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나비엔 
청정환기시스템

하나의 시스템으로 
일상의 모든 순간, 
모든 공간을 쾌적하게



미세먼지 많은 날, 창문을 열지 않아도,
애써 신경쓰지 않아도,
실내 모든 공간의 공기질을
언제나 쾌적하게 관리합니다.

우리 가족을 ‘쉬게’ 하는 집,
더 나아가 ‘숨쉬게’ 하는 집을 위해.

우리집에도 환기장치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환기장치란 천장의 공기 통로와 디퓨저를 통해 실내외 공기를 환기시켜주는 
장치로, 2006년 이후 인허가된 아파트에 필수적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집 다용도실 등에 설치된 환기장치와 천장의 디퓨저를 확인해 보세요.

만약 환기장치가 설치되어 있지 않다면?
기존 환기장치가 없을 경우, 별도의 덕트 공사 후 청정환기시스템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덕트 공사 관련 문의는 당사 고객상담센터(1588-1144) 또는 
나비엔 에어원 공식대리점으로 문의하세요.

환기장치의 설치는 이미 법규로도 만들어졌어요!
2006년 이후 인허가 된 100세대 이상의 모든 공동 주택에는 환기장치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고 2020년 4월부터는 3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주상복합 건물, 
민간 노인 요양시설, 어린이 놀이시설, 영화관 등의 다중이용시설까지 환기장치의 
의무 설치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또한, 국토교통부에서는 건강한 실내 공기질 
관리를 위해 하루 3번 10분 내외 환기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실내 오염물질 
농도가 2~60배까지 상승하는 조리 시에는 30분 이상 환기하도록 권장합니다.

환기장치 디퓨저



나비엔 청정환기시스템, 
왜 필요할까요?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실내 오염물질이 폐에 전달될 확률은 
실외보다 1,000배 높습니다. 

밀폐된 공간에 오래 머물면 
실내에 쌓인 오염물질이 사람의 
몸속으로 들어오고, 이는 건강을 
위협하는 큰 요인이 됩니다. 

실내 공기 오염은 왜 일어날까요?

실내 공기 오염의 원인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일산화탄소
질소화합물

포름알데히드
곰팡이
새집증후군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이산화탄소

라돈
포름알데히드
휘발성유기화합물
(벤젠 � 톨루엔 � 자일렌)

기관지
기관지염 . 천식 .기침

폐
폐포 손상 유발

눈
알레르기성 
결막염 . 각막염

코
알레르기 비염

뇌
두통 . 현기증 . 피로 . 졸림

0404

문제는 실내 공기 오염이
실외 공기보다 5배나 심각하다는 사실! 

실내 공기 오염도

우리가 섭취하는 실내 
공기는 물이나 음식보다 
4배나 많습니다. 

현대인들은 하루 일과의 
90% 이상을 실내에서 
생활합니다.

90%
실내

실외

4배

실외 5배실내

난방 히터 . 가스레인지 가구 . 벽지 . 장판

페인트 . 접착제 등 건축자재 실내 활동 

실내 공기질은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요?

공기청정과 청정환기가 모두 가능한 나비엔 청정환기시스템

실내 공기 중 유해물질은 미세먼지와 같은 입자형 물질, 그리고 이산화탄소 . 라돈과 같은 가스형 물질로 구분됩니다. 
입자형 물질은 공기청정을 통해서 제거할 수 있지만, 가스형 물질은 외부와의 환기를 통해서만 제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기청정과 청정환기가 동시에 필요하죠. 

입자형 물질 제거
미세먼지
곰팡이 . 세균

청정환기
가스형 물질 제거 
이산화탄소 . 라돈

 휘발성유기화합물
공기청정

나비엔  청정환기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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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비엔 청정환기시스템은 공기청정과 청정환기를 동시에 구현하는 공기질 관리 시스템으로, 
생활 모든 공간의 공기질을 자동으로 케어합니다. 미세먼지와 같은 입자형 유해물질은 
깨끗이 제거해 주고, 외부 환기로만 제거할 수 있는 이산화탄소, TVOC, 라돈, 냄새 등 
가스형 유해물질까지 제거하는 나비엔 청정환기시스템으로 더 쾌적한 생활을 누려보세요. 

