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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1000 SERIES  

CONFERENCE  

CABINET  

F-3000 SERIES  

F-2000 SERIES  

OFFICE SERIES  

OFFICE series 

고급스러움과 부드러움의 조화속에 연출되는 내추럴 칼라의 O·A시스템은  

진취적인 디자인과 세심한 디테일로 미래의 성공 신화를  기원하는 합리

적 실용주의를 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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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1000 series 
사무용 시리즈 

COSCAN  PRODUCTS 

F-1000 DESK 

심플하고 세련된 느낌의 프레임 구조로 다양한 컬러로 다양한 컨셉의 공간 구성이 가능하며  

특허 등록된 고급소재의 손잡이로 사용자의 동선에 걸리적거림이 없어  기능성과 편리함을 

모두 갖춘 F-1000시리즈로 항상 앞서나가는 포머스 가구입니다. 

아크릴엣지 

친환경 아크릴엣지를 사용하였습니다. 

도어 댐핑 흰지 

소프트 클로징 기능의 고급 흰지를 적  

용하여 도어를 열고 닫을 때, 발생되는  

소음이나 충격없이 부드럽게 닫힙니다. 

레일 

베어링 구조의 3단 레일을 부착하여  사

용시 부드럽게 열리며 원터치 레버를  부

착하여 서랍재의 탁착이 가능합니다. 

BRACKET 

상판과 측판을 고정시키며 시각적으로  

도 심플함을 강조하였습니다. 

인식키 

인식키에는 잠김 열림 상태가 표시되  

도록 하여 사용 편의성을 높였습니다. 

AUTO-RETURN KNAB 
(특허등록 제 20-0454552호) 

고급소재의 손잡이로 목재패널에 매립  

되어 사용자 동선에 걸리적거림이 없고  

막혀 있으므로 먼지 등의 불순물의 유  

입을 방지하여 기능성을 높였습니다. 

높낮이 조절 

심플하면서도 내구성을 강조한 하부다  

리는 바닥이 고르지 않아도 데스크를  

수평상태로 쉽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 

자석부착형 스크린 

자석 부착이 가능하여 메모나 사진등을  

붙일 수 있습니다. 

보조캐스터 

파일서랍 하단에 보조캐스터를 부착하  

여 서랍이 앞으로 넘어지는 것을 방지  

합니다. 

전선캡 

심플한 형태의 전선캡은 전선을 깔끔하  

게 정리할 수 있게하여 쾌적한 사무공  

간을  만들어 줍니다. 

BRACKET 

상판과 스크린을 고정시키는 브라켓은  

견고하게 설계되어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화일 수납공간 

다양한 규격의 서류를 동시에 정리 보  

관, 사용할 수 있게 서랍 내부공간을 효  

율적으로 분활하였으며, Full Extension  

방식의 적용으로 수납을 편리하게 할  

수 있습니다. 

DETAIL (F-1000 DESK) DETAIL (CABINET / SCREEN) 

DETAIL (DRAWER) 

COLOR REVOLUTION! (컬러 혁명) 

사무가구에 차별화를 시도하고 사무환경에 자유분방한 창의력과 역동성을 표현하며, 사용자의  기

관이나 회사에 색상이미지의 폭을 넓혀 책상하부를 구성하는 5가지의 다양하고 세련된 컬러디  자

인의 선택에 따른 기업 고유의 이미지 및 CI개선을 제공함으로써 기업이 원하는 이미지의 사무  환

경을 꾸밀 수 있습니다. 

 
open 

 
clo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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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1000 series 
COSCAN  PRODUCTS 

TYPE-A  | A타입 TYPE-B  | B타입 TYPE-G  | G타입 TYPE-J  | J타입 

TYPE-C  | C타입 TYPE-D  | D타입 TYPE-H  | H타입 TYPE-K  | K타입 

TYPE-E | E타입 TYPE-F  | F타입 TYPE-I  | I타입 TYPE-L  | L타입 

사무용 시리즈 
 

분리, 재구성 능력이 탁월한 조합시스템을 도입하여 사무공간의 가변성에 대처하며,  

쾌적한 사무환경과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이상적인 모듈시스템으로  최상의 

업무능력을 실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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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용 시리즈 
F-1000 series 

COSCAN  PRODUCTS 

SCREEN  | 스크린/가림판 

DESK  | 책상(일자형) 

DESK  | 책상(L/R형) 

SIDE TABLE | 보조테이블 

고급스러움과 부드러움의 조화속에 연출되는 내추럴 칼라의 O·A시스템은  

진취적 디자인과 세심한 디테일로 미래의 성공 신화를 기원하는  합리적인 

실용주의를 추구합니다. 

CO1200 W1200XD700XH720    
₩208,000 
COI1400 W1400XD700XH720    
₩222,000 
COI1600 W1600XD700XH720  
₩241,000 
COI1800 W1800XD700XH720  
₩260,000 

책상(스크린 가림판) 

※ 스크린, 가림판 별도구매 

책상(가림판) 

※ 가림판 별도구매 

1400 /  1600 /  1800 

700 
900 

1200 /  1400 /  1600 /  1800 

700 

COFGRI-12 W1200XD18XH800   
₩55,000 
COFGRI-14 W1400XD18XH800   
₩57,000 
COFGRI-16 W1600XD18XH800   
₩59,000 
COFGRI-18 W1800XD18XH800    
₩62,000 

COFGW-12 W1080XD18XH400    
₩21,000 
COFGW-14 W1280XD18XH400    
₩23,000 
COFGW-16 W1480XD18XH400   
₩27,000 
COFGW-18 W1680XD18XH400   
₩31,000 

COW1400 W1400XD900XH720  
₩246,000 
COW1600 W1600XD900XH720   
₩265,000 
COW1800 W1800XD900XH720   
₩284,000 

COU12 W1200XD600XH720    
₩175,000 

COLOR 

Moldau  
accacia 

Moldau accacia  
Twist 

L/T  
Twist Twist 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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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용 시리즈 
F-1000 series 

COSCAN  PRODUCTS 

DESK | 책상 

DESK | 책상 

DESK | 책상 

고급스러움과 부드러움의 조화속에 연출되는 내추럴 칼라의 O·A시스템은  

진취적 디자인과 세심한 디테일로 미래의 성공 신화를 기원하는  합리적인 

실용주의를 추구합니다. 

