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MPANY
OVERVIEW
회사소개
설립목적
일반 노동 환경에 적응이 어려운 지적장애인 및 중증 장애인들에게 체계적인 직업 재활 서
비스와 다양한 적합 직종의 개발을 통해 생산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자
립생활의 기반과 원만한 사회 참여를 위해 확고한 고용 안전망을 구축하며, 더 나아가서
사회복지적인 철학을 바탕으로 하는 기업의 형태로 경영기반을 마련하여 완전한 사회통합
을 실현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주요사업내용
사업명

가구제작, 판매

사업내용

•학교, 유치원, 정부기관 및 개인에게 주문제작 형태의 가구 판매(원목 및 사
무용가구)
•지적 장애인 및 중증 장애인들에게 체계적인 직업 재활 서비스와 생산 활동
에 참여할 수 있는 일자리 제공
•자립생활과 사회 참여를 위해 확고한 고용 안전망 구축

세심한 손길로
하나하나 정성을 담아
사랑으로 만든 가구...

일굼터

시설현황
시설명

사회복지법인주내자육원일굼터

시설장

김창연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일하는 일굼터는 원목을 들여와 가구를 만들고“피우리가구”
라는 브랜드를 내세워 상

사업자번호 141-82-03755

표등록을 꿈꾸는 장애인 직업 재활시설입니다.

설립일자

2000.01.01

소규모의 가구 공장에서 나무결에 재활의 꿈을 새기는 근로인 장애인분들... 지체장애, 청각장애, 지적장애 등 다

주소

(413-870)경기도 파주시 법원읍 술이홀로 1333번길 63

양한 유형의 장애를 가진 분들이 장애를 극복하며 함께 땀 흘려 일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경기도 파주시 법원읍 금곡리) 428-1

주로 5년 이상 경력자의 가구 기술자들이며 원목 주문가구, 컴퓨터책상, 거실장, 책장등을 만들고 있으며 거래처

운영법인

사회복지법인 주내자육원

는 관공서, 학교, 복지관, 유치원 등 G2B 조달 및 전자계약으로 우수한 품질의 제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전화번호

031-527-0767, 031-959-7015, 7017

열심히 일한 만큼 거두는 값진 열매로 장애라는 벽을 뛰어 넘는 중소기업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 가구들은 디자인을 특화해 경향 하우징페어 참가, 한국국제가구 및 인테리어 산업대전 등에 알리고 있으며,
장애인이 수혜자가 아닌 사회 구성원으로 더불어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리고 있습니다.
일굼터는 장애인이 만든 작은 가구로 시작하여 일반 가구업체와 경쟁하며 계속 성장해 나아갈 것이며, 우리나라
대표 브랜드로 우뚝 설 날을 손꼽아 기다려 봅니다.

지적•중증 장애인들에게 체계적인 직업 재활 서비스와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회적기업 일굼터는 보다
나은 내일을 위한 행복을 가꾸는 인간을 생각하는 가구를 연구, 개발, 제작, 시공하는 공존과 소통의 철
학을 실현합니다.

인사말씀

www.ilgury.com

GREETING

안녕하십니까?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한마음 되어 사랑으로 가구를 만드는 중소기업체“일굼터”
입니다. 평생직장이란 생
각 속에 열심히 일하며 흘린 땀은 기술을 발전시키고 숙련도를 높여 최상의 품질을 인정받는 다양한 가구
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국내외의 가구 전시회 및 산업대전에 참가하여 얻은 경험속에 개발되어 특화된 디자인은 소비자의 만족도
를 높여 매출 증가 및 거래처 다변화를 이루었고 탄탄한 중소기업으로 성장하였습니다. 나무결 속에 쏟은
장애인의 땀은 비장애인들의 편견을 불식시키고, 더불어 함께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값진 열매를 얻을 수

ILGUMTER
HISTORY & CERTIFICATION

1998~1999

2000~2010

1998 12

장애인 직업재활시설(보호작업장)인가

1999 08 제2대 원장 이철우 취임
1999 12

장애인직업재활시설유형변경(장애인직업재활시설-장애인근로작업시설)

2000 12

목공기계 12대외 기계기구 구입

2000 12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명칭 변경(장애인근로시설

장애인근로작업시설)

2003 02 가구제작실 준공

있었습니다.

2004 03 제3대원장 유석영 취임

일굼터는 연구 개발에 심혈을 기울여 전문가구업체로 한층 성장하며 더 많은 장애인들에게 자립할 수 있

2004 09 장애인생활가정 수탁운영(파주시)

는 새로운 삶의 기회를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입니다.

2005 12

CLEAN사업장 인정(노동부, 한국산업안전공단)

2006 04 노무현 대통령방문

일굼터 대표

김창연

2007 01

제4대 김창연 원장 취임

2008 01

종합작업센터 증축

2008 10

무재해 3배수 목표달성(한국산업안전관리공단)

2008 10

장애인 생산품 인증(보건복지부 제2008-36호)

2008 11

ISO9001 품질인증획득( ISO9001:2000년도, KSA9001:2007년도)

2008 12

종합작업센터 준공

2009 01

중증장애인 생산품시설 지정

2009 02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조달청)
2010 05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경기도 지정 제2010-54호)
2010 12

2011~2014

유형변경(장애인근로자작업시설

장애인근로자사업장)

2011~2012 경향하우징페어 참가
2011 07 사회적기업 지정(노동부지정 제2011-044호)
2011 10

ISO14001 환경경영시스템인증획득(ISO14001:2004)

2004 09
한국국제가구 및 인테리어 산업대전 참가
~
2011 08
2012 11

환경표지인증서 획득(제 128-82-06540호)

2013 07 사회적기업 박람회 참가
2013 10

2013G-Fair 소강공인창업발람회 참가

2013 10

2013년 장애인생산품 박람회 참가

2014 07 국무총리표창장(사회적기업육성유공자 단체부분)
2014 08 한국국제가구 및 인테리어 산업대전 참가

1. 중증 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3. 장애인 복지법

제6조(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지원)

제44조(생산품 구매)

❶ 보건복지부장관은 공공기관이 중증장애인생산품을 구매함에 있어서 불합리한 차별적 관행이나 제도를 행할 경우 이의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❶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는 그 소유물품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품목과 물량의 범위 안에서 매년 그 품목과
물량을 정하여 장애인복지시설과 장애인복지단체에 생산을 의뢰하여야 하며, 생산한 물품의 구매를 요청받으면 우선적으로 구
매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29 2010.1.18>

❷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의 구매증대를 위하여 공공기관에 우선구매를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공공기관은 이에 응
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❷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는 장애인복지시설과 장애인복지단체에서 생산한 물품을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다.

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의 설치 또는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
하여야 한다. <개정 2011.8.4.>

❸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품목과 물량을 지정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이 정하며, 수의계약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공공기관의 구매촉진)

제44조(생산품 구매)

❶ 공공기관의 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에 대한 구매를 우선적으로 촉진하여야 한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그 밖의 공공단체는 장애인복지시설과 장애인복지단체에서 생산한 물품의 우선 구매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
하여야 한다.

❷ 공공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중장애인생산품의 구매계획과 전년도 구매실적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
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매계획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개
정 2011.8.4., 2012.1.26.>
❸ 공공기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으며, 제11조 제1항에 따른 중증장애인 생산품업무수행기관에서 동
계약을 대행할 수 있다. <개정 2011.8.4.>

<전문개정 2012.1.26) (시행일:2012.7.27) 제44조
제28조(생산품 구매 등)

❺ 공공기관의 장은 소속 기관에 대한 기관평가를 실시할 때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1.8.4.>

❶ 보건복지부는 법 제44조 1항에 따라 별표 3에 해당하는 물품 및 물량의 범위에서 국가등이 장애인복지시설이나 장애인복지단체
로부터 구매하여야 할 물품(이하”
우선구매대상물품”
이라 한다)의 품목 및 물량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표3에 따
른 우선구매 비율은 우선구매에 드는 금액이 국가등이 해당 연도에 구매하는 해당 품목의 총 구매물량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말
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제15조(포상)

❷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우선구매 대상물품을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장애인복지시설이나 장애인복지단체
로부터 구매하여야 한다. <2009.12.31>

❹ 제4항에 따른 수의계약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관계 법령에 따른다. <개정 2011.8.4.>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1. 중증장애인생산품의 구매실적이 우수하거나 구매촉진에 이바지한 공공기관
2. 중증장애인생산품의 판매를 촉진하거나 품질을 향상시키는 데에 이바지한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본조신설 2011.8.4.]
[종전 제15조는 제18조로 이동 <2011.8.4.>]
제23조(포상의 종류 및 절차)
❶ 법 제15조에 따른 포상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중증장애인생산품의 구매실적이 우수하거나 구매촉진에 이바지한 공공기관
2. 중중장애인생산품 우수부문상(생산, 유통, 구매 등)
❷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5조에 따른 포상의 기준, 수상자의 선정방법·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본조
신설 2012.2.3>
제12조(공공기관의 우선구매)
❶「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 제8호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이하“공공기관의 장”
이라 한다)은 사회적기업이 생산하는 재
화나 서비스의 우선구매를 촉진하여야 한다.
❷ 공공기관의 장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 제1항에 따라 구매계획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사회
적기업이 생산하는 재화 및 서비스의 구매계획을 구분하여 포함시켜야 한다. <전문개정 2010.6.8>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1. 장애인복지시설이나 장애인복지단체가 해당물품의 최종 생산과정에 직접 참여하여 생산할 것. 이 경우 다른 업체 등에 하도
급을 주거나 위탁하여 생산하거나 물품의 부품만을 생산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물품의 생산과정에 장애인 5명 이상이 참여할 것.
3. 물품의 생산과정에 참여할 근로자 수의 100분의 70 이상이 장애인일 것(「장애인 고용촉진 및 작업재활법 시행령」제4조 제1
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중증 장애인(이하“중증장애인”
이라 한다) 1명은 일반장애인의 1.5배수로 산정한다)
❸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 각 호의 모든 요건을 갖춘 장애인복지시설 및 장애인복지단체의 명칭·소재지·전화번호 등과 그 품목
을 고시하고, 해당 장애인복지시설이나 장애인복지단체가 그 품목을 생산할 때에 계속하여 제2항 각 호의 요건에 따라 물품을
생산하고 있는지를 직접 확인하거나 장애인복지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이를 확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3.15>
❹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우선구매대상물의 원활한 판매를 지원하기 위하여 해당 물품에 대한 구매신청의 접수와 납품을
대행하고 해당 물품의 생산시설간 생산량 조정 업무 등을 담당하는 장애인복지단체를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3.15>
❺ 장애인복지시설이나 장애인복지단체는 우선구매대상물을 공급할 때에 국가 등이 요구하는 품질의 기준을 충족하여 공급하여야
한다.
❻ 법 제44조 제2항에 따라 국가등이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는 물품은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장애인복지시설이나
장애인복지단체에서 생한한 물품으로 한다.
제29조(국가등의 구매 의무)
❶ 국가등은 법 제44조 제1항에 따라 생산한 물품구매를 요청 받으면 해당 물품의 가격과 납품기한 등이 적절한 경우에는 이를 우
선적으로 구매하여야 한다.
❷ 보건복지부장관은 국가등의 우선구매대상물품 구매 실적을 파악하여 그 구매 실적이 제22조 제1항에 따른 우선구매 물량보다
부족한 경우에는 해당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구매를 늘리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3.15>
❸ 제2항에 따라 구매증대를 요청받은 국가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❹ 보건복지부장관은 우선구매대상물품의 구매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보건복지부명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
가등의 우선구매 실적을 공표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3.15>

❶ 법 제7조 단서에 따라 수의 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 7.21, 2011.10.28, 2011.11.23>
1~3호 생략
❹ 국가 유공자 또는 장애인 등에게 일자리나 보훈·복지서비스 등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 등과 물품의 제조·구매 또는 용역 계약(해당 단체가 직접 생산하는 물품 및 직접 수행하는 용역에 한정한다)
을 체결하거나, 그 단체 등에 직접 물건을 매각·임대하는 경우
가. 국가 보훈처장이 지정하는 국가 유공자 자활집단촌의 복지공장
나.「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설립된 단체 중 상해를 입은 자들로 구성된 단체
다.「장애인복지법」
제44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또는 장애인복지단체

4.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2조(공공기관의 우선구매)
❶「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이하“공공기관의 장”
이라 한다)은 사회
적기업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구매를 촉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2.2.12>

라.「사회복지사업법」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❷ 공공기관의 장은 사회적기업제품의 구매 증대를 위한 구매계획과 전년도 구매실적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
정 2012.2.1>

5호 생략

❸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구매계획과 구매실적을 종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신설 2012.2.1>
❹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구매계획과 구매실적의 통보 및 공고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2.2.1> <전문개정
2010.6.8> <시행일 : 2012.8.2> 제12조다.

- 일반 인터넷 쇼핑물과 같이 구매절차가 간편하여 현행 계약방법중 가장 신속하고
편리하며, 조달청에서도 별도의 품질관리를 진행하므로 우수한 품질의 제품을 믿
고 구매할 수 있습니다.
- 구매에서 대금 결제까지 온라인으로 처리되므로 구매자 중심의 편리한 계약방법
이라 할 수 있습니다.
- 사용자 등록을 위해서는 조달청 수요기관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조달청 수
요기관으로 지정되지 않은 기관의 경우 조달청 고객 상담실에 문의하여 수요기관
지정을 먼저 받으신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정부조달물자 전자구매방법
1

국가종합전자조달 웹사이트 나라장터 접속
(www.g2b.go.kr) ▶ 종합쇼핑몰 클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2

3

검색창에 일굼터 입력

품목리스트에서 해당품목을 클릭

일굼터

www.g2b.go.kr
일굼터

ILGUMTER O.A

Office System Furniture series

4

구매한 제품 클릭

5

제품 확인 및 구매수량 입력후 장바구니 클릭

BEST FURNITURE

14

ECO

52

88

친환경상품이란?

친환경상품은 통상 생산, 소비, 폐기의 전 과정에서 환경오염을 저감하고 자연 자
원과 유해물질의 사용을 최소화하는 제품 및 서비스로 정의하고「친환경상품 구
매촉진에 관한 법률」
에서는 동일 용도의 다른 제품 또는 서비스에 비하여 자원
절약에 기여하고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는 상품으로서「환경기술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마크 인증상품 및 동 인증 기준에
적합한 상품.

친환경상품 의무구매
공공기관에서는 구매하고자 하는 품목에 친환경상품이 있는 경우 친환경상품을
의무구매하여야 하며, 구매하려는 세부품목을 결정한 후 세부품목에 친환경상품
이 있는 경우 이를 의무구매해야 한다는 의미

PRODUCT
CONTENTS

104

124

친환경상품 기준
친환경상품 인증기준은 크게 환경기준과 품질기준으로 구성되며 환경기준에서는
제조, 유통, 사용, 폐기 등 제품의 전과정에서 환경성을 고려하여 유해물질 저감,
인체 안전, 절전, 절수, 재활용, 저소음 등 품질기준에서는 해당제품별 한국산업규
격(KS) 등을 만족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따라서 친환경 상품은 환경성이 뛰어나
고 안전할 뿐만 아니라 품질면에서도 우수한제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66

왜 친환경상품인가?
-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는 친환경상품
- 친환경상품이 경제적일 수 있음
- 친환경상품으로 환경보전 수행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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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

New O.A series
슈퍼테크 시리즈
멀티데스크 시리즈
뉴퍼니스 시리즈

14
20
26

Education Furniture series
학생용 사물함 시리즈
컴퓨터책상 시리즈
교육용가구 시리즈
도서관가구 시리즈
기숙사용가구 시리즈
수강용가구 시리즈
철재서가 시리즈

52
58
62
70
72
74
81

Executive & Top Desk series
기관장용가구 시리즈
프레지던트 시리즈
마스타, 탑형책상 시리즈

88
92
96

Partition System
RP 65T 파티션
EP 45T 파티션
SCREEN 파티션

104
114
121

Business Chair series
기관장용의자 시리즈
사무용의자 시리즈
회의용의자 시리즈
로비의자 시리즈

124
130
146
160

CEO Desk & Business Sofa
중역용책상 시리즈
사무용소파 시리즈

166
180

정부조달물자 리스트

190

OFFICE SYSTEM

11

NEW O.A
FURNITURE
Sophisticated design and comfort, you can’t give up any of them from
furniture. ILGUMTER furniture is made for the people just like you. By your
choice, your office becomes fantasy space.

N E W O . A
FURNITURE
감동으로 다가오는 사무공간의 새로운페러다임
인체공학적인 제품으로 슬림하면서도 심플한 업무공간을 제공하여
쾌적한 업무환경을 만들어드립니다.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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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A가구 시리즈
슈퍼 테크 시리즈

14

멀티데스크 시리즈

20

뉴퍼니스 시리즈

26

OFFICE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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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A Series
사무용가구

Sophisticated design and comfort, you can’t give up any of them from furniture.
ILGUMTER furniture is made for the people just like you. By your choice, your office becomes fantasy space.

NEW O.A
Super Tech

폭넓은 모델 구성과 아이템으로 효율적인 사무공간 창조
데스크의 간결한 디자인과 어우러진 다양한 모델 구성으로 폭넓은 모듈을
제공하며 다양한 마감재와 색상의 선택으로 다양한 공간연출이 가능합니다.

SUPER!TECH series

복잡하고 답답한 구조의 워크스테이션에서 벗어나 간결한
구조로 업무가 편리하고 수납기능이 대폭 강화된 미래형
디자인으로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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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A Series
사무용가구

Sophisticated design and comfort, you can’t give up any of them from furniture.
ILGUMTER furniture is made for the people just like you. By your choice, your office becomes fantasy space.

NEW O.A
Super Tech

SUPER!TECH series

복잡하고 답답한 구조의 워크스테이션에서 벗어나 간결한
구조로 업무가 편리하고 수납기능이 대폭 강화된 미래형
디자인으로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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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적 사고와 효율적인 사무공간을 창출하는 슈퍼테크 시리즈
자유로운 곡선 디자인과 인체공학적 설계로 업무 효율을 극대화
시켜 주는 슈퍼테크 시리즈는 다양한 유니트 구성으로 가장 효율
적인 사무공간을 창출합니다.

OFFICE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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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A Series
사무용가구

Sophisticated design and comfort, you can’t give up any of them from furniture.
ILGUMTER furniture is made for the people just like you. By your choice, your office becomes fantasy space.

CABINET series

슈퍼테크 책상

간결하고 심플한 디자인과 내구성이 뛰어나며
가변성을 갖춘 시스템 사무가구로 효율적이면
서도 쾌적한 사무공간을 창조합니다.

Mangful OX-Cherry Walnut

Acasia

Rac-ivory

Super Tech

DESK series

Airport

NEW O.A

Casa

캐비닛 시리즈

다양한 모델을 갖춘 수납시스템은 공간의
형태 규모, 수납용량등을 고려하여 효율적
으로 선택 할 수 있습니다.

2단 올문장

슈퍼 L형

ILSJ-2AM600

ILSJ-2AM800

ILSJ-2AM6001

ILSJ-2AM8001

600×520×720

800×520×720

600×420×720

800×420×720

ILSJ-2OP600

ILSJ-2OP800

ILSJ-2OP6001

ILSJ-2OP8001

600×520×720

800×520×720

600×420×720

800×420×720

2단 오픈장

ILSJS-1400LD

ILSJS-1600LD

ILSJS-1800LD

1400×1000×720

1600×1000×720

1800×1000×720

ILSJS-1400LD

ILSJS-1600LD

ILSJS-1800LD

1400×1000×720

1600×1000×720

1800×1000×720

슈퍼 R형
3단 올문장

3단 하문장

3단 오픈장

ILSJ-3AM

ILSJ-3HM

ILSJ-3OP

800×420×1200

800×420×1200

800×420×1200

슈퍼 일자형

ILSJS-1200SD

ILSJS-1400SD

ILSJS-1600SD

ILSJS-1800SD

1200×700×720

1400×700×720

1600×700×720

1800×700×720

옷장

5단 올문장

ILSJN-7AM

ILSJN-5AM

500×410×1880

800×410×1880

멀티장 시리즈

멀티장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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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 옷장

5단 하문장

5단 오픈장

5단 유리장

ILSJ-MT700

ILSJ-MT520

ILSJ-6AM300

ILSJ-6AM3001

ILSJN-5HM

ILSJN-5OP

ILSJN-5GM

600×700×1200

600×520×1200

300×700×1200

300×520×1200

800×410×1880

800×390×1880

800×410×1880

OFFICE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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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A Series
사무용가구

Sophisticated design and comfort, you can’t give up any of them from furniture.
ILGUMTER furniture is made for the people just like you. By your choice, your office becomes fantasy space.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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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ulty Desk

복잡하고 답답한 구조의 워크스테이션에서 벗어나 간결한 구조이면서 심플한
디자인으로 현대 사무실에 잘 어울리는 최적의 사무환경을 제공합니다.

