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DUCATION series
Educational desk series [ 교육용 테이블 시리즈 ]

친환경 자재와 세련된 디자인, 실용성과 견고성을 모두 갖춘, 더 나은 교육 환경으로 미래를 꿈꾸는 이들을 위한 교육용 가구 시스템입니다.
They are the educational furniture system with the eco-friendly materials and refine designs including practicality and strength for the
people who dream the future in the better education enviro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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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UCATION series

EDUCATION SERIES

COLOR SAMPLE

Educational desk series [ 교육용 테이블 시리즈 ]

SAND
GRAY

DESK

LIGHT
CHERRY

MANFUL
BEECH

I 학생용 책상 (CL-101 SERIES)

Detail

견고하고 안정감 있는 디자인.
만족할 수 있는 편리한 높낮이 조절 방식.
심플하면서도 중후한 맞춤형 책상.
수업의 효율성을 극대화 시킴으로 장시간 수업시 피로감 해소.

학생용 책상
CL-101-R-M W650 D450 H580/700
CL-101-R-L W650 D450 H640/760

solid and stable design.
assembly method for its satisfactory height.
simple and dignifying tailored table.
Reducing the tiredness through optimizing its efficiency during long hours lecture.

학생용 책상
CL-101-R-B-M W650 D450 H580/700
CL-101-R-B-L W650 D450 H640/760

높낮이 조절
사용자의 편리함을 위해 높낮이를 조절할 수
있도록 만들어 졌습니다.

It is adjustable height for the
convenience.

법랑
유리처럼 단단한 표면 강도를 갖고 있어 낙서 방지 및 긁힘 방지 효과,
기존 상판에 비해 스크레치등 외부 충격에 강하며 내마모성, 내화학성,
세련된 디자인은 물론 납 성분이 없는 친환경 제품입니다.

학생용 책상
CL-101-R-C-M W650 D450 H580/700
CL-101-R-C-L W650 D450 H640/760

The solid surface like glass has effects of preventing scribbles and
scratches, which are stronger resistance of shocks including scratches,
abrasion and chemical unlike other ordinary boards, as well as refine
designs and eco-friendly products of lead free.

책상 상판 (우레탄)

CLS-W01

매직이나 기타 잘 지워지지 않는 낙서를
물걸레만으로 쉽게 지울 수있고 강화유리
같은 강도로 흠집이 잘나지 않는 반영구적
사용이 가능한 상판입니다.

W450 X D650 X H19

DESK

I 학생용 책상 (CL-102 SERIES)

It is easy to remove the stubborn
stains with water and possible to
use it semi-permanent with hardly
scratches because of its strength
like the same as the chilled glass.

책상 상판 (일반형)

CLS-101

W450 X D650 X H19

책상 상판 (법랑)

CLS-B01

W450 X D650 X H19

학생용 책상
CL-102-R-M W650 D450 H580/700
CL-102-R-L W650 D450 H640/7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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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용 책상
CL-102-R-C-M W650 D450 H580/700
CL-102-R-C-L W650 D450 H640/7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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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UCATION series

EDUCATION SERIES

COLOR SAMPLE

Educational desk series [ 교육용 테이블 시리즈 ]

SAND
GRAY

DESK

DESK

I 학생용 책상 (CL-104 SERIES)

학생용 책상
CL-104-R-M W650 D450 H580/700
CL-104-R-L W650 D450 H640/760

학생용 책상
CL-104-R-B-M W650 D450 H580/700
CL-104-R-B-L W650 D450 H640/760

LIGHT
CHERRY

I 학생용 책상 (CL-106/107/109 SERIES)

학생용 책상
CL-106-B-3
CL-106-B-4
CL-106-B-5
CL-106-B-6

학생용 책상
CL-104-R-C-M W650 D450 H580/700
CL-104-R-C-L W650 D450 H640/760

Detail
DESK

MANFUL
BEECH

W650 D450 H580
W650 D450 H640
W650 D450 H700
W650 D450 H760

학생용 책상
CLKS-106-3
CLKS-106-4
CLKS-106-5
CLKS-106-6

W650 D450 H580
W650 D450 H640
W650 D450 H700
W650 D450 H760

학생용 책상
CLKS-107-3
CLKS-107-4
CLKS-107-5
CLKS-107-6

W650 D450 H580
W650 D450 H640
W650 D450 H700
W650 D450 H760

LECTERN

I 학생용 책상 (CL-105 SERIES)

학생용 책상
CL-106-C-5 W650 D450 H700
CL-106-C-6 W650 D450 H760

졸음방지용 책상
CL-109-1 W650 D450 H1050

I 사회대

하부에 선반이 있어 좁은 강연대 상판을
보조하여 사용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학생용 책상
CL-105-R-M W650 D450 H580/700
CL-105-R-L W650 D450 H640/760

학생용 책상
CL-105-R-C-M W650 D450 H580/700
CL-105-R-C-L W650 D450 H640/7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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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helf on the lower part is
convenient for the users to
assist the board of the lecture
table.

