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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산화탄소(CO) 중독 사고 
예방을 위한 
CO 경보기 설치 의무화

2020년	8월	5일 이후 제조된 모든 가스 보일러는	
한국소방산업기술원(KFI)	인증을 획득한	
일산화탄소(CO)	누출 감지기 경보기를 함께	
설치해야 합니다.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법률 제17091호] 

40여 년 동안 보일러를 만들어 온 기업이 있습니다. 아시아 최초로 콘덴싱 보일러를 개발하고 

대한민국 시장은 물론 북미 콘덴싱 보일러 및 온수기 시장 판매 1위를 기록하고 있는 글로벌 기업.

혹한의 추위를 넘어 러시아 국민들에게도 가장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그 기업의 이름을 기억합니다. 

보일러 기술의 종주국인 유럽과 세계 30여 개 국가로 보일러를 수출하는 경동나비엔이 세계 최고 

수준의 난방 전문 기업에서 쾌적한 생활환경 파트너로 당신의 삶에 조금씩 더 가까이 다가갑니다.



4 설치 지원금 안내 

친환경 콘덴싱 보일러로 교체하면, 미세먼지 저감과 동시에 연간 최대 13만원의 연료비가 절감됩니다.

더 나은 내일을 위한 나비엔의 발걸음에 함께 동참해 주세요.

2020년	4월	3일부터 맑고 깨끗한 공기를 지키기 위한 노력으로	

국민들의 더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위한 대기관리권역법이	

시행되었습니다.	미세먼지가 많이 발생하는 노후 보일러를 교체하거나	

새 건물에 보일러를 신규 설치할 경우,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설치가 의무화되었습니다.	

친환경 콘덴싱 보일러 
설치 의무화 정책 시행

20만원 정부 설치 
지원금 혜택

지금 사용하는 오래된 보일러를 나비엔 친환경 콘덴싱 보일러로 

교체하시면	20만원의 정부 설치 지원금을 드립니다.	미세먼지도	

줄이고,	에너지도 절약할 수 있는 나비엔 친환경 콘덴싱 보일러,	

환경부와 경동나비엔이 함께하는 구매 혜택도 꼭 챙겨보세요!	
*	각 지자체별 설치 지원금 대상 지역 및 시행 일정 등에 차이가 있으며, 각 지역별 정부 보조금 지원 수량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정부 설치 
지원금

20만원

상세 내용은 거주 지역  시, 군, 구 환경 관련 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시행 기간 지자체별 예산 소진 시까지*
*	각 지역별로 정부 보조금 지원 수량 한정

지원 금액 20만원(1 가구당 1대 교체 비용)**
**	저소득층	50만원 지원

지원 대상 모델 나비엔 콘덴싱 보일러  
NCB700, NCB500, NCB300 시리즈



안심하고 숨쉬는 
깨끗한 세상을 만들어요

미세먼지를 만들어내는 질소산화물(NOx)을
 79% 줄여주고 지구온난화를 일으키는	
이산화탄소(CO2) 배출량도	1년에	576kg나 
줄여주는 친환경 나비엔 콘덴싱 보일러로	
우리 아이들이 안심하고 숨쉬는 맑고	
깨끗한 세상을 함께 만들어요.	

성능은 기본, 청결과 안전까지
이제 온수 걱정은 하지 말아요

까다로운 미국과 캐나다 소비자들을	
사로잡은,	북미 가스 온수기 시장 1위	
기술력을 그대로 담았습니다.	물의 양을	
실시간으로 계산해 흔들림 없이 제공하는 
풍부한 온수와 국내 유일 0.5℃ 섬세 
제어 기술로 차별화된 프리미엄 온수	
성능을 느껴 보세요.

더 경제적인 
생활을 누려 보세요 

에너지 효율 1등급 나비엔 콘덴싱 보일러는	
에너지를 한 번 더 사용하기 때문에 일반	
보일러 대비 최대 28.4%의 가스비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쉽게 녹슬지 않는 스테인리스	
열교환기를 사용하여 잔고장 없이,	오래오래	
가스비 절약 효과를 누릴 수 있어요.

