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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코바스 친환경 욕실천장 상품별 리스트

스마트폰과 IOT를 접목한 일체형 LED조명으로 인테리어 효과를 높이고
욕실의 분위기를 더욱 세련되고 고급스럽게 연출이 가능합니다.

BASIC

비상하는 독수리의 날개 라인을 표현한
고품격 돔형 천장이 욕실을
넓어 보이게 합니다.

LED

LED 일체형 조명으로 더 넓고 화사한
욕실 분위기를 연출합니다.

BASIC

청초하고 단아함이 물씬 느껴지는
심플한 평판 형태의 고품격 천장입니다.

TIME

세련된 LED 시계가 고급스러운
욕실 인테리어를 연출합니다

LED

LED 일체형 조명으로 더욱 넓고
세련된 분위기를 연출합니다.

LED
분리형

백색 조명과 주황색 조명으로
로맨틱한 분위기를 연출합니다.

Eagle

에코바스는 최고의 기술력과 고객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기업정신을 토대로 친환경 제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저희 제품은 층간 소음을 잡아주며 소재의 특성상 곰팡이가 생기지 않으며
인체에 무해하고 친환경 소재로 만들어진 제품으로 기존의 평면구조를 벗어나
입체구조의 돔형 천장으로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고품격 에코바스 기능성 욕실 천장
유니크한 디자인의 돔형태로 욕실 분위기를 넓고 고급스럽게 연출합니다.

Swan

인체에 무해하고 친환경 혁신 소재(ABS)로 만듭니다.
소비자 만족을 최우선으로 하는 전문 시공팀을 운영합니다.
Albatross

우아하고 볼륨감 있는 우물 구조의
고품격 돔형 천장입니다.

Jonathan

[갈매기의 꿈] 중 갈매기 조나단의
혜안을 형상화한 맑은 하늘 같은
천장입니다.

Chameleon

스마트폰을 이용해 자유롭게 색상과
조도 조절이 가능한 천장입니다.

Music Bath

자주 이용하는 욕실,
이제 나만의 음악을 들으며 편안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습니다

인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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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gle BASIC

4

soundproof

lighting

air freshing

soundproof

비상하는 독수리의 날개 라인을 표현한
고품격 돔형 천장이 욕실을 넓어 보이게 합니다.

LED 일체형 조명으로 더 넓고 화사한
욕실 분위기를 연출합니다.

욕실 급/배수 층간 소음
급/배수 층간 소음에 취약한 욕실에 흡음재를 부착하여
공동주택의 소음으로 인한 갈등이나 불편을 줄일 수 있고,
제품의 뒤편에 흡음재를 부착하여 소음 차단과 동시에
욕실의 보온 효과를 한층 더 높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일체형 LED
고급형 돔형 천장에 별도의 조명이 필요없는
일체형 LED로 조도를 조절하여 밝은 분위기와
은은한 분위기를 동시에 연출할 수 있습니다.

기본사양
중앙 천장 점검구 + 점검구 + Side panel
재질 ABS
기본 사이즈 1,220×1,750
표준 사이즈 2,220×1,750
최대 사이즈 3,660×1,750
옵션 환풍기 / LED 조명 / 매립 등

기본사양
중앙 천장 점검구 + 점검구 + Side panel
재질 ABS
기본 사이즈 1,220×1,750
표준 사이즈 2,220×1,750
최대 사이즈 3,660×1,750
옵션 환풍기 / LED 조명 / 매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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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r freshing

Eagle L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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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an BASIC / Swan TIME
air freshing

soundproof

Watch

air freshing

soundproof

청초하고 단아함이 물씬 느껴지는
심플한 평판 형태의 고품격 천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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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ghting

air freshing

soundproof

lighting

air freshing

soundproof

일체형 LED
소비자의 취향에 따라 LED 조도 조절이 가능하며, 청초하고 단아하여
심플한 천장에 밝고 세련된 욕실 분위기를 연출합니다.

이동식 점검구
점검구의 위치와 크기를 고객의 요구와 현장조건에 따라
변경 및 이동이 가능합니다.
기본사양
중앙 천장 점검구 + 점검구 + Side panel
재질 ABS
기본 사이즈 1,220×1,750
표준 사이즈 2,220×1,750
최대 사이즈 3,660×1,750
옵션 환풍기 / LED 조명 / 매립 등

분리형 LED
소비자의 취향에 따라 리모컨을 이용하여 LED 조명의 색상(주광색,
전구색) 및 조도 변경을 다양하게 조정할 수 있습니다.
욕실 조명
LED 조명으로 별도의 욕실 조명이 필요 없으며, 전기 소모량을
대폭 줄일 수 있는 천장재입니다.

