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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PRA La Nordica Florian DuraTech

Wood Stove - Poêle à bois - Stufe a Legna - Kaminöfen
Fireplace - Cheminée - Caminetti - Kamin
Chimney System

거실의 아름다움을 창조하는 기업

수프라 벽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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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2 완전 연소 시스템

2011
세라믹과 스텐레스로
이루어진 이중 디플렉터
2차 연소

SC2 완전 연소 시스템이란 SUPRA사가 심혈을 기울여 개발한 완전 연소 체계를 말합
니다.
1. 하단의 공기 주입구를 통한 1차 산소 유입 및 1차 연소
2. 클린 윈도우 시스템에 의한 2차 산소 유입
3. 이중 연소에 의한 3차 산소 유입 및 2차 연소 → 완전 연소

배기 가스
외부 공기 유입

3

수프라의 특수한 스텐 세라믹 디플렉터 상부에서 1차로 타고 남은 배기 가스가 재차 완
전 연소됨으로써 배기 가스 속의 검댕, 분진, 카본 모노사이드, 하이드로 카본 등의 불순
물을 거의 대부분 없애 버립니다.

SC2 시스템 벽난로는 장작불이 정상적인 연소 상태에 도달하면 굴뚝에서 연기 대신에
뜨거운 공기만이 아지랑이 피어나 듯 나오는 것이 육안으로 확인됩니다.

SC2 완전 연소 시스템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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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년 역사의 SUPRA

클린윈도우
공기 유입

1. 연소 시간 연장 → 10시간 연속 연소

프랑스 SUPRA사는 프랑스 Obernai에 총 규모 35,000㎡ 의

2. 연소 상태 최적화 → 유연하고 부드러운 불꽃 모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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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난방효율을 높여 장작 소모량을 획기적으로 절감

본사 공장을 갖춘 프랑스 최대의 벽난로 전문 회사입니다.

4. 연통 내부에 검댕이 끼는 것을 극소화

SUPRA사는 1878년 창립 이래로 내화 벽돌 벽난로 밖에 없

5. 유리면에 그을음이 끼는 것을 방지

1차 연소

던 시절 세계 최초로 매립형 철제 화구 박스를 개발한 것을

6. 불완전 연소 연기로 인한 주변 환경 오염 방지

비롯, 세계 최초로 유리에 그을음이 끼지 않게 하는 클린 윈
도우 시스템을 개발하였고, SC2 완전연소 시스템과, 최근에
는 FSU 최적화 시스템을 개발, 상용화에 이른 유럽의 대표
적인 벽난로 전문 회사입니다.
SUPRA사는 유럽 전역 및 전 세계 38개국에 판매망을 갖고
있고, 프랑스 내에 자 회사인 Richard Le Droff가 있습니다.

데워진 공기

OVER 135 YEARS OF EXPERIENCE DEDICATED TO YOUR COMFORT…
Created in 1878, SUPRA SA specialises in designing and selling heating appliances. SUPRA SA offers a complete range of products that have
enabled the company to position itself as one of the major players in thermal comfort for the domestic as well as the professional marke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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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클린 윈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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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공기 주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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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공기 주입

4

4차 공기 주입

1

TECHNOLOGIE

2
3

4

차가운 공기

FSU 최적화 시스템
프랑스 SUPRA 사가 최근에 개발한 FSU 최적화 시스템은 연소에 필요한 산소를 4 방향으로 입체적으
로 주입시켜 줌으로써 연소 상태를 최적화, 불꽃 모양을 사납지 않고 은은하고 아름답게 만들어줍니다.
FSU 시스템은 화실 내부의 연소 상태를 최적화 시켜 줌으로 유리문 뿐만 아니라 화실 내부도 항상 깨
끗한 상태로 유지시켜 주며, 연소후 타고 남은 재를 극소화시키고, 장작 소모량을 획기적으로 절감시켜
줍니다.

FSU 불꽃 모습

프랑스 Obernai 본사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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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방
능력

75 m2
200 m2

난방
능력

일반거실
밀폐된 공간

Gotham (고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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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m2 일반거실
200 m2 밀폐된 공간

Canato (카나토)

제조원 : SUPRA
원산지 : Made in France
크기 : 510(W) x 1170(H) x 445(D) mm
무게 : 160 Kg
정상화력 : 14 kW
난방 면적 : 23 - 60 평

제조원:SUPRA
원산지:Madein France
크기:510(W)x1250(H)x450(D)mm
무게:160Kg
정상화력:14kW
난방면적:23-60평

복사열 방식 수직형 주물 벽난로
화실 내부 이중 주물판 장착, 이중 주물 구조
10시간 연속 연소, 클린 윈도우
가정용 벽난로 초유의 14 kW 화력 강력 난방
뒷면 방열판 장착으로 벽난로 뒷벽 석재시공 불필요
뒷면 안전 거리 35Cm, 옆면 안전 거리 65Cm

보르도 타입 디자인의 120° 좌우 회전 기능 복사열 주물 벽난로
화실 내부 이중 주물판 장착, 이중 주물 구조
10시간 연속 연소, 클린 윈도우
가정용 벽난로 초유의 14 kW 화력 강력 난방
뒷면 방열판 장착으로 벽난로 뒷벽 석재시공 불필요
뒷면 안전 거리 35Cm, 옆면 안전 거리 65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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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방
능력

75 m2
200 m2

일반거실

난방
능력

밀폐된 공간

Tomera (토메라)

제조원 : SUPRA
원산지 : Made in France
크기 : 510(W) x 1220(H) x 450(D) mm
무게 : 163 Kg
정상화력 : 14 kW
난방 면적 : 23 - 60 평
복사열 방식 수직형 주물 벽난로
화실 내부 이중 주물판 장착, 이중 주물 구조
10시간 연속 연소, 클린 윈도우
가정용 벽난로 초유의 14 kW 화력 강력 난방
뒷면 방열판 장착으로 벽난로 뒷벽 석재시공 불필요
뒷면 안전 거리 35Cm, 옆면 안전 거리 65Cm

55 m2
150 m2

일반거실
밀폐된 공간

Ulysse (율리시스)

제조원 : SUPRA
원산지 : Made in France
크기 : 480(W) x 1160(H) x 480(D) mm
무게 : 160 Kg
정상화력 : 10 kW
난방 면적 : 17- 45 평
유니크하고 세련된 디자인의 복사열 방식 수직형 주물 벽난로
화실 내부 이중 주물판 장착, 이중 주물 구조
이중 연소, 10초 초고속 점화 기능
10시간 연속 연소, 클린 윈도우
뒷면 방열판 장착으로 벽난로 뒷벽 석재시공 불필요
뒷면 안전 거리 40Cm, 옆면 안전 거리 65Cm

9

10

난방
능력

40 m2
105 m2

난방
능력

일반거실
밀폐된 공간

Lytham Twist

(리담 트위스트)

일반거실
밀폐된 공간

Wido (위도)

제조원 : SUPRA
원산지 : Made in France
크기 : 410(W) x 1020(H) x 383(D) mm
무게 : 148 Kg
정상화력 : 7 kW
난방 면적 : 12 - 32 평
배기구 : 120Ø
보르도 타입 디자인의 복사열 주물 벽난로
화실 내부 이중 주물판 장착, 이중 주물 구조
클린 윈도우 조절 기능
뒷면 방열판 장착으로 벽난로 뒷벽 석재시공 불필요
120° 좌우 회전
뒷면 안전 거리 35Cm, 옆면 안전 거리 65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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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m2
105 m2

제조원 : SUPRA
원산지 : Made in France
크기 : 410(W) x 880(H) x 340(D) mm
무게 : 130 Kg
정상화력 : 7 kW
난방 면적 : 12 - 32 평
배기구 : 120Ø
복사열 수직형 주물 벽난로
화실 내부 이중 주물판 장착, 이중 주물 구조
클린 윈도우 조절 기능
뒷면 방열판 장착으로 벽난로 뒷벽 석재시공 불필요
뒷면 안전 거리 35Cm, 옆면 안전 거리 65Cm
하부 장작 보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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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방
능력

55 m2
150 m2

난방
능력

일반거실
밀폐된 공간

일반거실
밀폐된 공간

Persee Lift (퍼시리프트)

Persee (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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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m2
150 m2

제조원 : SUPRA
원산지 : Made in France
크기 : 700(W) x 830(H) x 430(D) mm
무게 : 156 Kg
정상화력 : 10 kW
난방 면적 : 17 - 45 평

제조원 : SUPRA
원산지 : Made in France
크기 : 700(W) x 800(H) x 430(D) mm
무게 : 156 Kg
정상화력 : 10 kW
난방 면적 : 17 - 45 평

곡면 유리 주물 벽난로
10시간 연속 연소, 이중 연소
2중 도어 잠금 장치, 클린 윈도우 조절 레버
뒷면 방열판 장착으로 벽난로 뒷벽 석재시공 불필요
뒷면 안전 거리 30Cm, 옆면 안전 거리 45Cm

보르도 타입 곡면 유리 주물 벽난로
10시간 연속 연소, 이중 연소
2중 도어 잠금 장치, 클린 윈도우 조절 레버
뒷면 방열판 장착으로 벽난로 뒷벽 석재시공 불필요
뒷면 안전 거리 30Cm, 옆면 안전 거리 45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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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방
능력

55 m2 일반거실
150 m2 밀폐된 공간

난방
능력

Ramses (람세스)

일반거실
밀폐된 공간

Titan (타이탄)

제조원 : SUPRA

정상화력 : 10kW
난방 면적 : 17 - 45 평

제조원 : SUPRA
원산지 : Made in France
크기 : 690(W) x 815(H) x 420(D) mm
무게 : 150 Kg
정상화력 : 10kW
난방 면적 : 17 - 45 평

복사열 방식 수직형 주물 벽난로
화실 내부 이중 주물판 장착, 이중 주물 구조
10시간 연속 연소
클린 윈도우 조절 레버 부착으로 최장 시간 연소 조절 가능
뒷면 방열판 장착으로 벽난로 뒷벽 석재시공 불필요
뒷면 안전 거리 35Cm, 옆면 안전 거리 60Cm

보르도 타입 복사열 방식 주물 벽난로
화실 내부 이중 주물판 장착, 3중 주물 구조
이중 연소, 10시간 연속 연소
클린 윈도우 조절 레버 부착으로 최장 시간 연소 조절 가능
뒷면 방열 주물 구조
뒷면 안전 거리 45Cm, 옆면 안전 거리 65Cm

원산지 : Made in France
크기 : 480(W) x 990(H) x 465(D) mm
무게 : 160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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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m2
150 m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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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방
능력

55 m2
150 m2

일반거실
밀폐된 공간

Alsace 3 (알사스 3)

난방
능력

55 m2
150 m2

일반거실
밀폐된 공간

Selestat 2 (쎌레스타 2)

제조원 : SUPRA
원산지 : Made in France
크기 : 740(W) x 960(H) x 440(D) mm
무게 : 144Kg
정상화력 : 10 kW
난방 면적 : 17 - 45 평
SC2 시스템에 의한 완전 연소 실현
10 시간 연속 연소, 이중 연소
가열 공기 3차 공급으로 최적의 연소 상태 유지
주물 4중 열순환 구조, 클린 윈도우 시스템
화려한 꽃잎이 부조된 주물 도어 프레임, 주물 화실
뒷면, 옆면 안전 거리 30Cm, 뒷벽 단열 석재 시공 불필요

제조원 : SUPRA
원산지 : Made in France
크기 : 740(W) x 750(H) x 440(D) mm
무게 : 125Kg
정상화력 : 10 kW
난방 면적 : 17 - 45 평
SC2 시스템에 의한 완전 연소 실현
10 시간 연속 연소, 이중 연소
가열 공기 3차 공급으로 최적의 연소 상태 유지
주물 4중 열순환 구조, 클린 윈도우 시스템
화려한 꽃잎이 부조된 주물 도어 프레임, 주물 화실
뒷면, 옆면 안전 거리 30Cm, 뒷벽 단열 석재 시공 불필요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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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방
능력

