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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윈:
혁신적인 파시브하우스 창호

스마트윈은 최초의 phA 등급을 얻은 파시브하우스 창으로, 프
로 파시브하우스펜스터 (pro Passivhausfenster)가 개발한 것
입니다. 개발 목표는 지능적인 창틀 (smart), 매력적인 디자인 
(art), 그리고 에너지효율이 높은 창 (win)을 하나로 통합해내
는 것이었고, 그 결과가 스마트윈 창입니다. 그러므로 매력적
인 외관을 지닌 이 창은 설치한 그날부터 에너지 비용을 줄여
줄 것입니다. 

프로 파시브하우스펜스터의 설립자들은 그들의 비전을 현실화
하기 위해 smartwin, smartwin sliding, smartwin historic 같은 
여러 종류의 창호 모델을  개발했습니다. 이 모든 모델은 파시
브하우스에 적용할 때 지켜야 할 엄격한 규정과 조건을 충족하
고 있습니다. 이는 독일 파시브하우스 연구소의 볼프강 파이스
트 교수의 인증서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 스마트윈 창을 유
럽 전역과 한국에서까지 설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우리는 
파트너 업체들의 네트워크를 구축했습니다. 우리는 파시브하
우스 창을 공동의 지식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발
전시킬 수 있는 유능한 팀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스
마트윈 제작을 위해 사용하는 자재들은 뛰어난 단열성능을 가
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미적, 실용적 가치도 매우 높습니다. 
또 하나 강조할 점은 우리가 지속적으로 자라나고 환경을 해치
지 않는 자재들을 주로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스마트윈: 적은 에너지가 더 많이 절약한다!
스마트윈: 자연의 재료로 돌아가자! 

스마트윈은 당신을 날씨의 영향으로부터 가장 잘 보호해줍니다. 스마트

윈은 중부유럽의 고품질 목재와 부식되지 않는 알루미늄 보호막을 사용

하기 때문에 천연의 색 그대로인 상태에서도 수명이 아주 깁니다. 이 창

에 적용된 스마트윈-창틀에 적용된 혁신적인 요소와 고품질의 삼중 단

열유리는 시중에서 통용되는 창호보다 두세배 더 뛰어난 성능을 보입니

다. 

스마트윈은 정교한 독일 엔지니어기술의 산물입니다. 목재, 알루미늄, 

유리 그리고 단열은 어떤 건물에도 적용할 수 있는 매우 품질 높은 창을 

만들어냅니다. 에너지 관점에서 볼 때 스마트윈-시스템은, 여러가지 최

적의 기술 덕분에 에너지를 크게 절약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는 파시브

하우스 연구소의 인증 등급에도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 인증서에 명시

된 수치들이 스마트윈 창의 성능을 보증합니다. 스마트윈은 에너지효율

적 건축분야에서 앞으로 적용될 더 엄격한 규정을 충족시킬 최적의 제

품입니다. 

파시브하우스 건축은 점점 더 확산되고 선호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파시브하우스도 해마다 늘어나고 있습니다. 유럽에는 파시브하우스 기

준을 모두 충족하는 건축물의 총 면적을 합하면 백만 제곱미터가 넘습니

다. 이 건물들은 운영비가 아주 적을 뿐만 아니라 금융지원을 받기도 수

월합니다. 그뿐 아니라 이 건물에서는 평생 아주 높은 쾌적함을 느끼며 

살 수 있습니다. 

또 하나 강조하고 싶은 점은, 스마트윈이 파시브하우스창의 창틀에 미적

인 면에서 획기적인 혁신을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스마트윈 시리즈의 모

델은 모두 예외없이 우아하고 매력적인 외관을 보여줍니다. 

