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체 라인을 따라 흐르는 미려한 폐곡선의 등판과 탄력 있는 메쉬 소재로 의자와 내 몸이 소통하듯 
사용자 체형에 가장 자연스럽고 편안한 착좌감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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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Good Design Award
산업통상자원부장관상
(유니버설디자인특별상)

세계가 인정하는,
세계로 가는 상품

2016 World Class Product of Korea
산업통상자원부 세계일류상품
(차세대 상품) 선정

싱크로나이즈드(멀티리미티드) 틸팅
틸팅 강도 조절 (7단계)
등받이 각도 조절
팔걸이 조절:상·하  / 전·후 / 좌·우 회전
좌판 깊이 조절 (4단계)

중간 등받이
BCH0803SML (인조가죽) 
BCH0803SMF (패브릭)
610  590  955~1030
최저 좌고 420

헤드레스트 높이, 각도 조절
싱크로나이즈드(멀티리미티드) 틸팅
틸팅 강도 조절 (7단계)
등받이 각도 조절
팔걸이 조절:상 ·하  / 전 · 후 / 좌 · 우 회전
좌판 깊이 조절 (4단계)

헤드레스트형
BCH0802SML (인조가죽) 
BCH0802SMF (패브릭)
610  605  1135~1210
최저 좌고 420

싱크로나이즈드(멀티리미티드) 틸팅
틸팅 강도 조절 (7단계)
등받이 각도 조절
요추지지대 높이, 깊이 조절
팔걸이 조절:상 ·하  / 전 · 후 / 좌 · 우 회전
좌판 깊이 조절 (4단계)

중간 등받이 (요추지지대)
BCH0801SML (인조가죽) 
BCH0801SMF (패브릭)
610  590  955~1030
최저 좌고 420

헤드레스트 높이, 각도 조절
싱크로나이즈드(멀티리미티드) 틸팅
틸팅 강도 조절 (7단계)
등받이 각도 조절
요추지지대 높이, 깊이 조절
팔걸이 조절:상 ·하  / 전 · 후 / 좌 · 우 회전
좌판 깊이 조절 (4단계)

헤드레스트형 (요추지지대)
BCH0800SML (인조가죽) 
BCH0800SMF (패브릭)
610  605  1135~1210 
최저 좌고 420

높이와 각도 조절이 가능한 헤드레스트는  
사용자의 목과 머리를 편안하게 지지해  
줍니다.

좌판의 깊이를 조절할 수 있으며,  
좌판이 오염됐을 때 손쉽게 천을 떼어  
세탁하거나 교체할 수 있습니다.  
메모리폼과 고탄성 몰드 스펀지의 이경도  
좌판 구조로 착좌감이 우수합니다.

1회전 내에서
7단계 조절

메쉬 소재 등판은 우수한 통기성으로 
쾌적함을 유지하며, 사용자의 자세와 
움직임에 따라 자연스럽게 상체를  
받쳐줍니다. 

등좌판이 자연스럽게 연동되는 싱크로  
나이즈드틸팅과 원하는 각도까지만 등판  
틸팅을 제어하는 멀티 리미티드 락킹, 틸팅  
강도를 1회전 내에서 7단계로 손쉽게  
조절할수 있습니다.

팔걸이는 안쪽으로 경사진 형상으로 스마트폰 등 모바일 디바이스 사용 시  
자연스러운 자세를 잡아주며 전 · 후/ 상 · 하 / 좌 · 우 회전 조절이 가능합니다.

Colors

교체형 좌판 커버
BCH0805L (인조가죽) 
BCH0805F (패브릭)
610  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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