50 m2
135 m2

일반거실
밀폐된 공간

Vercors 2 (베르코스 2)

제조원 : SUPRA
원산지 : Made in France
크기 : 740(W) x 800(H) x 440(D) mm
무게 : 200Kg
정상화력 : 9 kW
난방 면적 : 15 - 41 평
주물 복사열 벽난로
화실 내부 이중 주물 구조, 주물판 장착
연소중에 장작을 넣을 수 있는 이중 사이드 도어
10 시간 연속 연소, 이중 연소
가열 공기 3차 공급으로 최적의 연소 상태 유지
뒷면 안전 거리 45Cm, 옆면 안전 거리 60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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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방
능력

55 m2
150 m2

일반거실
밀폐된 공간

Ceres (세레스)

제조원 : SUPRA
원산지 : Made in France
크기 : 725(W) x 840(H) x 440(D) mm
무게 : 185 Kg
정상화력 : 10 kW
난방 면적 : 17 - 45 평
배기구 : 180Ø
주물 본체 3중 구조 주물 벽난로
외부 표면에 광택 내열 에나멜 도장
대형 글라스 도어, 대형 화실
10 시간 연속 연소, 이중 연소
자동 댐퍼(automatic by-pass valve) 내장
클린 윈도우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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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방
능력

55 m2
150 m2

난방
능력

일반거실
밀폐된 공간

Denver 1 (덴버1)

55 m2
150 m2

일반거실
밀폐된 공간

Boston2 (보스톤2)

Grey
Black

제조원 : SUPRA
원산지 : Made in France
크기 : 710(W) x 940(H) x 440(D) mm
무게 : 144 Kg
정상화력 : 10 kW
난방 면적 : 17 - 45 평

제조원 : SUPRA
원산지 : Made in France
크기 : 775(W) x 934(H) x 440(D) mm
무게 : 144 Kg
정상화력 : 10 kW
난방 면적 : 17 - 45 평
SC2 시스템에 의한 완전 연소 실현
10 시간 연속 연소, 이중 연소
가열 공기 3차 공급으로 최적의 연소 상태 유지
주물 화실 4중 열순환 구조, 클린 윈도우 시스템
스크린 룩 글라스 도어
뒷면, 옆면 안전 거리 30Cm, 뒷벽 단열 석재 시공 불필요

21

SC2 시스템에 의한 완전 연소 실현
10 시간 연속 연소, 이중 연소
가열 공기 3차 공급으로 최적의 연소 상태 유지
주물 화실 4중 열순환 구조, 클린 윈도우 시스템
주물 도어 프레임
뒷면, 옆면 안전 거리 30Cm, 뒷벽 단열 석재 시공 불필요

Burgundy

Ivory

22

난방
능력

50 m2
135 m2

난방
능력

일반거실
밀폐된 공간

50 m2
135 m2

일반거실
밀폐된 공간

Basalte (바잘트)

Watson (왓슨)

Black

Burgundy

Bl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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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rgundy

제조원 : SUPRA
원산지 : Made in France
크기 : 760(W) x 956(H) x 484(D) mm
무게 : 144 Kg
정상화력 : 9 kW
난방 면적 : 15 - 41 평

제조원 : SUPRA
원산지 : Made in France
크기 : 760(W) x 841(H) x 484(D) mm
무게 : 130Kg
정상화력 : 9 kW
난방 면적 : 15 - 41 평

10 시간 연속 연소, 이중 연소
가열 공기 3차 공급으로 최적의 연소 상태 유지
주물 화실 4중 열순환 구조, 클린 윈도우 시스템
주물 도어 프레임
이중 세라믹 디플렉터
뒷면, 옆면 안전 거리 30Cm, 뒷벽 단열 석재 시공 불필요

10 시간 연속 연소, 이중 연소
가열 공기 3차 공급으로 최적의 연소 상태 유지
주물 화실 4중 열순환 구조, 클린 윈도우 시스템
주물 도어 프레임
이중 세라믹 디플렉터
뒷면, 옆면 안전 거리 30Cm, 뒷벽 단열 석재 시공 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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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방
능력

35 m2
90 m2

난방
능력

일반거실
밀폐된 공간

35 m2
90 m2

일반거실
밀폐된 공간

Kylios (킬리오스)

Topaze (토파즈)

Black

제조원 : Richard Le Droff
원산지 : Made in France
크기 : 470(W) x 1205(H) x 470(D) mm
무게 : 110Kg
정상화력 : 6 kW
난방 면적 : 11 - 27 평
곡면 유리, 전면 전체 개방 도어 프레임
가열 공기 3차 공급으로 최적의 연소 상태 유지
이중 연소, 클린 윈도우 시스템
Richard Le Droff 의 Salamander 문양이 새겨진 화실 내부 세라믹 인테리어
외부 엠보싱 도장
뒷면 옆면 안전 거리 30Cm, 뒷벽 석재시공 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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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rdeaux

제조원 : Richard Le Droff
원산지 : Made in France
크기 : 470(W) x 1280(H) x 470(D) mm
무게 : 110Kg
정상화력 : 6 kW
난방 면적 : 11 - 27 평
3면 개방형 곡면 유리 수직형 벽난로
가열 공기 3차 공급으로 최적의 연소 상태 유지
이중 연소, 클린 윈도우 시스템
Richard Le Droff 의 Salamander 문양이 새겨진 화실 내부 세라믹 인테리어
외부 엠보싱 도장
뒷면 옆면 안전 거리 30Cm, 뒷벽 석재시공 불필요
26

난방
능력

30 m2
75 m2

난방
능력

일반거실
밀폐된 공간

Ysios (이시오스)

45 m2
120 m2

일반거실
밀폐된 공간

Quattro (콰트로)

Grey
Black

제조원 : SUPRA
원산지 : Made in France
크기 : 410(W) x 1260(H) x 410(D) mm
무게 : 139 Kg
정상화력 : 8 kW
난방 면적 : 14 - 36 평

제조원 : Richard Le Droff
원산지 : Made in France
크기 : 525(W) x 1495(H) x 525(D) mm
무게 : 220Kg
정상화력 : 5 kW
난방 면적 : 9 - 23 평
곡면 유리, 스크린 룩
가열 공기 3차 공급으로 최적의 연소 상태 유지
이중 연소, 클린 윈도우 시스템
Richard Le Droff 의 Salamander 문양이 새겨진 화실 내부 세라믹 인테리어
하부 장작 보관함
뒷면 옆면 안전 거리 30Cm, 뒷벽 석재시공 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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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너 설치에 적합한 큐빅 디자인
스크린 룩 직각 글라스 도어
3단 세라믹 디플렉터, 내화 세라믹(Vermiculite) 화실
강력한 클린윈도우, 이중 연소 시스템
견고한 이중 도어 잠금 장치
화실 내부 상부

양 뒷면 안전 거리 20Cm, 뒷벽 단열 석재 시공 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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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방
능력

40 m2
105 m2

일반거실
밀폐된 공간

Fuero (푸에로)

난방
능력

40 m2
105 m2

일반거실
밀폐된 공간

Aknaa (아크나)

조리실 내부

29

제조원 : SUPRA
원산지 : Made in France
크기 : 506(W) x1270(H) x 513(D) mm
무게 : 150 Kg
정상화력 : 7 kW
난방 면적 : 12 - 32 평

제조원 : SUPRA
원산지 : Made in France
크기 : 510(W) x1250(H) x 520(D) mm
무게 : 150 Kg
정상화력 : 7 kW
난방 면적 : 12 - 32 평

실제 음식을 조리할 수 있는 상부 대형 조리실 쿠커
조리실 내부 법랑 코팅으로 청결함 유지
온도계 부착, 조리실 분리 청소 가능
이중 연소, 클린 윈도우 시스템
내화 벽돌 화실
뒷면 옆면 안전 거리 30Cm, 뒷벽 석재시공 불필요

실제 음식을 조리할 수 있는 상부 대형 조리실 쿠커
조리실 내부 법랑 코팅으로 청결함 유지
온도계 부착, 조리실 분리 청소 가능
이중 연소, 클린 윈도우 시스템
내화 벽돌 화실
뒷면 옆면 안전 거리 30Cm, 뒷벽 석재시공 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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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방
능력

70 m2
190 m2

난방
능력

일반거실
밀폐된 공간

50 m2
135 m2

일반거실
밀폐된 공간

Vanoise (바누즈)

Everest (에베레스트)

Burgundy
Burgundy

Two tone Grey

Ivory
제조원 : SURPA
원산지 : Made in France
크기 : 780(W) x 990(H) x 445(D) mm
무게 : 208Kg
정상화력 : 13kW
난방 면적 : 21 - 57평
매립형 주물 화구박스 Astra 2 본체 내장
대형 주물 화실, 대형 주물 도어 프레임
클린 윈도우 시스템
13kW 주물 화실의 강력난방
3중 디플렉터, 주물 3중 열 순환 구조
뒷면, 옆면 안전 거리 30Cm, 뒷벽 단열 석재 시공 불필요
에베레스트 벽난로 내부에 들어있는
SUPRA 매립형 주물 화구박스 Astra2
31

제조원 : SUPRA
원산지 : Made in France
크기 : 840(W) x 1750(H) x 640(D) mm
무게 : 300 Kg
정상화력 : 9 kW
난방 면적 : 15 - 41 평
배기구 : 180Ø
실제 매립형 벽난로가 들어있는 노출식 매립형 벽난로
스크린 룩 리프트업 도어
주물 화실 4중 열순환 구조
이중 연소, 클린 윈도우 시스템
상부 인테리어 구조물 2.2m - 2.7m 높이 조절 가능(총 높이)
뒷면 안전 거리 30Cm, 옆면 안전 거리 30Cm

바누즈 내부에 들어있는 리프트업 매립형 벽난로
32

매립형 벽난로

60 m2 일반거실
165 m2 밀폐된 공간

난방
능력

난방
능력

Cristal 2 Premium

60 m2 일반거실
165 m2 밀폐된 공간

Saphir (사파이어)

(크리스탈 2 프리미엄)

제조원 : SUPRA
원산지 : Made in France
크기 : 800(W) x 576(D) x 1534(H)
mm무게 : 198 Kg
정상화력 : 11 kW
난방 면적 : 30 - 50 평

제조원 : SUPRA
원산지 : Made in France
크기 : 970(W) x 617(D) x 1738(H) mm
무게 : 380 Kg
정상화력 : 11 kW
난방 면적 : 18 - 50 평

프리즘 형 글라스 도어, 대형 화실
리프트 업 도어
연기 역류 차단 장치
주물 화실

프리즘형 대형 글라스 도어
초대형 주물 화실, 내화 벽돌 화실
리프트 업 도어
연기 역류 차단 장치

150

Ø200

655

800

685

327*

436
617

512
576

168

179

176

388

576
525
227

Saphir

580

478

427

Cristal 2

327*

20

815
970

1534*
1502*
1442*
1414*
1322*
922*

305/395

630

1594/1654

820

+25/60

490

530

831

1738/1798

296
Ø200-211

428

Diademe Premium
Emeraude (에메랄드)

(디아뎀 프리미엄)

655

1738/1798

296
Ø200-211

460

630

R=678 EXT
R=678

820
970

20

682

305-395

+25/60

820

1594-1654

490

530

831

436
617

512
576
R=500

Émera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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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adème

3

60 m2 일반거실
165 m2 밀폐된 공간

난방
능력

Univers

60 m2 일반거실
165 m2 밀폐된 공간

난방
능력

Fire 148 C

(유니버스)

제조원 : SUPRA
원산지 : Made in France
크기 : 760(W) x 518(D) x 750(H) mm
무게 : 132 Kg
정상화력 : 13 kW
난방 면적 : 21 - 57 평

제조원 : SUPRA
원산지 : Made in France
크기 : 760(W) x 580(D) x 1570/1780(H) mm
무게 : 225 Kg
정상화력 : 11 kW
난방 면적 : 18 - 50 평
대형 글라스 도어, 대형 화실
리프트업 도어
연기 역류 차단 장치
에어 디스트리뷰터

148 C

Fire 162 C / 168 C
(화이어 162 C / 168 C)

