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브이식스 시리즈
V6 브이식스 시리즈는 업무 환경과 특성에 맞춘 다양한 레이아웃을 구현합니다. 

현대 사무환경의 모든 요구를 반영하여 기존의 오피스에서 스마트오피스까지 모든 형태의 환경에 대응하는 브이식스 시리즈. 
사무환경의 새로운 진화입니다.

Good Design 
Award

VIP ASIA 2011 AWARD
사무가구 부문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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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k

상판 하부의 배선네트와 안쪽 다리의 버티
컬 와이어 홀더로 완벽한 수직, 수평 배선
을 제공합니다. 

버티컬 와이어 홀더

빈번히 사용되는 사무용품을 보관하는 
펜트레이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CLOSE

OPEN

국내에서 오랜 기간 720mm로 제작되어  
왔던 데스크 높이 서구화된 한국인의  
체형에 맞게 740mm로 높여 업무 효율을  
증대하고, 장시간 근무 시 몸의 피로를  
최소화합니다.

740mm

코아스의 독창적인 아이디어로 탄생한  
120° 데스크는 PC 거치형 서랍 혹은 타워  
스토리지와 서랍과의 조합으로 120°  
워크스테이션을 구성하여 인간에게  
가장 편안하고 효율적인 작업공간을  
제공합니다.

Pedestal

Tower 
Storage

120°Desk

팀장 혹은 임원의 품격을 반영한 매니저  
데스크는 팀원과의 원활한 소통 환경을  
지원하며, 다양한 수납장과 패널을 조합해  
어떤 오피스에도 적합한 워크스테이션을 
제공합니다.

PC 작업 시 편안한 자세를 유지해주는  
모니터 거치대 등 다양한 액세서리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데스크에 맞춰 L형 모니터 받침대 및 
120° 모니터 받침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수납서랍 및 컵받침)

V6 series

상시전원 세팅버튼

주전원종속전원 과부하
차단기

 스마탭의 구조 및 기능

주전원에 연결된 컴퓨터가 꺼지면 대기전력 자동차단 기능의 활성화로 종속 전원의 전력이  
차단됨으로써 연결된 주변기기 대기전력을 차단합니다. 이는 전자제품의 플러그를 뽑는 것과  
같은 효과로 최대 30~50%의 절전 효과를 보입니다.

상판 하부에 컨트롤박스를 장착할 수 으며,  
주전원에 따라 종속 기기의 전원이 같이  
제어되어 대기전력 소모를 최소화하는  
스마탭 사양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일반 멀티탭

스마탭

OPEN

CLOSE

상판에 컨트롤 박스가 있어 전선 · LAN
선 등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W800)

전선을 전선커버의 앞뒤로 연결할 수 있고 넓은 공간을 확보하여 편리하고  
깔끔한 배선 관리가 가능합니다. 자석 부착식 전선홀더로 편리한 수직 배선이 가능합니다. 
(W1000~1800)

스마탭 일반 멀티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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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de Storage

아웃사이드 스토리지는 시팅패드 적용에  
최적화된 낮은 높이, 작업 준비공간을  
지원하는 중간 높이, 데스크 높이에 맞춘  
높은 높이 등 세 가지 높이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OPEN

CLOSE

아웃사이드 스토리지의 서랍 잠금 장치를 
도어장 안쪽에 적용해 디자인적 완성도를 
높였습니다.

인사이드 스토리지는 PC 본체를 보관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PC 거치 공간을 
제공합니다.

높은 높이의 아웃사이드 스토리지 
(H : 740)는 상판 컬러가 KM188일 경우  
이중 블랙 엣지가 적용되어 더욱 세련된  
느낌을 줍니다.

브이식스의 모든 수납장에는 컨실드 댐핑  
힌지를 적용, 도어가 매우 부드럽게 닫히며  
원천적으로 소음 발생을 차단합니다.  
(사이드 스토리지, 타워 스토리지 공통)

Tower Storage

타워 스토리지는 1인 · 2인, L · R형,  
다양한 규격의 너비 등 레이아웃과 수납 
요구량에 따라 다양하게 구성됩니다.