스마트윈-창호의 특성:

. 뛰어난 단열능력을 지닌 우아하고 날씬한 창틀

. 외부는 견고하고 (알루미늄)
  내부는 쾌적하다 (나무)
. 매력적인 디테일들:
  외부에서는 창틀이 보이지 않는다.
  내부에서는 창틀이 아주 조금 드러난다.
  유리면이 아주 넓다.
. 유리의 내부 표면온도가 높고,
  창 아래에 난방이 필요없다.
. 창문과 창틀이 안쪽면에서 일자로 붙어있고, 
  연결철물이 보이지 않는다.
. 단순화된 생산공정을 통한 적정한 가격

. 유능한 팀의 자문, 납품, 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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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적한 주거

차가운 겨울날에도 창 앞에서 아늑함을 느끼고 싶습니까? 스마
트윈이 완벽하게 해결해줍니다. 스마트윈은 실내의 열기와 바
깥의 냉기를 아주 잘 분리해줍니다. 최고로 쾌적함을 선사하면
서도 에너지 소비는 줄여줍니다!

에너지 가격이 올라가도 별로 신경쓸 필요가 없습니다. 오직 
고품질의 파시브하우스와 제로에너지하우스가 이러한 자유를 
선사합니다. 창 아래에 라디에이터나 온돌을 설치하지 않아도 
됩니다. 

스마트윈 컴팩트 

스마트윈 컴팩트는 이미 나와 있는 스마트윈을 더 발전시킨 것
으로, 디자인이 더 우아하고 에너지 효율이 더 높습니다. 

이 발전은 더 세련된 창틀의 개발을 통해서 이루어졌는데, 이
를 통해 유리의 면적을 더 넓힐 수 있기 때문에 태양에너지의 
획득도 더 높아집니다. 창문과 창틀이 붙어있는 상태에서 옆과 
위 창틀의 너비는 70mm 입니다. 아래 창틀의 너비는 86 mm
이고, 새로운 등급의 에너지 효율과 우아한 디자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내쪽은 목재, 바깥쪽은 유리와 수명이 길고 관리가 필요없는 
알루미늄 프로파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프로 파시브하우스펜스터는 스마트윈 컴팩트를 내놓음으로써 
에너지면에서 아주 품질이 좋은 창을 경제적으로도 최적화하
는 일을 쉬지 않고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스마트윈 컴팩트는 2014년에 파시브하우스 연구소의 
목재-알루미늄-창 분야에서 1등상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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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윈 슬라이딩 

미닫이문을 적용한 파시브하우스는 오랫동안 가서는 안되는 길로 여겨졌습니
다. 스마트윈 슬라이딩 이전의 모든 미닫이문은 문틀의 단열성능과 기밀성능에 
대한 파시브하우스의 높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서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누가 
바람이 들어오고 그렇기 때문에 쾌적하지 않은 미닫이문을 원하겠습니까?

프로 파시브하우스펜스터는 스마트윈 슬라이딩이라는 미닫이문을 개발해서 파
시브하우스에 적합한 미닫이문을 최초로 시장에 내놓는 데 성공했습니다. 문틀
을 완전히 둘러싼 기밀면은 집안을 쾌적하게 만들어줍니다. 

미닫이문은 시각적으로도 스마트윈 창호의 비율을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스마
트윈 슬라이딩은 파시브하우스 연구소의 인증에서 „phA“ 등급을 받았습니다. 

스마트윈 엔터런스 

파시브하우스에 적합한 현관문은 파시브하우스 보급 초기에는 찾기가 어려웠습니
다. 지금은 다행스럽게도 인증받은 제품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왜 스마트윈 엔터런스가 필요한가요?
스마트윈 파트너들이 스스로 부과하는 높은 시각적 품질에 대한 요구는 현관문 앞에
서 멈추어버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결과는 잘 알려진 스마트윈-옵틱인데, 이것은 지금까지 도달하지 못했던 성능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설치된 현관문의 열관류율(Ud)은 0.52 W/m2K (기준은 0.85 
W/m2K) 이고, 가장 차가운 현관문턱의 표면온도는 섭씨 12.6 도가 넘습니다. 건축
물의 쾌적성을 크게 높여줄뿐만 아니라, 운영비도 줄여주겠지요. 

