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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시스템에어컨 

혁신적인 3세대 SSC 채택     

저온난방 성능을 극대화한 DSI 시스템   

초정밀 광대역 Inverter 제어 기술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획득 

초고층 빌딩 공조 솔루션

■ 전국지점 문의 www.samsungb2b.co.kr

지  점 지  역

서울동부 서울 02-2023-6248

세 부 지 역 제품상담 (견적문의)

02-2023-6679

배송/설치/검수/대금청구 (계약후)
※일반 에어컨 문의처

강남, 강동, 서초 , 송파

서울서부 서울 02-2023-6336 02-2023-6677강서, 관악, 구로, 금천, 동작, 마포, 서대문, 양천, 영등포, 은평

서울 02-2023-6337 02-2023-6678
강북, 광진, 노원, 도봉, 동대문, 성동, 성북, 용산, 종로, 중구, 중랑,

고양, 파주, 구리, 남양주, 동두천, 양주, 연천, 의정부, 포천, 하남, 가평, 양평
서울북부

경기 경기 031-218-6818 02-2023-6091과천, 광주, 성남, 수원, 안성, 안양, 여주, 오산, 용인, 이천, 평택, 화성

강원 강원 033-760-3541 02-2023-6091강원 지역

인천 인천 032-430-2662 02-2023-6676인천 지역

인천 경기 032-430-2662 02-2023-6676광명, 군포, 김포, 부천, 시흥, 안산, 의왕

충청 충남 042-480-3552 02-2023-6606충남 지역

충청 충북 042-480-3554 02-2023-6606충북 지역

충청 대전 042-480-3553 02-2023-6606대전 지역

경북 경북 053-251-4682 02-2023-6605경북 지역

경북 대구 053-251-4681 02-2023-6605대구 지역

서부 전남 062-605-8552 02-2023-6607전남 지역

서부 전북 063-220-9641 02-2023-6607전북 지역

서부 광주 062-605-8552 02-2023-6607광주 지역

경남 경남 055-239-7851 02-2023-6094경남 지역

경남 제주 064-745-5051 02-2023-6094제주 지역

부산
부산
울산

051-640-8252 02-2023-6094부산/울산 지역

※ 본 카탈로그의 이미지와 내용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써, 제품성능 향상 또는 기타 다양한 이유 등으로 인해 출시 후 제품의 외관, 사이즈, 스펙 등의 수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건물설계, 전력계산, 기타 수치 계산에  필요한 정확한 데이터 등은 담당 영업사원과 상담 후 반영하시길 바랍니다.

■본 카탈로그의 제품 소개는 제품 동향에 관한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소개된 내용은 향후 시장동향, 개발경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해당 제품을 구입 시 제품 메뉴얼과 영업 담당자를 통하여 정확한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품의 색상은 인쇄과정으로 인해 실제와 약간 다를 수 있습니다. ■본 카탈로그에 실린 모든 정보를 불법으로 도용했을 경우, 저작권법에 의거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게 되니 

무단 전재와 복제를 금합니다.

H. KH. 2012. 6월 중 제작

1588-3773
www.samsungsvc.co.kr

삼성전자 B2B 서비스문의

1588-3536
www.samsungb2b.co.kr



한정된 자원을 최대한 이용하는 혁신적이고 효율적인 에너지 기술.

적은 에너지로 더욱 강한 바람을 제공하는 고효율 EHP 솔루션.

3세대 압축기술부터 스마트한 제어기술까지 모든 것을 바꾸고 

새롭게 태어난 삼성 시스템에어컨을 만나십시오!

초 고효율   
    에너지바람!

혁신적인 3세대 기술이 만들어낸

실내기

64  인테리어 4Way 카세트형

76  인테리어 1Way 카세트형

84  2Way 카세트형

88  미니 4Way 카세트형

92  덕트형

102 DVM Mini AHU 

108  EHS

112  스탠드형(중대형)

116  벽걸이형

120  바닥상치형

124  S-Plasma ion

128  DVM AHU

146  피크제어, 요금·전력분배

147  빌딩제어·외부접점 연동  

제어솔루션

142  Zensys

143  RMS / DMS

144  S-NET3 / S-NET mini

148  부자재 사양

150  모델명 체계

154  전문 서비스 

155  시공·설치·품질지도 체계,

        홈페이지

Contents 04   수상내역 

06  실외기 라인업

08  실내기 라인업 

10  제어시스템

14  3세대 압축기

16  DSI System

18  에너지 소비효율

20  Smart Installer System

23  저소음, 제품 최적화

24  설치, 유지보수, 친환경

28  라인업

29  제품사양, 제품 상세도

DVM S 실외기



다양한 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문제점들을 파악하고 철저하게 대응하여

안심하고 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삼성 시스템에어컨의 모든 기술과 제품은

한 발 앞선 기술개발과 철저한 검증을 거쳐 완성됩니다.

또한, Energy, Emotion, Ecology, Healthy를 존중하는 3E 1H 철학을 통해

모두의 지구를 지키고 내일을 더욱 희망차게 만들기 위한 기술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완벽을 위한 신뢰성 검증과 끊임없는 기술개발로

신뢰성을 높인 삼성 시스템에어컨

Technical Awards

에너지 대상탄소성적표지 인증

신기술 보유기업상 에너지 대상(환경부장관)

SF 인증서신기술 인정 KT마크

품질경영인증 환경경영인증

에너지 대상(산업지원부장관)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인증서

녹색기술 인증

녹색기술 인증

신기술 으뜸상

에너지절약상

FITI 시험연구원 공인 성적서

에너지 위너상

품질보증 Q마크인증

기기유화 연구소 1등급 시험 성적서

에너지절약전문기업등록

기계부품소재기술지원센터 
공인 성적서

2010 Green Energy Awards 수상 전기안전인증

에너지 위너상 수상 신기술인증 NET 마크

친환경인증 마크

신•재생에너지 인증서

Eco인증 마크

RoHS Compliant
Halogen Free

RoHS
Compliant

저탄소녹색인증

한국 산업규격 인증 한국산업기술시험원 1등급 
시험 성적서

전기안전인증

에너지소비효율1등급

에너지관리공단 지열인증 고효율 기자재 인증

녹색기업 지정 신재생 에너지전문기업 등록

장영실상 수상 AHR EXPO AWARD

굿 디자인 선정

58 000W / 63 000 W

48 400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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ㅣ빌딩용공조 라인업(실외기)ㅣ

용량 kW 23.0 29.0 34.8 40.6 46.4 52.0 58.0 63.8 69.6 75.4 81.2 87.0 92.8 98.6 104.4 110.2 116.0 121.8 127.6 133.4 139.2

 

RD080UHXH1 / 100UHXH1 RD120UHXH1 / 140UHXH1 / 160UHXH1 RD180UHXH1S / 200UHXH1S RD220UHXH1S / 240UHXH1S / 260UHXH1S RD280UHXH1S / 300UHXH1S / 320UHXH1S RD340UHXH1S / 360UHXH1S RD380UHXH1S / 400UHXH1S / 420UHXH1S RD440UHXH1S / 460UHXH1S / 480UHXH1S

용량 kW 23.0 29.0 34.8 40.6 46.4 52.0 58.0 63.8 69.4 75.4 81.2 87.0 92.8 98.6 104.4 110.2

 

RVXVCT080H4 / 100H4 RVXVCT120H4 / 140H4 / 160H4 RVXVCT180H4S / 200H4S RVXVCT220H4S / 240H4S / 260H4S RVXVCT280H4S / 300H4S / 320H4S RVXVCT340H4S RVXVCT360H4S RVXVCT380H4S

용량 kW 116.0 121.8 127.6 133.4 139.2 145.0 150.8 156.6 162.4 168.2 174.0 179.8 185.6 

RVXVCT400H4S RVXVCT420H4S RVXVCT440H4S / 460H4S / 480H4S RVXVCT500H4S RVXVCT520H4S / 540H4S / 560H4S RVXVCT5804S RVXVCT600H4S / 620H4S / 640H4S

냉
방

전
용

한
랭

지
형

X 3 X 2

표
준

형

용량 kW 23.0 29.0 34.8 40.6 46.4 52.2 58.0 63.8  69.6 75.4 81.2  87.0 92.8 98.6 104.4 110.2 116.0 121.8

  

ADX080VGHHA1 / 100VGHHA1                ADX120VGHHA1 / 140VGHHA1 / 160VGHHA1 / 180VGHHA1 / 200VGHHA1 ADX220VGHHA1SY             ADX240VGHHA1SY ADX260VGHHA1SY / 280VGHHA1SY / ADX320VGHHA1SY / 340VGHHA1SY / 360VGHHA1SY / 380VGHHA1SY / 400VGHHA1SY ADX420VGHHA1SY

용량 kW 127.6 133.4 139.2 145.0 150.8 156.6 162.4 168.2 174.0 179.8 185.6 191.4 197.2 203.0 208.8 214.6 220.4 226.2 232.0

ADX440VGHHA1SY ADX460VGHHA1SY / 480VGHHA1SY / 500VGHHA1SY ADX520VGHHA1SY / 540VGHHA1SY / 560VGHHA1SY / 580VGHHA1SY / 600VGHHA1SY   ADX620VGHHA1SY / 640VGHHA1SY / 660VGHHA1SY / 680VGHHA1SY / 700VGHHA1SY ADX720VGHHA1SY / 740VGHHA1SY / 760VGHHA1SY / 780VGHHA1SY / 800VGHHA1SY

신기술인증 NET 마크

신기술인증 NET 마크

신기술인증 NET 마크

냉·난방겸용

냉·난방겸용

냉·난방겸용

냉방전용

냉방전용

에너지소비효율1등급

에너지소비효율1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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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량 / kW 2.0 2.3 3.2 4.0 5.2 6.0 7.2 8.3 10.0 11.0 13.0 14.5 판넬 및 옵션

인테리어 1Way 

    ● AVXCSH020B3     ● AVXCSH023B3     ● AVXCSH032B3     ● AVXCSH040B3 ● ND0521HXB1 ●  ND0601HXB1 ● ND0721HXB1

2Way
 

AVXC2H052B3 AVXC2H060B3 AVXC2H072B3

인테리어 4Way
 

● ND0524HXB1/3 ● ND0604HXB1 ● ND0724HXB1/3 ● ND0834HXB1 ● ND1004HXB1 ● ND1104HXB1 ● ●  ND1304HXB1 ● ● ND1454HXB3

미니 4Way
 

AVXCMH032B3 AVXCMH040B3 AVXCMH052B3 AVXCMH060B3

용량 / kW 5.2 6.0 7.2 8.3 10.0 11.0 13.0 14.5 23.0 29.0

저정압
[ 슬림 ]

AVXDSH052B3 AVXDSH072B3 AVXDSH100B3

중정압
[ MSP ]

AVXDUH083B3 AVXDUH100B3 AVXDUH110B3 AVXDUH130B3 AVXDUH145B3

고정압
[ HSP ]

ND100HHXB1 ND110HHXB1 ND130HHXB1 ND145HHXB1 ND230HHXB1 ND290HHXB1

용량 / kW 2.3 3.2 4.0

벽걸이형

ND023WHXB1 ND032WHXB1 ND040WHXB1

용량 / kW 7.2

 바닥상치형
[ 노출형 ]

AVXTLH072B3

● ND0201VXB1 ● ND0231VXB1 ● ND0321VXB1 ● ND0401VXB1
S-Plasma ion 적용여부

●  기본장착      ●  미적용     ●  옵션장착

           ●  고천장 Kit Option 적용 가능 모델

           ●  S-Plasma ion 옵션장착

ㅣ빌딩용공조 라인업(실내기)ㅣ

DVM S 실내기

※ 2012년 출시예정 제품으로 시장동향 및 개발경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스탠드형
DVM

Mini AHU

용량 / kW 14.5 29.0

AVXPQH145B4 ND145DHXB1 ND230DHXB1 / 290DHXB1AVXPQH290B3

용량 / kW 14.5    23.0 29.0

인테리어 1Way

인테리어 4Way

(PC4NUSK1)

(PC4NBSK1)

(PC4NSSK1)

▶ 자동승강그릴 (와플 판넬만 해당)

   -퓨어 화이트 : PC4NUAK1

▶ S-Plasma ion Kit명 : ASD-CAN1

▶ 고천장 Kit명 : PC4NUHK1

                          (13.0 kW 이상 적용)

퓨어 화이트

마일드 블랙

▶ 판넬 패턴

▶ 와플 판넬 색상

▶ 일반 판넬 퓨어화이트(PC4NUSK5)

와플 패턴 일반 패턴

메트로 실버

※ S-Plasma ion Kit명
    대용량 : ASD-CAN2 (Option)

▶ 소용량 (2.0 / 2.3 / 3.2 / 4.0 kW) 

▶ 대용량 (5.2 / 6.0 / 7.2 kW)

제트슬라이딩 : AGSP1181WT

일반그릴 : AGSS1181W

제트슬라이딩 : AGSP1421WT

일반그릴 : AGSS1421W

 

ADN320BDBHA1

구분 Hydro Unit Hydro Unit (고온용)

EHS 한국

ADN250BFBBA1 ADN250BFBBA1ADN520BDBHA1 ADN160BFBBA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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ㅣ제어시스템ㅣ

구분 제품명 모델명 이미지 적용모델 비고

외부제어 외부접점 중계기 AIM-B14
DVM PLUS군, DVM WATER, 

GHP
-벽걸이형 실내기 : 기능 제한됨
-스탠드형 실내기 : 일부 제품만 지원      

전력관리

디맨드 제어기 ACM-A101 DVM, SINGLE, GHP, ERV 전력관리, 피크제어

전력분배기 ACM-B102 DVM

SIM 중계기 AIM-B12 DVM, SINGLE

전력감시 중계기 AIM-B15 DVM, SINGLE

개별제어

무선리모컨

AR-DC00
AR-DH00

전모델 통합형 냉전  / 냉난방

AR-BH07 대용량 1Way
냉난방 무선리모컨

(멀티 대용량 (JSF-2 전용 냉난방))

유선리모컨

AWR-WE10 카세트형, 덕트형, ERV 시스템에어컨, ERV 통합

ACM-F100 바닥상치형 바닥상치 실내기 전용

AWR-VH12 ERV ERV 전용

덕트 제어 수신기

ARK-A01 덕트형 제어 수신기

ARW-10A 덕트형 수신기 연결용 와이어

Mini 

AHU

외장온도센서 ARW-TA Mini AHU Mini AHU 외장온도센서

CO2센서 AOS-C2 Mini AHU Mini AHU CO2센서

습도센서 AOS-H1 Mini AHU Mini AHU 습도센서

가습 KIT

AVO-VA0501001 - Mini AHU
Mini AHU 가습 KIT(옵션자재), 

14.5 kW

AVO-VA1001001 - Mini AHU
Mini AHU 가습 KIT(옵션자재), 

23.0 kW, 29.0 kW

  

구분 제품명 모델명 이미지 적용모델 비고

빌딩관리 Zensys
AST-P14P
AST-P24P

DVM, SINGLE, GHP, ERV, AHU
시스템에어컨,

기계설비 통합제어

통합관리

DMS 2.0 AIM-D00A DVM, SINGLE, GHP, ERV
최대 256대(실내기, ERV, AHU)

연결 지원

S-NET 3

AST-S3P DVM, SINGLE, GHP, ERV DMS 1대 지원

AST-D3P DVM, SINGLE, GHP, ERV DMS 4대 지원

AST-P3P DVM, SINGLE, GHP, ERV DMS 16대 지원

S-NET 
컨버터 패키지

AIM-C00 - DVM, SINGLE, GHP USB 케이블 포함

AIM-C01 - DVM, SINGLE, GHP USB 케이블 미포함

S-NET  mini AST-S3W DVM, SINGLE, GHP, ERV 실내기 256대 지원

중앙제어

중앙제어기

ACM-A202D DVM, SINGLE, GHP, ERV 16실 중앙제어기

ACM-A300  DVM, SINGLE, GHP, ERV
도입예정('12.10.22)
중앙 터치제어기

(기능제어기+중앙제어기+스케줄러)

기능제어기 ACM-A100 DVM, SINGLE, GHP, ERV 16실 기능제어기

냉난방 선택기 ACM-C200
DVM PLUS군, DVM WATER,

DVM Slim,DVM Mini

중계기

AIM-B13E DVM, SINGLE, ERV 실내기 48그룹 이하

AIM-B13D
DVM, SINGLE, ERV,

DVM HOME
실내기 16그룹 이하

AIM-B04A DVM PLUS(R22 전용) 실내기 16그룹 이하

빌딩
제어
연동

Lonworks
게이트웨이

AIM-B18 DVM, SINGLE, GHP, ERV
제어대상 128대,

AHU KIT 제어가능

BACnet
게이트웨이

AIM-B17 DVM, SINGLE, GHP, ERV
제어대상 256대,

 AHU KIT 제어가능

제어시스템 



초고층 빌딩용 고효율 공조 시스템

고효율 압축기술과 제어기술을 기반으로 최소한의 에너지를 이용하여 

최대량의 공조를 제공하는 초고층 빌딩용 고효율 EHP 솔루션입니다.

3세대

Smart Installer System

- 스스로 진단하고 간편하게 설치

- WiFi 접속, 실외기 모듈시스템 검증 Solution 제공

혁신적인 3세대

Samsung Smart Compressor

- 국내 최초 듀얼 인버터

- 3세대 Vapor Injection

- 에너지 소비효율 1등급

저온난방 성능을 극대화한

Dual Smart Inverter System

- BLDC Inverter Motor(20~140 Hz)

- 에너지효율등급 전모델 1등급 달성

- 냉난방 가속운전으로 20 % 쾌적성 향상

EHP 효율등급제 시행

에너지 소비효율 1등급 획득

- Dual Inverter 기술을 통해 1등급 획득

- EHP 효율등급제 시행에 따른 맞춤형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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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적인

3세대 압축기 SSC
(Samsung Smart Compressor)

Samsung Smart Compressor를 적용한 국내 최초 Dual Smart Inverter(All Variable)

기술을 채용하여 에너지효율을 극대화한 혁신적인 3세대 시스템에어컨입니다.

ㅣ초고층 빌딩 공조 솔루션 DVM Sㅣ

ㅣ Samsung Smart Compressor ㅣ

인버터 압축기 기술 압축기 BLDC 모터

압축기 효율, 모터 성능, 냉매 순환량, 저온능력 등을 더욱 개선하고

압축손실 및 소음 등을 줄인 향상된 인버터 압축 기술을 제공합니다.

용량가변 160 %, 인버터 회전주파수(20 Hz~140 Hz)가변 확장하여 전영역 

부하에서 고효율 운전이 가능하며 집중권 모터를 적용하여 분포권 대비 

3 % 성능 개선하였습니다.

Scroll Wrap 최적화

비대칭 Scroll 적용

압축기 효율 2 % 개선

Floating 토출밸브

과압축 손실 개선 

경쟁사비 소음 5 dB 저감

고효율 BLDC 모터

집중권 모터 적용 

  효율개선 3 % 개선

과압축 방지 밸브

압축 손실 저감

→ 효율개선

VI 기술개선

냉매 순환량 20 %↑

저온능력 32 %↑

3세대 Vapor Injection Vapor Injection 개선

다양한 환경에서 축적된 데이터와 기술을 토대로 완벽한 제어 기술을 확보, 

누구도 흉내 낼 수 없는 차별화된 기술인 3세대 Direct Vapor Injection 

성능을 제공합니다.

냉매순환량을 증대시키고 미회수열을 이용하는 압축기 Vapor Injection 

기술 개선으로 COP가 증가된 더욱 효율적인 시스템을 제공합니다.

저온 난방능력 개선(23.0 kW 기준)

130 %

100 %

적용,당사

 미적용,
당사

적용,국내타사중압냉매 
Vapor Injection 124 %

고효율 BLDC 인버터 제어 기술

타사

당사(20~160%)

능
력

변
화

폭
(%

)

BLDC Inverter

20 … 120 …140 주파수(Hz) 

 집중권(당사) 분포권(타사)

1개 Slot 내에 1상의 
권선을 집중하여 

권선하는 방법 특히, 
저속 영역 성능 특성 우수

1상분 코일을 복수개의 
슬롯으로 분포하여 

권선하는 방법

※자사 시험 결과 기준

압축기 토출 밸브 개선 과압축 방지 Valve

Floating Valve를 적용하여 고압축 손실 및 운전시 발생하는 소음을 

최소화하였습니다.

설계 압력 이상의 과압축 발생 시 냉매 가스량을 자동으로 방출, 

조정하여 압축 손실을 저감합니다.

100 %

미적용 
EER

Valve 적용 
EER

105 %

압축기 소음

압축기 EER

효과비교(압축비 2.0)

Floating Valve 타입 Cantilever 타입(타사)
타사당사

타사당사

5 dB

d
B
(A

)

회전수

Super condenser

Vapor injection

PHE intercoolerCompressor

100 %

103 %

100 %

93 %

※당사 29.0 kW 시험 기준

증속 영역

시스템(Cycle)

2단 압축기

고압식 교효율
2단 압축기(SSC)

염가형
이중관 과냉각기

3세대 Vapor Generator
판형 열교환기

+

+

고성능, 고효율 저온 난방

3G vapor
Generator

Samsung Smart Comp.

High Efficlency
G-fin HEX

DVM S

 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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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최초 

DSI System (Dual Smart Inverter)

Dual Smart Inverter 시스템
3세대 Vapor Injection이 채용된 BLDC 인버터 압축기를 듀얼로 채용하여 

최고 에너지 효율 및 쾌적성 향상과 더불어 압축기의 신뢰성까지 높인 

혁신적인 시스템입니다.

