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넵스의 스마트오피스를 소개합니다.

코로나19 이후,

유연근무제와 더불어 다양해지는 업무 방식에 대응하기 위해

사무공간은 Hybrid Work Place(Smart Work 2.0)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넵스는

빨라지는 비즈니스 속도에 신속히 대응하고,

불필요한 공간과 비용은 절감하며

창의적이고 유연한 기업문화 구축의 수단으로 '스마트오피스'를 제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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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오피스는 ‘시간 또는 공간의 제약을 벗어나 업무를 수행’ 하는 형태를 의미합니다. (출처 : 한국정보화진흥원)

넵스의 스마트오피스는,

단순 사무환경 개선을 넘어

임직원이 필요로 하는 새로운 오피스 문화를 창조하고 디자인하며

커뮤니케이션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는 IT기반 업무환경을 추구합니다.

01  오픈 업무 공간 02  퀵 미팅 공간 03  집중 업무 공간

임직원이 필요로 하는 오피스업무 효율성 극대화를 위한 공간

Employee(나)Employer(회사)

HOME

OFFICE

CAFE

몰입, 집중

커뮤니케이션, 소통

회의

SMARTOFFICEWORK TRANSFORMATION

넵스 워크스테이션 타운홀 미팅 공간

코로나19 이후 우리의 일터는 어떤 식으로 변화할까요?

비대면과 언택트로 이어지는 비즈니스 환경의 빠른 변화 속에,

업무 환경도 재택근무, 디지털 등으로 확장되어 

우리는 생산성을 높이고 빠른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사무환경에 대해 깊은 고민을 합니다.

유연근무제와 더불어 다양해지는 업무 방식에 대응하기 위해

사무공간은  ‘Hybrid Work Place로 (Smart Work 2.0)’ 진화하고 있습니다. 

HOME

HOME

HOME

1st OFFICE(오피스) 1st OFFICE(오피스) 1st OFFICE(오피스) 

2nd Co-working Office

       (거점오피스 · 카페 등)

2nd Co-working Office

       (거점오피스 · 카페 등)

Office

Automation

(OA)

Smart Work

1.0

생산성 및 효율성 중심의

사무 공간 추구

오피스 ▶ 직원 중심으로, 활동 기반 업무환경 확대

Activity Based Working 

Collaborative Place의 강조

개인과 조직을 연결하는 구심점이자

유연하고 변화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Work Place로 진화

3rd Home Office

      (재택 · 원격근무)

Smart Work

2.0

~ 2010 2010 ~ 2019 20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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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FS TOTAL SOLUTION

기업 환경 컨설팅

STEP 1 STEP 2 STEP 3 STEP 4

기업 고유의 업무 형태

조직문화 파악

임직원 니즈 조사를 위한 서베이

환경 선호도

맞춤형 분석 데이터 정리

공간 디자인 기반 가구

그룹 · 개인 집중형 공간

시스템 소파, 폰 부스 등

업무 효율성을 높이는 가구 배치 

협업 및 소통, 업무 생산성을 

극대화하는 공간별 콘셉트 안 도출

레이아웃 확정

최종 공간 기획 수립 및 구축 진행

자율좌석 시스템

화상회의

스마트 락커, 스마트보드

스마트오피스 기반 IT 솔루션 구축

특화 가구공간 디자인/설계 IT 솔루션

넵스는 스마트오피스 구성에 필요한 핵심 요소를 복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기업만을 위해 최적화된 ‘스마트오피스’를 구성합니다.

스마트오피스 구성에 필요한 컨설팅 · 공간설계 · 특화가구 · IT솔루션 핵심 4요소를 복합적으로 고려하여 오피스를 설계

EFFECT OF SMARTOFFICE

1

3

2

4

최적화된 사무공간으로

1인당 필요 면적을 절반으로 줄여

임대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공간의 혁신을 통해 유연하고

창의적인 조직문화 정립과

구성원 간의 비전 공유에 도움을 줍니다.

비즈니스 환경에 기민한 대처로

시간 활용 효율성 56.8% 증가

효과가 있습니다.

