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scan product

PARTITION series
파티션은 업무의 특성상 공간의 구조에 맞추어 독립성과 개별성을 겸비한
레이아웃이며, 파티션 높이의 다양성을 통해 개인별 또는 전문적인 업무
에 맞는 효율성을 최대한 높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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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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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ITION series

COSCAN PRODUCTS

파티션시리즈
1
1

2

적층 후레임 파티션의 편
리한 이동과 보관이 가능
한 적층 후레임

벽면브라켓

2

상판과 패널이 벌어지지
않도록 고정시키는역할을
합니다.

3

6

5
4

7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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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5

6

7

콘센트홀더

보조상판브라켓

상판 브라켓

브라켓

안정각

콘센트의 안전하고 자유로운
배치를 위하여 패널에 콘센트
홀더를 장착할 수 있습니다.

코너테이블 등 폭이 좁은
상판에적용되며 프레임과
결합하여 상판을견고하게
지지해줍니다.

패널에 결합하여 상판을 고정
시켜 주는 받침 철물로 폭이 넓
은 상판에 적용됩니다.

안내 데스크 상판에 적용되며
2개의 철물로 프레임과 상판을
고정시킵니다.

패널 스스로 균형을 잡지 못하
거나 접속부분에 무리한 힘이
가해진다고 판단될 경우 활용
합니다.

PART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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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ITION series

COSCAN PRODUCTS

파티션시리즈

PARTITION
조직에맞는다양한 레이아웃변경을통해 사무환경의획기적인변화를제시해주는 시스템입니다.
공간 분할을통한프라이버시확보및 효율적인정보 취급 업무를원활하게처리할수 있습니다.

간단한 조립 및 해체 (특허 10-2012-0059759)
별도의 조립 및 해체용공구없이 커넥팅 브라켓과 클램프를 적용한 획기적인 체결 시스템으로 시공 편의성이 우수합니다.

DETAIL

베이스 타일조립
상단부는 자석, 하단부는 플라스틱 사출 후크를사용하여 조립이 수월합니다.

선반장

오픈선반

연필꽂이

상부유리

슬라이딩 도어를 적용 사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여 좁은 공간에서 개인용
수납공간으로 할용할 수 있도록 합니
다.

패널 후레임의 수직 채널에 브라켓을
걸고 선반을 얹어서 간단히 사용할수
있으며 사용자가 편리한 높이에 맞추
어 사용할수 있는 다용도선반입니다.

자주 쓰이는 필기구의 정리 및 보관이
간편하도록 제작된연필꽂이입니다.

시야의 답답함과 원활한 커뮤니케이션
을 위한 개방감이 느껴지는 깔끔한 스
타일의 상부유리패널입니다.

DETAIL

일반타일조립

베이스

수평 및 높낮이 조절 볼트

일반 타일 조립시 프레임에 탈착이 용이하도록 타일 뒷면의 상단부에는 자
석, 하단부에는 함몰식 플라스틱 사출 후크를 적용하여 타일의 적층이 가
능합니다.

OA기기에서 발생하는 배선을 효과
적으로수용, 처리할수 있도록 합리
적으로 설계된 베이스공간입 니다.

높낮이를 조절하거나 수평을 잡아주
며 특수소재 채택으로 미끄럼을 방
지하였습니다.

타일 조립 시에는 함몰시킨 플라스틱 사출 후크를 간단한 도구로 눌러 돌
출시킨 후조립합니다.

패브릭 칼라 샘플 (Fabric c o l o r samples)
천부분 색상의 선택이 자유로워 공간에 어울리는 인테리어 효과를 높여드립니다.

악세사리

자석 패널덮개

베이스타일조립

프레임배선

플라스틱 사출물과 철판을사용한 연필
꽂이 페이퍼트레이등 각종악세사 리를
사용할수 있습니다.

패널 덮개와 포스트에 알루미늄재를 적
용하여 미려한 분위기 연출이 가능 합
니다.

상단부는 자석, 하단부는 플라스틱 사
출후크로제작되어조립이쉽고 간편
합니다.