35mm

하부에 플라스틱 사출 레벨러를 부착,  
바닥이 고르지 않아도 쉽게 수평 상태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조절 범위 35㎜)

다용도
수납함

내부에는 옷걸이 봉, 거울, 미니선반 
(넥타이 홀더 포함) 등이 적용되며, 별도로  
다용도 수납함을 적용해 다양한  
사무용품을 편리하게 수납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을 위한 모바일 디바이스 스탠드와 미니선반, 슬리퍼 등을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는 신발걸이 등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Side by Side 레이아웃 시 후면  
보조장으로 타워스토리지 후면 데드 
스페이스까지 활용할 수 있으며, 4인  
워크스테이션에서 간단한 스탠딩 미팅  
공간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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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크릴

멜라민

패브릭

Top Storage

탑 스토리지는 데스크 및 사이드 스토리지  
상부에 설치하여 넉넉한 수납공간과  
몰입도 높은 업무 환경을 제공합니다.

도어 전면은 다양한 컬러의 패브릭,  
멜라민, 아크릴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패브릭 마감 도어는 스틸로 만들어져  
자석이 부착되므로 개인 메모보드 
(memo board)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탑 스토리지 상판은 즉각적인 소통 업무를 
위한 스탠딩 미팅 공간을 제공합니다.

도어는 슬라이딩 방식으로 부드럽게 
개폐되며, 자체로 손잡이 기능도 겸하도록 
했습니다.

스틸 파이프 다리를 적용한 하부는  
옆 사람과 소통의 통로를 제공합니다.

Pedestal & Storage

기본적인 형태 외에도 PC 거치형 서랍, 시팅패드를 얹어 보조의자로 활용할 수 있는  
서랍 등 진보된 기능의 다양한 형태로 구성되어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수납 시스템을  
제공합니다. 

RFID  
디지털락

디지털 
넘버락

일자형 키

잠금장치는 일자형 키와 물리식 버튼의  
디지털 넘버락, 정전식 터치 방식의 
RFID디지털락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서랍, 사이드 스토리지, 탑 스토리지 공통)

낮은 높이 서랍과 낮은 높이 및 중간  
높이의 아웃사이드 스토리지에는  
시팅패드를 적용해 팀원들 간 즉각적인  
커뮤니케이션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고급 알루미늄 소재 손잡이는 서랍을  
여닫을 때만 코어 부위가 안쪽으로  
젖혀져 제어되어 사용자 동선에  
걸리적거림이 없고, 평상시 먼지 등  
불순물 유입을 방지합니다.  
(서랍, 사이드 스토리지, 탑 스토리지 공통)

데스크 상판과 서랍(H:740) 상판의 컬러가  
KM188일 경우 이중 블랙 엣지가 적용되어 
더욱 세련된 느낌을 줍니다. 

Desktop Screen

아크릴 스크린은 상단에 알루미늄  
메모 바를 설치하여 자석으로 메모지 
등을 부착할 수 있습니다.  
또한 패브릭 스크린은 모든 부위에  
자석이 부착됩니다. 

아크릴 스크린은 반투명으로 열린  
분위기를 연출합니다. 패브릭 마감  
스크린은 알루미늄 프레임과 비행기 날개  
제작 공법인 허니컴 코어 구조로 견고하며,  
다양한 컬러로 어떤 인테리어 계획에도  
완벽히 대응합니다.

아크릴

패브릭

아크릴 및 패브릭 스크린 외에도 최소한의 개인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 데스크 하부를 
가려주는 멜라민 데스크 가림판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데스크탑 스크린 (아크릴)데스크 가림판 데스크탑 스크린 (패브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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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스테이션 구성 : 일자형 데스크 + 사이드 마더스티 패치 + 
인사이드 스토리지 + 아웃사이드 스토리지 + 시팅 패드 + 
펜트레이 + K300 스트레이트 패널

워크스테이션 구성 : 일자형 데스크 + 사이드 마더스티 패치 + 
인사이드 스토리지 + 아웃사이드 스토리지 + 타워 스토리지 + K300 
스트레이트 패널

워크스테이션 구성 : 일자형 데스크 + 사이드 마더스티 패치 + 
인사이드 스토리지 + 아웃사이드 스토리지 + 타워 스토리지 + 
탑 스토리지 + 펜트레이 + K300 스트레이트 패널

워크스테이션 구성 : 일자형 데스크 + 사이드 마더스티 패치 + 
인사이드 스토리지 + 아웃사이드 스토리지 + 시팅 패드 + 
펜트레이 + K350 스페이스 디바이더

