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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소개

회사소개서

아이디어스터디는 
1988년 독서실 창업을 시작하여 
현재까지 약 30년간의 독서실 사업으로 쌓인 내공이 남다릅니다.
노하우를 바탕으로 이용자와 창업자의 니즈를 정확하게 분석하고 
그에 알맞은 제품과 방향을 제안합니다.

아이디어스터디는 기본에 충실합니다. 
그리고 그 기본에서 뻗어나갑니다.
독서실책상 뿐 만이 아니라 자세를 잡아주는 의자, 
책상의 기울기를 맞춰 눈과 어깨의 피로를 낮추는 특허받은 독서대와 경사판,
긴장을 풀어주는 발 지압봉, 분위기를 전환하여 집중력을 높이는 커튼 등
학습을 위한 공간에 필요한 제품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전문적으로 제품을 연구하고, 설계하고,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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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르게 주문하기 원하시는 책상과 함께 시공될 장소의 도면을 ideastudy@hotmail.com 로 먼저 보내고
전화나 홈페이지 대량구매게시판을 통해 문의를 주시면 더욱  빠르게 답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량구매 주문절차

대량구매문의 모델/수량제안 견적서 작성 계약 배송/조립

회사소개서



책상 3년, LED램프 2년, 의자 1년으로 
품질의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 만큼
 A/S의 기간도 넉넉합니다.

A/S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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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디어스터디
제품의 특징

맞춤형 서비스

직접 제작
30년간의 독서실사업을 통해 얻은 노
하우로 아이디어스터디는 고객의 니
즈를 파악하고 책상, LED램프, 의자를 
직접 디자인, 설계, 제작합니다.
각 제품의 유기적 작용을 통해 사용자
의 집중력이 최대로 발휘 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다양한 크기와 형태의 독서실책상을 
보유하고 있어 공간에 알맞게, 효율적
으로 배치할 수 있도록 제안합니다.

E0제품
E1에 비해 포름알데히드가 적게 발생
하여 아토피, 눈따가움, 천식 등의 발생
을 현저히 낮출 수 있습니다.

회사소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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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E0(이제로)등급

E0(이제로)등급이 뭐예요?

포름알데히드가 어떻게 나쁘죠?

가구의 합판을 만들 때 접착제를 반드시 사용하는데,  이 접착제가 포름알데히드를 방출하게 합니다.
그렇기에 포름알데히드가 나오는 정도를 평가하는 지표에 따라  각 가구에는 등급이 매겨집니다. 
SE0가 가장 좋은 등급이고, 숫자가 커질수록 포름알데히드가 많이 방출됩니다.

포름알데히드는 눈따가움, 새집증후군, 아토피 등에  악영향을 주는 원인이 됩니다.  
포름알데히드가 적게 나오는 SE0등급과 E0등급은 미국, 일본, 유럽 등 선진국의 
까다로운 기준에 준합니다.  
아이디어스터디는 SE0와 E0등급의 자재들로 제품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0.2 0.50.3 1.0 1.5 2.52.0

SE0 E0 E1 E2

아이디어 스터디
제품군

캐나다 캘리포니아 
실내기준치

한국 다중 이용시설 실내 공기질 유지 기준치
한국 학교 보건법 공기질 기준치  / WHO기준, 일본 실내환경 기준

눈 자극이 시작됨
한국 신축 공공주택 

권고 기준치

회사소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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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디어스터디 인기제품 |   더욱 다양한 제품들을  아이디어스터디 홈페이지( http://ideastudy.co.kr ) 에서 만나보세요.

크기 812(W) X 800(D) X 1200(H)
색상   화이트오크
소재   PB E0 환경소재 / 16t
옵션   LED램프, 독서대, 발지압봉, 
             사물함 추가구매 가능

크기 1000(W) X 800(D) X 1500(H)
색상   화이트오크
소재   PB E0 환경소재 / 16t
포함   경사판, 발지압봉
옵션    LED램프, 커튼 추가구매 가능

크기 1200(W) X 800(D) X 1800(H)
색상   화이트오크
소재   PB E0 환경소재 / 16t
포함   경사판, 발지압봉
옵션    LED램프, 커튼 추가구매 가능

크기 1200(W) X 14000(D) X 1800(H)
색상   티크 / 회색
소재   PB E0 환경소재 / 18t
포함   경사판
옵션   LED램프 추가구매 가능

학습용이성과 공간 효율성을 높아
작은 공간을 위해 많이 선호하는 제품

데스크너비, 수납, 측면판 등 필요한 구성을
사용자편의를 고려해 만든 가성비 높은 제품

백팩이 쏙 들어가는 여닫이형 수납공간과
넓은 데스크, 발지압봉으로 인기가 좋은 제품

천장이 열려 있는 프리미넘1인실 독서실책상
고급스러운 컬러와 디자인으로 사랑받는 제품

우등생5호 그레이 합격5호 와이드 트리플도어 스터디듀오

회사소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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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포르떼볼레 올 메쉬 프리미엄 의자

좌판의 앞뒤(길이)조절이 가능해
등받이와 의자의 깊이감을 체격에
알맞게 조절할 수 있어 
성장기 청소년도 
지속적인 사용이 
가능합니다.

Adjustable Seat

메쉬의 표면은 부드러워 착석감이 좋고 
통기성이 뛰어나 불편함이 적습니다.  

또한, 좌판 앞쪽에는 메모리폼으로 마감하여  
장시간 앉아 있어도 편안함이 유지됩니다.