COID1200 W1200XD700XH720    
₩293,000 
COID1400 W1400XD700XH720   
₩312,000 
COID1600 W1600XD700XH720  
₩331,000 

COIC1200 W1200XD700XH720    
₩274,000 
COIC1400 W1400XD700XH720  
₩284,000 
COIC1600 W1600XD700XH720  
₩312,000 

COIS1600 W1600XD1500XH720  
₩503,000 
COIS1800 W1800XD1500XH720  
₩545,000 

책상(가림판) 

※ 가림판 별도구매 

책상(가림판) 

※ 가림판 별도구매 

책상(가림판) 

※ 가림판 별도구매 

책상(스크린 가림판) 

※ 스크린, 가림판 별도구매 

책상(스크린 가림판) 

※ 스크린, 가림판 별도구매 

책상(스크린 가림판) 

※ 스크린, 가림판 별도구매 

1200 /  1400 /  1600 

700 

1200 /  1400 /  1600 

700 

1600 /  1800 

700 700 

800 

500 

COLOR 

Moldau  
accacia 

Moldau accacia  
Twist 

L/T  
Twist Twist 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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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SCAN  PRODUCTS 

캐비닛 시리즈 

CABINET series 

BOOKSHELF  | 책장 

SIDE DESK | 보조책상 

DRAWER  | 이동서랍 

BOOKSHELF  | 책장 

새롭게 수납공간을 분활하고, 심플한 손잡이와 세련된 디자인을 적용,  

수납공간의 확장이라는 기능까지 만족시켜드리며, 더욱 견고하게  이

루어짐과 동시에 내구성을 향상시켰습니다. 

COD3 W408XD580XH577  
₩160,000 

COSDC700 W700XD500XH720  
₩220,000 
COSDC800 W800XD500XH720  
₩230,000 

COMDS-4 W406XD580XH577  
₩119,000 

COSHOP700 W700XD300XH400  
₩54,000 
COSHOP800 W800XD300XH400  
₩56,000 

COSHG700 W700XD300XH400  
₩79,000 
COSHG800 W800XD300XH400   
₩84,000 

유리 미닫이 책장 

책장 

COLOR 

Moldau  
accacia 

Moldau accacia  
Twist 

L/T  
Twist Twist 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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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SCAN  PRODUCTS 

캐비닛 시리즈 

CABINET series 

WARDROBE  | 옷장 

CABINET  | 캐비닛(L/R형) 

CABINET  | 캐비닛(L/R형) 

새롭게 수납공간을 분활하고, 심플한 손잡이와 세련된 디자인을 적용,  

수납공간의 확장이라는 기능까지 만족시켜드리며, 더욱 견고하게  이

루어짐과 동시에 내구성을 향상시켰습니다. 

COCL670 W600XD700XH1160  
₩271,000 

COH670 W600XD700XH1160   
₩359,000 

COH660 W600XD600XH1160  
₩349,000 

책받침 옵션 

COL200 W200XD700XH1160  
₩169,000 

COC403 W403XD700XH720    
₩259,000 

COLOR 

Moldau  
accacia 

Moldau accacia  
Twist 

L/T  
Twist Twist 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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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SCAN  PRODUCTS 

CABINET series 

CABINET  | 캐비닛(3단) 

CABINET  | 캐비닛(5단) 

CABINET  | 캐비닛(2단) 

캐비닛 시리즈 
 

새롭게 수납공간을 분활하고, 심플한 손잡이와 세련된 디자인을 적용,  

수납공간의 확장이라는 기능까지 만족시켜드리며, 더욱 견고하게  이

루어짐과 동시에 내구성을 향상시켰습니다. 

CO2AD W800XD400XH809  
₩161,000 

CO2OP W800XD400XH809   
₩120,000 

책받침 옵션 

CO3HD W800XD400XH1159   
₩188,000 

CO3OP W800XD400XH1159  
₩147,000 

CO3AD W800XD400XH1159  
₩207,000 

CO5HD W800XD400XH1879  
₩235,000 

CO5HDT W800XD400XH1879   
₩290,000 

CO5OP W800XD400XH1879    
₩193,000 

CO5AG W800XD400XH1879  
₩398,000 

CO5HG W800XD400XH1879  
₩320,000 

CO5AD W800XD400XH1879   
₩293,000 

COLOC W500XD400XH1879   
₩207,000 

COLOR 

Moldau  
accacia 

Moldau accacia  
Twist 

L/T  
Twist Twist 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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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SCAN  PRODUCTS 

CONFERENCE TABLE | 회의용 테이블 

CONFERENCE TABLE | 회의용 테이블 

CONFERENCETABLE series 

회의용 시리즈 
 

회의실의 규모나 인원에 맞추어 다양한 크기와 형태로 조합이 가능합니다.  

사무실 내의 미팅공간에서부터 일반 회의실까지 사무실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다채로운 커뮤니케이션 형태에 폭넓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심플한 엣지 

수평라인의 간결하고 세련된 디자인은  

멋스러움을 더해줍니다. 

BRACKET 

상판과 측판을 고정시키며 시각적으로  

도 심플함을 강조하였습니다. 

조절발 

조절발을 사용하여 수평조절하여 흔들  

림없이 안정감 있게 사용 가능합니다. 

안정적이고 견고한 프레임 구조 

스틸 프레임으로 녹방지와 뒤틀림이 없  

이 오래 사용할 수 있습니다. 