NEW O.A

MULTY DESK series

사무환경과 업무특성에 따라 최적의 사무환경
을 구축할 수 있는 다양하고 가변적인 시스템
입니다.

OFFICE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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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A Series
사무용가구

Sophisticated design and comfort, you can’t give up any of them from furniture.
ILGUMTER furniture is made for the people just like you. By your choice, your office becomes fantasy space.

NEW O.A
Multy Desk

MULTY DESK series

개방적인 시스템을 통해 쾌적하고 효율적인 사무공간을
창조하고 더 적극적인 커뮤니케이션과 팀웍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사무환경과 업무특성에 따라 최적의 사무
환경을 구축할 수 있는 다양하고 가변적
사무가구 시스템입니다.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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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A Series
사무용가구

Sophisticated design and comfort, you can’t give up any of them from furniture.
ILGUMTER furniture is made for the people just like you. By your choice, your office becomes fantasy space.

Green

Rac-ivory Mangful

Multy Desk

MULTY DESK series

Red

NEW O.A

Acasia

데스크 시리즈

보조책상/회탁

복잡하고 답답한 구조의 워크스테이션에서 벗어나 간결
한 구조와 심플한 디자인으로 현대 사무실에 잘 어울리
는 최적의 사무환경을 제공합니다.

3단서랍(C급)

멀티책상

멀티 유형

멀티 회탁

보조장

ILSM-1200T

ILSM-1400T

ILSM-1600T

ILSM-1800T

ILSJ-3MS400

ILSM-U1200

ILSJ-800BG

ILSJ-1000BG

ILSM-HT1800

1200×700×720

1400×700×720

1600×700×720

1800×700×720

400×520×570

1200×600×720

800×400×720

1000×400×720

1800×900×720

3단 오픈장

3단 하문장

캐비닛 시리즈

멀티책상(렉아이보리)+우라판

멀티책상(아카시아)+우라판

2단 올문장

2단 오픈장

3단 올문장

ILSJ-2AM2

ILSJ-20P2

ILSJ-3AM2

ILSJ-30P2

ILSJ-3HM2

800×420×800

800×420×800

800×420×1200

800×420×1200

800×420×800

가림판 연결철물
멀티책상(렉아이보리)+가림판(레드)

멀티책상(렉아이보리)+가림판(그린)

우라판/가림판

멀티책상(우라판)
105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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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티책상(가림판)

5단 올문장

5단 하문장

5단 유리장

5단 오픈장

ILSM-1200GR

ILSM-1600GR

ILSJ-5AM2

ILSJ-5HM2

ILSJ-5GM2

ILSJ-50P2

1200×400

1600×400

800×420×1880

800×420×1880

800×420×1880

800×400×1880

ILSM-1400GR

ILSM-1800GR

1400×400

1800×400

OFFICE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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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 Furnis
뉴퍼니스

Sophisticated design and comfort, you can’t give up any of them from furniture.
ILGUMTER furniture is made for the people just like you. By your choice, your office becomes fantasy space.

뉴퍼니스

자유로운 곡선 디자인과 인체공학적 설계, 뛰어난 기능성으
로 앞서가는 시스템 사무가구! 사무실의 환경변화에 탄력
적이며, 합리적 설계, 깔끔한 분위기로 업무 효율을 극대화
시켜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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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 Furnis

DESK series

미래형 토탈 오피스 시스템으로 최적의 사무 환경을 창출
다양한 정보화시대에 대응하는 뉴퍼니스 시리즈는 미래형 토탈 오피스
시스템으로 개인 및 팀원과의 원활한 커뮤니케이션과 업무능력을 극대화
한 최적의 사무환경을 만들어 드립니다.

OFFICE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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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 Furnis
뉴퍼니스

Sophisticated design and comfort, you can’t give up any of them from furniture.
ILGUMTER furniture is made for the people just like you. By your choice, your office becomes fantasy space.

Mangful OX-Cherry Walnut

Acasia

Rac-ivory

New Furnis

DESK series

Airport

뉴퍼니스

Casa

캐비닛 시리즈

데스크 시리즈

자유로운 곡선 디자인과 인체공학적 설
계, 뛰어난 기능성으로 앞서가는 시스템
사무가구로 합리적 설계, 깔끔한 분위기
로 업무 효율을 극대화시켜 줍니다.

2단 올문장

ILSJ-2AM600

ILSJ-2AM800

ILSJ-2AM6001

ILSJ-2AM8001

600×520×720

800×520×720

600×420×720

800×420×720

ILSJ-2OP600

ILSJ-2OP800

ILSJ-2OP6001

ILSJ-2OP8001

600×520×720

800×520×720

600×420×720

800×420×720

2단 오픈장
책상 / L/R형엣지(좌/우측형)

CABINET series

ILSJ-3AM2
ILSJN-1400LDB

ILSJ-3AM2
ILSJN-1600LDB

ILSJ-3AM2
ILSJN-1800LDB

1400×1200×720

1600×1200×720

1800×1200×720

멀티장 시리즈

각기 다른 기능성을 가진 수납 유닛들은 워
크스테이션에 충분한 수납공간을 제공하며
공간 활용에 효율적입니다.

3단 하문장

보조 옷장

3단 오픈장

3단 올문장

ILSJ-3HM

ILSJ-3OP

ILSJ-3AM

800×420×1200

800×420×1200

800×420×1200

멀티장(L/R형)

ILSJ-6AM300

ILSJ-MT700

ILSJ-MT520

300×700×1200

600×700×1200

600×520×1200

ILSJ-6AM3001
300×520×1200

옷장

ILSJN-5AM

500×410×1880

800×410×1880

5단 하문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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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단 올문장

ILSJN-7AM

5단 오픈장

5단 유리장

ILSJN-5HM

ILSJN-5OP

ILSJN-5GM

800×410×1880

800×390×1880

800×410×1880

OFFICE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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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 Furnis
뉴퍼니스

Sophisticated design and comfort, you can’t give up any of them from furniture.
ILGUMTER furniture is made for the people just like you. By your choice, your office becomes fantasy space.

뉴퍼니스

각기 다른 기능성을 가진 수납 유닛들은 워크
스테이션에 충분한 수납공간을 제공하며 공간
활용에 효율적입니다.

New Furnis

DESK series

복잡하고 답답한 구조의 워크스테이션에서 벗어나 간결한 구조이면서 업무가
편리하고 수납기능이 대폭 강화된 미래형 디자인으로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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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 Furnis
뉴퍼니스

Sophisticated design and comfort, you can’t give up any of them from furniture.
ILGUMTER furniture is made for the people just like you. By your choice, your office becomes fantasy space.

Airport

Mangful OX-Cherry Walnut

Acasia

뉴퍼니스

Casa

Rac-ivory

New Furnis

캐비닛 시리즈
다양한 모델을 갖춘 수납시스템은 가장 합리적이고 견고
한 구조로 수납효율을 극대화 시킬 수 있고 사무실의
능률성과 쾌적성등 사용자의 업무 효율성을 향상시킵니다.

2단 올문장

ILSJ-2AM600

ILSJ-2AM800

ILSJ-2AM6001

ILSJ-2AM8001

600×520×720

800×520×720

600×420×720

800×420×720

ILSJ-2OP600

ILSJ-2OP800

ILSJ-2OP6001

ILSJ-2OP8001

600×520×720

800×520×720

600×420×720

800×420×720

2단 오픈장

DESK / CABINET series

사용자의 동선에 따라 부드럽고 유연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디자인된 상판과 내구성이
뛰어난 뉴퍼니스 시리즈는 효율적이고 다양한 워크스테이션 구성이 가능합니다.

3단 올문장

3단 오픈장

3단 하문장

ILSJ-3AM

ILSJ-3OP

ILSJ-3HM

800×420×1200

800×420×1200

800×420×1200

데스크 시리즈

책상 / 일자형(엣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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옷장

보조 옷장

5단 올문장

5단 하문장

5단 유리장

5단 오픈장

ILSJN-1200SDB ILSJN-1400SDB ILSJN-1600SDB

ILSJN-1800SDB

ILSJ-6AM300

ILSJ-6AM3001

ILSJN-7AM

ILSJN-5AM

ILSJN-5HM

ILSJN-5GM

ILSJN-5OP

1200×700×720

1800×700×720

300×700×1200

300×520×1200

500×410×1880

800×410×1880

800×410×1880

800×410×1880

800×390×1880

Total Office Furniture System

1400×700×720

1600×700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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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 Furnis
뉴퍼니스

Sophisticated design and comfort, you can’t give up any of them from furniture.
ILGUMTER furniture is made for the people just like you. By your choice, your office becomes fantasy space.

Airport

Mangful OX-Cherry Walnut

Acasia

뉴퍼니스

Casa

Rac-ivory

New Furnis

뉴퍼니스 사무가구
자유로운 곡선 디자인과 인체공학적 설계, 뛰어난 기능성으로 앞서가는 시스템 사무가구! 사무실의
환경변화에 탄력적이며, 합리적 설계, 깔끔한 분위기로 업무 효율을 극대화시켜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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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 Furnis
뉴퍼니스

Sophisticated design and comfort, you can’t give up any of them from furniture.
ILGUMTER furniture is made for the people just like you. By your choice, your office becomes fantasy space.

Airport

Mangful OX-Cherry Walnut

Acasia

뉴퍼니스

Casa

Rac-ivory

New Furnis

New Furnis

망펄비치 뉴퍼니스

뉴퍼니스 익스텐션

desk series

책상 / L형(좌,우측형)

새로운 소재, 새로운 감각으로 만나는 데스크-

ILNHD0314L/R
22067402

심플한 디자인과 자연스런 칼라와의 조화로 부드럽고
편안한 업무환경을 제공해 줍니다.

친환경 COLOR
망펄+메탈

1400×1200×720

ILNHD0316L/R

올망펄

22067404
1600×1200×720

친환경 COLOR

ILNHD0318L/R
22067405

망펄+메탈

백색+그레이
오크샤모니+메탈

1800×1200×720
월낫+메탈

독립형 U형테이블

독립형 U형테이블

U형 탁자

ILSJT-1200UTB

ILNHD6120

ILNHD612

600×1200×720

22067564

22067563

600×1200×720

600×1200×720

올망펄

책상 / 일자형
백색+그레이
오크샤모니+메탈
월낫+메탈

ILNHD0012L/R

ILNHD0016L/R

22067370

22067373

1200×703×720

1600×703×720

ILNHD0014L/R

ILNHD0018L/R

22067371

22067372

1400×703×720

1800×703×720

멀티장

ILNUC
22067565
604×678×1155

보조책상

ILNHD006

ILSJN-2SF

22067561

22067560

420×700×720

600×678×720

600×678×720

ILNHD1062

ILNHD106

22067562

22071628

600×503×720

600×503×720

오각연결테이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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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협탁

보조책상

ILNHD0062

피너츠테이블

3/4테이블

ILSJT-12005TA

ILSJN-1000RW

ILSJA-10503/4C

1200×1200×720

1000×700×720

1050×720

OFFICE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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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 Furnis
뉴퍼니스

Sophisticated design and comfort, you can’t give up any of them from furniture.
ILGUMTER furniture is made for the people just like you. By your choice, your office becomes fantasy space.

Mangful OX-Cherry Walnut

Acasia

Rac-ivory

New Furnis

서랍 시스템

Airport

뉴퍼니스

Casa

용도에 따라 편리하고 합리적으로 설계되었으며, 사용자의 필요에 따라 펜서랍,
일반서랍, 화일서랍으로 기능적이고 합리적인 수납공간을 만들어 드립니다.

심플한 디자인속에 다양한 기능들을 내장한 이동서랍은 합리적이고 견고한 구조로 제작되었으며,
이동 및 고정기능 등 선택의 폭이 더욱 다양해 졌습니다.

이동서랍 시리즈

친환경 COLOR

펜슬드로어

망펄+메탈

작은 공간을 기능적으로 분할한
올망펄

팬서랍을 내장하여 정리,
보관의 편리성과 수납 공간의 활용성을 크게 높였습니다.

3단서랍(사출)

백색+그레이

분리 수납 공간
오크샤모니+메탈

컴퓨터를 많이 사용하는 업무의 성격을 고려해

3단 사출서랍(다이얼키)

3단 사출서랍

3단 목재서랍(매립)

ILHD303AA

ILSJ-3SS420

ILSJ-3SS400

ILSJ-3MS400

22703284

420×570×680

407×520×570

400×520×570

433×565×595

디스켓함을 별도의 수납함을 내장하고 있으며 칸막이를
월낫+메탈

이용해 용도별 분할이 가능.

화일 수납 공간
서랍 내부공간의 효율적인 분할로 다양한 규격의 서류를
동시에 정리, 보관할 수 있습니다. 또한 FULL Extension
방식으로 서랍 뒷부분까지 편리하게 수납할수 있습니다.

이동식서랍 사출(3단)

이동식서랍 사출(3단)

이동식서랍 목재(3단)

이동식서랍 사출(3단)

ILSJT-4203SS

ILSJT-4003SS

ILSJT-4203MS

ILHD303A

420×570×590

403×520×580

423×570×576

22703284
423×565×595

이동서랍 시리즈

사출

반사출

올사출

이동식서랍 3단(내부목재)
이동식서랍(2단)

이동식서랍(3단)

이동서랍4단(프레지던트)

이동서랍3단(프레지던트)

ILSJU-4202MS

ILSJU-4203MS

ILSJP-4204SS

ILSJP-4203SS

423×570×591

423×570×591

423×570×576

423×570×576

이동식서랍 3단(퍼즐형)

ILSJN-4203MS

ILSJN-4003ASS

423×570×581

403×520×585

ILSJN-4203ASS
420×570×5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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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 Furnis
뉴퍼니스

Sophisticated design and comfort, you can’t give up any of them from furniture.
ILGUMTER furniture is made for the people just like you. By your choice, your office becomes fantasy space.

Airport

Mangful OX-Cherry Walnut

Acasia

뉴퍼니스

Casa

Rac-ivory

New Furnis

파일링 캐비닛 시리즈
용도에 따라 편리하고 합리적으로 설계되었으며, 사용자의 필요에 따라 2단, 3단, 4단으로
기능적이고 합리적인 수납 공간을 만들어 드립니다.

화일박스 시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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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일 수납공간

다이얼키 서랍형

다양한 규격의 서류를 동시에 정리 보관, 사용할 수 있게 서랍 내
부공간을 효율적으로 분할하였으며, Full Extension 방식의 적용
으로 수납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정보의 보안을 위한 잠금장치로 중요한
서류보관이 탁월합니다.

화일박스 (4단)

화일박스 (3단)

화일박스 (2단)

파일링캐비닛(4단)

파일링캐비닛(3단)

파일링캐비닛(2단)

ILSJT-4F

ILSJT-3F

ILSJT-2F

420×570×1317

420×570×1017

420×57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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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 Furnis
뉴퍼니스

Sophisticated design and comfort, you can’t give up any of them from furniture.
ILGUMTER furniture is made for the people just like you. By your choice, your office becomes fantasy space.

Mangful OX-Cherry Walnut

Acasia

Rac-ivory

New Furnis

Cabinet series

Airport

뉴퍼니스

Casa

4단 캐비닛 시리즈

2단 캐비닛 시리즈

다양한 아이템과 효율적인 수납기능을 강조한
수납시스템 !

2단캐비닛(오픈)

ILNHC802

서류, 물품등을 보관할 수 있는 캐비넷 시리즈
는 용도와 규모에 맞는 다양한 사이즈로 제작
되어 수납 및 보관기능이 합리적입니다.

22067573
802×425×805

2단캐비닛(올문)

친환경 COLOR

ILNHC8021
망펄+메탈

22067584

4단 올문

4단 하문

4단 오픈

802×425×805

ILNHC8042

ILNHC8041

ILNHC804

22067586

22067577

22067576

802×425×1510

802×425×1510

802×425×1510

올망펄
백색+그레이

3단 캐비닛 시리즈

5단 캐비닛 시리즈

오크샤모니+메탈
월낫+메탈

친환경 COLOR
망펄+메탈

올망펄

캐비닛 전자키
(자동ㆍ반자동)는 옵션입니다

3단 올문

3단 하문

3단 오픈

ILNHC8032

ILNHC8031

ILNHC803

22067585

22067575

22067574

802×425×1160

802×425×1160

802×425×1160

백색+그레이
오크샤모니+메탈
월낫+메탈

5단 올문

5단 유리

5단 오픈

ILNHC8052

NHC805G

ILNHC805

22067587

22067580

22067578

800×410×1855

800×410×1855

800×410×1855

전자키(책장용)

일반키
책장에 사용되는 KEY는 분리
가 가능하며, 다른 키로 교체
가 가능합니다

유리키
심플한 느낌의 유리부착형
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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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단 하문

5단 옷장

ILNHC8051

ILNHC555

22067579

22071659

800×410×1855

500×410×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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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 Furnis
뉴퍼니스

Sophisticated design and comfort, you can’t give up any of them from furniture.
ILGUMTER furniture is made for the people just like you. By your choice, your office becomes fantasy space.

Mangful OX-Cherry Walnut

Acasia

Rac-ivory

New Furnis

Cabinet series

Airport

뉴퍼니스

Casa

6단 캐비닛 시리즈

로커 시리즈

다양한 아이템과 효율적인 수납기능을 강조한
수납시스템 !

선반

서류, 물품등을 보관할 수 있는 캐비넷 시리즈
는 용도와 규모에 맞는 다양한 사이즈로 제작
되어 수납 및 보관기능이 합리적입니다.

옷걸이봉

캐비닛 전자키
(자동ㆍ반자동)는 옵션입니다

일반키
책장에 사용되는 KEY는 분
리가 가능하며, 다른 키로
교체가 가능합니다

유리키
심플한 느낌의 유리부착형
키입니다.

캐비닛 전자키
손잡이 겸용
(자동ㆍ반자동)는
옵션입니다

일반키
분리가 가능하고
교체 가능합니다.

서랍

친환경 COLOR
로커1인용
망펄+메탈

로커1인용

ILSJA-500G

ILSJA-800G

500×510×1880

800×510×1880

올망펄
백색+그레이

사우나키
선반
옷걸이봉

오크샤모니+메탈
월낫+메탈

다이얼키(책장, 로커용)
6단 오픈

6단 반문

선반

6단 올문

ILNHC806(일체형)

ILNHC8061(일체형)

ILNHC8062(일체형)

22067581

22067583

22067588

800×390×2215

800×410×2215

800×410×2215

■ 로커장 내부

ILNHC8062B(상하분리형)

로커1인용(일반키)

로커2인용(일반키)

로커3인용(일반키)

22067589

ILHCW301

ILHCW602

ILHCW903

800×410×2215

22071677

22071679

22071681

300×550×1900

600×550×1900

900×550×1900

옷걸이봉

친환경 COLOR
망펄+메탈

옷걸이봉

올망펄
백색+그레이
오크샤모니+메탈
월낫+메탈

6단 반문유리

Total Office Furniture System

6단 올샤시

ILNHC806G(일체형)

ILSJA-6SO1

ILSJA-6SO3

22067582

800×410×2215

800×410×2215

800×410×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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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단 반문샤시

■ 로커장 내부
로커2인용(일반키)

로커4인용(일반키)

로커6인용(일반키)

ILHCW302

ILHCW604

ILHCW906

22071678

22071680

22071682

300×550×1900

600×550×1900

900×550×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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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 Furnis
뉴퍼니스

Sophisticated design and comfort, you can’t give up any of them from furniture.
ILGUMTER furniture is made for the people just like you. By your choice, your office becomes fantasy space.

Casa

Walnut OX-Cherry Mangful Rac-ivory Acasia

회의용테이블

Airport

Pastel

Conference

회의용탁자 시리즈
연결형 테이블은 다양한 모듈의 구성으로 공간을 효율적으로 구성할 수 있으며
용도에 따라 세미나, 교육장, 회의실등 공간에 맞게 선택하여 조립할 수 있습니다.

