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업무 유형에 맞게 
확장하는 솔루션 T1

DESK



베스툴의 숙련된 기술이

새로운 자리로 완성되면

집중하는 시간은 근사한 결과로

잠깐의 휴식은 아이디어가 됩니다.

준비된 기술들이 한 자리에 있는

전혀 새로운 이야기.

내 자리의 시작, 베스툴

T1
DESK



베스툴의 기술과 노하우로 직접 만든 제품의 가치는 

공간의 아름다움과 사용자의 편안함으로 표현될 때 완성됩니다. 

베스툴이 제안하는 다채로운 디자인, 컬러, 텍스쳐로

아름답고 편안한 공간을 직접 경험해보세요.

NEW 
CREATION 
FOR 
BETTER 
SPACE VALUE

BRAND STORY 
04  /  05



보이지 않는 부품까지 직접 만들어본 다양한 경험, 기술과 시스템이 바탕이 된 

고품질에 대한 고집은 베스툴이 어디서든 품질에 대해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베스툴이 선보이는 디자인은 시각적인 아름다움을 넘어서 공간의 본질과 가장 밀접하게 

소통하는 매개체, 누구나 경험하고 공감하며 공유하는 스토리가 됩니다.

베스툴은 핵심 부품을 직접 연구하고 생산하는 장인정신으로 적극적으로 상품을 

개발하고 품질 수준을 유지하면서 사용자에게 근사한 경험을 선사하는 제품을 만듭니다. 

또한 그린가드, BIFMA, EN 1335 인증 등 글로벌 기준을 제시하는 각종 테스트에 

부합하고 경쟁력을 갖춘 제품으로 세계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BRAND STORY 
06  /  07

QUALITY 
DESIGN 
CRAFTSMANSHIP 
GLOBAL STANDARD



CREATIVE WORK 

FOCUSED WORK 

MOBILE WORK 

FUCTION & ITEM LIST

CABINET

PANEL

12

22

34

44

54

60

변형과 구성이 자유로운 워크스테이션을 제안합니다.

T1 시리즈는 친환경 소재, 간결한 디자인, 다양한 스토리지로 구성되어 세분화, 전문화되는 직군과 

업무 유형에 맞는 레이아웃을 계획할 수 있습니다. 협업, 집중 업무 등 오피스에서 동시다발로 일어나는 

다양한 상황을 예측하고 업무 특성에 최적화된 새로운 업무 공간을 완성합니다. 

업무 유형에 맞게 확장하는 솔루션 - T1 seriesT1 DESK



공동 업무를 해결하면서도 개별적인 몰입 시간, 창의적인 결과물을 

기대하는 직군에게 적합합니다. 데스크 외 아이템을 적극 활용하여 

독립된 개인 워크스테이션을 강조하면 업무 능률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개별 업무에 집중하는 시간이 많고 재석 비율이 높은 직군은 몰입과 

간단한 협의 등 업무 상황에 유연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상호간 거리를 

유지하면서도 소통에 열린 배치가 좋습니다.

외근 비중이 높은 직군의 워크스테이션은 내근직과 상이한 업무 패턴과

수시로 일어나는 커뮤니케이션 상황에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동성과 자율성이 강조된 단순한 배치로 업무 효율 증대에 집중합니다.

PLAN FOR
CREATIVE WORK 

PLAN FOR
FOCUSED WORK 

PLAN FOR
MOBILE WORK 

PLAN FOR 

WORK 
STATION

추천 직군
건축가, 디자이너, 프로그래머 등

추천 직군
기획직, 홍보직, 일반 사무직 등

T1 DESK
10  /  11

추천 직군
영업직, 유통직, 생산직 등



오피스에서 물리적으로 공간을 공유하되 집중 업무 비중이 큰 직무의 경우 독립성을 강조한 영역 확보가 

우선시 되어야 합니다. 공간의 크기에 맞게 대향형, 독립형 배치를 활용하고 프라이버시와 몰입을 중시하는 

직군의 특성을 흡수할 수 있도록 합니다. 스크린, 개인 스토리지 등을 추가하여 방해되는 시각적, 청각적 요소를 

자연스럽게 차단하고 개별적으로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합니다.

