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SKLINE®
Product overview

LINAK.KR/DESKLINE

LINAK® DESKLINE® 제품의 기준
ZERO™ 기술

PVC-Free™ 시스템

5년 보증

Plug & Play™

환경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은 점차

LINAK은 PVC 함유 물질을 대체할

LINAK은 시장에서 가장 광범위한

LINAK 품질이란 고품질의 구성

높아지고 있습니다. LINAK®은 대기

수 있는 대안이 있다는 사실을

제품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요소, 생산의 자동화, 유능하고

전력 소비량을 0.1 W까지 낮추기

인지하고 있습니다. 건강과 환경

모든 구성요소들이 함께 작동하는

경험이 풍부한 직원, 그리고 엄격한

위해 ZERO 기술을 활용합니다.

보호를 위해 대부분의 DESKLINE

솔루션을 개발하고 제공합니다.

테스트의 조합을 통해 탄생합니다.

DESKLINE의 모든 컨트롤 박스는

시스템은 PVC-Free를 표준으로

어디에나 잘 맞는 시스템은 간단하게

우리는 우리의 제품을 신뢰하며,

삼고 있습니다.

Plug & Play 형태로 사용 준비가

품질이 제품을 좌우한다고 믿습니다.

쉽습니다. 당사의 DESKLINE 시스템

따라서 DESKLINE 제품은 제조

을 통해 가구의 설계, 그리고 심미적

결함에 대해 5년의 보증기간을 적용

요소에 더욱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하며, 배터리는 12개월의 보증기간

낮은 대기전력 표준을 준수합니다.
낮은 대기전력 소비를 나타내는
아이콘을 찾아보세요.

을 적용합니다.

LINAK - We improve your life
1990년부터 LINAK®은 오피스 데스크 및 작업대용 전동 높낮이 조절 시스템
개발을 통해 전 세계의 현대식 오피스 인테리어를 재정의하는 데 일조해
왔으며, 제조업체 또는 인테리어 디자이너와의 협업도 진행해오고 있습니다.
협업은 오피스 데스크, 작업대 및 주방을 위한 새롭고 혁신적인 인체공학적
솔루션을 개발할 때 고객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최종 사용자의 편의를 향상하고 고객의 제품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러한 협업의 철학은 지금까지 고품질 조절 솔루션 분야에 있어서 LINAK을
세계적인 선두 공급업체로 자리매김하게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응용 제품,
규정 그리고 시장에 대한 광범위한 통찰력을 갖춘 파트너이자 컨설턴트로서
세계적으로 확고한 명성을 누리고 있습니다.

오피스 데스크용 칼럼

거의 무한대에 가까운 커스터마이징 옵션을 제공하는 제품군으로, 유니크한 책상을 자유롭게 디자인할
수 있습니다. 칼럼의 프로파일 모양을 선택하고, 옵션 사양을 추가한 후, 원하는 색상을 고르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는 귀하의 요건을 충족하는 완벽한 칼럼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표준 사양

표준 색상
리프팅 칼럼의 3가지 표준 색상: 블랙, 그레이, 화이트

색상 커스터마이징
유니크한 디자인을 위해 리프팅 칼럼의 색상을 커스터마이징 할 수 있습니다.

더 많은 디자인 옵션

모든 DL 리프팅 칼럼에 대해
알아보세요

커스터마이징 옵션

DL PLUS™

IC (Integrated Controller)

벤치 브라켓

더 깔끔한 책상 디자인을 원한다면 PLUS™

가격 대비 성능이 최적화된 오피스 데스크에

벤치 솔루션과의 용이한 통합을 위해 직사각형

버전의 리프팅 칼럼을 선택하세요. PLUS는

IC (Integrated Controller) 리프팅 칼럼

및 정사각형 프로파일 칼럼에 벤치 브라켓을

눈에 보이지 않는 글라이딩 패드와 펀치

시스템을 선택하세요. 이는 컨트롤러가

추가하세요.

