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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use of TempTaTion

Chalet Gstaad
DesignstuDio: Ardesia Design / Location: Gstaad, Switzerland

그슈타드(Gstaad) 지역의 교외에 만들어진 이 아늑한 주말 주택, 샬레 그슈타드는 스위스의 현대적이며 편안한 친환경 주

택이다. 디자인 과정에서 디자이너가 추구한 것은 순수하고 깨끗한 선(Line)을 구현하는 것이었다. 밝은 빛과 뉴트럴한 컬

러를 사용해 추구했던 선을 표현했다. 과도하고 알록달록한 장식으로 자칫 유치해 보일 수 있는 스위스식 장식을 제거하고 

깔끔한 목재 패널의 자연스러운 느낌을 장식이 사라진 자리에 채웠다. 오스트리아, 덴마크 등에서 공수한 천연 목재를 사용

해 친환경적 분위기를 강조하고 목재가 가진 자연스러운 매력이 공간을 채우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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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use of TempTaTion

다양한 목재가 가진 자연스러운 매력과 함께 공간의 부드러운 분위기를 만드는 것은 욕실의 흰색 

터키 석회암과 회색으로 마감된 표면이다. 석고로 마감된 자연스러운 공간이 목재의 거친 느낌과 

더불어 공간을 자연스럽고 따듯하게 만든다. 반면 주방에는 스테인리스와 고급 석재를 함께 

사용했다. 주택을 둘러싼 자연환경과 대비되는 현대적이고 산업적인 느낌을 준다. 침실을 비롯한 

전체 공간과도 다소 다른 느낌인데 도심과 분리되어 있지만, 연계성도 가져야 한다는 생각에서 

만들어진 연출이다. 편안한 휴식을 위한 공간이지만, 요리하는 일을 거를 수는 없기 때문이다. 

거실에는 오래된 목재와 이탈리아산 석재로 만들어진 벽난로가 있고 마주 보고 있는 안락한 소파가 

있다. 따듯하고 편안한 공간을 만들기 위해 불필요한 장식을 배제하고 자연스러운 재료와 컬러를 

사용했다. 벽면과 천장, 바닥에서 소파와 커튼같은 패브릭까지 모두 자연스러운 컬러를 사용해 

편안한 환경을 강조했다. 벽에 걸린 그림조차 바랜듯한 색감을 골라 전체 공간과 통일감을 줬다. 

집안 환경에 대한 통합적인 이해와 철학을 가진 디자이너의 세심한 큐레이션으로 친환경적인 

공간과 그에 어울리는 인테리어를 완성했다. 오래된 테이블, 작은 소품 하나까지 말이다.

아르데시아 스튜디오는 런던에 기반을 둔 인테리어 디자인 스튜디오다. 레지던스 리노베이션 컨설팅을 주로 

하고 있다. 영국 실내 디자인 연구소(International Institute of Interior Design)의 회원이며 영국, 런던

뿐 아닌 이탈리아, 프랑스,   스위스, 룩셈부르크, 인도를 비롯한 여러 해외 프로젝트도 완성한 바 있다.

Chalet Gstaad by Ardesia Des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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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Tree Hotel 
       The Tree Lover 

mirror cube

dragonfly
화창한 숲 속에서 거짓말같이 아름다운 공간과 시간을 느낄 수 있는 트리 호텔(Tree Hotel)은 아직 사람의 발길이 많이 닿지 않은 스웨덴 북부

지방의 하라즈(Harads) 숲 깊은 곳에 있다. 전 세계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는 개성으로 가득한 6개의 객실은 스칸디나비아를 대표하는 최고의 

건축가들이 힘을 모아 만들어 냈다. 건물 전체가 거울로 되어 있어 마치 숲의 일부처럼 보이는 미러 큐브(Mirror Cube), 숲에 불시착한 우주선

처럼 보이는 UFO, 잠자리의 날개에서 영감을 얻은 드래곤플라이(Dragonfly), 새의 둥지 모양을 본뜬 더 버즈 네스트(the Bird’s Nest), 접근

성이 좋고 편리한 더 블루 콘(the Blue Cone), 긴 다리로 주변 나무들과 연결된 더 캐빈(the Cabin)까지 다들 각각의 개성과 특징을 갖고 지

어졌다. 객실의 아름다움뿐만 아니라 여름이면 푸른 숲과 백야를 즐길 수 있고, 겨울이면 다양한 야외 활동과 오로라를 즐길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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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코니, 
베란다 혹은 테라스

사라진 마당의 귀환

1960년대 본격적으로 한국에 아파트 문화가 

시작됐다. 전통 부엌은 싱크대가 있는 시스템 

키친으로 대체되었고 온돌은 연탄보일러로 

대체되었다. 무엇보다 온수를 마음껏 쓸 수 

있다는 점에서 아파트는 혁신적이었고, 전통 

부엌과 온돌을 완전히 대체한 시스템 키친과 

연탄보일러는 주부들에게 편리한 생활을 가

져다줬다. 지금도 마찬가지이지만 아궁이가 

있는 전통 부엌과 온돌을 그리워하는 이들은 

거의 없었다. 그런데 마당은 사정이 달랐다. 

마당에서 하던 많은 일들을 아파트에서 재현

할 수 있는 공간, 함께 모여 김치를 담거나 잔

치를 벌이는 공간, 잡다한 물건이나 장독을 

보관하는 공간, 빨래를 널거나 의자에 앉아 

햇볕을 쬘 공간이 사라져버린 것이다. 

