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oscan  product 



OFFICE CHAIR  

EXECUTIVE CHAIR  

CONFERENCE CHAIR  

LOBBY CHAIR  

CHAIR series 

신기술 및 새로운 공법으로 디자인 된 미래지향적 사무용 의자로  

경영자 및 일반 사무용, 회의용, 로비 등 언제 어디서나  다양하

게 사용할 수 있는 실용적인 제품입니다. 

C H 

A I R 

s e r i es 



CHAIR series 
의자 시리즈 

COSCAN PRODUCTS 

CHAIR 

한층 더 업그레이드 된 다양한 기능들과 최고의 소재,  

세련된 디자인으로 미래의 성공을 돕는 파트너로  포

머스 의자가 당신과 함께 합니다. 

Armrest 조절형 팔걸이 

우레탄 소재의 암레스트는 사용자의체  

형에 따라 편안한 자세를 만들 수 있도  

록 높이조절과 3단 회전 기능, 전후 조  

절 등을 통해  팔의  각도를 자연스럽게 

지지할 수 있습니다. 

Headrest 머리 받침대 

긴 시간동안 의자에 앉아있을 때 목과  

머리를 편안한 상태로 지지할 수 있도  

록 헤드레스트의 높이와 각도를 조절하  

여 피로감을 줄일 수 있습니다. 

Lumber Support 요추지지대 

인체공학적 연구 결과에 따라 요추를 효  

과적으로 지지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  

니다. 럼버서포트는 상/하 및 전/후로 조  

절이 가능하여 사용자마다 다양한 위치  

를 보다 섬세하게 파악하여 지지합니다. 

Syncro-Tilt 싱크로나이즈드 틸트 

등판과 좌판이 다른 각도로 움직이는  

싱크로나이즈드 틸딩 기술이 적용되  

어, 어떤 자세에서도 인체에 무리가 가  

지 않는 편안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 

니다. 

Seat 조절형 좌판 

좌판이 앞/뒤로 조절이 가능하며 신체  

조건에 따라 좌판 조절로 피로감을 최  

소화할 수 있습니다. 

Multi-Locking 틸트고정(인휘니트) 

등판을 뒤로 밀면서 손잡이를 내리면  

그 상태에서 기울기가 고정되며, 손잡  

이를 위로 올리면 원상태로 복귀됩니  

다. 

Gas Lift 회전형 중심봉 

좌판 하부의 오른쪽 손잡이를 이용하  

면 사용자의 앉은 키에 맞추어 의자의  

높낮이를 조절, 사용자의 체형에 맞춘  

최적의 의자 높이를 설정 가능합니다. 

섬세하게 파악하여 지지합니다. 

Castor 우레탄 바퀴 

우렌탄캐스터는 소음과 진동을 줄여주  

며 바닥의 긁힘을 초소화 시켜 이동시  

편리합니다. 

DETAIL DETAIL 

Armrest 
조절형 팔걸이 

    Headrest 
머리 받침대 

Seat    
조절형 좌판 

Multi-Locking    
틸트 고정(인휘니트) 

Lumber Support 
요추지지대 

Syncro-Tilt 
싱크로나이즈드 틸트 

Gas Lift 
회전형 중심봉 

Castor 
우레탄 바퀴 

250 251 COSCAN PRODUCTS CHAIR 



CHAIR series 
의자 시리즈 

COLOR 

COSCAN PRODUCTS 

DETAIL 

OFFICE CHAIR  | 사무용 의자(르네) 

[천연가죽] 

COCH1600AHEX W660XD600XH1170/1230  
₩490,000 

[천연가죽] 

COCH1600AEX W660XD600XH980/1040 

COCH1600AHSM W660XD600XH1170/1230  
₩335,000 

COCH1600AH W660XD600XH1170/1230  
COCH1600A W660XD600XH980/1040 

COCH1630AH W660XD600XH1170/1230  
COCH1630A W660XD600XH980/1040 

COCH1600ASM W660XD600XH980/1040 

RENEE 
천연 가죽, 엠보 스펀지 등 최고급의 소재를 사용하여  

몸의 열 흡수를 막아주고 원활한 공기의 흐름으로  쾌

적함을 유지시켜 줍니다. 

엠보 스펀지 등판 요추지지대 등판 틸팅 강도 팔걸
이 엠보스펀지   등판은   땅콩모양의        뒷면중앙부에 있는 손잡이를 상,     손잡이를  당겨  오른쪽으로  회전      양쪽의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헤드레스트 

사용자의 체형에 따라 높이 조절 
엠보형으로 특수 스펀지에 열성 하로 작동 가능하여 요추대의 시키면 강도가 강해지고 반대방 팔걸이를 원하는 위치에 고정시 이 가능하며, 헤드레스트는 자체  형기술로 디

자인 되어 지압의 효     높, 낮이 2단 조절이 가능합니다.      향으로 회전시키면  강도가 약해      켜  단계별로   높낮이  조절이   가     텐션 기능으로  편안한   착석감을 

과를 주며 쾌적함을 제공합니다. 집니다. 능합니다. 줍니다. 
Black Black Black Red Blue Green Wine Green Orange Gray Lea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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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IR series 
의자 시리즈 

COLOR 

COSCAN PRODUCTS 

DETAIL 

OFFICE CHAIR  | 사무용 의자(트리움) 

CODW-TRLM W635XD645XH1195/1295  
₩342,000 

CODW-TRLC W635XD645XH1195/1295  
₩325,000 

CODW-TRMM W635XD645XH1040/1140    
₩328,000 

CODW-TRSM W615XD670XH1055  
₩232,180 

CODW-TRSC W615XD670XH1055  
₩222,110 

CODW-TRMC W635XD645XH1040/1140   
₩311,000 

TRIUM 
깊이있는 쿠션감의 패드와, 고탄성 메쉬의 두가지 형태로  

고 퀄리티의 기능과 소재로 귀하의 품격을  한 층 높여드

립니다. 

헤드레스트 싱크로나이즈드 틸딩 좌판 깊이 조절 팔걸
이 사용자의 체형에 따라 높이 조절      등판과 좌판이 각기 다른 각도로      손닿기    쉬운   위치의    좌판아래      양쪽의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메쉬 등판 

메쉬소재의  등판은 허리의 긴장 
이 가능하며, 헤드레스트는 자체      움직이는  싱크로나이즈드  틸딩       오른쪽   레버를   사용하여   좌판      팔걸이를  원하는  위치에  고정시       을 분산시키고 동시에 허리를 감 

텐션  기능으로  편안한  착석감을       이 적용되어 다양한 자세에도 편     을 앞/뒤로 60mm 이동이  가능     켜  단계별로   높낮이   조절이   가     싸는 느낌으로 척추를 지지해 줍 

줍니다. 안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합니다. 능합니다. 니다. 
Rreen Gray Red Brown B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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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IR series 
의자 시리즈 

COLOR 

COSCAN PRODUCTS 

DETAIL 

OFFICE CHAIR  | 사무용 의자(와프) 

WARP 
실용적이고 세련된 디자인으로 산뜻한 칼라의  메

쉬가 돋보이는 개성감 넘치는 와프시리즈입니다. 

헤드레스트 싱크로나이즈드 틸딩 좌판 깊이 조절 틸팅 강도 조절 메쉬 등
판  사용자의 체형에 따라 높이 조절 등판과 좌판이 각기 다른 각도로 손닿기 쉬운 위치의 좌판아래 사용자의 체형에 따라 높이, 각 메쉬소재의 등판은 허리의 긴장  이 가능하며, 

헤드레스트는 자체 움직이는 싱크로나이즈드 틸딩 오른쪽 레버를 사용하여 좌판 도를 조절할 수 있어 편안한 자 을 분산시키고 동시에 허리를 감  텐션 기능으로 편안한 착석

감을 이 적용되어 다양한 자세에도 편 을 앞/뒤로 60mm 이동이 가능 세로 장시간 업무가 가능합니다. 싸는 느낌으로 척추를 지지해 줍  줍니다. 안한 상

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합니다. 니다. 

CODW-WFA W630XD580/620XH1145/1295  
₩422,000 

CODW-WFSA W630XD610/650XH1145/1295  
₩381,000 

CODW-WFB W630XD580/620XH1030/1130  
₩417,000 

CODW-WFSB W630XD610/650XH1030/1130  
₩360,000 

Blue Yelllow Gray Red Bl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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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IR series 
의자 시리즈 

COLOR 

COSCAN PRODUCTS 

DETAIL 

OFFICE CHAIR  | 사무용 의자(알레스) 

ALES 
통기성이 뛰어난 메쉬의자로  슬림하고 세련된 

라인으로 어디서나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는 

실용적인 제품입니다. 

팔걸이 

양쪽의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능합니다. 안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니다.. 

틸팅 강도 조절 싱크로나이즈드 틸딩 좌판 깊이 조절 캐스터 

사용자의  체형에  따라  높이,  각     등판과 좌판이 각기 다른 각도로       손닿기 쉬운 위치의 좌판아래 오     우레탄   캐스터는   회전, 이동할 
팔걸이를  원하는  위치에  고정시       도를  조절할  수 있어  편안한  자     움직이는  싱크로나이즈드  틸딩       른쪽 레버를 사용하여 좌판을 때   소음과    바닥긁힘을  방지해 

켜  단계별로   높낮이   조절이   가     세로 장시간 업무가 가능합니다.       이 적용되어 다양한 자세에도 편     앞/뒤로  60mm  이동이   가능합    줍니다. 

