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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정밀산업 설립

Established Daewoo
Precision Industry

대우가구산업으로
업종추가 및 상호변경

Added business portfolio
and renamed to Daewoo
Furniture Industry

광주 용수리공장 확장이전

Expanded and relocated the factory 
in Yongsu-ri, Gwangju

접의자및 수강용 책,걸상
양산 시작

Began mass production of folding chairs,
lecture desks/chairs

한국 금속가구공업
협동조합 가입

Gained membership of
Korean Metal Furniture
Industry Cooperatives

연수용테이블 양산 시작

Began mass production of
training tables

(주)대우가구 법인설립

Established Daewoo
Furniture Corporation

곤지암 공장 신축확장 이전

Expanded and relocated
the factory in Gonjiam

특허 절첩식테이블 외
지적재산권 42종 획득

Obtained 42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for patented
foldable table, etc

ISO 9001 인증 획득

Obtained ISO 9001 Certification

2004~2009 우수산업
디자인(G.D) 업체선정(산업자원부)

Selected as Good Design(G.D)
Company 2004~2009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주)대우가구는 

최상의 교육환경을 만들기 위해 한길만을 걸어왔습니다.
(주)대우가구는 사회와 공존하는 경영을 실현하고, 환경보존에 대한 기업의 책임을 이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90년대부터 이미 환경의 중요성을 인식하면서, 축적된 경험과 혁신적인 기술개발을 통해 친환경 제품을 공급할 수 있는 

경영체제를 구축하였습니다. 앞으로 고객의 입장에서 최상의 품질을 위해 끊임없는 연구와 개발을에 지속적인 투자를 

함으로써 한결같은 고객만족을 실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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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인증 획득

Obtained Venture
Certification

이노비즈인증 획득

Obtained
INNO-BIZ Certification

ISO 14001인증 획득

Obtained ISO 14001 Certification

조달우수제품 선정

Selected as Procurement
Excellent Product (beds)

확장신축이전
(음성 감곡 공장)

Expansion and relocation 
(factory in Gamgok, Eumseong)

2010우수산업디자인(GD)
업체선정(산업자원부)

Selected as Good Design(G.D) 
Company 2010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2009 대한민국
유망기업선정 (한국일보)

Selected as Promising Company 
of Korea 2009 (Hankook Ilbo)

2013 조달우수제품선정
(일체형책걸상)

Selected as Procurement
Excellent Product 2013
(integrated desk and chair)

100大우수특허제품선정
(복합형침대) (특허청,한국일보)

Selected as Top 100 Excellent 
Patented Product (complex type bed)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Hankook Ilbo)

친환경마크획득(책상류)

Obtained Green Seal Mark (desks)

2012조달우수제품선정(침대류)

Selected as Procurement 
Excellent Product 2012 (beds)

판금설비 라인 증설

Expanded the sheet metal
processing facility line

조달우수제품선정(책걸상)

Selected as Procurement Excellent
Product (desks and chairs)

2013 조달우수제품선정
(수강용책상 캐스터자동잠금장치)

Selected as Procurement 
Excellent Product 2013
(lecture table, caster auto
lock device)

2014 KS품질인증획득

Obtained KS Mark Certification

2016 조달청 G-PASS 선정
(해외조달시장진출유망기업)

Selected as G-PASS by the Public 
Procurement Service
(Promising companies to enter overseas 
procurement market)

2016 PIN-UP상 수상
(침대외 4종) 디자인어워드

PIN-UP Award
(4 kinds of beds) Design Awards

2016 단체표준인증 선정
(책장, 침대, 식탁)

Group standard certification selected
(Bookshelf, bed, dining table)

환경마크 획득
(EL172-사무용목제가구, EL483-침대)

Obtained Green Seal Mark
(EL172- wooden furniture for office, 
EL483-bed)

Education environment in the 21st century requires the space and environment alive, ensuring agile and 
smooth circulation of smart information throughout the organization. This educational environment design 
creates the space conducive to broadening horizon of all members of organization, stimulating creativity, 
and motivating them towards future goals.

We create education environment overflowing
with vitality and enthusiasm.

DAEWOO FURN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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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SION

Education environment in the 21st century requires the space and environment alive, ensuring agile and smooth circulation of smart 
information throughout the organization. This educational environment design creates the space conducive to broadening horizon of all 
members of organization, stimulating creativity, and motivating them towards future goals.

We create education environment overflowing with vitality and enthusiasm.

Newly designed space will bring savings on maintenance cost over the long-term, albeit high initial cost, and help attract and retain 
excellent talents and demonstrate their capabilities. Cost involved in improvement of educational environment will become investment for 
the future.

We create the space saving the time and cost.

Smart educational environment has taken on an added importance for creative and innovative thinking along with advancement of 
information communication and smart device technologies. New classroom created by smart educational environment will help improve 
academic achievement. Creative educational environment is an important element for the future. The educational system will help secure 
sufficient space for designing your future and increase your focus on studying, ushering in a brighter future for you.

We create the space suitedto the changing educational environment.

21세기 교육환경은 스마트한 정보가 조직 전반을 거쳐 빠르고 부드럽게 순환할 수 있는 공간, ‘살아있는 환경’이 되어야 합니다. 이런 살아있는 

교육환경 디자인을 통해 조직원 모두의 생각의 틀을 넓히고, 창의력을 자극하며, 미래의 목표를 향한 동기를 갖게 하는 공간을 만들어 드립니다.

활기와 열정이 넘치는 살아있는 교육환경을 만듭니다.

새로운 공간 디자인에 당장 큰 비용이 지출되더라도 장기적으로 보았을때, 유지 관리비가 줄어들 뿐만 아니라, 훌륭한 인적자원을 확보, 유지하고 

그들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공간을 갖게 될 것입니다. 교육환경 개선에 대한 비용을 미래를 위한 투자로 바꾸어 드리겠습니다.

시간과 비용을 절감시키는 공간을 만듭니다.

정보통신과 스마트기기 기술의 발달로 창의적이고 혁신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스마트 교육환경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스마트 교육환경으로 

구현되는 새로운 수업으로 학업성취도를 더욱 높여드릴 것이며, 당신의 미래를 준비하는 창의적인 교육환경의 활용은 중요한 요소입니다. 각자의 

내일을 설계하기 위한 공간을 충분히 확보하고, 학업에 열중할 수 있는 교육용 시스템이 보다 밝은 내일을 약속합니다.

변화하는 교육환경에 적합한 공간을 만듭니다.

더좋은 교육환경을
만드는 마음에서
출발합니다.

대우
가구

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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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
표준인증

조달청
우수제품

친환경
사무가구

굿디자인
인증

최고의 제품을 만듭니다.

PROCUREMENT 
EXCELLENT PRODUCT

GOOD DESIGN 
CERTIFICATION

KOREA INDUSTRIAL 
STANDARD

ECO-FRIENDLY 
FURNITURE

CORE VALUE 
OF

DAEWOO

제품을 개발할때 기획 및 설계 단계에서 부터 품질, 비용과 동시에 환경을 고려하여 환경부하를 최소화함으로써 제품의 친환경성을 보증하고 
있습니다.

Eco-friendliness of products is assured by minimizing environmental impact based on consideration of quality, cost and environment 
from planning and designing stages of product development.

모든 제품은 친환경 디자인 프로세스로 만들어집니다.
All products are produced through eco-friendly design process.

조달청 우수제품 제도는 조달물자의 품질향상을 위해 중소기업이 생산한 제품중 기술 및 품질이 우수한 제품을 대상으로 엄정한 평가를 통해 
우수제품으로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Public Procurement Service Excellent Product System recognizes excellent products through stringent screening of small and 
medium-sized companies’products that have high standard quality or incorporate high technologies in order to promote quality 
improvement of products procured

끊임없는 연구와 개발로 최고의 제품만을 만듭니다.
We produce the best products based on relentless R&D.

Korean Industrial Standards are national standards specifying products, tests, manufacturing method, etc., for all industrial fields of 
Korea Republic and aim to promote simplification and process of transactions in order to protect consumers.

한국산업표준은 대한민국 산업 전 분야의 제품 및 시험, 제작방법 등에 대하여 규정하는 국가 표준으로 거래의 단순화와 공정화를 도모하여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교육용가구의 표준을 만들어갑니다.
We set the standards for educational furniture.

G-PASS (Government Performance ASSedure) is an excellent procurement company that selected and selected by the Public 
Procurement Service in order to support efficient advancement of overseas procurement market. The company will receive various 
support.

G-PASS(Government Performance ASSured)기업은 조달청이 효율적인 해외 조달시장 진출 지원을 위해 기술력, 해외진출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선정한 우수 조달기업으로써, 선정된 기업은 해외조달시장에서도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각종 지원을 받게 됩니다.

해외조달시장 진출 유망기업(G-PASS기업)에 선정되었습니다.
 Selected as a promising company to enter overseas procurement market (G-PASS company).

핀업 마크는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도울 수 있도록 국내외 교수, 저명한 디자인 전문가가 디자인을 검증하고 (사)한국산업디자이너협회가 
부여함으로써, 핀업마크를 획득한 제품은‘우수 디자인으로 검증된 제품’을상징합니다.

In order to help consumers to make reasonable choices, a prominent design expert verifies the design given by the Korean Industrial 
designers association, acquired products are products with proven design symbol.

Obtained the pin-up mark which is a product proven by excellent design.

한국산업디자이너협회가 주관하는 ‘2016 핀업디자인어워드’에서 수상하며 
핀업마크를 획득, 디자인 우수성을 입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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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FICE
심플하고 간결한 디자인의 사무용가구시리즈는 현대적인 도시감각이 살아나는 

사무실에서 그 진가를 발휘하는 사무가구입니다. 심플한 실버톤 멀티 엣지를 사용해 

감각이 살아있는 사무공간을 연출할 수 있습니다

Office furniture series with simplistic and concise design prove real worth 
in offices with modern and urban style. The simple silver tone multi edge 
creates stylish office space.

SYSTEM



사무용가구
시리즈

높이조절테이블 시리즈 10
Moving table series

사무용책상 시리즈 26
Office desk series



앉은 자세는 척추와 관절이 많은 무게를 부담하고 오랜 시간 앉아있으면 혈액순환이 

원할하지 않아 쉽게 피로를 느끼게 됩니다. 높이조절 책상으로 앉은 자세와 서있는 자세를 

번갈아 취하면 허리 통증 감소와 혈액순환 장애 및 비만을 예방해줍니다.

Sitting position places burdens your back and joints, and extended sitting 
encumbers blood circulation causing fatigue. Our height-adjustable desk allows you 
to alternate between standing up and sitting down, effectively reducing back pains, 
maintains blood circulation and prevents obesity.

높낮이조절 테이블 시리즈

OFFICE SYSTEM TABLE MOVING TABLE se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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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린 패널과 스토리지를 기준으로 다양한 레이아웃의 

워크스테션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업무 특성에 따라 

사용자에게 꼭 맞는 업무공간 레이아웃을 만들어 

보십시요.

간편한 조작이 가능한 업다운 스위치로 사용자의 체형에 

맞춰 높이를 조절할 수 있어 차별화된 업무환경을 

제공하고 변화된 업무공간을 연출해줍니다

With screen panel and storage components, you 
can configure a wide range of workstation layouts to 
your advantage.

The easy-to-operate up-down switch allows you 
to adjust table height suitable for you, providing 
distinguished work environment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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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낮이조절 책상 시리즈

OFFICE SYSTEM TABLE MOVING TABLE series 

높이조절 책상은 사용자의 컨디션에 맞는 업무환경을 제공하고 업무형태에 따라 자율적으로 

조절하여 개인 집중업무부터 미팅, 협업까지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당신을 위해 준비된 

사무환경, 최고의 파트너 MOVING DESK가 함께합니다.

Our height-adjustable desk provides work environment that suits user condition and 
can be adjusted for different tasks ranging from personal to group meetings. Your 
partner, MOVING DESK, is arranged to provide the best office environment for you.

높낮이조절 테이블 시리즈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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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개인의 체형과 업무 형태에 따라 책상 높이를 자유롭게 설정하는 높이조절 데스크는 능률적인 

사무환경을 연출하고 업무 생산성 증대와 직원의 건강 지수까지 함께 높여줍니다. 좋은 사무환경이 

당신을 행복하게 만들고 미래를 향해 한발 더 전진할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Allowing you to freely adjust the height depending on your body or work type, our height-
adjustable desk series displays an efficient office environment and enhances productivity 
as well as health index of the user. Great office environment makes you happy and press 
forward for your future.

높낮이조절 테이블 시리즈

OFFICE SYSTEM TABLE MOVING TABLE se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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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특성에 꼭 맞는 워크스테이션 구성이 가능하고, 개성이 살아있는 공간을 

완성해 줍니다. 스크린 패널로 사무공간을 보다 스마트하고 더 스타일리시 

하게 연출해 보십시요. 또한 패널에 걸어 사용하는 다양한 액세서리를 이용해 

파일또는 비품을 수납해 효율적인 공간을 한층 더 이용할 수 있습니다.

책상 높이를 660~1305mm 내에서 자유롭게 설정하는 높이조절 데스크는 간단한 컨트롤 

버튼만으로 쉽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

You can configure a workstation that can suit your work and complete 
your personal space. Adorn your office space smarter and stylish with 
the screen panel components. Our screen panels come with various 
accessories for storing files and office supplies.

With a simple push of a button, you can vary your desk height from 660 to 1,305cm.

700

M
in 660

700

M
ax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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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낮이조절 테이블 시리즈

OFFICE SYSTEM TABLE MOVING TABLE series 

16



패널에 걸어 사용하는 오픈 선반등 다양한 액세서리를 이용해 도서나 비품을 수납하면 효율적인 

공간을 한층 더 이용할 수 있습니다.

We have a selection of storage accessories for more efficient space utilization.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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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낮이조절 테이블 시리즈

OFFICE SYSTEM TABLE MOVING TABLE series 

Working in the same position will diminish work efficiency over 
time.

1.Work while sitting downWork efficiency comparison

1.앉아있는 업무형태
항상 똑같은 자세로 일하는 업무형태는 업무 효율성과 근로자의 

건강지수가 떨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하루동안 대부분의 시간을 앉아서 일하는 사무직 근로자들을 위해 이제는 건강과 업무효율성의 비례관계가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항상 똑같은 업무스타일에서 벗어나 더욱 활동적이고 새로운 업무환경을 만들어주는 

무빙데스크를 소개합니다.

For office workers who spend most of their days sitting, the relationship between health and work 
efficiency has become more important. We introduce our MOVING DESK to help you to escape 
from your everyday work settings and create new environment.

업무효율성 증가율비교

앉아서 일하는 그룹

업무효율성 증가율

앉거나, 서서 일하는 그룹

업무효율성 증가율

업무스타일에 따라 앉아서 일하는 경우와 서서 일하는 경우는 

업무효율성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Working while sitting down or standing up has close correlation 
with work efficiency

이제 업무환경도 웰빙시대 입니다!

Well-being Office sp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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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대별 업무효율성 변화

Because the biorhythm changes by daily routine, change in 
working position is required to stand up or sit down.

2.Work while sitting down or standing up

2.앉거나 서있는 업무형태
개개인의 하루업무 일과에 따라 신체리듬이 바뀌기 때문에 그에 맞추어 

앉아서 일하거나 서있는 패턴으로 업무형태의 변화가 요구됩니다.

Working while standing up after a brief meeting when the 
concentration is high, one can attain optimal health index.

3.Work while standing up

3.서있는 업무형태
업무집중력이 최대에 이른는 시간대에 가벼운 미팅시간을 가지고 

서있는 업무형태는 신체의 건강지수도 최대에 이를 수 있습니다. 

업무효율성 집중력

앉아있는 업무시간 서있는 회의시간 서있는 업무시간 앉아있는 업무마감시간

업무효율성 최고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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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행잉 스토리지를 이용한 수납공간 연출
다양한 공간과 업무 변화에 대응하여 효율적이고 차별화된 수납공간을 마련하는 
멀티서랍은 개인의 프라이버시는 물론 디자인까지 탁월한 제품입니다.

3. 컴퓨터 본체 보관 및 파일링캐비닛 겸용
화이트 컬러의 슬림한 본체박스는 모던한 느낌을 주며 전체적으로 심플하고 깔끔하게 
처리하여 컴퓨터 본체는물론 화일 보관까지 겸하는 공간을 연출합니다.

4. 마감이 곡선으로 처리된 서랍형 스틸 보관함
메이플 컬러의 단아한 색상은 모던한 느낌을 주며 전체적으로 곡선화 시킨 서랍형 
보관함은 사무공간의 세련된 분위기를 연출합니다.

1. 독립적 워크스테이션 구성이 가능한 스크린패널
스크린 패널은 독립적인 공간의 업무 특성에 꼭 맞는 워크스테이션 구성이 가능하고 
개성이 살아있는 공간을 완성해 줍니다

1.   Screen panels for personal workstation
Our screen panel components allow you to configure a workstation of your choice.

5. 슬림하고 스마트한 모니터 받침대
슬림한 모니터 받침대는 스마트하고 더 스타일리시한 공간을 연출할 수 있고 업무 특성에 
꼭 맞는 워크스테이션 구성이 가능해 개성 있는 공간을 연출합니다.

5.   Slim and smart monitor stand
Our slim and smart monitor stand offers stylish display while facilitating versatile workstation 
configuration for your convenience.

2.   More storage space with hanging storage components
In addition to versatile storage space, our multi-drawers assure personal privacy and provide 
tasteful designs.

3.   Computer tower holder / Filing cabinet
This simplistic component functions as computer tower holder and filing cabinet. In stylish 
white color, this component offers modern and orderly ambience.

4. Steel drawers with round finish
In elegant maple color, our steel drawers display smart and stylish presentation in office 
environment.

1

5

2 3 4

DETAILS

높낮이조절 테이블 시리즈

OFFICE SYSTEM TABLE MOVING TABLE se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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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무거운 하중에도 밀착되어 안정감이 우수합니다. 
전동식 콘트롤콘솔을 이용해도 바닥면에 밀착되어 안정감은 배가되고 디자인 또한 심플해 
오피스공간에 스타일리시한 분위기를 연출합니다.

5. 간편한 조작이 가능한 디지털 스위치 장착(4단형)
디지털 조작이 가능한 콘트롤 스위치는 사용자가 설정하면 높이를 4종류까지 메모리할 수 
있는 컨트롤 콘솔과 LED창이 내장 되었습니다

3. 스크린 패널 액세서리 부착 겸용 마감철물 
패널에 걸어 사용하는 오픈 선반등 다양한 액세서리를 이용해 도서나 비품을 수납하면 
효율적인 공간을 한층 더 이용할 수 있습니다.

4. 자석 & 액세서리 부착형 타일 
요에 따라 메모나 사진등을 부착할 수 있는 자석용 타일과 문구용품을 정리할 수 있는 
액세서리를 이용해 수납의 효율적인 공간을 한층 더 연출할 수 있습니다.

1.효율적인 배선덕트 장착 
복잡해 보이는 배선은 업무능률에 방해가 됩니다. 배선덕트 장착으로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어 배선 제품의 활용을 보다 편리하게 합니다

1.   Efficient wiring duct
Jumbled wires and cords deteriorate your work efficiency. Organize your wires with our 
wiring duct.

2.Excellent stability even under heavy load
Our electric control console steadily attaches to the floor increasing stability.

5. Easy-to-use digital switch (4-tier type) 
You can program our digital control switch with up to 4 height adjustments for varying 
situations. It comes with control console and LED screen.

3.   Screen panel accessories
Various accessories for the screen panel including open shelf are great for holding books 
and other supplies.

4. Magnetic tiles
Our magnetic tiles can be used for putting up memos and photos on the screen panels.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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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TAI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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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낮이조절 테이블 시리즈

OFFICE SYSTEM TABLE MOVING TABLE series 

GREYWHITE MANGFUL

COLOR EDGE

간편한 조작이 가능한 업다운 스위치로 사용자의 체형에 맞춰 높이를 

조절할 수 있어 차별화된 업무환경을 제공하고 변화된 업무공간을 

연출해줍니다

The easy-to-operate up-down switch allows you to adjust table 
height suitable for you, providing distinguished work environment.

※2016년 신제품 ※2016년 신제품

엣지 / 앞가림판 / 본체보관함 / 스크린 옵션형 우레탄 / 앞가림판 / 본체보관함 /스크린 옵션형

PRODUCTS

DAM-2001 W1400 .D1200 .H660~1305
 22995290 \1,100,000 

DAM-2002 W1600 .D1200 .H660~1305
 22995291 \1,150,000 

DAM-2003 W1800 .D1200 .H660~1305
 22995292 \1,200,000 

높낮이조절 테이블(L형/엣지)

DAM-2004 W1400 .D1200 .H667~1312
 22995293 \1,200,000 

DAM-2005 W1600 .D1200 .H667~1312
 22995294 \1,250,000 

DAM-2006 W1800 .D1200 .H667~1312
 22995295 \1,300,000 

높낮이조절 테이블(L형/우레탄)

GREY MANGF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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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EYWHITE MANGFUL

COLOR EDGE

PRODUCTS

DAM-1002 W1600 .D700 .H660~1305
 22945737 \893,200 

DAM-1001 W1400 .D700 .H660~1305
 22945736 \893,200 

DAM-1003 W1200 .D700 .H660~1305
 22952365 \847,000 

높낮이조절 테이블(기본형/양수모터 3단형)

M
in 660

M
ax 1305

앞가림판 옵션형 앞가림판 / 스크린 / 스토리지 옵션형 

※2016년 신제품

GREY MANGF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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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낮이조절 테이블 시리즈

OFFICE SYSTEM TABLE MOVING TABLE series 

COLOR EDGE

DAM-1206 W1600 .D400 .T8
 22946915 \184,800 

DAM-1205 W1400 .D400 .T8
 22946914 \184,800 

DAM-1213 W1200 .D400 .T8
 22952368 \179,300

스크린(아크릴)

DAM-1202 W1473 .D300 .T29
 22946913 \46,200 

DAM-1201 W1273 .D300 .T29
 22946912 \46,200 

DAM-1211 W1073 .D300 .T29
 22952366 \44,000 

 

가림판

DAM-1101 W400 .D350 .H100
 22946599 \60,060 

서랍(소)

DAM-1204 W1600 .D400 .T15
 22946937 \184,800 

DAM-1203 W1400 .D400 .T15
 22946936 \184,800 

DAM-1212 W1200 .D400 .T15
 22952367 \179,300 

스크린(천)

DAM-1102 W250 .D350 .H250
 22946600 \69,300 

서랍(대)

PRODUCTS

업무 특성에 따라 다양한 종류의 악세사리를 적용하여 보다 스마트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You can utilize our selection of accessories for smart space 
utilization.

GREYWHITE MANGFULGREY MANGFUL

※우레탄 상판에는 설치불가 ※우레탄 상판에는 설치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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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M-1207 W82 .D82 .H176
 22949191 \4,950 

모바일거치대

DAM-1103 W140 .D450 .H440
 22964469 \46,200

본체보관함

DAM-1209 W250 .D26 .H300
 22949193 \4,950 

메모판

DAM-1208 W100 .D60 .H130
 22949192 \6,600 

펜꽂이

DAM-1210 W300 .D140 .H82
 22949194 \6,600 

보관대

COLOR EDGE

PRODUCTS

GREYWHITE MANGFULGREY MANGF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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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가구에서 맛볼 수 있는 기능적 편리함과 함께, 최고급 소재와 유럽형 디자인을 결합하여 

세련된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습니다.

사무용책상 시리즈

OFFICE SYSTEM DESK OFFICE DESK series 

Office desk series combine the highest quality materials and European design with functional 
convenience of system furniture, creating stylish atmosph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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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플하고 간결한 디자인의 사무용책상 시리즈는 현대적인 도시감각이 살아나는 사무실에서 그 

진가를 발휘하는 사무가구입니다

Office desk series with simplistic and concise design prove real worth in offices with modern 
and urban style.

사무용책상 시리즈

OFFICE SYSTEM DESK OFFICE DESK se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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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평조절발굽
심플한 직선의 다리에 조절발을 적용하여 수평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4. 전선홀캡
전선캡은 배선을 더 깔끔하게 하고, 제품의 포인트로써 작용합니다.

5. 철제 앞가림판
성형 엣지마감하여 모서리 보호를 위해 타공이 적용된 철제 앞가림판을 
부착하였습니다.고를 방지하고 깔끔하며 우수한 내구성을 지녔습니다.

1.2.멀티엣지
상판 마감을 보다 자연스러운 느낌의 멀티 엣지로 처리하여 세련된 이미지를 만들어 주는
디자인입니다.

