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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SEL OA IN EUROPEAN LUXURY
OFFICE FURNITURE SYSTEM

NEW 2020 ! The innovation of New office furniture
will change your office circumsta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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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TOFAS DSEL OFFICE FURNITURE SYSTEM

(주)토파스

■ 본 카다록을 무단복제시 저작권법에 의거하여 형사 및 민사상 책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본 카다록상의 제품은 색상 및 치수, 사양이 품질개선을 위하여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주( 토
) 파스

경기도 포천시 가산면 포천로 898번길 137-73
Tel : 031-541-6941~5
Fax : 031-541-6940
031-541-4406
031-544-4406
E-mail : tofas4795@nate.com

Total office furniture auto system

인간과 자연을 생각하는 기업-토파스
포름알데히드는 화학적 특성상 적은 양으로도 눈 따가움 등의 증상을 유발합니다.
아토피의 원인 중 하나로 꼽히기도 하는 포름알데히드는 장기간에 걸쳐 계속 공기
중으로 확산되기 때문에 실내 등 갇힌 공간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에게 더 치명적인
영향을 끼칩니다. 토파스는 포름알데히드 방출량을 최소화하여 건강한 사무공간을
제공하기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I Awards & certification I 인증서 보유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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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nce

“기술력의 차이가 품질을 좌우합니다”
최신장비로 품질 향상과 기술 개발에 끊임없이 노력하는 (주)토파스

31년간 축척된 기술력과 노하우로 기업의 신뢰와 최상의 품질력으로 소비자께 보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4헤드 포인트 보링기

(주)토파스 공장 전경

WINSTORE 적재기
24체널 엣지벤더 메거진

CNC 재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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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업무 space

8p~ 59p

장식장 space

60p~ 79p

미팅룸 space

“오피스의 모든공간을 디자인하다”

탕비/
복합실 space

80p~ 111p

112p~ 123p

라운지 space

124p~ 139p

세미나 space

140p~ 147p

토파스의 제품
TOFAS은 오랜시간동안
오피스퍼니처 분야에서
노하우와 경험을 쌓아왔
으며 최첨단 자동화 시설
의 생산라인, 엄격한 품
질검수 등 최고의 제품을
만들기 위한 모든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공간을 구성하는 많은 품
목을 당신에게 필요한 아
이템을 한곳에 모아 선택
과 비교가 쉽도록 준비하
였습니다.

맞춤형 서비스
TOFAS은 사용자의 취향
과 필요에 꼭 맞는 제품
은 업무의 효율이나 생산
성과 직결됩니다. 자신만
의 오피스 환경을 구현할
수 있는 전문적인 커스터
마이징 디자인 서비스는
여러분께 최상의 만족감
과 실익을 보장합니다.

사무공간 컨설팅
TOFAS은 양질의 사용자
의 행동양식과 공간을 함
께 아우르는 총체적인 사
무환경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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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SEL OA IN EUROPEAN LUXURY
OFFICE FURNITURE SYSTEM

NEW 2020 ! The innovation of New office furniture
will change your office circumstances.

8 >>> TOFAS

TOFAS <<< 9

DSEL

DSEL

DSEL SERIES

SEREIS

OFFICE SERIES

OFFICE SERIES

DSEL

I 디셀 시리즈

제품 구성 특징
TOFAS 시리즈의 DESK 특별합니다. 적극적으로 지식
을 공유하고, 협업하는 방식의 업무가 빈번하게 발생하
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개인간의 자유로운 의견교환이
나 산발적으로 일어나는 소규모 레이아웃이나 집단적인
대규모 레이아웃까지 다양한 형태의 업무 협업을 위한
제품으로 구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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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SEL

DSEL

DSEL SERIES

SEREIS

OFFICE SERIES

OFFICE SERIES

DSEL

I 디셀 시리즈

제품 구성 특징
TOFAS 시리즈의 DESK 특별합니다. 시대 변화에 유연
하게 대응하는 사무 환경의 기본은 원활한 정보 네트워
크입니다. 대면형 레이아웃의 토파스 시스템은 개인별
업무공간과 수납기능이 충분히 보장되어 있으며 마주 보
고 있는 상태에서 팀원 간 간단한 의사소통을 할 수 있
습니다. 개방적인 오피스 공간에서 필요한 모든 필요사
항을 고루 만족할 수 있게 고안된 구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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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SEL

DSEL

DSEL SERIES

SEREIS

OFFICE SERIES

OFFICE SERIES

DSEL

I 디셀 시리즈

제품 구성 특징
TOFAS 시리즈의 DESK 특별합니다. 적극적으로 지식을 공유하고, 협업하는
방식의 업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개인간의 자유로운
의견교환이나 산발적으로 일어나는 소규모 레이아웃이나 집단적인 대규모 레
이아웃까지 다양한 형태의 업무 협업을 위한 제품으로 구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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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SEL

DSEL

DSEL SERIES

SEREIS

OFFICE SERIES

OFFICE SERIES

DSEL

I 디셀 시리즈

철재 스크린파티션

제품 구성 특징
TOFAS 시리즈의 DESK 특별합니다. 적극적으로 지식을 공유하고, 협업하는
방식의 업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개인간의 자유로운
의견교환이나 산발적으로 일어나는 소규모 레이아웃이나 집단적인 대규모 레
이아웃까지 다양한 형태의 업무 협업을 위한 제품으로 구성하였습니다.
p.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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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110

p.54

p.42

p.131

p.75

p.78

p.73

p.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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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SEL
OFFICE SERIES

OFFICE SERIES

DSEL

※ 촬영조명에 따라 색상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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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SEL

DSEL

DSEL SERIES

SEREIS

OFFICE SERIES

OFFICE SERIES

DSEL

I 디셀 시리즈

제품 구성 특징
TOFAS 시리즈의 DESK 특별합니다. 시대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사무
환경의 기본은 원활한 정보 네트워크입니다. 대면형 레이아웃의 토파스 시
스템은 개인별 업무공간과 수납기능이 충분히 보장되어 있으며 마주 보고
있는 상태에서 팀원 간 간단한 의사소통을 할 수 있습니다. 개방적인 오피스
공간에서 필요한 모든 필요사항을 고루 만족할 수 있게 고안된 구성입니다.
p.95

p.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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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119

p.119

p.109

p.95

p.73

p.78

p.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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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SEL

DSEL

DSEL SERIES

SEREIS

OFFICE SERIES

OFFICE SERIES

DSEL

I 디셀 시리즈

p.47

p.47

p.47

p.42

제품 구성 특징
TOFAS 시리즈의 DESK 특별합니다. 적극적으로 지식을 공유하고, 협업하는
방식의 업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개인간의 자유로운
의견교환이나 산발적으로 일어나는 소규모 레이아웃이나 집단적인 대규모 레
이아웃까지 다양한 형태의 업무 협업을 위한 제품으로 구성하였습니다.

p.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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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SEL

DSEL

DSEL SERIES

SEREIS

OFFICE SERIES

OFFICE SERIES

DSEL

I 디셀 시리즈

제품 구성 특징
TOFAS 시리즈의 DESK 특별합니다. 적극적으로 지식을 공유하고, 협업하는
방식의 업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개인간의 자유로운
의견교환이나 산발적으로 일어나는 소규모 레이아웃이나 집단적인 대규모 레
이아웃까지 다양한 형태의 업무 협업을 위한 제품으로 구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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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SEL

DSEL

DSEL SERIES

SEREIS

OFFICE SERIES

OFFICE SERIES

DSEL

I 디셀 시리즈

제품 구성 특징
TOFAS 시리즈의 DESK 특별합니다. 적극적으로 지식을 공유하고, 협업하는
방식의 업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개인간의 자유로운
의견교환이나 산발적으로 일어나는 소규모 레이아웃이나 집단적인 대규모 레
이아웃까지 다양한 형태의 업무 협업을 위한 제품으로 구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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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SEL

DSEL

DSEL SERIES

SEREIS

OFFICE SERIES

OFFICE SERIES

DSEL

I 디셀 시리즈

제품 구성 특징
TOFAS 시리즈의 DESK 특별합니다. 시대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사무 환
경의 기본은 원활한 정보 네트워크입니다. 대면형 레이아웃의 토파스 시스템은
개인별 업무공간과 수납기능이 충분히 보장되어 있으며 마주 보고 있는 상태에
서 팀원 간 간단한 의사소통을 할 수 있습니다. 개방적인 오피스 공간에서 필요
한 모든 필요사항을 고루 만족할 수 있게 고안된 구성입니다.

p.131

p.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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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146

p.79

p.123

p.110

TOFAS <<< 29

I 디셀 시리즈

DSEL SERIES

BLACK

Color (상판)

WHITE

블루

다크

마블

DSEL

DSEL

Color (다리)

디셀 책상 시리즈
OFFICE SERIES

OFFICE SERIES

1200 디셀 책상 W1200×D800/600×H720 1600 디셀 책상 W1600×D800/600×H720
1400 디셀 책상 W1400×D800/600×H720 1800 디셀 책상 W1800×D800/600×H720

블루상판 + 블랙다리

마블상판 + 블랙다리

다크상판 + 블랙다리

블루상판 + 화이트다리

마블상판 + 화이트다리

다크상판 + 화이트다리

책상 가림판

배선그물망 / 4구 멀티탭

1050 가림판 W1050×H400
국산, 수입 : 블랙/화이트
블랙

배선그물망
소 W450×H300
대 W800×H300

화이트

국산 사면곡선

배선 그물망 & 멀티탭

수입 사면직각

A형 각 서랍(볼레일/내부사출)

스카이 메쉬

A형 각서랍 W403×D570×H595

데스크 가림판

데스크 다리 (V컷팅)

알루미늄 포인트

디자인볼트 (TOFAS)

SKY_MESH W650×D610×H1180/1275

배선캡

책상 하부의 가림판은 개인의 프라 V컷팅으로 이음세가 없고 용접부분 책상 하부에 알루미늄은 심플하면 토파스 디자인볼트는 다리를 깔끔한 각종기기들의 선을 깔끔하게 정리해
이버시를 지켜줍니다.
이 없어 견고하고 깔끔 합니다.
서도 고급스러운 이미지를 연출합 마감으로 프레임을 연결하여 줍니다. 줍니다.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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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구 멀티탭

책상상판 밑면에 배선 네트를 부착하고,
특히 네트의 유연성은 배선을 더욱 깔끔
하게 해주며. 데스크에 부착하는 멀티탭
은 사용자 제품의 활용을 보다 편리 하게
합니다.

