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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lution  for  the  eco  office

ㅣ주ㅣ세계로는 사무용 파티션과 사무용 시스템가구를 개발, 생산하는 전문업체로 

 사회와 공존하는 경영을 실현하고 환경 보존에 대한 기업의 책임을 이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제품은 인간(Human)에게 있어 가장 편안하고 안전한 

 디자인을 추구하며 친환경 소재를 중심으로 개발합니다. 

 가구의 기획 및  설계 단계에서부터 자연과 인간을 생각하며 100% 재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미래 소재인 스틸소재와 공법, 재활용성 등에 대해 충분한 검토 과정을 

 거치는 프로세스를 운영해오고 있으며 제품의 활용성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습니다.

ㅣ주ㅣ세계로는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을 만드는 것이 고객의 비용을 절감할 뿐만 아니라 

 환경에 미치는 피해도 가장 줄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에, 환경에 덜 유해한 소재와 생산 공법을 개발하는 동시에 모듈을 체계화하여 

 어떠한 변화에도 유연성있게 대처할 수 있는 시스템의 이노베이션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인간, 환경, 지속 가능한 가치창조 - 

ㅣ주ㅣ세계로가 추구하는 이노베이션의 중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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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us Workstation
파티션과 가구의 넓이와 높이, 프레임, 수납 워크스테이션의 

유기적인 결합과 확장 유연성 있는 자유로운 공간구성

Personalized Office
사용자의 편리성과 프라이버시를 생각하며 마련한 공간들

Open & Private Office 
용도에 따라 최적의 공간을 완성할 수 있는 파티션 & 오피스 시스템

Economic & Comfortable
파티션의 수직면을 활용해 결합방식으로 디자인한 다양한 수납 액세서리

IT & Wiring System
정보, 통신, 파워의 시스템화를 위한 100% 내장 배선 솔루션

Office Image & Color Combination
다채로운 색상 변화와 시스템가구가 연출하는 개성있는 공간 이미지

SEAGERO��
OFFICE
FURNITURE

파티션전문회사 ㅣ주ㅣ세계로는 기업의조직, 
비즈니스의 공간, 시간과 사람, 업무의 효율성 등 
사무환경을 꾸준히 분석하고 오피스시스템가구 
디자인을 연구, 개발해왔습니다. 
이런 노력의 성과로 공간의 활용성, 가변성,
쾌적성, 커뮤니케이션의 원할성, 정보관리의 
효율성 등 미래 사무실의 필수 기능을 확보하고 
파티션과 데스크로 완성되는 워크스테이션을 
선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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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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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esty Panel

가림판

ANDP1890UP
W1570 x D18 x H300

SEAGERO OFFICE FURNITURE

features /

Desk

Another Way_Executive Compact Off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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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나더 중역용 데스크

ANDP1890DM
W1800 x D900 x H730

Cabinet

어나더 중역용 사이드 오픈 캐비닛

DACP103LX L/R
W1000 x D500 x H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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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AGERO OFFICE FURNITURE Another Way_Executive Compact Office

Sofa Table

어나더 소파 테이블

ANDP1260DS
W1200 x D600 x H495

어나더 소파 테이블

ANDP0085DS
W800 x D520 x H495

소파테이블 미니서랍

테이블 하단에 장착된 미니서랍으로
작은 아이템 정리에 효과적입니다. 
미팅시 필요한 다양한 문구류들을 
원하는 위치에 놓고 수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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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ference Table

어나더 회의용 테이블

AND1890CM
W1800 x D900 x H730
AND2110CM
W2100 x D1000 x H730
AND2411CM
W2400 x D1100 x H730

데스크 배선 솔루션

데스크상판에 멀티탭과 랜포트들을 
내장하여 깔끔한 배선 정리와 사용의
편리성을 높였습니다.

Cabinet

4단 도어 캐비닛

BACP064D L/R
W600 x D414 x H1525

4단 도어 캐비닛

BACP084D
W800 x D414 x H1525

4단 상부유리 캐비닛

BACP384GK
W800 x D414 x H1525

Cabinet

5단 도어 캐비닛

BACP065D L/R
W600 x D414 x H1889

5단 도어 캐비닛

BACP085D
W800 x D414 x H1889

5단 상부유리 캐비닛

BACP385GK
W800 x D414 x H1889

wardrobe

4단 옷장

BACP564D L/R
W600 x D414 x H1525

5단 옷장

BACP565D L/R
W600 x D414 x H18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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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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eatures /

SEAGERO OFFICE FURNITURE Another Way_Office

ANOTHER WAY
Office

white

Light wood

Oak

Dark w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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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tended Desk

어나더 편수형 데스크 (하부장)

AND1680UP L/R
W1600 x D800 x H730
AND1880UP L/R
W1800 x D800 x H730

어나더 편수형 데스크 (PC장)

