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나비엔 지역난방 시스템 각방
ZONE CONTROL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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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ONE CONTROL SYSTEM

ON-OFF 시스템 
| 신축 세대에 설치하는 기본 시스템

무선 시스템 
| 기축세대에 전기배선 없이 손쉽게 설치 가능한 시스템 

원룸 시스템 
| 관리실이 없는 원룸 또는 소형 고시원에 맞춤형 시스템

상업용 시스템 
| 호텔, 모텔, 기숙사 등 대형 숙박시설에서 
  중앙 PC를 이용해 각방 및 그룹제어가 가능한 시스템   

가정용

상업시설용

가정집부터 원룸, 상업용까지 
다양한 제품 구성으로  현장에 따라 맞춤설치

경동나비엔 시스템 각방은 라이프 스타일에 맞게 각 방마다 
고객들이 원하는 온도에 맞춰 사용하는 것은 물론 각 방별 
환경에 맞게 꼭 필요한 실내온도를 제공, 난방비를 절감할 수 
있는 차별화된 기술을 선보입니다.



조절기

제어기

구동기

밸브

NRM-20SL(MAIN), 
NRS-20S(SUB)

VCM-20T

VA-35N

VD-115/120

조절기 NRM-60RLC(MAIN),
NRS-60R

제어기 VCM-60R

구동기 VA-35NW

밸브 V-15

세대 규모가 작아 각방 시스템을 설치하기 어려운 경우 교체 또는 신규 

설치 용으로 사용됩니다.

주로 임대 APT나 소규모 주택에서 많이 선호하는 제품 입니다.

각방 시스템과 다르게 온도조절기와 구동기가 1:1 방식으로 연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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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난방 전용 유선 각방 시스템

나비엔 비디오폰 (UHA-744CHK)을 함께 설치하시면

유선 각방도 원격제어가 가능합니다.

새롭게 지어지는 지역난방 APT나 기존 각방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는 

현장에 적용되는 지역난방 전용 각방 시스템입니다.

거실 및 각방의 온도조절기에서 미리 설정한 온도에 따라 가동되어 

에너지 낭비 없이 쾌적한 난방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지역난방 전용 유선 각방 시스템 구성도

지역난방 전용 무선 각방 시스템 (스마트폰 원격제어 가능)

지역난방 전용 무선 각방 시스템 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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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난방 일대일 실내 온도조절기

조절기 NR-15L

구동기 VA-80UD(열동식 구동기)

밸브 VD-115

지역난방 전용 1:1 시스템 구성도

거실 안방 작은방 공부방

기존 지역난방 APT에서도 최신 아파트처럼 난방조절기를 각 방마다 설치하여 쾌적한 

난방환경을 제공하면서 에너지 사용효율까지 높여줍니다.

무선 방식으로 벽이나 바닥을 뜯는 별도의 배선공사 없이 설치 가능하며, 스마트폰 

원격제어를 통해 언제 어디서든 집안의  온도 제어가 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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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 수준의 온돌난방 제어기술이 모든 기능을 댁 내/외부에서 

스마트 폰으로 원격제어 할 수 있습니다.

심플한 디자인과 조작 방식이 간단하며 

각방 시스템에 비해 저렴합니다.

SA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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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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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VE

NR-15LNRM-60RLCNRM-20SL

원하는 시간 원하는 온도로 각 방별 난방 조절

메인 조절기에서 각 방별 난방 통합 제어

실내 온도는 물론 24시간 반복 난방으로 맞춤 난방 가능

인테리어를 더욱 돋보이게 하는 슬림한 디자인

오렌지 백라이트 가능

01.

02.

03.

04.

05.

집 밖에서도 스마트폰 하나로 각 방별 난방 조절

메인 조절기에서 각 방별 난방 통합 제어

실내 온도는 물론 24시간 예약 난방으로 맞춤 난방 가능

모든 방을 골고루 따뜻하게 난방 불균형 해소

별도의 배선 공사 없이 설치 가능

01.

02.

03.

04.

05.

오렌지색 백라이트 기능

쉽고 편리한 간단한 조작 방식

실내온도는 물론 24시간 반복 난방으로 맞춤 난방 가능

기존 조절기에서 간단한 교체 방식

임대 APT/소규모 주택 전용

01.

02.

03.

04.

05.

거실 안방 작은방 공부방

밸브제어기 구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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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실 안방 작은방 공부방

밸브제어기 구동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