프레임 자체에전선 통로를마련하여
전선간의 상호 간섭을막고 배선의
안전성과 효율성을확보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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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1-102

K1-103

K1-104

K1-107

K1-108

K1-109

K1-114

K1-124

K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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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ITION series

COSCAN PRODUCTS

파티션시리즈

조달우수제
품

편리하고 실용적인 업무 공간과 현대적인 트렌드와 감각적인 디자인으로 제작된 파티션은 분리, 재구성능력이
탁월한 시스템을 도입하여 사무 공간의 가변성에 대처하며, 쾌적한 사무환경과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이상적인모듈시스템입니다.
조달우수제품

PARTITION | 65T 타일파티션-하부메탈 : 기본형

PARTITION | 65T 타일파티션-하부메탈 : 확장형

COP060M W600XT65XH962
₩142,000
COP070M W700XT65XH962
₩149,000
COP080M W800XT65XH962
₩156,000
COP090M W900XT65XH962
₩164,000
COP100M W1000XT65XH962
₩172,000
COP120M W1200XT65XH962
₩187,000

COP061M W600XT65XH1062
₩146,000
COP071M W700XT65XH1062
₩153,000
COP081M W800XT65XH1062
₩162,000
COP091M W900XT65XH1062
₩170,000
COP101M W1000XT65XH1062
₩177,000
COP121M W1200XT65XH1062
₩193,000

COP062M W600XT65XH1162
₩150,000
COP072M W700XT65XH1162
₩159,000
COP082M W800XT65XH1162
₩167,000
COP092M W900XT65XH1162
₩175,000
COP102M W1000XT65XH1162
₩182,000
COP122M W1200XT65XH1162
₩199,000

COP062ME W600XT65XH1162
₩148,000
COP072ME W700XT65XH1162
₩157,000
COP082ME W800XT65XH1162
₩165,000
COP092ME W900XT65XH1162
₩172,000
COP102ME W1000XT65XH1162
₩180,000
COP122ME W1200XT65XH1162
₩196,000

COP064ME W600XT65XH1362
₩167,000
COP074ME W700XT65XH1362
₩176,000
COP084ME W800XT65XH1362
₩185,000
COP094ME W900XT65XH1362
₩194,000
COP104ME W1000XT65XH1362
₩202,000
COP124ME W1200XT65XH1362
₩220,000

COP064M W600XT65XH1362
₩170,000
COP074M W700XT65XH1362
₩178,000
COP084M W800XT65XH1362
₩188,000
COP094M W900XT65XH1362
₩196,000
COP104M W1000XT65XH1362
₩205,000
COP124M W1200XT65XH1362
₩223,000

COP066M W600XT65XH1562
₩179,000
COP076M W700XT65XH1562
₩190,000
COP086M W800XT65XH1562
₩199,000
COP096M W900XT65XH1562
₩208,000
COP106M W1000XT65XH1562
₩218,000
COP126M W1200XT65XH1562
₩237,000

COP068M W600XT65XH1762
₩189,000
COP078M W700XT65XH1762
₩199,000
COP088M W800XT65XH1762
₩209,000
COP098M W900XT65XH1762
₩219,000
COP108M W1000XT65XH1762
₩229,000
COP128M W1200XT65XH1762
₩251,000

COP066ME W600XT65XH1562
₩177,000
COP076ME W700XT65XH1562
₩187,000
COP086ME W800XT65XH1562
₩196,000
COP096ME W900XT65XH1562
₩205,000
COP106ME W1000XT65XH1562
₩216,000
COP126ME W1200XT65XH1562
₩234,000

COP068ME W600XT65XH1762
₩186,000
COP078ME W700XT65XH1762
₩197,000
COP088ME W800XT65XH1762
₩206,000
COP098ME W900XT65XH1762
₩217,000
COP108ME W1000XT65XH1762
₩226,000
COP128ME W1200XT65XH1762
₩249,000

COLOR
K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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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1-109

K1-114

K1-124

K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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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ITION series

COSCAN PRODUCTS

파티션시리즈

조달우수제
품

편리하고 실용적인 업무 공간과 현대적인 트렌드와 감각적인 디자인으로 제작된 파티션은 분리, 재구성능력이
탁월한 시스템을 도입하여 사무 공간의 가변성에 대처하며, 쾌적한 사무환경과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이상적인모듈시스템입니다.
조달우수제품