마크가 없어 칼럼 프로파일이 더욱 부드러워

내장된 마스터 칼럼과 슬레이브 칼럼 두 개로

보입니다.

구성됩니다. 여기에 데스크 패널과 SMPS
(Switch Mode Power Supply) 장치만

동영상 보기:
https://vimeo.com/376318114

추가하면 완전한 시스템을 갖추게 됩니다.

모터 하우징 칼럼

LINAK의 모터 하우징 칼럼은 고품질, 안정성 그리고 높은 수준의 커스터마이징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다양한 디자인과 사양으로 가구에 쉽게 장착할 수 있도록 제작되었습니다.

직사각형 프로파일 (50 x 80 mm)

DL5
속도:
최대 하중:
스트로크 길이:
장착 거리 (BID):

DL6

DL15
38 mm/sec
800 N/leg
500 mm
645 mm

속도:
최대 하중:
스트로크 길이:
장착 거리 (BID):

38 mm/sec
800 N/leg
500 mm
645 mm

속도:
최대 하중:
스트로크 길이:
장착 거리 (BID):

DL16
38 mm/sec
800 N/leg
650 mm
560 mm

Built-in 액추에이터 선택 가능

Built-in 액추에이터 선택 가능

벤치 브라켓 추가 가능

1200 N 버전 선택 가능

속도:
최대 하중:
스트로크 길이:
장착 거리 (BID):

38 mm/sec
800 N/leg
650 mm
560 mm

XL 버전 선택 가능

벤치 브라켓 추가 가능

Regular

2단

Upside down

Regular

3단

Upside down

원형 프로파일 (Ø70 mm)

DL10

DL8

속도:
최대 하중:
스트로크 길이:
장착 거리 (BID):

38 mm/sec
800 N/leg
500 mm
645 mm

DL9

DL11

속도:
최대 하중:
스트로크 길이:
장착 거리 (BID):

38 mm/sec
800 N/leg
500 mm
645 mm

속도:
최대 하중:
스트로크 길이:
장착 거리 (BID):

38 mm/sec
800 N/leg
650 mm
560 mm

속도:
하중:
스트로크 길이:
장착 거리 (BID):

XL 버전 선택 가능

Regular

2단

Upside down

38 mm/sec최대
800 N/leg
650 mm
560 mm

XL 버전 선택 가능

Regular

3단

Upside down

알고 계신가요?

정사각형 프로파일 (70x70 mm)

모터 하우징 칼럼은 DL SetPack으로 주문하실 수
있습니다.
Kick & Click™ 상판 프레임 및 DL Feet 세트와 함께
"Desk Frame 1"이라는 프레임 솔루션 일체가 구성
됩니다.
LINAK.KR/Deskframe1에서 더 자세히 알아보세요.

DL18

DL19

속도:
최대 하중:
스트로크 길이:
장착 거리 (BID):

38 mm/sec
800 N/leg
650 mm
560 mm

벤치 브라켓 추가 가능

속도:
최대 하중:
스트로크 길이:
장착 거리 (BID):

38 mm/sec
800 N/leg
650 mm
560 mm

1200 N 버전 선택 가능
벤치 브라켓 추가 가능

Regular

3단

Regular

2단

인라인 (Inline) 칼럼
최신 디자인과 완벽한 조화를 이루는 스타일리시한 칼럼

타원형 프로파일

직사각형 프로파일

원형 프로파일

정사각형 프로파일

표준 사양

표준 색상
리프팅 칼럼의 3가지
표준 색상:
블랙, 그레이, 화이트

DL4S

DL12

DL14

색상 커스터마이징

DL17

속도:

38 mm/sec

속도:

38 mm/sec

속도:

38 mm/sec

속도:

38 mm/sec

유니크한 디자인을 위해

최대 하중:

700 N/leg

최대 하중:

700 N/leg

최대 하중:

700 N/leg

최대 하중:

700 N/leg

리프팅 칼럼의 색상을

스트로크 길이: 675 mm

스트로크 길이: 660 mm

스트로크 길이: 660 mm

스트로크 길이: 660 mm

장착거리 (BID): 560 mm

장착거리 (BID): 518 mm 또는

장착거리 (BID): 525 mm

장착거리 (BID): 518 mm 또는

545 mm
XL 버전 선택 가능

3단

3단

545 mm
Built-in 액추에이터 선택 가능

3단

벤치 브라켓 추가 가능

3단

커스터마이징 할 수
있습니다.

시스템 전원 공급
컴팩트한 사이즈의 최신형 컨트롤 박스 CBD6S
동영상 보기:
https://vimeo.com/212735260

CBD6S 시리즈는 기존의 유니크한 기능들이 결합되어
컴팩트하게 설계된 최신 컨트롤 박스로, 이전 버전뿐만
아니라 DESKLINE®의 모든 제품과 호환됩니다.
무게는 400 g으로 가벼워졌으며, 높이는 38 mm에

컨트롤 박스

불과합니다. 또한, 장착이 쉽고 컨트롤 박스 하단에 홈이
있기 때문에 케이블을 끼워 쉽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합니다.

CBD6S 300 W
• 직관적인 케이블 관리
• 모든 리프팅 칼럼과

표준 사양

Plug & Play™

높이 조절 책상에 친환경적인 전원 공급장치를

• 최대 4개 채널 동조 동작

장착하세요. 모든 부품은 PVC-Free™ 물질로 제작되며,

(Parallel)

• Free Voltage (300 W)

®

대기전력 소비가 0.1 W 미만인 LINAK ZERO™ 기술이
적용되었습니다.

컨트롤 박스

배터리 박스

SMPS (Switch Mode Power Supply)

LINAK은 DL IC
시스템을 위한 다양한
SMPS 전원 공급
장치를 제공합니다.
SMPS는
230 V (SMPS001),
120 V (SMPS002)
또는 전 세계에서 사용
가능한 범용 유닛
SMPS006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CBD6S 200 W
• 컴팩트, 경량
• 최대 2채널 동조 동작
(Parallel)

• 230 V 또는 120 V 입력 전압
• 직관적인 케이블 관리

BA001
• 배터리 알람 (사운드)
• 배터리 충전 표시기
(LED light bars)

• 용량: 2.2 Ah / 53 Wh
• 정격 전압: 24 V
• 용이한 장착/분리를 위한
마운팅 브라켓

SMPS001/SMPS002
• 외장형 SMPS
• 230 V용 SMPS001 또는
120 V용 SMPS002

• DL IC 시스템과 호환

SMPS006
• 외장형 SMPS
• 범용 유닛 (100 V - 240 V)
• DL IC 시스템과 호환
• BA001 배터리의 충전기로
활용 가능

데스크 패널 DPG
– 직관적인 디자인, 스마트한 기능

LINAK®은 진정한 디지털화와 뛰어난 디자인을 자랑하는 데스크 패널 DPG
시리즈를 선보입니다. 이 데스크 패널은 사용자가 책상의 높이 조절 기능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직관적인 사용 방법
데스크 패널 DPG는 버튼을 사용하는 대신 틸팅으로 작동하므로 책상을
조절하는 동안 스위치를 확인할 필요가 없습니다. 위/아래 방향으로 두
번 연속으로 탭 하면 사용자가 저장한 높이로 자동 작동합니다 (풀 버전만
해당).