당시 처음 만들어진 아파트는 보통 복도식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현관문 앞의 복도를 마당처럼 사용했다. 사람들은 거실

을 마루로, 현관 앞을 마당으로 생각했다. 수백 년간 이어진 생활 방식을 하루아침에 바꾸기란 쉽지 않은 일이었고, 새로운 

공간을 예전 공간의 연장으로 여겼던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생활습관이 많이 바뀌었다. 아파트에서 태어

난 새로운 세대는 더이상 거실을 마루로, 현관 앞을 마당으로 여기지 않았다. 빨래를 널거나 장독과 연탄을 보관해야 할 경

우에도 현관 앞을 이용하지 않았다. 사실 새로운 세대들이 살게 된 새로운 아파트에는 보관할 장독과 연탄도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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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관 앞 복도 대신에 아파트에서 태어난 세대가 새롭게 찾아낸 혹은 

만들어낸 공간은 베란다였다. 예전 안마당과 집 밖에서 이루어졌던 

많은 일들을 현대의 아파트에서 재현할 때, 대부분의 경우 가장 적합

한 곳이 바로 베란다였기 때문이다. 서양의 건축 양식인 베란다는 원

래 실내와 실외의 중간 지점으로 조망, 휴식, 안전 등을 위해 만들어졌

지만, 적어도 한국에서의 그 시작은 마당이나 창고에 거의 가까웠다. 

장독이나 화분, 잘 쓰지 않는 물건을 들여놓는 곳이었고 빨래를 널어

두는 곳으로 시작했기 때문이다. 장독을 떠오르게 하는 김치냉장고가 

처음 생겼을 때 가장 먼저 자리 잡은 곳도 베란다였다. 

사실 한국의 아파트에 있는 그 공간은 엄밀히 말하자면 베란다, 발코

니 또 테라스까지 무엇에도 정확히 부합하지 않는다. 원래 베란다, 발

코니, 테라스는 실내 공간이 아니라 실외 공간에 가깝다. 그 형태와 구

조에 다소 차이가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실내와 맞닿은, 실내에 가까

운 실외라고 보는 것이 적합할 것이다. 편한 의자에 앉아 여유로운 시

간을 보내거나 뜨거운 햇볕을 피해 쉴 수 있는 곳을 그 원형으로 보기 

때문이다. 한국 아파트의 베란다 혹은 발코니에서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거나 햇빛을 피해 쉬는 것이 어색한 것은 그 어디에도 정확히 부

합하지 않는 독특한 공간이기 때문이다. 실내에 가까운 실외라기보다

는 실외에 가까운 실내라고 보는 것이 더 나을지도 모르겠다. 이유와 

형태가 어떻든, 보통 아파트에 있는 공간은 발코니라 부른다. 

한동안 아파트 발코니에는 창틀이 없었다. 사전적인 의미의 발코니에 

가까웠던 셈이다. 그러다 80년대 후반 발코니에 창틀을 설치하는 것

이 유행처럼 번졌고 지금과 같은 공간이 만들어졌다. 그리고 2005년 

발코니를 거실과 침실로 확장해 사용하는 것을 인정하는 발코니 확장

공사가 합법화되었다. 거실과 외벽 사이, 침실과 외벽 사이에 있던 공

간을 온전히 거실과 침실로 사용하게 되면서 작은 평수의 아파트에서

도 넓은 공간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거실과 침실은 넓어졌지만, 예

전 마당이 하던 역할을 대신해 주었던 대안적인 공간이 사라져버렸다. 

Space environment

2010년대에 들어서 발코니를 다시 복구하려는 시도가 늘고 

있다. 발코니의 본질적인 목적에 가깝게 화단, 아이들의 놀이

터, 휴식 공간으로 발코니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늘어난 것이

다. 벽면에 책장과 수납장을 설치해 아이들을 위한 학습 공간

이나 놀이 공간으로 사용하기도 하며 테이블과 의자를 놓고 

응접실이나 미니 카페로 꾸미기도 한다. 화분을 이용해 집안

에 정원이나 텃밭을 만드는 이들도 있다. 휴식과 여유를 즐길 

수 있는 공간이라는 발코니 본연의 역할에 주목하는 이들이 

늘어난 것이다. 더불어, 발코니가 있으면 화재나 태풍 등의 재

난 시에 더 안전하다는 이유도 이런 흐름에 한몫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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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선한 과일과 야채를 갈아서 마시는 생과일 주스가 몸에 좋다는 것 그리고 맛있다는 건 누구나 잘 안다. 즉석에서 갈아 마시는 생과일 

주스는 몸도 마음도 신선하게 만들어 준다. 하지만 언제 어디서나 믹서기를 들고 다니며 과일 주스를 만들어 마실 수는 없는 일이고 

길에서 파는 과일 주스는 설탕이 너무 많을 것 같아 걱정된다. 쿠카(QOOCA)는 이런 고민에서 탄생했다. 텀블러만큼 작은 사이즈로 들고 

다니기 편하고 언제 어디서나 즉석에서 과일을 갈아 마실 수 있다. 그래서 이름도 텀블러와 블렌더를 합쳐 텀블렌더라 부른다. 가볍게 

들고 다니는 무선 믹서기라고 생각하면 쉬울 수도 있겠다. 강력한 초소형 모터로 과일, 채소는 물론 견과류도 갈 수 있어 다이어트나 건강 

도시락을 만들기에도 좋다. 또 한 가지, 간편히 충전해서 들고 다닐 수 있는 건 물론 비상시에는 외장 배터리로도 쓸 수 있다. 