스마트오피스 운영을 통해

인력 운영의 효율성이 향상되고

이는 생산성의 증대로 이어집니다.

1인당 3.5평 → 약 1.8평

동료와의 협업 · 소통 증진 :  73.5%

시간 활용 효율성 증가 : 56.8%

인력 운영 효율성 향상 : 56.1%

비용 절감

Effect

Effect

Effect

Effect

조직문화 혁신

업무 효율성

인력운영의 효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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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로봇 커피5

스마트 글래스

산소발생시스템

출입통제시스템

화상회의 / 스마트보드

그린월

회사의 아이덴티티 표현 & 정보 공지

간단한 전자식 유리 조작으로 오픈/클로즈 공간 표현

임직원 건강 개선 및 집중력 · 생산성 제공

내방객 및 직원 출입 관리 지원

비대면 회의 및 협업에 최적화된 스마트솔루션

디지털 녹지 구성으로 IOT기반 온도 

습도, 공기청정 기능 제공

SMARTOFFICE MAP
오피스를 스마트하게

2

디지털 월1

디지털 월1

출입통제시스템2

모션 데스크6

12

10

11

9

산소발생시스템10그린월9

내선전화솔루션8

스마트 락커

키오스크 & 모바일

모션 데스크

폰부스 / 포커스룸

내선전화솔루션

로봇 커피

개인 짐을 수납할 수 있는 공간

효율적인 근무환경 조성 및 관리

임직원의 체형을 고려한, 

높이 조절이 가능한 데스크

개인 통화부터 간단한 업무까지 지원

전화, 화상회의, 협업 툴을 제공하는 

기업형 서비스

임직원 복지를 위한 오피스 어메니티 등

3

스마트 락커3

4

키오스크 & 모바일

5

6

7

8

폰부스 / 포커스룸7

스마트 글래스12화상회의 / 스마트보드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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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FS ZONNING PLAN

EXECUTIVE

SPACE
OPEN

COLLABORATIVE

SPACE

CONCENTRATED

WORKING SPACE

COURTYARD LOCKER

OPEN

WORKPLACE

FRONT OF

HOUSE
LOCKER

COMMUNAL

SPACE

INTERACTIVE

SPACE &

O2 ZONE

OPEN

WORKPLACE

FOCUS

AREA

SUPPORT

INTERACTIVE

SPACE &

O2 ZONE
SEMI-OPEN

FOCUS

AREA

QUICK WORK 

AREA
INTERACTIVE

SPACE

기업의 특색을 반영, 

임직원의 이용 동선과 사용 패턴을 분석하여 최적화된 

공간을 설계하는 넵스만의 Zonning Plan

Purpose

들어서는 입구로 브랜드 이미지 강화 및 편안함을 제공하는 공간

일반적 업무 공간에서 분리된 공간으로, 비격식 미팅 및 휴게 활용 공간

상호 교류 및 협업할 수 있는 공간

유연 업무 공간

라운지 형태의 캐쥬얼한 업무환경으로 자연스러운 대화 및 간단한 업무 가능한 공간

진행하던 업무를 마무리 또는 새로운 업무를 준비할 수 있는 공간

퀵 미팅 및 간단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공간

다수의 임직원이 협업 및 기획을 할 수 있는 업무 공간

기업만의 업무환경이 연출된 공간

반오픈형 형태의 집중 업무 공간

그룹 또는 개인의 독립된 집중 업무 공간

중역의 몰입 환경 제공 개인 공간

4인 미만 상시 협업을 위한 공간

6~8인 규모의 일반적인 회의 공간

10인 이상의 회의실로 중역회의 및 정기회의로 활용하는 공간

다목적 세미나 및 타운홀 미팅에 활용할 수 있는 공간

휴식을 목적으로 하는 공간

학습 및 휴식이 필요한 공간

자연을 느낄 수 있는 쉼터 &  일하는 공간

가상현실을 활용한 기업체험 및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

문서 및 개인물품을 수납할 수 있는 공간

스캔 및 인쇄 등을 위한 별도 공간

Definition

Front of House

Break Out

Interaction & Communication

Agile

Collaborative Setting

 Breathing

Quick Work

Open Collaboration

Work Place (Courtyard)