580
760
217

770

60

Ø200
Ø150

Ø150

607

1137/1400

705

Univers 201

215/425 80

210

510

1570/1780
545

743

제조원 : SUPRA
원산지 : Made in France
크기 : 760(W) x 518(D) x 1618(H) mm
760(W) x 518(D) x 1326(H) mm
무게 : 176 Kg / 150 Kg
정상화력 : 11 kW
난방 면적 : 18 - 50 평
리프트 업 도어
10 초 초고속 점화
연기 역류 차단 장치
주물 화실, 외부 재받이

485

Double Face 583
(더블 훼이스 583)

162 C

Ø200

Ø150

460

746
760

58

180 97
518

220

956
1618

1207
1194

622

305 85

양면 대형 글라스 도어
연기 역류 차단 장치
에어 디스트리뷰터
주물 화실

534
390

1254

40

13

제조원 : SUPRA
원산지 : Made in France
크기 : 780(W) x 554(D) x 1450/1620(H) mm
무게 : 225 Kg
정상화력 : 10 kW
난방 면적 : 17 - 45 평

60

162 C

750
760

518

168 C

465
Ø75

38

518

220

1326
825
622
85

Ø146

390

470
Ø146
Ø200

85

545
256

982
38

1450 -1620

34

180-350

490
760

40

254
Ø146

105

525

690

Ø200
90

80

Ø200

36

13

220
780

760

518

760

545

Double Face 583 N
3

168 C

3

난방
능력

50 m2 일반거실
135 m2 밀폐된 공간

난방
능력

Tertio 64 / 74
(터시오 64 / 74)

Astra 2 (아스트라)

제조원 : SUPRA
원산지 : Made in France
크기 : 670(W) x 465(D) x 500(H) mm
760(W) x 475(D) x 590(H) mm
무게 : 114 Kg / 132 Kg
정상화력 : 9 kW / 12 kW

제조원 : SUPRA
원산지 : Made in France
크기 : 670(W) x 417(D) x 724(H) mm

스크린 룩 글라스 도어
주물(Cast Iron) 3중 구조 화실
에어 디스트리뷰터
통풍 그릴 기능 내장

무게 : 122 Kg
정상화력 : 10 kW
난방 면적 : 17 - 45 평

Tertio 64

64
477
430

20,5

Ø180

10 시간 연속 연소
주물 본체, 주물 이중 구조 화실
배기 가스 조절 댐퍼
연기 역류 차단 장치

55 m2 일반거실
150 m2 밀폐된 공간

Astra 2

477

490
529

320

524

Ø180

517

660

난방
능력

156

670

55 m2 일반거실
150 m2 밀폐된 공간

11

Ø120

670

난방
능력

74
487
440
760

156

750

20,5

Ø200

FV 51

Ø200

487

580
619

607

376

598

50 m2 일반거실
135 m2 밀폐된 공간

10

Ø150

760

Tertio 79 (터시오79)

난방
능력

55 m2 일반거실
150 m2 밀폐된 공간

제조원 : SUPRA
원산지 : Made in France
크기 : 625(W) x 552(D) x 1687/1723(H) mm
무게 : 152 Kg
정상화력 : 9 kW
난방 면적 : 15 - 45 평
수직형(Vertical) 매립형 벽난로
리프트 업 도어
내화 벽돌 화실
에어 디스트리뷰터

79
487
440

760

164

20,5

Ø200

39
Ø180

FV 51

19
103

3

420

640

700
269-305

760

1084-1120

Ø150

1687-1723

Ø200

487

580
619

Ø125

10

607

376

598

442

750

41

625

552

156

408

536

3

La Nordica
Italy

포투나

안테아 보그

풀비아 포노

포투나 파노라마

팔로 1C

피오렐라

맥스

비파씨알

팔로 1L

로셀라 알1

플라즈마 80:26

기아다

피아메타

로셀라 플러스

플라즈마 80V:30

카릴론

지오르지아

로셀라 플러스 포노

이세타

카릴론 16:9

아시아

기셀라

이소타

카릴론 4:3

루시

니콜레타

이소타 포노

엘립스

가이아

니콜레타 포노

귈레타

화이어볼

가이아 포노

젬마

비올레타

베네르 보그

풀비아

도렐라

비올라

수퍼 맥스

쿠시노타

39

0

1967년 창립
이태리 Vicenza에 총 규모 70,000㎡ 의 본사 공장을 갖춘 이태리 최대의 벽난로 회사
6단계의 작업 훈련원 교육을 통한 장인 양성으로 완벽한 제품 생산 체제 구축
2015년 현재 전세계 40여개국에 판매망
유럽 전역 최다 판매 대리점
생산 모델수 벽난로와 펠렛 난로, 쿠커 등 200여종
유럽의 15개 인증 기관의 인증 획득
전제품 Vincenza 본 공장에서 100% 순수 Made in Italy 벽난로 생산

생산 라인

More than just statistics…
the La Nordica-Extraﬂame Group has reached a prestigious international
position thanks to its ﬁve production plants and storage sites covering a total
of about 70,000 m² throughout the Vicenza area where a strictly Made-inItaly production process is backed by constant technical research to improve
and create new efﬁcient products for supply in more than 40 countries
through the company’s sales network.
In addition, technical and sales staff attend constant training and refresher
courses in the Training Center with its six themed rooms, enabling them to
satisfy all the end user’s needs.

첨단 공장 설비

제 3 공장

계측 실험실

밀라노, 베로나 쇼

작업 트레이닝 센터

제 4 공장

제 5 공장

본사 사무실 및 Ware House

제 2 공장

Vincenza 본사 및 본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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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욜리카(Majolica) made in Italy
이태리 La Nordica 사를 세계적인 Top 벽난로 Manufacturer로 만드는 데
는 마욜리카(Majolica, 채색도자기)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습니다. 하나의
마욜리카 제품이 탄생하기 까지는 2주(14일)이라는 긴 시간이 필요합
니다. 성형, 문양, 건조, 20시간 이상의 초벌구이, 유약처리, 1200도 이상에
서 25시간 이상의 재벌구이까지. La Nordica 사의 마욜리카 벽난로는 제품
하나하나 La Nordica 의 숙련공들이 수작업을 통해 만든 '작품' 들입니다.
La Nordica의 마욜리카 표면을 자세히 들여다 보면 진품 도자기에서나 볼
수 있는 미세한 잔금(craquelure, 미세 균열)들을 발견할 수 있는데, 그 표면
처리 기술은 다른 벽난로 회사들의 그것과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La Nordica 사의 마욜리카 벽난로는 외관이 미려하고 아름다울 뿐만 아니
라 축열 성능이 매우 뛰어나서, 장작 불이 타고있을 때에는 은은하면서도 강
렬한 열기를 뿜어주고, 장작 불이 꺼진 후에는 장시간 거실을 아늑하게 만들
어 줍니다.

* 노르디카 벽난로 기능 설명 아이콘

Bring the Breath into the Combustion

Clean Window System (클린 윈도우 시스템)

CWS

유리문 안쪽에 강력한 에어 커튼을 형성하여 항상 맑고
깨끗한 시야를 만들어 줍니다

BBC

Resistant Door at the Time (변형없는 도어 프레임)

Double Clean Window (양방향 클린 윈도우)

DCW

PCS

유리문 위쪽과 아래쪽에서 에어 커튼을 형성하여 더욱
강력한 클린 윈도우 기능을 발휘합니다.

RDT

Cast iron (주물 화실)

La Nordica 사에 의해 개발된 PCS시스템은 정교한
2,차 3차 공기 주입 조절로 연소 상태를 최적화,
연소 후 극소량의 재만 남게 해 줍니다.

노르디카 벽난로의 화실 내부는 주물로 되어있어, 견고하
고 발열 효과가 좋아 열효율을 극대화시켜 줍니다.
Cast iron

Ironker (Ironker 화실)

Extension Heat Radiation (축열 및 장시간 발열)

EHR

노르디카 벽난로는 전 제품이 주물 도어 프레임을 채택,
어떠한 경우에도 변형이나 휘어짐이 없는 강한 내구성을
갖고 있습니다.

Post Combustion System (연소 후처리 시스템)

Majolica made in Italy
2 weeks production. In its constant quest to improve quality, La
Nordica-Extraﬂame has chosen to face its products with majolica to
guarantee optimum storage of the heat which is then given off evenly to
the room. Majolica is the result of a top quality hand production process.
Although it uses the most up-to-date technology to guarantee total
quality, the lengthy production cycle (two weeks) required to obtain
majolica, must be performed completely by hand. All majolica is
therefore beautiful, unique and unrepeatable, as guaranteed by the
details you can observe on each individual piece, such as craquelure,
speckling and shading.

1, 2, 3차 공기가 가장 적절한 곳에 주입되어 연소 상태를
최적화시켜 줍니다.

노르디카사의 마욜리카 벽난로는 축열 조절기능으로
인해 벽난로에서 방출되는 열기를 가장 쾌적하게 조절해
줍니다.

Ironker

노르디카사가 자체 개발한 Ironker 재질은 내구성과 열 전
도율이 뛰어나며, 보온성이 좋아 화실내부의 연소 상태를
최적화시켜 주는 역할을 합니다.

Double Combustion System (이중 연소 시스템)

DCS

노르디카사의 이중 연소 시스템은 화실 상부에서
불이 한번 더 붙는 완전한 이중 연소 구조로 열효율을
극대화시켜 줍니다.

90° Rotate
90° 회전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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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rie Carillon

Fortuna (포투나)

DCS

제조원 : La Nordica
원산지 : Made in Italy
크기 : 526(W) x 1267(H) x 505(D) mm
무게 : 184Kg
화력 : 7 kW - 8.7 kW
난방 면적 : 12 - 32 평

PCS

CWS

Handmade Majolica Exterior
초고강도 Cast iron - Ironker 화실
곡면 주물 도어 프레임, 대형 곡면 유리
정교한 1, 2차 공기 주입 장치로 연소시간 미세 조정
가열 공기 3차 공급, 최적의 연소상태 유지
어린이 화상방지, 뒷벽 단열 석재 불필요
뒷면, 옆면 안전 거리 20Cm
재받이 회전 그레이트 채택, 간편한 재처리
이중 연소, 클린윈도우 시스템
하부 Sliding Door 재받이
10초 초고속 점화
90° 좌우 회전 기능

RDT

Ironker

526x1267x505
184
327x404
318x470x400
BIN-BO
150 sup
Ghisa-Ironker
200
8,7
7
Sì
Sì
Sì
80,4
2
Ø 100
Bianco Inﬁnity
45

46

Serie Carillon

Fortuna Panorama (포투나 파노라마)

DCS

제조원 : La Nordica
원산지 : Made in Italy
크기 : 526(W) x 1267(H) x 505(D) mm
무게 : 176Kg
화력 : 7 kW - 8.7 kW
난방 면적 : 12 - 32 평

PCS

CWS

3면 개방 곡면 글라스 도어
Handmade Majolica Exterior
초고강도 Cast iron - Ironker 화실
곡면 주물 도어 프레임, 대형 곡면 유리
정교한 1, 2차 공기 주입 장치로 연소시간 미세 조정
가열 공기 3차 공급, 최적의 연소상태 유지
어린이 화상방지, 뒷벽 단열 석재 불필요
뒷면 안전 거리 20Cm, 옆면 안전 거리 80Cm
재받이 회전 그레이트 채택, 간편한 재처리
이중 연소, 클린윈도우 시스템
하부 Sliding Door 재받이
10초 초고속 점화
90° 좌우 회전 기능

RDT

Ironker

526x1267x505
176
327x404
368x470x400
BIN-BO
150 sup
Ghisa-Ironker
200
8,7
7
Sì
Sì
Sì
80,4
2
Ø 100
Bordeaux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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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facciale (비파씨알)