Tumbler + Blender = Tumblender(www.qooca.co.kr)

₩ 89,000

쿠카 Piena Inc.

호브딩(Hovding)은 신개념 자전거 헬멧이다. 많은 자전거 헬멧이 있지만, 확실히 독특하고 심지어 안전하다. 사이클리스트, 에어백 전문가, 

수학자와 사고 및 부상 전문가들이 모여 7년의 개발 기간을 거쳐 만들었다. 바로 에어백 자전거 헬멧이다. 에어백 자전거 헬멧이라니 처음 

들어보는 개념이라 얼핏 상상이 안 된다. 풍선 같은 걸 머리에 쓰는 게 아니라 훨씬 스마트하고 아름다운 제품이다. 평상시에는 스카프처럼 

목에 두르고 다니다 사고가 발생하면 자동으로 사고를 감지하고 헬멧 형태로 부풀어 오른다. 일단 펼쳐진 헬멧은 에어 쿠션의 작용으로 

일반 헬멧에 비해 3배나 뛰어난 탁월한 충격 흡수를 자랑한다고 한다. 안전성은 이미 EU에서 인증을 받았으며 디자인과 성능을 개선한 

Hovding 2.0이라는 두 번째 제품을 출시했다. 티 나지 않는 헬멧, 안전한 헬멧을 찾는다면 멋진 선택이 될 것이다. 

Airbag For Urban cyclists(www.hovding.com)

€ 299

호브딩 Hov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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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놈들연구소(Innomdle Lab)의 시그널(Sgnl)은 손가락을 통해 전화통화를 할 수 있는 혁신적인 스마트 시곗줄이다. 애플 워치, 

삼성 기어 등의 스마트 시계는 물론 일반 시계와도 연결해 사용할 수 있다. 시계가 아니더라도 스마트 밴드처럼 액세서리로 사용할 수도 

있어 시계가 필요 없는 이들도 사용할 수 있다. 스마트 워치 없이 스마트폰만 있다면 사용할 수 있다는 말이다. 사용법은 아주 단순하다. 

전화를 받으면 손가락을 귀에 갖다 대면 된다. 손가락을 통해 통화 음성이 귀로 전달되며 손목에 있는 마이크를 통해 통화음을 전달한다. 

손가락으로 귀를 막으면 조금 더 깨끗한 소리로 통화를 할 수 있고 귀를 막지 않고 근처에 손가락을 대면 주변 소리를 놓치지 않으면서도 

통화를 할 수 있다. 무엇보다 이어폰이 필요 없으니 이어폰을 분실할 위험도 없고 주변 사람에게 통화내용이 들릴 염려도 없다.  

Touch Your Sound(www.mysgnl.com)

$ 149

시그널 Innomdle L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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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은 웨인스코팅 스타일로 여성스럽고 클래식한 느낌을 주고, 나무 천장을 그대로 남겨 옛날 주택을 떠올리게 한다. 

여기에 채광을 용이하게 하는 폴딩도어와 감각적인 조명의 사용, 그레이 컬러의 활용으로 클래식-모던 스타일을 완성했다. 

TIP. 그레이와 원목을 베이스로 한 인테리어에 컬러풀한 포인트를 두면 심플하면서도 심심하지 않은 인테리어를 완성할 수 있다. 

현관 중문에 망입유리를 사용하여 현관 입구와 

집이 트여 보이는 효과를 준다.

넓은 현관에는 손님들을 위한 벤치를 설치하였으며, 

화려한 타일과 조명으로 시선을 사로잡는다.

채광과 실내 환경을 고려한 

모던 하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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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엌: 편안한 동선을 위해 아일랜드 식탁을 두었으며, 외부 베란다를 절반가량 축소하고 실내 여유 공간을 확보해 세탁기를 설치했다.

드레스룸: 클래식한 조명이 인상적인 드레스룸은 무엇보다 수납공간에 신경을 썼는데, 오픈장을 설치해 가방이 잘 보이도록 디스플레이해 놓았다.

아이방: 두 개의 방을 연결해 사용하고 있는 아이 방은 가운데 노란 슬라이딩 도어를 기준으로 공부방과 침실로 나뉜다. 

침대는 평상형으로 아래 서랍을 수납공간으로 이용했으며, 공부방의 책상은 가로로 길게 설치해 공간을 실용적으로 사용했다. 

TIP. 물건을 걸 수 있는 타공판과 아이의 창의력을 키워주는 칠판을 설치해 실용적이고 재미있는 공간을 만들 수 있다.

침실: 독서를 많이 하는 고객을 위해 설치한 북박스는 책 읽기에 완벽하고 안락한 공간을 제공하는데,

 이때 컴퓨터 책상과 독서를 하는 공간을 확실히 분리시켜 공간 활용도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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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보일러는 1980년대까지 수입제품 위주로 더딘 성

장세를 보였다. 그러다 1980년대 말 급격히 성장하기 

시작해, 1988년에는 국내 업체 생산량이 10만대를 넘

었고 1991년에는 48만여 대에 이르렀다. 가스보일러 

확산의 가장 큰 공은 액화천연가스(LNG)의 도입과 도

시가스 보급망의 확충에 있다. 무엇보다 연탄, 기름에 

비해 사용하는 방법이 훨씬 쉬웠다. 연탄을 나르거나 기

름을 채우는 일에 비해 자동으로 공급되는 도시가스나 

가스통을 통해 배달되는 가스는 사용하기 간편하고 깔

끔했다. 때마침 불어닥친 신도시 열풍으로 아파트 공급

이 확대된 것도 가스보일러 확산의 한가지 이유다. 

