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들이 칭찬하는 남편의 넥타이는
당신의 센스입니다
블라우스 사이로 빛나는 목걸이는
당신의 자존심입니다
307호의 그녀가 따라 산 소파는
당신의 안목입니다

누구나 부러워하는 로얄컴바스는
당신의 자부심입니다

로얄컴바스로 보여주세요
당신이 얼마나 감각적인지
당신이 얼마나 스마트한지

SHOW
YOUR
COMM
BATH

욕실이라면 감춰둬도 좋습니다
하지만 로얄컴바스라면 보여주세요
감각적인 디자인과 스마트한 기능이 당신을 빛나게 만듭니다

욕실이라면 감춰둬도 좋습니다
하지만 로얄컴바스라면 보여주세요
감각적인 디자인과 스마트한 기능이 당신을 빛나게 만듭니다

보여주기 머뭇거렸던 욕실이
감각적인 디자인을 만나
자랑하고 싶은 욕실로 바뀝니다
남들과 똑같았던 욕실이

샤워모듈

세면기모듈

양변기모듈

로얄컴바스는 섬세합니다

로얄컴바스는 스마트합니다

로얄컴바스는 배려합니다

당신이 샤워하는 시간
당신이 좋아하는 온도
사용하는 물의 양을 기억합니다

바쁜 당신을 대신해
물을 잠그고 세면기를 닦고
칫솔을 살균합니다

어두운 밤 당신을 위해
스스로 불을 켜고
스스로 물을 내립니다

스마트한 기능을 만나
나만의 특별한 욕실로 바뀝니다
당신의 감각을
당신의 안목을
당신의 가치를
당신의 자부심을 보여주세요

SHOW
YOUR
COMMBATH
Smart
디지털 신기술을 통해
세상에서 가장 스마트한 욕실이 되었습니다

Simple
다양한 수납공간과 심플한 디자인으로
세상에서 가장 깔끔한 욕실이 되었습니다

Customized
색상과 구조를 선택할 수 있어
세상에 하나뿐인 나만의 욕실을 만들 수 있습니다

A TYPE

스마트 원터치 ON/OFF 버튼
미리 설정된 물의 온도와 양을
원터치 ON/OFF로 사용할 수 있어
찬물에 손을 대던 번거로움이 사라집니다

자동센서 및 자동조명
샤워기 앞에 서는 순간
자동으로 물의 온도와 양이 표시되고
LED 조명이 점등됩니다

리모컨
갑자기 쏟아지는 찬물을 피해야 하는
불편함 없이 리모컨 버튼 하나만으로도
샤워를 시작하고 마칠 수 있습니다

B TYPE

세면기모듈
WASHBASIN MODULE

스마트 원터치 ON/OFF 버튼
미리 설정된 물의 온도와 양을
원터치 ON/OFF로 사용할 수 있어
찬물에 손을 대던 번거로움이 사라집니다

자동센서 및 자동조명
세면기 앞에 서는 순간
자동으로 물의 온도와 양이 표시되고
LED 조명이 점등됩니다

세면기 세정기능
수납기능

샤워모듈
SHOWER MODULE

손 닿기가 편한 전면 수납공간에는
자주 사용하는 욕실용품을,
옆면 수납장에는 여분의 욕실용품을
효과적으로 보관할 수 있습니다

세면기를 말끔하게 씻어내는 세정기능이 있어
항상 청결한 세면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칫솔 살균기능
자외선 자동칫솔살균기가 내장되어 있어
가족의 칫솔을 위생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핸드샤워헤드
높낮이 조절이 가능해 사용자가 원하는
높이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샤워호스가 길어 아이의 발을 닦아주거나
청소 할 때에 편리합니다

자동잠금기능
실수로 물을 잠그지 않아도
일정 시간 움직임이 감지 되지 않으면
자동으로 물이 잠깁니다

세면기 수납장
화장실에서 잃어버리기 쉬운
작은 액세서리 등을 세면기 수납장에
정리해 놓을 수 있습니다
* 수납장은 사용자의 편의와 공간에 따라
추가 확장이 가능합니다
* B Type세면기는 A Type세면기의
세정기능을 제외한 모든 기능이 적용됩니다

는
모든 것을 기억합니다

당신이 몇 분이나 샤워를 하는지

는
당신이 바쁘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스스로 물을 잠그고

물은 어느 정도 사용하는지

세면기를 청소하고

좋아하는 온도는 몇 도인지

칫솔을 살균합니다

양변기모듈
TOILET MODULE

수납장/거울장모듈
STORAGE MODULE

LED 조명기능
양변기 앞에 서는 순간
자동으로 조명이 점등되어
한밤 중에도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조명은 눈이 부시지 않는 30룩스 이하의
편안한 밝기이며 주변이 어두울 때만 점등됩니다)

자동물내림기능

거울장

사용 후 자동으로 물을 내려주어
편리한 사용이 가능합니다

작은 공간까지 수납이 가능하도록 만들어
빗, 화장품 등을 깨끗하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청소솔 수납기능
밖에 두기 곤란했던 청소솔을
모듈 옆면에 위치한 숨은 공간에
깔끔하게 보관할 수 있습니다
* RB2000R 비데 : 자동개폐 기능이 추가되어 처음부터 끝까지
변기에 손을 대지 않고 이용할 수 있습니다
* HD(Hidden Display)비데: 사용하기 간단한 터치식 버튼으로
더욱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저소음, 심플한 디자인
물탱크를 모듈 내부에 매립하여
디자인은 더욱 심플해지고
욕실 내 소음도 사라집니다