더 알아보기:
https://vimeo.com/407889365

동기 부여
Advanced 버전의 데스크 패널 DPG 모델에는 LED 라이트 스트립 또는
LED 다이오드로 표시되는 알림 기능이 내장되어 있습니다. 이 기능은
사용자의 책상 사용에 대해 녹색 또는 오렌지색으로 알림을 보냅니다.
(녹색 = 자세 변화 필요 없음, 오렌지색 = 자세를 바꿔야 할 시간)
사전에 구성되어 있는 설정을 그대로 사용하거나, 개별 알림 시간을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디지털 통합
Advanced 버전의 데스크 패널 DPG 모델은 Bluetooth®가 내장되어
있으므로 Desk Control™ App에 쉽게 연결할 수 있습니다.

쉬운 사용자 환경
최종 사용자는 데스크 패널의 스마트 기능 사용방법을 쉽게 배울 수 있습니다.
모든 데스크 패널 DPG에는 웹 사이트 링크가 포함된 스티커가 부착되어 있습
니다. 궁금하신가요? LINAK.KR/Deskstart을 방문하세요.

일어서세요! 알림

앱 연결성

선호하는 높이

LED 라이트 스트립은
일과 시간 동안 사용자에게
일어설 시간이라는 것을
상기시킵니다

Desk Control™ App과 페어링
하여 목표 달성 통계를 확인하고,
모바일 기기나 PC로
일어서기 알림을 받아보세요.

최대 4개의
책상 높이를 저장하여
앉은 높이와 일어선 높이로
책상을 편하게 조절합니다.

DPG1C

DPG1B

DPG1M

DPG1K

•
•
•
•

• 업/다운 작동
• 선호하는 높이 저장 (메모리)
• LED 라이트 스트립 알림

• 업/다운 작동
• 선호하는 높이 저장 (메모리)
• LED 다이오드 알림

• 업/다운 작동

업/다운 작동
선호하는 높이 저장 (메모리)
LED 라이트 스트립 알림
디스플레이

Bluetooth ® 는 Bluetooth SIG, Inc.의 등록 상표이며, LINAK ® 은 해당 마크를 사용할 수 있는 라이선스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기타 상표 및 상표명은 해당 상표 등록권자에 속합니다.

오피스 데스크용 무료 App 솔루션

Desk Control™ App은 LINAK® 데스크 패널
DPG1M, DPG1B, DPG1C (iOS, 안드로이드,
Windows 10 버전 앱과 호환), 또는 BLE2LIN
Bluetooth® 어댑터 (iOS 및 안드로이드 버전 앱과
호환)가 장착된 높이 조절 책상의 사용자를 위해
개발되었습니다.
이 앱은 사용자가 Bluetooth®를 통해 무선으로
책상에 연결할 수 있도록 하며, 지속적으로
사용자가 일어서도록 알림을 보냅니다.

Desk Control™ App을 다운로드하면 책상
사용자가 오랫동안 앉아있는 습관으로부터 변화를
주는 데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습니다.
친근한 알림들은 자세에 변화를 주도록 메시지를
보내며, 포괄적인 통계를 통해 사용자의 일일 목표
달성도를 확인할 수 있으므로 한층 더 건강한
일상을 만들도록 도와줍니다.
앱은 한글과 영어를 포함한 다양한 언어를
지원하며, iOS (iPhone, iPad),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및 태블릿, 그리고 Windows 10 (PC
버전) 등 3가지 플랫폼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Bluetooth ® 는 Bluetooth SIG, Inc.의 등록 상표이며, LINAK ® 은 해당 마크를 사용할 수 있는 라이선스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기타 상표 및 상표명은 해당 상표 등록권자에 속합니다.

커스터마이징 - 오피스 데스크 브랜드를 홍보하세요

LINAK®의 책상용 시스템을 통해 진정으로 유니크한 책상을 쉽게 만들 수 있습
니다. 데스크 패널의 경우, 귀사의 로고 또는 귀사 고객의 로고를 추가하거나,
귀사 고유의 색상까지 추가할 수 있는 다양한 옵션을 제공합니다. 커스터마이
징 옵션은 다양한 데스크 패널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영감을 받으시
고, LINAK Korea로 더 많은 옵션에 대해 문의해보세요.