1990년대와 2000년대를 지나며 가스보일러는 한국 

시장의 주류가 됐다. 석유파동을 계기로 한 정부의 가스 

사용 권장 정책도 한 이유라 할 수 있지만, 가스보일러

가 이렇게도 많이 쓰이게 된 것은 무엇보다 장점이 많기 

때문이다. 먼저 가스보일러는 작고 설치와 관리가 편리

하다. 소음과 연기가 적고 온도 조절이 쉽다는 점도 역

시 장점이다. 아파트 공급이 늘면서 아파트에 잘 어울리

는 장점들로 인해 가스보일러도 함께 성장했다. 비단 아

파트뿐만 아니라 난방이 필요한 어디에나 잘 어울리는 

장점을 가진 것이 가스보일러였다. 또 연료인 가스는 기

름과 연탄에 비해 공급과 사용이 간편하고 국제 유가 변

동에 민감한 기름에 비해 가격 경쟁력도 갖췄다. 

따듯한 보금자리를 채워온 경동나비엔   

온돌과 보일러의 만남 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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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보일러 사용이 확대되면서 국내 가스보일러 업체의 기술력도 비약적으로 발전했다. 특히 경동나비엔은 1988년 네덜란드 네피트 사로부터 기술

을 도입해 아시아 최초로 콘덴싱보일러를 생산하고 콘덴싱 기술을 한국 온돌문화에 적용하기 위해 노력하는 등 기술개발에 앞장섰다. 1998년에는 한

국형 비례제어 콘덴싱보일러를 개발해 각종 인증과 수상으로 그 기술력을 인정받기도 했다. 콘덴싱보일러는 일반보일러에 비해 열효율이 높고 유해가

스 배출이 적어 친환경적이다. 영국, 독일 등 유럽 선진국에서는 정부 차원에서 콘덴싱보일러 사용을 적극 장려하면서 일부 국가는 국민의 90%가 사

용할 정도로 일반화돼 있다. 콘덴싱보일러의 장점이 그만큼 크기 때문이다.

다음 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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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을 현실로 바꾸다, 

콘덴싱보일러의 28년

1980년대 중, 후반의 인기 영화 시리즈인 ‘백 투 더 퓨처’의 2편에서 주인

공 마티는 미래의 자녀들을 구하기 위해 30년 후의 미래로 시간 여행을 떠

난다. 그가 도착한 2015년 10월 21일에는 당시의 시선에서는 기상천외한 

것들로 가득하다. 하늘을 나는 자동차, 폐기물들을 이용한 융합에너지, 자

동으로 신발끈을 조여주는 운동화, 디지털 카메라, 홀로그램, 지문결재시

스템, 드론, 지문인식도어, 자동조명등, 스마트TV와 같은 것들이다. 그리

고 실제로 영화 속 미래로부터 1년이 지난 2016년의 겨울, 꿈만 같던 영화 

속 배경은 우리의 일상이 됐다. 스마트TV나 지문인식 시스템은 이미 우리 

생활 속 깊숙이 자리잡았으며, 디지털카메라, 드론과 같은 기기들도 우리에

게 전혀 놀랍지 않은 익숙한 기기가 됐다. 사물인터넷 기술의 발전으로 조명

뿐 아니라 많은 사물을 편리하게 원격으로 제어할 수 있으며, 신재생에너지 

역시 점차 현실화되는 추세다. 심지어 너무도 긴 시간 동안 우승을 하지 못

해 영화 속 유머 소재로 활용됐던 시카고 컵스의 우승까지 108년 만에 실현

되었을 정도다. 현실이 된 영화 속 모습처럼, 기술의 발전은 많은 상상을 현

실로 바꿔 놓았다. 그러나 우리는 너무도 익숙해 그 변화조차 인식하지 못한 

채 살아가기도 한다. 우리의 삶 속에 가까이 있지만, 크게 관심을 받지 못했

던 대상이라면 더욱 그렇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매일 아침  따뜻한 샤

워로 잠을 깨우며, 저녁의 피로를 포근히 감싸주는 콘덴싱보일러다.

‘백 투 더 퓨처2’가 개봉했던 1990년보다 2년 앞선 1988년, 대한민국이 올림픽의 열기로 뜨거웠던 그 때, 아시아에서는 최초로 

경동나비엔이 콘덴싱보일러를 개발했다. 그로부터 28년의 시간이 흐르는 동안, 나비엔 콘덴싱보일러는 조금씩 그 모습을 바꾸며 

더욱 효율적이고 친환경적으로 따뜻하고 포근한 온도를 전하는 보일러로 발전해왔다. 더 오래 쓸 수 있도록 내구성이 뛰어난 스테

인리스 열교환기를 적용했고, 언제나 같은 온도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스스로 주변의 환경을 학습해 온도를 조절하는 환수

온도제어 기능과 ASA 난방을 적용해 더욱 똑똑해졌다. 샤워 문화로의 라이프 트렌드 변화에 맞춰 ‘온수’ 중심으로 변화해 더욱 정

밀하고 풍부한 온수를 제공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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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년이라는 긴 시간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일까. 

