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NOTHER WAY
Office
“어나더웨이(Another Way)는 사용자의 요구를 만족시키며
독립성, 다양성, 개방성을 추구하는 소통형 시스템가구입니다.
간결하면서 확장결합이 자유로운 모듈시스템으로 다양한 
레이아웃 구성을 통해 업무의 특성에 맞게 설치가 가능하며
“A형”의 메탈 다리와 프레임을 베이직으로 책상 상판과 
수납 시스템을 유기적으로 조합시켜 실용성을 극대화했습니다.
따라서 변화에 대한 대응이 빨라 조직의 변경이나 업무 
내용의 변화, 정보 시스템의 진보 등 모든 변화 요소에 
유연하게 대응하며 시대적 감성에 맞춘 간결한 디자인으로 
쾌적하고 효율적인 사무 공간을 연출합니다. 
심플한 White와 세련된 Wood Pattern 등 4종의 컬러 패턴을
운용하므로 공간 분위기에 어울리는 마감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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엣지마감

친환경 소재인 ABS 멀티 엣지를 
사용하여 환경을 배려했으며
상판 컬러와 더블톤의 부드러운 
매치로 세련미를 더했습니다. 

배선네트

상판 하부의 파워 멀티 콘센트 홀더를
네트방식으로 디자인하여 유연함과 
심플하고 편리한 와이어 매니지먼트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수직배선 시스템

탈착식 메탈 커버로 마감되는 다리
내부에는 수직 배선을 위한 충분한
공간이 확보되어 있으며, 바닥에서
올라온 전선은 상판 뒷면의 배선캡을
통해 공급됩니다.

안정감있는 레그탭

원형의 디자인에 높이조절이 가능한
탭장치는 레벨러의 높이가 낮아 제품을
더욱 안정적으로 만들어주고, 손쉽게
높낮이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오픈방식의 배선캡

데스크 상판에 설치된 배선캡은 
5개의 배선홀로 상판 전선을 깔끔하게
정리해 배선활용의 효율성을 높였습
니다.

PC 캐비닛 통풍구 및 배선홀

PC캐비닛 후면에 통풍구와 배선홀이
있어 본체에서 나오는 열기도 환기하고
후면 배선작업도 편리합니다.

PC 캐비닛

180°개폐가 가능한 캐비넷 도어에 PC거치대가 부착되어 PC사용이 
편리하고 후면배선작업도 용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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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tended Desk

컴퓨터책상

AND1680UPC L/R
W1600 x D800 x H730   
G 23871618 ₩ 386,000 
AND1880UPC L/R
W1800 x D800 x H730   
G 23871619 ₩ 391,000   

Side Desk

보조책상

AND6050S
W600 x D500 x H730   
G 23867805 ₩ 90,000 
AND8050S
W800 x D500 x H730   
G 23867804 ₩ 97,200  
AND1050S
W1000 x D500 x H730   
G 23867802 ₩ 110,000  
AND1250S
W1200 x D500 x H730   
G 23867803 ₩ 111,900  

SEAGERO OFFICE FURNITURE

Desk

Another Way_Office

책상

AND1280D
W1200 x D800 x H730   
G 23821557 ₩ 174,200 
AND1480D
W1400 x D800 x H730   
G 23823021 ₩ 188,000 
AND1680D
W1600 x D800 x H730   
G 23823022 ₩ 193,000 
AND1880D
W1800 x D800 x H730   
G 23823023 ₩ 207,200 

Bench Desk

회의용탁자

AND1216BM
W1200 x D1600 x H730   
G 23863296 ₩ 335,000 
AND1416BM
W1400 x D1600 x H730  
G 23863297 ₩ 380,000  
AND1616BM
W1600 x D1600 x H730   
G 23863298 ₩ 400,000  
AND1816BM
W1800 x D1600 x H730   
G 23863299 ₩ 42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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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트 메이플 망펄비치 아카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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