DSI 시스템 (Inverter 기반)

•Dual Smart Inverter : SSC + SSC

•BLDC Inverter Motor (20~140 Hz 운전)

•3세대 Vapor Injection (저온난방 성능 극대화)

고압냉매 토출구

저압냉매 
흡입구

3세대 Vapor Injection

ㅣ초고층 빌딩 공조 솔루션 DVM Sㅣ

부하변동 시 연속적으로 부드러운 용량변경이 가능하여 기존 시스템에서 

나타나던 특정부하영역대 용량불연속 발생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압축기 운전 : 부하 변동시 빠른 

                    인버터 주파수 가변

•쾌적성 향상 : ±0.5 ℃ (타사 : ± 1 ℃)

•부하 변동시 특정부하영역에서 정속 Comp. 의 

ON/OFF 운전으로 실내온도 변화로 쾌적성 저하

•용량불연속 제어, 냉난방 비용손실 증대,

에너지 효율 저하

▶ DSI시스템 제어방식

•초기 기동 시 Quick Heating Up

•부하변동 시 불연속 구간 제거

•체감 성능 향상(타사 대비 20 % 향상)

▶ Inv.Fixed : 인버터 + 정속 Comp

•Full 부하 운전까지 인버터 Hz Down/Up 반복

•초기 기동 및 부하변동 시 불연속 구간 발생

•운전초기 Heating Up 시간 지연

국내 최초 인버터 2개를 채용하여 최고 에너지 효율 1등급 달성 및 냉난방 

가속 운전으로 쾌적성을 향상시켰으며 오일 밸런스 최적화로

균유배관 없이도 압축기 신뢰성을 향상하는 기술입니다.

Quick Heating 기능 인버터 회로 냉매 냉각 시스템

운전 개시 후 Heat Up 능력이 중요한 초기 10분간 난방 적산 능력이 

기존 제품 대비 33 % 우수합니다. 

공기보다 10배 높은 열전달률의 고성능 냉매 냉각 시스템을 채용하여 

안정적인 인버터 PCB 냉각 성능을 확보하였습니다.

Dual SSC 시스템 기술 DSI 기술 개념

초기 난방운전 능력 비교

3세대 가변 압축기 기술 연속운전, 미세온도 제어

Dual Inverter(All Variable) 기술을 채용하여 더 빠르고 쾌적한 냉난방 

솔루션을 제공하고, 세계 최고 수준의 에너지 효율을 달성하였습니다. 

차별화 제어방식을 통해 기존보다 20 % 향상된 체감 성능을 제공하며 

목표 실내온도를 ±0.5 ℃ 단위로 미세하게 제어할 수 있습니다.

당사 압축기 운전방식 타사 압축기 운전방식

작동시간

성능

가변

가변+정속

가변+정속+정속

압
축

기
 성

능
(k

W
)

압
축

기
 성

능
(k

W
)

작동시간

당사 타사

용량가변
1단계 2단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3단계 4단계

ON OFF ON OFFON OFF

Inverter A Inverter B

ON OFF

ON ON ON ONON ON ON ON

고온 고압 중온 중압 저온 저압 듀얼인버터 인버터+정속

동시운전 순차운전

오일밸런스 오일불균형

가속운전 정속혼합

최고기술 효율저하

최소시간운전 시간지연

국내최초 듀얼인버터 채용 

(All Variable 기술)

쾌속운전, 효율향상 

3세대(All Variable)2세대(Variable mixed)1세대(Single Variable)

용량 가변 시 정속 

Comp의 On/Off운전 

(불연속구간)

용량 가변 느림, 

에너지소비 높음 

(가변 Comp의 운전부하 큼)

가변 가변 가변 가변 가변 가변가변 정속 가변 정속 가변 정속가변 정속 정속정속 정속정속

Inv. + Inv.

Inv. + Fixed

Inverter A + Inverte B
Inverter A + Inverte B

Inverter A + Fixed B

Inverter A + Fixed B

Inverter A

Inverter A

Inverter B

Fixed B 당사 타사

냉매 냉각 시스템 공기 냉각 시스템

차가운 
냉매열 이동

PCB 냉각

공기냉각

성능 편차 
발생

DSC 시스템 (Digital 기반)

•DVI 가변 + DVI 정속

•AC Motor

•2세대 Vapor Injection

고압냉매 토출구

저압냉매 흡입구

중압냉매 흡입구

중압냉매 주입구

ㅣ Dual Smart Inverter ㅣ

중압냉매
흡입구



18 19

에너지 소비효율

1등급 인증
강화된 멀티전기히트펌프시스템 에너지 소비효율

DVM S는 Dual Inverter 기술을 바탕으로 멀티전기히트펌프시스템 

에너지 소비효율 1등급을 구현한 에너지 솔루션 니즈 맞춤형 제품입니다.

소비효율등급부여지표(R) 와 냉난방효율 (EERa)의 정의

ㅣ초고층 빌딩 공조 솔루션 DVM Sㅣ

에너지 효율 1등급 달성 효율등급최고 냉난방 성능 업계 리딩

세계 최고의 DSI를 기반으로 최고에너지효율등급을 구현하여 타사보다 

뛰어난 냉•난방 성능을 제공합니다.

부분부하란? 외기온도, 사용시간에 따라 25 %~100 %로 변화하는 냉난방 부하

신규 멀티전기히트펌프시스템 에너지 소비효율에 대응하여 통합냉방효율(IEER) 

및 냉난방효율(EERa) 우위를 달성하였으며 에너지관리공단에서 공인된 소비효율

등급부여지표(R) 값을 통해 대폭 향상된 차별화된 성능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도변경 2 : 부분부하

제도변경 1 : 에너지효율등급

용량(kW) 효율등급 모델명

23.0 1 ADX080VGHHA1

29.0 1 ADX100VGHHA1

34.8 1 ADX120VGHHA1

40.6 1 ADX140VGHHA1

46.4 1 ADX160VGHHA1

52.2 1 ADX180VGHHA1

58.0 1 ADX200VGHHA1

※에너지관리공단 공인 제품효율(34.8 kW)

타사 한랭지 타사 단독형 DVM S 타사 일반

※당사 시험결과 기준

냉방(IEER) 난방(COP) 저온난방(-10 ℃)

5.0

4.5

4.0

3.5

100 %

90 %

80 %

70 %

60 %

68.1 %

100 %

3.82

4.56

3.68

4.50

타사당사

ㅣ 에너지 소비효율 1등급 인증 ㅣ

냉난방효율(EERa)

4.2

4

3.8

3.6

3.4

3.2

4.12

3.72

3.6
3.53

ADX200VGHHA1 58 000W / 63 000 W
48 400W

부분부하 정격 효율 VS. 부분부하 효율

냉난방효율(EERa)비교

압축기가동율

온도(℃) 조건 : 냉방능력 1000 kW, 동일 제품일 때,
경제성 산출 정확성 : 정격 효율(EER 3.0)

>

부분부하 효율(IEER 5.0)

18.3 ℃
20 ℃

27.5 ℃

35 ℃

압축기 작동 상태

부하율

75 %

부하율

50 %

부하율

100 %

부하율

25 %

♪∼♬ 부분부하 효율 산출법

IEER =  0.02A
      + 0.617B
      + 0.238C
      + 0.125D

IEER

A

B

C

D

냉방 효율

100% 정미용량 상태의 EER

50% 정미용량 상태의 EER

75% 정미용량 상태의 EER

25% 정미용량 상태의 EER

(kW)

IEER 우수!! IEER 우수!!

(천원)

소비 전력[kW] 전기 요금

333 kW

200 kW

13,865 천원

7,852 천원
W

W
W

W
W

W

W
W

EER IEER EER IEER

부분부하 란?

6시 24시16시1시 21시11시

에너지 운전시간

♪∼♬ 

♪∼♬ 

>

※ R = 냉난방효율(EERa) = 

    {통합냉방효율(IEER)+난방효율(COP)}÷2

멀티전기히트펌프시스템 에너지  효율등급

소비효율등급 부여기준

R 등급

3.5 이상 1

3.25≤R＜3.50 2

3.00≤R＜3.25 3

2.75≤R＜3.00 4

2.40≤R＜2.75 5

기존 규격 차이점

구분 기존[12년 4월 이전] 소비 효율 등급 당사 접목 기술

시험
냉방/난방/저온난방 
Full 부하(100%) 운전

냉방 : 100/75/50/25 %
난방 표준 100 % 운전
저온 난방 100 % 운전

광대역 운전 (20~140 Hz)
- 냉방 부분 부하 효율
- 저온난방 효율

한랭지
일반형 7 ℃  

저온난방 -10 ℃
전모델 -15 ℃

VI 냉매 순환량 증대
(난방능력 30 % 개선)

설치 단배관 (7.5 m) 장배관 (50 m)
압축기 출력 5 % 증대

(장배관 능력보정)

실내기
제조사 중심

최대풍량 조합 가능
임의 선택 불가
비덕트류 한정 

효율 개선 극대화
듀얼인버터/최적열교환기

효율 냉방/난방 정격 냉방/난방/통합냉난방 전 모델 1등급

공인서류
시험성적서

(공인시험기관)
소비효율등급 인증
(에너지관리공단)

사후심사대응 규격 관리

 ※기존 : 냉방/난방 표준조건과 저온난방 -10 ℃  100 % 운전 (한랭지향 -15 ℃ 별도)

※변경 : 하계 실사용환경, 동계 저온환경, 효율 등급 차등화 규제 (1~5등급)

■소비효율등급부여지표 (R)

- 당해 모델을 냉방 부분부하 조건으로 운전하였을 때의 성적계수인 통합

냉방효율(IEER)과 난방표준조건, 난방한랭지조건으로 운전하였을때의 성적계수인 

난방효율(COP)과의 산술평균인 냉난방효율(EERa)을 소비효율 등급부여 

지표로함. (EERa = R)

■효율등급 : 냉난방효율로 R등급 책정

  [냉방효율/난방효율/한랭지난방효율 모두 만족해야 합격]

-냉방효율(IEER) = (0.020×A) + (0.617×B) + (0.238×C) + (0.125×D)

※ A : 100 %, B : 75 %, C : 50 %, D : 25 % 운전 효율

-난방효율(COP) = (표준난방효율 COP1 + 한랭지난방효율 COP2)/2

-냉난방효율(EERa) = (통합냉방효율 IEER + 난방효율 COP)/2

난방효율(COP)

1.5 2.0 

냉난방효율(EERa)

2.4  

한랭지난방효율(COP2)냉방효율(IEER)

2.8 

타사 VH 타사 V2 DVM S✽

23.0 34.8 46.429.0 40.6 52.2 58.0

4

4.4

3.6

3.2

4.2

4.6

3.8

3.4

✽
✽✽

✽
✽

✽

✽

VH

VH

VH

VH

VH

VH V2

V2

V2

V2

V2

V2
V2

DVM S

DVM S

DVM S

DVM S

DVM S
DVM S

DVM S

효
율

(W
 /

 W
)

단위 : k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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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선통신(WiFi)와 연결되어 스마트폰, 태블릿PC 등에서도 시스템을 동시에 검증할 수 있어 더욱 편리합니다.

WiFi 접속, 실외기 모듈시스템 검증 Solution 제공

WiFi 접속, 실외기 모듈시스템 검증 Solution 제공

•무선 통신(WiFi) 활용 •복수 실외기 일괄 시운전 검증F1 / F2 통신선시리얼 포트

F1/F2 통신선

시리얼 포트

Smart Phone

ㅣ Smart Installer System ㅣ

ㅣ초고층 빌딩 공조 솔루션 DVM Sㅣ

3세대

Smart Installer System
자가진단하는 스마트 설치 시스템

DVM S의 3세대 Smart Installer System은 One-Touch 시운전, WiFi Control, 

병렬실외기 동시 시운전, Report 발행 등 스스로 진단하고 간편하게 설치할 수 있는 

스마트 시스템을 제공합니다.

(2007 ~  )

•고장 자기진단

(2008 ~  )

•자기진단

•냉매량 검지

•자기진단, 냉매량검지

•자동시운전 (통신, 센서, 밸브 점검)

•통신 연결 시운전 Report 발행

One-Touch 시운전

▶ 자동시운전 & Report 발행

▶ Mobile Data 전송 ▶ D-Base 구축

(2012 ~  )

Auto Commissioning & Management 기술 S/N 자동관리

자동 시운전을 통해 제품 Cycle 상태 판단 및 시운전 결과를 저장하여 

보고서 형태로 Report를 제공합니다.

별도의 바코드 스캐너 또는 수기 S/N 관리가 아닌 통신데이터를 통한 

S/N 자동관리로 설치오류를 미리 막을 수 있습니다.

Step1

Comm.& 
Sensor 
Check

Operation 
Staus 
Check

Major 
Parts 
Check

Valve 
Check

Commissioning 
Report

Step3Step2 Step4 Step5

자동 시운전 Step별 점검
(무선 태블릿 솔루션)

자동 시운전 Report

Total 
50min

Start Complete Tablet 

S-Checker

시운전 시간 단축 / 실외기 Lock 기능 완벽한 설치! BISS, S-Checker 연동

기존 180분에서 50분 이내로 시운전을 마칠 수 있으며, 자동 시운전 미완료 

시 안전을 위해 일반운전이 불가하도록 실외기 잠금 기능을 제공합니다.

자동시운전 Report를 BISS에 전송하여 제품의 완벽한 설치를 제공합니다.

시운전 소요시간 

50 min
- 설치 시공 정보 & 현장 관리
- 인력 투입 현황 & 제품 정보
- 자동시운전 결과 관리

설계시공정보 (Installation Support System)자동시운전 (Auto Commissioning)

- One Touch 시운전 Key
- 기동/설치/안정/부품판단
- 자동시운전 결과 저장※PCB를 교체해도 Lock이 해제되지 않습니다.

시운전 + 시공 정보

자동시운전 시간을 50분 이내로 단축!!

※BISS (B2B Installation Support System) : 시스템에어컨의 계약, 생산/출하, 제품설치까지 전문가

집단이 전 과정 관리를 엄수, 최단기간에 설치하고 완벽 품질을 제공하는 관리시스템입니다.

Tablet PC

무선 통신

Smart Phone

Tablet PC

S-Checker

S-Check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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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원격제어 (RMS) RMS Mobile (스마트폰 제어)

▶A/S 고민을 해결하는 원격관리

삼성전자 원격관리센터가 DMS로 연결된 현장을 인터넷으로 24시간 모니터링 

하여 고장을 예지하고 고장 발생 시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A/S를 실시합니다.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언제 어디서든 원격으로 에어컨을 제어 및 관리할 수 

있습니다.

자동 Data Backup [블랙박스]

DVM S는 실외기 고장 시 자동으로 진단하여 고장 발생 30분 전의 

운전 정보를 저장하며 옵션 제품 사용 시 1년 이상의 정보 저장이 가능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서비스가 가능합니다.

실외기 제상 배수성 향상

실외기 Base 전면적 균등 분포로 물빠짐을 개선, 제상 시간을 10 % 단축

하였습니다.

실외기 Base 강성 설계

인버터 주파수 운전 특성 (20 Hz ~ 140 Hz) CAE 분석/설계 및 Base Bead 

설계를 강화(개수 & 높이 증가)하여 44 %의 강도 개선 효과를 제공합니다.

최적 냉매량 검지 운전 및 판정

S-Checker에서 시스템 냉매량을 판정하고, 최적량을 계산하여 제품의  

성능 및 최적운전을 보장할 수 있는 한차원 업그레이드 시킨 신기술입니다.

주요부품 자동점검 시간 단축

제품의 최적화를 유지하게 하고 이상 발생 시 빠른 대처를 위해 주요 부품 

자동 점검 소요 시간을 기존 180분에서 50분으로 단축하였습니다.

로직제어 

사용자가 상황에 따라 운전 조건을 만들고 설정한 조건에 따라 실내기가 

운전하는 Smart 기능을 제공합니다.

야간 저소음 운전

실외기 Fan의 구동제어로 야간 저소음 운전을 실행하여 쾌적한 수면이 

가능합니다. (일최대온도 검지 6시간 후 12시간 동안 정음운전모드)

최적제품 설계 

DSI 시스템을 통한 제품 최적설계로, COMP 적용수량과 제품중량은

줄였으나 단일캔 용량은 최대 58.0 kW를 확보하였습니다. 

저진동 / 고강성 실외기

실외기 전 구조의 최적 설계를 통해 저진동/고강성 기술을 구현하였습니다.

Control Box 일체형 설치성 향상

전원선 연결부와 PBA 박스가 일체형이 되어 관리 개소 감소 및 작업성이 

더욱 개선되었습니다. 

실외기 전 구조 최적 설계

Base최적 설계

내부 부품 최적 설계

Cabinet 최적 설계

S-NET 1+

데
이

터

시간

운전정보 저장

고압

팬모터 RPM

전류

시스템 정지

개선 전 (실외기 전면)
Drain Hole : Φ20 X 3 EA

개선 후 (실외기 전면)
Drain Hole : Φ12 X 25 EA

기존 Base

변경 Base

실외기 Base 강도 개선 (58.0 kW)

운전 현황 조회 모니터링 조회 데이터 관리

원격 고장 감지 고장 추적 가능고장 예지 기능

냉•난방 운전 분석

이상 징후 감지

24시간 모니터링

고장 발생 즉시 확인

고장 원인 정확한 파악

신속한 서비스 제공

운전 현황 조회 모니터링 조회 제품 수명 연장

전기료 절감/서비스 비용 절감 

·월간 사용량 비교

·사용량 랭킹 조회

<분석보고서>

설정온도 제한

·사용자에 의한 과 냉•난방 억제

설정온도 최적 제어

·설정온도를 알고리즘에 의해  
   자동 Shift 제어

가동 허용시간 설정

·사용자 재실 시간 설정

반드시 PC로 제어!

시간, 공간 제약성 높음!

타사

DMS 로직제어

26 ℃ 23 ℃ 27 ℃

자동

타사

26 ℃ 24 ℃ 26 ℃

수동

사용자가 직접 계산하는 수동 제어! 관리 효율성 저하!로직제어에 의한 정확한 자동 제어! 관리 효율성 증가!

시간, 공간의 제약 없이 

스마트폰으로 신속하고 간편하게 제어!

RMS Mobile

타사당사

주요 부품 자동 점검, 소요 시간 180분 → 50분

2EA 3EA

300 kg 325 kg

58.0 kW58.0 kW

Comp. 수량

제품 중량

최대 용량

ㅣ초고층 빌딩 공조 솔루션 DVM Sㅣ

ㅣ 저소음, 제품 최적화 ㅣ

최적냉매량 판정 Data Acquisition 최적냉매량 판정 시뮬레이션

실외기/실내기의 모든 운전 

정보를 입력하여 최적냉매량을 

실시간 연산합니다.

실시간 시뮬레이션의 상태를 

알려주고, 필요한 제거(추가)

냉매량을 나타냅니다.

30 ℃

18 ℃

0 ℃ 43 ℃

실
내

온
도

 범
위

실내온도 범위

최적냉매량 검지운전범위최적냉매량 검지운전

체적 기준, 충진량 계산

체적 기준 ,냉매 유량 계산

적정 과냉도

설치 배관 정보

냉매량 매우 부족

10% 추가 충진

열교환기 냉매량 검지

부족/적정/과다

No

No

Yes

Yes

Yes

권장 운전 범위

야간 저소음 운전

※본 기능은 현장에서 설정
   하는 경우에 이용 가능함

실외 Fan RPM

6시간 12시간

야간모드
시작

야간모드
종료

일체형
PBA 박스

전원선 연결

기존 변경

144 %

100 %

예 : 실내 평균 온도에 따른
리모컨 금지 제어 시

50 dB이하

※자사 시험결과 기준

일 최대온도
가동간판 설치점검 Hot Gas EVI EEV

압축기
정상판단

냉매 
차징판단

S/V
잠김판단

기능판단
(Option)

Start 센서점검 안정판단 4 w/v Main EEV

Main Unit Sub 1 Unit Sub 2 Unit Sub 3 Un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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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사당사

압축기 구성 및 누적 운전률 기술 구현 압축기 구성 및 누적 운전률 기술 구현

타사당사

압축기 운전시 오일 밸런스 기술 구현 압축기 운전시 오일 밸런스 기술 구현

에너지 효율의 극대화! 판형 인터쿨러

타사의 이중관식과 Shell&Tube형의 열교환기보다 한 차원 성능을 끌어올린 신개념 인터쿨러 기술로서 타사 대비 열교환 효율을 30 % 증가시키고 

장배관·고낙차에서 보다 안정적인 성능을 낼 수 있는 열교환 기술입니다.

압축기 운전 시간 밸런싱 기능

압축기간 교번운전을 통한 압축기 운전률 균등 배분으로 신뢰성을 더욱 향상하여 기존 시스템(인버터 압축기+정속 압축기) 대비 인버터 압축기 

운전률이 50 % 이상 절감됩니다.

전열효율

이중관

100 %

쉘&
튜브

121 %

판형

150 %

EER

100 %

이중관

판형

120 %

107 %

쉘&
튜브

당사

타사

냉동효과인터쿨러

DVM S는 판형 인터쿨러 및 

고효율 열교환기 채용으로, 

평균 냉방 운전효율은 12 %, 

평균 난방 효율은 19 %가 

증대되었습니다.

효율성

높은 기외정압 대응 실외기 점검창

DVM S는 다양한 설치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78.5 Pa의 기외정압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 되었습니다.

실외기 점검창 구조가 적용되어 운전 상태를 편리하게 살펴볼 수 있으며, 

간단한 기능키 조작이 가능합니다.

