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ONFERENCE
Table
회의용 테이블은 간결하고 세련된 디자인으로 회의의 집중
도를 높여 차별화된 컨퍼런스 공간을 제공합나다.
규격과 컬러도 다양해서 선택의 폭이 넓으며 결합방식으로
설계되어 일반 미팅공간에서 대회의실에 이르기까지 
현대의 사무시스템에서 요구하는 다채로운 커뮤니케이션
형태에 유연하게 대응합니다.
하부구조는 메탈 소재로 A형 다리에 빔을 결합하여 
견고하고 안정감이 뛰어날 뿐아니라 회의용 테이블의 
확장 구조을 가능케 합니다.
또한 테이블 하단에 수평 덕트를 결합하여 멀티콘센트와
랜선 등을 내장하고 전선캡을 활용해  각종 전선을 공급하여
회의중 노트북이나 통신기기 각종 사무기기 사용이 편리합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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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용탁자

AND3211C
W3200 x D1100 x H730   
G 23866800 ₩ 575,000   
AND4011C
W4000 x D1100 x H730   
G 23866799 ₩ 630,000   
AND4811C
W4800 x D1100 x H730   
G 23866798 ₩ 705,000   

회의용탁자

AND3211CM
W3200 x D1100 x H730   
G 23863303 ₩ 345,000  
AND4011CM
W4000 x D1100 x H730   
G 23863304 ₩ 705,000  
AND4811CM
W4800 x D1100 x H730   
G 23863305 ₩ 775,000  

간결한 엔드리스 결합

다리와 보강바로 구성된 프레임을 
메탈소재로 견고하며 간결한 조립방
식으로 짧은 시간에 다양한 구성과
엔드리스 결합이 가능한 경제적인 
시스템입니다.

테이블 배선 솔루션

회의용 테이블의 상판에 멀티탭과 
랜포트들을 내장하여 깔끔한 배선 
정리와 회의시 IT, OA 기능의 
편리성을 높였습니다.

엣지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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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정감있는 레그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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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직배선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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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용탁자 (연결형)

AND5611C
W5600 x D1100 x H730
G 23866797 ₩ 775,000   

회의용탁자 (연결형)

AND5611CM
W5600 x D1100 x H730
G 23863306 ₩ 84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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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형탁자

FD090
∅900 x H720   
G 23876932 ₩ 135,000   
FD0100
∅1000 x H720   
G 23876933 ₩ 150,000  
FD0120
∅1200 x H720   
G 23876934 ₩ 155,000   

회의용탁자

AND1890C
W1800 x D900 x H730   
G 23861413 ₩ 345,000   
AND2110C
W2100 x D1000 x H730   
G 23861414 ₩ 335,000   
AND2411C
W2400 x D1100 x H730   
G 23866801 ₩ 355,000   

회의용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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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형탁자

AND0083
∅800 x H730   
G 23861415 ₩ 145,000  
AND0104
∅1000 x H730   
G 23861416 ₩ 190,000  
AND0124
∅1200 x H730   
G 23861417 ₩ 2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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