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oscan  product 



CORE-D101 SERIES   

CPRE-D102 SERIES   

COJD-3000 SERIES   

CPJD-1000 SERIES   

COJD-2000 SERIES  

CO-101,102,103,104 SERIES  

TABLE SERIES  

CABINET SERIES  

CONFERENCE  TABLE SERIES  

EXECUTIVE series 

새로운 구조와 다양한 소재의 조화로운 디자인으로  럭셔리한 품격을 드러내는 임

원용시리즈는 세계적인 안목과 미래 지향적인 사고로  새로운 시대를 열어 갈 귀하

에게 특별한 만족감을 선사할 것입니다. 

E X     E 

C U T 

I V     E 

s e r i e s 



COSCAN  PRODUCTS 

CORE-D101/D102    series 

D101/D102 시리즈 

CORE-D101 DESK 

중후하고 감각적인 디자인의 앞판과 안전하고 부드  

러운 느낌의 라운딩 처리 상판으로 고급스러움을 더  

하며 가죽패드, 배선 기기의 전선을 데스크 하부로  

깔끔하게 내려주는 배선 솔루션으로 실용성까지 겸  

비한 최고 경영자에게 걸맞는 최상의 공간을 연출해  

드립니다. 

상판 

목재 칼라의 자연미가 돋보이는 상판  

입니다. 

라운딩 상판 

안전하고 부드러운 느낌의 라운딩 처리  

상판. 세심한 디테일의 이중구조 상판  

으로 고급스러움을 더해줍니다. 

세련된 알루미늄 프레임 도어 

유리 도어는 모던하고 세련된 느낌의  

알루미늄 마감으로 고급스러운 공간을  

연출합니다. 

데스크 배선 솔루션 

전선기기의 전선을 데스크 하부로 내려  

보내기 위한 전선캡은 깔끔한 디자인으  

로 정리정돈에 용이합니다. 

앞판 

직선과 곡선이 어우러져 심플한 이미지  

를 연출해주는 중후하고 깊이있는 느낌  

의 고급스러운 앞판. 

앞판 

중후하고 감각적인 디자인의 앞판. 

공간활용이 뛰어난 수납공간 

전오픈형의 캐비닛은 용도에 맞는 실용  

적 공간 구성으로 깔끔하게 정리정돈을  

할 수 있어 공간 활용도가 뛰어납니다. 

UV 도장 

UV도장은 기존의 우레탄 도장에 비해  

훨씬 우수한 표면강도와 매끄러운 표면  

외관을 구현합니다. 

가죽패드 

데스크 상판에는 가죽패드를 사용하여  

고급스러움을 더해주며 노트북의 스크  

래치나 미끄럼을 방지해 줍니다. 

측면 곡선처리 

전체적인 직선들 사이에서 측면의 곡선  

처리는 좀더 부드러운 느낌을 줍니다. 

손잡이 

견고하고 심플한 디자인의 손잡이는 세  

련된 업무공간을 만들어드립니다. 

테이블 정리정돈 

소파테이블의 하단에 위치한 하판은 정  

리가 가능하도록 설치되어 있어 깔끔  

하게 정리정돈 된 분위기를 만들어 드  

립니다. 

데스크 배선 솔루션 

전선기기의 전선을 데스크 하부로 내려  

보내기 위한 전선캡은 깔끔한 디자인으  

로 정리정돈에 용이합니다. 

조절발 

조절발을 이용하여 높낮이 조절이 가  

능하여 안정감 있게 사용하실 수 있습  

니다. 

도어댐핑 흰지 

소프트 클로징 기능의 고급 흰지를 적  

용하여 도어를 열고 닫을 때 발생되는  

소음이나 충격없이 부드럽게 닫힙니다. 

견고한 하부다리 

고급스럽고 견고한 목재소재를 사용하  

여 장시간 사용에도 제품의 변형이 거  

의 발생하지 않습니다. 

DETAIL (CORE-D102 DESK) 

DETAIL (CORE-D101 DESK) 

DETAIL (CABINET) 

DETAIL (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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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RE-D101 s e r i e s 

SIDE DESK |  보조책상 

DRAWER |  이동서랍 

CREDENZA  |크레덴자 

시선이 닿는 곳마다 중후함과 고급스러움이 배어나는 최고 경영자의 업무공간.  보이지 않

는 곳이라도 꼼꼼하고 완벽한 마감처리로 중후하고 우아한 분위기를 느낄수 있는  Global L

eader를 위한 최고급 Executive 가구입니다. 