CONCENTRATION 
PROFESSIONAL
SPECIALIST
ABILITY 
ACHIEV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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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직군
건축가, 디자이너, 프로그래머 등

CREATIVE WORK  

PLAN FOR 

CREATIVE 
WORK  

T1 DESK



팀원 간 업무 흐름을 파악하면서도 몰입이 강조된 업무 공간입니다. 

대항형 배치를 중심으로 높이가 있는 1인 옷장을 활용하여 주변 시선을 

차단하고 개인 업무 공간의 독립성을 확보합니다. 

DESK 일반형 데스크 1600

SCREEN 데스크 스크린 1600

STORAGE 1인 옷장 (메모판) / 2단 서랍

CHAIR S10

CABINET 3단 오픈 캐비닛 / 3단 캐비닛

CREATIVE WORK  T1 DE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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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형 배치로 개인 워크스테이션을 강조한 업무 공간입니다. 

창의적인 결과물 도출에 집중할 수 있게 수납공간과 

업무 면적을 분리하고 별도의 소통 공간에서 간단한 협의가 

가능하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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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EATIVE WORK  T1 DESK

DESK 편수형 데스크 1800

SCREEN 데스크 스크린 1800

STORAGE 사이드 탑 스토리지 / 2단 콤비 사이드 캐비닛 / 사이드 PC 캐비닛 / 1인 옷장

CHAIR S15 / U30



T1 DESK

개인 업무 비중이 높고 프라이버시를 중시하는 직군에게 적합한 업무 공간입니다. 

옷장과 캐비닛 등으로 수납공간을 확대하면서 개인에게 할당된 업무 면적도 

한층 넓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CREATIVE WORK  

CHAIR J17

CABINET 3단 오픈 캐비닛 / 3단 캐비닛

DESK 편수형 데스크 1600 

SCREEN 데스크 스크린 1600

STORAGE 3단 콤비 사이드 캐비닛 (보조 상판형)  

 사이드 PC 캐비닛 / 1인 콤비 옷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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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  21
T1 DESKCREATIVE WORK  



COMMUNICATION
COLLABORATION
HAVE CONCEPTION
CONNECTION
DISCU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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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의 미팅을 진행하며 협업, 팀워크 등이 강조되는 직무는 개방형 오피스를 지향합니다. 

대향형 레이아웃을 중심으로 개인 스토리지는 최소화하고 개방감을 강조한 사무 가구 배치가 필요합니다. 

공간의 동선을 간결하게 정리하여 별도의 회의 공간 없이 자리에서 신속한 협의, 정보 교류 등이 

수시로 일어날 수 있도록 합니다. 

추천 직군
기획직, 홍보직, 일반 사무직 등

FOCUSED WORK T1 DESK

PLAN FOR 

FOCUSED 
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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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CUSED WORK T1 DESK

마케팅, 기획 등 업무 조율과 협의가 수시로 일어나는 직군을 위한 

소통형 업무 공간입니다. 시각적 장애물을 최소화하여 개인 업무부터 

간단한 소통까지 별도의 이동 없이 해결하기 용이합니다.

DESK 편수형 데스크 1600

PANEL 60T 파티션

STORAGE 3단 콤비 사이드 캐비닛 (보조 상판형)  / 사이드 PC 캐비닛

CHAIR J17 / U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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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CUSED WORK T1 DESK

개인 업무, 협업 등이 동시다발로 일어나는 직군의 워크스테이션은 

다양한 구조를 혼합하여 업무 능률을 높여줍니다. 

배향형 배치, 공동 수납공간, 소규모 미팅 공간 등을 함께 구성하여 

유연한 업무 환경을 계획합니다. 

DESK 편수형 매니저 데스크 2100

 편수형 데스크 1600

SCREEN 데스크 스크린 1800

PANEL 60T 파티션

STORAGE 사이드 탑 스토리지 / 2단 콤비 사이드 캐비닛 

 사이드 PC 캐비닛 / 1인 옷장

CHAIR S10 / J17 / U30

CABINET 3단 하부 도어 캐비닛 / 3단 캐비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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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CUSED WORK T1 DESK

프라이버시를 중시하는 직군은 스토리지, 패널, 보안 장치 등으로 독립적이고 집중된 

업무 환경을 추구합니다. 다양한 형태의 스토리지는 업무 수납에 대응 할뿐만 아니라 

시각적, 청각적 차단을 통해 몰입을 도와줍니다. 