AND1680UPC L/R
W1600 x D800 x H730
AND1880UPC L/R
W1800 x D800 x H730

Side Desk

어나더 사이드 데스크

AND6050S
W600 x D500 x H730
AND8050S
W800 x D500 x H730
AND1050S
W1000 x D500 x H730
AND1250S
W1200 x D500 x H730

SEAGERO OFFICE FURNITURE

Desk

Another Way_Office

어나더 일반형 데스크

AND1280D
W1200 x D800 x H730
AND1480D
W1400 x D800 x H730
AND1680D
W1600 x D800 x H730
AND1880D
W1800 x D800 x H730

Bench Desk

어나더 벤치형 데스크

AND1216BM
W1200 x D1600 x H730
AND1416BM
W1400 x D1600 x H730
AND1616BM
W1600 x D1600 x H730
AND1816BM
W1800 x D1600 x H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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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KRA
Office
오크라시리즈는 메탈소재의 사각다리와 다리를 결합
해주는 메탈빔으로 구성되 하부 프레임과 상판의 더블구조
로 설계된 시스템가구입니다. 독립 구성의 데스크를 비롯해 
직렬배열과 병렬배열 등 데스크의 다양한 
모듈구성은 효율적인 사무실 공간으로 만들어 줍니다.
따라서 다리를 연결하는 구조체인 각종 Connector를 
활용하여 데스크 상판의 사이즈나 형태에 맞게 
조립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효율적인 개인 
업무공간 활용을 위해 하부장과 기능성 스크린을 
적용하여 실용성을 높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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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atures /

유닛방식의 프레임

다리 프레임과 상판의 결합이 매우
안정적이며 쉽게 조립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간결한 엔드리스 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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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명 전선 클립

데스크 배선홈에서 내려오는 전선은
데스크 다리에 끼울 수 있는 투명 
전선 클립을 통해 깔끔하게 배선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높낮이 조절탭

높낮이 조절탭은 고르지 않은
바닥에서 높낮이를 조절하여 
데스크를 보다 안정적으로 조립 
마감할 수 있습니다.

OKRA
Office

SEAGERO OFFICE FURNITURE Okra_Off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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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AGERO OFFICE FURNITURE Okra_Office

Extended Desk

오크라 편수형 데스크 (하부장)

SOD1680UP L/R
W1600 x D800 x H720
SOD1880UP L/R
W1800 x D800 x H720

오크라 편수형 데스크 (PC장)

SOD1680UPC L/R
W1600 x D800 x H720
SOD1880UPC L/R
W1800 x D800 x H720

Side Desk

오크라 사이드 데스크

SOD6050S
W600 x D500 x H720
SOD8050S
W800 x D500 x H720
SOD1050S
W1000 x D500 x H720
SOD1250S
W1200 x D500 x H720

Desk

오크라 일반형 데스크

SOD1280D
W1200 x D800 x H720
SOD1480D
W1400 x D800 x H720
SOD1680D
W1600 x D800 x H720
SOD1880D
W1800 x D800 x H720

Conference Table

오크라 회의용 테이블

SOD1890CM
W1800 x D900 x H720

오크라 회의용 테이블

SOD2010CM
W2000 x D1000 x H720

오크라 회의용 테이블

SOD2411CM
W2400 x D1100 x H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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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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32

SEAGERO OFFICE FURNITURE Office_Conference Table

Conference Table

원형 테이블

AND0083
∅800 x H730
AND0104
∅1000 x H730
AND0124
∅1200 x H730

회의용 테이블

AND1890CM
W1800 x D900 x H730
AND2110CM
W2100 x D1000 x H730
AND2411CM
W2400 x D1100 x H730

회의용 테이블

AND3211CM
W3200 x D1100 x H730
AND4011CM
W4000 x D1100 x H730
AND4811CM
W4800 x D1100 x H730

간결한 엔드리스 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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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eatur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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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용 테이블 (연결형)

AND5611CM
W5600 x D1100 x H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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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sem
간결한 디자인과 합리적인 수납기능의 서랍시스템은 
사무실에서 요구되는 다양하고 기능적인 쓰임의 
수납공간이 짜임새있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양한 사무용품을 구분해 보관할 수 있는 펜슬트레이, 
서류 전용의 화일서랍, 디바이더로 응용해 사용하는 
다용도서랍 등 기능에 따라 다양한 모델로 설계되었습니다.
또한 잠금장치도 일반 키방식 외에도 전자식, 번호판식으로
개발하였으며 서랍통 하단의 후면에는 캐스터와 전면에는
고정탭을 장착하여 이동과 고정, 양면에서의 편리성을 
배가했습니다. 

STOR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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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AGERO OFFICE FURNITURE Pedestal

features /

코어 분리형 키방식

키 분실시 간편하게 키 코어만을 
교체할 수 있어 경제성 및 
A/S편리성이 뛰어납니다.

