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oscan  product 



DORMITORY  

LOCKER  

LIBRARY 

BOOKSHELF  

EDUCATION series 

합리적인 공간활용을 가능케하는 다양한 레이아

웃이  지원되는 기숙사 시리즈는 어떠한 공간에

서도  최적의 기능과 만족도를 약속합니다. 

E D U  

C A T I O N 

s e r i e s 



DORMITORY series 

기숙사 시리즈 

COSCAN  PRODUCTS 

견고한 2중 연결구조 

기둥연결홈으로 기둥과 연결한 후 측판 브라켓이 볼트로 연결됩니다. 고리를 삽  

입하는 연결방식으로 볼트가 느슨해져도 프레임이 이탈되지 않는 구조입니다. 또  

한 넓은 면적으로 기둥과 측판이 연결되어 있어 하중을 효과적으로 분산하는 구  

조입니다. 

책선반 

공간을 최대한 활용 할 수 있도록 책선  

반을 부착하여 서적 등 여러가지 자료  

를 간편하게 보관 할 수 있습니다. 

캐스터와 고정발굽 

책상 전면부에 적용된 캐스터는 책상  

의 이동을 편리하게 해주며, 후면에 적  

용된 고정발굽은 책상의 안정성을 더  

해줍니다. 

LAYOUT 

공간에 맞게 다양한 레이아웃으로 설치할 수 있습니다. 

2층 난간보호대 

안전사고 발생을 저지시키는 철재 보  

호대는 사용자의 안전을 우선으로 하  

는 디자인입니다. 

사다리 

사다리는 최소한의 공간에서도 효율  

적인 기능을 발휘합니다. 

사용자의 안전과 편의성 고려 

분체도장으로 마감된 외부는 낙서나 오염을 쉽게 제거할 수 있으며, 스틸파이  

프를 사용하여 습기나 충격에 쉽게 파손이나 변형되지 않으며 폐기시 재활용  

이 가능하여 환경오염 방지 및 원료의 생산을 위한 환경파괴를 최소화합니다. 

수납장 

침대하부에 목재 서랍을 추가하여 수  

납의 편의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하였  

습니다. 

일체형 구조 또는 분리형 책상 

현대적인 감각의 디자인, 기계공학적  

설계에 의한 견고한 철재 프레임으로  

제작된 제품으로 책장과 책상의 일체  

형으로 학생들의 학습과 생활의 능률  

을 향상시켜 줍니다. 

DETAIL DETAIL 

DETAIL 

DORMITORY 

안전성과 견고함을 더욱 강화하여 안정감있게 쉴수 있도록 설게된 침대시리즈와  

학습 능률을 향상 시켜줄 학습공간까지 다양한 조합으로 작은 공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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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숙사 시리즈 

DORMITORY series 

여유있는 개인공간의 확보가 가능하며 학습으로 인한 피로와 스트레스를 풀어주는  

나만의 편안하고 아늑한 휴식 공간을 느낄 수 있습니다. 

COSCAN  PRODUCTS 

COWB-7101 W2080XD1060XH770   
₩284,000 

DORMITORY  | 1층/2층 침대 

※매트리스 별도 

DORMITORY  | 1층/2층 침대 

※매트리스 별도 

DORMITORY  | 1층/2층 침대 

※매트리스 별도 

DORMITORY  | 1층/2층 침대 

※매트리스 별도 

CODW-6000-1 W2050XD1040XH760  
₩280,000 

CODW-6000-3 W2050XD1040XH760  
₩334,000 

COWB-7102 W2080XD1060XH770  
₩335,000 

COWB-7104 W2080XD1060XH1850   
₩754,000 

COWB-7103 W2080XD1060XH1730  
₩692,000 

CODW-6000-6 W2050XD1040XH1890  
₩713,000 

CODW-6000-2 W2050XD1040XH1850  
₩690,000 

COLOR 

Mangful  
b eec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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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RMITORY series 

기숙사 시리즈 
 

여유있는 개인공간의 확보가 가능하며 학습으로 인한 피로와 스트레스를 풀어주는  

나만의 편안하고 아늑한 휴식 공간을 느낄 수 있습니다. 

COSCAN  PRODUCTS 

DORMITORY  | 계단(2칸/3칸) 

COWB-B W2080XD1060XH1940   
₩879,000 

COWB-A W2080XD1060XH1740  
₩859,000 

DORMITORY  | 2층 침대(일체형) 

※매트리스 별도 

DORMITORY  | 2층 침대/책상(D형) 

※매트리스 별도 

DORMITORY  | 2층 침대/책상(A형) 

※매트리스 별도 

DORMITORY  | 2층 침대/책상(B형) 

※매트리스 별도 

COWB-D2 W2050XD1040XH1930    
₩1,189,000 

COWB-7105-G W450XD670XH900   
₩174,000 

COWB-C W2080XD1060XH1940  
₩1,189,000 

COWB-AB-DE W1160XD750XH710  
₩155,000 

COWB-B-LO W800XD600XH1395  
₩257,000 

COWB-AB-DE W1160XD750XH710   
₩155,000 

COWB-A-LO W800XD600XH1195   
₩243,000 

COWB-7106-G W446XD802XH1273   
₩222,000 

COWB-D-DE W1170XD800XH720    
₩155,000 

COLOR 

Mangful  
b eec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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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RMITORY series 

기숙사 시리즈 
 

여유있는 개인공간의 확보가 가능하며 학습으로 인한 피로와 스트레스를 풀어주는  

나만의 편안하고 아늑한 휴식 공간을 느낄 수 있습니다. 

