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무
용

핀업디자인어워드수상
BEST OF 100

2019 은상 수상
(중소기업벤처부장관상)

EO 친환경 목재 소재와 리사이클링 가능한 철재 소재의 매칭으로 탄생된 A12 책상 시리즈는 
인간공학과 기능적인 디자인이 잘 조화를 이룬 오피스 스페이스에 걸맞아 창의적인 소통과 
미래지향적인 워크스테이션을 구현해 드립니다.A12 SERIES

DESK SYS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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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용

DESIGN CONCEPT
A12 SERIES

한국에서 태어난 가장 유니크한 디자인 
A12의 다리 디자인은 한옥의 기와 지붕을 받치고 있
는 기둥 구조의 형상이 모티브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배흘림 기둥 양식과 주심포(목재의 교차 짜임) 양식
이 잘 조합되어 형태미와 비례미가 우수한 부석사 무
량수전의 건축기법을 기초로 책상을 연구하기 시작
했습니다. 부석사 무량수전은 배흘림 기둥의 착시 효
과를 통해 직선 기둥의 불안정감을 시각적으로 해소
하였으며, 주심포 방식의 건축 기법으로 거대한 지붕
의 무게를 분산시키거나 집중시켜 기와 지붕 하중에
서 오는 불안감을 완전히 해소해 주었습니다. 끝도 
없는 인체의 하중을 받는 책상 상판을 기와 지붕이
라 본다면, 그를 받치고 있는 기둥과 처마의 주심포
들은 책상 다리의 구조로 완벽하다는 모티브로 A12
를 설계, 기술과 시각적 디자인으로 발전시켰습니다.

전통에서 모티브를 찾아 미래의 쓰임으로 새롭게 탄생
A12 책상 시리즈는 전통적 구조기법을 응용하여 디자인 설계된 책상 다리입니다. 시각적으론 유연하면서도 
안정적 디자인으로 완성되었고, 구조적으론 독립형태로 세워져도 어떠한 충격에도 흔들림 없는 강력한 기립 
구조로 완성하게 되었습니다. A12는 책상의 본질적 구조 문제를 해소하면서, 기존 다리의 디자인을 탈피하여 
완성한 책상의 완전체입니다. 

책상 다리는 수직 형태에서 탈피하면서도 상판을 지탱하는 하부가 
시각적으로 안정적으로 보이기 위해,  타원형 기둥을 빗각으로 세웠습니다. 
또한 빗각 형태의 다리 구조에서 오는 흔들림을 해결하기 위해, 기둥과 
상판이 만나는 부분을 *주심포 기법이 적용된 브라켓으로 설계하였습니다. 
브라켓은 상판 밑을 최대한 넓게 뻗어나가 상판을 받치는 형상으로 
디자인하였고, 상판과 기둥을 받쳐 힘을 집중 또는 분산시키기 위해 5KG 
상당의 알루미늄 다이캐스팅 소재를 사용하여 결합의 강력함을 더했고 또한 
기둥과 연결되는 상판 보강대와 결합되는 부분은 목재 기둥의 짜임방식을 
응용하는 결합 방식으로 설계했습니다. 



164  165W O R K  S PAC E S 

사무용

WORK SPACE
A12 SERIES

A12시리즈의 공간제안과 매칭 아이템

팀장용 SET B
제품명 G2B식별번호 모델명 규격 수량 금액 ( ￦)

책상 23706789 ASFD-1880UM 1800×800×720 1 454,000

보조협탁 24210936 AMHE-325 600×520×720 1 211,000

보조책상 23706813 ASFSD-612 600×1200×720 1 289,000

옷장 24215052 AMHM-S455 400×520×1160 1 177,000

스크린 24281263 ASP-1815 1800×15×800 1 243,000

스크린 24281255 ASP-0815 800×15×800 1 139,000

스크린 24296163 ASP-0615 600×15×800 1 115,000

1,628,000

팀원용 SET A 
제품명 G2B식별번호 모델명 규격 수량 금액 (￦)

책상 23706798 ASFD-1680UAM 1600×800×720 2 968,000

인사이드장 24210889 AMHDC-12 1200×400×575 2 658,000

옷장 24215150 AMHM-T687 600×800×1160 1 467,000

스크린 24281262 ASP-1615 1600×15×800 2 430,000

2,523,000

제품명 G2B식별번호 모델명 규격 수량 금액 (￦)