지난해 가을, 환경부가 친환경 콘덴싱보일러의 보

급을 지원하는 사업을 내년부터 시행하겠다는 뜻

을 밝혔다. 점차 심화되는 미세먼지와 온실효과로 

인해 대기질 오염이 심화되고, 기후 변화가 심각

해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드디어 집 안 구석에서 

조용히 에너지를 아끼고, 환경 보호에 기여하던 

콘덴싱보일러가 ‘진흙 속의 가자미’가 아닌 ‘화려

한 도미’로 도약하는 전환점을 맞이한 셈이다. 

‘백 투 더 퓨처’가 그렸던 30년 후의 미래가 현실

로 완성된 것처럼, 실제 우리의 삶도 콘덴싱보일

러가 만들어진 후 28년의 시간 동안 많은 부분에

서 발전해왔다. 1992년 “아버님 댁에 보일러 놓

아 드려야겠어요.”란 광고가 국민들의 감성을 어

루만지며, 보일러의 확장을 이끌었던 시간도 있었

지만 이제는 난방비를 아끼시는 부모님 댁에 멀리

서나마 따뜻한 온기를 전해드리려 “아버님 댁에 

스마트한 원격제어 보일러를 놓아 드리는” 시대

가 된 것이다. 대한민국 콘덴싱보일러 역사 30년

을 눈 앞에 두고 있는 상황에서, 콘덴싱보일러가 

앞으로 또 어떤 변화를 가져오게 될지 기대하게 

되는 이유다.

하지만 그럴수록 오히려 보일러는 우리의 관심에서 잊혀져 갔다. 예전에는 따뜻한 물로 씻기 위해 버튼을 누르고 한참을 기다려야 했

지만, 이제는 욕실로 들어가 물을 틀기만 하면 보일러가 스스로 온수 사용을 감지해 자연스레 따뜻한 물이 나온다. 강풍이 불면 갑자

기 꺼져버리는 보일러 때문에 고생하기도 했지만, 풍량의 변화를 읽는 APS로 이제는 태풍이 불어도 문제없이 난방과 온수를 사용할 

수 있다. 최근 경주에서처럼 지진이 나더라도, 진도 7 이상에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내진동성능을 갖추고 있어 문제 없이 가동된

다. 소비자가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도록, 나비엔 콘덴싱보일러는 28년의 세월 동안 묵묵히 발전하며 더욱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을 

선물하기 위해 자신의 역할을 해왔던 것이다.

지금 이 순간에도 콘덴싱보일러의 변화는 계속되고 있다. 질소산화물을 80%나 획기적으로 낮춰 미세먼지 발생을 억제하고, 전기까

지 생산하며 가정 내 에너지를 더욱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진화했다. 작은 콘덴싱보일러 여러 대가 모여 커다란 중대형 보일러

를 대체할 수 있는 더욱 효율적인 에너지솔루션인 캐스케이드 시스템을 구축해, 상업용 시설에서도 콘덴싱보일러의 시대를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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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bal 
한국에서보다 세계에서 더 유명하다는 

나비엔 브랜드의 활약상을 살펴본다.

NPE-Standard

When it comes to water heater performance... 
it’s all about the output

The NPE-S 
condensing tankless 
water heaters are 
so efficient that 
they outperform 
much larger capacity 
non-condensing 
competitors. 
More output for 
the money, lower 
installation costs and 
lower operating costs 
for customers makes 
it a smart choice.

Cascade up to 16 units

With Navien cascading technology, when 
a unit gets up to 80% capacity the next unit 
will turn on to help meet requirements. This 
flow and demand ratio will continue until all 
16 units are generating hot water as needed. 
The Navien cascading system also balances 
out the workload of each unit for longer life.

Common vent up to 16 units

Building penetrations are reduced with 
Navien’s common venting feature.

Contractors recommend 
Navien for its stainless steel 
heat exchanger. “It will last 
a lot longer than copper 
heat exchangers on other 
tankless units.”

J. Richards

Brian Palm, Director of 
Sustainability and an 
environmental science teacher 
said, “Our tank system was more 
than 10 years old and from an 
efficiency perspective, we had 
some potential for savings.” 
He calculates the new Navien 
system will save the school 
$20,000 a year.

World-class quality

The global leader in 
energy efficient technology
KD Navien was an early leader in developing condensing technology 
for boilers and water heaters. Condensing technology maximizes 
energy savings by capturing additional heat from the flue gases. As a result, 
energy consumption and greenhouse gases are significantly reduced.

Easy to sell, easy to install
Cuts installation time in half
Thanks to using ½" gas pipe and 2" PVC venting, you can install a Navien 
tankless water heater in about half the time as competitive tankless heaters. 

Fewer callbacks, longer life, faster heating
Navien was first to offer dual stainless steel heat exchangers, rather than 
copper, which extends the life of the unit by resisting corrosion.

Energy Star highest rated gas water heater
The NPE is the most energy efficient* tankless water heater in the industry. 
Our condensing technology delivers performance up to 0.97 UEF/0.99 EF.

*EPA Energy Star Directory.

T H E  L E A D E R  I N  C O N D E N S I N G  T E C H N O L O G Y

The Leader in Condensing Technology

T H E  L E A D E R  I N  C O N D E N S I N G  T E C H N O L O G Y

NPE-A and NPE-S 
Condensing Tankless 
Water Heaters

Navien makes 
it easy to 
go tankless in 
residential and 
commercial 
applications.

