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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리플렛에 수록된 사진은 실물과 다를 수 있으므로 구입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표시된 규격, 가격 및 디자인은 설계 및 생산공정상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리플렛에 수록된 사진은 실물과 다를 수 있으므로 구입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표시된 규격, 가격 및 디자인은 설계 및 생산공정상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리플렛에 수록된 제품은 지속적인 개선을 위하여 예고없이 사양 및 가격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mattress 매트리스

QN580HA 1,198,900 (1500×2000×310)

SKN580HA 1,340,000 (1600×2000×310)

•HEMP원단I
  (흡수성, 통기성, 자외선 차단, 곰팡이 억제)

•친환경HEMP원단(마소재)을 적용
•쿠션감 및 안락감을 극대화한 소형 독립스프링 탑재 (상부 필로우탑)
•20T 천연라텍스 적용

-> 경강선(스프링) 두께 : 2mm
-> 회전수 : 7회전
-> 중간경(가운데 스프링) : 61mm
-> 포켓 : 장섬유를 사용한 최상의 부직포 이용

QN550HA 1,010,000 (1500×2000×290)

•COTTON KNIT 원단, (90"폭 1MT기준 420g의 무게로 인장력 및 
   봉합유지력이 강한)
•유로탑 적용
•4T 참숯 고탄성 폼 적용 (흡습 탈취로 숙면효과 / 세균번식 억제의
   향균 효과)
•7회전 독립형 포켓 스프링

QN111HA 369,000 (1500×2000 ×220(±20)

SS311HA 슈퍼싱글 269,000 (1100×2000×210(±20))

쟈가드 원단

향균패딩

향균패딩
HR스폰지

부직포

부직포

6회전 라운드 스프링

백색견면

백색견면

HR스폰지

고탄성폼

•탄력성이 뛰어난 6회전 라운드 본넬 스프링
•향균, 탈취에 강한 기능성 면혼방 자가드 원단 적용

•PE홀
•특수 본딩 기법

•에어테크

SS330HA 슈퍼싱글 467,000 (1100×2000×250)

•독립적인 쿠션작용의 포켓스프링
•10온스 패딩 적용으로 안락감을 높임

SKN390HA 986,000 (1600×2000×280(±20)

•3컬러 폴리플로필렌 쟈가드 원단과 
   8온스 다크론 2겹으로 생산된 커버
•HR고탄성폼이 안락감 극대화

•ATB-UV텐셀니트지 적용(미래성 섬유) - FDA승인 원단
•50MM이태리 오로사 폼을 적용하였으며, 온도둔감형으로 수면시 
  체적의 온도를 유지함
•독립형스프링 9ZONE을 적용하여 기존 모노존, 세븐존 보다 체압분산 효과가 뛰어남
•이태리 직수입 유명 ORSA FOAM 적용
•FDA승인원단 은성분에 의한 99.9% 향균기능
•미생물 발생 억제 및 냄새 방지, 
   쾌속 흡수, 건조기능

QN630HA 1,386,000 (1500×2000×300)

SKN630HA 1,562,000 (1600×2000×300)

QN750HA 595,000 (1500×2000×240)

•밀도 50K 이상의 케미컬라텍스 20MM 사용으로 일반 폼보다 
   꺼짐현상이 적고 단단하며 타공되어 통기성이 뛰어남
•4면 엣지가드 적용으로 걸터앉음으로 인한 처짐 방지
•2.0MM 파워코일 구성으로 최상의 독립쿠션기능을 구현

삼중직 니트 원단
-> 신축성, 유연성, 탄력성, 통기성이 우수
-> 누빔형식으로 볼륨감을 극대화 시킴

삼중직 니트 원단
-> 탄성회복율이 높아 구김이 잘생기지 않음
-> 옆단 매쉬소재를 이용한 퀄팅

QN610HA 1,167,000 (1500×2000×280)

•은은한 색상의 감촉이 좋은 3중직 니트원단을 적용하여 안락감을 줌
•필로우 이태리 라텍스 사용, 무세균, 친환경적 소재 원활한 공기순환 및 
   충격 흡수 기능이 높은 옆단 매쉬소재 적용
•독립적인 쿠션작용의 7존 독립스프링

