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ivider
Frame

The Loggia Room divider consists of various types of frames and dozens 
of units which can be combined with the frame. Unlike furniture that 
is limited in space and function, you can customize it in moveable and 
transformative ways for your tastes and convenience.

Frame structures that reduce weight and raise durability have been built in 
simple, yet sturdy designs. Anybody can create space easily

로지아 룸 디바이더는 다양한 타입의 프레임과 이와 조합되어 사용할 수 있는 
수십가지의 유닛으로 구성됩니다. 위치와 기능이 고정된 가구가 아닌, 이동과 원하는 
형태로 변형이 가능한 접이식 방식으로 사용자의 기호와 편의에 맞게 커스터마이징 
할 수 있습니다.

무게를 줄이고 내구성을 높일 수 있는 프레임구조는 간결하면서도 견고한 디자인으로 
제작 되었습니다. 다양한 유닛의 조합으로 누구든지,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공간
을 쉽게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Dimension
Fold : W600×D60×H1600 (mm)
Unfolded : W1200×D30×H1600 (mm)

Material
American walnut
American white oak
White oak on ebony color

Frame type
Kitchen, Bath, Dress, Works 
- Custom type available

American white oak American walnut White oak on ebony (Special)



Divider
Unit

First select the divider. A pair of divider is a basic component. Planning 
to use it in a large space, you can combine three or more. There are four 

pockets.
After the selection, you choose units suitable for use. The types of units 
are nob, shelf, bookstand, blind and customized one. Select units and 
insert them in unit pockets. Then the installation is finished and the 
desired space is completed at the same time.

사용자는 먼저 원하는 타입의 디바이더를 선택해야 합니다. 1쌍의 프레임이 
기본 구성으로, 보다 큰 공간에 사용할 계획이라면 3개 또는 그 이상의 프레임을 
조합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디바이더의 타입은 총 4가지로 나뉘어 있으며, 
각각 위치와 다른 갯수의 Unit pocket을 갖고 있습니다.
디바이더의 선택이 끝났다면 사용자의 용도에 맞는 Unit을 선택해야 합니다. 
선택할 수 있는 유닛은 Blind, Knob, Shelf, Book stand, Ordermade unit, etc 
등이 있습니다. 유닛 선택까지 끝이 났다면 디바이더의 Unit pocket에 꼽아 넣기만 
하면 설치는 끝나고 그와 동시에 원하는 공간은 완성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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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친 타입의 디바이더는 주방의 다양한 용도의 수납공간을 더해 깔끔하고 편안한 
공간을 연출할 수 있습니다.
실온에서 보관해야 하는 식재료나 향신료, 커피용품과 같은 주방용품들을 정돈하고 
주방과 거실의 열린 공간을 간단하게 구획할 수 있습니다.

Units
2 Shelves, 1 Shelf, 1 Cabinet, 1 Slab

Slab

Shelf, 1/2 Shelf

1/2 Shelf

Cabinet

Price
White oak : 685,000

Walnut : 862,900
Special color : 1,062,900

※ 1 Cabinet 포함가격입니다. 



Bath ty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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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스 타입의 디바이더는 건식 화장실이나 화장실 문의 옆 공간에 놓고 타올과 로브 등을 
걸거나 각종 피부 관리 용품들을 놓고 사용하기에 적당합니다. 
선반 위주의 유닛 구성으로 욕실의 부족한 수납공간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Units
1 Hanger, 3 Knobs, 3 Shelves, 1 Slab

Slab

Hanger, Knob

Shelf

Shelf

Shelf

3F

Price
White oak : 787,200

Walnut : 965,400
Special color : 1,165,400



Dress ty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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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대와 행거를 대신할 수 있는 드레스 타입의 디바이더는 화장대를 놓기 어려웠던
공간이나 벽에 어지럽게 결려있던 옷들을 정리하기에 유용합니다.  
드레스 타입의 유닛은 거울과 서랍장, 행거 등으로 조합되어 좁은 공간에서도 나만의 
드레스룸을 만들 수 있습니다.

Units
3 Knobs, 1 Hanger, 1 Mirror, 1 Drawer, 2 Shelves

Shelf, 1/2 Shelf

Mirror

Drawer

Knob, Hanger

Price
White oak : 816,300

Walnut : 1,026,000
Special color : 1,22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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웍스 타입의 디바이더는 최소한의 공간으로 최대한의 책상 기능을 담고 있습니다. 
노트북을 사용하기도 하고 책을 읽기도 하며, 공간의 제약 없이 어디든 설치하여
업무를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원룸이나 로프트 하우스처럼 한 공간으로 열린 주거 
환경에서 사용하게 되면 파티션으로 공간을 구획해주기도 합니다.
Units
2 Book Stand, 2 Shelves, 1 Desk Shelf, 1 Power Box, 1 Slab

Slab

Desk Shelf

Book Stand, Power Box

Book Stand, Shelf, Clip Shelf

Price
White oak : 906,000

Walnut : 1,164,000
Special color : 1,364,000



"DIVIDE YOUR SPACE." LOGGIA ROOM DIVIDER



※ 

Homepage : www.artiza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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