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CTURE
SYSTEM

F.A.T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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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A.T10

BRAND STORY

NEW
CREATION
FOR
BETTER
SPACE VA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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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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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AND STORY

QUALITY
DESIGN
CRAFTSMANSHIP
GLOBAL STAND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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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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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T 10
CONFERENCE

10

COLLABORATION

22

TRAINING

32

사무환경의 변화와 사용성에 주목한 새로운 폴딩 테이블입니다.

F.A.T10은 빈번하게 일어나는 회의, 협업, 교육 등 다양한 상황에 효과적인 구성과 대응이 가능합니다.
또한, 사용자가 모바일 기기, 도구 등을 활용할 수 있는 디테일을 강조하여 누구나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게 설계되었습니다.

F.A.T10

CONFERENCE

CONFERENCE

오피스에서 회의 공간은 업무 중에 발생한 이슈, 의제, 계획 등을 결정하는 과정이 펼쳐지는 곳입니다.
다양한 경험과 지식을 가진 여러 사람이 한자리에 모여 의견을 공유하고 공동의 과제를 해결합니다.
시선과 소음이 차단된 독립적인 회의 공간은 업무 특성과 인원에 맞게 다양한 규모로 계획되며
각종 미팅, 회의, 프로젝트 룸 등으로 활용됩니다.

LAYOUT

VARIOUS OPINIONS
PRESENTATION
BUSINESS
DISCUSS PLANS
EXECUTIVE
10 / 11

CONFERENCE

F.A.T10

FAT015UPD + U40F100C
작은 공간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10인으로 구성된 회의 공간입니다.
테이블 사이의 간격을 좁혀 작업 면적을 최대한 넓혀두고 준비된
다양한 자료를 공유하면서 회의를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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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FERENCE

F.A.T10

FAT015UPD + U40F100C / FAT007UPD
간단하게 진행되는 회의는 물론 부서별 보고, 발표 등을 진행하기에

적합한 회의 공간입니다. ‘ㄷ’자형 배치로 다수의 인원에게 의제, 계획 등을
공지하고 서로의 의견을 교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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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FERENCE

F.A.T10

FAT015UPD + U15F100C / FAT007UPD
새롭게 진행되는 프로젝트를 위해 다수의 인원이
한자리에 모인 10인 이상의 회의 공간입니다.
‘ㅁ’자형으로 구성되어 시선이 분산되지 않고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며 서로의 의견에
집중하기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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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FERENCE

F.A.T10

FAT007APD + U15F100C

확보한 회의 공간입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자유롭게 아이디어, 의견 등을
표현하며 캐주얼한 회의를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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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의 인원이 참여하되 테이블 사이의 간격을 두고 독립적인 공간을

F.A.T10

20 / 21

F.A.T10

COLLABORATION

COLLABORATION

VALUE OF DIVERSITY
SOLUTION
ORIGINAL IDEA
COMBINATION
NEW CHALLENGE

협업은 고정적인 업무의 경계를 허물고 다양성의 활로를 찾는 출발점입니다. 활발한 의견 교환,

새로운 시도와 도전을 통해 차별화된 결과물을 도출하기 때문에 창의성을 자극하는 공간을 필요로 합니다.
자유로운 분위기, 소통을 돕는 간편한 배치만으로도 협업 공간은 시작되며 사용 인원, 공간에 따라
능동적이고 효율적인 변화가 가능합니다.

LAYO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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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LABORATION

F.A.T10

FAT007UPD + U40F100C

업무 공간을 벗어난 자유분방한 분위기 속에서 빠른 결정이 필요한 간단한 협의,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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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인원이 간편하게 모여 동시다발적으로 아이디어를 나누는 협업 공간입니다.

COLLABORATION

F.A.T10

FAT015UPD + U15F100C
최소한의 인원만 모여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가볍게 소통하기 좋은 협업 공간입니다.

서로의 간격을 좁히는 단순한 배치로 넓은 작업면을 만들고 의견을 공유하며 창의적인
생각을 이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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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LABORATION

F.A.T10

FAT015APD + U15F100C
다수를 수용하는 공간에 그룹으로
배치하여 활발한 커뮤니케이션을

유도하는 오픈형 협업 공간입니다.

개방된 분위기, 자유로운 동선, 변화와
확장이 가능한 배치로 다양한 형태의
협업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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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T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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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T10

TRAINING

TRAINING

교육 공간에서는 수시로 일어나는 교육 및 그룹 활동에 대응하여 간편한 이동 및 재배치가
가능한 다양한 레이아웃을 선보입니다. 공간의 규모에 맞는 효율적인 배치를 우선시하며

참여 인원에 따라 효율적인 변형이 가능합니다. 세미나, 강연, 학습, 워크샵 등의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되며 여러 인원이 동시에 집중할 수 있도록 규모에 맞는 배치를 계획해야 합니다.

LAYOUT

CONCENTRATION
FOR LEARNING
THINKING SKILLS
GET FEEDBACK
PROG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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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INING

F.A.T10

FAT007APD + U40F100C / FAT015APD
개인마다 확보된 공간이 있어 집중도를 높여주는 교육 공간입니다.

개별 교육, 테스트 등을 진행하기 좋고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배치로 교육 주제, 수용 인원에 맞게 확장 및 축소가 자유롭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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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INING

F.A.T10

FAT015APD + U15F100C + U40F100C

공동 안건에 관한 다수의 의견을 수집하기 좋은 배치이며 간단한 교육,
세미나, 발표 등을 진행하기 적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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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의 크기에 맞게 다양한 규모로 계획할 수 있는 교육 공간입니다.

TRAINING

F.A.T10

FAT015UPD + U15F100C / FAT007UPD
집중이 필요한 일방향 교육 및 강의,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하는 기본적인 교육 공간입니다.