QN620HA 680,000 (1500×2000×270)

SS620HA 532,000 (1100×2000×270)

•토르 패팅 및 gBS(고탄성 스폰지) 30MM 적용하여 견고하면서도 편안한 수면 유지
•40파이 PE폼 10EA와 4면 코너 보호대(4EA)를 보강하여 더욱 더 견고함을 줌
•헬스 가드(내장형)을 적용하여 향균 작용이 뛰어남

•비스코스 쟈가드원단 사용
•잘 늘어나지 않고 흡수력이 뛰어남
   포근한 촉감과 보온력 우수

쟈가드 원단

향균패딩

향균패딩
HR스폰지
부직포

부직포

6회전 라운드 스프링

백색견면

백색견면

HR스폰지

고탄성폼

mILKY
심플한 느낌의 화이트 하이그로시 제품으로 
신혼의 밝고 순수한 느낌을 연출한 디자인 

밀키

3점SET 2,795,000 
(300CM표준형＋침대＋3단서랍장)

3점SET 2,776,000 (300CM표준형＋침대＋3단서랍장)

maY QUeeN

화사하면서도 가볍지 않은 느낌의 제품, 새미 로맨틱한 스타일로 신혼과 준개비층에 잘 어울리는 느낌의 디자인.

메이 퀸

옷장(300CM 표준형) 1,493,000 (3000×620×2211)
침대(매트별도) 883,000 (1650×2200×1150)
협탁 173,000 (560×400×472)

3단서랍장(거울별도) 400,000 (1000×500×773) 
5단서랍장 483,000 (800×500×1345)
콘솔 352,000 (1150×500×773)

거울(사각형) 120,000 (800×150×800)
거울(타원형) 130,000 (600×22×800)

3점SET 3,618,000 
(300CM표준형＋침대＋3단서랍장)

심플함을 주는 라이트베이지 컬러와 내추럴한 
원목느낌의 콤비로 세련되고 화사한 분위기 연출

seNse 센스

옷장(300CM 표준형) 2,220,000 (3000×620×2211)
침대(매트별도) 609,000 (1960×2280×970)
침대 콘솔 325,000 (300×2280×450)
협탁 244,000 (480×455×511)
3단서랍장(거울별도) 464,000 (950×615×760)
확장형 303,000 (1200×600×783)

※모듈에 따라 옷장 가격 변동

3점SET 2,305,000 (300CM표준형＋침대＋3단서랍장)

옷장(300CM 표준형) 1,372,000 (2970×623×2196)
침대(매트별도) 609,000 (1776×2112×985)
5단서랍장 395,000 (800×520×1185)

3단서랍장 324,000 (1000×520×727)
확장형 서랍장 200,000 (1100×520×754)
화장대 199,000 (645×520×727)

협탁 147,000 (550×498×455)
거울 115,000 (700×18×826)
※단독장 가능

세련된 내추럴 우드의 베이지 컬러 패턴의 조화로 깔끔하고 안정적인 디자인

IF YOU 이퓨

FHQ1601Bg 1610×2550×780
FHQ1601gR 1610×2550×780

단독침대 1,040,000

sIsLeY

CamPUs

미드톤 웜그레이 컬러로 어느가구, 인테리어에도 
잘어울립니다. 
천연가죽을 피부 닿는곳에 사용하여 제품의 고퀄
리티, 친환경적인 디자인

시슬리

캠퍼스(MAPLE/WHITE)

Beige
Dark gray

3점SET 2,765,000 (300CM표준형＋침대＋3단서랍장)

옷장(300CM 표준형) 1,827,000 (3000×638×2260)
침대(매트별도) 644,000 (1636×2145×1025)
3단서랍장 294,000 (990×522×727)

5단서랍장 383,000 (790×522×1185)
확장형서랍장 187,000 (1050×520×752)
협탁 144,000 (540×457×498)

거울 80,000 (600×21×800)

raY 레이

모던스타일 속에서 은은히 드러나는 내추럴 디테일이 돋보이는 감각적인 디자인

WHIte rOmaN 화이트로망

3점SET 2,597,000 
(300CM표준형＋침대＋3단서랍장)