블루

마블

다크
화이트(대) + 블랙등판

TOFAS <<< 31

SHOOTING

SHOOTING SERIES

SHOOTING SEREIS

OFFICE SERIES

OFFICE SERIES

SHOOTING

I 슈팅 시리즈

제품 구성 특징
TOFAS 시리즈의 DESK 특별합니다. 시대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사무 환경의 기본은 원활
한 정보 네트워크입니다. 대면형 레이아웃의 토파스 시스템은 개인별 업무공간과 수납기능이 충
분히 보장되어 있으며 마주 보고 있는 상태에서 팀원 간 간단한 의사소통을 할 수 있습니다. 개
방적인 오피스 공간에서 필요한 모든 필요사항을 고루 만족할 수 있게 고안된 구성입니다.
p.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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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109

p.146

TOFAS <<< 33

SHOOTING

SHOOTING SERIES

SHOOTING SEREIS

OFFICE SERIES

OFFICE SERIES

SHOOTING

I 슈팅 시리즈

제품 구성 특징
TOFAS 시리즈의 DESK 특별합니다. 적극적으로 지식을 공유하고, 협업하는 방식의
업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개인간의 자유로운 의견교환이나 산발
적으로 일어나는 소규모 레이아웃이나 집단적인 대규모 레이아웃까지 다양한 형태의
업무 협업을 위한 제품으로 구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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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슈팅 시리즈

SHOOTING SERIES

BLACK

Color (상판)

WHITE

블루

다크

마블

슈팅 책상 시리즈

OFFICE SERIES

OFFICE SERIES

1200 슈팅 책상 W1200×D800/600×H720 1600 슈팅 책상 W1600×D800/600×H720
1400 슈팅 책상 W1400×D800/600×H720 1800 슈팅 책상 W1800×D800/600×H720

블루상판 + 블랙다리

마블상판 + 블랙다리

다크상판 + 블랙다리

블루상판 + 화이트다리

마블상판 + 화이트다리

다크상판 + 화이트다리

디셀 U형 탁자
U형 탁자 (슈팅 겸용)
W600×D1200×H720

* 베이스 화이트칼라외 주문

블루/독립형

다크/독립형

배선그물망 / 4구 멀티탭
배선그물망
소 W450×H300
대 W800×H300

마블/독립형

TKB_2022 시리즈

마블/홀다리

메쉬의자

TKB_2022
W595×D580×H930/1030

배선 그물망 & 멀티탭

4구 멀티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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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상상판 밑면에 배선 네트를 부착하고,
특히 네트의 유연성은 배선을 더욱 깔끔
하게 해주며. 데스크에 부착하는 멀티탭
은 사용자 제품의 활용을 보다 편리 하게
합니다.

2022 (블랙)

SHOOTING

SHOOTING

Color (다리)

2022/65-1 (그린)

2022/65 (오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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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서랍 시리즈

이동서랍 시리즈
Color

Drawer system

블루

업무의 효율성과 편안함을 동시에 만족시켜 드리며
감각적 디자인으로 비지니스 공간을 만족시키드리
는 새로운 감각의 시스템 사무용 가구입니다.

간결하고 심플한 디자인의 손잡이는
사용시 돌출되어 있는 손잡이를 잡
아당겨 여느방식으로 사용자의 편의
를 제공합니다.

Color

Drawer system
다크

마블

화이트

TOFAS의 펜 목재서랍은 책상과 동일 색상으로 처리하여 책상과
의 일체감을 높이고 품위있는 외관을 제공 하여 드립니다.

계단 손잡이

DRAWER

DRAWER SERIES

블루

업무의 효율성과 편안함을 동시에 만족시켜 드리며
감각적 디자인으로 비지니스 공간을 만족시키드리
는 새로운 감각의 시스템 사무용 가구입니다.

다크

마블

화이트

TOFAS의 펜 목재서랍은 책상과 동일 색상으로 처리하여 책상
과의 일체감을 높이고 품위있는 외관을 제공 하여 드립니다.

필기구 수납

내부 사출소재의 필기구 수납공간은
볼펜이나 클립등 다양한 필기구정리
를 깔끔하게 하여 줍니다.

다크 단레일(내부목재)

계단 손잡이

간결하고 심플한 디자인의 손잡이는 사용시 돌
출되어 있는 손잡이를 잡아당겨 여느방식으로
사용자의 편의를 제공합니다.

블루 볼레일(내부사출)

내부 목재형 이동서랍

필기구 수납

내부 목재소재의 수납공간은 3단으
로 구성되어 사용자의 사무업무 개
인수납을 위한 제품으로 가방등을
깔끔하게 정리 하여 드립니다.

화일링 서랍

내부 사출소재의 필기구
수납공간은 볼펜이나 클립
등 다양한 필기구정리를
깔끔하게 하여 줍니다.

내부 사출소재의 수납공간
은 3단하부에 화일을 정리
할 수 있게 공간활용을 극
대화 하였습니다

마블 볼레일(내부목재)

펜 목재서랍 / 볼레일 목재서랍 (내부목재)

블루 / 계단손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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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크 / 계단손잡이

A형 각 서랍(볼레일/내부사출)

W400×D505×H570

마블 / 계단손잡이

화이트 / 엠보손잡이

블루 / 계단손잡이

A형 각서랍 W403×D570×H595

다크 / 계단손잡이

마블 / 계단손잡이

화이트 / 계단손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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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FICE SERIES

OFFICE SERIES

DRAWER

I 이동서랍 시리즈

DRAWER SYSTEM

TOFAS 사이언 이동서랍은 내장된 투명한 소재의 필통은 필구기 내부를 확인할 수
있게하며 한층 더 정돈된 느낌으로 쾌적한 업무공간을 제공하여 드립니다.

B형 각 서랍(볼레일/내부사출)

DRAWER

사이언 이동서랍

DRAWER SERIES

올메탈 서랍(볼레일/내부사출)

W400×D510×H575

W403×D565×H595

OFFICE SERIES

OFFICE SERIES

DRAWER

I 이동서랍 시리즈

필기구 수납

내부 사출소재의 필기구
수납공간은 볼펜이나 클립
등 다양한 필기구정리를
깔끔하게 하여 줍니다.

일반키

일반적인 열쇠로 장금장치를 열
고닫을 수 있는 키장치입니다.

화이트

필기구 수납

올메탈

전자키

전자버튼식이라 따로 열쇠 분실
에 따른 곤란한 상황을 겪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필기구 수납 / 닫힌모습

화일링 서랍

내부 사출소재의 수납공간
은 3단하부에 화일을 정리
할 수 있게 공간활용을 극
대화 하였습니다

일반키 설치 예

다이얼키

따로 열쇠가 필요치 않고 본인
이 숫자만 입력하여 사용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다이얼키 열림

다이얼키 잠김

볼레일(사출서랍)

볼레일(사출서랍)

화일링 서랍

믹스 보급형서랍(단레일) / 고급형서랍(볼레일)
W400×D505×H570

필기구 수납 / 오픈모습

사이언 이동서랍 2단 / 3단

2단 일반키

원목

콘크리트

화이트

아카시아

그린

레드

발티모

W400×D560×H570

2단 전자키

2단 다이얼키

믹스고급형 볼레일서랍

DRAWER SYSTEM

엠보 손잡이
3단 일반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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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 전자키

3단 다이얼키

부드러운 라운드 타입의 손잡이는
미려한 칼라와 도장과 함께 라운드
표면에 돌출된 엠보로 미적부분까지
만족 하여 드립니다.

단레일(내부사출)

볼레일(내부사출)

TOFAS <<< 41

I 캐비닛 시리즈

CABINET SERIES

블루

사이드 서랍장 (R/L)

W800×D500×H720

마블

※ R/L 방향 서랍기준

OFFICE SERIES

유리 미닫이장 / 책꽂이

다크

MIX 유리 미닫이장
W800×D300×H440
SF 유리 미닫이장
W800×D400×H440
다크 유리

블루 유리

화이트 유리
블루 / R타입

다크 / R타입

L형

마블 / L타입

R형

MIX 책꽂이
W800×D300×H440
SF 책꽂이
W800×D400×H440

제품 구성 특징

책꽂이

서랍과 미니책장으로 구성되어 책과
가방등 수납이 힘들었던 개인 사물
을 깔끔하게 보관할 수 있습니다.

제품 구성 특징
서랍과 미니책장 그리고 유리미닫이장 책꽂이
수납장등 개인수납을 위한 제품으로` 책과 가
방등 수납이 힘들었던 개인 사물을 깔끔하게
보관할 수 있습니다.

유리 미닫이장

수납과 공간구획의 역활을 동
시에 하며 유리문안의 물건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이드 서랍장

책꽂이 수납장

수납과 공간구획의 역활을 동시에 하며 핸드폰등간단한
필기구등의 수납공간과 하부의 책꽂이로 책을 깔끔하게
정리하여 줍니다.

서랍과 미니책장 으로 구성되어 책상과 연결
시 넓은 작업공간 확보와 개인수납을 위한
제품으로 가방등 개인수납이 힘들었던 개인
사물을 깔끔하게 정리하여 줍니다.

멀티장 (R/L)

p.56

(R형)

스무브 힌지 / 시건장치

모든 도어는 클립 방식의 고급힌지를 사용하
여 문닫침이 부드럽게 닫히는 장치입니다.

W400×D500×H1160

(L형)

블루 / R타입

책장겸 옷장

다크 / R타입

다크 / R타입

책장과 옷장으로 구성되어 책상과 연결시 개
인 작업공간 확보와 개인수납을 위한 제품으
로 옷과 가방등 개인수납이 힘들었던 개인사
물을 깔끔하게 정리하여 줍니다.

(L형)

(R형)

R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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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BINET

Color

화이트

OFFICE SERIES

CABINET

Color

L형

L타입 / 내부

정면 / 오픈모습

블루 / L타입

TOFAS <<< 43

I 캐비닛 시리즈

CABINET SERIES

사이드 레일장 (R/L)

W200×D800×H1160

마블

W400×D800×H1160

OFFICE SERIES

옷장겸 책장 (R/L)

다크

CABINET

블루

OFFICE SERIES

CABINET

Color

블루 / L형

다크 / L형

블루 / R형

마블 / L형

R형

R형

L형
블루 / L형

다크 / L형

마블 / L형

마블 / L형

마블 / R형

옷장겸 책장 옷걸이 (측면철재)

제품 구성 특징

제품 구성 특징

옷장겸 책장은 미니책장과 옷장으
로 구성된 툴유니트로 개인수납을
위한 제품으로 책과 가방등 수납
이 힘들었던 개인 사물을 깔끔하
게 보관할 수 있습니다.

사이드 레일장은 인출식 수납공
간으로 개인수납을 위한 서류,
책, 가방등 수납이 힘들었던 개인
사물을 깔끔하게 보관할 수 있습
니다.

※ 일반(목재)/철판 옷장겸 책장
옷걸이가 각각 다름

옷장겸 책장 (목재)
L타입 / 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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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면 내부 / R타입

블루 / R형

SIDE RAIL CABINET DOOR
open
close

옷장겸 책장(옆모습)

옷장과 책장이 일체형으로 구성되어 책
상과 연결부분을 철재로 구성하여 사용
자의 편리성을 제공합니다.

L형

옷장과 책장이 일체형으로 구성되어
책상과 연결시 개인 작업공간 확보와
개인수납을 위한 제품으로 옷과 가방
등 개인수납이 힘들었던 개인사물을
깔끔하게 정리하여 줍니다.

3중레일
다크 내부 / L타입

3중레일로 되어 있어 견고 하며 여닫
이시 소음이 없이 부드럽습니다.