패드형 전자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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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핸들리스 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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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낮이조절 발굽

불규칙한 바닥면을 높이조절을 통하여
수평을 맞춰 보다 안정적으로 설치가
가능합니다.

다이얼키

키분실 없이 비밀번호로 안전하고
편리하게 서랍보관이 가능합니다.

Pedestal

2단 이동서랍

DAF0302X
W403 x D580 x H595

3단 이동서랍

DAF0303X
W403 x D580 x H595

Pedestal with Electronic Key

2단 이동서랍

DAF0302XEK
W403 x D580 x H595

3단 이동서랍

DAF0303XEK
W403 x D580 x H595

2단 이동서랍

DAF0302Y
W403 x D580 x H595

3단 이동서랍

DAF0303Y
W403 x D580 x H595

2단 이동서랍

DAF0302YEK
W403 x D580 x H595

3단 이동서랍

DAF0303YEK
W403 x D580 x H595

2단 이동서랍

DAF0302Z
W403 x D580 x H595

3단 이동서랍

DAF0303Z
W403 x D580 x H595

2단 이동서랍

DAF0302ZEK
W403 x D580 x H595

3단 이동서랍

DAF0303ZEK
W403 x D580 x H595

Pedestal (Pendrawer type)

3단 이동서랍

DAP0303Y
W403 x D580 x H595

3단 이동서랍

DAP0303Z
W403 x D580 x H595

Pedestal (Pendrawer type) with Dial Key

3단 이동서랍

DAP0303YDK
W403 x D580 x H595

3단 이동서랍

DAP0303ZDK
W403 x D580 x H595

STORAGE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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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AGERO OFFICE FURNITURE Combi  Side Cabinet

features /

편리한 더블 잠금장치

캐비닛 도어를 열쇠로 잠그면 
연결된 서랍의 잠금 장치도 함께 
잠기는 더블 잠금장치입니다. 

Combi Side Cabinet

2단 콤비 사이드 캐비닛

DAC182 L/R
W800 x D500 x H617

3단 콤비 사이드 캐비닛

DAC103 L/R
W1000 x D500 x H617

2단 콤비 사이드 캐비닛

DAC102 L/R
W1000 x D500 x H617

3단 콤비 사이드 캐비닛

DAC183 L/R
W800 x D500 x H617

2단 콤비 사이드 캐비닛 (보조상판)

DAC182S L/R
W800 x D500 x H730 (오크라 H720)

3단 콤비 사이드 캐비닛 (보조상판)

DAC103S L/R
W1000 x D500 x H730 (오크라 H720)

2단 콤비 사이드 캐비닛 (보조상판)

DAC102S L/R
W1000 x D500 x H730 (오크라 H720)

3단 콤비 사이드 캐비닛 (보조상판)

DAC183S L/R
W800 x D500 x H730 (오크라 H720)

Combi Side Cabinet with T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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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낮이조절 발굽

불규칙한 바닥면을 높이조절을 통하여
수평을 맞춰 보다 안정적으로 설치가
가능합니다.

STORAGE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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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AGERO OFFICE FURNITURE Top Storage

features /

탑스토리지 미니서랍

테이블 상측면에 결합해 수납공간으로 사용하는 탑스토리 하단의 
미니서랍은 캐비닛에서 보관하기 힘든 작은 아이템 정리에 
효과적입니다. 

슬라이딩 방식 도어

서랍 내부는 플라스틱 재질로 위생적이고, 부드러운 슬라이딩 
레일을 적용해 개폐가 용이하며 체계적인 수납이 가능합니다.

Top 

탑 스토리지 독립형

DAC080F
W340 x D800 x H430

탑 스토리지 고정형

DAC116T L/R
W340 x D1595 x H543
DAC118T L/R
W340 x D1795 x H543

Top  (Fixed)

STORAGE_

Storage

Stor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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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AGERO OFFICE FURNITURE Cabinet System

AL 매립형 손잡이

실버컬러의 매립형 손잡이는 돌출되지
않아 지나다니며 걸리지 않고 깔끔
해서 장식장의 디자인 포인로 돋보입
니다.

유리도어 손잡이

실버컬러의 유리도어 손잡이로 유리
파손을 줄이기 위해 연질의 고무와
함께 사용됩니다.

유리도어 잠금장치

실버컬러의 유리도어 잠금장치로 
유리파손을 줄이기 위해 연질의 
고무와 함께 사용됩니다.

댐핑힌지

댐핑힌지를 적용하여 도어 개폐시 
소음을 최소화 하였습니다.