COSCAN  PRODUCTS 

DRAWER  | 이동서랍 

DESK | 책상 

BOOKSHLEF  | 책장 

DRAWER  | 이동서랍 

DESK | 책상 

BOOKSHLEF  | 책장 

COSHBK W1200XD300XH900  
₩134,000 

COSHDESK-1 W900XD700XH720  
₩138,000 
COSHDESK W1200XD700XH720  
₩180,000 

COMD3 W403XD580XH602    
₩161,000 

COMDS-3 W406XD580XH577   
₩106,000 

COSCDESK W1150XD800XH720  
₩142,000 

COWMD-2 W405XD510XH460    
₩114,000 

COWB-D-MD W400XD500XH580  
₩119,000 

COLOR 

Mangful  
b eec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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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SCHB W1200XD500XH1800 



기숙사 시리즈 

DORMITORY series 

여유있는 개인공간의 확보가 가능하며 학습으로 인한 피로와 스트레스를 풀어주는  

나만의 편안하고 아늑한 휴식 공간을 느낄 수 있습니다. 

COSCAN  PRODUCTS 

CHAIR | 기숙사용 의자 

CHAIR | 기숙사용 의자 

CREDENZA  | 크레덴자 DESK | 책상 

CABINET  | 사물함/장롱 

BOOKSHLEF | 책장 /  TV보관장 및 받침대 

COSP-55 W595XD550XH830   
₩112,000 

COSP-34 W520XD540XH820  
₩81,000 

COSP-57 W590XD550XH830    
₩109,000 

COSP-31 W520XD540XH820  
₩85,000 

COH1275 W1200XD750XH2100    
₩512,050 

COCRSH-2 W1800XD500XH400  
₩359,500 

COH1065 W1000XD650XH2200   
₩484,500 

COCRSH-1 W1200XD500XH400  
₩330,000 

COWB-D-BC W930XD277XH720  
₩131,000 

COC3COP W1200XD400XH950   
₩155,000 

COWB-A-LO W800XD600XH1195   
₩243,000 
COWB-B-LO W800XD600XH1395   
₩257,000 

COD9 W900XD600XH2000  
₩387,600 

COLOR 

Mangful  
b eec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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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SCAN   PRODUCTS 

로커 시리
즈 

LOCKER se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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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OCKER  | 이불장 겸 옷장/장롱 

LOCKER  | 로커 

LOCKER  | 로커 

COLOC-B1 W500XD550XH1880  
₩213,000 

COLOCA1 W400XD550XH1880   
₩245,000 
COLOC150 W500XD550XH1880   
₩330,000 

COLOC-B2 W800XD550XH1880  
₩320,000 

COLOC250 W500XD550XH1880  
₩330,000 

COLOCA2 W800XD550XH1880  
₩400,000 

COLOC2110 W1100XD550XH2200  
₩430,000 

COLOC180 W800XD550XH1880  
₩380,000 

COLOC280 W800XD550XH1880   
₩410,000 

COSHLOC W800XD600XH1880  
₩360,000 

COLOR 

Mangful  
b eec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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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OR 

COSCAN  PRODUCTS 

READING TABLE | 열람대(단면형/2인용/3인용) 

READING TABLE | 열람대(양면형/4인용) 

READING TABLE | 열람대(양면형/6인용) 

READINGTABLE series 

열람대 시리즈 
 

다양항 형태로 조합되는 열람대 시스템은 분위기에 따라 용도에 따라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직선, 원, 십자 등 여러가지 형태로 조합되는 열람대 시스템은 편안하고 안정감 있는  분위기의 도서

관 및 열람실 환경을 제공합니다, 

상판과 분리된 측판 

상판이 측판으로부터 분리되어 떠있는  

듯한 형태로 경쾌한 분위기를 제공하고  

사용자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기 위해  

하부의 전면과 측면에 가림판이 설치되 

견고한 프레임 구조 

타사의 제품과 달리 3인용 제품에도 중  

간에 다리가 필요없을 정도로 강력한 철  

재프레임이 골격을 이루고 있어 여유로  

운 하부 공간을 제공합니다. 

목재칸막이 

개인 프라이버시를 위해 목재 칸막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편안함을 주는 곡선라인 

목재의 자연스러운 나무결, 자연친화  

적인 색감과 조화를 이루는 곡선라인은  

편안한  느낌을 줍니다. 

DETAIL 

COW2-1600 W1600XD525XH1225   
₩313,000 

COW3-2100 W2100XD525XH1225  
₩321,000 

COW6-2100 W2100XD1000XH1225  
₩494,000 

COW6-2400 W2400XD1000XH1225  
₩569,000 

COW4-1400 W1400XD1000XH1225  
₩423,000 

COW4-1600 W1600XD1000XH1225  
₩441,000 

어 있습니다. Mangful  
b eec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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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SCAN  PRODUCTS 

READING TABLE | 열람대(오픈형/칸막이형) 

READING TABLE | 열람대(오픈형/칸막이형) 

READING TABLE | 열람대(오픈형/칸막이형) 

READING TABLE | 열람대(단면/오픈형) 

READING TABLE | 열람대(양면/오픈형) 

READING TABLE | 열람대(양면/오픈형) 

READINGTABLE series 

열람대 시리즈 
 

다양항 형태로 조합되는 열람대 시스템은 분위기에 따라 용도에 따라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직선, 원, 십자 등 여러가지 형태로 조합되는 열람대 시스템은 편안하고 안정감 있는  분위기의 도서

관 및 열람실 환경을 제공합니다, 

COWR2-1600 W1600XD525XH725   
₩231,000 

COWR6-2100 W2100XD1000XH725    
₩374,000 

COWR6-2400 W2400XD1000XH725   
₩419,000 

COWR3-2100 W2100XD525XH725  
₩267,000 

COWR4-1400 W1400XD1000XH725  
₩278,000 

COWR4-1600 W1600XD1000XH725  
₩370,000 

COYRACB W2400XD1100XH1220  
₩680,000 

COYRACB-4 W1600XD1100XH1220   
₩460,000 

COYRACB-6 W2100XD1100XH1220  
₩630,000 

COYRAC-4 W1600XD1100XH720  
₩380,000 

COYRA W2400XD1100XH1220  
₩470,000 

COYRAC-6 W2100XD1100XH720   
₩450,000 

COLOR 

Mangful  
b eec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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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SCAN  PRODUCTS 