PARTITION | 65T 타일파티션-하부메탈 : 악세사리타일형

PARTITION | 65T 타일파티션-하부메탈 : 벨트타일형

COP060MA W600XT65XH962
₩161,000
COP070MA W700XT65XH962
₩171,000
COP080MA W800XT65XH962
₩182,000
COP090MA W900XT65XH962
₩194,000
COP100MA W1000XT65XH962
₩203,000
COP120MA W1200XT65XH962
₩226,000

COP062MBA W600XT65XH1162
₩182,000
COP072MBA W700XT65XH1162
₩194,000
COP082MBA W800XT65XH1162
₩206,000
COP092MBA W900XT65XH1162
₩218,000
COP102MBA W1000XT65XH1162
₩230,000
COP122MBA W1200XT65XH1162
₩255,000

COP066MBA W600XT65XH1562
₩211,000
COP076MBA W700XT65XH1562
₩225,000
COP086MBA W800XT65XH1562
₩238,000
COP096MBA W900XT65XH1562
₩252,000
COP106MBA W1000XT65XH1562
₩266,000
COP126MBA W1200XT65XH1562
₩290,000

COP068MBA W600XT65XH1762
₩221,000
COP078MBA W700XT65XH1762
₩235,000
COP088MBA W800XT65XH1762
₩249,000
COP098MBA W900XT65XH1762
₩263,000
COP108MBA W1000XT65XH1762
₩276,000
COP128MBA W1200XT65XH1762
₩302,000

COP064MBA W600XT65XH1362
₩202,000
COP074MBA W700XT65XH1362
₩216,000
COP084MBA W800XT65XH1362
₩228,000
COP094MBA W900XT65XH1362
₩242,000
COP104MBA W1000XT65XH1362
₩254,000
COP124MBA W1200XT65XH1362
₩279,000

COP060MB W600XT65XH962
₩153,000
COP070MB W700XT65XH962
₩161,000
COP080MB W800XT65XH962
₩169,000
COP090MB W900XT65XH962
₩176,000
COP100MB W1000XT65XH962
₩182,000
COP120MB W1200XT65XH962
₩197,000

COP061MB W600XT65XH1062
₩155,000
COP071MB W700XT65XH1062
₩163,000
COP081MB W800XT65XH1062
₩171,000
COP091MB W900XT65XH1062
₩179,000
COP101MB W1000XT65XH1062
₩188,000
COP121MB W1200XT65XH1062
₩204,000

COP062MB W600XT65XH1162
₩161,000
COP072MB W700XT65XH1162
₩169,000
COP082MB W800XT65XH1162
₩177,000
COP092MB W900XT65XH1162
₩187,000
COP102MB W1000XT65XH1162
₩195,000
COP122MB W1200XT65XH1162
₩213,000

COP064MB W600XT65XH1362
₩179,000
COP074MB W700XT65XH1362
₩190,000
COP084MB W800XT65XH1362
₩198,000
COP094MB W900XT65XH1362
₩207,000
COP104MB W1000XT65XH1362
₩217,000
COP124MB W1200XT65XH1362
₩237,000

COP066MB W600XT65XH1562
₩189,000
COP076MB W700XT65XH1562
₩198,000
COP086MB W800XT65XH1562
₩209,000
COP096MB W900XT65XH1562
₩219,000
COP106MB W1000XT65XH1562
₩228,000
COP126MB W1200XT65XH1562
₩248,000

COP068MB W600XT65XH1762
₩198,000
COP078MB W700XT65XH1762
₩210,000
COP088MB W800XT65XH1762
₩220,000
COP098MB W900XT65XH1762
₩230,000
COP108MB W1000XT65XH1762
₩242,000
COP128MB W1200XT65XH1762
₩263,000

COLOR
K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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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ITION series

COSCAN PRODUCTS

파티션시리즈

조달우수제
품

편리하고 실용적인 업무 공간과 현대적인 트렌드와 감각적인 디자인으로 제작된 파티션은 분리, 재구성능력이
탁월한 시스템을 도입하여 사무 공간의 가변성에 대처하며, 쾌적한 사무환경과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이상적인모듈시스템입니다.
조달우수제품

PARTITION | 65T 타일파티션-하부메탈 : 상부유리형

PARTITION | 65T 타일파티션-하부메탈 : 벨트유리형

COP061MH W600XT65XH1062
₩158,000
COP071MH W700XT65XH1062
₩168,000
COP081MH W800XT65XH1062
₩177,000
COP091MH W900XT65XH1062
₩189,000
COP101MH W1000XT65XH1062
₩203,000
COP121MH W1200XT65XH1062
₩223,000