DESK 일반형 데스크 1600

PANEL 60T 파티션

STORAGE 1인 옷장 (메모판) / 2단 서랍

CHAIR S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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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CUSED WORK T1 DESK

개인 업무부터 업무 지원까지 원활하도록 소통이 가능한 대향형 배치가 좋습니다. 

개인 스토리지와 공동 수납공간을 통해 업무 관련 자료와 서류 등을 보관하고 

업무 면적을 확보합니다.

DESK 편수형 데스크 1600

PANEL 60T 파티션

STORAGE 사이드 탑 스토리지 / 2단 콤비 사이드 캐비닛 

 사이드 PC 캐비닛 / 1인 옷장

CHAIR J17 / U30

CABINET 3단 하부 도어 캐비닛 / 3단 캐비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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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1 DESKFOCUSED WORK 



FLEXIBILITY
TECHNICAL
AUTONOMY
INDEPENDENT
EFFICI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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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근, 현장 지원 업무, 자율 업무 등으로 고정적인 재석 비율이 낮은 직무는 스토리지 비중을 줄여 

공간 효율성이 좋은 오피스를 계획해야 합니다. 간결한 ‘ㅡ’형 배열로 불필요한 동선을 줄이고 

업무로 인한 잦은 이동과 조직 변동에도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합니다. 

별도의 테이블을 배치하여 필요할 때 짧은 동선 안에서 상호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도록 지원합니다. 

추천 직군
영업직, 유통직, 생산직 등

PLAN FOR 

MOBILE 
WORK 

MOBILE WORK T1 DE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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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BILE WORK T1 DESK

직군별 특화된 업무 패턴과 일정으로 오피스 활용도가 낮을 경우 단순한 배치로 

공간의 개방감을 살립니다. 수납이 적은 대신 데스크와 가까운 소통 공간에서 신속한 

협의가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것이 좋습니다.

DESK 일반형 데스크 1400

SCREEN 데스크 스크린 1400

STORAGE 3단  서랍

CHAIR J17 / U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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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BILE WORK T1 DESK

공동 해결 업무보다 개별 일정에 따라 움직이는 직군은 이동과 재석이 

자유로워야 합니다. 개인 스토리지는 줄이고 공동 수납공간을 강화하여 

업무 공간을 최대한 간결하게 정리합니다.

CHAIR S29

CABINET 3단 오픈 캐비닛 / 3단 하부 도어 캐비닛

 3단 캐비닛

DESK 편수형 데스크 1600 

SCREEN 데스크 스크린 1600

STORAGE 3단 콤비 사이드 캐비닛 (보조 상판형) / 사이드 PC 캐비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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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BILE WORK T1 DESK

단독으로 업무 공간을 사용하는 경우 스크린, 스토리지 등으로 공간 구획을 계획하되 

소통을 위한 동선은 열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다양한 구조의 캐비닛으로 수납공간과 

쾌적한 업무 면적을 확보하여 독립성을 강조합니다.

DESK 편수형 매니저 데스크 2100

SCREEN 데스크 스크린 1800

STORAGE 사이드 탑 스토리지 / 2단 콤비 사이드 캐비닛 

 사이드 PC 캐비닛

CHAIR S10 

CABINET 3단 오픈 캐비닛 / 3단 하부 도어 캐비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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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BILE WORK T1 DESK



FUNCTION & 
ITEM LIST

DESK

WIRE MANAGEMENT

SCREEN

STORAGE 



FUNCTION

심플한 감각이 돋보이는 사선형 다리 디자인은 
매력적인 외관과 함께 공간마다 시원한 개방감을 
연출합니다.

차분한 분위기부터 밝고 따뜻한 분위기까지 
업무 공간의 인테리어에 맞게 3가지 컬러 중 선택 
가능합니다.

사선형 다리 AL 다이캐스팅 3가지 컬러의 상판

플러그까지 통과 가능한 넉넉한 배선 홀이 있고 
개폐형으로 배선 관리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개폐형 배선캡 내장형 멀티탭 (사이드 PC 캐비닛)

전체 프레임을 매끄럽게 연결하는 구조체가 
슬림한 다리 디자인을 완성하고 모던한 분위기를 
강조합니다.