강연대 (라믹스 상판)
CL-55 W780 D630 H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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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UCATION SERIES

Detail

Educational Chair series [ 교육용 의자 시리즈 ]

COLOR SAMPLE

1

2

3
SAND
GRAY

LIGHT
CHERRY

MANFUL
BEECH

1. 가림판
개인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 타공된 앞가림판을 부착하여 기능은 물론 심미성까지 추구하였습니다.
2. 스틸 선반
의자 하부에 Steel 선반이 부착되어 가방이나 물품을 보관할 수 있습니다.
3. 필기구 홀더
상판에 사출 성형된 필기구 홀더를 설치하여 필기구의 흘러내림을 방지합니다.
1. BLIND OF DESK
It is added the perforated front blind for protecting the privacy as well as pursuing refinement.
2. STEEL SHELF
The steel shelf on the lower part of the chair makes it possible to keep bags and other objects.
3. WRITING ARTICLES HOLDER
The writing articles holder is installed with the injection molding on the board for preventing
the writing articles from rolling down.

CHAIR

DESK & CHIAR

I 교실용 의자

교실용 의자
CL-201-M W400 D380 H340/420
CL-201-L W400 D380 H380/460

교실용 의자
CL-203 W400 D380 H340/420

교실용 의자
CLKS-205-3
CLKS-205-4
CLKS-205-5
CLKS-205-6

W360 D320 H340
W380 D340 H380
W400 D380 H420
W400 D380 H460

교실용 의자
CL-202-M W400 D380 H340/420
CL-202-L W400 D400 H380/460

교실용 의자
CL-204 W400 D400 H380/460

교실용 의자
CLKS-206-3
CLKS-206-4
CLKS-206-5
CLKS-206-6

W360 D320 H340
W380 D340 H380
W400 D400 H420
W400 D400 H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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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수강용 책걸상

수강용 책걸상
(일체형/우레탄상판)
CL-504A W600 D910 H820

수강용 책걸상
(일체형/범랑상판)
CL-505A W600 D910 H820

수강용 책걸상
(일체형/라믹스상판)
CL-506A W600 D910 H820

수강용 책걸상
(일체형/우레탄상판)
CL-504B W600 D910 H820

수강용 책걸상
(일체형/범랑상판)
CL-505B W600 D910 H820

수강용 책걸상
(일체형/라믹스상판)
CL-506B W600 D910 H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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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RMITORY series

EDUCATION SERIES

Dormitory bed Series [기숙사 침대 시리즈 ]

여유있는 개인 공간의 확보가 가능하며, 학습으로 인한 피로와 스트레스를 풀어주는 산뜻한 망펄 비취칼라 사용으로 나만의 편안하고 아늑한 공간을 느낄 수 있습니다.
Relieve stress and fatigue caused by learning that a neat color jade manful beech use of personal space in the free and secure own can feel comfortable and cozy space.

Detail
1

2

3

2층 난간 보호대

사다리

수납장

안전사고 발생을 저지시키는 철재
보호대는 사용자의 안전을 우선으로
하는 디자인.

최소한의 공간에서도 효율적인
기능을 발휘하는 사다리.

침대 하부에 목재 서랍을 추가하여
수납의 편의성과 효율성 극대화.

The ladder functioning
efficiently in the minimal space

Adding the wood drawer on
the lower part of the bed for
convenience and efficiency of
the storage

The steel protector for
preventing from accidents is
designed prior to the user’s
safety.

Bed

I 복합형 침대

복합형 침대 [매트리스 별도]
CL-2107 W2050 D1040 H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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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RMITORY series

EDUCATION SERIES

Dormitory bed Series [기숙사 침대 시리즈 ]

Detail

Bed

1

2

3

2층 난간 보호대

사다리

수납장

안전사고 발생을 저지시키는 철재
보호대는 사용자의 안전을 우선으로
하는 디자인.

최소한의 공간에서도 효율적인
기능을 발휘하는 사다리.

침대 하부에 목재 서랍을 추가하여
수납의 편의성과 효율성 극대화.

2nd floor railing guard
The steel protector for
preventing from accidents is
designed prior to the user’s
safety.

Ladder
The ladder functioning
efficiently in the minimal space

Cabinets
Adding the wood drawer on
the lower part of the bed for
convenience and efficiency of
the storage

Bed

I 2층 침대

2층 침대 후레임
MS-2103 W2050 D1040 H1945

2층 침대 [매트리스 별도]
CL-2103 W2050 D1040 H1945

2층 침대 후레임
MS-2104 W2050 D1040 H1945

2층 침대 서랍형 [매트리스 별도]
CL-2104 W2050 D1040 H1945

I 1층 침대

1층 침대 후레임
MS-2101 W2050 D1040 H785

1층 침대 [매트리스 별도]
CL-2101 W2050 D1040 H785

1층 침대 후레임
MS-2108 W2080 D790 H650

1층 침대 [매트리스 별도]
CL-2108 W2080 D790 H650

1층 침대 후레임
MS-2102 W2050 D1040 H785

1층 침대 서랍형 [매트리스 별도]
CL-2102 W2050 D1040 H785

2층 침대 후레임
MS-2109 W2080 D790 H1700

2층 침대 [매트리스 별도]
CL-2109 W2080 D790 H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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