책상 23706778 ASFD-1680U 1600×800×720 2 802,000

인사이드장 24214899 AMHIS-812 800×450×630 2 304,000

보조협탁 24210934 AMHE-323 400×520×720 2 394,000

옷장 24215150 AMHM-T687 600×800×1160 1 467,000

스크린 24281262 ASP-1615 1600×15×800 2 430,000

2,397,000

제품명 G2B식별번호 모델명 규격 수량 금액 (￦)

책상 23706778 ASFD-1680U 1600×800×720 2 802,000

인사이드장 23720285 AMHIS-805 800×450×630 2 284,000

보조협탁 24210934 AMHE-323 400×520×720 2 394,000

옷장 24215018 AMHM-T683 600×800×1160 1 348,000

스크린 24281262 ASP-1615 1600×15×800 2 430,000

2,258,000

제품명 G2B식별번호 모델명 규격 수량 금액 (￦)

책상 23706788 ASFD-1680UM 1600×800×720 2 884,000

보조협탁 24210934 AMHE-323 400×520×720 2 394,000

옷장 24215018 AMHM-T683 600×800×1160 1 348,000

스크린 24281262 ASP-1615 1600×15×800 2 430,000

2,056,000

팀원용 SET B

팀원용 SET C 팀원용 SET D

제품명 G2B식별번호 모델명 규격 수량 금액 (￦)

책상 23706799 ASFD-1880UAM 1800×800×720 1 496,000

인사이드장 24210890 AMHDC-13 1600×400×575 1 397,000

보조책상 23706813 ASFSD-612 600×1200×720 1 289,000

스크린 24281263 ASP-1815 1800×15×800 1 243,000

스크린 24296163 ASP-0615 600×15×800 1 115,000

1,540,000

팀장용 SET A 

소통이 유리한 오피스
소통이 업무 향상에 중요한 역할을 하면서, 공간은 점점 개방적인 형태의 레이아웃이 인기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A12 책상 시리즈는 책상 전면부에만 스크린을 설치하여, 기존 파티션보다 개방적인 공간 구성에 적합합니다. 
파티션보다 얇은 스크린을 통해 가벼운 소통이 가능한 분위기를 만들어 줄 수 있으며 책상 사이드로 구성된 
수납가구 배치를 통해 업무에 필요한 수납기능을 해소 할 수 있습니다.

A 12 S E R I E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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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용

배선 정리가 깔끔한 데스크
A12 SERIES

A12 책상시리즈는 책상 다리의 오브제 기능을 
강조하기 위하여, 책상에서 내려오는 전선을 
모두 사라지게 하였습니다. 
제품설계 시 전력공급장치를 책상 상판 아래 
설치하고, 메인전선은 다리에 결합된 수직덕트를 
통해 바닥으로 연결되게 하여, 전선으로 인한 
복잡함을 해소하였습니다.

1-a 1-b

3-a 3-b

2

1 /  상판에서 내려오는 전선을 바닥까지 노출없이 
정리하였습니다. 

2 /  책상 상판에 부착된 아울렛 박스를 통해 ,      
즉각적인 에너지 공급이 가능합니다.

      (스마트 멀티탭 _옵션 별매상품)
3 /  다양한 형태의 전선 커버로 옵션에 따라 선택 

가능 합니다. 
      (a. 양방향 개페 가능한 커버 b. 고급스러운   

알루미늄 커버) 

신형 전선덕트 시스템
상판의 전선덕트와 책상 안쪽 다리에 부착된 수직전선덕트를 통해 
깔끔하게 전선정리가 가능하여 쾌적한 사무환경을 조성합니다.

A 12 S E R I E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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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용

1 / 독립된 배선 솔루션을 통해, 책상의 위치 변경만으로  자유로운 공간 레이아웃   변경이 가능합니다. 
2/ 슬림한 스크린을 책상에 탈부착 형태로 설치 가능하여,  별도의 파티션 설치없이 공간 구획이 편리합니다. 

1

2

1 / 건강한 자세를 위한 소프한 암패드 엣지를 통하여,  
손목과 어깨의 긴장감을 완화시켜줍니다. 

2 / �흔들림 없는 강력한 레그 시스템을 통하여, 외부의  
어떠한 충격에도 오랜시간 흔들림 없이 사용 가능합
니다. 

3 / 모서리의 라운딩 마감을 통하여, 부드럽고 안전한  
디자인으로 완성하였습니다. 

