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NOTHER WAY
Executive Compact
모던한 형태와 다양한 공간에 어울릴 수 있는 
중역용 가구시리즈 입니다. 다크우드 컬러의 상판과 
블랙의 메탈 프레임이 고급스럽고 중후한 분위기를 
연출합니다.
사이드 크레덴자와의 조합을 통해 자주 사용하는 
물건들을 수납할 수 있어 사용자의 필요에 따라 
효율적인 배치, 활용이 가능합니다.
간결하지만 책장, 옷장, 서랍 등 다양한 수납 공간을 
갖춘 캐비닛 시스템과 책상, 회의용 테이블의 
효율적인 배선 시스템으로 PC나 통신, 사무기기 등 
사용이 편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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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배선 솔루션

데스크상판에 멀티탭과 랜포트들을 
내장하여 깔끔한 배선 정리와 
사용의 편리성을 높였습니다

간결한 앞가림판 

심플하고 세련된 느낌의 데스크 
앞가림판은 사용자의 하체를 타인의
시선으로부터 자유롭게하는 에티켓
구성으로 간편하게 연결되며 조립과
해체가 용이합니다.

핸들리스도어 서랍

전면에서 손잡이가 보이지않게 심플한
디자인을 강조한 서랍의 손잡이는 
측면을 45°컷팅하여 측면에서 
가볍게 열 수 있게 디자인 되었습니다.

패드형 전자키

명함 크기만한 패드형 전자키는 
별도의 키없이 입력번호로 잠금 및
해제할 수 있으며 밝은 조명으로 
편리함을 더했습니다.

안정감있는 레그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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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k

책상

책상 / 책장 / 회의용탁자

ANDP1890DM
W1800 x D900 x H730
G 23861412
₩ 610,000

Cabinet

책장

DACP103LX L/R
W1000 x D500 x H730
G 23875359 
₩ 5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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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ference Table

회의용 탁자

AND1890CM
W1800 x D900 x H730
G 23863300 ₩ 350,000
AND2110CM
W2100 x D1000 x H730
G 23863301 ₩ 375,000 
AND2411CM
W2400 x D1100 x H730
G 23863302 ₩ 390,000 

데스크 배선 솔루션

데스크상판에 멀티탭과 랜포트들을 
내장하여 깔끔한 배선 정리와 사용의
편리성을 높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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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옷장

옷장 내부에는 돌출형 옷걸이가 있어
외투를 수납하기에 편리하며,
거울과 악세서리 선반으로 사용자의
만족도를 높이고 댐핑힌지를 적용하여
소음을 최소화 하였습니다.

AL 유리도어

메탈릭 실버 색상의 알루미늄 
프레임 유리도어는 내구성이 우수하며 
외관이 미려합니다.

AL 매립형 손잡이

실버컬러의 삽입형 손잡이는 돌출되지
않아 지나다니며 걸리지 않고 깔끔해서
장식장의 디자인 포인로 돋보입니다.

높낮이 조절탭

고르지 않은 바닥에서도 높낮이를 
최대 25mm 조절함으로써 캐비넷
간의 높낮이 맞춤이 용이하여 어떠한
장소에도 안정되게 캐비넷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Cabinet

4단 도어

BACP064D L/R
W600 x D414 x H1525
G 23861422 
₩ 216,300 

4단 도어

BACP084D
W800 x D414 x H1525
G 23861421 
₩ 276,800 

4단 상부유리 

BAC384GK
W800 x D414 x H1525
G 23875356 
₩ 340,000 

Cabinet

5단 도어 

BAC065D L/R
W600 x D414 x H1889
G 23867800 
₩ 232,900 

5단 도어 

BAC085D
W800 x D414 x H1889
G 23863347 
₩ 298,900 

5단 상부유리 

BAC385GK
W800 x D414 x H1889
G 23875357 
₩ 375,000

wardrobe

4단 옷장

BACP564D L/R
W600 x D414 x H1525
G 23863350 
₩ 580,000

5단 옷장

BACP565D L/R
W600 x D414 x H1889
G 23863349 
₩ 5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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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비닛 / 책장 / 옷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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