4 Shelves Cabinet (w:600)

5 Shelves Cabinet (w:600)

6 Shelves Cabinet (w:600)

6단 오픈 캐비닛

BAC066
W600 x D414 x H2253

6단 도어 캐비닛

BAC066D L/R
W600 x D414 x H2253

5단 오픈 캐비닛

BAC065
W600 x D414 x H1889

5단 도어 캐비닛

BAC065D L/R
W600 x D414 x H1889

4단 오픈 캐비닛

BAC064
W600 x D414 x H1525

4단 도어 캐비닛

BAC064D L/R
W600 x D414 x H1525

CABINET
System
IT와 OA 중심의 오피스 환경에서 정보와 데이터의 
수납문제는 쾌적한 사무환경의 조성과 유지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됩니다.
“세계로 사무가구”의 캐비닛 시스템은 높은 수납효율과
규격,용도에 따라 사용하도록 사이즈를 차별화하여 정보의
흐름을 체계적으로 관리합니다. 오픈, 유리도어, 상부오픈, 
올문, 옷장 등 기능에 따라 다양하게 조합할 수 있는 
기능성 수납시스템으로 깊고 풍부한 수납공간이 돋보이며
서류와 서적, 사무자료 등을 기능별로 분리 보관이 
가능해 효율성 면에서도 매우 경제적인 책장시리즈 입니다.

STORAGE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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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Shelves Cabinet (w:800)

6 Shelves Cabinet (w:800)

5단 오픈 캐비닛

BAC085
W800 x D414 x H1889

5단 도어 캐비닛

BAC085D
W800 x D414 x H1889

5단 상부오픈 캐비닛

BAC385T
W800 x D414 x H1889

5단 상부유리 캐비닛

BAC385GK
W800 x D414 x H1889

5단 도어 캐비닛 (도어분리)

BAC085DD
W800 x D414 x H1889

2 Shelves Cabinet (w:800)

2단 오픈 캐비닛

BAC082
W800 x D414 x H800

2단 도어 캐비닛

BAC082D
W800 x D414 x H800

3 Shelves Cabinet (w:800)

3단 오픈 캐비닛

BAC083
W800 x D414 x H1161

3단 도어 캐비닛

BAC083D
W800 x D414 x H1161

3단 상부오픈 캐비닛

BAC383T
W800 x D414 x H1161

4 Shelves Cabinet (w:800)

4단 오픈 캐비닛

BAC084
W800 x D414 x H1525

4단 도어 캐비닛

BAC084D
W800 x D414 x H1525

4단 상부오픈 캐비닛

BAC384T
W800 x D414 x H1525

4단 상부유리 캐비닛

BAC384GK
W800 x D414 x H1525

4단 도어 캐비닛 (도어분리)

BAC084DD
W800 x D414 x H1525

6단 오픈 캐비닛

BAC086
W800 x D414 x H2253

6단 도어 캐비닛

BAC086D
W800 x D414 x H2253

6단 상부오픈 캐비닛

BAC386T
W800 x D414 x H2253

6단 상부유리 캐비닛

BAC386GK
W800 x D414 x H2253

6단 도어 캐비닛 (도어분리)

BAC086DD
W800 x D414 x H2253

6단 도어 캐비닛 (몸통분리)

BAC086DS
W800 x D414 x H2253

SEAGERO OFFICE FURNITURE Cabinet SystemSTORAGE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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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de wardrobe

사이드 1인 옷장

DAC521 L/R
W200 x D500 x H1161

사이드 2인 옷장 

DAC542
W400 x D500 x H1161

사이드 1인 옷장 800

DAC821 L/R
W200 x D800 x H1161

사이드 1인 멀티장

DAC541M L/R
W400 x D500 x H1161

사이드 1인 멀티장 800

DAC841M L/R
W400 x D800 x H1161

wardrobe

5단 옷장

BAC565D L/R
W600 x D414 x H1889
BAC565DM L/R
W600 x D414 x H1889

6단 옷장 

BAC566DM L/R
W600 x D414 x H2253

SEAGERO OFFICE FURNITURE Wardore System

features /

거울 + 악세서리 선반 + 넥타이걸이

도어 내부에는 장착된 거울과 악세
서리 선반, 넥타이걸이를 세트화해서 
외출 준비와 간단한 소품을 수납하기에
편리합니다.

네트 수납함

신축성 뛰어난 고무줄 네트를 이용한
수납망 입니다. 작지만 다양한 생활
소품을 보관할 수 있습니다. 

돌출형 옷걸이

옷장 내부에는 돌출형 옷걸이를 내장
하여 옷을 보관할 때 앞으로 당겨 
걸고 밀어 넣는 방식으로 공간 
활용도 좋고 수납하기도 편리합니다.