CODW-AL1 W680XD630XH1120  
₩501,600 

CODW-AL2 W680XD630XH1000  
₩475,200 

CODW-AL1S W680XD630XH1120   
₩363,370 

CODW-AL1LN W680XD630XH1120  
₩343,230 

CODW-AL2S W680XD630XH1000  
₩343,230 

CODW-AL2LN W680XD630XH1000  
₩323,000 

Blue Red Black 

258 259 COSCAN PRODUCTS CHAIR 



CHAIR series 
의자 시리즈 

COLOR 

COSCAN PRODUCTS 

DETAIL 

OFFICE CHAIR  | 사무용 의자(디텐) 

D10 
모던하고 심플한 라인으로 독창적인 느낌의 D10은  좌판

아래에 레버를 위치하여 군더더기 없는 깔끔함으로  세

련된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줍니다. 니다. 안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헤드레스트 메쉬 등판 싱크로나이즈드 틸딩 높이 조절 고정발
굽  사용자의 체형에 따라 높이 조절 메쉬소재의 등판은 허리의 긴장 등판과 좌판이 각기 다른 각도로 레버가 좌판 아래레 있어 깔끔한 고정발굽은 불필요한 이탈을 방  이 가능하

며, 헤드레스트는 자체      을 분산시키고 동시에 허리를 감     움직이는  싱크로나이즈드  틸딩       외관을 자랑하며 손이 닿기 쉬어      지하여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 

텐션 기능으로 편안한 착석감을    싸는 느낌으로 척추를 지지해 줍    이 적용되어 다양한 자세에도 편    편리하게 사용 가능합니다. 습니다. 

CODW-D10A W575XD570XH1160/1270  
₩151,430 

CODW-D10B W575XD545XH960/1070  
₩141,360 

CODW-D10LAA W590XD565XH985   
₩130,000 

CODW-D10SAA W590XD565XH850   
₩128,800 

CODW-D10LB W505XD565XH985  
₩131,290 

CODW-D10SB W505XD565XH850  
₩121,120 

Red Bl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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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IR series 
의자 시리즈 

COLOR 

COSCAN PRODUCTS 

DETAIL 

OFFICE CHAIR  | 사무용 의자(누클리어) 

NUCLEAR 
편안한 헤드레스트에서 부터 이동을 자유롭게  해주

는 우레탄 캐스터까지 편리한 기능들로 비지니스  공

간을 풍성하게 채워 줄 누클리어 시리즈입니다. 

니다. 줍니다. 합니다.. 

메쉬 등판 헤드레스트 좌판 깊이 조절 팔걸이 미끄럼 방
지  메쉬소재의 등판은 허리의 긴장 사용자의 체형에 따라 높이 조절 손닿기 쉬운 위치의 좌판아래 인체공학적 설계로 이루어진 팔 회의용 의자 다리는 의자가 미끄  을 분산시키

고 동시에 허리를 감     이 가능하며, 헤드레스트는 자체      오른쪽   레버를   사용하여   좌판     걸이는  어깨의  긴장을  최소화시       러지지  않도록  설계되어 안정적 

싸는 느낌으로 척추를 지지해 줍    텐션 기능으로 편안한 착석감을    을 앞/뒤로 60mm 이동이 가능    켜 편안함을 제공합니다. 입니다. 

CODW-NULLY W620XD575XH1140/1290   
₩252,410 

CODW-NUMLY W620XD575XH990/1090  
₩242,250 

CODW-NULLN W620XD575XH1140/1290  
₩201,870 

CODW-NUA W600XD590XH980   
₩181,730 

CODW-NUMLN W620XD575XH990/1090  
₩191,800 

CODW-NUL W580XD590XH980   
₩177,650 

Red Black Blue Gre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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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IR series 
의자 시리즈 

COLOR 

COSCAN PRODUCTS 

DETAIL 

OFFICE CHAIR  | 사무용 의자(T20) 

T20 
편안하고 실용적인 기능성 T20시리즈는  

인체공학적 설계와 내구성이 강한 구조로  

쾌적한 착석감을 제공합니다. 

싸는 느낌으로 척추를 지지해 줍 켜 편안함을 제공합니다.  

니다. 

메쉬 등판 팔걸이 헤드레스트 틸팅 강도 조절 캐스
터  메쉬소재의 등판은 허리의 긴장 인체공학적 설계로 이루어진 팔 사용자의 체형에 따라 높이 조절 사용자의 체형에 따라 높이, 각 우레탄 캐스터는 회전, 이동할 때  을 분산시

키고 동시에 허리를 감     걸이는  어깨의  긴장을  최소화시       이 가능하며, 헤드레스트는 자체      도를  조절할  수 있어  편안한  자     소음과    바닥긁힘을    방지해  줍 

텐션 기능으로 편안한 착석감을 세로 장시간 업무가 가능합니다. 니다.  줍니

다. 

COSD-T200HA W640XD606XH1098  
₩239,870 

COSD-T200A W643XD606XH924    
₩237,400 

COSD-T200HF W640XD606XH1098   
₩206,720 

COSD-T200F W643XD606XH924  
₩204,340 

Black Red Green B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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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IR series 
의자 시리즈 

COLOR 

COSCAN PRODUCTS 

DETAIL 

OFFICE CHAIR  | 사무용 의자(T30) 

T30 
탈부착이 가능한 좌판으로 좌판의 컬러를  

바꾸거나 손상되었을 때 커버 교체가  용

이하여 위생적이며 실용적입니다. 

수 있습니다. 을 완화시켜 주어 편안함을 제 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공

합니다. 

헤드레스트 요추지지대 팔걸이 틸팅 각도 조절 좌판 교
체  넓은 헤드레스트는  목과 머리를       요추지지대는  위아래로  조절 하     팔걸이는   높이조절,   각도   조절      인체라인을 잘 살린 등판은 목적     좌판 하부에 탈부착이 가능한 벨 

편안하게 받쳐줍니다. 여 사용자의 기호에 맞게 사용할      이  가능하며  어깨와  팔의  긴장      에 맞게 각도를 조절하여 편안하      크로를  적용하여  컬러를  바꾸거 

나 손상되었을 때 쉽게 커버를  

교체할 수 있습니다. 

COSD-T300HLDA W638XD537XH1177/1253   
₩288,320 

COSD-T300LDA W638XD537XH974/1050   
₩272,930 

COSD-T301FE W578XD581XH837  
₩133,280 

[요추] 

COSD-T300HLDAY W638XD537XH1177/1253   
₩288,320 

Black Red Green Blue 

266 267 COSCAN PRODUCTS CHAIR 



CHAIR series 
의자 시리즈 

COLOR 

COSCAN PRODUCTS 

DETAIL 

OFFICE CHAIR  | 사무용 의자(T50) 

T50 
사용자와 함께 움직이는 유연성,  쾌적함을 

주는 통기성으로 최적의 편안함을  선사할 T

50시리즈입니다. 

을 분산시키고 동시에 허리를 감 인으로 어깨와 팔을 편안하게 받 조절이 가능합니다.  싸

는 느낌으로 척추를 지지해 줍    쳐줍니다. 

니다. 

메쉬 등판 팔걸이 높낮이 조절 캐스터 미끄럼 방
지  메쉬소재의  등판은  허리의  긴장      일체형 팔걸이는 인체 공학적 라     레버를 당겨 체형에 맞게 높낮이      우레탄 캐스터는 회전, 이동할 때     회의용 다리는 미끄러 지지도 않 

소음과   바닥긁힘을   방지해    줍     도록 고정패드가 부착되어 있어 

니다. 안정적으로 사용 가능합니다. 

COSD-T503F W624XD590XH894  
₩161,500 

COC-T501FE W616XD598XH910  
₩153,420 

COSD-T501F W622XD595XH917  
₩149,430 

COC-T503F W624XD590XH894  
₩173,660 

Green Red 

268 269 COSCAN PRODUCTS CHAIR 



COLOR 

COSCAN PRODUCTS 

DETAIL 

Yellow Red 

OFFICE CHAIR  | 사무용 의자(CO-100/200) 

CO-100/200 
넓고 시원한 등, 좌판이 안정감을 더해주며  

심플하고 품격있는 디자인으로  현대 

사무공간을 세련되게 연출해 드립니다. 

요추 지지대 메쉬 등판 헤드레스트 틸팅 강도 조절 캐스터 

장시간 착석시에도 허리에 무리 메쉬소재의 등판은 허리의 긴장 사용자의 체형에 따라 높이 조절 사용자의 체형에 따라 높이, 각 우레탄 캐스터는 회전, 이동할 때  가 가지 않

도록 받쳐주는 요추 지 을 분산시키고 동시에 허리를 감 이 가능하며, 헤드레스트는 자체 도를 조절할 수 있어 편안한 자 소음과 바닥긁힘을 방지해 줍  지대가 있어 몸의 긴장

을 완화해       싸는 느낌으로 척추를 지지해 줍     텐션  기능으로  편안한  착석감을       세로 장시간 업무가 가능합니다.     니다. 

줍니다. 니다. 줍니다. 

CO-MSHA W640XD590XH1130/1220   
₩191,800 

CO-MSMA W640XD590XH955/1045  
₩181,730 

CO-MSH W640XD590XH1130/1220  
₩191,800 

CO-MSM W640XD590XH955/1045    
₩181,730 

270 271 COSCAN PRODUCTS CHAIR 

CHAIR series 
의자 시리즈 



COSCAN PRODUCTS 

DETAIL 

COLOR 

Black 

OFFICE CHAIR  | 사무용 의자(S-30) 

S-30 
사용자의 쾌적함과 편안함을 고려한 S-30시리즈는  

고급 메쉬소재로 몸을 감싸 주는 듯한 포근함으로  

여러분께 만족감을 드릴 것입니다. 