1.2.Multi-edge
Office desk series with simplistic and concise design prove real worth in offices with modern 
and urban style.

6. 목재 앞가림판
개인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 목재 앞가림판을 부착하였습니다.

6.   Wood front shield
Wood front shield was attached to protect the privacy of individuals.

3.Leveling hoof
Height can be adjusted by using the leveling hoof on simple straight leg.

4.   Wire hole cap
Wire cap keeps the wiring in neat condition, accentuating the product.

5. Steel front shield
Perforated steel front shield was attached to protect the privacy of individuals.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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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용책상 시리즈

OFFICE SYSTEM DESK OFFICE DESK series 

COLOR

WHITE IVORY MANGFUL

CIRTIFICATIONS

KS품질인증

PRODUCTS

DWO-0009 W1200 .D750 .H730
 22480906 \160,000 

DWO-0010 W1400 .D750 .H730
 22480905 \180,000

DWO-0011 W1600 .D750 .H730
 22480904 \210,000

DWO-1012 W1800 .D750 .H725
 23030976 \220,000 

사무용책상

DWO-0031 W1200 .D750 .H730
 22480898 \200,000 

DWO-0032 W1400 .D750 .H730
 22480897 \240,000

DWO-0033 W1600 .D750 .H730
 22480896 \250,000

DWO-0034 W1800 .D750 .H730
 22480895 \270,000

사무용책상(철재가림판)

DWO-0053 W1200 .D750 .H730
 22480907 \200,000

DWO-0054 W1400 .D750 .H730
 22480908 \240,000

DWO-0055 W1600 .D750 .H730
 22480909 \250,000

DWO-0056 W1800 .D750 .H730
 22480910 \270,000

사무용책상(목재가림판)

DWO-1067 800 .D500 .H725
 23030977 \80,000

DWO-1068 1000 .D500 .H725
 23030978 \100,000 

DWO-1069 1200 .D500 .H725
 23030979 \110,000 

보조책상

데스크 시스템은 군더더기 없는 심플한 선과 면으로 구성된 디자인으로 

개인간 활발한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는 열린 사무공간을 지향하는 

최소한의 공간 구획 솔루션입니다.

Our office desk system is simplicity itself. Composed of minimal lines 
and planes, it is the ultimate space solution for open communication 
and space.

특허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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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OR

WHITE IVORY MANGFUL

CIRTIFICATIONS

KS품질인증

DWO-0022 W600 .D1000 .H730
 22482849 \130,000

U형 보조책상

DWO-0044 W600 .D1000 .H730
 22482929 \150,000

U형 보조책상(타공가림판)

DWO-0066 W600 .D1000 .H730
 22482930 \150,000

U형 보조책상(목재가림판)

DWF-0310 W400 .D560 .H555
 22946928 \220,000 

이동서랍 3단(사출/원형키)

DWF-0311 W400 .D560 .H555
 22945241 \234,300 

이동서랍 3단(사출/다이얼키)

DWF-0312 W400 .D560 .H555
 22927149 \278,300 

이동서랍 3단(사출/디지털키)

PRODUCTS

특허등록

원형키 다이얼키 디지털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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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ASSROOM
좋은 교육용 가구는 사용자의 체형과 정서에 맞게 최상의 교육환경을 제공하고, 내구성과 안전성, 

편안함 그리고 뛰어난 디자인으로 새로운 강의문화를 만들어 갑니다.

Good classroom furniture creates optimal educational environment in a way suited to user’s 
body type and emotion. With excellent durability, safety, comfort, design, a new lecture 
culture is created.

SYSTEM



강의용가구
시리즈

연수용테이블 시리즈 34
Training table series

수강용테이블 시리즈 52
Lecture table series

일체형책걸상 시리즈 66
Classroom desk series

학습용테이블 시리즈 86
Study table series

다용도테이블 시리즈 88
Multi-table series

식당용테이블 시리즈 92
Dining-table series



연수용테이블 시리즈 - R형

LECTURE SYSTEM TABLE R - TYPE se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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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리한 기능과 심플한 디자인의 미래지향적 다목적 테이블로 견고하고 실용적이며 대강당, 대규모 

교육장, 학원 등에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This stout and practical future-oriented multi-purpose table with convenient function and 
simplistic design can be used at large auditorium, large-scale education site, private 
education institute, etc., in various wa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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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CTURE SYSTEM TABLE R - TYPE series 

심플한 디자인과 인체공학적 라인을 적용하여 장시간 사용시 피로감을 덜어줍니다.

개인공간을 충분히 충족시켜 최대의 학습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Adopting simple design and ergonomics, it reduces fatigue during prolonged use. As it can 
fully utilize the space for personal use, learning ability can be enhanced as much as possible.

연수용테이블 시리즈 - R형

❶

❸ 

❹  

❷ 

DESIGN & FEATURES

❶  안정적인 폴딩메커니즘

❷  사출성형 엣지상판

❸   사출커버

❹   가림판 모서리

완벽한 폴딩 메커니즘 기능을 구현하여 사용시 흔들림이 없습니다.

사용자가 사용중 책상에 걸터 앉거나 무거운 물건이 올려져도 
휘어짐이나 파손에 강하게 제작 되었습니다

사출커버를 이용하여 구조물이보이지 않게 마감하여 안정감과 
디자인감각을 높였습니다

가림판 모서리 부분을 남기지 않기위해 부드럽게 감아 올라간 
구조로 설계하여 사용자의 안전을 고려하였습니다.

 ❶ Reliable folding mechanism

❷ Injection molded edge top plate

❸ Injection cover

❹ Shield edge

Perfect folding mechanism prevents shakiness. 

It was designed to withstanding bending or damage even if user sits 
on the desk or places heavy object on it. 

The injection molded cover finish conceals the structure and 
enhanced stability with design. 

Designed to have smoothly wound-up structure to cover the shield 
edge completely, it increased safety for us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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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초 캐스터 자동잠금장치(AUTO LOCK DEVICE)
자동 잠금장치를 장착하여 사용중 미끄러짐을 방지하고 이동과 재배치가 용이한 BRAKE CASTER 장치, 추가적인 
작업 없이 상판을 접고 펴는것 만으로 이동과 고정을 간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Auto lock device prevents slippage during use, and BRAKE CASTER makes the transport and rearrangement easier. 
The transport and fixation can be made conveniently by folding the top plate without additional work.

1.이동시 Transport
상판을 위로 접으면 동시에 캐스터락이 풀리면서 이동할 수 있습니다.

Caster is unlocked and moved by folding the top plate upward.

2.고정시 Fixation
상판을 내리면 동시에 캐스터락이 잠기면서 움직이지 않게 고정이 됩니다.

Caster is locked and fixed by lowering the top plate.

KS품질인증 조달우수제품친환경인증제품

연수용테이블R형(23t 상판)

DWT-1299 W700 .D520 .H740
 22433631 \204,000

특허등록

COLOR

GREY MANGFUL CHERRY

CIRTIFICATIONS

PRODUCTS

DWT-1234 W1800 .D500 .H740
 22320419 \290,000 

DWT-1235 W1500 .D500 .H740
 22320537 \274,000

DWT-1236 W1400 .D500 .H740
 22320418 \270,000

DWT-1237 W1200 .D500 .H740
 22320417 \252,000

연수용테이블R형(23t 상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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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용테이블 시리즈 - R형

LECTURE SYSTEM TABLE R - TYPE series 

2. 간단한 폴딩조작
상판 하부의 레버를 조작하면 상판과 프레임 이 잠금 기능이 해제되어 상판을 간단하게 
접을 수가 있습니다.

6. 자동잠금장치
자동 잠금장치를 장착하여 사용중 미끄러짐을 방지하고 이동과 재배치가 용이한 BRAKE 
CASTER 장치, 추가적인 작업 없이 상판을 접고 펴는것 만으로 이동과 고정을 간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3. 심플한 결합
가림판과 다리를 심플하고 견고하게 연결시 켜 내구성과 편의성을 높였습니다.

7. 수평적재기능
개별 테이블 유니트를 배치하여 규모와 용도에 맞도록 설치 가능하며 사용한 후 상판을 
접을 수 있어 보관과 이동이 편리합니다.

4. 성형엣지마감
성형 엣지마감하여 모서리 사고를 방지하고 깔끔하며 우수한 내구성을 지녔습니다

1. 하부 수납공간
테이블의 상판 밑에 Steel 선반이 부착되어 자료나 필기도구를 수납할 수 있습니다.

1.   Bottom storage space
 Fitted with steel shelf beneath top plate of table, it can hold materials and writing instruments

5. 앞가림판
개인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 부드러운 곡선디자인의 앞가림판을 부착하였습니다.

5.   Front shield
Front shield with smooth curved design protects the privacy of individuals.

2.   Simple folding operation
By operating the lever under top plate, the top plate and frame lock is released to fold the 
top plate easily

6. Auto lock device 
Auto lock device prevents slippage during use, and BRAKE CASTER makes the transport 
and rearrangement easier. The transport and fixation can be made conveniently by 
foldingthe top plate without additional work.

3.   Simple combination
Durability and convenience increased by simple and firm connection of shield plate and 
legs.

7.   Horizontal loading function
With individual table unit, installation can be made in a way suited to size and purpose. After 
use, the top plate can be folded for easy storage and transport.

4. Molded edge finish
With the molded edge finish, the edge is in neat condition to prevent injuries from the 
manual handling of sharp edges and has greater durability.

1

5 6 7

2 3 4

DETAI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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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품질인증친환경인증제품

COLOR

GREY MANGFUL CHERRY

CIRTIFICATIONS

DWT-0234 W1800 .D500 .H740
 21874586 \277,800 

DWT-0235 W1500 .D500 .H740
 21874588 \263,200

DWT-0236 W1400 .D500 .H740
 21874589 \261,600

DWT-0237 W1200 .D500 .H740
 21874591 \240,000

연수용테이블R형(22t 우레탄상판)

DWT-0243 W1800 .D500 .H740
 21874612 \260,000 

DWT- W1500 .D500 .H740
  

DWT-0245 W1400 .D500 .H740
 21874617 \225,000

DWT-0246 W1200 .D500 .H740
 21874618 \220,000

연수용테이블R형(22t 우레탄상판/가림판무)

DWT-0238 W1800 .D500 .H740
 21874593 \248,000 

DWT-0239 W1500 .D500 .H740
 21874594 \240,000

DWT-0240 W1400 .D500 .H740
 21874595 \235,000

DWT-0242 W1200 .D500 .H740
 21874598 \219,200

연수용테이블R형(22t T바상판)

DWT-0273 W1800 .D500 .H740
 21874679 \175,000 

DWT-0274 W1500 .D500 .H740
 21874681 \165,000

DWT-0275 W1400 .D500 .H740
 21874687 \159,700

DWT-0277 W1200 .D500 .H740
 21874690 \145,000

DWT-1285 W1500 .D400 .H740
 22923135 \163,000 

DWT-1286 W1800 .D400 .H740
 22923133 \173,000 

연수용테이블R형 상판고정식(22t T바상판)

DWT-278A W1800 .D500 .H740
 22535870 \155,000 

DWT- W1500 .D500 .H740
  

DWT-0280 W1400 .D500 .H740
 21875111 \140,000

DWT-0282 W1200 .D500 .H740
 21875113 \125,000

DWT-1283 W1500 .D400 .H740
 22923131 \143,000 

DWT-1284 W1800 .D400 .H740
 22923132 \153,000 

연수용테이블R형 상판고정식(22t T바상판/가림판무)

DWT-0247 W1800 .D500 .H740
 21874621 \225,000 

DWT-0248 W1500 .D500 .H740
 21874622 \205,400

DWT-0249 W1400 .D500 .H740
 21874624 \205,000

DWT-0251 W1200 .D500 .H740
 21874628 \197,700

연수용테이블R형(22t T바상판/가림판무)

PRODUCTS

특허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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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CTURE SYSTEM TABLE Z - TYPE series 

새로운 공법의 연수용 테이블은 하체부분에 스프링 캐스터장치를 부착하여 이동이 자유로우며, 

테이블 사용시 발굽이 내려와 지면에 밀착되어 기존의 스프링 고정발 굽장치 테이블보다 더 넓고 

안정적입니다.

Training table created by new method is fitted with spring caster device on the lower part, 
making the transport easy. When the table is used, hoof is lowered to come into close 
contact with ground, providing wider and more stable base than existing tables fitted with 
spring-mounted hoof device.

연수용테이블 시리즈 - Z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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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간단한 폴딩조작
상판 하부의 레버를 조작하면 상판과 프레임 이 잠금 기능이 해제되어 상판을 간단하게 
접을 수가 있습니다.

6. 수평적재기능
개별 테이블 유니트를 배치하여 규모와 용도 에 맞도록 설치 가능하며 사용한 후 상판을 
접을 수 있어 보관과 이동이 편리합니다

2. 성형엣지마감
성형 엣지마감하여 모서리 사고를 방지하고 깔끔하며 우수한 내구성을 지녔습니다

7. 간단한 폴딩조작
상판 하부의 레버를 조작하면 상판과 프레임 이 잠금 기능이 해제되어 상판을 간단하게 
접을 수가 있습니다.

3. 기능성 Z형 다리

4. 앞가림판

하부에 스프링 캐스터장치를 부착하여 상판을 접으면 캐스터가 내려와 이동이 
자유로우며, 반대로 상판을 내리면 발굽이 내려와 안정적으로 고정됩니다.

테이블의 상판 밑에 Steel 선반이 부착되어 개인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 부드러운 
곡선디자인의 앞가림판을 부착하였습니다.

1.   Simple folding operation
By operating the lever under top plate, the top plate and frame lock is released to fold the 
top plate easily

5. 하부 수납공간
테이블의 상판 밑에 Steel 선반이 부착되어 자료나 필기도구를 수납할 수 있습니다 5.   Bottom storage space

Fitted with steel shelf beneath top plate of table, it can hold materials and writing instruments

2. Molded edge finish
With the molded edge finish, the edge is in neat condition to prevent injuries from the 
manual handling of sharp edges and has greater durability.

6. Horizontal loading function 
With individual table unit, installation can be made in a way suited to size and purpose. After 
use, the top plate can be folded for easy storage and transport.

3.   Functionality Z-type leg
With spring caster device fitted to the bottom, the caster is lowered to make the transport 
easy if the top plate is folded. The hoof is lowered to make it secured stably if the top plate 
is lowered.

7.   Simple folding operation
By operating the lever under top plate, the top plate and frame lock is released to fold the 
top plate easily

4.   Front shield
Front shield with smooth curved design protects the privacy of individuals.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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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TAI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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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용테이블 시리즈 - Z형

LECTURE SYSTEM TABLE Z - TYPE series 

상판 하부의 레버를 조작하면 상판과 프레임이 잠금 기능이 해제되어 상판을 
간단하게 접을 수가 있습니다.

By operating the lever under top plate, the frame lock is released to 
fold the top plate easily.

편리한 기능과 심플한 디자인의 미래지향적 다목적 테이블로 견고하고 실용적이며 대강당, 대규모 

교육장, 학원 등에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This stout and practical future-oriented multi-purpose table with convenient function and 
simplistic design can be used at large auditorium, large-scale education site, private 
education institute, etc., in various ways.

간단한 폴딩조작(Simple folding op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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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품질인증

COLOR

GREY MANGFUL CHERRY

CIRTIFICATIONS

DWT-0036 W1800 .D500 .H730
 20881077 \340,000 

DWT-0037 W1500 .D500 .H730
 20881078 \320,000

DWT-0150 W1400 .D500 .H730
 21597030 \315,000

DWT-0039 W1200 .D500 .H730
 20881080 \295,000

연수용테이블 Z형(22t 우레탄상판)

DWT-262A W1800 .D500 .H730
 22535865 \340,600 

DWT-0311 W1500 .D500 .H730
 21872942 \325,000

DWT-0312 W1400 .D500 .H730
 21872943 \319,500

DWT-0313 W1200 .D500 .H730
 20872944 \296,200

연수용테이블 Z형(22t 우레탄상판)

DWT-041A W1800 .D500 .H730
 22535864 \328,900 

DWT-0042 W1500 .D500 .H730
 20881083 \308,000

DWT-0152 W1400 .D500 .H730
 21597028 \300,000

DWT-0044 W1200 .D500 .H730
 20881085 \280,500

연수용테이블 Z형(22t T바상판)

DWT-0104 W1800 .D500 .H730
DWT-0105 W1500 .D500 .H730
DWT-0173 W1400 .D500 .H730
DWT-0106 W1200 .D500 .H730

연수용테이블 Z형 상판고정식(22t T바상판)

DWT-0319 W1800 .D500 .H730
DWT-0320 W1500 .D500 .H730
DWT-0321 W1400 .D500 .H730
DWT-0323 W1200 .D500 .H730

연수용테이블 Z형 상판고정식(22t T바상판)

DWT-314A W1800 .D500 .H730
 22535866 \325,500

DWT-0315 W1500 .D500 .H730
 21873003 \305,100

DWT-0316 W1400 .D500 .H730
 21873004 \304,300

DWT-318A W1200 .D500 .H730
 22535867 \281,900

연수용테이블 Z형(22t T바상판)

PRODUCTS

특허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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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공법의 연수용 테이블은 하체부분에 스프링 캐스터장치를 부착하여 이동이 자유로우며, 

테이블 사용시 발굽이 내려와 지면에 밀착되어 기존의 스프링 고정발굽 장치 테이블보다 더 넓고 

안정적입니다

연수용테이블 시리즈 - I형

LECTURE SYSTEM TABLE I - TYPE series 

This stout and practical future-oriented multi-purpose table with convenient function and 
simplistic design can be used at large auditorium, large-scale education site, private 
education institute, etc., in various wa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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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CTURE SYSTEM TABLE I- TYPE series 

편리한 기능과 심플한 디자인의 미래지향적 다목적 테이블로 견고하고 실용적이며 대강당, 대규모 

교육장, 학원 등에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This stout and practical future-oriented multi-purpose table with convenient function and 
simplistic design can be used at large auditorium, large-scale education site, private 
education institute, etc., in various ways.

연수용테이블 시리즈 - I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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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포밍상판
상판 엣지의 부드러운 라운드의 포밍엣지는 편안함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6. 수평적재기능
개별 테이블 유니트를 배치하여 규모와 용도에 맞도록 설치 가능하며 사용한 후 상판을 
접을 수 있어 보관과 이동이 편리합니다.

2. 간단한 폴딩조작
상판 하부의 레버를 조작하면 상판과 프레임 이 잠금 기능이 해제되어 상판을 간단하게 
접을 수가 있습니다.

3. 앞가림판

4.선반

개인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 부드러운 곡선디자인의 앞가림판을 부착하였습니다.

상판 하부에 선반을 부착하여 개인의 소지품 을 수납할 수 있습니다.

1.   Forming top board
Smooth round-shaped forming edge of top plate edge gives a feeling of comfort.

5. 고정발굽
사출다리는 스틸코어가 내장되어 있어 견고 한 구조로 제작되었습니다

5.   Fixing hoof
The built-in steel core in injection molded leg makes the structure stronger.

2. Simple folding operation
By operating the lever under top plate, the top plate and frame lock is released to fold the 
top plate easily

6.    Horizontal loading function 
With individual table unit, installation can be made in a way suited to size and purpose. After 
use, the top plate can be folded for easy storage and transport.

3.      Front shield
Front shield with smooth curved design protects the privacy of individuals.

4.   Shelf
The shelf fitted under top plate can hold persons belongings.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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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CTURE SYSTEM TABLE I - TYPE series 

연수용테이블 시리즈 - I형

KS품질인증

COLOR

GREY MANGFUL CHERRY

CIRTIFICATIONS

DWT-0207 W1800 .D450 .H740
 21872913 \207,000 

DWT-0208 W1500 .D450 .H740
 21872914 \194,700

DWT-0209 W1400 .D450 .H740
 21872915 \194,000

DWT-0211 W1200 .D450 .H740
 21872917 \169,400

연수용테이블 I형(30t 포밍상판)

DWT-0216 W1800 .D450 .H740
 21872934 \190,100 

DWT-0217 W1500 .D450 .H740
 21872935 \185,000

DWT-0218 W1400 .D450 .H740
 21872936 \180,000

DWT-0220 W1200 .D450 .H740
 21872933 \165,000

연수용테이블 I형(30t 포밍상판/가림판무)

DWT-0212 W1800 .D536 .H740
 21872918 \245,000 

DWT-0213 W1500 .D536 .H740
 21872919 \224,000

DWT-0214 W1400 .D536 .H740
 21872920 \220,000

DWT-0215 W1200 .D536 .H740
 21872921 \204,000

연수용테이블 I형(30t 우레탄상판)

DWT-0263 W1800 .D450 .H740
DWT-0264 W1500 .D450 .H740
DWT-0265 W1400 .D450 .H740
DWT-0267 W1200 .D450 .H740

연수용테이블 I형 상판고정식(30t 포밍상판)

DWT-0268 W1800 .D450 .H740
DWT-0269 W1500 .D450 .H740
DWT-0270 W1400 .D450 .H740
DWT-0272 W1200 .D450 .H740

연수용테이블 I형 상판고정식(30t 포밍상판/가림판무)

DWT-0221 W1800 .D536 .H740
 21872937 \224,000 

DWT- W1500 .D536 .H740
  

DWT- W1400 .D536 .H740
  

DWT-224A W1200 .D536 .H740
 22535863 \182,000

연수용테이블 I형(30t 우레탄상판/가림판무)

PRODUCTS

심플한 디자인과 인체공학적 라인을 적용하여 장시간 사용시 피로감을 덜어줍니다.

개인공간을 충분히 충족시켜 최대의 학습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Adopting simple design and ergonomics, it reduces fatigue during prolonged use. As it can 
fully utilize the space for personal use, learning ability can be enhanced as much as possible.

특허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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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신제품

KS품질인증

COLOR

GREY MANGFUL CHERRY

CIRTIFICATIONS

DWT-0225 W1800 .D450 .H740
 21872922 \212,000 

DWT-0226 W1500 .D450 .H740
 21872923 \199,700

DWT-0227 W1400 .D450 .H740
 21872924 \199,700

DWT-0229 W1200 .D450 .H740
 21872926 \174,400

연수용테이블 I형(30t 포밍상판)

DAM-0013 W1800 .D500 .H730
 22951235 \204,600 

DAM-0012 W1500 .D500 .H730
 22951234 \190,300 

DAM-0011 W1400 .D500 .H730
 22951233 \187,000 

DAM-0010 W1200 .D500 .H730
 22951232 \165,000 

연수용테이블 M형(선반유/높낮이고정형)

DWT-0077 W1800 .D450 .H730
 20895233 \156,000 

DWT-0078 W1500 .D450 .H730
 20895234 \146,000

DWT-252A W1400 .D450 .H730
 22535868 \143,000

DWT-0080 W1200 .D450 .H730
 20895236 \129,000

연수용테이블 A형 고정식(30t 포밍상판)

DWT-0324 W1800 .D450 .H740
DWT-0325 W1500 .D450 .H740
DWT-0326 W1400 .D450 .H740
DWT-0328 W1200 .D450 .H740

연수용테이블 I형 상판고정식(30t 포밍상판)

DWT-0230 W1800 .D536 .H740
 21872927 \250,000 

DWT-0231 W1500 .D536 .H740
 21872928 \229,000

DWT-0232 W1400 .D536 .H740
 21872929 \225,000

DWT-0233 W1200 .D536 .H740
 21872930 \209,000

연수용테이블 I형(30t 우레탄상판)

PRODUCTS

DWT-0253 W1800 .D500 .H730
 21875104 \197,700 

DWT-254A W1500 .D500 .H730
 22535869 \188,000

DWT-0255 W1400 .D500 .H730
 21875106 \185,000

DWT-0257 W1200 .D500 .H730
 21875108 \150,000

DWT-1287 W1500 .D400 .H730
 22923134 \186,000 

DWT-1288 W1800 .D400 .H730
 22923136 \196,000 

연수용테이블 B형 고정식(30t 포밍상판)

특허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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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00

65
00

개개인의 편안함과 안정성, 학습의 집중도 
를 최대한 고려해 디자인된 책상과 의자 
는 수업의 효율을  한층더 높여드립니다

Desk and chair designed to maximize 
comfort, stabil i ty and concentration 
increase efficiency of class.

이동성이 편리하여 구성원에 맞게 
레이아웃하여 토론 및 회의공간을 손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With high mobility, layout can be altered 
to accommodate the needs of members 
and create the space for discussion and 
meeting easily

3800

58
00

LECTURE SYSTEM TABLE LAYOUT

연수용테이블 시리즈 - 레이아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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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기능적 
테이블 시스템으로 다양한 형태의 
회의환경에 능동적 대처와 이동이 
가능한 제품입니다.