COSCAN  PRODUCTS 

DESK | 책상 

D101 시리즈 

CORE-D101 W2000XD1000XH750  
₩1,599,000 

CORE-SD103 W1200XD552XH750  
₩809,000 

CORE-CRA W1800XD400XH750  
₩1,191,000 

CORE-MD01 W420XD600XH620  
₩619,000 

FRONT VIEW 

COLOR 

월낫-3 에쉬블랙 월낫-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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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K | 책상 

시선이 닿는 곳마다 중후함과 고급스러움이 배어나는 최고 경영자의 업무공간.  보이지 않

는 곳이라도 꼼꼼하고 완벽한 마감처리로 중후하고 우아한 분위기를 느낄수 있는  Global L

eader를 위한 최고급 Executive 가구입니다. 

COSCAN   PRODUCTS 

DRAWER |  이동서랍 

CREDENZA  | 크레덴자 

SIDE DESK |  보조책상 

D102 시리즈 

CORE-D102 series 

CORE-D102 W2000XD900XH750  
₩1,319,000 

CORE-SD103 W1200XD552XH750   
₩809,000 

CORE-CA105 W1200XD552XH750  
₩709,000 

CORE-CRA W1800XD400XH750  
₩1,191,000 

CORE-MD01 W420XD600XH620  
₩619,000 

FRONT VIEW 

COLOR 

월낫-3 에쉬블랙 월낫-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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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SCAN  PRODUCTS 

테이블 시리즈 

CORE-TABLE series 

SOFA TABLE |  소파테이블 

PHONE-STAND  | 전화대 

CONFERENCE TABLE | 회의용테이블 

특별한 당신이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그 공간에 당신의 결정을 돕는 파트너로,  

고급스러운 소재와 안정감 있는 형태로 자연스러우면서  격이 있는 임원용 테

이블 시리즈입니다. 

CORE-T24 W2400XD1200XH750  
₩1,081,000 

CORE-T16A W1600XD600XH425  
₩544,000 

CORE-TDA W420XD700XH470   
₩419,000 

CORE-T21A W2100XD750XH425  
₩654,000 

COLOR 

월낫-3 에쉬블랙 월낫-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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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SCAN  PRODUCTS 

CABINET  | 캐비닛 

CORE-CABINET series 

캐비닛 시리즈 
 

고급스러운 소재와 조화로운 디자인으로,  다양한 공간연출에 필요한 다양한 형태의 품

목으로,  고품격의 합리적인 수납시스템으로 더욱 우아하고 격조높은 분위기를 만들어

드립니다. 

CORE-5AD W800XD400XH2000  
₩769,000 

CORE-5AD2 W800XD400XH2000   
₩829,000 

CORE-5AG W800XD400XH2000  
₩974,000 

CORE-CA1 W600XD400XH2000    
₩719,000 

CORE-LO1 W600XD400XH2000   
₩830,000 

CORE-5HG W800XD400XH2000   
₩977,000 

COLOR 

월낫-3 에쉬블랙 월낫-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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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RE-D101 series 

DESK | 책상 

SIDE DESK |  보조책상 

DRAWER |  이동서랍 

CREDENZA  | 크레덴자 

시선이 닿는 곳마다 중후함과 고급스러움이 배어나는 최고 경영자의 업무공간.  보이지 않

는 곳이라도 꼼꼼하고 완벽한 마감처리로 중후하고 우아한 분위기를 느낄수 있는  Global L

eader를 위한 최고급 Executive 가구입니다. 

COSCAN  PRODUCTS 

D101 시리즈 

CORE-D101 W2000XD1000XH750   
₩1,599,000 

CORE-SD103 W1200XD552XH750  
₩809,000 

CORE-CRA W1800XD400XH750  
₩1,191,000 

CORE-MD01 W420XD600XH620   
₩619,000 

FRONT VIEW 

COLOR 

월낫-3 에쉬블랙 월낫-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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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K | 책상 

시선이 닿는 곳마다 중후함과 고급스러움이 배어나는 최고 경영자의 업무공간.  보이지 않

는 곳이라도 꼼꼼하고 완벽한 마감처리로 중후하고 우아한 분위기를 느낄수 있는  Global L

eader를 위한 최고급 Executive 가구입니다. 