COP062MH W600XT65XH1162
₩170,000
COP072MH W700XT65XH1162
₩181,000
COP082MH W800XT65XH1162
₩194,000
COP092MH W900XT65XH1162
₩204,000
COP102MH W1000XT65XH1162
₩217,000
COP122MH W1200XT65XH1162
₩240,000

COP066MH W600XT65XH1562
₩196,000
COP076MH W700XT65XH1562
₩209,000
COP086MH W800XT65XH1562
₩222,000
COP096MH W900XT65XH1562
₩234,000
COP106MH W1000XT65XH1562
₩249,000
COP126MH W1200XT65XH1562
₩273,000

COP068MH W600XT65XH1762
₩209,000
COP078MH W700XT65XH1762
₩222,000
COP088MH W800XT65XH1762
₩235,000
COP098MH W900XT65XH1762
₩250,000
COP108MH W1000XT65XH1762
₩263,000
COP128MH W1200XT65XH1762
₩288,000

COP064MH W600XT65XH1362
₩185,000
COP074MH W700XT65XH1362
₩196,000
COP084MH W800XT65XH1362
₩208,000
COP094MH W900XT65XH1362
₩220,000
COP104MH W1000XT65XH1362
₩232,000
COP124MH W1200XT65XH1362
₩257,000

COP062MBH W600XT65XH1162
₩172,000
COP072MBH W700XT65XH1162
₩182,000
COP082MBH W800XT65XH1162
₩194,000
COP092MBH W900XT65XH1162
₩204,000
COP102MBH W1000XT65XH1162
₩215,000
COP122MBH W1200XT65XH1162
₩235,000

COP064MBH W600XT65XH1362
₩199,000
COP074MBH W700XT65XH1362
₩212,000
COP084MBH W800XT65XH1362
₩224,000
COP094MBH W900XT65XH1362
₩238,000
COP104MBH W1000XT65XH1362
₩250,000
COP124MBH W1200XT65XH1362
₩274,000

COP066MBH W600XT65XH1562
₩208,000
COP076MBH W700XT65XH1562
₩222,000
COP086MBH W800XT65XH1562
₩235,000
COP096MBH W900XT65XH1562
₩249,000
COP106MBH W1000XT65XH1562
₩263,000
COP126MBH W1200XT65XH1562
₩288,000

COP068MBH W600XT65XH1762
₩221,000
COP078MBH W700XT65XH1762
₩235,000
COP088MBH W800XT65XH1762
₩250,000
COP098MBH W900XT65XH1762
₩263,000
COP108MBH W1000XT65XH1762
₩276,000
COP128MBH W1200XT65XH1762
₩303,000

COLOR
K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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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ITION series

COSCAN PRODUCTS

파티션시리즈

조달우수제
품

편리하고 실용적인 업무 공간과 현대적인 트렌드와 감각적인 디자인으로 제작된 파티션은 분리, 재구성능력이
탁월한 시스템을 도입하여 사무 공간의 가변성에 대처하며, 쾌적한 사무환경과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이상적인모듈시스템입니다.
조달우수제품

POST/END-BAR | 포스트/마감바

우선 구매 대상에 해당하는 물품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4. 11.19][대통령령제25751호, 2014. 11.19., 타법개정]
제1장총칙
- 제2조(정의) ①「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및 판로지원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다목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자를말한다.
1.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따른중소기업중앙회(이하“중소기업중앙회”라한다)
제2장중소기업제품의구매촉진및중소기업자간경쟁제도의운영

- 제3조2. 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및특별자치도의교육감
- 제5조4. 법제14조제1항에따른우선구매대상기술개발제품(이하“우선구매대상기술개발제품”이라한다)의우선구매목표비율과구매

COP5110 W64XT64XH962
₩16,000
COP5111 W64XT64XH1062
₩17,000
COP5112 W64XT64XH1162
₩17,000
COP5114 W64XT64X1362
₩18,000
COP5116 W64XT64XH1562
₩29,000
COP5118 W64XT64XH1762
₩22,000