워크스테이션 구성 : 일자형 데스크 + 사이드 마더스티 패치 + 
인사이드 스토리지 + 아웃사이드 스토리지 + 타워 스토리지 + K350 
스페이스 디바이더

워크스테이션 구성 : 일자형 데스크 + 사이드 마더스티 패치 + 
인사이드 스토리지 + 아웃사이드 스토리지 + 타워 스토리지 + 
탑 스토리지 + 펜트레이 + K350 스페이스 디바이더

워크스테이션 구성 : 일자형 데스크 + 인사이드 스토리지 + 
아웃사이드 스토리지 + 시팅 패드 + 펜트레이 + 데스크탑 스크린

워크스테이션 구성 : 일자형 데스크 + 인사이드 스토리지 + 
아웃사이드 스토리지 + 타워 스토리지 + 펜트레이 + 
데스크탑 스크린

워크스테이션 구성 : 일자형 데스크 + 인사이드 스토리지 + 
아웃사이드 스토리지 + 타워 스토리지 + 탑 스토리지 + 
펜트레이 + 데스크탑 스크린

Back to Back
K300 스트레이트 패널

K350 스페이스 디바이더

데스크탑 스크린

워크스테이션 구성 : 일자형 데스크 + 서랍 + 타워 스토리지 + 
후면 수납장 + 시팅 패드 + 펜트레이 + K300 스트레이트 패널

워크스테이션 구성 : 일자형 데스크 + 인사이드 스토리지 + 
아웃사이드 스토리지 + 타워 스토리지 + 후면 수납장 + 
시팅 패드 + 펜트레이 + K300 스트레이트 패널

워크스테이션 구성 : 일자형 데스크 + 인사이드 스토리지 + 
아웃사이드 스토리지 + 타워 스토리지 + 후면 수납장 + 
탑 스토리지 + K300 스트레이트 패널

워크스테이션 구성 : 일자형 데스크 + 사이드 마더스티 패치 + 
서랍 + 시팅 패드 + 펜트레이 + 메모 바 + 데스크탑 스크린

워크스테이션 구성 : 일자형 데스크 + 사이드 마더스티 패치 + 
인사이드 스토리지 + 아웃사이드 스토리지 + 타워 스토리지 +  
후면 수납장 + 시팅 패드 + 펜트레이 + 메모 바 + 데스크탑 스크린

워크스테이션 구성 : 일자형 데스크 + 인사이드 스토리지 + 
아웃사이드 스토리지 + 타워 스토리지 + 후면 수납장 + 
탑 스토리지 + 시팅 패드 + 펜트레이 + 메모 바 + 데스크탑 스크린

워크스테이션 구성 : 일자형 데스크 + 서랍 + 펜트레이 + 
K350 스페이스 디바이더

워크스테이션 구성 : 일자형 데스크 + 인사이드 스토리지 + 
아웃사이드 스토리지 + 타워 스토리지 + 후면 수납장 + 
시팅 패드 + 펜트레이 + K350 스페이스 디바이더

워크스테이션 구성 : 일자형 데스크 + 인사이드 스토리지 + 
아웃사이드 스토리지 + 타워 스토리지 + 후면 수납장 + 
탑 스토리지 + K350 스페이스 디바이더

Side by Side
K300 스트레이트 패널

K350 스페이스 디바이더

데스크탑 스크린

DESK  V6 seriesV6 se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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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nchwork 120° Triangle & Butterfly

For Manager

데스크탑 스크린

K300 스트레이트 패널

데스크탑 스크린

워크스테이션 구성 : 일자형 데스크 + 사이드 마더스티 패치 + 
서랍 + 시팅 패드 + 펜트레이 + 데스크탑 스크린

워크스테이션 구성 : 일자형 데스크 + 사이드 마더스티 패치 + 
서랍 + 펜트레이 + 데스크탑 스크린

워크스테이션 구성 : 일자형 데스크 + 사이드 마더스티 패치 + 
서랍 + 탑 스토리지 + 펜트레이 + 데스크탑 스크린

워크스테이션 구성 : 일자형 데스크 + 사이드 마더스티 패치 + 
인사이드 스토리지 + 아웃사이드스토리지 + 시팅 패드 + 
펜트레이 + 데스크탑 스크린

워크스테이션 구성 : 일자형 데스크 + 사이드 마더스티 패치 + 
인사이드 스토리지 + 아웃사이드스토리지 + 탑 스토리지 + 
시팅 패드 + 펜트레이 + 데스크탑 스크린