As a functional table system for 
efficient use of space, it allows for 
active response to various meeting 
environment with mobility

프레젠테이션, 교육, 세미나, 토론 팀단
위의 프로젝트 업무수행 등 다양한 
조건의 커뮤니케이션 활동이 
하나의 공간에서 신속하고 손쉽게 
이루어집니다

Communication of various types, such 
as presentation, education, seminars, 
discussions, and teambased projects, 
etc., can be carried out in a single 
space swiftly and easily.

6800

6
5
0
0

5000

46
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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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CTURE SYSTEM TABLE A- TYPE series 

수강용테이블 시리즈 - A형

52



사용자에게 상하쪾좌우의 시야확보가 자유롭고 편안해야하는 수강용 시리즈는 최적의 시야 

반경내에서 즐겁고 편안한 상태로 강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Lecture table series provide free and comfortable view in upper/lower and rightward/leftward direction, 
allowing users to feel cheerful and comfortable within optimal range of the field of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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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이 자유로운 강의용 테이블은 신속한 공간 재구성이 가능하며 접이식보관기능으로 공간활용에 

효율적입니다

Lecture table series provide free and comfortable view in upper/lower and rightward/leftward direction, 
allowing users to feel cheerful and comfortable within optimal range of the field of view.

LECTURE SYSTEM TABLE A- TYPE series 

수강용테이블 시리즈 - A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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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판홀더
데스크 상판에 필기구를 넣을 수 있는 홈을 만들어 미끄럼을 방지해 줍니다.

1. 간단한 폴딩조작
상판 하부의 레버를 조작하면 상판과 프레임 이 잠금 기능이 해제되어 상판을 간단하게 
접을 수가 있습니다.

1.Simple folding operation
By operating the lever under top plate, the top plate and frame lock is released to fold the 
top plate easily

2.   Top panel holder
Structure is formed by steel frame sturdy enough to obviate the need for leg at the center 
even in product for 3 persons, providing wider space at the lower part, unlike the products 
of other companies.

1 2

DETAILS

DWT-0332 W650 .D450 .H730
수강용테이블 분리기능 B형(성형사출상판)

KS품질인증친환경인증제품

COLOR

GREY MANGFUL CHERRY

CIRTIFICATIONS

PRODUCTS

DWT-0095 W600 .D400 .H730
 20895365 \106,000 

DWT-0186 W650 .D450 .H730
 21598111 \120,000

수강용테이블 분리기능 A형(23t 상판)

DWT-0091 W600 .D400 .H730
 20895369 \86,000 

DWT-0183 W650 .D450 .H730
 21598104 \100,000

수강용테이블 분리고정 A형(23t 상판)

DWT-0329 W600 .D400 .H730
 22098732 \88,000 

수강용테이블 분리기능 B형(23t 상판/선반무)

DWT-1501 W610 .D450 .H730
 23078079 \105,000 

DWT-1502 W610 .D450 .H730
 23078080 \115,000 

수강용테이블 (23t 상판/선반무)

수강용테이블 (23t 상판/선반유)

DWT-0331 W650 .D450 .H730
 22098734 \110,000 

수강용테이블 분리기능 B형(성형사출상판/선반무)

DWT-1503 W650 .D450 .H730
 23078081 \120,000 

DWT-1504 W650 .D450 .H730
 23078082 \130,000 

DWT-0330 W600 .D400 .H730
수강용테이블 분리기능 B형(23t 상판)

특허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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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CTURE SYSTEM TABLE R - TYPE series 

수강용테이블 시리즈 - R형

가림판 모서리 부분을 남기지 않기위해 부드럽게 감아 올라간 구조로 설계하여 

사용자의 안전을 고려하였습니다.

Designed to have smoothly wound-up structure to cover the shield edge 
completely, it increased safety for users.

국내 최초 캐스터 자동잠금장치(AUTO LOCK DEVICE)
자동 잠금장치를 장착하여 사용중 미끄러짐을 방지하고 이동과 재배치가 용이한 BRAKE CASTER 장치, 추가적인 
작업 없이 상판을 접고 펴는것 만으로 이동과 고정을 간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Auto lock device prevents slippage during use, and BRAKE CASTER makes the transport and rearrangement easier. 
The transport and fixation can be made conveniently by folding the top plate without additional work.

1.이동시 Transport
상판을 위로 접으면 동시에 캐스터락이 풀리면서 이동할 수 있습니다.

Caster is unlocked and moved by folding the top plate upward.

2.고정시 Fixation
상판을 내리면 동시에 캐스터락이 잠기면서 움직이지 않게 고정이 됩니다.

Caster is locked and fixed by lowering the top pl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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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자동잠금장치
자동 잠금장치를 장착하여 사용중 미끄러짐을 방지하고 이동과 재배치가 용이한 BRAKE 
CASTER 장치, 추가적인 작업 없이 상판을 접고 펴는것 만으로 이동과 고정을 간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1. 폴딩레버
상판 하부의 레버를 조작하면 상판과 프레임 이 잠금 기능이 해제되어 상판을 간단하게 
접을 수가 있습니다.

1.Folding lever
It is an integral ring with both top plate folding function.

3.   Auto lock device
Auto lock device prevents slippage during use, and BRAKE CASTER makes the transport 
and rearrangement easier. The transport and fixation can be made conveniently by 
foldingthe top plate without additional work.

1 3

DETAILS

2. 상판홀더
데스크 상판에 필기구를 넣을 수 있는 홈을 만들어 미끄럼을 방지해 줍니다.

2.   Top panel holder
Structure is formed by steel frame sturdy enough to obviate the need for leg at the center 
even in product for 3 persons, providing wider space at the lower part, unlike the products 
of other companies.

2

KS품질인증친환경인증제품

COLOR

GREY MANGFUL CHERRY

CIRTIFICATIONS

PRODUCTS

DWT-0299 W700 .D500 .H740
 21875724 \182,600

수강용테이블 기능 R형(23t 상판)

DWT-300A W700 .D500 .H740
 22535872 \175,000

수강용테이블 기능 R형(23t 상판/가림판무)

DWT-0301A W700 .D500 .H740
 22439081 \126,000

수강용테이블 R형 상판고정형A(23t 상판)

DWT-0302A W700 .D500 .H740
 22439082 \118,000

수강용테이블 R형 상판고정형A(23t 상판/가림판무)

※상판폴딩기능 ※상판폴딩기능

특허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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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상판홀더
데스크 상판에 필기구를 넣을 수 있는 홈을 만들어 미끄럼을 방지해 줍니다.

1. 간단한 폴딩조작
상판 하부의 레버를 조작하면 상판과 프레임 이 잠금 기능이 해제되어 상판을 간단하게 
접을 수가 있습니다.

1.Simple folding operation
By operating the lever under top plate, the top plate and frame lock is released to fold the 
top plate easily

3.   Top panel holder
Structure is formed by steel frame sturdy enough to obviate the need for leg at the center 
even in product for 3 persons, providing wider space at the lower part, unlike the products 
of other companies.

1 2 3

DETAILS

수강용테이블 Z형 기능형(선반유) 수강용테이블 Z형 기능형(선반무)

DWT-0416 W650 .D450 .H730
 22795731 \115,000

수강용테이블 Z형 기능형(선반무)

DWT-0417 W650 .D450 .H730
 22795732 \125,000

LECTURE SYSTEM TABLE Z - TYPE series 

수강용테이블 시리즈 - Z형

친환경인증제품 KS품질인증

COLOR

GREY MANGFUL CHERRY

CIRTIFICATIONS

PRODUCTS

DWT-0405 W700 .D500 .H730
 22646391 \125,000

수강용테이블 Z형 기능형(선반유)

DWT-0406 W700 .D500 .H730
 22646392 \115,000

특허등록

2. 가방걸이 일체형 폴딩레버
가방걸이 일체형으로 설계된 상판 하부의 레버를 조작하면 상판과 프레임 이 잠금 기능이 
해제되어 상판을 간단하게 접을 수가 있습니다.

2.   Bag habger with folding lever
It is an integral ring with both top plate folding function and bag hanger fun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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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WT-0413 W650 .D450 .H730
 22795728 \110,000

수강용테이블 Z형 상판고정형(선반유)

DWT-0415 W700 .D520 .H730
 22795730 \115,000

수강용테이블 Z형 상판고정형(선반유)

수강용테이블 Z형 상판고정형(선반무)

DWT-0412 W650 .D450 .H730
 22795727 \100,000

수강용테이블 Z형 상판고정형(선반무)

DWT-0414 W700 .D520 .H730
 22795729 \105,000

KS품질인증

COLOR

GREY MANGFUL CHERRY

CIRTIFICATIONS

PRODUCTS

사용자에게 상하쪾좌우의 시야확보가 자유롭고 편안해야하는 수강용 시리즈는 최적의 

시야 반경내에서 즐겁고 편안한 상태로 강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Lecture table series provide free and comfortable view in upper/lower and rightward/leftward 
direction, allowing users to feel cheerful and comfortable within optimal range of the field of 
view.

특허등록

59

DAEWOO FURNIS



DWT-0096 W700 .D500 .H730
 20895364 \193,600

수강용테이블 세미기능형(23t 상판)

DWT-0293 W700 .D500 .H730
 21875704 \197,700

수강용테이블 세미기능형(23t 상판)

DAM-0014 W650 .D450 .H730
 22955288 \120,000 

DAM-0015 W700 .D520 .H730
 22955289 \125,000 

수강용테이블 M형(선반유/높낮이고정형)

DWT-0098 W700 .D500 .H730
 20895362 \170,000

수강용테이블 세미상판고정형(23t 상판)

DWT-0294 W700 .D500 .H730
 21875705 \170,600

수강용테이블 세미상판고정형(23t 상판)

LECTURE SYSTEM TABLE SEMI - TYPE series 

수강용테이블 시리즈 - 세미기능형

KS품질인증

COLOR

GREY MANGFUL CHERRY

CIRTIFICATIONS

PRODUCTS

상판 하부의 레버를 조작하면 상판과 프레임이 잠금 기능이 해제되어 상판을 간단하게 

접을 수가 있습니다.

By operating the lever under top plate, the top plate and frame lock is released to fold the 
top plate easily

※2016년 신제품

특허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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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WT-0295 W700 .D500 .H740
 21875706 \132,000

수강용테이블 신형기능형(23t 상판)

DWT-0296 W700 .D500 .H740
 21875712 \130,100

수강용테이블 신형기능형(23t 상판)

DWT-0301 W700 .D500 .H740
 21875936 \120,000

수강용테이블 R형 B(23t 상판)

DWT-297A W700 .D500 .H740
 22535871 \120,000

수강용테이블 신형상판고정형(23t 상판)

DWT-0298 W700 .D500 .H740
 21875717 \124,000

수강용테이블 신형상판고정형(23t 상판)

DWT-302A W700 .D500 .H740
 22535873 \110,000

수강용테이블 R형 B(23t 상판/가림판무)

KS품질인증

COLOR

GREY MANGFUL CHERRY

CIRTIFICATIONS

PRODUCTS

특허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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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WE-0001 W600 .D500 .H1100
 20895430 \190,000

강연대(캐스터무)

DWE-0007 W700 .D500 .H1000
 22643779 \225,000

강연대R형 (선반무)

DWE-0005 W600 .D500 .H1100
 21876013 \220,000

강연대(선반유/캐스터무)

DWE-0002 W600 .D500 .H1100
 20895431 \200,000

강연대(캐스터유)

DWE-0008 W700 .D500 .H1000
 22643780 \235,000

강연대R형 (선반유)

DWE-0006 W600 .D500 .H1100
 21876014 \230,000

강연대(선반유/캐스터유)

LECTURE SYSTEM TABLE PODIUM series 

수강용테이블 시리즈 - 강연대

COLOR

GREY MANGFUL CHERRY

PRODUCTS

상판의 기울기가 허리와 목을 숙이지 않고도 편안한 수업을 진행하고, 가독성을 

높여주기에 적절하도록 만들어져 있으며, 교보재 및 판서도구 등을 효율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하부선반을 갖추었습니다.

The sloped top board increases readability without having to bend down. It 
comes with a shelf for conveniently keeping your books and station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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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WE-0102 W900 .D600 .H1130
 22714615 \506,000

교탁(멀티탭유/노트북용)

DWE-0101 W800 .D600 .H1130
 22714827 \341,000

교탁(멀티탭무)

CHOCOLATE

2. 다양한 주변기기활용
노트북을 전원, LAN선등 연결시켜 멀티미디어 교육을 완성시킬 수 있습니다.

3. 시건장치
시건 장치가 있는 도어장을 설치하여 안전하게 물건을 수납할 수 있습니다.

1. 멀티탭
LAN선, 음향기기, 전원 등을 연결할 수 있는 멀티탭을 내장하여 다양한 멀티미디어 
환경에 대처할 수 있습니다.

1.   Multi outlet
With the built-in multi-tap providing connectivity to LAN cable, audio equipment, power 
supply, etc., it allows users to cope with various multi-media environments.

2.Device application
Laptop can be connected to the power supply, LAN cable, etc., to complete the multi-
media education.

3.   Locking system
The door closet with locking device can hold the goods safely.

1 2 3

DETAILS

COLOR

GREY MANGFUL CHERRY

PRODU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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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개인의 편안함과 안정성, 학습의 
집중도를 최대한 고려해 디자인된 
책상과 의자는 수업의 효율을 한층 더 
높여드립니다.

공간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기능적 
테이블 시스템으로 다양한 형태의 회의 
환경에 능동적 대처와 이동이 가능한 
제품입니다.

As a functional table system for efficient 
use of space, it allows for active response 
to various meeting environment with 
mobility.

LECTURE SYSTEM TABLE LAYOUT

수강용테이블 시리즈 - 레이아웃

Desk and chair designed to maximize 
comfort, stabil i ty and concentration 
increase efficiency of class.

5000

6
0
0
0

5800

6
2
0
0

LAYO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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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젠테이션, 교육, 세미나, 토론 
팀단위 의 프로젝트 업무수행 등 
다양한 조건의 커뮤니케이션 활동이 
하나의 공간에서 신속하고 손쉽게 
이루어집니다.

Communication of various types, such 
as presentation, education, seminars, 
discussions, and teambased projects, 
etc., can be carried out in a single 
space swiftly and easily.

이동성이 편리하여 구성원에 맞게 
레이아웃을 구성하여 토론 및 
회의공간을 손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With high mobility, layout can be 
altered to accommodate the needs 
of members and create the space for 
discussion and meeting easily.

40
0
0

3600

40
00

4600

LAYO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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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의 체격 및 성장에 맞춰 하부길이를 조절할 수 있는 학생용 일체형 책걸상은 심플한 

디자인과 뛰어난 내구성을 자랑하며, 안전을 고려하여 표면감촉과 탄력성이 우수한 상판테두리를 

적용하였습니다.

일체형책걸상 시리즈 - Z형

CLASSROOM SYSTEM DESK&CHAIR Z-TYPE series 

With simplistic design and excellent durability, Classroom Desk Series allow students to 
adjust the length of lower part in a way suited to their physique and growth stage, and adopt 
the top plate frame with excellent surface texture and elasticity for safety.

※품질향상을 위하여 실제제품은 상기이미지와 소폭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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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의 편의성을 극대화한
  신개념 일체형 책걸상 시리즈”

❶
❸ 

❹  

❺

❻

❼

❷ 

❶  성형엣지마감

❷  하부 수납공간

❸   필기구홀더

❹   폴딩레버일체형 가방걸이

❺   앞가림판

❻   망선반

❼   길이조절 및 분리조립

성형 엣지마감하여 모서리 사고를 방지하고 깔끔하며 우수한 
내구성을 지녔습니다

테이블의 상판 밑에 Steel 선반이 부착되어 자료나 필기도구를 수납할 
수 있습니다.

데스크 상판에 필기구를 넣을 수 있는 홈을 만들어 미끄럼을 방지해 
줍니다.

폴딩레버의 기능과 동시에 사용이 편리하도록 가방걸이를 
설치하였습니다

개인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 부드러운 곡선디자인의 앞가림판을 
부착하였습니다.

의자 하부에 망선반을 부착하여 개인의 소지품을 수납할 수 
있습니다

책걸상 하부의 길이조절 및 분리조립이 가능 한 결합구조를 
적용하여 사용자의 신장에 맞추어 길이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❶ Molded edge finish

❷ High-strength top plate

❸ Top pen holder

❹ Shield edge

❺    Front shield

❻ Mesh rack

❼    Length adjustment & removal and assembly

With the molded edge finish, the edge is in neat condition to prevent injuries 
from the manual handling of sharp edges and has greater durability.

It was designed to withstanding bending or damage even if user sits on the 
desk or places heavy object on it. 

Structure is formed by steel frame sturdy enough to obviate the need for leg 
at the center even in product for 3 persons, providing wider space at the 
lower part, unlike the products of other companies.

Designed to have smoothly wound-up structure to cover the shield edge 
completely, it increased safety for users.

Front shield with smooth curved design protects the privacy of individuals.

Mesh rack fitted to the lower part of chair can hold the belongings of 
individuals.

Adopting the combination structure enabling adjustment, removal and 
assembly of lower part of desk/chair, the length can be adjusted to fit the 
height of user.

“New-concept integrated desk series maximizing
   the convenience of user”

DESIGN & FEAT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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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간단한 폴딩조작
상판 하부의 레버를 조작하면 상판과 프레임 이 잠금 기능이 해제되어 상판을 
간단하게 접을 수가 있습니다.

6. 길이조절 및 분리조립
책걸상 하부의 길이조절 및 분리조립이 가능 한 결합구조를 적용하여 사용자의 
신장에 맞추어 길이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3. 필기구홀더
데스크 상판에 필기구를 넣을 수 있는 홈을 만들어 미끄럼을 방지해 줍니다.

7. 가방걸이 일체형 폴딩레버

8. 앞가림판

가방걸이 일체형으로 설계된 상판 하부의 레버를 조작하면 상판과 프레임 이 
잠금 기능이 해제되어 상판을 간단하게 접을 수가 있습니다.

개인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 부드러운 곡선디자인의 앞가림판을 부착하였습니다.

4. 망선반
의자 하부에 망선반을 부착하여 개인의 소지품을 수납할 수 있습니다

1. 하부 수납공간
테이블의 상판 밑에 Steel 선반이 부착되어 자료나 필기도구를 수납할 수 있습니다.

1.   Bottom storage space
 Fitted with steel shelf beneath top plate of table, it can hold materials and writing instruments

5. 고정발굽
의자하부에 움직임방지 기능과 안정감유지를 위해 고급스러운 발굽을 부착하였습니다

5.   Fixing hoof
Premium hoof is fitted to prevent movement on the lower side of chair and maintain stability. 

2.   Simple folding operation
By operating the lever under top plate, the top plate and frame lock is released to fold the 
top plate easily

6. Length adjustment & removal and assembly 
Adopting the combination structure enabling adjustment, removal and assembly of lower 
part of desk/chair, the length can be adjusted to fit the height of user.

3.Top pen holder
Structure is formed by steel frame sturdy enough to obviate the need for leg at the center 
even in product for 3 persons, providing wider space at the lower part, unlike the products 
of other companies.

7.   Bag habger with folding lever

8.   Front shield

It is an integral ring with both top plate folding function and bag hanger function.

Front shield with smooth curved design protects the privacy of individuals.

4. Mesh rack
Mesh rack fitted to the lower part of chair can hold the belongings of individuals. 

1

5 6 7 8

2 3 4

DETAILS

일체형책걸상 시리즈 - Z형

CLASSROOM SYSTEM DESK&CHAIR Z-TYPE se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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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WD-6001 W610 .D910 .H790
 22436050 \152,000

책걸상(Z-3B)(가림판/선반/망선반)

※상판폴딩기능

DWD-6003 W610 .D910 .H790
 22436048 \137,000

책걸상(Z-1B)(가림판)

※상판폴딩기능

DWD-6002 W610 .D910 .H790
 22436049 \146,000

책걸상(Z-2B)(가림판/망선반)

※상판폴딩기능

BLUE GREYRED BEIGEBLACK GREEN

COLOR

GREY MANGFUL CHERRY

CIRTIFICATIONS

PRODUCTS

학생의 체격 및 성장에 맞춰 깊이를 조절할 수 있는 학생용 책걸상은 

심플한 디자인과 뛰어난 내구성을 자랑하며, 안전을 고려하여 상판 

테두리를 마감하였습니다.

With simplistic design and exceptional durability, our all-in-one 
desk/chair for students has height adjustable desk with side 
finishing for safety.

조달우수제품 KS품질인증 친환경인증제품 특허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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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상 상판 윗부분에 간단한 필기구를 수납할 수 있도록 홀더가 부착되어 사용자의 편의성을 

고려하였습니다

일체형책걸상 시리즈 - Z형

A holder is fitted to the top plate of desk for simple writing instruments, increasing 
convenience of user

상판 하부의 레버를 조작하면 상판과 프레임이 잠금 기능이 해제되어 상판을 
간단하게 접을 수가 있습니다.

간단한 폴딩조작(Simple folding operation)

By operating the lever under top plate, the frame lock

CLASSROOM SYSTEM DESK&CHAIR Z-TYPE series 

※품질향상을 위하여 실제제품은 상기이미지와 소폭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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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WD-6101 W610 .D910 .H790
 22436047 \146,000

책걸상(Z-3)(가림판/선반/망선반)

※상판폴딩기능

DWD-6103 W610 .D910 .H790
 22436045 \133,000

책걸상(Z-1)(가림판)

※상판폴딩기능

DWD-6104 W610 .D910 .H790
 22436044 \125,000

책걸상(Z-기본)

※상판폴딩기능

책걸상(Z-2)(가림판/망선반)

DWD-6102 W610 .D910 .H790
 22436046 \142,000

※상판폴딩기능

PRODUCTS

가방걸이 일체형으로 설계된 상판 하부의 레버를 

조작하면 상판과 프레임 이 잠금 기능이 해제되어 

상판을 간단하게 접을 수가 있습니다.

It is an integral ring with both top plate folding 
function and bag hanger function.

BLUE GREYRED BEIGEBLACK GREEN

COLOR

GREY MANGFUL CHERRY

CIRTIFICATIONS

조달우수제품 KS품질인증 친환경인증제품 특허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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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체형책걸상 시리즈 - Z형

DWD-7101 W610 .D900 .H790
 22461965 \150,000

책걸상(Z-3)(가림판/선반/망선반)

※상판폴딩기능

DWD-7103 W610 .D900 .H790
 22461967 \135,000

책걸상(Z-1)(가림판)

※상판폴딩기능

DWD-7104 W610 .D900 .H790
 22461968 \125,000

책걸상(Z-기본)

※상판폴딩기능

DWD-7105 W610 .D900 .H790
 22530648 \135,000

책걸상(Z-1)(망선반)

※상판폴딩기능

책걸상(Z-2)(가림판/망선반)

DWD-7102 W610 .D900 .H790
 22461966 \145,000

※상판폴딩기능

CLASSROOM SYSTEM DESK&CHAIR Z-TYPE series 

BLUE GREYRED BEIGEBLACK GREEN

COLOR

GREY MANGFUL CHERRY

PRODUCTS

가방걸이 일체형으로 설계된 상판 하부의 레버를 

조작하면 상판과 프레임 이 잠금 기능이 해제되어 

상판을 간단하게 접을 수가 있습니다.

It is an integral ring with both top plate folding 
function and bag hanger function.

KS품질인증

CIRTIFICATIONS

특허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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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WD-7201 W610 .D900 .H790
 22461972 \135,000

책걸상Z형(가림판/선반/망선반)

※상판고정형

DWD-7203 W610 .D900 .H790
 22461970 \112,000

책걸상Z형 (가림판)

※상판고정형

DWD-7204 W610 .D900 .H790
 22461971 \105,000

책걸상Z형

※상판고정형

DWD-7205 W610 .D900 .H790
 22530649 \112,000

책걸상Z형 (망선반)

※상판고정형

책걸상Z형 (가림판/망선반)

DWD-7202 W610 .D900 .H790
 22461969 \125,000

※상판고정형

BLUE GREYRED BEIGEBLACK GREEN

COLOR

GREY MANGFUL CHERRY

PRODUCTS

2. 망선반
의자 하부에 망선반을 부착하여 개인의 소지품을 수납할 수 있습니다

1. 하부 수납공간
테이블의 상판 밑에 Steel 선반이 부착되어 자료나 필기도구를 수납할 수 있습니다.