Serie Top

Design

제조원 : La Nordica
원산지 : Made in Italy
크기 : 526(W) x 1267(H) x 505(D) mm
무게 : 176Kg
화력 : 8 kW - 10 kW
난방 면적 : 14 - 36 평
앞뒤 양면 곡면 글라스 도어
Handmade Majolica Exterior
초고강도 Cast iron - Ironker 화실
곡면 주물 도어 프레임, 대형 곡면 유리
정교한 1, 2차 공기 주입 장치로 연소시간 미세 조정
어린이 화상방지, 뒷벽 단열 석재 불필요
뒷면, 옆면 안전 거리 20Cm
재받이 회전 그레이트 채택, 간편한 재처리
이중 연소, 클린윈도우 시스템
하부 Sliding Door 재받이
10초 초고속 점화

DCS

526x1267x505

BIN-BO

10,0

80,4

190

150 sup

8

2

315x285

Ironker

Sì

319x460x340

229

Sì

PCS

RDT

CWS

Ironker

Ø 100

Bordeaux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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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iada (기아다)

Serie Top

Design

제조원 : La Nordica
원산지 : Made in Italy
크기 : 504(W) x 1272(H) x 505(D) mm
무게 : 159Kg
정상화력 : 7 kW - 8.9 kW
난방 면적 : 12 - 32 평
전면 Screen Look
Handmade Majolica Exterior
초고강도 Cast iron - Ironker 화실
상부 하부 전면 Screen Look Exterior
정교한 1, 2차 공기 주입 장치로 연소시간 미세 조정
어린이 화상방지, 뒷벽 단열 석재 불필요
뒷면 안전 거리 20Cm, 옆면 안전거리 10Cm
재받이 회전 그레이트 채택, 간편한 재처리
이중 연소, 클린윈도우 시스템
10초 초고속 점화
하부 Screen Door 개폐 장작 보관함

DCS

PCS

CWS

Ironker

504x1272x505
159
300x355
295x393x310
BO*-PE*
130 s/p
Ironker
200
8,9
7
Sì
Sì
78,7
2,1
Optional Ø 120
Pergame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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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rillon (카릴론)

DCS

PCS

EHR

CWS

Ironker

제조원 : La Nordica
원산지 : Made in Italy
크기 : 590(W) x 1407(H) x 595(D) mm
무게 : 214Kg
화력 : 7 kW - 9 kW
난방 면적 : 12 - 32 평

Lift Up Door, Screen Look 글라스 도어
Handmade Majolica Exterior
초고강도 Cast iron - Ironker 화실
대형 Screen Look 도어 프레임
상부 하부 전면 Screen Look Exterior
정교한 1, 2차 공기 주입 장치로 연소시간 미세 조정
가열 공기 3차 공급, 최적의 연소상태 유지
어린이 화상방지, 뒷벽 단열 석재 불필요
뒷면, 옆면 안전 거리 20Cm
이중 연소, 클린윈도우 시스템
10초 초고속 점화
하부 Screen Door 개폐
유리문을 위로 당겨 열 수 있는 리프트 업 도어
90° 좌우 회전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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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rie Carillon

DCS

PCS

RDT

CWS

Ironker

Carillon 16:9 (카릴론 16:9)

제조원 : La Nordica
원산지 : Made in Italy
크기 : 1249(W) x 1011(H) x 585(D) mm
무게 : 187Kg
정상화력 : 9,4 kW - 11.8 kW
난방 면적 : 16 - 43 평

"ORDEAUX

Handmade Majolica Exterior
초고강도 Cast iron - Ironker 화실
초대형 화실
대형 Screen Look 도어 프레임
정교한 1, 2차 공기 주입 장치로 연소시간 미세 조정
가열 공기 3차 공급, 최적의 연소상태 유지
어린이 화상방지, 뒷벽 단열 석재 불필요
뒷면, 옆면 안전 거리 20Cm
이중 연소, 클린윈도우 시스템
90° 좌우 회전 기능

1249x1011x585
187 Mod. BO
169 Mod. CRY - ZB - WE
635x245
600x280x360
BO-ZB*-WE*-CRY
160 sup
Ghisa-Ironker
269
11,8
9,4
Sì
Sì
Sì
79,6
2,8
Ø 120

Crystal
55

Wengé*

Zebrano*
56

Carillon 4:3 (카릴론 16:9)

제조원 : La Nordica
원산지 : Made in Italy
크기 : 948(W) x 1011(H) x 585(D) mm
무게 : 141Kg
화력 : 6 kW - 7.7 kW
난방 면적 : 10 - 28 평
Handmade Majolica Exterior
초고강도 Cast iron - Ironker 화실
Screen Look 도어 프레임
정교한 1, 2차 공기 주입 장치로 연소시간 미세 조정
가열 공기 3차 공급, 최적의 연소상태 유지
어린이 화상방지, 뒷벽 단열 석재 불필요
뒷면, 옆면 안전 거리 20Cm
이중 연소, 클린윈도우 시스템
90° 좌우 회전 기능

DCS

PCS

RDT

CWS

Ironker

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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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lipse (엘립스)

Serie Carillon

제조원 : La Nordica
원산지 : Made in Italy
크기 : 1240(W) x 1135(H) x 680(D) mm
무게 : 251Kg
화력 : 8 kW - 10.2
난방 면적 : 14 - 36 평
Handmade Majolica Exterior
초고강도 Cast iron - Ironker 대형 화실
대형 Screen Look 도어 프레임
정교한 1, 2차 공기 주입 장치로 연소시간 미세 조정
가열 공기 3차 공급, 최적의 연소상태 유지
어린이 화상방지, 뒷벽 단열 석재 불필요
뒷면, 옆면 안전 거리 10Cm
이중 연소, 클린윈도우 시스템
90° 좌우 회전 기능

DCS

PCS

RDT

CWS

Ironker

1240x1135x680
251
540x245
500x320x360
BIN-BO
160 sup
Ghisa-Ironker
229
10,2
8
Sì
Sì
Sì
78,1
2,4
Optional Ø 120

59

Bianco Inﬁn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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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reball (화이어볼)

Serie Carillon

제조원 : La Nordica
원산지 : Made in Italy
크기 : 892(W) x 1096(H) x 677(D) mm
무게 : 204Kg
화력 : 6 kW - 7.7 kW
난방 면적 : 10 - 28 평

/RO#RAQUEL½

Handmade Majolica Exterior
초고강도 Cast iron - Ironker 화실
Screen Look 도어 프레임
정교한 1, 2차 공기 주입 장치로 연소시간 미세 조정
가열 공기 3차 공급, 최적의 연소상태 유지
어린이 화상방지, 뒷벽 단열 석재 불필요
뒷면, 옆면 안전 거리 20Cm
이중 연소 시스템, 클린윈도우 시스템
90° 좌우 회전 기능

DCS

PCS

RDT

CWS

Ironker

892x1096x677
204
335x245
288x320x360
BIN-BO-OC
130 sup
Ghisa-Ironker
172
7,7
6
Sì
Sì
Sì
78,3
1,8
Ø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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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anco Inﬁnity

Bordeau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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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rie Top

PCS

CWS

EHR

RDT

Ironker

Maiolica

Venere Vogue (베네르 보그)

제조원 : La Nordica
원산지 : Made in Italy
크기 : 850(W) x 1478(H) x 850(D) mm
무게 : 308kg
화력 : 8 kW - 10.2 kW
난방 면적 : 14 - 36 평
Handmade Majolica Exterior
초고강도 Cast iron - Ironker 화실
Screen Look 도어 프레임
정교한 1, 2차 공기 주입 장치로 연소시간 미세 조정
가열 공기 3차 공급, 최적의 연소상태 유지
어린이 화상방지, 뒷벽 단열 석재 불필요
뒷면, 옆면 안전 거리 20Cm
이중 연소, 클린윈도우 시스템

850x1478x850
308
335x245
288x320x360
SAM*
130 sup
Ghisa-Ironker
229
10,2
8
Sì
Sì
Sì
78,5
2,3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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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rie Top

PCS

CWS

EHR

RDT

Ironker

Maiolica

Anthea Vogue (안테아 보그)

제조원 : La Nordica
원산지 : Made in Italy
크기 : 800(W) x 1620(H) x 640(D) mm
무게 : 278kg
정상화력 : 8 kW - 10.2 kW
난방 면적 : 14 - 36 평
Handmade Majolica Exterior
초고강도 Cast iron - Ironker 화실
Screen Look 도어 프레임
정교한 1, 2차 공기 주입 장치로 연소시간 미세 조정
가열 공기 3차 공급, 최적의 연소상태 유지
어린이 화상방지, 뒷벽 단열 석재 불필요
뒷면, 옆면 안전 거리 20Cm
이중 연소, 클린윈도우 시스템

800x1620x640
278
335x245
288x320x360
SAM
130 sup
Ghisa-Ironker
229
10,2
8
Sì
Sì
Sì
78,5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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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lò 1C (팔로 1C)

Serie Stufe-Camino

Rosone copriforno - Optional

제조원 : La Nordica
원산지 : Made in Italy
크기 : 1800(W) x 1510(H) x 800(D) mm
무게 : 417kg
화력 : 9 kW - 11.1 kW
난방 면적 : 15 - 41 평
Handmade Majolica Exterior
상부 쿠커 조리실
초고강도 Cast iron - Ironker 화실
정교한 1, 2차 공기 주입 장치로 연소시간 미세 조정
어린이 화상방지, 뒷벽 단열 석재 불필요
뒷면, 옆면 안전 거리 20Cm
이중 연소, 클린윈도우 시스템

Variante 1C

1800x1510x800
417
520x280

67

Mod. 1C
GI panca SB
SB panca SB
SB panca SL

590x400x340

Mod. 2C
SB panca SB
SB panca SL

500x250x470

150 sup

Ironker

Sì

258

81

11,1

2,6

9

Optional

CWS

RDT

PCS

Ironker

Variante 2C

Sì

68

(팔로 1L)

제조원 : La Nordica
원산지 : Made in Italy
크기 : 1800(W) x 1633(H) x 800(D) mm
무게 : 392kg
화력 : 9 kW - 11.1 kW
난방 면적 : 15 - 41 평
Handmade Majolica, Wood Exterior
상부 쿠커 조리실
초고강도 Cast iron - Ironker 화실
9kW 강력 화력
정교한 1, 2차 공기 주입 장치로 연소시간 미세 조정
어린이 화상방지, 뒷벽 단열 석재 불필요
뒷면 안전 거리 20Cm
이중 연소, 클린윈도우 시스템

69

CWS

RDT

PCS

Ironker

70

Fiammetta (피아메타)

Serie Armony

DCS

EHR

PCS

Cast iron

CWS

RDT

483x941x472
109
230x232
270x328x315
AL-BO-PE
120 sup
Ghisa
제조원 : La Nordica
원산지 : Made in Italy
크기 : 483(W) x 941(H) x 472(D) mm
무게 : 109Kg
화력 : 6 kW - 7.4 kW
난방 면적 : 11 - 27 평

172
7,4
6
Sì

주물 본체, 주물 화실
마욜리카 치장
내열 에나멜 도장 주물 도어 프레임
정교한 1, 2차 공기 주입 장치로 연소시간 미세 조정
가열 공기 3차 공급, 최적의 연소상태 유지
어린이 화상방지, 뒷벽 단열 석재 불필요
뒷면, 옆면 안전 거리 20Cm
재받이 회전 그레이트 채택, 간편한 재처리
이중 연소, 클린윈도우 시스템

71

Albicocca

Pergamena

Sì
Sì
81,3
1,7
Optional Ø 120
72

Giorgia (지오르지아)

Serie Armony

제조원 : La Nordica
원산지 : Made in Italy
크기 : 414(W) x 930(H) x 471(D) mm
무게 : 92Kg
화력 : 6 kW - 7.4 kW
난방 면적 : 11 - 27 평
주물 본체, 주물 화실
내열 에나멜 도장 주물 도어 프레임
정교한 1, 2차 공기 주입 장치로 연소시간 미세 조정
가열 공기 3차 공급, 최적의 연소상태 유지
어린이 화상방지, 뒷벽 단열 석재 불필요
뒷면, 옆면 안전 거리 20Cm
재받이 회전 그레이트 채택, 간편한 재처리
이중 연소, 클린윈도우 시스템