사이드 레일장 캐스터

수납의 무게를 지탱하여 손쉽게 열고
닫을 수 있는 캐스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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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스크린 파티션 시리즈

SCREEN PARTITION SERIES

블루

다크

마블

I 마감형 스크린파티션 I

I 측면용 스크린파티션 I

W1200×H400×T18
W1400×H400×T18
W1600×H400×T18
W1800×H400×T18

블루

OFFICE SERIES

OFFICE SERIES

목재 스크린파티션

W 600×H315×T18 _ 측면용
W 800×H315×T18 _ 측면용

마블

Z자타입 고정유닛

다크

클립타입 고정유닛

※ 레일별도

유리 파티션

(강화유리)
I 전면용 스크린파티션 I
W1200×H300×T8
W1400×H300×T8
W1600×H300×T8
W1800×H300×T8

ㄷ자타입 고정유닛

상부유리 파티션

I 측면용 스크린파티션 I
W 680×H300×T8 _ 측면용
W 780×H300×T8 _ 측면용

(강화유리)
ㄷ자타입 고정유닛
책상 상판에 ㄷ자타입
유닛을 고정하여 유리
파티션을 볼트로 조여
안전하게 잡아줍니다.

I 전면용 스크린파티션 I

I 측면용 스크린파티션 I

W1100×H160×T8
W1300×H160×T8
W1500×H160×T8
W1700×H160×T8

W 600×H160×T8 _ 측면용
W 700×H160×T8 _ 측면용

철재 스크린파티션
I 측면용 철재스크린파티션 I
W780×H315 _ 800측면용
W580×H315 _ 600측면용

스크린 파티션
대면형 레이아웃의 토파스 시스템은 개인별 업무공간을 충분
히 보장되어 있으며 마주 보고 있는 상태에서 팀원 간 간단한
의사소통을 할 수 있습니다. 개방적인 오피스 공간에서 필요한
모든 필요사항을 고루 만족할 수 있게 고안된 디자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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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ITION

PARTITION

Col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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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스크린파티션 액세서리 시리즈

ACCESSORY

PARTITION

ACCESSORY SERIES

OFFICE SERIES

OFFICE SERIES

알루미늄 액세서리

SCREEN Partition Accessory
알루미늄 액세서리


설치 및 해체가 용이
한 철재타공판 스크린
타공판 상부 ㄷ자형을
스크린파티션에 걸쳐주
면 설치완료 (사용자의
위치에 따라 좌우로 이
동 가능합니다)

Partition Accessory

스크린 파티션에 레일 및 철재 타공판을 설치하여 각종 업무에
필요한 물건들을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철재 타
공판은 상부 ㄷ자형을 스크린파티션에 걸쳐주면 손쉽게 설치 및
해체가 용이합니다.

스크린 & 연필꽂이

스크린 & 자석 메모판

스크린은 시선을 차단해주고, 연필 스크린은 시선을 차단해주고, 자
꽂이는 필기구를 깔끔하게 정리하 석 메모판은 명함이나 메모지등
여 줍니다.
을 붙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알루미늄 액세서리

파티션 액세서리

다용도 선반(대)
W300×D118×H60

스크린 & 철재타공판 & 연필꽂이

철재타공판 & 고리

철재타공판 & 고리

철재타공판 & 오픈형 책꽂이

연필꽂이
W200×D110×H120

자석 메모판
W250×D25×H122

스크린파티션 레일
1200용 _ 990레일 1600용 _ 1390레일 800측면용 _ 590레일
1400용 _ 1190레일 1800용 _ 1590레일

연필꽂이 다용도 선반 스크린파티션 레일

스크린은 시선을 차단해주고, 철재타공판은 자석 철재타공판은 사무에 필 철재타공판에 사용되는 철재타공판은 오픈형 책꽂이는 사무에 필요한 책이
부착 가능. 연필꽂이는 필기구를 깔끔하게 정리하 요한 각종 간단한 물건들 고리는 사무에 필요한 각 나 간단한 물건들을 정리하여 줍니다.
여 줍니다.
을 정리하여 줍니다.
종 간단한 물건들을 정리
하여 줍니다.

타공스크린 액세서리

 스크린파티션 레일 설치 예제

타공판 스크린 (화이트/블랙/레드/옐로우 )
W600×H240

타공판 잡지꽂이
W250×D70×H160/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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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공판 오픈형 책꽂이
W250×D50×H50

타공판 고리

타공판 사각 책꽂이
W300×D70×H80

타공판 연필꽂이
W100/70×D70×H100

타공판 인테리어선반
W250×D100×H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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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철재파티션 시리즈

블루

Iron Partition 철재파티션

마블

배선그물망 / 4구멀티탭

콘크리트

원목

화이트

발티모

아카시아

북스텐드

철재 칸막이는 시선을 차단해주고, 철재 타공판은
자석등을 이용하여 사진, 간단한 메모등 사무에 필
요한 간단한 알림등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OFFICE SERIES

다크

OFFICE SERIES

PARTITION

Color

배선 그물망 & 멀티탭

배선그물망
소 W450×H300
대 W800×H300

책상상판 밑면에 배선 네트를 부착하고,
특히 네트의 유연성은 배선을 더욱 깔
끔하게 해주며. 데스크에 부착하는 멀티
탭은 사용자 제품의 활용을 보다 편리
하게 합니다.

4구 멀티탭

북스텐드

모니터 받침대 / 무선충전기
모니터 받침대
W500×D230×H100

망입유리
망입유리 파티션
블루 모니터 받침대

Partition Accessory

다크 모니터 받침대

마블 모니터 받침대

파티션 액세서리
p.48
무선충전기
Ø85

+
핸드폰 충전케이블 ※ 별도구매
색상은 랜덤으로 발송됩니다.

다크 모니터 받침대

모니터 받침대 / 무선충전기

모니터 받침대에 무선충전기를 장착하여
업무중에도 편리하게 핸드폰 충전이 가능
하게 하여 줍니다. (케이블 별도입니다.)

모니터 받침대 - 120°
철재 파터션(타공판) & 고리

철재 파티션(고정발)

W1190×D550(250)×H100

철재타공판 파티션은 구역간의 공간를 분리하여 주고 고리나 자석등 각종 액세서리을 이용하여 간단한 물건들을 깔끔하게 정리하여 고정발은 볼트식 형태로
주며 이동이 편리합니다.
고르지 못한 바닥도 수평
을 편리하게 잡아줍니다.

철재 파티션 / 망입 유리파티션

블루 모니터 받침대 - 120°

다크 모니터 받침대 - 120°
1190
0
70

I 철재/망입 파티션 I
W1200×H1200×T40
W 800×H1200×T40
1200 철재(블랙)

1200 철재(화이트)

1200 망입유리(블랙)

1200 망입유리(화이트)

550

마블 모니터 받침대 - 120°

믹스120°책상
W2078×D1200×H720

250

멜론 책상 측면 가림판(철재타공)

1200 철재(뒷면)

D800용 / D600용

I 철재/망입 파티션 I
W1200×H1800×T40
W 800×H1800×T40

1800 철재(블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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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0 철재(화이트)

1800 망입유리(블랙)

1800 망입유리(화이트)

1800 망입유리(뒷면)

측면 철재타공(앞)

측면 철재타공(뒤)

측면 철재타공(앞)

측면 철재타공(뒤)

멜론 책상 후면 / 측면 철재타공

ACCESSORY

ACCESSORY SERIES

멜론 책상 전면 / 측면 철재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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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스크린 파티션

PARTITION

PARTITION SERIES

Full screen partition system

OFFICE SERIES

WOOD Partition
디셀 목재파티션
대면형 레이아웃의 토파스 시스템은 개인별
업무공간을 충분히 보장되어 있으며 마주 보
고 있는 상태에서 팀원 간 간단한 의사소통을
할 수 있습니다. 개방적인 오피스 공간에서
필요한 모든 필요사항을 고루 만족할 수 있게
고안된 디자인입니다.

가림판과 스크린 파티션을 하나로 파티션 기능으로 최적의 사무공간과
개인 프라이버시를 최대한 보장하고, 생동감 있는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한
패널 시스템은 개인의 창의력과 팀워크를 항상 시키는 사무환경
공간구성의 새로운 기준을 제안합니다.

목재 디테일
풀스크린 파티션
800 풀스크린파티션 W 800×H800×T18
1000 풀스크린파티션 W1000×H800×T18
1200 풀스크린파티션 W1200×H800×T18

1400 풀스크린파티션 W1400×H800×T18
1600 풀스크린파티션 W1600×H800×T18
1800 풀스크린파티션 W1800×H800×T18

파티션 액세서리

파티션 액세서리로 사무에
필요한 각종 간단한 물건들
을 정리하여 업무의 효율을
높혀줍니다.

풀 패널 조절발

패널을 안전하게 지지하여
주며, 바닥의 수평을 나선
형의 조절발로 맞추어드립
니다.

목재 파티션

파티션은 시선을 차단해주
고 개인 업무공간을 보호
해줍니다.

디셀 목재파티션
600 파티션
700 파티션
800 파티션
900 파티션

W600×H1040×T18
W700×H1040×T18
W800×H1040×T18
W900×H1040×T18

T형(측면용)

다크 풀스크린 + 슈팅 / 화이트다리

전면용

1200 파티션
1400 파티션
1600 파티션
1800 파티션

W1200×H1040×T18
W1400×H1040×T18
W1600×H1040×T18
W1800×H1040×T18

+형(연결형)

T형(측면용)

820 파티션-R형 W820×H1040×T18 _ 측면용
820 파티션-L형 W820×H1040×T18 _ 측면용
※ 미니피스 볼트사용

L형(측면용)

전면용

R형(측면용)

L형(측면용)

R형(측면용)

다크 풀스크린(뒷면) + 슈팅 / 블랙다리

브라켓

단면 보링

1620

820

1200,1400,1600,1800

820

L형(측면용)

전면용

R형(측면용)

양면 보링

T형(측면 마감형)

마블 풀스크린 + 디셀 / 화이트다리

+형(연결형)

1040

1620

1040

OFFICE SERIES

PARTITION

I 파티션 시리즈

마블 풀스크린(뒷면) + 디셀 / 블랙다리

Color

블루

다크

마블

콘크리트

원목

화이트

발티모

아카시아

그린

블루 목재파티션 + 디셀책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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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크 목재파티션 + 디셀책상

마블 목재파티션 + 디셀책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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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의자 시리즈

CHAIR

CHAIR

CHAIR SERIES

허리건강을 생각하는...

OFFICE SERIES

OFFICE SERIES

다양한 자세에

Office Chair TKB_8912A
TKB_8912A 시리즈의 등판이는 특별합니다. 허리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한 인체공학적인 디자인으로 앉아있을 때
허리를 제대로 받쳐줄 수 있도록 설계했습니다. 등받이 또
한 힘을 받는 부분을 세밀하게 허리, 엉덩이, 허벅지 3포
인트에서 상반신의 하중을 고루 분산시킬 수 있도록 입체
감있는 디자인으로 고안했습니다.

Office Chair FX1_MESH
틸팅 강도 조절레버
좌우의 틸팅조절레버로 틸트강도및 방석각도가 다르게 조절
되어 사용자의 신체구조에 맞게 맞추어 사용할 수 있는 장치
입니다.