리모컨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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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an LED / Swan LED 분리형

LED 일체형 조명으로 더 넓고 화사한
욕실 분위기를 연출합니다.

욕실 인테리어의 필수품, 에코바스 유니트 천장
표면광택이 우수하여 디자인 표현이 자유롭고 가벼우면서도
내충격성을 지닙니다.

LED 시계
세련된 LED 시계만으로 욕실의 분위기를 한층 고급스럽게
연출하며, LED와 함께 사용하는 것으로 더욱 밝고
유니크한 인테리어 천장을 완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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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batross

air freshing

Jonathan

soundproof

air freshing

우아하고 볼륨감 있는 우물 구조의
고품격 돔형 천장입니다.

soundproof

[갈매기의 꿈] 중 갈매기 조나단의 혜안을
형상화한 맑은 하늘같은 천장입니다.

돔형 천장디자인
기존의 평면구조를 벗어나 입체구조의 돔형 천장으로,
돔형 구조는 욕실을 한증 더 넓고 고급스럽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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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향 기능
간편한 설치는 물론 향마이크 캡슐장착으로 장시간을
사용해도 뛰어난 방향제 기능을 가지고 있어 욕실을 더욱
향기롭게 해줍니다.
기본사양
중앙 천장 점검구 + 점검구 + Side panel
재질 ABS
기본 사이즈 1,220×1,750
표준 사이즈 2,220×1,750
최대 사이즈 3,660×1,750
옵션 환풍기 / LED 조명 / 매립 등

혁신적인 ABS 소재 사용
혁신적인 ABS 사용으로 타제품에 비해 견고한 내구성과
뛰어난 광택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고급스러운 인테리어
고급스러운 날개 형상의 디자인은 욕실을 더 넓고 쾌적하게
연출시켜 줍니다.

1900

전문 시공팀이 직접 시공
시공이 간편하고, 사용감이 탁월한 에코바스의
욕실 천장재는 전문 시공팀이 직접 시공하여 소비자의
만족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기본사양
중앙 천장 점검구 + 점검구 + Side panel
재질 ABS
기본 사이즈 1,220×1,900
표준 사이즈 2,220×1,900
최대 사이즈 3,660×1,900
옵션 환풍기 / LED 조명 / 매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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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안한 가정의 쉼터
돔형태의 욕실 천장재는 심리적으로 안락하고
편안한 분위기를 연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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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meleon

air freshing

soundpro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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컬러가 바뀌는 은은한 LED 조명으로 분위기 전환
에코바스 천장재와 LED 조명이 일체화되어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의 취향에 따라
리모컨과 스마트폰의 앱을 이용하여 LED 조명의 색상과 빛의
밝기를 다양하게 조정할 수 있습니다.
컬러 및 조도를 스마트폰으로 전환
소비자의 취향에 따라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LED의 색상 및 조도
변경을 다양하게 조정할 수 있습니다. ※어플리케이션 설치 필수

Music Bath

air freshing

soundproof

자주 이용하는 욕실, 이제 나만의 음악을
들으며 편안한 휴식을 취할 수 있습니다.

친환경 고급 소재 ABS
ABS 소재는 표면 광택이 아름답고 디자인 표현이
자유로우며 내충격성을 지녀 매우 높은 충격 강도를 지닌
소재입니다. 특히 친환경 소재로 인체에 무해하고
건축 내/외장재에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으며
월등한 품질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음악 기능
스마트폰의 앱과 연동하여 작동시킬 수 있으며, 매일 이용하는
욕실에서 이제 나만의 음악을 들으며 편안한 휴식을
취할 수 있습니다.

기본사양
중앙 천장 점검구 + 점검구 + Side panel
재질 ABS
기본 사이즈 1,220×1,750
표준 사이즈 2,220×1,750
최대 사이즈 3,660×1,750
옵션 환풍기 / LED 조명 / 매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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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을 이용해 자유롭게 색상과
조도 조절이 가능한 천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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