COSCAN  PRODUCTS 

DRAWER |  이동서랍 

CREDENZA  | 크레덴자 

SIDE DESK |  보조책상 

D102 시리즈 

CORE-D102 series 

CORE-D102 W2000XD900XH750   
₩1,319,000 

CORE-SD103 W1200XD552XH750  
₩809,000 

CORE-CA105 W1200XD552XH750  
₩709,000 

CORE-CRA W1800XD400XH750  
₩1,191,000 

CORE-MD01 W420XD600XH620   
₩619,000 

FRONT VIEW 

COLOR 

월낫-3 에쉬블랙 월낫-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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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SCAN  PRODUCTS 

테이블 시리즈 

CORE-TABLE series 

SOFA TABLE |  소파테이블 

PHONE-STAND  | 전화대 

CONFERENCE TABLE | 회의용테이블 

특별한 당신이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그 공간에 당신의 결정을 돕는 파트너로,  

고급스러운 소재와 안정감 있는 형태로 자연스러우면서  격이 있는 임원용 테

이블 시리즈입니다. 

CORE-T24 W2400XD1200XH750    
₩1,081,000 

CORE-T16A W1600XD600XH425  
₩544,000 

CORE-TDA W420XD700XH470  
₩419,000 

CORE-T21A W2100XD750XH425  
₩654,000 

COLOR 

월낫-3 에쉬블랙 월낫-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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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SCAN  PRODUCTS 

CABINET  | 캐비닛 

CORE-CABINET series 

캐비닛 시리즈 
 

고급스러운 소재와 조화로운 디자인으로,  다양한 공간연출에 필요한 다양한 형태의 품

목으로,  고품격의 합리적인 수납시스템으로 더욱 우아하고 격조높은 분위기를 만들어

드립니다. 

CORE-5AD W800XD400XH2000   
₩769,000 

CORE-5AD2 W800XD400XH2000  
₩829,000 

CORE-5AG W800XD400XH2000  
₩974,000 

CORE-CA1 W600XD400XH2000  
₩719,000 

CORE-LO1 W600XD400XH2000  
₩830,000 

CORE-5HG W800XD400XH2000   
₩977,000 

COLOR 

월낫-3 에쉬블랙 월낫-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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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RE-D101 series 

DESK | 책상 

SIDE DESK |  보조책상 

DRAWER |  이동서랍 

CREDENZA  | 크레덴자 

시선이 닿는 곳마다 중후함과 고급스러움이 배어나는 최고 경영자의 업무공간.  보이지 않

는 곳이라도 꼼꼼하고 완벽한 마감처리로 중후하고 우아한 분위기를 느낄수 있는  Global L

eader를 위한 최고급 Executive 가구입니다. 

COSCAN  PRODUCTS 

D101 시리즈 

CORE-D101 W2000XD1000XH750  
₩1,599,000 

CORE-SD103 W1200XD552XH750   
₩809,000 

CORE-CRA W1800XD400XH750  
₩1,191,000 

CORE-MD01 W420XD600XH620  
₩619,000 

FRONT VIEW 

COLOR 

월낫-3 에쉬블랙 월낫-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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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K | 책상 

시선이 닿는 곳마다 중후함과 고급스러움이 배어나는 최고 경영자의 업무공간.  보이지 않

는 곳이라도 꼼꼼하고 완벽한 마감처리로 중후하고 우아한 분위기를 느낄수 있는  Global L

eader를 위한 최고급 Executive 가구입니다. 

COSCAN  PRODUCTS 

DRAWER |  이동서랍 

CREDENZA  | 크레덴자 

SIDE DESK |  보조책상 

D102 시리즈 

CORE-D102 series 

CORE-D102 W2000XD900XH750  
₩1,319,000 

CORE-SD103 W1200XD552XH750  
₩809,000 

CORE-CA105 W1200XD552XH750  
₩709,000 

CORE-CRA W1800XD400XH750   
₩1,191,000 

CORE-MD01 W420XD600XH620  
₩619,000 

FRONT VIEW 

COLOR 

월낫-3 에쉬블랙 월낫-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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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SCAN  PRODUCTS 

테이블 시리즈 

CORE-TABLE series 

SOFA TABLE |  소파테이블 

PHONE-STAND  | 전화대 

CONFERENCE TABLE | 회의용테이블 

특별한 당신이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그 공간에 당신의 결정을 돕는 파트너로,  

고급스러운 소재와 안정감 있는 형태로 자연스러우면서  격이 있는 임원용 테

이블 시리즈입니다. 