따로 신경 쓰지 않아도
더 따뜻한 난방이 가능해요

추워진 날씨에 아무리 온도를 올려도 집이	
따뜻해지지 않거나,	자다가 너무 더워	
이불을 걷어찬 경험,	다들 한번쯤 있으시죠?	
이젠 알아서 척척 실내 온도를 유지해주는	
스마트 난방의 혜택을 경험해 보세요.

나비엔 콘덴싱이
생활을 만났을 때 

난방비 걱정 없이 따뜻함을 누릴 수 있도록, 미세먼지 걱정 없이 깨끗한 숨을 쉴 수 있도록, 

1988년 아시아 최초로 경동나비엔이 시작한 콘덴싱이 이제 모두의 콘덴싱이 되었습니다. 

6 콘덴싱 기술 스토리

—
이산화탄소

1년에 576kg 저감

    CO2

576kg

  NOx

79%

—
질소화합물 배출량

 79% 저감

—
1년에 소나무 208그루를 

심는 효과 

     소나무

208그루



“가스비는 적게 나왔는데, 이번 
  겨울은 어쩐지 더 따뜻한 것 같아요. 
  아이들의 숨결도 더 깨끗해지겠죠?”

나비엔 콘덴싱 가스 보일러

Series

NCB700	 		NCB500	 		NCB300



NCB700 Series

스마트한 기능으로 
생활에 여유를 더하다

실내 온도 변화를 학습해
정확하고 빠른 난방 구현

집 밖에서도 편리하게
스마트폰 원격제어

국내 최초 보일러 NSF 인증으로
더 깨끗하고 풍부한 온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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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끗함이 더해진 
스마트 온수

국내 보일러 최초, NSF    인증	(NSF 372, 미국 위생 협회, 2019)

  NSF란? 

국제 공인 기관이자 세계보건기구(WHO)가 공식 지정한 미국 위생 협회에서 발급하는	
가장 권위 있는 물 관련 인증입니다.	NSF 인증을 받은 제품은 세계적 기준의 물 위생 규격과	
안정 적합성을 공인 인증 받았음을 의미합니다.	

내 몸에 닿는 물, 더 깨끗해진 안심 온수
저수조 없이 순간적으로 온수를 공급하는 직수 방식을 적용했습니다.	
국내 최초,	보일러 물 위생에 대한 적합성을 공인 인증 받아 안심하고	
깨끗한 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흔들림 없는 온수
갑자기 물이 너무 뜨겁거나 차가워지는 일 없이,	처음부터 끝까지	
변함 없이 따뜻한 온수를 사용하세요.	사용하는 물의 양을	
실시간으로 계산하는 유량 센서로 따뜻함에 흔들림 없는 완벽한	
온수를 누릴 수 있습니다.
*	풍부한 온수 사용을 위해 22K 이상의 제품 사용 권장

같은 시간,	주방과 욕실에서 동시에	
온수를 사용해도 같은 온도를 유지합니다.40℃

40℃

버리는 물 없이, 틀자마자 빠른 온수
빠른 온수 기능으로 기다리는 불편함 없이,	낭비되는 물 없이,	
틀자마자 풍부한 온수를 바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온수온도
빠른 온수 기능을 사용하기 위해서
실내 온도 조절기	–	온수 온도 버튼을	
3초간 눌러 주세요.

tip.

섬세한 온도 제어로 온 가족 맞춤 온수
국내 유일	30℃	미온수 제어,	0.5℃까지 조절 가능한 섬세한 제어로 사용자의 취향을 세심하게 배려합니다.	
멀티 온도 센싱과 유량 컨트롤 기술이 만들어 낸 차원이 다른 온수를 경험해 보세요.

한파가 몰아치는 추운 겨울,	뜨끈뜨끈한 찜질 온수 샤워로 지친 몸과 마음에 편안한	
휴식을 선사하세요.

여름철 너무 차가운 물로 샤워하면 노폐물과 기름이 깨끗이 제거되지 않습니다.	
30℃	미온수 샤워로		피부 관리는 물론,	혈액순환을 도와 피로까지 회복하세요.

헬스케어 미온수 뜨끈뜨끈 찜질 온수

쾌적함이 더해진 
스마트 난방
정교한 듀얼 센싱으로 더 빠른 난방
방을 데우는 난방수 온도와 데우고 돌아오는 물의	
온도를 자동으로 듀얼 센싱해 사용자가 원하는	
난방 온도를 정확하고 빠르게 구현합니다.