공기청정과 청정환기가 공존하는
쾌적한 우리집



하나의 시스템으로 
집안 전체 공기질을 
알아서 관리하는

신선한 공기 오염된 공기

거실 청정
—

미세먼지 발생이 많은 거실 공기 청정 

침실 환기
—

이산화탄소 배출로 쾌적한 숙면

공부방 환기 
—

TVOC 등 유해물질 제거로 공부방 집중력 향상

주방 급기 
—

청정 급기로 요리 시 유해물질 배출 유도

우리가 머무는 생활 공간에서 발생하는 수많은 유해물질들. 
나비엔 청정환기시스템은 내부의 공기를 청정하게 걸러서 
순환시키는 공기청정은 물론, 오염된 공기를 밖으로 내보내고 
외부의 공기는 깨끗하게 걸러서 들여오는 청정환기까지 
가능하여 실내 공기를 쾌적하게 관리해 줍니다.

공기청정과 청정환기를 동시에 

나비엔 청정환기시스템은 하나의 시스템으로 집안 전체의 공기질을 
관리합니다. 에어모니터가 실시간으로 공기질 정보를 감지하여 
시스템이 현재 공기질 상태에 맞는 최적의 모드로 운전하도록 하며, 
다용도실에 설치된 청정환기 유닛 하나로 천장의 공기 통로를 통해 
집안 전체의 공기질을 깨끗하게 유지해 줍니다.

급기
배기 

에어 룸콘트롤러
동작모드 제어
공기질 정보 확인

에어모니터
실시간 공기질 측정 
공기질 정보 확인

청정환기 유닛 
외부 공기 유입
실내 공기 배출
실내 공기 청정 

실시간 
자동 연동 시스템

* 상기의 이미지는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 제품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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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1㎛ 극초미세먼지 제거는 물론, 
부유 세균 및 바이러스까지 살균하는 
청정 필터시스템

프리필터
큰 먼지 제거

전자 집진필터
초미세먼지 제거

탈취필터 
냄새 및 유해가스 제거

초미세 집진필터 
초미세먼지 제거

UV-LED 모듈
세균 및 바이러스 저감 

5-70μm 머리카락

PM1.0 초미세먼지

PM2.5 초미세먼지

PM10 미세먼지

0.01㎛  극초미세먼지 

나비엔 청정환기시스템은 UV-LED 모듈이 탑재된 청정 필터시스템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실내 공기를 깨끗하게 청정할 때, 0.01㎛ 크기의 극초미세먼지를 제거할 
뿐만 아니라, 부유 세균 및 바이러스를 살균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 탈취필터와 초미세 집진필터는 일체형으로 장착되어 있으며,  상기의 이미지는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 제품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1) 0.01㎛ 크기의 극초미세먼지 제거
· 시험규격 | 한국공기청정협회 실내공기청정기 규격 SPS-KACA 002-132:2018 Modified 
· 시험기관 |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KCL)
· 시험제품 | TAC550
· 시험입자 | 염화칼륨 
· 시험방법 | 시험 챔버 50㎥에 청정환기 제품을 설치 후 60분 운전하여 0.01㎛ 직경의 
     염화칼륨입자의 분진감소율을 측정(약풍 3.33㎥/min [200㎥/h] 기준)
     (50㎥는 25평형 공동주택 거실 공간 수준)
· 시험결과 | 60분 후 0.01㎛  99.99% 이상 제거

2) 냄새 및 유해가스 제거
· 시험규격 | 한국공기청정협회 실내공기청정기 규격 SPS-KACA002-132:2018
· 시험기관 |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KCL)
· 시험제품 | TAC510
· 시험입자 | 암모니아, 아세트알데하이드, 아세트산, 폼알데하이드, 톨루엔
· 시험방법 | 시험 챔버 8㎥에 청정환기 제품을 설치 후 시험입자를 공간상에 분사하고, 
    청정환기 제품을 30분 운전하여 초기농도(10ppm±10%) 대비 전후 농도를 비교하여 
    가스제거율 산출(약풍 3.33㎥/min [200㎥/h] 기준) 
    (8㎥는 20평형 공동주택 방 1개 공간 수준)
· 시험결과 | 30분 후 암모니아 97% / 아세트알데하이드 93% / 아세트산 99.5% 이상 / 
    폼알데하이드 92% / 톨루엔 61% 제거

3) 부유 세균 및 바이러스 살균
· 시험규격 | 한국오존자외선협회 공기정화장치 규격(KOUVA AS 02:2019)
· 시험기관 |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 
· 시험제품 | TAC551-20S/30S
· 시험입자 | 세균-표피포도구균(ATCC12228), 
     바이러스-박테리오파지(Phi-X174, ATCC13706-B1)
· 시험방법 | 시험 챔버 60㎥에 청정환기 제품을 설치 후, 시험입자를 공간상에 분사한 후 
    (세균: 1x105 CFU 1시간, 바이러스 1x19PFU/ml 40분) 청정환기 제품을 운전하여
    (세균: 1시간, 바이러스: 30분) 전후 농도를 비교하여 제거율을 산출
    (60㎥는 34평형 공동주택 거실 공간 수준)
· 시험결과 | 부유 세균 98.8%, 부유 바이러스 96.6% 저감 (강풍 5㎥/min [300㎥/h] 20S 모델 기준)
    부유 세균 99.2%, 부유 바이러스 99.1% 저감 (강풍 6.5㎥/min [390㎥/h] 30S 모델 기준)  