헤드레스트 메쉬 등판 요추 지지대 틸팅 강도 조절 캐스터 

사용자의 체형에 따라 높이 조절 메쉬소재의 등판은 허리의 긴장 장시간 착석시에도 허리에 무리 사용자의 체형에 따라 높이, 각 우레탄 캐스터는 회전, 이동할 때  이 가능하

며, 헤드레스트는 자체 을 분산시키고 동시에 허리를 감 가 가지 않도록 받쳐주는 요추 지 도를 조절할 수 있어 편안한 자 소음과 바닥긁힘을 방지해 줍  텐션  기능으로  편안

한  착석감을       싸는 느낌으로 척추를 지지해 줍     지대가 있어 몸의 긴장을 완화해       세로 장시간 업무가 가능합니다.     니다. 

줍니다. 니다. 줍니다. 

CO-S30HYH W640XD570XH1110    
₩282,620 

CO-S30HNH W640XD561XH950  
₩272,550 

CO-S30HYC W627XD570XH1110   
₩262,480 

CO-S30HNC W627XD561XH950  
₩252,410 

272 273 COSCAN PRODUCTS CHAIR 

CHAIR series 
의자 시리즈 



COLOR 

COSCAN PRODUCTS 

DETAIL 

OFFICE CHAIR  | 사무용 의자(레디우스) 

RADIUS 
사용자의 허리를 보호하기 위한  요추

지지대는 높이 조절이 가능하여  허리

의 들뜸없이 편안하게 받쳐줍니다. 

메쉬 등판 틸팅 강도 조절 싱크로나이즈드 틸딩 좌판 깊이 조절 캐스
터  메쉬소재의 등판은 허리의 긴장 사용자의 체형에 따라 높이, 각 등판과 좌판이 각기 다른 각도로 손닿기 쉬운 위치의 좌판아래 우레탄 캐스터는 회전, 이동할 때  을 분산시키

고 동시에 허리를 감 도를 조절할 수 있어 편안한 자 움직이는 싱크로나이즈드 틸딩 오른쪽 레버를 사용하여 좌판 소음과 바닥긁힘을 방지해 줍  싸는 느낌으로 척추를 지지해 

줍     세로 장시간 업무가 가능합니다.       이 적용되어 다양한 자세에도 편     을  앞/뒤로  60mm  이동이  가능   니다. 

니다. 안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합니다.. 

COSP-7000 W650XD640XH1150  
₩296,000 

COSP-7001 W650XD640XH1150  
₩287,000 

COSP-7003 W640XD640XH1150   
₩278,000 

COSP-7002 W650XD640XH1000  
₩282,000 

COSP-7004 W640XD640XH1000  
₩258,000 

Black Green Red Black 

274 275 COSCAN PRODUCTS CHAIR 

CHAIR series 
의자 시리즈 



COLOR 

COSCAN PRODUCTS 

DETAIL 

OFFICE CHAIR  | 사무용 의자(프로맥스) 

PROMAX 
인체 곡선과 일체감을 주는 등, 좌판의 곡선은  섬세

한 메쉬소재와 더불어 편안함을 극대화시켜주며  통

풍이 원활하여 언제나 쾌적함을 제공합니다. 

메쉬 등판 틸팅 강도 조절 높낮이 조
절  메쉬소재의 등판은 허리의 긴장 사용자의 체형에 따라 높이, 각 사용자의 체형에 맞게 의자  을 분산

시키고 동시에 허리를 감 도를 조절할 수 있어 편안한 자 높낮이를 조절하여 사용할 수  싸는 느낌으

로 척추를 지지해 줍 세로 장시간 업무가 가능합니다. 있으며 바르고 편안한 자세를  니다.

 유지시켜 드립니다. 

팔걸이 헤드레스트 

양쪽의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헤드레스트는 자체 텐션기능으  팔걸

이를 원하는 위치에 고정시 로 장시간의 업무에도 편안한 자  켜 단

계별로 높낮이 조절이 가 세를 유지시켜드립니다.  능합니다. 

COSP-8006 W660XD640XH1000  
₩235,000 

COSP-8005 W660XD640XH1230  
₩253,000 

COSP-8000 W660XD640XH1170  
₩228,000 

COSP-8002 W660XD640XH1230  
₩220,000 

COSP-8001 W660XD640XH1000   
₩228,000 

COSP-8004 W580XD640XH970  
₩179,000 

COSP-8003 W660XD640XH1000  
₩215,000 

COSP-8009 W580XD640XH970  
₩199,000 

Black Leather Blue 

276 277 COSCAN PRODUCTS CHAIR 

CHAIR series 
의자 시리즈 



COLOR 

COSCAN PRODUCTS 

DETAIL 

OFFICE CHAIR  | 사무용 의자(SPM-2000) 

SPM-2000 
허리의 건강을 생각하는 요추시스템과 더불어  

톡톡 튀는 칼라 매치와 개성적인 디자인으로  

나만의 공간을 연출할 수 있는 아이템입니다. 

헤드레스트 

헤드레스트는 자체 텐션기능으  

로 장시간의 업무에도 편안한 자  

세를 유지시켜드립니다. 

메쉬 등판 요추 지지대 틸팅 각도 조절 캐스
터  메쉬소재의 등판은 허리의 긴장 장시간 착석시에도 허리에 무리 사용자의 체형에 따라 높이, 각 우레탄 캐스터는 회전, 이동할 때  을 분산

시키고 동시에 허리를 감 가 가지 않도록 받쳐주는 요추 지 도를 조절할 수 있어 편안한 자 소음과 바닥긁힘을 방지해 줍  싸는 느낌으로 척

추를 지지해 줍     지대가 있어 몸의 긴장을 완화해      세로 장시간 업무가 가능합니다.       니다. 

니다.. 줍니다. 

COSPM-2001 W640XD580XH1000/1070   
₩243,000 

COSPM-2000D W610XD640XH1160/1230  
₩240,000 

COSPM-2000 W640XD600XH1180/1250  
₩247,000 

COSPM-2001D W610XD630XH965/1035  
₩233,000 

Gray Blue 

278 279 COSCAN PRODUCTS CHAIR 

CHAIR series 
의자 시리즈 



COLOR COLOR 

COSCAN PRODUCTS 

OFFICE CHAIR  | 사무용 의자(이원) OFFICE CHAIR  | 사무용 의자(애니체메쉬) 

COES-300 W620XD630XH1200  
₩255,000 

COES-301 W620XD630XH1000  
₩251,000 

COSP-7006 W620XD590XH980  
₩183,000 

COES-302 W620XD630XH990  
₩229,000 

COSP-7008 W600XD590XH910   
₩175,000 

ANYCHE MESH 
크레이티브하고 합리적인 귀하의 품격을 한층 더  

업그레이드 시켜 드릴 애니체 메쉬와 함께 성공을  

꿈꾸십시오. 

E1 
인체를 닮은 날렵한 곡선이 일체감을 주어  

더욱 편안하고 유연함을 자랑하는  E1 시

리즈입니다. 

인을 만들어 드립니다. 

등판 메쉬 등
판  이중 구조의 등판이 더욱 편안하 메쉬소재의 등판은 허리의 긴장  

게 등판을 받쳐주어 빈틈없는 라     을 분산시키고 동시에 허리를 감 

싸는 느낌으로 척추를 지지해 줍  

니다. 

등판 등판 틸팅, 높낮이 

조절 인체곡선과 일체감을 주는 등 레버를 조절하여 사용자 체형에  판 

라인은 최적의 편안함을 선 맞게 등판 틸팅각도, 높낮이 를  사합니

다. 조절할 수 있습니다. 

COSP-7005 W620XD590XH980  
₩195,000 

Black Orange Greem Red Black Blue 

280 281 COSCAN PRODUCTS CHAIR 

CHAIR series 
의자 시리즈 



COLOR 

COSCAN PRODUCTS 

OFFICE CHAIR  | 사무용 의자(글로리) OFFICE CHAIR  | 사무용 의자(헬스메쉬) 

HEALTH MESH 
첨단기능과 세련된 디자인이 조화를 이루는  헬

스메쉬 시리즈는 사용자의 피로감을 덜어주어  

안락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GLORY 
자연과 함께 숨쉬는 의자 글로리.  통풍이 뛰어난 고탄

성 메쉬천, 체형에 맞게 조절 가능한  요추지지대 등 업

무의 능률을 높여드립니다. 

요추 지지대 팔걸이 

장시간 착석시에도 허리에 무리 팔걸이를 원하는 위치에 고정시  가 

가지 않도록 받쳐주는 요추 지 켜 단계별로 높낮이 조절이 가  지대

가 있어 몸의 긴장을 완화해      능합니다. 

줍니다. 

헤드레스트 틸팅 각도 조
절 헤드레스트는 자체 텐션기능으 사용자의 체형에 따라 높이, 각  로 

장시간의 업무에도 편안한 자 도를 조절할 수 있어 편안한 자  세를 

유지시켜드립니다. 세로 장시간 업무가 가능합니다. 

Gray Black 

COLOR 

Black 

COSP-9004 W620XD620XH1130  
₩210,000 

COSP-9005 W620XD580XH980   
₩179,000 

COSP-9003 W620XD620XH1220   
₩214,000 

COSP-9006 W670XD600XH1230   
₩224,000 

COSP-9008 W560XD560XH980   
₩179,000 

COSP-9007 W670XD600XH1030  
₩207,000 

282 283 COSCAN PRODUCTS CHAIR 

CHAIR series 
의자 시리즈 



COLOR COLOR 

COSCAN PRODUCTS 

OFFICE CHAIR  | 사무용 의자(맴시) OFFICE CHAIR  | 사무용 의자(에어메쉬) 

AIR MESH 
요추만곡 현상을 고려하여 디자인 된 등판의  

풍부한 곡선은 고급 메쉬소재를 적용하여  

척추를 편안하게 지지해 줍니다. 