Semi Open Focus

Concentrated & Focus

Executive

Small

Medium

Large

Multipurpose

Relax Room

Book Cafe

Green Shelter

V-Rest

Locker

OA & Support

Entry

Zonning Plan 샘플

Type

Welcoming

Zone

Open

Working

Closed

MeetingCollaborative

Relax

Function

Supporting

AGILE WORKPLACE OPEN COLLABORATIVE SPACE

GREEN SHELTER COMMUNAL SPACE

OPEN WORKPLACE FOCUS AREA



넵스 스마트오피스 제품

스마트한 업무를 위해,

업무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특화가구를 제안합니다.

스마트오피스 공간에 특별함을 더해보세요.

16 - 21 22 - 29

NEFS PRODUCTS

30 - 39 42 - 4340 - 41 44 - 47

DESK CHAIR
데스크 의자

IT SOLUTIONPHONEBOOTHLOCKEROFFICE LOUNGE
IT 솔루션폰부스락커오피스라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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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IBI
사이비_일자형/120˚

오피스 공간에 아름다움을 수놓다

빠르고 민첩한 커뮤니케이션을 위해 개인 공간에서도

업무의 오픈화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SAIBI는 오픈 오피스와 프라이버시 모두를 만족시킵니다.

FEATURES

01 다양한 옵션과 형태

03 우아한 라인과 마감

02 오감을 만족시키는 최상의 소재

04 섬세한 배려가 돋보이는 옵션/기능

오픈 공간부터 개인 중역 공간까지,

데스크, 서랍, 미팅 테이블 등

다양한 옵션/형태 제공

우아한 라인과 고급스러운 폴리쉬 레그

광택으로 지적인 분위기의 공간 조성

다양한 컬러의 패브릭과

나뭇결의 아름다움이 돋보이는 데스크 상판

섬세한 배려가 돋보이는 옵션/기능

세세한 부분까지 신경 쓴 옵션 활용으로

편리한 업무 환경 조성

상판 향균,항바이러스 상판 도장 레그 폴리쉬레그 수납부

MC1  그레인드내츄럴 F6  블랙

MT4  그레인드

         라이트브라운

PM 

MW0  노블라이트

          내츄럴

MD8  그레인드

         다크브라운

S81  플랫실버

MH3  그레인드미디엄 SAW  화이트

PAW  화이트

MK1  웰내츄럴

ML5  웰브라운

COLOR & MATERIALS

단면

일자형 DESK

양면

VARIATION

120˚ DESK

01 02

03 04

DESK · 데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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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KFIT
워크핏

FIT TO YOUR STYLE

각자 일하고 싶은 자리를 자유롭게 선택하고

업무 프로세스에 맞는 업무환경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데스크에서부터 수납, 미팅 공간 확보까지

공간 전체를 막힘없이 연결할 수 있습니다.

FEATURES

01 심플한 디자인

03 캐스터 LOCK/높이 조절 기능

02 중간 레그 INSET

04 와이드한 업무 공간

어떠한 공간에서도 적용 가능한 심플한 

디자인과 고급스러움을 더해주는 특수 

도장의 세련된 레그 디테일

다릿발 바퀴의 캐스터를 잠가 안정감 있게

사용할 수 있고, 캐스터 상부 높이 조절 시 

상판 높이 미세조정 가능

2개 이상의 테이블 연결 시

레그를 안쪽으로 이동 교체할 수 있어

하부 레그룸을 여유 있게 사용 가능

배선 커버 측면까지도 모니터 암을 

부착할 수 있어 데스크 전체를 

와이드하게 활용

상판 레그

M10  화이트내츄럴 E6A  블랙MG5  애쉬브라운 SAA  화이트

MAW  화이트 P81  플랫실버MP2  래스팅미디엄

COLOR & MATERIALS

01

02

369mm

VARIATION

0403

DESK · 데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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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RMONII
하모니

집중과 커뮤니케이션의 공존

평상시 개인 집중 업무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의자를 돌리면 커뮤니케이션 공간으로 전환됩니다.