* 위 성능실험의 대상 모델은 판매 모델과 동일한 성능을 구현합니다.  
* '미세먼지 제거효율/탈취성능'과 '부유세균·부유 바이러스 제거성능'은 공기청정기/  
     공기정화장치에 대한 시험 방법 및 기준 (각각 공기청정협회의 "공기청정기 시험방법 및 
    기준", 한국오존자외선협회의 "공기정화장치 시험방법 및 기준")에 의해 측정되었으며 
    청정환기 제품을 밀폐된 실험공간에서 실내청정모드로 가동하여 측정한 결과입니다. 
* 위 성능실험은 시험기관 측정 기준으로 완전히 밀폐된 시험 챔버에서 진행된 것이나, 실제 주거 공간은 일정량의       
    누기가 발생하므로 실사용환경(전실 크기, 풍량, 공기유입·유출량 등)에 따라 효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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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 공기질 
정보를 한눈에,
에어모니터

PM1.0 사이즈의 초미세먼지까지 정밀 감지하는 에어모니터가 
생활 공간의 공기질 정보를 측정하고 실시간으로 알려줍니다. 
이제 우리집 공기질 변화를 한눈에 확인하세요.

공기질 표시 램프 

전면 디스플레이 
*  제품에 표시되는 유해물질 농도 및 단계는 사용  
    환경 및 계측 방법의 차이에 따라 환경부에서
    제공하는 정보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 실내 공기질의 정확한 측정을 위해 에어모니터는
       바닥 혹은 실내의 구석진 공간에 설치하지 마세요. 

4종 4색 공기질 표시 램프
실내 공기질 변화에 따라 주요 오염도를 
실시간으로 감지해 4단계 컬러로 표시합니다.
—
통합공기질 / PM2.5 / CO2 / TVOC

통합공기질

초미세먼지
(PM2.5)

휘발성 
유기화합물

(TVOC)

이산화탄소
(CO2)

오염물질 농도 컬러* 좋음 보통 나쁨 매우 나쁨

실시간 통합공기질 정보 제공
실내 공기질을 결정하는 다섯 가지 요소를 
종합 평가해 우리집 공기질 상태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통합공기질 정보를 제공합니다. 
—
통합공기질이란? 
PM2.5,  CO2, TVOC와 온도 및 습도를 
100점 만점으로 환산

더 정확한 수치 확인
전면 디스플레이로 공기질 
정보 7종의 구체적인 수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통합공기질 / PM1.0 / PM2.5 
/ CO2 / TVOC / 온도 / 습도

미세먼지 측정 성능 1등급 인증 

인증기관  |  한국건설생활시험연구원(KCL)
인증제도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미세먼지 간이측정기의 성능인증제도  
인증번호  |  LS19-00013K 
인증일자  |  2019년 12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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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 룸콘트롤러 

에어모니터

나비엔 에어원 앱

언제 어디에서나 
스마트 인터페이스

에너지 절감으로 
경제적 혜택까지

창문을 여는 대신 환기 제품을 사용하는 것만으로도 냉난방 에너지가 
절약된다는 사실 알고 있나요? 나비엔 청정환기시스템은 버려지는 
에너지를 회수해 다시 한 번 재활용하는 전열교환기가 적용되어 
손실되는 냉난방 에너지를 줄여줍니다. 

*  에너지 절감량 산출 근거 
    KS 시험 규격에 의한 유효전열효율 결과값을 기준으로 창문을 열어 실외 공기가 
    집안으로 들어왔을 때의 열량과 청정환기시스템의 전열교환을 통한 열량을 비교하여 
    에너지 절감량을 산출(하절기 기준) 

*  자사 시뮬레이션 기준으로, 실제 사용 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TAC551-20S 모델 기준) 

9‚600 원

24시간 1개월 최대 전기료 
71W

소비전력

* 청정환기(TAC551-20S) 정격운전(약풍) 24시간 가동 기준 / 소비전력 71W
* 누진제 2단계 구간, 201~400kwh, 주택용(저압) 기준, 한국전력공사(KEPCO) 
    요금 계산 기준에 의거
* 기본요금 외 기타 부가비용 제외, 다른 가전 사용료 제외한 청정환기 사용에 대한 전기료로, 
    실제 사용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하루 종일 사용해도 
월 전기료 1만 원 미만
나비엔 청정환기시스템은 24시간 1개월 작동 시, 최대 전기료 
약 9,600원*으로 모든 공간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에어모니터가 감지한 실내 공기질 상태를 에어 룸콘트롤러와 
나비엔 에어원 앱에서도 확인해 보세요. 실시간으로 공기질 
정보를 감지해 최적의 모드로 작동하며 다양한 상황에 맞는 
맞춤모드 설정도 가능합니다.  외출 시에도 편리하게 
원격으로 제어할 수 있습니다.

