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홈 & 소호 시리즈
HOME & SOHO HOME & SOHO 시리즈는 사용자의 니즈와 행태에 대한 깊은 고찰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합리적인 구조와 가격, 높은 품질은 가정에서 또는 스타트업 사무실에 최적화된 환경을 제공합니다.
간결한 디자인, 감각적인 컬러 조합 및 다양한 액세서리를 사용자가 직접 선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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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SOHO series

Desk & Option

상판 / 다리 
상판과 다리를 Y자 형태로 조립하여  
뒤틀림을 방지하였으며, 하중을 분산시켜 
보다 견고합니다.

미니 선반 
책상 스크린에 걸어 아이템 수납 등 공간 
활용성을 높였습니다. 

모니터 받침대 
모니터 받침대는 사용자 눈높이에 맞춰  
눈의 피로를 최소화합니다.

컴퓨터 받침대 
4개의 바퀴를 달아 손쉽게 이동이  
가능합니다.

컴퓨터, 높이조절 데스크 홀더 
중앙의 홀 부분에 멀티탭 홀더를  
부착하여 IT기기 사용성을 높였습니다. 
(멀티탭 별도구매)

어저스트 
다리에는 수평맞춤 어저스트를 장착하여 
책상의 수평을 맞출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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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SOHO series

Height-adjustable Desk

무선충전기 / 공기정화기 
데스크 상판에는 스마트기기를 편리하게 충전할 수 있는 무선충전기와 깨끗한 공기로  
순환시켜 업무 효율을 높여주는 공기정화기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컴퓨터/스크린/전동 높이 조절 데스크 적용, 별도 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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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격 감지 
안전을 위해 비정상적인 충격이 감지되면  
자동으로 작동이 정지되는 자동 충격 방지 
시스템을 적용했습니다.

높이 조절 버튼 
버튼을 통해 간편하고 정교하게  
높이조절을 할 수 있습니다. 

높이조절 기능 
세계 최고 기술력을 자랑하는 덴마크 
리낙社의 메커니즘을 적용해 무진동,  
저소음의 부드러운 구동으로 쾌적한  
업무환경을 구현합니다.

TABLE

테이블 
심플하고 견고하며 최적화 된 높이로  
척석시 높이, 무릎 간격 등 사용자의  
편의성을 세심하게 고려했습니다.

다리 
상판과 모서리에는 보강재를 덧대어 조여줌으로써 책상의 뒤틀림을 방지하며 책상을  
든든하게 지지해줍니다. 분체도장 마감을 하여 도장강도가 강하며 표면이 매끄럽고  
잘 벗겨지지 않습니다. 

양방향 전선 덕트 
데스크 상판 덕트는 양방향 오픈 형태로  
콘센트, 렌케이블 커넥터와 함께 최적의  
IT환경을 제공합니다. 

어저스트 
다리에는 수평맞춤 어저스트를 장착하여 
책상의 수평을 맞출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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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SOHO series

회의 테이블

서랍

데스크 스크린

스탠딩 테이블

데스크
OSD1202  1200  600  720 
OSD1402  1400  600  720 
OSD1602  1600  600  720

회의 테이블
OST1401  1400  800  720 
OST1801  1800  800  720

좌식 3단 서랍
OSR3002L/R  800  400  420

5단 서랍
OSR5001  316  386  513

회의 테이블 (배선덕트)
OST1402  1400  800  720 
OST1802  1800  800  720

원형 테이블
OST0603   Ø600  715 
OST0703   Ø700  715

원형 테이블
OST0903   Ø900  728

스크린 데스크
OSD1204L/R  1218  719  1110 
OSD1404L/R  1418  719  1110 
OSD1604L/R  1618  719  1110

컴퓨터 데스크
OSD1203  1200  700  720 
OSD1403  1400  700  720 
OSD1603  1600  700  720

전동 높이조절 데스크
OSD1201  1200  700  720~1150 
OSD1401  1400  700  720~1150 
OSD1601  1600  700  720~1150

데스크 전면 스크린
OSN1101  1140  155  600 
OSN1301  1340  155  600 
OSN1501  1540  155  600

스탠딩 테이블
OST1204  1200  600  1030

데스크 전면 스크린 (액세서리바)
OSN1102  1140  155  600 
OSN1302  1340  155  600 
OSN1502  1540  155  600

스크린 데스크 전면 스크린
OSN0803  870  155  600 
OSN1003  1070  155  600 
OSN1203  1270  155  600

스크린 데스크 전면 스크린 (액세서리바)
OSN0804  870  155  600 
OSN1004  1070  155  600 
OSN1204  1270  155  600

데스크

액세서리

책장

PC 본체 받침대
OSA0001  400  285  218

모니터 받침대
OSA0003  600  200  98

옵션 선반
OSA0002  550  225  65

3단 책장
OSC0601  600  290  1110

5단 책장
OSC0602  600  290  1806

3단 코너 캐비닛
OSC0603  600  600  1110

5단 코너 캐비닛
OSC0604  600  600  1806

브릿지 선반
OSA0004  400  368  290 
OSA0005  600  368  290

책장 도어
OSC0600  297  18  718

Colors

• 코너장 도어 부착 불가능

• 스크린 데스크용

• 코너장 도어 부착 불가능

Melamine Painting

KC175KM230

상판/몸통

KM232

상판/몸통

F464PF475P

Fabric

F459P F461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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