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바람없이 시원하게

삼성 무풍 시스템에어컨
삼성 시스템에어컨/빌트인가전 양평 한라비발디



글로벌고객만족도 
10년연속 1위

1 각종 신문사에서 
히트상품선정

2 가전 브랜드로 최초!
100대 브랜드 18위 차지

3

- 2019년 GCSI 무풍 일반에어컨 선정 - 2019년 상반기 히트상품 (한경비즈니스, 
  경향신문) 무풍 일반에어컨 선정

- 2019년 2분기 브랜드스탁 100대 브랜드 
  무풍 일반에어컨 선정

모두가 인정한 에어컨! 이제 무풍 에어컨이 대세 입니다!



가족을 생각한다면, 무풍 시스템에어컨 입니다.

무풍 시스템에어컨은 기존의 강력한 냉방 기능에

세계 최초 무풍 냉방 기술까지 적용된 신개념 시스템에어컨 입니다.

직바람없이 시원하게
세계 최초 무풍 시스템에어컨

몸이 안좋을 때도, 
우리 부모님과 아이들이

사용하는 방에도 OK!

통풍이 잘되는 마이크로홀과 
자동건조 기능으로 

냄새와 곰팡이 예방!

한밤중에도 
직바람 걱정없이 

시원하게 숙면하세요!

가족을 위하여
직바람 없이 무풍!

1 수면을 방해하지 않는
 무풍!

2 냄새와 곰팡이 예방에도 
무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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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냉방과 무풍냉방을 같이 누리세요.

VS

무풍 냉방일반 냉방 일반 냉방

<일반 시스템에어컨><삼성 무풍 시스템에어컨>



찬바람이
직접 닿지 않아

온 가족이 좋아해요 

미세한 냉기를 만들어 내는 10,000여개의 마이크로 홀이

직바람 없이 시원한 무풍냉방을 구현합니다

직접 닿는 찬바람 없이
쾌적한 무풍 냉방

마이크로 홀을 통한 미세한
냉기로 무풍 냉방 완성

미국 냉공조학회(ASHRAE)기준 0.15 
m/s 이하의 바람을 무풍(Still Air)으로 
정의(적정 온도에 도달 후, 바람 없이도 
8시간 이상 냉기 유지)

약풍/간접풍은 0.6 m/s 로, 바람없는 무풍과는
완전히 달라요

고가형 제품에만 적용되는 고급극세사 필터 

09년 삼성전자, 염화망 필터 > 극세사 필터로 교체!

타사도 스탠드형 고급 에어컨에는 극세사 필터를 사용해요!

먼지도 더 잘 걸러주고, 청소도 쉬운
고급극세사 필터

가볍게 필터를 털어주거나 물세척만으로
필터 청소가 가능합니다.

Easy Clean

가로 세로가 균일한 구조 극세사 필터 대비 균일하지 않은 구조

VS

고급 극세사 필터 일반 필터

고급 극세사 필터가 
기본으로 

적용되어 있어요

무풍 100mm
기존 68mm

기존보다 47% 더 넓어진 블레이드로 최대 8m까지

바람이 도달하여 거실에서 주방까지 골고루 시원합니다.

※ 기존 자사 제품(PC1BWSK2N) Blade 너비 : 68mm, Big Blade 너비 : 100mm
※ 실 사용 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냉기를 더 멀리 더 빠르게
초강력 균일 냉방

거실부터 부엌까지
강력한 롱바람으로
온 집안이 시원해요 



절전
무풍 냉방

무풍 저소음 &
열대야 쾌면



무풍 냉방으로
전기료 걱정이

줄었어요 

덥거나 추워서 깨지않고
한여름에도 

시원하게 잘 수 있어요 

에너지소비효율등급 1등급 삼성시스템에어컨 

무풍운전을 하게되면 전력 사용량이 더욱 절감됩니다

무풍 운전 시 블레이드가 열리지 않아 가동 소음이 없습니다.

고요한 밤에는 더욱 조용하게 숙면할 수 있습니다.

전기료 폭탄 걱정없는 
절전 무풍 냉방

더욱 조용한 무풍 저소음
한밤중에도 쾌적하게 열대야 쾌면

 
  
  

 
  
  

시험 조건

- 일반냉방 : 무풍 1Way 일반냉방 모드로 운전

- 운전조건 : 실외기 - DVM HOME 4HP
                     실내기 - 무풍 1Way 6.0kW, 
                                   3.2kW, 2.0kW 동시운전

- 냉방표준운전 : 실외 35℃ DB / 24℃ WB
                            실내 27℃ DB / 19℃ WB

※

 
 
 

무풍냉방 사용 시, 일반 냉방보다 전력 사용량 최대 61% 절감

※ 자사 실험치 기준   ※ 실 사용 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2.0kw기준 (AJ020MB1PBC1)

35dB

30dB

25dB

20dB

기존 (26 ~32dB)

무풍 (24 ~29dB)

수면 패턴에 맞춰 자동 바람, 온도 조절 

(열대야 쾌면 기능)

무풍이라 조용합니다!

(무풍 시스템에어컨 소음비교)

입면모드

실내 온도를
낮추어 빨리

잠들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기상모드

기상에 좋은
온도와 서라운드

바람으로
조절합니다.

숙면모드

체온유지와
숙면을 위해 바람과

실내 온도를
조절 합니다.

※ 18년 10월 등급 기준



면적별 설치 안내

59m2  A Type

59m2  B Type

구분 실내기 수량 실외기 수량

선택-1

거실+침실1+침실2+침실3 4

거실+침실1 2

1

1

실외기용량

11.0kW

9.2kW

선택-2

설치위치

구분 실내기 수량 실외기 수량

선택-1

거실+침실1+침실2+침실3 4

거실+침실1 2

1

1

실외기용량

11.0kW

9.2kW

선택-2

설치위치

거실거실

거실거실

침실1침실1

침실1침실1

침실2침실2 침실3침실3

침실2침실2

침실3침실3

거실거실

침실1침실1

※ 양평 한라비발디만을 위해 옵션 선택하시는 고객님들께 WiFi Kit를 무상제공 합니다.



74m 2   Type

구분 실내기 수량 실외기 수량

선택-1

거실+침실1+침실2+침실3 4

거실+침실1 2

1

1

실외기용량

14.5kW

11.0kW

선택-2

설치위치

구분 실내기 수량 실외기 수량

선택-1

거실+침실1+침실2+침실3 4

거실+침실1 2

1

1

실외기용량

14.5kW

11.0kW

선택-2

설치위치

면적별 설치 안내

84m2  A Type

거실거실

거실거실

침실1침실1

침실1침실1

침실2침실2

침실2침실2

침실3침실3

침실3침실3

※ 양평 한라비발디만을 위해 옵션 선택하시는 고객님들께 WiFi Kit를 무상제공 합니다.



구분 실내기 수량 실외기 수량

선택-1

거실+침실1+침실2+침실3 4

거실+침실1 2

1

1

실외기용량

14.5kW

11.0kW

선택-2

설치위치

구분 실내기 수량 실외기 수량

선택-1

거실+주방+침실1+침실2+침실3+침실4 6

거실+주방+침실1 3

1

1

실외기용량

17.0kW

14.5kW

선택-2

설치위치

84m2  B Type

면적별 설치 안내

98m2   Type

거실거실

침실1침실1

침실2침실2

침실4침실4
주방주방

침실3침실3

거실거실

침실1침실1

침실2침실2

침실3침실3

※ 양평 한라비발디만을 위해 옵션 선택하시는 고객님들께 WiFi Kit를 무상제공 합니다.