TKB_8912A

메쉬의자

TKB_8912A
W650×D610×H1180/1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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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드레스트

사용자의 앉은 자세에
따라 높낮이를 조절하여
목과 머리를 편안하게
받쳐주어 피로감을 최소
화 해줍니다.

팔걸이

자유롭게 조절하는 팔걸
이는 높이, 좌우를 조절
할 수 있는 팔걸이로 원
하는 위치에 따라 자연
스럽게 지지해 줍니다.

캐스터

자동차의 휠과 같은 디
자인으로 심플한 디자인
과 더불어 무거운 중량
감에도 견딜 수 있는 제
품으로 견고하게 제작되
었습니다.

FX1 시리즈은 통기성과 신축성이 뛰어난 고급 메
쉬원단 등받이의 탁월한 복원력과 착석감이 주는
편안함이 슬림한 형태의 세련미가 가미된 현대적
인 트랜드를 갖춘 앞선 감각의 의자입니다.
헤드레스트

Color base

그레이

그린

FX1_MESH

블루

레드

사용자의 앉은 자세에 따라
높낮이를 조절하여 목과 머
리를 편안하게 받쳐주어 피
로감을 최소화 해줍니다.

팔걸이

자유롭게 조절하는 팔걸이는
높이, 좌우를 조절할 수 있는
팔걸이로 원하는 위치에 각
도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메쉬의자

블랙프레임 + 그레이 / 대
W610×D605×H1130/1210

블랙프레임 + 그린 / 중
W610×D580×H980/1060

화이트프레임 + 블루 / 대
W610×D605×H1130/1210

화이트프레임 + 레드 / 중
W610×D580×H980/1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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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의자 시리즈

CHAIR

CHAIR

CHAIR SERIES

허리건강을 생각하는...

OFFICE SERIES

OFFICE SERIES

다양한 자세에

Office Chair SKY_MESH
SKY_MESH 시리즈은 통기성과 신축성이 뛰어난 고급 메
쉬원단 등받이의 탁월한 복원력과 착석감이 주는 편안함
이 슬림한 형태의 세련미가 가미된 현대적인 트랜드를 갖
춘 앞선 감각의 의자입니다.

TKB_2022 시리즈 메쉬의자
W595×D580×H930/1030
블랙사출

화이트사출
TKB_2022C
W595×D580×H910

SKY_MESH

화이트 스카이/대

W615×D610×H1180/1240

2022 (블랙)

LOUNGE MESH

2022/65-1 (그린)

2022/65 (오렌지)

2022C/65-1 (그린)고정

라운지 메쉬 / 화이트

W590×D570×H925/985

화이트(대) + 블루등판

SKY_MESH

화이트(대) + 블랙등판

화이트(대) + 그린등판

화이트(대) + 레드등판

블랙 스카이/중

H1804J

W615×D610×H1010/1070

LOUNGE MESH

H1803J

H1801J

H1802J

1801J

1802J

라운지 메쉬 / 블랙

W590×D570×H925/985

블랙(중) + 블루등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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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중) + 블랙등판

블랙(중) + 그린등판

블랙(중) + 레드등판

1804J

1803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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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의자 시리즈

CHAIR

CHAIR

CHAIR SERIES

X-881·X-881/1

허리건강을 생각하는...

메쉬의자

W640×D610×H1080/1160

OFFICE SERIES

OFFICE SERIES

다양한 자세에

Office Chair ADAM_MESH

헤드레스트

헤드레스트

사용자의 앉은 자세에
따라 높낮이를 조절하여
목과 머리를 편안하게
받쳐주어 피로감을 최소
화 해줍니다.

팔걸이

자유롭게 조절하는 팔걸
이는 높이, 좌우를 조절
할 수 있는 팔걸이로 원
하는 위치에 따라 자연
스럽게 지지해 줍니다.

사용자의 움직임에 따라 조
절되어 목과 머리를 편안하
게 받쳐주어 피로감을 최소
화 해줍니다.

요추지지대

사용자의 체형에 맞춰
허리를 편안하게 받쳐주
어 장시간의 업무에도
피로감을 최소화 해줍니
다.

X-881 (블랙)

X-801·X-801/1

부드러운 라운드 형태의 팔
걸이 디자인은 편안하면서
도 세련된 분위기를 연출합
니다.

X-881/1 (그린)

메쉬의자

W600×D550×H910/990

ADAM_MESH

사출 팔걸이

X-802·X-802/1

메쉬의자

X-802C·X-802C/1
메쉬의자(고정)

W600×D550×H910/990

W600×D560×H920

아담메쉬/대

W670×D610×H1150/1210

X-801 (블랙)
조절팔걸이
H - D형

ADAM_MESH

A형 (조절팔걸이)

X-801/1 (그린)

X-802 (블랙)

X-802/1 (그린)

X-802C (블랙)

X-802C/1 (그린)

고정팔걸이
T형 (고정팔걸이)

아담메쉬/중

W670×D610×H890/1040

조절팔걸이
H - D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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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형 (조절팔걸이)

고정팔걸이
T형 (고정팔걸이)

TOFAS <<< 59

CABINET

DSEL OA IN EUROPEAN LUXURY
OFFICE FURNITURE CABINET SYSTEM

OFFICE SERIES

OFFICE SERIES

CABINET

※ 촬영조명에 따라 색상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NEW 2020 ! The innovation of New office furniture will change
your office circumsta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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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FAS <<< 61

DSEL CABINET SERIES

CABINET

SEREIS
블루

400㎜

쪽장 (내부)

CABINET

Door color

다크

마블

500㎜

쪽장

유리장

L형/외문장

R형/외문장

알루미늄장

옷장

옷장 (내부)

제품 구성 특징
캐비닛은 각각의 유닛들은 그 용도에
맞게 설계되었으며 다양한 사양으로
구성되어 있어 다양한 공간에 맞는 폭
넓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

올문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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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장

오픈장/스카유

오픈장

하문장

옷장겸 책장

옷장겸 책장 (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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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FICE SERIES

OFFICE SERIES

CABINET

I 디셀 캐비닛 시리즈

I 디셀 캐비닛 시리즈

DSEL CABINET SERIES

마블

디셀 5단 장식장 / 책장

OFFICE SERIES

디셀 5단 장식장 / 책장

다크

기본
손잡이

⇢

5단 오픈장
W800×D380×H1900

5단 서류장
W800×D400×H1900

5단 올문장
W800×D400×H1900

5단 올문장(내부)
W800×D400×H1900

5단 오픈장/스카유
W800×D380×H1900

디셀 5단 장식장 / 책장

5단 외문장/L형
W800×D400×H1900

5단 외문장/R형
W800×D400×H1900

5단 옷장겸책장
W800×D400×H1900

내부

상부장
상부 오픈장
기본
손잡이

상부 오픈장/스카유

상부 쪽장

상부 오픈장
W800×D380×H400

계단
손잡이

상부 오픈장 / 스카유
W800×D380×H400

유리장
손잡이

5단 하문장
W800×D400×H1900

5단 유리장
W800×D400×H1900

디셀 옷장`

5단 알루미늄장
W800×D400×H1900

상부 쪽장 / 오픈
W400×D380×H400

5단 올알루미늄장
W800×D400×H1900

디셀 쪽장오픈장 / 올문장
옷장/내부

오픈타입

R타입

L타입

디셀 4단 상부장
쪽장/오픈

거울세트

(거울 + 걸이)

옷장
W500×D400×H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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쪽장 오픈장
W400×D380×H1900

쪽장 올문장
W400×D400×H1900

CABINET

블루

OFFICE SERIES

CABINET

Color

다크 4단 상부장 / 스카유
W800×D380×H1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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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SEL CABINET SERIES

CABINET

CABINET

Door color

SEREIS
블루

400㎜

다크

마블

500㎜

거울세트

(거울 + 걸이)

쪽장 (내부)

쪽장

상부유리장

L형/외문장

R형/외문장

알루미늄장

옷장

옷장 (내부)

L형/외문장 + R형/외문장 세트 이미지

제품 구성 특징
캐비닛은 각각의 유닛들은 그 용
도에 맞게 설계되었으며 다양한
사양으로 구성되어 있어 다양한
공간에 맞는 폭 넓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

알루미늄장 세트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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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문장

서류장

오픈장/스카유

오픈장

하문장

옷장겸 책장

옷장겸 책장 (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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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FICE SERIES

OFFICE SERIES

CABINET

I 디셀 캐비닛 시리즈

I 디셀 캐비닛 시리즈

DSEL CABINET SERIES

마블

디셀 5단 장식장 / 책장

OFFICE SERIES

디셀 5단 장식장 / 책장

다크

기본
손잡이

⇢

5단 오픈장
W800×D380×H1900

5단 서류장
W800×D400×H1900

5단 올문장
W800×D400×H1900

5단 올문장(내부)
W800×D400×H1900

5단 오픈장/스카유
W800×D380×H1900

디셀 5단 장식장 / 책장

5단 외문장/L형
W800×D400×H1900

5단 외문장/R형
W800×D400×H1900

5단 옷장겸책장
W800×D400×H1900

내부

디셀 상부장
상부 오픈장

상부 오픈장/스카유

상부 쪽장

기본
손잡이

상부 오픈장
W800×D380×H400

계단
손잡이

상부 오픈장 / 스카유
W800×D380×H400

유리장
손잡이

5단 하문장
W800×D400×H1900

5단 유리장
W800×D400×H1900

디셀 옷장`

5단 알루미늄장
W800×D400×H1900

상부 쪽장 / 오픈
W400×D380×H400

5단 올알루미늄장
W800×D400×H1900

디셀 쪽장오픈장 / 올문장
옷장/내부

오픈타입

R타입

L타입

디셀 5단장 시리즈
쪽장/내부

거울세트

(거울 + 걸이)

책장
옷장
W500×D400×H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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쪽장 오픈장
W400×D380×H1900

CABINET

블루

OFFICE SERIES

CABINET

Color

서류장

스카장

오픈장

하문장

책장겸옷장

쪽장 유리장 외문장/L형 외문장/R형 알루미늄장

옷장

쪽장 올문장
W400×D400×H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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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SEL CABINET SERIES

CABINET

SEREIS
블루

400㎜

쪽장 (내부)

CABINET

Door color

다크

마블

500㎜

쪽장

상부유리장

L형/외문장

R형/외문장

알루미늄장

옷장

옷장 (내부)

제품 구성 특징
캐비닛은 각각의 유닛들은 그 용도에
맞게 설계되었으며 다양한 사양으로
구성되어 있어 다양한 공간에 맞는 폭
넓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기본형 손잡이

계단 손잡이

사용시 옆부분이 살짝들러지는 메카니 심플한 현대적 감각이 돋보이는
즘으로 사용자의 편의를 증진 시켜습 손잡이는 편리성을 극대화 하였
니다.
습니다.

⇢
유리장 손잡이

간결한 디자인의 손잡이는 심플하고
현대적 감각과 편리성을 극대화
하였습니다.

스무브 힌지(유압경첩)

모든 도어는 유압경첩 방식의
고급힌지를 사용하여 문닫침이
부드럽게 닫히는 장치입니다.

