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LANT BOX series
오늘날 오피스 근로자들은 급격한 산업화로 자연이 주는 풍부한 감성과 자극이 없는 정적인 오피스 공간에서 하루 중 90% 이상의 시간을 소비하고 있습니다.
코아스 플랜트 박스는 건강하고 쾌적한 사무환경을 위한 새로운 방향을 제시합니다. 또한, 일반 캐비닛의 수납 기능과 세련된 디자인으로 인테리어를 
더욱 돋보이게 합니다.

포름알데히드, 벤젠 등과 같은 유해 공기 분해  
능력 탁월하고 실내에서 키우기 쉬운 반음지  
식물 입니다.

강력한 생명력으로 주변 환경에서도 잘 적응하고 
대표적인 공기 정화 넝쿨 식물 입니다. 잎이 넓어 
습도 조절에 효과적 입니다.

건축자재의 발암물질, 포름알데히드 등  
유해물질을 흡수 하고  공기정화,  전자파 차단,  
음이온 방출 효과가 있습니다. 강력한 생명력으로 
관리도 용이 합니다.

CABINET  PLANT BOX series

단면 (도어형)
PBC0801  800  400  1151

식물+화분
PBX1002 (스파트필름)

식물+화분
PBX1003 (스킨)

식물+화분
PBX1004 (산사베리아)

화분 세트
PBX1000  325  165  140

단면 (오픈형)
PBC0802  800  400  1151

단면 (서랍형)
PBC0803  800  400  1151

양면형
PBC0804  800  400  1151

자연 요소를 적극적으로 활용(well-being & Biophilic Design)
Lancaster University의 조직 심리학 및 건강 교수인 케리 쿠퍼 (Cary Cooper)는 전 세계 10,000명 이상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실내 공간에 환경친화적 디자인과 
자연환경이 고려될 때 인간에게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를 발표했습니다. 이 연구의 중요한 결론은 실내 공간에서는 충분한 녹색 공간 및 자연 채광이 부족한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응답자의 58% 이상이 실내 공간에서 녹색을 보지 못했고 47%는 햇빛이나 창문조차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반면 자연 요소와 일광이 가능한 녹색 환경에서 근무한 사람들의 
창의력 및 웰빙 감각은 15% 생산성은 6% 증가하였습니다.

Item

글로벌 사무 환경 자연광이나 식물 같은 자연적 요소가 있는, 
사무환경 근로자

더 높은 행복감자연광
없는 사무 환경

식물
없는 사무 환경

더 높은 생산성 더 높은 창의성

화분 및 물받이 
캐비닛 당 4개까지 화분을 설치할 수  
있으며, 간단하게 교체 가능합니다.

수납 / 라운드 엣지 
서적, 소품류 등과 함께 책장이나 장식장 
용도로 활용할 수 있으며, 모서리를 라운드 
처리해 안전합니다.

손잡이 
안쪽으로 홈이 파여 손쉽게 여닫을 수  
있습니다. 

Detai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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