워크스테이션 구성 : 일자형 데스크 + 인사이드 스토리지 + 
아웃사이드스토리지 + 탑 스토리지 + 시팅 패드 + 펜트레이 + 
캐비닛 + 데스크탑 스크린

워크스테이션 구성 : 일자형 데스크 + 사이드 마더스티 패치 + 
서랍 + 시팅 패드 + 펜트레이 + 데스크탑 스크린

워크스테이션 구성 : 일자형 데스크 + 인사이드 스토리지 + 
아웃사이드스토리지 + 시팅 패드 + 펜트레이 + 캐비닛 + 
데스크탑 스크린

워크스테이션 구성 : 일자형 데스크 + 인사이드 스토리지 + 
아웃사이드스토리지 + 탑 스토리지 + 시팅 패드 + 펜트레이 + 
캐비닛 + 데스크탑 스크린

워크스테이션 구성 : 120°  데스크 + 서랍 + 
타워 스토리지 + 펜트레이 + 데스크탑 스크린

워크스테이션 구성 : 120°  데스크 + 
서랍 + 펜트레이 + 데스크탑 스크린

워크스테이션 구성 : 120°  데스크 + 서랍 + 
타워 스토리지 + 펜트레이 + 데스크탑 스크린

워크스테이션 구성 : 120°  데스크 + 서랍 + 
펜트레이 + 데스크탑 스크린

워크스테이션 구성 : 120° 데스크 + 
서랍 + 펜트레이 + 데스크탑 스크린

워크스테이션 구성 : 120°  데스크 + 서랍 + 
타워 스토리지 + 펜트레이 + 데스크탑 스크린

워크스테이션 구성 : 매니저 데스크 + 인사이드 스토리지 + 
아웃사이드 스토리지 + 타워 스토리지 + K300 스트레이트 패널

워크스테이션 구성 : 매니저 데스크 + 인사이드 스토리지 + 
아웃사이드 스토리지 + 타워 스토리지 + 탑 스토리지 + 
K300 스트레이트 패널

워크스테이션 구성 : 매니저 데스크 + 인사이드 스토리지 + 
아웃사이드 스토리지 + 타워 스토리지 + 탑 스토리지 +
 K300 스트레이트 패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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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VFD0801 
VFD0801W (무선충전기)
VFD0801A  (공기정화기) 
800  800  740

데스크 (양방향 커버/컨트롤박스 미포함)
VFD1006 
VFD1006W (무선충전기) 
VFD1006A  (공기정화기) 
1000  800  740
VFD1206   
VFD1206W (무선충전기) 
VFD1206A  (공기정화기) 
1200  800  740
VFD1406 
VFD1406W (무선충전기) 
VFD1406A  (공기정화기) 
1400  800  740
VFD1606 
VFD1606W (무선충전기) 
VFD1606A  (공기정화기) 
1600  800  740
VFD1806 
VFD1806W (무선충전기) 
VFD1806A  (공기정화기) 
1800  800  740

데스크 (양방향 컨트롤박스/일반 멀티탭)
VFD1007 
VFD1007W (무선충전기) 
VFD1007A  (공기정화기) 
1000  800  740
VFD1207   
VFD1207W (무선충전기) 
VFD1207A  (공기정화기) 
1200  800  740
VFD1407 
VFD1407W (무선충전기) 
VFD1407A  (공기정화기) 
1400  800  740
VFD1607 
VFD1607W (무선충전기) 
VFD1607A  (공기정화기) 
1600  800  740
VFD1807 
VFD1807W (무선충전기) 
VFD1807A  (공기정화기) 
1800  800  740

데스크 (양방향 컨트롤박스/스마탭)
VFD1008 
VFD1008W (무선충전기) 
VFD1008A  (공기정화기) 
1000  800  740
VFD1208   
VFD1208W (무선충전기) 
VFD1208A  (공기정화기) 
1200  800  740
VFD1408 
VFD1408W (무선충전기) 
VFD1408A  (공기정화기) 
1400  800  740
VFD1608 
VFD1608W (무선충전기) 
VFD1608A  (공기정화기) 
1600  800  740
VFD1808 
VFD1808W (무선충전기) 
VFD1808A  (공기정화기) 
1800  800  740