DCS

EHR

PCS

Cast iron

CWS

RDT

414x930x471
92
230x232
270x328x315
NE
120 sup
Ghisa
172
7,4
6
Sì
Sì
Sì
81,3
1,7
Optional Ø 120
73

74

Asia (아시아)

Serie Armony

제조원 : La Nordica
원산지 : Made in Italy
크기 : 438(W) x 930(H) x 470(D) mm
무게 : 159Kg
화력 : 6 kW - 7.4 kW
난방 면적 : 11 - 27 평
주물 본체, 주물 화실
Soap Stone 자연석
내열 에나멜 도장 주물 도어 프레임
정교한 1, 2차 공기 주입 장치로 연소시간 미세 조정
가열 공기 3차 공급, 최적의 연소상태 유지
어린이 화상방지, 뒷벽 단열 석재 불필요
뒷면, 옆면 안전 거리 20Cm
재받이 회전 그레이트 채택, 간편한 재처리
이중 연소, 클린윈도우 시스템

EHR

DCS

PCS

Cast iron

CWS

RDT

438x930x470
159
230x232
270x328x315
PT
120 sup
Ghisa
172
7,4
6
Sì
Sì
Sì
81,3
1,7
Optional Ø 120
75

76

Lucy (루시)

Serie Armony

DCS

EHR

PCS

Cast iron

CWS

RDT

제조원 : La Nordica
원산지 : Made in Italy
크기 : 480(W) x 950(H) x 491(D) mm
무게 : 120Kg
화력 : 6 kW - 7.4 kW
난방 면적 : 11 - 27 평

주물 본체, 주물 화실
Handmade Majolica
내열 에나멜 도장 주물 도어 프레임
정교한 1, 2차 공기 주입 장치로 연소시간 미세 조정
가열 공기 3차 공급, 최적의 연소상태 유지
어린이 화상방지, 뒷벽 단열 석재 불필요
뒷면, 옆면 안전 거리 20Cm
재받이 회전 그레이트 채택, 간편한 재처리
이중 연소, 클린윈도우 시스템

480x950x491
120 - Mod. SAM 120
230x232
271x328x308
BO-CP-SAM
120 sup
Ghisa
172
7,4
6
Sì
Sì
Sì
81,3
1,7
Optional Ø 120
Bordeaux
77

Cappuccino
780

Gaia (가이아)

Serie Armony

PCS

DCS

DCW

Cast iron

RDT

제조원 : La Nordica
원산지 : Made in Italy
크기 : 495(W) x 906(H) x 468(D) mm
무게 : 133Kg
화력 : 6 kW - 7.3 kW
난방 면적 : 11 - 27 평
주물 본체, 주물 화실
Handmade 마욜리카
내열 에나멜 도장 주물 도어 프레임
정교한 1, 2차 공기 주입 장치로 연소시간 미세 조정
가열 공기 3차 공급, 최적의 연소상태 유지
어린이 화상방지, 뒷벽 단열 석재 불필요
뒷면 안전 거리 20Cm, 옆면 안전 거리 15Cm
재받이 회전 그레이트 채택, 간편한 재처리
이중 연소, 양방향 클린윈도우 시스템
10초 초고속 점화

495x906x468
133
210x255
273x370x300
BO-CP-PE
120 sup
Ghisa
172
7,3
6
Sì
Sì
Sì
82
1,7
Pergamena
79

Cappuccino
800

Gaia Forno (가이아 포노)

Serie Armony

제조원 : La Nordica
원산지 : Made in Italy
크기 : 495(W) x 1331(H) x 468(D) mm
무게 : 186Kg
화력 : 6 kW - 7.3 kW
난방 면적 : 11 - 27 평

주물 본체, 주물 화실
Handmade 마욜리카
내열 에나멜 도장 주물 도어 프레임
정교한 1, 2차 공기 주입 장치로 연소시간 미세 조정
가열 공기 3차 공급, 최적의 연소상태 유지
어린이 화상방지, 뒷벽 단열 석재 불필요
뒷면 안전 거리 20Cm, 옆면 안전 거리 15Cm

PCS

DCS

DCW

Cast iron

RDT

재받이 회전 그레이트 채택, 간편한 재처리
이중 연소, 양방향 클린윈도우 시스템
10초 초고속 점화
실제 음식을 조리할 수 있는 상부 대형 조리실
조리실 내부 법랑 코팅

495x1331x468
186
210x255
273x370x300
227x296x290
BO-CP-PE
120 sup
Ghisa
172
7,3
6
Sì
Sì
Sì
82
1,7
Bordeaux
810

Cappuccino
820

Fulvia (풀비아)

Serie F.D.G.

제조원 : La Nordica
원산지 : Made in Italy
크기 : 488(W) x 862(H) x 477(D) mm
무게 : 119Kg
정상화력 : 6 kW -7.3kW
난방 면적 : 11 - 27 평
주물 본체, 주물 화실
마욜리카, Soap Stone 자연석
내열 에나멜 도장 주물 도어 프레임
정교한 1, 2차 공기 주입 장치로 연소시간 미세 조정
가열 공기 3차 공급, 최적의 연소상태 유지
어린이 화상방지, 뒷벽 단열 석재 불필요
뒷면 안전 거리 20Cm, 옆면 안전 거리 15Cm
재받이 회전 그레이트 채택, 간편한 재처리
이중 연소, 양방향 클린윈도우 시스템
10초 초고속 점화

PCS

DCS

DCW

Cast iron

RDT

488x862x477
109 mod. BO-PE
119 mod. PT
210x255
273x370x320
BO-PE-PT
120 sup
Ghisa
172
7,3
6
Sì
Sì
Sì
82
1,7

830

Liberty Bordeaux

Pietra Natura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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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lvia Forno (풀비아 포노)

Serie F.D.G.

제조원 : La Nordica
원산지 : Made in Italy
크기 : 488(W) x 1288(H) x 477(D) mm
무게 : 173Kg
정상화력 : 6 kW - 7.3 kW
난방 면적 : 11 - 27 평
주물 본체, 주물 화실
마욜리카, Soap Stone 자연석
내열 에나멜 도장 주물 도어 프레임
정교한 1, 2차 공기 주입 장치로 연소시간 미세 조정
가열 공기 3차 공급, 최적의 연소상태 유지
어린이 화상방지, 뒷벽 단열 석재 불필요
뒷면 안전 거리 20Cm, 옆면 안전 거리 15Cm

PCS

DCS

DCW

Cast iron

RDT

재받이 회전 그레이트 채택, 간편한 재처리
이중 연소, 양방향 클린윈도우 시스템
10초 초고속 점화
실제 음식을 조리할 수 있는 상부 대형 조리실
조리실 내부 법랑 코팅

488x1288x477
155 mod. BO-PE
173 mod. PT
210x255
273x370x320
227x296x290
BO-PE-PT
120 sup
Ghisa
172
7,3
6
Sì
Sì
Sì
82
1,7
Liberty Bordeaux
850

Liberty Pergame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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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rie Armony

DCS

Cast iron

Fiorella (피오렐라)

제조원 : La Nordica
원산지 : Made in Italy
크기 : 424(W) x 930(H) x 473(D) mm
무게 : 103Kg
화력 : 6 kW - 7.4 kW
난방 면적 : 11 - 27 평
주물 본체, 주물 화실
마욜리카 치장
내열 에나멜 도장 주물 도어 프레임
정교한 1, 2차 공기 주입 장치로 연소시간 미세 조정
가열 공기 3차 공급, 최적의 연소상태 유지
어린이 화상방지, 뒷벽 단열 석재 불필요
뒷면, 옆면 안전 거리 20Cm
재받이 회전 그레이트 채택, 간편한 재처리
이중 연소, 클린윈도우 시스템

PCS

CWS

RDT

424x930x473
103
230x232
270x328x315
BO-PE
120 sup
Ghisa
172
7,4
6
Sì
Sì
Sì
81,3
1,7
Optional Ø 120
Pergamena
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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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ssella R1 (로셀라 알1)

Serie Rossella

제조원 : La Nordica
원산지 : Made in Italy
크기 : 578(W) x 915(H) x 586(D) mm
무게 : 170Kg
화력 : 8.8 kW - 11.1
난방 면적 : 15 - 41 평

주물 본체, 주물 화실
마욜리카, Soap Stone 자연석
내열 에나멜 도장 주물 도어 프레임
정교한 1, 2차 공기 주입 장치로 연소시간 미세 조정
어린이 화상방지, 뒷벽 단열 석재 불필요
뒷면, 옆면 안전 거리 20Cm
재받이 회전 그레이트 채택, 간편한 재처리
이중 연소, 양방향 클린윈도우 시스템
10초 초고속 점화

PCS

EHR

DCW

DCS

RDT

Cast iron

578x915x586
155 Mod. BO-PE
170 Mod. PT
315x285
377x420x385
Liberty: PE-BO
PT
130 sup
Ghisa
252
11,1
8,8
Sì
Sì
79,5
2,5
Optional

890

Liberty Bordeaux

Pietra Natura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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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rie Rossella

DCS

Cast iron

Rossella Plus (로셀라 플러스)

제조원 : La Nordica
원산지 : Made in Italy
크기 : 559(W) x 915(H) x 536(D) mm
무게 : 156Kg
화력 : 8 kW - 9.9 kW
난방 면적 : 14 - 36 평
주물 본체, 주물 화실
Soap Stone 자연석
내열 에나멜 도장 주물 도어 프레임
정교한 1, 2차 공기 주입 장치로 연소시간 미세 조정
가열 공기 3차 공급, 최적의 연소상태 유지
어린이 화상방지, 뒷벽 단열 석재 불필요
뒷면, 옆면 안전 거리 20Cm
재받이 회전 그레이트 채택, 간편한 재처리
이중 연소, 클린윈도우 시스템
10초 초고속 점화
하부 서랍식 장작 보관함
벽난로 본체 상부에 주전자 물을 끓이는 조리 장치

PCS

CWS

RDT

559x915x536
156
355x245
374x325x350
PT
130 sup
Ghisa
229
9,9
8
Sì
Sì
Sì
80,9
2,3
Optional Ø 120
91

Bordeaux

Iv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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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ssella Plus Forno (로셀라 플러스 포노)

Serie Rossella

제조원 : La Nordica
원산지 : Made in Italy
크기 : 559(W) x 1359(H) x 536(D) mm
무게 : 156Kg
화력 : 8 kW - 9.9 kW
난방 면적 : 14 - 36 평

DCS

Cast iron

PCS

주물 본체, 주물 화실
마욜리카, Soap Stone 자연석
내열 에나멜 도장 주물 도어 프레임
정교한 1, 2차 공기 주입 장치로 연소시간 미세 조정
가열 공기 3차 공급, 최적의 연소상태 유지
어린이 화상방지, 뒷벽 단열 석재 불필요
뒷면, 옆면 안전 거리 20Cm
재받이 회전 그레이트 채택, 간편한 재처리
이중 연소, 클린윈도우 시스템
10초 초고속 점화
하부 서랍식 장작 보관함
벽난로 본체 상부에 주전자 물을 끓이는 조리 장치
실제 음식을 조리할 수 있는 상부 대형 조리실
조리실 내부 법랑 코팅

CWS

RDT

559x1359x536
195 mod. BO-PE
219 mod. PT
355x245
379x370x327
330x300x370
BO-PE-PT
130 sup
Ghisa
260
10,6
9,1
Sì
Sì
Sì
86
2,4
Optional Ø 120

Liberty Bordeau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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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etra Naturale
940

Gisella (기셀라)

Serie Armony

제조원 : La Nordica
원산지 : Made in Italy
크기 : 570(W) x 950(H) x 560(D) mm
무게 : 135Kg
화력 : 8 kW - 10.2 kW
난방 면적 : 12- 33 평
주물 본체, 주물 화실
마욜리카 치장
내열 에나멜 도장 주물 도어 프레임
정교한 1, 2차 공기 주입 장치로 연소시간 미세 조정
가열 공기 3차 공급, 최적의 연소상태 유지
어린이 화상방지, 뒷벽 단열 석재 불필요
뒷면 안전 거리 23Cm, 옆면 안전 거리 24Cm
재받이 회전 그레이트 채택, 간편한 재처리
이중 연소, 클린윈도우 시스템
벽난로 본체 상부 주전자 물을 꿇이는 조리 장치

