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속케이스
판금 전문업체

SyStem
ConSole

DeSk SerieS

SCD
19 ̋ /24  ̋12u Base Console Desk
슬라이드 키보드 매립형

CFD
15 ̊ /30 ̊  Base&Top Module Corner Filler

MCD
19 ̋ /24  ̋Multi Display Console Desk
 Pedestal Type

기본 12u Base Con-Type에 탈착 가능한 내장형 
Slope Module 또는 Customizing-Monitor Arm-
Type으로 용도 및 환경에 맞춰 선택가능

15° 또는 30°의 Corner Filler를 활용하여
다양한 배치안을 실현

상황실, 관제실 등 다중 다수의 모니터링을 요하는 장소에서 사용자의 편의를 증대시킨 콘솔데스크

방송, 통신, 음향, 자동화시스템, 각종 감시용 장비 등의 네트워크 구축에 효율적인 공간 활용과

사용자의 편의를 향상시킨 콘솔데스크

기본 11u Rack-Type Base에 Embedded Display 형태의 Combo Module과 Slope Module이 결합

되어 단일 Bay에서 다양한 Multi-Bay형태로의 가변이 용이
SCD-S

MCD Series 병렬연결

MCD-E2

SCD-M

MCD-2

사용자의 작업환경의 편의성을 고려하여 다양한 형태의 공간배치를 위한 코너데스크

15° 4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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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or Chart

듀얼 모니터 거치대

싱글 모니터 거치대

Other Products



( )안의 치수는 24인치 콘솔의 치수임.

1U = 1.75" = 44.45mm

Unit : mm

※본 카탈로그에 기재된 모든 사양은 제품의 품질향상 및 공정개선을 위하여 사전에 예고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경고: 당사의 제품에 적용된 특허관련 산업재산권을 무단도용하면 관계법령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제공되는 부속품을 별도 구입시 추가비용이 발생됩니다.

Option & Hardware

Coutomizing 형태
Monitor Arm으로 Dual Display와 다양한 
시야각 확보에 용이
·적용가능 Size(LCD기준) : 15̋ ~27̋  모니터

■듀얼 모니터거치대

Coutomizing 형태
다양한 시야각 확보에 용이
·적용가능 Size(LCD기준) : 15̋ ~27̋  모니터

■싱글 모니터거치대

부속품, 소모품 등을 보관하는
다용도 서랍

■슬라이드 서랍

콘솔에 장착된 장비의 접지를 위해 사용
(베이스 커버 후면에 부착)

■접지부스바

19인치 장비를 24인치 랙에 취부할 때 
사용

■변환브라켓

콘솔 후면의 케이블을 가지런히 정리할 
때 사용 (후면 내부 프레임에 취부)

■배선지지대

하중장비를 지지할 때 사용

■서포트 앵글

취부할 수 없는 제품을 올려 놓거나
수평 속판으로 사용

■선반

(MCD시리즈에 적용)

■Pedstals

콘솔과 일체형으로 실용적인 공간을 
사용할수 있도록 설계된 PC케이스

■산업용 PC케이스

장착된 장비를 직접 냉각 시킬 때 사용
(전면에 취부)

■판넬형 팬 유닛

상·하, 전·후 조절이 자유로워 
모니터 장착이 용이
·적용모니터(LED Size)

 H=9U (19̋ 용 최대치수 : W430xD80)

 H=9U (24̋ 용 최대치수 : W577xD78)

·VESA규격 : 75x75/100x100mm

■모니터 유닛

전면에서 많은 양의 공기를 
흡입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 사용

■벤틸레이터 판넬

콘솔의 전원 공급용으로 전면에 취부

■판넬형 콘센트

SCD용 TOP Slope Moudule

기본단일 Base Rack상판에 

Slope Moudles를 대신한 

LCD Monitor Arm 채택가능

Embedded Display를 대신한

Wood 상판 채택으로 

기본 Table 형태의 사용 가능

Pedstals

장비의 이동, 유지보수가 용이하도록

케스터부착 & 방진용 수평조절 볼트장착

Self-Closing Rail

스프링에 의한 자동닫힘 장치로

슬라이드 닫힘시 진동을 최소화

디지털 시계 / 온도계

30도 콘솔 Corner Filler 15도 콘솔 Corner Filler

차별화된 Monitor채택으로 17̋ ~23̋  Wide Monitor 장착가능 MCD typeSCD type

Combo Module 하단 Display를
대체할 수 있는 키보드 트레이

■키보드 트레이

장비취부후 빈 공간을 마감할 때 사용

■블랭크 판넬 Black

장비취부후 빈 공간을 마감할 때 사용

■블랭크 판넬 White

장비의 동작상태를 외부에서 볼 필요가 
있을 때 사용

■아크릴 판넬

콘솔의 전면을 미려하게 처리할 때 사용

■프레임 판넬 Black

콘솔의 전면을 미려하게 처리할 때 사용

■프레임 판넬 White

사용자의 편의를 위해 데스크탑 상단에
USB, LAN, 전원콘센트를 매립 (Option)

■슬라이드 2구 멀티콘센트

슬라이드 방식의 프린터 전용 테이블

■프린터 테이블

기본 12U Base con 상판에

Slope Module를 대신한 

Wood상판 채택으로 

기본테이블 형태의 사용가능

(Monitor Arm)

사이드판넬(MDF T=22)

우레탄도장으로 마감처리

팔걸이상판(MDF/lpm T=30)

멤브레인으로 마감처리

기본단일 Bay에서

정교한 Multi-Bay 콘솔랙조립으로

다양한 구조의 Display 구축

Ø35(키보드 & 마우스)

Ø50(모니터) 배선홀캡

MCD용 TOP Slope Moudul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