이동선반

소품의 크기나 수납의 용도에 따라
자유자재로 선반의 간격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STORAGE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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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NT
Series
능률적이고 효율적인 공간을 위한 유기적이고 
조직적인 시스템가구입니다.
편리하고 내구성이 뛰어난 품질의 시스템으로 
파티션과 스크린보드, 수납시스템의 간결한 유니트로 
무한한 공간 연출이 가능한 시스템입니다. 
상판의 웨이브와 균형 잡힌 철제다리 구조는 
사용자의 행동반경을 고려한 인체공학적인 설계로 
업무공간의 편안함과 구조적 내구성이 뛰어난 
시스템 가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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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atures /

Desk flexibility /

.....................................................
....

...
...

...
...

.....
....

...
...

...
...

...
...

...
...

...
...

....
.......

...........

배선캡

데스크 상판에 설치된 배선캡은 손쉽게
개폐되며 원형의 배선홀로 상판 전선을
깔끔하게 정리하여 배선활용의 효율
성을 높였습니다.

1인 MODULE

곡선 형태의 디자인이 업무의
흐름을 자연스럽게 유도하며 
작업영역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합니다.

2인 MODULE

최소한의 공간으로 최대한의 
공간활용이 가능한 모듈입니다.
작업자간의 독립된 작업 영역을
보장할 수 있을뿐 아니라 
작업자간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유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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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직배선 시스템

탈착식 ABS 사출 커버로 마감되는
다리측면에는 수직 배선을 위한 충분한
공간이 확보되어 있으며, 바닥에서
올라온 전선은 상판 뒷면의 전선캡을
통해 바로 IT, OA기기와 연결됩니다. 

실버 손잡이

심플한 디자인 감각이 돋보이는 
실버 손잡이를 적용했습니다. 

높낮이조절 발굽

불규칙한 바닥면을 높이조절을 통하
여 수평을 맞춰 보다 안정적으로 
설치가 가능합니다.

고탄력 우레탄 엣지 

데스크 상판의 전면 엣지는 가공도
높은 고탄력 우레탄 엣지로 마감하여
미적감각은 물론 표면 감촉과 탄력성이
뛰어납니다.

Desk Wire
Management
멀티미디어 시대의 각종 사무, 정보, 
통신기기를 책상 한 곳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일체형으로 구성된 캔트시리즈의 
배선시스템은 상판하단에 설치된 
빔서포트를 중심으로 다각도로 변하는 
사무실의 레이아웃에도 신속히 적용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캔트 U형 테이블 (수납장)

FD912F
W600 x D1200 x H720

Side Desk

캔트 U형 테이블

FD912
W600 x D1200 x H720

캔트 L형데스크

FD1470 L/R
W1400 x D1200 x H720
FD1670 L/R
W1600 x D1200 x H720
FD1870 L/R
W1800 x D1200 x H720

Desk

캔트 직선형데스크

FD0870B
W800 x D700 x H720
FD1070B
W1000 x D700 x H720
FD1270B
W1200 x D700 x H720
FD1470B
W1400 x D700 x H720
FD1670B
W1600 x D700 x H720
FD1870B
W1800 x D700 x H720

Side Pedestal

캔트 사이드 3단 서랍

FD0303Y
W400 x D450 x H720

Side Cabinet

캔트 사이드 오픈 캐비닛

FC162
W600 x D450 x H720

캔트 사이드 도어 캐비닛

FC162D
W600 x D450 x H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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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AGERO OFFICE FURNITURE

캔트 U형 테이블 (수납장)+상부장

FD912FS
W600 x D1200 x H1120

Side Desk+Top Storage

캔트 U형 테이블+상부장

FD912S
W600 x D1200 x H1120

캔트 상부장

FC060S
W596 x D205 x H400

Top Storage

캔트 상부장

FC040S
W396 x D205 x H400

Side Pedestal+Top Storage

캔트 사이드 3단 서랍+상부장

FD0303YS
W400 x D450 x H1120

Side Cabinet+Top Storage

캔트 사이드 오픈 캐비닛+상부장

FC162S
W600 x D450 x H1120

캔트 사이드 도어 캐비닛+상부장

FC162DS
W600 x D450 x H1120

코어 분리형 키방식

키 분실시 간편하게 키 코어만을 
교체할 수 있어 경제성 및 A/S편리
성이 뛰어납니다.

다이얼키

키분실 없이 비밀번호로 안전하고
편리하게 서랍보관이 가능합니다.

높낮이조절 발굽

불규칙한 바닥면을 높이조절을 통하여
수평을 맞춰 보다 안정적으로 설치가
가능합니다.