스마트윈 엔터런스의 매력적인 외관은 내부의 목재표면과 외부의 알루미늄 표면이 
그대로 유지되고 보안장치와 지문인식이 적용되는 상태에서도 전혀 손상이 가해지
지 않습니다. 



스마트윈 솔라

스마트윈 솔라는 스마트윈-제품군 중 가장 최근의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스마트윈 컴팩트를 더 좋게 만들어서, 쾌적성과 에너지 효율성이 더 높은 제품을 고객들
에게 제공할 수 있을까요? 프로 파시브하우스펜스터의 창 개발자인 프란츠 프로인도르퍼와 제프 로르
버는 창호의 기능면과 관련해서 완전히 새로운 접근을 함으로써 처음으로 유리면를 받치는 지지층이 
필요없는 창을 내놓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는 강화섬유가 들어간 삼각모양의 유리 받침을 통해서 이
루어졌는데, 이 받침은 창문의 목재틀과 일체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스마트윈 솔라의 날씬한 58mm 창문틀은 아주 매력적입니다. 그리고 창의 수명이 다할 때까지 더 많
은 태양에너지를 집으로 들여보내줄 것입니다. 

스마트윈 솔라도 이전의 모든 제품과 마찬가지로 내부는 목재, 외부는 알루미늄, 스텐레스 스틸, 유리
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모든 스마트윈 창호의 특성:

창틀: 
. 날씬한 고품질 목재 프로파일로 이루어진 창틀

. 다양한 표면처리를 통한 매력적인 목재마감 유지

. 아주 날씬한 세로대와 가로대

. 일자로 된 창틀과 창문틀

. 모든 창문, 현관문, 미닫이문의 배리어프리 시공 가능

외부 커버
. 내후성 알루미늄 프로파일 

. 색이 입혀졌거나 양극산화된 프로파일

유리:
. 고품질의 3중 보온유리

. 표준: 열관류율(Ug) = 0.54 W/m2K, g = 51 %

. 태양에너지 투과율 높은 유리: 열관류율(Ug) = 0.64 W/m2K, 

  g = 62 %

. 유리 사이 공간은 아르곤으로 채워짐

. 보온 간봉. 예: Swisspacer Ultimate

. 발코니 문 최대 높이 2850 mm

. 단일창문 최대 너비 1450 mm

. 미닫이문 최대 높이 2800 mm

. 미닫이문 최대 너비 3300 mm

. CE 표시, 파시브하우스 인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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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적인 건축

현대 건축의 디자인은 커다랗고 선이 분명하게 나뉘어져 있는 
유리 파사드 쪽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나무, 유리 그리고 알
루미늄이라는 자재가 결합된 만족스러운 유리 파사드를 찾는
다면, 스마트윈이 올바른 선택입니다.

스마트윈은 감각적인 디자인, 현대적인 알루미늄 그리고 나무
의 따뜻함을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스마트윈의 또 다른 장
점은 겨울철에는 난방, 여름철에는 냉방의 필요를 크게 줄여준
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스마트윈 창호를 설치하면 에너지 비
용뿐만 아니라 유지보수 비용도 적게 들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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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윈 창호는 최고 등급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에너지 효율 등급

은 phA나 phA+입니다. 

스마트윈 창호의 장점은 어디에 있을까요?

당신이 에너지 절약형 건물을 지으려 한다면, 스마트윈 창호가 도와

줄 것입니다. 당신은 단열을 덜 해도 되고, 스마트윈으로 다른 창호로

는 불가능한 건축입지에 파시브하우스나 플러스 에너지하우스를 실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품질이 탁월한 창호의 도움을 받으려 한다면 스

마트윈을 선택하십시오. 

smartwin Uw-values:

with glazing  (W/m2K)

Uf  (W/m2K) Ug = 0,54 Ug = 0,60 Ug = 0,70

smartwin 0,75 0,66 0,70 0,78

smartwin fix 0,57 0,61 0,66 0,74



pro Passivhausfenster Martin-Greif-Straße 20
D-83080 Oberaudorf
Email: ff@smartwin.eu 
www.smartwin.eu

한국지역 생산자: 파시브하우스 디자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