DETAIL (CONFERENCE TABLE) 

COTHJ12 W1200XD600XH720   
₩195,000 
COTHJ14 W1400XD600XH720  
₩209,000 

COTH14 W1400XD700XH720   
₩229,000 

COTH16 W1600XD700XH720  
₩234,000 

COTHJ16 W1600XD600XH720  
₩222,000 

1200/1400/1600 

600 

1400/1600 

700 

COLOR 

Moldau  
accacia 

Moldau accacia  
Twist 

L/T  
Twist Twist 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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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SCAN  PRODUCTS 

CONFERENCETABLE series 

CONFERENCE TABLE | 회의용 테이블 

CONFERENCE TABLE | 회의용 테이블 

CONFERENCE TABLE  | 회의용 테이블/전화대 

SOFA TABLE  | 소파 테이블 

CONFERENCE TABLE | 회의용 테이블 

회의용 시리즈 
 

회의실의 규모나 인원에 맞추어 다양한 크기와 형태로 조합이 가능합니다.  사

무실 내의 미팅공간에서부터 일반 회의실까지 사무실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다채로운 커뮤니케이션 형태에 폭넓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COQIN1200 W1200XD1200XH720  
₩182,000 

COQIN090 W900XD900XH720  
₩166,000 
COQIN1050 W1050XD1050XH720  
₩179,000 

COST18 W1800XD900XH720  
₩264,000 
COST24 W2400XD1200XH720   
₩314,000 

COSTIN18 W1800XD900XH720  
₩308,000 
COSTIN24 W2400XD1200XH720   
₩366,000 

COTB120 W1200XD600XH450  
₩229,000 
COTB150 W1500XD600XH450  
₩249,000 

COTB180 W1800XD700XH450  
₩269,000 
COTB210 W2100XD700XH450  
₩289,000 

COTH W400XD600XH450  
₩209,000 

Ø900/Ø1050/Ø1200 

1800/2400 

 
    

900/1200 

COSTIN18T W1800XD900XH720  
₩345,800 
COSTIN21T W2100XD900XH720  
₩395,200 
COSTIN24T W2400XD1200XH720  
₩434,720 

COSTIN30D W3000XD1200XH720  
₩684,000 
COSTIN36D W3600XD1200XH720  
₩735,300 
COSTIN48D W4800XD1200XH720    
₩837,900 

CORT-90NF Ø 900XH720   
₩208,000 

COLOR 

Moldau  
accacia 

Moldau accacia  
Twist 

L/T  
Twist Twist 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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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OR 

COSCAN  PRODUCTS 

F-3000 series 

DRAWER  |  이동서랍 

DESK | 책상 

SIDE TABLE |  보조테이블 

CABINET  | 캐비닛(L/R형) 

사무용 시리즈 
 

보다 편리하고 능률적인 사무공간을 위한 제안.  동양기업의 사

무용 가구들은 업무능률 향상과 장시간 업무에도  신체의 피로

도를 최소화 할 수 있는 기능들로 만들어집니다. 

아크릴엣지 

친환경 아크릴엣지를 사용하였습니다. 

BRACKET 

상판과 측판을 고정시키며 시각적으로  

도 심플함을 강조하였습니다. 

AUTO-RETURN KNAB 
(특허등록 제 20-0454552호) 

고급소재의 손잡이로 목재패널에 매립  

되어 사용자 동선에 걸리적거림이 없고  

막혀 있어 먼지 등의  불순물의  유입을 

화일 수납공간 

다양한 규격의 서류를 동시에 정리보  

관, 사용할 수 있게 서랍 내부공간을 효  

율적으로 분활하였으며, Full Extension  

방식의  적용으로   수납을  편리하게  할 

DETAIL (F-3000 DESK) 

COM1800 W1800XD800XH720   
₩260,000 
COM1900 W1900XD900XH720  
₩303,000 

1800 /  1900 

800 /  900 

COMD3 W403XD580XH602   
₩161,000 
COMDS-3 W406XD580XH577   
₩106,000 

COTCU12 W1200XD600XH720    
₩183,700 

600 

1200 

1200 /  1400 /  1600 /  1800 

700 

COI1200 W1200XD700XH720  
₩187,000 
COI1400 W1400XD700XH720  
₩201,000 
COI1600 W1600XD700XH720    
₩215,000 
COI1800 W1800XD700XH720    
₩229,000 

COH670 W600XD700XH1160  
₩359,000 

COMD3D W408XD580XH577  
₩177,650 

수 있습니다. Moldau  
accacia 방지합니다. Twist 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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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OR 

COSCAN  PRODUCTS 

OFFICE series 

DRAWER  |  이동서랍 

WAVE DESK |  웨이브 책상(L/R형) 

SIDE TABLE |  보조테이블 

CABINET  | 캐비닛(L/R형) 

사무용 시리즈 
 

현대적 감각이 돋보이는 세련된 디자인으로 고급스러운 목재칼라와 화이트의 조화가 깔끔하며  

심플한 느낌을 줍니다. 다양한 유닛으로 구성하여 현대 사무공간을 다채롭고 창의적인  공간으

로 만들어 드립니다. 

COWB-D-MD W400XD500XH580   
₩119,000 

COL1400C W1400XD1200XH720  
₩231,800 
COL1600C W1600XD1200XH720   
₩248,900 
COL1800C W1800XD1200XH720   
₩260,300 

COH660 W600XD600XH1160   
₩349,000 
COH670 W600XD700XH1160   
₩359,000 

BRACKET 

상판과 측판을 고정시키며 시각적으로  

도 심플함을 강조하였습니다. 

전선캡 

복잡한 전선을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  

습니다. 

조절발 

회전식 조절발을 사용하여 안정적으로  

수평조절을 할 수 있습니다. 