COP6010 W64XT10XH962
₩4,000
COP6011 W64XT10XH1062
₩3,000
COP6012 W64XT10XH1162
₩3,000
COP6014 W64XT10X1362
₩3,000
COP6016 W64XT10XH1562
₩4,000
COP6018 W64XT10XH1762
₩4,000

목표액
제3장기술개발제품우선구매지원
- 제12조2「
.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제3조에따른학교기관
- 제13조(우선구매대상기술개발제품의지정)법제14조제1항에서“성능인증을받은제품등대통령령으로정하는일정한요건을갖춘
제품”이란다음각호의제품을말한다.
2「
. 조달사업에관한법률시행령」 제18조제1항에따라우수조달물품으로지정된제품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
□사업개요
중소기업이개발한기술개발제품을공공기관에서우선적으로구매토록함으로써중소기업의기술개발제품의판로를지원하고기술개발의욕을고취
☞ 기술개발제품: EPC제품(성능인증/중소기업청),NEP제품, NET제품,GS제품(지식경제부),우수조달제품(조달청)
☞ 법적근거: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및판로지원에관한법률제13조

ACCESSORY | 안정각/브라켓/상판브라켓

□ 우선구매요구대상기관- 3천여개공공기관(국가,지자체,정부투자기관등)
□ 지원기간- 인증유효기간이정해져있는경우최초요청일로부터인증의유효기간종료일까지
- 인증유효기간이정해져있지않거나정할수없는경우우선구매대상자격을획득한날로부터3년
□ 계약방법- 수의계약가능(국가계약법시행령제26조,지방계약법시행령제25조제1항제6호가목,사목)

□ 우선구매지원요청- 중소기업의기술개발제품을공공기관이구매할수있도록지방중도시기업청을 통해 우선구매지원요청

COP8001 W169XT37XH214
₩11,000

COP8200 W165XT50XH32
₩4,000

COP0700 W608XT192XH32
₩9,000

정부는 기술개발 촉진을 위하여 기술개발제품을 우선구
매를추진하고있습니다.이에우수조달물품,신제품인증 (
NEP), 신기술인증(NET), 성능인증(EPC), 우수SW(GS),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공공부문)에 성공한제품 등
6종의 기술개발제품을대상으로 각 기관별로 10%이상구
매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와관련하여 구매책임자
에게는 고의 중과실이 아닌 구매 손실에 대한 책임이 면
제되며(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
률 제14조), 기술개발제품구매 중대 유공 기관 및 개인에
대한정부포상등인센티브를제공하고있으니업무에참
고하시기바랍니다.

ACCESSORY | 전선벨트/벽고정물

COM2C4 H90
₩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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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개발제품 우선 구매 권고
(나라장터 쇼핑몰 공고)

COP8002 W50XT48XH21
₩2,000

PART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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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SCAN PRODUCTS

파티션시리즈
조직에 맞는 다양한 레이아웃 변경을 통해 사무환경의 획기적인 변화를 제시해 주는 시스템입니다.
공간 분할을 통한 프라이버시 확보 및 효율적인 정보 취급 업무를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PARTITION | 전체메탈 : 확장형

PARTITION | 전체메탈 : 상부유리형

CO-S0611 W600XT60XH1094
₩99,230
CO-S0711 W700XT60XH1094
₩115,000
CO-S0811 W800XT60XH1094
₩128,000
CO-S1011 W1000XT60XH1094
₩134,000
CO-S1211 W1200XT60XH1094
₩136,040

CO-S0612 W600XT60XH1222
₩110,000
CO-S0712 W700XT60XH1222
₩114,950
CO-S0812 W800XT60XH1222
₩127,810
CO-S1012 W1000XT60XH1222
₩145,000
CO-S1212 W1200XT60XH1222
₩148,200

CO-S0615 W600XT60XH1542
₩143,000
CO-S0715 W700XT60XH1542
₩170,000
CO-S0815 W800XT60XH1542
₩165,300
CO-S1015 W1000XT60XH1542
₩159,600
CO-S1215 W1200XT60XH1542
₩166,000

CO-S0611B W600XT60XH1094
₩129,010
CO-S0711B W700XT60XH1094
₩142,000
CO-S0811B W800XT60XH1094
₩147,000
CO-S1011B W1000XT60XH1094
₩150,000
CO-S1211B W1200XT60XH1094
₩156,000

