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s time for a
new generation
of fountains
R

·SBS TV DRAMA“Hei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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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쉬운 이동 Easily movable
바퀴가 원하는 위치로 손쉽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일체형 구조 All in one structure
토목 및 배관공사, 전기공사 필요 없이 당일에 설치와 동작이 가능합니다.

특수 정수처리 장치 Speaially designed water purifier
특허제품인 EEKO BALL을 이용해 항상 깨끗한 물을 유지합니다.

저렴한 유지비용 Low maintenance cost
에너지 절약형 제품으로 전기료 부담(월4만원대)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1일 4시간 가동기준)

뛰어난 광고효과 Outstanding advertising effects
보행자의 시선유도가 뛰어나 광고효과가 높으므로,
광고협찬에 따른 설치, 운영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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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RDWARE
물빛소리 모든 제품에는 다음과 같은 기능이 포함되어 있어
사용자와 관람자 모두에게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EASILY MOVABLE
바퀴가 원하는 위치로 쉽게 이동할 수 있게합니다.
원활한 회전력과 내구성, 부식방지를 위한 아연도금 및 볼트너트 구조방식으로
엄격한 품질 테스트를 거친 바퀴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EASY
이동, 설치까지 단 1일이면 충분합니다. (수도권기준)
220V 콘센트와 연출에 필요한 물만 있으면 그 어디에서도 아름다운 분수대를
감상할 수 있습니다.

ENERGY SAVING
월 전기료 단, 4만원대면 충분합니다.
에너지 절약형 제품으로 인버터(INVERTER)를 사용한 스마트 보드(AT SMART BOARD)의
장착으로 연출력과 에너지 절감 효과가 뛰어납니다.

SMART CONTROL
리모컨으로 조작이 간편합니다.
기본 장착된 리모컨으로 ON/OFF 조작이 간편하며, 내장된 타이머로 자동연출이
가능합니다. 또한 외부영향(강우, 강풍)에 의해 스스로 제어할 수 있는 스마트 시스템(AT SMART
SYSTEM)으로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CLEAN
EEKO BALL이 항상 깨끗한 물을 유지해 드립니다.
서울대 미생물 연구소로부터 그 기술력과 항균능력을 인정받은 자체 특허기술인 EEKO BALL은
99%의 높은 살균력을 자랑합니다.

항상 깨끗한 수질을 유지시켜줄 아트스프링만의 독보적인 기술이 탑재
되어 있습니다. 이코볼(EEKO BALL)은 세계 최초로 개발된 기능성 세라
믹체로서 강력한 산화 은이온작용으로 물속의 병원균을 살균하고 생물
막을 제거하며, 원적외선 방사로 물을 활성화시켜 부식억제, 스케일부착
을 억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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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FTWARE
한겨울에도 물빛소리는 멈추지 않습니다. LED를 활용한 일렉트릭 분수로
따뜻하고 포근한 물빛소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추운 겨울에도 따뜻한 물빛소리와 함께하세요.

WINTER SEASON
겨울에는 LED를 이용한 경관분수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봄, 여름, 가을까지는 물을 이용한 분수로, 한겨울에는 LED 조명을 이용한 경관분수를 감상할 수
있어 사계절 활용이 가능합니다.

GROUPED CONTROL SYSTEM
그룹제어가 가능합니다.
여러 대를 조합하여 연출하는 방식으로 스마트 컨트롤 시스템(AT SMART CONTROL SYSTEM)
에 의해 통합제어가 가능하여, 음악 분수와 같은 멋진 공연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EXPANSION
공간에 맞는 빌트-인 을 제안해 드립니다.
합체, 분리에 의한 확장이 가능하여 고객이 원하는 규격으로 조합형 디자인을 제안해 드립니다.
넓은광장이나 공원에서 다양하게 활용해 보세요.

MULTIMEDIA
멀티미디어 쇼가 가능합니다.
물과 조명, 그리고 영상이 만들어내는 종합 멀티미디어 시스템(AT MULTI SYSTEM)을
활용해 보세요. 감각적이고 개성 넘치는 공간이 만들어집니다.

ADVERTISEMENT
광고 및 홍보 효과가 뛰어납니다.
방송, 영화, 광고 등과의 콜라보레이션을 통한 시너지 효과를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MUSIC PLAY
나만의 맞춤형 음악 분수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MP3 기능을 탑재하여 물과 조명이 어우러진 멋진 공연장이 당신 앞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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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ART SYSTEM
눈에 보이지 않는 곳까지 더욱 안전하고 튼튼하게 제작되었습니다.
심플함 속에 숨겨진 첨단 기술과 감성 시스템은 당신의 눈과 귀를 사로잡을 것입니다.

PUMP
신개념 펌프적용으로 호환성을 더욱 높였습니다.
고가의 펌프가 아닌 기성제품의 사용으로 합리적인 가격과 다양한 연출로 제품경쟁력을
갖추었습니다.

LED
POWER LED로 더욱 화려하고 안정된 조명을 연출합니다.
POWER LED를 사용하여 안정된 연출과 소자의 안정성, 제품 수명의 신뢰성을 극대화했습니다.
알루미늄 바디를 사용하여 방열과 외부 이상 전압에 대한 안정성을 향상시켰습니다.

NOZZLE
정밀한 물 분사를 위해 전용 노즐을 제작하였습니다.
정밀한 계산에 의해 제작된 물빛소리전용 노즐은 크롬도금으로 깔끔한 바디와 깨끗한 물줄기
분사가 가능합니다.