옷장(300CM 표준형) 1,550,000 (3050×620×2236)
침대(매트별도) 691,000 (1702×2120×1089)
싱글침대(매트별도) 572,000 (1386×2052×930)
5단서랍장 445,000 (850×542×241)
3단서랍장 356,000 (1000×542×789)
협탁 161,000 (540×490×543)
거울 80,000 (600×21×800)

※단독장 가능

우드레인의 디테일과 볼륨감이 있는 화이트 갤러
리타입 도어로 로맨틱한 분위기를 연출한 디자인

내추럴한 디자인에 자연스러운 오크결이 더해져 편안한 침실 분위기를 연출한 디자인

rOYaL OaK 로얄오크

NeW BOtaNIC GarDeN
뉴보타닉가든

3점SET 2,135,000 
(300CM표준형＋침대＋3단서랍장)

옷장(300CM 표준형) 1,244,000 (3000×621×2211)
침대(매트별도) 522,000 (1664×2160×980)
3단서랍장 369,000 (1000×510×780)
협탁 149,000 (450×470×456)
거울 126,000 (700×25×820)
※단독장 가능
※실제품과 소재 및 디자인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이보리와 티크컬러 매치로 따뜻하고 여유로운 
삶을 추구하는 자연친화적인 디자인

3점SET 2,462,000 (300CM표준형＋침대＋3단서랍장)

옷장(300CM 표준형) 1,377,000 (3000×628×2206)
침대(매트별도) 692,000 (1670×2090×1003)

3단서랍장(거울별도) 393,000 (1000×495×767)
협탁 188,000 (480×465×518)

거울 126,000 (700×25×820)

오크결과 페브릭 패턴을 자연스럽게 매치해 편안한 침실분위기를 연출한 디자인

rUstIC OaK 러스틱오크

IOLeI BEDROOM BaaUm BEDROOM HOme OFFICe

내추럴한 원목 느낌과 스위트한 컬러의 매치로 
따뜻하고 부드러운 분위기 연출

침대(슈퍼싱글) 572,000 (1386×2052×930)

다크월넛의 내추럴한 컬러와 리얼한 우드질감으로 개성있는 침실 공간을 연출.

mILLer 밀러

3점SET 3,639,000 (360CM기본형＋침대＋3단서랍장)

옷장(360CM 기본형) 2,985,000 (3630×633×2260)
침대(매트별도) 609,000원 (1960×2080×970)

침대 콘솔 325,000 (300×2280×450)
3단서랍장 581,000 (1000×500×824)

5단서랍장 678,000 (800×500×1230)
협탁 299,000 (560×450×531)

※모듈에 따라 옷장 가격 변동

무게감있는 브라운 컬러와 차분한 느낌의 패브릭 
패턴을 매치하여 정돈된 느낌으로 자연스런 이미
지를 강조한 디자인

BeNeCIa 베네치아

3점SET 4,058,000 
(360CM기본형＋침대＋3단서랍장)

옷장(360CM 기본형) 2,766,000 (3630×634×2275)
침대(매트별도) 829,000 (1658×2143×1115)
3단서랍장 463,000 (980×521×755)
협탁 228,000 (550×450×530)
거울 160,000 (750×25×900)

3점SET 3,838,000 (360CM기본형＋침대＋3단서랍장)

커피향이 물씬 풍기는 내추럴함과 섬세한 디테일이 매치되는 도시적인 느낌의 세련된 디자인

옷장(360CM 기본형) 2,748,000 (3600×633×2260)
침대(매트별도) 621,000 (1700×2080×1150)

협탁 245,000원 (450×457×525) 3단서랍장 비운영

tOV 토브

빈티지한 요소가 가미된 단정하고 절제된 컨트리 
헤리티지를 모토로한 아메리칸 클래식 디자인

3점SET 4,063,000 
(360CM기본형＋침대＋3단서랍장)