ITALY Premium Mesh
재질로 오랜시간 편안하게

Tilting
틸팅 기능을 이용해 등받이의 기울기를 
래버로 쉽게 조절하고 요추를 잘 잡아
주어 편안한 자세를 취할 수 있습니다.

틸팅 래버장치 틸팅 강도조절

높낮이 조절 팔걸이
팔걸이 양쪽에 있는 버튼을 이용하여 
높낮이 조절이 가능합니다. 스펀지를 
넣어 적당한 쿠션감을 주어 팔꿈치와 
손목을 편안하게 유지해줍니다.

회사소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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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력보호 고탄성 올메쉬 2B호의자 &-2

고정탄성 -토퍼 3호의자 &-3

앉으면 고정되는 우레탄바퀴

일어서면 움직일 수 있지만 앉으면 고정되는 

기능이 있는 우레탄 바퀴를 사용하여 불필요한 
움직임 없이 학습에 집중을 도와줍니다.

Up Lift Down

No Rotation

Mesh Texture

일반적인 의자와 달리 회전이 되지 않는 기능이 
있어 불필요한 움직임을 잡아주어 집중력과 학
습향상에 도움을 줍니다.

장시간 앉아 있어도 뽀송한
메쉬소재로 편안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쉽게 당길 수 있는 래버를 이용하는
높이 조절 기능이 있어 간편하게 체형에 따라 
의자의 높이를 조절하며 집중력을 지켜줍니다.

2B호 i-2 3호 i-3 다크그레이 3호 i-3 그린

등판재질 방석재질

회사소개서



고정형 & &닥보호캡

집중력 1호 의자는 고정형으로 의자가 
돌아가지 않아 집중력을 유지하게 합니다.
(합격보장 집중력 5B호와 의자 5호는 회전형)
또한 바닥보호캡이 있어 의자를 끌어도
바닥이 훼손되지 않습니다.

쉬운 높이 조절

주문제작 스펀지

장시간을 앉아 있어도, 오래 사용해도
몸에 무리가 없고 틀어지지 않도록
주문제작한 맞춤형 스펀지를 사용합니다.

회전형이 아닌 흔들림 없는 고정형의자로 
높이 조절 기능이 있어 간편하게 체형에 따라 
의자의 높이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독서실책상 대량구매 제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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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력고정의자 시리즈

합격보장 고탄성 집중력 1호의자 합격보장 집중력 5B호의자 포스쳐케어 독서실 의자 5호

회사소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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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은 언제나 빛과 함께 생활합니다. 

해가 뜰 때부터 대낮, 또 해질녘, 잠자기 전 취침 등까지. 인지

하지 못할 수 있지만 인간 심리와 활동 상태는 이런 다양한 빛

의 영향을 받습니다. 빛의 색온도가 높은 대낮에는 좀 더 활동

적이며 이성적인 일을 하고, 빛의 색온도가 낮은 해질녘이나 

동틀 때에는 좀 더 편안함을 느끼고 감성적인 상태가 됩니다.

학습할 때에도 과목이나 영역에 따라 효율을 높여 줄 수 있는 
빛이 있습니다. 

아이디어스터디는 학습에 반드시 필요한 LED전기스탠드에 

사람의 본질적인 감성을 담아 학습에 최적화된 환경을 사용

자가 직접 설정할 수 있도록 제작하였습니다.

언어 표준 수리예술

2500K
350lx

4500K
450lx

5000K
450lx

8000K
550lx

카멜레온 감성 컨트롤 LED

ON 1단 2단 역사 수학 국어 영어 표준 논술 법률 과학

[ 3단 빛 밝기 TEST ]  
합격5호 와이드형 책상에서 카멜레온 감성

컨트롤 LED를 사용한 모습입니다.

[ 8단 빛 온도 TEST ]   
우등생5호 그레이 책상에서 카멜레온 감성

컨트롤 LED를 사용한 모습입니다.

발광면적  650

제품너비  750

크기

발광면적 발광단자

시력보호판750(900)*60*47

650(800)mm 빛 조절 3단

전기 출력

빛 세기

소재 스틸

색 온도 8단

O

O

2열 LED 

발광단자

카멜레온 감성 컨트롤 (와이드) LED  상세정보

음이온 방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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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광 POWER LED 시력보호 LED

크기
발광면적 발광단자

시력보호판450*50*37
370mm 빛 조절 3단

전기 출력
빛 세기

소재 플라스틱

색 온도 조절불가
O

O
1열 LED 
발광단자

시력보호 LED  상세정보

음이온 방출

크기
발광면적 발광단자

시력보호판750(900)*50*30
670(820) mm 빛 조절 3단

전기 출력
빛 세기

소재 플라스틱

색 온도 조절 불가
O

O
2열 LED 
발광단자

자연광 POWER LED  상세정보

음이온 방출

발광면적  450

시력보호 스터디 LED
제품너비  400제품너비  750

발광면적  670

자연광 POWER LED

자연광 POWER LED 는 3단 빛 조절이 가능하고
책상의 너비에 맞는 사이즈이기 때문에 빛이
충분히 골고루 닿습니다.

시력보호 LED 는 3단 빛 조절이 가능하고 책상의
너비보다는 작지만 가격이 저렴하고 LED의 
최소한의 기능을 모두 담고 있는 LED입니다.



전화  02-6482-6009    |    팩스  02-6482-6010     |      홈페이지  ideastudy.co.kr

대량주문 문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