AUTO-RETURN KNAB 
(특허등록 제 20-0454552호) 

고급소재의 손잡이로 목재패널에 매립  

되어 사용자 동선에 걸리적거림이 없고  

막혀 있어 먼지 등의  불순물의  유입을 

DESK 

COL1600 W1600XD1200XH720   
₩262,000 
COL1800 W1800XD1200XH720   
₩280,000 

1600 /  1800 

600 

1200 

600 

1400/1600 /  1800 

 
 

700 

1200 

600 

COTCU12 W1200XD600XH720   
₩183,700 

600 

1200 

Moldau  
accacia 방지합니다. Twist 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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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OR 

COSCAN  PRODUCTS 

CONFERENCE TABLE | 회의용 테이블 

LAYOUT  | 레이아웃 

CONFERENCE TABLE | 회의용 테이블 

CONFERENCETABLE series 

회의용 시리즈 
 

회의실의 규모나 인원에 맞추어 다양한 크기와 형태로 조합이 가능합니다.  사

무실 내의 미팅공간에서부터 일반 회의실까지 사무실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다채로운 커뮤니케이션 형태에 폭넓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아크릴엣지 

친환경 아크릴엣지를 사용하였습니다. 

BRACKET 

상판과 측판을 고정시키며 시각적으로  

도 심플함을 강조하였습니다. 

조절발 

회전식 조절발을 사용하여 안정적으로  

수평조절을 할 수 있습니다. 

심플한 상판 

고급스러운 무늬목을 잘 살려 심플한  

라인으로 군더더기 없이 디자인 되어  

최대한 업무에 집중할 수 있게 하였습  

니다. 

DETAIL (CONFERENCE TABLE) 

COT120 W1200XD600XH720  
₩194,000 
COT140 W1400XD600XH720  
₩214,000 
COT160 W1600XD600XH720  
₩234,000 

COT108 W800XD600XH720   
₩154,000 

COTC60 W600XD600XH720    
₩105,000 

COTQR140 W1400XD700XH720  
₩194,000 

Moldau  
accacia Twist 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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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OR 

COSCAN  PRODUCTS 

F-2000 series 

DESK | 책상 

DESK | 책상(L/R형) 

DESK  | 책상(일자형) 

사무용 시리즈 
 

창의적이고 활기찬 에너지가 느껴지는 유연한 사무공간은  끊임없는 

연구와 개발을 분출하는 유기적 생산공간이 되어야 합니다.  변화된 

사무공간에서 보다 나은 내일의 꿈을 키워드립니다. 

조절발 

회전식 조절발을 사용하여 안정적으로  

수평조절을 할 수 있습니다. 

아크릴엣지 

친환경 아크릴엣지를 사용하였습니다. 

전선캡 

책상면의 세련미를 더해주는 전선캡의  

손쉬운 개폐를 통해 자유로운 배선처리  

를 할 수 있습니다. 

수직전선덕트 

책상측면에 마감된 배선덕트는 사무실  

바닥에서 올라오는 전선의 수직배선 공  

간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DETAIL (F-2000 DESK) 

COT-N12 W1200XD925XH1120  
₩399,000 
COT-N14 W1400XD925XH1120   
₩561,000 
COT-N16 W1600XD925XH1120   
₩601,000 

COSTD-16 W1600XD760XH720  
₩185,000 
COSTD-18 W1800XD760XH720  
₩200,000 

COT-D12 W1200XD1600XH1120   
₩626,000 
COT-D14 W1400XD1600XH1120   
₩845,000 
COT-D16 W1600XD1600XH1120  
₩863,000 

COTCU06 W1200XD600XH720  
₩183,700 

COMD3 W403XD580XH602    
₩161,000 

COSTD-08 W800XD760XH720  
₩117,000 
COSTD-12 W1200XD760XH720  
₩152,000 
COSTD-14 W1400XD760XH720   
₩170,000 

800/1200/1400/1600/1800 

720 

COSTDLR-14 W1400XD1000XH720    
₩220,000 
COSTDLR-16 W1600XD1000XH720  
₩230,000 
COSTDLR-18 W1800XD1000XH720  
₩240,000 

1400/1600/1800 

720 1000 

Moldau  
accacia Twist 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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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SCAN  PRODUCTS 

DESK | 책상 

DESK | 책상 

NEWOFFICE series 

사무용 시리즈 

COD12 W2000XD950XH750  
₩1,049,750 

COLBY W2000XD1950XH750   
₩1,332,370 

COLBN W2000XD1950XH750  
₩1,356,600 

COD22 W2000XD950XH750  
₩1,090,120 

BRACKET 

상판과 측판을 고정시키며 시각적으로  

도 심플함을 강조하였습니다. 

전선캡 

복잡한 전선을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  

습니다. 

일체형 수납공간 

책상과 수납공간이 일체형으로 설게  되

어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가능하  며 

다양한 수납공간으로 정리정돈이  쉽습

니다. 

모서리 마감 

심플하고 세련된 느낌의 엣지마감으로  

멋스러울 뿐 아니라 걸리적거림없는 사  

용자의 동선을 고려한 라인으로 실용적  

입니다. 

DETAIL (DESK) 

OFFICE SERIES 

현대적 감각이 돋보이는 세련된 디자인으로 고급스러운 목재칼라와 화이트의 조화가 깔끔  

하며 심플한 느낌을 줍니다. 다양한 유닛으로 구성하여 현대 사무공간을 다채롭고 창의적인  

공간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전자키 

전자키를 장착하여 물품을 안전하게 보  

관할 수 있습니다. 

다이얼키 

다이얼키 장착으로 간편하게 잠금 /  해  

제가 가능합니다. 

회전식 조절발 

회전식 조절발을 부착하여 완벽한 수평  

조절이 가능합니다. 