옷장(360CM 기본형) 2,753,000 (3630×628×2275)
침대(매트별도) 794,000 (1670×2115×1185)
5단서랍장 560,000 (800×545×1195)
3단서랍장 516,000 (1000×545×765)
와이드서랍장 564,000 (1200×545×1195)
협탁 248,000 (540×495×611)
거울 231,000 (740×25×890)

sOUVeNIr 수비니어

VerBeNa 버베나(WOOD)

3점SET 3,410,000 
(360CM기본형＋침대＋3단서랍장)

옷장(360CM 기본형) 2,296,000 (3630×638×2300)
침대(매트별도) 638,000 (1776×2112×985)
협탁 216,000 (550×430×492)
싱글침대(매트별도) 572,000 (1386×2052×930)
4단서랍장 528,000 (800×520×1238)
3단서랍장 476,000 (980×520×755) 
거울 202,000 (980×25×700)

3점SET 3,903,000 
(360CM기본형＋침대＋3단서랍장)

VerBeNa 버베나(HIgH-gLOSSy)

옷장(360CM 기본형) 2,471,000 (3630×638×2300)
침대(매트별도) 852,000 (1592×2249×870)
4단서랍장 616,000 (800×520×1261)
3단서랍장 580,000 (980×520×773)
협탁 164,000 (550×450×482)
거울 182,000 (645×520×725)

깔끔한 형태에 원목느낌을 강조하여 밝은 내추럴한 분위기를 연출한 학생용 시리즈 

H형 책장 265,000 (800×295×1950)
H형 책상상판 152,000 (1600×762×30)
3단 서랍통 230,000 (450×600×700)
1200폭 책장 229,000 (1200×295×1250)
800폭 책장 263,000 (800×295×1950)
600폭 책장 207,000 (600×295×1950)

400폭 책장 182,000 (400×295×1950)
900폭 옷장 586,000 (900×598×1950)
3단 서랍장 350,000 (800×520×785)
5단 서랍장 502,000 (800×520×1195)
거울 114,000 (764×21×600)
침대(매트별도) 413,000 (1180×2074×800)

침대서랍 152,000 (659×468×175)
1400폭 책상장 219,000 (1400×295×870)
단독책상 240,000 (1400×750×730)
이동식 서랍통 185,000 (400×500×600)

NOaH 노아

상상력을 자극하는 라이트그린/핑크 컬러를 적용한 디자인으로 공간의 형태에 따라 다양한 모듈로 자유로운 배치와 구성이 가능한 
스마트한 학생용 시리즈

일자책상(단독책상포함) 379,000 (1200×750×1840)
단독책상 129,000 (1200×590×756)
800책장 243,000 (800×295×1840)
400책장 155,000 (401×295×1840)

800책장 하단도어 2EA 70,000 (397×710×18)
보조책상(서랍통 포함) 409,000 (1115×530×723)
2단 이동 서랍통 194,000 (400×458×644)
옷장 445,000 (900×600×1840)

4단서랍장 378,000 (800×538×1200)
침대(매트별도) 429,000 (1175×2060×900)

marVeL 마블

내추럴한 느낌의 스칸디나비아 스타일 디자인으로 오랜시간 동안 쉽게 질리지 않는 스타일의 서재가구 시리즈

책상 638,000 (1600×700×780)
1200폭 책장 404,000 (1200×298×1933) 

900폭 책장 363,000 (900×298×1933) 사이드장 비운영
600폭 책장 비운영

teD 테드

자연스러움을 강조하는 내추럴한 우드와 화이트 컬러의 매치로 다양한 인테리어 환경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시리즈

FULL SET 1,964,000 (H형 책상SET+책장+침대+이동형서랍장+옷장/매트 의자별도) 일자책상 SET 548,000 (일자형 책상+책상장)

JUmP 점프

H형 책상 SET 544,000 (1600×900×2150)
단독 책상 SET 283,000 (1200×588×780)
900장(도어별도) 246,000 (900×295×2150)

450장(도어별도) 163,000 (450×295×2150)
침대(매트별도) 479,000 (1242×2165×904)
옷장 568,000 (900×600×2150)