자유로운 배관연결

DVM S는 정면, 좌측면, 우측면으로 

배관연결 방향이 자유로워 

설치가 편리합니다.

다양하고 자유로운 연결홀 방향

전원선 및 통신선을 연결할 수 있는 

연결홀의 방향이 다양하고 자유로워 

설치가 편리합니다.

판형

이중관

판형 인터쿨러에 의한 

냉동효과 증대

타사

구성도

Turbo Inter-Cooler 

DVI 압축기

ㅣ초고층 빌딩 공조 솔루션 DVM Sㅣ

ㅣ 설치, 유지보수, 친환경 ㅣ

간단한 배관구성(2pipe)

균압관 없이 2pipe(가스관, 액관)설치가 가능하여 설치비용 절감 및 간편성, 

안정성 등이 더욱 뛰어납니다. 

냉매회수 및 방출기능

DVM S는 제품을 재설치하거나 추가 및 유지 보수를 보다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다음 기능을 제공합니다.

•냉매회수 기능 : 실외기 재설치, 실내기, 실외기~실내기 배관 등 유지 보수 상황이 발생할 경우

   냉매를 실외기로 회수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  냉매방출 기능 : 실외기 유지 보수 상황이 발생할 경우 냉매를 실내기 및 배관으로 방출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냉매회수기능당사 타사 냉매방출기능

자동 오일 밸런스 시스템

고회전 압축기 오일 보유량 및 압축기의 신뢰성 저하를 개선하여 균유운전이 불필요하고 냉난방 성능에 변화가 없도록 신뢰성을 향상 시켰습니다.

판형 인터쿨러

•오일 밸런스 : 부하에 상관없이 전압축기 통일 •오일 밸런스 : 고부하시 인버터 압축기내 오일부족

•오일 밸런스 : 균유운전 불필요, 냉난방 성능 확보 •문제점 : 압축기 신뢰성, 냉난방 성능

냉동효과인터쿨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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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으로 배관길이를 인식하여 배관거리에 따른 별도의 옵션 설정 없이 

설치할 수 있으며 배관거리에 따른 최적운전이 가능합니다.

자동배관 거리 인식 시스템 실내기 ADDRESS 자동(수동) 설정

실내기 ADDRESS를 설치자의 옵션에 따라 자동 또는 수동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R410A 냉매 채용 유럽 친환경 RoHS 기술 인증

오존층 파괴“0”의 친환경 냉매 : 오존층 파괴지수(ODP)가“0”인 

친환경 R410A 냉매에 최적화된 디지털 압축기를 사용하여 환경오염을 

최소화시켰으며, 운전 효율 및 성능까지 향상시켰습니다.

수은, 납, 카드뮴과 같이 환경오염을 야기할 수 있는 유해물질 사용을 

최소화 하였으며 뛰어난 친환경 기술로 RoHS 인증을 받았습니다.

자동 적설 방지 기능

겨울철 실외기에 눈이 쌓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운전 정지 상태에서도 Fan을 자동운전하여 실외기 고장을 예방합니다.

BISS 스마트폰 솔루션 (M-BISS) 열교환기 내식성 확보

삼성전자 전담 품질지도팀이 스마트폰 전산 품질지도 시스템(M-BISS)을 

통해 시간과 장소의 제약이 없이 설계부터 현장 조회, 공정 계획, 시공 과정, 

품질 처리 등의 각 프로세스를 철저하게 추적관리합니다.

해안가 등 공기 중 염분이 많은 현장에서 발생하는 부식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열교환기의 내식성을 확보하여 실외기의 안전성을 유지합니다.

“실외온도 3 ℃ 미만” 30분에 1회 실외 Fan 가동 

자동운전 판단 기준 부족, 비효율 운전 가능
“정지상태 & 실외온도 5 ℃ 이하” 

연속 30분 유지 시 1회 실외 Fan 자동 운전
타사

1,000시간 시험 후 
부식 없음

1,000시간 시험 후 
  표면 부식 진행

※KOLAS 시험결과 기준

압
력

(P
)

배관압력 강하 

∆P(∆P 보상)

실제 실내기 

저압

실외기 

인식 저압

엔탈피(h)

∆P

∆P

자동 시운전 모드

Key 한번만 누르는 동작으로 냉방/난방 시운전이 가능합니다.

자가진단 모드

에어컨 운전상태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여 비정상 상황 발생 시 

해당하는 에러 코드를 띄워주어 문제를 손쉽게 해결할 수 있도록 합니다.

오존

파괴지수

0
R410A R22

0.05
오존

파괴지수
(ODP)

RoHS(Restriction Of Hazardous Substances)란?
전자제품의 재활용을 저해하고 환경을 오염시키는 수은, 납, 카드뮴과 같은 유해물질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규정으로 유럽 등의 선진국에서 의무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친환경 규제입니다.

환경 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납성분이 없는 친환경 제품 사용

납 성분을 사용하지 않은

실외기 PCB판 적용으로

환경오염문제를 예방하고

친환경 기술을 지향합니다. 

[납을 사용하지 않은 PCB]

타사

설치 / 운반 편리

세계 최대의 장배관 설치성

DVM S는 모듈 설치 특성을 고려하여 제품 설치의 편리성과

이동성을 제공하기 위해 제품 크기와 무게를 줄여 세계 

최고의 컴팩트형 실외기를 실현하였습니다. 

건물의 하중 부담을 줄이고 설치면적을 최소화하여 옥상을 

넓은 휴식공간, 주차장, 별도의 사무실 등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DVM S는 실제 설치 배관길이가 220 m, 첫 분기관부터 

실외기에서 가장 먼 실내기까지 배관길이가 45 m로 

상업용 빌딩설치에 적합한 편리성과 유연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장배관으로 설치하여도 배관크기를 1단계 높일 

경우 능력이 확보되어(배관길이 90 m) 쾌적한 냉난방 

효과를 발휘합니다.

제품

63.8 kW  

바닥면적 0.99 ㎡    

기존대비
바닥면적

73 %

※모듈 설치 시 최소 확보 공간(당사 기준)

옥상공간의 활용

ㅣ초고층 빌딩 공조 솔루션 DVM Sㅣ

ㅣ 설치, 유지보수, 친환경 ㅣ

스마트폰 완벽 시공BISS 연결

실내기간

고저차 15 m

실내외기간 
고저차 

수주형 110 m
(일반형 50 m)

최장배관길이 

220 m
(상당배관 기준)

※수주형 고낙차 적용시 고낙차 키트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첫 분기관~실외기에서

가장 먼 실내기

45 m 
(1단계 높일 경우 : 90 m)

•최장 배관길이 : 220 m (상당배관 기준) 

•총 배관길이 : 1000 m

•첫 분기관 ~ 가장 먼 실내기 : 90 m

(배관크기를 1단계 높일 경우)

•실내·외기간 고저차

- 순낙차 : 50 m -역낙차 : 40 m 

- 고낙차 Kit 적용 시 : 110 m 

·23.0~34.8 kW

·40.6~46.4 kW

·52.2~63.8 k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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ㅣ제품사양 / 상세도ㅣ

라인업

구분 카세트형

용량(kW) 인테리어 4Way 인테리어 1Way 2Way 미니 4Way

제품
·와플 판넬

      PC4NUSK1(퓨어 화이트)
      PC4NBSK1(마일드 블랙)
      PC4NSSK1(메트로 실버)

·S-Plasma ion 키트(옵션) : ASD-CAN1

·와플 자동승강그릴
         PC4NUAK1(퓨어 화이트)
·일반 판넬 : PC4NUSK5

·고천장키트(13.5 kW, 14.5 kW 옵션) : PC4NUHK1   

     소용량
·일반그릴 : AGSS1181W
·제트슬라이딩 : AGSP1181WT   

※ND***1VXB1 모델은  
    S-Plasma ion 기본장착 
    제품입니다.

      대용량
·일반그릴 : AGSS1421W
·제트슬라이딩 : AGSP1421WT
·S-Plasma ion 키트(옵션) 
   : ASD-CAN2

 

·판넬명 : AGGH103IKAG ·판넬명 : PC4SUSK1

2.0 - AVXCSH020B3 / ND0201VXB1 - -

2.3 - AVXCSH023B3 / ND0231VXB1 - -

3.2 - AVXCSH032B3 / ND0321VXB1 - AVXCMH032B3

4.0 - AVXCSH040B3 / ND0401VXB1 - AVXCMH040B3

5.2 ND0524HXB1/3 ND0521HXB1 AVXC2H052B3 AVXCMH052B3

6.0 ND0604HXB1 ND0601HXB1 AVXC2H060B3 AVXCMH060B3

7.2 ND0724HXB1/3 ND0721HXB1 AVXC2H072B3 -

8.3 ND0834HXB1 - - -

10.0 ND1004HXB1 - - -

11.0 ND1104HXB1 - - -

13.0 ND1304HXB1 - - -

14.5 ND1454HXB3 - - -

29.0 - - - -

구분
덕트형

벽걸이형
바닥상치형
(노출형)

스탠드형
(중대형)

저정압 중정압 고정압

용량(kW) 슬림 MSP HSP

제품

2.0 - - - - - -

2.3 - - - ND023WHXB1 - -

3.2 - - - ND032WHXB1 - -

4.0 - - - ND040WHXB1 - -

5.2 AVXDSH052B3 - - - - -

6.0 - - - - - -

7.2 AVXDSH072B3 - - - AVXTLH072B3 -

8.3 - AVXDUH083B3 - - - -

10.0 AVXDSH100B3 AVXDUH100B3 ND100HHXB1 - - -

11.0 - AVXDUH110B3 ND110HHXB1 - - -

13.0 - AVXDUH130B3 ND130HHXB1 - - -

14.5 - AVXDUH145B3 ND145HHXB1 - - AVXPQH145B4

23.0 - - ND230HHXB1 - - -

29.0 - - ND290HHXB1 - - AVXPQH290B3

용량(kW) 표준형

23.0 ADX080VGHHA1

29.0 ADX100VGHHA1

34.8 ADX120VGHHA1

40.6 ADX140VGHHA1

46.4 ADX160VGHHA1

52.2 ADX180VGHHA1

58.0 ADX200VGHHA1

63.8 ADX220VGHHA1SY

69.6 ADX240VGHHA1SY

75.4 ADX260VGHHA1SY

81.2 ADX280VGHHA1SY

87.0 ADX300VGHHA1SY

92.8 ADX320VGHHA1SY

용량(kW) 표준형

98.6 ADX340VGHHA1SY  

104.4 ADX360VGHHA1SY

110.2 ADX380VGHHA1SY

116.0 ADX400VGHHA1SY

121.8 ADX420VGHHA1SY

127.6 ADX440VGHHA1SY

133.4 ADX460VGHHA1SY

139.2 ADX480VGHHA1SY

145.0 ADX500VGHHA1SY

150.8 ADX520VGHHA1SY

156.6 ADX540VGHHA1SY

162.4 ADX560VGHHA1SY

168.2 ADX580VGHHA1SY

23.0 kW / 29.0 kW 34.8 kW / 40.6 kW

DVM S (표준형)

조합 ADX080VGHHA1 ADX100VGHHA1 ADX120VGHHA1 ADX140VGHHA1

전원 사양 Φ, #, V, Hz 3, 4, 380, 60 3, 4, 380, 60 3, 4, 380, 60 3, 4, 380, 60

구분 - HEAT PUMP HEAT PUMP HEAT PUMP HEAT PUMP

성능
성능(정격)

냉방

kW

23.0 29.0 34.8 40.6

난방 26.5 32.6 39.2 45.7

저온난방 20.5 (-15 ℃) 24.3 (-15 ℃) 29.0 (-15 ℃) 33.7 (-15 ℃)

전력
통합 냉방 소비전력

kW
3.01 3.75 4.21 4.89

통합 난방 소비전력 9.85 11.52 12.80 16.68

효율

통합 냉방 효율(IEER) - 5.660 5.432 5.673 5.781

통합 난방 효율(COP) - 2.507 2.585 2.816 2.514

냉난방효율(EERa) - 4.00       3.88 4.12 4.05

에너지 소비 효율 등급(R) - 에너지 등급 1 에너지 등급 1 에너지 등급 1 에너지 등급 1

전기특성

운전 전류(정격)
냉방

A

14.40 17.21 18.83 26.42

난방 13.54 16.12 17.51 22.87

차단기 (MCCB+ELB)/(ELCB) 30 30 40 40

최대
운전전류 19.90 (Max.) 22.9 (Max.) 26.0 (Max.) 31.8 (Max.)

소비전력 kW 12.44 (Max.) 14.32 (Max.) 16.26 (Max.) 19.88 (Max.) 

압축기

형식 - SSC Scroll×1 SSC Scroll×1 SSC Scroll×1 SSC Scroll×2

출력 kW × n (4.96) (6.13) (6.13) (4.96×2)

오일 종류 - PVE PVE PVE PVE 

송풍기

형식 - Propeller Propeller Propeller Propeller

출력×n W 750X1 750X1 500X2 500X2

풍량 m³/min 205 225 260 270

정압 최대 Pa 78 78 78 78

배관

액관

Φ, mm

9.52 9.52 12.7 12.7

가스관 19.05 22.23 25.4 25.4

고압가스관 - - - -

균유관 - - - -

배관설치 한계
장배관

m
200(220) 200(220) 200(220) 200(220)

고낙차 110(40) 110(40) 110(40) 110(40)

배선
전원선[K(IEC) 60245-4 IEC 66]

mm²
4.0 4.0 4.0 6.0

통신선 VCTF 0.75 ~ 1.5 VCTF 0.75 ~ 1.5 VCTF 0.75 ~ 1.5 VCTF 0.75 ~ 1.5

냉매
종류 - R410A R410A R410A R410A

충진량 kg 5.5 5.2 7.4 7.7

본체 치수

제품 중량
kg

190 190 235 278

포장 중량 201 201 248 291

제품 치수 (W×H×D)
mm

800×1,695×765 800×1,695×765 1,295×1,695×765 1,295×1,695×765

포장 치수 (W×H×D) 948×1,857×832 948×1,857×832 1,363×1,857×832 1,363×1,857×832

사용 온도 
범위

냉방
℃

-5 ~ 48 -5 ~ 48 -5 ~ 48 -5 ~ 48

난방 -20 ~ 24 -20 ~ 24 -20 ~ 24 -20 ~ 24

  

용  량 kW 23.0 29.0 34.8 40.6

모  델 ADX080VGHHA1 ADX100VGHHA1 ADX120VGHHA1 ADX140VGHHA1

※ 주의사항

1. 정격 냉방 : 실내측 27 ℃ DB / 19 ℃ WB, 실외측 35 ℃ DB / 24 ℃ WB, 배관길이 50 m, 낙차 0 m 기준임

2. 정격 난방 : 실내측 20 ℃ DB / 15 ℃ WB, 실외측 7 ℃ DB / 6 ℃ WB, 배관길이 50 m, 낙차 0 m 기준임

3. 저온 난방 : 실내측 20 ℃ DB / 15 ℃ WB, 실외측 -15 ℃ DB / 6 ℃ WB, 배관길이 50 m, 낙차 0 m 기준임

4. 설치조건(배관길이)과 사용온도조건(실내외 온도)에 따라 능력, 소비전력 및 운전전류의 차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5.  설치위치 : 실외기는 원활한 통풍, 보수 및 점검을 위하여 서비스 공간이 충분히 확보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합니다. 설치 및 서비스  

공간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설치 매뉴얼을 참고하십시오.

6. 전원선은 KSC IEC 60245-4 IEC66 동등이상, HO7RN-F 이상의 전선을 사용해야 합니다.

7.  전원선 사양은 기중암거 포설/주위온도 30 ℃/단일 다심 케이블 조건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상기 조건과 상이한 경우, 

   전기 설비 전문가와 협의 후 재선정하십시오.

8.  실외기 전원의 배선공사는 메인 배전판에서 실외기까지 이고,메인 전원선은 50m 미만을 기준으로 합니다. 50 m 이상 설치 시, 삼성     

시스템에어컨 전문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9. 3상 전원은 4선식을 기본으로 합니다.

10.  차단기 : 실외기 주전원 전용의 차단기(ELCB)를 설치합니다.(현장의 1차측 전기용량(수전용량) 설계시 차단기는 해당 제품 모델별      

차단기 용량으로 설치합니다.)

11. 표기된 제품 사양은 제품 개선 및 기술적인 사유로 인해,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12. 에너지소비효율등급 측정기준

    4Way 카세트 5.2 kW, 7.2 kW 실내기를 조합(100~110 %)하여 효율등급을 취득하였습니다.

13. 통합 냉방 소비 전력 : 통합 냉방 효율(IEER) 측정 시, 소비전력 (0.02*P 100 % 부하 ) + (0.617*P 75 % 부하 ) + (0.238*P 50 % 부하 ) + (0.125*P 25 % 부하 )

    통합 난방 소비 전력 : (P 표준 + P 한랭지 ) / 2

14. 통합 냉방 효율 : (0.02*A) + (0.617*B) + (0.238*C) + (0.125*D) 

                         A = 표준조건에서 100% 정미 용량 상태에서의 EER

                         B = 전체 75% 정미 용량 상태에서의 EER
                         C = 전체 50% 정미 용량 상태에서의 EER
                         D = 전체 25% 정미 용량 상태에서의 EER
    통합 난방 효율 :  (표준 난방 효율 + 한랭지 난방 효율) / 2

용량(kW) 표준형

174.0 ADX600VGHHA1SY

179.8 ADX620VGHHA1SY

185.6 ADX640VGHHA1SY

191.4 ADX660VGHHA1SY

197.2 ADX680VGHHA1SY

203.0 ADX700VGHHA1SY

208.8 ADX720VGHHA1SY

214.6 ADX740VGHHA1SY

220.4 ADX760VGHHA1SY

226.2 ADX780VGHHA1SY

232.0 ADX800VGHHA1SY

※ 용량은 라인업 구분을 위한 표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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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VM S (표준형)

46.4 / 52.2 kW

           

DVM S (표준형)

용  량 kW 58.0 63.8

모  델 ADX200VGHHA1 ADX220VGHHA1SY

63.8 kW58.0 kW

용  량 kW 46.4 52.2

모  델 ADX160VGHHA1 ADX180VGHHA1

조합 ADX160VGHHA1 ADX180VGHHA1

전원 사양 Φ, #, V, Hz 3, 4, 380, 60 3, 4, 380, 60

구분 - HEAT PUMP HEAT PUMP

성능
성능(정격)

냉방

kW

46.4 52.2

난방 52.2 59.1

저온난방 38.6 (-15 ℃) 43.4 (-15 ℃)

전력
통합 냉방 소비전력

kW
5.23 6.05

통합 난방 소비전력 18.90 18.97

효율

통합 냉방 효율(IEER) - 5.960 5.692

통합 난방 효율(COP) - 2.564 2.888

냉난방효율(EERa) - 4.18 4.15

에너지 소비 효율 등급(R) - 에너지 등급 1 에너지 등급 1

전기특성

운전 전류(정격)
냉방

A

30.92 31.05

난방 25.27 25.32

차단기 (MCCB+ELB)/(ELCB) 50 50

최대
운전전류 38.40 (Max.) 38.50 (Max.)

소비전력 kW 24.01 (Max.) 24.07 (Max.)

압축기

형식 - SSC Scroll×2 SSC Scroll×2

출력 kW × n (4.96x2) (6.13x2)

오일 종류 - PVE PVE

송풍기

형식 - Propeller Propeller

출력×n W 500×2 500×2

풍량 m³/min 285 295

정압 최대 Pa 78 78

배관

액관

Φ, mm

12.7 15.88

가스관 28.58 28.58

고압가스관 - -

균유관 - -

배관설치 한계
장배관

m
200(220) 200(220)

고낙차 110(40) 110(40)

배선
전원선[K(IEC) 60245-4 IEC 66]

mm²
10.0 10.0

통신선 VCTF 0.75 ~ 1.5 VCTF 0.75 ~ 1.5

냉매
종류 - R410A R410A

충진량 kg 7.4 8.7

본체 치수

제품 중량
kg

278 300

포장 중량 291 313

제품 치수 (W×H×D)
mm

1,295×1,695×765 1,295×1,695×765

포장 치수 (W×H×D) 1,363×1,857×832 1,363×1,857×832

사용 온도 
범위

냉방
℃

-5 ~ 48 -5 ~ 48

난방 -20 ~ 24 -20 ~ 24

   

조합 ADX200VGHHA1
ADX100VGHHA1
ADX120VGHHA1

전원 사양 Φ, #, V, Hz 3, 4, 380, 60 3, 4, 380, 60

구분 - HEAT PUMP HEAT PUMP

성능
성능(정격)

냉방

kW

58.0 63.8

난방 63.0 71.8

저온난방 48.4 (-15 ℃) 53.3 (-15 ℃)

전력
통합 냉방 소비전력

kW
7.06 7.96

통합 난방 소비전력 20.85 24.32

효율

통합 냉방 효율(IEER) - 5.622 5.552

통합 난방 효율(COP) - 2.842 2.700

냉난방효율(EERa) - 4.09 4.00

에너지 소비 효율 등급(R) - 에너지 등급 1 에너지 등급 1

전기특성

운전 전류(정격)
냉방

A

41.80 36.04

난방 27.86 33.63

차단기 (MCCB+ELB)/(ELCB) 60 60

최대
운전전류 42.70 (Max.) 48.90 (Max.)

소비전력 kW 26.70 (Max.) 30.58 (Max.)