MAPSI 
원활한 통기성으로 쾌적한 착석감을 제공하며  

탄성과 복원력이 뛰어난 고급 메쉬 소재로  맞

춤 제공된 듯한 편안함을 줍니다. 

메쉬 등판 틸팅 각도 조절 

메쉬소재의 등판은 허리의 긴장 사용자의 체형에 따라 높이, 각  을 

분산시키고 동시에 허리를 감 도를 조절할 수 있어 편안한 자  싸는 

느낌으로 척추를 지지해 줍 세로 장시간 업무가 가능합니다.  니다. 

요추 지지대 캐스터 

장시간 착석시에도 허리에 무리 우레탄 캐스터는 회전, 이동할 때  

가 가지 않도록 받쳐주는 요추 지 소음과 바닥긁힘을 방지해 줍  지

대가 있어 몸의 긴장을 완화해      니다. 

줍니다. 

CO-1820 W590XD650XH1180/1245  
₩138,600 

CO-1830 W590XD620XH1000/1065  
₩131,000 

CO-1860 W600XD650XH1170/1230  
₩206,000 

CO-1870 W600XD620XH1010/1080   
₩145,000 

CO-1871 W600XD650XH1010   
₩145,000 

Black Black 

284 285 COSCAN PRODUCTS CHAIR 

CHAIR series 
의자 시리즈 



COLOR 

COSCAN PRODUCTS 

DETAIL 

OFFICE CHAIR  | 사무용 의자(루가) 

LUGAR 
현대적 디자인으로 눈을 만족시키고  사용

자를 위한 기능들로 신체를 만족시키는  따

뜻함이 느껴지는 루가 시리즈 입니다. 

패브릭 소재 

따뜻한 감성의 패브릭 소재는 쿠  

션감이 좋아 안정적인 착좌감을  

제공합니다. 

헤드레스트 틸팅 각도 조절 팔걸이 캐스
터  헤드레스트는 자체 텐션기능으 사용자의 체형에 따라 등판 틸팅 팔걸이를 원하는 위치에 고정시 우레탄 캐스터는 회전, 이동할 때  로 장시

간의 업무에도 편안한 자 각도를 조절할 수 있어 목적에 따 켜 단계별로 높낮이 조절이 가 소음과 바닥긁힘을 방지해 줍  세를 유지시켜드

립니다. 라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능합니다. 니다. 

CODW-LGSB W625XD650XH980/1080  
₩141,360 

CODW-LGLS W625XD650XH1020  
₩151,430 

CODW-LGTA W640/670XD620XH1150/1250    
₩242,250 

CODW-LGSA W625XD650XH1130/1230   
₩151,430 

CODW-LGLT W640/670XD650XH1020   
₩191,800 

CODW-LGTB W640/670XD620XH1000/1100  
₩232,180 

Gray Orange Green 

286 287 COSCAN PRODUCTS CHAIR 



COLOR 

COSCAN PRODUCTS 

DETAIL 

OFFICE CHAIR  | 사무용 의자(세디아) 

SEDIA 
인체 곡선과 일체감을 주는 등좌판의 곡선으로  느낄 

수 있는 부드러운 디자인, 럭킹장치, 게스스핀들,  틸딩 

시스템 등의 편리한 기능을 의자 한곳에 조화시켜  최상

의 컨디션을 유지시켜 줍니다. 

헤드레스트 패브릭 소재 팔걸이 미끄럼 방지 캐스터 

헤드레스트는 자체 텐션기능으 따뜻한 감성의 패브릭 소재는 쿠 인체공학적 팔걸이는 어깨와 팔 회의용 의자 다리는 의자가 미끄 우레탄 캐스터는 회전, 이동할 때  로 장시간

의 업무에도 편안한 자     션감이 좋아 안정적인 착좌감을        의 긴장을 완화시켜 편안함을 제     러지지  않도록  설계되어  안정적       소음과    바닥긁힘을    방지해  줍 
세를 유지시켜드립니다. 제공합니다. 공합니다. 입니다. 니다. 

CODW-SDSB W625XD650XH1000/1100  
₩232,180 

CODW-SDLS W625XD650XH1040  
₩181,730 

CODW-SDTA W640XD620XH1150/1250  
₩299,000 

CODW-SDSA W625XD620XH1150/1250  
₩262,480 

CODW-SDLT W640/670XD650XH1040  
₩222,110 

CODW-SDTB W640XD620XH1000/1100  
₩276,000 

Red Blue Gray Black 

288 289 COSCAN PRODUCTS CHAIR 

CHAIR series 
의자 시리즈 



COLOR 

COSCAN PRODUCTS 

DETAIL 

OFFICE CHAIR  | 사무용 의자(T10) 

T10 
등판과 좌판에 같은 계열의 두가지 컬러를 적용하여  

재미있는 공간을 연출하는 T10시리즈는 특유의  투

톤컬러로 감각적이고 세련된 느낌을 줍니다. 

절하여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     각도조절하여  체형에  맞게  최적      낮이를  조절하시면  올바른  자세      션감이 좋아 안정적인 착좌감을 

습니다. 의 상태를 만들어 드립니다. 유지에 도움을 줍니다. 제공합니다. 

헤드레스트 팔걸이 높이 조절 패브릭 소재 투톤컬
러  헤드레스트는 높이조절, 각도 조     인체공학적  팔걸이는  높이조절,      레버를 조절하여 체형에 맞게 높     따뜻한 감성의 패브릭 소재는 쿠     우레탄 캐스터는 회전, 이동할  때 

소음과 바닥긁힘을 방지해 줍  니

다. 

COSD-T100F W686XD566XH956/1018  
₩159,120 

COSD-T100HA W686XD566XH1155/1217   
₩198,640 

COSD-T100HF W686XD566XH1155/1217   
₩198,640 

COSD-T100A W686XD566XH956/1018   
₩159,120 

Green Violet 

290 291 COSCAN PRODUCTS CHAIR 

CHAIR series 
의자 시리즈 



COLOR 

COSCAN PRODUCTS 

DETAIL 

OFFICE CHAIR  | 사무용 의자(T12) 

T12 
머리에서부터 좌판에 이르기 까지 하나의 곡선을  

이루는 T12시리즈는 폭신한 쿠션감과 함께 마치  

침대에 누워 있는 듯한 편안함을 느끼게 해줍니다. 

패브릭 소재 

따뜻한 감성의 패브릭 소재는 쿠  

션감이 좋아 안정적인 착좌감을  

제공합니다. 

틸팅 각도 조절 높이 조절 캐스터 팔걸
이 사용자의 체형에 따라 등판 틸팅 레버를 조절하여 체형에 맞게 높 우레탄 캐스터는 회전, 이동할 때 인체공학적 팔걸이는 높이조절,  각도를 

조절할 수 있어 목적에 따 낮이를 조절하시면 올바른 자세 소음과 바닥긁힘을 방지해 줍 각도조절하여 체형에 맞게 최적  라 편안하게 사용

할 수 있습니다.      유지에 도움을 줍니다. 니다. 의 상태를 만들어 드립니다. 

COSD-T120F W644XD581XH990/1052  
₩255,170 

COSD-T121F W584XD560XH909   
₩147,820 

COSD-T120HA W664XD583XH1116/1178  
₩277,780 

COSD-T120HF W644XD583XH1116/1178   
₩239,870 

COSD-T120A W664XD581XH990/1052  
₩277,780 

Red Gray Ivory 

292 293 COSCAN PRODUCTS CHAIR 

CHAIR series 
의자 시리즈 



COLOR COLOR 

COSCAN PRODUCTS 

OFFICE CHAIR  | 사무용 의자(T55) OFFICE CHAIR  | 사무용 의자(T11) 

T11 
요추만곡 현상을 고려하여 디자인 된 등판의  

풍부한 곡선은 고급 메쉬소재를 적용하여  

척추를 편안하게 지지해 줍니다. 

T55 
T55만의 특별한 시스템, 오토매틱 럼버서포터는 사용자  

가 앉으면 등판이 자연스럽게 뒤로 젖혀지면서 틸팅이 되  

고 등판 외부레일의 슬라이딩과 함께 럼버서포터가 휘어  

지는 벤딩으로 최상의 편안함을 제공합니다. 

높이 조절 팔걸
이 레버를 조절하여 체형에 맞게 높 인체공학적 팔걸이는 높이조절,  낮

이를 조절하시면 올바른 자세 각도조절하여 체형에 맞게 최적  유지

에 도움을 줍니다. 의 상태를 만들어 드립니다. 

헤드레스트 틸팅 각도 조
절 헤드레스트는 높이조절, 각도 조 사용자의 체형에 따라 등판 틸팅  

절하여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 각도를 조절할 수 있어 목적에 따  습

니다. 라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COSD-T550HLDA W655XD593XH1135/1211   
₩359,380 

COSD-T550LDA W655XD593XH992/1068    
₩334,300 

COSD-T110HA W684XD585XH1165/1227 COSD-T110A W684XD543XH982/1044 COSD-T110F W640XD543XH982/1044   
₩180,120  ₩161,500 ₩139,740 

Red Green Violet Pink Blue 

294 295 COSCAN PRODUCTS CHAIR 

CHAIR series 
의자 시리즈 



COLOR COLOR 

COSCAN PRODUCTS 

OFFICE CHAIR  | 사무용 의자(샤플리) OFFICE CHAIR  | 사무용 의자(ISO5000) 

ISO5000 
동글동글한 곡선과 따뜻한 패브릭 쿠션이  

포근함과 편안함을 주기에 충분합니다. 