1.   Bottom storage space
 Fitted with steel shelf beneath top plate of table, it can hold materials and writing instruments

2.   Mesh rack
Mesh rack fitted to the lower part of chair can hold the belongings of individuals. 

1 2

DETAILS

KS품질인증

CIRTIFICATIONS

특허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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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WD-7106 W610 .D870~970. H790
 22712035 \149,000

책걸상(SZ-2) 슬라이드형(가림판/망선반)

DWD-7107 W610 .D870~970. H790
 22712036 \140,000

책걸상(SZ-1) 슬라이드형(가림판)

1. 상판 슬라이딩
사용자의 체형이나 사용형태에 따라 상판을 자유롭게 슬라이딩할 수 있습니다.

2. 슬라이딩 레버
상판 아래에 달려있는 손잡이를 이용하여 책상상판을 손쉽게 슬라이딩 시킬수 있게 
제작되었습니다.

2.   Sliding lever
By using the knob under the top plate, the top plate of a desk can be slid easily.

1.Sliding top plate
The length of top plate can be adjusted to fit the height of user.

21

DETAILS

일체형책걸상 시리즈 - Z형(슬라이드)

CLASSROOM SYSTEM DESK&CHAIR Z-TYPE series 

PRODUCTS

BLUE GREYRED BEIGEBLACK GREEN

COLOR

KS품질인증

CIRTIFICATIONS

특허등록GREY MANGFUL CHER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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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그룹별 학습을 할 수 있는 레이아웃을
자유롭게 구성할 수 있습니다.

개개인의 편안함과 안정성, 학습의 집중도를 최대한 
고려해 디자인된 책상과 의자는 수업의 효율을 한층더 
높여드립니다.

이동성이 편리하여 구성원에 맞게 레이아웃하여 토론 및 
회의공간을 손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룹별로 다양한 학습

보편적 학습형태

여러사람이 함께하는 회의, 토론

Layout can be set freely for various group-based learning.

Desk and chair are designed to maximize comfort, stability 
and concentration of individuals, enhancing the efficiency 
of the class.

With high mobility, layout can be made in a way that 
accommodates the needs of members to create the 
space for discussion and meeting easily.

Various learning by group

General learning pattern

Meeting & discussion joined by many 
people

LAYO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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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판 폴딩
상판을 접을 수 있는 기능이 있어 앉거 나 설때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망선반
의자 하부에 망선반을 부착하여 개인의 소지품을 수납할 수 있습니다.

2.   Mesh rack
Mesh rack fitted to the lower part of chair can hold the belongings of individuals. 

1.Folding top board
As the top plate is foldable, it can be used conveniently when the user is sitting or standing.

21

DETAILS

BLUE RED GREEN

일체형책걸상 시리즈 - S형

SWD-7101 W610 .D890 .H730
 22710196 \153,000

책걸상(S-3) (가림판/선반/망선반)

※상판폴딩기능

SWD-7103 W610 .D890 .H730
 22710198 \140,000

책걸상(S-1) (가림판)

※상판폴딩기능

SWD-7102 W610 .D890 .H730
 22710197 \149,000

책걸상(S-2) (가림판/망선반)

※상판폴딩기능

CLASSROOM SYSTEM DESK&CHAIR S-TYPE series 

COLOR

GREY MANGFUL CHERRY

PRODUCTS

KS품질인증

CIRTIFICATIONS

특허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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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펜홀더
판에 사출 성형된 필기구홀더를 설치하여 필기구의 흘러내림을 방지합니다.

2. 앞가림판
개인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 부드러운 곡선디자인의 앞가림판을 부착하였습니다.

2.   Front shield
Front shield with smooth curved design protects the privacy of individuals.

1.Pen holder
With the injection molded holder fitted to the plate, writing instruments are prevented from 
slipping down.

21

DETAILS

BLUE RED GREEN

SWD-7203 W610 .D890 .H730
 22710200 \120,000

책걸상(S-1) (가림판)

※상판고정형

SWD-7201 W610 .D890 .H730
 22710201 \135,000

책걸상(S-3) (가림판/선반/망선반)

※상판고정형

SWD-7202 W610 .D890 .H730
 22710199 \125,000

책걸상(S-2) (가림판/망선반)

※상판고정형

COLOR

PRODUCTS

KS품질인증

CIRTIFICATIONS

특허등록GREY MANGFUL CHER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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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상 상판 윗부분에 간단한 필기구를 수납할 수 있도록 홀더가 부착되어 사용자의 편의성을 

고려하였습니다

일체형책걸상 시리즈 - D형

A holder is fitted to the top plate of desk for simple writing instruments, increasing 
convenience of user

CLASSROOM SYSTEM DESK&CHAIR D-TYPE se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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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젠테이션, 교육, 세미나, 토론 팀단위의 프로젝트 업무수행 등 다양한 조건의 커뮤니케이션 

활동이 하나의 공간에서 신속하고 손쉽게 이루어집니다.

일체형책걸상 시리즈 - D형

Communication of various types, such as presentation, education, seminars, discussions, 
and team-based projects, etc., can be carried out in a single space swiftly and easily.

CLASSROOM SYSTEM DESK&CHAIR D-TYPE se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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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망선반
의자 하부에 망선반을 부착하여 개인의 소지품을 수납할 수 있습니다.

6.성형엣지상판 (사출성형상판)
성형 엣지로 제작된 상판은 미적감각은 물론 표면 감촉과 탄력성이 매우 우수한 
제품입니다. 또한 접착력이 뛰어나 떨어지지 않고, 가구와 사용자를 보호합니다.

3. 앞가림판
개인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 부드러운 곡선디자인의 앞가림판을 부착하였습니다.

4. 슬라이딩상판(SD성형)
사용자의 체형에 맞게 상판의 거리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1. 가방걸이
사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가방걸이를 부착하였습니다.

5. 필기구 홀더(사출성형상판)
상판에 사출 성형된 필기구홀더를 설치하여 필기구의 흘러내림을 방지합니다.

1.   Bag hanger
Bag hanger was fitted to increase convenience of user.

5.   Pen holder(injection molded top plate)
With the injection molded writing instrument holder fitted to the top plate, it prevents the 
writing instruments from slipping down.

2.   Mesh rack
Mesh rack fitted to the lower part of chair can hold the belongings of individuals. 

6. Molded edge top plate (injection molded top plate) 
The top plate manufactured by molding edge has excellent aesthetic beauty, surface texture 
and elasticity. With excellent adhesion, it does not come off, protecting the furniture and 
user.

3.Front shield
Front shield with smooth curved design protects the privacy of individuals.

4. Slide top plate
The length of top plate can be adjusted to fit the height of user.

1

5 6

2 3 4

DETAI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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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WD-5301 W600 .D890 .H790
 21566590 \98,000

책걸상(D-기본형)

DWD-5301M W600 .D890 .H790
 22455863 \109,000

책걸상(D-1가림판)

DWD-5304 W600 .D890 .H790
 21566593 \132,000

책걸상(D-선택3형)

DWD-5303 W600 .D890 .H790
 21566592 \120,000

책걸상(D-선택2형)

책걸상(D-1망선반)

DWD-5302 W600 .D890 .H790
 21566591 \109,000

일체형책걸상 시리즈 - D형

CLASSROOM SYSTEM DESK&CHAIR D-TYPE series 

BLUE GREYRED BEIGEBLACK GREEN

COLOR

GREY MANGFUL CHERRY

CIRTIFICATIONS

PRODUCTS

1 2

DETAILS

2. 망선반
의자 하부에 망선반을 부착하여 개인의 소지품을 수납할 수 있습니다.

1. 가방걸이
사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가방걸이를 부착하였습니다.

1.   Bag hanger
Bag hanger was fitted to increase convenience of user.

2.   Mesh rack
Mesh rack fitted to the lower part of chair can hold the belongings of individuals. 

KS품질인증친환경인증제품 특허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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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WD-5401 W600 .D850~950 .H790
 21566594 \120,000

책걸상(SD-기본형)

DWD-5403 W600 .D850~950 .H790
 21566595 \141,000

책걸상(SD-선택2형)

책걸상(SD-선택1형)

DWD- W600 .D850~950 .H790
  

BLUE GREYRED BEIGEBLACK GREEN

COLOR

GREY MANGFUL CHERRY

CIRTIFICATIONS

PRODUCTS

상판 아래에 달려있는 손잡이를 이용하여 책상상판을 손쉽게 슬라이딩 

시킬수 있게 제작되었습니다.

By using the knob under the top plate, the top plate of a desk can 
be slid easily.

KS품질인증친환경인증제품 특허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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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림한 디자인의 전자칠판보조장은 빌트인 한 듯한 교실을 연출하며 공간활용도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전자칠판과 화이트보드의 결합으로 평면적 강의를 뛰어넘는 멀티미디어 강의 환경을 구현합니다.

세종시 전자칠판보조장 납품실적

고운중학교

두루중학교

민마루중학교

양지중학교

고운고등학교

두루고등학교

민마무고등학교

양지고등학교

과학예술영재학교

아름중학교

아름고등학교

도담중학교

세종고등학교

The slim design electronic interactive boards enables maximized space utilization in classrooms.
The combination of electronic blackboard and whiteboard creates multi-media lecture environment 
beyond the plane lectures.

CLASSROOM SYSTEM STORAGE INTERACTIVE BOARD series 

전자칠판보조장 시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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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WF-0201 W5300 .D350 .H2200
 22867371 \3,400,000

전자칠판보조장

전자칠판보조장

DWF-0202 W5750 .D350 .H2200
 22867370 \3,500,000

KS품질인증

COLOR

GREY MANGFUL CHERRY

CIRTIFICATIONS

PRODUCTS

PRODUCTS

DWE-0201 W900 .D600 .H730
 22852320 \159,500

DWE-0202 W900 .D700 .H730
 22852317 \165,000

컴퓨터테이블(1인)

DWE-0205 W1200 .D700 .H730
 22863956 \220,000

컴퓨터테이블(교사용)

DWE-0206 W400 .D700 .H730
 22863717 \220,000

교사용캐비닛

컴퓨터테이블(2인)

DWE-0203 W1600 .D700 .H730
 22852318 \330,000

DWE-0204 W1800 .D700 .H730
 22852319 \365,000

특허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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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용테이블 시리즈

CLASSROOM SYSTEM TABLE STUDY TABLEseries 

다양한 교육 형태에 따라 여라가지 레이아웃을 손쉽게 꾸밀 수 있어 급변하는 수업환경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Communication of various types, such as presentation, education, seminars, discussions, 
and team-based projects, etc., can be carried out in a single space swiftly and easily

다양한 조합과 배치가 용이한 테이블로 
구성된 영어교실 입니다. 정보검색공간과 
멀티미디어 학습공간이 별도로 마련되어 
여러 학습활동이 가능한 교실입니다.

여러가지 형태로 조합이 가능한 테이블을 
이용해 삼각형 모양의 책상으로 배치가 
된 교실입니다.

An English classroom configured 
with design-versatile desk system. 
Information search and multi-media 
learning areas are divided for better 
learning capacity.

A class room with triangular desk 
layouts with our design-versatile desk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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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형 학습테이블은 학습에서 요구하는 다양한 레이아웃을 구현합니다. 수업 형태에 따라 

맞춤형으로 구성할 수 있어 학생 중심의 자기주도적 학습환경을 제공합니다.

Our design-versatile desk system offers a range of layouts for your classroom, providing self-
directed learning.

DWT-0189 W1200 .D700 .H720
 21598107 \160,000

DWT-0190 W1200 .D600 .H680
 21598108 \150,000

학습테이블(23t 상판/직사각형)

DWT-0191 W1400 .D600 .H720
 21598120 \200,000

DWT-0192 W1200 .D600 .H680
 21598121 \180,000

학습테이블(23t 상판/사다리꼴)

DWT-0195 W1160 .D685 .H720
 21598105 \200,000

DWT-0196 W1160 .D685 .H680
 21598106 \200,000

학습테이블(23t 상판/부채꼴)

학습테이블(23t 상판/반원)

DWT-0193 W1396 .D700 .H720
 21598109 \210,000

DWT-0194 W1195 .D600 .H680
 21598110 \190,000

GREEN BLUE YELLOW ORANGE KS품질인증

COLOR

GREY MANGFUL CHERRY

CIRTIFICATIONS

PRODUCTS

특허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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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용테이블 시리즈

CLASSROOM SYSTEM TABLE STUDY TABLEseries 

1. 원형다리
내구성이 뛰어난 원형 파이프 다리는 이동시 소음이 감소되도록 성형사출 캡을 
부착하였습니다.

2. 멀티엣지 / 곡선 모서리
상판 마감을 보다 자연스러운 느낌의 멀티 엣지로 처리하여 세련된 이미지를 만들어 
주며 모서리를 곡선형태로 디자인하여 안정성을 확보하고, 아이들에게 친근감이 느껴지는 
컬러로 되어 있습니다.

2.   Multi-edge / curved edge
The top plate has multi-edge finish with more natural impression, creating a stylish image. 
The curved edge gives an impression of stability and has color for which children have a 
feeling of affinity.

1.Round pipe leg
Fitted with injection molded cap, the round pipe leg with excellent durability reduces noise 
during movement.

21

DETAILS

파스텔톤의 반원형 테이블과 브라우징코너, 수납장, 알파벳의자 
등으로 꾸며진 영어교실입니다. 창가에 영어와 관련된 롤스크린을 
설치하여 실용적입니다. 교실 외부에도 영어문화권의 인테리어로 
구성하여 체험학습에 도음을 줍니다.

An English classroom composed of half-circle desks, 
browsing corner, shelves and alphabet chairs. The English-
themed interior decoration improves experiential learning.

88



DWR-0030 W1200 .D600 .H700
 22838317 \150,700

학습테이블(23t 상판/직사각형)

DWR-0032 W1400 .D600 .H700
 22838319 \198,000

학습테이블(23t 상판/사다리꼴)

DWR-0034 W1148 .D705 .H700
 22839870 \198,000

학습테이블(23t 상판/평행사변형)

DWR-0033 W1160 .D685 .H700
 22838320 \198,000

학습테이블(23t 상판/부채꼴)

학습테이블(23t 상판/반원)

DWR-0031 W1195 .D600 .H700
 22838318 \180,400

PRODUCTS

수업 형태에 따라 손쉽게 다양한 레이아웃을 구현할 수 있으며, 놀이 학습 등 

다양한 창의 학습을 지원합니다.

Our design-versatile desk system offers a range of layouts for playing, 
learning and other creative activities.

GREEN BLUE YELLOW ORANGE KS품질인증

COLOR

GREY MANGFUL CHERRY

CIRTIFICATIONS

특허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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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회의실 뿐만 아니라 식당용까지 다양한 분위기를 연출할수 있는 세련된 디자인의 다목적테이블 

시리즈는 그 자체로 디자인의 요소가 되는 세련미를 더해줍니다.

Lecture table series provide free and comfortable view in upper/lower and rightward/leftward direction, 
allowing users to feel cheerful and comfortable within optimal range of the field of view.

CLASSROOM SYSTEM TABLE CONFERENCE TABLE series 

회의용테이블 시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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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원형파이프 다리
원형파이프 다리는 내구성이 뛰어나며 하부공간이 넉넉하여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1. 멀티엣지 / 곡선 모서리
상판 마감을 보다 자연스러운 느낌의 멀티 엣지로 처리하여 세련된 이미지를 만들어 
주며 모서리를 곡선형태로 디자인하여 안정성을 확보하고 친근감이 느껴지는 컬러를 
사용하였습니다.

1.   Lateral plate separated from the top plate
Cheerful atmosphere is created by the shape that looks as if the top plate were afloat 
separated from lateral plate. Shield is installed on the front side and lateral side of lower part 
to protect privacy of user. 

2.   Top panel holder
Structure is formed by steel frame sturdy enough to obviate the need for leg at the center 
even in product for 3 persons, providing wider space at the lower part, unlike the products 
of other companies.

1 2

DETAILS

DWR-0016 W3400 .D1400 .H720
 22098736 \880,000

DWR-0017 W2800 .D1350 .H720
 22098737 \800,000

회의용테이블(28t 상판)

DWR-0023 Ø1200 .H720
 22634709 \180,000

DWR-0024 Ø1050 .H720
 22634710 \176,000

DWR-0025 Ø900 .H720
 22634711 \170,000

회의용테이블(원형)

회의용테이블

DWR-0020 W1800 .D900 .H720
 22634712 \210,000

DWR-0021 W1600 .D800 .H720
 22634713 \200,000

DWR-0022 W1400 .D800 .H720
 22634714 \190,000

IVORY KS품질인증

COLOR

GREY MANGFUL CHERRY

CIRTIFICATIONS

PRODUCTS

DWR-0026 W1400 .D800 .H740
 22923654 \220,000 

DWR-0027 W1600 .D800 .H740
 22923655 \231,000 

DWR-0028 W1800 .D900 .H740
 22923656 \242,000 

회의용테이블

특허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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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용테이블 시리즈

CLASSROOM SYSTEM TABLE DINING TABLE series 

많은 인원을 수용하고 복잡하지 않은 배치가 가능하여 안락한 식당분위기를 

만들 수 있습니다.

Simple and compact design enables pleasant dining exper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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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WW-0020 W1800 .D800 .H730
 21454816 \180,000

DWW-0021 W1300 .D800 .H730
 21454817 \160,000

DWW-0022 W1200 .D800 .H730
 21454818 \150,000

식탁 S형(30t 포밍상판)

DWW-0003 W1800 .D900 .H730
 20895684 \110,000

DWW-0004 W1200 .D900 .H730
 20895652 \100,000

식탁(30t 포밍상판)

DWW-0035 W1800 .D800 .H730
 22098759 \196,000

DWW-036A W1300 .D800 .H730
 22535934 \186,000

DWW-0037 W1200 .D800 .H730
 22100187 \176,000

식탁(23t 상판)

식탁(30t 포밍상판)

DWW-0009 W1800 .D900 .H730
 20895666 \220,000

DWW-0010 W1200 .D900 .H730
 20895668 \200,000

DWW-0026 W1800 .D800 .H730
 21876004 \217,200

DWW- W1300 .D800 .H730
  

DWW-0028 W1200 .D800 .H730
 21876006 \175,500

식탁 F형(23t 상판)

1. 포밍엣지
상판의 부드러운 라운드의 포밍엣지는 사용자의 안전과 부드러운 이미지를 더해줍니다.

1.Forming edge
Cheerful atmosphere is created by the shape that looks as if the top plate were afloat 
separated from lateral plate. Shield is installed on the front side and lateral side of lower part 
to protect privacy of user. 

1

DETAILS

IVORY

COLOR

GREY MANGFUL CHERRY

CIRTIFICATIONS

PRODUCTS

특허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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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탁과 의자가 하나로 연결된 일체형으로 유지관리가 편리하고 경제적이며, 공간 활용을 극대화 할 

수 있습니다. 어느공간에서나 다양한 레이아웃으로 공간배치가 가능합니다.

With the table and chair integrated into one unit, it is easy to maintain, cost-effective, and 
maximize utilization of space. Various space layout patterns can be applied in any space.

CLASSROOM SYSTEM TABLE DINING TABLE series 

식당용테이블 시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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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자동원점복귀
사용자가 이탈 했을 시 자동으로 원점 복귀 하여 정돈이 편리합니다.

2. 자동 UP기능
자동 up기능으로 항상 지면과 일정 간격이 유지되어 소음을 방지하고 청소가 
용이합니다.

1. 효율적인 공간활용
식탁과 의자가 하나로 연결된 일체형으로 유지관리가 편리하고 경제적이며, 공간 활용을 
극대화 할 수 있습니다.

1.Efficient use of space
With the table and chair integrated into one unit, it is easy to maintain, costeffective, and 
maximize utilization of space.

2.   Automatic homing
Automatic homing makes arrangement easy when the user left the table.

3.   Auto UP function
Auto UP function ensures constant distance from the floor to prevent noise and makes it 
easy to clean up.

1 2 3

DETAILS

DWH-0105 W1800 .D750 .H720
 22328932 \480,000

이동식스툴테이블 6인(28t 우레탄상판/목재좌판)

이동식스툴테이블 4인(30t 포밍상판/목재좌판)

DWH-0104 W1200 .D750 .H720
 22328931 \360,000

이동식스툴테이블 4인(28t 우레탄상판/목재좌판)

DWH-0106A W1200 .D750 .H720
 22987229 \392,000

이동식스툴테이블 6인(30t 포밍상판/목재좌판)

DWH-0103 W1800 .D750 .H720
 22328930 \440,000

COLOR

GREY MANGFUL CHERRY

CIRTIFICATIONS

PRODUCTS

KS품질인증 특허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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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RMITORY
깨끗한 자연환경, 급변하는 시대에 발맞춘 최점단 교육 기기 등 수많은 요소들이 조화롭게 어우러진 

더 좋은 교육환경을 만들기 위해 더 좋은 교육용 가구를 만듭니다.

We make highest quality furniture for educational site to create better educational 
environment in which many elements blend well harmoniously with one another, such as 
clean natural environment, state-of-art educational equipment, etc., in this fast-changing 
times.

SYSTEM



기숙사용가구
시리즈

기숙사침대 D형 시리즈 98
D-Type bed se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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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BRARY SYSTEM BED

기숙사용침대 시리즈 - D형

책장, 책상, 이동서랍의 조합으로 사용자의 용도에 따라 자유롭게 책장과 조합할 수도 독립적으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동서랍 또한 좌판패드가 있어 서랍 이외에 보조의자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Based on combination of bookshelves, desk, and moving drawer, the desk and can be used 
independently or in combination with bookshelf. The moving drawer has the seat plate pad 
serving as side chair, in addition to the function of drawer.

98



Obtained the pin-up mark which is a product proven by excellent design.

한국산업디자이너협회가 주관하는‘2016 핀업디자인어워드’에서 
수상하며 핀업마크를 획득, 디자인 우수성을 입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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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숙사용침대 시리즈 - D형

DORMITORY SYSTEM BED

1.라운딩 멀티엣지 2.책상 상부장 3.자외선탈취살균기(옵션)
상판 마감을 보다 자연스러운 느낌의 멀티 
엣지로 처리하여 세련된 이미지를 만들어 
주며 모서리를 곡선형태로 디자인하여 
안정성을 확보하였습니다.

침대 상부 공간에 설치된 수납장은 
공간 활용도를 높여주며, 헤펠레 각도 
조절시스템이 부착되어 있어 편리하게 
도어를 여닫을 수 있습니다.

옷장내부에 부착된 슬림한 디자인의 
자외선탈취살균기는 사용자의 편의성을 
고려하였습니다.

1.Rounding    multi-edge 2.   Top storage 3.UV-Deodorizing Sterilizer(Optional)
The top plate has multi-edge finish with 
more natural  impression, creat ing a 
stylish image. The curved edge gives an 
impression of stability.

The storage space installed in the upper part 
of the bed enhances the space utilization, 
and the HAFELE angle adjustment system 
can be conveniently installed to open and 
close the door.

The slim design UV-Deodorizing Sterilizer 
attached to the inside of the wardrobe takes 
into consideration the user's convenience.

1 2 3

DETAI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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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D-0010 W1000 .D810 .H1850
책상

DL-1045 W450 .D600 .H1850
옷장

DL-1080 W800 .D600 .H1850
옷장

DS-0001 W800 .D388 .H480
이동서랍

PRODUCTS

친환경인증제품 특허등록

COLOR

GREY MANGFUL D-TC

CIRTIFICATIONS

침대, 책상, 옷장으로 구성되는 기본적인 형태이며 심플한 형태의 유닛을 

간단하게 구성하면서도 침대 머리 부분이나 서랍 등 곳곳에 디자인적인 요소를 

가미했습니다. 

It is the basic format composed with bed, desk, and wardrobe. Unit with 
simple format is simply composed, but design elements are added to 
various places such as head of the bed or drawers. 

DD-0012 W1200 .D810 .H1850

DL-1060 W600 .D600 .H1850 DL-1090 W900 .D600 .H1850

※2017년 신제품 / 조달등록예정

PINUP 인증

Obtained the pin-up mark which is a product proven by excellent design.

한국산업디자이너협회가 주관하는‘2016 핀업디자인어워드’에서 
수상하며 핀업마크를 획득, 디자인 우수성을 입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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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숙사용침대 시리즈 - D형

DORMITORY SYSTEM BED

DB-0202M W2080 .D1060 .H1850
2층침대(몰딩장형/서랍형)

※매트리스 별매

※매트리스 별매

DB-0202 W2080 .D1060 .H1850
2층침대(서랍형)

DB-0201M W2080 .D1060 .H1850
2층침대(몰딩장형)

※매트리스 별매

※매트리스 별매

DB-0201 W2080 .D1060 .H1850
2층침대

PRODUCTS

친환경인증제품 특허등록

COLOR

GREY MANGFUL

CIRTIFICATIONS

세련된 디자인과 인체공학적 라인을 적용하여 장시간 사용시 피로감을 덜어줍니다. 

