605  1480  18  400 
PWN1805  1680  18  400

측면 스크린
PWN0801 (패브릭)  834  35  454 
PWN0801A (아크릴)  834  35  454

엔드 스크린
PWN0901L/R  900  154  710

사이드 스토리지
PWR0803 (단식)  820  442  353 
PWR1603 (복식)  1600  442  353

패브릭 스크린
PWN1201  1150  40  440 
PWN1401  1350  40  440 
PWN1601  1550  40  440 
PWN1801  1750  40  440

아크릴 스크린
PWN1204A  1150  40  440 
PWN1404A  1350  40  440 
PWN1604A  1550  40  440 
PWN1804A  1750  40  440

단면 패브릭 스크린 (액세서리바)
PWN1202  1150  40  440 
PWN1402  1350  40  440 
PWN1602  1550  40  440 
PWN1802  1750  40  440

양면 패브릭 스크린 (액세서리바)
PWN1203  1150  40  440 
PWN1403  1350  40  440 
PWN1603  1550  40  440 
PWN1803  1750  40  440

톨 유닛 (하프 도어)
PWU0501IL/R (일자키) 
PWU0501JL/R (디지털넘버락) 
PWU0501SL/R (RFID 디지털락)
460  640  1847

톨 유닛 (하프 도어 / 옷장)
PWU0502IL/R (일자키) 
PWU0502JL/R (디지털넘버락) 
PWU0502SL/R (RFID 디지털락)
460  640  1847

복식 스타터 (일반 멀티탭)
PWD1207S  1200  1600  740 
PWD1407S  1400  1600  740 
PWD1607S  1600  1600  740 
PWD1807S  1800  1600  740

톨 유닛 (풀 도어 / 옷장)
PWU0504IL/R (일자키) 
PWU0504JL/R (디지털넘버락) 
PWU0504SL/R (RFID 디지털락)
460  640  1847

톨 유닛 (풀 도어)
PWU0503IL/R (일자키) 
PWU0503JL/R (디지털넘버락) 
PWU0503SL/R (RFID 디지털락)
460  640  1847

단식 애더 (일반 멀티탭)
PWD1209A  1200  820  740 
PWD1409A  1400  820  740 
PWD1609A  1600  820  740 
PWD1809A  1800  820  740

단식 스타터 (스마탭)
PWD1206S  1200  820  740 
PWD1406S  1400  820  740 
PWD1606S  1600  820  740 
PWD1806S  1800  820  740

복식 스타터 (스마탭)
PWD1208S  1200  1600  740 
PWD1408S  1400  1600  740 
PWD1608S  1600  1600  740 
PWD1808S  1800  1600  740

캔틸레버 전면형 스토리지
PWR0301I (일자키) 
PWR0301J (디지털넘버락) 
PWR0301S (RFID 디지털락)
320  570  1000

복식 애더 (일반 멀티탭)
PWD1211A  1200  1600  740 
PWD1411A  1400  1600  740 
PWD1611A  1600  1600  740 
PWD1811A  1800  1600  740

단식 엔더 (일반 멀티탭)
PWD1213E  1200  820  740 
PWD1413E  1400  820  740 
PWD1613E  1600  820  740 
PWD1813E  1800  820  740

캔틸레버 측면형 스토리지
PWR0801IL/R
800  400  1150

단식 애더 (스마탭)
PWD1210A  1200  820  740 
PWD1410A  1400  820  740 
PWD1610A  1600  820  740 
PWD1810A  1800  820  740

복식 엔더 (일반 멀티탭)
PWD1215E  1200  1600  740 
PWD1415E  1400  1600  740 
PWD1615E  1600  1600  740 
PWD1815E  1800  1600  740

복식 애더 (스마탭)
PWD1212A  1200  1600  740 
PWD1412A  1400  1600  740 
PWD1612A  1600  1600  740 
PWD1812A  1800  1600  740

단식 엔더 (스마탭)
PWD1214E  1200  820  740 
PWD1414E  1400  820  740 
PWD1614E  1600  820  740 
PWD1814E  1800  820  740

복식 엔더 (스마탭)
PWD1216E  1200  1600  740 
PWD1416E  1400  1600  740 
PWD1616E  1600  1600  740 
PWD1816E  1800  1600  740

독립형 데스크

연결형 데스크

Colors

INSPIRE BENCH series

Painting

KC115

Acryl [스크린]

KC118 KC119

Melamine 

KM231KM230KM188 KM225

상판/서랍 몸통 상판/서랍 몸통 상판 상판

F494PF489P F491P F492P F493P F496PF490P F495PF488PF487PF486P

Fabric Partition Screen A [스크린]

Fabric Chair & Sofa A [캔틸레버 전면형 스토리지 상단패드]

F507P F508PF504PF503P F506P F509P F513PF511P F514P F515PF510P

Fabric Partition Screen B [스크린]

F798E F801E F804E F799EF497P F498P F499P F500P F501P F502P

펜 트레이
AAD0501  270  90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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