CORE-T24 W2400XD1200XH750   
₩1,081,000 

CORE-T16A W1600XD600XH425  
₩544,000 

CORE-TDA W420XD700XH470   
₩419,000 

CORE-T21A W2100XD750XH425  
₩654,000 

COLOR 

월낫-3 에쉬블랙 월낫-2 

38 39 COSCAN PRODUCTS EXECUTIVE 



COSCAN  PRODUCTS 

CABINET  | 캐비닛 

CORE-CABINET series 

캐비닛 시리즈 
 

고급스러운 소재와 조화로운 디자인으로,  다양한 공간연출에 필요한 다양한 형태의 품

목으로,  고품격의 합리적인 수납시스템으로 더욱 우아하고 격조높은 분위기를 만들어

드립니다. 

CORE-5AD W800XD400XH2000   
₩769,000 

CORE-5AD2 W800XD400XH2000   
₩829,000 

CORE-5AG W800XD400XH2000    
₩974,000 

CORE-CA1 W600XD400XH2000   
₩719,000 

CORE-LO1 W600XD400XH2000  
₩830,000 

CORE-5HG W800XD400XH2000   
₩977,000 

COLOR 

월낫-3 에쉬블랙 월낫-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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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SCAN  PRODUCTS 

CORE-COFERENCETABLE series 

회의용 테이블 시리즈 

DETAIL (CONFERENCE TABLE) LAYOUT 

UV 도장 

UV도장은 기존의 우레탄 도장에 비해  

훨씬 우수한 표면강도와 매끄러운 표면  

외관을 구현합니다. 

이중구조상판 

제품의 바깥쪽 면에 위치한 이중구조  

상판은 회의 시 필요한 개인용품의 낙  

하를 방지해주며, 부드러운 곡선 디자  

인으로 몰딩마감 처리하여 부딪힘으로 

상판 멀티캡 

상판에 콘센트 멀티캡이 장착되어 있어  

어떠한 O.A기기라도 사용이 편리하고,  

하부 수직 수평 배선덕트를 이용하여  

배선처리가 용이합니다. 

90도 코너형 테이블 

모듈화된 회의테이블 유닛은 보다 다양  

하고 유연한 레이아웃을 가능하게 하여  

활용도가 높은 90도 코너형 연결형테  

이블입니다. 

슬라이딩 캡 

상판의 멀티플러그 부분에 유입되는 먼  

지나 이물질을 방지하기 위해 멀티플러  

그 부분에 개폐가 가능한 슬라이딩 캡  

이 있습니다. 

강연대 배선솔루션 

강연대 후면에는 마이크, 노트북 등 다  

양한 전자기기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인한 충격을 완화시켜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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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SCAN  PRODUCTS 

LECTURE TABLE | 강연대 

CONFERENCE TABLE  |  회의용 테이블(연결식) 

CORNER TABLE | 회의용 테이블(코너용) 

CORE-CONFERENCETABLE series 

회의용 테이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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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RE-CT9 W850XD850XH780   
₩709,000 

CORE-AT12 W1200XD750XH780  
₩809,000 
CORE-AT16 W1600XD750XH780  
₩1,009,000 

CORE-S7 W750XD600XH1200   
₩1,025,000 

CORE-S5 W550XD450XH1200  
₩920,000 

CORE-E01 W770XD790XH30   
₩149,000 

COLOR 

월낫-3 에쉬블랙 월낫-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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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SCAN  PRODUCTS 

LECTURE TABLE | 강연대 

CONFERENCE TABLE  |  회의용 테이블(연결식) 

CORNER TABLE | 회의용 테이블(코너용) 

CORE-CONFERENCETABLE series 

회의용 테이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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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RE-CT9 W850XD850XH780  
₩709,000 

CORE-AT12 W1200XD750XH780  
₩809,000 
CORE-AT16 W1600XD750XH780   
₩1,009,000 

CORE-S7 W750XD600XH1200  
₩1,025,000 

CORE-S5 W550XD450XH1200  
₩920,000 

CORE-E01 W770XD790XH30  
₩149,000 

COLOR 

월낫-3 에쉬블랙 월낫-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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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SCAN  PRODUCTS 

LECTURE TABLE | 강연대 

CONFERENCE TABLE  |  회의용 테이블(연결식) 

CORNER TABLE | 회의용 테이블(코너용) 

CORE-CONFERENCETABLE series 

회의용 테이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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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RE-CT9 W850XD850XH780  
₩709,000 