SHAPLEY 
스틸 프레임의 조화가 세련된 느낌을 주며  

등판과 좌판은 얇고 가벼우면서 몸을  편

안하게 감싸줍니다. 

높이 조절 팔걸
이 레버를 조절하여 체형에 맞게 높 인체공학적 팔걸이는 높이조절,  낮

이를 조절하시면 올바른 자세 각도조절하여 체형에 맞게 최적  유지

에 도움을 줍니다. 의 상태를 만들어 드립니다. 

등판 틸팅 각도 조
절 수평라인의 직선으로 디자인 된 사용자의 체형에 따라 등판 틸팅  등

판은 날렵하고 세련된 느낑을 각도를 조절할 수 있어 목적에 따  줍

니다. 라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CO-5000 W620XD690XH1180/1240    
₩252,000 

CO-5001 W620XD690XH1000/1060  
₩220,000 

COSP-6009 W580XD620XH870  
₩279,000 

COSP-6008 W580XD620XH1040   
₩282,000 

COSP-6010 W580XD620XH890  
₩268,000 

Gray Blue Black Red Beige 

296 297 COSCAN PRODUCTS CHAIR 

CHAIR series 
의자 시리즈 



COLOR COLOR 

COSCAN PRODUCTS 

OFFICE CHAIR  | 사무용 의자(카프리) OFFICE CHAIR  | 사무용 의자(마에스타) 

MAESTA 
현대적이면서 고급스러운 디자인으로  

사용자를 고려한 디자인과 기능으로  

신체 피로도를 최소화 시켜줍니다. 

CAPRY 
따뜻한 감성의 패브릭 소재와 내추럴한 칼라로  

편안하고 아늑한 분위기를 연출해 줄  카프리 

시리즈입니다. 

세련된 디자인 캐스터 

안락하고 듬직한 구조, 세련미가 우레탄 캐스터는 회전, 이동할 때  

돋보이는 외부 마감처리, 자세교 소음과 바닥긁힘을 방지해 줍  정의 

효과를 가지는 기능성 의자     니다. 

입니다. 

팔걸이 틸팅 각도 조
절 인체공학적 팔걸이는 어깨와 팔 사용자의 체형에 따라 등판 틸팅  의 

긴장을 완화시켜 주어 편안함 각도를 조절할 수 있어 목적에 따  을 

더합니다. 라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COSP-502 W600XD600XH980  
₩185,000 

COSP-503 W580XD600XH960  
₩173,000 

COSP-501 W600XD600XH1130   
₩188,000 

COSP-607 W600XD620XH950  
₩162,000 

COSP-606 W600XD620XH1150   
₩158,000 

Pink Blue Blue Green Gray 

298 299 COSCAN PRODUCTS CHAIR 

CHAIR series 
의자 시리즈 



COLOR COLOR 

COSCAN PRODUCTS 

OFFICE CHAIR  | 사무용 의자(스카이) OFFICE CHAIR  | 사무용 의자(에디) 

EDCO 
등받이와 좌판이 자연스럽게 럭킹되어  

인체에 최대의 안정감을 제공하는  

에디시리즈입니다. 

SKY 
부드러운 곡선 라인과 포근한 패브릭의 조화가  

편안한 느낌을 주며 안정감 있는 칼라가  업무

의 집중도를 높여줍니다. 

헤드레스트 틸팅 각도 조
절 헤드레스트는 높이조절, 각도 조 사용자의 체형에 따라 등판 틸팅  

절하여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 각도를 조절할 수 있어 목적에 따  습

니다. 라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팔걸이 등판 

곡선형 팔걸이는 오랜 회의시간 따뜻한 감성의 패브릭 등판은 편  에

도 편안함을 유지시켜 줍니다.       안하고 안락함을 주며 금속 장식 

포인트로 세련미를 더합니다. 

COSP-302 W630XD610XH930  
₩226,000 

COSP-300 W630XD620XH1150  
₩231,000 

CO-8500 W600XD610XH1200/1265 CO-8501 W600XD610XH960/1025 CO-8511 W580XD630XH920  

₩152,000 ₩141,000 ₩142,000 

Red Gray Black Gray Blue 

300 301 COSCAN PRODUCTS CHAIR 

CHAIR series 
의자 시리즈 



COLOR COLOR 

COSCAN PRODUCTS 

OFFICE CHAIR  | 사무용 의자(매직) 

OFFICE CHAIR  | 사무용 의자(매직) OFFICE CHAIR  | 사무용 의자(오페라) 

OFFICE CHAIR  | 사무용 의자(엑셀런트) 

OPERA/EXCELLENT 
현대적이면서도 고급스러운 디자인이 돋보이는 오페라,  

엑셀런트 시리즈는 편안함을 주는 곡선라인과 깊이있는  

쿠션감의 패브릭 소재로 안정감을 느끼게 해줍니다. 

MAGIC 
패브릭의 쿠션감과 등을 편안하게 감싸주는 등판 굴곡이  

좌판까지 이어져 편안함과 아늑함으로 최상의  편안함을 

제공합니다. 

등판 좌판 

등판의 굴곡은 허리를 감싸듯 받 부드럽고 넓게 디자인된 좌판은  

쳐주어 허리의 균형을 잡아주며 인체곡선에 따라 볼륨감있게 설  피

로감을 덜어줍니다. 계되어 최고의 안락함을 느끼게  

합니다. 

등판 팔걸이 

볼륨감을 더한 등판은 포근하고 곡선형의 다양한 팔걸이는 앉아  따

뜻한 사무공간을 연출합니다.        있을   때  편안함을   유지하며 팔 

의 부담을 덜어주도록 설계되었  

습니다. 

CO-8202 W600XD600XH900~965  
₩160,000 

CO-8220 W580XD650XH1160~1225   
₩145,000 

CO-8230 W580XD650XH960~1025  
₩128,000 

CO-8231 W580XD620XH950  
₩133,000 

CO-8206 W580XD590XH850~950  
₩100,000 

CO-8203 W600XD600XH840~905  
₩149,000 

CO-8303 W580XD580XH920~1020  
₩94,000 

CO-0102 W580XD590XH940~1120  
₩119,000 

CO-8302 W580XD580XH990~1090   
₩100,000 

Pink Blue Red Blue Violet 

302 303 COSCAN PRODUCTS CHAIR 

CHAIR series 
의자 시리즈 



COLOR COLOR 

COSCAN PRODUCTS 

OFFICE CHAIR  | 사무용 의자(토토) OFFICE CHAIR  | 사무용 의자(피자) 

PIZZA 
세련됨이 돋보이는 사각모양의 넓은 등판은  

등을 편안하게 받쳐주며 유연한 움직임을  

자랑합니다. 

TOTO 
작은 사각 모양의 등판이 반달모양의  

팔걸이와 조화를 이루어 깔끔하면서  

경쾌한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팔걸이
 캐스
터  
인체공학적 팔걸이는 어깨와 팔 우레탄 캐스터는 회전, 이동할 때  

의 긴장을 완화시켜 주어 편안함 소음과 바닥긁힘을 방지해 줍  을 

더합니다. 니다. 

등판 높이 조
절  따뜻한 감성의 패브릭 등판은 편 가스식 높이 조절로 체형에 맞게  

안하고 안락함을 줍니다. 조절하여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CO-8411 W600XD620XH850   
₩128,000 

CO-8400 W610XD640XH980/1080   
₩152,000 

CO-8401 W610XD640XH860/960  
₩136,000 

COSP-90 W540XD540XH840/940  
₩92,000 

COSP-92 W490XD540XH840/940 COSP-93 W540XD540XH860  
₩80,000  ₩88,000 

Pink Gray Violet Wine Yellow 

304 305 COSCAN PRODUCTS CHAIR 

CHAIR series 
의자 시리즈 



COSCAN PRODUCTS 

EXECUTIVE CHAIR  |  임원용 의자 

EXECUTIVE CHAIR  |  임원용 의자 EXECUTIVE CHAIR  |  임원용 의자 

EXECUTIVE CHAIR  |  임원용 의자 

EXECUTIVE 
고급스러운 인조가죽과 함께 품격을 높여주는 중후한  

디자인으로 최고급 명예와 비즈니스의 공간으로  이

끌어 줄 중역용 의자 시리즈입니다. 

EXECUTIVE 
트렌디한 최고급 가죽과 섬세한 주름장식,  틸팅시 

부드럽게 슬라이딩 되는 팔걸이의 세심함이  더욱 

돋보이는 중역용 의자 시리즈입니다. 

디테일 장식 팔걸이 

인조가죽의 디테일한 주름장식 유선형의 팔걸이는 우레탄과 스  은 

가죽과 어우러져 고급스러우 틸의 조화가 잘 어우러져 고급스  며 세

련된 느낌을 줍니다. 러움을 더해줍니다. 

틸팅 각도 조절 캐스터 

사용자의 체형에 따라 등판 틸팅 우레탄 캐스터는 회전, 이동할 때  

각도를 조절할 수 있어 목적에 따 소음과 바닥긁힘을 방지해 줍  라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니다. 

