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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이 주는 아름다욲 선물” 

                  “자연이 우리에게 주는 아름다욲 친환경 건축자재 “현무암” 우리 인갂과 함께 공존합니다.” 

현무암 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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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무암 타일은 심미적 디자인과 아름다움으로  

            어떤 공갂이든 아름답게 공갂 연출을할 수 있습니다. 

      현무암 타일은 원적외선 방출, 실내 습도 조절, 항균, 탈취 등이 매우 뛰어난 친환경 건축재 입니다.                                                                  

모델명 : 05 - 22 개미굴 엔틱 360 / 블랙 / 엔틱 / 활석     

제품 사이즈 : 1BOX5장, 0.9㎡ 

(W) 300mm × (L) × 600mm × (T) 12mm, 25kg  

300mm 

12mm 

600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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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 습도를 조절하고 흡착, 탈취력이 뛰어나    

                   각종 냄새 제거와 방균 등의 효과가 매우 뛰어납니다. 

      현무암 소공엔틱 360의 현무암 타일은 뛰어난 시공성과 경량성으로 시공자의 부담을 줄여줍니다.                                                                   

300mm 

12mm 

600mm 

모델명 : 06 - 20 소공 엔틱 360 / 블랙 / 엔틱 / 활석     

제품 사이즈 : 1BOX5장, 0.9㎡ 

(W) 300mm × (L) × 600mm × (T) 12mm, 25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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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한 내식성” 해안지대, 공업지역 등  

       어떠한 기후  환경에서도 변색 없이 미려한 건축 외관을 보장합니다. 

300mm 

12mm 

600mm 

      “무늬, 질감, 자연스러움.” 주거공갂과 상업적인 공갂에서도 세렦된 디자인을 선사합니다.                                                                                

모델명 : 06 - 19 개미굴 활석 360 / 블랙 / 엔틱 / 활석     

제품 사이즈 : 1BOX5장, 0.9㎡ 

(W) 300mm × (L) × 600mm × (T) 12mm, 25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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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소성이 높은 현무암타일” 

복잡하고 다양한 건축물에 매우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비용으로” 건축물을 더욱 고급스러욲 느낌을 연출 할 수 있는 소재입니다.                                                                                

300mm 

12mm 

600mm 

모델명 : 06 - 18 소공활석 360 / 블랙 / 엔틱 / 활석     

제품 사이즈 : 1BOX5장, 0.9㎡ 

(W) 300mm × (L) × 600mm × (T) 12mm, 25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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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한 내식성” 해안지대, 공업지역 등  

    어떠한 기후 환경에서도 변색 없이 미려한 건축 외관을 보장합니다.  

      “현무암 타일은 내식성과 내후성이 우수하고” 가공과 시공이 갂편함은 물론 수명이 반영구적이어서 내,외장재로 널리 쓰이고 있습니다.                                                                               

300mm 

12mm 

600mm 

모델명 : 06 - 17 베트남 개미굴 혼합 360     

제품 사이즈 : 1BOX5장, 0.9㎡ 

(W) 300mm × (L) × 600mm × (T) 12mm, 25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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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0 - 1154 
1800 - 8673 

1600 - 3362 
(031)913-1352 

http://www.hovan.co.kr 

 hovanal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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