INVERTER
자체개발한 인버터로 다양한 연출이 가능합니다.
220V 가정용 전압을 사용하여 물의 연출높이를 조절하는 디지털 장치로 자체 개발하여 다양한
연출제어 및 기성 펌프의 사용이 가능해졌습니다.

FILTER
필터설치로 외부이물질의 유입을 방지합니다.
흡입구에 설치된 FILTER가 외부로부터 유입되는 이물질(낙엽 등)로부터 장비의 보호 및 원활한
분수 연출이 가능하도록 해줍니다.

AUTO TIMER
분수의 가동과 연출을 디지털로 제어합니다.
수동타이머 방식이 아닌 전용 스마트 보드(AT SMART BOARD)에 장착된 디지털 방식으로
손쉽게 변경, 설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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헥사

AS-H2500 (D2.5m X H1.3m)
Size : D2.5m X H1.3m
Water height : Max 1.5m
Water volume : 570L
Power consumption : 1.1kwh
Electric fee(Monthly) : 36,062 KRW (4hr/day)

HEXA

6각 형태의 헥사(HEXA)는 높이 1.3m의 대형제품으로 단독, 또는 그룹으로 배치하여 기존 분수대의 단점을 완벽히 보완해 드립니다.

▲ JARASUM JAZZ FESTIVAL, GYEONGGI-DO

▲ NAMSAN PARK, SEOUL

▲ MIRYANG STATION, GYEONGSANGNAM-DO

▲

AS-C2500 (W2.5m X L2.5m X H0.7m)
Size : W2.5m X L2.5m X H0.7m
Water height : Max 1.5m
Water volume : 620L
Power consumption : 1.1kwh
Electric fee(Monthly) : 36,062KRW (4hr/day)

쿨플러스 알파

COOL + α

ORDER MADE 방식의 확장형 물빛소리는 신개념 맞춤형 분수대로써, 다양한 규격과 연출로 당신만의 공간을 리뉴얼해 드립니다.

▲ SBS TV DRAMA“Heirs”

▲ Gyeongju Bomun Lake, Gyeongsangbuk-do ▲ Dakgalbi Festival, Chuncheon C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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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C1500 (W1.5m X L1.5m X H0.7m)
Size : W1.5m X L1.5m X H0.7m
Water height : Max 1.3m
Water volume : 340L
Power consumption : 0.7kwh
Electric fee(Monthly) : 22,948KRW (4hr/day)

COOL

스포티하고 혁신적인 디자인으로 새로워진 물빛소리 COOL로 실내(외) 공간의 새로운 페러다임을 제안합니다.

▲ HOTEL RAMADA SONGDO, INCHEON

▲ HOTEL CENTRO, SEOUL

▲ KOREAN GARDEN, GYEONGGI-DO

▲

콰트로

AS-Q2000 (W2.5m X L2.5m X H0.7m)
Size : W2.0m X L2.0m X H0.7m
Water height : Max1.3m
Water volume : 420L
Power consumption : 0.7kwh
Electric fee(Monthly) : 22,948KRW (4hr/day)

QUATTRO

강인함과 힘 있는 디자인은 모던함을 넘어선 남다른 품격을 말해줍니다. 품격있는 곳에 함께 하면 더욱 가치 있는 물빛소리 콰트로와 함께하세요.

▲ MUNJUNG PARK, SEOUL

▲ KOREAN RESTAURANT, SEO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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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젤

ANGEL

AS-A900 (W0.9m X L0.9m X H0.7m)
Size : W0.9m X L0.9m X H0.7m
Water height : Max 0.3m
Water volume : 150L
Power consumption : 0.1kwh
Electric fee(Monthly) : 3,278KRW (4hr/day)

심플한 물줄기 연출은 과하지 않지만 부족함이 없으며, 부드럽게 변화되는 LED 조명은 웨딩드레스와 같은 고고한 아름다움을 전해드립니다.

▲ HOTEL RAMADA SONGDO, INCHEON

▲ KOREAN RESTAURANT, SEOUL

물빛소리... 지금 만나보세요 Artspring... Meet us now
Park
공원에서 더욱 편리하게 사용하세요
공사에 따른 불편함과 유지관리의 불편함으로 망설이셨
다면 지금 바로 물빛소리와 상의해 보세요. 유리 관리의
불편함 없이 편리하게 분수를 즐길 수 있습니다.
▲ 송파문정 근린공원

Restaurant
음식점에서 품격있는 소품으로 활용하세요
품격있는 음식점 소품으로 사용해 보세요. 감각적인 디
자인과 다양한 컬러로 음식점 푸드마켓팅의 새로운 솔
루션을 제공합니다.
▲ 남양주 배나무골 음식점

Shopping mall
쇼핑몰에서 자연을 느껴보세요
쇼핑몰 내 습도조절과 refresh 할 수 있도록 물빛소리가
도와드립니다.
▲ 쇼핑몰

Garden
가든에서 나만의 분수를 가져보세요
상상만 하던 분수를 합리적인 가격으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 남산 케이블카 정류소

Apartment
차별화된 아파트 단지를 만나보세요

진원아파트

유지관리의 불편함 없이 안전하고 깨끗한 물빛소리로
환경조형물과 수경시설이 합쳐진 새로운 단지 조경의
이노베이션을 경험해 보세요.
▲ 금호동 대우 푸르지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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