공간활용이 뛰어난 수납공간 

다양한 높이의 책장은 원하시는 목적에  

맞게 선택하여 다양한 레이아웃으로 구 

DETAIL (CABINET) 

성할 수 있습니다. COLOR 

Moldau  
accacia Twist 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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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SCAN  PRODUCTS 

CABINET  | 캐비닛(2단) CABINET  | 캐비닛(2단) 

CABINET  | 캐비닛(3단/4단) 

CABINET  | 캐비닛(5단/6단) 

CABINET  | 캐비닛(3단/4단) 

CABINET  | 캐비닛(5단/6단) 

캐비닛 시리즈 
 

조직의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 커뮤니케이션이 자연스럽게 유도되는  

사무 환경을 제공하여 정보가 원활하게 흐를 수 있도록 합니다. 

NEWOFFICE series 

COC5HDA W800XD400XH1880   
₩265,520 
[전자키] 

COC6HDA W800XD400XH2260    
₩273,600 

[전자키] 

COC5HDD W800XD400XH1880  
₩244,620 
[다이얼키] 

COC6HDD W800XD400XH2260   
₩252,700 
[다이얼키] 

COC3HDD W800XD400XH1160    
₩199,500 
[다이얼키] 

COC4HDD W800XD400XH1500  
₩209,950 
[다이얼키] 

COC5ADA W800XD400XH1880  
₩321,100 
[전자키] 

COC6ADA W800XD400XH2260  
₩447,450 
[전자키] 

COC2ADD W800XD400XH810   
₩173,850 
[다이얼키] 

COC5ADD W800XD400XH1880   
₩300,200 
[다이얼키] 

COC6ADD W800XD400XH2260  
₩405,650 
[다이얼키] 

COC3ADD W800XD400XH1160   
₩217,550 
[다이얼키] 

COC4ADD W800XD400XH1500   
₩249,850 
[다이얼키] 

다이얼키 
DIAL KEY 

전자키 
DIGITAL KEY 

COC3HDA W800XD400XH1160    
₩220,400 
[전자키] 

COC4HDA W800XD400XH1500   
₩230,850 
[전자키] 

COC2ADA W800XD400XH810    
₩194,750 
[전자키] 

COC3ADA W800XD400XH1160  
₩238,450 
[전자키] 

COC4ADA W800XD400XH1500   
₩270,750 
[전자키] 

COLOR 

Moldau  
accacia Twist 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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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SCAN   PRODUCTS 

로커 시리즈 
 

세련되고 간결한 디자인으로 교육공간을 더욱 집중력 있고 성공할 수 있는 특별한 공간으로 만들어 줍니다.  

실용성과 견고성을 모두 갖춘 더 나은 교육환경으로 미래를 꿈구는 이들을 위한 교육용 가구 시스템입니다. 

NEWOFFICE series 

LOCKER  | 로커(1인용) 

LOCKER  | 로커(1인용/2인용) 

LOCKER  | 로커(1인용) 

LOCKER  | 로커(1인용/2인용) 

COLOC153D W500XD400XH1160   
₩167,200 
[다이얼키] 

COLOC135D W300XD550XH1880    
₩196,650 
[다이얼키] 

COLOC155D W500XD400XH1880  
₩218,970 
[다이얼키] 

COLOC153A W500XD400XH1160   
₩188,100 
[전자키] 

COLOC135A W300XD550XH1880   
₩217,550 
[전자키] 

COLOC155A W500XD400XH1880  
₩239,870 
[전자키] 

COLOC154D W500XD400XH1500  
₩187,150 
[다이얼키] 

COLOC145D W400XD550XH1880  
₩218,970 
[다이얼키] 

COLOC156D W500XD400XH2260   
₩244,150 
[다이얼키] 

COLOC154A W500XD400XH1500   
₩208,050 
[전자키] 

COLOC145A W400XD550XH1880  
₩237,500 
[전자키] 

COLOC156A W500XD400XH2260    
₩265,050 
[전자키] 

COLOC26D W600XD550XH1880   
₩383,800 
[다이얼키] 

COLOC26A W600XD550XH1880  
₩425,600 
[전자키] 

COLOC28D W800XD550XH1880    
₩440,800 
[다이얼키] 

COLOC28A W800XD550XH1880   
₩482,600 
[전자키] 

다이얼키 
DIAL KEY 

전자키 
DIGITAL KEY 

COLOR 

Moldau  
accacia Twist 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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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SCAN  PRODUCTS 

로커 시리즈 

세련되고 간결한 디자인으로 교육공간을 더욱 집중력 있고 성공할 수 있는 특별한 공간으로 만들어 줍니다.  

실용성과 견고성을 모두 갖춘 더 나은 교육환경으로 미래를 꿈구는 이들을 위한 교육용 가구 시스템입니다. 

NEWOFFICE series 

LOCKER  | 로커(2인용/3인용) LOCKER  | 로커(2인용/3인용) 

COLOC69D W900XD550XH1880 COLOC69A W900XD550XH1880 

COLOC2H3D  W300XD550XH1880   COLOC2H4D  W400XD550XH1880   COLOC39D W900XD550XH1880 COLOC312D W1200XD550XH1880 

COLOC612D W1200XD550XH1880 COLOC44D W400XD550XH1880 COLOC46D W600XD550XH1880 

COLOC2H3A  W300XD550XH1880   COLOC2H4A  W400XD550XH1880   COLOC39A W900XD550XH1880 COLOC312A W1200XD550XH1880 
 ₩227,050 
[다이얼키] 

₩249,370 
[다이얼키] 

 ₩505,400 
[다이얼키] 

₩533,900 
[다이얼키] 

₩268,850 
[전자키] 

₩291,170 
[전자키] 

₩568,100 
[전자키] 

₩596,600 
[전자키] 

LOCKER  | 로커(4인용/6인용) LOCKER  | 로커(4인용/6인용) 

COLOC612A W1200XD550XH1880 COLOC44A W400XD550XH1880 COLOC46A W600XD550XH1880 
 ₩441,750  ₩441,750  ₩581,400      ₩628,900 ₩525,350  ₩525,350 ₩706,800   ₩754,300 
[다이얼키] [다이얼키] [다이얼키] [다이얼키] [전자키] [전자키] [전자키] [전자키] 

다이얼키 
DIAL KEY 

COLOR 

Moldau  
accacia Twist L/T 

132 133 COSCAN PRODUCTS OFFICE 

전자키 
DIGITAL KEY 



COSCAN  PRODUCTS 

OFFICE series 
사무용 시리즈 

OFFICE SERIES 

어느 사무공간에나 잘어울리는 디자인과 칼라로 다양한 레이아웃으로 구성하여  목

적에 맞게 공간 구성을 하실 수 있습니다. 수직수평배선을 통해 전선기기의 정리가  

쉽고 편리하여 안정감있는 다리로 오래동안 사용하셔도 변형이 잘 되지 않습니다. 