개인공간을 충분히 충족시켜 최대의 학습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Adopting sophisticated design and ergonomic lines, it reduces fatigue during 
prolonged use. As it can fully utilize the space for personal use, learning ability can 
be enhanced as much as possible.

※2017년 신제품 / 조달등록예정

PINUP 인증D-TC

Obtained the pin-up mark which is a product proven by excellent design.

한국산업디자이너협회가 주관하는‘2016 핀업디자인어워드’에서 
수상하며 핀업마크를 획득, 디자인 우수성을 입증하였습니다.

102



DB-0102M W2080 .D1060 .H770
1층침대(몰딩장형/서랍형)

※매트리스 별매

※매트리스 별매

DB-0102 W2080 .D1060 .H770
1층침대(서랍형)

DB-0102M W2080 .D1060 .H770
1층침대(몰딩장형)

※매트리스 별매

※매트리스 별매

DB-01021 W2080 .D1060 .H770
1층침대

PRODUCTS

친환경인증제품 특허등록

COLOR

GREY MANGFUL

CIRTIFICATIONS

1.감성조명시스템(옵션)

2.침대하부서랍

침대상부에 부착된 슬림한 디자인의 감성 조명시스템은 침대에서 독서 등 
사용자의 편의성을 고려하였습니다.

침대의 하부에 서랍장을 마련해 각종 의류를 편리하게 수납할 수 있어 침대 하부 
공간까지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1.   Sensitivity Lighting system(Optional)

2.   Bed lower drawer

The slim design Sensitivity lighting attached to the top of the bed takes into 
consideration the user's convenience, such as reading on the bed.

A drawer is provided at the bottom of the bed, so you can conveniently store various 
clothes, so you can efficiently use the space under the bed.1 2

DETAILS

※2017년 신제품 / 조달등록예정

PINUP 인증D-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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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숙사용침대 시리즈 - A형

DORMITORY SYSTEM BED A-TYPE series 

세련된 디자인과 인체공학적 라인을 적용하여 장시간 사용시 피로감을 덜어줍니다. 개인공간을 

충분히 충족시켜 최대의 학습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Adopting sophisticated design and ergonomic lines, it reduces fatigue during prolonged use. 
As it can fully utilize the space for personal use, learning ability can be enhanced as much as 
possi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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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장, 책상, 이동서랍의 조합으로 책상의 이동이 가능하여 사용자의 용도에 따라 자유롭게 책장과 

조합할수도 독립적으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동서랍 또한 좌판패드가 있어 서랍 이외에 

보조의자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Based on combination of bookshelves, desk, and moving drawer, the desk is movable and 
can be used independently or in combination with bookshelf. The moving drawer has the seat 
plate pad serving as side chair, in addition to the function of dra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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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숙사용침대 시리즈 - A형

DORMITORY SYSTEM BED A-TYPE series 

침대 크기의 점유면적으로 개인 공간을 완성함으로써 공간 점유율을 최소화한 시스템입니다. 작은 

공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This system has minimal footprint as small as that of bed. Even small space can be used 
efficiently.

조달우수제품 침대용 신개발 프레임
견고성과 안정성, 설치용이성을 높인 신개념 프레임입니다. 
(견고성 / 안정성 / 분해설치 편리성 / 디자인완성 / 자원 재활용성)

Excellent product Newly developed frame for bed
It is a new-concept frame with enhanced sturdiness, stability, and ease of installation.

Sturdiness / stability / convenience of disassembly and installation
Completion of design / resources recyclability

특허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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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이중연결 프레임

3.4.사용자의 안전과 편의성고려

기둥연결홈으로 기둥과 연결한후 측판 브라켓이 볼트로 연결됩니다. 고리를 삽입하는 
연결방식으로 볼트가 느슨해져도 프레임이 이탈되지 않는 구조입니다. 또한 넓은 
면적으로 기둥과 측판이 연결되어있어 하중을 효과적으로 분산하는 구조입니다.

분체도장으로 마감된 외부는 낙서나 오염을 쉽게 제거할 수 있으며, 스틸파이프를 
사용하여 습기나 충격에 쉽게 파손이나 변형되지 않으며 폐기시 재활용이 가능하여 
환경오염 방지 및 원료의 생산을 위한 환경파괴를 최소화합니다.

1.2.   Sturdy double connection structure

3.4.   Greater safety and convenience of user

Bag hanger was fitted to increase convenience of user.aAfter connecting with a column 
through column connecting groove, connect the side plate bracket using the bolts. As 
the connection is made by bolt insertion, the frame is not dislocated even when bolt 
is loosened. In addition, column and side plate are connected with wide contact area, 
effective load distribution can be achieved.

Graffiti and dirt can be removed easily from the powder coated external surface. As the 
steel pipe was used, it can withstand moisture and impact without being damaged or 
deformed. It is recyclable and minimizes environmental destruction resulting from production 
of raw materials

1 2 3 4

DETAILS

DW7004 W2080 .D1060 .H1850
 22100069 \775,000

2층침대(서랍형/철재측판)

※매트리스 별매

DW7002 W2080 .D1060 .H770
 22100072 \406,000

1층침대(서랍형/철재측판)

※매트리스 별매

DW7003 W2080 .D1060 .H1730
 22100070 \692,000

2층침대(철재측판)

※매트리스 별매

DW7001 W2080 .D1060 .H770
 22100073 \312,000

1층침대(철재측판)

※매트리스 별매

PRODUCTS

친환경인증제품 특허등록조달우수제품

COLOR

WHITE MANGFUL

CIRTIFICATIONS

D-TC

107

DAEWOO FURNIS



DWT-0334 W1000 .D750 .H1800
 22105543 \250,200

DWT-0335 W1200 .D740 .H1800
 22923138 \273,000 

책장일체형 책상

DWM-0001 W1000 .D750 .H1850
 22840752 \330,000

DWM-0002 W1200 .D750 .H1850
 22840712 \350,000

책장일체형 책상

기숙사용침대 시리즈 - A형

DORMITORY SYSTEM BED A-TYPE series 

DWB-7102 W2080 .D1060 .H770
 22100107 \350,000

1층침대(서랍형/철재측판)

※매트리스 별매

DWB-7104 W2080 .D1060 .H1850
 22100098 \730,000

2층침대(서랍형/철재측판)

※매트리스 별매

1층침대(철재측판)

DWB-7101 W2080 .D1060 .H770
 22100095 \300,000

※매트리스 별매

DWB-7103 W2080 .D1060 .H1730
 22100097 \660,000

2층침대(철재측판)

※매트리스 별매

친환경인증제품

COLOR

WHITE MANGFUL

CIRTIFICATIONS

PRODUCTS

일반 1층 침대와 2인용 2층 침대, 책상과 옷장을 결합한 일체형 2층 침대까지 

다양하게 제품이 구성되어 있어 공간의 크기와 형태에 따라 자유롭게 선택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Various products are composed from general single deck bed, double 
deck bed for 2 people, and to one unit type double deck with desk and 
wardrobe combined.

특허등록
D-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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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WA-003A W1200 .D550 .H1800
 22536826 \240,000

DWA-004A W1000 .D550 .H1800
 22536827 \240,000

책장

DWT-307A W1120 .D600 .H720
 22536838 \129,300

DWT-308A W920 .D600 .H720
 22536839 \125,000

책상(23t 상판)

이동식서랍

DWM-0011 W420 .D500 .H590
 22840716 \160,000

DWF-0001 W405 .D510 .H460
 21876150 \110,000

이동식서랍

친환경인증제품

COLOR

WHITE MANGFUL

CIRTIFICATIONS

PRODUCTS

개별 유닛을 각각 독립된 형태로 구성, 각각의 기능을 최대한 구현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으며, 공간의 특성에 맞춰 자유롭게 조합 및 배치를 할 수 있습니다. 

Each unit is composed in independent format to achieve maximum of 
each function, and they can be freely combined and arranged according 
to the characteristics of the space.

특허등록
D-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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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고한 구조성, 최적의 공간활용으로 학습공간과 활동 및 수면공간이 최적의 동선으로 움직일 수 

있게 설계되어 학생들에게 적합한 공간을 만들어 주는 기숙사용 가구입니다.

Complex dormitory furniture series with sturdy structure and advantage of optimal space 
utilization are designed to ensure optimal traffic line for activities, learning and sleeping space.

기숙사용침대 시리즈 - 복합형

DORMITORY SYSTEM BED COMBINATION se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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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이중연결 프레임

3.4.사용자의 안전과 편의성고려

기둥연결홈으로 기둥과 연결한후 측판 브라켓이 볼트로 연결됩니다. 고리를 삽입하는 
연결방식으로 볼트가 느슨해져도 프레임이 이탈되지 않는 구조입니다. 또한 넓은 
면적으로 기둥과 측판이 연결되어있어 하중을 효과적으로 분산하는 구조입니다.

분체도장으로 마감된 외부는 낙서나 오염을 쉽게 제거할 수 있으며, 스틸파이프를 
사용하여 습기나 충격에 쉽게 파손이나 변형되지 않으며 폐기시 재활용이 가능하여 
환경오염 방지 및 원료의 생산을 위한 환경파괴를 최소화합니다.

1.2.   Sturdy double connection structure

3.4.   Greater safety and convenience of user

Bag hanger was fitted to increase convenience of user.aAfter connecting with a column 
through column connecting groove, connect the side plate bracket using the bolts. As 
the connection is made by bolt insertion, the frame is not dislocated even when bolt 
is loosened. In addition, column and side plate are connected with wide contact area, 
effective load distribution can be achieved.

Graffiti and dirt can be removed easily from the powder coated external surface. As the 
steel pipe was used, it can withstand moisture and impact without being damaged or 
deformed. It is recyclable and minimizes environmental destruction resulting from production 
of raw materials

1 2 3 4

DETAILS

DW7005 W2080 .D1060 .H1640
 22100068 \1,361,000

복합형침대 C형(철재측판)

※매트리스 별매

※계단 2인 1개 기준

DW7006 W2080 .D1060 .H1940
 22100066 \1,439,000

복합형침대 D형(철재측판)

※매트리스 별매

※계단 2인 1개 기준

친환경인증제품 특허등록조달우수제품

COLOR

WHITE MANGFUL

CIRTIFICATIONS

PRODUCTS

D-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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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공간을 완성함으로써 공간 점유율을 최소화한 시스템입니다.

작은 공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This system has minimal footprint, forming the perfect
personal space. Even small space can be used efficiently.

기숙사용침대 시리즈 - 복합형

DORMITORY SYSTEM BED COMBINATION series 

LAYO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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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WB-8001 W2050 .D1040 . H1950
 22614596 \950,000

복합A형침대 후레임

DWB-8002 W2050 .D1040 . H1950
 22614597 \870,000

복합B형침대 후레임

DWB-8003 W1170 .D800 .H720
 22617517 \140,000

책상

DWF-002A W400 .D510 .H590
 22536837 \132,000

이동식서랍

DWB-8004 W930 .D277 .H720
 22614598 \100,000

보관장

DWB-8005 W504 .D939 .H1099
 22615860 \140,000

철재사다리

DWB-8006 W450 .D750 .H1283
 22615861 \270,000

목제사다리

DWB-8007 W380 .D313 .H1573
 22615862 \45,000

철재사다리

COLOR

WHITE MANGFUL

CIRTIFICATIONS

PRODUCTS

특허등록D-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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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숙사용침대 시리즈 - B형

DORMITORY SYSTEM BED B-TYPE se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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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숙사용침대 시리즈 - B형

DORMITORY SYSTEM BED B-TYPE series 

DWB-6204 W2050 .D1040 .H1890
 22100109 \698,100

2층 침대(서랍/목재측판)

※매트리스 별매

DWB-6202 W2050 .D1040 .H750
 22100111 \336,100

1층 침대(서랍/목재측판)

※매트리스 별매

DWB-6203 W2050 .D1040 .H1840
 22100110 \635,700

2층 침대(목재측판)

※매트리스 별매

DWB-6201 W2050 .D1040 .H750
 22100112 \280,000

1층 침대(목재측판)

※매트리스 별매

친환경인증제품

COLOR

WHITE MANGFUL

CIRTIFICATIONS

PRODUCTS

침대, 책상, 옷장으로 구성되는 기본적인 형태이며 심플한 형태의 유닛을 

간단하게 구성하면서도 침대 머리 부분이나 서랍 등 곳곳에 디자인적인 

요소를 가미했습니다. 

It is the basic format composed with bed, desk, and wardrobe. Unit 
with simple format is simply composed, but design elements are 
added to various places such as head of the bed or drawers. 

특허등록D-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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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WA-003A W1200 .D550 .H1800
 22536826 \240,000

DWA-004A W1000 .D550 .H1800
 22536827 \240,000

책장

세미나의자(팔걸이유/틸팅무)

DWC-0027 W620 .D535 .H800
 21733961 \91,000

DWL-0002 W600 .D600 .H1800
 21879023 \240,000

DWL-001A W450 .D600 .H1800
 22536824 \220,000

옷장

DWL-0003 W800 .D600 .H1800
 21879024 \289,000

DWL-004A W900 .D600 .H1800
 22536825 \370,500

옷장

DWF-0001 W405 .D510 .H460
 21876150 \110,000

이동식서랍

친환경인증제품

COLOR

WHITE MANGFUL

CIRTIFICATIONS

심플한 형태의 유닛 구성으로 효율적인 공간 활용이 가능하며, 좁은 

공간에서도 정돈된 느낌을 줍니다. 

Unit composition of simple format enables efficient space utilization 
and gives well arranged feeling even in small spaces. 

PRODUCTS

특허등록D-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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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WM-0005 W500 .D550 .H1860
 22841756 \290,000

옷장(1인)

DWM-0007 W800 .D550 .H1860
 22841758 \380,000

옷장(1인)

DWM-0009 W800 .D550 .H1860
 22841760 \440,000

옷장(2인)

DWM-0008 W800 .D550 .H1860
 22841759 \400,000

옷장(1인/서랍형)

DWM-0010 W800 .D550 .H1860
 22841761 \440,000

옷장(2인/서랍형)

옷장(1인/서랍형)

DWM-0006 W500 .D550 .H1860
 22841757 \330,000

기숙사용 옷장 시리즈

DORMITORY SYSTEM BED WARDROBE series 

PRODUCTS

COLOR

WHITE MANGFUL

CIRTIFICATIONS

세련된 디자인과 실용성을 겸비한 옷장은 옷걸이 봉, 서랍장, 선반 등으로 다양하게 내부를 구성해 

더욱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Locker contains various accessories such as hanger, mirror, and mini-shelf including a tie 
holder. 

특허등록D-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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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WM-0003 W800 .D400 .H1210
 22840713 \250,000

신발장

DWM-0004 W800 .D400 .H1850
 22838314 \300,000

신발장

신발장

DWG-0002 W800 .D400 .H1800
 21876485 \237,000

DWG-0001 W800 .D400 .H1200
 21876484 \220,000

신발장

DWM-0011 W420 .D500 .H590
 22840716 \160,000

이동식서랍(3단)

DWM-0012 W420 .D500 .H600
 22965485 \160,000

이동식서랍(2단)

PRODUCTS

COLOR

WHITE MANGFUL

CIRTIFICATIONS

특허등록D-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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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ATING SYSTEM CHAIR CHAIR series 

회의실, 세미나실, 교육실등에서 사용되는 다목적 의자이며, 의자캐스터와 적층이 가능한 구조로 언제 

어디서나 보관과 이동이 간편하게 디자인됐습니다.

These multi-purpose chairs used in conference room, seminar room, education room, etc., 
have structure stacked with chair caster and are designed to ensure easy storage and 
transport anytime and anywhere.

의자 시리즈 - 수강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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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등판틸팅기능 (세미나의자)
등판이 틸팅되는 기능이 있어 편안하게 기댈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6. 캐스터(세미나의자)
심플한 디자인의 캐스터는 운반이나 보관이 용이합니다.

2. 수직적재기능(스타킹의자)
수직 적재 가능하고 이동과 보관이 용이하며, 공간의 효율성을 높여줍니다.

3.수평적재기능(세미나의자)

4.좌판폴딩기능 (세미나의자)

수평 적재 가능하고 이동과 보관이 용이하며, 공간의 효율성을 높여줍니다.

좌판폴딩기능 적용으로 사용하지 않을때에 접어서 보관이 편리합니다.

1.   Backseat tilting function(seminar chair)
Backseat tilting function allows user to lean comfortably.

5. 망선반 (멀티의자)
의자 하부에 망선반을 부착하여 개인의 소지 품을 수납할 수 있습니다. 5.   Meash rack (multi- chair)

Mesh rack fitted to the lower part of chair holds the belongings of individuals.

2. Vertical loading function
Vertically loadable, it has easy storage and transport, increasing efficiency of the space 
utilization.

6.    Caster 
Caster with simplistic design makes the transport and storage easier.

3.Horizontalloading function
Horizontally loadable, it has easy storage and transport, increasing efficiency of the space 
utilization.

4.   Seat plate folding function(seminar chair)
With the seat plate folding function, chairs can be folded for convenient storage when they 
are not used.

1

5 6

2 3 4

DETAI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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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WC-0015 W490 .D530 .H790
 20895523 \59,400

스타킹의자(D형)

DWC-0017 W490 .D530 .H790
 20895525 \70,400

스타킹의자(D형/캐스터)

DWC-0100 W530 .D530 .H790
 22437028 \74,000

수강용의자Z형(망선반유)

DWC-0101 W530 .D530 .H790
 22437029 \69,000

수강용의자Z형(망선반무)

DWC-0016 W490 .D530 .H790
 20895524 \74,800

스타킹의자(D형방석/캐스터)

스타킹의자(D형방석)

DWC-0014 W490 .D530 .H790
 20895522 \69,300

SEATING SYSTEM CHAIR STACKING series 

의자 시리즈 - 스타킹의자

BLUE GREYRED BEIGEBLACK GREEN

COLOR CIRTIFICATIONS

PRODUCTS

KS품질인증

스타킹의자 시리즈는 날렵하고 세련된 느낌의 등판과 좌판이 조화를 이뤄 

한층 밝고 경쾌한 공간을 연출합니다

Stacking chair series has the harmony of the backboard of swift and 
sophisticated feeling and seat with various colors to create brighter 
and cheerful space. 

특허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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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WC-0019 W600 .D530 .H790
 20895527 \77,000

회의용의자D형(캐스터)

DWC-033A W600 .D530 .H790
 22533998 \74,000

회의용의자D형(고정발굽)

DWC-032A W600 .D530 .H790
 22533996 \80,600

회의용의자D형(방석/고정발굽)

회의용의자D형(방석/캐스터)

DWC-0018 W600 .D530 .H790
 20895526 \83,600

BLUE GREYRED BEIGEBLACK GREEN

COLOR CIRTIFICATIONS

PRODUCTS

KS품질인증

적층식 구조로 만들어져 있어 많은 수량의 제품을 효율적으로 보관할 수 있습니다.

It is made with stacking up type structure for efficient storage of large 
quantity of the products. 

특허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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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WC-0034 W620 .D535 .H800
 22105561 \93,000

세미나의자(팔걸이유/틸팅기능/발굽)

DWC-0026 W620 .D535 .H800
 21733960 \96,000

세미나의자(팔걸이유/틸팅기능/캐스터)

DWC-0036 W500 .D535 .H800
 22105563 \83,000

세미나의자(틸팅기능/발굽)

DWC-0027 W620 .D535 .H800
 21733961 \91,000

세미나의자(팔걸이유/틸팅무/캐스터)

DWC-0037 W500 .D535 .H800
 22105564 \78,000

세미나의자(틸팅무/발굽)

DWC-0029 W500 .D535 .H800
 21733963 \81,000

세미나의자(틸팅무/캐스터)

세미나의자(팔걸이유/틸팅무/발굽)

DWC-0035 W620 .D535 .H800
 22105562 \88,000

세미나의자(틸팅기능/캐스터)

DWC-0028 W500 .D535 .H800
 21733962 \86,000

SEATING SYSTEM CHAIR SEMINAR series 

의자 시리즈 - 세미나용의자

BLUE GREYRED BEIGEBLACK GREEN

COLOR CIRTIFICATIONS

KS품질인증

PRODUCTS

좌판이 폴딩되어 수평 적층이 가능해 한정된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The seat can be folded for horizontal stacking up for efficient use of limited space.

특허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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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UE GREYRED BEIGEBLACK GREEN

COLOR CIRTIFICATIONS

KS품질인증

PRODUCTS

DWC-0020 W490 .D530 .H790
 21733933 \64,000

D형 멀티의자

DWC-0022 W490 .D530 .H790
 21733936 \69,000

D형 멀티의자(방석)

DWC-0030 W490 .D530 .H790
 21733964 \69,000

스타킹의자 D형(망선반)

DWC-0031 W490 .D530 .H790
 21733965 \76,000

스타킹의자 D형(방석/망선반)

DWC-0023 W490 .D530 .H790
 21733945 \79,000

D형 멀티의자(방석/망선반)

D형 멀티의자(망선반)

DWC-0021 W490 .D530 .H790
 21733935 \74,000

특허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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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ATING SYSTEM CHAIR MULTI series 

의자 시리즈 - 멀티의자

CIRTIFICATIONS

KS품질인증

회의실, 세미나실, 교육실등에서 사용되는 다목적 의자이며, 의자캐스터와 적층이 가능한 구조로 언제 

어디서나 보관과 이동이 간편하게 디자인됐습니다.

These multi-purpose chairs used in conference room, seminar room, education room, etc., 
have structure stacked with chair caster and are designed to ensure easy storage and 
transport anytime and anywhere.

SWC-0026 W590 .D550 .H830
 22712041 \127,000

매틱의자(팔걸이유)

DWC-0001 W480 .D510 .H770
 20895512 \32,700

곡선접의자

SWC-0028 W510 .D550 .H830
 22712040 \120,000

매틱의자(팔걸이무)

DWC-0004 W480 .D510 .H820
 20895513 \46,000

R형접의자

DWC-0006 W450 .D460 .H760
 20895514 \31,000

청접의자

PRODUCTS

특허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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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C-0040 W420 .D470 .H800
 22813604 \49,500

작업용의자

SWC-0042 W370 .D440 .H800
 22842860 \38,500

작업용의자

DWC-0039 W602 .D529 .H848
 23037831 \121,000 

메쉬의자(팔걸이유)

SWC-0043 W390 .D420 .H810
 22842861 \44,000

작업용의자

DWC-0038 W602 .D516 .H848
 23037830 \115,500

메쉬의자(팔걸이무)

BLUE RED GREEN

SWC-0015 W555 .D495 .H735
 22711610 \59,400

S형 스타킹의자

COLOR CIRTIFICATIONS

KS품질인증

PRODUCTS

가벼운 소재로 제작되어 간편하게 수직으로 적층할 수 있습니다.

It is made with stacking up type structure for efficient storage of large 
quantity of the produ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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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BRARY
깨끗한 자연환경, 급변하는 시대에 발맞춘 최점단 교육 기기 등 수많은 요소들이 

조화롭게 어우러진 더 좋은 교육환경을 만들기 위해 더 좋은 교육용 가구를 만듭니다.

We make highest quality furniture for educational site to create better 
educational environment in which many elements blend well harmoniously 
with one another, such as clean natural environment, state-of-art educational 
equipment, etc., in this fast-changing times.

SYSTEM



도서관가구
시리즈

열람용테이블 시리즈 130
Reading table series

도서관용서가 시리즈 142
Library shelving series



LIBRARY SYSTEM READING TABLE

열람테이블 시리즈

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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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tained the pin-up mark which is a product proven by excellent design.

한국산업디자이너협회가 주관하는‘2016 핀업디자인어워드’에서 
수상하며 핀업마크를 획득, 디자인 우수성을 입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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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BRARY SYSTEM READING TABLE

열람테이블 시리즈

PRODUCTS

기능성과 견고성이 뛰어난 도서실 열람테이블은 미래를 꿈꾸는 학생들의 

편안한 학습 공간입니다.

Our functional and durable reading table series creates a 
comfortable learning space for your students.