내장된 멀티탭으로 다양한 상황에 필요한 기기 
사용을 한층 편리하게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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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선 걸이 자석식 전선 클립

기기 연결에 필요한 여러 배선을 전선 걸이를 
이용하여 수평으로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석형 전선 클립은 투명한 디자인으로 눈에 띄지 
않게 데스크 다리에 부착하여 배선을 관리하기 
용이합니다.

사용자의 편의에 맞게 높이를 조절할 수 있고 
노출되지 않은 조절방식으로 깔끔한 외관을 
유지합니다.

높이 조절형 다리

슬림한 스크린 디자인 하부 앞가림판

공간의 분위기에 맞게 스크린 컬러를 선택하여 
업무 공간의 활력을 더하는 포인트 컬러로 활용
하기 좋습니다.

모던한 디자인으로 공간의 분위기와 어우러지며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고 공간을 정돈해줍니다.

세련되게 마감된 스크린은 얇은 두께로 공간을 
모던하게 연출하고 시선을 차단하여 프라이버시를 
보호합니다.

자석 사용이 가능한 스크린으로 다양한 메모, 
사진 등을 간편하게 부착할 수 있습니다.

메모 부착형 스크린 다양한 패브릭 컬러

DESK

WIRE MANAGEMENT

SCREEN



양방향으로 이동이 가능한 슬라이딩 타입으로 수납이나 사용자 편의에 
맞게 설정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슬라이딩 도어 오픈 복합형 캐비닛 오픈형 미니 스토리지

다양한 수납 구조를 활용하여 여러 크기의 물품을 
찾기 쉽게 정리 및 보관하고 업무 면적을 넓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도어 없이 노출된 수납공간은 자주 사용하는 
서류나 물품을 보관하고 신속하게 꺼내 쓰기 
편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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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 캐비닛 슬라이딩 도어

넉넉한 깊이의 하부장은 PC를 보관하고 도어로 
노출 없이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깔끔한 외관과 함께 스틸 패널이 적용된 옷장 
측면은 자석을 사용하여 다양한 메모를 부착할 수 
있습니다.

돌출된 부분 없이 심플하게 매립형으로 마감된 
손잡이는 다양한 위치에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펜 트레이와 여러 규모의 수납공간으로 나누어져 
있어 업무와 관련된 소품을 찾기 쉽게 보관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철제 측판형 옷장 매립형 AL 손잡이 다용도 수납

다량의 물품을 보관하는 하단 서랍에는 무게로 
인해 전도를 방지하는 캐스터가 추가되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부드럽게 움직이는 캐스터가 있어 공간 정리, 
조직 이동 등 다양한 상황에 간편하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사이드 콤비 캐비닛의 도어와 서랍을 
단 하나의 키로 편리하게 잠그고 열 수 있어 
관리가 용이합니다.

1인 옷장

외투를 별도로 보관하는 옷장은 다양한 수납 구조, 
거울 등이 함께 구성되어 개인 업무 공간을 한층 
깔끔하게 정돈해줍니다.

전도 방지용 캐스터 (2단 서랍) 간편한 이동 서랍 2 IN 1 KEY SYSTEM

STORAGEFUNCTION



ITEM LIST

일반형 데스크

STD012

W1200 * D800 * H720

STD014

W1400 * D800 * H720

STD016

W1600 * D800 * H720

STD018

W1600 * D800 * H720

2단 콤비 사이드 캐비닛

STC7082L

W800 * D500 * H600

STC7082R

W800 * D500 * H600

STC7102L

W1000 * D500 * H600

STC7102R

W1000 * D500 * H600

2단 콤비 사이드 캐비닛 (보조 상판형)

STC782TL

W800 * D500 * H720

STC782TR

W800 * D500 * H720

STC712TL

W1000 * D500 * H720

STC712TR

W1000 * D500 * H720

3단 콤비 사이드 캐비닛 (보조 상판형)

STC783TL

W800 * D500 * H720

STC783TR

W800 * D500 * H720

STC713TL

W1000 * D500 * H720

STC713TR

W1000 * D500 * H720

2단 서랍

STP0402

W400 * D560 * H600

사이드 PC 캐비닛

STC081SL

W790 * D500 * H600

STC081SR

W790 * D500 * H600

3단 서랍

STP0403

W400 * D560 * H600

1인 옷장 (D500)