삼성 무풍 시스템에어컨이 특별한 이유

 곰팡이와 냄새를 예방하는
자동 청소 건조 기능

자동 청소 건조

설정법

자동 청소 건조 설정

한번만 설정하면

이후 자동 실행됨

부가기능

※ 리모컨 외관과 사양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자동청소건조 기능으로 곰팡이나 냄새를 예방 할 수 있습니다.

 실내기 최대 16대
모바일 원격제어

에러 발생 시라도 안전한
비상운전기능

실내기 한대가 전원이 단락 되더라도 나머지 실내기는 비상운전으로

가동 됩니다.

고장난 상태로 장기간 사용할 경우 누수, 전기쇼트, 화재, 냉매고임에 
의한 성능저하 및 제품의 신뢰성 문제가 생기므로 서비스 전 까지 
비상운전을 하는것이 고객을 생각하는 글로벌 제조사들의 공통적인 
제어방법 입니다.

기존 원격 제어 / 모니터링은 DMS가 적용된 대형 현장에서만
가능하였으나, 멀티 Wi-Fi KIT는 최대 16대의 실내기를 편리하게
원격제어/ 모니터링 할 수 있습니다.

비상운전시간 : 24Hr (1일 3.5시간 운전시 7일 사용 가능)

ON ON

에러발생 정상운전 정상운전

◆ 실내기 1대 에러발생 시 운전상태

※ 에러발생 실내기 외 다른 실내기는 정상작동 됨

플라스틱 재질인 날개(Blade)는 스윙 동작 시에  끼익 거리는 날개 소음이
들릴 수 있습니다. 삼성만의 방진고무로 날개 운전소음을  획기적으로 
저감하였습니다.

는작은 소음도 없애
삼성만의 기

일반

무풍 1Way

특허번호 KR20140155572A

※ 습도센서가 내장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삼성전자는 2011년 부터 습도센서를 다수의 제품에 적용하

무풍에어컨은 기본적으로 습도센서가 내장되어 있습니다.

더욱 쾌적한 
기본 내장 습도 센서

술

ON
정지

(냉방안됨) ON

에러발생 비상운전 비상운전

Wi-Fi KIT
실내기

실내기

실내기

• 삼성 스마트 홈 앱은 안드로이드 운영 체제 4.0(ICS) 이상을 지원하며, 삼성전자  
    스마트폰 (Galaxy S 및 Note 시리즈)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다른 스마트폰에서 실행할 경우, 일부 기능이 다르게 작동할 수 있습니다.

• 아이폰의 경우에는 iOS7부터 지원합니다.

공간 제약 없이 편리한
스마트 IoT



2

1

에어컨 On

에어컨 On

"Why Samsung 
?"



■ 본 카탈로그의 제품 소개는 제품 동향에 관한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소개된 내용은 향후 시장동향, 개발경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해당 제품을 구입시

 제품 매뉴얼과 영업 담당자를 통하여 정확한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제품의 색상은 인쇄과정으로 인해 실제와 약간 다를 수  있습니다. 

■ 본 카탈로그에 실린 모든 정보를 불법으로 도용했을 경우, 저작권법에 의거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게 되니 무단 전재와 복제를 금합니다.

삼성전자 비즈니스 고객(특판) 구매상담 제품 사용 및 서비스 문의

삼성전자 비즈니스 고객 서비스

1588-3773 / www.samsungsvc.co.kr

불편사항 및 기타문의

02-541-3000 (고객상담실) /

080-022-3000 (수신자부담전화)

파란빌트인 : 02-468-9893

(주)대한공조 : 070-4820-1891





바깥 미세먼지 많은 날에도, 안심하고 환기하세요!
당신이 생활하는 모든 공간을 깨끗한 공기로 채워 드립니다.

미세먼지가 바꾼
아파트 선택의 기준

나비엔 청정환기시스템

나비엔 
청정환기시스템

환기와 공기청정을 모두 구현한 공기질 관리 솔루션으로, 내부의 오염된 공기는 밖으로 내보내고, 

외부의 새로운 공기는 강력 필터 시스템을 통해 깨끗하게 걸러 안으로 들여옵니다.

여기에 공기청정 기능까지 더해, 생활 공간을 항상 깨끗하게 유지합니다.

초미세먼지보다 작은 0.3㎛ 먼지 

99% 이상 제거

실시간 공기질 확인 · 

IoT 시스템으로 간편 제어

제품 1대로 

집안 모든 공간을 깨끗하게

하루 종일 사용해도

저렴한 전기료로 안심

강력 필터시스템 스마트 인터페이스 올어라운드 케어 부담없는 전기료

나비엔 청정환기시스템

제품 사양

에어 모니터 에어 룸콘트롤러 실외기(본체)

구분

기본 성능

실외기

(본체)

에어 모니터

에어 룸콘트롤러

15S0

150CMH

20S0

200CMH

AC220V, 60Hz

100pa

난방 70%이상, 냉방 55% 이상

난방 18 이상, 냉방 12 이상

온도 / 습도

프리필터 – 전자 집진필터 – 탈취필터 – 초미세 집진필터  ※ 탈취필터와 초미세 집진필터는 일체형으로 되어 있음

137 x 32 x 87

PM2.5 / CO2 / TVOC / 온도 / 습도

조명 : 2단 자동 디밍 [주간모드 / 야간모드]

86 × 20 × 120

3.5인치 터치 컬러 LCD

70W 이내

550 x 720 x 338

24

125

100W 이내

670 x 800 x 338

30

150

25S0

250CMH

30S0

300CMH풍량

사용전원

소비전력

기외정압

유효전열효율

에너지 계수

사이즈 W x D x H (mm)

중량 (kg)

덕트 연결구 (Ø)

센서

4단계 필터시스템

사이즈 W x D x H (mm)

센서

부가기능

사이즈 W x D x H (mm)

화면

인증

• 본 카탈로그에 기재된 제품의 사양 및 디자인은 예고 없이 수정 될 수 있으며, 제품의 색상은 인쇄 과정으로 인해 실제 제품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 본 카탈로그에 실린 이미지는 예시이며, 실제 시공 시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본 카탈로그에 실린 모든 내용은 무단 전제와 복제를 금합니다. BE-AC-20-02 (20200701)

환경측정기기 인증 1등급
LS19-00006, KCL

KC 인증



스마트 IoT 시스템

더 쾌적하고, 편리한 생활을 위해 다양한 실내 공기질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스마트하게 제어합니다.

실시간 공기질 정보 제공

LED 램프를 통한 오염 물질의  농도 표시

· 초미세먼지 센서

미세먼지 측정 성능 1등급 인증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성능시험 1등급 인증
(인증번호 : LS19-00006, 인증기관 : 한국건설생활시험연구원, 인증일자 : 2019.11.11)

· 스마트폰 연동을 통해 제품 가동 및 모드 설정

· 실시간 미세먼지 및 온습도 정보 제공

외출 후 귀가하기 전, 
아이가 하교 후 집으로 돌아가기 전,
집안에 사람이 없을 때에도

미리 쾌적하고 깨끗한 공간을 만들어 주세요.