올문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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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장

오픈장/스카유

오픈장

하문장

옷장겸 책장

옷장겸 책장 (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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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FICE SERIES

OFFICE SERIES

CABINET

I 디셀 캐비닛 시리즈

I 디셀 캐비닛 시리즈

DSEL CABINET SERIES

마블

디셀 5단 장식장 / 책장

OFFICE SERIES

디셀 5단 장식장 / 책장

다크

기본
손잡이

⇢

5단 오픈장
W800×D380×H1900

5단 서류장
W800×D400×H1900

5단 올문장
W800×D400×H1900

5단 올문장(내부)
W800×D400×H1900

5단 오픈장/스카유
W800×D380×H1900

디셀 5단 장식장 / 책장

5단 외문장/L형
W800×D400×H1900

5단 외문장/R형
W800×D400×H1900

5단 옷장겸책장
W800×D400×H1900

내부

디셀 상부장
상부 오픈장

상부 오픈장/스카유

상부 쪽장

기본
손잡이

상부 오픈장
W800×D380×H400

계단
손잡이

상부 오픈장 / 스카유
W800×D380×H400

유리장
손잡이

5단 하문장
W800×D400×H1900

5단 유리장
W800×D400×H1900

디셀 옷장`

5단 알루미늄장
W800×D400×H1900

상부 쪽장 / 오픈
W400×D380×H400

5단 올알루미늄장
W800×D400×H1900

디셀 쪽장오픈장 / 올문장
오픈타입

옷장/내부

R타입

L타입

디셀 5단장 시리즈
쪽장/내부

거울세트

(거울 + 걸이)

책장
옷장
W500×D400×H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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쪽장 오픈장
W400×D380×H1900

CABINET

블루

OFFICE SERIES

CABINET

Color

서류장

스카장

오픈장

하문장

책장겸옷장

쪽장 유리장 외문장/L형 외문장/R형 알루미늄장

옷장

쪽장 올문장
W400×D400×H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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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디셀 캐비닛 시리즈

DSEL CABINET SERIES

DSEL CABINET Series

디셀 3단 장식장 / 책장

디셀 캐비닛 시리즈

다크

마블

W803×D403×H1190

Door color

캐비닛은 각각의 유닛들은 그 용도에 맞게 설계되었으며 다양한 사양으로
구성되어 있어 다양한 공간에 맞는 폭 넓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기본
손잡이
블루

다크

마블

오픈장/블루

오픈스카장/블루

하문장/블루

올문장/블루

알루미늄장/블루

오픈장/다크

오픈스카장/다크

하문장/다크

올문장/다크

알루미늄장/다크

오픈장/마블

오픈스카장/마블

하문장/마블

올문장/마블

알루미늄장/마블

제품 구성 특징

블루 3단장 올문장 + 오픈장 + 스카장 + 알루미늄장 + 하문장

계단
손잡이

다크 3단장 올문장 + 오픈장 + 스카장 + 알루미늄장 + 하문장
DSEL 캐비닛은 각각의 유닛들은 그 용도에 맞게 설계되었
으며 다양한 사양으로 구성되어 있어 다양한 공간에 맞는
폭 넓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3단장과 같은 구성은 별도
의 파티션이 필요 없이 공간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수납
공간 활용은 물론 사용자의 동선을 생각한 다양한 레이아웃
적용이 가능하며 심플하고 모던한 사무공간을 창출합니다.

마블 3단장 올문장 + 오픈장 + 스카장 + 알루미늄장 + 하문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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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BINET

블루

OFFICE SERIES

OFFICE SERIES

CABINET

Col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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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디셀 캐비닛 시리즈

DSEL CABINET SERIES

디셀 2단 장식장 / 책장

다크

마블

W800×D400×H720/815

디셀 캐비닛 시리즈
캐비닛은 각각의 유닛들은 그 용도에 맞게 설계되었
으며 다양한 사양으로 구성되어 있어 다양한 공간에
맞는 폭 넓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Door color

블루

다크

마블

오픈장/블루

오픈스카장/블루

올문장/블루

오픈장/다크

오픈스카장/다크

올문장/다크

오픈장/마블

오픈스카장/마블

올문장/마블

도어 손잡이

스카무

시건장치 유

스카유

시건장치 무(양문형)

도어 유압경첩
기본형 손잡이

사용시 옆부분이 살짝들러지
는 메카니즘으로 사용자의
편의를 증진 시켜습니다.

스무브 힌지(유압경첩)

모든 도어는 유압경첩 방식의 고급힌지를 사용하여 문닫
침이 부드럽게 닫히는 장치입니다.

제품 구성 특징

블루 2단장 올문장 + 오픈장 + 스카장 + 올문장

다크 2단장 올문장 + 오픈장 + 스카장 + 올문장
DSEL 캐비닛은 각각의 유닛들은 그 용도에 맞게 설계
되었으며 다양한 사양으로 구성되어 있어 다양한 공간
에 맞는 폭 넓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3단장과 같은
구성은 별도의 파티션이 필요 없이 공간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수납공간 활용은 물론 사용자의 동선을 생각
한 다양한 레이아웃 적용이 가능하며 심플하고 모던한
사무공간을 창출합니다.

마블 2단장 올문장 + 오픈장 + 스카장 + 올문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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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BINET

DSEL CABINET Series

블루

OFFICE SERIES

OFFICE SERIES

CABINET

Color

TOFAS <<< 77

I 디셀 캐비닛 시리즈

DSEL CABINET SERIES

피렉장 시리즈

W835×D450×H1810

마블

2400피렉장 W2400×D300×H1820 / 1200피렉장 W1200×D300×H1820

OFFICE SERIES

피렉 옷장겸 수납장

다크

CABINET

블루

OFFICE SERIES

CABINET

Color

블루선반 / 2400장 (화이트 후레임)

블루 선반

다크 선반

마블 선반

다크선반 / 2400장 (화이트 후레임)

마블선반 / 2400장 (화이트 후레임)

옐로우 선반

제품 구성 특징
DSEL 시리즈의 캐비닛은 특별합니다. 각각의 유닛
들은 그 용도에 맞게 설계되었으며 다양한 사양으로
구성되어 있어 다양한 공간에 맞는 폭 넓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수납공간 활용은 물론 사용자의 동
선을 생각한 다양한 레이아웃 적용이 가능하며 심플
하고 모던한 사무공간을 창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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옷걸이용 원형 철재 프레임

수납선반

견고한 원형철재프레임으로 넉넉한 수 개인수납이 힘들었던 사물을 선반을
납과 옷걸이의 좌우 이동이 용이하여 이용해 깔끔하게 정리하여 줍니다.
편리합니다.

블루선반 / 1200장
(블랙 후레임)

다크선반 / 1200장
(블랙 후레임)

마블선반 / 1200장
(블랙 후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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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FERENCE

OFFICE SERIES

OFFICE SERIES

CONFERENCE

※ 촬영조명에 따라 색상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DSEL OA IN EUROPEAN LUXURY OFFICE FURNITURE
NEW 2020 ! The innovation of New office furniture will change your office circumsta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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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FAS <<< 81

CONFERENCE

DSEL CONFERENCE SERIES

CONFERENCE` SEREIS

OFFICE SERIES

OFFICE SERIES

CONFERENCE

I 디셀 회의용시리즈

p.108

p.109

p.146

p.69

제품 구성 특징
DSEL 회의용테이블은 특별합니다. 소통공간이나 협업공간은 여러 곳에 흩어져있던 사
람들이 모여 의견과 정보를 나누고 공통의 목표로 결과를 생산하는 곳입니다. TOFAS
는 그에 따라 다양한 업무방식과 필요성에 대응할 수 있는 다채로운 아이템을 보유하여
사용자가 원하는 어떠한 공간에도 적합한 레이아웃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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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디셀 회의용시리즈
CONFERENCE

Color (다리)

BLACK

Color (상판)

블루

WHITE

다크

마블

디셀 연결식 회의용테이블

블루상판 + 블랙다리

마블상판 + 블랙다리

다크상판 + 블랙다리

블루상판 + 화이트다리

마블상판 + 화이트다리

다크상판 + 화이트다리

강연대 / 사회대

W600×D450×H1135
Color (다리)

화이트

강연대 뒷면

디셀 5단 장식장 / 책장

올문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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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FICE SERIES

OFFICE SERIES

1200 연결식 테이블 W1200×D600×H720 1600 연결식 테이블 W1600×D600×H720 ※ 가림판별도
1400 연결식 테이블 W1400×D600×H720 1800 연결식 테이블 W1800×D600×H720

외문장/스카유

Color (상판)

그레이

블루

다크

마블

강연대 / 마블

W800×D400×H1900

외문장/스카유

서류장

올문장

CONFERENCE

DSEL CONFERENCE SERIES

외문장/스카유 (내부)

외문장/스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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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FERENCE

OFFICE SERIES

OFFICE SERIES

CONFERENCE

※ 촬영조명에 따라 색상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DSEL OA IN EUROPEAN LUXURY OFFICE FURNITURE
NEW 2020 ! The innovation of New office furniture will change your office circumsta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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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FAS <<< 87

CONFERENCE

LUXBIG CONFERENCE SERIES

CONFERENCE` SEREIS

OFFICE SERIES

OFFICE SERIES

CONFERENCE

I 럭스빅 회의용시리즈

제품 구성 특징
LUXBIG 회의용테이블은 특별합니다. 중앙의 걸림이 없는 대회의실 활용의 편리성.
공통의 목표로 다양한 의견과 정보를 나누고 결과를 생산하는 회의 공간, 다양한 컬러
의 개방형 업무공간, 네트워킹 라운지/ 휴게라운지/ 로비라운지/ 카페테라아라운지/
다양한 공간에도 적합한 레이아웃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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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146

TOFAS <<< 89

CONFERENCE

OFFICE SERIES

OFFICE SERIES

CONFERENCE

※ 촬영조명에 따라 색상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DSEL OA IN EUROPEAN LUXURY OFFICE FURNITURE
NEW 2020 ! The innovation of New office furniture will change your office circumsta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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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럭스빅 회의용시리즈
CONFERENCE

Color (다리)

BLACK

Color (상판)

WHITE

블루

다크

마블

럭스빅 회의용테이블

LUXBIG Table Series

팝업 전선캡

2구 멀티콘센트

OFFICE SERIES

OFFICE SERIES

W4800×D1200×H730 • W3600×D1200×H730 (기성-타공 없음)
※ 별도구매 (팝업 전선캡, 2구 콘센트, 4구 콘센트, 양방향 멀티콘센트)

블루상판 + 블랙다리

블루상판 + 화이트다리

다크상판 + 블랙다리

다크상판 + 화이트다리

마블상판 + 블랙다리

마블상판 + 화이트다리

4구 멀티콘센트

럭스빅 회의용테이블
LUXBIG 회의용테이블은 특별합니다. 중앙의 걸림이 없는 대회
의실 활용의 편리성. 공통의 목표로 다양한 의견과 정보를 나누
고 결과를 생산하는 회의 공간, 다양한 컬러의 개방형 업무공간,
네트워킹 라운지/ 휴게라운지/ 로비라운지/ 카페테라아라운지/
다양한 공간에도 적합한 레이아웃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회의용 상판에 부착하는 팝 회의용 상판에 부착하는 외장형 배선 툴은 파워 콘센트와
업 전선캡만 있는 형태로 배 인터넷 포트가 연결되어있어 각종 제품의 활용을
선 정리를 도와 줍니다.
도와줍니다.