READING TABLE | 열람대 

READING TABLE | 열람대 

BOOKSHELF | 책장 

READING TABLE | 열람대(양면/칸막이형) 

READING TABLE | 열람대(단면/칸막이형) 

READING TABLE | 열람대(단면/칸막이형/연결형) 

열람대 시리
즈 

READINGTABLE series 

다양항 형태로 조합되는 열람대 시스템은 분위기에 따라 용도에 따라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직선, 원, 십자 등 여러가지 형태로 조합되는 열람대 시스템은 편안하고 안정감 있는  분위기의 도서

관 및 열람실 환경을 제공합니다, 

COYRA-M16 W1600XD1184XH1221   
₩499,000 

COYRA-N16 W1600XD601XH1221   
₩383,000 

COYRA-M23 W2372XD1184XH1221  
₩569,000 

COYRA-N23 W2372XD601XH1221  
₩465,000 

COCOAT W996XD743XH1100   
₩430,000 

COCOAT-1 W948XD743XH1100  
₩280,000 

CODOK-1 W820XD695XH1200  
₩230,000 

CODOK-3 W820XD695XH1500   
₩265,000 

CODOK-2 W820XD695XH1800  
₩328,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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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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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LOR 

Mangful  
b eec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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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SCAN  PRODUCTS 

LIBRARY CHAIR | 도서관용 의자 

LIBRARY CHAIR | 도서관용 의자 

LIBRARY CHAIR | 도서관용 의자 

LIBRARY | 책운반기/잡지서가 

LIBRARY | 잡지서가 

LIBRARY CHAIR | 도서관용 의자 

도서관 시리
즈 

LIBRARY series 

다양항 형태로 조합되는 열람대 시스템은 분위기에 따라 용도에 따라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직선, 원, 십자 등 여러가지 형태로 조합되는 열람대 시스템은 편안하고 안정감 있는  분위기의 도서

관 및 열람실 환경을 제공합니다, 

COBSUN1 W900XD400XH1900  
₩670,000 

COBSUN6 W600XD400XH800  
₩151,000 

COBSUN8 W800XD400XH800  
₩192,000 

COBTRUK W1030XD450XH1080  
₩345,000 

COCL-200-11 W610XD520XH890   
₩73,000 

COCL-200-8 W490XD520XH890  
₩68,000 

COCL-200-10 W610XD520XH890  
₩70,000 

COCL-200-1 W490XD520XH890  
₩58,000 

COCL-200-2 W490XD520XH890  
₩64,000 

COCL-200-7 W490XD520XH890  
₩64,000 

COCL-200-5 W610XD520XH890  
₩65,000 

COCL-200-4 W610XD520XH890  
₩6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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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SCAN  PRODUCTS 

BOOKSHELF | JR 단식 서가(5단/스타터/에더/앤드) 

BOOKSHELF | JR 단식 서가(6단/스타터/에더/앤드) 

BOOKSHELF | JR 단식 서가(7단/스타터/에더/앤드) 

BOOKSHELF | JR 단식 서가(3단/스타터/에더/앤드) 

BOOKSHELF | JR 단식 서가(4단/스타터/에더/앤드) 

BOOKSHELF series 

서가 시리즈 
 

복잡한 공간을 효율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기능성과 효율성을 생각하는 시스템 가구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모빌랙으로 스피드한 정보화 시대의 첨단 멀티미디어 환경에서 대량의 문서를  집중관리할 수 있

는 최상의 사무환경을 추구하는 토탈가구 시스템입니다. 

전도방지 커넥터 /  커넥팅 파이프 

서가 사이를 연결하는 커넥팅 구조는  

유사시 흔들림을 최소화하여 전도를 미  

연에 방지시켜 줍니다. 

측판 

외부를 감싸는 자연스러운 목재 측판  

은 내구성이 우수하며 미려한 외관을  

제공합니다. 

COJR-2204-A W870XD290XH1535 COJR-2204-E W883XD300XH1535  
₩248,000 ₩313,000 

COJR-2204-S W898XD300XH1535  
₩336,000 

COJR-2203-S W898XD300XH1115 COJR-2203-A  W870XD290XH1115   COJR-2203-E W883XD300XH1115 

COJR-2205-S W898XD300XH1835  
₩380,000 

COJR-2205-A W870XD290XH1835 COJR-2205-E W883XD300XH1835   
₩253,000 ₩278,000 

COJR-2206-A W870XD290XH2115 COJR-2206-E W883XD300XH2115  
₩242,000  ₩305,000 

COJR-2206-S W898XD300XH2115   
₩343,000 

COJR-2207-A  W870XD290XH2415   COJR-2207-E W883XD300XH2415 COJR-2207-S W898XD300XH2415 

COLOR 

Light  
Cher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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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SCAN  PRODUCTS 

BOOKSHELF | JR 복식 서가(5단/스타터/에더/앤드) 

BOOKSHELF | JR 복식 서가(6단/스타터/에더/앤드) 

BOOKSHELF | JR 복식 서가(7단/스타터/에더/앤드) 

BOOKSHELF | JR 복식 서가(3단/스타터/에더/앤드) 

BOOKSHELF | JR 복식 서가(4단/스타터/에더/앤드) 

BOOKSHELF series 

서가 시리즈 
 

복잡한 공간을 효율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기능성과 효율성을 생각하는 시스템 가구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모빌랙으로 스피드한 정보화 시대의 첨단 멀티미디어 환경에서 대량의 문서를  집중관리할 수 있

는 최상의 사무환경을 추구하는 토탈가구 시스템입니다. 

선반 높이조절 BOOK END 

부책의 크기에 따라 선반 높이를 조절 서적의 좌우로 넘어짐을 방지해 주며  할 수 

있어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간격을 자유롭게 조절해 줍니다.  수 있다. 