DCS

Cast iron

PCS

CWS

RDT

570x950x560
135
340x245
380x325x350
BO-CP
130 sup
Ghisa
229
10,2
8
Sì
Sì
Sì
78,1
2,4
Optional Ø 120
Cappuccino
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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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coletta (니콜레타)

Serie Armony

DCS

EHR

PCS

Cast iron

CWS

RDT

제조원 : La Nordica
원산지 : Made in Italy
크기 : 587(W) x 980(H) x 592(D) mm
무게 : 168Kg
화력 : 8 kW - 9.9 kW
난방 면적 : 14 - 36 평
주물 본체, 주물 화실
Handmade Majolica
내열 에나멜 도장 주물 도어 프레임
정교한 1, 2차 공기 주입 장치로 연소시간 미세 조정
가열 공기 3차 공급, 최적의 연소상태 유지
어린이 화상방지, 뒷벽 단열 석재 불필요
뒷면, 옆면 안전 거리 20Cm
재받이 회전 그레이트 채택, 간편한 재처리
이중 연소, 클린윈도우 시스템
10초 초고속 점화
하부 서랍식 장작 보관함

587x980x572
168
355x245
374x360x350
BO-CP-PE-SAM-TU*
130 sup
Ghisa
229
9,9
8
Sì
Sì
Sì
80,9
2,3
Optional Ø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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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gamena

Bordeaux

Cappucci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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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rie Armony

DCS

EHR

PCS

Cast iron

Nicoletta Forno (니콜레타 포노)

제조원 : La Nordica
원산지 : Made in Italy
크기 : 587(W) x 1423(H) x 572(D) mm
무게 : 168Kg
화력 : 8 kW - 9.9 kW
난방 면적 : 14 - 36 평
주물 본체, 주물 화실
Handmade Majolica
내열 에나멜 도장 주물 도어 프레임
정교한 1, 2차 공기 주입 장치로 연소시간 미세 조정
가열 공기 3차 공급, 최적의 연소상태 유지
어린이 화상방지, 뒷벽 단열 석재 불필요
뒷면, 옆면 안전 거리 20Cm
재받이 회전 그레이트 채택, 간편한 재처리
이중 연소, 클린윈도우 시스템
10초 초고속 점화
하부 서랍식 장작 보관함
실제 음식을 조리할 수 있는 상부 대형 조리실
조리실 내부 법랑 코팅

CWS

RDT

587x1423x572
242
355x245
379x370x327
330x300x370
BO-CP-SAM
130 sup
Ghisa
260
10,6
9,1
Sì
Sì
Sì
86
2,4
Optional Ø 120
Silk Vogue
99

100

Gemma (젬마)

Serie F.D.G.

제조원 : La Nordica
원산지 : Made in Italy
크기 : 460(W) x 840(H) x 495(D) mm
무게 : 98Kg
화력 : 6 kW - 7.3 kW
난방 면적 : 11 - 27 평

DCS

주물 본체, 주물 화실
마욜리카 치장
내열 에나멜 도장 주물 도어 프레임
정교한 1, 2차 공기 주입 장치로 연소시간 미세 조정
가열 공기 3차 공급, 최적의 연소상태 유지
어린이 화상방지, 뒷벽 단열 석재 불필요
뒷면 안전 거리 20Cm, 옆면 안전거리 15Cm
재받이 회전 그레이트 채택, 간편한 재처리
이중 연소, 클린윈도우 시스템

PCS

CWS

RDT

460x840x495
85 mod. BO-CP-PE-SK
98 mod. PT
220x215
220x370x290
Liberty: BO-PE
Elegance: BO-CP
PT
120 sup
Ghisa
172
7,3
6
Sì
Sì
Sì
82,2
1,7
Elegance Cappucci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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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etra Naturale

Liberty Bordeaux

Liberty Pergamena
102

Dorella (도렐라)

Serie F.D.G.

제조원 : La Nordica
원산지 : Made in Italy
크기 : 465(W) x 845(H) x 491(D) mm
무게 : 102Kg
화력 : 6.5 kW - 8.8 kW
난방 면적 : 11 - 30 평
주물 본체, 주물 화실
마욜리카 치장
내열 에나멜 도장 주물 도어 프레임
정교한 1, 2차 공기 주입 장치로 연소시간 미세 조정
어린이 화상방지, 뒷벽 단열 석재 불필요
뒷면 안전 거리 20Cm, 옆면 안전거리 15Cm
재받이 회전 그레이트 채택, 간편한 재처리
이중 연소, 클린윈도우 시스템
10초 초고속 점화

DCS

PCS

CWS

RDT

465x845x491
90 mod. BO-PE
102 mod. PT
214x213
285X366X300
Liberty: BO-PE
L8: PT
120 sup
Ghisa
195
8,8
6,8
Sì
Sì
77
2,1
Pietra Natura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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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berty Bordeaux
104

(수퍼 맥스)

Serie Bruciatutto

제조원 : La Nordica
원산지 : Made in Italy
크기 : 402(W) x 811(H) x 482(D) mm
무게 : 75Kg
화력 : 6 kW - 7.5 kW
난방 면적 : 11 - 27 평

CWS

RDT

제조원 : La Nordica
원산지 : Made in Italy
크기 : 402(W) x 820(H) x 457(D) mm
무게 : 71Kg
화력 : 6 kW - 8.6 kW
난방 면적 : 11 - 27 평

콤팩트 사이즈, 콤팩트 디자인으로 좁은 공간에도 설치 가능
주물 본체 구조, 주물 화실
외부 내열 광택 에나멜 도장
주물 도어 프레임
정교한 1, 2차 공기 주입 장치로 연소시간 미세 조정
가열 공기 3차 공급, 최적의 연소상태 유지
어린이 화상방지, 뒷벽 단열 석재 불필요
뒷면 안전거리 50Cm , 옆면 안전 거리 50Cm
재받이 회전 그레이트 채택, 간편한 재처리
이중 연소, 클린윈도우 시스템
10초 초고속 점화
상부에 주전자 물을 끓일 수 있는 조리 공간

PCS

CWS

RDT

PCS

DCS

Yes
mm
Cast iron

105

Yes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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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즈마 80V:30)

(플라즈마 80:26)

제조원 : La Nordica
원산지 : Made in Italy
크기 : 800(W) x 555(H) x 310(D)mm
무게 : 112Kg
화력 : 6 kW - 7.7 kW
난방 면적 : 11 - 27 평

제조원 : La Nordica
원산지 : Made in Italy
크기 : 500(W) x 800(H) x 350(D) mm
무게 : 109Kg
화력 : 6 kW - 7.3 kW
난방 면적 : 11 - 27 평

Handmade Majolica Exterior
깊이 26Cm 벽걸이 벽난로
초고강도 Cast iron - Ironker 화실
스크린 룩 글라스 도어
정교한 1, 2차 공기 주입 장치로 연소시간 미세 조정
어린이 화상방지
이중 연소, 클린윈도우 시스템

RDT

Handmade Majolica Exterior
깊이 30Cm 수직형 벽걸이 벽난로
초고강도 Cast iron - Ironker 화실
스크린 룩 글라스 도어
정교한 1, 2차 공기 주입 장치로 연소시간 미세 조정
어린이 화상방지
이중 연소, 클린윈도우 시스템

PCS

CWS

Ironk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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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TTA (이세타)

3ERIEGhisa

제조원 : La Nordica
원산지 : Made in Italy
크기 : 660(W) x 706(H) x 450(D) mm
무게 : 154Kg
화력 : 7 kW - 9 kW
난방 면적 : 13 - 33 평
복사열 주물 벽난로
외부 전체 고품격 내열 에나멜 도장
정교한 1, 2차 공기 주입 장치로 연소시간 미세 조정
주물 벽난로 속에 또 다른 주물 벽난로가 들어있는 분리형 이중 구조
주물 화실로 축열성 및 열효율 극대화
간편하게 옆에서 장작을 넣을 수 있는 이중구조 사이드 도어
10시간 연속 연소와 열효율 극대화를 위한 디플렉터 개폐장치
뒷면 안전 거리 30Cm, 옆면 안전거리 35Cm
뒷벽 단열 석재 불필요
재받이 회전 그레이트 채택, 간편한 재처리
이중 연소, 클린윈도우 시스템
10초 초고속 점화

DCS

PCS

RDT

CWS

Cast iron

Isetta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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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0x706x450

Ghisa

Sì

154

201

78,1

380x245

9,0

2,1

467x300x220

7

150 s/p

S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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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TTA(이소타)

3ERIEGhisa

제조원 : La Nordica
원산지 : Made in Italy
크기 : 790(W) x 775(H) x 520(D) mm
무게 : 205Kg
화력 : 11.9 kW . 14.5 kW
난방 면적 : 14 - 37 평
복사열 대형 주물 벽난로
외부 전체 고품격 내열 에나멜 도장
정교한 1, 2차 공기 주입 장치로 연소시간 미세 조정
주물 벽난로 속에 또 다른 주물 벽난로가 들어있는 분리형
이중 구조 주물 화실로 축열성 및 열효율 극대화
간편하게 옆에서 장작을 넣을 수 있는 이중구조 사이드 도어
10시간 연속 연소와 열효율 극대화를 위한 디플렉터 개폐장치
뒷면 안전 거리 40Cm, 옆면 안전거리 70Cm
재받이 회전 그레이트 채택, 간편한 재처리
이중 연소, 클린윈도우 시스템
10초 초고속 점화

Isotta Ev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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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S

790x775x660

338

205

14,5

519x305

11,9

597x360x290

Sì

150 s/p

Sì

Ghisa

82

PCS

RDT

CWS

Cast iron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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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TTA&ORNO (이소타 포노)

3ERIEGhisa

.ERO!NTRACITE

제조원 : La Nordica
원산지 : Made in Italy
크기 : 795(W) x 1244(H) x 530(D) mm
무게 : 296Kg
화력 : 11.5 kW - 13.8 kW
난방 면적 : 19 - 52 평
복사열 대형 주물 벽난로 쿠커
상부 대형 조리실
외부 전체 고품격 내열 에나멜 도장
주물 벽난로 속에 또 다른 주물 벽난로가 들어있는 분리형
이중 구조 주물 화실로 축열성 및 열효율 극대화
정교한 1, 2차 공기 주입 장치로 연소시간 미세 조정
간편하게 옆에서 장작을 넣을 수 있는 이중구조 사이드 도어
10시간 연속 연소와 열효율 극대화를 위한 디플렉터 개폐장치
뒷면 안전 거리 40Cm, 옆면 안전거리 70Cm
재받이 회전 그레이트 채택, 간편한 재처리
이중 연소, 클린윈도우 시스템
10초 초고속 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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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5x1244x530

150 sup.