압축기

형식 - SSC Scroll×2 SSC Scroll×2

출력 kW × n (6.13x2) (6.13) + (6.13)

오일 종류 - PVE PVE

송풍기

형식 - Propeller Propeller

출력×n W 500×2 750×1 + 500×2

풍량 m³/min 295 225 + 260

정압 최대 Pa 78 78

배관

액관

Φ, mm

15.88 15.88

가스관 28.58 28.58

고압가스관 - -

균유관 - -

배관설치 한계
장배관

m
200(220) 200(220)

고낙차 110(40) 110(40)

배선
전원선[K(IEC) 60245-4 IEC 66]

mm²
10.0 10.0

통신선 VCTF 0.75 ~ 1.5 VCTF 0.75 ~ 1.5

냉매
종류 - R410A R410A

충진량 kg 8.4 12.6

본체 치수

제품 중량
kg

300 190 + 235

포장 중량 313 201 + 248

제품 치수 (W×H×D)
mm

1,295×1,695×765 800×1,695×765 + 1,295×1,695×765

포장 치수 (W×H×D) 1,363×1,857×832 948×1,857×832 + 1,363×1,857×832

사용 온도 
범위

냉방
℃

-5 ~ 48 -5 ~ 48

난방 -20 ~ 24 -20 ~ 24

  
※ 주의사항

1. 정격 냉방 : 실내측 27 ℃ DB / 19 ℃ WB, 실외측 35 ℃ DB / 24 ℃ WB, 배관길이 50 m, 낙차 0 m 기준임

2. 정격 난방 : 실내측 20 ℃ DB / 15 ℃ WB, 실외측 7 ℃ DB / 6 ℃ WB, 배관길이 50 m, 낙차 0 m 기준임

3. 저온 난방 : 실내측 20 ℃ DB / 15 ℃ WB, 실외측 -15 ℃ DB / 6 ℃ WB, 배관길이 50 m, 낙차 0 m 기준임

4. 설치조건(배관길이)과 사용온도조건(실내외 온도)에 따라 능력, 소비전력 및 운전전류의 차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5.  설치위치 : 실외기는 원활한 통풍, 보수 및 점검을 위하여 서비스 공간이 충분히 확보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합니다. 설치 및 서비스  

공간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설치 매뉴얼을 참고하십시오.

6. 전원선은 KSC IEC 60245-4 IEC66 동등이상, HO7RN-F 이상의 전선을 사용해야 합니다.

7.  전원선 사양은 기중암거 포설/주위온도 30 ℃/단일 다심 케이블 조건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상기 조건과 상이한 경우, 

   전기 설비 전문가와 협의 후 재선정하십시오.

8.  실외기 전원의 배선공사는 메인 배전판에서 실외기까지 이고,메인 전원선은 50m 미만을 기준으로 합니다. 50 m 이상 설치 시, 삼성     

시스템에어컨 전문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9. 3상 전원은 4선식을 기본으로 합니다.

10.  차단기 : 실외기 주전원 전용의 차단기(ELCB)를 설치합니다.(현장의 1차측 전기용량(수전용량) 설계시 차단기는 해당 제품 모델별      

차단기 용량으로 설치합니다.)

11. 표기된 제품 사양은 제품 개선 및 기술적인 사유로 인해,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12. 에너지소비효율등급 측정기준

    4Way 카세트 5.2 kW, 7.2 kW 실내기를 조합(100~110 %)하여 효율등급을 취득하였습니다.

13. 통합 냉방 소비 전력 : 통합 냉방 효율(IEER) 측정 시, 소비전력 (0.02*P 100 % 부하 ) + (0.617*P 75 % 부하 ) + (0.238*P 50 % 부하 ) + (0.125*P 25 % 부하 )

    통합 난방 소비 전력 : (P 표준 + P 한랭지 ) / 2

14. 통합 냉방 효율 : (0.02*A) + (0.617*B) + (0.238*C) + (0.125*D) 

                         A = 표준조건에서 100% 정미 용량 상태에서의 EER

                         B = 전체 75% 정미 용량 상태에서의 EER
                         C = 전체 50% 정미 용량 상태에서의 EER
                         D = 전체 25% 정미 용량 상태에서의 EER
    통합 난방 효율 :  (표준 난방 효율 + 한랭지 난방 효율) / 2

※ 주의사항

1. 정격 냉방 : 실내측 27 ℃ DB / 19 ℃ WB, 실외측 35 ℃ DB / 24 ℃ WB, 배관길이 50 m, 낙차 0 m 기준임

2. 정격 난방 : 실내측 20 ℃ DB / 15 ℃ WB, 실외측 7 ℃ DB / 6 ℃ WB, 배관길이 50 m, 낙차 0 m 기준임

3. 저온 난방 : 실내측 20 ℃ DB / 15 ℃ WB, 실외측 -15 ℃ DB / 6 ℃ WB, 배관길이 50 m, 낙차 0 m 기준임

4. 설치조건(배관길이)과 사용온도조건(실내외 온도)에 따라 능력, 소비전력 및 운전전류의 차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5.  설치위치 : 실외기는 원활한 통풍, 보수 및 점검을 위하여 서비스 공간이 충분히 확보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합니다. 설치 및 서비스  

공간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설치 매뉴얼을 참고하십시오.

6. 전원선은 KSC IEC 60245-4 IEC66 동등이상, HO7RN-F 이상의 전선을 사용해야 합니다.

7.  전원선 사양은 기중암거 포설/주위온도 30 ℃/단일 다심 케이블 조건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상기 조건과 상이한 경우, 

   전기 설비 전문가와 협의 후 재선정하십시오.

8.  실외기 전원의 배선공사는 메인 배전판에서 실외기까지 이고,메인 전원선은 50m 미만을 기준으로 합니다. 50 m 이상 설치 시, 삼성     

시스템에어컨 전문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9. 3상 전원은 4선식을 기본으로 합니다.

10.  차단기 : 실외기 주전원 전용의 차단기(ELCB)를 설치합니다.(현장의 1차측 전기용량(수전용량) 설계시 차단기는 해당 제품 모델별      

차단기 용량으로 설치합니다.)

11. 표기된 제품 사양은 제품 개선 및 기술적인 사유로 인해,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12. 에너지소비효율등급 측정기준

    4Way 카세트 5.2 kW, 7.2 kW 실내기를 조합(100~110 %)하여 효율등급을 취득하였습니다.

13. 통합 냉방 소비 전력 : 통합 냉방 효율(IEER) 측정 시, 소비전력 (0.02*P 100 % 부하 ) + (0.617*P 75 % 부하 ) + (0.238*P 50 % 부하 ) + (0.125*P 25 % 부하 )

    통합 난방 소비 전력 : (P 표준 + P 한랭지 ) / 2

14. 통합 냉방 효율 : (0.02*A) + (0.617*B) + (0.238*C) + (0.125*D) 

                         A = 표준조건에서 100% 정미 용량 상태에서의 EER

                         B = 전체 75% 정미 용량 상태에서의 EER
                         C = 전체 50% 정미 용량 상태에서의 EER
                         D = 전체 25% 정미 용량 상태에서의 EER
    통합 난방 효율 :  (표준 난방 효율 + 한랭지 난방 효율) / 2



32 33

ㅣ제품사양 / 상세도ㅣ

DVM S (표준형)

92.8 kW / 98.6 kW87.0 kW

용  량 kW 87.0 92.8 98.6

모  델 ADX300VGHHA1SY ADX320VGHHA1SY ADX340VGHHA1SY

DVM S (표준형)

용  량 kW 69.6 75.4 81.2

모  델 ADX240VGHHA1SY ADX260VGHHA1SY ADX280VGHHA1SY

75.4 kW / 81.2 kW69.6 kW

※ 주의사항

1. 정격 냉방 : 실내측 27 ℃ DB / 19 ℃ WB, 실외측 35 ℃ DB / 24 ℃ WB, 배관길이 50 m, 낙차 0 m 기준임

2. 정격 난방 : 실내측 20 ℃ DB / 15 ℃ WB, 실외측 7 ℃ DB / 6 ℃ WB, 배관길이 50 m, 낙차 0 m 기준임

3. 저온 난방 : 실내측 20 ℃ DB / 15 ℃ WB, 실외측 -15 ℃ DB / 6 ℃ WB, 배관길이 50 m, 낙차 0 m 기준임

4. 설치조건(배관길이)과 사용온도조건(실내외 온도)에 따라 능력, 소비전력 및 운전전류의 차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5.  설치위치 : 실외기는 원활한 통풍, 보수 및 점검을 위하여 서비스 공간이 충분히 확보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합니다. 설치 및 서비스  

공간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설치 매뉴얼을 참고하십시오.

6. 전원선은 KSC IEC 60245-4 IEC66 동등이상, HO7RN-F 이상의 전선을 사용해야 합니다.

7.  전원선 사양은 기중암거 포설/주위온도 30 ℃/단일 다심 케이블 조건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상기 조건과 상이한 경우, 

   전기 설비 전문가와 협의 후 재선정하십시오.

8.  실외기 전원의 배선공사는 메인 배전판에서 실외기까지 이고,메인 전원선은 50m 미만을 기준으로 합니다. 50 m 이상 설치 시, 삼성     

시스템에어컨 전문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9. 3상 전원은 4선식을 기본으로 합니다.

10.  차단기 : 실외기 주전원 전용의 차단기(ELCB)를 설치합니다.(현장의 1차측 전기용량(수전용량) 설계시 차단기는 해당 제품 모델별      

차단기 용량으로 설치합니다.)

11. 표기된 제품 사양은 제품 개선 및 기술적인 사유로 인해,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12. 에너지소비효율등급 측정기준

    4Way 카세트 5.2 kW, 7.2 kW 실내기를 조합(100~110 %)하여 효율등급을 취득하였습니다.

13. 통합 냉방 소비 전력 : 통합 냉방 효율(IEER) 측정 시, 소비전력 (0.02*P 100 % 부하 ) + (0.617*P 75 % 부하 ) + (0.238*P 50 % 부하 ) + (0.125*P 25 % 부하 )

    통합 난방 소비 전력 : (P 표준 + P 한랭지 ) / 2

14. 통합 냉방 효율 : (0.02*A) + (0.617*B) + (0.238*C) + (0.125*D) 

                         A = 표준조건에서 100% 정미 용량 상태에서의 EER

                         B = 전체 75% 정미 용량 상태에서의 EER
                         C = 전체 50% 정미 용량 상태에서의 EER
                         D = 전체 25% 정미 용량 상태에서의 EER
    통합 난방 효율 :  (표준 난방 효율 + 한랭지 난방 효율) / 2

※ 주의사항

1. 정격 냉방 : 실내측 27 ℃ DB / 19 ℃ WB, 실외측 35 ℃ DB / 24 ℃ WB, 배관길이 50 m, 낙차 0 m 기준임

2. 정격 난방 : 실내측 20 ℃ DB / 15 ℃ WB, 실외측 7 ℃ DB / 6 ℃ WB, 배관길이 50 m, 낙차 0 m 기준임

3. 저온 난방 : 실내측 20 ℃ DB / 15 ℃ WB, 실외측 -15 ℃ DB / 6 ℃ WB, 배관길이 50 m, 낙차 0 m 기준임

4. 설치조건(배관길이)과 사용온도조건(실내외 온도)에 따라 능력, 소비전력 및 운전전류의 차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5.  설치위치 : 실외기는 원활한 통풍, 보수 및 점검을 위하여 서비스 공간이 충분히 확보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합니다. 설치 및 서비스  

공간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설치 매뉴얼을 참고하십시오.

6. 전원선은 KSC IEC 60245-4 IEC66 동등이상, HO7RN-F 이상의 전선을 사용해야 합니다.

7.  전원선 사양은 기중암거 포설/주위온도 30 ℃/단일 다심 케이블 조건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상기 조건과 상이한 경우, 

   전기 설비 전문가와 협의 후 재선정하십시오.

8.  실외기 전원의 배선공사는 메인 배전판에서 실외기까지 이고,메인 전원선은 50m 미만을 기준으로 합니다. 50 m 이상 설치 시, 삼성     

시스템에어컨 전문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9. 3상 전원은 4선식을 기본으로 합니다.

10.  차단기 : 실외기 주전원 전용의 차단기(ELCB)를 설치합니다.(현장의 1차측 전기용량(수전용량) 설계시 차단기는 해당 제품 모델별      

차단기 용량으로 설치합니다.)

11. 표기된 제품 사양은 제품 개선 및 기술적인 사유로 인해,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12. 에너지소비효율등급 측정기준

    4Way 카세트 5.2 kW, 7.2 kW 실내기를 조합(100~110 %)하여 효율등급을 취득하였습니다.

13. 통합 냉방 소비 전력 : 통합 냉방 효율(IEER) 측정 시, 소비전력 (0.02*P 100 % 부하 ) + (0.617*P 75 % 부하 ) + (0.238*P 50 % 부하 ) + (0.125*P 25 % 부하 )

    통합 난방 소비 전력 : (P 표준 + P 한랭지 ) / 2

14. 통합 냉방 효율 : (0.02*A) + (0.617*B) + (0.238*C) + (0.125*D) 

                         A = 표준조건에서 100% 정미 용량 상태에서의 EER

                         B = 전체 75% 정미 용량 상태에서의 EER
                         C = 전체 50% 정미 용량 상태에서의 EER
                         D = 전체 25% 정미 용량 상태에서의 EER
    통합 난방 효율 :  (표준 난방 효율 + 한랭지 난방 효율) / 2

조합
ADX120VGHHA1
ADX120VGHHA1

ADX100VGHHA1
ADX160VGHHA1

ADX100VGHHA1
ADX180VGHHA1

전원 사양 Φ, #, V, Hz 3, 4, 380, 60 3, 4, 380, 60 3, 4, 380, 60

구분 - HEAT PUMP HEAT PUMP HEAT PUMP

성능
성능(정격)

냉방

kW

69.6 75.4 81.2

난방 78.4 84.8 91.7

저온난방 58.0 (-15 ℃) 62.9 (-15 ℃) 67.7 (-15 ℃)

전력
통합 냉방 소비전력

kW
8.42 8.98 9.81

통합 난방 소비전력 25.60 30.42 30.49

효율

통합 냉방 효율(IEER) - 5.673 5.696 5.562

통합 난방 효율(COP) - 2.816 2.574 2.736

냉난방효율(EERa) - 4.12 4.03 4.02

에너지 소비 효율 등급(R) - 에너지 등급 1 에너지 등급 1 에너지 등급 1

전기특성

운전 전류(정격)
냉방

A

37.66 48.13 48.26

난방 35.02 41.39 41.44

차단기 (MCCB+ELB)/(ELCB) 75 75 75

최대
운전전류 52.00 (Max.) 61.30 (Max.) 61.40 (Max.)

소비전력 kW 32.52 (Max.) 38.33 (Max.) 38.39 (Max.)

압축기

형식 - SSC Scroll×2 SSC Scroll×3 SSC Scroll×3

출력 kW × n (6.13)×2 (6.13) + (4.96×2) (6.13) + (6.13×2)

오일 종류 - PVE PVE PVE

송풍기

형식 - Propeller Propeller Propeller

출력×n W (500×2)×2 750×1 + 500×2 750×1 + 500×2

풍량 m³/min 260×2 225 + 285 225 + 295

정압 최대 Pa 78 78 78

배관

액관

Φ, mm

15.88 19.05 19.05

가스관 28.58 31.75 31.75

고압가스관 - - -

균유관 - - -

배관설치 한계
장배관

m
200(220) 200(220) 200(220)

고낙차 110(40) 110(40) 110(40)

배선
전원선[K(IEC) 60245-4 IEC 66]

mm²
16.0 16.0 16.0

통신선 VCTF 0.75 ~ 1.5 VCTF 0.75 ~ 1.5 VCTF 0.75 ~ 1.5

냉매
종류 - R410A R410A R410A

충진량 kg 14.8 12.6 13.9

본체 치수

제품 중량
kg

235×2 190 + 278 190 + 300

포장 중량 248×2 201 + 291 201 + 313

제품 치수 (W×H×D)
mm

(1,295×1,695×765)×2 800×1,695×765 + 1,295×1,695×765 800×1,695×765 + 1,295×1,695×765

포장 치수 (W×H×D) (1,363×1,857×832)×2 948×1,857×832 + 1,363×1,857×832 948×1,857×832 + 1,363×1,857×832

사용 온도 
범위

냉방
℃

-5 ~ 48 -5 ~ 48 -5 ~ 48

난방 -20 ~ 24 -20 ~ 24 -20 ~ 24

  

조합
ADX100VGHHA1
ADX200VGHHA1

ADS120VGHHA1
ADX200VGHHA1

ADX140VGHHA1
ADX200VGHHA1

전원 사양 Φ, #, V, Hz 3, 4, 380, 60 3, 4, 380, 60 3, 4, 380, 60

구분 - HEAT PUMP HEAT PUMP HEAT PUMP

성능
성능(정격)

냉방

kW

87.0 92.8 98.6

난방 95.6 102.2 108.7

저온난방 72.7 (-15 ℃) 77.4 (-15 ℃) 82.1 (-15 ℃)

전력
통합 냉방 소비전력

kW
10.81 11.27 11.94

통합 난방 소비전력 32.37 33.65 37.53

효율

통합 냉방 효율(IEER) - 5.527 5.647 5.702

통합 난방 효율(COP) - 2.713 2.829 2.678

냉난방효율(EERa) - 3.99 4.11 4.07

에너지 소비 효율 등급(R) - 에너지 등급 1 에너지 등급 1 에너지 등급 1

전기특성

운전 전류(정격)
냉방

A

59.01 60.63 68.22

난방 43.98 45.37 50.73

차단기 (MCCB+ELB)/(ELCB) 75 100 100

최대
운전전류 65.60 (Max.) 68.70 (Max.) 74.50 (Max.)

소비전력 kW 41.02 (Max.) 42.96 (Max.) 46.58 (Max.)

압축기

형식 - SSC Scroll×3 SSC Scroll×3 SSC Scroll×4

출력 kW × n (6.13) + (6.13×2) (6.13) + (6.13×2) (4.96×2) + (6.13×2)

오일 종류 - PVE PVE PVE

송풍기

형식 - Propeller Propeller Propeller

출력×n W 750×1 + 500×2 (500×2)×2 (500×2)×2

풍량 m³/min 225 + 295 260 + 295 270 + 295

정압 최대 Pa 78 78 78

배관

액관

Φ, mm

19.05 19.05 19.05

가스관 31.75 31.75 31.75

고압가스관 - - -

균유관 - - -

배관설치 한계
장배관

m
200(220) 200(220) 200(220)

고낙차 110(40) 110(40) 110(40)

배선
전원선[K(IEC) 60245-4 IEC 66]

mm²
16.0 16.0 25.0

통신선 VCTF 0.75 ~ 1.5 VCTF 0.75 ~ 1.5 VCTF 0.75 ~ 1.5

냉매
종류 - R410A R410A R410A

충진량 kg 13.6 15.8 16.1

본체 치수

제품 중량
kg

190 + 300 235 + 300 278 + 300

포장 중량 201 + 313 248 + 313 291 + 313

제품 치수 (W×H×D)
mm

800×1,695×765 + 1,295×1,695×765 (1,295×1,695×765)×2 (1,295×1,695×765)×2

포장 치수 (W×H×D) 948×1,857×832 + 1,363×1,857×832 (1,363×1,857×832)×2 (1,363×1,857×832)×2

사용 온도 
범위

냉방
℃

-5 ~ 48 -5 ~ 48 -5 ~ 48

난방 -20 ~ 24 -20 ~ 24 -20 ~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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ㅣ제품사양 / 상세도ㅣ

DVM S (표준형)

133.4 kW / 139.2 kW127.6 kW

용  량 kW 127.6 133.4 139.2

모  델 ADX440VGHHA1SY ADX460VGHHA1SY ADX480VGHHA1SY

DVM S (표준형)

121.8 kW104.4 kW / 110.2 kW / 116.0 kW

용  량 kW 104.4 110.2 116.0 121.8

모  델 ADX360VGHHA1SY ADX380VGHHA1SY ADX400VGHHA1SY ADX420VGHHA1SY

※ 주의사항

1. 정격 냉방 : 실내측 27 ℃ DB / 19 ℃ WB, 실외측 35 ℃ DB / 24 ℃ WB, 배관길이 50 m, 낙차 0 m 기준임

2. 정격 난방 : 실내측 20 ℃ DB / 15 ℃ WB, 실외측 7 ℃ DB / 6 ℃ WB, 배관길이 50 m, 낙차 0 m 기준임

3. 저온 난방 : 실내측 20 ℃ DB / 15 ℃ WB, 실외측 -15 ℃ DB / 6 ℃ WB, 배관길이 50 m, 낙차 0 m 기준임

4. 설치조건(배관길이)과 사용온도조건(실내외 온도)에 따라 능력, 소비전력 및 운전전류의 차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5.  설치위치 : 실외기는 원활한 통풍, 보수 및 점검을 위하여 서비스 공간이 충분히 확보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합니다. 설치 및 서비스  

공간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설치 매뉴얼을 참고하십시오.

6. 전원선은 KSC IEC 60245-4 IEC66 동등이상, HO7RN-F 이상의 전선을 사용해야 합니다.

7.  전원선 사양은 기중암거 포설/주위온도 30 ℃/단일 다심 케이블 조건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상기 조건과 상이한 경우, 

   전기 설비 전문가와 협의 후 재선정하십시오.

8.  실외기 전원의 배선공사는 메인 배전판에서 실외기까지 이고,메인 전원선은 50m 미만을 기준으로 합니다. 50 m 이상 설치 시, 삼성     

시스템에어컨 전문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9. 3상 전원은 4선식을 기본으로 합니다.