New NaviLink Wi-Fi remote 
control system...Now available 
as an add-on accessory.

The Leader in Condensing Technology

W E  M A K E  I T  E A S Y  T O  G O  T A N K L E S S

NPE-A
Advanced water 
heater with exclusive  

 
technology (built‑in 
buffer tank and 
recirculating pump).

NPE-S
Tankless water 
heater featuring 
the industry’s 
highest rated 
energy efficiency 
of 0.99EF.

NCB
The first residential 
combi‑boiler strong 
enough to support 
whole house heating 
and domestic hot 
water supply.

Making the world more 
comfortable every day
Navien leads the industry in condensing technology with 
high efficiency tankless water heaters and combi‑boilers.

Navien not only keeps customers comfortable with an endless 
supply of heating and DHW. We also help keep contractors 
comfortable with easier and faster installations, convenient, lower 
cost PVC venting options, ½" gas connections and a strong 
warranty. Plus the ultimate in comfort for everyone — reliability.

Discover how Navien can make your world more 
comfortable for retrofit, commercial or new construction 
at Naviena.com.

The Leader in Condensing Technology

NPE-Advanced

Our advanced 
high efficiency 
condensing tankless 
water heater 
technology with the 
only internal pump 
and buffer tank

Exclusive built-in 
recirculation system 
included on all 
NPE-A models
Navien ComfortFlow® is the first and only system 
that incorporates a built-in insulated buffer tank and 
recirculation pump. The buffer tank eliminates the 
“cold water sandwich” effect and issues of minimum 
flow rates commonly found in other tankless water 
heaters. The recirculation pump saves on water 
bills by reducing the time to get hot water. When 
activated, the optional ComfortFlow mode results 
in additional energy usage.

ComfortFlo

0.97E
F

UP TO

0.96
UP TO

U
E
F

2”PVC 60 FT

VENTING
UP TO

GAS 24 FT
1
2

CAPABILITY
UP TO

CASCADE16
UP TO

UNITS

T H E  L E A D E R  I N  C O N D E N S I N G  T E C H N O L O G Y

NPE-Standard

Our standard 
ultra condensing 
tankless 
technology with 
the industry’s 
top rated unit for 
energy efficiency

NPE-A and NPE-S series facts
Temperature rise

Temp 
rise 
(°F)

NEW 
150S 
GPM

180 
series 
GPM

210 
series 
GPM

240 
series 
GPM

30 6.8 8.4 10.1 11.1

35 6.8 8.4 10.1 11.1

40 5.9 7.3 8.7 9.7

45 5.2 6.5 7.8 8.6

50 4.7 5.8 7.0 7.8

55 4.3 5.3 6.3 7.1

60 3.9 4.9 5.8 6.5

65 3.6 4.5 5.4 6.0

70 3.4 4.2 5.0 5.5

75 3.1 3.9 4.7 5.2

80 2.9 3.6 4.4 4.8

85 2.8 3.4 4.1 4.6

90 2.6 3.2 3.9 4.3

100 2.4 2.9 3.5 3.9

110 2.1 2.6 3.2 3.5

120 2.0 2.4 2.9 3.2

130 1.8 2.2 2.7 3.0

140 1.7 2.1 2.5 2.8

DHW capacity

Models Natural gas 
(BTU/H)

Propane gas 
(BTU/H)

NEW NPE-150S 18,000–120,000 18,000–120,000

NPE-180 A/S series 15,000–150,000 15,000–150,000

NPE-210 A/S series 19,900–180,000 19,900–180,000

NPE-240 A/S series 19,900–199,900 19,900–199,900

Operating cost

Navien tankless 151 therms  $165*

Other tankless 183 therms  $200*

Standard tank 250 therms  $272*

* Based on Energy Guide cost estimates using 
$1.09 per therm of natural gas.

Lower HERS home index score

Warranty

Application Labor Parts Heat 
exchanger

Residential

Standard or 
controlled 
recirculation

1 year 5 years 15 years

Uncontrolled 
recirculation 1 year 3 years 5 years

Commercial 
or Combi*

Standard or 
controlled 
recirculation

1 year 5 years 8 years

Uncontrolled 
recirculation 1 year 3 years 3 years

* Combi refers to a combination potable water and space 
heating application. Water heaters cannot be used in 
space heating only applications.

For complete details please refer to the full warranty 
at Navien.com.

U.S. Green Building Council 
LEED Points

Water heater Location Recirculation

1 Point 2 Points 3 Points

The Leader in Condensing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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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vien NHB condensing boilers
More efficient heating, less 
wasted space, happy customers

Compact space saving design — up to 80% less 
space than traditional boilers at 17.3"W x 24"H x 13"D

High efficiency for residential and commercial — 
95.0% efficient, earning Energy Star’s Most Efficient rating 
for 2015 and 2016

Up to 15:1 TDR advantage — larger turn down ratios 
mean more efficient operation by reducing short cycling

Dual stainless steel heat exchangers — resist 
corrosion providing longer life

Custom programming — 30+ custom settings to 
fine tune comfort throughout the house

Easy installation — wall hung unit only weighs 80 lbs., 
easier for one person installation

Four sizes — 55, 80, 110, 150 BTU/H

Learn more at BoilersMadeSmart.com or Navien.com

smaller.
smar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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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erica’s biggest 
selling boiler has 
arrived in the UK*.

In 2008 KD Navien “The Global leader in condensing technology” entered the American market. 