PM2.5에서 0.3㎛ 사이즈까지의 초미세먼지 측정

· CO₂ 센서
기준치 초과할 경우, 건강에 유해한 이산화탄소 측정

초기농도

거실 침실 아이방 서재

155㎍/㎥

작동 후 농도
10㎍/㎥

· TVOC 센서
포름알데히드를 비롯하여 새집증후군을 유발하는

휘발성 유기 화합물질 측정

간편한 터치로 동작 모드 설정 앱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편리한 제어

1  집안 모든 공간의 미세먼지 10㎍/㎥ 유지 2  24시간, 1개월 작동 시,
     최대 전기료 약 9,400원

부담없는 전기료로 모든 공간 케어

신경쓰지 않아도 알아서 편리하게 청정기능으로 미세먼지 걱정없이 깨끗하게

1대로 집안 모든 공간의 공기질을 깨끗하게 유지해주며, 하루 종일 
사용해도 월 전기료 1만원 미만으로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공기청정 모드

4단계 강력 필터시스템

외부 공기를 실내로 유입시킬 때, 실내 공기를 깨끗하게 청정할 때
4단계 강력 필터시스템으로 PM2.5 초미세먼지보다 약 10배 작은 0.3㎛사이즈의 먼지까지 제거합니다.

• 시험 기관: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 시험 규격: KS B 6141 [환기용 공기 필터 유닛]
 - “미세먼지 98.6% 이상 제거”와 “99% 이상 제거”는 0.3㎛ 사이즈 미세먼지 집진효율을 의미하며, 필터에 흡입된 공기에 한함 / 
     필터를 한번 통과하는 공기에 대해 필터 통과 전후 미세먼지 개수를 비교하여 제거 효율을 계산함 [계수법] / 시험 입자 : 0.3㎛ 염화칼륨 입자, 풍량 3.33㎥/min [200CMH]

※ 시험 기관 측정 기준으로, 실사용 환경에서는 다를 수 있음

※ 상기 세척 및 교체 주기는 권장 사항으로, 실사용 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물 세척한 필터는 충분히 건조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모든 필터는 당사 온라인몰(www.navienhouse.co.kr) 또는 서비스센터(1588-1144)를 통해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프리필터

편리하게 여닫는 구조 쉬운 필터 분리 필터 교체 알람

[3개월 주기] 중성세제 이용하여 흐르는 물에 세척 후 
2시간 건조 (사용자 직접 세척 후 사용)

전자 집진필터
[6개월 주기] 중성세제 이용하여 흐르는 물에 세척 후 
24시간 건조 (사용자 직접 세척 후 사용)

초미세 집진필터 (탈취일체형)
[1년 주기] 새 필터로 교체 (사용자 직접 구매 후 교체)

실내 미세먼지 많은 날, 공기청정 
기능으로 깨끗한 공간 조성

손쉬운 필터 관리

커버를 편리하게 여닫을 수 있고, 필터가 쉽게 분리되어 세척 및 교체 시 편리합니다.
에어 룸콘트롤러를 통해 필터 교체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필터 자가 관리 방법

* 전자 집진필터, 초미세 집진필터

1) TAC510-20S 제품 기준 / 각방 청정환기 135분 운전시 PM1.0 미세먼지 농도 저감 시험 / 강 풍량 기준 / 실험 주관 및 장소 :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KCL), 주거환경실증시험동 (109㎡)

2) TAC510-20S 제품 기준 / 청정환기 약풍으로 (정격) 24시간 가동 기준 / 소비전력 : 67W * 누진제 2단계 구간 : 201~400kwh / 주택용(저압) 기준 / 한국전력공사(KEPCO) 요금계산에 의거 / 월간 전기 기본요금 제외한 금액임

※ 상기 도면은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로, 실제 시공 시 변경 될 수 있습니다.

에어 모니터 에어 룸콘트롤러 나비엔 에어원 앱

좋음 보통 나쁨 매우나쁨

SAVE

자동운전 모드

실내 환경에 따라 
스스로 최적의 공기질 구현

STEP 1 STEP 2 STEP 3 STEP 4
프리필터
큰 먼지 제거

전자 집진필터
초미세먼지보다 작은 0.3㎛ 사이즈의 먼지

98.6% 제거

탈취필터
냄새 및 유해가스 제거

초미세 집진필터
초미세먼지보다 작은 0.3㎛ 사이즈의 먼지

99%이상 제거

* 탈취필터와 초미세 집진필터는 일체형으로 장착되어 있으며, 상기 이미지는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 제품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1 2 3 4

6Month

3Month

자동운전 환기

공기청정 숙면

터보운전

절전

요리

스마트 IoT 시스템

더 쾌적하고, 편리한 생활을 위해 다양한 실내 공기질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스마트하게 제어합니다.

실시간 공기질 정보 제공

LED 램프를 통한 오염 물질의  농도 표시

· 초미세먼지 센서

미세먼지 측정 성능 1등급 인증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성능시험 1등급 인증
(인증번호 : LS19-00006, 인증기관 : 한국건설생활시험연구원, 인증일자 : 2019.11.11)

· 스마트폰 연동을 통해 제품 가동 및 모드 설정

· 실시간 미세먼지 및 온습도 정보 제공

외출 후 귀가하기 전, 
아이가 하교 후 집으로 돌아가기 전,
집안에 사람이 없을 때에도

미리 쾌적하고 깨끗한 공간을 만들어 주세요.

PM2.5에서 0.3㎛ 사이즈까지의 초미세먼지 측정

· CO₂ 센서
기준치 초과할 경우, 건강에 유해한 이산화탄소 측정

초기농도

거실 침실 아이방 서재

155㎍/㎥

작동 후 농도
10㎍/㎥

· TVOC 센서
포름알데히드를 비롯하여 새집증후군을 유발하는

휘발성 유기 화합물질 측정

간편한 터치로 동작 모드 설정 앱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편리한 제어

1  집안 모든 공간의 미세먼지 10㎍/㎥ 유지 2  24시간, 1개월 작동 시,
     최대 전기료 약 9,400원

부담없는 전기료로 모든 공간 케어

신경쓰지 않아도 알아서 편리하게 청정기능으로 미세먼지 걱정없이 깨끗하게

1대로 집안 모든 공간의 공기질을 깨끗하게 유지해주며, 하루 종일 
사용해도 월 전기료 1만원 미만으로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공기청정 모드

4단계 강력 필터시스템

외부 공기를 실내로 유입시킬 때, 실내 공기를 깨끗하게 청정할 때
4단계 강력 필터시스템으로 PM2.5 초미세먼지보다 약 10배 작은 0.3㎛사이즈의 먼지까지 제거합니다.