10.  차단기 : 실외기 주전원 전용의 차단기(ELCB)를 설치합니다.(현장의 1차측 전기용량(수전용량) 설계시 차단기는 해당 제품 모델별      

차단기 용량으로 설치합니다.)

11. 표기된 제품 사양은 제품 개선 및 기술적인 사유로 인해,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12. 에너지소비효율등급 측정기준

    4Way 카세트 5.2 kW, 7.2 kW 실내기를 조합(100~110 %)하여 효율등급을 취득하였습니다.

13. 통합 냉방 소비 전력 : 통합 냉방 효율(IEER) 측정 시, 소비전력 (0.02*P 100 % 부하 ) + (0.617*P 75 % 부하 ) + (0.238*P 50 % 부하 ) + (0.125*P 25 % 부하 )

    통합 난방 소비 전력 : (P 표준 + P 한랭지 ) / 2

14. 통합 냉방 효율 : (0.02*A) + (0.617*B) + (0.238*C) + (0.125*D) 

                         A = 표준조건에서 100% 정미 용량 상태에서의 EER

                         B = 전체 75% 정미 용량 상태에서의 EER
                         C = 전체 50% 정미 용량 상태에서의 EER
                         D = 전체 25% 정미 용량 상태에서의 EER
    통합 난방 효율 :  (표준 난방 효율 + 한랭지 난방 효율) / 2

※ 주의사항

1. 정격 냉방 : 실내측 27 ℃ DB / 19 ℃ WB, 실외측 35 ℃ DB / 24 ℃ WB, 배관길이 50 m, 낙차 0 m 기준임

2. 정격 난방 : 실내측 20 ℃ DB / 15 ℃ WB, 실외측 7 ℃ DB / 6 ℃ WB, 배관길이 50 m, 낙차 0 m 기준임

3. 저온 난방 : 실내측 20 ℃ DB / 15 ℃ WB, 실외측 -15 ℃ DB / 6 ℃ WB, 배관길이 50 m, 낙차 0 m 기준임

4. 설치조건(배관길이)과 사용온도조건(실내외 온도)에 따라 능력, 소비전력 및 운전전류의 차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5.  설치위치 : 실외기는 원활한 통풍, 보수 및 점검을 위하여 서비스 공간이 충분히 확보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합니다. 설치 및 서비스  

공간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설치 매뉴얼을 참고하십시오.

6. 전원선은 KSC IEC 60245-4 IEC66 동등이상, HO7RN-F 이상의 전선을 사용해야 합니다.

7.  전원선 사양은 기중암거 포설/주위온도 30 ℃/단일 다심 케이블 조건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상기 조건과 상이한 경우, 

   전기 설비 전문가와 협의 후 재선정하십시오.

8.  실외기 전원의 배선공사는 메인 배전판에서 실외기까지 이고,메인 전원선은 50m 미만을 기준으로 합니다. 50 m 이상 설치 시, 삼성     

시스템에어컨 전문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9. 3상 전원은 4선식을 기본으로 합니다.

10.  차단기 : 실외기 주전원 전용의 차단기(ELCB)를 설치합니다.(현장의 1차측 전기용량(수전용량) 설계시 차단기는 해당 제품 모델별      

차단기 용량으로 설치합니다.)

11. 표기된 제품 사양은 제품 개선 및 기술적인 사유로 인해,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12. 에너지소비효율등급 측정기준

    4Way 카세트 5.2 kW, 7.2 kW 실내기를 조합(100~110 %)하여 효율등급을 취득하였습니다.

13. 통합 냉방 소비 전력 : 통합 냉방 효율(IEER) 측정 시, 소비전력 (0.02*P 100 % 부하 ) + (0.617*P 75 % 부하 ) + (0.238*P 50 % 부하 ) + (0.125*P 25 % 부하 )

    통합 난방 소비 전력 : (P 표준 + P 한랭지 ) / 2

14. 통합 냉방 효율 : (0.02*A) + (0.617*B) + (0.238*C) + (0.125*D) 

                         A = 표준조건에서 100% 정미 용량 상태에서의 EER

                         B = 전체 75% 정미 용량 상태에서의 EER
                         C = 전체 50% 정미 용량 상태에서의 EER
                         D = 전체 25% 정미 용량 상태에서의 EER
    통합 난방 효율 :  (표준 난방 효율 + 한랭지 난방 효율) / 2

조합
ADX160VGHHA1
ADX200VGHHA1

ADX180VGHHA1
ADX200VGHHA1

ADX200VGHHA1
ADX200VGHHA1

ADX100VGHHA1
ADX120VGHHA1
ADX200VGHHA1

전원 사양 Φ, #, V, Hz 3, 4, 380, 60 3, 4, 380, 60 3, 4, 380, 60 3, 4, 380, 60

구분 - HEAT PUMP HEAT PUMP HEAT PUMP HEAT PUMP

성능
성능(정격)

냉방

kW

104.4 110.2 116.0 121.8

난방 115.2 122.1 126.0 134.8

저온난방 87.0 (-15 ℃) 91.8 (-15 ℃) 96.8 (-15 ℃) 101.7 (-15 ℃)

전력
통합 냉방 소비전력

kW
12.29 13.11 14.12 15.02

통합 난방 소비전력 39.75 39.82 41.70 45.17

효율

통합 냉방 효율(IEER) - 5.791 5.657 5.662 5.576

통합 난방 효율(COP) - 2.703 2.865 2.842 2.748

냉난방효율(EERa) - 4.14 4.12 4.09 4.03

에너지 소비 효율 등급(R) - 에너지 등급 1 에너지 등급 1 에너지 등급 1 에너지 등급 1

전기특성

운전 전류(정격)
냉방

A

72.72 72.85 83.60 77.84

난방 53.13 53.18 55.72 61.49

차단기 (MCCB+ELB)/(ELCB) 100 100 100 125

최대
운전전류 81.10 (Max.) 81.20 (Max.) 85.40 (Max.) 91.60 (Max.)

소비전력 kW 50.71 (Max.) 50.77 (Max.) 53.40 (Max.) 57.28 (Max.) 

압축기

형식 - SSC Scroll×4 SSC Scroll×4 SSC Scroll×4 SSC Scroll×4

출력 kW × n (4.96×2) + (6.13×2) (6.13×2) + (6.13×2) (6.13×2)×2 (6.13) + (6.13) + (6.13×2)

오일 종류 - PVE PVE PVE PVE

송풍기

형식 - Propeller Propeller Propeller Propeller

출력×n W (500×2)×2 (500×2)×2 (500×2)×2 750×1 + (500×2)×2

풍량 m³/min 285 + 295 295 ×2 295×2 225 + 260 + 295

정압 최대 Pa 78 78 78 78

배관

액관

Φ, mm

19.05 19.05 19.05 19.05

가스관 38.1 38.1 38.1 38.1

고압가스관 - - - -

균유관 - - - -

배관설치 한계
장배관

m
200(220) 200(220) 200(220) 200(220)

고낙차 110(40) 110(40) 110(40) 110(40)

배선
전원선[K(IEC) 60245-4 IEC 66]

mm²
25.0 25.0 25.0 35.0

통신선 VCTF 0.75 ~ 1.5 VCTF 0.75 ~ 1.5 VCTF 0.75 ~ 1.5 VCTF 0.75 ~ 1.5

냉매
종류 - R410A R410A R410A R410A

충진량 kg 15.8 17.1 16.8 21.0 

본체 치수

제품 중량
kg

278 + 300 300×2 300×2 190 + 235 + 300

포장 중량 291 + 313 313×2 313×2 201 + 248 + 313

제품 치수 (W×H×D)
mm

(1,295×1,695×765)×2 (1,295×1,695×765)×2 (1,295×1,695×765)×2 800×1,695×765 + (1,295×1,695×765)×2

포장 치수 (W×H×D) (1,363×1,857×832)×2 (1,363×1,857×832)×2 (1,363×1,857×832)×2 948×1,857×832 + (1,363×1,857×832)×2

사용 온도 
범위

냉방
℃

-5 ~ 48 -5 ~ 48 -5 ~ 48 -5 ~ 48

난방 -20 ~ 24 -20 ~ 24 -20 ~ 24 -20 ~ 24

  

조합
ADX120VGHHA1
ADX120VGHHA1
ADX200VGHHA1

ADX100VGHHA1
ADX160VGHHA1
ADX200VGHHA1

AADX100VGHHA1
ADX180VGHHA1
ADX200VGHHA1

전원 사양 Φ, #, V, Hz 3, 4, 380, 60 3, 4, 380, 60 3, 4, 380, 60

구분 - HEAT PUMP HEAT PUMP HEAT PUMP

성능
성능(정격)

냉방

kW

127.6 133.4 139.2

난방 141.4 147.8 154.7

저온난방 106.4 (-15 ℃) 111.3 (-15 ℃) 116.1 (-15 ℃)

전력
통합 냉방 소비전력

kW
15.48 16.04 16.86

통합 난방 소비전력 46.45 51.27 51.34

효율

통합 냉방 효율(IEER) - 5.656 5.671 5.582

통합 난방 효율(COP) - 2.824 2.663 2.772

냉난방효율(EERa) - 4.11 4.05 4.04

에너지 소비 효율 등급(R) - 에너지 등급 1 에너지 등급 1 에너지 등급 1

전기특성

운전 전류(정격)
냉방

A

79.46 89.93 90.06

난방 62.88 69.25 69.30

차단기 (MCCB+ELB)/(ELCB) 125 125 125

최대
운전전류 94.70 (Max.) 104.00 (Max.) 104.10 (Max.)

소비전력 kW 52.22 (Max.) 65.03 (Max.) 65.09 (Max.)

압축기

형식 - SSC Scroll×4 SSC Scroll×5 SSC Scroll×5

출력 kW × n (6.13)×2 + (6.13×2) (6.13) + (4.96×2) + (6.13×2) (6.13) + (6.13×2) + (6.13×2)

오일 종류 - PVE PVE PVE

송풍기

형식 - Propeller Propeller Propeller

출력×n W (500×2)×3 750×1 + (500×2)×2 750×1 + (500×2)×2

풍량 m³/min 260×2 + 295 225 + 285 + 295 225 + 295×2

정압 최대 Pa 78 78 78

배관

액관

Φ, mm

19.05 19.05 19.05

가스관 38.1 38.1 38.1

고압가스관 - - -

균유관 - - -

배관설치 한계
장배관

m
200(220) 200(220) 200(220)

고낙차 110(40) 110(40) 110(40)

배선
전원선[K(IEC) 60245-4 IEC 66]

mm²
35.0 35.0 35.0

통신선 VCTF 0.75 ~ 1.5 VCTF 0.75 ~ 1.5 VCTF 0.75 ~ 1.5

냉매
종류 - R410A R410A R410A

충진량 kg 23.2 21.0 22.3

본체 치수

제품 중량
kg

235×2 + 300 190 + 278 + 300 190 + 300×2

포장 중량 248×2 + 313 201 + 291 + 313 201 + 313×2

제품 치수 (W×H×D)
mm

(1,295×1,695×765)×3 800×1,695×765 + (1,295×1,695×765)×2 800×1,695×765 + (1,295×1,695×765)×2

포장 치수 (W×H×D) (1,363×1,857×832)×3 948×1,857×832 + (1,363×1,857×832)×2 948×1,857×832 + (1,363×1,857×832)×2

사용 온도 
범위

냉방
℃

-5 ~ 48 -5 ~ 48 -5 ~ 48

난방 -20 ~ 24 -20 ~ 24 -20 ~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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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VM S (표준형)

162.4 kW / 168.2 kW / 174.0 kW 

용  량 kW 162.4 168.2 174.0

모  델 ADX560VGHHA1SY ADX580VGHHA1SY ADX600VGHHA1SY

DVM S (표준형)

145.0 kW 150.8 kW / 156.6 kW

용  량 kW 145.0 150.8 156.6

모  델 ADX500VGHHA1SY ADX520VGHHA1SY ADX540VGHHA1SY

※ 주의사항

1. 정격 냉방 : 실내측 27 ℃ DB / 19 ℃ WB, 실외측 35 ℃ DB / 24 ℃ WB, 배관길이 50 m, 낙차 0 m 기준임

2. 정격 난방 : 실내측 20 ℃ DB / 15 ℃ WB, 실외측 7 ℃ DB / 6 ℃ WB, 배관길이 50 m, 낙차 0 m 기준임

3. 저온 난방 : 실내측 20 ℃ DB / 15 ℃ WB, 실외측 -15 ℃ DB / 6 ℃ WB, 배관길이 50 m, 낙차 0 m 기준임

4. 설치조건(배관길이)과 사용온도조건(실내외 온도)에 따라 능력, 소비전력 및 운전전류의 차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5.  설치위치 : 실외기는 원활한 통풍, 보수 및 점검을 위하여 서비스 공간이 충분히 확보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합니다. 설치 및 서비스  

공간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설치 매뉴얼을 참고하십시오.

6. 전원선은 KSC IEC 60245-4 IEC66 동등이상, HO7RN-F 이상의 전선을 사용해야 합니다.

7.  전원선 사양은 기중암거 포설/주위온도 30 ℃/단일 다심 케이블 조건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상기 조건과 상이한 경우, 

   전기 설비 전문가와 협의 후 재선정하십시오.

8.  실외기 전원의 배선공사는 메인 배전판에서 실외기까지 이고,메인 전원선은 50m 미만을 기준으로 합니다. 50 m 이상 설치 시, 삼성     

시스템에어컨 전문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9. 3상 전원은 4선식을 기본으로 합니다.

10.  차단기 : 실외기 주전원 전용의 차단기(ELCB)를 설치합니다.(현장의 1차측 전기용량(수전용량) 설계시 차단기는 해당 제품 모델별      

차단기 용량으로 설치합니다.)

11. 표기된 제품 사양은 제품 개선 및 기술적인 사유로 인해,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12. 에너지소비효율등급 측정기준

    4Way 카세트 5.2 kW, 7.2 kW 실내기를 조합(100~110 %)하여 효율등급을 취득하였습니다.

13. 통합 냉방 소비 전력 : 통합 냉방 효율(IEER) 측정 시, 소비전력 (0.02*P 100 % 부하 ) + (0.617*P 75 % 부하 ) + (0.238*P 50 % 부하 ) + (0.125*P 25 % 부하 )

    통합 난방 소비 전력 : (P 표준 + P 한랭지 ) / 2

14. 통합 냉방 효율 : (0.02*A) + (0.617*B) + (0.238*C) + (0.125*D) 

                         A = 표준조건에서 100% 정미 용량 상태에서의 EER

                         B = 전체 75% 정미 용량 상태에서의 EER
                         C = 전체 50% 정미 용량 상태에서의 EER
                         D = 전체 25% 정미 용량 상태에서의 EER
    통합 난방 효율 :  (표준 난방 효율 + 한랭지 난방 효율) / 2

※ 주의사항

1. 정격 냉방 : 실내측 27 ℃ DB / 19 ℃ WB, 실외측 35 ℃ DB / 24 ℃ WB, 배관길이 50 m, 낙차 0 m 기준임

2. 정격 난방 : 실내측 20 ℃ DB / 15 ℃ WB, 실외측 7 ℃ DB / 6 ℃ WB, 배관길이 50 m, 낙차 0 m 기준임

3. 저온 난방 : 실내측 20 ℃ DB / 15 ℃ WB, 실외측 -15 ℃ DB / 6 ℃ WB, 배관길이 50 m, 낙차 0 m 기준임

4. 설치조건(배관길이)과 사용온도조건(실내외 온도)에 따라 능력, 소비전력 및 운전전류의 차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5.  설치위치 : 실외기는 원활한 통풍, 보수 및 점검을 위하여 서비스 공간이 충분히 확보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합니다. 설치 및 서비스  

공간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설치 매뉴얼을 참고하십시오.

6. 전원선은 KSC IEC 60245-4 IEC66 동등이상, HO7RN-F 이상의 전선을 사용해야 합니다.

7.  전원선 사양은 기중암거 포설/주위온도 30 ℃/단일 다심 케이블 조건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상기 조건과 상이한 경우, 

   전기 설비 전문가와 협의 후 재선정하십시오.

8.  실외기 전원의 배선공사는 메인 배전판에서 실외기까지 이고,메인 전원선은 50m 미만을 기준으로 합니다. 50 m 이상 설치 시, 삼성     

시스템에어컨 전문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9. 3상 전원은 4선식을 기본으로 합니다.

10.  차단기 : 실외기 주전원 전용의 차단기(ELCB)를 설치합니다.(현장의 1차측 전기용량(수전용량) 설계시 차단기는 해당 제품 모델별      

차단기 용량으로 설치합니다.)

11. 표기된 제품 사양은 제품 개선 및 기술적인 사유로 인해,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12. 에너지소비효율등급 측정기준

    4Way 카세트 5.2 kW, 7.2 kW 실내기를 조합(100~110 %)하여 효율등급을 취득하였습니다.

13. 통합 냉방 소비 전력 : 통합 냉방 효율(IEER) 측정 시, 소비전력 (0.02*P 100 % 부하 ) + (0.617*P 75 % 부하 ) + (0.238*P 50 % 부하 ) + (0.125*P 25 % 부하 )

    통합 난방 소비 전력 : (P 표준 + P 한랭지 ) / 2

14. 통합 냉방 효율 : (0.02*A) + (0.617*B) + (0.238*C) + (0.125*D) 

                         A = 표준조건에서 100% 정미 용량 상태에서의 EER

                         B = 전체 75% 정미 용량 상태에서의 EER
                         C = 전체 50% 정미 용량 상태에서의 EER
                         D = 전체 25% 정미 용량 상태에서의 EER
    통합 난방 효율 :  (표준 난방 효율 + 한랭지 난방 효율) / 2

조합
ADX100VGHHA1
ADX200VGHHA1
ADX200VGHHA1

ADX120VGHHA1
ADX200VGHHA1
ADX200VGHHA1

ADX140VGHHA1
ADX200VGHHA1
ADX200VGHHA1

전원 사양 Φ, #, V, Hz 3, 4, 380, 60 3, 4, 380, 60 3, 4, 380, 60

구분 - HEAT PUMP HEAT PUMP HEAT PUMP

성능
성능(정격)

냉방

kW

145.0 150.8 156.6

난방 158.6 165.2 171.7

저온난방 121.1 (-15 ℃) 125.8 (-15 ℃) 130.5 (-15 ℃)

전력
통합 냉방 소비전력

kW
17.87 18.33 19.00

통합 난방 소비전력 53.22 54.50 58.38

효율

통합 냉방 효율(IEER) - 5.559 5.639 5.675

통합 난방 효율(COP) - 2.756 2.833 2.733

냉난방효율(EERa) - 4.02 4.10 4.08

에너지 소비 효율 등급(R) - 에너지 등급 1 에너지 등급 1 에너지 등급 1

전기특성

운전 전류(정격)
냉방

A

100.81 102.43 110.02

난방 71.84 73.23 78.59

차단기 (MCCB+ELB)/(ELCB) 125 125 125

최대
운전전류 108.30 (Max.) 111.40 (Max.) 117.20 (Max.)

소비전력 kW 67.72 (Max.) 69.66 (Max.) 73.28 (Max.)

압축기

형식 - SSC Scroll×5 SSC Scroll×5 SSC Scroll×6

출력 kW × n (6.13) + (6.13×2)×2 (6.13) + (6.13×2)×2 (4.96×2) + (6.13×2)×2

오일 종류 - PVE PVE PVE

송풍기

형식 - Propeller Propeller Propeller

출력×n W 750×1 + (500×2)×2 (500×2)×3 (500×2)×3

풍량 m³/min 225 + 295×2 260 + 295×2 270 + 295×2

정압 최대 Pa 78 78 78

배관

액관

Φ, mm

22.23 22.23 22.23

가스관 44.45 44.45 44.45

고압가스관 - - -

균유관 - - -

배관설치 한계
장배관

m
200(220) 200(220) 200(220)

고낙차 110(40) 110(40) 110(40)

배선
전원선[K(IEC) 60245-4 IEC 66]

mm²
35.0 35.0 50.0

통신선 VCTF 0.75 ~ 1.5 VCTF 0.75 ~ 1.5 VCTF 0.75 ~ 1.5

냉매
종류 - R410A R410A R410A

충진량 kg 22.0 24.2 24.5

본체 치수

제품 중량
kg

190 + 300×2 235 + 300×2 278 + 300×2

포장 중량 201 + 313×2 248 + 313×2 291 + 313×2

제품 치수 (W×H×D)
mm

800×1,695×765 + (1,295×1,695×765)×2 (1,295×1,695×765)×3 (1,295×1,695×765)×3

포장 치수 (W×H×D) 948×1,857×832 + (1,363×1,857×832)×2 (1,363×1,857×832)×3 (1,363×1,857×832)×3

사용 온도 
범위

냉방
℃

-5 ~ 48 -5 ~ 48 -5 ~ 48

난방 -20 ~ 24 -20 ~ 24 -20 ~ 24

  

조합
ADX160VGHHA1
ADX200VGHHA1
ADX200VGHHA1

ADX180VGHHA1
ADX200VGHHA1
ADX200VGHHA1

ADX200VGHHA1
ADX200VGHHA1
ADX200VGHHA1

전원 사양 Φ, #, V, Hz 3, 4, 380, 60 3, 4, 380, 60 3, 4, 380, 60

구분 - HEAT PUMP HEAT PUMP HEAT PUMP

성능
성능(정격)

냉방

kW

162.4 168.2 174.0

난방 178.2 185.1 189.0

저온난방 135.4 (-15 ℃) 140.2 (-15 ℃) 145.2 (-15 ℃)

전력
통합 냉방 소비전력

kW
19.35 20.17 21.17

통합 난방 소비전력 60.60 60.67 62.55

효율

통합 냉방 효율(IEER) - 5.735 5.645 5.622

통합 난방 효율(COP) - 2.749 2.857 2.842

냉난방효율(EERa) - 4.12 4.11 4.09

에너지 소비 효율 등급(R) - 에너지 등급 1 에너지 등급 1 에너지 등급 1

전기특성

운전 전류(정격)
냉방

A

114.52 114.65 125.40

난방 80.99 81.04 83.58

차단기 (MCCB+ELB)/(ELCB) 150 150 150

최대
운전전류 123.80 (Max.) 123.90 (Max.) 128.10 (Max.)