이동형 서랍장 127,000 (395×400×520)
확장형 3단서랍장(익스텐션 포함) 171,000 
(400×564×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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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점SET 2,699,000 (300CM표준형＋침대＋3단서랍장)

옷장(300CM 표준형) 1,546,000 (3000×620×2211)
침대(매트별도) 713,000 (1670×2050×1110)
3단서랍장 440,000 (1000×488×794)

콘솔 395,000 (1150×488×793) 
협탁 228,000 (480×458×556)
거울 126,000 (700×25×820)

※단독장 가능

옷장(300CM 표준형) 1,783,000 (3000×620×2211)
3단서랍장 392,000 (1000×488×740)
확장형 콘솔 267,000 (1040×458×888)
거울 80,000 (600×21×800)
침대(매트별도/하단 서랍형) 비운영
콘솔 비운영
협탁 비운영



4인 리클라이너 2,480,000 
(2830×1000×1010)

BrIsBaNe 브리즈번

3인용 리클라이너 1,650,000 
(2100×1000×1000)

1인용 리클라이너 803,000 
(980×1000×1000)

HestIa 헤스티아

4인용 1,664,000 (2900×940×950)

스툴 238,000 (800×600×450)

CeLestYN 셀레스틴 asHBY 애쉬비

4인용 1,585,000 (2820×1000×950) 4인 리클라이너 5,403,000 (2890×1070×770)

VeNUs 베누스

mICeLLe 미셀

4인용 2,570,000 (2820×970×990)

스툴 275,000 (770×680×430)

Beige
Mud Brown
Dark Blue
Dark gray

IreNe 아이린

※SIZE변경가능

4인용 2,365,000 (3100×970×1100)

스툴 205,000 (700×800×400)

4인용 1,990,000 (2800×1000×910)

카우치 SET 2,326,000 (2910×1810×910)

스툴 258,000 (650×650×420)

Brown
Mocha gray

GraCe 그레이스HamILtON 헤밀턴

4인용 SET 2,960,000 (2890X1040X900)

카우치 코너형 SET 3,515,000 (3100X1330X900)

카우치 코너등방석 확장형 3,594,000 (3100X1330X900)

gray
Dark Brown
Ivory

Brown
Black

NOVa

4인용 SET 2,732,000 (2910X990X860)
카우치 SET 3,003,000 (2910X1810X860)

스툴 281,000 (900X650X400)

노바

gray
Dark Brown
Ivory

BrOUGHam 브로엄

4인용 SET 2,545,000 (2780×980×910) 
코너형 SET 3,019,000 (2950×1300×910)

스툴(사각형) 265,000 (700×800×420)

스툴(반달형) 345,000 (980×710×420)

3인용 1,030,000 (2050X900X1000)

CarIsHa 카리샤

4인용 2,147,000 (2800×1050×920)

스툴 278,000 (740×620×420)

JaCKLINe 재클린

4인 SET 3,269,000(스툴 포함 3150×1100×600)

코너형 SET 4,323,000(스툴 미포함 3200×2250×600)

DIaNe 다이앤

gray
Brown
Ivory

4인용 SET 2,985,000 (2970×970×940) (스툴 포함)

코너형 SET 2,935,000 (3450×1750×940) (스툴 미포함)

VIVaLDI 비발디

4인용 2,372,000 (2820×1070×800)

스툴 236,000 (770×680×430)

DarBY 다비

Light Beige
Dark gray
Dark Blue
Brown

3인용 950,000 (2070×980×980)

OatmeaL 오트밀

Beige
graylish Blue

3인용 890,000 (2130×920×920)

KeNNetH 케니스

3인용 1,199,000 (2050×890×880)

BIaNCa 비앙카

3인용 1,405,000 (2120X1080X740)

JUNO 유노

4인용 SET 1,953,000 (2800X950X1000)

스툴 241,000 (800X650X430)

HeNes 헤네스

카우치 SET 2,048,000 (2800X1700X950)

astON 애스턴

3인용 1,144,000 (2050X1000X910)

merIeL 메리엘

4인 식탁 841,0000 (1350×800×740)
6인 식탁 937,0000 (1650×840×740)
의자 171,0000 (480×590×860)