Pedestal 

캔트 2단 이동서랍

DAF0302Y
W403 x D585 x H595

캔트 3단 이동서랍

DAF0303Y
W403 x D585 x H595

Pedestal (Pendrawer type)

캔트 3단 이동서랍

DAP0303Y
W403 x D585 x H595

Pedestal (Pendrawer type) with Dialkey

캔트 3단 이동서랍

DAP0303YDK
W403 x D585 x H595

Cant Series_Stor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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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Shelves Cabinet

6 Shelves Cabinet

캔트 5단 오픈 캐비닛

BAC085
W800 x D414 x H1889

캔트 5단 도어 캐비닛

BAC085D
W800 x D414 x H1889

캔트 5단 상부오픈 캐비닛

BAC385T
W800 x D414 x H1889

2 Shelves Cabinet

캔트 2단 오픈 캐비닛

BAC082
W800 x D414 x H800

캔트 2단 도어 캐비닛

BAC082D
W800 x D414 x H800

3 Shelves Cabinet

캔트 3단 오픈 캐비닛

BAC083
W800 x D414 x H1161

캔트 3단 도어 캐비닛

BAC083D
W800 x D414 x H1161

캔트 3단 상부오픈 캐비닛

BAC383T
W800 x D414 x H1161

4 Shelves Cabinet 

캔트 4단 오픈 캐비닛

BAC084
W800 x D414 x H1525

캔트 4단 도어 캐비닛

BAC084D
W800 x D414 x H1525

캔트 4단 상부오픈 캐비닛

BAC384T
W800 x D414 x H1525

캔트 6단 오픈 캐비닛

BAC086
W800 x D414 x H2253

캔트 6단 도어 캐비닛

BAC086D
W800 x D414 x H2253

캔트 6단 상부오픈 캐비닛

BAC386T
W800 x D414 x H2253

SEAGERO OFFICE FURNITURE Cant Series_Cabinet System

캔트 4단 상부유리 캐비닛

BAC384GK
W800 x D414 x H1525

캔트 4단 도어 캐비닛 (도어분리)

BAC084DD
W800 x D414 x H1525

캔트 5단 상부유리 캐비닛

BAC385GK
W800 x D414 x H1889

캔트 5단 도어 캐비닛 (도어분리)

BAC085DD
W800 x D414 x H1889

캔트 6단 상부유리 캐비닛

BAC386GK
W800 x D414 x H2253

캔트 6단 도어 캐비닛 (도어분리)

BAC086DD
W800 x D414 x H2253

캔트 6단 도어 캐비닛 (몸통분리)

BAC086DS
W800 x D414 x H2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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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atures /

네트포켓+악세서리함

신축성 뛰어난 고무줄 네트를
이용한 포켓과 악세서리함 
입니다. 간단한 소품을 보관
하기에 편리합니다.

원터치 분리방식의 견고한 힌지

열림각이 135°힌지를 적용하여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 하였고
원터치로 도어를 분리 할 수
있어 도어파손시 교체가 용이해
경제적입니다.

네임플레이트 / 잠금장치

손잡이 기능과 잠금장치를 겸비한 손잡이는 삽입형으로 
디자인되어 안전하고 편리합니다.  

편리한 전자키

전자키는 별도의 키없이 입력
번호로 잠금 및 해제할 수 
있으며 밝은 조명으로 편리함을
더했습니다.

270。도어 경첩 

도어 오픈시 락커의 측판에
밀착되는 270。경첩 사용으로
통행에  불편을 주지 않습니다. 

Locker
System
수납함시리즈는 락커장, 사물함, 신발장, 청소함 등으로 운용됩니다.
1-2인용의 기본 모듈을 기초로 하여 각각의 독립적인 수납기능을 가지면서  
서로 결합하여 확장하는 블럭시스템으로 공간의 여유와 용도, 디자인에 따라
확장, 축소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작은 공간이라도 개인공간이 필요한 학교 및 
기숙사, 연수원에서의 다소 좁은 공간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한 수납시스템입니다. 특히 학생용 사물함은 오렌지, 블루, 화이트의 색상을
상단과 하단의 조합으로 자유로운 컬러 연출이 가능합니다. 

Locker

1인 라커 (1단 1열)

VAC511
W324 x D600 x H2200

2인 라커 (1단 2열)

VAC512
W654 x D600 x H2200

3인 라커 (1단 3열)

VAC513
W972 x D600 x H2200

Locker

4인 라커 (4단 1열)

VAC541
W324 x D600 x H2200

12인 라커 (4단 3열)

VAC543
W972 x D600 x H2200

Locker

2인 라커 (2단 1열)

VAC521
W324 x D600 x H2200

4인 라커 (2단 2열)

VAC522
W654 x D600 x H2200

6인 라커 (2단 3열)

VAC523
W972 x D600 x H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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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cker (H:950)

1인 사물함 (1단 1열)

VAC0311
W349 x D430 x H950

2인 사물함 (1단 2열)

VAC0712
W678 x D430 x H950

3인 사물함 (1단 3열)

VAC0113
W1007 x D430 x H950

Locker (H:950)

2인 사물함 (2단 1열)

VAC0321
W349 x D430 x H950

4인 사물함 (2단 2열)

VAC0722
W678 x D430 x H950

6인 사물함 (2단 3열)

VAC0123
W1007 x D430 x H950

Locker (H:950)

3인 사물함 (3단 1열)