원형 공간으로 커뮤니케이션을 활성화시켜

팀워크를 최대한으로 발휘할 수 있습니다.

01

02 03

01 개인 집중 업무

03 팀 외 교류

02 팀 내 교류

원형으로 배치되어 

타인이 시야에 들어오지 않아 

자연스럽게 업무 몰입 향상 

동선의 흐름을 따라가는 원형 형태와

내외부 시야를 차단하지 않는 반투명 

아크릴 파티션으로 타 팀과의 자연스러운 

만남과 교류 지원

원형 형태의 상판으로 연결되어 있어

팀원 간 일체감을 주고, 중앙 미팅 테이블을

배치하여 뒤를 돌아 퀵 미팅 가능

COLOR & MATERIALS

상판

PAW  (단색)화이트 RAMG  (그라데이션)

            베이지

RAMS  (단색)베이지 RAYG  (그라데이션)

            옐로우

VARIATION

원탁 단품

FEATURES

DESK · 데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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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RFORT
에어포트

AIR, THE ULTIMATE COMFORT

에어 럼버 서포트는 개개인의 신체 특성에 맞는

이상적인 자세를 구현하며 최상의 착석감을 선사합니다.

우수한 통기성, 편리한 조작으로 안정적이고 편안한 사용이 가능합니다.

COLOR & MATERIALS

좌판

GGQ3  리프그린 GGE3  소프트그레이

GGE6  블랙

GGT5  인디고블루

등판

GGM1  화이트브라운

K6B6  블랙(메쉬)

01 에어 럼버 서포트

03 에어 슬릿 시트

02 오토 어저스트 락킹

최적의 압력과 유연성을 갖춘 에어백으로

장시간 집중 업무에도 편안한 착석감 제공

통기성이 좋은 슬릿 우레탄, 더블 러셀 

패브릭 적용. 열을 방출하는 소재로 장시간 

착석 시에도 쾌적함 유지

앉는 사람의 체중에 따라 최적화된 강도로 

자동 조절되는 로킹 제공

01

02 03

FEATURES

VARIATION

CHAIR · 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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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G
잉

두뇌와 신체를 깨우는 360˚ Gliding Chair

움직이지 않고 장시간 앉아있으면 머리와 몸이 굳어

창의성과 효율성이 떨어집니다.

ING은 움직임을 통해 두뇌와 신체를 활성화시키고

앉아서 일하는 사람의 스트레스를 감소 시킵니다.

01 360˚ 글라이딩

03 글라이딩 스토퍼

02 럼버리스 디자인

앞뒤 기울임, 좌우 뒤틀림까지 모든 각도의 

움직임에 대응

그네와 같은 매커니즘으로 균형감을 

유지하며 안정적인 착석감 제공

ON/OFF 모드로 집중이 필요한 상황에

고정 기능 지원

360˚ 글라이딩이 척추의 S자 커브를 

자연스럽게 만들어 럼버 서포트 없이 

편안한 착석감 제공

COLOR & MATERIALS

E6

블랙

좌판 등판 본체

G4B6

블랙

G4Q4  

라이트올리브

GT39

애쉬터쿠아즈

G49G 

애쉬핑크

G41S  

올리브옐로우

GTQ4

라이트올리브

G4M6  

다크그레이지

GT1S

올리브옐로우

G4M4  

미디엄그레이지

GT7E

딥퍼플

G4T7  

네이비

GTE6_매쉬

블랙

G4E3  

소프트그레이

GTQ6

딥그린

G4Q6

딥그린

GT9G

애쉬핑크

G40T  

소프트테라코타

GTT7

네이비

GT0T

소프트테라코타

GTM6

다크그레이지

G47E

딥퍼플

E1

화이트그레이

G439 

애쉬터쿠아즈

GTE3_매쉬

소프트그레이

GTM4_매쉬

미디엄그레이지

VARIATION

01

02 03

FEATURES

CHAIR · 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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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OR & MATERIALS

등좌판 레그 본체

GY0X  코랄오렌지 E6A  블랙 BK  블랙GYEB  미디엄그레이

SAA  화이트 PAW  화이트GY5J  나이트블루 GYLK  다크포레스트

ALL IN ONE
올인원

유연하고 활발한 미팅이 가능한 ALL IN ONE.