4인 식탁 SET(의자4) 1,525,000
6인 식탁 SET(의자6) 1,963,000

eLYsIa 엘리시아

4인 식탁 SET(의자4) 1,244,000
6인 식탁 SET(의자6) 1,725,000

4인 식탁 440,000 (1300×800×750)
6인 식탁 519,000 (1600×850×750)
의자 201,000 (420×470×840)

esPressO 에스프레소

4인 식탁 SET(의자4) 1,643,000

4인 식탁 795,000 (1400×860×750)
의자 212,000 (450×560×820)

HaNNaH 해나

4인 식탁 SET(의자4) 1,367,000

4인 식탁 563,000 (1350×840×750)
의자 201,000 (480×560×910)

DeLPHINe 델핀

4인 식탁 SET(의자4) 1,217,000
4인 식탁 SET(의자2, 벤치형의자1) 1,158,000
6인 식탁 SET(의자6) 1,593,000
6인 식탁 SET(의자4, 벤치형의자1) 1,534,000

4인 식탁 537,000 (1350×800×750)
6인 식탁 573,000 (1700×850×750)
의자 170,000 (600×520×800)
벤치형 의자 281,000 (1100×390×450)

aNNa 안나

4인 식탁 SET(의자4) 1,344,000
4인 식탁 SET(의자2, 벤치형의자1) 1,216,000
6인 식탁 SET(의자6) 1,802,000
6인 식탁 SET(의자4, 벤치형의자1) 1,674,000

4인 식탁 508,000 (1450×800×750)
6인 식탁 548,000 (1700×800×750)
의자(IV/Mg) 209,000 (480×640×880)
벤치형 의자(IV/Mg) 290,000 (1400×400×440)

aDONIs 아도니스

4인식탁(의자4) SET 800,000
4인식탁(의자2, 벤치형의자1) SET 732,000

식탁 336,000 (1300×800×750)
의자 116,000 (427×490×830)
벤치형 의자 164,000 (1100×490×750)

mIraNDa 미란다

4인 식탁 SET(의자4) 763,000
4인 식탁 SET(의자2, 벤치형의자1) 697,000
4인 식탁 엔지니어스톤 SET(의자4) 
1,068,000
4인 식탁 엔지니어스톤 SET(의자2, 벤치형의자1) 
1,002,000

4인 식탁 311,000 (1300×800×750)
엔지니어 스톤 305,000 (1300×800×18)
의자 113,000 (455×588×900)
벤치형 의자 160,000 (980×400×420)

NaDIa 나디아

4인 식탁 501,000 (1400×800×750)
6인 식탁 557,000 (1600×850×750)
쿠션형 의자 180,000 (630×510×880)
라운드형 의자 169,000 (610×470×760)
벤치형 의자 270,000 (1200×400×430)

CarOLINe 캐롤라인

4인 식탁 SET(쿠션형4) 1,221,000
4인 식탁 SET(쿠션형2, 벤치형1) 1,131,000
4인 식탁 SET(라운드형4) 1,177,000
4인 식탁 SET(라운드형2, 벤치형1) 1,109,000
6인 식탁 SET(쿠션형6) 1,637,000
6인 식탁 SET(쿠션형4, 벤치형1) 1,547,000
6인 식탁 SET(라운드형6) 1,571,000
6인식탁 SET(라운드형4, 벤치형1) 1,503,000

4인용 1,368,000 (2650×950×920)

스툴 192,000 (650×650×420)

ZePPeLIN 제플린

Brown
Mocha gray

4인 전동리클라이너 2,646,000 (2900×960×940)

JaNes 제인스

3인용 리클라이너 2,261,000 (2000X980X950)

1인용 리클라이너 1,167,000 (980X980X950)

LaUreNCe 로렌스

LUI 루이

4인용 2,980,000 (2860×1000×900) 
1인용 888,000 (920×1000×900)

스툴 476,000 (600×340×490)

gray
Dark Brown
Ivory
Black

eDeLWeIss 에델바이스

4인 식탁 505,000 (1300×800×732)
엔지니어드 스톤 305,000 (1300×800×18)
의자 148,000 (495×600×855)