1

2

3

이동과 공간배치가 자유로운 데스크
A12 SERIES

NO BUILT JUST MOVING
공간을 위한 파티션을 설치하지 말자. 그저 책상을  옮겨보자. 
A12 책상 시리즈는 간편한 스크린 설치를 통해, 
책상 배열만으로 공간 구획이 가능하도록 제작된 제품입니다. 
15T의 경량 파티션을 알루미늄 브라켓을 통해 책상의 전면, 
또는 측면에 설치될 수 있도록 하여, 사용자가 원하는 형태로 
책상을 배열하고, 업무의 특성에 따라 파티션을 설치하고, 
제거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인체공학적 제품 디자인
A12 SERIES

우리는 책상을 디자인하며 가장 안정적 
구조라는 수직 형태의 다리를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
또한 빗각 다리의 구조적 흔들림에 대한 
문제도 완전히 탈피하고 싶었습니다. 
그에 대한 연구의 끝이 
바로 A12 책상시리즈입니다.  

소통과 협업이 가능한 
이동서랍

A12 SERIES

시팅패드가 장착된 이동서랍은, 
소통과 협업이 필요시  
언제든 사용가능한 스툴이 되어줍니다. 

A 12 S E R I E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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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용

A12 DESK SERIES

01
유니크 Unique DESIGN
▶ 직각 다리를 탈피한 빗각 형태 책상 다리
▶ 라운딩 된 유연한 디자인
이러한 디자인은 긴장감 있는 업무공간을 
개성있고 수평적 소통 공간으로 변화 시켜
줄 것입니다.

02
숨겨져 있는 강인함 Behind power
▶ 디자인 완성을 위한 최적의 비율로 설계된  
    흔들림 없는 하부 구조
▶ 5kg 알루미늄 다이캐스팅의 강력한 보강 브라켓
이러한 디자인은 긴장감 있는 업무공간을 개성있고 수평적 
소통 공간으로 변화 시켜 줄 것입니다.

03
전선이 사라졌다! Lineless
▶ 상판 하부 덕트의 수평 전선 통로
▶ 책상 다리 속으로 매립되는 수직통로

04
NO BUILT JUST MOVING
▶ 공간을 위한 파티션을 설치하지 말자. 
     그저 책상을  옮겨보자.
책상에 부착된 스크린을 통해 누구나 쉽게 책상을
움직여 업무 공간을 효율적으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05
Sometimes only sometimes us
▶ 쉽고 자유로운 이동 배치로 팀 구성원끼리 때론 혼자만의 
     공간으로, 때론 모두가 함께 소통할 수 있는 공간으로 
    레이아웃 변경이 가능합니다. 

06
점. 선. 면이 만나 완성품을 이루다  
Modular system
▶ 제품의 모든 것은 부분품으로 제작되어, 독립과 결합이 
    유연한 모듈러 시스템으로 설계되었습니다.
AS 필요 시 간단한 부분품 교체로 오랫동안 
지속 가능한 품질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07
SMART 한 유닛 Unit
▶ 스마티션을 통한 모니터 암, 행잉 수납 시스템 
▶ 필요에 따라 설치 가능한 전면 측면 스크린
▶ 무선충전이 가능한 모니터 선반
▶ PC본체 수납이 가능한 이동 하부장
다양한 유닛을 활용하여 나만의 효율적인 업무 공간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08
SLIM & LIGHT SCREEN
▶ 60T의 블록 파티션을 15T의 슬림 한 스크린으로 변환 
▶ 경량화 된 무게로 책상의 전면, 측면 또는 수납장 후면에 
    탈부착 할 수 있도록 다변화 되었습니다.

09
컬러 바리에이션 Color variation
▶ 책상 상판, 스크린 패널을 통한 다채로운 컬러조합과 
    디자인이 가능 
▶ 업무공간, 회의공간, 통로 등을 컬러로 구분하여 다양한 
    공간을 연출할 수 있습니다.

10
뚜껑을 열어라. 그러면 통할 것이다 Easy Power
▶ 책상 상판에 매립된 전력공급 장치로 커버만 열면 즉각적인 
    전력공급이 가능합니다.

11
인체공학적 설계
▶ 팔에 가해지는 압력을 줄여 줄 부드러운 소재의 암패드
▶ 책상에 기대는 인체의 하중을 흔들림 없이 안전하게 지지해 줄   
     하부 구조.