꿉꿉하고 눅눅한 여름 장마철,	
약 난방으로 쾌적하게

일교차가 심한 초가을,	
중간 세기 난방으로 건강하게

한겨울 추운 날,	
풀가동으로 따뜻하게

스스로 온도를 컨트롤하여 따뜻함 유지
설정 온도와 실내 온도를 비교해 스스로 온도	
차이를 줄여가는 자동 학습 난방 기능이 언제나	
한결 같은 따뜻함을 유지해 줍니다.

항공 모터에 적용되는 진동이 적고	
조용한 BLDC 송풍기

필요한 만큼만 가동되는 스마트 순환 펌프로
소음 최소화

1 2

밖으로 나가는 소음까지 완벽히	
차단하는 소음 방지 패드

3

공급수 센서 환수 센서

생활 공간을 지켜주는 3중 소음 차단 설계

원하는 만큼만 가동하는 난방 세기 조절 기능

1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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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케어
나비엔 콘덴싱 기술로 미세먼지의 주 원인인 NOx 배출량을	79%까지 줄였습니다.	
콘덴싱 보일러로 미세먼지 없는 맑고 깨끗한 하늘을 만들어 주세요.	

뜨거운 공기가 오랫동안 머무는
하향 연소 방식으로 
더 오랜 시간 따뜻함 지속 배기가스를 바로 내보내지	

않고,	한 번 더 사용함으로써
배기가스에 숨어 있는	
열을 재활용하는
친환경 에너지 고효율 시스템

콘덴싱이란?

집 밖에서도 편리하게,
스마트 IoT

미세먼지와 가스비 케어를 동시에
스마트 콘덴싱

언제 어디서든 편리하게, 나비엔 홈 IoT 가스비 케어
에너지 효율	1등급으로 일반 보일러 대비	
최대	28.4%의 가스비를 절약합니다.	
(지식경제부, 에너지관리공단 2011년 에너지 라벨링제도 이해)

*	NCB762 모델에 한함

나가는 열을
한 번 더!

(미세먼지 79% 감소 : 국립환경과학원, 2013 국가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 서울연구원, 2013 건물 난방용 연소기기의 대기오염물질 관리방안 연구)

실시간 가스 소비량 확인 기능

실시간 가스 소비량 확인으로 난방비를	
절약해 드립니다.		(월별/일별)

나비엔 효 기능

부모님이 보일러를 일정 기간 사용하지 않으면	
자녀의 스마트폰으로 알려드립니다.

실시간 날씨 맞춤 기능

지역 날씨를 실시간으로 반영해 갑자기 온도가	
뚝 떨어지는 한밤중에도 따뜻한 온도를 유지합니다.

NCB700 Series
제품 비교

NCB762 NCB752

내 마음대로 24시간
난방 스케줄 조절

나만의 맞춤형
온도 조절

외출 시에도 걱정 없는
ON / OFF 컨트롤 기능  

시간대별로 원하는
온도 설정

Navien 
Smart Tok

구분 스마트 IoT

모델명 룸콘 스마트폰
원격제어

실시간
날씨 맞춤 주간 예약 효 기능

NCB762 NR-35D ● ● ● ●

NCB752 NR-35E - - - -

편의성 가스비 절약 쾌적함 안전성

외출 온수/난방
온도제어 빠른 온수 반복 예약 24시간

예약 음성안내 효율등급 난방세기
조절

STS
열교환기

가스비
확인

깨끗한 온수
(NSF인증)

저소음
패드

스마트
순환펌프

친환경
인증

자동
물보충 동파방지 CO 방지

● 0.5℃ ● 12시간 ● ● 1등급 ● ● ● ● ● ● ● ● ● ●

● 0.5℃ ● 12시간 ● ● 1등급 ● ● - ● ● ● ● ● ● ●

업계 최초! 스마트폰 온도 제어

질소화합물 배출량 저감*

NOX

79%

25℃

20만원 지원 모델 20만원 지원 모델

14 15



NCB500 Series

미세먼지는 더 적게, 
에너지 효율은 더 크게  

청정 연소 시스템으로
미세먼지 절감

CO Safety 밸브로
일산화탄소 걱정 없이 안전하게

NSF 인증과 직수 방식이 만든 
풍부한 온수 케어

16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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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CB500 Series
제품 비교