It took just 5 years to become the best selling product.* Why? It could be the build quality of our 

product or it could be the continuous drive for innovation, although judging from the number 

of awards we believe it’s the reliability, service and above all excellent value for money which 

impresses. We are now in the UK aiming to extend this success by looking to work with installers 

promoting the same high values. To find out more visit www.navienuk.com or give Navien a call 

on 0844 332 2323.

*Navien is the best selling brand for wall hung gas condensing boilers in the US. Source: B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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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우산 어린이재단과 행복온도나눔 전달식 열어

경동나비엔이 지난 12월 29일, 초록우산 어린이재단과 함께 행복온도나

눔 전달식을 갖고 서울지역 22개 복지관에 ‘나비엔 메이트’ 450대를 기

부했다. 이번 행사는 본격적인 겨울 추위에 어려움을 겪을 저소득층 아이

들이 난방비 부담 없이 따뜻한 겨울을 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마련됐다. 

나비엔 메이트는 육아제품으로 인기를 끌 정도로 정확한 온도제어로 저온

화상을 예방할 뿐 아니라, 친환경 소재인 실리콘을 매트의 호스 등에 채택

하고, 100% 순면 커버를 적용하는 등 성장기 아이들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다.

2016 대한민국 에너지대전 참가

경동나비엔이 지난 11월 8일부터 4일간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최하고 

한국에너지공단이 주관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에너지 전시회인 ‘2016 

대한민국 에너지대전’에 참가했다. 경동나비엔은 ‘보일러를 넘어

(Beyond Boiler)’를 콘셉트로 보일러 존, TAC 존, 온수매트 존 등 6개 

테마별 부스를 구성하여, 보일러 산업의 현재와 미래 기술력을 선보이는 

동시에 온수매트를 시작으로 B2C 기업으로 확장해 나가고자 준비하고 

있는 다양한 에너지솔루션들을 함께 선보였다.

국내 최소형 스테인리스 가스온수기 NGW550 출시

경동나비엔이 북미를 사로잡은 세계적인 온수기 기술력을 국내에도 선보인

다. NGW550은 경동나비엔의 세계적인 온수제어 기술력을 바탕으로 탁월

한 온수 품질을 선사하는 “명품 온수기”다. 일반적으로 온수기는 사용 중 유

량의 변화가 생기면 온수 온도도 갑작스럽게 변해 불편을 겪을 수밖에 없지

만, 스마트 온도제어 밸브가 적용된 경동나비엔의 NGW550은 온수기에서 

나오는 물의 온도를 순간적으로 판단해 뜨거울 경우 찬물을 섞는 방식으로 

일정한 온도를 유지한다. 추운 날씨는 물론, 무더운 여름에도 원하는 온도

를 정확히 구현하는 탁월한 불꽃 크기 제어 기술력도 적용됐다. NGW550

은 100%부터 14%까지 필요한 열량에 따라 불꽃이 자동으로 조절되기 때

문에, 추위를 녹이는 따뜻한 온수부터 상쾌함을 더하는 쾌적한 미온수까지 

0.5℃ 단위로 소비자가 원하는 온도로 설정할 수 있다. 스테인리스 열교환

기를 적용해 내구성도 높였다. 스테인리스는 기존에 열교환기의 소재로 많

이 사용됐던 동보다 평균 3.8~4.5배 침식에 강한 탁월한 내구성을 가지고 

있으며 부식에도 강하기 때문에, 친환경 고효율 에너지기기인 콘덴싱보일러의 열교환기로 주목 받고 있다. 또한 국내 최소형 사이즈, 

사무실 환경보다 낮은 소음, APS 적용 등으로 탁월한 편의성과 높은 안정성도 강점으로 갖췄다.

‘한국산업의 고객만족도(KCSI)’ 3년 연속 수상

국내에서 가장 역사가 깊고 공신력 있는 고객만족도 지표로 평가되는 한

국산업의 고객만족도(KCSI) 조사에서 경동나비엔이 ‘콘덴싱보일러’로 

대표되는 친환경 고효율 에너지기기의 기술력과, 고객을 중심으로 하는 

체계적인 서비스 시스템을 인정받아 가정용보일러 부문 3년 연속 1위를 

차지했다. 경동나비엔은 국내 매출 1위, 업계 수출 1위의 명실상부한 국

가대표 1등 브랜드로, 소비자 편의성을 크게 높인 제품을 잇달아 선보이

며 고객만족을 위한 기술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

경동나비엔이 혹한의 땅 러시아에서 업계 최초로 '러시아 국민 브랜드'에 선

정되며 최고의 브랜드임을 입증했다. 러시아 국민브랜드 조직위원회와 러시

아연방 상공회의소가 주관하는 ‘러시아 국민 브랜드’는 러시아 내에서 가장 

인지도가 높고, 최고의 품질을 갖춘 제품에 수여되는 러시아 최고 권위의 시

상이다. 경동나비엔은 올해 신설된 가정용 가스보일러 부문에서 첫 수상자

로 이름을 올렸다. 전통적으로 유럽 브랜드에 대한 선호가 강한 러시아 시장

에서, 다양한 글로벌 기업들을 제치고 보일러 기업으로는 최초로 러시아 국

민 브랜드에 선정된 것이다. 전체 산업으로 범위를 넓히더라도 국내 기업으

로는 삼성, LG에 이어 세 번째로 거둔 쾌거다. 러시아 시장에서 경동나비엔

은 2011년 이후 꾸준히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 후발 주자라는 불리함을 딛고 기술력을 무기로 이뤄낸 성과다. 현지 언론에서도 “경동

나비엔의 제품은 러시아의 불안정한 전압과 혹독한 추위, 강한 바람에도 문제없이 작동하는 보일러다.” 라고 평가했다. 러시아 최대 규

모의 난방기기 전시회인 “Aqua-Therm” 전시회에서 2년 연속으로 최우수 참가업체로 선정되며 시장 내 영향력을 확인한 바 있는 러

시아법인은 올해도 CIS 지역으로 유통망을 확장하며 성장세를 이어갈 계획이다.