CORE-AT12 W1200XD750XH780   
₩809,000 
CORE-AT16 W1600XD750XH780   
₩1,009,000 

CORE-S7 W750XD600XH1200  
₩1,025,000 

CORE-S5 W550XD450XH1200  
₩920,000 

CORE-E01 W770XD790XH30  
₩149,000 

COLOR 

월낫-3 에쉬블랙 월낫-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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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SCAN  PRODUCTS 

COJD-3000/1000/2000 series 

COJD-3000/1000/2000 시리즈 

COJD-3000 DESK 

볼륨감 있는 측판과 수평 라인이 강조된 데스크의  

앞가림판이 고급스럽고 중후한 분위기를 연출하는  

데스크 디자인과 내추럴한 자연무늬목 칼라가 어우  

러져 품격있는 경영자의 공간을 만들어 드립니다. 

데스크 배선 솔루션 

전기기기의 전선을 데스크 하부로 내려  

보내기 위한 금속 느낌의 전선캡은 정  

리정돈의 기능을 갖춘 실용성을 강조한  

디자인입니다. 

고급스러움이 강조된 샤벨컬러  

의 무늬목 

자연같은 편안함을 연출하는 고품격 기  

관장 중역가구의 느낌을 최대한 살려  

고급스러움을 더합니다. 

도어 댐핑 흰지 

캐비닛 내부에도 세련되고 기능적인 디  

자인을 고려하였으며, 또한 소프트 클  

로징 기능의 최고급 흰지를 적용하여  

도어가 소리없이 부드럽게  닫힙니다. 

고급스럽고 심플한 상판 

고급스러운 자연무늬목 칼라와 군더더  

기 없는 깔끔한 디자인으로 세련될 뿐  

아니라 최고급 목재로 견고하게 만들어  

졌습니다. 

공간감이 느껴지는 조형미 

실버느낌의 상판을 받쳐주는 브라켓  

과 데스크의 4면을 둘러싼 실버느낌  

의 프레임으로 샤벨색상의 천연무늬  

목과 조화를 잘 이루어 조형미가 느껴 

중후한 데스크 디자인 

볼륨감 있는 측판과 수평 라인이 강조  

된 데스크 앞가림판이 자연 무늬목의  

고급스러움과 어우러져 중후한 분위기  

를 자아냅니다. 

알루미늄 프레임 유리도어 

알루미늄 프레임 유리도어의 색상은  샤

벨컬러의 자연무늬목패널도어와 어  울

려 간결하고 중후한 멋을 더합니다. 

UV 도장 

UV도장은 기존의 우레탄 도장에 비해  

훨씬 우수한 표면강도와 매끄러운 표면  

외관을 구현합니다. 

댐핑 언더레일 

데스크와 크레덴자의 모든 서랍에 최고  

급 댐핑 언더레일이 적용되어 있어 닫  

을 때 충격과 소음이 없고 레일이 겉으  

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모서리 마감 

상판의 모서리와 책상 사이드 부분의  

라운딩처리는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연  

출해 드립니다. 

고급스럽고 다양한 액세서리 

옷장 내부의 옷걸이, 거울, 넥타이걸  이 

등 액세서리 하나에도 보다 세련되  고 

기능적인 디자인을 고려하였습니다. 

테이블 정리정돈 

소파테이블의 하단에 위치한 하판은 정  

리가 가능하도록 설치되어 있어 깔끔  

하게 정리정돈 된 분위기를 만들어 드  

립니다. 

모던함을 강조한 손잡이 

샤벨컬러의 무늬목과 어우러진 금속 느  

낌의 모던함을 강조한 손잡이는 세련미  

를 더해줍니다. 

조각무늬 

섬세함이 엿보이는 세심한 조각들은 고  

급스러움을 한층 높여주며 우아함을 더  

합니다. 

공간활용이 뛰어난 수납공간 

오픈형 수납장으로 깔끔하게 정리정돈  

할 수 있는 캐비닛으로 공간활용이 뛰  

어납니다. 

견고한 하부다리 

고급스럽고 견고한 목재소재를 사용하  

여 장시간 사용에도 제품의 변형이 거  

의 발생하지 않습니다. 

DETAIL (DESK  / DRAWER) 

DETAIL (DESK  ) 

DETAIL (CABINET) 

DETAIL (TABLE) 

지는 디자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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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용 시리즈 

DESK | 책상 

SIDE DESK |  보조책상 

DRAWER |  이동서랍 

CREDENZA  | 크레덴자 

COSCAN  PRODUCTS 

최고급 소재와 뛰어난 디자인성이 어우러진 선과 중후한 색감은 사무공간을 더욱 우아하고  격

조높은 분위기로 만들어 줍니다. 특히 웅장한 건축물을 연상시키는 독창적 스타일의 데스크는  

다른 임원용가구와 비교할 수 있는 당당함을 느끼게 합니다. 