NCB552NCB562

에너지 효율 1등급으로 가스비 절약
배기가스에 숨어 있는 열을 재활용하여,		최대	28.4%의 가스비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	지식경제부, 에너지관리공단 2011년 에너지 라벨링제도 이해

스마트 순환 펌프로 전기료 절약
필요 열량에 따라	3단으로 가동하는 스마트 순환 펌프 적용으로,	일반 펌프를 적용한	
기존 보일러 대비 전기료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가스 소비량 확인 기능,  난방비 관리!
월별,	주별,	일별 가스 소비량을 실시간으로 확인하여,	겨울철 난방비를 미리 예측하고	
편리하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	NCB562 모델 한정

가스비 절감

28.4%

친환경 
그린 테크놀로지

알뜰한 생활, 에코 세이빙

친환경 청정 연소 시스템 
친환경 인증을 받은 프리미엄 에코블루 버너 기술로	
미세먼지의 주 원인인 Nox 배출량을	79%	저감합니다.
*	친환경 인증 기준 적합, 환경부 NOx 35mg/kWh,  CO 100ppm 이하 (국립환경과학원, 2013 국가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 서울연구원, 2013 건물 난방용 연소기기의 대기오염물질 관리방안 연구) 

이산화탄소 배출량 감소 
콘덴싱 보일러 한 대는 일반 보일러 대비	
이산화탄소(CO² )	배출량을	1년에 약	576kg	
감소시켜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여줍니다.

NOX

79%

CO2

576kg

안심 세이프티 
테크놀로지
일산화탄소 과다 발생 방지
일산화탄소로부터 안전한 난방 생활을 위해 CO safety gas 밸브(뉴매틱,	pneumatic valve)를	
적용하였습니다.	공기와 가스의 최적 비율을 유지하는 싱글 액팅 방식으로 안전을 극대화하여,	
태풍,	강풍 등 어떠한 외기 상황에도 CO 가스 걱정 없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설정 온도 그대로, 정교한 난방 케어
방을 데우는 난방수 온도와 데우고 돌아오는 물의 온도를	
듀얼로 센싱하여 빠르고 정확한		온도를 구현합니다.

공급수 센서 환수 센서

더 따뜻하고 똑똑해진
난방·온수 케어

구분 스마트 IoT

모델명 룸콘 스마트폰
원격제어

실시간
날씨 맞춤 주간 예약 효 기능

NCB562 NR-35D ● ● ● ●

NCB552 NR-30S - - - -

편의성 가스비 절약 쾌적함 안전성

외출 온수/난방
온도제어 빠른 온수 반복 예약 24시간

예약 음성안내 효율등급 난방세기
조절

STS
열교환기

가스비
확인

깨끗한 온수
(NSF인증)

저소음
패드

스마트
순환펌프

친환경
인증

자동
물보충 동파방지 CO방지

● 0.5℃ ● 12시간 ● ● 1등급 ● ● ● ● - ● ● ● ● ●

● 1℃ ● 12시간 - ● 1등급 ● ● - ● - ● ● ● ● ●

5단계 미세 화력 조절
필요한 만큼의 난방 및 온수에 따라	
불꽃의 세기를 다양하게 조절해	
버너의 내구성을 향상시켰습니다.

5.5:1 TDR

깨끗함이 더해진 풍부한 온수 케어
소비자가 사용하는 물의 양을 실시간으로 계산하고 저수조 없이	
바로 쓰는 직수 방식으로 깨끗하고 풍부한 온수를 제공합니다.