소비전력 kW 77.41 (Max.) 77.47 (Max.) 80.10 (Max.)

압축기

형식 - SSC Scroll×6 SSC Scroll×6 SSC Scroll×6

출력 kW × n (4.96×2) + (6.13×2)×2 (6.13×2) + (6.13×2)×2 (6.13×2)×3

오일 종류 - PVE PVE PVE

송풍기

형식 - Propeller Propeller Propeller

출력×n W (500×2)×3 (500×2)×3 (500×2)×3

풍량 m³/min 285 + 295×2 295×3 295×3

정압 최대 Pa 78 78 78

배관

액관

Φ, mm

22.23 22.23 22.23

가스관 44.45 44.45 44.45

고압가스관 - - -

균유관 - - -

배관설치 한계
장배관

m
200(220) 200(220) 200(220)

고낙차 110(40) 110(40) 110(40)

배선
전원선[K(IEC) 60245-4 IEC 66]

mm²
50.0 50.0 50.0

통신선 VCTF 0.75 ~ 1.5 VCTF 0.75 ~ 1.5 VCTF 0.75 ~ 1.5

냉매
종류 - R410A R410A R410A

충진량 kg 24.2 25.5 25.2

본체 치수

제품 중량
kg

278 + 300×2 300×3 300×3

포장 중량 291 + 313×2 313×3 313×3

제품 치수 (W×H×D)
mm

(1,295×1,695×765)×3 (1,295×1,695×765)×3 (1,295×1,695×765)×3

포장 치수 (W×H×D) (1,363×1,857×832)×3 (1,363×1,857×832)×3 (1,363×1,857×832)×3

사용 온도 
범위

냉방
℃

-5 ~ 48 -5 ~ 48 -5 ~ 48

난방 -20 ~ 24 -20 ~ 24 -20 ~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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ㅣ제품사양 / 상세도ㅣ

DVM S (표준형)DVM S (표준형)

179.8 kW / 185.6 kW /191.4 kW / 197.2 kW / 203.0 kW 

용  량 kW 179.8 185.6 191.4 197.2 203.0

모  델 ADX620VGHHA1SY ADX640VGHHA1SY ADX660VGHHA1SY ADX680VGHHA1SY ADX700VGHHA1SY

용  량 kW 208.8 214.6 220.4 226.2 232.0

모  델 ADX720VGHHA1SY ADX740VGHHA1SY ADX760VGHHA1SY ADX780VGHHA1SY ADX800VGHHA1SY

208.8 kW / 214.6 kW / 220.4 kW / 226.2 kW / 232.0 kW

조합

ADX100VGHHA1
ADX120VGHHA1
ADX200VGHHA1
ADX200VGHHA1

ADX100VGHHA1
ADX140VGHHA1
ADX200VGHHA1
ADX200VGHHA1

ADX100VGHHA1
ADX160VGHHA1
ADX200VGHHA1
ADX200VGHHA1

ADX100VGHHA1
ADX180VGHHA1
ADX200VGHHA1
ADX200VGHHA1

ADX100VGHHA1
ADX200VGHHA1
ADX200VGHHA1
ADX200VGHHA1

전원 사양 Φ, #, V, Hz 3, 4, 380, 60 3, 4, 380, 60 3, 4, 380, 60 3, 4, 380, 60 3, 4, 380, 60

구분 - HEAT PUMP HEAT PUMP HEAT PUMP HEAT PUMP HEAT PUMP

성능
성능(정격)

냉방

kW

179.8 185.6 191.4 197.2 203.0

난방 197.8 204.3 210.8 217.7 221.6

저온난방 150.1 (-15 ℃) 154.8 (-15 ℃) 159.7 (-15 ℃) 164.5 (-15 ℃) 169.5 (-15 ℃)

전력
통합 냉방 소비전력

kW
22.08 22.75 23.10 23.92 24.93

통합 난방 소비전력 66.02 69.90 72.12 72.19 74.07

효율

통합 냉방 효율(IEER) - 5.587 5.614 5.659 5.592 5.575

통합 난방 효율(COP) - 2.771 2.696 2.708 2.789 2.778

냉난방효율(EERa) - 4.05 4.03 4.06 4.05 4.04

에너지 소비 효율 등급(R) - 에너지 등급 1 에너지 등급 1 에너지 등급 1 에너지 등급 1 에너지 등급 1

전기특성

운전 전류(정격)
냉방

A

119.64 127.23 131.73 131.86 142.61

난방 89.35 94.71 97.11 97.16 99.70

차단기 (MCCB+ELB)/(ELCB) 150 175 175 175 175

최대
운전전류 134.30 (Max.) 140.10 (Max.) 146.70 (Max.) 146.80 (Max.) 151.10 (Max.)

소비전력 kW 83.98 (Max.) 87.60 (Max.) 91.73 (Max.) 91.79 (Max.) 94.42 (Max.) 

압축기

형식 - SSC Scroll x 6 SSC Scroll × 7 SSC Scroll × 7 SSC Scroll × 7 SSC Scroll × 7

출력 kW × n (6.13) + (6.13) + (6.13×2)×2 (6.13) + (4.96×2) + (6.13×2)×2 (6.13) + (4.96×2) + (6.13×2)×2 (6.13) + (6.13×2) + (6.13×2)×2 (6.13) + (6.13×2)×3

오일 종류 - PVE PVE PVE PVE PVE

송풍기

형식 - Propeller Propeller Propeller Propeller Propeller

출력×n W 750 × 1 + (500×2)×3 750 × 1 + (500 × 2) × 3 750 × 1 + (500 × 2) × 3 750 × 1 + (500 × 2) × 3 750 × 1 + (500 × 2) × 3

풍량 m³/min 225 + 260 + 295 × 2 225 + 270 + 295 × 2 225 + 285 + 295 × 2 225 + 295 × 3 225 + 295 × 3

정압 최대 Pa 78 78 78 78 78

배관

액관

Φ, mm

22.23 22.23 22.23 22.23 22.23

가스관 44.45 44.45 50.80 50.80 50.80

고압가스관 - - - -

균유관 - - - -

배관설치 한계
장배관

m
200(220) 200(220) 200(220) 200(220) 200(220)

고낙차 110(40) 110(40) 110(40) 110(40) 110(40)

배선
전원선[K(IEC) 60245-4 IEC 66]

mm²
50.0 70.0 70.0 70.0 70.0

통신선 VCTF 0.75 ~ 1.5 VCTF 0.75 ~ 1.5 VCTF 0.75 ~ 1.5 VCTF 0.75 ~ 1.5 VCTF 0.75 ~ 1.5

냉매
종류 - R410A R410A R410A R410A R410A

충진량 kg 29.4 29.7 29.4 30.7 30.4

본체 치수

제품 중량
kg

190 + 235 + 300 × 2 190 + 278 + 300 × 2 190 + 278 + 300 × 2 190 + 300 × 3 190 + 300 × 3

포장 중량 201 + 248 + 313 × 2 201 + 291 + 313 × 2 201 + 291 + 313 × 2 201 + 313 × 3 201 + 313 × 3

제품 치수 (W×H×D)

mm

880 × 1,695 × 765 +
(1,295 × 1,695 × 765) × 3

880 × 1,695 × 765 + 
(1,295 × 1,695 × 765) × 3

880 × 1,695 × 765 + 
(1,295 × 1,695 × 765) × 3

880 × 1,695 × 765 + 
(1,295 × 1,695 × 765) × 3

880 × 1,695 × 765 + 
(1,295 × 1,695 × 765) × 3

포장 치수 (W×H×D)
948 × 1,857 × 832 + 
(1,363 × 1,857 × 832) × 3

948 × 1,857 × 832 + 
(1,363 × 1,857 × 832) × 3

948 × 1,857 × 832 + 
(1,363 × 1,857 × 832) × 3

948 × 1857 × 832 + 
(1,363 × 1,857 × 832) × 3

948 × 1,857 × 832 + 
(1,363 × 1,857 × 832) × 3

사용 온도 
범위

냉방
℃

-5 ~ 48 -5 ~ 48 -5 ~ 48 -5 ~ 48 -5 ~ 48

난방 -20 ~ 24 -20 ~ 24 -20 ~ 24 -20 ~ 24 -20 ~ 24

  

조합

ADX120VGHHA1
ADX200VGHHA1
ADX200VGHHA1
ADX200VGHHA1

ADX140VGHHA1
ADX200VGHHA1
ADX200VGHHA1
ADX200VGHHA1

ADX160VGHHA1
ADX200VGHHA1
ADX200VGHHA1
ADX200VGHHA1

ADX180VGHHA1
ADX200VGHHA1
ADX200VGHHA1
ADX200VGHHA1

ADX200VGHHA1
ADX200VGHHA1
ADX200VGHHA1
ADX200VGHHA1

전원 사양 Φ, #, V, Hz 3, 4, 380, 60 3, 4, 380, 60 3, 4, 380, 60 3, 4, 380, 60 3, 4, 380, 60

구분 - HEAT PUMP HEAT PUMP HEAT PUMP HEAT PUMP HEAT PUMP

성능
성능(정격)

냉방

kW

208.8 214.6 220.4 226.2 232.0

난방 228.2 234.7 241.2 248.1 252.0

저온난방 174.2 (-15 ℃) 178.9 (-15 ℃) 183.8 (-15 ℃) 188.6 (-15 ℃) 193.6 (-15 ℃)

전력
통합 냉방 소비전력

kW
25.38 26.06 26.40 27.23 28.23

통합 난방 소비전력 75.35 79.23 81.45 81.52 83.40

효율

통합 냉방 효율(IEER) - 5.635 5.662 5.707 5.640 5.622

통합 난방 효율(COP) - 2.835 2.760 2.772 2.853 2.842

냉난방효율(EERa) - 4.10 4.08 4.11 4.11 4.09

에너지 소비 효율 등급(R) - 에너지 등급 1 에너지 등급 1 에너지 등급 1 에너지 등급 1 에너지 등급 1

전기특성

운전 전류(정격)
냉방

A

144.23 151.82 156.32 156.45 167.20

난방 101.09 106.45 108.85 108.9 111.44

차단기 (MCCB+ELB)/(ELCB) 175 200 200 200 200

최대
운전전류 154.10 (Max.) 159.90 (Max.) 166.50 (Max.) 166.60 (Max.) 170.80 (Max.)

소비전력 kW 96.36 (Max.) 99.98 (Max.) 104.11 (Max.) 104.17 (Max.) 106.80 (Max.) 

압축기

형식 - SSC Scroll × 7 SSC Scroll × 8 SSC Scroll × 8 SSC Scroll x 8 SSC Scroll × 8

출력 kW × n (6.13) + (6.13×2)×3 (4.96×2) + (6.13×2)×3 (4.96×2) + (6.13×2)×3 (6.13×2) + (6.13×2)×3 (6.13×2)×4

오일 종류 - PVE PVE PVE PVE PVE

송풍기

형식 - Propeller Propeller Propeller Propeller Propeller

출력×n W (500 × 2) × 4 (500 × 2) × 4 (500 × 2) × 4 (500 × 2) × 4 (500 × 2) × 4

풍량 m³/min 260 + 295 × 3 270 + 295 × 3 285 + 295 × 3 295 × 4 295 × 4

정압 최대 Pa 78 78 78 78 78

배관

액관

Φ, mm

22.23 22.23 22.23 22.23 22.23

가스관 50.80 50.80 50.80 50.80 50.80

고압가스관 - - - - -

균유관 - - - - -

배관설치 한계
장배관

m
200(220) 200(220) 200(220) 200(220) 200(220)

고낙차 110(40) 110(40) 110(40) 110(40) 110(40)

배선
전원선[K(IEC) 60245-4 IEC 66]

mm²
70.0 70.0 70.0 70.0 70.0

통신선 VCTF 0.75 ~ 1.5 VCTF 0.75 ~ 1.5 VCTF 0.75 ~ 1.5 VCTF 0.75 ~ 1.5 VCTF 0.75 ~ 1.5

냉매
종류 - R410A R410A R410A R410A R410A

충진량 kg 32.6 32.9 32.6 33.9 33.6

본체 치수

제품 중량
kg

235 + 300 × 3 278 + 300 × 3 278 + 300 × 3 300 × 4 300 × 4

포장 중량 248 + 313 × 3 291 + 313 × 3 291 + 313 × 3 313 × 4 313 × 4

제품 치수 (W×H×D)

mm

(1,295 × 1,695 × 765) × 4 (1,295 × 1,695 × 765) × 4 (1,295 × 1,695 × 765) × 4 (1,295 × 1,695 × 765) × 4 (1,295 × 1,695 × 765) × 4

포장 치수 (W×H×D) (1,363 × 1,857 × 832) × 4 (1,363 × 1,857 × 832) × 4 (1,363 × 1,857 × 832) × 4 (1,363 × 1,857 × 832) × 4 (1,363 × 1,857 × 832) × 4

사용 온도 
범위

냉방
℃

-5 ~ 48 -5 ~ 48 -5 ~ 48 -5 ~ 48 -5 ~ 48

난방 -20 ~ 24 -20 ~ 24 -20 ~ 24 -20 ~ 24 -20 ~ 24

  ※ 주의사항

1. 정격 냉방 : 실내측 27 ℃ DB / 19 ℃ WB, 실외측 35 ℃ DB / 24 ℃ WB, 배관길이 50 m, 낙차 0 m 기준임

2. 정격 난방 : 실내측 20 ℃ DB / 15 ℃ WB, 실외측 7 ℃ DB / 6 ℃ WB, 배관길이 50 m, 낙차 0 m 기준임

3. 저온 난방 : 실내측 20 ℃ DB / 15 ℃ WB, 실외측 -15 ℃ DB / 6 ℃ WB, 배관길이 50 m, 낙차 0 m 기준임

4. 설치조건(배관길이)과 사용온도조건(실내외 온도)에 따라 능력, 소비전력 및 운전전류의 차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5.  설치위치 : 실외기는 원활한 통풍, 보수 및 점검을 위하여 서비스 공간이 충분히 확보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합니다. 설치 및 서비스  

공간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설치 매뉴얼을 참고하십시오.

6. 전원선은 KSC IEC 60245-4 IEC66 동등이상, HO7RN-F 이상의 전선을 사용해야 합니다.

7.  전원선 사양은 기중암거 포설/주위온도 30 ℃/단일 다심 케이블 조건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상기 조건과 상이한 경우, 

   전기 설비 전문가와 협의 후 재선정하십시오.

8.  실외기 전원의 배선공사는 메인 배전판에서 실외기까지 이고,메인 전원선은 50m 미만을 기준으로 합니다. 50 m 이상 설치 시, 삼성     

시스템에어컨 전문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9. 3상 전원은 4선식을 기본으로 합니다.

10.  차단기 : 실외기 주전원 전용의 차단기(ELCB)를 설치합니다.(현장의 1차측 전기용량(수전용량) 설계시 차단기는 해당 제품 모델별      

차단기 용량으로 설치합니다.)

11. 표기된 제품 사양은 제품 개선 및 기술적인 사유로 인해,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12. 에너지소비효율등급 측정기준

    4Way 카세트 5.2 kW, 7.2 kW 실내기를 조합(100~110 %)하여 효율등급을 취득하였습니다.

13. 통합 냉방 소비 전력 : 통합 냉방 효율(IEER) 측정 시, 소비전력 (0.02*P 100 % 부하 ) + (0.617*P 75 % 부하 ) + (0.238*P 50 % 부하 ) + (0.125*P 25 % 부하 )

    통합 난방 소비 전력 : (P 표준 + P 한랭지 ) / 2

14. 통합 냉방 효율 : (0.02*A) + (0.617*B) + (0.238*C) + (0.125*D) 

                         A = 표준조건에서 100% 정미 용량 상태에서의 EER

                         B = 전체 75% 정미 용량 상태에서의 EER
                         C = 전체 50% 정미 용량 상태에서의 EER
                         D = 전체 25% 정미 용량 상태에서의 EER
    통합 난방 효율 :  (표준 난방 효율 + 한랭지 난방 효율) / 2

※ 주의사항

1. 정격 냉방 : 실내측 27 ℃ DB / 19 ℃ WB, 실외측 35 ℃ DB / 24 ℃ WB, 배관길이 50 m, 낙차 0 m 기준임

2. 정격 난방 : 실내측 20 ℃ DB / 15 ℃ WB, 실외측 7 ℃ DB / 6 ℃ WB, 배관길이 50 m, 낙차 0 m 기준임

3. 저온 난방 : 실내측 20 ℃ DB / 15 ℃ WB, 실외측 -15 ℃ DB / 6 ℃ WB, 배관길이 50 m, 낙차 0 m 기준임

4. 설치조건(배관길이)과 사용온도조건(실내외 온도)에 따라 능력, 소비전력 및 운전전류의 차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5.  설치위치 : 실외기는 원활한 통풍, 보수 및 점검을 위하여 서비스 공간이 충분히 확보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합니다. 설치 및 서비스  

공간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설치 매뉴얼을 참고하십시오.

6. 전원선은 KSC IEC 60245-4 IEC66 동등이상, HO7RN-F 이상의 전선을 사용해야 합니다.

7.  전원선 사양은 기중암거 포설/주위온도 30 ℃/단일 다심 케이블 조건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상기 조건과 상이한 경우, 

   전기 설비 전문가와 협의 후 재선정하십시오.

8.  실외기 전원의 배선공사는 메인 배전판에서 실외기까지 이고,메인 전원선은 50m 미만을 기준으로 합니다. 50 m 이상 설치 시, 삼성     

시스템에어컨 전문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9. 3상 전원은 4선식을 기본으로 합니다.

10.  차단기 : 실외기 주전원 전용의 차단기(ELCB)를 설치합니다.(현장의 1차측 전기용량(수전용량) 설계시 차단기는 해당 제품 모델별      

차단기 용량으로 설치합니다.)

11. 표기된 제품 사양은 제품 개선 및 기술적인 사유로 인해,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12. 에너지소비효율등급 측정기준

    4Way 카세트 5.2 kW, 7.2 kW 실내기를 조합(100~110 %)하여 효율등급을 취득하였습니다.

13. 통합 냉방 소비 전력 : 통합 냉방 효율(IEER) 측정 시, 소비전력 (0.02*P 100 % 부하 ) + (0.617*P 75 % 부하 ) + (0.238*P 50 % 부하 ) + (0.125*P 25 % 부하 )

    통합 난방 소비 전력 : (P 표준 + P 한랭지 ) / 2

14. 통합 냉방 효율 : (0.02*A) + (0.617*B) + (0.238*C) + (0.125*D) 

                         A = 표준조건에서 100% 정미 용량 상태에서의 EER

                         B = 전체 75% 정미 용량 상태에서의 EER
                         C = 전체 50% 정미 용량 상태에서의 EER
                         D = 전체 25% 정미 용량 상태에서의 EER
    통합 난방 효율 :  (표준 난방 효율 + 한랭지 난방 효율)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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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위 : mm    23.0~29.0 kW  ※단위 : mm    34.8~58.0 kW

DVM SDVM S

Number Name Description

1   가스측 배관   배관인입 장공 구멍(전면)

2   액측 배관   배관인입 장공 구멍(전면)

3   전원선 인출 부   전원선인입 녹아웃 장공 구멍(전면)

4   통신선 인출 부   전원선인입 녹아웃 장공 구멍(전면)

5   전원선 인출 부   녹아웃 구멍(측면) 

6   통신선 인출 부   녹아웃 구멍(측면)

7   바닥배관 설치 부   녹아웃 구멍(바닥)

8   기초볼트 구멍   4-Ø12 구멍

Number Name Description

1   가스측 배관   배관인입 장공 구멍(전면)

2   액측 배관   배관인입 장공 구멍(전면)

3   전원선 인출 부   전원선인입 녹아웃 장공 구멍(전면)

4   통신선 인출 부   전원선인입 녹아웃 장공 구멍(전면)

5   전원선 인출 부   녹아웃 구멍(측면) 

6   통신선 인출 부   녹아웃 구멍(측면)

7   바닥배관 설치 부   녹아웃 구멍(바닥)

8   기초볼트 구멍   4-Ø12 구멍

ㅣ제품사양 / 상세도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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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 RD080UHXH1 RD100UHXH1 RD120UHXH1 RD140UHXH1

전원 사양 Φ, #, V, Hz 3, 4, 380, 60 3, 4, 380, 60 3, 4, 380, 60 3, 4, 380, 60

구분 - HEAT PUMP HEAT PUMP HEAT PUMP HEAT PUMP

성능
성능(정격)

냉방

kW

23.0 29.0 34.8 40.6

난방 26.5 32.6 39.2 45.7

저온난방 22.4 (-15 ℃) 28.0 (-15 ℃) 33.6 (-15 ℃) 39.20 (-15 ℃)

전력

소비 전력(정격)
냉방

kW

5.30 7.73 9.4 10.35

난방 5.80 6.95 8.4 9.7

최대소비전력  11.30 (Max.) 13.20 (Max.) 15.20 (Max.) 17.20 (Max.)