데스크 (컨트롤박스/일반 멀티탭)
VFD0802 
VFD0802W (무선충전기) 
VFD0802A  (공기정화기) 
800  800  740

데스크 (컨트롤박스/스마탭)
VFD0803 
VFD0803W (무선충전기) 
VFD0803A  (공기정화기) 
800  800  740

2단 이동서랍
VFR2001I (일자형 키) 
VFR2001J (디지털 넘버락)
VFR2001S (RFID 디지털락)
403  570  477

2단 사이드 서랍
VFR2004I (일자형 키) 
VFR2004J (디지털 넘버락) 
VFR2004S (RFID 디지털락)
400  550  740

2단 이동서랍
VFR2002I (일자형 키) 
VFR2002J (디지털 넘버락)
VFR2002S (RFID 디지털락)
403  570  649

3단 사이드 서랍
VFR3003I (일자형 키) 
VFR3003J (디지털 넘버락)
VFR3003S (RFID 디지털락)
400  550  740

3단 이동서랍
VFR3001I (일자형 키) 
VFR3001J (디지털 넘버락)
VFR3001S (RFID 디지털락)
403  570  649

2단 PC 거치형 사이드 서랍
VFR2005IL/R (일자형 키) 
VFR2005JL/R (디지털 넘버락)
VFR2005SL/R (RFID 디지털락)
600  550  740

2단 PC 거치형 이동서랍
VFR2003I (일자형 키) 
VFR2003J (디지털 넘버락)
VFR2003S (RFID 디지털락)
403  765  649

3단 PC 거치형 사이드 서랍
VFR3006IL/R (일자형 키) 
VFR3006JL/R (디지털 넘버락) 
VFR3006SL/R (RFID 디지털락)
600  550  740

3단 PC 거치형 이동서랍
VFR3002I (일자형 키) 
VFR3002J (디지털 넘버락)
VFR3002S (RFID 디지털락)
403  765  649

120° 데스크 (양방향 커버/컨트롤박스 미포함)
VFD1504L/R 
VFD1504WL/R (무선충전기) 
VFD1504AL/R  (공기정화기)
120° 데스크 (양방향 컨트롤박스/일반 멀티탭)
VFD1505L/R 
VFD1505WL/R (무선충전기) 
VFD1505AL/R  (공기정화기)
120° 데스크 (양방향 컨트롤박스/스마탭)
VFD1506L/R 
VFD1506WL/R (무선충전기)  
VFD1506AL/R  (공기정화기)
1500  795  740

매니저 데스크 (양방향 커버/컨트롤박스 미포함)
VFD2204L/R 
VFD2204WL/R (무선충전기) 
VFD2204AL/R  (공기정화기)
매니저 데스크 (양방향 컨트롤박스/일반 멀티탭)
VFD2205L/R 
VFD2205WL/R (무선충전기) 
VFD2205AL/R  (공기정화기)
매니저 데스크 (양방향 컨트롤박스/스마탭)
VFD2206L/R 
VFD2206WL/R (무선충전기)  
VFD2206AL/R  (공기정화기)
2177  1091  740 

U형 테이블
VFD0601  600  1200  740

3단 사이드 서랍
VFR3004I (일자형 키) 
VFR3004J (디지털 넘버락)
400  550  740

3단 사이드 서랍
VFR3005I (일자형 키) 
VFR3005J (디지털 넘버락)
400  800  740

사이드 서랍

U형 테이블
L형 데스크 (양방향 커버/컨트롤박스 미포함)
VFD1609L/R  1600  1200  740 
VFD1809L/R  1800  1200  740
L형 데스크 (양방향 컨트롤박스/일반 멀티탭)
VFD1610L/R  1600  1200  740 
VFD1810L/R  1800  1200  740

데스크 서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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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타워 스토리지
VFU0201IL/R (일자형 키)
VFU0201JL/R (디지털 넘버락)
VFU0201SL/R (RFID 디지털락)
200  550  1151

1인 타워 스토리지
VFU0402IL/R (일자형 키)
VFU0402JL/R (디지털 넘버락)
VFU0402SL/R (RFID 디지털락)
400  550  1151

1인 타워 스토리지
VFU0403IL/R (일자형 키)
VFU0403JL/R (디지털 넘버락)
VFU0403SL/R (RF ID 디지털락)
400  550  1151

2인 타워 스토리지
VFU0405I (일자형 키)
VFU0405J (디지털 넘버락) 
VFU0405S (RFID 디지털락)
400  550  1151