수납장
수건이나 목욕용품 등을
깔끔하게 보관할 수 있습니다

양변기수납장
양변기 위의 작은 수납장은 여성용품 등
작은 물건을 보관하기에 용이합니다

5
2

나만의 욕실

1
3

CUSTOMIZED

4

원하는 색상과 구성으로 나만의 욕실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1

세면기 A type
6

샤워모듈
4

세면기 B type
2

구분

샤워모듈

세면기모듈
A type

3

4

1

300*1690*130

600*500*525

600*500*525

560*810*165

색상

White+ Dark Walnut
(or Oak)

White+ Dark Walnut
(or Oak)

White+ Dark Walnut
(or Oak)

White+ Dark Walnut
(or Oak)

마감재

EP+TG

EP+TG

EP+TG

EP+TG

세면기 하부 수납장 大

세면기 하부 수납장 小

세면기 수납장 판넬

양변기 수납장

size W*H*L (mm)

600*220*515

600*160*515

600*343*45

560*170*158

색상

Dark Walnut
(or Oak)

Dark Walnut
(or Oak)

Dark Walnut
(or Oak)

Dark Walnut
(or Oak)

마감재

EP

EP

EP

EP

세면기 거울 수납장

양변기 거울 수납장

거울

size W*H*L (mm)

600*750*175

560*750*175

600*750*20

색상

Dark Walnut
(or Oak)

Dark Walnut
(or Oak)

마감재

EP

EP

구분

구분

스마트기능
SMART FUNCTION

수납장모듈

거울장모듈

Aluminium

* Engineered Plastic(EP), Tempered Glass(TG)

1

스마트 원터치 ON/OFF 버튼

미리 설정된 물의 온도와 양을
원터치 ON/OFF로 사용할 수 있어
찬물에 손을 대던 번거로움이 사라집니다

2

자동센서 및 자동조명

모듈 앞에 서는 순간 자동으로 물의 온도와
양이 표시되고 LED조명이 점등됩니다

CUSTOMIZED 구성 예
3

온도조절핸들 및 설정표시창

온도는 총 12단계, 1℃단위로 표시되며
고온의 물이 갑자기 나오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40℃ 이상의 고온의 물을
사용하는 경우, 온도조절핸들을 한번 누르고
온도를 설정하도록 안전설계 되어있습니다

5

세면기 세정기능

세면기를 말끔하게 씻어내는 세정기능 덕분에
늘 청결한 세면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4

유량조절핸들 및 설정표시창

물의 양을 총 4단계로 미리 설정할 수 있으며
리터(L)단위로 표시되기 때문에
실시간 사용량을 상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6

핸드샤워 / 레인샤워

핸들을 돌려 핸드샤워와 레인샤워 중
원하는 모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양변기모듈

size W*H*L (mm)

3
2

B type

		
가
당신의 자부심을 보여줍니다

당신의 욕실이 특별해졌습니다
당신도 특별해졌습니다

는
당신의 취향을 존중합니다

당신이 원하는 구성으로
당신의 안목을 보여주세요

로얄 컴바스가 궁금하신가요?
Q. 전원이 보이지 않는데 어떤 방식으로 전기를 공급받는 건가요?
A. AC전원은 천장에 매립되어 있어 욕실 내부에서는 전원을 확인하실 수 없습니다.
또한 샤워, 세면기모듈을 시공할 때 타일 마감 전에 직류전원장치(SMPS)를 설치하여
전원기기나 라인들이 바깥으로 나오지 않는 깔끔한 디자인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220V전압은 안전한 24V 직류전압으로 바꾸어 제품을 설계하였습니다.
로얄컴바스의 욕실 내부 전원은 모두 DC 24V로 사용하기 때문에 전기로부터 안전합니다.

Q. 사용중 정전이 되면 어떻게 되나요?
A. 정전 시 바로 정지되며, 설정은 초기화 됩니다. 정전시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비상용 급수밸브(샤워모듈)와 잠금밸브(샤워, 세면기모듈)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Q. 중형대 평수에서도 설치가 가능한가요?
A. 슬림한 로얄컴바스는 평수와 상관 없이 중형 또는 대형 어느 곳에나 설치가 가능합니다.
또한 필요에 따라 원하는 모듈만 선택하여 설치할 수 있습니다.

Q. 어르신이나 아이들이 사용하기 어렵지 않을까요?
A. 욕실 내 동선과 사용자 환경을 고려하여 조작이 간단하고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를
보여주세요

Q. 제품 시공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A. 전 제품의 설치 시간은 약 4시간가량 소요됩니다. (타일작업 제외, 현장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랑하지 마세요
당신의 능력을 보여주세요

Q. 제품을 구매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
각 모듈별 가격과 시공비는 얼마인가요?

자랑하지 마세요
당신의 클래스를 보여주세요

A. 제품에 대한 구매 상담 및 가격 문의는 전국에 소재한 전시판매점이나
로얄&컴퍼니 고객상담실(1566-7070)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혹은 로얄컴바스 홈페이지(www.royalcommbath.com)를 통해서도 문의가 가능합니다.

고객을 끝까지 케어하는
로얄컴바스의 Total Care System
완벽한 전기 안전 설계
24개월 무상보증
전국 서비스 전문점 운영 (A/S)

설치부터 사후관리까지
고객을 끝까지 케어하는
로얄컴바스의 ‘토탈케어시스템’을 만나보세요

ROYAL commbath 특허
특
허 제 10 -1162598호
발명의 명칭 욕실시스템 모듈
특
허 제 10 -1162279호
발명의 명칭 욕실모듈시공방법
출 원 번 호 10 -2013- 0056643
발명의 명칭 유틸모듈을 포함하는 세면기

고객상담실 1566 -7070

로얄컴바스
www.royalcommbath.com
* 제품 개선을 위해 사전 예고 없이 제품 사양은 변경 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