회의용 탁자

연결테이블(일자형)

ILNTT080

ILNTT100

ILNTT120

22067591

22067592

22067593

800×614×720

1000×614×720

1200×614×720

ILNTT140

ILNTT160

ILNTT180

22067594

22067595

22067596

1400×614×720

1600×614×720

1800×614×720

연결테이블(코너형)

ILNTT660
22071627
707×707×720

연결테이블(사각반달)

ILSJA-1400SSHTC-1
1400×700×720

연결테이블(반달)

ILSJA-1400SHTC-1
1400×700×720

친환경 COLOR
망펄+메탈

올망펄

조립형 회의테이블
백색+그레이
오크샤모니+메탈
월낫+메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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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 Furnis
뉴퍼니스

Sophisticated design and comfort, you can’t give up any of them from furniture.
ILGUMTER furniture is made for the people just like you. By your choice, your office becomes fantasy space.

Walnut OX-Cherry Mangful Rac-ivory Acasia

Pastel

Conference

Conference

Casa

회의용테이블

Airport

회의용 테이블

회의용 테이블

Table series

친환경 COLOR

용도에 따라 세미나, 교육장, 회의실
등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으며, 심플
한 디자인과 기능성으로 결합된 회의
용 테이블 시리즈는 개성있는 회의공
간을 연출합니다.

망펄+메탈

회의용탁자(사각)
올망펄
백색+그레이

ILNHR0181

ILNHR0241

22067603

22067604

1826×926×720

2426×1226×720

오크샤모니+메탈

사각형
회의용탁자(사각)

친환경 COLOR

계란형

타원형

월낫+메탈

ILNHR0321
22067605

망펄+메탈

3226×1226×720

올망펄
백색+그레이

원형 테이블

오크샤모니+메탈
월낫+메탈

회의용탁자(타원)

ILNHR0182

ILNHR0242

22067600

22067601

1826×926×720

2426×1226×720

회의용탁자

ILNHR092

ILNHR102

ILNHR122

22067597 22067598

22067599

Φ926×720

Φ1226×720

Φ1026×720

회의용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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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SJA-900C

ILSJA-1050C

ILSJA-1200C

Φ900×720

Φ1050×720

Φ1200×720

회의용탁자(사각)

회의용탁자(사각)

ILSJN-36HTA

ILSJN-48HTA

1800×900×720

2400×1200×720

OFFICE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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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UCATION
FURNITURE
Sophisticated design and comfort, you can’t give up any of them from
furniture. ILGUMTER furniture is made for the people just like you. By your
choice, your office becomes fantasy space.

E D U C AT I O N
S C H O O L
FURNITURE
급격한 변화와 왕성한 활동력을 보이는 학생들을 고려한 인체공학적
인 제품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제공합니다.

50

Total Office Furniture System

교육용가구 시리즈
학생용 사물함

52

컴퓨터책상

58

교육용가구

62

도서관가구

70

기숙사가구

72

수강용탁자 시리즈

74

서가 시리즈

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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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ucation
교육용가구

Sophisticated design and comfort, you can’t give up any of them from furniture.
ILGUMTER furniture is made for the people just like you. By your choice, your office becomes fantasy space.

교육용가구
Private Cabinet

Education

School Furniture
I교I육I용I가I구I

Sophisticated design and comfort, you can’t give up
any of them from furniture. ILGUMTER furniture is made
for the people just like you. By your choice, your office
becomes fantasy space.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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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ucation
교육용가구

Sophisticated design and comfort, you can’t give up any of them from furniture.
ILGUMTER furniture is made for the people just like you. By your choice, your office becomes fantasy space.

교육용가구

매립형 손잡이

내부 모습

Private Cabinet

스마트 손잡이

모던하고 편안한 느낌의 내추럴 소재와 다양한 칼라로 제작된 사물함은

Personal cabinet

개인물품 및 학습자료의 보관이 편리하며 우수한 내구성과 잠금장치로
안전한 보관이 가능합니다.

Classroom Furniture / 사물함 시리즈
내구성과 기능성에서 앞서가는 사물함 시리즈
•학생용 사물함은 목재 소재로 견고하며 내구성이 뛰어납니다.
•상판의 심플한 엣지는 안전하고 부드러운 이미지를 제공합니다.
•미려하게 제작된 손잡이는 학생들의 안전성을 고려하였습니다.
•하부구조물 밑면에 조절발을 설치하여 제품의 수평조절이 가능합니다.
Blue

Yellow Green

Yellow OX-Cherry Mangful

Rek Ivory

학생용 사물함

2인용 사물함(스마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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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용 사물함(스마트)

6인용 사물함(스마트)

ILSJA-102SM

ILSJA-104SM

ILSJA-106SM

400×450×800

800×450×800

1200×450×800

2인용 사물함(자물쇠)

4인용 사물함(자물쇠)

2인용 사물함(자물쇠)

ILSJA-92SM

ILSJA-94SM

ILSJA-96SM

400×450×800

800×450×800

1200×45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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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ucation
교육용가구

Sophisticated design and comfort, you can’t give up any of them from furniture.
ILGUMTER furniture is made for the people just like you. By your choice, your office becomes fantasy space.

교육용가구

경첩

선반

Private Cabinet

시건장치 및 이름표

모던하고 편안한 느낌의 내추럴 소재와 다양한 칼라로 제작된 사물함은
개인물품 및 학습자료의 보관이 편리하며 우수한 내구성과 잠금장치로

Personal cabinet

안전한 보관이 가능합니다.

Classroom Furniture / 사물함 시리즈
내구성과 기능성에서 앞서가는 사물함 시리즈
•학생용 사물함은 목재 소재로 견고하며 내구성이 뛰어납니다.
•상판의 심플한 엣지는 안전하고 부드러운 이미지를 제공합니다.

스마트 손잡이

매립형 손잡이

•미려하게 제작된 손잡이는 학생들의 안전성을 고려하였습니다.
•하부구조물 밑면에 조절발을 설치하여 제품의 수평조절이 가능합니다.
Blue

학생용 사물함

사물함 3인용

Yellow OX-Cherry Mangful

사물함 6인용

사물함 9인용

ILSJA-106SM1

ILSJA-109SM

400×450×1100

800×450×1100

1200×450×1100

사물함 6인용

3인용 사물함(자물쇠)

6인용 사물함(자물쇠)

ILSJA-113SM

ILSJA-116SM

400×450×1700

800×450×1700

사물함 9인용

ILSJA-93SM

ILSJA-96SM1

ILSJA-99SM

400×450×1100

800×450×1100

1200×450×1100

학생용사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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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k Ivory

학생용 사물함

ILSJA-103SM

사물함 3인용

Yellow Green

학생용사물함

ILSJA-03SMH

ILSJA-06SMH

400×450×1903

782×450×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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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ucation
교육용가구

Sophisticated design and comfort, you can’t give up any of them from furniture.
ILGUMTER furniture is made for the people just like you. By your choice, your office becomes fantasy space.

교육용가구

실용성에 중점을 둔 컴퓨터책상 시리즈
는 다양한 디자인의 제품으로 선택의 폭
이 크며 공간활용도가 높아 편리하게 사
용할 수 있습니다.

ComputerTable

LCD 반매립형 책상

테스크형 책상

Computer table

Classroom Furniture / 컴퓨터책상

교사용 컴퓨터책상 시리즈
미려한 디자인과 기능성을 조화시킨 컴퓨터책상 시리즈는 공간
효율성이 뛰어나며 다양한 수업프로그램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제
작되어 최적의 교육환경을 제공합니다.
Blue

Yellow Green

Yellow OX-Cherry Mangful

Rek Ivory

컴퓨터책상

LCD 컴퓨터책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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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컴퓨터책상

ILSJA-160CDC

ILSJA-160CDE

1600×700×720

1600×70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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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ucation
교육용가구

Sophisticated design and comfort, you can’t give up any of them from furniture.
ILGUMTER furniture is made for the people just like you. By your choice, your office becomes fantasy space.

교육용가구

Classroom Furniture / 컴퓨터책상

Yellow Green

Yellow OX-Cherry Mangful

ComputerTable

Computer table

Blue

Rek Ivory

데스크
컴퓨터 책상

컴퓨터책상 시리즈
실용성에 중점을 둔 컴퓨터책상 시리즈는 다양한 디자인의 제품으로
선택의 폭이 크며 미려한 디자인과 기능성을 강조한 제품으로 공간 효율성
이 뛰어나 최적의 학습공간을 만들어 드립니다.

데스크 컴퓨터책상

데스크 컴퓨터책상

ILSJA-900CDE

ILSJA-1700CDE

900×700×720

1700×700×720

LCD 컴퓨터
책상(반매립)

LCD 컴퓨터책상

연결형 컴퓨터책상
공간 레이아웃이 자유로워 용도에따라 다양하게 구성 할 수 있습니다.
(공공장소, PC방, 도서관 검색대 등 )

LCD 컴퓨터책상

ILSJA-900CDC

ILSJA-17002CDC

900×700×720

1700×700×720

데스크
컴퓨터 책상

데스크 컴퓨터책상

데스크 컴퓨터책상

ILSJA-1202CDE

ILSJA-1201CDE

1200×600×720

1200×600×720

데스크 컴퓨터
책상(연결형)

데스크 컴퓨터책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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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컴퓨터책상

ILSJA-800CDE

ILSJA-8001CDE

800×600×1200

800×600×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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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ucation
교육용가구

Sophisticated design and comfort, you can’t give up any of them from furniture.
ILGUMTER furniture is made for the people just like you. By your choice, your office becomes fantasy space.

교육용가구

우수한 내구성과 기능성을 강조한 각종 비품은 교육환경 개선을 우선으로

Education

하여 선생님들에게 최적의 교육환경을 제공합니다.

Lecture Desk

Classroom Furniture / 교사용책상

교사용 탁자

다양한 기능성과 실용성을 겸비한 공간절약형 교탁으로서
선생님의 프라이버시 보호는 물론 수업준비와 진행이 편리한 최적의
업무환경을 제공합니다.

교사용 탁자
시건장치 및 손잡이

하부선반

LCD매립형

교사용 탁자

ILSJ-1000GTA

ILSJ-1200GTA

ILSJ-800GT

ILSJ-1000GT

1000×500×950

1200×500×950

800×500×1050

1000×500×1050

출석부함

출석부함

ILSJA-800CS

1200×350×1800

800×350×1800

출석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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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부함

ILSJA-1200CS

출석부함

출석부함

ILSJA-1600CS

ILSJA-8001CS

ILSJA-8002CS

1600×350×1800

800×350×1800

800×350×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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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ucation
교육용가구

Sophisticated design and comfort, you can’t give up any of them from furniture.
ILGUMTER furniture is made for the people just like you. By your choice, your office becomes fantasy space.

교육용가구

화분대 / TV대

신발장

신발장

신발장

신발장

ILSJA-016SBG

ILSJA-012SBG

ILSJA-008SBG

1090×350×1100

822×350×1100

554×350×1100

화분대(양면)

ILSJA-1200TVC

1200×700×1000

1200×450×950

ILSJA-1200TV

1200×350×1000

1200×450×1200

신발장(12인용)

ILSJA-1200SBG

ILSJA-12SBG

1200×350×1100

900×350×1600

청소도구함

청소도구함

청소도구함

ILSJA-800CLE

ILSJA-800CLA

ILSJA-800CLB

800×450×800

800×450×1200

800×410×1880

청소도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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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대

ILSJA-10001

청소도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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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대

ILSJA-10002

화분대(단면)

신발장

Education

우수한 내구성과 기능성을 강조한 청소도구함 및 신발장은 교육환경
개선을 우선으로 하여 학생들에게 최적의 교육환경을 제공합니다.

청소도구함

ILSJA-800CLD

ILSJA-800CLC

800×400×800

800×450×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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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ucation
교육용가구

Sophisticated design and comfort, you can’t give up any of them from furniture.
ILGUMTER furniture is made for the people just like you. By your choice, your office becomes fantasy space.

교육용가구

심플한 디자인의 엣지

이동이 편리한 캐스터

Education

Multlpurpose Table

학습용 조합테이블

Children Education Furniture

GREEN YELLOW

PINK

SKY BLUE

BLUE

RED

Rek Ivory

학습용 조합 테이블
공간과 학습 용도에 맞추어 다양한 레이아웃을 구성할 수 있도록 설계된 다목적 학습테이블
로서 다양한 형태의 교육 프로그램을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으며 개인의 창의성을 최대한
살릴 수 있는 최적의 교육환경을 제공합니다.

학습용탁자

ILSJA-1200A

1200×600×720

1200×600×300

ILSJA-1000SE1

ILSJA-1000A

1000×600×720

1000×600×300

ILSJA-800SE1

ILSJA-800A

800×600×720

800×600×300

학습용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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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용탁자

유아용탁자

유아용탁자

ILSJA-1400SF1

ILSJA-1200SF1

ILSJA-1400B

ILSJA-1200B

1400×600×720

1200×600×720

1400×600×300

1200×600×300

학습용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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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용탁자

ILSJA-1200SE1

유아용탁자

ILSJA-1200SGI

ILSJA-1200D

1200×600×720

1200×60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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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ucation
교육용가구

Sophisticated design and comfort, you can’t give up any of them from furniture.
ILGUMTER furniture is made for the people just like you. By your choice, your office becomes fantasy space.

교육용가구

Multlpurpose Table

Education

자연친화적 집성목(고무나무) 사용으로
산림욕하는 효과를 드립니다.

다양한 형태의 유닛으로 창의적이고 신
나는 학습환경을 조성시켜 드립니다.

원목 유아가구

Childern Education Furniture

원목유아가구
천연 고무나무 집성목 소재 사용으로 집중력을 높여주어 학습능력을 향상시키며 내추럴 컬러로
심리적 안정감 상승 및 뛰어난 내구성을 지닌 고급 원목 유아교구 시리즈입니다.

친환경고급원목소재와실용적인디자인의조화로창의적이고미래지향적인아름다운꿈이커나가는
공간을만들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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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ucation
교육용가구

Sophisticated design and comfort, you can’t give up any of them from furniture.
ILGUMTER furniture is made for the people just like you. By your choice, your office becomes fantasy space.

교육용가구

도서관 가구는 공공의 학습 공간이면서도 개인의 학습 능률을 높여 주기
위한 가구로서 다양한 소재와 미려한 디자인으로 제작되어 쾌적한 학습
공간을 제공해 줍니다.

Library

Library Furniture
도서관가구 / 열람대

Education
School Furniture

독서대 시리즈

개인학습공간을 창출하는 개인학습용 열람대
앤드리스 방식으로 공간 크기에 맞춰 계속적으로 연결 사용이 가능하며
수평조절 장치가 부착되어 더욱 편리합니다. 독서실, 전자정보실, P.C방,
일반 사무실 등에서 널리 사용이 가능합니다.

열람대 시리즈

열람대

독서대 1인용

ILSJA-15001D
800×600×1500

ILSJA-18001D
800×600×1800

독서대 2인용

ILSJA-18002D
1600×600×1800

잡지꽂이

잡지꽂이

열람대

ILSJA-24001D

ILSJA-24001A

2400×1100×720

1600×1100×720

칸막이형열람대(목재)

ILSJA-24002D

ILSJA-24002A

2400×1100×1200

1600×1100×1200

잡지꽂이

ILSJA-020JJ

ILSJA-015JJ

1200×400×1880

900×400×1880

잡지꽂이

칸막이형열람대(목재)

독서대 1인용

잡지꽂이

신문걸이대

ILSJA-800BA

ILSJ-800GG

ILDA-40

800×450×900

800×450×950

660×450×1140

ILSJA-900AA

ILSJ-600GG

900×450×1150

600×400×850

책운반기

칸막이형열람대(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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칸막이형열람대(유리)

책운반기

책운반기

ILSJA-24003D

ILSJA-24003A

ILSJA-01WB

ILSJA-02WB

2400×1100×1200

1600×1100×1200

750×480×900

750×48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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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ucation
교육용가구

Sophisticated design and comfort, you can’t give up any of them from furniture.
ILGUMTER furniture is made for the people just like you. By your choice, your office becomes fantasy space.

교육용가구

Dormitory Furniture
기숙사용가구 / 침대

Education
School Furniture

망펄

연체리

렉아이보리

Dormitory

에어포트

그레이

기숙사용 침대
(철재침대)

기숙사에 배치되는 침대는 사용 용도에 따라 1인용, 2인용 등 기숙사의 크기와 평형에 따라 자유로운 배치가 가능하며
가정과 같이 아늑한 느낌으로 편안한 휴식을 가능케 합니다.

기숙사용 침대

목재와 철재의 적절한 조화로 견고함과 미려함을 더하였으며, 돌출형 사다리로 편리성을 증대하
였습니다. 수평유지조절발 부착및 특수걸쇠형 조립구조로 되어있어 흔들림 방지와 조립 및 분해
가 용이해 편리함을 한층 증대시켰습니다.

1인용 침대

철제침대(복합형)

ILSJD-2001

ILSJD-2002

2080×1100×760

2080×1100×1910

기숙사용 침대

1인용 침대
2100×107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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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고함과 미려함을 더하였으며, 돌출형 사다리로 편리성을 증대하였
습니다. 수평유지조절발 부착및 특수걸쇠형 조립구조로 되어있어 흔
들림 방지와 조립 및 분해가 용이해 편리함을 한층 증대시켰습니다.

상두대 시리즈

2인용 침대
2100×1070×1900

병원용 상두대
610×500×1900

병원용 상두대
500×500×1900

병원용 상두대
610×500×1900

병원용 상두대
500×50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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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ucation
교육용가구

Sophisticated design and comfort, you can’t give up any of them from furniture.
ILGUMTER furniture is made for the people just like you. By your choice, your office becomes fantasy space.

교육용가구

Lecture Table

편리한 수납공간

Lecture Table

이동용 볼캐스터

상판 접이 레버

수강용 테이블

교육용가구 / 수강용탁자

에어포트

망펄

연체리

렉아이보리 그레이

실용성과 기능성을 중시한 다목적 테이블로써 적층 기능이 있어 공간의 효율적 이용이
가능하고 공간 용도에 따라 다양한 배치가 가능합니다.

수강용 테이블(가림판유)

KEW-9012

KEW-9014

KEW-9018

21890988

21890987

21890986

1200×500×720

1400×500×720

1800×500×720

가림판유

분체도장

수납선반

이동용바퀴

수강용 테이블(가림판무)

KEW-8012

KEW-8014

KEW-8018

21890985

21890984

21890983

1200×500×720

1400×500×720

1800×500×720

가림판무

분체도장

수납선반

이동용바퀴

수강용 테이블(가림판유)

KEW-1062

KEW-1064

KEW-1068

21368007

21368008

21368009

1200×500×720

1400×500×720

1800×500×720

가림판유

수강용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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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납선반

이동용바퀴

수강용 테이블(가림판무)

SJS-6501D

SJS-12001D

SJS-15001D

SJS-18001D

21602476

21602477

21602478

21602479

650×450×720

1200×450×720

1500×450×720

1800×450×720

SJS-6502D

SJS-12002D

SJS-15002D

SJS-18002D

21602480

21602481

21602482

21602483

650×600×720

1200×600×720

1500×600×720

1800×600×720

KEW-2022

KEW-2024

KEW-2028

21368763

21368764

21368765

1200×500×720

1400×500×720

1800×500×720

가림판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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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체도장

분체도장

수납선반

이동용바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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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ucation
교육용가구

Sophisticated design and comfort, you can’t give up any of them from furniture.
ILGUMTER furniture is made for the people just like you. By your choice, your office becomes fantasy space.

교육용가구
Lecture Table

Lecture Table

수강용 테이블

교육용가구 / 수강용테이블

에어포트

망펄

연체리

렉아이보리 그레이

편리한 이동성과 가변성을 지닌 수강용 테이블은 공간 활용이 용이한 접이식 기능으로 공간
활용이 용이하며 다양한 형태의 교육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신개념의 수강용테이블입니다.

수강용 테이블(가림판유)

KEW-1000

1200×600/450×720
1400×600/450×720
1800×600/450×720

1200×600/450×720
1400×600/450×720
1800×600/450×720

수강용 테이블(가림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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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용 테이블(가림판무)

KEW-106

KEW-106

1200×600/450×720
1400×600/450×720
1800×600/450×720

1200×600/450×720
1400×600/450×720
1800×600/450×720

수강용 테이블(가림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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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용 테이블(가림판무)

KEW-1000

수강용 테이블(가림판무)

KEW-208

KEW-208

1200×600/450×720
1400×600/450×720
1800×600/450×720

1200×600/450×720
1400×600/450×720
1800×600/45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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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ucation
교육용가구

Sophisticated design and comfort, you can’t give up any of them from furniture.
ILGUMTER furniture is made for the people just like you. By your choice, your office becomes fantasy space.