VAC0331
W349 x D430 x H950

6인 사물함 (3단 2열)

VAC0732
W678 x D430 x H950

9인 사물함 (3단 3열)

VAC0133
W1007 x D430 x H950

Locker (H:1100)

1인 사물함 (1단 1열)

VAC1411
W413 x D430 x H1100

2인 사물함 (1단 2열)

VAC1812
W806 x D430 x H1100

3인 사물함 (1단 3열)

VAC1213
W1199 x D430 x H1100

Locker (H:1100)

2인 사물함 (2단 1열)

VAC1421
W413 x D430 x H1100

4인 사물함 (2단 2열)

VAC1822
W806 x D430 x H1100

6인 사물함 (2단 3열)

VAC1223
W1199 x D430 x H1100

Locker (H:1100)

3인 사물함 (3단 1열)

VAC1431
W413 x D430 x H1100

6인 사물함 (3단 2열)

VAC1832
W806 x D430 x H1100

9인 사물함 (3단 3열)

VAC1233
W1199 x D430 x H1100



Locker (H:1200)

2인 사물함 (2단 1열)

VAC2421
W413 x D430 x H1200

4인 사물함 (2단 2열)

VAC2822
W806 x D430 x H1200

6인 사물함 (2단 3열)

VAC2223
W1199 x D430 x H1200

Locker (H:1200)

1인 사물함 (1단 1열)

VAC2411
W413 x D430 x H1200

2인 사물함 (1단 2열)

VAC2812
W806 x D430 x H1200

3인 사물함 (1단 3열)

VAC2213
W1199 x D430 x H1200

Locker (H:1200)

3인 사물함 (3단 1열)

VAC2431
W413 x D430 x H1200

6인 사물함 (3단 2열)

VAC2832
W806 x D430 x H1200

9인 사물함 (3단 3열)

VAC2233
W1199 x D430 x H1200

6160

Locker (H:1809)

2인 사물함 (2단 1열)

VAC3421
W413 x D430 x H1809

4인 사물함 (2단 2열)

VAC3822
W806 x D430 x H1809

6인 사물함 (2단 3열)

VAC3223
W1199 x D430 x H1809

Locker (H:1809)

3인 사물함 (3단 1열)

VAC3431
W413 x D430 x H1809

6인 사물함 (3단 2열)

VAC3832
W806 x D430 x H1809

9인 사물함 (3단 3열)

VAC3233
W1199 x D430 x H1809

SEAGERO OFFICE FURNITURE Locker_Locker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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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운드 모서리

신체접촉 부위마다 라운딩으로 디자
인된 부드러운 곡선형태의 타입으로
사용자들의 안정성을 기본으로 하여
디자인 되었습니다. 

원터치 분리방식의 견고한 힌지

열림각이 135°힌지를 적용하여 안전사
고를 사전에 방지 하였고 원터치로
도어를 분리 할 수 있어 도어파손시
교체가 용이해 경제적입니다.

네임플레이트 / 잠금장치

손잡이 기능과 잠금장치를 겸비한 
손잡이는 삽입형으로 디자인되어  
안전하고 편리합니다.

Shoe Rack (H:1000)

6인 신발장 (3단 2열)

VAS1032
W600 x D400 x H1000

수납공간

청소도구함의 내부는 다양한 용품의
보관이 용이하도록 공간을 구성하
였습니다.

Cleaning Cabinet 

청소도구함

VAC9895
W800 x D430 x H950

VAC9811
W800 x D430 x H1100

VAC9812
W800 x D430 x H1200

VAC9818
W800 x D430 x H1809

SEAGERO OFFICE FURNITURE Locker_Cleaning Cabinet, Shoe Rack

9인 신발장 (3단 3열)

VAS1033
W890 x D400 x H1000

Shoe Rack (H:1303)

8인 신발장 (4단 2열)

VAS1342
W600 x D400 x H1303

12인 신발장 (4단 3열)

VAS1343
W890 x D400 x H1303

Shoe Rack (H:1606)

10인 신발장 (5단 2열)

VAS1652
W600 x D400 x H1606

15인 신발장 (5단 3열)

VAS1653
W890 x D400 x H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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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IA
Partition
파티션 전문회사 세계로의‘Maia’시리즈는 
개성있는 컬러와 견고한 구조, 이동 및 재설치가 편리한 
파티션 시스템으로 팀워크를 중시하는 사무실에서 
효율적인 공간 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모델 구성이 다양해 오픈 오피스에서 소규모 인원의 
프라이빗 오피스에 이르기 까지 꼭 맞는 공간을 구성할 수
있으며 다양한 컬러의 포인트 패브릭으로 던감각의 
세련된 분위기로 사무실을 보다 생동감 있게 꾸며
드립니다.