수직수평배선 

사출커버를 통해 수직으로 올라온 전선  

은 상판 아래에서 수평으로 연결되어  

전선캡까지 연결 배선들을 효율적이고  

편리하게 이용 가능합니다. 

손잡이 

견고하고 심플한 디자인의 손잡이는 세  

련된 업무공간을 만들어 드립니다. 

레일 

베어링 구조의 3단 레일을 부착하여 사  

용시 부드럽게 열리며 원터치 레버를  

부착하여 서랍재의 탁착이 가능합니다. 

전선캡 

복잡한 전선을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  

습니다. 

세련된 상판엣지 

책상 상판과 동일한 디자인의 엣지마감  

으로 한층 세련미를 높였습니다. 

전도방지용 볼캐스터 

서랍하단에 전도방지용 볼캐스터를 부  

착하여 서랍박스가 앞으로 넘어지는 것  

을 방지해주며, 부드러운 드로잉으로  

쉽고 조용합니다. 

'ㄷ'자형 스틸다리 

상판과 조화를 이룬 다리는 스틸 구조  

로 견고하며 책상측면의 불필요한 공간  

을 최소화하여 책상 하부의 공간 활용  

도를 높였습니다. 

회전식 조절발 

회전식 조절발을 부착하여 완벽한 수평  

조절이 가능합니다. 

다용도 펜서랍 

작은 공간을 실용적으로 분리한 펜서랍  

을 내장하여 정리, 보관의 편리성과 수  

납공간을 최대한 높였습니다. 

모서리 마감 

라운딩 처리된 모서리 마감으로 신체와  

이 접촉을 부드럽게 해주어 걸리적 거  

림없이 업무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공간활용이 뛰어난 수납공간 

오픈형 수납공간으로 다양한 크기의  공

간을 구성하여 정리정돈시 실용적  입니

다. 

분리수납공간 /  화일수납공간 

서랍내부공간의 효율적인 분활로 다양  

한 종류의 서류를 동시에 정리, 보관할  

수 있습니다. 하부서랍을 행잉화일용으  

로 대형화하여 자유로운 수납공간을 확  

보할 수 있습니다. 

DETAIL (DESK) DETAIL (CABINET) 

DETAIL (DRA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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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용 시리즈 

COSCAN  PRODUCTS 

OFFICE series 

분리, 재구성 능력이 탁월한 조합시스템을 도입하여 사무공간의 가변성에 대처하며,  

쾌적한 사무환경과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이상적인 모듈시스템으로  최상의 

업무능력을 실현합니다. 

WORKSTATION  l 부장급 

일반 직원들과 분리되어 업무상의 독립된 공간 구성과 서류 결재 등의 소통이 원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 묘듈 

WORKSTATION  l 영업부서 

외근이 많은 영업팀의 업무 성격을 고려해 적당한 공간 배분이 필요합니다. 

WORKSTATION  l 고객상담부 

고객과의 원활한 소통과 동시에 피상담자의 정보를 보호해 줄 수 있는 개별적인 공간이 필요시에 적합 

WORKSTATION  l 컨설팅·벤처기업 

벤처기업 등 소규모 사무실에 적합한 형태로 실용적인 공간 구성과 창의적인 업무 능률을 높일 수 있는 차별화된 공간 

WORKSTATION  l 일반사무업무 

일반기업 등 공통된 공간내에서 효율적인 사무업무 조화를 고려한 레이아웃 

WORKSTATION  l 연구개발팀 

업무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넓은 공간 활용과 프라이버시 보호, 팀원간의 모임과 해체가 자유로운 공간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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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용 시리즈 

DESK | 책상 

COSCAN  PRODUCTS 

SIDE DESK |  보조책상 

DRAWER |  이동서랍 

CREDENZA  | 크레덴자 

BOOKSHELF | 책장 

조직의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 커뮤니케이션이 자연스럽게 유도되는  

사무 환경을 제공하여 정보가 원활하게 흐를 수 있도록 합니다. 

PRESIDENT series 

COCEOS W1260XD480XH690   
₩268,000 

COCEO W1960XD900XH720  
₩368,000 

COCEO-B-1 W1800XD480XH780  
₩620,000 

COPDMD3 W403XD570XH580   
₩160,000 

COCEO-BU-1 W1800XD400XH1100  
₩570,000 

COLOR 

Light  

Cherry 
Mangful  

Beech 
Walnut Pastel Oak 

138 139 COSCAN PRODUCTS OFFICE 



COSCAN  PRODUCTS 

WAVE DESK | 웨이브 책상(L/R형) 

SIDE CABINET |  사이드장 

SIDE TABLE |  보조테이블 

DRAWER |  이동서랍 

CABINET  | 캐비닛(L/R형) 

사무용 시리즈 
 

자유롭게 간편하게 다양한 유닛들의 조합으로 공간과 업무성격에 따라  

다양한 워크스테이션을 구성하는 실용적인 핵심 아이템입니다. 