• 시험 기관: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 시험 규격: KS B 6141 [환기용 공기 필터 유닛]
 - “미세먼지 98.6% 이상 제거”와 “99% 이상 제거”는 0.3㎛ 사이즈 미세먼지 집진효율을 의미하며, 필터에 흡입된 공기에 한함 / 
     필터를 한번 통과하는 공기에 대해 필터 통과 전후 미세먼지 개수를 비교하여 제거 효율을 계산함 [계수법] / 시험 입자 : 0.3㎛ 염화칼륨 입자, 풍량 3.33㎥/min [200CMH]

※ 시험 기관 측정 기준으로, 실사용 환경에서는 다를 수 있음

※ 상기 세척 및 교체 주기는 권장 사항으로, 실사용 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물 세척한 필터는 충분히 건조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모든 필터는 당사 온라인몰(www.navienhouse.co.kr) 또는 서비스센터(1588-1144)를 통해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프리필터

편리하게 여닫는 구조 쉬운 필터 분리 필터 교체 알람

[3개월 주기] 중성세제 이용하여 흐르는 물에 세척 후 
2시간 건조 (사용자 직접 세척 후 사용)

전자 집진필터
[6개월 주기] 중성세제 이용하여 흐르는 물에 세척 후 
24시간 건조 (사용자 직접 세척 후 사용)

초미세 집진필터 (탈취일체형)
[1년 주기] 새 필터로 교체 (사용자 직접 구매 후 교체)

실내 미세먼지 많은 날, 공기청정 
기능으로 깨끗한 공간 조성

손쉬운 필터 관리

커버를 편리하게 여닫을 수 있고, 필터가 쉽게 분리되어 세척 및 교체 시 편리합니다.
에어 룸콘트롤러를 통해 필터 교체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필터 자가 관리 방법

* 전자 집진필터, 초미세 집진필터

1) TAC510-20S 제품 기준 / 각방 청정환기 135분 운전시 PM1.0 미세먼지 농도 저감 시험 / 강 풍량 기준 / 실험 주관 및 장소 :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KCL), 주거환경실증시험동 (109㎡)

2) TAC510-20S 제품 기준 / 청정환기 약풍으로 (정격) 24시간 가동 기준 / 소비전력 : 67W * 누진제 2단계 구간 : 201~400kwh / 주택용(저압) 기준 / 한국전력공사(KEPCO) 요금계산에 의거 / 월간 전기 기본요금 제외한 금액임

※ 상기 도면은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로, 실제 시공 시 변경 될 수 있습니다.

에어 모니터 에어 룸콘트롤러 나비엔 에어원 앱

좋음 보통 나쁨 매우나쁨

SAVE

자동운전 모드

실내 환경에 따라 
스스로 최적의 공기질 구현

STEP 1 STEP 2 STEP 3 STEP 4
프리필터
큰 먼지 제거

전자 집진필터
초미세먼지보다 작은 0.3㎛ 사이즈의 먼지

98.6% 제거

탈취필터
냄새 및 유해가스 제거

초미세 집진필터
초미세먼지보다 작은 0.3㎛ 사이즈의 먼지

99%이상 제거

* 탈취필터와 초미세 집진필터는 일체형으로 장착되어 있으며, 상기 이미지는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 제품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1 2 3 4

6Month

3Month

자동운전 환기

공기청정 숙면

터보운전

절전

요리



스마트 IoT 시스템

더 쾌적하고, 편리한 생활을 위해 다양한 실내 공기질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스마트하게 제어합니다.

실시간 공기질 정보 제공

LED 램프를 통한 오염 물질의  농도 표시

· 초미세먼지 센서

미세먼지 측정 성능 1등급 인증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성능시험 1등급 인증
(인증번호 : LS19-00006, 인증기관 : 한국건설생활시험연구원, 인증일자 : 2019.11.11)

· 스마트폰 연동을 통해 제품 가동 및 모드 설정

· 실시간 미세먼지 및 온습도 정보 제공

외출 후 귀가하기 전, 
아이가 하교 후 집으로 돌아가기 전,
집안에 사람이 없을 때에도

미리 쾌적하고 깨끗한 공간을 만들어 주세요.

PM2.5에서 0.3㎛ 사이즈까지의 초미세먼지 측정

· CO₂ 센서
기준치 초과할 경우, 건강에 유해한 이산화탄소 측정

초기농도

거실 침실 아이방 서재

155㎍/㎥

작동 후 농도
10㎍/㎥

· TVOC 센서
포름알데히드를 비롯하여 새집증후군을 유발하는

휘발성 유기 화합물질 측정

간편한 터치로 동작 모드 설정 앱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편리한 제어

1  집안 모든 공간의 미세먼지 10㎍/㎥ 유지 2  24시간, 1개월 작동 시,
     최대 전기료 약 9,400원

부담없는 전기료로 모든 공간 케어

신경쓰지 않아도 알아서 편리하게 청정기능으로 미세먼지 걱정없이 깨끗하게

1대로 집안 모든 공간의 공기질을 깨끗하게 유지해주며, 하루 종일 
사용해도 월 전기료 1만원 미만으로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공기청정 모드

4단계 강력 필터시스템

외부 공기를 실내로 유입시킬 때, 실내 공기를 깨끗하게 청정할 때
4단계 강력 필터시스템으로 PM2.5 초미세먼지보다 약 10배 작은 0.3㎛사이즈의 먼지까지 제거합니다.

• 시험 기관: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 시험 규격: KS B 6141 [환기용 공기 필터 유닛]
 - “미세먼지 98.6% 이상 제거”와 “99% 이상 제거”는 0.3㎛ 사이즈 미세먼지 집진효율을 의미하며, 필터에 흡입된 공기에 한함 / 
     필터를 한번 통과하는 공기에 대해 필터 통과 전후 미세먼지 개수를 비교하여 제거 효율을 계산함 [계수법] / 시험 입자 : 0.3㎛ 염화칼륨 입자, 풍량 3.33㎥/min [200CMH]

※ 시험 기관 측정 기준으로, 실사용 환경에서는 다를 수 있음

※ 상기 세척 및 교체 주기는 권장 사항으로, 실사용 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물 세척한 필터는 충분히 건조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모든 필터는 당사 온라인몰(www.navienhouse.co.kr) 또는 서비스센터(1588-1144)를 통해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프리필터

편리하게 여닫는 구조 쉬운 필터 분리 필터 교체 알람

[3개월 주기] 중성세제 이용하여 흐르는 물에 세척 후 
2시간 건조 (사용자 직접 세척 후 사용)

전자 집진필터
[6개월 주기] 중성세제 이용하여 흐르는 물에 세척 후 
24시간 건조 (사용자 직접 세척 후 사용)

초미세 집진필터 (탈취일체형)
[1년 주기] 새 필터로 교체 (사용자 직접 구매 후 교체)

실내 미세먼지 많은 날, 공기청정 
기능으로 깨끗한 공간 조성

손쉬운 필터 관리

커버를 편리하게 여닫을 수 있고, 필터가 쉽게 분리되어 세척 및 교체 시 편리합니다.
에어 룸콘트롤러를 통해 필터 교체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필터 자가 관리 방법

* 전자 집진필터, 초미세 집진필터

1) TAC510-20S 제품 기준 / 각방 청정환기 135분 운전시 PM1.0 미세먼지 농도 저감 시험 / 강 풍량 기준 / 실험 주관 및 장소 :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KCL), 주거환경실증시험동 (109㎡)

2) TAC510-20S 제품 기준 / 청정환기 약풍으로 (정격) 24시간 가동 기준 / 소비전력 : 67W * 누진제 2단계 구간 : 201~400kwh / 주택용(저압) 기준 / 한국전력공사(KEPCO) 요금계산에 의거 / 월간 전기 기본요금 제외한 금액임

※ 상기 도면은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로, 실제 시공 시 변경 될 수 있습니다.