COJR-1203-S W898XD510XH1115    
₩326,000 

COJR-1203-A  W870XD490XH1115   COJR-1203-E W883XD510XH1115 
₩291,000 

COJR-1204-S W898XD510XH1535    
₩456,000 

COJR-1204-A W870XD490XH1535 COJR-1204-E W883XD510XH1535  
₩346,000 ₩410,000 

COJR-1205-A W870XD490XH1835 COJR-1205-E W883XD510XH1835   
₩325,000  ₩417,000 

COJR-1205-S W898XD510XH1835  
₩464,000 

COJR-1206-A W870XD490XH2115 COJR-1206-E W883XD510XH2115  
₩424,000 ₩538,000 

COJR-1206-S W898XD510XH2115   
₩610,000 

COJR-1207-A  W870XD490XH2415   COJR-1207-E W883XD510XH2415 COJR-1207-S W898XD510XH2415 

COLOR 

Light  
Cher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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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SCAN  PRODUCTS 

BOOKSHELF | 도서관 서가(복식) BOOKSHELF | 도서관 서가(단식) 

BOOKSHELF | 도서관 서가(복식) 

BOOKSHELF | 도서관 서가(복식) 

BOOKSHELF | 도서관 서가(단식) 

BOOKSHELF | 도서관 서가(복식/단식) 

서가 시리
즈 

BOOKSHELF series 

복잡한 공간을 효율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기능성과 효율성을 생각하는 시스템 가구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모빌랙으로 스피드한 정보화 시대의 첨단 멀티미디어 환경에서 대량의 문서를  집중관리할 수 있

는 최상의 사무환경을 추구하는 토탈가구 시스템입니다. 

COLOR 

Mangful 

COKR-2104-S W911XD300XH1535  
₩371,000 

COJH-7001-S W1795XD380XH2025 COJH-7001-E W883XD380XH2025 COJH-7002-S W911XD260XH2025 COJH-7002-E W883XD260XH2025  G2B 
₩855,000  ₩345,000 

COKR-2103-S W911XD300XH1115 COKR-1103-S W911XD510XH1115  
₩366,000 

COKR-1104-S W911XD510XH1535  
₩465,000 

COKR-1106-S W911XD510XH2115  
₩620,000 

COKR-1107-S W911XD510XH2415   
₩642,000 

COKR-1105-S W911XD510XH1835   
₩516,000 

COKR-2107-S W911XD300XH2415   
₩427,000 

COKR-2106-S W911XD300XH2115   
₩355,000 

COKR-2105-S W911XD300XH1835  
₩355,000 

b eec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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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UCATION series 

E D U  

C A T I O N 

s e r i e s 

SEMINAR DESK  

COMPUTER DESK  

STUDENT DESK&CHAIR  

LOCKER  

SHOE SHELF  D

INING TABLE  

KIDS FURNITURE  

COUNTER  

친환경 자재와 세련된 디자인, 실용성과 견고성을 모두 

갖춘  더 나은 미래를 꿈꾸는 이들을 위한  교육용 가

구 시스템입니다. 



198  COSCAN 

PRODUCTS 
EDUCATION 199 

COSCAN PRODUCTS 

SEMINAR DESK series 

수강용 책상 시리즈 

편리한 구조의 폴딩레버 

간단한 조작으로 쉽게 상판을 접고  펼 

수 있어 특허를 획득한 폴딩레버입  니

다. 

(등록번호 10-0868341) 

레이저 가공 가림판 

최첨단 기계의 도입으로 원하는 모양,  

이미지, 텍스트를 맞춤식으로 레이저  

가공이 가능합니다. 

슬림하고 세련된 다이케스팅 다  

리구조 

슬림하고 세련된 다이케스팅 다리구조  

가 특징인 강의 테이블은 하부에 수납  

선반을 장착하여 수강 중 소지품을 보  

관하기 쉽습니다. 

캐스터(스토퍼기능) 

다리에는 고정장치가 있는 캐스터가  부

착되어 있어 이동 및 재배치가 용이  합

니다. 

적층가능한 베이스 구조 

날렵하고 슬림한 다리는 적층이 가능한  

구조로 사용하지 않을 시 공간을 효율  

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선반 

하부에 선반이 있어 좁은 강연대 상판  

을 보조하여 사용자가 편리하게 이용  

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상판 옵션 

실용적인 PB상판부터 부드러운 느낌의  

포밍 상판, 고급스러운 라믹스 상판 등  

다양한 옵션으로 제품 선택의 폭을 넓  

혀 줍니다. 

고정발굽 

고정발굽은 미끄럼을 방지하여 불필요  

한 이탈을 하지 않도록 도와줍니다. 

DETAIL DETAIL 



COLOR 

COSCAN PRODUCTS 

SEMINAR DESK | 수강용 책상 SEMINAR DESK | 강연대 

SEMINAR DESK | 수강용 책상 

SEMINAR DESK | 수강용 책상 

SEMINAR DESK | 수강용 책상 

SEMINAR DESK | 수강용 책상 

SEMINAR DESK series 

수강용 책상 시리즈 
 

친환경 자재와 세련된 디자인, 실용성과 견고성을 모두 갖춘 더 나은 교육환경으로  

미래를 꿈꾸는 이들을 위한 교육용 가구 시스템입니다. 

Acacia 
Mangful  
b eec h  

Sand Oak 

Gray  S ham ony  

COPTS W620XD490XH1105  
₩205,000 

COPTS-1 W620XD490XH1105  
₩194,000 

COSP060 W600XD500XH730  
₩135,000 
COSP060-2 W603XD400XH730  
₩145,000 
COSP060-1 W603XD450XH730  
₩145,500 

COCL-800-9 W1200XD450XH730  
₩240,000 
COCL-800-10 W1350XD450XH730  
₩260,000 
COCL-800-11 W1500XD500XH730  
₩280,000 
COCL-800-12 W1800XD500XH730   
₩300,000 

COCL-800-7 W700XD500XH730   
₩160,000 

COCL-800-13 W1200XD450XH730   
₩210,000 
COCL-800-14 W1350XD450XH730  
₩230,000 
COCL-800-15 W1500XD500XH730   
₩250,000 
COCL-800-16 W1800XD500XH730   
₩270,000 