2인 후면 수납장
VFU0601 
600  250  466

1인 후면 수납장
VFU0301L/R 
300  250  466

1인 후면 수납장
VFU0501L/R 
500  250  466

1인 후면 수납장
VFU0401L/R 
400  250  466

1인 타워 스토리지
VFU0302IL/R  (일자형 키) 
VFU0302JL/R (디지털 넘버락) 
VFU0302SL/R (RFID 디지털락)
300  550  1151

2인 타워 스토리지
VFU0602I  (일자형 키) 
VFU0602J (디지털 넘버락) 
VFU0602S (RFID 디지털락)
600  800  1151

1인 타워 스토리지
VFU0404IL/R  (일자형 키) 
VFU0404JL/R (디지털 넘버락) 
VFU0404SL/R (RFID 디지털락)
400  800  1151

1인 타워 스토리지
VFU0202IL/R  (일자형 키) 
VFU0202JL/R (디지털 넘버락) 
VFU0202SL/R (RFID 디지털락)
200  800  1151

2인 타워 스토리지
VFU0406I  (일자형 키) 
VFU0406J (디지털 넘버락) 
VFU0406S (RFID 디지털락)
400  800  1151

1인 타워 스토리지
VFU0303IL/R  (일자형 키) 
VFU0303JL/R (디지털 넘버락) 
VFU0303SL/R (RFID 디지털락)
300  800  1151

아웃사이드 스토리지
VFB0806I (일자형 키) 
VFB0806J (디지털 넘버락) 
VFB0806S (RFID 디지털락)
800  550  594

2단 아웃사이드 스토리지
VFB0807IL/R (일자형 키)
VFB0807JL/R (디지털 넘버락)
VFB0807SL/R (RFID 디지털락)
800  550  594

3단 아웃사이드 스토리지
VFB0808IL/R (일자형 키)
VFB0808JL/R (디지털 넘버락)
VFB0808SL/R (RFID 디지털락) 
800  550  594

2단 아웃사이드 스토리지
VFB0809IL/R (일자형 키)
VFB0809JL/R (디지털 넘버락)
VFB0809SL/R (RFID 디지털락)
800  550  422

Mid - height

Top - height

Seating - height

아웃사이드 스토리지
VFB0810I(일자형 키)
VFB0810J(디지털 넘버락)
VFB0810S(RFID 디지털락)
800  550  740

2단 아웃사이드 스토리지
VFB0811IL/R (일자형 키)
VFB0811JL/R (디지털 넘버락)
VFB0811SL/R (RFID 디지털락)
800  550  740

3단 아웃사이드 스토리지
VFB0812IL/R (일자형 키)
VFB0812JL/R (디지털 넘버락)
VFB0812SL/R (RFID 디지털락) 
800  550  740

3단 아웃사이드 스토리지
VFB0813IL/R (일자형 키) 
VFB0813JL/R (디지털 넘버락)
800  550  740

아웃사이드 스토리지

후면 수납장

인사이드 스토리지 (PC 가로 거치)
VFB0801I (일자형 키) 
VFB0801J (디지털 넘버락) 
VFB0801S (RFID 디지털락)
800  465  422

인사이드 스토리지 (PC 가로 거치)
VFB0802I (일자형 키)
VFB0802J (디지털 넘버락)
VFB0802S (RFID 디지털락)
800  465  594

인사이드 스토리지 (PC 세로 거치)
VFB0804IL/R (일자형 키)
VFB0804JL/R (디지털 넘버락)
VFB0804SL/R (RFID 디지털락)
800  465  594

인사이드 스토리지 (PC 세로 거치)
VFB0805L/R  800  465  594 

인사이드 스토리지 (이동형, 오픈형)
VFB0701  700  350  579

인사이드 스토리지 (이동형, 도어형)
VFB0702I  700  350  579 

인사이드 스토리지 (PC 가로 거치)
VFB0803  800  465  594 

인사이드 스토리지

타워 스토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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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스크 상부에 설치