경동나비엔, 보일러 최초 ‘러시아 국민브랜드’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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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 늘푸른, ‘제13회 대한민국 환경조경대전’ 열어

제13회 대한민국 환경조경대전이 11월 9일 시상식을 시작으로 15일까

지 작품전을 열었다. 국내 최대 규모, 최고 권위의 조경 작품 공모전인 대

한민국 환경조경대전은 올해 ‘기후변화와 조경의 역할’을 주제로 모두 

27작품을 수상작으로 선정했으며, 동아대 이민근 학생 외 3인이 공동 

출품한 ‘소막사마을, 하모니카에 바람 불어넣기’와 정민수 학생 외 4인

이 출품한 ‘BACT TO THE FUTURE’이 각각 최고 대상인 국토교통부

장관상의 영예를 안았다.

행복나눔 김장 나누기 행사 실시

지난 11월 12일, 경동나비엔이 지역사회 나눔 문화 실천을 위해 '행복

나눔 김장나누기' 행사를 실시했다. 이번 김장은 경동나비엔 생산본부

에서 마련한 직원 가족초청 행사 중의 한 순서로, 직원들간의 화합 도모

와 함께 지역사회 나눔 문화 확산에 기여하고자 마련되었다. 이날 경동

나비엔 생산본부 직원 가족들이 함께 만든 김장김치 36박스는 평택시 

서탄면사무소를 통해 관내 독거노인 등 소외된 이웃들에게 전달되었다.

콘덴싱보일러 친환경성 알리는 TV CF ‘아이들’편 추가 On-Air

경동나비엔이 11월 1일부터 미세먼지를 줄이는 콘덴싱보일러의 친환경

성을 알리는 새로운 TV CF “아이들”편을 추가로 온에어했다. 미세먼지

가 심화되는 11월에 맞춰 공개된 이번 CF는 미세먼지의 주요 원인인 질

소산화물(NOx) 배출량을 79% 감소시키는 콘덴싱보일러를 통해 미세

먼지 걱정 없이 마스크를 벗고 즐겁게 춤을 추는 아이들의 발랄한 모습을 

보여 주면서 자연스레 친환경 가치 소비에 대한 공감을 이끌어낸다.

경동기자단, 사랑의 빵 나눔 봉사활동 진행

경동기자단 6기가 지난 12월 2일, 제빵 봉사활동으로 발대식으로 열고 

활동을 시작했다. 서울 구로구 개봉동에 위치한 대한적십자사 희망나눔

봉사센터에서 진행된 이번 봉사활동은 경동기자단 및 경동 4개사 직원 

20여 명이 반죽부터 포장까지 제빵 전 과정에 참여했다. 이날 만들어진 

호두파운드케이크와 소시지빵 등은 대한적십자사를 통해 인근 저소득층 

가구들에 전달되었다. 경동기자단은 경동 4개사 구성원들 가운데 사업장 

및 본부별로 선발된 기자들이 사내 커뮤니케이션 활성화를 위해 앞장서

는 역할을 맡고 있으며, 올해로 6기를 맞았다.

2016 사물인터넷 국제전시회에서 Home IoT의 미래 방향성 제시

경동원 네트웍사업부가 지난 10월 12일(수)부터 14일(금)까지 서울 코

엑스에서 열린 ‘2016 사물인터넷 국제전시회’에 참가했다. ‘2016 사물인

터넷 국제전시회’는 미래창조과학부가 주최하고, 한국사물인터넷협회가 

주관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IoT 전시회이다. 경동원은 이번 전시회에서 뛰

어난 IoT 기술을 적용한 통합 솔루션을 선보이며, 홈 IoT의 미래 방향성을 

제시했다. 소비자 라이프 스타일에 최적화된 에너지 솔루션을 제공하며 

IoT 시장에서 위상을 과시하고 있는 경동원은 앞으로도 관련 전시회에 적

극 참가하며 기술력을 선보일 계획이다.

초고효율 마이크로포러스 보온재 FLEXTHERM, 신기술(NET) 인증 획득

지난 11월, 경동원 세라텍사업부가 초고효율 마이크로포러스 보온재 

FLEXTHERM으로 신기술(NET) 인증을 획득했다. FLEXTHERM은 

열전도율이 매우 우수한 고효율의 마이크로포러스 소재를 격자 누빔

(Quilt) 방식의 담요와 유사한 형태로 제조한 신개념 보온재로, 꿈의 단

열재로 알려진 에어로젤보다 2배 정도 성능이 우수하며 고온으로 올라

갈수록 타 보온재 대비 더욱 우수한 성능을 발휘한다. 또한 두께가 얇아 

협소한 부위에 시공이 용이하고 형상이 유연하기 때문에 시공이 편리하

며 탈부착이 필요한 부위에 쉽게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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