LD-0024A W2436 .D1204 .H1245
 23038798 \1,199,000 

LD-0021A W2136 .D1204 .H1245
 23038800 \1,179,000 

열람대 6인용(칸막이양면/전등/콘센트)

LD-0024B W2436 .D1204 .H1245
 23038799 \675,000 

LD-0021B W2136 .D1204 .H1245
 23038801 \655,000

열람대 6인용(칸막이양면)

LD-0016A W1632 .D1204 .H1245
 23038802 \880,000

LD-0014A W1432 .D1204 .H1245
 23038804 \860,000

열람대 4인용(칸막이양면/전등/콘센트)

LD-0016B W1632 .D1204 .H1245
 23038803 \540,000 

LD-0014B W1432 .D1204 .H1245
 23038805 \520,000

열람대 4인용(칸막이양면)

KS품질인증

COLOR

WHITE MANGFUL

CIRTIFICATIONS

특허등록 PINUP 인증D-TC

Obtained the pin-up mark which is a product proven by excellent design.

한국산업디자이너협회가 주관하는‘2016 핀업디자인어워드’에서 
수상하며 핀업마크를 획득, 디자인 우수성을 입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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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S

LD-1024A W2436 .D604 .H1245
 23038806 \748,000 

열람대 3인용(칸막이단면/전등/콘센트)

LD-1016A W1632 .D604 .H1245
 23038808 \594,000 

열람대 2인용(칸막이단면/전등/콘센트)

LD-1024B W2436 .D604 .H1245
 23038807 \480,000 

열람대 3인용(칸막이단면)

LD-1016B W1632 .D604 .H1245
 23038809 \420,000 

열람대 2인용(칸막이단면)

KS품질인증

COLOR

WHITE MANGFUL

CIRTIFICATIONS

특허등록

2. 유리형칸막이
스타일리쉬하고 심플한 디자인의 유리형칸막이 홀더는 견고함을 유지해 줍니다. 

1. 멀티콘센트
형광등 스위치와 2구 콘센트 구성된 멀티 콘센트는 사용자의 편의성을 고려하였습니다.

1.Multi outlet
Power / Lighting kit  makes it easier to use multimedia devices.

2.   Glass screen holder
Glass holder with simple, stylish design ensures safety when attaching a glass screen.1 2

DETAILS

PINUP 인증D-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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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BRARY SYSTEM READING TABLE

열람테이블 시리즈

다양한 제품 구성으로 공간의 형태와 용도에 맞게 적절히 활용할 수 

있으며, 다양한 소재의 마감으로 색다른 분위기와 실용성을 자랑합니다.

The reading table is the most ideal place to acquire diverse 
information. Using aluminum as the finishing material, it creates a 
unique atmosphere and practic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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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0024C W2400 .D1200 .H730
 23036447 \550,000 

LD-0021C W2100 .D1200 .H730
 23036448 \530,000

열람대 6인용(오픈양면)

LD-0016C W1596 .D1200 .H730
 23036449 \440,000 

LD-0014C W1396 .D1200 .H730
 23036453 \420,000

열람대 4인용(오픈양면)

LD-1024C W2400 .D600 .H730
 23036454 \330,000  

열람대 3인용(오픈단면)

LD-1016C W1596 .D600 .H730
 23036455 \300,000 

열람대 2인용(오픈단면)

PRODUCTS

KS품질인증

COLOR

WHITE MANGFUL

CIRTIFICATIONS

특허등록

2. 안정감 있는 다리
바닥면에 밀착되어 안정감은 배가되고 디자인 또한 심플해 도선관 공간에 
스타일리시한 분위기를 연출합니다.

1. 매립형 배선시스템(옵션)
테이블 상판 배선커버는 복잡한 전선을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고 매립형 배선시스템은 
별도의 멀티 탭 없이 사용하기 편리하고 전선을 안전하게 정리해줍니다.

1.Embedded wire organizer(Optional)
Wire organizer in the top board is easy to use and allows you to tidy up wires and cords 
without the fuss.

2.   Excellent stability leg
Table leg steadily attaches to the floor increasing stability, stylish atmosphere in the library.1 2

DETAILS

D-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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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BRARY SYSTEM READING TABLE

열람테이블 시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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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BRARY SYSTEM READING TABLE

열람테이블 시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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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견고한 프레임 구조
타사의 제품과 달리 3인용 제품에도 중간에 다리가 필요없을 정도로 강력한 철재 
프레임이 골격을 이루고 있어 더 여유로운 하부 공간을 제공합니다.

3.목재칸막이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위해 목재 칸막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1. 상판과 분리된 측판
상판이 측판으로부터 분리되어 떠있는 듯한 형태로 경쾌한 분위기를 제공하고 사용자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기 위해 하부의 전면과 측면에 가림판이 설치되어있습니다.

1.   Lateral plate separated from the top plate
Cheerful atmosphere is created by the shape that looks as if the top plate were afloat 
separated from lateral plate. Shield is installed on the front side and lateral side of lower part 
to protect privacy of user. 

2.   Simple folding operation
Structure is formed by steel frame sturdy enough to obviate the need for leg at the center 
even in product for 3 persons, providing wider space at the lower part, unlike the products 
of other companies.

3.   Wood partition
Wood partition can be used for personal privacy

1 2 3

DETAILS

상판이 측판으로부터 분리되어 떠있는 듯한 형태로 경쾌한분위기를 제공하고 사용자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기 위해 하부의 전면과 측면에 가림판이 설치되어있습니다.

Cheerful atmosphere is created by the shape that looks as if the top plate were 
afloat separated from lateral plate. Shield is installed on the front side and lateral 
side of lower part to protect privacy of us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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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WR-0011 W2400 .D1000 .H1225
 21876015 \560,000

DWR-0001 W2100 .D1000 .H1225
 20895506 \550,000

열람대 6인용(칸막이양면)

DWR-012A W1600 .D1000 .H1225
 22535874 \500,000 

DWR-0005 W1400 .D1000 .H1225
 20895510 \480,000

열람대 4인용(칸막이양면)

DWR-0013 W2100 .D525 .H1225
 21876017 \365,300

열람대 3인용(칸막이)

DWR-0014 W1600 .D525 .H1225
 21876054 \355,500

열람대 2인용(칸막이)

DWR-0015 W800 .D765 .H1900
 21876055 \275,000

독서대

LIBRARY SYSTEM READING TABLE

열람테이블 시리즈

PRODUCTS

기능성과 견고성이 뛰어난 도서실 열람테이블은 미래를 꿈꾸는 학생들의 

편안한 학습 공간입니다.

Our functional and durable reading table series creates a 
comfortable learning space for your students.

COLOR

WHITE MANGFUL

CIRTIFICATIONS

특허등록D-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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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WR-0007 W2400 .D1000 .H725
 21875994 \474,000

DWR-0003 W2100 .D1000 .H725
 20895508 \440,000

열람대 6인용(오픈양면)

DWR-0008 W1600 .D1000 .H725
 21875997 \330,000

DWR-0006 W1400 .D1000 .H725
 20895511 \308,000 

열람대 4인용(오픈양면)

DWR-0009 W2100 .D525 .H725
 21875998 \276,500 

열람대 3인용(오픈)

DWR-0010 W1600 .D525 .H725
 21876000 \250,200

열람대 2인용(오픈)

PRODUCTS

KS품질인증

COLOR

WHITE MANGFUL

CIRTIFICATIONS

특허등록D-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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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BRARY SYSTEM BOOKSHELF

서가 시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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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tained the pin-up mark which is a product proven by excellent design.

한국산업디자이너협회가 주관하는‘2016 핀업디자인어워드’에서 
수상하며 핀업마크를 획득, 디자인 우수성을 입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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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BRARY SYSTEM BOOKSHELF

서가 시리즈

COLOR

WHITE MANGFUL

CIRTIFICATIONS

특허등록

LB-0203 W988 .D562 .H1170
 

복식3단 스타터(기본형)

LB-0204 W988 .D562 .H1520
 

복식4단 스타터(기본형)

LB-0205 W988 .D562 .H1870
 

복식5단 스타터(기본형)

LB-0206 W988 .D562 .H2220
 

복식6단 스타터(기본형)

LB-0213 W915 .D558 .H1170
 

복식3단 애더(기본형)

LB-0214 W915 .D558 .H1520
 

복식4단 애더(기본형)

LB-0215 W915 .D558 .H1870
 

복식5단 애더(기본형)

LB-0216 W915 .D558 .H2220
 

복식6단 애더(기본형)

PRODUCTS ※2017년 신제품 / 조달등록예정

PINUP 인증D-TC

Obtained the pin-up mark which is a product proven by excellent design.

한국산업디자이너협회가 주관하는‘2016 핀업디자인어워드’에서 
수상하며 핀업마크를 획득, 디자인 우수성을 입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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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ITE MANGFUL

LB-0103 W988 .D343 .H1170
 

단식3단 스타터(기본형)

LB-0104 W988 .D343 .H1520
 

단식4단 스타터(기본형)

LB-0105 W988 .D343 .H1870
 

단식5단 스타터(기본형)

LB-0103 W988 .D343 .H1170
 

단식6단 스타터(기본형)

LB-0113 W915 .D339 .H1170
 

단식3단 애더(기본형)

LB-0114 W915 .D339 .H1520
 

단식4단 애더(기본형)

LB-0115 W915 .D339 .H1170
 

단식5단 애더(기본형)

LB-0113 W915 .D339 .H1170
 

단식6단 애더(기본형)

PRODUCTS

COLOR CIRTIFICATIONS

특허등록

※2017년 신제품 / 조달등록예정

PINUP 인증D-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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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B-0203S W988 .D562 .H1170
 

복식3단 스타터(스툴형)

LB-0204S W988 .D562 .H1520
 

복식4단 스타터(스툴형)

LB-0205S W988 .D562 .H1870
 

복식5단 스타터(스툴형)

LB-0206S W988 .D562 .H2220
 

복식6단 스타터(스툴형)

LB-0213S W915 .D558 .H1170
 

복식3단 애더(스툴형)

LB-0214S W915 .D558 .H1520
 

복식4단 애더(스툴형)

LB-0215S W915 .D558 .H1870
 

복식5단 애더(스툴형)

LB-0216S W915 .D558 .H2220
 

복식6단 애더(스툴형)

PRODUCTS

COLOR CIRTIFICATIONS

특허등록

LIBRARY SYSTEM BOOKSHELF

※2017년 신제품 / 조달등록예정

PINUP 인증WHITE MANGFUL D-TC

Obtained the pin-up mark which is a product proven by excellent design.

한국산업디자이너협회가 주관하는‘2016 핀업디자인어워드’에서 
수상하며 핀업마크를 획득, 디자인 우수성을 입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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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B-0103S W988 .D343 .H1170
 

단식3단 스타터(스툴형)

LB-0104S W988 .D343 .H1520
 

단식4단 스타터(스툴형)

LB-0105S W988 .D343 .H1870
 

단식5단 스타터(스툴형)

LB-0106S W988 .D343 .H2220
 

단식6단 스타터(스툴형)

LB-0113S W915 .D339 .H1170
 

단식3단 애더(스툴형)

LB-0114S W915 .D339 .H1520
 

단식4단 애더(스툴형)

LB-0113S W915 .D339 .H1870
 

단식5단 애더(스툴형)

LB-0116S W915 .D339 .H2220
 

단식6단 애더(스툴형)

PRODUCTS

COLOR CIRTIFICATIONS

특허등록

1.슬라이딩 스툴
서가 하부에 부착된 슬라이딩형 스툴을 꺼내어 앉아서 독서를 할 수 있으며, 
하부공간에 몇권의 책을 꽃아둘 수 있습니다.

1.   Sliding stool 
With the sliding stool which attached to the bottom of the shelf, you can sit down for 
reading, and you can have several books in the lower space.

1

DETAILS

※2017년 신제품 / 조달등록예정

PINUP 인증WHITE MANGFUL D-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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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BRARY SYSTEM BOOKSHELF

서가 시리즈

측판 양쪽 모서리에 고강도 철재로 제작된 커버로 마감하여 안정성과 미려함을 동시에 

구현하였습니다. 사용자와 제품을 동시에 보호하며, 시간의 흐름에 따른 변형이 거의 

없습니다.

Both edges of lateral plate were finished with high-strength cover to ensure both 
safety and aesthetic beauty. Both user and product are protected. 
No deformation is caused over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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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BRARY SYSTEM BOOKSHELF

서가 시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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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WOO FURNIS

2. 철재구조
강도 높은 소재인 철재를 채택하여 서가의 기본 구조를 설계하고 세심하게 
마감하여 내구성과 안정성이 뛰어납니다.

3. 4.라벨러 발굽
라벨러 기능이 있는 발굽을 장착하여 바닥이 고르지 않아도 수평을 쉽게 조정할 
수 있으며 바닥보호 펠트가 부착되어 도서관 바닥에 손상을 주지 않습니다.

5. 디바이더
좌우이동이 가능하고 공간을 분할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1. 강화유리
테이블의 상판 밑에 Steel 선반이 부착되어 자료나 필기도구를 수납할 수 있습니다.

1.   Tempered glass
Steel shelf attached under top plate of the table can hold the materials or writing 
instruments.

6. 안내판
싸인 안내판은 탈부착이 용이하며 쉽게 이탈되지 않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6.   Signboard
Signboard is easily removable, but not dislocated easily, increasing the safety.

2.   Steel structure
Basic structure of bookshelf formed by high-strength steel was finished carefully to ensure 
durability and safety.

3.   4.Labeler hoof
Fitted with hoof that has labeler function, horizontal adjustment can be made easily even 
when the floor is uneven. The floor protection felt prevents damage to the floor of library.

5. Divider
It enables rightward/leftward movement and divides the space, increasing the convenience.

1

5 6

2 3 4

DETAI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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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BRARY SYSTEM BOOKSHELF

서가 시리즈

DWI-301S W930 .D560 .H1523
 22640536 \605,000

복식4단 스타터 (측판유리)

CIRTIFICATIONS

PRODUCTS

DWI-501S W930 .D560 .H1523
 22640542 \540,000

복식4단 스타터 (측판MDF)

DWI-303S W930 .D560 .H2223
 22640538 \770,000

복식6단 스타터 (측판유리)

DWI-302S W930 .D560 .H1873
 22640537 \627,000

복식5단 스타터 (측판유리)

DWI-503S W930 .D560 .H2223
 22640544 \675,000

복식6단 스타터 (측판MDF)

DWI-502S W930 .D560 .H1873
 22640543 \594,000

복식5단 스타터 (측판MDF)

자료 확장 및 레이아웃 변경 등을 고려하여 엔드리스 방식으로 수평 연결되는 시스템은 

사용상의 효율성과 함께 경제성 까지 제공합니다.

Efficiency and cost-effectiveness are provided by the system connected 
horizontally by endless method taking the materials expansion and layout 
alteration into consideration.

특허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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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WOO FURNIS

CIRTIFICATIONS CIRTIFICATIONS

PRODUCTS

DWI-402S W930 .D560 .H1873
 22640540 \486,000

복식5단 스타터 (측판스틸)

DWI-603A W900 .D560 .H2223
 22640547 \410,000

복식6단 애더 (연결용)

DWI-601A W900 .D560 .H1523
 22640545 \300,000

복식4단 애더 (연결용)

DWI-403S W930 .D560 .H2223
 22640541 \594,000

복식6단 애더 (측판스틸)

DWI-401S W930 .D560 .H1523
 22640539 \445,000

복식4단 스타터 (측판스틸)

DWI-602A W900 .D560 .H1873
 22640546 \350,000

복식5단 애더 (연결용)

특허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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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BRARY SYSTEM BOOKSHELF

서가 시리즈

CIRTIFICATIONS

PRODUCTS

측판 양쪽 모서리에 고강도 철재로 제작된 커버로 마감하여 안정성과 미려함을 동시에 

구현하였습니다. 사용자와 제품을 동시에 보호하며, 시간의 흐름에 따른 변형이 거의 

없습니다.

Both edges of lateral plate were finished with high-strength cover to ensure both 
safety and aesthetic beauty. Both user and product are protected. 
No deformation is caused over time.

DWI-305S W930 .D380 .H1873
 22640549 \460,000

단식5단 스타터 (측판유리)

DWI-306S W930 .D380 .H2223
 22640550 \550,000

단식6단 스타터 (측판유리)

DWI-504S W930 .D380 .H1523
 22640554 \445,500

단식4단 스타터 (측판MDF)

DWI-505S W930 .D380 .H1873
 22640555 \459,000

단식5단 스타터 (측판MDF)

DWI-506S W930 .D380 .H2223
 22640556 \513,000

단식6단 스타터 (측판MDF)

DWI-304S W930 .D380 .H1523
 22640548 \440,000

단식4단 스타터 (측판유리)

특허등록

154



DAEWOO FURNIS

CIRTIFICATIONS

PRODUCTS

DWI-404S W930 .D380 .H1523
 22640551 \324,000

단식4단 스타터 (측판스틸)

DWI-701A W900 .D380 .H1523
 22640557 \200,000

단식4단 애더 (연결용)

DWI-405S W930 .D380 .H1873
 22640552 \351,000

단식5단 스타터 (측판스틸)

DWI-702A W900 .D380 .H1873
 22640558 \220,000

단식5단 애더 (연결용)

DWI-406S W930 .D380 .H2223 
 22640553 \445,500

단식6단 스타터 (측판스틸)

DWI-703A W900 .D380 .H2223
 22640559 \250,000

단식6단 애더 (연결용)

특허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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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BRARY SYSTEM BOOKSHELF

서가 시리즈

강도 높은 소재인 철재를 채택하여 서가의 기본 구조를 설계하고 세심하게 마감하여 

내구성과 안정성이 뛰어납니다.

Basic structure of bookshelf formed by high-strength steel was finished carefully 
to ensure durability and saf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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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BRARY SYSTEM BOOKSHELF

서가 시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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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안전한 마감
측판 양쪽 모서리에 고강도 철재로 제작된 커버로 마감하여 안정성과 미려함을 동시에 
구현하였습니다. 사용자와 제품을 동시에 보호하며, 시간의 흐름에 따른 변형이 거의 
없습니다.

1. 철재구조
강도 높은 소재인 철재를 채택하여 서가의 기본 구조를 설계하고 세심하게 마감하여    
내구성과 안정성이 뛰어납니다.

1.   Steel structure
Basic structure of bookshelf formed byhigh-strength steel was finished carefully to ensure 
durability and safety.

2.   Safe finish
Both edges of lateral plate were finished with high-strength cover to ensure both safety 
and aesthetic beauty. Both user and product are protected. No deformation is caused over 
time.

1 2

DETAILS

PRODUCTS

DBT-0002 W900 .D400 .H1900
 22820980 \670,000

잡지꽂이

DBT-0005 W600 .D400 .H800
 22841827 \151,000

DBT-0006 W800 .D400 .H800
 22845150 \192,000

잡지꽂이

DWI-301 W899 .D248 .H199
 22545683 \26,900

서가선반

DBT-0001 W890 .D490 .H1100
 22709249 \440,000

북트럭

DWI-0051 W213 .D136 .H6
 22325016 \2,600

디바이더

DWI-300 W500 .D300 .H135
 22536823 \28,900

선반(필경대)

DBT-0007 W500 .D300 .H1100
 22922014 \157,300 

반납대

COLOR CIRTIFICATIONS

특허등록
WHITE MANGFUL D-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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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WI-104S W960 .D562 .H1157
 22539088 \266,400

복식3단 스타터(철제서가)

DWI-105S W960 .D562 .H1507
 22539090 \342,000

복식4단 스타터(철제서가)

DWI-106S W960 .D562 .H1857
 22539092 \406,300

복식5단 스타터(철제서가)

DWI-107S W960 .D562 .H2207
 22539094 \546,500

복식6단 스타터(철제서가)

DWI-104A W900 .D512 .H1148
 22539089 \157,500

복식3단 애더(철제서가)

DWI-105A W900 .D512 .H1498
 22539091 \204,200

복식4단 애더(철제서가)

DWI-106A W900 .D512 .H1848
 22539093 \238,400 

복식5단 애더(철제서가)

DWI-107A W900 .D512 .H2198
 22539095 \285,700

복식6단 애더(철제서가)

LIBRARY SYSTEM BOOKSHELF

서가 시리즈

CIRTIFICATIONS

PRODUCTS

철제 프레임의 사용으로 구조의 안정서을 유지하였으며, 원하는 선반을 선택하여 다양한 

조합구성이 가능한 도서관 서가 시리즈입니다.

We employed steel frames for structural stability. You can make the bookshelves 
with shelves of your choice.

특허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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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WI-100S W960 .D372 .H1157
 22541395 \194,800

단식3단 스타터(철제서가)

DWI-101S W960 .D372 .H1507
 22541397 \242,900

단식4단 스타터(철제서가)

DWI-102S W960 .D372 .H1857
 22541399 \292,300

단식5단 스타터(철제서가)

DWI-103S W960 .D372 .H2207
 22541401 \394,600

단식6단 스타터(철제서가)

DWI-100A W900 .D322 .H1148
 22541396 \104,000

단식3단 애더(철제서가)

DWI-101A W900 .D322 .H1498
 22541398 \132,800

단식4단 애더(철제서가)

DWI-102A W900 .D322 .H1848
 22541400 \154,700

단식5단 애더(철제서가)

DWI-103A W900 .D322 .H2198
 22541402 \180,200

단식6단 애더(철제서가)

CIRTIFICATIONS

PRODUCTS

특허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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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WI-204S W976 .D504 .H1172
 22539096 \292,500

복식3단 스타터(목재서가)

DWI-205S W976 .D504 .H1522
 22539098 \351,400

복식4단 스타터(목재서가)

DWI-206S W976 .D504 .H1872
 22539100 \445,000

복식5단 스타터(목재서가)

DWI-207S W976 .D504 .H2222
 22539102 \524,500

복식6단 스타터(목재서가)

DWI-204A W900 .D500 .H1170
 22539097 \176,200

복식3단 애더(목재서가)

DWI-205A W900 .D500 .H1520
 22539099 \228,000

복식4단 애더(목재서가)

DWI-206A W900 .D500 .H1870
 22539101 \260,900

복식5단 애더(목재서가)

DWI-207A W900 .D500 .H2220
 22539103 \303,600

복식6단 애더(목재서가)

LIBRARY SYSTEM BOOKSHELF

서가 시리즈

PRODUCTS

COLOR CIRTIFICATIONS

자료 확장 및 레이아웃 변경 등을 고려하여 엔드리스 방식으로 수평 연결되는 시스템은 

사용상의 효율성과 함께 경제성 까지 제공합니다.

Adopting simple design and ergonomics, it reduces fatigue during prolonged 
use. As it can fully utilize the space for personal use, learning ability can be 
enhanced as much as possible.

특허등록WHITE MANGFUL D-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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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WI-200S W976 .D314 .H1172
 22541403 \196,900

단식3단 스타터(목재서가)

DWI-201S W976 .D314 .H1522
 22541405 \245,300

단식4단 스타터(목재서가)

DWI-202S W976 .D314 .H1872
 22541407 \294,700

단식5단 스타터(목재서가)

DWI-203S W976 .D314 .H2222
 22541409 \364,800

단식6단 스타터(목재서가)

DWI-200A W900 .D310 .H1170
 22541404 \114,000

단식3단 애더(목재서가)

DWI-201A W900 .D310 .H1520
 22541406 \135,100

단식4단 애더(목재서가)

DWI-202A W900 .D310 .H1870
 22541408 \157,000

단식5단 애더(목재서가)

DWI-203A W900 .D310 .H2220
 22541410 \182,400

단식6단 애더(목재서가)

PRODUCTS

COLOR CIRTIFICATIONS

특허등록WHITE MANGFUL D-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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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S
(주)대우가구는 지속적인 연구개발과 유지개선으로 우수한 품질의 제품을 적기에 

공급, 고부가가치 신제품개발, 원가절감 및 생산성 증가 등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개선으로 확고한 품질경영체제를 정착하여 고개만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Daewoo Furniture Co., Ltd. will make utmost effort to ensure satisfaction 
of customers through rigorous quality management system underpinned 
by stable and constant improvement such as timely delivery of high quality 
products, development of high value-added new products, cost-savings, 
productivity enhancement, etc., based on ceaseless R&D and improvement. 