STC525L

W200 * D500 * H1160

STC525R

W200 * D500 * H1160

3단 콤비 사이드 캐비닛

STC7083L

W800 * D500 * H600

STC7083R

W800 * D500 * H600

STC7103L

W1000 * D500 * H600

STC7103R

W1000 * D500 * H600

편수형 매니저 데스크

STD021SL

W2100 * D1000(800) * H720

STD021SR

W2100 * D1000(800) * H720

데스크 가림판

STD012F

W1060 * D18 * H290

STD014F

W1260 * D18 * H290 

STD016F

W1460 * D18 * H290

STD018F

W1660 * D18 * H290

사이드 탑 스토리지

STC816L
W1600 * D300 * H560(440)

STC816R

W1600 * D300 * H560(440)

STC818L

W1800 * D300 * H560(440)

STC818R

W1800 * D300 * H560(440)

사이드 스토리지

STC785L
W800 * D500 * H720

STC785R

W800 * D500 * H720

STC715L

W1000 * D500 * H720

STC715R

W1000 * D500 * H720

데스크 스크린

STF012

W1200 * D18 * H680

STF014

W1400 * D18 * H680

STF016

W1600 * D18 * H680

STF018

W1800 * D18 * H680

편수형 데스크

STD016S

W1600 * D800 * H720

STD018S

W1800 * D800 * H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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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니저 데스크

STD021L

W2100 * D1000(800) * H720

STD021R

W2100 * D1000(800) * H720

R형

L형L형L형 L형 L형 L형

R형L형 L형



ITEM LIST COLOR

1인 옷장 (D800)

STC528L

W200 * D800 * H1160

STC528R

W200 * D800 * H1160

1인 옷장 (메모판)

STC528XL

W200 * D800 * H1160

STC528XR

W200 * D800 * H1160

1인 콤비 옷장 (D800)

STC548L

W400 * D800 * H1160

STC548R

W400 * D800 * H1160

목재

패브릭 (스크린)

철재 (프레임)

1인 콤비 옷장 (메모판)

STC548XL

W400 * D800 * H1160

STC548XR

W400 * D800 * H1160

3단 옷장

STC583

W800 * D500 * H1160

5단 옷장 

STC555L

W500 * D410 * H1874

STC555R

W500 * D410 * H1874

6단 옷장

STC556L

W500 * D410 * H2231

STC556R

W500 * D410 * H2231

1인 콤비 옷장 

STC545L

W400 * D500 * H1160

STC545R

W400 * D500 * H1160

BW

CR 

ZB WG 

웜그레이

올리브

그레이

케일그린

터콰이즈

차콜

젠블루

코랄레드

AC

MP

GR 

TQ 

BW

CH 

OL 

KG 

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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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형L형L형

L형

L형

R형 R형



내가 일하는 자리는

가능성을 실현할 아이디어를 내는 자리이기도 하며

목표에 몰입하고 원하는 성과를 만드는 자리,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을 찾은 자리,

지금 내 자리가 좋다.

내 자리의 시작, 베스툴



OFFICE & FACTORY

SHOWROOM

대구 본사 및 제1공장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로 105  
T 053 581 3383   F 053 582 3383
사출생산 및 수출제품 완조립 주력공장

파주 사업장 및 제2공장
파주시 탄현면 헤이리로 185번길 40-43   
T 031 945 0043   F 031 945 2377
부품판매 물류센터 및 내수 완제품 생산라인

인천 사업장 및 제3공장
인천광역시 남동구 능허대로 677   
T 032 563 3383   F 032 565 3384
목재 완제품 생산라인

서울 사업장
서울시 서초구 사임당로10길 3 6F   
T 02 575 9575   F 02 576 9575
내수 완제품 유통사업본부 및 라이브 쇼룸

부산 사업장
부산광역시 강서구 유통단지1로 41 부산 T-PLEX 130동 221호
T 051 796 3383   F 051 796 3384
내수 완제품 유통사업

대구 쇼룸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로 105   
T 053 581 3383   F 053 582 3383

서울 쇼룸
서울시 서초구 사임당로10길 3 6F   
T 02 575 9575   F 02 576 95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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