*  국내 최초 보일러 NSF 인증 
획득(NSF 372, 미국 위생 
협회, 2019)

20만원 지원 모델 20만원 지원 모델

ENERGY SAVE3단계
필요 열량 높음

2단계
필요 열량 보통

1단계
필요 열량 낮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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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CB300 Series

마음까지 따뜻하게, 
든든한 보일러의 기준

한파에도 걱정 없는
동파 방지 시스템

공간 활용성 높은
슬림 사이즈

가스비 걱정 없는
에너지 효율 1등급 콘덴싱

20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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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와 가스비 걱정 없이 
따뜻하게

소음 걱정 없이
조용하게
작은 원룸에서도, 대형 저택에서도 
항상 쾌적한 난방 
배관 구조와 난방 온도에 가장 알맞은 양의	
난방수 공급으로 배관 수압을 안정시키는
바이패스 난방 시스템이    	배관 파손으로 인한 누수,	
불쾌한 소음을 방지하여 쾌적한 난방을 제공합니다.

NCB300 Series
제품 비교 편의성 가스비 절약 쾌적함 안전성

외출 온수/난방
온도제어 빠른 온수 반복 예약 24시간

예약 음성안내 효율등급 난방세기
조절

STS
열교환기

가스비
확인

깨끗한 온수
(NSF인증)

저소음
패드

스마트
순환펌프

친환경
인증

자동
물보충 동파방지 CO 방지

● 1℃ ● 24시간 - - 1등급 - ● - - - - ● ● ● ●

● 1℃ ● 24시간 - - 1등급 ● ● - - - - ● ● ● ●

구분 스마트 IoT

모델명 룸콘 스마트폰
원격제어

실시간
날씨 맞춤 주간 예약 효 기능

NCB353 NR-40S - - - -

NCB313 NR-25S - - - -

NCB313NCB353

버리는 물 걱정 없이 
더 빠르게
빠른 온수 기능으로 틀자마자 바로바로 
기다리는 불편함 없이,	버려지는 물 없이 틀자마자	
빠르게 온수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설치 걱정 없이 쉽고, 간편하게
상부 브라켓 디자인 변경
높이 조절이 가능한 상부	
브라켓 디자인으로 설치성을	
향상시켰습니다.	

모던 디자인, 슬림 사이즈 
자사 동일 사양 보일러 대비	
23%	슬림한 사이즈로 공간	
활용이 여유롭습니다.	

2

최소 연소 가동

2

순환 펌프 가동

1

1

고장 걱정 없이 튼튼하게
내구성을 높여주는 
ALL 스테인리스 열교환기
열교환기는 보일러 전체의 수명을 결정짓는	
중요한 핵심 부품입니다.	나비엔 열교환기는	
침식에 강한 스테인리스로 제작되어	
오랫동안 깨끗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한파에도 끄떡없는 동파 방지 시스템
난방 배관의 물이 일정 온도 이하로 내려갈 경우,
순환 펌프를 통해	1차,	최소 연소를 통해	2차로	
동파 방지 시스템을 가동합니다.

CO2

576kg79%
NOX

NOx 배출량 저감
미세먼지의 원인이 되는 NOx 배출량을	
79%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이산화탄소 배출량 감소
콘덴싱 보일러 한 대는 일반 보일러 대비 이산화탄소
(CO²	)배출량을	1년에 약	576kg 감소시켜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여줍니다.

*  친환경 인증 기준 적합, 환경부 NOx 35mg/kWh,  CO 100ppm 이하
(국립환경과학원, 2013 국가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 서울연구원,   

    2013 건물 난방용 연소기기의 대기오염물질 관리방안 연구)

20만원 지원 모델 20만원 지원 모델

바이패스 적용

   바이패스(Bypass) 난방 시스템이란?  
바이패스 밸브를 적용,	집 배관 구조와 설정된 난방 온도에
따라 알맞은 난방수를 공급해주는 수압 안정 시스템입니다.	
누수와 난방 소음을 방지하여,	대형 주택부터 작은 원룸까지	
쾌적한 난방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22 23



“잔고장 없이 365일 
  사계절을 믿고 맡길 수 있는 
  튼튼한 보일러가 필요했어요.”

나비엔 가스 보일러

Series

NGB500	 		NGB350	 		PRO



NGB500 Series

온수와 난방을 원하는 대로, 
우리 가족을 위한 맞춤형 보일러

안전 기능으로 
한 번 더 안심할 수 있는 보일러

섬세한 제어 기술로 
만족스러운 온수와 난방 구현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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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GB500 Series
제품 비교 구분 스마트 IoT

모델명 룸콘 스마트폰
원격제어

실시간
날씨 맞춤 주간 예약 효 기능

NGB553 NR-25S - - - -

NGB550 NR-30S - - - -

NGB513 NR-15SW - - - -NGB513NGB550NGB553

미래를 위한 청정 연소 
에코블루 버너 적용 
일반 가스 보일러 최초로 에코블루 버너를	
적용하여 미세먼지 주 원인인 질소산화물(NOx)
과 일산화탄소(CO)	배출을 줄였습니다.	