메모대와 수납, 의자 일체형으로 별도의 회의 테이블 없는 미팅이 

가능하여, 공간의 효율성이 높아집니다.

의자의 이동만으로 소인원 회의공간 마련이 가능합니다.

메모대+수납 일체형 ALL IN ONE

VARIATION

01 메모대 상판 사이즈

03 개별 움직임이 가능한 좌석과 메모대

02 이동형 메모대

태블릿 스탠드와 컵 홀더를 포함한 이동식 

상판. A3 용지를 가로 방향으로 놓을 수 

있는 사이즈 (W600 x D325)

좌석과 메모대를 각각 회전할 수 있어

편안한 착석감 제공

개인 체격과 자세에 맞게 위치 조정 가능

01

02 03

FEATURES

CHAIR · 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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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MPUS UP
캠퍼스 업

자유로운 움직임으로 집중력을 높여주는 CAMPUS UP

다양한 움직임을 지원하며 

다채로운 스타일링이 가능한 의자입니다.

COLOR & MATERIALS

등좌판 프레임

E5  다크그레이

L9  아보카도그린

E1  화이트그레이36  소프터쿼이즈

PAW  화이트Y2  머스터드

0D  소프트텐저린

01 레그 및 좌판 디자인

03 회전형 상판[선택형]

02 전후 기울임 기능[선택형]

움직임을 방해하지 않는 레그 디자인과

편안한 움직임을 만들어주는 원형 좌판

메모대 상판의 회전 기능으로

사용자의 체격이나 자세 변화에 대응

01

02

03

VARIATION

FEATURES

CHAIR · 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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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RAME
인프레임

유기적 디자인으로 부드럽게 감싸 안는

스크린 부스 INFRAME

다양한 조합과 디자인으로 유기적 공간을 구성합니다.

(의자형, 소파형, 집중형, 유틸리티형 등)

외부패널 내부패널 상판

프레임

GN0T  소프트

           테라코타

M10  화이트내츄럴 MP2  래스팅미디엄

MG5  애쉬브라운GN7E  딥퍼플

GN65  딥마린

GNED  화이트그레이

GN1S  올리브옐로우 MAW  화이트

MK1  웰내츄럴GN38  화이트

           터쿼이즈

E6A  블랙

SAA  화이트

GNB5  챠콜그레이

GNL9  아보카도그린

GNED  화이트그레이

COLOR & MATERIALS

01 유기적 디자인과 부드러운 소재

03 상판 디자인

02 하부 오픈 디자인

완만한 곡선의 라운드 형태와

부드러운 촉감의 패브릭 소재로

편안하고 아늑한 공간 연출

사다리꼴 회의형 디자인 상판으로 입출입이 

자유로우며, 독립형 라운드 형태로 몸에 

밀착하여 사용 시 업무 집중력 향상

사용자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하부 오픈형 디자인

01

02 03

VARIATION

FEATURES

OFFICE LOUNGE · 오피스라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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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LESSO 교류 & 개인 업무가 가능한 COLLESSO

다양한 옵션의 조합과 적당한 여백, 완충 공간으로 구성되어

교류와 개인 업무가 모두 가능한 소파입니다.