교육용가구

교육용가구 / 수강용테이블

Lecture Table

Lecture Table

편리한 이동성과 가변성을 지닌 수강용 테이블은 공간 활용이
용이한 접이식 기능으로 공간활용이 용이하며 다양한 형태의
교육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신개념의 수강용테이블입니다.

강연대 시리즈
에어포트

망펄

연체리

렉아이보리 그레이

수강용 테이블

(후면)
강연대(2단)

KEW-3001
600×500×1100
수강용 테이블(가림판유)

KEW-108

KEW-108

1200×600/450×720
1400×600/450×720
1800×600/450×720

1200×600/450×720
1400×600/450×720
1800×600/450×720

각도조절 테이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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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용 테이블(가림판유·무)

KWF-300

KEW-406

1200×600/450×720
1400×600/450×720
1800×600/450×720

1200×600/450×720
1400×600/450×720
1800×600/450×720

강의용 테이블(고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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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용 테이블(가림판무)

강연대(1단)

(후면)

KEW-4001
600×500×1100

강의용 테이블(고정식)

KEW-708

KEW-608

1200×600/450×720
1400×600/450×720
1800×600/450×720

1200×600/450×720
1400×600/450×720
1800×600/45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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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ucation
교육용가구

Sophisticated design and comfort, you can’t give up any of them from furniture.
ILGUMTER furniture is made for the people just like you. By your choice, your office becomes fantasy space.

교육용가구
Bookshelf

Steel BookShelf

Dining Table

서가는 스틸선반의 견고함으로 내구성이 우수하며, 목재측판이 연마다 고정되어 더욱 견고하고
앤드리드 방식으로 사용상의 효율성과 함께 경제성까지 제공합니다.

책선반 시리즈

식탁테이블 시리즈

간결하고 미려한 디자인으로 제작된 식탁시리즈는 스틸프레임을 적용하여 견고하며 사용시

3단 철재서가

신체접촉부분은 상판을 포밍처리 마감하여 사용자의 안전성을 고려하였습니다.

JR단식3단(스타터)

식탁 테이블

고정식 식탁 테이블

JR단식3단(애더)

JR단식3단(엔더)

JR-2203-S

JR-2203-A

JR-2203-E

21318222

21321863

21321864

898×320×1115

870×300×1115

883×320×1115

식탁 테이블

KEWT-203

KEWT-204

KEWT-211

1200×800×720
1400×800×720
1800×800×720

1200×800×720
1400×800×720
1800×800×720

1200×800×720
1800×800×720
JR복식3단(스타터)

JR복식3단(애더)

JR복식3단(엔더)

JR-1203-S

JR-1203-A

JR-1203-E

21318224

21318225

21318226

898×510×1115

870×490×1115

883×510×1115

4단 철재서가

JR단식4단(스타터)

Total Office Furniture System

JR단식4단(엔더)

JR-2204-A

JR-2204-E

21742343

21742344

21742345

898×300×1535

870×290×1535

883×300×1535

JR복식4단(스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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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R단식4단(애더)

JR-2204-S

JR복식4단(애더)

JR복식4단(엔더)

JR-1204-S

JR-1204-A

JR-1204-E

21742339

21742340

21742341

898×510×1535

870×490×1535

883×510×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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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ucation
교육용가구

Sophisticated design and comfort, you can’t give up any of them from furniture.
ILGUMTER furniture is made for the people just like you. By your choice, your office becomes fantasy space.

교육용가구
Bookshelf

Steel Bookshelf

서가는 스틸선반의 견고함으로 내구성이 우수하며, 목재측판이 연마다 고정되어 더욱
견고하고 앤드리드 방식으로 사용상의 효율성과 함께 경제성까지 제공합니다.

5단/6단 철재서가

7단 철재서가

JR단식5단(스타터)

JR단식5단(애더)

JR단식5단(엔더)

ILJR-2205-S

JR-2205-A

JR-2205-E

21742347

21742348

21742349

898×300×1835

870×290×1835

883×300×1835
JR단식7단(스타터)

JR복식5단(스타터)

JR복식5단(애더)

JR복식5단(엔더)

JR-1205-S

JR-1205-A

JR-1205-E

21318217

21318218

21322313

898×510×1835

870×490×1835

883×510×1835

JR단식7단(애더)

JR-2207-A

JR-2207-E

21742351

21742352

21742353

898×300×2415

870×290×2415

883×300×2415

JR복식7단(스타터)

JR단식6단(스타터)

JR단식6단(애더)

JR단식7단(엔더)

JR-2207-S

JR복식7단(애더)

JR복식7단(엔더)

JR-1207-S

JR-1207-A

JR-1207-E

21742335

21742336

21742337

898×510×2415

870×490×2415

883×510×2415

JR단식6단(엔더)

JR-2206-S

JR-2206-A

JR-2206-E

21321870

21321871

21321873

898×320×2115

870×300×2115

883×320×2115

3/4단 서가

JR복식6단(스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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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R복식6단(애더)

JR복식6단(엔더)

JR-1206-S

JR-1206-A

JR-1206-E

KR단식3단(스타터)

KR-2103-S

KR-1103-S

KR-2104-S

KR-1104-S

21318219

21318220

21322314

21318221

21318223

21742342

21742338

898×510×2115

870×490×2115

883×510×2115

911×320×1115

911×510×1115

911×300×1535

911×510×1535

KR복식3단(스타터)

KR단식4단(스타터)

KR복식4단(스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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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ucation
교육용가구

Sophisticated design and comfort, you can’t give up any of them from furniture.
ILGUMTER furniture is made for the people just like you. By your choice, your office becomes fantasy space.

교육용가구

목재로 제작되어 미려함을 더하는 목재 책장시리즈는 고급 목재의 자연스러운
색감과 질감으로 차분하고 안정적인 도서실 환경을 제공합니다.

Bookshelf

Wood BookShelf
5단 /6단 서가

목재서가

KR단식5단(스타터)

KR-1105-S

21742346

21318228

911×300×1835

911×510×1835

KR단식6단(스타터)

책장

KR복식5단(스타터)

KR-2105-S

책장

DA-172

DA-171

22079315

22079316

916×440×1200

916×440×1500

KR복식6단(스타터)
책장

책장

KR-2106-S

KR-1106-S

21318227

21318229

DA-170

DA-158

911×320×2115

911×510×2115

22079317

21603165

916×440×1800

916×440×2100

7단 서가

목재서가

책장
KR단식7단(스타터)

KR-2107-S

KR-1107-S

21742350

21742334

911×300×2415

911×510×2415

SR복식7단2연서가

SR-7007
21321875
1810×440×2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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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복식7단(스타터)

책장

DA-90

DA-89

21581982

21581983

1800×440×1200

1800×440×1500

책장

책장

DA-88

DA-87

21581984

21581985

1800×440×1800

1800×440×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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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FICE
FURNITURE
Sophisticated design and comfort, you can’t give up any of them from
furniture. ILGUMTER furniture is made for the people just like you. By your
choice, your office becomes fantasy space.

O F F I C E
FURNITURE
차별화된 디자인을 통해 새로운 제품 가치를 추구함으로써 차별화된
공간을 지향하여 편안하면서도 역동적인 사무공간을 창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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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A가구 시리즈
까사유로 시리즈

88

프레지던트 시리즈

92

마스타 & 탑형책상

96

레이아웃 사례

100

OFFICE SYSTEM

87

OA Series
사무용가구

Sophisticated design and comfort, you can’t give up any of them from furniture.
ILGUMTER furniture is made for the people just like you. By your choice, your office becomes fantasy space.

중역책상
CASA URO

■ CASA URO Desk Feature

까사유로 책상

CASA URO FURNITURE
Executive desk system

열정적인 당신의 비지니스를 표현한 까사 유로책상 시리즈
공간 미학을 살려주는 독특한 색감의 중역용가구로서 유로풍의
유니크한 디자인과 고급소재, 칼라매치가 돋보이는 제품입니다.

편리성을 강조한 디자인

감각적인 유로피안 칼라

모서리의 고광택 특수도장 마감

부채모양의 모던디자인

Executive desk series

고급스럽고 부드러운 분위기를 연출하는 세련된 칼라와 심플한 디
자인에서 배어나는 여유로움!
단순한 업무수행에서 벗어나 보다 자유롭고 창조적인 공간 창
출을 지향합니다.
까사 (Ca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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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포트 (Air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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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A Series
사무용가구

Sophisticated design and comfort, you can’t give up any of them from furniture.
ILGUMTER furniture is made for the people just like you. By your choice, your office becomes fantasy space.

중역책상

까사 (Casa)

CASA URO

Casa Uro

에어포트 (Airport)

까사유로 책상

캐비닛 시리즈

Executive desk series
열정적인 당신의 비지니스를 표현한
까사 유로책상 시리즈
공간 미학을 살려주는 독특한 색감의 중
역용가구로서 유럽풍의 유니크한 디자인
과 고급소재, 칼라매치가 돋보이는 제품
입니다.

까사 유로 책상

책장

캐비닛

책장

책장

책장

ILSJU-1900HD

ILSJU-6SAM

ILSJN-5AM

ILSJU-5SHM

ILSJU-5SAM

ILSJN-5GM

1900×1000×730

500×410×1880

800×410×1880

800×410×1880

800×410×1880

800×410×1880

책장(크레덴쟈 상부장)

ILSJU-66SET
1800×480×1160

보조책상

이동식서랍(3단)

ILSJU-1200SDS

ILSJU-4203MS

1200×460×730

423×570×591
책장(크레덴자)
이동식서랍(2단)

ILSJU-4202MS
423×570×591

로커

로커

ILSJU-6SET

ILSJN-7AM

ILSJU-7SAM

1800×480×740

500×410×1880

500×410×1880

회의용탁자

ILSJU-1800HT
1800×100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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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접탁자

전화대

ILSJU-1800T

ILSJU-500G

1800×700×450

500×700×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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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A Series
사무용가구

Sophisticated design and comfort, you can’t give up any of them from furniture.
ILGUMTER furniture is made for the people just like you. By your choice, your office becomes fantasy space.

블랙 (Black)

President

월낫 (Walnut)

중역책상

자연의 편안함과 공간 효율성을 조화시킨 프레지던
트 시리즈는 중후함과 절제된 디자인, 편안함을 연출
하는 고품격 사무가구입니다.

연체리 (OX-Cherry)

President
Furniture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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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A Series
사무용가구

Sophisticated design and comfort, you can’t give up any of them from furniture.
ILGUMTER furniture is made for the people just like you. By your choice, your office becomes fantasy space.

중역책상

월낫 (Walnut)

블랙 (Black)

연체리 (OX-Cherry)

President

President

책상 시리즈

캐비닛 시리즈

Executive desk series
중후하면서도 차분한 월낫 칼라와
세련된 디자인이 조화를 이루며 귀
하의 품격을 더욱 돋보이게 해드립
니다.

프레지던트책상 (회의용탁자 겸용)

ILSJP-1260SDS

1960×900×730

1260×480×675

Total Office Furniture System

캐비닛(올문)

책장(하문)

책장(유리문)

옷장

ILSJP-5HM

ILSJP-5GM

ILSJN-5OP

ILSJP-7AM

800×410×1880

800×410×1880

800×410×1880

800×390×1880

500×410×1880

이동서랍3단(프레지던트)

ILSJP-4204SS

ILSJP-4203SS

ILSJT-1500T

ILSJT-500G

423×570×576

423×570×576

1500×600×450

500×700×450

책장(크레덴자)

책장(개방형)

ILSJP-5AM

이동서랍4단(프레지던트)

책장(크레덴쟈 상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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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책상

ILSJP-19601D

응접탁자

캐비닛(올문)

회의용탁자

ILSJP-66SET

ILSJP-6SET

ILSJP-2160HT

1800×480×1160

1800×480×740

2160×90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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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A Series
사무용가구

Sophisticated design and comfort, you can’t give up any of them from furniture.
ILGUMTER furniture is made for the people just like you. By your choice, your office becomes fantasy space.

Airport

Mangful OX-Cherry Walnut

Acasia

탑형책상

Casa

Pastel

Master & Top

Master &Top series
21C 세계적 트랜드를 지향하는 에어포트 탑형시리즈 부드럽고 은은한 칼라, 간결한 디자인으로 고급스러우면서도
깨끗한 사무환경을 제공합니다.

책상 / 마스타

ILSJT-4003SS

1800×800×720

1200×420×675

403×520×580

책상 / 탑형

ILSJT-1200D

ILSJT-1400D

1200×800×720

1400×800×720

책상 / 탑형

Total Office Furniture System

이동서랍(사출)

ILSJT-1200SDS

책상 / 탑형

96

보조책상 / 사이드

ILSJT-1800MD

책상 / 탑형

ILSJT-1600D

ILSJT-1800D

1600×800×720

1800×80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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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A Series
사무용가구

Sophisticated design and comfort, you can’t give up any of them from furniture.
ILGUMTER furniture is made for the people just like you. By your choice, your office becomes fantasy space.

Airport

Mangful OX-Cherry Walnut

Acasia

탑형책상

Casa

Pastel

Master & Top

심플하고 간결한 디자인의 사무용가구 탑형 시리즈 사무실의 구조와 업무여건에 알맞는 다양한 규격으로 제작, 보다 기능적이고 효율적인
사무환경을 창조합니다.

Top Desk

탑형책상 시리즈

탑 시리즈

Master & Top series

21C 세계적 트랜드를 지향하는 에어
포트 탑형시리즈!
부드럽고 은은한 칼라, 간결한 디자
인으로 고급스러우면서도 깨끗한 사
무환경을 제공합니다.
친환경 COLOR

책상 / 마스타

보조책상 / 사이드

ILSJT-1800MD

ILSJT-1200SDS

1800×800×720

1200×420×675

이동서랍(사출)
망펄+메탈

ILSJT-4003SS
403×520×580
독립형 U형테이블

올망펄

ILSJT-1200UTB
1200×600×720

백색+그레이
오크샤모니+메탈
월낫+메탈

회의용탁자
보조화일

책상 / 탑형

ILSJT-2SF

ILSJT-1600D

420×800×720

1600×800×720

책상 / 탑형

ILSJT-1800HT

ILSJT-2100HT

1800×900×730

2100×900×730

본체박스

ILSJT-1400D

ILSJT-250S

1400×800×720

250×350×500
오각코너형

ILSJT-12005TB
1200×1200×720

책상 / 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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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식서랍 사출(3단)

ILNHD1012L/R

ILNHD1014L/R

ILHD303A

22067374

22067375

22703284

1200×703×720

1400×703×720

423×565×595

ILNHD1016L/R

ILNHD1018L/R

22067376

22067377

1600×703×720

1800×703×720

U형 탁자(연결형)

회의용탁자

ILSJN-1200UTA

ILSJA-900C

ILSJA-1050C

ILSJA-1200C

1200×600×720

Ø900×720

Ø1050×720

Ø120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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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A Series
사무용가구

Sophisticated design and comfort, you can’t give up any of them from furniture.
ILGUMTER furniture is made for the people just like you. By your choice, your office becomes fantasy space.

복합 소재의 효율적인 사용을 통해 디자인과
레이아웃

내구성을 겸비한 데스크 시리즈는 충분한 면적과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할 수 있도록 꾸며진 다양한 형태의
사무실의 레이아웃입니다.

Lay Out

Office Layout

관리, 일반업무
Type 1 대기업, 관공서등 폭넓게 사용
되는 형태로 개인과 팀의 조화를 고려
한 워크스테이션 입니다.

독립된 모듈에 커넥터 및 익스텐션, 수납장을
추가한 구성으로 개인 업무외 서류 결재, 접객
등을 고려한 워크스테이션 입니다.

Type 2 파티션으로 개인 프라이버시
를 보호하면서 팀웍간의 커뮤니케이
션을 고려한 레이아웃입니다.

Type 1

Type2

UNIT

SIZE(WㆍDㆍH)

Q’TY

UNIT

SIZE(WㆍDㆍH)

Q’TY

오각코너

1200×1200×720

2

L형책상(R/L)

1600×1200×720

2

일자형책상

1200×700×720

4

U형테이블

1200×600×720

2

U형테이블

1200×600×720

1

사이드장

600×470×720

2

423×570×576

4

이동서랍

423×570×576

2

이동서랍

금융, 통신판매 / 기획, 연구, 개발
Type 1 고객과 상담 및 대화를 효율
적으로 할수있도록 고려한 워크스테
이션 입니다.

팀장, 관리자

Type 2 개인별, 팀별의 업무 집중도
및 프라이버시를 고려한 워크스테이
션 입니다.

UNIT

SIZE(WㆍDㆍH)

Q’TY

L형책상(R)

1600×1200×720

1

U형테이블

1200×600×720

1

사이드장(올문형)

600×470×720

1

이동서랍

423×570×576

1

UNIT

SIZE(WㆍDㆍH)

Q’TY

일자형책상

1200×700×720

1

일자형책상

1400×700×720

1

오각코너

1200×1200×720

1

보조책상

420×7000×720

1

이동서랍

423×570×576

1

UNIT

SIZE(WㆍDㆍH)

Q’TY

L형책상(L)

1600×1200×720

1

사이드장

600×470×720

1

피넛츠테이블

1000×700×720
423×570×576

이동서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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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1

Type2

UNIT

SIZE(WㆍDㆍH)

Q’TY

UNIT

SIZE(WㆍDㆍH)

Q’TY

일자형책상

1200×700×720

6

L형책상(R/L)

1600×1200×720

4

이동서랍

423×570×576

6

U형테이블

1200×600×720

2

사이드장

600×470×720

4

이동서랍

423×570×576

4

컨설팅, 벤처기업
Type 1 소규모 사무실에 적합한 구성
으로써 팀웍간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고려한 워크스테이션이며, 각 개인의
독립성을 유지하도록“ ┓”
자로 구성
한 워크스테이션입니다.
Type 2 전문적인 업무와 개인공간을
폭넓게 사용되는 형태로 업무집중도
와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을 고려한 워
크스테이션입니다.

Type 1

Type2

UNIT

SIZE(WㆍDㆍH)

Q’TY

UNIT

SIZE(WㆍDㆍH)

1

L형책상(R/L)

1600×1200×720

4

오각코너

1200×1200×720

4

1

사이드장

600×470×720

4

일자형책상

1200×700×720

8

보조책상

420×7000×720

4

이동서랍

423×570×576

8

이동서랍

423×570×576

4

Q’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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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ynamic Lay-out

PARTITION
system

Sophisticated design and comfort, you can’t give up any of them from
furniture. ILGUMTER furniture is made for the people just like you. By your
choice, your office becomes fantasy space.

PA R T I T I O N
S Y S T E M
사무실내 업무의 효율성에 따른 조립과 구성이 편리하며, 다양한 소재
와 규격으로 설계되어 쾌적한 근무환경, 독립된 공간으로 업무능률을
향상시킬 수 있는 최고의 시스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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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티션 시리즈
RP 65T 시리즈

104

EP45T 시리즈

114

Screen/Color

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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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ition
파티션

Sophisticated design and comfort, you can’t give up any of them from furniture.
ILGUMTER furniture is made for the people just like you. By your choice, your office becomes fantasy space.

뛰어난 내구성, 간편한 조립 및 해체, 모듈화된 워크스테이션
파티션

하니콤을 기반으로 하는 블록 타입의 패널시스템으로서 내구성이 뛰어나며
다양한 비즈니스 환경이 요구하는 모듈화된 워크스테이션의 제공이 가능한 패널 시스템

Partition system

Partition

RP 65T

사무환경에 맞는 다양한 구성의 시스템으로 새로운 공간을 연출합니다.

Education

School Furniture
I교I육I용I가I구I

Sophisticated design and comfort, you can’t give up
any of them from furniture. SEJIN OA furniture is made
for the people just like you. By your choice, your office
becomes fantasy space.

104

Total Office Furniture System

OFFICE SYSTEM

105

Partition
파티션

Sophisticated design and comfort, you can’t give up any of them from furniture.
ILGUMTER furniture is made for the people just like you. By your choice, your office becomes fantasy space.

파티션
Partition

RP

65T

65T 패널구조

65T 패널조립

Partition system
1

뛰어난 내구성, 간편한 조립 및 해체,
모듈화된 워크스테이션
하니콤을 기반으로 하는 블록 타입의 패널시스템으
로서 내구성이 뛰어나며 다양한 비즈니스 환경이 요
구하는 모듈화된 워크스테이션의 제공이 가능한 패

간편한 조립 및 해체

널 시스템

별도의 조립 및 해체 전용 공구 없이 패널 상단의 조립 전용 클램프와 하단의 90도 회전 연결 커넥터를 이용하여 1명의 작업자만으로도 조립 및 해

패널의 재질

체가 가능하여 신규 설치 및 조직 변경에 따른 이전 설치시 작업시간과 비용을 단축하여 경제성을 높여줍니다.