CO-S0612B W600XT60XH1222
₩137,000
CO-S0712B W700XT60XH1222
₩143,000
CO-S0812B W800XT60XH1222
₩159,000
CO-S1012B W1000XT60XH1222
₩161,000
CO-S1212B W1200XT60XH1222
₩171,000

CO-S0615B W600XT60XH1542
₩157,320
CO-S0715B W700XT60XH1542
₩165,000
CO-S0815B W800XT60XH1542
₩166,530
CO-S1015B W1000XT60XH1542
₩184,000
CO-S1215B W1200XT60XH1542
₩195,000

CO-G0615 W600XT60XH1542
₩154,850
CO-G0715 W700XT60XH1542
₩192,000
CO-G0815 W800XT60XH1542
₩205,000
CO-G1015 W1000XT60XH1542
₩212,000
CO-G1215 W1200XT60XH1542
₩228,000

CO-G0612B W600XT60XH1222
₩186,000
CO-G0712B W700XT60XH1222
₩180,500
CO-G0812B W800XT60XH1222
₩199,000
CO-G1012B W1000XT60XH1222
₩211,850
CO-G1212B W1200XT60XH1222
₩229,000

CO-G0615B W600XT60XH1542
₩193,800
CO-G0715B W700XT60XH1542
₩194,750
CO-G0815B W800XT60XH1542
₩204,950
CO-G1015B W1000XT60XH1542
₩225,720
CO-G1215B W1200XT60XH1542
₩243,000

COLOR
K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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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1-103

K1-104

K1-107

K1-108

K1-109

K1-114

K1-124

K1-128

PART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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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SCAN PRODUCTS

파티션시리즈
조직에 맞는 다양한 레이아웃 변경을 통해 사무환경의 획기적인 변화를 제시해 주는 시스템입니다.
공간 분할을 통한 프라이버시 확보 및 효율적인 정보 취급 업무를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POST/END-BAR | 포스트/마감바

파티션높이에따른공간활용
블럭및 파티션의기본구조를이루는프레임은각각운용되며, 다양한소재와컬러마감으로
사무실분위기, 업무내용, 구성원의선호도에따른 폭 넓은 선택이가능합니다.

1800mm
1500mm
1200mm
1000mm

CO-P011 W60XT60XH1079
₩22,000
CO-P012 W60XT60XH1207
₩25,000
CO-P015 W60XT60XH1527
₩28,000

CO-E11 W60XT15XH1079
₩5,000
CO-E12 W60XT15XH1207
₩5,000
CO-E15 W60XT15XH1527
₩7,000

1800mm

1500mm

주위 환경과시각적차단을필요로하는곳
에 활용. 창조절인업무공간이나보완을필
요로하는 정보실등의환경에알맞은공간.

개인적인 프라이버시 및 집중력을 높일 수
있는 독립적인 공간열출 각종 스타일의 수
납공간을 개인 업무 내용에 따라 효율적으로
배치,활용할수 있는공간.

1200mm

1000mm

앉은 자세에서시선 차단 상호간에 프라이
버시가확보. 선 자세에서 의사소통. 원활 같
은 부서 내의 업무내용의따른공간활용.

앉은 자세에서 상호간에 의사소통을할 수
있는 높이로 같은 업무를 수행하는 팀이나
대내·외적으로 공개된 성격의 업무환경 에
활용.

WORKSTATION | 배치조합도

일반사업부 : 일반기업 등 공통된 공간내에서의 효율적인
사무업무 조화를 고려한 레이아웃

연구개발팀 : 업무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넓은 공간 활용과 프
라이버시보호, 팀웍같의 모임과 해체가 자유로운 공간 구성

영업부서 : 외근이 많은 영업팀의 업무 성격을 고려해 적당한
공간 배분이필요합니다.

고객상담부 : 고객과의 원활한 소통과 동시에 피상담자의 정보를
보호해 줄수 있는 개별적인 공간배분이 필요시에 적합한 레이아웃

ACCESSORY | 전선벨트/안정각/벽고정물

CO-MO90 W257XD12XH89
₩43,000

CO-SL60 W390XD60XH251
₩23,000

COW60 T60
₩4,000

벤처기업 : 벤처기업 등 소규모 사무실에 적합한 형태로
실용적인 공간 구성과 창의적인 업무 능률을 높일 수 있는
차별화된공간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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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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