COJD-3000 series 

COJD-3000 W1800XD900XH750  
₩1,188,000 

COJD-3001 W2000XD1000XH750  
₩1,290,000 

COJD-3002 W1200XD600XH750  
₩572,000 

COJD-S901 W1800XD450XH750  
₩1,164,000 

COJD-2003 W450XD580XH600   
₩437,000 

COLOR 

Walnut Sape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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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K | 책상 

SIDE DESK |  보조책상 

DRAWER |  이동서랍 

CREDENZA  | 크레덴자 

COSCAN  PRODUCTS 

COJD-1000 시리즈 

새로운 구조와 다양한 소재의 조화로운 디자인으로  감각적인 품격을 드러내는 임원용 

가구 시리즈는 세계적인 안목과 미래 지향적인 사고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귀하께 

특별한 만족감을 선사할 것입니다. 

COJD-1000 series 

COJD-1000 W1800XD900XH750    
₩1,188,000 

COJD-1001 W2000XD1000XH750  
₩1,290,000 

COJD-1002 W1200XD600XH750  
₩534,000 

COJD-S901 W1800XD450XH750   
₩1,164,000 

COJD-2003 W450XD580XH600  
₩437,000 

COLOR 

Walnut Sape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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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K | 책상 

SIDE DESK |  보조책상 

DRAWER |  이동서랍 

CREDENZA  | 크레덴자 

COSCAN   PRODUCTS 

COJD-2000 시리즈 

새로운 세계를 꿈꾸는 최고 경영자께 필요한 것은 세상을 꿰뚫어 보는 통찰력과 그리고 최고의 비즈니스 공간입니다.  

차원높은 품격, 웅장함과 아름다움 속에 숨어있는 세련된 디자인, 뛰어난 공간 효율성으로  최고의 경영자가 태어날 

최고의 비즈니스 공간입니다. 

COJD-2000 series 

COJD-2000 W1800XD900XH750   
₩1,188,000 

COJD-2001 W2000XD1000XH750  
₩1,290,000 

COJD-2002 W1200XD600XH750   
₩572,000 

COJD-S901 W1800XD450XH750  
₩1,164,000 

COJD-2003 W450XD580XH600  
₩437,000 

COLOR 

Walnut Sape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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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SCAN  PRODUCTS 

테이블 시리즈 

COJD-TABLE series 

SOFA TABLE |  소파테이블 

PHONE-STAND  | 전화대 

CONFERENCE TABLE | 회의용테이블 

특별한 당신이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그 공간에 당신의 결정을 돕는 파트너로,  

고급스러운 소재와 안정감 있는 형태로 자연스러우면서  격이 있는 임원용 테

이블 시리즈입니다. 

COJD-S403 W2400XD1200XH750   
₩980,000 

COJD-S801 W480XD750XH500   
₩446,000 

COJD-S601 W1200XD600XH480  
₩403,000 
COJD-S602 W1500XD650XH480    
₩446,000 

COJD-S401 W1800XD900XH750  
₩833,000 
COJD-S402 W2100XD1000XH750   
₩946,000 

COJD-S603 W1800XD700XH480   
₩519,000 
COJD-S604 W2100XD800XH480   
₩597,000 

COLOR 

Walnut Sapele 

58 59 COSCAN PRODUCTS EXECUTIVE 



COSCAN  PRODUCTS 

CABINET  | 캐비닛 

COJD-CABINET series 

캐비닛 시리즈 
 

고급스러운 소재와 조화로운 디자인으로,  다양한 공간연출에 필요한 다양한 형태의 품

목으로,  고품격의 합리적인 수납시스템으로 더욱 우아하고 격조높은 분위기를 만들어

드립니다. 

COJD-S201 W900XD400XH1950   
₩873,000 

COJD-S202 W900XD400XH1950   
₩917,000 

COJD-S203 W600XD400XH1950   
₩655,000 

COJD-S301 W600XD400XH1950   
₩611,000 

COLOR 

Walnut Sape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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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SCAN  PRODUCTS 

CO-101/102/103/104 series 

CO-101/102/103/104 시리즈 

CO-100 DESK 

엔틱한 느낌의 세련된 디자인으로 고급스러운 공간  

연출에 꼭 필요한 가구 시리즈입니다. 작은 부분하  

나까지 세심함이 묻어나는 정성이 깃들어 있는 최고  

급 데스크로 귀하의 품격을 한층 빛내드릴 것입니다. 