CO-2205 W640XD690XH1190/1250    
₩342,000 

CO-2203 W640XD690XH1190/1250  
₩342,000 

CO-2204 W640XD690XH1190/1250  
₩342,000 

CO-2300 W640XD690XH1150/1210  
₩243,000 

CO-2301 W620XD690XH1150/1210  
₩196,000 

CO-6411 W590XD630XH990  
₩153,000 

CO-6400 W600XD650XH1180/1240   
₩197,000 

CO-6401 W600XD650XH1020/1080   
₩182,000 

COLOR COLOR 

Leather Leather 

306 307 COSCAN PRODUCTS CHAIR 

CHAIR series 
의자 시리즈 



COSCAN PRODUCTS 

EXECUTIVE CHAIR  |  임원용 의자 

EXECUTIVE CHAIR  |  임원용 의자 

EXECUTIVE CHAIR  |  임원용 의자 

EXECUTIVE CHAIR  |  임원용 의자 

EXECUTIVE CHAIR  |  임원용 의자 

EXECUTIVE 
이중 덧댐으로 더욱 고급스럽고 세련된 느낌을  주며 

등판에서 좌판으로 이어지는 유려한 곡선은  몸을 빈

틈없이 받쳐주어 최적의 편안함을 선사합니다. 

가죽 덧댐 좌판 쿠션 

이중 가죽 덧댐으로 쿠션감이 더 탄력 있는 조판은 장시간 착석시  

해질 뿐 아니라 한층 더 고급스럽 에도 포근함을 느끼게 해줍니다.  

게 느껴집니다. 

COSP-3003 W660XD720XH1170  
₩258,000 

COSP-3002 W660XD720XH950   
₩251,000 

COSP-3004 W660XD720XH1070   
₩251,000 

COSP-3000 W660XD720XH1170    
₩284,000 

COSP-1001S W640XD640XH940  
₩272,000 

COSP-1002 W640XD640XH940  
₩257,000 

COSP-1000S W660XD680XH1160    
₩282,000 

COSP-3007 W620XD660XH980   
₩240,000 

COSP-3005 W620XD660XH1150  
₩268,000 

COSP-3006 W620XD660XH980    
₩252,000 

COSP-4001 W630XD680XH950  
₩260,000 

COSP-4002 W630XD680XH950   
₩241,000 

COSP-4000 W640XD700XH1130  
₩258,000 

COLOR COLOR 

Leather Leather 

308 309 COSCAN PRODUCTS CHAIR 

CHAIR series 
의자 시리즈 



COLOR COLOR 

COSCAN PRODUCTS 

CONFERNCE CHAIR  | 회의용 의자(엑스) 

CONFERNCE CHAIR  | 회의용 의자(엑스) 

CONFERNCE CHAIR  | 회의용 의자(코비) 

CONFERNCE CHAIR  | 회의용 의자(더블유120) 

Sky Leather Gray Green Orange Green 

COBI/W120 
세련된 디자인으로 현대 사무공간을 빛내드릴  코비, 

더블유120 시리즈는 등판 틸팅, 높낮이 조절 등  다양

한 기능으로 편안함을 선사합니다. 

X 
동글동글한 등판과 좌판이 미니멀한 느낌으로  

러블리한 공간을 연출해 주며 두툼한  좌판 쿠

션으로 깊이있는 포근함을 제공합니다. 

등판 틸팅 팔걸이 

인체공학적으로 디자인 된 등판 팔걸이는 버튼을 눌러 높이 조절  

은 사용자가 몸을 기대로 자연스 이 가능합니다.  럽게 좌판이 앞으

로 슬라이딩 되 

어 편안함을 제공합니다. 

등판 높낮이 조절 

타공된 사출등판은 공기흐름을 레버를 당겨 사용자의 체형에 맞  도

와 쾌적함을 높이고 틸팅 메커 게 높낮이 조절이 가능합니다.  니즘

으로 편안함을 제공합니다. 

CODW-CBT W640XD540XH935/1025  
₩171,660 

CODW-CBL W640XD640XH945  
₩181,730 

COSP-80 W620XD580XH900  
₩114,000 

COSP-81 W620XD580XH900  
₩109,000 

COCH-1410ASM W640XD510XH870/950  
₩160,000 

COSP-72 W680XD520XH800   
₩87,000 

COSP-70 W580XD550XH880  
₩96,000 

COSP-74 W610XD520XH860    
₩94,000 

COSP-73 W510XD590XH800  
₩78,000 

310 311 COSCAN PRODUCTS CHAIR 

COSP-76 W610XD520XH860  
₩91,000 

CHAIR series 
의자 시리즈 



COLOR COLOR 

COSCAN PRODUCTS 

CONFERNCE CHAIR  | 회의용 의자(T60) 

CONFERNCE CHAIR  | 회의용 의자(M07) 

CONFERNCE CHAIR  | 회의용 의자(S20) 

CONFERNCE CHAIR  | 회의용 의자(쿠쿠) 

Black Black BlueDot RedDot Pink Red Blue Blue Blue Beige Red Gray Gray Sky Green 

S20/CUCU 
360도 회전형 의자는 이동이 편리하며  유

연한 동선을 구현하며 높낮이 조절로  체형

에 맞게 조절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T60/M07 
세련된 칼라와 라인으로 현대 사무공간  어디에나 잘 어

울리며 감각적이고 미니멀한 디자인으로  개성있는 공간

연출이 가능합니다. 

게 높낮이 조절이 가능합니다. 

등판 틸팅 높낮이 조절 

인체공학적으로 디자인 된 등판 레버를 당겨 사용자의 체형에 맞  

은 사용자가 몸을 기대로 자연스 게 높낮이 조절이 가능합니다.  럽

게 좌판이 앞으로 슬라이딩 되 

어 편안함을 제공합니다. 

높낮이 조절 캐스
터  레버를 당겨 사용자의 체형에 맞     우레탄 캐스터는 회전, 이동할 때 

소음과 바닥긁힘을 방지해 줍  니

다. 

COSD-S200F W693XD533XH780/790 COSD-S200 W463XD533XH780/790  
₩157,000 ₩127,100 

312 313 COSCAN PRODUCTS CHAIR 

COSD-S201 W463XD565XH791   
₩101,900 

COSD-T603F W659XD518XH773/783   
₩188,190 

COSD-071E W595XD519XH757   
₩77,520 

COSD-071 W486XD482XH748   
₩115,520 

COSD-073W W486XD482XH727/787  
₩92,050 

COSP-81-2 W470XD555XH840   
₩113,000 

COSP-88 W620XD520XH810/905   
₩126, 000 

COSP-81-1 W620XD505XH810/905    
₩123,000 

CHAIR series 
의자 시리즈 



COLOR COLOR 

COSCAN PRODUCTS 

CONFERNCE CHAIR  | 회의용 의자(싸인) CONFERNCE CHAIR  | 회의용 의자(M50) 

M50 
두겹의 메쉬로 탄력성이 더 좋아진  더블라

셀 등판으로 몸을 감싸주는 편안함과  쾌적

함을 느껴볼 수 있습니다. 

SIGN 
직선라인과 화이트 칼라가 어우러져  깔끔하면서

도 밝고 경쾌한 느낌을 주는  싸인 시리즈로 감각

적인 공간을 연출해 보십시오. 

더블라셀 등판 

두겹의 메쉬로 더욱 탄탄해진 탄  

력성으로 새로워진 편안함을 느  

낄 수 있습니다. 

포근하게 감싸줍니다. 

팔걸이 

인체 공학적 설계로 디자인 된 팔  

걸이는 어깨와 팔의 긴장을 완화  

시켜 편안함을 드립니다. 

좌판 캐스터 

깊이 있는 쿠션감으로 엉덩이를       우레탄 캐스터는 회전, 이동할 때 
소음과 바닥긁힘을 방지해 줍  니

다. 

CODW-SNPY1 W600XD543XH861  
₩111,050 

Black Gray Sky Black Green Blue 

314 315 COSCAN PRODUCTS CHAIR 

CODW-SNPY2 W576XD536XH861  
₩100,980 

COSD-M502F W610XD576XH815   
₩184,960 

COSD-M502 W610XD576XH815   
₩174,420 

CODW-SNPN2 W576XD536XH861  
₩89,000 

CODW-SNPN1 W600XD543XH861  
₩96,000 

COSD-M502FY W610XD576XH815   
₩188,190 

COSD-M502Y W610XD576XH815   
₩177,650 

CHAIR series 
의자 시리즈 



COLOR COLOR 

COSCAN PRODUCTS 

CONFERNCE CHAIR  | 회의용 의자(M90) 

CONFERNCE CHAIR  | 회의용 의자(U20) 

CONFERNCE CHAIR  | 회의용 의자(플러키) 

PLUCKY 
강의실, 세미나, 회의 등 커뮤니케이션 공간에서  

심플하고 모던함이 느껴지는 폭 넓은  활용이 가

능한 플러키 시리즈입니다. 

M90/U20 
심플하고 세련된 디자인과  통기성과 

탄력성이 우수한 메쉬 의자로  쾌적함

을 느껴보십시오. 

등판 높낮이 조절 

타공된 사출등판은 공기흐름을 레버를 당겨 사용자의 체형에 맞  도

와 쾌적함을 높이고 틸팅 메커 게 높낮이 조절이 가능합니다.  니즘

으로 편안함을 제공합니다. 

메쉬 등판 접이식 

메쉬소재의 등판은 허리의 긴장 접이식 의자는 폴딩하여 적재 보  

을 분산시키고 동시에 허리를 감 관하면 공간 효율이 좋습니다.  싸

는 느낌으로 척추를 지지해 줍 

니다. 