296

Ghisa

519x305

330

597x360x290

13,8

443x290x305

11,5

DCS

PCS

RDT

CWS

Cast iron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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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ola (비올라)

Giulietta (귈레타)

제조원 : La Nordica
원산지 : Made in Italy
크기 : 487(W) x 706(H) x 430(D) mm
무게 : 117Kg
화력 : 6 kW - 7.5 kW
난방 면적 : 10 - 30 평

복사열 주물 벽난로
외부 전체 고품격 내열 에나멜 도장
정교한 1, 2차 공기 주입 장치로 연소시간 미세 조정
가열 공기 3차 공급, 최적의 연소상태 유지
이중 구조 주물 화실로 축열 및 열효율 극대화
뒷면, 옆면 안전 거리 20Cm
뒷벽 단열 석재 불필요
재받이 회전 그레이트 채택, 간편한 재처리
이중 연소, 클린윈도우 시스템

Violetta (비올레타)

제조원 : La Nordica
원산지 : Made in Italy
크기 : 640(W) x 706(H) x 465(D) mm
무게 : 154Kg
정상화력 : 7 kW - 9 kW
난방 면적 : 12 - 32 평

복사열 주물 벽난로
외부 전체 고품격 내열 에나멜 도장
정교한 1, 2차 공기공급 조절장치로 연소시간 미세 조정
주물 벽난로 속에 또 다른 주물 벽난로가 들어있는 분리형
이중 구조 주물 화실로 축열성 및 열효율 극대화
10시간 연속 연소와 열효율 극대화를 위한 디플렉터 개폐장치
뒷면 안전 거리 30Cm, 옆면 안전거리 35Cm
뒷벽 단열 석재 불필요
재받이 회전 그레이트 채택, 간편한 재처리
이중 연소, 클린윈도우 시스템

제조원 : La Nordica
원산지 : Made in Italy
크기 : 495(W) x 706(H) x 440(D) mm
무게 : 117Kg
화력 : 6 kW - 7.5 kW
난방 면적 : 11 - 27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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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0x706x465

Ghisa

Sì

154

201

78,1

380x245

9,0

2,1

485x300x220

7

150 s/p

Sì

DCS

PCS

RDT

CWS

Cast ir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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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cinotta (쿠시노타)

Serie Cucine

a Legna

제조원 : La Nordica
원산지 : Made in Italy
크기 : 682(W) x 860(H) x 653(D) mm
무게 : 197Kg
화력 : 9 kW - 11.5 kW
난방 면적 : 15 - 41 평

DCS

PCS

화실 내부, 상부에서 조리가 가능한 조리용 쿠커 벽난로
초고강도 Cast iron - Ironker 화실
정교한 1, 2차 공기 주입 장치로 연소시간 미세 조정
가열 공기 3차 공급, 최적의 연소상태 유지
어린이 화상 방지, 뒷벽 단열 석재 불필요
뒷면, 옆면 안전거리 15Cm
이중 연소, 클린윈도우 시스템
10초 초고속 점화

CWS

RDT

Ironker

682x860x653
197
405x325
423x346x475
CMO-NE
150 s/p
Ghisa / Ironker
Ghisa
258
11,5
9
Sì
Sì
Sì
78,1
2,7
Optional Ø 120
Nero
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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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ORIAN
Germany

마르스

휘디스

마르스 화강석

휘디스 스크 린

마르스 자연석

노빌리

새턴

노빌리 자연석

새턴 화강석
루나
나오스
나오스 화강석
나오스 자연석
베가

루스티코
루스티코 스크린
갈리나
갈리나 스크린
아레나
아레나 화강석

베가 세라믹

* 폰트 출처 - 나눔바른고딕(네이버)
나눔고딕
나눔스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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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

QUA
QU
ALI
LITÄ
TÄT
T VO
VOM SCHORNS
SCHORNSTEI
TEINFEG
NFEGER
ER

화력

7.9 kW
12 kW

화력

정상 화력
최대 화력

7.9 kW
12 kW

정상 화력
최대 화력

Mars Granite

Mars (마르스)

(마르스 화강석)

Mars Sand Stone

제조원 : FLORIAN Germany
원산지 : Made in EU
크기 : 525(W) x 987(H) x 432(D) mm
무게 : 176Kg
정상화력 : 7.9 kW
난방 면적 : 14 - 36 평

제조원 : FLORIAN Germany
원산지 : Made in EU
크기 : 525(W) x 987(H) x 432(D) mm
무게 : 140Kg
정상화력 : 7.9 kW
난방 면적 : 14 - 36 평

곡면 글라스 도어, 화강석 치장 벽난로
내화 세라믹(Vermiculite) 화실
이중 연소, 클린 윈도우 시스템
정교한 1, 2차 공기 조절 장치로 연소 시간 미세 조정 가능
가열 공기 3차 공급으로 최적의 연소 상태 유지
뒷면, 옆면 안전 거리 30Cm, 뒷벽 단열 석재 불필요

곡면 글라스 도어
내화 세라믹(Vermiculite) 화실
이중 연소, 클린 윈도우 시스템
정교한 1, 2차 공기 조절 장치로 연소 시간 미세 조정 가능
가열 공기 3차 공급으로 최적의 연소 상태 유지
뒷면, 옆면 안전 거리 30Cm, 뒷벽 단열 석재 불필요

Greey
Gr
121

Black

Mars Granite

Mars Natural St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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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A
QUALI
LITÄ
TÄT
T VO
VOM SCHORNSTEI
SCHORNS TEINFEG
NFEGER
ER

화력

7.9 kW
12 kW

정상 화력
최대 화력

Saturn (새턴)

화력

7.9 kW
12 kW

정상 화력
최대 화력

Saturn Granite
(새턴 화강석)

제조원 : FLORIAN Germany
원산지 : Made in EU
크기 : 525(W) x 987(H) x 432(D) mm
무게 : 140Kg
정상화력 : 7.9 kW
난방 면적 : 14 - 36 평
곡면 글라스 도어
내화 세라믹(Vermiculite) 화실
이중 연소, 클린 윈도우 시스템
정교한 1, 2차 공기 조절 장치로 연소 시간 미세 조정 가능
가열 공기 3차 공급으로 최적의 연소 상태 유지
뒷면, 옆면 안전 거리 30Cm, 뒷벽 단열 석재 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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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원 : FLORIAN Germany
원산지 : Made in EU
크기 : 525(W) x 987(H) x 432(D) mm
무게 : 176Kg
정상화력 : 7.9 kW
난방 면적 : 14 - 36 평
곡면 글라스 도어, 곡면 화강석 치장 벽난로
내화 세라믹(Vermiculite) 화실
이중 연소, 클린 윈도우 시스템
정교한 1, 2차 공기 조절 장치로 연소 시간 미세 조정 가능
가열 공기 3차 공급으로 최적의 연소 상태 유지
뒷면, 옆면 안전 거리 30Cm, 뒷벽 단열 석재 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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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A
QU
ALI
LITÄ
TÄT
T VO
VOM SCHORNSTEI
SCHORNS TEINFEG
NFEGER
ER

화력

7.9 kW
12 kW

정상 화력
최대 화력

Naos (나오스)

Naos Granite
(나오스 화강석)
제조원 : FLORIAN Germany
원산지 : Made in EU
크기 : 525(W) x 1035(H) x 432(D) mm
무게 : 176Kg
정상화력 : 7.9 kW
난방 면적 : 14 - 36 평
곡면 글라스 도어, 화강석, 자연석 치장
내화 세라믹(Vermiculite) 화실
이중 연소, 클린 윈도우 시스템
정교한 1, 2차 공기 조절 장치로 연소 시간 미세 조정 가능
가열 공기 3차 공급으로 최적의 연소 상태 유지
90° 좌우 회전
뒷면, 옆면 안전 거리 30Cm, 뒷벽 단열 석재 불필요

제조원 : FLORIAN Germany
원산지 : Made in EU
크기 : 525(W) x 1035(H) x 432(D) mm
무게 : 160Kg
정상화력 : 7.9 kW
난방 면적 : 14 - 36 평

Bl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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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ey

곡면 글라스 도어, 보르도 타입 디자인
내화 세라믹(Vermiculite) 화실
이중 연소, 클린 윈도우 시스템
정교한 1, 2차 공기 조절 장치로 연소 시간 미세 조정 가능
가열 공기 3차 공급으로 최적의 연소 상태 유지
90° 좌우 회전
뒷면, 옆면 안전 거리 30Cm, 뒷벽 단열 석재 불필요

Naos Natural Stone (나오스 자연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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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ALITÄT VOM SCHORNSTEINFEGER

화력

7.9 kW
12 kW

정상 화력

화력

최대 화력

Luna (루나)

곡면 글라스 도어
내화 세라믹(Vermiculite) 화실
이중 연소, 클린 윈도우 시스템
정교한 1, 2차 공기 조절 장치로 연소 시간 미세 조정 가능
가열 공기 3차 공급으로 최적의 연소 상태 유지
뒷면, 옆면 안전 거리 30Cm, 뒷벽 단열 석재 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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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 화력
최대 화력

Nobile (노빌리)

Black

제조원 : FLORIAN Germany
원산지 : Made in EU
크기 : 525(W) x 1220(H) x 432(D) mm
무게 : 160Kg
정상화력 : 7.9 kW
난방 면적 : 14 - 36 평

7.4 kW
11 kW

Silver

제조원 : FLORIAN Germany
원산지 : Made in EU
크기 : 508(W) x 1105(H) x 508(D) mm
무게 : 120Kg
정상화력 : 7.4 kW
난방 면적 : 13 - 34 평
원통형 디자인 곡면 글라스 도어, 스크린 룩
내화 세라믹(Vermiculite) 화실
이중 연소, 클린 윈도우 시스템
정교한 1, 2차 공기 조절 장치로 연소 시간 미세 조정 가능
가열 공기 3차 공급으로 최적의 연소 상태 유지
뒷면, 옆면 안전 거리 30Cm, 뒷벽 단열 석재 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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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A
QU
ALI
LITÄ
TÄT
T VO
VOM SCHORNSTEI
SCHORNS TEINFEG
NFEGER
ER

화력

8 kW
12 kW

정상 화력
최대 화력

Vega (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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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력

8 kW
12 kW

정상 화력
최대 화력

Vega Ceramic (베가 세라믹)

제조원 : FLORIAN Germany
원산지 : Made in EU
크기 : 606(W) x 1090(H) x 442(D) mm
무게 : 120Kg
정상화력 : 8 kW
난방 면적 : 14 - 36 평

제조원 : FLORIAN Germany
원산지 : Made in EU
크기 : 606(W) x 1090(H) x 442(D) mm
무게 : 160Kg
정상화력 : 8 kW
난방 면적 : 14 - 36 평

곡면 글라스 도어, 대형 스크린 룩 도어
내화 세라믹(Vermiculite) 화실
이중 연소, 클린 윈도우 시스템
정교한 1, 2차 공기 조절 장치로 연소 시간 미세 조정 가능
가열 공기 3차 공급으로 최적의 연소 상태 유지
뒷면, 옆면 안전 거리 30Cm, 뒷벽 단열 석재 불필요

스크린 룩 곡면 글라스 도어, Ceramic 도자기 치장
내화 세라믹(Vermiculite) 화실
이중 연소, 클린 윈도우 시스템
정교한 1, 2차 공기 조절 장치로 연소 시간 미세 조정 가능
가열 공기 3차 공급으로 최적의 연소 상태 유지
뒷면, 옆면 안전 거리 30Cm, 뒷벽 단열 석재 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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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ALITÄT VOM SCHORNSTEINFEGER

화력

7.3 kW
11 kW

정상 화력
최대 화력

Fidis (휘디스)

화력

7.3 kW
11 kW

정상 화력
최대 화력

Fidis Screen
(휘디스 스크린)

제조원 : FLORIAN Germany
원산지 : Made in EU
크기 : 517(W) x 1057(H) x 476(D) mm
무게 : 120Kg
정상화력 : 7.3 kW
난방 면적 : 13 - 33 평
Soap Stone 자연석 Dish-warmer
내화 세라믹(Vermiculite) 화실
이중 연소, 클린 윈도우 시스템
정교한 1, 2차 공기 조절 장치로 연소 시간 미세 조정 가능
가열 공기 3차 공급으로 최적의 연소 상태 유지
뒷면, 옆면 안전 거리 30Cm, 뒷벽 단열 석재 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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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원 : FLORIAN Germany
원산지 : Made in EU
크기 : 517(W) x 1057(H) x 476(D) mm
무게 : 120Kg
정상화력 : 7.3 kW
난방 면적 : 13 - 33 평
곡면 글라스 도어, 스크린 룩
상부 자연석 Dish-warmer
내화 세라믹(Vermiculite) 화실
이중 연소, 클린 윈도우 시스템
정교한 1, 2차 공기 조절 장치로 연소 시간 미세 조정 가능
가열 공기 3차 공급으로 최적의 연소 상태 유지
뒷면, 옆면 안전 거리 30Cm, 뒷벽 단열 석재 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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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ALITÄT VOM SCHORNSTEINFEGER

화력

7.4 kW
12 kW

화력

정상 화력
최대 화력

정상 화력
최대 화력

Galina (갈리나)

Rustico (루스티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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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kW
12 kW