철재로 마감된 패널은 자석을 이용하여 메
모판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2

3

4

하나콤 위에 철재나 목재로 마감한 블록 타입을 채택하여 구조적 안정성을 증대시켰고 이를 통
해 패널의 내구성을 강화하였습니다.

65T 패널조립
1

손쉬운 수평 유지

상하 90도 회전 연결 커넥터

높이 조절발

프레임 측면 중간부에 장착되어 있는

패널 하단에 장착되어 이쓴 연결 커넥터는 90도 회전

패널 하단에 부착되어 있는 높이 조

요철형의 레벨러는 패널 조립시 서로

과 좌우 맞물림 기능을 동시에 갖추고 있어 패널 조립

절용 발굽은 고무재질로 마감되어

맞물림으로써 수평유지를 원활하게 해

시 작업을 용이하게 해주며 패널간 연결 구조의 안정

패널의 미끄러짐을 방지하고 사무

주는 동시에 패널의 직진도를 높여줍

성도 높여줍니다.

실 바닥의 수평이 고르지 않을 경우

니다.

에도 패널의 수평을 안정적으로 유
지해주는 기능을 합니다.

L형

2

T형

X형

원포스트(ONE POST) 시스템

3

하나의 포스트를 이용하여 L형, T형, X형의 패널 연결을 가능하게 하여 조립 시간을 단축해 주며 이를 통해 비용 절감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
다. 또한 높이가 다른 패널의 연결시에 가장 높은 크기의 포스트 하나로 모든 높이의 패널을 연결할 수 있는 편의성을 갖추었습니다.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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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ition
파티션

Sophisticated design and comfort, you can’t give up any of them from furniture.
ILGUMTER furniture is made for the people just like you. By your choice, your office becomes fantasy space.

파티션
Partition

RP

65T

65T 배선

65T 패널

Partition system

뛰어난 내구성, 간편한 조립 및
해체, 모듈화된 워크스테이션
하니콤을 기반으로 하는 블록 타입의 패널시스
템으로서 내구성이 뛰어나며 다양한 비즈니스
환경이 요구하는 모듈화된 워크스테이션의 제
공이 가능한 패널 시스템

안정각

선반장

일자로 여러장의 패널을 연결할 때 사용되며 높이조절 볼트가 부착되어 사무실 바닥의 수

시건 장치가 구비되어 있어 개인 수납 공간으

평이 고르지 않을 경우에 패널의 수평유지가 가능하도록 해줍니다.

로 활용할 수 있으며 가스 실린더 방식의 도어
는 개폐시에 안전성을 확보해줍니다.

배선처리 시스템
패널 프레임 내부에 충분한 배선공간을 확보하여 대용량의 배선처리가 가능합
니다. 또한 벨트타일과 베이스 커버 내부의 와이어 가이드 및 전선 덕트를 이용
하여 패널이 조립된 상태에서도 상하좌우로 배선 처리 작업을 용이하게 할 수
있습니다.

벨트타일

콘센트 + 통신 모듈러

벨트타일을 105도 열린 상태로 고정시킬 수 있어 벨트부분의

안전 인증을 통과한 3구 멀티탭과 통신

배선 작업시 수평 배선 가이드를 통해 작업을 용이하게 할 수

모듈러를 장착하여 여러 종류의 사무용

있으며 패널이 조립된 상태에서도 배선 작업이 가능하도록 해

기기 이용이 가능합니다.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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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바

오픈선반

두개의 스프링에 의한 이중 체결방식으

브라켓을 이용하여 패널에 다양한 높이

로 설치가 용이하며 설치후 견고하게 고

로 설치하여 개인 수납 공간으로 활용할

정됩니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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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ition
파티션

Sophisticated design and comfort, you can’t give up any of them from furniture.
ILGUMTER furniture is made for the people just like you. By your choice, your office becomes fantasy space.

뛰어난 내구성, 간편한 조립 및 해체, 모듈화된 워크스테이션
파티션

하니콤을 기반으로 하는 블록 타입의 패널시스템으로서 내구성이 뛰어나며 다양한 비
즈니스 환경이 요구하는 모듈화된 워크스테이션의 제공이 가능한 패널 시스템

Partition

기본형

상부유리형

H957

H1057

H1157

H1357

H1557

H1857

PBS0060

PBS0061

PBS0062

PBS0064

PBS0066

PBS0069

600

600

600

600

600

600

PBS0070

PBS0071

PBS0072

PBS0074

PBS0076

700

700

700

700

PBS0080

PBS0081

PBS0082

800

800

H1357

H1557

H1857

PBS2060

PBS2064

PBS2066

PBS2069

600

600

600

600

600

PBS0079

PBS2070

PBS2072

PBS2074

PBS2076

PBS2079

700

700

700

700

700

700

700

PBS0084

PBS0086

PBS0089

PBS2080

PBS2082

PBS2084

PBS2086

PBS2089

800

800

800

800

800

800

800

800

800

PBS0100

PBS0101

PBS0102

PBS0104

PBS0106

PBS2100

PBS2104

PBS2106

PBS2109

1000

1000

1000

PBS0109

PBS2102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PBS0120

PBS0121

PBS0122

PBS0124

PBS0126

PBS2122

PBS2124

PBS2126

1200

1200

PBS2129

1200

1200

PBS0129

PBS2120

1200

1200

1200

1200

1200

1200

1200

H1557

H1857

양면벨트+상부유리

H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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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1157
PBS2062

양면벨트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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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957

H1157

H1357

H1557

H1857

H1157

H1357

PBS1061

PBS1062

PBS1064

PBS1066

PBS1069

PBS3062

PBS3064

PBS3066

PBS3069

600

600

600

600

600

600

600

600

600

PBS1071

PBS1072

PBS1074

PBS1076

PBS1079

PBS3072

PBS3074

PBS3076

PBS3079

700

700

700

700

700

700

700

700

700

PBS1081

PBS1082

PBS1084

PBS1086

PBS1089

PBS3082

PBS3084

PBS3086

PBS3089

800

800

800

800

800

800

800

800

800

PBS1101

PBS1102

PBS1104

PBS1106

PBS1109

PBS3102

PBS3104

PBS3106

PBS3109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PBS1121

PBS1122

PBS1124

PBS1126

PBS1129

PBS3122

PBS3124

PBS3126

PBS3129

1200

1200

1200

1200

1200

1200

1200

120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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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ition
파티션

Sophisticated design and comfort, you can’t give up any of them from furniture.
ILGUMTER furniture is made for the people just like you. By your choice, your office becomes fantasy space.

파티션
Partition

RP

65T

65T 포스트

65T 패널

Partition system

뛰어난 내구성, 간편한 조립 및
해체, 모듈화된 워크스테이션
배선벨트(3구2랜)

하니콤을 기반으로 하는 블록 타입의 패널시스
템으로서 내구성이 뛰어나며 다양한 비즈니스

PBS9006L, PBS9006R

PBS9010L, PBS9010R

환경이 요구하는 모듈화된 워크스테이션의 제

600

1000

공이 가능한 패널 시스템

PBS9007L, PBS9007R

PBS9012L, PBS9012R

700

1200

PBS9008L, PBS9008R
800

포스트

마감바

PBS6000

PBS6004

PBS7000

PBS7004

957

1357

957

1357

PBS6001

PBS6006

PBS7001

PBS7006

1057

1557

1057

1557

PBS6002

PBS6009

PBS7002

PBS7009

1157

1857

1157

1857

카운터 브라켓
PBS9120

안정각
PBS9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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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선반

선반장 브라켓
PBS9170

벽고정
PBS9150

선반장

PBS8060

PBS8100

PBS3306

PBS3310

600

1000

600×360×400

1000×360×400

PBS8070

PBS8120

PBS3307

PBS3312

700

1200

700×360×400

1200×360×400

PBS8080

PBS3308

800

800×360×400

행잉상판 브라켓
PBS9110

행잉상판 보조브라켓
PBS9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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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ition
파티션

Sophisticated design and comfort, you can’t give up any of them from furniture.
ILGUMTER furniture is made for the people just like you. By your choice, your office becomes fantasy space.

탁월한 경제성, 간편한 조립 및 해체, 최적화된 공간 활용성
파티션

패널의 구조적인 안정성을 확보해 주는 45mm 두께를 채택하여 경제성을 극대화하였고
사무 공간의 효율적 활용을 가능하게 해주는 패널 시스템

Partition system

Partition

EP 45T

사무환경에 맞는 다양한 구성의 시스템으로 새로운 공간을 연출합니다.

Education

School Furniture
I교I육I용I가I구I

Sophisticated design and comfort, you can’t give up
any of them from furniture. SEJIN OA furniture is made
for the people just like you. By your choice, your office
becomes fantasy sp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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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ition
파티션

Sophisticated design and comfort, you can’t give up any of them from furniture.
ILGUMTER furniture is made for the people just like you. By your choice, your office becomes fantasy space.

Econoplan

탁월한 경제성, 간편한 조립 및 해체, 최적화된 공간 활용성
패널의 구조적인 안정성을 확보해 주는 45mm 두께를 채택하여 경제성을 극대화하였고 사무

파티션

EP 45T

공간의 효율적 활용을 가능하게 해주는 패널 시스템

Partition

45T 패널구성

45T 패널구성

간편한 조립 및 해체

패널의 재질

별도의 조립 및 해체 전용 공구 없이 패널

상부패널의 재질은 철재와 목재로 되어

상단의 조립 전용 클램프와 하단의 90도

있으며, 자석이나 압핀을 사용하여 간단

회전 연결 커넥터를 이용하여 1명의 작업

한 메모를 부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자만으로도 조립 및 해체가 가능하여 신
규 설치 및 조직 변경에 따른 이전 설치시
작업시간과 비용을 단축하여 경제성을
높여줍니다.

상하 90도 회전 연결 커넥터

오픈 선반

패널 하단에 장착되어 있는 연결 커넥터

패널 높이의 제약에 의해 책상 상부에 오

는 90도 회전과 좌우 맞물림 기능을 동시

픈 선반을 부착할 수 없는 경우에 하부에

에 갖추고 있어 패널 조립시 작업을 용이

부착할 수 있도록 하여 부족한 수납공간

하게 해주며 패널간 연결 구조의 안정성

을 확보하였습니다.

도 높여줍니다.

EP-45T

손쉬운 수평 유지

높이 조절발

프레임 측면 중간부에 장착되어 있는 요

패널 하단에 부착되어 있는 높이 조절용

철형의 레벨러는 패널 조립시 서로 맞물

발굽은 고무재질로 마감되어 패널의 미

림으로써 수평유지를 원활하게 해주는

끄러짐을 방지하고 사무실 바닥의 수평

동시에 패널의 직진도를 높여줍니다.

이 고르지 않을 경우에도 패널의 수평을
안정적으로 유지해주는 기능을 합니다.

45mm 슬림 디자인을 채택하여 사무공간 활용
도를 높이는 동시에 패널 좌우를 철재바 형태로
마감하여 구조적 안정성도 확보하였습니다.

L형

T형

X형

마감바
원포스트(ONE POST) 시스템

알루미늄 재질의 마감바에 후크(HOOK)
방식을 적용하여 탈부착이 용이합니다.

하나의 포스트를 이용하여 L형, T형, X형의 패널 연결을 가능하게 하여 조립 시간을 단축해 주며 이를 통해 비용 절감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또한
높이가 다른 패널의 연결시에 가장 높은 크기의 포스트 하나로 모든 높이의 패널을 연결할 수 있는 편의성을 갖추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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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ition
파티션

Sophisticated design and comfort, you can’t give up any of them from furniture.
ILGUMTER furniture is made for the people just like you. By your choice, your office becomes fantasy space.

Econoplan

탁월한 경제성, 간편한 조립 및 해체, 최적화된 공간 활용성
패널의 구조적인 안정성을 확보해 주는 45mm 두께를 채택하여 경제성을 극대화하

파티션

EP 45T

였고 사무 공간의 효율적 활용을 가능하게 해주는 패널 시스템

Partition

기본형 상부철재

기본형 상부목재

H1070

H1170

H1370

H1570

H1770

H1370

H1570

H1770

PBC0062

PBC0064

PBC0066

PBC0068

PBD0061

PBD0062

PBD0064

PBD0066

PBD0068

600

600

600

600

600

600

600

600

600

600

PBC0071

PBC0072

PBC0074

PBC0076

PBC0078

PBD0071

PBD0072

PBD0074

PBD0076

PBD0078

700

700

700

700

700

700

700

700

700

700

PBC0081

PBC0082

PBC0084

PBC0086

PBC0088

PBD0081

PBD0082

PBD0084

PBD0086

PBD0088

800

800

800

800

800

800

800

800

800

800

PBC0101

PBC0102

PBC0104

PBC0106

PBC0108

PBD0101

PBD0102

PBD0104

PBD0106

PBD0108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PBC0121

PBC0122

PBC0124

PBC0126

PBC0128

PBD0121

PBD0122

PBD0124

PBD0126

PBD0128

1200

1200

1200

1200

1200

1200

1200

1200

1200

1200

상부유리형
상부목재

H1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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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1170

PBC0061

상부유리형
상부철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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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1070

H1170

H1370

H1570

H1770

H1370

H1570

H1770

PBC2061

PBC2062

PBC2064

PBC2066

PBC2068

PBD2064

PBD2066

PBD2068

600

600

600

600

600

600

600

600

PBC2071

PBC2072

PBC2074

PBC2076

PBC2078

PBD2074

PBD2076

PBD2078

700

700

700

700

700

700

700

700

PBC2081

PBC2082

PBC2084

PBC2086

PBC2088

PBD2084

PBD2086

PBD2088

800

800

800

800

800

800

800

800

PBC2101

PBC2102

PBC2104

PBC2106

PBC2108

PBD2104

PBD2106

PBD2108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PBC2121

PBC2122

PBC2124

PBC2126

PBC2128

PBD2124

PBD2126

PBD2128

1200

1200

1200

1200

1200

1200

120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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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ition
파티션

Sophisticated design and comfort, you can’t give up any of them from furniture.
ILGUMTER furniture is made for the people just like you. By your choice, your office becomes fantasy space.

파티션

Partition system

Partition system

Partition

EP

SCREEN

45T

스크린 기능
사무 공간의 제약으로 인해 파티션을 설치할 수 없는 경우 간편한 방식으로 설치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한 시선 차단 효과로
업무 집중도를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자석을 이용하여 메모판으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탁월한 경제성, 간편한 조립 및
해체, 최적화된 공간 활용성
패널의 구조적인 안정성을 확보해 주는 45mm
두께를 채택하여 경제성을 극대화하였고 사무
공간의 효율적 활용을 가능하게 해주는 패널

스크린 ITEM LIST
안정각

시스템

1200×30×395

에 애너다이징 공법 처리를 통해 간결하고

SBS0016

고급스러운 마감 처리를 하였습니다.

1600×30×395

L형

오픈선반
PBC6006

PBC8060

PBC8100

1070

1570

600

1000

PBC6002

PBC6008

PBC8070

PBC8120

1170

1770

700

1200

PBC6004

PBC8080

1370

800

X형 스크린

SBS0012

견고하고 가벼운 알루미늄 재질의 프레임

PBC6001

T형 스크린

600×30×395

고급 플라스틱 사출캡과 스트립, 그리고

포스트

L형 스크린

SBS0006

간결한 마감처리

PBC9100

독립형 스크린

T형

X형

스크린 브라켓
책상 하단부위에 설치하여 단단하게 스
크린을 고정시켜 줄 수 있는 구조로 되

원포스트(ONE POST) 시스템

어 있습니다.

하나의 포스트를 이용하여 L형, T형, X형의 스크린 연결을 할 수 있습니다.

Color Collection
F-800 SERIES

카운터 브라켓
PBC9120

벽고정
PBC9150

PBC7001

PBC7006

1070

1570

PBC7002

PBC7008

1170

1770

1370

F-884

F-885

F-887

F-883

F-884A

F-885A

F-887A

F-707A

F-703

F-704A

F-701

F-701A

F-705

F-705A

F-502

F-503

F-504

F-507

F-508

F-509

F-510

F-700 SERIES

F-708

마감바

PBC7004

F-881

F-500 SERIES

행잉상판 브라켓
PBC9110

행잉상판 보조브라켓
PBC9111
F-501

※ 염색 LOT 차이로 견본 색상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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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uxuary & Comfortable

OFFICE CHAIR
system

Sophisticated design and comfort, you can’t give up any of them from
furniture. ILGUMTER furniture is made for the people just like you. By your
choice, your office becomes fantasy space.

C H A I R
S E R I E S
세련된 디자인의 사무용 의자는 다양한 소재로 섬세하게 가공하여
세련되고 현대적인 사무공간의 분위기를 한층 돋보이게 합니다.

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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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용의자 시리즈
기관장용의자 시리즈

124

사무용의자 시리즈

130

다목적의자 시리즈

146

로비의자 시리즈

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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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ecutive Chair
중역용의자

Sophisticated design and comfort, you can’t give up any of them from furniture.
ILGUMTER furniture is made for the people just like you. By your choice, your office becomes fantasy space.

중역용의자

Comodo Dyners

•생동감있는 라운드형태의 팔걸이 디자인은 품위에 걸맞는 진취적인 분위
기를 자아냅니다.

Executive Chair

Equus

실용성과 편안함을 동시에 만족시킨 인체공학적 사무의자! 최상의 안락함을 제공하는 중역
의자 시리즈는 세련된 디자인과 기능성, 견고성이 뛰어나 쾌적한 사무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업무효율을 높여 줍니다.

•니틸트(KNEE-TILT)시스템은 뒤로 기대 앉아도 무릎이 위로 들리지 않으
며 몸과 다리를 안정시켜줍니다.
•등판의 독특한 패딩은 몸이 닿는 부분을 감싸듯이 받쳐주어 편안합니다.

에쿠스 大(사무용의자)

에쿠스 中(사무용의자)

에쿠스 회의용(사무용의자)

KOFUS - 159CC

KOFUS - 023A

KOFUS - 023C

22307078

22307079

22307080

21311462

21311463

630×670×1200/1250

W630×D670×H1050/1100

W580×D620×H900

660×700×1160/1220

640×650×1140/1210

Auto

바쏘 大(사무용의자)

Total Office Furniture System

다이너스 우드 大(사무용의자)

KOFUS - 159B

Bas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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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모도 우드 大(사무용의자)

KOFUS - 159AA

ㆍ 부드러운 라운드형태의 팔걸이 디자인이 편안하면서도 고
급스러운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ㆍ 니틸트(KNEE-TILT)시스템은 뒤로 기대 앉아도 무릎이 위
로 들리지 않으며 몸과 다리를 안정시켜줍니다.
ㆍ 등판의 독특한 패딩은 몸이 닿는 부분을 감싸듯이 받쳐주어
편안합니다.
ㆍ 오발캐스터는 무거운 중량감에도 견딜 수 있는 부품으로 견
고하며, 우레탄바퀴로 소음이 없습니다.

바쏘 中(사무용의자)

오토 大(사무용의자)

오토 中(사무용의자)

KOFUS - 154A

KOFUS - 154B

KOFUS - 300A

KOFUS - 300B

21736762

22065340

22307298

22307300

W640×D600×H1150

W670×D590×H960

W660×D650×H1100/1160

W620×D650×H950/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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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ecutive Chair
중역용의자

Sophisticated design and comfort, you can’t give up any of them from furniture.
ILGUMTER furniture is made for the people just like you. By your choice, your office becomes fantasy space.

중역용의자

•사용자의 편의에 따라 높낮이 조절이 가능한 헤드레스트는 목과 머리부분에 최상의 유연
성을 제공합니다.

Cero

Executive Chair

New Cero

단계별 높낮이 조절 헤드레스트
•사용자의 편의에 따라 6단계로 높낮이 조절이 가능한 헤드레스트는

•인체의 움직임을 자연스럽게 하는 틸팅메커니즘은 사용자의 긴장감을 덜어주고 편안한
작업자세를 유지시켜 줍니다.

목과 머리부분에 최상의 유연성을 제공합니다.
•인체의 움직임을 자연스럽게 하는 틸팅메커니즘은 사용자의 긴장감
을 덜어주고 편안한 작업자세를 유지시켜 줍니다.