각종 자료, 콘텐츠를 다수의 인원에게 효율적으로 전달할 수 있으며 인원에 따라 테이블을
추가하여 배치하기 간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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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INING

F.A.T10

FAT015APD + FAT007APD + U40F100C
소규모의 인원으로 구성된 강연, 토크, 세미나 등이 펼쳐지는 교육 공간입니다.
배치만으로도 주목도, 참여도, 집중력 등을 강조할 수 있고 피드백을 주고
받을 수 있는 자유로운 토론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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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T10

42 / 43

FUNCTION &
ITEM LIST

FUNCTION
하부 앞가림판

사선형 다리

폴딩 시스템

수평 적층

전면 개폐형 덕트

배선 시스템

투톤 컬러로 구성된 하부 앞가림판은 프라이버시를

깔끔하게 뻗은 사선형 디자인의 다리는 공간

직관적인 폴딩 방식인 와이어 시스템이 센터형으로

간편한 폴딩 방식으로 수평 적층이 가능하여

멀티탭과 전선을 깔끔하게 내장할 수 있는 덕트가

대면형 레이아웃 시 테이블 사이의 공간을 통하여

보호하고 개방된 공간을 깔끔하게 정돈해줍니다.

어디서나 심플한 디자인을 돋보이게 해줍니다.

상판 가운데 있어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공간 효율성이 좋고 이동과 보관이 간편합니다.

설치되어 노트북, IT 기기 사용 시 유용합니다.

케이블 손상 없이 상부로 깔끔하게 전선 정리가
가능합니다

IT 기기 스탠드

폴딩형 서랍

선택형 상판

가방걸이

휴대폰, 패드형 IT 기기, 필기구 등을 거치하는 스탠드는 폴더형 구조로 적층 시

수납공간을 제공하는 폴딩형 서랍은 간편한 사용성

깔끔한 디자인의 상판과 편안한 사용감을 전달하는 소프트 우레탄 엣지가

사용자의 가방을 간편하게 거치할 수 있도록

접어두면 간섭을 최소화합니다.

으로 사용자의 물품을 보관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적용된 상판 중 선택 가능합니다.

양쪽에 걸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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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EM LIST

SEATING

1인 폴딩 테이블

2인 폴딩 테이블

폴딩 테이블 옵션

U15
U15F100C

U15F400C

W605 * D520 * H854

W520 * D520 * H854

수평 적층 / 토션 백틸팅

수평 적층 / 토션 백틸팅

플라스틱 팔걸이 / 좌판 폴딩
4-캐스터

* 일반 엣지 사양

* 우레탄 엣지 사양

FAT007U

FAT015A

FAT015U

W720 * D540 * H720

W720 * D540 * H720

W1500 * D540 * H720

W1500 * D540 * H720

우레탄 엣지

일반 엣지

우레탄 엣지

FAT007AD

FAT007UD

FAT015AD

FAT015UD

W720 * D540 * H720

W720 * D540 * H720

W1500 * D540 * H720

W1500 * D540 * H720

서랍

서랍

서랍

서랍

일반 엣지

우레탄 엣지

일반 엣지

FAA0001

콘센트 거치대

2인 폴딩 테이블용

우레탄 엣지

FAA0000U

우레탄형 IT거치대

FAT007UP

FAT015AP

FAT015UP

W720 * D540 * H720

W720 * D540 * H720

W1500 * D540 * H720

W1500 * D540 * H720

가림판

우레탄 엣지
가림판

일반 엣지
가림판

우레탄 엣지

FAT007UPD

FAT015APD

FAT015UPD

W720 * D540 * H720

W720 * D540 * H720

W1500 * D540 * H720

W1500 * D540 * H720

가림판 / 서랍

가림판 / 서랍

가림판 / 서랍

가림판 / 서랍

일반 엣지

우레탄 엣지

일반 엣지

FAT0007F
1인 가림판

가림판

FAT007APD

U17L100C

U17L400C

W595 * D590 * H950

W520 * D555 * H970

플라스틱 팔걸이 / 좌판 폴딩

좌판 폴딩

고정형 요추지지대
4-캐스터

엣지형 IT거치대

FAT007AP

U17

수평 적층 / 토션 백틸팅

FAA0000A

일반 엣지

4-캐스터

* 우레탄형 IT거치대

FAT007A
일반 엣지

좌판 폴딩

4-캐스터

U17F400C

W595 * D555 * H970

W520 * D555 * H970

수평 적층 / 토션 백틸팅

수평 적층 / 토션 백틸팅

플라스틱 팔걸이 / 좌판 폴딩
4-캐스터

좌판 폴딩
4-캐스터

U40
U40F100C

U40F100CP

W595 * D545 * H854

W585 * D546 * H860

수평 적층 / 토션 백틸팅

플라스틱 팔걸이 / 좌판 폴딩

4-캐스터

우레탄 엣지

2인 가림판

수평 적층 / 토션 백틸팅

U17F100C

플라스틱 팔걸이 / 좌판 폴딩

FAT0015F

고정형 요추지지대

커버형 등판 패브릭

수평 적층 / 토션 백틸팅
4-캐스터

U20
U20F100C

U20F400C

W602 * D530 * H840

W530 * D530 * H840

수평 적층

수평 적층

플라스틱 팔걸이 / 좌판 폴딩
4-캐스터

좌판 폴딩
4-캐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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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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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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OWRO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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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탈로그에 수록된 제품들은 연구, 개발로 사전 고지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제품 컬러는 실제 컬러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수록된 모든 내용은 사전 허가 없이 무단 복제, 복사, 전제, 인용을 금합니다.
(C)2020. bestuhl Co., Ltd.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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