LIST



정부조달제품
리스트

조달우수제품 시리즈 166
Excellent products series

높이조절테이블 시리즈 168
Moving table series

사무용책상 시리즈 169
Office desk series

연수용테이블 시리즈 170
Training table series

수강용테이블 시리즈 172
Lecture table series

일체형책걸상 시리즈 176
Desk & chair series

학습용테이블 시리즈 180
Study table series

다용도테이블 시리즈 181
Multi table series

식당용테이블 시리즈 182
Dining table series

가숙사침대 시리즈 183
Dormitory bed series

의자 시리즈 187
Chair series

도서관서가 시리즈 193
Library shelving series



연수용테이블 R형
(23t 상판)

DWT-1234
DWT-1235
DWT-1236
DWT-1237

W1800 .D500 .H740
W1500 .D500 .H740
W1400 .D500 .H740
W1200 .D500 .H740

22320419
22320537
22320418
22320417

￦\290,000
￦\274,000
￦\270,000
￦\252,000

수강용테이블 R형
(23t 상판) DWT-1299 W700 .D520 .H740 22433631 ￦\204,000

책걸상(Z-3B)
(가림판/선반/망선반) DWD-6001 W610 .D910 .H790 22436050 ￦\152,000

책걸상(Z-2B)
(가림판/망선반) DWD-6002 W610 .D910 .H790 22436049 ￦\146,000

책걸상(Z-1B) 
(가림판) DWD-6003 W610 .D910 .H790 22436048 ￦\137,000

책걸상(Z-3)
(가림판/선반/망선반) DWD-6101 W610 .D910 .H790 22436047 ￦\146,000

책걸상(Z-2)
(가림판/망선반) DWD-6102 W610 .D910 .H790 22436046 ￦\142,000

책걸상(Z-1) 
(가림판) DWD-6103 W610 .D910 .H790 22436045 ￦\133,000

LECTURE TABLE  연수용테이블

제품 품명 모델명 G2B규격 단가 비고

조달우수제품

※상판폴딩기능

※상판폴딩기능

※상판폴딩기능

※상판폴딩기능

※상판폴딩기능

※상판폴딩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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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우수제품

제품 품명 모델명 G2B규격 단가 비고

1층침대
(철재측판)

DW7001 W2080 .D1060 .H770 22100073 \312,000

1층침대
(서랍형/철재측판)

DW7002 W2080 .D1060 .H770 22100072 \406,000

2층침대
(철재측판) DW7003 W2080 .D1060 .H1730 22100070 \692,000

2층침대
(서랍형/철재측판) DW7004 W2080 .D1060 .H1850 22100069 \775,000

DORMITORY  기숙사가구

복합형침대 C형 
(철재측판) DW7005 W2080 .D1060 .H1640 22100068 \1,361,000

복합형침대 D형 
(철재측판) DW7006 W2080 .D1060 .H1940 22100066 \1,439,000

책걸상(Z-기본) DWD-6104 W610 .D910 .H790 22436044 \125,000
※상판폴딩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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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품명 모델명 G2B규격 단가

서랍(소) DAM-1101 W400 .D350 .H100 22946599 \60,060

모바일거치대 DAM-1207 W82 .D82 .H176 22949191 \4,950

펜꽂이 DAM-1208 W100 .D60 .H130 22949192 ￦\6,600

높이조절테이블
DAM-1002
DAM-1001
DAM-1003

W1600 .D700 .H660~1305
W1400 .D700 .H660~1305
W1200 .D700 .H660~1305

22945737
22945736
22952365

\893,200
\893,200
\847,000

높이조절테이블
(L형/우레탄)

DAM-2004
DAM-2005
DAM-2006

W1400 .D1200 .H667~1312
W1600 .D1200 .H667~1312
W1800 .D1200 .H667~1312

22995293
22995294
22995295

\1,200,000
\1,250,000
\1,300,000

높이조절테이블
(L형/엣지)

DAM-2001
DAM-2002
DAM-2003

W1400 .D1200 .H660~1305
W1600 .D1200 .H660~1305
W1800 .D1200 .H660~1305

22995290
22995291
22995292

\1,100,000
\1,150,000
\1,120,000

스크린(아크릴)
DAM-1206
DAM-1205
DAM-1213

W1600 .D400 .T8
W1400 .D400 .T8
W1200 .D400 .T8

22946915
22946914
22952368

\184,800
\184,800
\179,300

스크린(천)
DAM-1204
DAM-1203
DAM-1212

W1600 .D400 .T15
W1400 .D400 .T15
W1200 .D400 .T15

22946937
22946936
22952367

\184,800
\184,800
\179,300

서랍(대) DAM-1102 W250 .D350 .H250 22946600 \69,300

가림판
DAM-1202
DAM-1201
DAM-1211

W1473 .D300 .H29
W1273 .D300 .H29
W1073 .D300 .H29

22946913
22946912
22952366

\46,200
\46,200
\44,000

MOVING TABLE 높이조절테이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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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품명 모델명 G2B규격 단가

￦

메모판 DAM-1209 W250 .D26 .H300 22949193 \4,950

보관대 DAM-1210 W300 .D140 .H82 22949194 \6,600

본체보관함 DAM-1103 W140 .D450 .H440 22964469 \46,200

MOVING TABLE 높이조절테이블

제품 품명 모델명 G2B규격 단가

OFFICE DSEK 사무용책상

사무용책상
(철재가림판)

DWO-0031
DWO-0032
DWO-0033
DWO-0034

W1200 .D750 .H730
W1400 .D750 .H730
W1600 .D750 .H730
W1800 .D750 .H730

22480898
22480897
22480896
22480895

\200,000
\240,000
\250,000
\270,000

사무용책상
(목재가림판)

DWO-0053
DWO-0054
DWO-0055
DWO-0056

W1200 .D750 .H730
W1400 .D750 .H730
W1600 .D750 .H730
W1800 .D750 .H730

22480907
22480908
22480909
22480910

\200,000
\240,000
\250,000
\270,000

U형 보조책상 DWO-0022 W600 .D1000 .H730 22482849 \130,000

U형 보조책상
(타공가림판) DWO-0044 W600 .D1000 .H730 22482929 \150,000

사무용책상

DWO-0009
DWO-0010
DWO-0011
DWO-1012

W1200 .D750 .H730
W1400 .D750 .H730
W1600 .D750 .H730
W1800 .D750 .H725

22480906
22480905
22480904
23030976

\160,000
\180,000
\210,000
\220,000

보조책상
DWO-1067
DWO-1068
DWO-1069

W800 .D500 .H725
W1000 .D500 .H725
W1200 .D500 .H725

23030977
23030978
23030979

\80,000
\100,000
\110,000

169

DAEWOO FURNIS



U형 보조책상
(목공가림판) DWO-0066 W600 .D1000 .H730 22482930 \150,000

이동서랍3단
(사출/원형키) DWF-0310 W400 .D560 .H555 22946928 \220,000

이동서랍3단
(사출/다이얼키) DWF-0311 W400 .D560 .H555 22945241 \234,300

이동서랍3단
(사출/디지털키) DWF-0312 W400 .D560 .H555 22927149 \278,300

OFFICE DSEK 사무용책상

제품 품명 모델명 G2B규격 단가

연수용테이블 R형 
(22t 우레탄상판)

DWT-0234
DWT-0235
DWT-0236
DWT-0237

W1800 .D500 .H740
W1500 .D500 .H740
W1400 .D500 .H740
W1200 .D500 .H740

21874586
21874588
21874589
21874591

\277,800
\263,200
\261,600
\240,000

LECTURE TABLE 연수용테이블

제품 품명 모델명 G2B규격 단가

연수용테이블 R형 
(22t T바상판/가림판무)

DWT-0247
DWT-0248
DWT-0249
DWT-0251

W1800 .D500 .H740
W1500 .D500 .H740
W1400 .D500 .H740
W1200 .D500 .H740

21874621
21874622
21874624
21874628

\225,000
\205,400
\205,000
\197,700

연수용테이블 R형 
(22t T바상판)

DWT-0238
DWT-0239
DWT-0240
DWT-0242

W1800 .D500 .H740
W1500 .D500 .H740
W1400 .D500 .H740
W1200 .D500 .H740

21874593
21874594
21874595
21874598

\248,000
\240,000
\235,000
\219,200

연수용테이블 R형 
(22t 우레탄상판

/가림판무)

DWT-0243
DWT-
DWT-0245
DWT-0246

W1800 .D500 .H740
W1500 .D500 .H740
W1400 .D500 .H740
W1200 .D500 .H740

21874612

21874617
21874618

\260,000

\225,000
\2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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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CTURE TABLE 연수용테이블

제품 품명 모델명 G2B규격 단가

연수용테이블 R형 
상판고정식 
(22t T바상판)

DWT-0273
DWT-0274
DWT-0275
DWT-0277
DWT-1285
DWT-1286

W1800 .D500 .H740
W1500 .D500 .H740
W1400 .D500 .H740
W1200 .D500 .H740
W1500 .D400 .H740
W1800 .D400 .H740

21874679
21874681
21874687
21874690
22923135
22923133

\175,000
\165,000
\159,700
\145,000
\163,000
\173,000

연수용테이블 R형 
상판고정식 

(22t T바상판/가림판무)

DWT-278A
DWT-
DWT-0280
DWT-0282
DWT-1283
DWT-1284

W1800 .D500 .H740
W1500 .D500 .H740
W1400 .D500 .H740
W1200 .D500 .H740
W1500 .D400 .H740
W1800 .D400 .H740

22535870

21875111
21875113
22923131
22923132

\155,000

\140,000
\125,000
\143,000
\153,000

연수용테이블 Z형 
(22t 우레탄상판)

DWT-0036
DWT-0037
DWT-0150
DWT-0039

W1800 .D500 .H730
W1500 .D500 .H730
W1400 .D500 .H730
W1200 .D500 .H730

20881077
20881078
21597030
20881080

\340,000
\320,000
\315,000
\295,000

연수용테이블 Z형 
(22t T바상판)

DWT-041A
DWT-0042
DWT-0152
DWT-0044

W1800 .D500 .H730
W1500 .D500 .H730
W1400 .D500 .H730
W1200 .D500 .H730

22535864
20881083
21597028
20881085

\328,900
\308,000
\300,000
\280,500

연수용테이블 Z형 
(22t 우레탄상판)

DWT-262A
DWT-0311
DWT-0312
DWT-0313

W1800 .D500 .H730
W1500 .D500 .H730
W1400 .D500 .H730
W1200 .D500 .H730

22535865
21872942
21872943
21872944

\340,600
\325,000
\319,500
\296,200

연수용테이블 Z형 
(22t T바상판)

DWT-314A
DWT-0315
DWT-0316
DWT-318A

W1800 .D500 .H730
W1500 .D500 .H730
W1400 .D500 .H730
W1200 .D500 .H730

22535866
21873003
21873004
22535867

\325,500
\305,100
\304,300
\281,900

연수용테이블 I형 
(30t 포밍상판/가림판무)

DWT-0216
DWT-0217
DWT-0218
DWT-0220

W1800 .D450 .H740
W1500 .D450 .H740
W1400 .D450 .H740
W1200 .D450 .H740

21872934
21872935
21872936
21872933

\190,100
\185,000
\180,000
\165,000

연수용테이블 I형 
(30t 포밍상판)

DWT-0207
DWT-0208
DWT-0209
DWT-0211

W1800 .D450 .H740
W1500 .D450 .H740
W1400 .D450 .H740
W1200 .D450 .H740

21872913
21872914
21872915
21872917

\207,000
\194,700
\194,000
\169,400

연수용테이블 I형 
(30t 우레탄상판)

DWT-0212
DWT-0213
DWT-0214
DWT-0215

W1800 .D536 .H740
W1500 .D536 .H740
W1400 .D536 .H740
W1200 .D536 .H740

21872918
21872919
21872920
21872921

\245,000
\224,000
\220,000
\20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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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용테이블 I형 
(30t 우레탄상판/가림판무)

DWT-0221
DWT-0221
DWT-0221
DWT-224A

W1800 .D536 .H740
W1500 .D536 .H740
W1400 .D536 .H740
W1200 .D536 .H740

21872937

22535863

\224,000

\182,000

LECTURE TABLE 연수용테이블

제품 품명 모델명 G2B규격 단가

연수용테이블 I형 
(30t 포밍상판)

DWT-0225
DWT-0226
DWT-0227
DWT-0229

W1800 .D450 .H740
W1500 .D450 .H740
W1400 .D450 .H740
W1200 .D450 .H740

21872922
21872923
21872924
21872926

\212,000
\199,700
\199,700
\174,400

연수용테이블 I형 
(30t 우레탄상판)

DWT-0230
DWT-0231
DWT-0232
DWT-0233

W1800 .D536 .H740
W1500 .D536 .H740
W1400 .D536 .H740
W1200 .D536 .H740

21872927
21872928
21872929
21872930

\250,000
\229,000
\225,000
\209,000

연수용테이블 A형
 (30t 포밍상판)

DWT-0077
DWT-0078
DWT-252A
DWT-0080

W1800 .D450 .H730
W1500 .D450 .H730
W1400 .D450 .H730
W1200 .D450 .H730

20895233
20895234
22535868
20895236

\156,000
\146,000
\143,000
\129,000

연수용테이블 M형
 (선반유/높낮이고정형)

DWM-0013
DWM-0012
DWM-0011
DWM-0010

W1800 .D500 .H730
W1500 .D500 .H730
W1400 .D500 .H730
W1200 .D500 .H730

22951235
22951234
22951233
22951232

\204,600
\190,300
\187,000
\165,000

연수용테이블 B형 
 (30t 포밍상판)

DWT-0253
DWT-254A
DWT-0255
DWT-0257
DWT-1287
DWT-1288

W1800 .D500 .H730
W1500 .D500 .H730
W1400 .D500 .H730
W1200 .D500 .H730
W1500 .D400 .H730
W1800 .D400 .H730

21875104
22535869
21875106
21875108
22923134
22923136

\197,700
\188,000
\185,000
\150,000
\186,000
\196,000

수강용테이블 분리기능B형
(23t 상판/선반무)

수강용테이블 분리기능B형
(성형사출상판/선반무)

DWT-0329
DWT-0331

W600 .D400 .H730
W650 .D450 .H730

22098732
22098734

\88,000
\110,000

수강용테이블 
(23t 상판/선반무)
수강용테이블

(23t 상판/선반유)

DWT-1501
DWT-1503
DWT-1502
DWT-1504

W610 .D450 .H730
W650 .D450 .H730
W610 .D450 .H730
W650 .D450 .H730

23078079
23078081
23078080
23078082

\105,000
\120,000
\115,000
\130,000

수강용테이블 
분리고정A형
(23t 상판)

DWT-0091
DWT-0183

W600 .D400 .H730
W650 .D450 .H730

20895369
21598104

\86,000
\100,000

수강용테이블 
분리기능A형
(23t 상판)

DWT-0095
DWT-0186

W600 .D400 .H730
W650 .D450 .H730

20895365
21598111

\106,000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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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용테이블 기능R형
(23t 상판)

(상판폴딩기능)
DWT-0299 W700 .D500 .H740 21875724 \182,600

수강용테이블 기능R형
(23t 상판/가림판무)

(상판폴딩기능)
DWT-300A W700 .D500 .H740 22535872 \175,000

수강용테이블R형 
상판고정형A
(23t 상판)

DWT-0301A W700 .D500 .H740 22439081 \126,000

수강용테이블R형 
상판고정형A

(23t 상판/가림판무)
DWT-0302A W700 .D500 .H740 22439082 \118,000

수강용테이블 Z형 
기능형(선반유) DWT-0417 W650 .D450 .H730 22795731 \125,000

수강용테이블 Z형 
기능형(선반무)

수강용테이블 Z형 
기능형(선반무)

수강용테이블 Z형 
기능형(선반무)

수강용테이블 Z형 
상판고정형(선반유)

DWT-0416

DWT-0405

DWT-0406

DWT-0413

W650 .D450 .H730   

W700 .D500 .H730   

W700 .D500 .H730   

W650 .D450 .H730   

22795731

22646391

22646392

22795728

\115,000

\125,000

\115,000

\110,000

LECTURE TABLE 수강용테이블

제품 품명 모델명 G2B규격 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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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용테이블 Z형
상판고정형(선반무) DWT-0412 W650 .D450 .H730 22795727 \100,000

수강용테이블 Z형
상판고정형(선반유) DWT-0415 W700 .D520 .H730 22795730 \115,000

수강용테이블 Z형
상판고정형(선반무) DWT-0414 W700 .D520 .H730 22795729 \105,000

수강용테이블 M형 
선반형 높낮이고정형

(23t 상판)

DAM-0014
DAM-0015

W650 .D450 .H730   
W700 .D520 .H730   

22955288
22955289

\120,000
\125,000

LECTURE TABLE 수강용테이블

제품 품명 모델명 G2B규격 단가

수강용테이블 
세미기능형
(23t 상판)

DWT-0293 W700 .D500 .H730 21875704 \197,700

수강용테이블 
세미상판고정형

(23t 상판)
DWT-0294 W700 .D500 .H730 21875705 \170,600

수강용테이블 
세미기능형
(23t 상판)

DWT-0096 W700 .D500 .H730 20895364 \193,600

수강용테이블 
세미상판고정형

(23t 상판)
DWT-0098 W700 .D500 .H730 20895362 \170,000

수강용테이블 
신형기능형
(23t 상판)

DWT-0295 W700 .D500 .H740 21875706 \132,000

174

ITEM LIST



LECTURE TABLE 수강용테이블

제품 품명 모델명 G2B규격 단가

수강용테이블 
상판고정형
(23t 상판)

DWT-297A W700 .D500 .H740 22535871 \120,000

수강용테이블 
신형기능형
(23t 상판)

DWT-0296 W700 .D500 .H740 21875712 \130,100

수강용테이블 
상판고정형
(23t 상판)

DWT-0298 W700 .D500 .H740 21875717 \124,000

수강용테이블R형 B
(23t 상판) DWT-0301 W700 .D500 .H740 21875936 \120,000

수강용테이블R형 B
(23t 상판/가림판무) DWT-302A W700 .D500 .H740 22535873 \110,000

강연대
(선반유/캐스터유) DWE-0006 W600 .D500 .H1100 21876014 \230,000

강연대
(캐스터유) DWE-0002 W600 .D500 .H1100 20895431 \200,000

강연대
(선반유/캐스터무) DWE-0005 W600 .D500 .H1100 21876013 \220,000

강연대
(캐스터무) DWE-0001 W600 .D500 .H1100 20895430 \1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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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CTURE TABLE 수강용테이블

제품 품명 모델명 G2B규격 단가

강연대R형 (선반무) DWE-0007 W700 .D500 .H1000 22643779 \225,000

강연대R형 (선반유) DWE-0008 W700 .D500 .H1000   22643780 \235,000

교탁(멀티탭유) DWE-0102 W900 .D600 .H1130  22714615 \506,000

\341,000교탁(멀티탭무) DWE-0101 W800 .D600 .H1130   22714827

책걸상(Z-1)
(가림판) DWD-7103 W610 .D900 .H790 22461967 \135,000

책걸상(Z-1)
(망선반) DWD-7105 W610 .D900 .H790 22530648 \135,000

책걸상(Z-3)
(가림판/선반/망선반) DWD-7101 W610 .D900 .H790 22461965 \150,000

책걸상(Z-2)
(가림판/망선반) DWD-7102 W610 .D900 .H790 22461966 \145,000

※상판폴딩기능

※상판폴딩기능

※상판폴딩기능

DESK & CHAIR 일체형책걸상

제품 품명 모델명 G2B규격 단가

※상판폴딩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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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K & CHAIR 일체형책걸상

제품 품명 모델명 G2B규격 단가

책걸상Z형
(망선반) DWD-7205 W610 .D900 .H790 22530649 \112,000

책걸상Z형 DWD-7204 W610 .D900 .H790 22461971 \105,000

책걸상Z형
(가림판/망선반) DWD-7202 W610 .D900 .H790 22461969 \125,000

책걸상Z형
(가림판) DWD-7203 W610 .D900 .H790 22461970 \112,000

책걸상Z형
(가림판/선반/망선반) DWD-7201 W610 .D900 .H790 22461972 \135,000

※상판고정형

※상판고정형

※상판고정형

※상판고정형

※상판고정형

책걸상(Z-기본) DWD-7104 W610 .D900 .H790 22461968 \125,000
※상판폴딩기능

책걸상(S-3)
(가림판/선반/망선반) SWD-7101 W610 .D890 .H730  22710196 \153,000

책걸상(SZ-2) 
슬라이드형

(가림판/망선반)
DWD-7106 W610 .D870~970 .H790 22712035 \149,000

책걸상(SZ-1) 
슬라이드형
(가림판)

DWD-7107 W610 .D870~970 .H790 22712036  \140,000

※상판폴딩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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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K & CHAIR 일체형책걸상

제품 품명 모델명 G2B규격 단가

책걸상(S-2) 
(가림판/망선반) SWD-7202 W610 .D890 .H730  22710199 \125,000

책걸상(S-1)
(가림판) SWD-7203 W610 .D890 .H730  22710200 \120,000

책걸상(S-2)
(가림판/망선반) SWD-7102 W610 .D890 .H730   22710197 \149,000

책걸상(S-1)
(가림판) SWD-7103 W610 .D890 .H730  22710198 \140,000

책걸상(S-3)
(가림판/선반/망선반) SWD-7201 W610 .D890 .H730  22710201 \135,000

※상판폴딩기능

※상판폴딩기능

※상판고정형

※상판고정형

※상판고정형

책걸상
(D-1가림판) DWD-5301M W600 .D890 .H790 22455863 \109,000

책걸상
(D-선택2형) DWD-5303 W600 .D890 .H790 21566592 \120,000

책걸상
(D-기본형) DWD-5301 W600 .D890 .H790 21566590 \98,000

책걸상
(D-1망선반) DWD-5302 W600 .D890 .H790 21566591 \109,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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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K & CHAIR 일체형책걸상

제품 품명 모델명 G2B규격 단가

INTERACTIVE WHITE BOARD 전자칠판보조장

제품 품명 모델명 G2B규격 단가

COMPUTER TABLE 컴퓨터테이블

제품 품명 모델명 G2B규격 단가

책걸상
(SD-선택1형) DWD- W600 .D850~950 .H790

책걸상
(SD-선택2형)

전자칠판보조장

전자칠판보조장

컴퓨터테이블
(1인)

DWD-5403

DWF-0201

DWF-0202

DWE-0201
DWE-0202

W600 .D850~950 .H790

W5300 .D350 .H2200

W5750 .D350 .H2200

W900 .D600 .H730
W900 .D700 .H730

21566595

22867371

22867370

22852320
22852317

\141,000

\3,400,000

\3,500,000

\159,500
\165,000

책걸상
(D-선택3형) DWD-5304 W600 .D890 .H790 21566593 \132,000

책걸상
(SD-기본형) DWD-5401 W600 .D850~950 .H790 21566594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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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UTER TABLE 컴퓨터테이블

제품 품명 모델명 G2B규격 단가

STUDY TABLE 학습용테이블

제품 품명 모델명 G2B규격 단가

컴퓨터테이블
(2인)

학습테이블
(23t 상판/직사각형)

학습테이블
(23t 상판/원형)

학습테이블
(23t 상판/사다리꼴)

학습테이블
(23t 상판/부채꼴)

학습테이블
(23t 상판/평행사변형)

컴퓨터테이블
(교사용)

교사용캐비닛

DWE-0203
DWE-0204

DWR-0030

DWR-0031

DWR-0032

DWR-0033

DWR-0034

DWE-0205

DWE-0206

W1600 .D700 .H730
W1800 .D700 .H730

W1200 .D600 .H700

W1195 .D600 .H700

W1400 .D600 .H700

W1160 .D685 .H700

W1148 .D705 .H700

W1200 .D700 .H730

W400 .D700 .H730

22852318
22852319

22838317

22838318

22838319

22838320

22839870

22863956

22863717

\330,000
\365,000

\157,700

\180,400

\198,000

\198,000

\198,000

\220,000

\2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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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테이블
(23t 상판/직사각형)

DWT-0189
DWT-0190

W1200 .D700 .H720
W1200 .D600 .H680

21598107
21598108

\160,000
\150,000

학습테이블
(23t 상판/반원)

DWT-0193
DWT-0194

W1396 .D700 .H720
W1195 .D600 .H680

21598109
21598110

\210,000
\190,000

학습테이블
(23t 상판/사다리꼴)

DWT-0191
DWT-0192

W1400 .D600 .H720
W1200 .D600 .H680

21598120
21598121

\200,000
\180,000

학습테이블
(23t 상판/부채꼴)

DWT-0195
DWT-0196

W1160 .D685 .H720
W1160 .D685 .H680

21598105
21598106

\200,000
\200,000

STUDY TABLE 학습용테이블

제품 품명 모델명 G2B규격 단가

MULTI TABLE 다목적테이블

제품 품명 모델명 G2B규격 단가

회의용테이블
(28t 통판)