NOx 1등급 인증 보일러

우리 가족 맞춤 1℃ 온수 제어
라이프스타일이 달라도 만족스러운 온수 생활을 경험할 수 있도록	
1℃	단위의 정밀한 온수 제어가 가능합니다.

난방세기 3단 조절로 가스비 절약
외부 기온에 따라 난방 세기를 약	/	중	/	강으로 조절하고	
필요한 만큼만 난방을 가동해 가스비를 절약해 드립니다.
* NGB553 모델 한정

1℃

상쾌한 하루의	
시작,		아침 세안	

건강한 우리 아이	
미온수 목욕

저녁 피로를 푸는	
따끈한 샤워	

42℃37℃32℃

약 중 강

미세먼지 주 원인

일산화탄소를 예방하는 
에어네비게이터
원활한 공기 순환을 유도해 일산화탄소로	
발생할 수 있는 안전 사고를 예방합니다.

초고속 BLDC 모터로 안정적인 연소
1분에 약	5,000번 회전하는 BLDC 모터가	
강력하게 공기를 불어넣어 태풍이나,	
강풍에도 안정적인 연소를 구현합니다.

편의성 가스비 절약 안전성

외출 온수온도
제어

난방온도
제어 빠른 온수 반복 예약 24시간

예약 음성안내 효율등급 난방세기
조절

STS
열교환기

가스비
확인 동파방지 CO 방지 3S 안심

가스 시스템

● 1℃ 1℃ ● 24시간 - - 4등급 ● ● - ● ● ●

● 1℃ 1℃ ● 12시간 - ● 4등급 ● ● - ● ● ●

● 1℃ 1℃ ● 12시간 - - 4등급 ● ● - ● ● ●

스마트 동파방지 시스템
난방 배관의 물 온도가 일정 온도 이하로	
떨어지면,	순환 펌프를 가동하고 최소	
온도로 연소하여 동파를 방지합니다.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보일러

우리 가족을 위한 
섬세한 제어 기술

난방수를 조절해주는 바이패스 시스템 
집 배관 구조와 난방 온도에 따라 알맞은 양의 난방수를 보내는 바이패스	
시스템을 적용해 누수,	소음 등 소비자 불쾌 요소를 방지합니다.

쾌적한 난방을 위한 
수압 안정 시스템

저소음 설계로 조용한 생활
공기와 가스의 연소 비율을 최적화하고 소음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설계로 조용한 생활 공간을 지켜드립니다.

생활 공간을 쾌적하게 
지켜주는 설계

바이패스 미적용 바이패스 적용

1 2 3
일산화탄소

배출 절감
CO

질소산화물

배출 감소
NOX

* 환경부 2종 인증기준 충족 – 효율 81% 이상, NOx 40ppm 이하, 
    CO 200ppm 이하(NGB553, NGB513 모델에만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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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GB350 / PRO
제품 비교 구분 스마트 IoT

모델명 룸콘 스마트폰
원격제어

실시간
날씨 맞춤 주간 예약 효 기능

NGB350 NR-40E - - - -

PRO NR-10E - - - -

편의성 가스비 절약 안전성

외출 온수온도
제어

난방온도
제어 빠른 온수 반복 예약 24시간

예약 음성안내 효율등급 난방세기
조절

STS
열교환기

가스비
확인 동파방지 CO 방지 3S 안심

가스 시스템

- 저/중/고 1℃ - 9시간 - - 4등급 - ● - ● ● ●

- 저/중/고 1℃ - 9시간 - - 4등급 - ● - ● ● ●
PRONGB350

1년 365일 걱정 없이, 
스테인리스로 더 오래가는 보일러
ALL 스테인리스 열교환기
쉽게 녹슬지 않는 ALL 스테인리스 열교환기로는 동 대비 최대	4.5배 침식에 강해	
고장 없이 오래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한국해양대학교 Surface Coating & Corrosion Control Lab. 실험 결과)

4.5배내
구
성

경동나비엔
ALL 스테인리스가 아닌 A사

시간

All 스테인리스 열교환기
침식,	스케일에 강하여
보일러 수명을 오래 보장!