4인 식탁 SET(의자4) 1,400,000

2인 식탁 SET(의자2) 447,000
4인 식탁 SET(의자4) 705,000

2인 식탁 217,000 (800×800×740)
4인 식탁 245,000 (1300×800×740)
의자 115,000 (470×640×830)

amY 에이미

4인식탁 SET(의자2, 벤치형의자1) 500,000
4인식탁 SET(의자4) 553,000
2인식탁 SET(의자2) 353,000

2인식탁 195,000 (1000×800×750)
4인식탁 237,000 (1300×800×750)
의자 79,000 (450×480×835)
벤치형 의자 105,000 (1000×400×450)

Kara 카라

애플민트aPPLe mINt

식탁 303,000 (1300×800×750)
의자 107,000 (460×540×785)
벤치형 의자 151,000 (1100×420×450)

4인 식탁 SET(의자4) 731,000
4인 식탁 벤치형 SET(의자2, 벤치형의자1) 
668,000

Natural
Walnut

메리골드marIGOLD

4인식탁 SET 782,000

2인식탁 SET 574,000

식탁 286,000 (1200×800×740)
의자 124,000 (510×540×790)

식탁 294,000 (1200×800×740)
의자 140,000 (510×540×790)

Natural
Walnut

헤레이스HaraCe

4인 식탁 SET(의자4) 1,351,000
6인 식탁 SET(의자6) 1,755,000

4인식탁 631,000 (1350×800×750)
6인식탁 675,000 (1600×850×750)
의자(IV/Mg) 180,000 (480×600×880)

나오미NaOmI

4인식탁 SET 763,000

식탁 311,000 (1300×800×750)
의자 113,000 (455×588×900)

4인 식탁 SET(의자4) 2,084,000
6인 식탁 SET(의자6) 2,641,000

4인식탁 1,312,000 (1400×820×740)
6인식탁 1,483,000 (1700×920×740)

의자 193,000 (450×560×820)

LOBeLIa mOrrIs로벨리아 모리스

AV 1800장 400,000 (1800×400×380)

AV 1200장 270,000 (1200×400×380)

DaVID 다비드

1800 AV장 341,000 (1800×400×380)

1200 AV장 259,000 (1200×400×380)

사이드장 185,000 (600×400×380)

eLra 엘라

AV장 369,000 (1800×400×330)

INstar 인스타

AV장 + 사이드장 + 장식장 650,000 (3200×400×825)

AV장 + 사이드장 497,000 (2400×400×450)

AV장 + 장식장 535,000 (2600×400×825)

INDIe 인디

AV장 + 이동서랍 623,000 (1950X450X387)

teD 테드

arte 아르떼

AV장+사이드장+미니톨장 729,000 (2850×430×916)

AV장+사이드장 211,000 (2400×430×490)

AV장+미니톨장 131,000 (2250×430×916)

AV장+사이드장+장식장 SET 835,000 (3160×400×1182)

AV장+사이드장 SET 563,000 (2360×400×472)

AV장+장식장 SET 662,000 (2600×400×1182)

maY QUeeN 메이퀸 거실장

eCCeLLeN 엑셀런

AV장 539,000 (1950×420×344)

유리상판 34,000 (1800×420×5)

Brown
Black

AV장 + 확장형 박스 663,000 (1840X418X405)

Cream 크림

AV장 666,000 (1800×475×435)

사이드장 261,000 (600×475×435)

PrIma BLaCK 프리마 블랙

AV장 638,000 (1800×395×407)

mILLer 밀러 거실장

AV장(유리포함) 568,000 (1800×470×430)

사이드장(유리포함) 267,000 (600×470×430)

Kara 카라

AV장 520,000 (1800×416×451)

사이드장 190,000 (600×416×451)

LUX BLaCK 럭스 블랙

DINING taBLe LIVING DraWersOFa

3인용 1,350,000 (2120×950×920)

matHI 마티

AV장 + 사이드장 1,001,000 (2500×400×500)
AV장 720,000 (1900×400×500)

PraNCes 프랜시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