COCL-800-31 W1200XD450XH730  
₩244,000 
COCL-800-33 W1800XD500XH730   
₩280,000 

COCL-800-36 W1800XD500XH730  
₩250,000 

COS120N W1200XD500XH730  
₩222,000 
COS150N W1500XD500XH730  
₩230,000 

COS180N W1800XD500XH730  
G2B  21566075  ₩260,000 

COS120 W1200XD500XH730  
₩240,000 
COS140-1 W1400XD450XH730   
₩245,000 
COS140 W1400XD500XH730  
₩250,000 

COS150 W1500XD500XH730  
G2B  21566073  ₩270,000 
COS160 W1600XD500XH730  
G2B  22724231  ₩269,500 
COS180 W1800XD500XH730  
G2B  21566072  ₩285,000 

CO2012 W1200XD500XH730  
₩195,000 
CO2015 W1500XD500XH730   
₩215,000 
CO2018 W1800XD500XH730  
₩235,000 

CO2012N W1200XD500XH730  
G2B  21570983  ₩175,000 
CO2015N W1500XD500XH730  
G2B  21570981  ₩195,000 
CO2018N W1800XD500XH730  
G2B  21570982  ₩21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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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OR 

COSCAN PRODUCTS 

SEMINAR CHAIR | 수강용 의자(관련제품) 

SEMINARTABLE series 

수강용 책상 시리즈 
 

친환경 자재와 세련된 디자인, 실용성과 견고성을 모두 갖춘 더 나은 교육환경으로  

미래를 꿈꾸는 이들을 위한 교육용 가구 시스템입니다. 

COCL-200-8 W490XD520XH890  
₩68,000 

COCL-200-7 W490XD520XH890  
₩64,000 

COSP3312 W500XD490XH780   
₩63,000 

CO-0600 W530XD520XH880   
₩73,000 

CO-0570 W530XD520XH790  
₩68,200 

CO-0573 W470XD530XH830  
₩63,000 

CO-0610 W620XD580XH840   
₩8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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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OR 

COSCAN PRODUCTS 

COMPUTER DESK | 컴퓨터 책상 

COMPUTER DESK | 컴퓨터 책상 

COMPUTER DESK | 컴퓨터 책상 

COMPUTER DESK series 

컴퓨터 책상 시리즈 
 

모니터 노출이 없는 내장형 컴퓨터 데스크는 모니터에 의한 시선 차단이 없으므로  

시야 확보에 효율적이며, 상판면을 활용할 수 있어 상담용으로 적합합니다. 

키보드판 

키보드판이 떨어지거나 아래로 쳐지는  

것을 방지하였습니다. 또한 견고하게  

만들어져 간편하고 부드럽게 열리며 내  

구성이 뛰어납니다. 

키시스템 

안정성 확보를 위한 키를 부착하여 중요  

한 물품을 보관할 수 있으며 본체 도난  

을 방지합니다. 

손잡이 

심플한 손잡이는 내장형으로 손을 감싸  

쥐기 쉽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도난방지용바(스틸바) 

컴퓨터본체 도난방지를 위하여 전면  에 

도난방지용(스틸바)를 설치 하였습  니

다. 

DESK 

COTCOM700 W1200XD700XH720   
₩320,000 

COTCOM716 W1600XD700XH720   
₩375,000 

COTCOM-1 W1200XD600XH720  
₩295,000 

COTCOM-2 W1200XD700XH720   
₩320,000 

COTCOM W1600XD600XH720   
₩352,000 

COTCOM-3 W1800XD700XH720  
₩375,000 

Mangful  
b eec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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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OR 

COSCAN PRODUCTS 

COMPUTER DESK | 컴퓨터 책상(1인용/2인용) 

COMPUTER DESK | 컴퓨터 책상(1인용) 

COMPUTER DESK | 컴퓨터 책상 

COMPUTER DESK | 컴퓨터 책상 

TEACHER'S TABLE | 교탁 COMPUTER DESK | 컴퓨터 책상(2인용) 

COMPUTER DESK series 

컴퓨터 책상 시리즈 
 

모니터 노출이 없는 내장형 컴퓨터 데스크는 모니터에 의한 시선 차단이 없으므로  

시야 확보에 효율적이며, 상판면을 활용할 수 있어 상담용으로 적합합니다. 

COCOMOUT W1000XD600XH775   
₩266,470 

COCOMC W250XD520XH500  
₩91,800 

COCOM2OUT W1800XD600XH775  
₩484,500 

COCOMIN W1000XD600XH720  
₩419,900 

COCOMC W25                                                                                                                                                                                                                                                                                                                                         
0XD520XH500   ₩91,800 

COCOM2IN W1800XD600XH720  
₩791,350 

COCOM-308 W800XD600XH720  
₩198,000 
COCOM-1 W900XD600XH720   
₩228,000 

COCOM-107 W900XD700XH720  
₩235,000 

COCOM-1660 W1600XD600XH720   
₩331,000 
COCOM-1760 W1700XD600XH720  
₩350,000 
COCOM-2 W1800XD600XH720    
₩393,000 

COCOM-1670 W1600XD700XH720  
₩341,000 
COCOM-207 W1800XD700XH720   
₩400,000 

COCOM1-700 W900XD700XH720  
₩235,000 

COCOM2-700 W1800XD700XH720  
₩403,000 

COSPCH-K W800XD500XH950  
₩236,000 

COSPCH-J W800XD600XH1050  
₩182,000 

COSPCH W800XD600XH1100   
₩170,000 

Mangful  
b eec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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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OR 

COSCAN PRODUCTS 

STUDENT DESK&CHAIR | 책걸상(일체형) 

STUDENT DESK&CHAIR | 책걸상(일체형) 

STUDENT DESK&CHAIR | 책걸상(슬라이딩 기능) 

STUDENTDESK&CHAIR series 

책걸상 시리즈 
 

다목적 환경에 잘 어울리는 다양한 디자인과 컬러가 고급스럽게 배치되어  

산뜻하고 쾌적한 공간을 조성시켜 드리는 책걸상 시리즈입니다. 