에어 모니터 에어 룸콘트롤러 나비엔 에어원 앱

좋음 보통 나쁨 매우나쁨

SAVE

자동운전 모드

실내 환경에 따라 
스스로 최적의 공기질 구현

STEP 1 STEP 2 STEP 3 STEP 4
프리필터
큰 먼지 제거

전자 집진필터
초미세먼지보다 작은 0.3㎛ 사이즈의 먼지

98.6% 제거

탈취필터
냄새 및 유해가스 제거

초미세 집진필터
초미세먼지보다 작은 0.3㎛ 사이즈의 먼지

99%이상 제거

* 탈취필터와 초미세 집진필터는 일체형으로 장착되어 있으며, 상기 이미지는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 제품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1 2 3 4

6Month

3Month

자동운전 환기

공기청정 숙면

터보운전

절전

요리

스마트 IoT 시스템

더 쾌적하고, 편리한 생활을 위해 다양한 실내 공기질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스마트하게 제어합니다.

실시간 공기질 정보 제공

LED 램프를 통한 오염 물질의  농도 표시

· 초미세먼지 센서

미세먼지 측정 성능 1등급 인증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성능시험 1등급 인증
(인증번호 : LS19-00006, 인증기관 : 한국건설생활시험연구원, 인증일자 : 2019.11.11)

· 스마트폰 연동을 통해 제품 가동 및 모드 설정

· 실시간 미세먼지 및 온습도 정보 제공

외출 후 귀가하기 전, 
아이가 하교 후 집으로 돌아가기 전,
집안에 사람이 없을 때에도

미리 쾌적하고 깨끗한 공간을 만들어 주세요.

PM2.5에서 0.3㎛ 사이즈까지의 초미세먼지 측정

· CO₂ 센서
기준치 초과할 경우, 건강에 유해한 이산화탄소 측정

초기농도

거실 침실 아이방 서재

155㎍/㎥

작동 후 농도
10㎍/㎥

· TVOC 센서
포름알데히드를 비롯하여 새집증후군을 유발하는

휘발성 유기 화합물질 측정

간편한 터치로 동작 모드 설정 앱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편리한 제어

1  집안 모든 공간의 미세먼지 10㎍/㎥ 유지 2  24시간, 1개월 작동 시,
     최대 전기료 약 9,400원

부담없는 전기료로 모든 공간 케어

신경쓰지 않아도 알아서 편리하게 청정기능으로 미세먼지 걱정없이 깨끗하게

1대로 집안 모든 공간의 공기질을 깨끗하게 유지해주며, 하루 종일 
사용해도 월 전기료 1만원 미만으로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공기청정 모드

4단계 강력 필터시스템

외부 공기를 실내로 유입시킬 때, 실내 공기를 깨끗하게 청정할 때
4단계 강력 필터시스템으로 PM2.5 초미세먼지보다 약 10배 작은 0.3㎛사이즈의 먼지까지 제거합니다.

• 시험 기관: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 시험 규격: KS B 6141 [환기용 공기 필터 유닛]
 - “미세먼지 98.6% 이상 제거”와 “99% 이상 제거”는 0.3㎛ 사이즈 미세먼지 집진효율을 의미하며, 필터에 흡입된 공기에 한함 / 
     필터를 한번 통과하는 공기에 대해 필터 통과 전후 미세먼지 개수를 비교하여 제거 효율을 계산함 [계수법] / 시험 입자 : 0.3㎛ 염화칼륨 입자, 풍량 3.33㎥/min [200CMH]

※ 시험 기관 측정 기준으로, 실사용 환경에서는 다를 수 있음

※ 상기 세척 및 교체 주기는 권장 사항으로, 실사용 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물 세척한 필터는 충분히 건조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모든 필터는 당사 온라인몰(www.navienhouse.co.kr) 또는 서비스센터(1588-1144)를 통해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프리필터

편리하게 여닫는 구조 쉬운 필터 분리 필터 교체 알람

[3개월 주기] 중성세제 이용하여 흐르는 물에 세척 후 
2시간 건조 (사용자 직접 세척 후 사용)

전자 집진필터
[6개월 주기] 중성세제 이용하여 흐르는 물에 세척 후 
24시간 건조 (사용자 직접 세척 후 사용)

초미세 집진필터 (탈취일체형)
[1년 주기] 새 필터로 교체 (사용자 직접 구매 후 교체)

실내 미세먼지 많은 날, 공기청정 
기능으로 깨끗한 공간 조성

손쉬운 필터 관리

커버를 편리하게 여닫을 수 있고, 필터가 쉽게 분리되어 세척 및 교체 시 편리합니다.
에어 룸콘트롤러를 통해 필터 교체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필터 자가 관리 방법

* 전자 집진필터, 초미세 집진필터

1) TAC510-20S 제품 기준 / 각방 청정환기 135분 운전시 PM1.0 미세먼지 농도 저감 시험 / 강 풍량 기준 / 실험 주관 및 장소 :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KCL), 주거환경실증시험동 (109㎡)

2) TAC510-20S 제품 기준 / 청정환기 약풍으로 (정격) 24시간 가동 기준 / 소비전력 : 67W * 누진제 2단계 구간 : 201~400kwh / 주택용(저압) 기준 / 한국전력공사(KEPCO) 요금계산에 의거 / 월간 전기 기본요금 제외한 금액임

※ 상기 도면은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로, 실제 시공 시 변경 될 수 있습니다.

에어 모니터 에어 룸콘트롤러 나비엔 에어원 앱

좋음 보통 나쁨 매우나쁨

SAVE

자동운전 모드

실내 환경에 따라 
스스로 최적의 공기질 구현

STEP 1 STEP 2 STEP 3 STEP 4
프리필터
큰 먼지 제거

전자 집진필터
초미세먼지보다 작은 0.3㎛ 사이즈의 먼지

98.6% 제거

탈취필터
냄새 및 유해가스 제거

초미세 집진필터
초미세먼지보다 작은 0.3㎛ 사이즈의 먼지

99%이상 제거

* 탈취필터와 초미세 집진필터는 일체형으로 장착되어 있으며, 상기 이미지는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 제품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1 2 3 4

6Month

3Month

자동운전 환기

공기청정 숙면

터보운전

절전

요리



바깥 미세먼지 많은 날에도, 안심하고 환기하세요!
당신이 생활하는 모든 공간을 깨끗한 공기로 채워 드립니다.

미세먼지가 바꾼
아파트 선택의 기준

나비엔 청정환기시스템

나비엔 
청정환기시스템

환기와 공기청정을 모두 구현한 공기질 관리 솔루션으로, 내부의 오염된 공기는 밖으로 내보내고, 

외부의 새로운 공기는 강력 필터 시스템을 통해 깨끗하게 걸러 안으로 들여옵니다.

여기에 공기청정 기능까지 더해, 생활 공간을 항상 깨끗하게 유지합니다.