DPG1C (디스플레이에 디지털 로고 표시)

DPG1M (데스크 패널에 로고 인쇄)

데스크 패널 DPF (데스크 패널에 로고 인쇄)

귀사의 로고

고유 색상

Desk Control App을 커스터마이징 하세요
LINAK® Desk Control™ App에서 제공하는 커스터마이징 옵션을 최대한으로
활용하면 귀사 또는 귀사 고객의 브랜드를 한층 더 수월하게 홍보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커스터마이징 앱은 귀사의 로고, 귀하께서 직접 고른 색상, 그리고 귀사
웹사이트로의 링크를 포함합니다.
iOS와 안드로이드에서 만나보세요.

귀사의
웹사이트로
링크

다양한 데스크 패널

다양한 유형의 책상, 작업대, 주방 등에 활용할 수 있는
LINAK® 컨트롤 유닛을 모두 확인하세요.

스위치

DPA
• 작고 컴팩트한 패널형 스위치
• 업/다운 기능
• 직관적 사용 방법
• 전면 각도 조절 가능

DPB
• 작고 컴팩트한 패널형 스위치
• 업/다운 기능
• 직관적 사용 방법
• 고정형 스위치 (전면 앵글형)
• 쉬운 장착을 위한 Drawer 제공

DPT
• 테이블 상판에 매립
• 터치형 패널
• 데스크 높이 표시
• 높이 저장
• 색상: 블랙, 화이트

스위치

DPF with display
• 데스크 높이 표시
• 마운팅 브라켓 분리형
• 최대 4개의 높이 저장 (DPF4T)
• 높이 저장 (메모리) 버튼

DPF
• 업/다운 기능
• 마운팅 브라켓 분리형
• 옵션: 높이 저장 기능 (메모리 버튼)

DPH
• 작고 컴팩트한 패널형 스위치
• 업/다운 기능
• 테이블 상판에 매립
• 커스터마이징 가능
• 색상: 블랙, 화이트

핸드 스위치

DP1
• 클래식한 디자인
• 업/다운 기능 (DP1K)
• 옵션: 높이 저장 기능 (DP1U)
• 옵션: 높이 저장 및 디스플레이 (DP1C)

HB10 Wireless TV
• TV 스탠드용 핸드 스위치
• 심플하고 직관적 사용 방법
• 무선 Bluetooth® 연결
• 1채널 또는 2채널 버전 중 선택 가능

DESK Sensor 1 동영상 보기:
https://vimeo.com/345003039

Desk Sensor™ 1
자이로스코프 (gyroscope) 기술 기반의 소형 외장 플
러그인 anti-collision 장치로, T-splitter와 직렬 케이
블을 사용하여 표준형 시스템 (컨트롤 박스 사용) 또는

Anti-Collision™ 솔루션

DL IC (Integrated Controller, 컨트롤 박스 내장형)
시스템에 추가할 수 있습니다.
• 부드럽고 단단한 물체에 모두 반응
• 소형 장치로 장착이 용이, 추가 설치 필요 없음
• LINAK의 모든 책상용 시스템과 호환

Anti-Collision (충돌 방지) 솔루션을 시스템에 추가하고 높이
조절 책상이 단단한 물체와 부딪혀 생기는 파손을 방지하세요.
LINAK은 2가지 솔루션, LINAK® Desk Sensor™ 1과 LINAK®
PIEZO™를 제공합니다. 이 2가지 솔루션은 각각 따로 또는 둘을

PIEZO™

조합하여 책상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PIEZO Anti-Collision은 하드웨어 기반의 센서로, 리
프팅 칼럼에 내장되어 있으며 추가적인 설치가 필요
없습니다. 대부분의 LINAK DL 칼럼은 PIEZO가 옵션
으로 제공됩니다.