상판 

표면감촉과 탄력성이 우수하며, 접착력  

또한 뛰어나 떨어지지않고, 가구와 사  

용자를 보호합니다. 

상판 

매직이나 기타 잘지워지지않는 낙서를  

물걸레 만으로 쉽게 지울 수 있고 강화  

유리 같은 강도로 흠집이 잘나지 않는  

반영구적 사용이 가능한 상판입니다. 

상판 슬라이딩 

상판하부의 슬라이딩 손잡이를 누르면  

체형에 맞게 의자와 책상 상판의 간격  

을(±50mm)를 조절할 수 있어 편안한  

학습이 가능합니다. 

가방걸이 

책상 측면에는 가방걸이가 있어 편리하  

게 가방을 보관할 수 있습니다. 

DETAIL 

COW-D-1 W600XD890XH790  
₩112,000 

COW-D-2 W600XD890XH790  
₩120,000 

COW-D-3 W600XD890XH790  
₩110,000 

COW-D-A W600XD890XH790  
₩97,000 

COW-SD-A W600XD850~950XH790  COW-SD-1 W600XD850~950XH790  COW-SD-2 W600XD850~950XH790  
₩107,000 ₩107,000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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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OR 

COSCAN PRODUCTS 

STUDENT DESK&CHAIR | 책걸상(일체형) STUDENT DESK&CHAIR | 책걸상(일체형) 

STUDENT DESK&CHAIR | 책걸상(일체형) STUDENT DESK&CHAIR | 책걸상(일체형) 

STUDENTDESK&CHAIR series 

책걸상 시리즈 
 

다목적 환경에 잘 어울리는 다양한 디자인과 컬러가 고급스럽게 배치되어  

산뜻하고 쾌적한 공간을 조성시켜 드리는 책걸상 시리즈입니다. 

COW-0021 W685XD550XH790   
₩134,000 

COW-0022 W685XD550XH790   
₩134,000 

COSP-43 W700XD700XH830   
₩152,000 

COSP-6 W610XD700XH790  
₩139,000 

COSP-7 W610XD700XH790  
₩134,000 

COSP-8 W540XD700XH810  
₩134,000 

COSD-M101G W575XD775XH812  
₩155,890 

COSD-UCHN0001TF W541XD675XH782  
₩131,670 

수강용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접이식 필경대가  

있어 편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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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OR 

COSCAN PRODUCTS 

LOCKER | 사물함(2인용/4인용/6인용) 

LOCKER | 사물함(2인용/3인용/6인용) 

LOCKER | 사물함(4인용/6인용/9인용) 

사물함 시리
즈 

LOCKER series 

개인 물품을 편리하고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사물함의 역할이 중요해졌습니다.  

우수한 내구성, 기능성을 강조한 사물함은 안정된 색상과 디자인으로  인테리어 

효과까지 만족시켜 드립니다. 

견고한 구조 

견고한 구조와 내구성이 강한 목재를 사  

용하여 오랜기간 사용하셔도 변형이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손잡이 

경쾌한 칼라의 포인트로 밝은 공간을 연  

출하며 손을 감싸 쥐는 부분을 인체 공  

학적 설계로 불편함 없이 사용할 수 있  

습니다. 

이름표 

손잡이와 함께 일체형으로 이름표를  

넣을 수 있도록 디자인되었습니다. 

다양한 레이아웃 

다양한 크기와 형태로 공간에 따른 다  

양한 레이아웃이 가능합니다. 

DETAIL 

COCPL-20 W400XD400XH1040  
₩138,000 
COCPL-2L W400XD400XH1100  
₩135,850 

COCP-02 W400XD400XH800   
₩81,500 
COCP-02-L W400XD400XH950   
₩89,000 

COCP-030 W400XD400XH1040  
₩153,900 
COCP-03 W400XD400XH1100   
₩156,750 

COCP-04 W800XD400XH800   
₩148,000 
COCP-04-L W800XD400XH950  
₩164,000 

COCP-060 W800XD400XH1040    
₩221,000 
COCP-06 W800XD400XH1100    
₩213,750 

COCP-06-A W1200XD400XH800    
₩220,000 
COCP-06-L W1200XD400XH950  
₩229,000 

COCP-090 W1200XD400XH1040  
₩360,000 
COCP-09 W1200XD400XH1100  
₩330,000 

COCPL-40 W800XD400XH1040   
₩218,500 
COCPL-4L W800XD400XH1100  
₩222,300 

COCPL-60 W1200XD400XH1040  
₩359,000 
COCPL-6L W1200XD400XH1100  
₩366,000 

손잡이 OPTION 

손잡이는 원하시는 모양, 컬러로 선택가능합니다. 

Cherry Mangful Orange Green S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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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SCAN PRODUCTS 

LOCKER | 사물함(1인용/2인용) 

LOCKER | 사물함(3인용) 

LOCKER | 사물함(2인용/3인용) 

LOCKER | 사물함(4인용/6인용) 

LOCKER | 사물함(5인용/10인용) 

사물함 시리
즈 

LOCKER series 

개인 물품을 편리하고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사물함의 역할이 중요해졌습니다.  

우수한 내구성, 기능성을 강조한 사물함은 안정된 색상과 디자인으로  인테리어 

효과까지 만족시켜 드립니다. 

COCPL218 W400XD400XH1800  
₩171,000 

COCPL318 W400XD400XH1800  
₩186,000 

COCPL418 W800XD400XH1800    
₩275,000 

COCPL618 W800XD400XH1800  
₩317,000 

COCPL1022 W800XD400XH2200  
₩434,000 

COCPL522 W400XD400XH2200  
₩275,000 

COCP-0180 W400XD400XH800  
₩62,800 
COCP-0195 W400XD400XH950  
₩84,000 
COCP-1104 W400XD400XH1040  
₩94,000 
COCP-0110 W400XD400XH1100   
₩94,000 

COCP-0280 W800XD400XH800   
₩134,000 
COCP-0295 W800XD400XH950   
₩149,000 
COCP-2104 W800XD400XH1040   
₩162,000 
COCP-2110 W800XD400XH1100  
₩164,000 

COCP-0380 W1200XD400XH800   
₩184,000 
COCP-0395 W1200XD400XH950   
₩217,000 
COCP-3104 W1200XD400XH1040   
₩214,000 
COCP-3110 W1200XD400XH1100  
₩234,000 

손잡이 OPTION 

손잡이는 원하시는 모양, 컬러로 선택가능합니다. 