양방향 멀티콘센트

다양한 자세에

피렉장

허리건강을 생각하는...

2400피렉장 W2400×D300×H1820
1200피렉장 W1200×D300×H1820

회의용 의자
허리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한 인체공학적인
디자인으로 앉아있을 때 허리를 제대로 받쳐
줄 수 있도록 설계했습니다.
양방향 멀티콘센트 (닫침)

양방향 멀티콘센트 (열림)

각종기기들의 선을 깔끔하게
정리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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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아 멀티 의자 (화이트)
W480×D450×H850

다이아 멀티 의자 (블랙)
W480×D450×H850

라운지 메쉬/화이트 (H1804J)
W590×D570×H925/985

CONFERENCE

LUXBIG CONFERENCE SERIES

블루선반 / 2400장 (화이트 후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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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럭스 회의용시리즈
CONFERENCE

Color (다리)

BLACK

Color (상판)

WHITE

블루

다크

마블

고무나무
원목

럭스 회의용테이블

OFFICE SERIES

OFFICE SERIES

3×5 테이블 W1500×D900×H730 4×8 테이블 W2400×D1200×H730
3×6 테이블 W1800×D900×H730 (기성-타공 없음) ※ 콘센트 별도구매

블루상판 + 블랙다리

블루상판 + 화이트다리

다크상판 + 블랙다리

다크상판 + 화이트다리

마블상판 + 블랙다리

마블상판 + 화이트다리

LUX Table Series
럭스 회의용테이블
DSEL 시리즈의 회의용테이블은 특별합니다. 적극적의로 지식
을 공유하고 협업하는 방식의 업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
다. 이에 대해 개인간의 자유로운 의견교환이나 산발적으로 일어
나는 소규모 회의, 집단적이고 공식적인 대규모 회의까지 다양한
형태의 회의와 협업을 위한 제품으로 구성하였습니다.

고무나무(원목)상판 + 블랙다리
럭스 3×6 테이블

2구 멀티콘센트

회의용 상판에 부착하는 팝 테이블부착 방식으로 파워콘
업 전선캡만 있는 형태로 배 센트와 LAN포트 등 배선을
선 정리를 도와 줍니다.
테이블하부로 내려 깔끔하게
정리하여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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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무나무(원목)상판 + 화이트다리

럭스 4×8 테이블

팝업 전선캡

4구 멀티콘센트

CONFERENCE

LUX CONFERENCE SERIES

양방향 멀티콘센트(닫침)

테이블부착 방식으로 파워콘 전선캡 사용시 덥게를 열어
센트와 LAN포트 등 배선을 깔끔한 정돈을 도와드립니
테이블하부로 내려 깔끔하게 다.
정리하여 줍니다.

양방향 멀티콘센트(열림)

테이블부착 방식으로 파워콘
센트와 LAN포트 등 배선을
테이블하부로 내려 깔끔하게
정리하여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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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FERENCE

DSEL CONFERENCE SERIES

CONFERENCE` SEREIS

OFFICE SERIES

OFFICE SERIES

CONFERENCE

I 디셀 회의용시리즈

제품 구성 특징
DSEL 회의용테이블은 특별합니다. 공통의 목표로 다양한 의견과 정보
를 나누고 결과를 생산하는 회의 공간, 다양한 컬러의 개방형 업무공간,
네트워킹 라운지/ 휴게라운지/ 로비라운지/ 카페테라아 라운지등 다양
한 공간에도 적합한 레이아웃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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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FERENCE

DSEL CONFERENCE SERIES

CONFERENCE` SEREIS

OFFICE SERIES

OFFICE SERIES

CONFERENCE

I 디셀 회의용시리즈

제품 구성 특징
DSEL 회의용테이블은 특별합니다. 소통공간이나 협업공간은 여러 곳에 흩어져있던 사
람들이 모여 의견과 정보를 나누고 공통의 목표로 결과를 생산하는 곳입니다. TOFAS
는 그에 따라 다양한 업무방식과 필요성에 대응할 수 있는 다채로운 아이템을 보유하여
사용자가 원하는 어떠한 공간에도 적합한 레이아웃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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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51

p.108

p.109

p.64

p.64

p.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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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FERENCE

DSEL CONFERENCE SERIES

CONFERENCE` SEREIS

OFFICE SERIES

OFFICE SERIES

CONFERENCE

I 디셀 회의용시리즈

제품 구성 특징
DSEL 회의용테이블은 특별합니다. 소통공간이나 협업공간은 여러 곳에 흩어져있던 사
람들이 모여 의견과 정보를 나누고 공통의 목표로 결과를 생산하는 곳입니다. TOFAS
는 그에 따라 다양한 업무방식과 필요성에 대응할 수 있는 다채로운 아이템을 보유하여
사용자가 원하는 어떠한 공간에도 적합한 레이아웃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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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108

p.119

p.103

p.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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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디셀 회의용시리즈
CONFERENCE

Color (다리)

BLACK

Color (상판)

WHITE

블루

다크

마블

고무나무
원목

디셀 회의용테이블

DSEL Table Series

OFFICE SERIES

OFFICE SERIES

3×5 테이블 W1500×D900×H730 4×8 테이블 W2400×D1200×H730
3×6 테이블 W1800×D900×H730 (기성-타공 없음) ※ 콘센트 별도구매

블루상판 + 블랙다리

블루상판 + 화이트다리

다크상판 + 블랙다리

다크상판 + 화이트다리

마블상판 + 블랙다리

마블상판 + 화이트다리

디셀 회의용테이블
DSEL 시리즈의 회의용테이블은 특별합니다. 적극적의
로 지식을 공유하고 협업하는 방식의 업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개인간의 자유로운 의
견교환이나 산발적으로 일어나는 소규모 회의, 집단적
이고 공식적인 대규모 회의까지 다양한 형태의 회의와
협업을 위한 제품으로 구성하였습니다.

디셀 3×6 테이블

4×8 테이블 보강대

디셀 4×8 테이블

고무나무(원목)상판 + 블랙다리

팝업 전선캡

※ 디셀 회의용 3×6 테이블과 4×8 테이블은 상판 보강대 위치를 다르게 적용하여 상판에 들어가는 멀티탭의 사용을 용이하게 설계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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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구 멀티콘센트

회의용 상판에 부착하는 팝 테이블부착 방식으로 파워콘
업 전선캡만 있는 형태로 배 센트와 LAN포트 등 배선을
선 정리를 도와 줍니다.
테이블하부로 내려 깔끔하게
정리하여 줍니다.

고무나무(원목)상판 + 화이트다리

4구 멀티콘센트

CONFERENCE

DSEL CONFERENCE SERIES

양방향 멀티콘센트(닫침)

테이블부착 방식으로 파워콘 전선캡 사용시 덥게를 열어
센트와 LAN포트 등 배선을 깔끔한 정돈을 도와드립니
테이블하부로 내려 깔끔하게 다.
정리하여 줍니다.

양방향 멀티콘센트(열림)

테이블부착 방식으로 파워콘
센트와 LAN포트 등 배선을
테이블하부로 내려 깔끔하게
정리하여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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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FERENCE

SHOOTING CONFERENCE SERIES

CONFERENCE` SEREIS

OFFICE SERIES

OFFICE SERIES

CONFERENCE

I 슈팅 회의용시리즈

제품 구성 특징
SHOOTING 회의용테이블은 특별합니다. 소통공간이나 협업공간은 여러 곳에 흩어져
있던 사람들이 모여 의견과 정보를 나누고 공통의 목표로 결과를 생산하는 곳입니다.
TOFAS는 그에 따라 다양한 업무방식과 필요성에 대응할 수 있는 다채로운 아이템을
보유하여 사용자가 원하는 어떠한 공간에도 적합한 레이아웃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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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슈팅 회의용시리즈
CONFERENCE

Color (다리)

BLACK

Color (상판)

WHITE

블루

다크

마블

고무나무
원목

슈팅 회의용테이블

SHOOTING Table Series

OFFICE SERIES

OFFICE SERIES

3×5 테이블 W1500×D900×H730 4×8 테이블 W2400×D1200×H730
3×6 테이블 W1800×D900×H730 (기성-타공 없음) ※ 콘센트 별도구매

1800 블루상판 + 블랙다리

2400 블루상판 + 화이트다리

1800 다크상판 + 블랙다리

2400 다크상판 + 화이트다리

1800 마블상판 + 블랙다리

2400 마블상판 + 화이트다리

1800 고무나무상판 + 블랙다리

2400 고무나무상판 + 화이트다리

슈팅 회의용테이블
SHOOTING TABLE 시리즈의 회의용테이블은 특별합
니다. 적극적의로 지식을 공유하고 협업하는 방식의 업
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개인간의
자유로운 의견교환이나 산발적으로 일어나는 소규모
회의, 집단적이고 공식적인 대규모 회의까지 다양한 형
태의 회의와 협업을 위한 제품으로 구성하였습니다.

팝업 전선캡

2구 멀티콘센트

회의용 상판에 부착하는 팝 테이블부착 방식으로 파워콘
업 전선캡만 있는 형태로 배 센트와 LAN포트 등 배선을
선 정리를 도와 줍니다.
테이블하부로 내려 깔끔하게
정리하여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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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구 멀티콘센트

CONFERENCE

SHOOTING CONFERENCE SERIES

양방향 멀티콘센트(닫침)

테이블부착 방식으로 파워콘 전선캡 사용시 덥게를 열어
센트와 LAN포트 등 배선을 깔끔한 정돈을 도와드립니
테이블하부로 내려 깔끔하게 다.
정리하여 줍니다.

양방향 멀티콘센트(열림)

테이블부착 방식으로 파워콘
센트와 LAN포트 등 배선을
테이블하부로 내려 깔끔하게
정리하여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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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의자 시리즈

※ 제품군별 이미지 촬영에 사용된 의자 입니다.
TKB_2022C 시리즈

라운지 메쉬 / 화이트

W590×D570×H925/985

메쉬의자 (고정)

W595×D580×H910

OFFICE SERIES

OFFICE SERIES

LOUNGE_MESH

TKB_2022
W595×D580×H930/1030

H1804J 뒷모습

H1804J

H1803J

H1801J

H1802J
2022C (블랙)

LOUNGE_MESH

라운지 메쉬 / 블랙

X-802C/801C

W590×D570×H925/985

2022C/65-1 (그린)

2022C/65 (오렌지)

2022 (블랙)

메쉬의자 (고정)

W600×D560×H920

X-802/801 (메쉬)
W600×D550×H910/990

1804J

탑 TH_MESH

1803J

1801J

1802J
X-802C (블랙)

탑 TH메쉬/화이트

TKB_5811/5811-08

W610×D580×H845

X-802C/1 (그린)

X-801C (블랙)

X-801C/1 (그린)

X-802 (블랙)

X-801/1 (그린)

다목적 의자

W570×D568×H810

TH143Y 뒷모습

탑 T_MESH

TH144Y

TH123Y

TH121Y

TH122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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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KB-5811-08 (그린)

수평 적층으로 좌판 폴딩과 크로스 다리 구조로 수평
적층 가능하여 공간의 효율을 높여 드립니다.