뉴씨에로 大

뉴씨에로 中

씨에로 大

씨에로 中

KOFUS - 180E

KOFUS - 180F

KOFUS - 180A

KOFUS - 180B

22307081

22307082

22307085

22307086

600×650×1180/1230

600×640×1030/1080

600×650×1180/1240

600×640×1030/1080

❻
❺
❹
❸
❷
❶

뉴씨에로 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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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씨에로 小

씨에로 小

씨에로 회의용

KOFUS - 180G

KOFUS - 180H

KOFUS - 180C

KOFUS - 180D

22307083

22307084

22307087

22307088

600×620×920/970

580×620×900

600×620×920/970

580×62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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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ecutive Chair
중역용의자

Sophisticated design and comfort, you can’t give up any of them from furniture.
ILGUMTER furniture is made for the people just like you. By your choice, your office becomes fantasy space.

중역용의자

•부드러운 라운드형태의 팔걸이 디자인이 편안하면서도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니틸트(KNEE-TILT)시스템은 뒤로 기대 앉아도 무릎이 위로 들리지 않으며 몸과 다리를 안정시켜줍니다.

Leader

오토리턴 시스템

실용성과 편안함을 동시에 만족시킨 인체공학적 사무의자! 최상의 안락함을

(AUTO RETURN SYSTEM)

제공하는 중역의자 시리즈는 세련된 디자인과 기능성, 견고성이 뛰어나 쾌적

중심봉에 의한 오토리턴 시스템의자는
회전복원기능이 있어 일어서면 자동으로
제위치로 돌아오는 기능입니다.

한 사무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업무효율을 높여 줍니다.

•등판의 독특한 패딩은 몸이 닿는 부분을 감싸듯이 받쳐주어 편안합니다.
•오발캐스터는 무거운 중량감에도 견딜 수 있는 부품으로 견고하며, 우레탄바퀴로 소음이 없습니다.

폴카 大(사무용의자)

폴카 中(사무용의자)

폴카 회의용(사무용의자)

KOFUS - 035C

KOFUS - 038A

KOFUS - 038B

22091133

22091134

620×670×880

600×640×1120

600×640×1020

620×690×1110

620×680×1000

리더 회의용(사무용의자)

KOFUS - 038C
오토리턴 시스템은
옵션입니다

600×640×910

Rodin

제논 大(사무용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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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더 中(사무용의자)

KOFUS - 035B

Zen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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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더 大(사무용의자)

KOFUS - 035A

제논 中(사무용의자)

제논 회의용(사무용의자)

로딘 大(사무용의자)

로딘 中(사무용의자)

KOFUS - 039A

KOFUS - 039B

KOFUS - 039C

KOFUS - 043C

KOFUS - 043D

21311474

21311475

21311476

22307089

22307090

690×710×1100/1160

690×680×920/970

690×680×870

660×680×1130/1180

660×680×950/1000

로딘 회의용(사무용의자)

KOFUS - 043E
오토리턴 시스템은
옵션입니다

22307091
660×64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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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ecutive Chair

Polka

Office Chair
사무용의자

Sophisticated design and comfort, you can’t give up any of them from furniture.
ILGUMTER furniture is made for the people just like you. By your choice, your office becomes fantasy space.

사무용의자
Office Chair

K1 chair

K1-W200L (화이트)

K1-W200M (화이트)

K1-B200L (블랙)

K1-B200M (블랙)

KOFUS - 312AW

KOFUS - 312BW

KOFUS - 312A

KOFUS - 312B

22569674

22569673

22569674

22569673

625×586×1185/1285

625×565×1014/1114

625×586×1185/1285

625×560×1014

K1 chair series
케이원 시리즈

의자의 페러다임을 바꿔줄 심플한 감각 K1 시리즈
세련된 등라인이 일체형 프레임 형태로 되어있어, 감각적인 라인을 만들
어 주며, 심플한 프레임과 더불어 고탄력 소프트 메쉬를 사용하여 한결
심플하면서도 경쾌한 느낌을 주는 의자 입니다. 또한 K1시리즈만의 럼버
써포트는 메쉬의 자연스러운 텐션을 이용하여 허리를 지지하여 인위적인
허리지지가 아닌 자연스러운 텐션지지로 한결 편안하고 자연스럽습니다.
K1-B100L (블랙)

COL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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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1-B100M (블랙)

K1-W100L (화이트)

K1-W100M (화이트)

KOFUS - 312CB

KOFUS - 312DB

KOFUS - 312C

KOFUS - 312D

22569668

22569669

22569668

22569669

668×586×1185/1285

668×565×1014/1114

668×586×1185

668×565×1014

다양한 컬러와 디자인으로 스타일리쉬한 메칭이 가능한 의자입니다. 차분한 공간에서 세련됨을 느끼고 싶다면 베이스 컬러를 블랙으로! 화사하고 톡톡튀는 감각을 느끼
고 싶다면 베이스 컬러를 화이트로! 사무공간, 회의 공간 등 다양한 곳에서 감각적인 스타일의 K시리즈를 만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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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fice Chair
사무용의자

Sophisticated design and comfort, you can’t give up any of them from furniture.
ILGUMTER furniture is made for the people just like you. By your choice, your office becomes fantasy space.

사무용의자
Office Chair

K2 chair

K2 chair series
케이투 시리즈

의자의 페러다임을 바꿔줄 심플한 감각 K2 시리즈

K2-100LW (화이트)

K2-100MW (화이트)

K2시리즈는 인체공학적인 설계로 감각적인 디자인을 추구합니다. 보다

KOFUS - 310A

KOFUS - 310B

섬세한 등판 라인은 인체의 편안함을 제공하며, 등판프레임의 프레임라

22569671

22569677

668×586×1190

668×560×1014

인과 베이스커버가 한결 모던한 디자인을 연출합니다. 또한 다양한 컬러
와 디자인으로 스타일리쉬한 매칭이 어우러져 사무공간, 회의공간등 어
느 곳에서나 잘 어울리는 제품입니다.

K2-100L (블랙)

COL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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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2-100M (블랙)

KOFUS - 310AB

KOFUS - 310B

22569671

22569677

668×586×1185/1285

668×568×1014/1114

다양한 컬러와 디자인으로 스타일리쉬한 메칭이 가능한 의자입니다. 차분한 공간에서 세련됨을 느끼고 싶다면 베이스 컬러를 블랙으로! 화사하고 톡톡튀는 감각을 느끼
고 싶다면 베이스 컬러를 화이트로! 사무공간, 회의 공간 등 다양한 곳에서 감각적인 스타일의 K시리즈를 만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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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fice Chair
사무용의자

Sophisticated design and comfort, you can’t give up any of them from furniture.
ILGUMTER furniture is made for the people just like you. By your choice, your office becomes fantasy space.

사무용의자

K Con

Office Chair

K2 chair
의자의 페러다임을 바꿔줄 심플한 감각 K2 시리즈

KCON (그레이)

K2-200LW (화이트)

K2-200MW (화이트)

K CON 시리즈의 심플한 라인을 만나보세요!

KOFUS - 310C

KOFUS - 310D

22569676

22569675

캔틸레버 타입의 K CON시리즈는 등판에서 다리까지 이어지는

625×586×1190

625×560×1014

일체형 프레임으로 한결 견고하면서도 심플합니다.

KCON (레드)

KOFUS - 311

KOFUS - 311

22569670

22569670

592×590×868

592×590×868

심플한 등판라인에 힙라인 베이스커버 처리로 심플하면서도 모
던한 디자인의 의자입니다.
K CON 시리즈가 커뮤니케이션 공간을 한결 깔끔하게 정리 할
것입니다.

KCON (그린)

K2-200LW (블랙)

COL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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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ON (블루)

KOFUS - 311

KOFUS - 311

22569670

22569670

592×590×868

592×590×868

K2-200MW (블랙)

KOFUS - 310CB

KOFUS - 310DB

22569676

22569675

625×586×1190

625×560×1014

다양한 컬러와 디자인으로 스타일리쉬한 메칭이 가능한 의자입니다. 차분한 공간에서 세련됨을 느끼고 싶다면 베이스 컬러를 블랙으로! 화사하고 톡톡튀는 감각을 느끼고
싶다면 베이스 컬러를 화이트로! 사무공간, 회의 공간 등 다양한 곳에서 감각적인 스타일의 J시리즈를 만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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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fice Chair
사무용의자

Sophisticated design and comfort, you can’t give up any of them from furniture.
ILGUMTER furniture is made for the people just like you. By your choice, your office becomes fantasy space.

사무용의자
Office Chair

Rodius
헤드레스트
목의 곡선을 고려한 인체공학적 형태의 목받침은 사
용자의 작업 형태에 따라 각도를 조절하여 목과 머
리부분에 최상의 유연성을 제공합니다.

틸딩 강도 조절
손잡이를 화살표 방향으로 당겨 시계 방향으로 회전시
키면 등면 틸딩 강도가 강해지고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
시키면 등면 틸딩강도가 약해져 사용자 체중에 맞게 등
선강도를 조절 가능합니다.

로디우스 A형 요추 大

로디우스 A형 요추 中

KOFUS - 170A

KOFUS - 170B

로디우스 B형 中

KOFUS - 170C

로디우스 B형 팔무 中

KOFUS - 170D

22009767

22307102

660×575×1000

645×575×1000

660×575×1150

650×580×1000/1050

메쉬소재
통풍성과 탄력성이 뛰어난 신소재 원단으로써 사용
자가 오래 앉아 있어도 땀이 차지 않고 피로감을 덜
어줍니다.

요추 받침대
허리곡선의 자유로운 움직임을 보호해주며 업무의
피로감을 덜어줍니다.

로디우스 A형 요추 大

로디우스 A형 요추 中

KOFUS - 170E

KOFUS - 170F

로디우스 A형 大

KOFUS - 170G

로디우스 A형 中

KOFUS - 170H

22307099

22307100

660×575×1150

650×575×1000

650×580×1150/1200

650×580×1000/1050

E1chair

E1 B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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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1 B형

E1 B형

로디우스 B형 요추 大

E1 B형 회의용

KOFUS - 170L

KOFUS - 170M

KOFUS - 170N

KOFUS - 170P

22307095

22307096

22307097

22307098

620×590×910/970

620×590×910/970

610×590×930/990

610×590×910

화이트칼라 / OPTION

로디우스 B형 요추 中

로디우스 B형 大

KOFUS - 170I

KOFUS - 170J

KOFUS - 170K

22307101

22009768

22307103

630×580×1150/1200

650×575×1000

630×580×1150/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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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fice Chair
사무용의자

Sophisticated design and comfort, you can’t give up any of them from furniture.
ILGUMTER furniture is made for the people just like you. By your choice, your office becomes fantasy space.

사무용의자

Seating

에디 大(사무용의자)

에디 中(사무용의자)

에디 小(사무용의자)

에디 회의용(사무용의자)

Mesh

씨팅메쉬 大(사무용의자)

Office Chair

Edy chair

씨팅메쉬 中(사무용의자)

씨팅 회의용(사무용의자)

KOFUS - 155A

KOFUS - 155B

KOFUS - 155C

KOFUS - 155D

KOFUS - 156K

KOFUS - 156B

KOFUS - 156C

21736763

21736764

22015661

585×600×895

600×590×1120

21738858

580×600×960

640×600×1170

640×590×990

635×530×935

600×600×990

Eve chair

씨팅메쉬 大(사무용의자)

이브(팔유)

이브(팔유)

씨팅메쉬 中(사무용의자)

씨팅메쉬 大(사무용의자)

씨팅메쉬 中(사무용의자)

KOFUS - 160A

KOFUS - 160B

KOFUS - 160C

KOFUS - 160D

610×590×1120/1250

600×600×990

22061037

22061038

610×590×1120

610×590×990

이브 회의용(팔유)

KOFUS - 600B

KOFUS - 600C

KOFUS - 600D

21709374

610×580×860/930

610×600×850

610×580×830/900

이브 회의용(팔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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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브 회의용(팔유)

이브 회의용(팔유)

KOFUS - 600E

KOFUS - 600E

KOFUS - 600E

610×600×850

610×600×850

610×60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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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fice Chair
사무용의자

Sophisticated design and comfort, you can’t give up any of them from furniture.
ILGUMTER furniture is made for the people just like you. By your choice, your office becomes fantasy space.

사무용의자

Mesh chair

Office Chair

Mesh chair
다양한 기능성과 세련미있는 디자인으로 볼륨의 슬림화를 추구하는
고기능체어로 등판은 고급 메쉬소재를 사용하여 허리를 감싸주는
듯한 편안한 느낌을 줍니다.

글로리 大(사무용의자)

글로리 中(사무용의자)

KOFUS - 062C

KOFUS - 062D

21311489

21311490

660×620×1210/1280

660×620×1030/1110

글로리 大(사무용의자)

글로리 中(사무용의자)

KOFUS - 063F

KOFUS - 063H

21311492

21311493

650×570×1100/1160

650×570×900/1000

글로리 회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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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쉬골드 大(사무용의자)

메쉬골드 中(사무용의자)

메쉬골드 회의용(사무용의자)

KOFUS - 163A

KOFUS - 163B

KOFUS - 163C

22061033

22061034

580×600×1000

610×620×1180

610×610×1100

에어메쉬 大(사무용의자)

에어메쉬 中(사무용의자)

에어메쉬 회의용(사무용의자)

KOFUS - 064B

KOFUS - 064C

KOFUS - 064D

21311495

21311496

650×570×980

650×570×1180/1230

650×570×1010/1060

리치 大(사무용의자)

리치 中(사무용의자)

리치 회의용(사무용의자)

KOFUS - 063E

KOFUS - 058A

KOFUS - 058Z

KOFUS - 058C

560×560×980

22015665

22708133

570×600×980

650×600×1170

650×600×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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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fice Chair
사무용의자

Sophisticated design and comfort, you can’t give up any of them from furniture.
ILGUMTER furniture is made for the people just like you. By your choice, your office becomes fantasy space.

사무용의자
Office Chair

Maestro

마에스트로골드 大(사무용의자)

마에스트로골드 中(사무용의자)

마에스트로골드 회의용(사무용의자)

KOFUS - 074F

KOFUS - 074G

KOFUS - 074H

21311500

21311501

630×640×980

630×640×1120/1180

630×640×990/1050

마에스트로 大(사무용의자)

마에스트로 中(사무용의자)

마에스트로 小(사무용의자)

KOFUS - 075A

KOFUS - 075B

KOFUS - 075C

마에스트로 회의용(사무용의자)

KOFUS - 075D

21311503

21311504

21311505

21311506

630×640×1120/1170

630×640×1010/1070

630×620×910/980

570×610×980

Maestro chair series
마에스트로 시리즈

실용성과 편안함을 동시에 만족시킨 인체공학적 사무의자!
최상의 안락함을 제공하는 사무용의자는 세련된 디자인과 기능성,
견고성이 뛰어나 쾌적한 사무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업무효율을 높여
줍니다.듯한 편안한 느낌을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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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마에스트로 大(사무용의자)

뉴마에스트로 中(사무용의자)

뉴마에스트로 小(사무용의자)

뉴마에스트로 회의용(사무용의자)

KOFUS - 075I

KOFUS - 075J

KOFUS - 075K

KOFUS - 075L

22101698

22101569

22101566

22101568

595×585×1150

595×585×970

595×580×910

570×61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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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fice Chair
사무용의자

Sophisticated design and comfort, you can’t give up any of them from furniture.
ILGUMTER furniture is made for the people just like you. By your choice, your office becomes fantasy space.

사무용의자

Cafri

솔로 大

솔로 中

솔로 회의용
카프리 中(사무용의자)

카프리 회의용(사무용의자)

KOFUS - 303B

KOFUS - 303C

22307302

22307303

22307304

KOFUS - 156D

KOFUS - 156E

KOFUS - 156F

600×580×1100/1170

600×580×950/1020

600×600×880

21736769

21736768

600×600×935

600×600×1130

600×600×930

Pizza

스카이 大

스카이 中(사무용의자)

스카이 회의용(사무용의자)

KOFUS - 086D

KOFUS - 086E

KOFUS - 086F

21311519

21311520

570×600×950

580×600×1150/1250

580×600×960/1060

Cobra chair

Total Office Furniture System

카프리 大(사무용의자)

KOFUS - 303A

Sky cha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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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fice Chair

Solo chair

피자 大(사무용의자)

피자 中(사무용의자)

피자 회의용(사무용의자)

KOFUS - 093E

KOFUS - 093F

KOFUS - 093G

580×600×1040/1210

21311533

21311534

580×600×940/1010

580×600×940

Cello

코브라 大(사무용의자)

코브라 中(사무용의자)

첼로 팔유(사무용의자)

첼로 팔무(사무용의자)

KOFUS - 081G

KOFUS - 081H

코브라 회의용(사무용의자)

KOFUS - 081I

KOFUS - 094C

KOFUS - 094F

KOFUS - 094G

21311516

21311517

620×620×950

21311536

21311537

21311538

650×620×1150/1200

650×620×1000/1060

620×570×860/910

500×570×860/910

575×570×860

첼로 회의용(사무용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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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ultipurpose chair
다목적의자

Sophisticated design and comfort, you can’t give up any of them from furniture.
ILGUMTER furniture is made for the people just like you. By your choice, your office becomes fantasy space.

다목적의자

Senso

매틱 회전(천, 팔유)

매틱 회전(사출, 팔유)

매틱 회전(메쉬, 팔유)

매틱 회전(천, 팔무)

KOFUS - 200A

KOFUS - 200B

KOFUS - 200C

KOFUS - 200D

21972961

21972962

620×580×840

21972964

620×580×840

620×580×840

매틱 접이식(천, 팔유)

Multipurpose

Matic

센소(패드 유)

센소(패드 무)

KOFUS - 106B

KOFUS - 106C

510×550×820/890

21972971

510×530×820

560×580×840

510×540×810

매틱 접이식(사출, 팔유)

매틱 접이식(메쉬, 팔유)

KOFUS - 201AZ

KOFUS - 201BZ

KOFUS - 201CZ

KOFUS - 201DZ

KOFUS - 106G

KOFUS - 106H

KOFUS - 106I

22544258

22541202

22541203

22544257

21972965

22015618

22307130

590×550×830

590×550×830

590×550×830

510×550×830

510×540×820

510×540×820

510×540×820

매틱 스타킹(사출, 팔유)

매틱 스타킹(천, 팔무)

매틱메쉬 스타킹(팔유)

매틱 회전(천, 팔무)

센소(패드 유)

KOFUS - 106A

매틱 수강용(천)

KOFUS - 202A

KOFUS - 202BZ

KOFUS -202C

KOFUS - 202D

590×550×830

22527261

22307127

575×700×830

510×530×830

590×550×830

센소 로라(패드 무)

센소 로라(패드 무)

센소 로라(패드 유)

센소 고정(패드 무)

센소 로라(패드 유)

KOFUS - 106D

KOFUS - 106E

21972966

22015617

510×540×820

510×540×820

인체공학적 형성과 틸팅기능으로 착좌감이 우수하며 적재와 이동이
용이한 구조로 다양한 공간에 가면적 활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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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ultipurpose chair
다목적의자

Sophisticated design and comfort, you can’t give up any of them from furniture.
ILGUMTER furniture is made for the people just like you. By your choice, your office becomes fantasy space.

Ivory

Black

Looki

작업용의자(회전)팔유,방석무

작업용의자(회전)팔무,방석무

작업용의자(고정)팔유,방석무

작업용의자(고정)팔무,방석무

KOFUS - 578A

KOFUS - 572C

KOFUS - 571A

KOFUS - 571B

22569672

22560253

22560250

22560251

550×530×790

455×530×790

550×530×810

455×530×810

Office Chair

Lecture

Green

사무용의자

Red

루키(레드)

작업용의자(캐스터)팔유,방석유

작업용의자(캐스터)팔무,방석유

작업용의자(고정)팔무,방석유

작업용의자(고정)팔무,방석무

KOFUS - 573A

KOFUS - 573C

KOFUS - 574B

KOFUS - 575B

22563648

22563650

22563652

22560255

550×505×790

455×505×790

455×505×790

455×505×790

Able

접의식의자(캐스터)팔무,방석무

KOFUS - 576D

KOFUS - 577B

KOFUS - 577C

22564427

22564429

22564430

22560967

550×505×790

455×505×790

455×505×790

455×505×790

블루

그린

루키(블랙)

KOFUS - 157A

KOFUS - 157A

21736731

21736731

21736731

21736731

430/460×510×785

430/460×510×785

430/460×510×785

430/460×510×785

Multipurpose
Chair System
레드

그린

화이트

접의식의자(고정발굽)팔무,방석유 접의식의자(고정발굽)팔무,방석무

KOFUS - 576B

그레이

루키(아이보리)

KOFUS - 157A

검정

접의식의자(캐스터/고정)팔유,방석유

루키(그린)

KOFUS - 157A

오렌지

강의용 의자 시리즈
에이블(블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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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블(그린)

에이블(레드)

에이블(화이트)

간결하고 기능적인 디자인과의 만남, 실용적인 기능을 조
화시킴으로써 다양하고 독특한 제품으로 미래지향적인 공

KOFUS - 560

KOFUS - 560

KOFUS - 560

KOFUS - 560

22332754

22332754

22332754

22332754

간을 창출하여 최적의 교육환경을 만들어 드립니다.