COLOR 

Cherry Mangful Orange Green S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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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SCAN PRODUCTS 

LOCKER | 사물함(2인용/4인용) 

LOCKER | 사물함(6인용) 

LOCKER | 사물함(병원용 비품) 

LOCKER | 사물함(5인용/10인용) 

LOCKER | 사물함(2인용/3인용) 

LOCKER | 사물함(6인용/9인용) 

LOCKER series 
사물함 시리즈 
 

개인 물품을 편리하고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사물함의 역할이 중요해졌습니다.  

우수한 내구성, 기능성을 강조한 사물함은 안정된 색상과 디자인으로  인테리어 

효과까지 만족시켜 드립니다. 

COCP-002 W300XD400XH710  
₩65,640 

COCPL-6 W900XD400XH1100  
₩291,000 

COCPL-2 W300XD400XH1100   
₩120,000 

COCP-003 W300XD400XH1040  
₩96,900 

COCPL-4 W600XD400XH1100   
₩187,000 

COCP-009 W900XD400XH1040  
₩332,000 

COCP-006 W600XD400XH1040   
₩213,750 

COSD-500 W500XD500XH750    
₩193,000 

COSD-L500 W500XD500XH2100   
₩297,000 

COSD-L600 W600XD500XH2100  
₩321,000 

COSPD-80 W800XD500XH1900  
₩433,000 

COSPD-40 W400XD500XH1900  
₩257,000 

다이얼
키 
DIAL KEY 

COLOR 

Cherry Mangful Orange Green S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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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SCAN PRODUCTS 

SHOE SHELF | 신발장 

SHOE SHELF | 신발장(3인용/6인용/9인용) 

SHOE SHELF | 신발장(6인용/8인용/10인용) 

SHOE SHELF series 

신발장 시리즈 
 

내구성이 우수하여 장시간 사용하여도 제품의 변형이 거의 발생하지 않아 견고하고 안정적이며  

편리한 사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통풍 기능이 강화되어 습기가 차지 않아 도구의 청결함을 높히며,  

공간을 분할하여 기능성 높은 수납으로 편리함을 드립니다. 

견고한 구조 

견고한 구조와 내구성이 강한 목재를 사  

용하여 오랜기간 사용하셔도 변형이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손잡이 

돌출 손잡이는 심플하고 세련된 이미지  

로 고급스러운 느낌을 줍니다. 

번호표 

번호표를 부착하여 손쉽게 신발을 찾  

을 수 있습니다. 

다양한 레이아웃 

다양한 크기와 형태로 공간에 따른 다  

양한 레이아웃이 가능합니다. 

DETAIL 

COLOR 

Mangful 

COW-G002 W800XD400XH1800  
₩289,000 

COSF-003 W300XD400XH1040    
₩124,000 

COSF-009 W900XD400XH1040  
₩320,000 

COSF-006 W600XD400XH1040  
₩220,000 

COSF-1212 W1200XD350XH1200  
₩246,000 

COW-G001 W800XD400XH1200  
₩225,000 

COSFL8 W600XD400XH1370   
₩296,000 

COSFL10 W600XD400XH1700  
₩370,000 

COSFL6 W600XD400XH1040  
₩222,000 

218 219 COSCAN PRODUCTS EDUCATION 



COSCAN PRODUCTS 

신발장 시리
즈 

SHOE SHELF series 

내구성이 우수하여 장시간 사용하여도 제품의 변형이 거의 발생하지 않아 견고하고 안정적이며  

편리한 사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통풍 기능이 강화되어 습기가 차지 않아 도구의 청결함을 높히며,  

공간을 분할하여 기능성 높은 수납으로 편리함을 드립니다. 

COLOR 

Mangful 

SHOE SHELF | 신발장(오픈형) 

CLEANING CABINET | 청소도구함 

SHOE SHELF | 신발장(오픈형) 

SHOE SHELF | 신발장(오픈형) 

SHOE SHELF | 신발장(오픈형) 

COSF-L-110 W1100XD300XH1400   
₩273,000 

COSF-S-06 W600XD300XH900   
₩94,000 

COSF-S-12 W1200XD300XH900  
₩245,000 
COSF-S-15 W1500XD300XH900  
₩279,000 

COSF-S-18 W1800XD300XH900    
₩312,000 
COSF-S-21 W2100XD300XH900  
₩345,000 
COSF-S-24 W2400XD300XH900  
₩379,000 

COSF-S-08 W800XD300XH900  
₩127,000 

COSF-L-60 W600XD300XH1400   
₩206,000 

COSF-L-80 W800XD300XH1400   
₩245,000 

COSF-K-52 W520XD320XH1005   
₩93,000 

COCLN-120 W800XD400XH1200  
₩292,000 

COCLN-180 W800XD400XH1800    
₩346,000 

여유러운 내부공간 빗자루 걸이                                                           
걸레받이 통을 넣을 수 있을 만큼 충분 넘어지기 쉬운 빗자루를 깔끔하게 정  

한 내부공간은 다양한 형태로 이용가능 리하기 위해 빗자루 걸이를 실치하여  

합니다. 공간활용에 더욱 도움을 줍니다. 

막대고정 클립  막대걸레는 고정 클

립을 이용해 공중  에 걸어두어 물빠

짐과 청결함을 유지  시켜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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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SCAN PRODUCTS 

DININGTABLE series 

식탁 시리즈 
 

우수한 자재와 세련된 디자인 실용성과 견고성을 모두 갖춘  

한층 더 감각적인 공간을 제공합니다. 