코레소

01 집중과 교류 증가 효과

03 다양한 조합형 구조

02 계산된 소파 각도

진입이 자연스럽고 쉬워지는 여백 공간과,

사람과의 적당한 거리감을 유지하는 완충 

공간으로 집중과 교류를 컨트롤할 수 있는 공간

다양한 타입, 사이즈, 색상이 선택 가능하여

다양한 레이아웃에 맞는 공간 연출

소파와 테이블 상판이 최적의 각도로 구성되어

편안하면서도 자세가 무너지지 않는 디자인

COLOR & MATERIALS

소파패브릭COLLESSO

PERSO
(추가구성)

상판 프레임

GY0W  아이보리

MV8  챠콜다크

          그레이

MCW  그레인드

           화이트

E6A  블랙

SAA  화이트

MY3  팀버미디움

GY2G  세이지

GY6J  피코크

GYEC  딤그레이

GY0X  코랄오렌지

MX1  에이지드

         내츄럴

GY5J  나이트블루

GYEB  미디엄그레이 GYM5  다크브라운

GYEG  애쉬그레이

GYLK  다크포레스트

상판 가죽상판 레그

MCW  그레인드  

          화이트

MX1  에이지드

         내츄럴

VAE6  블랙

MV8  챠콜다크

         그레이

MY3  팀버미디움 SAA  화이트VAOV  샌드브라운

E6A  블랙

01

02

03

COLLESSO PERSO
(추가구성)

VARIATION

FEATURES

OFFICE LOUNGE · 오피스라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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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VAL
인터벌

일과 휴식이 모두 가능한 INTERVAL

업무와 재충전이 모두 가능한 패널과 테이블을 갖춘 워크 소파입니다.

01 여유롭고 안정감 있는 디자인

03 상판 디자인

02 대각선 스크린 패널

여유로운 공간감과 상판 테이블, 스크린 

패널, 허리 지탱 쿠션이 주는 안정감으로

창의력 증대와 기분 전환 가능

팔꿈치까지 이어지는 여유 있는 테이블 상판,

라운드 에지 디자인으로 쾌적한 환경

측면 단면 패널이 비스듬한 각도로 커팅 

되어 시야를 완전히 차단하지 않고, 구성원 

간 존재감 확인이 가능. 다양한 옵션을 

통해 패널의 차폐 정도 선택 가능

상판 패널, 쿠션_액센트컬러 패널, 쿠션_베이스컬러

WS1  내츄럴

WS5  브라운

NC014  미디엄브라운

NC178  모더레이트

             카키

NC136  라이트그레이NC116  다크그린

NC027  다크네이비

NC128  딤그레이

COLOR & MATERIALS

VARIATION

01

0302

FEATURES

OFFICE LOUNGE · 오피스라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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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ION
노션

휴식에 최적화된 디자인 체어 NOTION

편안한 자세로 휴식하며 

에너지와 집중력을 재충전할 수 있는 유니크한 체어입니다.

01 볼륨감 있는 편안한 좌석

03 라운지 공간 맞춤형 디자인

02 휴식에 최적화된 형태

고급스러움과 편안함을 모두 갖춘

볼륨 있는 좌석

하이 백 타입과 로우 백 타입을 제공하여

라운지 공간의 스타일에 맞게 구성 가능

휴식에 최적화된 120˚ 등받이 각도,

주위의 시선을 가리는 헤드 쉐이드,

상체가 자연스럽게 고정되는 구조,

편안한 팔걸이 디자인으로 편안함 추구

소파패브릭 레그

GY0W  아이보리 E6A  블랙

GY2G  세이지

GY6J  피코크

GYEC  딤그레이

GY0X  코랄오렌지 SAA  화이트GY5J  나이트블루GYM5  다크브라운GYEB  미디엄그레이

GYEG  애쉬그레이GYLK  다크포레스트

COLOR & MATERIALS

VARIATION

FEATURES

01

0302

OFFICE LOUNGE · 오피스라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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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NITTO
마니또

따뜻하게 감싸 안는 니트 파티션 MANITTO

가벼운 짜임의 니트 소재로 답답하지 않게 공간을 감싸며,

누구나 쉽게 변형/조합이 가능한 따뜻한 색감의 파티션 입니다.