OFFICE series 

COL14 W1400XD1200XH720  
₩258,000 
COL16 W1600XD1200XH720  
₩276,000 
COL18 W1800XD1200XH720  
₩309,000 

COW12 W1200XD727XH720  
₩185,000 
COW14 W1400XD727XH720  
₩194,200 
COW16 W1600XD727XH720  
₩215,000 

COTSD467 W600XD467XH720  
₩168,000 
COTSD727 W600XD727XH720  
₩194,000 

COMD3 W403XD580XH602  
₩161,000 
COMDS-3 W406XD580XH577  
₩106,000 

COTCU12 W1200XD600XH720   
₩183,700 

CO-MUL W600XD727XH1200   
₩319,000 

COWB-D-MD W400XD500XH580  
₩119,000 

COFPC W403XD727XH720  
₩273,000 

COLOR 

Light  

Cherry 
Mangful  

Beech 
Walnut Pastel O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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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OR 

COSCAN  PRODUCTS 

DRAWER  |  이동서랍 

SIDE CABINET | 사이드장 

WAVE DEESK | 웨이브 책상(L/R형) 

DRAWER  |  이동서랍 

SIDE TABLE | 보조테이블 

사무용 시리즈 
 

자유롭게 간편하게 다양한 유닛들의 조합으로 공간과 업무성격에 따라  

다양한 워크스테이션을 구성하는 실용적인 핵심 아이템입니다. 

OFFICE series 

COL14C W1400XD1200XH720    
₩245,100 
COL16C W1600XD1200XH720   
₩262,200 
COL18C W1800XD1200XH720   
₩293,550 

COW12C W1200XD727XH720  
₩175,750 
COW14C W1400XD727XH720   
₩184,300 
COW16C W1600XD727XH720   
₩204,250 

COMD3D W408XD580XH577   
₩177,650 

COTSDC467 W600XD467XH720  
₩159,600 
COTSDC727 W600XD727XH720   
₩184,300 

L/T Twist 
Moldau 

COMD3 W403XD580XH602  
₩161,000 
COMDS-3 W406XD580XH577  
₩106,000 

COWMD-2 W405XD510XH460   
₩114,000 

COWB-D-MD W400XD500XH580  
₩119,000 

COUO6 W600XD1200XH720  
₩174,510 

COUA6 W600XD1200XH720  
₩203,010 

COCU12 W1200XD600XH720  
₩196,000 

accac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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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용 시리즈 

COSCAN  PRODUCTS 

CORNER TABLE | 코너테이블 

SIDE TABLE | 보조테이블(연결형) 

SIDE TABLE | 보조테이블(독립형) 

SIDE TABLE | 피너츠형 테이블 

DESK |  탑 마스터책상 

SIDE DESK |  보조협탁 

SIDE TABLE | 익스텐션 

CABINET  | 캐비닛(L/R형) 
DESK |  탑책상 

SIDE DESK |  사이드 책상 

자유롭게 간편하게 다양한 유닛들의 조합으로 공간과 업무성격에 따라  

다양한 워크스테이션을 구성하는 실용적인 핵심 아이템입니다. 

OFFICE series 

COTM W1800XD800XH720  
₩225,700 

COFTC W403XD800XH720   
₩247,800 

COTS W1200XD420XH670  
₩153,300 COT12 W1200XD800XH720    

₩152,200 
COT14 W1400XD800XH720  
₩187,900 
COT16 W1600XD800XH720    
₩204,000 
COT18 W1800XD800XH720  
₩219,000 

COF12 W1200XD1200XH720    
₩233,000 

COTU12 W1200XD600XH720  
₩143,800 

COTCU12 W1200XD600XH720  
₩183,700 

COTES W1100XD400XH720  
₩131,000 

COTP W1000XD1000XH720   
₩143,800 

CO-MUL W600XD727XH1200   
₩319,000 

COLOR 

Light  

Cherry 
Mangful  

Beech 
Walnut Pastel O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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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SCAN  PRODUCTS 

DRAWER  | 이동서랍(A-TYPE/B-TYPE/C-TYPE) 

FILE BOX  | 화일박스(2단/3단/4단) 

사무용 시리즈 
 

데스크와 독립된 형태로 되어 있고 쉽고 안전하게 레이아웃을 재배치할 수 있습니다.  

효율적인 공간, 업무 생산성의 극대화 등 작업자를 위해 효율성까지 배려한 가구입니다. 

OFFICE series 

COMD3 W403XD580XH602   
₩161,000 

CODSM3 W403XD580XH602   
₩173,000 

COMDS-3 W406XD580XH577   
₩106,000 

COCO4 W403XD580XH1350  
₩262,000 

COCO2 W403XD580XH740 COCO3 W403XD580XH1045    
₩241,000 

COWMD-2 W405XD510XH460   
₩114,000 

COWB-D-MD W400XD500XH580  
₩119,000 

DRAWER  | 이동서랍 

COLOR 

Light  

Cherry 
Mangful  

Beech 
Walnut Pastel O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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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SCAN  PRODUCTS 

CABINET  | 캐비닛(3단) 

CABINET  | 캐비닛(4단) CABINET  | 캐비닛(2단) 

캐비닛 시리즈 
 

새롭게 수납공간을 분활하고, 심플한 손잡이와 세련된 디자인을 적용,  

수납공간의 확장이라는 기능까지 만족시켜드리며, 더욱 견고하게  이

루어짐과 동시에 내구성을 향상시켰습니다. 