450×580×825

450×580×825

450×580×825

450×580×825

OFFICE SYSTEM

149

Multipurpose chair
다목적의자

Sophisticated design and comfort, you can’t give up any of them from furniture.
ILGUMTER furniture is made for the people just like you. By your choice, your office becomes fantasy space.

다목적의자

Flucky

Multipurpose

Flucky
산뜻하고 다양한 칼라감각과 인체의 부드러운 곡선을 반영한
디자인으로 사용자에게 또다른 만족을 드립니다.

플러키(로라 팔유)

플러키(고정 팔무)

플러키(로라 팔유)

KOFUS - 108FZ

KOFUS - 108G

KOFUS - 109BZ

21311546

22541201

22544256

21736663

22545620

600×570×800

490×540×800

490×540×800

490×540×800

600×540×800

플러키(고정 팔무)

플러키(고정 팔유)

플러키(회전 팔유)

플러키(회전 팔무)

KOFUS - 108Y

KOFUS - 108DD

KOFUS - 109GZ

KOFUS - 108M

KOFUS - 108J

22715453

22310900

22541204

600×550×830

500×550×830

600×540×800

500×570×800

600×540×800

플러키(스타킹 팔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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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러키(로라 팔무)

KOFUS - 108BZ

플러키(고정 팔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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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러키(로라 팔무)

KOFUS - 108A

플러키(스타킹 팔무)

플러키(회전 팔유)

플러키(회전 팔무)

바이킹3(등패드 무)

KOFUS - 108Z

KOFUS - 108MM

KOFUS - 108K

KOFUS - 108L

22708138

KOFUS - 109GG

22307128

22015620

22015621

22307129

600×540×800

500×570×800

600×550×830

500×550×830

490×540×800

OFFICE SYSTEM

151

Multipurpose chair
다목적의자

Sophisticated design and comfort, you can’t give up any of them from furniture.
ILGUMTER furniture is made for the people just like you. By your choice, your office becomes fantasy space.

다목적의자

Kana
연두

탱고(방석)

탱고(방석 무)

디아블루 접의자

Multipurpose

Tango
Diablue

회색

적색

카나Ⅱ 좌판패드무(연두)

카나Ⅱ 좌판패드무(회색)

카나Ⅱ 좌판패드무(적색)

KOFUS - 105A

KOFUS - 105B

KOFUS - DLA100

소유즈(방석)

KOFUS - 105C

KOFUS - 303

KOFUS - 303

KOFUS - 303

21311584

22073009

480×530×790

21311585

22564426

22564426

22564426

460×530×740

460×530×740

510×500×700

460×520×820

460×520×820

460×520×820

Combo

콤보(천, 팔유)

콤보(천, 팔무)

콤보(팔유)

콤보(팔무)

카나 그린(패드유)

카나 레드(패드유)

카나 그레이(패드유)

KOFUS - 104E

KOFUS - 104D

KOFUS - 104G

KOFUS - 104A

KOFUS - 552

KOFUS - 552

KOFUS - 552

21973114

21311542

W540×D570×H810

W530×D570×H810

22307323

22307323

22307323

W540×D560×H810

W530×D540×H810

470×500×790

470×500×790

470×500×790

적층이 가능하여 공간을 실용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Adonis
우레탄 발굽
(360도 회전)

아도니스 레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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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도니스 그린

아도니스 블루

아도니스 블랙

좌판 스크래치 방
지용 고무캡

카나 그린(패드무)

카나 레드(패드무)

카나 그레이(패드무)

KOFUS - 203AZ

KOFUS - 203AZ

KOFUS - 203AZ

KOFUS - 203AZ

KOFUS - 301A

KOFUS - 301A

KOFUS - 301A

22527262

22527262

22527262

22527262

22307137

22307137

22307137

450×510×790

450×510×790

450×510×790

450×510×790

470×500×790

470×500×790

470×500×7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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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ultipurpose chair
다목적의자

Sophisticated design and comfort, you can’t give up any of them from furniture.
ILGUMTER furniture is made for the people just like you. By your choice, your office becomes fantasy space.

다목적의자

Sub
Sting
Minos

다양한 업무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다목적 기
능성의자로서 간결한 디자인으로 설계되어 경제성과 실용
성을 함께 만족시켜 드립니다.

허리와 등을 단단하게 받쳐주며 최상의 착좌감 뿐만 아
니라 아름다운 라인은 어느 공간에서나 세련된 분위기를
이끌어 냅니다.

써브(팔유)
엑스Ⅱ

KOFUS - 156M
22061028

Multipurpose

X- chair

스팅

KOFUS - 119A

KOFUS - 123E

21311562

22307132

540×570×830

470×480×820

630×520×760

미노스 블랙

엑스Ⅰ

엑스Ⅰ회의용

KOFUS - 156T

KOFUS - 156V

22307131

630×520×800

미노스 (패드 유)

메트릭스 레드(패드 무)

KOFUS - 117A

KOFUS - 117D

KOFUS - 400

22058272

22058273

21973464

520×555×803

520×555×803

450×530×810

630×520×760/840

Black

Green

Orange

Green

Yellow

Gray

Yellow

Gray

Frodo
New multy

엑스Ⅰ회의용(팔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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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Ⅲ

프로도(빨강)

신멀티(검정)

신멀티(PVC)

신멀티(사출)

KOFUS- 156I

KOFUS - 156G

KOFUS - 120E

KOFUS- 118B

KOFUS- 118C

KOFUS - 118D

21738860

21738859

21311563

21311561

21736732

22307133

580×530×800

610×530×800

530×520×790

520×550×760

520×515×780

520×550×7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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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ultipurpose chair
다목적의자

Sophisticated design and comfort, you can’t give up any of them from furniture.
ILGUMTER furniture is made for the people just like you. By your choice, your office becomes fantasy space.

블랙

Wave

Multipurpose

Preo

그린

다목적의자

오렌지

실버분체 등장식

프레오(검정/좌패드)

견고한 프레임

프레오(패드 유)

프레오(패드 무)

웨이브 오렌지

웨이브 그린

웨이브 블랙

KOFUS - 112AA

KOFUS - 112AA

KOFUS - 112C

KOFUS - 536

KOFUS - 537

KOFUS - 538

22307134

22307134

21973465

22708137

22708119

420×470×800

540×560×800

540×560×800

540×560×800

420×470×800

420×470×800

Iris chair

신세대 감각의 독특한 의
자로 사용자의 편안함과
안락함은 물론 프레임 구
조의 내구성을 동시에 갖
춘 제품입니다.

프레오(패드 무)

프레오(패드 유)

프레오(검정/팔무/패드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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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로우

아이보리

오렌지

레드

블랙

아이리스(오렌지)

아이리스(레드)

아이리스(블랙)

KOFUS - 112DD

KOFUS - 112BB

KOFUS - 112E

KOFUS - 546

KOFUS - 547

KOFUS - 548

22309499

22309498

22309499

22307322

22307322

22307322

540×560×800

540×560×800

540×560×800

450X470X800

450X470X800

450X470X800

Freo
Sharpco

156

그린

Veloce

프레오 사프코(블랙)

프레오 사프코(레드)

프레오 사프코(그린)

프레오 사프코(블루)

KOFUS - 535

KOFUS - 535

KOFUS - 535

KOFUS - 535

KOFUS - 301D

KOFUS - 301D

KOFUS - 301D

KOFUS - 301D

KOFUS - 301D

22307317

22307317

22307317

22307317

22307140

22307140

22307140

22307140

22307140

525×560×800

525×560×800

525×560×800

525×560×800

530×550×780

530×550×780

530×550×780

530×550×780

530×550×780

벨로체 자주

벨로체 레드

벨로체 블루

벨로체 블랙

벨로체 옐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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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ultipurpose chair
다목적의자

Sophisticated design and comfort, you can’t give up any of them from furniture.
ILGUMTER furniture is made for the people just like you. By your choice, your office becomes fantasy space.

다목적의자

Drawing chair

리바스 WA(등우드 팔유)

리바스 WB(등우드 팔무)

리바스 SA(등사출 팔유)

Multipurpose

Rivas

리바스 SB(등사출 팔무)
제도용의자

진찰용의자 D형(오리발)

진찰용의자 D형

KOFUS - 157B

KOFUS - 157C

KOFUS - 157D

KOFUS - 157E

21973466

21973469

540×545×785

21973468

KOFUS - 126F

KOFUS -550

KOFUS -551

543×530×780

480×525×783

480×525×785

470×520×1010

380X440X770/950

22711570
380X440X700

Stool chair

유압실린더가 내장되어
부드럽게 높낮이 조절이
가능합니다.

실험실용의자

실험실용의자

스툴의자

스툴의자

Stool chair

진찰용의자 C형(Ø370)

진찰용의자(Ø370)

KOFUS - 127E

KOFUS - 127H

KOFUS - 127I

KOFUS - 127J

KOFUS - 126K

KOFUS -164F

21311568

21311569

21973470

22712855

21311586

21973471

500×500×710/790

500×500×800/880

500X500X390

500X500X390/470

370×370×510/700

Ø500X430

마츠사출 등유 로라

마츠사출 등유 고정

마츠사출 등무 로라

마츠사출 등무 고정

스툴의자

스툴의자

KOFUS - 127H-1

KOFUS - 127H-2

KOFUS - 127I-1

KOFUS - 127J-1

KOFUS -164C

KOFUS -164D

400X450X800/880

400X450X800/880

400X400X390/470

400X400X390/470

21973472

500X500X430/510

500X500X43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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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bby Chair
로비용의자

Sophisticated design and comfort, you can’t give up any of them from furniture.
ILGUMTER furniture is made for the people just like you. By your choice, your office becomes fantasy space.

로비용의자

라운지의자

KOFUS - 769A

KOFUS - 769B

1690×545×860

1680×545×860

신타공 다이캐스팅다리 팔유

라운지의자

KOFUS - 135B

KOFUS - 769C

1660×610×815

1680×470×440

로딘 3인 등유

Lobby Chair

라운지의자

평타공 다이캐스팅다리

KOFUS - 201A

KOFUS - 201B

1580×650×900

1670×515×430

병원, 강당, 세미나룸, 공공장소의 휴식 및 대기자들의 편의를 도와 주는 로비의자 시리즈는 간결한 디자인과 견고한 소재로 실용성을 중시한 경제적인 제품입니다.

라운지의자

KOFUS - 135E

KOFUS - 135FZ

21311571

22527265

1600×600×800

1600×470×420

라운지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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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운지용의자

라운지의자

KOFUS - 136F

KOFUS - 136G

21311573

21311574

1640×640×850

1640×480×420

라운지의자

라운지의자

KOFUS - 167C

KOFUS - 167D

1560×630×820

22005584
1660×630×820

라운지의자

라운지의자

KOFUS - 141C

KOFUS - 141D

21311580

21311581

1460×630×930

1460×630×420

OFFICE SYSTEM

161

Lobby Chair
로비용의자

Sophisticated design and comfort, you can’t give up any of them from furniture.
ILGUMTER furniture is made for the people just like you. By your choice, your office becomes fantasy space.

로비용의자

라운지의자

KOFUS - 142B

KOFUS - 167AZ

KOFUS - 167BZ

21311582

21311583

22529929

22527264

1500×640×810

1500×540×450

1400×450×760

1400×450×540

라운지의자

라운지의자(3인용/등유)

라운지의자(3인용/등무)

KOFUS - 137E

KOFUS- 137F

KOFUS - 103Z

KOFUS - 103X

21311575

21311576

22308511

22310907

1650/1500×600×880

1650/1500×600×420

1500X640X780

1450X480X430

라운지의자

라운지의자

라운지의자

라운지의자

KOFUS- 139A

KOFUS - 165D

KOFUS - 105 (등유)

KOFUS - 105G (등무)

1480×560×820

22005586

22015610

22015611

1550×600×430

1500×610×730

1500×500×400

라운지의자

Total Office Furniture System

라운지의자

KOFUS - 142A

라운지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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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운지의자

라운지의자

라운지의자

Lobby Chair

라운지의자

라운지의자

KOFUS - 106 (등유)

KOFUS - 106L (등무)

KOFUS - 104 (등유)

KOFUS - 104M (등무)

22015612

22015613

1500×610×730

22015615

1500×640×780

1500×500×420

1500×50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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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uxuary & Comfortable

EXECUTIVE
system

Sophisticated design and comfort, you can’t give up any of them from
furniture. ILGUMTER furniture is made for the people just like you. By your
choice, your office becomes fantasy space.

EXECUTIVE
FURNITURE
실용성과 안락함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중후한 멋...
곡선미를 살린 격조높은 디자인과 내구성을 겸비한 중역용가구시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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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역용가구 시리즈
중역용책상 시리즈

166

중역용캐비닛 시리즈

170

회의용탁자 시리즈

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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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ecutive
중역용가구

Sophisticated design and comfort, you can’t give up any of them from furniture.
ILGUMTER furniture is made for the people just like you. By your choice, your office becomes fantasy space.

중역용

중역용 월낫 책상 시리즈
Executive

Discover the new possibility of office interior design & furnitures...
Let us help you bring comfort and satisfaction to your office space.
Be it new construction or remodel, we know how to enrich your office with elegance.

WALNUT 160
월낫 160 시리즈

WND-160 [ 중역용책상 ]

WD-0410
1200×800×750(-자형)
WND-160 [ 중역용책상 ]

WD-3510
간결한 디자인의 현대적인 품격에 미래지향적인 개방성의 조화를 바탕으
로 신선함을 더해주는 Executive가구입니다.

1400×800×750(-자형)
WND-160 [ 중역용책상 ]

WND-160 [ 중역용책상 ]

WD-0810
1800×800×750(-자형)
WND-160 [ 중역용책상 ]

WD-5810
1800×900×750(라운드형)
WND-160 [ 사이드 책상 ]

WD-5610

WD-8600

1600×800×750(-자형)

1000×450×750
WND-2003 [ 이동서랍 ]

WD-7800
420×580×600

WALNUT 400
월낫 400 시리즈

WND-400 [ 중역용책상 ]

WD-5620

현대적 감각의 유러피한 스타일로 제작된 EXECUTIVE가구로서 미래 지
향적인 꿈과 희망을 리드하는 귀하의 특별한 만족감을 선사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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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ND-4120 [ 사이드 책상 ]

WD-5510

1800×900×750

1100×450×750

WND-400 [ 중역용책상 ]

WND-2003 [ 이동서랍 ]

WD-5820

WD-7800

2000×1000×750

420×58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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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ecutive
중역용가구

Sophisticated design and comfort, you can’t give up any of them from furniture.
ILGUMTER furniture is made for the people just like you. By your choice, your office becomes fantasy space.

중역용
Executive

WALNUT 900

WALNUT 890

월낫 900 시리즈

WND-900 [ 중역용책상 ]

WND-900 [ 중역용책상 ]

WND -890 [ 중역용책상 ]

WD-8020

WD-5320

WD-0460

1600×850×750(-자형)

2000×1000×750(라운드형)

2000×1000×750

WND-900 [ 중역용책상 ]

WD-0220
현대적 감각의 유러피한 스타일로 제작된 EXECUTIVE가구로서 미래 지향적
인 꿈과 희망을 리드하는 귀하의 특별한 만족감을 선사할 것입니다.

월낫 890 시리즈

1800×850×750(-자형)
WND-900 [ 중역용책상 ]

WND-9120 [ 사이드 책상 ]

WD-0610
1000×500×750
WND-2003 [ 이동서랍 ]

WD-5220

WD-7800

1800×950×750(라운드형)

420×580×600

세련되면서도 부드러운 분위기를 만드는 월낫 890시리즈는 자연의 품격에
현대적 감각을 가미한 중역용 시리즈로서 고전미 넘치는 중후함속에서도
실용성과 경제성을 갖춘 최적의 사무가구입니다.

WALNUT 600

WALNUT 110

월낫 600 시리즈

WND-600 [ 중역용책상 ]

간결한 디자인의 현대적인 품격에 미래지향적인 개방성의 조화를 바탕으
로 신선함을 더해주는 Executive가구입니다. Desk 상판에는 패드가 부착
되어 편리하며 중후하면서도 안정적인 Executive 분위기를 연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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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낫 110 시리즈

WND-3120 [ 사이드책상 ]

WND-110 [ 중역용책상 ]

WND-3120 [ 사이드 책상 ]

WD-5420

WD-0810

WD-5830

1800×950×750

1200×450×650

1800×950×750

WD-0810
1200×450×650

WND-600 [ 중역용책상 ]

WND-2003 [ 이동서랍 ]

WND-110 [ 중역용책상 ]

WND-2003 [ 이동서랍 ]

WD-5720

WD-7800

WD-0140

WD-7800

2000×1000×750

420×580×600

2000×1000×750

420×580×600

품위와 안정감을 중시하면서도 세련되고 간결한 이미지를 추구하는 월낫
110시리즈는 현대감각의 심플한 디자인에 어느 곳이나 잘 어울리는 월낫
칼라로 자연스럽고 편안한 사무공간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WND-110 [ 중역용책상 ]

WD-0540
2200×105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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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ecutive
중역용가구

Sophisticated design and comfort, you can’t give up any of them from furniture.
ILGUMTER furniture is made for the people just like you. By your choice, your office becomes fantasy space.

중역용

特 許 出 願
특ㆍ허ㆍ출ㆍ원

WNC-75013 [ 올문장 (선반형) ]

실버샤시

WC-2310

500×400×1985

500×400×1985

WNC-AL75005 [ 반유리장 ]

WNC-AL75005 [ 반유리장 ]

WC-0620

WC-0620

800×400×1985

800×400×1985

WNC-75003 [ 옷장 ]

WNC-75003 [ 옷장 ]

WC-0310

WC-0310

500×400×1985

500×400×1985

WNC-75013 [ 올문장 (선반형) ]

WNC-75013 [ 올문장 (선반형) ]

WC-2310

WC-2310

500×400×1985

500×400×1985
WNC-AL75005-1 [ 올유리장 ]

WNC-AL75005-1 [ 올유리장 ]

WC-5720

WC-5720
800×400×1985

800×400×1985

WNC-75003 [ 옷장 ]

WNC-75003 [ 옷장 ]

WC-0310

WC-0310

500×400×1985

500×400×1985

WNC-75013 [ 올문장 ]

WNC-75013 [ 올문장 ]

WC-2310

WC-2310

500×400×1985

500×400×1985

WNC-AL7662 [ 2단장 ]

WNC-AL7662 [ 2단장 ]

WC-0840

WC-0840

1600×400×1985
WNC-75003 [ 옷장 ]

WC-0310
500×400×1985

[ 반유리장 ]
800×400×1985

[ 사이드 보드 ]
1600×400×855

[ 반유리장 ]
800×400×1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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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드샤시

WNC-75013 [ 올문장 (선반형) ]

WC-2310

170

실버 알루미늄 샷시장

앞선 기술력으로 효율적이고 편리한 사무환
경을만들어 갑니다.
■ 높낮이 조절기능 캐비넷을 들지 않고 내부의
높낮이 조절을 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Executive

샴페인 골드샷시장

다양하고 실용성을 갖춘 장식장은 공간형태, 수납 용량 등을 고려해
제작되어 효율적이면서도 전체 인테리어에 한층 더 심플한 멋과 세
련된 감각을 느끼게 합니다.

유압실린더

■ 유압식 경첩
도어 경첩에 유압실린더가 내장되어 도
어 여닫이시 부드럽고 소음이 없으며
고급제품에만 주로 사용하는 경첩을 사
용하였습니다.

1600×400×1985
WNC-75003 [ 옷장 ]

WC-0310
500×400×1985

유압실린더

■ 유압식 경첩
도어 경첩에 유압실린더가 내장되어 도
어 여닫이시 부드럽고 소음이 없으며
고급제품에만 주로 사용하는 경첩을 사
용하였습니다.

[ 올문장 ]
500×400×1985

[ 사이드 보드 ]
1600×400×855

[ 옷장 ]
500×400×1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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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ecutive
중역용가구

Sophisticated design and comfort, you can’t give up any of them from furniture.
ILGUMTER furniture is made for the people just like you. By your choice, your office becomes fantasy space.