COSP3311 W500XD490XH780   
₩102,000 

CO-0610 W620XD580XH840   
₩84,000 

COSP3312 W500XD490XH780  
₩63,000 

CO-U20AC W602XD530XH841  
₩115,140 

Orange Blue Green Black Violet Brown Blue Red Gre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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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SD-M900F W600XD525XH835   
₩134,900 

COSD-M902F W550XD557XH815   
₩153,420 

COSP3301 W600XD400XH800  
₩102,000 

COSP3300 W500XD400XH800  
₩107,000 

CHAIR series 
의자 시리즈 



COLOR COLOR 

COSCAN PRODUCTS 

CONFERNCE CHAIR  | 회의용 의자(센소) CONFERNCE CHAIR  | 회의용 의자(매틱) 

COSP-31 W520XD540XH820    
₩85,000 

COSP-34 W520XD540XH820  
₩81,000 

COSP-32 W520XD540XH820    
₩83,000 

COSP-33 W520XD540XH820  
₩82,000 

MATIC 
다양한 칼라와 사각모양의 등받이,  일체형 팔

걸이가 밝고 경쾌한 분위기를 주며  강의실, 

세미나실 등 어디에서 잘 어울립니다. 

SENSO 
경쾌한 칼라와 따뜻한 감성의 패브릭이  돋

보이는 센소 시리즈는 소녀같은 감성으로  

따뜻하며 사랑스럽습니다. 

포근하게 감싸줍니다. 

등판 틸팅 접이식 

등판 틸팅 기능으로 사용자의 허 접이식 의자는 폴딩하여 적재 보  

리를 보호하며, 업무 집중도를 관하면 공간 효율이 좋습니다.  높여

드립니다. 

좌판  캐스터 

깊이 있는 쿠션감으로 엉덩이를       우레탄 캐스터는 회전, 이동할 때 
소음과 바닥긁힘을 방지해 줍  니

다. 

COSP-57 W590XD550XH830  
₩109,000 

COSP-58 W590XD550XH830    
₩106,000 

COSP-59 W590XD550XH830  
₩108,000 

COSP-42 W510XD550XH830  
₩103,000 

COSP-55 W595XD550XH830   
₩112,000 

COSP-56 W510XD550XH830  
₩109,000 

Black BlueGreen Blue Green Or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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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IR series 
의자 시리즈 



COLOR COLOR 

COSCAN PRODUCTS 

CONFERNCE CHAIR  | 회의용 의자(CHN0013) CONFERNCE CHAIR  | 회의용 의자(캠퍼스) 

Red Black Gray Blue Red Blue 

CAMPUS 
실용적이고 세련된 디자인의 회의용 의자는  

사용자의 쾌적함과 편안함을 고려한  비지니

스 공간을 만들어 드립니다. 

CHN0013 
모던하고 심플한 디자인으로 세련미가  

돋보이는 CHN0013시리즈는 우수한  

기능적 의자로 실용적입니다. 

등판 적재보관 

사출 등판은 틸팅 기능으로 등을 적재가 가능하여 이동과 보관이  

편안하게 받쳐주며 독특한 타공 용이하며 의자를 쌓아서 보관하  모

양으로 공기가 흐를 수 있게 하 시면 공간 효율이 좋습니다.  여 쾌적

함을 선사합니다. 

좌판 폴딩 캐스터 

좌판 폴딩기능으로 사용하지 않 우레탄 캐스터는 회전, 이동할 때  

을 시 폴딩하여 적재보관하시 소음과 바닥긁힘을 방지해 줍  면  실

용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    니다. 

습니다. 

COSD-CHN0013MF W510XD485XH805  
₩131,670 

320 321 COSCAN PRODUCTS CHAIR 

COSD-CHN0013AF W600XD485XH805    
₩110,670 

COSD-CHN0013AFMF W590XD485XH805  
₩138,890 

COCL-200-5 W610XD520XH890 COCL-200-4 W610XD520XH890   
₩65,000  ₩63,000 

COCL-200-1 W490XD520XH890   
₩58,000 

COCL-200-2 W490XD520XH890  
₩64,000 

COSD-CHN0013 W510XD485XH805   
₩109,000 

COSD-CHN0013AFM W600XD485XH805 COSD-CHN0013M W510XD485XH805   ₩113,900  ₩107,440 
COCL-200-8 W490XD520XH890    
₩68,000 

COCL-200-7 W490XD520XH890  
₩64,000 

COCL-200-11 W610XD520XH890 COCL-200-10 W610XD520XH890  
₩73,000  ₩70,000 

CHAIR series 
의자 시리즈 



COLOR COLOR 

COSCAN PRODUCTS 

CONFERNCE CHAIR  | 회의용 의자(UCH0001) 

CONFERNCE CHAIR  | 회의용 의자(CH0009) 

CONFERNCE CHAIR  | 회의용 의자(UCH0005) 

Green Gray Blue Orange Red Blue Blue Gray Red Black Green White 

UCH0005 
사용자의 편리와 실용성을 생각한  우수한 기

능성 회의용 의자로서 세련된 칼라와  심플한 

디자인에 편안함을 더했습니다. 

UCHN0001/CH0009 
가볍고 견고한 프레임으로 손쉽게  이동 보관이 가능하며 

모던한 디자인으로  교육환경, 전문화된 장소 어디에서나 

활용도가 높습니다. 

등판 적재보관 

타공된 사출등판은 공기흐름을 적재가 가능하여 이동과 보관이  도

와 쾌적함을 높이고 틸팅 메커 용이하며 의자를 쌓아서 보관하  니즘

으로 편안함을 제공합니다.        시면 공간 효율이 좋습니다. 

등판 고정
발  사출 등판은 자체 텐션기능으로 고정발은 의자가 미끄러지지 않  편

안하게 기댈 수 있으며 손잡이 도록 고정해주어 안정감 있게 사  가 

있어 이동이 쉽습니다. 용하실 수 있습니다. 

COSD-CH0009 W475XD520XH805   
₩105,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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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SD-CH0009AF W590XD520XH805    
₩139,740 

COSD-UCH0005E W520XD490XH780   
₩80,750 

COSD-UCH0005M W570XD490XH780  
₩83,980 

COSD-UCHN0001 W513XD487XH782  
₩78,000 

COSD-UCHN0001M W513XD487XH780  
₩80,000 

COSD-UCH0005AFM W570XD490XH780  
₩90,440 

COSD-UCH0005AFE W520XD490XH780  
₩85,000 

CHAIR series 
의자 시리즈 



COLOR COLOR 

COSCAN PRODUCTS 

CONFERNCE CHAIR  | 회의용 의자(CH0008) 

CONFERNCE CHAIR  | 회의용 의자(M10) 

CONFERNCE CHAIR  | 회의용 의자(프레오) 

Red Black Blue Yellow Blue Gray Red Red Green 

PREO 
세련된 스틸 프레임의 구조가 돋보이는  프레오 

시리즈는 등판 틸팅기능으로 사용자의  허리를 

보호해주며 업무 집중력을 높여드립니다. 

CH0008/M10 
인체를 닮은 등판에서 좌판으로 이어지는  유려한 

곡선은 빈틈없이 몸을 밀착 지지해주어  몸의 긴장

을 완화시켜 편안한 착석감을 제공합니다. 

등판 틸팅 적재보관 

사출 등판은 틸팅 기능으로 등을 적재가 가능하여 이동과 보관이  

편안하게 받쳐주며 독특한 타공 용이하며 의자를 쌓아서 보관하  모

양으로 공기가 흐를 수 있게 하 시면 공간 효율이 좋습니다.  여 쾌적

함을 선사합니다. 

등판 틸팅 미끄럼 방
지  사출 등판은 틸팅 기능으로 등을 스틸 다리는 미끄러 지지 않도록  

편안하게 받쳐주어 허리의 부담 고정 패드가 부착되어 있어 안정  을 

덜어줍니다. 감 있게 사용 가능합니다. 

COSD-M101 W535XD553XH812   
₩100,980 

324 325 COSCAN PRODUCTS CHAIR 

COSD-M101F W581XD553XH812   
₩108,200 

COSP-5 W510XD540XH790  
₩80,000 

COSP-4 W510XD540XH790  
₩80,000 

COSP-3 W510XD540XH790    
₩83,000 

COSD-CH0008AF W535XD520XH810   
₩89,300 

COSD-CH0008 W505XD520XH810  
₩85,000 

COSP-1 W530XD540XH790  
₩83,000 

COSP-2 W530XD540XH790  
₩82,000 

CHAIR series 
의자 시리즈 



COLOR COLOR 

COSCAN PRODUCTS 

CONFERNCE CHAIR  | 회의용 의자(큐티) 

CONFERNCE CHAIR  | 회의용 의자 

CONFERNCE CHAIR  | 회의용 의자(챔프) 

CONFERNCE CHAIR  | 회의용 의자 

Yellow Black Blue Violet Green Black Red Pink Gray 

CHAMP 
톡톡 튀는 칼라와 귀여운 외관으로  

밝고 경쾌한 분위기를 만들어 주며  

미끄럼 방지 패드가 있어 안전합니다. 

CUTY 
사각의 심플한 라인의 디자인으로  깔끔

하며 정리정돈된 분위기를 자아내며  적

층보관이 가능합니다. 

등판 미끄럼 방지 

타공된 사출등판은 공기흐름을 스틸 다리는 미끄러 지지 않도록  도

와 쾌적함을 높이고 틸팅 메커 고정 패드가 부착되어 있어 안정  니

즘으로 편안함을 제공합니다.        감 있게 사용 가능합니다. 

좌판 등
판 사츨 의자의 딱딱함을 보호해줄 타공된 사출등판은 공기흐름을  좌

판패드는 패브릭 쿠션으로 엉 도와 쾌적함을 높이고 틸팅 메커  덩이

를 보호해줍니다. 니즘으로 편안함을 제공합니다. 