발받침대 

착석시 편안함을 더해주는 발받침대는  

편안하고 올바른 자세를 유지하도록  도

와주며 수납공간으로도 활용 가능  합니

다. 

엔틱느낌의 세련된 문양의 손잡이 

우드재질과 자연스럽게 어울리는 고풍  
스러운 문양으로 조각한 손잡이는 품격  
있는 귀하의 집무환경 공간을 만들어드  
리며 고품격 기관장용 가구로써 한층  
더 빛내드리겠습니다. 

고급스러운 조각무늬 

캐비닛 전면의 섬세함이 엿보이는 세심  

한 조각들로 엔틱하면서도 우아한 공간  

을 연출합니다. 

건축구조물 같은 하부구조 

자연무늬목의 재질에 조각문양을 넣은  

회의용 테이블 시리즈로 비대칭 느낌의  

하부 구조는 색다른 느낌을 줍니다. 

모서리 마감 

상판의 모서리은 부드러운 곡선처리로  

인체에 닿는 부분이 불편하지 않도록  

해주며 고급스러운 느낌도 연출합니다. 

데스크 상판의 측면 날개 

책상 4면 모서리에 우아한 곡선라인의  
화려한 문양의 패턴으로 조각이된 날개  
를 달아 중후함과 우아한 멋을 한층 더  
했습니다. 

모던함을 강조한 손잡이 

샤벨컬러의 무늬목과 어우러진 금속 느  

낌의 모던함을 강조한 손잡이는 세련미  

를 더해줍니다. 

고급스러움을 강조한 조각 문양 

중후함을 자아내는 조각문양의 패턴은  

최고급 회의용테이블로 특별한 당신이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그 공간을 빛내  

드립니다. 

수납공간 

자주 사용하는 물품을 손쉽게 보관할  

수 있는 서랍은 최적의 위치에서 실용  

적으로 사용가능합니다. 

목재질 

목재의 아룸다움과 나무결의 자연스러  
움이 고급스러움을 더욱 돋보이게 해  
줍니다. 

고급스럽고 다양한 액세서리 

세심한 배려로 선택된 최고급 옷걸이  

로 제품의 품격에 어울리는 편리함을  

제공합니다. 

무늬목을 잘 살린 상판 

자연스러운 무늬로 한층 편안함을 느끼  

게 해주며 깔끔한 디자인으로 고급스러  

우면서도 중후한 매력을 더했습니다. 

일체형 서랍 

일체형 서랍은 고정되어 있어 좀더 안  

정감 있게 사용할 수 있으며 견고하면  

서도 실용적인 공간구성으로 크기별로  

분류하여 보관하시면 좋습니다. 

조각무늬 

섬세함이 엿보이는 세심한 조각들은 고  

급스러움을 한층 높여주며 우아함을 더  

합니다. 

공간활용이 뛰어난 수납공간 

오픈형 수납장으로 깔끔하게 정리정돈  

할 수 있는 캐비닛으로 공간활용이 뛰  

어납니다. 

테이블 정리정돈 

소파테이블의 하단에 위치한 하판은 정  

리가 가능하도록 설치되어 있어 깔끔  

하게 정리정돈 된 분위기를 만들어 드  

립니다. 

DETAIL (DESK) 

DETAIL (DESK) 

DETAIL (CABINET) 

DETAIL (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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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K | 책상 

COSCAN  PRODUCTS 

CO-101/102/103/104 시리즈 

특별한 당신이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그 공간에 당신의 결정을 돕는 파트너로,  고급스

러운 소재와 안정감 있는형태로 자연스러우면서 격이 있는 임원용시리즈입니다.  세심

한 목재장식의 웅장함이 돋보이는 DESK시리즈입니다. 

CO-101/102/103/104 series 

CO101 W1950XD950XH750  
₩1,638,000 

CO102 W1800XD900XH750  
₩1,103,000 

CO103 W1800XD900XH750  
₩896,000 

CO104 W1800XD900XH750   
₩850,000 

COLOR 

Walnut Sape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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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SCAN  PRODUCTS 

테이블 시리즈 

CO-TABLE series 

SOFA TABLE |  소파테이블 

PHONE-STAND  | 전화대 

CONFERENCE TABLE | 회의용테이블 

특별한 당신이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그 공간에 당신의 결정을 돕는 파트너로,  

고급스러운 소재와 안정감 있는 형태로 자연스러우면서  격이 있는 임원용 테

이블 시리즈입니다. 