CABINET series 

COC2OP W800XD400XH810   
₩120,000 
COC2OP-2 W800XD400XH720  
₩109,000 
COC2OP-3 W800XD600XH720  
₩124,000 

COJ-G33 W800XD400XH810  
G ₩189,000 

COC2AD W800XD400XH810    
₩161,000 
COC2AD-2 W800XD400XH720   
₩144,000 
COC2AD-3 W800XD600XH720  
₩165,000 

COC3OP W800XD400XH1160   
₩147,000 

COC3HD W800XD400XH1160   
₩188,000 

COC3AD W800XD400XH1160   
₩207,000 

COJ-G32 W800XD500XH1000  
₩232,000 

COJ-G31 W800XD400XH1160  
₩218,000 

COC4OP W800XD400XH1500    
₩159,000 

COC4HD W800XD400XH1500  
₩199,000 

COC4AD W800XD400XH1500    
₩241,000 

COLOR 

Light  

Cherry 
Mangful  

Beech 
Walnut Pastel O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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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SCAN  PRODUCTS 

CABINET  | 캐비닛(6단) CABINET  | 캐비닛(5단) 

캐비닛 시리즈 
 

새롭게 수납공간을 분활하고, 심플한 손잡이와 세련된 디자인을 적용,  

수납공간의 확장이라는 기능까지 만족시켜드리며, 더욱 견고하게  이

루어짐과 동시에 내구성을 향상시켰습니다. 

CABINET series 

COC5OP W800XD400XH1880   
₩193,000 

COCSOP-10 W1000XD400XH1880  
₩219,000 
COCSOP-12 W1200XD400XH1880  
₩259,000 

COCSOP1-12 W1000XD400XH2200  
₩273,600 
COCSOP2-12 W1200XD400XH2200  
₩288,800 

COC5AG W800XD400XH1880  
₩398,000 

COC5HG W800XD400XH1880   
₩320,000 

COC5HD W800XD400XH1880  
₩235,500 

COC5C W500XD400XH1880    
₩208,500 

COLOC153 W500XD400XH1160   
₩146,300 
COLOC154 W500XD400XH1500   
₩166,250 
COLOC155 W500XD400XH1875   
₩181,160 
COC5C W500XD400XH1880   
₩208,500 

COC5AD W800XD400XH1880   
₩294,000 
COC5ADS W800XD400XH1800   
₩227,000 
COCSAD-10 W1000XD400XH1880  
₩339,000 
COCSAD-12 W1200XD400XH1880  
₩379,000 

COC6OP W800XD400XH2260  
₩209,000 

COC6HD W800XD400XH2260  
₩244,000 

COC6HG W800XD400XH2260   
₩329,000 

COC6AG W800XD400XH2260  
₩399,000 

COC6AD W800XD400XH2260   
₩383,000 

COCU W800XD400XH400   
₩131,000 

COC6ADS W800XD400XH2200    
₩320,000 

COLOC156 W500XD400XH2260   
₩223,250 

COLOR 

Light  

Cherry 
Mangful  

Beech 
Walnut Pastel O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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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SCAN  PRODUCTS 

로커 시리즈 

세련되고 간결한 디자인으로 교육공간을 더욱 집중력 있고 성공할 수 있는 특별한 공간으로 만들어 줍니다.  

실용성과 견고성을 모두 갖춘 더 나은 교육환경으로 미래를 꿈꾸는 이들을 위한 교육용 가구 시스템입니다. 

LOCKER series 

LOCKER  | 로커(1인용) 

LOCKER  | 로커(2인용/3인용) 

LOCKER  | 로커(4인용/6인용) 

COLOC13 W300XD550XH1880  
₩185,000 
COLOC14 W400XD550XH1880  
₩208,500 

COLOC4 W600XD550XH1880   
₩377,000 

COLOC145 W400XD550XH1875    
₩146,300 

COLOC6 W900XD550XH1880  
₩480,000 

COLOC2 W600XD550XH1880   
₩360,000 
COLOC28 W800XD550XH1880   
₩420,000 

COLOC3 W900XD550XH1880  
₩466,000 

세련된 상판엣지 기능적인 손잡이 높이 조절형 발굽 

책상 상판과 동일한 디자인의 엣지마감 심플하면서도 기능적인 형태의 손잡이 설치시 바닥이 고르지 않을때, 높낮이  으로 한

층 세련미를 높였습니다. 는 안전사고의  예방  또한  고려한  디자       조절장치를 이용하여 설치를 용이하도 

공간활용이 뛰어난 수납공간 

오픈형 수납공간으로 다양한 크기의  공

간을   구성하여   정리정돈시   실용적 

DETAIL (CABINET) 

인입니다. 록 제작했습니다. 입니다. COLOR 

Light  

Cherry 
Mangful  

Beech 
Walnut Pastel O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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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SCAN  PRODUCTS 

CONFERENCE TABLE  | 회의용 테이블(연결식/상석/코너용) 

CONFERENCE TABLE  | Y형 테이블(유선형/VIP형) 

LAYOUT | 레이아웃 

CONFERENCE TABLE  | 회의용 테이블(원형/사각 VIP형) 

CONFERENCETABLE series 

회의용 시리즈 
 

회의실의 규모나 인원에 맞추어 다양한 크기와 형태로 조합이 가능합니다.  사

무실 내의 미팅공간에서부터 일반 회의실까지 사무실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다채로운 커뮤니케이션 형태에 폭넓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COJTC W600XD600XH720  
₩147,000 

COJT108 W800XD600XH720  
₩140,000 

COJT212 W1200XD600XH720  
₩173,000 
COJT214 W1400 XD600XH720   
₩196,000 
COJT216 W1600XD600XH720  
₩204,000 

COMT18 W1800XD900XH720  
₩235,000 

COMT24 W2400XD1200XH720  
₩262,500 

CORT90 Ø 900XH720 
 ₩173,000 

CORT105 Ø 1050XH720  
₩184,000 
CORT120 Ø 1200XH720  
₩194,500 

COMST18 W1800XD900XH720    
₩314,000 
COMST24 W2400XD1200XH720  
₩388,500 

COMT-15Y W1500XD900XH720  
₩268,000 
COMT-21Y W2100XD900XH720  
₩345,000 

COMT-36Y W3600XD1200XH720  
₩476,000 

COLOR 

Light  

Cherry 
Mangful  

Beech 
Walnut Pastel O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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