제조원 : FLORIAN Germany
원산지 : Made in EU
크기 : 508(W) x 1105(H) x 508(D) mm
무게 : 120Kg
정상화력 : 7.4 kW
난방 면적 : 13 - 34 평

제조원 : FLORIAN Germany
원산지 : Made in EU
크기 : 508(W) x 1105(H) x 508(D) mm
무게 : 120Kg
정상화력 : 7.4 kW
난방 면적 : 13 - 34 평

원통형 디자인 곡면 글라스 도어
내화 세라믹(Vermiculite) 화실
이중 연소, 클린 윈도우 시스템
정교한 1, 2차 공기 조절 장치로 연소 시간 미세 조정 가능
가열 공기 3차 공급으로 최적의 연소 상태 유지
뒷면, 옆면 안전 거리 30Cm, 뒷벽 단열 석재 불필요

곡면 글라스 도어, 스크린 룩
내화 세라믹(Vermiculite) 화실
이중 연소, 클린 윈도우 시스템
정교한 1, 2차 공기 조절 장치로 연소 시간 미세 조정 가능
가열 공기 3차 공급으로 최적의 연소 상태 유지
뒷면, 옆면 안전 거리 30Cm, 뒷벽 단열 석재 불필요

Ceramic 도자기

134

QUALITÄT VOM SCHORNSTEINFEGER

화력

7.9 kW
12 kW

화력

정상 화력

정상 화력
최대 화력

최대 화력

Arena Granite

Arena (아레나)

(아레나 화강석)

제조원 : FLORIAN Germany
원산지 : Made in EU
크기 : 525(W) x 987(H) x 432(D) mm
무게 : 145Kg
정상화력 : 7.9 kW
난방 면적 : 14 - 36 평
3면 개방 곡면 글라스 도어
내화 세라믹(Vermiculite) 화실
이중 연소, 클린 윈도우 시스템
정교한 1, 2차 공기 조절 장치로 연소 시간 미세 조정 가능
가열 공기 3차 공급으로 최적의 연소 상태 유지
뒷면, 옆면 안전 거리 30Cm, 뒷벽 단열 석재 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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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kW
12 kW

제조원 : FLORIAN Germany
원산지 : Made in EU
크기 : 525(W) x 987(H) x 432(D) mm
무게 : 164Kg
정상화력 : 7.9 kW
난방 면적 : 14 - 36 평
3면 개방 곡면 글라스 도어, 화강석 치장
내화 세라믹(Vermiculite) 화실
이중 연소, 클린 윈도우 시스템
정교한 1, 2차 공기 조절 장치로 연소 시간 미세 조정 가능
가열 공기 3차 공급으로 최적의 연소 상태 유지
뒷면, 옆면 안전 거리 30Cm, 뒷벽 단열 석재 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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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상의 자리에 빛나는 DuraTech Chimney!

DuraTech Chimney made in U.S.A.
안전을 위한다면 두라테크입니다.

고객님의 안전을 지키겠습니다.

What makes the DuraTech different from the rest?
30년 이상 반영구적인 수명을 보증하는 내구성 Limited Lifetime Warranty
뛰어난 단열 성능으로 인해 Chimney Fire 시에도 뒤틀림이나 휘어짐의 변형
이 없어 목조 주택에도 안전하게 설치할 수 있습니다.
미려한 외관, 완벽한 방수 및 결로 차단트위스
트 록 구조로 작업이 편리Twist-lock
fittings. No locking bands or
mechanical fasteners required

DuraTech®
All-fuel, double-wall

외부와 내부 스텐레스 관 사이에 1" 두께의 Thermal Tech Blanket
이 충진되어 있어 내부관이 뜨거울 때에도 외부 표면 온도는 상온을
유지해 주며, 보온 단열 효과가 뛰어나 최적의 배기 상태를 유지시켜
줍니다.
Thermal Tech blanket insulation encased between two
walls keeps the outer wall cool, while ensuring high flue
gas temperatures for optimum draft performance

chimney system
Made in U.S.A.
UL 103 HT, UL 103, and ULC S604.

한 시간 동안의 760 °C 실험과 30분간의 1150 °C
Chimney Fire 실험 테스트 통과, UL 마크 획득.
스텐레스 세라믹 이중 단열 연도는 내관과 외관의 극심한 온도 차로 인해 내부
관이 급팽창과 급수축을 반복하므로 상당한 제조 노하우와 정밀 기술을 요합니
다.
DuraTech 는 미국 Duravent 사의 첨단 정밀 기술로 만들어 집니다. Made in
the USA.

Engineered Excellence®

1. 두라테크 이중단열연도는 내부관이 뜨거울 때에도 외부 표면온도는 상온을
유지해 주며, 침니 화이어 시에도 외부 표면 온도가 발화점 이상으로 상승하지
않아 목조 주택에도 안전하게 설치할 수 있습니다.
2. 두라테크 연도는 전미국 벽난로 협회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벽난로 전용
연도로 선정한, 세계 최고의 단열 연도 시스템입니다.
3. 고광택 휘니싱 스텐레스 사용으로 외관이 미려합니다.
4. 천장 속에 연통을 단열재로 감싸는 재래식 시공 방법과는 달리,두라테크
연도는 천장 내부에서 완전 격리되어 시공되므로 화재사고의 위험성이 전혀
없습니다.
5. 통풍 기능 방수 후레싱 사용으로 지붕 단열 및 방수가 철저하며지붕 위
외관이 깨끗합니다.
6. 실내용 흑색 관은 도장 상태가 깨끗해 쾌적한 실내 환경을 유지해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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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raTech 이중 단열 연도, DuraBlack 흑색 단관, DVL 흑색 이중관

두라테크 연도는 이렇게 설치됩니다.

Chimney Pipe

DuraBlack Single-Wall Balck Pipe

두라테크 이중 단열 연도

두라블랙 실내 흑색 단관

Adjustable Pipe 거리 조절 연도

DuraBlack Telescoping Pipe

벽난로 설치시에 연통의 성능은 벽난로 본체 못지 않게 중요합니다. 성능이 떨이지는 연통을 사용하면, 화재 위험 뿐만 아니라 배기 가스 배출에
도 영향을 미쳐 벽난로 연소 기능이 저하되거나 여러가지 문제들을 유발시킬 수 있습니다. 연통의 성능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는 보온 효과
입니다. 외부의 찬 공기에 직접 노출되는 이중 단열 연통의 보온 성능이 좋지 않을 경우엔 배기 가스의 원활한 배출이 이루어지지 않아 화실 속에서
장작이 탈 때 불완전 연소를 유발하게 되며, 방안으로 연기가 누출되기도 합니다.
두라테크 이중 단열 연도는 단열 보온 성능이 뛰어나 배기 가스가 균형잡히게 배출되도록 도와주며, 외부의 온도가 몹시 추울 때에도 연기를 빨아
올리는 힘이 강해 항상 쾌적한 연소 상태를 유지하게 해 줍니다. 뿐만 아니라 두라테크 연도 시스템은 설치에 필요한 모든 부품들이 하나하나 세부
적으로 구비되어 있어 가장 완벽하게 설치를 할 수 있게 해줍니다.

단관 텔레스코핑

Elbow Kit 15°30° 엘보우
DuraBlack Slip Connector 연결관

Chimney Cap 불똥방지 캡

DuraBlack 45° 90° Elbow
단관 45°90°엘보우

Square Ceiling Support Box

DuraBlack Tee Cap

사각 화이어스톱

단관 티 연도

Roof Flashings

불똥방지 캡

DuraTech

Increaser, Damper 인크리저, 댐퍼

방수 후레싱 (완경사, 급경사, 수평)

Trim Collar 화이어스톱
Tee w/ Cap 티 연도
DVL Double-Wall Balck Pipe 실내 흑색 이중관

익스텐디드 브라켓
스톰칼라
방수 후레싱

1

실내 흑색 단관, 이중관

2

사각 화이어스톱

3

벽면 화이어스톱

4

두라테크 이중 단열 연도

애틱 인슐레이션 쉴드루프

5

애틱 인슐레이션 쉴드

브라켓

6

방수 후레싱

7

스톰칼라

벽면 브라켓

8

불똥방지 캡

두라테크 이중 단열 연도

9

두라테크 엘보우

Adjustable Tee Support Bracket

10

브라켓

티 써포트 브라켓

11

티 연도

12

티 써포트

13

원형 화이어스톱

실내 흑색 단관, 이중관
어댑터, 인크리져

DVL Telescoping
이중 텔레스코핑

Wall Thimble
벽면 화이어스톱

14

루프 브라켓

DVL Chimney Adapter, Adjustable Pipe

15

휘니싱 칼라

이중관 어댑터, 이중 연결관

16

연결관

사각 화이어스톱
연결관

Adjustable Wall Strap
거리 조절 벽면 브라켓

DVL 45° 90° Elbow 이중 45°90°엘보우
8

Adjustable Roof Support 루프 브라켓

4

DVL Tee/Cap 이중 티 연도

6

7

Storm Collar 스톰 칼라
16

Finishing Collar 휘니싱 칼라

DVL Increaser, Damper 이중 인크리저, 댐퍼

4
6

1
1

Round Ceiling Support Box
원형 써포트 박스

6

4

7
3

7
14

9
11

13

15
12

2
15

1

Spark Arrestor 스파크 어레스터

목조 주택 경사 천장 사각 화이어스톱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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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4

16

8

8

8

5
2

7

8

경사 지붕 평천장

벽관통 설치

경사 지붕 루프 브라켓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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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프라 벽난로 시공 사례

서산 엘립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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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 니콜레타

공주 기셀라

밀양 이소타

울진 가이아

구기동 퍼시리프트

양평 세레스

거제 카나토

청주 율리시스

수원 새턴 화강석

양평 루스티코

천안 나오스

남양주 휘디스

가평 마르스 화강석

여수 포투나

용인 카릴론 16:9

문경 아크나

일산 피아메타

용인 고담

용인 화이어볼

인천 쿠시노타

함양 쎌레스타

용인 톨로사

통영 블랙스크린

용인 가이아 포노

양평 이소타 포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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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프라 벽난로는 국내 건설 자재 업종 가운데 낙후된 분야중 하나인 벽난로의 선
진화를 목표로 1999년도에 설립된 수입 벽난로 전문 회사로, 프랑스의 SUPRA,
이태리 La Nordica, 독일 Florian 벽난로 및 미국 Simpson Duravent 사의
DuraTech 연도 시스템을 수입 독점 판매, 시공하는 회사입니다.
국내 벽난로 업계는 총 매출 시장이 협소하기 때문에 대규모의 개발 투자가 이뤄
지지 못했고, 결과적으로 국제 수준의 일류 벽난로 제품들과는 품질면에서 많은
차이가 있었습니다. 시공 기술 부문에 있어서도 자재의 후진성과 시공 기술력 부
족으로 화재 위험, 부실 시공, 난방 불량 등의 문제들이 제대로 해결되지 못한 경
우가 많았습니다.
수프라 벽난로는 세계 최고 수준의 SUPRA, Nordica, Florian 벽난로와 두라테크
연도 완제품 및 그 시공 설치 기술을 도입하여 현장 시공에 그대로 적용함으로써
벽난로 제품과 시공설치 부문을 완벽히 벽난로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 올렸습니
다.
겨울철 난방 걱정! 수프라가 해결해 드립니다. 수프라 제품을 설치하셨다면 이제
벽난로를 안심하고 편안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 강남구 논현동 수프라 전시장

논현동 전시장 내부

경기도 광주시 오포 수프라벽난로 물류 창고

수프라벽난로 시공팀은 안전한 시공과 철저한 A/S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거실의 아름다움을 창조하는 기업
경향 하우징 페어, MBC 건축 박람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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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프라벽난로

거실의 아름다움을 창조하는 기업

* 폰트 출처 - 나눔바른고딕(네이버)
나눔고딕
나눔스퀘어

수프라 벽난로
서울 강남구 논현로 652 한일빌딩 6층
Tel : 02) 546 - 3301
Fax : 02) 540 - 0350
E-MAIL : isupra@naver.com

www.supr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