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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하고 쾌적한 과학 실험실의 설계로 미래의 과학을 여는 실험실 가구 시

리즈.  교육 공학적인 측면에서 설계되어 실험실의 다양한 실험형태에 

대응하여  창의적이고, 자기주도적인 실험실 환경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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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SCAN   PRODUCTS 

LABORATORY series 

실험실 시리즈 

전선캡 

실험대 상판에 전선기기의 전선을 모아  

책상 아래로 모아주는 전선캡이 있어  

깔끔하게 정돈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  

다. 

수전 

사용이 편리하도록 레버방식으로 제작  

된 수전은 장기간 사용하여도 변색되지  

않는 크롬도금으로 마감. 

수납공간 

다양한 크기와 형태의 수납공간으로 물  

품을 분류하여 정리정돈하기 쉽습니다. 

매립형 손잡이 

고급 메탈릭 도장으로 마감된 알루미  

늄 다이캐스팅 손잡이는 돌출부위를  최

소화한 매립형태로 디자인되어 안  전

합니다. 

손잡이 

심플한 디자인의 손잡이는 사용자의 손  

의 움직임에 맞게 설계되어 자연스러운  

흐름을 유도합니다. 

수납공간 깔끔한 디자인 

책상 상판아래에 수납 공간이 있어 손 심플한 디자인과 화이트 색상으로 쾌적  쉽

게 물품을 보관할 수 있습니다. 하며 깔끔한 느낌을 줍니다. 

싱크 

넓은 면적의 내식성이 우수한 스테인  

리스 싱크는 각족 실험기구를 세척하  

기 편리합니다. 

높이조절 

높이 조절하여 체형에 맞게 사용하시  

면 됩니다. 

조절발 

조절발 사용하여 수평을 맞추어 안정감  

있게 사용 가능합니다. 

다양한 배치 

다양한 크기와 형태의 싱크대를 다양  

하게 배치하여 공간에 맞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전식 

360도 회전으로 걸리적거림 없이 유  

려한 동선을 구현하며 능률을 향상시  

켜 줍니다. 

DETAIL DETAIL 

DETAIL 

LABORATORY 

재미있고 신나는 과학 실험을 위한 쾌적하고 창의적인 실험실 환경!  

깔끔한 디자인과 최상의 기능성을 두루 갖춘 실험실 가구로  미래를 

이끌어나갈 인재를 만들어 나가십시오. 

186 187 COSCAN PRODUCTS LABORATORY 



LABORATORY series 

COLOR 

Sand Gray 

실험실 시리즈 
 

안전하고 쾌적한 과학 실험실의 설계로 미래의 과학을 여는 실험실 가구 시리즈.  

교육 공학적인 측면에서 설계되어 실험실의 다양한 실험형태에 대응하여  창의

적이고, 자기주도적인 실험실 환경을 제공합니다. 

COSCAN  PRODUCTS 

EXPERIMENT STAND | 실험대(학생용/4인용/6인용) 

EXPERIMENT STAND | 실험대(학생용/2인용) 

EXPERIMENT STAND | 실험대(교사용) /이동서랍 

COIS W1200XD600XH800  
₩302,000 

COIS-1290 W1200XD900XH800  
₩407,000 
COIS-1490 W1400XD900XH800   
₩465,000 

COIS-1890 W1800XD900XH800    
₩514,000 

COITM W403XD700XH670   
₩230,000 

COIT-018 W1800XD600XH800   
₩388,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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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BORATORY series 

실험실 시리즈 
 

안전하고 쾌적한 과학 실험실의 설계로 미래의 과학을 여는 실험실 가구 시리즈.  

교육 공학적인 측면에서 설계되어 실험실의 다양한 실험형태에 대응하여  창의

적이고, 자기주도적인 실험실 환경을 제공합니다. 

COSCAN  PRODUCTS 

Wood Leather 

COLOR COLOR 

Sand Gray 

EXPERIMENT STAND | 실험대(양면/4인용/6인용) 

EXPERIMENT STAND | 실험대(3인용/양면 4인용) 

EXPERIMENT CHAIR | 실험실용 의자 EXPERIMENT STAND | 실험대(2인용) 

COINF-1260 W1200XD600XH750  
₩260,000 

COINF-1860 W1800XD600XH750  
₩373,000 

COINF-1460 W1400XD600XH750  
₩320,000 

COINF-1890 W1800XD900XH750   
₩522,000 

COINF-1290 W1200XD900XH750  
₩409,000 

COINF-1490 W1400XD900XH750  
₩458,000 

COSP7-5 W500XD500XH800/860  
₩117,000 

COSP7-6 W500XD500XH800/860  
₩115,000 

COSP7-1 W500XD500XH800/860  
₩125,000 

COSP7-2 W500XD500XH800/860   
₩123,000 

COIST-01 Ø 350XH450/550   
₩75,000 

COIST-02 Ø 350XH450/550  
₩83,000 

CO-0107 Ø 390XH460~600   
₩7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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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BORATORY series 

실험실 시리즈 
 

안전하고 쾌적한 과학 실험실의 설계로 미래의 과학을 여는 실험실 가구 시리즈.  

교육 공학적인 측면에서 설계되어 실험실의 다양한 실험형태에 대응하여  창의

적이고, 자기주도적인 실험실 환경을 제공합니다. 

COSCAN  PRODUCTS 

SINK TABLE | 씽크대 

SINK TABLE | 씽크대 SUDE TABLE | 실험대 

SUDE TABLE | 실험대 

SUDE TABLE | 벽면실험대 

COISS W600XD600XH800  
₩385,000 

COIB-120 W1200XD600XH800  
₩460,000 

COISD W600XD600XH800  
₩310,000 

COIB-080 W800XD600XH800   
₩381,000 

COIBD-160 W1600XD600XH800   
₩650,000 

COIB-160 W1600XD600XH800  
₩698,000 

COITS750 W600XD600XH750   
₩370,000 
COITS W600XD800XH800  
₩380,000 

COIBS-120 W1200XD600XH800   
₩520,000 

COIBS750 W900XD600XH750   
₩470,000 
COIBS-080 W800XD600XH800  
₩480,000 
COIBS-090 W900XD600XH800  
₩480,000 

COIBS-160 W1600XD600XH800    
₩690,000 

COLOR 

Sand Gr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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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BORATORY series 

실험실 시리즈 
 

안전하고 쾌적한 과학 실험실의 설계로 미래의 과학을 여는 실험실 가구 시리즈.  

교육 공학적인 측면에서 설계되어 실험실의 다양한 실험형태에 대응하여  창의

적이고, 자기주도적인 실험실 환경을 제공합니다. 

COSCAN PRODUCTS 

CABINET | 실험기구 진열장 

CABINET | 실험기구 진열장 CABINET | 실험기구 진열장 

CABINET | 실험기구 진열장 (상부장) 

COIHUM W800XD600XH1880  
₩450,000 

COIW W800XD600XH1880  
₩450,000 

COI5AHD W800XD600XH1880  
₩480,000 

COIH-040 W800XD600XH400  
₩188,000 

COI5BD W800XD600XH1880  
₩385,000 

COI5HD-1 W800XD600XH1880  
₩498,000 

COI-040 W800XD600XH400  
₩160,000 
COI-050 W800XD600XH500  
₩165,000 
COI-060 W800XD600XH600   
₩170,000 

COI5AD W800XD600XH1880   
₩360,000 

COI5HD W800XD600XH1880  
₩430,000 

COLOR 

Sand Gr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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