01 따뜻하고 가벼운 니트 짜임

03 다양한 라인업

02 마그넷으로 연결, 경량 구조

니트 소재로 무거워 보이지 않고

가볍고 폭신하게 공간을 감싸며,

스크린 안쪽이 은은하게 비치는 짜임으로

공간의 개방감 유지

다양한 업무공간에 맞춰

높이, 폭, 컬러를 다양하게 선택 가능

프레임 안쪽 마그넷으로 손쉬운 스크린 

연결, 심플한 구조와 가벼운 무게로 누구나 

쉽게 레이아웃 변경과 이동이 가능

니트

GZ1W  웻옐로우 GZEJ  스노우그레이 GZEH  락그레이 GZLL  글라스그린

COLOR & MATERIALS

01 02

03

VARIATION

FEATURES

OFFICE LOUNGE · 오피스라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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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I
인피

무한한 확장성을 가진 캐비닛 INFI

1단부터 6단까지의 옵션으로 구성되며

캐주얼한 조합 외에도 다양한 조합의 확장이 가능하여

공간과 필요에 맞는 사용이 가능한 캐비닛입니다.

COLOR & MATERIALS

상판

MSPW1  화이트

FEATURES

01 편리한 잠금장치[LOCKER] 03 넉넉한 서랍 깊이02 SOFT & AUTO CLOSING

손쉽게 사용 가능한 편리한 잠금장치로

락커의 보안 관리

동종 제품보다 깊은 422mm 서랍 및 3가지 표준 

사이즈의 퀵 릴리프 보유 (Letter/A4/Legal&FC)

무거운 하중(약 25kg)에도 서랍과 캐비닛을 소음 없이 

부드럽게 여닫을 수 있음

422mm

INON
이논

COLOR & MATERIALS

상판 쿠션 상판 항균, 항바이러스 상판

M10  화이트내츄럴

MBK  블랙

MG5  애쉬브라운

MP2  래스팅미디엄

PAW  화이트 HSNE1  MK1  웰내츄럴

HSNE5  

FEATURES

01 오픈 스페이스 03 코트 행거 [옵션형]02 메일 박스 타입

락커 중간에 오픈 스페이스를 배치하여

소지품을 잠시 보관할 수 있음

락커와 가까운 거리에 코트 행거를 배치하여

이동 동선의 효율성 증대

A4 사이즈의 가로 수납이 가능한 메일 박스

LOCKER · 락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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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NE BOOTH
폰 부스

NEFS PHONEBOOTH

기능성과 심미성을 모두 만족시키며

인테리어 요소로도 활용 가능한 폰부스입니다.

COLOR & MATERIALS

니트

UG  그레이 AY  옐로우 UDN  네이비

FEATURES

01 개인 물품 선반대 03 인체 감지 센서 및 조명/흡배기 기능02 콘센트 및 USB포트 제공

통화 시 선반대에 메모장, 소지품을

올려둘 수 있는 간단한 선반

인체 감지 센서를 통해 조명과

흡배기 기능이 작동하여 편의성 증대

콘센트와 USB 포트를 제공하여

통화/업무 기기 충전 가능

UG  그레이 AY  옐로우 UDN  네이비

FOCUS ROOM
포커스 룸

NEFS FOCUSROOM

기능적인 부분과 심미성을 함께 고려하여 외부의 소음 방해 없이 

소규모 회의 및 컨퍼런스콜에 사용 가능한 부스입니다.

COLOR & MATERIALS

니트

FEATURES

01 회의 지원 선반대 03 인체 감지 센서 및 조명/흡배기 기능02 콘센트 및 USB 포트 지원

회의 자료를 올려두고

간단한 회의를 할 수 있는 선반대

인체 감지 센서를 통해 조명과

흡배기 기능이 작동하여 편의성 증대

콘센트와 USB 포트를 제공하여

통화/업무 기기 충전 가능

PHONE BOOTH · 폰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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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보드는 터치스크린, 무선기기 연결, 회의 문서 공유 기능 등을 

활용하여, 다양한 비즈니스 환경 속에서 업무 효율을 높일 수 있는 

최적의 스마트회의 솔루션입니다.