CO-6911 W490XD550XH880  
₩62,400 

326 327 COSCAN PRODUCTS CHAIR 

COSP1-4 W480XD540XH790   
₩57,000 

COSP1-2 W480XD540XH790   
₩61,000 

CO-6921 W490XD570XH820   
₩65,000 

CO-0600 W530XD520XH880  
₩73,000 

COSP17 W500XD520XH730  
₩55,000 

COSP18 W500XD520XH730   
₩60,000 

COSP-10 W480XD700XH810   
₩62,000 

CHAIR series 
의자 시리즈 



COSCAN PRODUCTS 

CONFERNCE CHAIR  | 회의용 의자 

CONFERNCE CHAIR  | 회의용 의자 

CONFERNCE CHAIR  | 회의용 의자 

CONFERNCE CHAIR  | 회의용 의자 

CONFERNCE CHAIR  | 회의용 의자 

CONFERENCE 
심플하고 모던한 디자인과  사용자의 움직임을 

생각하는 유연함으로  편의와 실용성을 생각하

는 회의용 의자입니다. 

등판 미끄럼 방
지  인체공학적 라인으로 설계된 사 스틸 다리는 미끄러 지지 않도록  출 

등판은 자체 텐션기능으로 유 고정 패드가 부착되어 있어 안정  연함 

움직임을 자랑합니다. 감 있게 사용 가능합니다. 

CO-0570 W530XD520XH790  
₩68,200 

CO-0573 W470XD530XH830   
₩63,000 

CO-0585 W490XD530XH770  
₩48,600 

COELM-01 W380XD460XH760   
₩53,000 

COSP-45 W530XD540XH810   
₩151,000 

COSP4-1 W440XD430XH830   
₩42,000 

COSP-46 W530XD540XH810  
₩149,000 

328 329 COSCAN PRODUCTS CHAIR 

COSP4-8 W420XD510XH795    
₩43,000 

COSD-M021E W458XD460XH750  
₩57,380 

COSD-M021 W515XD520XH750  
₩67,070 

COSD-M061 W430XD411XH839   
₩93,670 

CHAIR series 
의자 시리즈 



COLOR 

COSCAN PRODUCTS 

CONFERNCE CHAIR  | 회의용 의자(하이팩) CONFERNCE CHAIR  | 회의용 의자(비취스타킹) 

CONFERNCE CHAIR  | 회의용 의자 CONFERNCE CHAIR  | 회의용 의자(목의자) 

Wood Gray 

COLOR 

Leather Pink Dot 

BEECH  STOCKING 
내추럴한 우드 칼라와 무늬목을 잘 살려  

편안하고 친근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HI-PACK/WOOD 
강한 색감의 우드와 인조가죽, 패브릭을  

매치하며 강하면서 부드러움을  살려 어

느 공간에나 잘 어울립니다. 

등판 팔걸이 

우드 등판은 그 자체로 부드러 인체 공학적 설계로 디자인 된 팔  운 

색감과 무늬목으로 안정감을 걸이는 어깨와 팔의 긴장을 완화  줍니

다. 시켜 편안함을 드립니다. 

등판 높낮이 조절 

우드프레임에 가죽등판은 강해 레버를 당겨 사용자의 체형에 맞  보

이지만 세밀한 무늬를 잘 살 게 높낮이 조절이 가능합니다.  려 한층 

부드러움을 자아냅니다. 

COLC55-2 W490XD550XH790  
₩120,000 

COLC55-1 W550XD550XH790  
₩129,000 

CO-0500 W560XD570XH870   
₩94,800 

COMGH103 W510XD510XH770    
₩40,000 

COMGH606S W600XD600XH880  
₩71,000 

COMGH603S W600XD600XH880   
₩58,000 

CO-M101 W600XD590XH1070   
₩269,800 

CO-M102 W590XD510XH960  
₩212,000 

CO-M201 W460XD480XH960  
₩16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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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IR series 
의자 시리즈 



COSCAN PRODUCTS 

CONFERNCE CHAIR  | 회의용 의자(접이식의자) 

CONFERNCE CHAIR  | 회의용 의자(접이식의자) 

CONFERNCE CHAIR  | 회의용 의자 

CONFERNCE CHAIR  | 회의용 의자 

COLOR 

Wood 

WOOD 
편안한 느낌의 우드를 사용하여  부

드러운 곡선라인을 잘 살려  편안함

을 강조한 우드 시리즈입니다. 

FOLDING CHAIR 
접이식 의자은 폴딩이 가능하며 접어서 한쪽  공

간에 보관 하시면 공간 효율성이 좋아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는 공간에서 실용적입니다. 

등판 미끄럼 방
지  우드 등판은 그 자체로 부드러 스틸 다리는 미끄러 지지 않도록  운 

색감과 무늬목으로 안정감을 고정 패드가 부착되어 있어 안정  줍니

다. 감 있게 사용 가능합니다. 

접이식 미끄럼 방
지  접이식 의자는 폴딩하며 적재 스틸 다리는 미끄러 지지 않도록  보관

하시면 공간 효율성이 좋 고정 패드가 부착되어 있어 안정  습니다.

 감 있게 사용 가능합니다. 

COSP9-3 W505XD500XH830  
₩63,000 

COSP9-5 W500XD500XH840  
₩63,000 

COSP6-4 W510XD490XH780  
₩57,000 

COSP6-2 W510XD460XH760   
₩60,000 

COSP6-1 W510XD460XH760  
₩62,000 

332 333 COSCAN PRODUCTS CHAIR 

COSP9-4 W505XD500XH830  
₩63,000 

COSP9-2 W505XD500XH830   
₩63,000 

CORFOLD W490XD500XH800  
₩53,000 

COFOLD W510XD560XH750  
₩38,000 

COBFOLD W520XD470XH800  
₩35,000 

CHAIR series 
의자 시리즈 



COSCAN PRODUCTS 

DINING CHAIR  | 식탁의자 

DINING CHAIR  | 식탁의자 

DINING CHAIR  | 식탁의자 

DINING CHAIR  | 식탁의자 

DINING CHAIR 
식탁 의자 시리즈는 목재의 식사공간의 즐거움을  드리

기 위해 더욱 편안한 공간을 만들어 주는 목재를 사  용

하며 친근하며 내구성이 강하며 안정감을 줍니다. 

등판 좌판 하부구조 

나무의 내추럴한 칼라와 무늬목 튼튼한 목재 다리는 더욱 견고하  을 

잘살린 프레임에 패브릭 등판 게 설계되어 흔들림 없는 안정감  좌판

으로 편안함을 더했습니다.        을 느낄 수 있습니다. 

COEL-SJ14113 W470XD530XH950  
₩220,000 

COEL-MA01 W480XD540XH950  
₩201,870 

COEL-IM14117 W460XD480XH940  
₩272,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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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EL-1112 W470XD510XH930  
₩164,000 

COEL-1116 W440XD500XH970  
₩142,000 

COEL-1105 W470XD500XH900   
₩15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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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IR series 
의자 시리즈 



COSCAN PRODUCTS 

LOBBY CHAIR  | 로비의자 

LOBBY CHAIR  | 로비의자 

LOBBY CHAIR  | 로비의자 

LOBBY CHAIR  | 로비의자 

LOBBY  CHAIR 
공공장소와 라운지에서 창조적 대화공간을 열어 줄 로비 의자 시리즈입니다.  

공간의 크기나 용도에 따라 다양한 레이아웃을 구현할 수 있는 시스템의자로  

편안함과 율동감 있는 공간 연출이 가능합니다. 

등판 하부구조 

수평라인의 엠보는 지압의 효과 심플하고 모던한 디자인의 하부  를 

주며 공기 순환을 원활히 해 다리는 공간의 활용도를 높여  주어 편

안함과 쾌적함을 선사합 주고 안정적인 지지를 가능케  니다.

 합니다. 

COJSP-002 W1660XD630XH820   
₩407,000 

COJSP-003 W1560XD630XH820   
₩398,000 

CO-9211 W1590XD580X450  
₩294,000 

CO-9210 W1600XD650XH800  
₩393,000 

COB-1A W1580XD550X900  
₩379,000 

COB-1B W1670XD510X430  
₩293,000 

COHW-1003 W1460XD630X420  
₩202,000 

COHW-1002 W1560XD630X930    
₩303,000 

336 337 COSCAN PRODUCTS CHAIR 

CHAIR series 
의자 시리즈 



COSCAN PRODUCTS 

LOBBY CHAIR  | 로비의자 

LOBBY CHAIR  | 로비의자 

LOBBY CHAIR  | 로비의자 

LOBBY CHAIR  | 로비의자 

LOBBY  CHAIR 
공공장소와 라운지에서 창조적 대화공간을 열어 줄 로비 의자 시리즈입니다.  

공간의 크기나 용도에 따라 다양한 레이아웃을 구현할 수 있는 시스템의자로  

편안함과 율동감 있는 공간 연출이 가능합니다. 

패브릭 하부구조 

따뜻한 감성의 패브릭 등판과 좌 모던하고 세련된 느낌을 주는 하  

판은 깊이있는 쿠션감으로 편안 부 구조는 견고한 내구성으로 안  

함과 아늑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정감 있게 하중을 받쳐줍니다. 

COHS-807 W1530XD620X830  
₩293,000 

CO-9100 W1610XD640XH890   
₩384,000 

COSP-4F W1490XD500XH860  
₩540,000 

COWJ-188 W1760XD550XH785   
₩398,000 

COWJ-189 W1760XD550XH785  
₩304,000 

CO-9200 W1650XD640XH860  
₩483,000 

CO-9201 W1650XD520XH420  
₩304,000 

COHS-807-1 W1530XD510X430  
₩268,000 

338 339 COSCAN PRODUCTS CHAIR 

CHAIR series 
의자 시리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