12
ECO PLAY
▶ 인체 유해 성분이 제로인 E0로 등급의 PB목재 상판 사용
▶ 100% 재활용이 가능한 알루미늄과 STEEL 소재로만 구성된    
    친환경 제품.

가치 있고 유니크하며 대체 불가한 책상의 마스터피스
새로운 시대의 공간을 리드할 수 있는 오피스 책상의 12가지 혁신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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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B식별번호 모델명 규격 ( W×D×H) mm 조달단가 (￦) 인증 G2B식별번호 모델명 규격( W×D×H)mm 조달단가 (￦) 인증 G2B식별번호 모델명 규격 ( W×D×H) mm 조달단가 (￦) 인증 G2B식별번호 모델명 규격( W×D×H)mm 조달단가 (￦) 인증

데스크

+ 전선캡+하부덕트 / 멀티탭 有

23706780 ASFD-1280M 1200×800×720 377,000 
23706781 ASFD-1480M 1400×800×720 389,000 
23706782 ASFD-1580M 1500×800×720 394,000 
23706783 ASFD-1680M 1600×800×720 400,000 
23706784 ASFD-1880M 1800×800×720 411,000 

덕트형 데스크 덕트형 데스크 (우레탄 암패드)

+ 전선캡+하부덕트 / 멀티탭 有

23706785 ASFD-1280UM 1200×800×720 419,000 
23706786 ASFD-1480UM 1400×800×720 431,000 
23706787 ASFD-1580UM 1500×800×720 436,000 
23706788 ASFD-1680UM 1600×800×720 442,000 
23706789 ASFD-1880UM 1800×800×720 454,000 

23706770 ASFD-1280 1200×800×720 334,000 
23706771 ASFD-1480 1400×800×720 346,000 
23706772 ASFD-1580 1500×800×720 351,000 
23706773 ASFD-1680 1600×800×720 358,000 
23706774 ASFD-1880 1800×800×720 369,000 

+ 전선캡+하부덕트 / 멀티탭 無

일반형 데스크

+전선캡+하부덕트 / 멀티탭 無

23706775 ASFD-1280U 1200×800×720 377,000 
23706776 ASFD-1480U 1400×800×720 389,000 
23706777 ASFD-1580U 1500×800×720 394,000 
23706778 ASFD-1680U 1600×800×720 401,000 
23706779 ASFD-1880U 1800×800×720 412,000 

일반형 데스크 (우레탄 암패드)

AL 고급형 데스크

23706790 ASFD-1280AM 1200×800×720 419,000 
23706791 ASFD-1480AM 1400×800×720 430,000 
23706792 ASFD-1580AM 1500×800×720 435,000 
23706793 ASFD-1680AM 1600×800×720 442,000 
23706794 ASFD-1880AM 1800×800×720 453,000 

+  AL 전선캡+AL 데스크라이져+하부덕트 / 멀티탭 有

AL 고급형 데스크 (우레탄암패드)

23706795 ASFD-1280UAM 1200×800×720 461,000 
23706796 ASFD-1480UAM 1400×800×720 473,000 
23706797 ASFD-1580UAM 1500×800×720 478,000 
23706798 ASFD-1680UAM 1600×800×720 484,000 
23706799 ASFD-1880UAM 1800×800×720 496,000 

+  AL 전선캡+AL 데스크라이져+하부덕트 / 멀티탭 有

AL 고급형 데스크_캐스터형

23744254 AWND-1206 1200×799×720  430,000 
23744255 AWND-1406 1400×799×720  433,000 
23744256 AWND-1506 1500×799×720  434,000 
23744257 AWND-1606 1600×799×720  435,000 
23744258 AWND-1806 1800×799×720  438,000 

+  AL 전선캡+AL 데스크라이져+하부덕트 / 멀티탭 有, 일면 이동 캐스터

AL 고급형 데스크_캐스터형 (우레탄 암패드)

+  AL 전선캡+AL 데스크라이져+하부덕트 / 멀티탭 有, 일면 이동 캐스터

23744264 AWND-1208 1200×799×720  466,000 
23744265 AWND-1408 1400×799×720  469,000 
23744266 AWND-1508 1500×799×720  470,000 
23744267 AWND-1608 1600×799×720  471,000 
23744268 AWND-1808 1800×799×720  473,000 

스마트형 데스크

23744280 AWND-1201S 1200×799×720  630,000 
23744281 AWND-1401S 1400×799×720  650,000 
23744282 AWND-1501S 1500×799×720  660,000 
23744283 AWND-1601S 1600×799×720  670,000 
23744284 AWND-1801S 1800×799×720  690,000 

+  스마트션바+AL 전선캡+AL 데스크라이져+하부덕트 / 멀티탭 有

스마트형 데스크 (우레탄 암패드)