NGB350 / PRO

철저한 안전 기능으로 한번 더 안심
나비엔 가스 보일러는 철저한 안전 기능으로	365일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동 물 보충 기능	

3단계 가스 누설 차단으로
	더욱 안전해진 시스템

한파에도 끄떡 없는	
스마트 동파 방지 장치	

에어 네비게이터 장착으로
	강풍에도 안정적인 보일러 작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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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 온도 조절기

NR-35E                               연동 제품:	NCB752

•		선명한 컬러/확장형 LCD		
•		음성 안내 기능	
•		원터치 다이얼 방식	
•		가동 시간 확인 예약 난방	
•		0.5℃	단위 온수 온도 제어

NR-30S                연동 제품:	NCB552,	NGB550

•		음성 안내 기능
•		1℃	단위 온도 제어
•		12시간 반복 예약
•		외출 기능

NR-25S                연동 제품:	NCB313,	NGB553

•		모던 슬림	&	심플 디자인
•		백라이트 화면
•		난방 세기 조절 기능
•		1℃	단위 온도 제어
•		24시간 반복 예약
•		외출 기능

NR-40D                          연동 제품:	모든 보일러

•		실시간 원격 Wifi 제어
•		음성 인식 스피커를 통한 제어	
•		1℃	단위 온도 제어
•		주간 예약 난방 기능	
•		외출 기능

NR-40S                               연동 제품:	NCB353

•		심플 화이트 디자인	
•		1℃	단위 온도 제어
•		쉽고 편리한 터치 컨트롤	
•		12시간 반복 예약

NR-35D                연동 제품:	NCB762,	NCB562

•		스마트 IoT 실내 온도 조절 기능
•		가스비 확인/실시간 날씨 맞춤/효 알림
•		0.5℃	단위 온도 제어
•		12시간 반복 예약
•		24시간 예약 난방 기능
•		외출 기능

NR-40E                               연동 제품:	NGB350

•		감각적이고 세련된 디자인	
•		3단계 맞춤 온수
•		9시간 반복 예약 난방
•		외출 기능

NR-10E                             							    연동 제품:	PRO

•		쉽고 직관적인 사용성
•		3단계 맞춤 온수
•		9시간 반복 예약 난방
•		외출 기능

NR-15SW                  							    연동 제품:	NGB513

•		편리한 사용성
•		Easy 컨트롤 디자인
•		백라이트 화면
•		1℃	단위 온도 제어
•		12시간 반복 예약
•		외출 기능

기타 정보

실내	온도	조절기	 		제품	라인업	 		통합제원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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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CB700 Series