다이아 멀티 의자

탑 T메쉬/블랙

W610×D550×H830/890

T34Y

TKB-5811 (레드)

W480×D450×H850

T33Y

T31Y

T32Y

화이트

CHAIR

CHAIR

CHAIR SERIES

블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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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소파 / 의자 시리즈

그린

※ 제품군별 이미지 촬영에 사용된 의자 입니다.
FX-6

이동/고정 W590×D524×H820
OFFICE SERIES

OFFICE SERIES

소파 SF-8055G / 8055B 시리즈

블루

엣지있게 떨어지는 수퀘어 타입 디자인의 토파스 소파 시리즈입니다.
쿠션, 등판, 좌판, 그리고 다리 프레임가지 모두 절도 있게 라인과 각
을 준 디자인으로 심플하면서도 모던한 공간을 연출합니다. 전화대와
응접테이블은 사무실의 분위기와 걸맞게 일체감을 주어 디자인되어 사
무실의 또다른 분위기로 휴식공간을 제공하여 드립니다.

SF-8055G 소파 1인용
W790×D740×H720

SF-8055B 소파 1인용
W790×D740×H720

SF-8055G 소파 2인용
W1290×D740×H720

SF-8055G 소파 3인용
W1790×D740×H720

SF-8055B 소파 2인용
W1290×D740×H720

이동/옐로우

이동/그린

이동/레드

이동/블루

이동/블랙

고정/그레이

고정/옐로우

고정/그린

고정/레드

고정/블루

고정/블랙

수직 적층으로 좌판과
다리 구조사이로 수직
적층 가능하여 공간의
효율을 높여 드립니다.

FX-5

제트바
W440×D470×H910(740)

클래식 의자 시리즈

이동/그레이

SF-8055B 소파 3인용
W1790×D740×H720

바 의자 시리즈

밀리바 / 블랙
W390×D390×H870(650)

이동/고정 W454×D528×H820

이동/그레이

이동/옐로우

이동/그린

이동/레드

이동/블루

이동/블랙

고정/그레이

고정/옐로우

고정/그린

고정/레드

고정/블루

고정/블랙

골드바 / 그레이
W390×D430×H790(660)

W390×D450×H800(470)

수직 적층으로 좌판과
다리 구조사이로 수직
적층 가능하여 공간의
효율을 높여 드립니다.
브라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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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레이

블루

CHAIR

CHAIR

CHAIR SERIES

내추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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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A COMPLEX

OA COMPLEX

DSEL OA IN EUROPEAN LUXURY
TANGBISIL & OA COMPLEX ROOM SYSTEM

※ 촬영조명에 따라 색상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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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FICE SERIES

OFFICE SERIES

NEW 2020 ! The innovation of New office furniture will change
your office circumsta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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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탕비실 & OA복합실 시리즈

블루

OFFICE SERIES

인테리어 선반

다크

마블

W800×D150×T18

OFFICE SERIES

OA COMPLEX

Color

브라켓

인테리어 선반을 벽에
고정 시켜 줍니다.

블루

다크

마블

옐로우

디셀 5단 서류장

W800×D400×H1900

기본형 손잡이

사용시 옆부분이 살짝들러지
는 메카니즘으로 사용자의 편
의를 증진 시켜습니다.

키 코어
블루/장식장

TANGBISIL &
OA COMPLEX ROOM
series 탕비실 & OA 복합실

다크/장식장

디셀 2단 장식장 / 책장

마블/장식장

스무브 힌지(유압경첩)

도어 키는 물품등의 개인보관 모든 도어는 유압경첩 방식의
를 용이하게 제공합니다.
고급힌지를 사용하여 문닫침이
부드럽게 닫히는 장치입니다.

W800×D400×H815

오피스 공간의 하나인 탕비실과 복합실의 조화.
모던한 가구의 조합으로 공간의 품격이 높아집니다.
두개의 공간을 하나로! 공간 활용을 제안 합니다.
오픈장/블루

오픈스카장/블루

올문장/블루

오픈장/다크

오픈스카장/다크

올문장/다크

마블

마블 상판

마블 상판의 고급 스러움은 심
플하고 깨끗한 환경과 분위기를
연출합니다.

마블

2단장 위에는 복사지등 개인이
나 공동으로 사용하는 물품들을
올려 사용할 수 있게 합니다.

블루

114 >>> TOFAS

다크

오픈장/마블

오픈스카장/마블

OA COMPLEX

TANGBISIL & OA COMPLEX ROOM SERIES

올문장/마블
TOFAS <<< 115

OA COMPLEX

TANGBISIL &
OA COMPLEM ROOM

TANGBISIL & OA COMPLEX ROOM SERIES

SEREIS

OFFICE SERIES

OFFICE SERIES

OA COMPLEX

I 탕비실 & OA복합실 시리즈

제품 구성 특징
DESL CAFE & BAR 테이블 일을 하다보면 커피타임도 필요하고 간단한 미팅도 해야 할
때도 있어요. 팀원들이 모여서 아이디어도 나누고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공간이 꼭 필요하죠.
심플한 바의자, 편리한 옷장등으로 아늑한 공간을 꾸며보세요. 외부 손님과의 간단한 미팅,
대기장소로 기업의 품격이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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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110

p.131

p.75

p.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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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탕비실 & OA복합실 시리즈
OA COMPLEX

Color

블루

다크

마블

낮은 탕비장
1200 휴지통 W1200×D600×H815

OFFICE SERIES

OFFICE SERIES

도어형, 서랍형 W800×D600×H815
콘센트 (별도구매)

다크/낮은탕비장 도어형

다크/낮은탕비장 서랍형

다크/1200 휴지통

휴지통

서랍레일

1540 탕비장
상부오픈 W800×D600(380)×H1540 상부올문 W800×D600(400)×H1540 ※ 콘센트 별도구매

상부장 도어

도어하부를 2㎝정도 길게 설계하여
도어전면을 열기 쉽게 되었습니다.

4구 멀티콘센트
벽걸이장
1200벽걸이장 W1200×D320×H400/420

다크/1540 탕비장
상부오픈 + 도어형

800벽걸이장 W800×D320×H400/420

인조대리석 상판

다크/1200 벽걸이장

다크/1540 탕비장
상부올문 + 서랍형

4구 멀티콘센트 (닫침/열림)

W800×D600×T18 / W1200×D600×T18

다크/800 벽걸이장

그레이/대리석

브라운/대리석

밀키/대리석

800 벽걸이장 내부

1200 벽걸이장 내부
도어 오픈

인테리어 선반

다크/1540 탕비장
도어형 + 상부장 도어형 내부

제품 구성 특징
탕비가구 하나로 작은 공간 활용의 고민
은 이제 그만. 탕비가구와 OA복합가구의
조화, 두개의 공간을 하나로 제안합니다.
바테이블, 탕비가구 Full Seting, 외부 손
님과의 간단한 미팅, 대기장소로 기업의
품격이 높아집니다.

W800×D150×T18

블루

다크

마블

옐로우

브라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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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테리어 선반을 벽에
고정 시켜 줍니다.

p.110

OA COMPLEX

TANGBISIL & OA COMPLEX ROOM SERIES

p.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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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탕비실 & OA복합실 시리즈
OA COMPLEX

Color

블루

다크

마블

낮은 탕비장

마블/낮은탕비장 도어형

1200 휴지통 W1200×D600×H815

마블/낮은탕비장 서랍형

OFFICE SERIES

OFFICE SERIES

도어형, 서랍형 W800×D600×H815

마블/1200 휴지통

마블/1200 휴지통 내부

1540 탕비장
상부오픈 W800×D600(380)×H1540 상부올문 W800×D600(400)×H1540 ※ 콘센트 별도구매

상부장 도어

도어하부를 2㎝정도 길게 설계하여
도어전면을 열기 쉽게 되었습니다.

4구 멀티콘센트
벽걸이장
1200벽걸이장 W1200×D320×H400/420

800벽걸이장 W800×D320×H400/420
마블/1540 탕비장
상부오픈 + 도어형

인조대리석 상판

마블/1200 벽걸이장

마블/800 벽걸이장

마블/1540 탕비장
상부올문 + 서랍형

마블/1540 탕비장
도어형 + 상부장 도어형 내부

4구 멀티콘센트 (닫침/열림)

W800×D600×T18 / W1200×D600×T18

도어 오픈

밀키/대리석

구성 제품

브라운/대리석
p.131

p.131

그레이/대리석

철재타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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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재고정발

p.50

p.110

p.110

OA COMPLEX

TANGBISIL & OA COMPLEX ROOM SERIES

p.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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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탕비실 & OA복합실 시리즈
OA COMPLEX

Color

블루

다크

마블

벽걸이장
800벽걸이장 W800×D320×H400/420

블루/1200 벽걸이장

블루/800 벽걸이장

낮은 탕비장

도어 오픈

대리석 상판

도어형, 서랍형 W800×D600×H815

블루/낮은탕비장 도어형

OFFICE SERIES

OFFICE SERIES

1200벽걸이장 W1200×D320×H400/420

1200 휴지통 W1200×D600×H815

블루/낮은탕비장 서랍형

블루/1200 휴지통

1540 탕비장
상부오픈 W800×D600(380)×H1540 상부올문 W800×D600(400)×H1540 ※ 콘센트 별도구매

4구 멀티콘센트

상부장 도어

상부장 도어하부를 2㎝정도 길게
설계하여 도어전면을 깔끔하면서
열기 쉽게 제작 되었습니다.

블루/1540 탕비장
상부오픈 + 도어형

클래식 의자

4구 멀티콘센트 (닫침/열림)

탕비장에 부착하는 외장형 배선 툴은
파워 콘센트와 인터넷 포트가 연결되어
있어 각종 제품의 활용을 도와줍니다.