23744290 AWND-1203S 1200×799×720  650,000 
23744291 AWND-1403S 1400×799×720  670,000 
23744292 AWND-1503S 1500×799×720  680,000 
23744293 AWND-1603S 1600×799×720  690,000 
23744294 AWND-1803S 1800×799×720  710,000 

+  스마트션바+AL 전선캡+AL 데스크라이져+하부덕트 / 멀티탭 有

*전선커버 (상세) *우레탄 암 패드 (상세) *스마티션(상세) COLOR (*LPM컬러: 표면+엣지) (*책상다리 분체 컬러)

W 화이트 B 블랙
EDGE
AM1300 메탈

LPM
AM(NEW) 깊은 숲 초록

NEWNEW
LPM
AM2000 에트르타오크

EDGE
AM2000 에트르타오크

LPM
AM100 에쉬오크

EDGE
AE 자작멀티

EDGE
AE2400 은색띠

LPM
AM1100 퓨어화이트

스마트형 데스크_캐스터형 (우레탄 암패드)

+  스마트션바+AL 전선캡+AL 데스크라이져+하부덕트 / 멀티탭 有, 일면 이동 캐스터

23744295 AWND-1204S 1200×799×720  660,000 
23744296 AWND-1404S 1400×799×720  680,000 
23744297 AWND-1504S 1500×799×720  690,000 
23744298 AWND-1604S 1600×799×720  700,000 
23744299 AWND-1804S 1800×799×720  720,000 

스마트형 데스크_캐스터형

23744285 AWND-1202S 1200×799×720  640,000 
23744286 AWND-1402S 1400×799×720  660,000 
23744287 AWND-1502S 1500×799×720  670,000 
23744288 AWND-1602S 1600×799×720  680,000 
23744289 AWND-1802S 1800×799×720  700,000 

+  스마트션바+AL 전선캡+AL 데스크라이져+하부덕트 / 멀티탭 有, 일면 이동 캐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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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  175I T E M  L I S TW O R K  S PAC E S 

사무용

G2B식별번호 모델명 규격 ( W×D×H) mm 조달단가 (￦) 인증 G2B식별번호 모델명 규격( W×D×H)mm 조달단가 (￦) 인증 G2B식별번호 모델명 규격 ( W×D×H) mm 조달단가 (￦) 인증 G2B식별번호 모델명 규격( W×D×H)mm 조달단가 (￦) 인증

이동서랍

인사이드장

보조 데스크

보조데스크

23706812 ASFSD-611 600×1100×720 285,000 
23706813 ASFSD-612 600×1200×720 289,000 

스크린 파티션

+  브라켓 포함

스크린 파티션 (15T)

24296162 ASP-0415 400×15×800  110,000 
24296163 ASP-0615 600×15×800  115,000 
24281254 ASP-0715 700×15×800  138,000 
24281255 ASP-0815 800×15×800  139,000 
24281256 ASP-0915 900×15×800  140,000 
24281257 ASP-1015 1000×15×800  141,000 
24281258 ASP-1115 1100×15×800  142,000 
24281259 ASP-1215 1200×15×800  143,000 
24281260 ASP-1415 1400×15×800  184,000 
24281261 ASP-1515 1500×15×800  207,000 
24281262 ASP-1615 1600×15×800  215,000 
24281263 ASP-1815 1800×15×800  243,000 

23625381 AMHDC-01 680×500×575 166,000 24210889 AMHDC-12 1200×400×575 329,000

24210890 AMHDC-13 1600×400×575 397,000 24210891 AMHDC-14 1600×400×575 461,000

자바라 도어형

24210865   AMHE-S33Z 311×450×475 361,000

24210866 AMHE-S34Z 311×450×550 387,000

+ 내부 플라스틱 사출 서랍

일반키, 3단

일반키, 4단

스틸 도어형

24211010 AMHE-S42 397×580×620  364,000 

일반키, 2단

24211009 AMHE-S43 397×580×620  418,000 

일반키, 3단

24211007 AMHE-S43D 397×580×620  465,000 

+ 내부 플라스틱 사출 서랍

전자키, 3단

24211008 AMHE-S42D 397×580×620  411,000 

전자키, 2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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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서랍 전자키(상세)COLOR (*스크린 컬러: 패브릭)

AS1019 그레이 AS1020 차콜 AS709 라임 AS1011 올리브 유어마이
션샤인_
로얄클래식

유어마이
션사인_
실루엣
로얄클래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