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거양식과 아웃도어 문화의
새로운 패러다임-
짓지(Build) 않고 DIY 한다.
오리지널 친환경 조립식 돔하우스

한국무역협회 베스트 & 추천 상품 선정

인천중소벤처기업부 우수중소기업제품 선정

KOTRA(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멘티 선정

한국환경본부 MOU 체결 & 추천 상품



캠핑카, 캠핑트레일러, 캠핑장 등의
시설비용에 비하여 월등한 가격경쟁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언제든 손쉽게 조립과 분해가 가능한
완전한 DIY형 조립식 돔하우스 입니다.
(제품 조립/설치 영상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중구조의 각각의 패널은 외부의 충격과
누수에 강하며 반영구적인 소재인 UV
HDPE로 제작되었습니다.

솔리드한 소재로 제작된 실내는 항상
쾌적한 기온을 유지하며 월등한 보온,
단열성을 자랑합니다. 

펜션 사업이나 간이 숙박업을 꿈꾸는
분들께서 적은 시설투자 비용으로
야영 사업을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곳에 사용됩니다

▶ 돔하우스의 해외보도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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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립과 이동이 간편한 “이지돔하우스”는

기존의 고정형 주택이나 시설물의 개념에서

탈피하여 언제든지 조립과 분해, 이동설치가

용이한 아웃도어 문화와 휴게시설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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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돔하우스 기본사양

2,600

1,600

1,500

750

980

3,300

3,000

크기

무게

재질

구성

3,300 x 2,600 (mm)

약 300kg

고밀도 폴리에틸렌

상부, 하부, 바닥 패널,

채광용 루프

상부, 하부 패널
고밀도 폴리에틸렌 (Hign Density Polyethylene)

- 인체무해, 내충격성, 내열성, 내한성, 내약품성, 전기절연성, 방습성

바닥 패널

채광용 루프

고밀도 폴리에틸렌 (Hign Density Polyethylene)

- 인체무해, 내충격성, 내열성, 내한성, 내약품성, 전기절연성, 방습성, 내얼룩성

폴리카보네이트 (Poly Carbonate)

- 내충격성(강화유리의 150배), 내형격성, 내소화성



 이지돔하우스는 사용자의 편의에 맞게

최적화되어 국내 설계, 생산 되었습니다.

 단순히 실외에서 기거만을 위한 공간이

아닌 주변의 자연 경관과 함께 어우러져

이지돔하우스의 내, 외부에서도 자연을

느끼며 야외 활동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이지돔하우스만의 전용 선반, 카페트,

선바이져, 레인바이져 등의 다양한 제품은

사용자를 위한 배려를 나타냅니다.

이지돔하우스 상세정보

낮에는 채광을 밤에는 누워서 별빛을
감상할 수 있으며, 내열, 내구성이 매우
뛰어난 소재를 사용하였습니다.

필요에 따라 실내환기량을 조절합니다.

햇빛이 뜨거운 낮에 채광용 루프로부터
들어오는 자외선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컵홀더와 휴대폰 거치대가 포함된 선반은
이지돔하우스에 맞춤형으로 디자인되었습니다.

(기본 사양시 해당 없음)(기본 사양시 해당 없음) (기본 사양시 해당 없음)

전용 카페트를 통해 안락하고 따뜻한
실내 환경을 조성하실 수 있습니다.

※ 본 제작물은 인쇄된 것이므로 실제 제품 색상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본 제작물의 이미지는 고객의 이해를 돕기 위해 연출된 것으로 실제 제품과 다를 수 있습니다.

※ 본 인쇄물 상의 사양은 제품의 모델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며, 옵션 사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본 제품은 제조 공정에 따라 패널별 두께가 상이할 수 있으며, 빛의 각도와 투과율에 따라 색상이 다르게 보일 수 있습니다.

전용 선바이져

바닥의 습기와 해충을 차단하며 충격을
완화시켜 주는 기본 바닥 패널을 제공합니다.

바닥 패널

베이지 그린 그레이 블루



 이지돔하우스의 재질은 고밀도 폴리에틸렌

[HDPE:High Density Polyethylene]으로

환경호르몬(비스페놀, 프탈레이트, 멜라민)이

전혀 검출되지 않은 친환경 무독성 재질로

내충격성이 뛰어나고 내열, 내한성이 강합니다.

 또한 이지돔하우스만의 벽면의 이중구조와

한옥의 기와에서 착안한 패널의 결합방식은

외부의 누수(눈, 비 등)를  완전히 차단하여

안전하고 안락한 공간을 제공합니다.        

내부에서 당겨 잠글수 있는 장치로
외부의 접근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출입문 쪽의 햇빛과 흐르는 눈, 비 등이
실내로 유입되는 것을 차단합니다.
          (기본 사양시 해당 없음)

채광은 물론 환기, 경관 조망을 위해 넓은
창을 원하는 수량만큼 설치할 수 있습니다.

중공구조의 외벽은 내부의 단열성을
월등히 높이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합니다.

강화유리의 약 150배의 내구성을 지녀
외부의 강한 충격과 누수를 막아냅니다.

유압식 쇼바를 이용한 상, 하 해치형 문으로
평범한 출입문과 차별화를 두었습니다.

전용 레인바이져 

창문 잠금장치

※ 본 제작물에 수록된 제품 사양 및 제원은 2019년 5월 기준이며, 제품의 품질개선을 위하여 예고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제품은 프로모션 등의 행사가 진행되지 않는한 지역별 차등 배송비가 포함됩니다.

※ 본 제품의 정확한 가격 및 옵션, 부가세 등의 사항은 상담 직원과의 상담, 문의 부탁드립니다.

※ 본 제품에 포함되는 부품 및 모델명은 제조사의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지돔하우스의 활용사례

 이지돔하우스의 내부의 벽면은 볼록하게 튀어나와 있어 실제 면적보다
넓어 보이며, 네모 각진 공간보다 더욱 재미있고 독특하게 직접 인테리어,
DIY 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 이지돔코리아의 이지돔하우스는 전국 각지에서 무한한 용도로
다양한 지역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롯데/현대 백화점, 평창올림픽 대관령 눈꽃축제, 크리스마스 관련 행사,
사내 연수원, 어린이 도서관, 어린이 우주 관련 교구, 화천 산천어 축제,
캠핑/레져, 음식점/카페 테라스, 특산품 판매 매대 등으로 활용중입니다.

이지돔하우스의 판매 부스 및 애견 행사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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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론이 주목하는 이지돔하우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