운전 전류(정격)
냉방

A

9.30 14.3 17.5 19

난방 11.20 14.3 16.5 17.6

최대운전전류 19.50 (Max.) 24 (Max.) 29.5 (Max.) 30 (Max.)

차단기 (MCCB+ELB)/(ELCB) 30 30 40 40

효율
냉방 - 4.34 3.75 3.7 3.92

난방 - 4.57 4.69 4.67 4.71

압축기

형식 - DVI Scroll×1 + FVI Scroll×1 DVI Scroll×1 + FVI Scroll×1 DVI Scroll×1 + FVI Scroll×2 DVI Scroll×1 + FVI Scroll×2

출력 kW × n (6.28 + 5.27) (7.24 + 7.17) (6.28 + 5.27×2) (6.28 + 6.22×2)

모델 -
ZPJ72KCE-TF7×1 + 
ZPI61KCE-TF7×1

ZPJ83KCE-TF7×1 + 
ZPI83KCE-TF7×1

ZPJ72KCE-TF7×1 + 
ZPI61KCE-TF7×2

ZPJ72KCE-TF7×1 + 
ZPI72KCE-TF7×2

오일
종류 - POE POE POE POE

초기 충전량 cc 3,873 3,962 5,765 5,943

송풍기

형식 - Propeller / BLDC Propeller / BLDC Propeller / BLDC Propeller / BLDC

출력×n W 630×1 630×1 630×2 630×2

풍량 m³/min 173 173 210 226

정압 최대 Pa 78 78 78 78

배관

액관

Φ, mm

9.52 9.52 12.7 12.7

가스관 19.05 22.23 25.4 25.4

고압가스관 - - - -

균유관 - - - -

배관설치 한계
장배관

m
200(220) 200(220) 200(220) 200(220)

고낙차 110(40) 110(40) 110(40) 110(40)

배선
전원선[K(IEC) 60245-4 IEC 66]

mm²
4 4 6 6

통신선 VCTF 0.75 ~ 1.5 VCTF 0.75 ~ 1.5 VCTF 0.75 ~ 1.5 VCTF 0.75 ~ 1.5

냉매
종류 - R410A R410A R410A R410A

충진량 kg 6.5 6.5 8.8 9.5

본체 치수

제품 중량
kg

255 255 348 348

포장 중량 265 265 358 358

제품 치수 (W×H×D)
mm

880×1,695×765 880×1,695×765 1,295×1,695×765 1,295×1,695×765

포장 치수 (W×H×D) 948×1,857×832 948×1,857×832 1,363×1,857×832 1,363×1,857×832

사용 온도 
범위

냉방
℃

-5 ~ 43 -5 ~ 43 -5 ~ 43 -5 ~ 43

난방 -20 ~ 24 -20 ~ 24 -20 ~ 24 -20 ~ 24

조합 RD160UHXH1
RD080UHXH1
RD100UHXH1

RD100UHXH1
RD100UHXH1

RD100UHXH1
RD120UHXH1

전원 사양 Φ, #, V, Hz 3, 4, 380, 60 3, 4, 380, 60 3, 4, 380, 60 3, 4, 380, 60

구분 - HEAT PUMP HEAT PUMP HEAT PUMP HEAT PUMP

성능
성능(정격)

냉방

kW

46.4 52.0 58.0 63.8

난방 52.2 59.1 65.2 71.8

저온난방 44.8 (-15 ℃) 50.4 (-15 ℃) 56.0 (-15 ℃) 61.6 (-15 ℃)

전력

소비 전력(정격)
냉방

kW

11.4 13.03 15.46 17.13

난방 11.65 12.75 13.9 15.35

최대소비전력  21.50 (Max.) 24.50 (Max.) 26.40 (Max.) 28.40 (Max.)

운전 전류(정격)
냉방

A

20.3 23.6 28.6 31.8

난방 21.2 25.5 28.6 30.8

최대운전전류 36.5 (Max.) 43.5 (Max.) 48 (Max.) 53.5 (Max.)

차단기 (MCCB+ELB)/(ELCB) 50 75 75 75

효율
냉방 - 4.07 3.99 3.75 3.72

난방 - 4.48 4.64 4.69 4.68

압축기

형식 - DVI Scroll×1 + FVI Scroll×2 DVI Scroll×2 + FVI Scroll×2 DVI Scroll×2 + FVI Scroll×2 DVI Scroll×2 + FVI Scroll×3

출력 kW × n (7.24 + 7.17×2) (6.28 + 5.27) + (7.24 + 7.17) (7.24 + 7.17)×2 (7.24 + 7.17) + (6.28 + 5.27×2)

모델 - ZPJ83KCE-TF7×1 + ZPI83KCE-TF7×2
ZPJ72KCE-TF7×1 + ZPI61KCE-TF7×1 + 
ZPJ83KCE-TF7×1 + ZPI83KCE-TF7×1

ZPJ83KCE-TF7×2 + ZPI83KCE-TF7×2
ZPJ83KCE-TF7×1 + ZPI83KCE-TF7×1 + 
ZPJ72KCE-TF7×1 + ZPI61KCE-TF7×2

오일
종류 - POE POE POE POE

초기 충전량 cc 5,943 7,835 7,924 9,727

송풍기

형식 - Propeller / BLDC Propeller / BLDC Propeller / BLDC Propeller / BLDC

출력×n W 630×2 (630×1)×2 (630×1)×2 630×1 + 630×2

풍량 m³/min 250 173×2 173×2 173 + 210

정압 최대 Pa 78 78 78 78

배관

액관

Φ, mm

12.7 15.88 15.88 15.88

가스관 28.58 28.58 28.58 28.58

고압가스관 - - - -

균유관 - 6.35 6.35 6.35

배관설치 한계
장배관

m
200(220) 200(220) 200(220) 200(220)

고낙차 110(40) 110(40) 110(40) 110(40)

배선
전원선[K(IEC) 60245-4 IEC 66]

mm²
10 16 16 16

통신선 VCTF 0.75 ~ 1.5 VCTF 0.75 ~ 1.5 VCTF 0.75 ~ 1.5 VCTF 0.75 ~ 1.5

냉매
종류 - R410A R410A R410A R410A

충진량 kg 11 13 13 15.3

본체 치수

제품 중량
kg

365 255×2 255×2 255 + 348

포장 중량 375 265×2 265×2 265 + 358

제품 치수 (W×H×D)
m

1,295×1,695×765 (880×1,695×765)×2 (880×1,695×765)×2 880×1,695×765 + 1,295×1,695×765

포장 치수 (W×H×D) 1,363×1,857×832 (948×1,857×832)×2 (948×1,857×832)×2 948×1,857×832 + 1,363×1,857×832

사용 온도 
범위

냉방
℃

-5 ~ 43 -5 ~ 43 -5 ~ 43 -5 ~ 43

난방 -20 ~ 24 -20 ~ 24 -20 ~ 24 -20 ~ 24

용  량 kW 23.0 29.0 34.8 40.6

모  델 RD080UHXH1 RD100UHXH1 RD120UHXH1 RD140UHXH1

용  량 kW 46.4 52.0 58.0 63.8

모  델 RD160UHXH1 RD180UHXH1S RD200UHXH1S RD220UHXH1S

ㅣ제품사양 / 상세도ㅣ

DVM PLUS Ⅳ (한랭지향) DVM PLUS Ⅳ (한랭지향)

34.8 kW / 40.6 kW23.0 kW / 29.0 kW 46.4 kW 63.8 kW52.0 kW / 58.0 kW

※ 주의사항

1. 정격 냉방 : 실내측 27 ℃ DB / 19 ℃ WB, 실외측 35 ℃ DB / 24 ℃ WB, 배관길이 50 m, 낙차 0 m 기준임

2. 정격 난방 : 실내측 20 ℃ DB / 15 ℃ WB, 실외측 7 ℃ DB / 6 ℃ WB, 배관길이 50 m, 낙차 0 m 기준임

3. 저온 난방 : 실내측 20 ℃ DB / 15 ℃ WB, 실외측 -15 ℃ DB / 6 ℃ WB, 배관길이 50 m, 낙차 0 m 기준임

4. 설치조건(배관길이)과 사용온도조건(실내외 온도)에 따라 능력, 소비전력 및 운전전류의 차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5.  설치위치 : 실외기는 원활한 통풍, 보수 및 점검을 위하여 서비스 공간이 충분히 확보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합니다. 설치 및 서비스  

공간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설치 매뉴얼을 참고하십시오.

6. 전원선은 KSC IEC 60245-4 IEC66 동등이상, HO7RN-F 이상의 전선을 사용해야 합니다.

7.  전원선 사양은 기중암거 포설/주위온도 30 ℃/단일 다심 케이블 조건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상기 조건과 상이한 경우, 

   전기 설비 전문가와 협의 후 재선정하십시오.

8.  실외기 전원의 배선공사는 메인 배전판에서 실외기까지 이고,메인 전원선은 50m 미만을 기준으로 합니다. 50 m 이상 설치 시, 삼성     

시스템에어컨 전문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9. 3상 전원은 4선식을 기본으로 합니다.

10.  차단기 : 실외기 주전원 전용의 차단기(ELCB)를 설치합니다.(현장의 1차측 전기용량(수전용량) 설계시 차단기는 해당 제품 모델별      

차단기 용량으로 설치합니다.)

11. 표기된 제품 사양은 제품 개선 및 기술적인 사유로 인해,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의사항

1. 정격 냉방 : 실내측 27 ℃ DB / 19 ℃ WB, 실외측 35 ℃ DB / 24 ℃ WB, 배관길이 50 m, 낙차 0 m 기준임

2. 정격 난방 : 실내측 20 ℃ DB / 15 ℃ WB, 실외측 7 ℃ DB / 6 ℃ WB, 배관길이 50 m, 낙차 0 m 기준임

3. 저온 난방 : 실내측 20 ℃ DB / 15 ℃ WB, 실외측 -15 ℃ DB / 6 ℃ WB, 배관길이 50 m, 낙차 0 m 기준임

4. 설치조건(배관길이)과 사용온도조건(실내외 온도)에 따라 능력, 소비전력 및 운전전류의 차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5.  설치위치 : 실외기는 원활한 통풍, 보수 및 점검을 위하여 서비스 공간이 충분히 확보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합니다. 설치 및 서비스  

공간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설치 매뉴얼을 참고하십시오.

6. 전원선은 KSC IEC 60245-4 IEC66 동등이상, HO7RN-F 이상의 전선을 사용해야 합니다.

7.  전원선 사양은 기중암거 포설/주위온도 30 ℃/단일 다심 케이블 조건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상기 조건과 상이한 경우, 

   전기 설비 전문가와 협의 후 재선정하십시오.

8.  실외기 전원의 배선공사는 메인 배전판에서 실외기까지 이고,메인 전원선은 50m 미만을 기준으로 합니다. 50 m 이상 설치 시, 삼성     

시스템에어컨 전문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9. 3상 전원은 4선식을 기본으로 합니다.

10.  차단기 : 실외기 주전원 전용의 차단기(ELCB)를 설치합니다.(현장의 1차측 전기용량(수전용량) 설계시 차단기는 해당 제품 모델별      

차단기 용량으로 설치합니다.)

11. 표기된 제품 사양은 제품 개선 및 기술적인 사유로 인해,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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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
RD100UHXH1
RD140UHXH1

RD100UHXH1
RD160UHXH1

RD140UHXH1
RD140UHXH1

RD140UHXH1
RD160UHXH1

전원 사양 Φ, #, V, Hz 3, 4, 380, 60 3, 4, 380, 60 3, 4, 380, 60 3, 4, 380, 60

구분 - HEAT PUMP HEAT PUMP HEAT PUMP HEAT PUMP

성능
성능(정격)

냉방

kW

69.6 75.4 81.2 87.0

난방 78.3 84.8 91.4 97.9

저온난방 67.2 (-15 ℃) 72.8 (-15 ℃) 78.4 (-15 ℃) 84.0 (-15 ℃)

전력

소비 전력(정격)
냉방

kW

18.08 19.13 20.7 21.75

난방 16.65 18.6 19.4 21.35

최대소비전력  30.40 (Max.) 34.70 (Max.) 34.40 (Max.) 38.70 (Max.)

운전 전류(정격)
냉방

A

33.3 34.6 38 39.3

난방 31.9 35.5 35.2 38.8

최대운전전류 54 (Max.) 60.5 (Max.) 60 (Max.) 66.5 (Max.)

차단기 (MCCB+ELB)/(ELCB) 75 75 75 75

효율
냉방 - 3.85 3.94 3.92 4.0

난방 - 4.7 4.56 4.71 4.59

압축기

형식 - DVI Scroll×2 + FVI Scroll×3 DVI Scroll×2 + FVI Scroll×3 DVI Scroll×2 + FVI Scroll×4 DVI Scroll×2 + FVI Scroll×4

출력 kW × n (7.24 + 7.17) + (6.28 + 6.22×2) (7.24 + 7.17) + (7.24 + 7.17×2) (6.28 + 6.22×2)×2 (6.28 + 6.22×2) + (7.24 + 7.17×2)

모델 -
ZPJ83KCE-TF7×1 + ZPI83KCE-TF7×1 + 
ZPJ72KCE-TF7×1 + ZPI72KCE-TF7×2

ZPJ83KCE-TF7×1 + ZPI83KCE-TF7×1 + 
ZPJ83KCE-TF7×1 + ZPI83KCE-TF7×2

ZPJ72KCE-TF7×2 + ZPI72KCE-TF7×4
ZPJ72KCE-TF7×1 + ZPI72KCE-TF7×2 + 
ZPJ83KCE-TF7×1 + ZPI83KCE-TF7×2

오일
종류 - POE POE POE POE

초기 충전량 cc 9,905 9,905 11,886 11,886

송풍기

형식 - Propeller / BLDC Propeller / BLDC Propeller / BLDC Propeller / BLDC

출력×n W 630×1 + 630×2 630×1 + 630×2 (630×2)×2 (630×2)×2

풍량 m³/min 173 + 226 173 + 250 226×2 226 + 250

정압 최대 Pa 78 78 78 78

배관

액관

Φ, mm

15.88 19.05 19.05 19.05

가스관 28.58 31.75 31.75 31.75

고압가스관 - - - -

균유관 6.35 6.35 6.35 6.35

배관설치 한계
장배관

m
200(220) 200(220) 200(220) 200(220)

고낙차 110(40) 110(40) 110(40) 110(40)

배선
전원선[K(IEC) 60245-4 IEC 66]

mm²
16 16 16 16

통신선 VCTF 0.75 ~ 1.5 VCTF 0.75 ~ 1.5 VCTF 0.75 ~ 1.5 VCTF 0.75 ~ 1.5

냉매
종류 - R410A R410A R410A R410A

충진량 kg 16 17.5 19 20.5

본체 치수

제품 중량
kg

255 + 348 255 + 365 348×2 348 + 365

포장 중량 265 + 358 265 + 375 358×2 358 + 375

제품 치수 (W×H×D)
mm

880×1,695×765 + 1,295×1,695×765 880×1,695×765 + 1,295×1,695×765 (1,295×1,695×765)×2 (1,295×1,695×765)×2

포장 치수 (W×H×D) 948×1,857×832 + 1,363×1,857×832 948×1,857×832 + 1,363×1,857×832 (1,363×1,857×832)×2 (1,363×1,857×832)×2

사용 온도 
범위

냉방
℃

-5 ~ 43 -5 ~ 43 -5 ~ 43 -5 ~ 43

난방 -20 ~ 24 -20 ~ 24 -20 ~ 24 -20 ~ 24

용  량 kW 69.6 75.4 81.2 87.0

모  델 RD240UHXH1S RD260UHXH1S RD280UHXH1S RD300UHXH1S

ㅣ제품사양 / 상세도ㅣ

DVM PLUS Ⅳ (한랭지향) DVM PLUS Ⅳ (한랭지향)

조합
RD160UHXH1
RD160UHXH1

RD100UHXH1
RD100UHXH1
RD140UHXH1

RD100UHXH1
RD100UHXH1
RD160UHXH1

전원 사양 Φ, #, V, Hz 3, 4, 380, 60 3, 4, 380, 60 3, 4, 380, 60

구분 - HEAT PUMP HEAT PUMP HEAT PUMP

성능
성능(정격)

냉방

kW

92.8 98.6 104.4

난방 104.4 110.9 117.4

저온난방 89.6 (-15 ℃) 95.2 (-15 ℃) 100.8  (-15 ℃)

전력

소비 전력(정격)
냉방

kW

22.8 25.81 26.86

난방 23.3 23.6 25.55

최대소비전력  43.00 (Max.) 43.60 (Max.) 47.90 (Max.)

운전 전류(정격)
냉방

A

40.6 47.6 48.9

난방 42.4 46.2 49.8

최대운전전류 73 (Max.) 78 (Max.) 84.5 (Max.)

차단기 (MCCB+ELB)/(ELCB) 100 100 100

효율
냉방 - 4.07 3.82 3.89

난방 - 4.48 4.7 4.59

압축기

형식 - DVI Scroll×2 + FVI Scroll×4 DVI Scroll×3 + FVI Scroll×4 DVI Scroll×3 + FVI Scroll×4

출력 kW × n (7.24 + 7.17×2)×2 (7.24 + 7.17)×2 + (6.28 + 6.22×2) (7.24 + 7.17)×2 + (7.24 + 7.17×2)

모델 - ZPJ83KCE-TF7×2 + ZPI83KCE-TF7×4
ZPJ83KCE-TF7×2 + ZPI83KCE-TF7×2 
+ ZPJ72KCE-TF7×1 + ZPI72KCE-TF7×2

ZPJ83KCE-TF7×2 + ZPI83KCE-TF7×2 
+ ZPJ83KCE-TF7×1 + ZPI83KCE-TF7×2

오일
종류 - POE POE POE

초기 충전량 cc 11,886 13,867 13,867

송풍기

형식 - Propeller / BLDC Propeller / BLDC Propeller / BLDC

출력×n W (630×2)×2 (630×1)×2 + 630×2 (630×1)×2 + 630×2

풍량 m³/min 250×2 173×2 + 226 173×2 + 250

정압 최대 Pa 78 78 78

배관

액관

Φ, mm

19.05 19.05 19.05

가스관 31.75 31.75 38.1

고압가스관 - - -

균유관 6.35 6.35 6.35

배관설치 한계
장배관

m
200(220) 200(220) 200(220)

고낙차 110(40) 110(40) 110(40)

배선
전원선[K(IEC) 60245-4 IEC 66]

mm²
25 25 25

통신선 VCTF 0.75 ~ 1.5 VCTF 0.75 ~ 1.5 VCTF 0.75 ~ 1.5

냉매
종류 - R410A R410A R410A

충진량 kg 22 22.5 24

본체 치수

제품 중량
kg

365×2 255×2 + 348 255×2 + 365

포장 중량 375×2 265×2 + 358 265×2 + 375

제품 치수 (W×H×D)
mm

(1,295×1,695×765)×2 (880×1,695×765)×2 + 1,295×1,695×765 (880×1,695×765)×2 + 1,295×1,695×765

포장 치수 (W×H×D) (1,363×1,857×832)×2 (948×1,857×832)×2 + 1,363×1,857×832 (948×1,857×832)×2 + 1,363×1,857×832

사용 온도 
범위

냉방
℃

-5 ~ 43 -5 ~ 43 -5 ~ 43

난방 -20 ~ 24 -20 ~ 24 -20 ~ 24

용  량 kW 92.8 98.6 104.4

모  델 RD320UHXH1S RD340UHXH1S RD360UHXH1S

98.6 kW / 104.4 kW69.6 kW / 75.4 kW 81.2 kW / 87.0 kW 92.8 kW

※ 주의사항

1. 정격 냉방 : 실내측 27 ℃ DB / 19 ℃ WB, 실외측 35 ℃ DB / 24 ℃ WB, 배관길이 50 m, 낙차 0 m 기준임

2. 정격 난방 : 실내측 20 ℃ DB / 15 ℃ WB, 실외측 7 ℃ DB / 6 ℃ WB, 배관길이 50 m, 낙차 0 m 기준임

3. 저온 난방 : 실내측 20 ℃ DB / 15 ℃ WB, 실외측 -15 ℃ DB / 6 ℃ WB, 배관길이 50 m, 낙차 0 m 기준임

4. 설치조건(배관길이)과 사용온도조건(실내외 온도)에 따라 능력, 소비전력 및 운전전류의 차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5.  설치위치 : 실외기는 원활한 통풍, 보수 및 점검을 위하여 서비스 공간이 충분히 확보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합니다. 설치 및 서비스  

공간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설치 매뉴얼을 참고하십시오.

6. 전원선은 KSC IEC 60245-4 IEC66 동등이상, HO7RN-F 이상의 전선을 사용해야 합니다.

7.  전원선 사양은 기중암거 포설/주위온도 30 ℃/단일 다심 케이블 조건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상기 조건과 상이한 경우, 

   전기 설비 전문가와 협의 후 재선정하십시오.

8.  실외기 전원의 배선공사는 메인 배전판에서 실외기까지 이고,메인 전원선은 50m 미만을 기준으로 합니다. 50 m 이상 설치 시, 삼성     

시스템에어컨 전문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9. 3상 전원은 4선식을 기본으로 합니다.

10.  차단기 : 실외기 주전원 전용의 차단기(ELCB)를 설치합니다.(현장의 1차측 전기용량(수전용량) 설계시 차단기는 해당 제품 모델별      

차단기 용량으로 설치합니다.)

