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CABI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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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CABI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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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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CABINET
실용적인 수납구조로 다양한 규모의 수납공간을 계획할 수 있는 캐비닛입니다.

업무 특성과 공간의 크기에 맞게 캐비닛을 조합하여 수납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T-CABINET

DESK

업무 공간을 최대한 간결하게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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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로워야 합니다. 개인 스토리지는 줄이고 공동 수납공간을 강화하여

SCREEN

데스크 스크린 1600

CHAIR
CABINET

S29

3단 오픈 캐비닛 / 3단 하부 도어 캐비닛

3단 캐비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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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수형 데스크 1600

공동 해결 업무보다 개별 일정에 따라 움직이는 직군은 이동과 재석이

T-CABINET

개인 업무 비중이 높고 프라이버시를 중시하는 직군에게 적합한 업무 공간입니다.
옷장과 캐비닛 등으로 수납공간을 확대하면서 개인에게 할당된 업무 면적도
한층 넓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SCREEN

편수형 데스크 1600
데스크 스크린 1600

STORAGE 3단 콤비 사이드 캐비닛 (보조 상판형)
사이드 PC 캐비닛 / 1인 콤비 옷장

CHAIR
CABINET

J17

3단 오픈 캐비닛 / 3단 캐비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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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K

T-CABI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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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CREEN

편수형 매니저 데스크 2100
데스크 스크린 1800

STORAGE 사이드 탑 스토리지 / 2단 콤비 사이드 캐비닛
CHAIR
CABINET

사이드 PC 캐비닛

S10

3단 오픈 캐비닛 / 3단 하부 도어 캐비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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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NCTION

잠금 ON / OFF 확인

도어 스토퍼

잠금장치의 전면에 작동에 따른 on / off가 깔끔하게 표시되어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도어 뒷면에 스토퍼를 부착하여 우측 도어 잠금 시
좌측 도어까지 한 번에 잠금 기능이 작동합니다.

도어 힌지 (댐핑형)

매립형 손잡이

부드러운 사용감으로 도어를 열고 닫을 때

깔끔한 외관이 돋보이는 손잡이는 열림과 닫힘 상황에만 돌출되는 방식으로

소음 없이 조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편리한 사용감을 전달합니다.

3단 오픈 캐비닛 / 3단 캐비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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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BINET

ITEM LIST

2단 오픈 캐비닛

2단 캐비닛

3단 오픈 캐비닛

3단 캐비닛

5단 오픈 캐비닛 (W400)

5단 캐비닛 (W400)

5단 오픈 캐비닛

5단 하부 도어 캐비닛

STC082

STC082D

STC083

STC083D

STC045

STC045D

STC085

STC085LD

W800 * D410 * H803

W800 * D410 * H803

W800 * D410 * H1160

W800 * D410 * H1160

W400 * D410 * H1874

W400 * D410 * H1874

W800 * D410 * H1874

W800 * D410 * H1874

5단 캐비닛

5단 유리 도어 캐비닛

6단 오픈 캐비닛

6단 하부 도어 캐비닛

6단 캐비닛

6단 유리 도어 캐비닛

STC085D

STC085G

STC086

STC086LD

STC086D

STC086G

W800 * D410 * H1874

W800 * D410 * H1874

W800 * D410 * H2231

W800 * D410 * H2231

W800 * D410 * H2231

W800 * D410 * H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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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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reated for new change,
Developed for new experience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