24℃
실내 온도

다양한 운전 모드 

실내청정  실내 공기를 깨끗하게 청정하여 재순환

청정환기  오염된 실내 공기 배출하고, 
외부 공기를 깨끗하게 걸러 유입 

요리 청정 급기로, 유해물질이 후드로 
잘 흡입되도록 도움

자동운전   직접 켜고 끄지 않아도 통합공기질 상태에 따라 상황에 맞는 모드로 스스로 작동하고, 자동으로 실내 공기질을 관리 

숙면 쾌적한 수면을 위해 조용하게 운전  

터보운전 청소 등 실내 미세먼지가 심할 때,
최대 바람세기로 빠르게 제거

절전 낮은 소비전력 모드로 운전하여
에너지 절감

창문 열고 환기 전열교환 환기 

34 %

자연환기 대비 에너지 절감

* 상기의 이미지는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 제품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름철 냉방 에너지 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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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외

35℃

27℃35℃

실외

35℃



툭, 쓱, 탁. 
필터 청소와 교체를 손쉽게
나비엔 청정환기시스템은 쉽고 편하게 여닫을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세척이 필요한 프리필터와 전자 집진필터는 
자유롭게 관리하고, 초미세 집진필터(탈취일체형)를 
교체할 때도 툭 열어 쓱 빼고 탁 끼우면 끝. 
누구나 쉽게 필터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

제품 구성

나비엔 청정환기시스템 TAC551

청정환기 유닛(TAC551) 

에어모니터 에어 룸콘트롤러 

진짜로 필터 교체가
필요한 타이밍에 바꾸세요 
단순히 필터를 사용한 시간이 아니라, 실제로 필터를 통과한 환기 
사용량을 감지해 정확한 필터 교체 시기를 알려줍니다. 필터 교체 
알림은 에어 룸콘트롤러와 나비엔 에어원 앱을 통해 확인하세요.

* 청정환기시스템 필터는 나비엔하우스(www.navienhouse.com)를 통해 
    구매할 수 있습니다. 
* 실사용 시 실외 및 실내 미세먼지 환경에 따라 필터 교체 주기가 다를 수 있습니다. 

다용도실 천장 설치로
공간을 더 여유롭게 
생활 동선을 방해하지 않는지, 인테리어에 지장을 
주지 않는지 고민하지 마세요. 청정환기 유닛은 
생활 공간이 아닌 실외기실이나 다용도실 천장에 
설치되어 공간 효율성이 높습니다.

사용자를 배려하는
쉽고 편리한 유지 관리

제품 구성 1716 나비엔 청정환기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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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품 사양

단위. mm

15S0 20S0 25S0 30S0

기본 성능 풍량(m3/h) 150 200 250 300

기외정압(Pa) 100

온도교환효율(%)
난방 79 74 78 74

냉방 73 67 74 66

유효전열교환효율(%)
난방 75 70 74 71

냉방 63 58 63 56

청정환기 유닛 전원 220V, 단상, 60Hz

소비전력(W) 51 71 82 99

필터 프리필터 / 전자 집진필터 / 초미세 집진필터(탈취일체형)

환기 방식     동시 급배기방식

중량(kg) 24 30

에어모니터 모델명 NAA-20DM

소비전력(W) 4.5

중량(g) 220

센서 PM1.0 / PM2.5 / CO2 / TVOC / 온도 / 습도 

부가기능 통합공기질 측정 / 밝기조절 4단계 / 자동 디밍 모드

에어 룸콘트롤러 모델명 NRT-20D

화면 3.5인치 터치 컬러 LCD

센서 온도 / 습도

나비엔 
청정환기시스템 
TAC551

* 기재된 제품의 사양과 성능은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에어 룸콘트롤러에어모니터청정환기 유닛(15S0 / 20S0) 청정환기 유닛(25S0 / 30S0)

W86

H1
20

D20

H1
16

W67 D65D720

H3
38

W550 D800

H3
38

W6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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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객상담센터  1588-1144

・ 경동나비엔 공식 홈페이지  www.kdnavien.co.kr

・ 경동나비엔 공식 쇼핑몰  www.navienhouse.com

2
0

2
0

.1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