초미세먼지보다 작은 0.3㎛ 먼지 

99% 이상 제거

실시간 공기질 확인 · 

IoT 시스템으로 간편 제어

제품 1대로 

집안 모든 공간을 깨끗하게

하루 종일 사용해도

저렴한 전기료로 안심

강력 필터시스템 스마트 인터페이스 올어라운드 케어 부담없는 전기료

나비엔 청정환기시스템

제품 사양

에어 모니터 에어 룸콘트롤러 실외기(본체)

구분

기본 성능

실외기

(본체)

에어 모니터

에어 룸콘트롤러

15S0

150CMH

20S0

200CMH

AC220V, 60Hz

100pa

난방 70%이상, 냉방 55% 이상

난방 18 이상, 냉방 12 이상

온도 / 습도

프리필터 – 전자 집진필터 – 탈취필터 – 초미세 집진필터  ※ 탈취필터와 초미세 집진필터는 일체형으로 되어 있음

137 x 32 x 87

PM2.5 / CO2 / TVOC / 온도 / 습도

조명 : 2단 자동 디밍 [주간모드 / 야간모드]

86 × 20 × 120

3.5인치 터치 컬러 LCD

70W 이내

550 x 720 x 338

24

125

100W 이내

670 x 800 x 338

30

150

25S0

250CMH

30S0

300CMH풍량

사용전원

소비전력

기외정압

유효전열효율

에너지 계수

사이즈 W x D x H (mm)

중량 (kg)

덕트 연결구 (Ø)

센서

4단계 필터시스템

사이즈 W x D x H (mm)

센서

부가기능

사이즈 W x D x H (mm)

화면

인증

• 본 카탈로그에 기재된 제품의 사양 및 디자인은 예고 없이 수정 될 수 있으며, 제품의 색상은 인쇄 과정으로 인해 실제 제품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 본 카탈로그에 실린 이미지는 예시이며, 실제 시공 시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본 카탈로그에 실린 모든 내용은 무단 전제와 복제를 금합니다. BE-AC-20-02 (20200701)

환경측정기기 인증 1등급
LS19-00006, KCL

KC 인증





http://www.hallaencom.com

알루미늄 슬림 중문

공간에 품격을 더해주는 인테리어 도어

한라엔컴 ALU - 3way(BTM)

제품 재질 : 알루미늄&불소도장 / 5.0mm 강화유리

설치 공간 : (W)1200 ~ 1800 / (H)2000 ~ 2400 (권장)

제품 규격 : Frame 130 X 65 / Door 36 X 17 (mm)

세계 최고 품질의 검증을 마친 SDD사 양쪽 댐퍼를 부착

프레임&도어 가스켓 마감으로 뛰어난 기밀성 및 마감

디테일한 설계 및 5.0mm 강화유리 사용으로 안정성 확보

공간의 품격을 높여주는 섬세한 디자인과 마감이 뛰어납니다.



한라엔컴 - ALU 3WAY(BTM)

안전하고 아름답습니다. 안심하고 선택하십시오

핸들이 부착되어있는 1번 도어를 

개폐 시에 나머지 2번 3번 도어와  

완전히 겹쳐지지 않도록 설계하여 

사용자로 하여금 손 끼임 없이 

안전하게 도어를 열고 닫을 수 

있도록 제작 되었습니다.

기존의 하부트랙 모서리 처리를

90도 직각에서 R값을 부여한 

라운드 형으로 변경 설계함으로써

실내에서 맨발로 안전하게 도어를

구동할 수 있으며, 청소가 편리하며

외관상 더 부드러운 느낌을 줍니다.

도어프레임과 유리 사이를 실리콘 

처리하지 않아 외관이 미려하며, 

내구성과 기밀성이 뛰어난 특수 

고무재질의 가스켓을 이용하여 보다 

안정적이고 휼륭한 디자인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제품의 프레임 및 도어의 틈 간격마다 

내구성이 뛰어난 특수 고무재질로 

제작된 가스켓을 삽입하여 제품의 

기밀성이 더욱 뛰어납니다.

소음/방충/에너지절약 등의 중문

본연의 기능이 더 강화 되었습니다.

국내 건축용 댐퍼 최고 품질을 보유하고 

있는 SDD사의 SDD-4000 댐퍼를 

적용하여 제품의 안전성이 한층 

업그레이드 되면서도 내구성과 구동성에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한라엔컴 중문이여야 하는 이유?

효과적인 인테리어 효과

당신의 공간을 더욱 아름답게 꾸며줍니다.

소음 / 방풍 / 해충 차단

외부의 해로운 조건 유입을 차단합니다.

에너지 절감 효과

외부 공기 차단으로 실내 온도 유지 도움

개인 사생활 보호

현관과 실내 사이 개인적 활동을 보호합니다.



지정 유리 (5.0mm 강화 유리 적용) + 비산방지 필름 부착

부드럽지만 결코 가볍지 않은 견고한 스윙도어

독일 하드웨어의 우수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제작된 스윙 힌지가 강화

유리 및 두꺼운 알루미늄 소재를

안전하게 사용하도록 고정해주고,

소음이 없고 부드러우며, 최상의 

구동감을 실현하였습니다.

SDD사의 높은 기술력을 적용하여 

제작된 한라엔컴 스윙 중문만의 

오도시(플러시볼트) 하드웨어는 

작은 문을 흔들림 없이 단단하게
 
고정하며 부드러운 표면마감으로
 
사용자의 만족감을 선사합니다.

3연동 도어와 같은 5.0mm 강화 

유리를 사용하여 단열성능을 높여주며,

일반 유리보다 5배 강한 내구성으로

어린 자녀들의 안전까지 생각하였습니다.

한라엔컴 스윙 중문은 알루미늄
 
두께를 타사 제품 보다 두꺼운 

3mm로 사용하기 때문에 어떠한 

환경에서도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하며 

오랜 시간을 사용해도 쳐지지 않고 

높은 내구성을 유지합니다.

매우 디테일 하게 설계된 가스켓을

프레임에 직접 끼워 넣는 방식으로 

제작되어 시간이 지나도 쉽게 

빠지거나 파손 및 뒤틀리지 않으며 

뛰어난 밀폐력으로 먼지 및 바람

소음을 차단해줍니다.한라엔컴 - ALU-SW (양개형)

WJT- 209 (한라엔컴 중문 지정유리)



3연동 바닥 마감 처리

실내 View 현관 View

스윙 Close 스윙 Open















모든 화구에 MAX 부스트가 적용되어
어떤 화구를 선택하더라도 빠르고 편리하게
조리할 수 있습니다.

10분 초고화력의 빠른 조리

ALL MAX 부스트
글라스와 분리된 조작부는
직관적이고 심플해 사용하기 편리하고
포인트 컬러는 개성화 취향을 살려줍니다.

편리함에 취향을 더한

듀얼디자인

다하더 을향취 에함리편

※ Max 부스트 : 더욱 강력한 조리를 위해 높은 출력을 내는 기능으로, 화구별 최대 10분간 작동하며 시간이 종료되면 9단의 출력으로 자동 변경됨

※ 이해를 돕기 위한 연출 예로 실제 사용 환경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성능 개선과 관련 법규 개정 등으로 모델명과 SPEC, 에너지 소비효율등급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제품은 현장 공정에 맞추어 납품되며, 해당 모델이 제품 설치 시점에 단종 등으로 납품이 어려울 경우 동급 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상기 이미지는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 이미지와는 다를 수 있습니다.

다양한 조리 환경에 맞는 15가지 안전, 편의 설계로
안심하고 조리할 수 있습니다.

효과적인 열 제어와 안전한 사용

15가지 안심 설계
조리 중 음식물이 흘러 넘치거나 상판에 흘러도
간단한 물 세척만으로 오염물을 쉽게 제거할 수 있습니다.