CO801 W480XD750XH500   
₩309,500 

CO601 W1200XD600XH480  
₩320,000 
CO602 W1500XD600XH480  
₩345,000 

CO603 W1800XD700XH480   
₩365,000 
CO604 W2100XD800XH480  
₩383,500 

CO406 Ø 1500XH520 
₩1,356,000 
CO400 Ø 1800XH520 
₩1,420,000 
CO405 Ø 2100XH520 
₩1,600,000 

CO404 W2400XD1200XH750    
₩770,000 

COLOR 

Walnut Sape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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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SCAN  PRODUCTS 

캐비닛 시리즈 

CABINET  | 캐비닛 

CO-CABINET series 

고급스러운 소재와 조화로운 디자인으로,  다양한 공간연출에 필요한 다양한 형태의 품

목으로,  고품격의 합리적인 수납시스템으로 더욱 우아하고 격조높은 분위기를 만들어

드립니다. 

CO301 W600XD400XH1950  
₩452,000 

CO302 W900XD400XH1950    
₩642,000 

CO201 W900XD400XH1950  
₩773,000 

CO202 W1800XD450XH1950   
₩1,116,000 

CREDENZA  | 크레덴자 

CO901 W1800XD450XH750  
₩632,000 

COLOR 

Walnut Sape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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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SCAN  PRODUCTS 

COFERENCETABLE series 

회의용 테이블 시리즈 

DETAIL (CONFERENCE TABLE) LAYOUT 

수납공간을 넣어 실용성을 강조  

한 테이블 

회의상에 간단한 서류 등을 수납할 수  

있도록 데스크 하부에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을 주어 실용성을 강조하였습니다. 

90도 코너형 테이블 

모듈화된 회의테이블 유닛은 보다 다양  

하고 유연한 레이아웃을 가능하게 하여  

활용도가 높은 90도 코너형 연결형테  

이블입니다. 

책상 전면의 조각문양 

세련된 샤벨컬러와 고급스럽고 세심한  

조각무늬가 더욱 중후하고 우아한 분위  

기를 연출합니다. 

90도 코너형 테이블 

모듈화된 회의테이블 유닛은 보다 다양  

하고 유연한 레이아웃을 가능하게 하여  

활용도가 높은 90도 코너형 연결형테  

이블입니다. 

UV 도장 

UV도장은 기존의 우레탄 도장에 비해  

훨씬 우수한 표면강도와 매끄러운 표면  

외관을 구현합니다. 

고급스러움을 강조한 의자 

섬세한 조각문양과 고급스러운 칼라,  

우아한 곡선라인이 잘 어우러져 품격있  

는 고급스러움을 만들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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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SCAN  PRODUCTS 

CONFERENCE TABLE | 회의용 테이블 

CONFERENCETABLE series 

회의용 테이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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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KM-01 W650XD650XH750  
₩371,000 

COKM-07 W625XD625XH750  
₩351,000 

COKM-10 W625XD625XH750   
₩351,000 

COKM-03 W650XD650XH750    
₩371,000 

COKM-02 W1350XD650XH750   
₩469,000 

COKM-05 W1250XD600XH750  
₩410,000 

COKM-04 W1350XD600XH750  
₩440,000 

COKM-08 W1250XD600XH750   
₩410,000 

COKM-06 W1320XD625XH750   
₩469,000 

COKM-09 W1320XD625XH750  
₩469,000 

COLOR 

Walnut Sape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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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SCAN  PRODUCTS 

LECTURE TABLE | 강연대 

CHAIR |  회의용 의자 

CONFERENCE TABLE | 회의용 테이블 

CONFERENCETABLE series 

회의용 테이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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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402 W1350XD600XH750  
₩351,000 

CO401 W1200XD600XH750  
₩318,000 

CO403 W600XD600XH750    
₩337,000 

CO-M101 W600XD590XH1070    
₩269,800 

CO-M102 W590XD510XH960   
₩212,000 

CO501 W950XD500XH1280   
₩500,000 

CO502 W900XD500XH1200  
₩380,000 

CO802 W560XD450XH1100   
₩260,000 

CO-M201 W460XD480XH960   
₩161,000 

COLOR 

Walnut Sape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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