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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난로

유레카

세계최초로 혼자서 설치하는 대리석 전기벽난로
■크 기 : w 1,400×h920×d450
① 대리석 전기벽난로를 혼자서도 설치, 시공, 이동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② 미려한 대리석으로 어느 공간에서나 어울리도록 디자인되어 즉
시 설치 후 완벽한 벽난로 불꽃과 12평형의 강력한 히터를 즐기
실 수 있습니다.
③ 리모콘이 포함되어있어 편리함을 더하였습니다.

■크 기 : w 700×h585×d260

레베카

세네카

■크 기 : w 1,000×h785×d370
(대리석+볼레로 전기벽난로)

■크 기 : w 1,100×h845×d450
(대리석+볼레로 전기벽난로)

유레카Ⅱ

■크 기 : w 1,100×h925×d450
(대리석+비오타 전기벽난로)

시카고
■크 기: w667×h625×d260
■특 징
① 세라믹히터채택·건강난방·쾌적난방
② 홀로그램에 의한 순차불꽃 방식, 안 정
된 불꽃을 재현
③ 불꽃밝기조절기능·히터강약조절기 능
④ 소음없이 조용한 저소음난방

몬타나
■크 기: w550×h680×d330
■특 징
① 주물벽난로 스타일에 세계특허불꽃을
표현하는 프리스텐딩 전기벽난로
② UL과 UCL을 획득한 절전난방, 건강
난방 시스템
③ 벽난로 하단의 팬히터를 통한 1kw와
2kw의 순환난방
④ 연도까지 설치가 간단하여 어느장소
에나 설치와 이동이 간편하며 다른 인테
리어가 불필요

볼레로
■크 기: w700×h585×d260
■특 징
① 자연의 장작불을 완벽히 재현한 환상
적인 불꽃연출
② 자동온도조절·히터시간조절타이머·
불꽃밝기 미세조절 시스템
③ 원적외선 세라믹히터 채용·리모콘과
도어트림 기본장착
④‘KBS’세상을 여는 아침’,‘무한지대
큐’집중소개 모델

비오타
■크 기: w472×h660×d250
■특 징
① 3차원그래픽 홀로그램의 환상적인 불꽃
② 소음없이 조용한 저소음 난방, 히터
시간 타이밍
③ UL, UCL획득으로 절전난방, 건강난
방 시스템
④ 버터컬형태의 높은화구로 자연의 불
꽃을 완벽히 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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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피디
■크 기: w800×h1.170×d585
■난방능력 : 10-55평
■발 열 량 : 12kw
■중 량: 200kg
■특 징:
① 세계 최고급 3면개구형, 8시간
버닝타임의 매립형 벽난로
② 외부 공기유입을 선택하는 컨백션
시스템
③ 엘레베이팅 도어방식으로 사용이 편리
하며 재래식 벽난로의 사용이 용이
④ 최적의 연소를 위한 디플렉타, 에어워
시 시스템

세라미카 디럭스
■크 기: w740×h845×d520
■난방능력 : 10-45평
■발 열 량 : 10kw
■중 량: 145kg
■특 징:
① 세라믹 내화벽돌 화실, 다중연소방식의
높은 열효율
② 튼튼한 3중격자구조와 방열판에 의한
복사열 방식
③ 5시간의 버닝타임과 유출뎀퍼에 의한
잔열축열방식
④ 나시식 정밀유입뎀퍼 및 고급형 재받이
숨김디자인

미르
■크 기: w780×h950×d470
■난방능력 : 10-50평
■발 열 량 : 12kw
■중 량: 210kg
■특 징:
① 완전무쇠의 210kg 최강의 벽난로
② 걸이식 손잡이 방식으로 사용이 간편
③ 회실 유입 공기량 조절로 버팅타임 극
대화
④ 주택의 수영과 함께하는 영구적 설계
⑤ 국내 최대 폭의 세라믹 그라스 장착

탱크 x타입
■크 기: w800×h1.220×d630
■난방능력 : 10-25평
■발 열 량 : 5kw
■중 량: 98kg
■특 징:
① 2중구조와 대류순환 공냉식 단열구조 스
텐망 도어구조
② 사용간편성을 극대화한 투도어 구조의
문짝, 주물식 로스를 채택
③ 오픈식과 잠금식의 어떤 형태로든 사용
이 가능
④ 핸들뎀퍼 방식으로 시공상의 간편성,
디자인의 심플함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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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티컬
■크 기: w665×h1.100×d540
■난방능력 : 10-32평
■발 열 량 : 10kw
■중 량: 140kg
■특 징:
① 국내 최대크기의 세로 창, MTB 시스템
으로 넓은 시야확보, 강한 화력
② 대용량 화실 보유로 1회 장작 투입량의
자유로움
③ 2중격자 구조, 1~4시간의 버닝타임
④ 다중연소 방식에 의한 3배이상의 열량
방출 (선택사항)

세라미카
■크 기: w740×h845×d520
■난방능력 : 10-35평
■발 열 량 : 8kw
■중 량: 138kg
■특 징:
① 삼중격자구조와 MTB시스템버닝방식
② 축열과 방열을 높인 세라믹. 내화벽돌
화실과 방열판복사방식
③ 4시간의 버닝타임과 나사식정밀 유입
뎀퍼
④ 공냉식 방열시스템과 축열식화실, 구조
의 장점이 결합된 합리적 모델

메이퀸
■크 기: w740×h845×d520
■난방능력 : 10-38평
■발 열 량 : 7kw
■중 량: 135kg
■특 징:
① 3중 격자구조와 절제된 디자인의 뎀퍼도
어 일체구조
② 유출뎀퍼의 숨김구조로, 전면디자인의
심플함을 강조
③ 일체식 재받이, 걸이식 손잡이 방식으
로 사용이 간편
④ 다중연소 방식에 의한 3배이상의 열량
방출(선택사항)

SJ1047
■크 기: w890×h1.210×d500
■난방능력 : 10-20평
■발 열 량 : 7kw
■중 량: 90kg
■특 징:
① 국내최초 벽난로특허(NO.57689호)를
보유한 실용적인 벽난로
② 국내최다 판매량과 판매기간(1988~)을
이룩한 고유의 모델
③ 이중 역풍방지장치와 공냉식 단열구조
④ 2중구조의 튼튼한 몸체와 바닥전체의
주물구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