변색 걱정없이 견고한 화이트

쇼트세란 글라스

NZ63T8708XW / XG / XP

∙ 크기 (W x H x D)(mm) : 600 x 520 x 52mm     ∙ 타공 사이즈 (W x D) : 560 x 480mm
∙ 컨트롤 : 슬라이드 터치     ∙ 프레임 타입 : 4면 알루미늄     ∙ 화구수 : 3구     ∙ 전체 출력 : 3.3kW
∙ 글라스 : Schott Ceran (불투명)     ∙ 온도조절단계 : 9단계+ 맥스 부스트

XP

클린
핑크 

XW

클린
화이트

XG

클린
그레이

 인덕션



 

삼성빌트인
전기레인지[하이브리드]
2가지 방식으로 다양한 한국식 조리가
가능한 하이브리드!

∙ 제품크기 (WⅹHⅹD) : 580ⅹ72ⅹ500㎜

∙ 설치공간 (WⅹD) : 560ⅹ480㎜ (권장)

∙ 화구수 : 3 히터 (플렉스존 2개 + 라디언트 1개)

∙ LED 디스플레이 / 독일 Schott Ceran 글라스 / 블랙프레임 + 다이아 컷팅

  마그네틱 다이얼(Black Caviar) & 터치 / 어린이 보호 / 안전 전원차단

  최고온도제한 / 99 min 타이머

NZ63R5301CK 

※ 성능 개선과 관련법규 개정 등으로 모델명과 SPEC, 에너지소비효율등급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제품은 현장 공정에 맞추어 납품되며, 해당 모델이 제품설치 시점에 단종 등으로 납품이 어려울 경우 동급 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상기 이미지는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 이미지와는 다를 수 있습니다.

독일 Schott Ceran® 글라스와 뛰어난 기술력의 독일 EGO사 발열체

고급 독일 명품 브랜드인 쇼트 세란 세라믹 글라스를 채용하여 고온과 충격에
매우 강합니다. 청소 시에도 스크래치가 잘 나지 않아 늘 새것 같은 기분으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손으로 돌리는 마그네틱 다이얼이 더 부드럽고 정교하게 화력을 조절해 줍니다.
게다가 쉽게 탈착이 가능해 청소 시에는 마그네틱 다이얼을 떼어낸 후
말끔하게 청소할 수 있어 조작부 주변까지 항상 깨끗하고 청결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마그네틱 다이얼로 더욱 편리한 화력 조절

열선으로 열을 내어 상판을 가열하는
방식으로, 용기 제한이 없어 뚝배기 등
다양한 조리 용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상판을 가열하지 않고 전자기를 이용해
용기만 가열하는 인덕션 방식과 용기
제한이 없는 라다언트 방식을 동시에
사용할 수 있어 효율적입니다.

인덕션 라디언트

편리한 화력조절 간편한 청소



※ 김치냉장고 모델별로 김치통 종류 및 수량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성능 개선과 관련법규 개정 등으로 모델명과 SPEC, 에너지 소비효율등급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제품은 현장 공정에 맞추어 납품되며, 해당 모델이 제품설치 시점에 단종 등으로 납품이 어려울 경우 동급 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상기 이미지는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 이미지와는 다를 수 있습니다.

빌트인 냉장고는
Q1. 디자인을 변경할 수는 없나요?

BESPOKE 는 
설치 완료 후 도어 판넬을 교체   !요어있 수 할
※ 판넬 교체시 추가 비용 발생

빌트인 냉장고는
Q2. 가격이 부담돼요

BESPOKE 는
가격도 합리적 입니다!

                      키친핏은

주방가구에 딱 맞는 키친핏으로, 고객님들의 요청사항에 답하여 만든 신개념 냉장고 입니다

신개념 비스포크 냉장고를

주방가구에 딱 맞는 키친핏으로 

더 스타일리쉬 하게!

삼성                      키친핏

iF 디자인 어워드 2020

(International Forum Design Award 2020)

비스포크 키친핏 제품 부문 금상 수상

2

1



「양평 한라비발디」  현장만을 위한

4도어(키친핏) + 김치플러스 3도어

멀티냉각시스템

선반마다 균일하게

냉기를 전달해주어

더 신선하고 맛있는

보관이 가능합니다.

가변형 도어

설치 공간의 방향이나,

고객의 사용성에 따라

도어 오픈 방향을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습니다.

와이파이 기능

Wi-Fi를 통해 냉장고와 

휴대폰이 연결 가능하여 

언제 어디서나 

관리가 가능합니다.

저

쓸

디지털 인버터

에너지 절약은 기본,

소음에 탁월하여

오래 안심하고 

 수 있습니다.

더 편리한 기능들

※ 와이파이 기능은 휴대폰 종류에 따라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최초 설치 이후, 도어 방향 변경 시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성능 개선과 관련법규 개정 등으로 모델명과 SPEC, 에너지 소비효율등급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제품은 현장 공정에 맞추어 납품되며, 해당 모델이 제품설치 시점에 단종 등으로 납품이 어려울 경우 동급 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상기 이미지는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 이미지와는 다를 수 있습니다.

정교한 센서와 알고리즘으로 온도를 

초정밀 제어 (±0.5˚C)하는 미세정온기술로 

식재료 처음의 맛과 질감을 유지합니다.

미세정온

 일반냉장고

정온냉장

정온냉동

 일반냉장고

※ 비스포크 제품은 각 타입별 위치에 따라 제품별 손잡이 위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비스포크 4도어 냉장고 RF61T91C3AP 

사이즈 (W*H*D) 908x1,853x697mm

용량 : 605L (냉동 변온실 : 112L / 냉동실 : 112L / 냉장실 : 381)

· 디지털 인버터 컴프레서 / 선반 개수 5개 / 청정탈취 + / 트리플 독립냉각 / WiFi 등

비스포크 3도어 김치냉장고 RQ33T7422AP

사이즈 (W*H*D) 695x1,853x600mm

용량 : 313L (상실 : 162L / 중실 서랍 : 88L / 하실 : 63L)

· 탈취기 / 키친핏 / 숙성시간표시 등

※ 패널 재질 변경은 불가하며 동일 재질에서 색상만 변경 가능 합니다.

비스포크 4도어 냉장고 RF61T91C3AP 비스포크 3도어 김치냉장고 RQ33T7422AP

※ ’20년 4월 기준     ※ 도어 판넬의 종류와 재질 및 색상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패널 색상 선택 안내
    계약자께서 최신 색상을 선택하실 수 있도록 
    준공 전후 별도 안내를 통해 색상 선택 기회가 제공됩니다.
    단, 옵션 행사 시 확정된 패널 종류(재질) 내에서
    색상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 성능 개선과 관련법규 개정 등으로 모델명과 SPEC, 에너지소비효율등급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제품은 현장 공정에 맞추어 납품되며, 해당 모델이 제품설치 시점에 단종 등으로 납품이 어려울 경우 동급 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상기 이미지는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 이미지와는 다를 수 있습니다.