NCB762 NCB752

NGB500 Series

NGB553 NGB550 NGB513

NGB350 / PRO

NGB350 PRO

NCB500 Series

NCB562 NCB552

NCB300 Series

NCB313NCB353

제품 라인업

NCB353 NCB313

NR-40S NR-25S

- -

- -

- -

- -

● ●

1℃ 1℃
● ●

24시간 24시간
- -

- -

1등급 1등급 
- ●

● ●

- -
- -

- -

- -

● ●

● ●

● ●

● ●

NCB762 NCB752

실내 온도 조절기 NR-35D NR-35E

스마트 IoT 스마트폰 원격제어 ● -

실시간 날씨 맞춤 ● -

주간 예약 ● -

효 기능 ● -

편의성 외출 ● ●

온수/난방 온도 제어 0.5℃ 0.5℃
빠른 온수 ● ●

반복 예약 12시간 12시간
24시간 예약 ● ●

음성 안내 ● ●

가스비 절약 효율등급 1등급 1등급 
난방 세기 조절 ● ●

STS 열교환기 ● ●

가스비 확인 ● -
쾌적함 깨끗한 온수(NSF인증) ● ●

저소음 패드 ● ●

스마트 순환펌프 ● ●

친환경 인증 ● ●

안전성 자동 물보충 ● ●

동파 방지 ● ●

CO 방지 ● ●

NCB562 NCB552

NR-35D NR-30S

● -

● -

● -

● -

● ●

0.5℃ 1℃
● ●

12시간 12시간
● -

● ●

1등급 1등급 
● ●

● ●

● -
● ●

- -

● ●

● ●

● ●

● ●

● ●

NGB350 PRO

NR-40E NR-10E

- -

- -

- -

- -

- -

저·중·고 / 1℃ 저·중·고 / 1℃ 
- -

9시간 9시간
- -

- -

4등급 4등급 
- -

● ●

- -
● ●

● ●

● ●

NGB553 NGB550 NGB513

NR-25S NR-30S NR-15SW

- - -

- - -

- - -

- - -

● ● ●

1℃ 1℃ 1℃ 
● ● ●

24시간 12시간 12시간
- - -

- ● -

4등급 4등급 4등급 
● ● ●

● ● ●

- - -
● ● ●

● ● ●

● ● ●

NAVIEN CONDENSING GAS BOILER NAVIEN GAS BOILER

실내 온도 조절기

스마트 IoT 스마트폰 원격제어
실시간 날씨 맞춤
주간 예약
효 기능

편의성 외출
온수/난방 온도 제어
빠른 온수
반복 예약 
24시간 예약
음성 안내 

가스비 절약 효율등급
난방 세기 조절
STS 열교환기
가스비 확인

안전성 동파 방지 
CO 방지 
3S 안심 가스 시스템

34 35기타 정보 제품 라인업



NCB562(LNG 개방식)NCB752(LNG 밀폐식)

NCB752(LPG 개방식) NCB752(LPG 밀폐식)NCB762(LNG 개방식)

NCB752(LNG 개방식)

통합제원표

NAVIEN 
CONDENSING
GAS BOILER
나비엔 콘덴싱 가스 보일러	

37통합제원표 



NCB552(LNG 개방식)

NCB552(LPG 개방식) NCB353(LPG 개방식) NCB313(LPG 개방식)NCB353(LPG 밀폐식)

NCB353(LNG 밀폐식) NCB313(LNG 개방식)NCB353(LNG 개방식)

38 39기타 정보 통합제원표 



SEDBUK

A

업계 최다	
에너지위너상	9회 수상

소비자시민모임

소비자중심경영(CCM)
5회 연속 인증 획득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산업의 고객만족지수
고객접점부문 가정용보일러AS	2회 수상

한국능률협회컨설팅

프리미엄브랜드지수
2년 연속 수상
한국표준협회

북미 CSA
가스온수기 인증 획득

캐나다 규격협회

업계 최초 한국소비자웰빙지수	
1위	16년 연속 수상

한국표준협회

한국산업의 서비스품질지수
우수 콜센터	11년 연속 수상

한국능률협회컨설팅

올해의 브랜드대상
11년 연속 수상
한국소비자포럼

업계 최초
이억불 수출의 탑 수상

유럽 CE
4	Star 인증 획득

유럽연합 규격협회

업계 최다
대한민국 혁신대상 수상

한국표준협회

한국품질만족지수	1위
14년 연속 수상
한국표준협회

한국산업의 고객만족도	1위
7년 연속	/	누적	8년 수상

한국능률협회컨설팅

업계 최초
미국 Energy Star 획득

미국 DOE,	에너지 프로그램

영국 SEDBUK A
최고 열효율 등급 획득
영국 연간 열효율 지표

업계 유일
경제정의기업상	3회 수상

경제정의실천연합			

서비스품질 우수기업
인증 획득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

한국서비스품질지수	1위
2년 연속 수상
한국표준협회

업계 최초
북미 ASME 인증 획득

미국 기계학회

러시아 품질규격
GOST 인증 획득
러시아 규격협회

수상 인증

나비엔의 스토리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우리의 진짜 이야기는 당신을 만나는 순간부터 다시 시작됩니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76길 22, 3-7층 (여의도동, 한국기계산업진흥회 신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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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내용은 무단 전제와 복제를 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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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상담센터 1588-1144
경동나비엔 공식 홈페이지 ㅣ www.kdnavien.co.kr
경동나비엔 공식 쇼핑몰 ㅣ www.navienhous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