블루/1540 탕비장
상부올문 + 서랍형
W390×D450×H800(470)

응접테이블
W1200×D500×H480
W1400×D500×H480

W1600×D500×H480
W1800×D500×H480
멜론 응접테이블 다리
브라운

블루

내추럴

그레이

응접 테이블

조형미와 세련된 디자인으로
소파와의 매치가 미팅 공간을
차분하고 부드럽운 분위기를
연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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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or

블루

다크

마블

OA COMPLEX

TANGBISIL & OA COMPLEX ROOM SE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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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UNGE

LOUNGE SERIES

LOUNGE SEREIS

OFFICE SERIES

OFFICE SERIES

LOUNGE

I 라운지 시리즈

제품 구성 특징
DSEL 회의용테이블은 특별합니다. 일을 하다보면 커피타임도
필요하고 간단한 미팅도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팀원들이 모여
서 아이디어도 나누고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공간이 꼭 필요하죠,
편안한 의자, 테이블을 갖추어 아늑한 공간을 꾸며보세요. 외부
손님과의 간단한 미팅, 대기장소로 기업의 품격을 높여 보세요.
다양한 컬러의 개방형 업무공간/ 네트워킹 라운지/ 휴게라운지/
로비라운지/ 카페테라아라운지등 다양한 공간에도 적합한 레이
아웃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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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121

p.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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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UNGE

LOUNGE SERIES

LOUNGE SEREIS

OFFICE SERIES

OFFICE SERIES

LOUNGE

I 라운지 시리즈

제품 구성 특징
일을 하다보면 커피타임도 필요하고 간단한 미팅도 해야 할 때
가 있습니다. 바테이블, 사각테이블, 카페테이블의 다양한 가구
로 작은 공간의 한쪽을 특별한 공간으로 제안합니다. 단조로운
오피스 공간에 활기를 넣는 기업을 지향합니다.

p.110

126 >>> TOFAS

p.131

p.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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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UNGE

LOUNGE SERIES

LOUNGE SEREIS

OFFICE SERIES

OFFICE SERIES

LOUNGE

I 라운지 시리즈

제품 구성 특징
조명과 화분을 활요한 테이블로 따뜻하고, 편안한 분위기의 공간을 연출하고
바 테이블, 카페 테이블은 “소소한 쉼”이라는 가치를 제공합니다. 작은 오피
스 공간에 활기를 넣을수 도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책을 읽고 휴식을 갖을수
도 있는 공간을 지금 시작해 보세요. 또한 탕비가구, 바테이블, seting은 외부
손님과의 간단한 미팅, 대기장소로 기업의 품격이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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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라운지 시리즈

LOUNGE SERIES

블루

다크

마블

고무나무
원목

카페 테이블 / 바 테이블
바 테이블 W1200×D600×H970

OFFICE SERIES

OFFICE SERIES

카페 테이블 W1200×D400×H970

블루상판 + 블랙다리

다크상판 + 블랙다리

마블상판 + 블랙다리

고무나무상판 + 블랙다리

블루상판 + 화이트다리

다크상판 + 화이트다리

마블상판 + 화이트다리

고무나무상판 + 화이트다리

Cafe & Bar Table Series
카페 & 바 테이블
DESL CAFE & BAR 테이블은 일을 하다보면
커피타임도 필요하고 간단한 미팅도 해야 할 때
업무 공간과 분리하여 좋은 아이디어도 막힘없이
떠오를 거예요.

바 의자

제트바
W440×D470×H910(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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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리바 / 블랙
W390×D390×H870(650)

골드바 / 그레이
W390×D430×H790(660)

LOUNGE

LOUNGE

Color

일을 하다보면 커피타임
도 필요하고 간단한 미팅
도 해야 할 때도 있어요. 팀원들
이 모여서 아이디어도 나누고 역
량을 키울 수 있는 공간이 꼭 필
요하죠. 편안한 의자 테이블를 갖
추어 아늑한 공간을 꾸며보세요.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옮기
기 쉬우면서 직원들이 어울리는
공간을 업무 공간과 분리해주는
가구를 배치하는 거죠. 아이디어
가 막힘없이 떠오를 거예요.

TOFAS <<< 131

LOUNGE

LOUNGE SERIES

LOUNGE SEREIS

OFFICE SERIES

OFFICE SERIES

LOUNGE

I 라운지 시리즈

제품 구성 특징
조명과 화분을 활요한 테이블로 따뜻하고, 편안한 분위기의 공간을 연출하고
바 테이블, 카페 테이블은 “소소한 쉼”이라는 가치를 제공합니다. 좁은 벽면
은 그대로 두지 마시고 서가실을 만들어 보세요. 크지 않아도 가능 합니다. 외
투의 번거로움은 심플한 옷장으로 해결하고 외부 손님과의 간단한 미팅, 대기
장소로 기업의 품격을 높여 보세요. 단조로운 공간에 활기를 넣을수 도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책을 읽고 휴식을 갖을수 도 있는 공간을 지금 시작해 보세요.
p.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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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130

p.131

p.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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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라운지 시리즈

LOUNGE SERIES

블루

카페테리아 테이블

다크

마블

고무나무
원목

W2200×D1000×H970(2140)

OFFICE SERIES

OFFICE SERIES

※ 화분 별도

카페테리아 화분대

마블 상판

다소 딱딱할 수 있는 공간을 다
육식물이나 꽃등을 이용하여 부
드러운 공간을 연출할 수 있게
합니다.

블루 상판

카페테리아 조명테이블

W2200×D1000×H970(2140)

※ 조명 별도

사각테이블

W800×D800×H730

카페테리아 조명등
다크 상판

블루상판 + 블랙다리

다크상판 + 블랙다리

블루상판 + 화이트다리

클래식 의자

브라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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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블상판 + 블랙다리

다크상판 + 화이트다리

마블상판 + 화이트다리

다양한 조명은 분위기에 어울리
게 설치하여 사용할 수 있게 디
자인 되었습니다.

고무나무 상판

고무나무상판 + 블랙다리

고무나무상판 + 화이트다리

화분대 마감

조명등 레일

테이블 하부배선

조명등 배선기둥

화분대의 양쪽끝부
분이 화분이나 물건
등이 떨어지지 않게
잡아줍니다.

레일방식의 조명등
을 사용하여 조명등
교체나 위치 조절을
용이 하게 합니다.

테이블 밑부분으로
배선을 처리하여 전
선을 보이지 않고
깔끔하게 합니다.

조명등 전선은 지지 조명등 On / Off
하고 있는 측면 기 를 할 수 있게 합니
둥 안쪽에 숨겨 깔 다.
끔하게 합니다.

조명등 스위치

조명등

다양한 환경에 어울리는
디자인의 조명등을 개개
인의 취향에 맞게 설치가
용이 합니다.

바 의자

W390×D450×H800(470)

그레이

블루

내추럴

LOUNGE

LOUNGE

Color

제트바
W440×D470×H910(740)

밀리바 / 블랙
W390×D390×H870(650)

골드바 / 그레이
W390×D430×H790(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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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CKER ROOM

LOCKER ROOM SERIES

LOCKER ROOM
SEREIS

OFFICE SERIES

OFFICE SERIES

LOCKER ROOM

I 락커룸 시리즈

제품 구성 특징
복도의 공간, 탕비실, 회의실, 미팅실등 다양한 공간에 락커장과 사물함을
제안 합니다. 개인의 공간을 섬세하게 만들어 주는 기업의 직원들은 소소
한 행복을 갖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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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or

블루

락커장

락커장

디셀 락커장 올문1인용 W300×D550×H1900
디셀 락커장 올문2인용 W600×D550×H1900
디셀 락커장 올문3인용 W900×D550×H1900

블루/측면화이트 블루/측면화이트

블루/측면화이트

다크

마블

옐로우

W300×D550×H1900

디셀 락커장 2인용 W300×D550×H1900
디셀 락커장 4인용 W600×D550×H1900
디셀 락커장 6인용 W900×D550×H1900

올블루

올블루

올블루

옐로우/측면화이트

옐로우/측면화이트

사물함/신발장
디셀 사물함 W400×D420×H400/칸당

다크/측면화이트 다크/측면화이트

다크/측면화이트

올다크

올다크

디셀 신발장 W300(400)×D350×H300(400)/칸당

올다크

마블/측면화이트

블루/측면화이트

올다크

옐로우/측면화이트
사물함/신발장 내부

마블/측면화이트 마블/측면화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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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블/측면화이트

마블/측면다크

마블/측면다크

LOCKER ROOM

LOCKER ROOM SERIES

OFFICE SERIES

OFFICE SERIES

LOCKER ROOM

I 락커룸 시리즈

마블/측면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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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MINAR
OFFICE SERIES

OFFICE SERIES

SEMINAR

※ 촬영조명에 따라 색상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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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MINAR

SEMINAR

SEMINAR SERIES

SEREIS

OFFICE SERIES

OFFICE SERIES

SEMINAR

I 세미나 시리즈

제품 구성 특징
TOFAS 시리즈의 SEMINAR TABLE는 다양한 커뮤니게이
션 상황에 최적화된 공간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회의목적과
규모에 따라 설정하는 맞춤형 협업 구성부터 효과적인 교육
및 강연을 위한 구성까지, 당신과 조직의 목적에 적합한 유
연하고 스마트한 플랜을 제안 합니다.

기업의 성장을 위해 필수적인 요소를
꼽으라면 신속한 의사결정과 긴밀한
협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서로의 지
식과 정보를 공유하고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회의, 문제 해결과 프로젝트 이
행을 위한 각종 협업 등으로 회의실은
쉴 틈 없이 돌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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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MINAR

SEMINAR

SEMINAR SERIES

SEREIS

OFFICE SERIES

OFFICE SERIES

SEMINAR

I 세미나 시리즈

제품 구성 특징
TOFAS 시리즈의 SEMINAR TABLE는
다양한 커뮤니게이션 상황에 최적화된
공간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회의목적과
규모에 따라 설정하는 맞춤형 협업 구성
부터 효과적인 교육 및 강연을 위한 구성
까지, 당신과 조직의 목적에 적합한 유연
하고 스마트한 플랜을 제안 합니다.

기업의 성장을 위해 필수적인 요소를 꼽
으라면 신속한 의사결정과 긴밀한 협업이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서로의 지식과 정
보를 공유하고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회
의, 문제 해결과 프로젝트 이행을 위한
각종 협업 등으로 회의실은 쉴 틈 없이
돌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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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세미나 시리즈

SEMINAR SERIES

Seminar Table Detail...

다크

화이트

마블

연수용 1인 / 연수용 2인 시리즈

폴딩 레버

연수용 / 1인 (후면)
W600×D500×H720

1

2

폴딩형 테이블로 보관시 공간활용이
용이하며 이동이 편리합니다.

폴딩 레버

3

연수용/2인 (후면) - 가림판 철재
W1200×D500×H720 W1600×D500×H720
W1400×D500×H720 W1800×D500×H720

4

폴딩형 테이블(1인용)

(전면)

(전면)

캐스터 스토퍼

5

1. 테이블 선반 - 강의, 교육, 회의등에 필요한 개인물품등을 수납 할 수 있습니다.
2. 가림판 - 타공 철재 가림판은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지켜 줍니다.
3. 가방걸이 - 상판 양쪽으로 별도의 가방 걸이가 있어 짐을 보관하기 좋습니다.
4. 이동형 캐스터 - 소음과 긁힘이 적은 부드러운 바퀴로 빠른 배치 및 변경이 가능하고 스토퍼
기능으로 움직임을 잡아 줍니다.
5. 고정 - 테이블 뒷부분이 고정형다리로 제작되어 있어 착석시 움직임을 잡아줍니다.
6. 강연대 - 세련되고 슬림한 라인의 디자인은 어느 공간에 놓여도 모던하게 어루러 집니다.

강연대 / 사회대

6

W600×D450×H1135

Color

블루

블루/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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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블/전면

다크

SEMINAR

블루

OFFICE SERIES

OFFICE SERIES

SEMINAR

Color

마블

기업에서는 신입사원 교육, 실무
교육, 관리자 육성 교육, 워크샵,
세미나 등 생각보다 많은 교육이
일어납니다. 세련되고 슬림한 라
인의 디자인으로 어느 공간에 놓
여도 모던하게 잘 어루러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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