오목한 그릇을 꽂기 쉽고
접을 수 있는 접시꽂이와
높이 조절이 가능한 식기바구니로
공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며
하단의 웨이브 구조 선반은
물고임 현상 감소

 

한국형 식기에
최적화된 2단 수납

강력한 물살과 4개의 날개가
넓은 면적을 세척해주고
양방향 동시 구동되는
720˚ 무빙 세척날개가
오염이 심한 식기도
깔끔하게 마무리

컨트롤 패널을 적용한
전면부 타임 디스플레이로
남은 시간과 진행 상태를
쉽게 확인 가능

 

빈틈없이 강력한
4단 입체 물살

한눈에 확인하는
타임 디스플레이

∙ 제품크기 (WⅹHⅹD) :598x815x570mm

∙ 설치공간 (WⅹHⅹD) : 665x875x645mm

DW60T7065SS

∙ LED 디스플레이 / 실버&하프미러 / 도어 부착형 / 내장형 히터 / 헹굼추가기능

  예약기능 / 3중 세척필터 / 잠열배기건조 / 상하단 분리세척 / 냉수 전용 /

  표준 79분 / 수저통

삼성빌트인
식기세척기
편안한 휴식 시간을 제공하는 빌트인 식기세척기

손 설거지로 하기 힘든
75˚C 의 고온수로
식기를 깨끗하게
살균세척!

99.999% 살균하는
고온 직수 세척

 



Convection, Grill, Microwave 서라운드 입체 가열로 열원 최적 조합의
균일한 조리가 가능하며, 강한 대류로 뜨거운 공기를 고루 보내 빈틈없이
조리해주는 Convection 기능이 있습니다.

서라운드 입체요리

향균 세라믹 코팅 조리실
향균 세라믹 코팅으로 오래 사용해도 긁힘이나 변색이 없는 우수한
내구성으로 각종 세균과 곰팡이 번식을 막고 악취 발생을 예방합니다.

넉넉한 조리공간으로 음식을 더욱 골고루 노릇노릇 맛있게
조리할 수 있습니다.

36L의 실용적인 조리실

자동요리 : 40종류(바비큐 통닭 / 통삼겹살 / 통감자 / 바베큐립 /
                  스테이크 / 초코칩쿠키 / 마들렌 / 미니호떡 / 고등어구이 /
                  새우구이 / 통오징어 / 더덕구이 / 피자바게뜨 / 콘치즈 /
                  누룽지 / 은행구이 / 깻잎찜 / 단호박찜 / 달걀찜 / 로스트 비프)

∙ 제품크기 (WⅹHⅹD) : 596ⅹ460ⅹ472㎜

∙ 설치공간 (WⅹHⅹD) : 570ⅹ450ⅹ570㎜

∙ 총용량 : 36ℓ

∙ LED 디스플레이 / 버튼 & 조그 다이얼 / 상하 개폐 방식 /

  3가지 열원 / 5℃ 단위 조절 / 40℃~250℃(그릴 230℃) / 

  전자레인지 기능 / 향균 세라믹 코팅 / 발효기능 / 

  자동요리 40종류 / 잠금 기능 / 알람기능

HSB-N361B삼성빌트인
스마트오븐
요리의 완성도를 높여주는 스마트 전기오븐

※ 성능 개선과 관련법규 개정 등으로 모델명과 SPEC, 에너지소비효율등급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제품은 현장 공정에 맞추어 납품되며, 해당 모델이 제품설치 시점에 단종 등으로 납품이 어려울 경우 동급 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상기 이미지는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 이미지와는 다를 수 있습니다.



Somfy

Motorization

Curtain

솜피 전동 커튼 

1. 일체형 슬림 디자인

- 일체감을 주는 슬림형 디자인으로 모던하고 심플함

2. 강력한 저소음 DC모터

- 41dB미만의 저소음 10M 레일 15,000회 왕복 작동 테스트를 통과하여 견고함

3. 장애물 감지에 의한 정지 제어

- 동작 중 장애물을 감지할 경우 모터를 정지시킴

4. 지정위치 이동

- ‘My 기능’으로 원하는 위치로 자동으로 이동

5. 전, 수동 겸용

- 모터 내부에 전자 클러치 내장하여 전동과 수동(터치모션-자동인식)으로 모두 개폐 가능

6. 새로운 방식의 벨트 드라이브

- 폴리우레탄 재질로 겉면에 폴리에스테르 처리가 되어 있으며 금속 와이어가 내부에 들어 있어

  원단 무게에 의한 늘어남이 없다

※ 주의사항

· 스마트싱스 연동은 제품별 스펙 특징에 따라 각각 다르며, 삼성전자의 정책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 분양옵션용 솜피시스템은 스마트싱스홈이 적용된 스마트 아파트의 홈네트워크 시스템과 연결되며 지그비를 통한 연결과 와이파이를 통한  연결의 제품은 별도 구매가 필요합니다.



에어 비교하여 제거 효율을 계산함.     

          - 국제인증기관 Intertek 검증을 받은 자사 실험 결과, 실험

스팀 - 바이러스/살균 : 살균 코스 112분 기준으로 아데노, 인플루엔자, 코로나, 허피스 등 바이러스 4종 99.9 % 제거(고려대학교 시험결과) 및 대장균, 황색포도상구균 99.9 % 살균.(Intertek 인증) - 시험실 수치로 실 사용 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청정 - 미세먼지 코스 25분 기준으로 부유 미세먼지 90 % 제거.(Intertek 인증)  - 냄새 제거 : 표준 코스 기준으로 피리딘(담배) 99 % 이상, 이소발레릭애시드(땀) 99 % 이상(이상 KS 규격 지정 물질) 및 발레르알데히드(삼겹살) 99 % 이상 효율 평가.
            (Intertek 인증)  - 실험실 수치로 실 사용 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총 4단계 의류 청정으로 더 깨끗하게 관리

[1단계] 에어
제트에어와 안감케어 옷걸이로
겉부터 속까지 확실하게
먼지와 냄새를 제거해줍니다.

[2단계] 스팀
제트스팀으로 의류의 
유해세균을 살균합니다.

[3단계] 드라이
낮은 온도로 옷감 속 습기를 제거해주는 
인버터 히트펌프 저온제습 건조기술이 
옷감을 지켜주며 뽀송뽀송하게 말려줍니다.

[4단계] 청정
미세먼지 필터와 냄새분해 필터로
털어낸 먼지와 냄새까지 깨끗하게 
제거합니다.

※ 이미지는 연출 컷으로 실제 제품과 다를 수 있으며, 제품의 색상은 카탈로그 인쇄 과정으로 실제와 약간 다를 수 있습니다. 상기 기능은 해당 모델에 한하며 일부 기능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에너지소비효율 기준 변경이나 성능 개선에 따라 에너지소비효율 등급은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제트에어와 안감케어
옷걸이로 겉과 속을

리얼 케어

털어낸 먼지까지
미세먼지 필터로 제거

리얼 청정

털어낸 냄새까지
냄새 분해 필터로 제거

리얼 탈취

제트스팀으로바이러스와 유해세균까지 살균

리얼 살균

바지 무게 추로 밑단부터 허리까지 골고루

리얼 주름 관리

외부 제습 기능으로 드레스룸을 언제나 쾌적하게

리얼 공간 제습        *화이트 모델은 도어 오픈 시에만 가능

마이 클로짓으로 자동스캔과 이력관리까지

리얼 스마트

미세먼지 필터부터 냄새분해필터까지 

이것이 진정한 의류 청정

인버터 컴프레서 10년 무상보증

뛰어난 기술력으로 튼튼하게 오래, 

컴프레서 10년 무상보증으로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삼성 에어드레서
●      클래식화이트  DF60T8300W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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