중역용

WALNUT 103 TABLE
월낫 회의용탁자 103 시리즈

부드럽고 자연미 넘치는 월낫칼라의 중후한
색상과 중후한 디자인이 어우러져 고급스러
움을 더하였습니다.

Executive

다양하고 실용성을 갖춘 장식장은 공간형태, 수납 용량 등을 고려해
제작되어 효율적이면서도 전체 인테리어에 한층 더 심플한 멋과 세
련된 감각을 느끼게 합니다.

월낫 책장 시리즈

배선홀더
WNC-75013 [ 올문장 (선반형) ]

WC-2310
500×400×1985
WNC-75005 [ 반유리장 ]

WC-2320
800×400×1985

WNT-103 [ 회의용탁자 ]

WT-8710
1500×850×750(직사각형)
WNT-103 [ 회의용탁자 ]

WT-0220
1800×900×750(보트형)

WNC-75003 [ 옷장 ]

WC-0310
500×400×1985

WNT-103 [ 회의용탁자 ]

WT-0620
2100×1000×750(보트형)

월낫 장식장·크레덴자 유리는 브론즈 및 투명유리
5mm 강화유리를 사용합니다!

WNT-103 [ 회의용탁자 ]

WT-0130
2400×1100×750(보트형)

WNC-75013 [ 올문장 (선반형) ]

WC-2310
W500×D400×H1985
WNC-75005-1 [ 올유리장 ]

WC-0320
W800×D400×H1985
WNC-75003 [ 옷장 ]

WC-0310
W500×D400×H1985

WNT-103 [ 회의용탁자 ]

WT-8710
1500×850×750(직사각형)
WNT-103 [ 회의용탁자 ]

WT-0220
1800×900×750(보트형)
WNT-103 [ 회의용탁자 ]

WT-0620
2100×1000×750(보트형)
WNC-75013 [ 올문장 (선반형) ]

WC-2310
500×400×1985

WNT-103 [ 회의용탁자 ]

WT-0130
2400×1100×750(보트형)

WNC-7662 [ 2단장 ]

WC-0340
1600×400×1985
(브론즈 5mm 강화유리)
WNC-75003 [ 옷장 ]

WC-0310
500×400×1985

WNC-75002 [ 하문장 ]

WC-0510
800×400×1985
WNC-75000 [ 오픈장 ]

WC-0310
800×400×1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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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NC-7661 [ 사이드 보드(문갑) ]

WC-5320
1800×440×750
(브론즈 5mm 강화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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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ecutive
중역용가구

Sophisticated design and comfort, you can’t give up any of them from furniture.
ILGUMTER furniture is made for the people just like you. By your choice, your office becomes fantasy space.

중역용

부드럽고 자연미 넘치는 월낫칼라의 중후한 색상과 중후한 디자인이
어우러져 고급스러움을 더하였습니다.

월낫 회의용탁자 시리즈
월낫 104 시리즈

월낫 114 시리즈

WNT-104 [ 회의용탁자 ]

WNT-114 [ 회의용탁자 ]

WT-0050

WT-0710

3000×1200×750

1400×800×750(직사각형)
WNT-114 [ 회의용탁자 ]

WT-0060

WT-0120

3600×1400×750

1800×900×750(직사각형)

월낫 8000 시리즈
WNT-8000 [ 회의용탁자 ]

월낫 203 시리즈
WNT-8000 [ 회의용탁자 ]

WNT-203 [ 회의용탁자 ]

WNT-203 [ 회의용탁자 ]

WT-0220

WT-0130

WT-5120

1800×900×750(보트형)

2400×1100×750(보트형)

1500×850×750

2100×1000×750

WNT-203 [ 회의용탁자 ]

WNT-203 [ 회의용탁자 ]

WNT-8000 [ 회의용탁자 ]

WT-0030

WT-0620

WT-0520

WT-0530

2100×1000×750(보트형)

1800×900×750

2400×1100×750

월낫 113 시리즈

월낫 204 시리즈

WNT-113 [ 회의용탁자 ]

WNT-204 [ 회의용탁자 ]

WT-5620
2100×1000×750(직사각형)
WNT-113 [ 회의용탁자 ]

WT-0030
2400×1100×750(직사각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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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드럽고 자연미 넘치는 월낫칼라의 중후한 색상과 중후한 디자인이
어우러져 고급스러움을 더하였습니다.

월낫 회의용탁자 시리즈

WNT-104 [ 회의용탁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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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LNUT CONFERENCE TABLE

Executive

WALNUT CONFERENCE TABLE

WT-0060
3000×1200×750
WNT-204 [ 회의용탁자 ]

WT-0770
3600×140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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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ecutive
중역용가구

Sophisticated design and comfort, you can’t give up any of them from furniture.
ILGUMTER furniture is made for the people just like you. By your choice, your office becomes fantasy space.

중역용

WALNUT CONFERENCE TABLE

부드럽고 자연미 넘치는 월낫칼라의 중후한 색상과 중후한 디자인이
어우러져 고급스러움을 더하였습니다.

Executive

월낫 회의용탁자 시리즈

WALNUT CONFERENCE TABLE
월낫 연결형 회의용탁자 시리즈

월낫 801 원형탁자
WNT-801 [ 원형탁자 ]

WT-9320
Ø1050×750
WNT-801 [ 원형탁자 ]

월낫 패드형 회의용탁자
WNT-801 [ 원형 소파탁자 ]

WT-4220
Ø1050×580
WNT-801 [ 원형 소파탁자 ]

WT-2620

WT-7420

Ø1200×750

Ø1200×580

WNT-801 [ 원형탁자 ]

WNT-801 [ 원형 소파탁자 ]

WT-7130

WT-2030

Ø1500×750

Ø1500×580
WYT-1600-1 [ 라운드 상석용 ]

WYT-1600-2 [ 라운드 2인용 ]

WYT-1200 [ 일자형 ]

WYT-1800 [ 일자형 ]

WT-5610

WT-7610

WT-5310

WT-0710

1600×650×750

1600×650×750

1200×650×750

1800×650×750(패드3개)

WYT-1400-1 [ 라운드 상석용 ]

WYT-1400-2 [ 라운드 2인용 ]

WYT-1400 [ 일자형 ]

WYT-2100 [ 일자형 ]

WT-5410

WT-6410

WT-0410

WT-5910

1400×650×750

1400×650×750

1400×650×750

2100×650×750(패드3개)

WYT-1600 [ 일자형 ]

WT-0610
1600×650×750

월낫 804 원형탁자

월낫 연결형 회의용탁자

WNT-804 [ 원형 탁자 ]

WT-7310
Ø1050×750
WNT-804 [ 원형 탁자 ]

WT-7510
Ø1200×750
WNT-804 [ 원형 탁자 ]

WT-4020
Ø1500×750

WNT-1400-1 [ 라운드 상석용 ]

WNT-1400-2 [ 라운드 2인용 ]

WT-5710

WT-0610

1400×660×750

1400×700×750

월낫 804원형 소파탁자
WNT-804 [ 원형 소파탁자 ]

WT-4210
Ø1050×H580
WNT-804 [ 원형 소파탁자 ]

WT-4410
Ø1200×H580
WNT-804 [ 원형 소파탁자 ]

WT-5910
Ø1500×H580

WNT-800 [ 일자형 ]

WNT-1200 [ 일자형 ]

WNT-1800 [ 일자형 ]

WT-9900

WT-7210

WT-3710

800×650×750

1200×650×750

1800×650×750

WNT-1400 [ 일자형 ]

WNT-1200,1400,1600,1800, 2100

[ 일자형 정면 ]

WNT-2100 [ 일자형 ]

WT-2410

WT-0910

1400×650×750

2100×650×750

WNT-1600 [ 일자형 ]

WT-5510
1600×65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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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uxuary & Comfortable

BUSINESS SOFA
System

Sophisticated design and comfort, you can’t give up any of them from
furniture. ILGUMTER furniture is made for the people just like you. By your
choice, your office becomes fantasy space.

S

O

F A

S E R I E S
내추럴하면서도 고급스러움이 느껴지는 고급 사무용소파세련되고 우아한 디자인으로 사무실의 이미지를 한층 높여줍니다.

사무용소파 시리즈
사무용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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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fa series
비지니스소파

Sophisticated design and comfort, you can’t give up any of them from furniture.
ILGUMTER furniture is made for the people just like you. By your choice, your office becomes fantasy space.

ID-04 소파

소파 1인용

소파 3인용

소파 3인용

ID0103

ID0401

ID0403

20992480

20992481

20996248

20996250

860×860×860

1960×860×860

840×830×840

1930×830×840

ID-06 소파

소파 1인용

Total Office Furniture System

소파 1인용

ID0101

ID-02 소파

180

Business Sofa

ID-01 소파

사무용소파

세련된 아름다움과 중후한 분위기로
고급스러운 사무공간을 연출합니다.
모던 클래식의 간결한 디자인에 중후한 품격까지 경영자의
성공 비지니스를 돕는 최고의 비지니스 소파입니다.

소파 3인용

소파 1인용

소파 3인용

ID0201

ID0203

ID0601

ID0603

20996243

20996413

20996399

20996255

850×890×840

1890×910×840

860×870×740

1960×870×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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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fa series
비지니스소파

Sophisticated design and comfort, you can’t give up any of them from furniture.
ILGUMTER furniture is made for the people just like you. By your choice, your office becomes fantasy space.

ID-13 소파

소파 1인용

소파 3인용

소파 3인용

ID0803

ID1301

ID1303

20996401

20996239

20996391

20996390

810×890×850

1900×890×850

670×720×760

1670×720×760

ID-14 소파

소파 1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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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파 1인용

ID0801

ID-11 소파

182

Business Sofa

ID-08 소파

사무용소파

세련된 아름다움과 중후한 분위기로
고급스러운 사무공간을 연출합니다.
모던 클래식의 간결한 디자인에 중후한 품격까지 경영자의
성공 비지니스를 돕는 최고의 비지니스 소파입니다.

소파 3인용

소파 1인용

소파 3인용

ID1101

ID1103

ID1401

ID1403

20996404

20996393

20996389

20996406

900×840×730

1940×840×730

820×890×760

1930×890×7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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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fa series
비지니스소파

Sophisticated design and comfort, you can’t give up any of them from furniture.
ILGUMTER furniture is made for the people just like you. By your choice, your office becomes fantasy space.

ID-31 소파

소파 1인용

소파 3인용

소파 1인용

ID0503

ID3103

ID3101

20996398

20996253

20996386

500×750×750

800×890×830

1750×890×830

Φ400×400

ID-16 소파

소파 1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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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파 1인용

ID0501

ID-30 소파

184

Business Sofa

ID-05 소파

사무용소파

사용자의 편리성에 간결한 이미지를 강조한 감각적인 디자인
의 고품격 소파로서 최고급 소재를 사용, 안락감과 쿠션성이
뛰어납니다. 부드러운 등판의 아늑함과 세련미를 더한 디자
인이 비지니스 공간에 품격을 한 단계 더 높여 드립니다.

소파 2인용

소파 1인용

소파 3인용

ID3001

ID3002

ID1601

ID1603

20996295

20996297

20996396

20996405

500×750×750

600×750×750

880×900×860

1970×900×8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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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fa series
비지니스소파

Sophisticated design and comfort, you can’t give up any of them from furniture.
ILGUMTER furniture is made for the people just like you. By your choice, your office becomes fantasy space.

PGSL 소파

소파 1인용

소파 3인용

ID2103

PGSL6001

20996275

20996276

21255994

740×850×740

1820×850×740

770×750×910

PGSF 소파

소파 1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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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파 1인용

ID2101

ID-22 소파

186

Business Sofa

ID-21 소파

사무용소파

심플하고 모던한 디자인이 공간을 더욱 돋보이게 하며
고급재질의 소재와 견고하고 튼튼한 골격으로 안락감
과 내구성을 겸비한 경제적이고 실용적인 비지니스 소
파입니다..

소파 3인용

소파 1인용

소파 3인용

ID2201

ID2203

PGSF8001

PGSF8003

20996278

20996288

21253162

21253163

730×710×750

1790×710×750

720×770×815

1710×77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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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fa series
비지니스소파

Sophisticated design and comfort, you can’t give up any of them from furniture.
ILGUMTER furniture is made for the people just like you. By your choice, your office becomes fantasy space.

PGSL90 소파

소파 1인용

소파 3인용

소파 3인용

PNLS2003

PGSL9001

PGSL9003

21253145

21253146

21253154

21253155

860×860×850

1960×860×850

660×800×800

1630×800×800

PNLS10 소파

소파 1인용

Total Office Furniture System

소파 1인용

PNLS2001

PNLS50 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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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siness Sofa

PNLS20 소파

사무용소파

심플하고 모던한 디자인이 공간을 더욱 돋보이게 하며
고급재질의 소재와 견고하고 튼튼한 골격으로 안락감
과 내구성을 겸비한 경제적이고 실용적인 비지니스 소
파입니다..

소파 3인용

소파 1인용

소파 3인용

PNLS5001

PNLS5003

PNLS1001

PNLS1003

21255998

21255997

21253118

21253125

850×870×740

1930×870×740

840×800×790

1950×800×7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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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달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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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GUMTER Office System Furniture series

Office Furniture series
망펄+메탈

제

품

물품분류번호

G2B식별번호

세부명칭

백색+그레이

모델명

오크샤모니+메탈

규

월낫+메탈

격

순번

제

품

물품분류번호

G2B식별번호

세부명칭

모델명

규

격

조달리스트

순번

망펄

정 부 조 달 물 자

ILNHC806
ILNHC806A
1

5610150701

22067560

책장

ILNHD006

600×678×720

11

5610150701

22067581

책장

ILNHC806W

800×390×2215

ILNHC806G

MAS List

ILNHC806O

2

5610150701

22071628

책장

ILNHD106

600×503×720

12

5610150701

22067582

책장

ILNHC802
5610150701

22067573

책장

ILNHC802W

ILNHC8061A
802×425×805

13

5610150701

22067583

책장

5610150701

22067574

책장

ILNHC8061G

ILNHC802O

ILNHC8061O

ILNHC803

ILNHC555

ILNHC803W

5610150701

22067575

책장

14

5610152001

22071659

옷장

ILNHC555G

ILNHC803O

ILNHC555O

ILNHC8031

ILHCW301

5610150701

22067576

책장

15

5610152001

22071677

로커

ILHCG301G

ILNHC8031O

ILHCO301O

ILNHC804

ILHCW302

5610150701

22067577

책장

16

5610152001

22071678

로커

ILHCG302G

ILNHC804O

ILHCO302O

ILNHC8041

ILHCW602

5610150701

22067578

책장

17

5610152001

22071679

로커

ILHCG602G

ILNHC8041O

ILHCO602O

ILNHC805

ILHCW604
18

5610152001

22071680

로커

22067579

책장

ILHCW604W

ILNHC805G

ILHCG604G

ILNHC805O

ILHCO604O

ILNHC8051W

600×550×1900

ILHCW903

ILNHC8051A
5610150701

600×550×1900

ILHCW604A
800×390×1855

ILNHC8051
9

ILHCW602W

ILNHC8041G

ILNHC805W

300×550×1900

ILHCW602A
802×425×1510

ILNHC805A
8

ILHCW302W

ILNHC804G

ILNHC8041W

300×550×1900

ILHCW302A
802×425×1510

ILNHC8041A
7

ILHCW301W

ILNHC8031G

ILNHC804W

500×410×1855

ILHCW301A
802×425×1160

ILNHC804A
6

ILNHC555W

ILNHC803G

ILNHC8031W

800×410×2215

ILNHC555A
802×425×1160

ILNHC8031A
5

ILNHC8061W

ILNHC802G

ILNHC803A
4

800×410×2215

ILNHC8061

ILNHC802A
3

ILNHC806G

800×410×1855

19

5610152001

22071681

로커

ILNHC8051G

ILHCW903A
ILHCG903G

900×550×1900

ILHCO903O

ILNHC8051O

ILHCW906
ILHCW906A
10

5610150701

22067580

책장

NHC805G

800×410×1855

20

5610152001

22071682

로커

ILHCW906W

900×550×1900

ILHCG906G
ILHCO906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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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펄

정 부 조 달 물 자

ILNHD0012
ILNHD0012A
21

5610153001

22067561

캐비닛

ILNHD0062

600×678×720

31

5610170301

22067370

책상

ILNHD0012W

1200×703×720

ILNHD0012G

MAS List

ILNHD0012O
ILNHD0014
ILNHD0014A
22

5610153001

22067562

캐비닛

ILNHD1062

600×503×720

32

5610170301

22067371

책상

ILNHD0014W

1400×703×720

ILNHD0014G
ILNHD0014O
ILNHD0016
ILNHD0016A
23

5610153001

22067565

캐비닛

ILNUC

604×678×1155

33

5610170301

22067373

책상

ILNHD0016W

1600×703×720

ILNHD0016G
ILNHD0016O
ILNHC8021

ILNHD0018

ILNHC8021A
24

5610153001

22067584

캐비닛

ILNHC8021W

ILNHD0018A
802×425×805

34

5610170301

22067372

책상

ILNHD0018W

ILNHC8021G

ILNHD0018G

ILNHC8021O

ILNHD0018O

1800×703×720

ILNHC8032
ILNHC8032A
25

5610153001

22067585

캐비닛

ILNHC8032W

802×425×1160

35

5610170301

22067374

책상

ILNHD1012L/R

1200×703×720

802×425×1510

36

5610170301

22067375

책상

ILNHD1014L/R

1400×703×720

800×410×1855

37

5610170301

22067376

책상

ILNHD1016L/R

1600×703×720

800×410×2215

38

5610170301

22067377

책상

ILNHD1018L/R

1800×703×720

ILNHC8032G
ILNHC8032O
ILNHC8042
ILNHC8042A
26

5610153001

22067586

캐비닛

ILNHC8042W
ILNHC8042G
ILNHC8042O
ILNHC8052
ILNHC8052A

27

5610153001

22067587

캐비닛

ILNHC8052W
ILNHC8052G
ILNHC8052O
ILNHC8062
ILNHC8062A

28

5610153001

22067588

캐비닛

ILNHC8062W
ILNHC8062G
ILNHC8062O

ILNHD0314 L/R
ILNHD0314AL/R
29

5610153001

22067589

캐비닛

ILNHC8062B

800×410×2215

39

5610170301

22067402

책상

ILNHD0314WL/R

1400×1200×720

ILNHD0314GL/R
ILNHD0314O L/R
ILHD303A

ILNHD0316 L/R

ILHD303AA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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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10170801

22703284

이동서랍

ILHD303WW

ILNHD0316AL/R
423×565×595

40

5610170301

22067404

책상

ILNHD0316WL/R

ILHD303AG

ILNHD0316GL/R

ILHD303AO

ILNHD0316O L/R

1600×120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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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펄

정 부 조 달 물 자

ILNHD0318 L/R
ILNHD0318AL/R
41

5610170301

22067405

책상

ILNHD0318WL/R

1800×1200×720

51

5610170601

22067600

회의용탁자

ILNHR0182

1826×926×720

ILNHD0318GL/R

MAS List

ILNHD0318O L/R

42

5610170601

22067591

회의용탁자

ILNTT080

800×614×720

52

5610170601

22067601

회의용탁자

ILNHR0242

2426×1226×720

43

5610170601

22067592

회의용탁자

ILNTT100

1000×614×720

53

5610170601

22067603

회의용탁자

ILNHR0181

1826×926×720

44

5610170601

22067593

회의용탁자

ILNTT120

1200×614×720

54

5610170601

22067604

회의용탁자

ILNHR0241

2426×1226×720

45

5610170601

22067594

회의용탁자

ILNTT140

1400×614×720

55

5610170601

22067605

회의용탁자

ILNHR0321

3226×1226×720

46

5610170601

22067595

회의용탁자

ILNTT160

1600×614×720

56

5610170601

22071627

회의용탁자

ILNTT660

707×707×720

47

5610170601

22067596

회의용탁자

ILNTT180

1800×614×720

57

5610179301

22067563

보조책상

ILNHD612

600×1200×720

ILNHD6120
ILNHD6120A
48

5610170601

22067597

회의용탁자

ILNHR092

Ø926×720

58

5610179301

22067564

보조책상

ILNHD6120W

600×1200×720

ILNHD6120G
ILNHD6120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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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5610170601

22067598

회의용탁자

ILNHR102

Ø1026×720

50

5610170601

22067599

회의용탁자

ILNHR122

Ø1226×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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