• 데스크 상부에 설치

• Top -height 아웃사이드 스토리지 상부에 설치

• Top -height 아웃사이드 스토리지 상부에 설치

• Mid -height 아웃사이드 스토리지 상부에 설치

• Mid -height 아웃사이드 스토리지 상부에 설치

• 데스크탑 스크린과 혼용 불가

• 데스크탑 가림판과 혼용 불가 • 데스크탑 가림판과 혼용 불가

탑 스토리지 스타터
VFU0801F (패브릭) 
VFU0801A (아크릴) 
VFU0801M (멜라민)
800  400  411

탑 스토리지 스타터
VFU0804F (패브릭) 
800  350  411

탑 스토리지 엔더
VFU0802F (패브릭) 
VFU0802A (아크릴) 
VFU0802M (멜라민)
800  400  411

탑 스토리지 엔더
VFU0805F (패브릭) 
800  350  411

탑 스토리지 엔더
VFU0803F (패브릭) 
VFU0803A (아크릴) 
VFU0803M (멜라민)
800  400  557

탑 스토리지 엔더
VFU0806F (패브릭) 
800  350  557

데스크 측면 가림 패치(패브릭)
VFN0701  700  38  359

데스크 측면 가림 패치(스틸)
VFN0702  700  26  355

탑 스토리지

사이드 마더스티 패치 데스크 가림판

데스크탑 스크린 (전면용 / 아크릴)
VFN0802 (800)    700  162  600
VFN1002 (1000)   900  162  600
VFN1202 (1200) 1100  162  600
VFN1402 (1400) 1300  162  600
VFN1602 (1600) 1500  162  600
VFN1802 (1800) 1700  162  600

데스크 가림판 
VFN0801 (800)    650  132  415 
VFN1001 (1000)  850  132  415 
VFN1201 (1200) 1050  132  415 
VFN1401 (1400) 1250  132  415 
VFN1601 (1600) 1450  132  415 
VFN1801 (1800) 1650  132  415

데스크탑 스크린 (측면용 / 아크릴) 
VFN0703 (700)  700  108  600

시팅 패드
AVF4048  400  480  38

• 타워 스토리지 W200용

다용도 수납함(소)
AVF1535  150  350  130

• 타워 스토리지 W400용

다용도 수납함(대)
AVF3535  350  350  130 

• 데스크탑 스크린 상단에 설치(아크릴 타입 전용)

펜트레이
AVF3118  310  180  31 

모니터 받침대
DAD0050  500  220  60 

메모 바
AVF5050  500  9  50 

• 데스크 하단에 설치

배선 네트
매니저 데스크, 데스크 1600/1800 
AVF1100(대) W1100

데스크 1200/1400 
AVF0850(중) W850

120° 데스크, 데스크 800/1000, 회의테이블 
AVF0550(소) W550

데스크탑 스크린 (측면용 / 패브릭)
VFN0704 (700) 700  130  600

데스크탑 스크린 (전면용 / 패브릭)
VFN0803 (800)    700  172.6  600
VFN1003 (1000)   900  172.6  600
VFN1203 (1200) 1100  172.6  600
VFN1403 (1400) 1300  172.6  600
VFN1603 (1600) 1500  172.6  600
VFN1803 (1800) 1700  172.6  600

무선충전기
AVF7090  Ø90  54
·전원 어댑터 미포함, 시공비 별도
·권장 어댑터 5V 2A

• 전원 어댑터 포함, 시공비 별도

공기정화기
AVF7085  Ø85  58

L형 데스크 모니터 받침대
DAD0090L/R 
DAD0090WL/R (무선충전기) 
DAD0090AL/R (공기정화기)
965  405  100

120°  데스크 모니터 받침대
DAD0120L/R 
DAD0120WL/R (무선충전기) 
DAD0120AL/R (공기정화기)
972  429  100

데스크탑 스크린

액세서리

DESK  V6 series

Colors

V6 series

Painting

KC115

Acryl

KC118 KC119

Melamine

KM188

상판/몸통/도어

KM225

상판/몸통/도어

KM230

상판/몸통/도어

KM231

상판/몸통/도어

F494PF489P F491P F492P F493P F496PF490P F495PF488PF487PF486P

Fabric Partition Screen A [데스크탑 스크린/  데스크 측면 가림 패치 / 스토리지 도어]

Fabric Chair & Sofa A [시팅패드]

F507P F508PF504PF503P F506P F509P F513PF511P F514P F515PF510P

Fabric Partition Screen B [데스크탑 스크린/  데스크 측면 가림 패치 / 스토리지 도어]

F798E F801E F804E F799EF497P F498P F499P F500P F501P F502P

PC 트레이
AAD0403  110  184  345
• 본체 허용 사이즈
 두께 90~220mm, 높이 310~450mm

86  8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