회의용테이블

DWR-0016
DWR-0017

DWR-0026
DWR-0027
DWR-0028

W3400 .D1400 .H720
W2800 .D1350 .H720

W1400 .D800 .H740
W1600 .D800 .H740
W1800 .D900 .H740

22098736
22098737

22923654
22923655
22923656

\880,000
\800,000

\220,000
\231,000 
\242,000 

회의용테이블(원형)
DWR-0023
DWR-0024
DWR-0025

Ø1200 .H720
Ø1050 .H720
Ø900 .H720

22634709
22634710
22634711

\180,000
\176,000 
\1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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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ULTI TABLE 다목적테이블

제품 품명 모델명 G2B규격 단가

식탁
(23t 상판)

DWW-0035
DWW-036A
DWW-0037

W1800 .D800 .H730
W1300 .D800 .H730
W1200 .D800 .H730

22098759
22535934
22100187

\196,000
\186,000
\176,000

식탁 F형
(22t 상판)

DWW-0026
DWW-
DWW-0028

W1800 .D800 .H730
W1300 .D800 .H730
W1200 .D800 .H730

21876004

21876006

\217,200

\175,500

식탁
(30t 포밍상판)

DWW-0003
DWW-0004

W1800 .D900 .H730
W1200 .D900 .H730

20895684
20895652

\110,000
\100,000

식탁 S형
(30t 포밍상판)

DWW-0020
DWW-0021
DWW-0022

W1800 .D800 .H730
W1300 .D800 .H730
W1200 .D800 .H730

21454816
21454817
21454818

\180,000
\160,000
\150,000

식탁
(30t 포밍상판)

DWW-0009
DWW-0010

W1800 .D900 .H730
W1200 .D900 .H730

20895666
20895668

\220,000
\200,000

회의용테이블
DWR-0020
DWR-0021
DWR-0022

W1800 .D900 .H720
W1600 .D900 .H720
W1400 .D900 .H720

22634712
22634713
22634714

\210,000
\200,000 
\190,000

DINING TABLE 식당용테이블

제품 품명 모델명 G2B규격 단가

이동식스툴테이블 6인
(30t 포밍상판/목재좌판) DWH-0103 W1800 .D750 .H720 22328930 \440,000

이동식스툴테이블 4인
(30t 포밍상판/목재좌판) DWH-0104 W1200 .D750 .H720 22328931 \3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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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식스툴테이블 4인
(28t 우레탄상판/목재좌판) DWH-0106A W1200 .D750 .H720 22987229 \392,000

DINING TABLE 식당용테이블

제품 품명 모델명 G2B규격 단가

이동식스툴테이블 6인
(28t 우레탄상판/목재좌판) DWH-0105 W1800 .D750 .H720 22328932 \480,000

DORMITORY 기숙사용가구

제품 품명 모델명 G2B규격 단가

1층침대
(서랍형/목재측판) DWB-6202 W2050 .D1040 .H750 22100111 \336,100

1층침대
(목재측판) DWB-6201 W2050 .D1040 .H750 22100112 \280,000

2층침대
(철재측판) DWB-7103 W2080 .D1060 .H1730 22100097 \660,000

1층침대
(철재측판) DWB-7101 W2080 .D1060 .H770 22100095 \300,000

1층침대
(서랍형/철재측판) DWB-7102 W2080 .D1060 .H770 22100107 \350,000

2층침대
(서랍형/철재측판) DWB-7104 W2080 .D1060 .H1850 22100098 \73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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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RMITORY 기숙사용가구

제품 품명 모델명 G2B규격 단가

2층침대
(서랍형/목재측판) DWB-6204 W2050 .D1040 .H1890 22100109 \698,100

2층침대
(목재측판) DWB-6203 W2050 .D1040 .H1840 22100110 \635,700

책장일체형 책상 DWT-0334
DWT-0335

W1000 .D750 .H1800
W1200 .D450 .H1800

22105543
22923138

\250,2 00
\273,0 00

책장일체형 책상 DWM-0001
DWM-0002

W1000 .D750 .H1850
W1200 .D750 .H1850

22840752
22840712

\330,000
\350,0 00

책상
(23t 상판)

DWT-307A
DWT-308A

W1120 .D600 .H720
W920 .D600 .H720

22536838
22536839

\129,300
\125,000

책상 DWB-8003 W1170  .D800  .H720  22617517 \140,000

책장 DWT-003A
DWT-004A

W1200 .D550 .H1800
W1000 .D550 .H1800

22536826
22536827

\240,000
\240,000

복합A형침대 후레임 DWB-8001 W2050  .D1040  . H1950 22614596 \950,000

복합A형침대 후레임 DWB-8002 W2050  .D1040  . H1950 22614597 \8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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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RMITORY 기숙사용가구

제품 품명 모델명 G2B규격 단가

철재계단 DWB-8005 W504  .D939   .H1099 22615860 \140,000

목재계단 DWB-8006 W450  .D750  .H1283 22615861 \270,000

사다리 DWB-8007 W380  .D313  .H1573 22615862 \45,000

보관장 DWB-8004 W930  .D277   .H720  22614598 \100,000

이동식서랍 DWF-002A W400 .D510 .H590 22536837 \132,000

이동식서랍 DWM-0011 W420 .D500 .H590 22840716 \160,000

이동식서랍 DWM-0012 W420 .D500 .H600 22965485 \160,000

이동식서랍 DWF-0001 W405 .D510 .H460 21876150 \110,000

  옷장 DWL-0002
DWL-001A

W600 .D600 .H1800
W450 .D600 .H1800

21879023
22536824

\240,000
\220,000

  옷장 DWL-0003
DWL-004A

W800 .D600 .H1800
W900 .D600 .H1800

21879024
22536825

\289,000
\37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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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RMITORY 기숙사용가구

제품 품명 모델명 G2B규격 단가

옷장
(1인) DWM-0005 W500 .D550 .H1860 22841756 \290,000

옷장
(1인/서랍형) DWM-0006 W500 .D550 .H1860 22841757 \330,000

옷장
(1인) DWM-0007 W800 .D550 .H1860 22841758 \380,000

옷장
(1인/서랍형) DWM-0008 W800 .D550 .H1860 22841759 \400,000

옷장
(2인) DWM-0009 W800 .D550 .H1860 22841760 \440,000

옷장
(2인/서랍형) DWM-0010 W800 .D550 .H1860 22841761 \440,000

신발장 DWM-0003 W800  .D400  .H1210  22840713 \250,000

신발장 DWM-0004 W800  .D400  .H1850  22848314 \300,000

신발장 DWG-0002 W800 .D400 .H1800 21876485 \237,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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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품명 모델명 G2B규격 단가

￦

DORMITORY 기숙사용가구

제품 품명 모델명 G2B규격 단가

CHAIR 스타킹의자

신발장 DWG-0001 W800 .D400 .H1200 21876484 \220,000

스타킹의자
(D형) DWC-0015 W490 .D530 .H790 20895523 \59,400

스타킹의자
(D형/방석) DWC-0014 W490 .D530 .H790 20895522 \69,300

스타킹의자
(D형/캐스터) DWC-0017 W490 .D530 .H790 20895525 \70,400

스타킹의자
(D형/방석/캐스터) DWC-0016 W490 .D530 .H790 20895524 \74,800

회의용의자 D형
(캐스터) DWC-0019 W600 .D530 .H790 20895527 \77,000

수강용의자Z형
(망선반유) DWC-0100 W530 .D530 .H790 22437028 \74,000

수강용의자Z형
(망선반무) DWC-0101 W530 .D530 .H790 22437029 \69,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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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용의자 D형
(방석/캐스터) DWC-0018 W600 .D530 .H790 20895526 \83,600

회의용의자 D형
(고정발굽) DWC-033A W600 .D530 .H790 22533998 \74,000

회의용의자 D형
(방석/고정발굽) DWC-032A W600 .D530 .H790 22533996 \80,600

CHAIR 스타킹의자

CHAIR 세미나용의자

제품 품명 모델명 G2B규격 단가

세미나의자
(팔걸이유/틸팅기능/캐스터) DWC-0026 W620 .D535 .H800 21733960 \96,000

세미나의자
(틸팅기능/캐스터) DWC-0028 W500 .D535 .H800 21733962 \86,000

세미나의자
(팔걸이유/틸팅무/캐스터) DWC-0027 W620 .D535 .H800 21733961 \91,000

세미나의자
(틸팅무/캐스터) DWC-0029 W500 .D535 .H800 21733963 \81,000

세미나의자
(팔걸이유/틸팅기능/발굽) DWC-0034 W620 .D535 .H800 22105561 \9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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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IR 세미나용의자

제품 품명 모델명 G2B규격 단가

세미나의자
(팔걸이유/틸팅무/발굽) DWC-0035 W620 .D535 .H800 22105562 \88,000

세미나의자
(틸팅기능/발굽) DWC-0036 W500 .D535 .H800 22105563 \83,000

세미나의자
(틸팅무/발굽) DWC-0037 W500 .D535 .H800 22105564 \78,000

D형 멀티의자 DWC-0020 W490 .D530 .H790 21733933 \64,000

D형 멀티의자
(망선반) DWC-0021 W490 .D530 .H790 21733935 \74,000

D형 멀티의자
(방석) DWC-0022 W490 .D530 .H790 21733936 \69,000

D형 멀티의자
(방석/망선반) DWC-0023 W490 .D530 .H790 21733945 \79,000

스타킹의자 D형
(망선반) DWC-0030 W490 .D530 .H790 21733964 \69,000

스타킹의자 D형
(방석/망선반) DWC-0031 W490 .D530 .H790 21733965 \7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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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IR 멀티의자

제품 품명 모델명 G2B규격 단가

매틱의자(팔걸이유) SWC-0026 W590 .D550 .H830  22712041  \127,000

매틱의자(팔걸이무) SWC-0028 W510 .D550 .H830   22712040 \120,000

R형접의자 DWC-0004 W480 .D510 .H820 20895513 \46,000

청접의자 DWC-0006 W450 .D460 .H760 20895514 \31,000

S형 스타킹의자 SWC-0015 W555 .D495 .H735   22711610  \59,400

작업용의자 SWC-0040 W420 .D470 .H800  22813604  \49,500

작업용의자 SWC-0042 W370 .D440 .H800  22842860 \38,500

작업용의자 SWC-0043 W390 .D420 .H810  22842861  \44,000

곡선접의자 DWC-0001 W480 .D510 .H770 20895512 \32,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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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IR 멀티의자

제품 품명 모델명 G2B규격 단가

매틱의자(팔걸이유) DWC-0039 W602 .D529 .H848  23037831  \121,000

매틱의자(팔걸이유무) DWC-0038 W602 .D516 .H848  23037830  \115,500

LIBRARY 도서관가구

제품 품명 모델명 G2B규격 단가

열람대 6인용
(칸막이양면/전등/콘센트)

LD-0024A
LD-0021A

W2436 .D1204 .H1245
W2136 .D1204 .H1245

23038798
23038700

\1,199,000
\1,179,000

열람대 4인용
(칸막이양면/전등/콘센트)

LD-0016A
LD-0014A

W1632 .D1204 .H1245
W1432 .D1204 .H1245

23038802
23038804

\880,000
\860,000

열람대 6인용
(칸막이양면)

LD-0024B
LD-0021B

W2436 .D1204 .H1245
W2136 .D1204 .H1245

23038799
23038801

\675,000
\655,000

열람대 4인용
(칸막이양면)

LD-0016B
LD-0014B

W1632 .D1204 .H1245
W1432 .D1204 .H1245

23038803
23038805

\540,000
\520,000

열람대 3인용
(칸막이단면/전등/콘센트) LD-0024A W2436 .D604 .H1245 23038806 \748,000

열람대 2인용
(칸막이단면/전등/콘센트) LD-0016A W1636 .D604 .H1245 23038808 \59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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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BRARY 도서관가구

제품 품명 모델명 G2B규격 단가

열람대 3인용
(칸막이단면) LD-0024B W2436 .D604 .H1245 23038807 \480,000

열람대 2인용
(칸막이단면) LD-0016B W1632 .D604 .H1245 23038809 \420,000

열람대 6인용
(오픈양면)

LD-0024C
LD-0021C

W2400 .D1200 .H730
W2100 .D1200 .H730

23036447
23036448

\550,000
\530,000

열람대 3인용
(오픈단면) LD-1024C W2400 .D600 .H730 23036454 \330,000

열람대 2인용
(오픈단면) LD-1016C W1596 .D600 .H730 23036455 \300,000

열람대 4인용
(오픈양면)

LD-0016C
LD-0014C

W1596 .D1200 .H730
W1396 .D1200 .H730

23036449
23036453

\440,000
\420,000

열람대 6인용
(칸막이양면)

DWR-0011
DWR-0001

W2400 .D1000 .H1225
W2100 .D1000 .H1225

21876015
20895506

\560,000
\550,000

열람대 4인용
(칸막이양면)

DWR-0005
DWR-012A

W1400 .D1000 .H1225
W1600 .D1000 .H1225

20895510
22535874

\480,000
\500,000

W2100 .D525 .H1225 21876017
열람대 3인용

(칸막이) DWR-0013 \365,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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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BRARY 도서관가구

제품 품명 모델명 G2B규격 단가

열람대 4인용
(오픈양면)

DWR-0008
DWR-0006

W1600 .D1000 .H725
W1400 .D1000 .H725

21875997
20895511

\330,000
\308,000

열람대 3인용
(오픈) DWR-0009 W2100 .D525 .H725 21875998 \276,500

열람대 2인용
(오픈) DWR-0010 W1600 .D525 .H725 21876000 \250,200

열람대 2인용
(칸막이) DWR-0014 W1600 .D525 .H1225 21876054 \355,500

독서대 DWR-0015 W800 .D765 .H1900 21876055 \275,000

열람대 6인용
(오픈양면)

DWR-0007
DWR-0003

W2400 .D1000 .H725
W2100 .D1000 .H725

21875994
20895508

\474,000
\440,000

복식4단 스타터 (측판유리) DWI-301S W930  .D560  .H1523 22640536 \605,000

복식4단 스타터 (측판스틸) DWI-401S W930  .D560  .H1523 22640539 \445,000

복식4단 스타터 (측판MDF) DWI-501S W930  .D560  .H1523 22640542 \54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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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BRARY 도서관가구

제품 품명 모델명 G2B규격 단가

복식5단 스타터 (측판유리) DWI-302S W930  .D560  .H1873 22640537 \627,000

복식5단 스타터 (측판스틸) DWI-402S W930  .D560  .H1873 22640540 \486,000

복식4단 애더 (연결용) DWI-601A W900  .D560  .H1523 22640545 \300,000

복식6단 스타터 (측판유리) DWI-303S W930  .D560  .H2223 22640538 \770,000

복식5단 스타터 (측판MDF) DWI-502S W930  .D560  .H1873 22640543 \594,000

복식5단 애더 (연결용) DWI-602A W900  .D560  .H1873 22640546 \350,000

복식6단 스타터 (측판스틸) DWI-403S W930  .D560  .H2223 22640541 \594,000

복식6단 스타터 (측판MDF) DWI-503S W930  .D560  .H2223 22640544 \675,000

복식6단 애더 (연결용) DWI-603A W900  .D560  .H2223 22640547 \4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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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BRARY 도서관가구

제품 품명 모델명 G2B규격 단가

단식4단 스타터 (측판유리) DWI-304S W930  .D380  .H1523 22640548 \440,000

단식4단 스타터 (측판스틸) DWI-404S W930  .D380  .H1523 22640551 \324,000

단식4단 스타터 (측판MDF) DWI-504S W930  .D380  .H1523 22640554 \445,500

단식5단 스타터 (측판유리) DWI-305S W930  .D380  .H1873 22640549 \460,000

단식5단 스타터 (측판스틸) DWI-405S W930  .D380  .H1873 22640552 \351,000

단식4단 애더 (연결용) DWI-701A W900  .D380  .H1523 22640557 \200,000

단식5단 스타터 (측판MDF) DWI-505S W930  .D380  .H1873 22640555 \459,000

단식6단 스타터 (측판유리) DWI-306S  W930  .D380  .H2223 22640550 \550,000

단식5단 애더 (연결용) DWI-702A W900  .D380  .H1873 22640558 \2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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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BRARY 도서관가구

제품 품명 모델명 G2B규격 단가

단식6단 스타터 (측판스틸) DWI-406S W930  .D380  .H2223 22640553 \445,500

단식6단 스타터 (측판MDF) DWI-506S W930  .D380  .H2223 22640556 \513,000

단식6단 애더 (연결용) DWI-703A W900  .D380  .H2223 22640559 \250,000

디바이더 DWI-0051 W213 .D136 .H6 22325016 \2,600

필경대 DWI-300 W500 .D300 .H135 22536823 \28,900

서가선반 DWI-301 W899 .D248 .H199 22545683 \26,900

북트럭 DBT-0001 W890 .D490 .H1100 22709249  \440,000

잡지꽂이 DBT-0002 W900.D400 .H1900 22820980 \670,000

잡지꽂이 DBT-0005
DBT-0006

W600.D400 .H800
W800.D400 .H800

22841827
22845150

\151,000
\19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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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BRARY 도서관가구

제품 품명 모델명 G2B규격 단가

반납대 DBT-0007 W500.D300 .H1100 22922014 \157,300

복식3단 스타터
(철재서가) DWI-104S W960 .D562 .H1157 22539088 \266,400

복식3단 애더
(철재서가) DWI-104A W900 .D512 .H1148 22539089 \157,500

복식4단 스타터
(철재서가) DWI-105S W960 .D562 .H1507 22539090 \342,000

복식4단 애더
(철재서가) DWI-105A W900 .D512 .H1498 22539091 \204,200

복식5단 스타터
(철재서가) DWI-106S W960 .D562 .H1857 22539092 \406,300

복식5단 애더
(철재서가) DWI-106A W900 .D512 .H1848 22539093 \238,400

복식6단 스타터
(철재서가) DWI-107S W960 .D562 .H2207 22539094 \546,500

복식6단 애더
(철재서가) DWI-107A W900 .D512 .H2198 22539095 \285,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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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BRARY 도서관가구

제품 품명 모델명 G2B규격 단가

단식3단 스타터
(철재서가) DWI-100S W960 .D372 .H1157 22541395 \194,800

단식5단 스타터
(철재서가) DWI-102S W960 .D372 .H1857 22541399 \292,300

단식5단 애더
(철재서가) DWI-102A W900 .D322 .H1848 22541400 \154,700

단식3단 애더
(철재서가) DWI-100A W900 .D322 .H1148 22541396 \104,000

단식4단 스타터
(철재서가) DWI-101S W960 .D372 .H1507 22541397 \242,900

단식4단 애더
(철재서가) DWI-101A W900 .D322 .H1498 22541398 \132,800

단식6단 스타터
(철재서가) DWI-103S W960 .D372 .H2207 22541401 \394,600

단식6단 애더
(철재서가) DWI-103A W900 .D322 .H2198 22541402 \180,200

복식3단 스타터
(목재서가) DWI-204S W976 .D504 .H1172 22539096 \292,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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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BRARY 도서관가구

제품 품명 모델명 G2B규격 단가

복식3단 애더
(목재서가) DWI-204A W900 .D500 .H1170 22539097 \176,200

복식4단 스타터
(목재서가) DWI-205S W976 .D504 .H1522 22539098 \351,400

복식4단 애더
(목재서가) DWI-205A W900 .D500 .H1520 22539099 \228,000

복식5단 스타터
(목재서가) DWI-206S W976 .D504 .H1872 22539100 \445,000

복식5단 애더
(목재서가) DWI-206A W900 .D500 .H1870 22539101 \260,900

복식6단 스타터
(목재서가) DWI-207S W976 .D504 .H2222 22539102 \524,500

단식3단 스타터
(목재서가) DWI-200S W976 .D314 .H1172 22541403 \196,900

단식3단 애더
(목재서가) DWI-200A W900 .D310 .H1170 22541404 \114,000

복식6단 애더
(목재서가) DWI-207A W900 .D500 .H2220 22539103 \303,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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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BRARY 도서관가구

제품 품명 모델명 G2B규격 단가

\245,300
단식4단 스타터

(목재서가) DWI-201S W976 .D314 .H1522 22541405

단식6단 스타터
(목재서가) DWI-203S W976 .D314 .H2222 22541409 \364,800

단식6단 애더
(목재서가) DWI-203A W900 .D310 .H2220 22541410 \182,400

단식4단 애더
(목재서가) DWI-201A W900 .D310 .H1520 22541406 \135,100

단식5단 스타터
(목재서가) DWI-202S W976 .D314 .H1872 22541407 \294,700

단식5단 애더
(목재서가) DWI-202A W900 .D310 .H1870 22541408 \157,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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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대우가구전경

높낮이조절 테이블 시리즈

기숙사침대 시리즈

연수용테이블 시리즈

도서관열람대 시리즈

일체형책걸상 시리즈

도서관서가 시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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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 교육환경은 스마트한 정보가 조직 전반을 거쳐 빠르고 부드럽고 순환할 수 있는 공간, 

‘살아있는 환경’이 되어야 합니다. 이런 살아있는 교육환경 디자인을 통해 조직원 모두의 생각의 

틀을 넓히고, 창의력을 자극하며, 미래의 목표를 향한 동기를 갖게 하는 공간을 만들어 드립니다.

스마트한 교육환경을 만드는 기업,
대우가구가 함께합니다.

Education environment in the 21st century requires the space and environment alive, 
ensuring agile and smooth circulation of smart information throughout the organization. This 
educational environment design creates the space conducive to broadening horizon of all 
members of organization, stimulating creativity, and motivating them towards future goals.

Daewoo Furniture, 
a leading creator of 
smart education enviro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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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숙사

2. 본사전경 

4. 연못 

5. 휴게공간

1. Dormitory

2. View of Headquarters

4. Lake

5. Lounge area

1

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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끊임없는 연구개발로서
최고의 제품만을 위한
고객과의 약속입니다.

대우의
열정은

(주)대우가구는 지속적인 연구개발과 유지개선으로 우수한 품질의 제품을 적기에 공급, 고부가가치 신제품개발, 원가절감 및 

생산성 증가 등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개선으로 확고한 품질경영체제를 정착하여 고개만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Begin wirh DAEWOO'S passion!

1. 레이저가공  2. 3. 공장내부모습

4. 로봇용접 

1. Laser processing   2. 3. View inside the factory

4. Robotic welding

1

2 3 4

Daewoo Furniture Co., Ltd. will make utmost effort to ensure satisfaction of customers through rigorous quality management 

system underpinned by stable and constant improvement such as timely delivery of high quality products, development of 

high value-added new products, cost-savings, productivity enhancement, etc., based on ceaseless R&D and improv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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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자재입고 2.자재검사 3.레이저파이프가공

7.분체도장

5.로봇용접4.CNC벤딩 6.인로딩

8.건조 9.언로딩 11.완제품검사 12.출고

1.Warehousing of materials   2.Inspection of materials   3.Laser pipe processing   4.CNC bending  5.Robotic welding
6.In-loading   7.Powder coating   8.Drying  9.Unloading   10.Assembly   11.Inspection of finished products   12.Shipment

10.조립

1 2 3

654

7 8 9

121110

해외시장의 개척과 수출로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는 (주)대우가구

Daewoo Furniture Co., Ltd., evolving into a global leader by making inroads 
into foreign markets and proceeding with exports

공정도 Process flow ch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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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오시는길

http://www.dwfurnis.com





2017 교육용시스템가구
정부조달시스템가구(관공서.공공기관.교육기관.학교.기타)

2017  DA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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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공장
충북 음성군 감곡면 가곡로 478-50(문촌리 899-6)
TEL : 043-877-5622(代) FAX : 043-877-5611

제2공장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읍 백고개길 179(삼리 304-2)
TEL : 031-765-5622(代) FAX : 031-765-5461
http://www.dwfurnis.com

Headquarters/Factory
478-50(899-6, Munchon-ri), Gagok-ro, Gamgok-myeon, Eumseong-gun, Chungbuk
TEL: 82-43-877-5622(representative) FAX: 82-43-877-5611

No. 2 factory
179(304-2, Sam-ri), Baekgogae-gil, Gonjiam-eup, Gwangju-si, Gyeonggi-do
TEL: 82-31-765-5622(representative) FAX: 82-31-765-5461
http://www.dwfurnis.com

정부조달물자 조달청우수제품 이노-비즈 친환경마크 굿디자인ISO 9001인증 ISO 14001인증 특허등록 G-PASS 인증 PINUP 인증 KS 품질인증

2017  DAEWOO FURNITURE  PRODU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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