Full 프레임 솔루션
풀 프레임 솔루션을 만들 수 있는 유연한 방법은 바로 Desk Frame 1 (DF1)입니다. LINAK이
제공하는 이 프레임 컨셉에서 여러분은 DESKLINE의 거의 모든 제품들을 믹스 매치하실 수 있습니다:
Kick & Click™ 상판 프레임, DL SetPack, 그리고 DL Feet 세트를 선택하세요.

표준 색상

Desk Frame 1
유연한 프레임 솔루션

1

2

3

Desk Frame 1에 대해 더 알아보기:
https://vimeo.com/287016952

1

2

Kick & Click™

Kick & Click™은 혁신적인 오피스 데스크용 상판 프레임
입니다. 설치를 위한 별도의 나사나 도구가 필요하지 않으
며, T-데스크 및 C-데스크에 장착되는 모든 모터 하우징
칼럼과 호환됩니다.
3가지의 표준 버전으로 제공됩니다:

•
•
•
•

DL SetPack

3

DL Feet

선택한 DESKLINE® 제품들을 하나의 세트로 받아보세
요. DL SetPack 솔루션 박스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T-데스크에 장착할 리프팅 칼럼에 깔끔하게 디자인된
DL Feet을 추가하세요.

• 리프팅 칼럼 2개
• 데스크 패널 1개
• 컨트롤 박스 1개 및 케이블

• 10가지 표준 버전 중에서 선택
• 2가지 길이 (560 mm 또는 710 mm)
• On-top (장착) 또는 Recessed (매립형) 중 선택

Fixed (책상 너비 120 cm)
Adjustable (책상 너비 140 ~ 200 cm)
Base (책상 너비에 따라 유연하게 적용 가능)

Add a 3rd leg kit for large desk designs

Desk Frame 2

- 심플한 프레임 솔루션

Desk Frame 2는 LINAK® 시스템으로 높이 조절
오피스 데스크를 빠르고 심플하게 제작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세트 포장된 솔루션은 직관적인 조립, 깔끔한
디자인 그리고 LINAK 성능의 모든 것을 아우릅니다.
프레임은 4개의 주요 파트로 구성됩니다:

• Beam (빔): 모든 전자 장치, 모터 및 케이블이
내장된 깔끔한 상판 프레임입니다.

• DF2 칼럼: 심플하고 깔끔한 칼럼으로 장착이
용이합니다. 정사각형 (70 x 70 mm) 및 직사각형
(50 x 80 mm) 프로파일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캔틸레버 (Cantilever) 세트: 캔틸레버, 데스크
패널, 전원 케이블, 조립용 나사로 구성됩니다.

• DL Feet (다리받침): Feet 세트는 2가지
Desk Frame 2에 대해 더 알아보기:
https://vimeo.com/352240650

길이로, on-top (장착) 또는 recessed (매립형)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작업대용 시스템
LINAK®의 강력한 전동 리프팅 칼럼은 패키지 핸들링, 물류 또는
다양한 생산 라인에 LEAN 원칙과 프로세스 흐름, 그리고 생산
자동화가 적용된 환경에 이상적인 솔루션과 지원을 제공합니다.
전문가용 작업대에 사용되는 DESKLIFT™ 리프팅 칼럼은 사용자가
무거운 짐을 핸들링함에도 불구하고 에너지를 더 적게 소비하도록
합니다. 또한 부드러운 움직임과 더 나은 인체 공학적 특성을
제공하여 ESD (정전기 방전, electrostatic discharge) 작업대와
같이 건강한 업무 환경을 보장합니다.
전반적으로, LINAK의 작업대용 리프팅 칼럼은 다년간 결함이
없으므로 유지 보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높은 하중에 적합한 칼럼

DL2
• 최대 하중: 2500 N/leg
• 속도: 20 mm/sec
• 스트로크 길이: 300/350/500 mm
• 장착 거리 (BID): 455/505/655 mm