화상회의

스마트보드

터치 하나로 스마트하게

섬세한 터치감의 전자칠판 기능

쾌적한 회의 환경

복잡한 연결 없이 간편하게 회의 준비 가능

쉽고 간편한 공유

스마트폰, 노트북 등 기기 연동이 쉬움

윈도우 / MAC / 웹 브라우저 / 스마트폰 지원 /

Wifi ↔ LTE 전환 시 서비스 연속성 보장

음성, 화상, 일반전화(PSTN) 통화 가능(내선번호 유지) 

네트워크 연결 시 통화 가능

다자간 컨퍼런스콜 및 실시간 간편 멤버 초대

다양한 디바이스 환경 지원 Digital call + Phone call + PSTN call

유선 전화를 대체하여 App 방식의 사내 전화, 화상회의, 협업 툴을 

제공하는 모바일 솔루션 입니다.FMC (Fixed Mobile Convergence)

유무선 통합관리 솔루션

기업 및 전화 디렉터리 조회

대용량 파일 메시지 전송 Drag & Drop

모바일 기기에서 내선번호로 착·발신 통화(VolP 소프트폰)
이동근무자

IT SOLUTION · IT 솔루션

대면미팅부터 재택/원격 비대면 회의까지 상황에 맞는 화상/

영상회의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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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월 시스템은 식물과 IOT 융합 솔루션을 결합하여 

공기질 개선 및 미세먼지 제거, 심미적 효과를 제공합니다.GREENWALL
그린월

데이터서비스
Realtime Monitoring

TVOC미세먼지CO2온도/습도

데이터서비스

온도/습도, CO2, 

미세먼지까지 한번에

식물+IOT 융합솔루션

휘발성유기화학물질(VOCs)와 

미세먼지 뿐 아니라, 바이러스와 

박테리아까지 살균

편리한 관리

흙, 벌레, 비료가 필요 없는 

안개 분사형 수경재배로 

편리한 식물 관리 지원

식물공기청정기

REFERENCE

+

산소공급 시스템은 임원실, 회의실, 휴게실 등의 공간에 산소를 

공급하여 임직원 건강 개선 및 집중력 · 생산성을 높입니다.산소공급시스템

체력 회복 기능

운동시 근육의 유산을 분해하는 

능력이 탁월하여 지구력 향상

두뇌 활동 증진

집중력, 사고력 및 기억력 향상

신체 저항력 강화

세균과 바이러스에 대한

신체 저항력 강화

REFERENCE

IT SOLUTION · IT 솔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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넵스 포트폴리오

NEFS PORTFOLIO

뉴트리
NEWTREE

한국공인회계사회삼일 아카데미삼일 회계법인
KICPASAMIL Academy

제뉴원 사이언스
GENUONE Sciences

LS Electric
엘에스 일렉트릭

넵스 워크스테이션
NEFS WORKSTATION

SAMIL PricewaterhouseCoop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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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뉴원 사이언스
GENUONE Sciences

위치  Seoul, Seocho
구축  2021
업종  Pharmaceutical
면적  258py

NEFS SMARTOFFICE
PORTFOL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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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FS SMARTOFFICE
PORTFOLIO

LS Electric
엘에스 일렉트릭

위치  Seoul, Yongsan
구축  2019
업종  Electric
면적  669p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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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FS SMARTOFFICE
PORTFOLIO

넵스 워크스테이션
NEFS WORKSTATION

위치  Seoul, Jongno
구축  2019
업종  Smart Office Consulting
면적  296p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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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FS SMARTOFFICE
PORTFOLIO

뉴트리
NEWTREE

위치  Seoul, Songpa
구축  2019
업종  Inner Beauty
면적  285p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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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FS SMARTOFFICE
PORTFOLIO

삼일회계법인
SAMIL PricewaterhouseCoopers

위치  Seoul, Yongsan
구축  2019
업종  Accounting Firm
면적  164p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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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FS SMARTOFFICE
PORTFOLIO

삼일아카데미
SAMIL Academy

위치  Seoul, Yongsan
구축  2020
업종  Education
면적  164p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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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인회계사회
KICPA

위치  Seoul, Seodaemun
구축  2020
업종  Association
면적  328py (1층 당 164p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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