6766

SEAGERO OFFICE FURNITURE Maia_Partition System

오픈형 칸막이 보관함

견고하고 간결한 행잉선반은 파티션 
프레임에 결합하며 높이 조절이 가능
하며 데스크와 최단거리에 설치할 수
있어 사용이 편리합니다. 

행잉 선반, 펜꽂이, 컵홀더, 북홀더

심플한 액세서리는 가볍고, 견고한
알루미늄 소재로 모던한 공간 구성에
잘 어울리며 다양한 형태로 활용성이
뛰어납니다.

마감바(hook 방식 체결)

기존의 볼트 연결 방식이 아닌 후크
방식으로 공구가 필요 없어 설치 및
이전 재배치의 시간을 단축시켰습니다.

행잉 상판 철물

상판이 고정되도록 지지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행잉 보조 다리

보조다리를 활용하여 패널에 
데스크 상판을 행잉하는 방식으로 
워크스테이션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6구 멀티탭

과부하 차단장치가 부착된 6구 멀티탭을 활용하여
많은 IT기기들을 동시에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6구 콘센트(노출 5구+내장 1구, 프레임 고정형)
※ 렌 커플러(전송 속도 1GB 지원)

4구 멀티탭

※ 4구 콘센트 (일반 타일 고정형)
※ 렌 커플러(전송 속도 1GB 지원)

힌지벨트

열림 각도가 최대 130도로
배선 작업을 보다 쉽게 할
수 있습니다.

features /

MAIA
Partition

타일(회전 홀더, 자석 부착)

기존의 조립구조인 타일버튼과는 다르게 회전식 
타일버튼을 적용하여 조립/해체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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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잉 선반, 펜꽂이, 컵홀더, 북홀더

다양한 액세서리 탈부착이 가능한 액세서리 타
일은 조합에 따라 액세서리바로도 
활용이 가능합니다.

기능성이 돋보이는 코너선반

데드스페이스가 되기 쉬운 코너공간에 선반을
설치하여 하단부는 수납공간으로 상판은 인테리
어 공간이나 공용의 OA기기를 배치하며 파티션
기능까지 기능성이 돋보입니다.

적층 패널/적층  유리패널

탈부착이 가능한 적층시스템을 적용하여 경제적으로 높이 확장이 가능하며, 사무공간의 
용도에 따라 프라이버시도 지키고 업무 효율까지 높일 수 있는 최적의 높이로 설치가 
가능합니다.

강력한 수직, 수평 배선시스템

와이어매니지먼트도 수평, 수직의 복합 와이어링이 가능토록 했고 미주용 Flexible Cable을 
고려하여 수직 프레임 전선홀과 와이어 가이드를 복합적으로 구성했습니다. 또한 벨트라인과 
행잉그릴을 일체화하여 실용성은 물론 경제성과 외형미까지 모두 갖추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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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REEN
Partition
파티션 전문회사 세계로의 스크린시리즈는
매우 가벼운 소재로 개발된 패널입니다. 
다양한 컬러 이미지를 연출할 수 있으며 
패널 자체의 중량이 가벼워 설치와 이동이 간편하고 
간결한 조인트 방식으로 결합하기 때문에 설치시 
시간과 인력을 최소화할 수 있는 경제적인 패널 
시스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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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그네틱 체결 시스템

이동과 설치가 편리하게 해주며, 패널 상, 하부를 쉽게 조립할 수 있게 해줍니다.

적층이 가능한 패널

사용자의 프라이버시를 존중하기 위한 패널 적층이 손쉽게 가능합니다.

악세사리 패널

간편한 설치로 사용가능한 여러종류의 패널 악세사리

메모보드 트레이 후크 모니터 거치대

패널 안정대

다양한 패널 안정대가 있어 사용자의 편의에 맞게 설치가 가능합니다.

Screen

전면스크린 (패브릭)

FLSS0606 W  600 x D30 x H600

FLSS0706 W  700 x D30 x H600

FLSS0806 W  800 x D30 x H600

FLSS1006 W1000 x D30 x H600

FLSS1206 W1200 x D30 x H600

FLSS1406 W1400 x D30 x H600

FLSS1606 W1600 x D30 x H600

FLSS1806 W1800 x D30 x H600

FLSS0608 W  600 x D30 x H800

FLSS0708 W  700 x D30 x H800

FLSS0808 W  800 x D30 x H800

FLSS1008 W1000 x D30 x H800

FLSS1208 W1200 x D30 x H800

FLSS1408 W1400 x D30 x H800

FLSS1608 W1600 x D30 x H800

FLSS1808 W1800 x D30 x H800

Wood Screen

전면스크린 (목재)

FSW1260 W1180 x D18 x H590

FSW1460 W1380 x D18 x H590

FSW1660 W1580 x D18 x H590

FSW1860 W1780 x D18 x H590

안정대 무빙안정대 안정대 기본형 기본형+무빙 서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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