DL1A
• 최대 하중: 1600 N/leg
• 속도: 43 mm/sec
• 스트로크 길이: 500 mm
• 장착 거리 (BID): 645 mm

DL6
• 최대 하중: 1200 N/leg
• 속도: 38 mm/sec
• 스트로크 길이: 650 mm
• 장착 거리 (BID): 560 mm

리니어 액추에이터

주방

LA23

LA31

BaseliftTM

속도:
12.6 mm/sec
최대 하중:
2500 N/actuator
스트로크 길이: 300 mm

속도:
20 mm/sec
최대 하중:
3500 N/actuator
스트로크 길이: 500 mm

다양한 길이로 제공

다양한 길이로 제공

속도:
14 mm/sec
최대 하중:
1500 N
스트로크 길이: 100 mm
장착 거리 (BID): 100 mm

DL19
• 최대 하중: 1200 N/leg
• 속도: 38 mm/sec
• 스트로크 길이: 650 mm
• 장착 거리 (BID): 560 mm

주방 솔루션에 대해
더 알아보세요

LINAK®과의 비즈니스
파트너로서의 리낙
우리는 우리의 고객에게 공급자 그 이상이 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우리는 당신의 파트너가 되고자 합니다.
LINAK을 파트너로 선택하시면 제품을 구매하는 것 그 이상의 가치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혁신적인
솔루션과 광범위한 지식, 세계적인 수준의 생산, 그리고 글로벌 입지를 제공하여 우리의 고객을 위한 부가 가치를
창출하는 것입니다.

R&D, 애프터 세일즈,
물류, 마케팅, 그리고
제조 간의 전략적인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합니다.

LINAK에게 혁신이란
뛰어난 아이디어를
내일의 솔루션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세계적인 생산 기술
- 최신 기술과 LEAN
원칙을 기반으로
프로세스를 자동화
합니다.

LINAK은 모든
고객에게 시장
통찰력과 현지 지원을
제공합니다.

DESKLINE® 제품 더 알아보기:
LINAK.KR/DESKLINE

지원이 필요하신가요? DESKLINE 시스템에 대한 일반적인 문의 사항에 대한 답변을 아래에서 찾아보세요:

LINAK® 기술 지원:
LINAK.KR/기술-지원

NAVER TV 동영상으로 사용 방법 알아보기:
TV.NAVER.COM/LINAK

YouTube 동영상으로 사용 방법 알아보기:
YOUTUBE.COM/LINAK

Global presence
LINAK® 은 유럽, 미주, 아시아, 그리고 오세아니아 지역에 세일즈 및 서비스 조직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사는 ‘Be global, act local’이라는 글로벌 세일즈 전략에 따라 현지에서 고객을 지원합니다.

Bluetooth® 문자 마크 및 로고는 Bluetooth SIG, Inc.의 등록 상표이며, LINAK A/S는 해당 마크를 사용할 수 있는 라이선스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LINAK®은 카탈로그, 브로셔 및 기타 자료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 또는 부정확성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LINAK은 사전 통보 없이 제품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LINAK은 제품의 출고가 언제든지
가능함을 보장할 수 없으며 어떠한 제품이든 판매를 중단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사용자는 LINAK 제품이 특정 용도에 적합한지 판단할 책임이 있습니다. 모든 판매에는 LINAK 웹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판매 및 운송에 대한 표준 약관'이 적용됩니다.
LINAK 및 LINAK 로고는 LINAK A/S의 등록 상표입니다 - LINAK A/S All rights reserved.

LINAK은 전 세계 35개국에서 활동 중인 기업으로,
세계적인 수준의 세일즈 및 서비스 조직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웹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LINAK.KR
주식회사 리낙코리아 (LINAK KOREA LTD.)
서울시 구로구 디지털로34길 27 (대륭포스트타워 3차) 1009호
TEL. 02.6231.1515 | FAX. 02.6231.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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