DINING CHAIR | 식탁용 의자 DINING TABLE | 식탁 

DINING TABLE | 식탁 

DINING TABLE | 식탁 

COCOT-014 W1400XD800XH730    
₩291,000 
COCOT-018 W1800XD800XH730   
₩351,000 

CODT-1480 W1400XD800XH730   
₩267,000 
CODT-1880 W1800XD800XH730   
₩288,000 

COEL-DA04 W1200XD800XH740   
₩319,000 
COEL-DA05 W1350XD800XH740  
₩464,360 

COEL-MO04 W1200XD800XH740    
₩444,120 
COEL-MO04-1 W1350XD800XH740   
₩504,730 

COEL-DA06 W1600XD850XH740  
₩565,250 

COEL-MO06 W1600XD850XH740  
₩565,250 

COEL-MA01 W480XD540XH950    
₩201,870 

COEL-IM14117 W460XD480XH940 COEL-SJ14113 W470XD530XH950   
₩272,550  ₩220,000 

COEL-1112 W470XD510XH930   
₩164,000 

COEL-1105 W470XD500XH900 COEL-1116 W440XD500XH970   
₩152,000  ₩142,000 

COEL-MO1115 W460XD510XH880  
₩151,430 

COEL-MD1120 W440XD500XH860 COEL-TL W470XD470XH840    
₩121,120  ₩171,660 

COEL-CO W440XD520XH860    
₩161,500 

COEL-LT W460XD480XH800  
₩171,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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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SCAN PRODUCTS 

KIDS FURNITURE series 

유아용 가구 시리즈 
 

다양하고 톡톡 튀는 색상으로 학습 공간이 더욱 재미있어지며, 다양하고 세련된 디자인으로  

어느 공간이나 잘 어울릴 수 있는 유아용 가구 시리즈 입니다. 

KIDS DESK | 유아용 테이블 

KIDS DESK | 유아용 테이블 

KIDS DESK | 유아용 테이블 KIDS DESK | 유아용 테이블 

Violet Yellow Green 

COLOR 

COW-J800 W800XD600XH720   
₩130,000 

COW-J1400 W1400XD600XH720    
₩157,000 

BRACKET 

상판을 받쳐주는 브라켓은 심플한 디자  

인과 견고한 내구성으로 아이들의 안전  

을 우선시합니다. 

다양한 색상 

다양한 색상의 선택이 가능하며 아이들  

의 흥미를 유발시키며 화사하고 산뜻한  

분위기를 유도합니다. 

견고한 다리 

안전하고 견고한 하부디자인으로 한층  

더 멋스럽습니다. 또한 높이 조절로 고  

르지 않은 곳에서도 수평상태를 쉽게 조  

절 할 수 있습니다. 

COW-J1000 W1000XD600XH720  
₩140,000 

COW-J1200 W1200XD600XH720    
₩140,000 

COW-JS14 W1400XD600XH720   
₩154,000 

COW-JD2 W1200XD600XH720  
₩152,000 

COW-JS12 W1200XD600XH720  
₩16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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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SCAN PRODUCTS 

KIDS FURNITURE series 

유아용 가구 시리즈 
 

다양하고 톡톡 튀는 색상으로 학습 공간이 더욱 재미있어지며, 다양하고 세련된 디자인으로  

어느 공간이나 잘 어울릴 수 있는 유아용 가구 시리즈 입니다. 

KIDS BOOKSHELF | 유아용 책장 

KIDS BOOKSHELF | 유아용 책장 KIDS BOOKSHELF | 유아용 책장 

KIDS BOOKSHELF | 유아용 책장 KIDS BOOKSHELF | 유아용 책장 

Violet Yellow Green Orange 

COLOR 

COJ-FO3 W600XD600XH1200  
₩156,000 

COJ-FO2 W600XD600XH800   
₩115,000 

COJ-FO4 W600XD600XH1500   
₩189,000 

COJ-EO6 W600XD600XH2100    
₩259,000 

COJ-EO2 W1200XD600XH800  
₩236,000 

COJ-FO5 W600XD600XH1800  
₩218,000 

COJ-EO1 W1200XD500XH1200  
₩313,000 

COJ-CO2 W600XD300XH800    
₩77,000 

COJ-CO3 W600XD300XH1200   
₩102,000 

COJ-CO5 W600XD300XH1800  
₩139,000 

COJ-CO6 W600XD300XH2100    
₩168,000 

COJ-CO4 W600XD300XH1500  
₩12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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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OR 

COSCAN PRODUCTS 

COUNTER | 카운터 

COUNTER | 카운터(코너용) 

COUNTER | 카운터(칸막이) 

COUNTER series 

카운터 시리즈 
 

고객들의 편의와 다양한 커뮤니케이션의 흐름을 고려한  군더더기 

없는 심플한 디자인과 실용성으로 만족감을 더해줍니다. 

심플한 디자인 

심플함을 강조하여 사람들이 많이 이용  

하는 카운터에 신뢰감을 높여줍니다. 

안정감 있는 고급스러운 칼라 

자연스러운 나무목 무늬의 칼라가 친근  

감과 안정감을 느끼게 해줍니다. 

안정감 있는 하부구조 

견고하게 설계된 하부구조는 흔들림  

없이 지탱해 주어 안정감을 줍니다. 

다양한 레이아웃 

코너용카운터를 이용하여 다양한 레이  

아웃으로 배치 가능합니다. 

DETAIL 

COCI1294 W1200XD400XH940   
₩742,900 
COCI1494 W1400XD400XH940  
₩847,870 
COCI1694 W1600XD400XH940   
₩928,620 

COCC94 W1400XD1400XH940  
₩1,170,870 

COCS97 W1000XD23XH970  
₩56,520 

COCI12105 W1200XD400XH1050   
₩791,350 
COCI14105 W1400XD400XH1050  
₩921,500 
COCI16105 W1600XD400XH1050  
₩1,049,750 

COCC105 W1400XD1400XH1050  
₩1,332,370 

COCS108 W1000XD23XH1080   
₩8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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