11. 표기된 제품 사양은 제품 개선 및 기술적인 사유로 인해,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의사항

1. 정격 냉방 : 실내측 27 ℃ DB / 19 ℃ WB, 실외측 35 ℃ DB / 24 ℃ WB, 배관길이 50 m, 낙차 0 m 기준임

2. 정격 난방 : 실내측 20 ℃ DB / 15 ℃ WB, 실외측 7 ℃ DB / 6 ℃ WB, 배관길이 50 m, 낙차 0 m 기준임

3. 저온 난방 : 실내측 20 ℃ DB / 15 ℃ WB, 실외측 -15 ℃ DB / 6 ℃ WB, 배관길이 50 m, 낙차 0 m 기준임

4. 설치조건(배관길이)과 사용온도조건(실내외 온도)에 따라 능력, 소비전력 및 운전전류의 차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5.  설치위치 : 실외기는 원활한 통풍, 보수 및 점검을 위하여 서비스 공간이 충분히 확보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합니다. 설치 및 서비스  

공간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설치 매뉴얼을 참고하십시오.

6. 전원선은 KSC IEC 60245-4 IEC66 동등이상, HO7RN-F 이상의 전선을 사용해야 합니다.

7.  전원선 사양은 기중암거 포설/주위온도 30 ℃/단일 다심 케이블 조건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상기 조건과 상이한 경우, 

   전기 설비 전문가와 협의 후 재선정하십시오.

8.  실외기 전원의 배선공사는 메인 배전판에서 실외기까지 이고,메인 전원선은 50m 미만을 기준으로 합니다. 50 m 이상 설치 시, 삼성     

시스템에어컨 전문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9. 3상 전원은 4선식을 기본으로 합니다.

10.  차단기 : 실외기 주전원 전용의 차단기(ELCB)를 설치합니다.(현장의 1차측 전기용량(수전용량) 설계시 차단기는 해당 제품 모델별      

차단기 용량으로 설치합니다.)

11. 표기된 제품 사양은 제품 개선 및 기술적인 사유로 인해,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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ㅣ제품사양 / 상세도ㅣ

DVM PLUS Ⅳ (한랭지향)DVM PLUS Ⅳ (한랭지향)

조합
RD120UHXH1
RD160UHXH1
RD160UHXH1

RD140UHXH1
RD160UHXH1
RD160UHXH1

RD160UHXH1
RD160UHXH1
RD160UHXH1

전원 사양 Φ, #, V, Hz 3, 4, 380, 60 3, 4, 380, 60 3, 4, 380, 60

구분 - HEAT PUMP HEAT PUMP HEAT PUMP

성능
성능(정격)

냉방

kW

127.6 133.4 139.2

난방 143.6 150.1 156.6

저온난방 123.2 (-15 ℃) 128.8 (-15 ℃) 134.4 (-15 ℃)

전력

소비 전력(정격)
냉방

kW

32.2 33.15 34.2

난방 31.7 33.0 34.95

최대소비전력  58.20 (Max.) 60.20 (Max.) 64.50 (Max.)

운전 전류(정격)
냉방

A

58.1 59.6 60.9

난방 58.9 60 63.6

최대운전전류 102.5 (Max.) 103 (Max.) 109.5 (Max.)

차단기 (MCCB+ELB)/(ELCB) 125 125 125

효율
냉방 - 3.96 4.02 4.07

난방 - 4.53 4.55 4.48

압축기

형식 - DVI Scroll×3 + FVI Scroll×6 DVI Scroll×3 + FVI Scroll×6 DVI Scroll×3 + FVI Scroll×6

출력 kW × n (6.28 + 5.27×2) + (7.24 + 7.17×2)×2 (6.28 + 6.22×2) + (7.24 + 7.17×2)×2 (7.24 + 7.17×2)×3

모델 -
ZPJ72KCE-TF7×1 + ZPI61KCE-TF7×2 
+ ZPJ83KCE-TF7×2 + ZPI83KCE-TF7×4

ZPJ72KCE-TF7×1 + ZPI72KCE-TF7×2 
+ ZPJ83KCE-TF7×2 + ZPI83KCE-TF7×4

ZPJ83KCE-TF7×3 + ZPI83KCE-TF7×6

오일
종류 - POE POE POE

초기 충전량 cc 17,651 17,829 17,829

송풍기

형식 - Propeller / BLDC Propeller / BLDC Propeller / BLDC

출력×n W (630×2)×3 (630×2)×3 (630×2)×3

풍량 m³/min 210 + 250×2 226 + 250×2 250×3

정압 최대 Pa 78 78 78

배관

액관

Φ, mm

19.05 19.05 19.05

가스관 38.1 38.1 38.1

고압가스관 - - -

균유관 6.35 6.35 6.35

배관설치 한계
장배관

m
200(220) 200(220) 200(220)

고낙차 110(40) 110(40) 110(40)

배선
전원선[K(IEC) 60245-4 IEC 66]

mm²
35 35 35

통신선 VCTF 0.75 ~ 1.5 VCTF 0.75 ~ 1.5 VCTF 0.75 ~ 1.5

냉매
종류 - R410A R410A R410A

충진량 kg 30.8 31.5 33

본체 치수

제품 중량
kg

348 + 365×2 348 + 365×2 365×3

포장 중량 358 + 375×2 358 + 375×2 375×3

제품 치수 (W×H×D)
mm

(1,295×1,695×765)×3 (1,295×1,695×765)×3 (1,295×1,695×765)×3

포장 치수 (W×H×D) (1,363×1,857×832)×3 (1,363×1,857×832)×3 (1,363×1,857×832)×3

사용 온도 
범위

냉방
℃

-5 ~ 43 -5 ~ 43 -5 ~ 43

난방 -20 ~ 24 -20 ~ 24 -20 ~ 24

조합
RD100UHXH1
RD140UHXH1
RD140UHXH1

RD100UHXH1
RD140UHXH1
RD160UHXH1

RD100UHXH1
RD160UHXH1
RD160UHXH1

전원 사양 Φ, #, V, Hz 3, 4, 380, 60 3, 4, 380, 60 3, 4, 380, 60

구분 - HEAT PUMP HEAT PUMP HEAT PUMP

성능
성능(정격)

냉방

kW

110.2 116.0 121.8

난방 124.0 130.5 137.0

저온난방 106.4 (-15 ℃) 112.0 (-15 ℃) 117.6 (-15 ℃)

전력

소비 전력(정격)
냉방

kW

28.43 29.48 30.53

난방 26.35 28.3 30.25

최대소비전력  47.60 (Max.) 51.90 (Max.) 56.20 (Max.)

운전 전류(정격)
냉방

A

52.3 53.6 54.9

난방 49.5 53.1 56.7

최대운전전류 84 (Max.) 90.5 (Max.) 97 (Max.)

차단기 (MCCB+ELB)/(ELCB) 100 100 125

효율
냉방 - 3.88 3.93 3.99

난방 - 4.71 4.61 4.53

압축기

형식 - DVI Scroll×3 + FVI Scroll×5 DVI Scroll×3 + FVI Scroll×5 DVI Scroll×3 + FVI Scroll×5

출력 kW × n (7.24 + 7.17) + (6.28 + 6.22×2)×2 (7.24 + 7.17) + (6.28 + 6.22×2) + (7.24 + 7.17×2) (7.24 + 7.17) + (7.24 + 7.17×2)×2

모델 -
ZPJ83KCE-TF7×1 + ZPI83KCE-TF7×1
 + ZPJ72KCE-TF7×2 + ZPI72KCE-TF7×4

ZPJ83KCE-TF7×1 + ZPI83KCE-TF7×1 + ZPJ72KCE-TF7×1 
+ ZPI72KCE-TF7×2 + ZPJ83KCE-TF7×1 + ZPI83KCE-TF7×2

ZPJ83KCE-TF7×1 + ZPI83KCE-TF7×1
 + ZPJ83KCE-TF7×2 + ZPI83KCE-TF7×4

오일
종류 - POE POE POE

초기 충전량 cc 15,848 15,848 15,848

송풍기

형식 - Propeller / BLDC Propeller / BLDC Propeller / BLDC

출력×n W 630×1 + (630×2)×2 630×1 + (630×2)×2 630×1 + (630×2)×2

풍량 m³/min 173 + 226×2 173 + 226 + 250 173 + 250×2

정압 최대 Pa 78 78 78

배관

액관

Φ, mm

19.05 19.05 19.05

가스관 38.1 38.1 38.1

고압가스관 - - -

균유관 6.35 6.35 6.35

배관설치 한계
장배관

m
200(220) 200(220) 200(220)

고낙차 110(40) 110(40) 110(40)

배선
전원선[K(IEC) 60245-4 IEC 66]

mm²
25 25 35

통신선 VCTF 0.75 ~ 1.5 VCTF 0.75 ~ 1.5 VCTF 0.75 ~ 1.5

냉매
종류 - R410A R410A R410A

충진량 kg 25.5 27 28.5

본체 치수

제품 중량
kg

255 + 348×2 255 + 348 + 365 255 + 365×2

포장 중량 265 + 358×2 265 + 358 + 375 265 + 375×2

제품 치수 (W×H×D)
mm

880×1,695×765 + (1,295×1,695×765)×2 880×1,695×765 + (1,295×1,695×765)×2 880×1,695×765 + (1,295×1,695×765)×2

포장 치수 (W×H×D) 948×1,857×832 + (1,363×1,857×832)×2 948×1,857×832 + (1,363×1,857×832)×2 948×1,857×832 + (1,363×1,857×832)×2

사용 온도 
범위

냉방
℃

-5 ~ 43 -5 ~ 43 -5 ~ 43

난방 -20 ~ 24 -20 ~ 24 -20 ~ 24

용  량 kW 127.6 133.4 139.2

모  델 RD440UHXH1S RD460UHXH1S RD480UHXH1S

용  량 kW 110.2 116.0 121.8

모  델 RD380UHXH1S RD400UHXH1S RD420UHXH1S

110.2 kW / 116.0 kW / 121.8 kW 127.6 kW / 133.4 kW / 139.2kW                                                                                                                                          
 

※ 주의사항

1. 정격 냉방 : 실내측 27 ℃ DB / 19 ℃ WB, 실외측 35 ℃ DB / 24 ℃ WB, 배관길이 50 m, 낙차 0 m 기준임

2. 정격 난방 : 실내측 20 ℃ DB / 15 ℃ WB, 실외측 7 ℃ DB / 6 ℃ WB, 배관길이 50 m, 낙차 0 m 기준임

3. 저온 난방 : 실내측 20 ℃ DB / 15 ℃ WB, 실외측 -15 ℃ DB / 6 ℃ WB, 배관길이 50 m, 낙차 0 m 기준임

4. 설치조건(배관길이)과 사용온도조건(실내외 온도)에 따라 능력, 소비전력 및 운전전류의 차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5.  설치위치 : 실외기는 원활한 통풍, 보수 및 점검을 위하여 서비스 공간이 충분히 확보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합니다. 설치 및 서비스  

공간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설치 매뉴얼을 참고하십시오.

6. 전원선은 KSC IEC 60245-4 IEC66 동등이상, HO7RN-F 이상의 전선을 사용해야 합니다.

7.  전원선 사양은 기중암거 포설/주위온도 30 ℃/단일 다심 케이블 조건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상기 조건과 상이한 경우, 

   전기 설비 전문가와 협의 후 재선정하십시오.

8.  실외기 전원의 배선공사는 메인 배전판에서 실외기까지 이고,메인 전원선은 50m 미만을 기준으로 합니다. 50 m 이상 설치 시, 삼성     

시스템에어컨 전문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9. 3상 전원은 4선식을 기본으로 합니다.

10.  차단기 : 실외기 주전원 전용의 차단기(ELCB)를 설치합니다.(현장의 1차측 전기용량(수전용량) 설계시 차단기는 해당 제품 모델별      

차단기 용량으로 설치합니다.)

11. 표기된 제품 사양은 제품 개선 및 기술적인 사유로 인해,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의사항

1. 정격 냉방 : 실내측 27 ℃ DB / 19 ℃ WB, 실외측 35 ℃ DB / 24 ℃ WB, 배관길이 50 m, 낙차 0 m 기준임

2. 정격 난방 : 실내측 20 ℃ DB / 15 ℃ WB, 실외측 7 ℃ DB / 6 ℃ WB, 배관길이 50 m, 낙차 0 m 기준임

3. 저온 난방 : 실내측 20 ℃ DB / 15 ℃ WB, 실외측 -15 ℃ DB / 6 ℃ WB, 배관길이 50 m, 낙차 0 m 기준임

4. 설치조건(배관길이)과 사용온도조건(실내외 온도)에 따라 능력, 소비전력 및 운전전류의 차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5.  설치위치 : 실외기는 원활한 통풍, 보수 및 점검을 위하여 서비스 공간이 충분히 확보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합니다. 설치 및 서비스  

공간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설치 매뉴얼을 참고하십시오.

6. 전원선은 KSC IEC 60245-4 IEC66 동등이상, HO7RN-F 이상의 전선을 사용해야 합니다.

7.  전원선 사양은 기중암거 포설/주위온도 30 ℃/단일 다심 케이블 조건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상기 조건과 상이한 경우, 

   전기 설비 전문가와 협의 후 재선정하십시오.

8.  실외기 전원의 배선공사는 메인 배전판에서 실외기까지 이고,메인 전원선은 50m 미만을 기준으로 합니다. 50 m 이상 설치 시, 삼성     

시스템에어컨 전문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9. 3상 전원은 4선식을 기본으로 합니다.

10.  차단기 : 실외기 주전원 전용의 차단기(ELCB)를 설치합니다.(현장의 1차측 전기용량(수전용량) 설계시 차단기는 해당 제품 모델별      

차단기 용량으로 설치합니다.)

11. 표기된 제품 사양은 제품 개선 및 기술적인 사유로 인해,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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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위 : mm    한랭지향형 I 23.0~29.0 kW  ※단위 : mm    한랭지향형 I 34.8~46.4 kW

DVM PLUS Ⅳ (한랭지향)DVM PLUS Ⅳ (한랭지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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ㅣ제품사양 / 상세도ㅣ

DVM PLUS Ⅲ (냉방전용)DVM PLUS Ⅲ (냉방전용)

조합 RVXVCT080H4 RVXVCT100H4 RVXVCT120H4

전원 사양 Φ, #, V, Hz 3, 4, 380, 60 3, 4, 380, 60 3, 4, 380, 60

구분 - COOLING ONLY COOLING ONLY COOLING ONLY

성능
성능(정격)

냉방

kW

23.0 29.0 34.8

난방 - - -

저온난방 - - -

전력

소비 전력(정격)
냉방

kW

5.75 7.51 8.7

난방 - - -

최대소비전력  9.10 (Max.) 12.40 (Max.) 13.70 (Max.)

운전 전류(정격)
냉방

A

11.8 14.4 16.3

난방 - - -

최대운전전류 16.0 (Max.) 21.5 (Max.) 24 (Max.)

차단기 (MCCB+ELB)/(ELCB) 20 30 30

효율
냉방 - 4.0 3.86 4.0

난방 - - - -

압축기

형식 - Digital Scroll×1 + Fixed Scroll×1 Digital Scroll×1 + Fixed Scroll×1 Digital Scroll×1 + Fixed Scroll×1

출력 kW × n (4.57 + 4.54) (5.20 + 5.10) (6.99 + 6.76)

모델 - ZPD54K5E-TF7×1 + ZP54K5E-TF7×1 ZPD61KCE-TF7×1 + ZP61KCE-TF7×1 ZPD83KCE-TF7×1 + ZP72KCE-TF7×1

오일
종류 - POE POE POE

초기 충전량 cc 2,484 3,784 3,755

송풍기

형식 - Propeller  /  BLDC Propeller  /  BLDC Propeller  /  BLDC

출력×n W 630×1 630×1 630×1

풍량 m³/min 170 170 195

정압 최대 Pa 78 78 78

배관

액관

Φ, mm

9.52 9.52 12.7

가스관 19.05 22.23 25.4

고압가스관 - - -

균유관 - - -

배관설치 한계
장배관

m
200(220) 200(220) 200(220)

고낙차 50(40) 50(40) 50(40)

배선
전원선[K(IEC) 60245-4 IEC 66]

mm²
2.5 4.0 4.0

통신선 VCTF 0.75 ~ 1.5 VCTF 0.75 ~ 1.5 VCTF 0.75 ~ 1.5

냉매
종류 - R410A R410A R410A

충진량 kg 6.0 6.6 11.0 

본체 치수

제품 중량
kg

225 225 255

포장 중량 229 229 260

제품 치수 (W×H×D)
mm

880×1,668×765 880×1,668×765 1,200×1,668×765

포장 치수 (W×H×D) 948×1,710×832 948×1,710×832 1,268×1,810×832

사용 온도 
범위

냉방
℃

-5 ~ 43 -5 ~ 43 -5 ~ 43

난방 - - -

조합 RVXVCT140H4 RVXVCT160H4
RVXVCT080H4
RVXVCT100H4

전원 사양 Φ, #, V, Hz 3, 4, 380, 60 3, 4, 380, 60 3, 4, 380, 60

구분 - COOLING ONLY COOLING ONLY COOLING ONLY

성능
성능(정격)

냉방

kW

40.6 46.4 52.0

난방 - - -

저온난방 - - -

전력

소비 전력(정격)
냉방

kW

11.6 12.4 13.26

난방 - - -

최대소비전력  17.10 (Max.) 21.00 (Max.) 21.50 (Max.)

운전 전류(정격)
냉방

A

21.0 21.5 26.2

난방 - - -

최대운전전류 29.8 (Max.) 36.5 (Max.) 37.5 (Max.)

차단기 (MCCB+ELB)/(ELCB) 40 50 50

효율
냉방 - 3.5 3.74 3.92

난방 - - - -

압축기

형식 - DVI Scroll×1 + FVI Scroll×1 Digital Scroll×1 + Fixed Scroll×2 Digital Scroll×2 + Fixed Scroll×2

출력 kW × n (7.24 + 7.17) (6.28 + 6.76×2) (4.57 + 4.54) + (5.20 + 5.10)

모델 - ZPJ83KCE-TF7×1 + ZPI83KCE-TF7×1 ZPD72KCE-TF7×1 + ZP72KCE-TF7×2
ZPD54K5E-TF7×1 + ZP54K5E-TF7×1 + 
ZPD61KCE-TF7×1 + ZP61KCE-TF7×1

오일
종류 - POE POE POE

초기 충전량 cc 3,962 5,943 6,268

송풍기

형식 - Propeller  /  BLDC Propeller  /  BLDC Propeller  /  BLDC

출력×n W 630×1 630×1 (630×1)×2

풍량 m³/min 195 210 170×2

정압 최대 Pa 78 78 78

배관

액관

Φ, mm

12.7 12.7 15.88

가스관 25.4 28.58 28.58

고압가스관 - - -

균유관 - - 6.35

배관설치 한계
장배관

m
200(220) 200(220) 200(220)

고낙차 50(40) 50(40) 50(40)

배선
전원선[K(IEC) 60245-4 IEC 66]

mm²
6.0 6.0 6.0 

통신선 VCTF 0.75 ~ 1.5 VCTF 0.75 ~ 1.5 VCTF 0.75 ~ 1.5

냉매
종류 - R410A R410A R410A

충진량 kg 11.0 11.0 12.6 

본체 치수

제품 중량
kg

257 307 225×2

포장 중량 260 310 229×2

제품 치수 (W×H×D)
mm

1,200×1,668×765 1,200×1,668×765 (880×1,668×765)×2

포장 치수 (W×H×D) 1,268×1,810×832 1,268×1,810×832 (948×1,710×832)×2

사용 온도 
범위

냉방
℃

-5 ~ 43 -5 ~ 43 -5 ~ 43

난방 - - -

용  량 kW 23.0 29.0 34.8

모  델 RVXVCT080H4 RVXVCT100H4 RVXVCT120H4

용  량 kW 40.6 46.4 52.0

모  델 RVXVCT140H4 RVXVCT160H4 RVXVCT180H4S

40.6 kW / 46.4 kW 52.0 kW23.0 kW / 29.0 kW 34.8 kW

※ 주의사항

1. 정격 냉방 : 실내측 27 ℃ DB / 19 ℃ WB, 실외측 35 ℃ DB / 24 ℃ WB, 배관길이 7.5 m, 낙차 0 m 기준임

2. 정격 난방 : 실내측 20 ℃ DB / 15 ℃ WB, 실외측 7 ℃ DB / 6 ℃ WB, 배관길이 7.5 m, 낙차 0 m 기준임

3. 저온 난방 : 실내측 20 ℃ DB / 15 ℃ WB, 실외측 -15 ℃ DB / 6 ℃ WB, 배관길이 7.5 m, 낙차 0 m 기준임

4. 설치조건(배관길이)과 사용온도조건(실내외 온도)에 따라 능력, 소비전력 및 운전전류의 차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5.  설치위치 : 실외기는 원활한 통풍, 보수 및 점검을 위하여 서비스 공간이 충분히 확보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합니다. 설치 및 서비스  

공간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설치 매뉴얼을 참고하십시오.

6. 전원선은 KSC IEC 60245-4 IEC66 동등이상, HO7RN-F 이상의 전선을 사용해야 합니다.

7.  전원선 사양은 기중암거 포설/주위온도 30 ℃/단일 다심 케이블 조건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상기 조건과 상이한 경우, 

   전기 설비 전문가와 협의 후 재선정하십시오.

8.  실외기 전원의 배선공사는 메인 배전판에서 실외기까지 이고,메인 전원선은 50m 미만을 기준으로 합니다. 50 m 이상 설치 시, 삼성     

시스템에어컨 전문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9. 3상 전원은 4선식을 기본으로 합니다.

10.  차단기 : 실외기 주전원 전용의 차단기(ELCB)를 설치합니다.(현장의 1차측 전기용량(수전용량) 설계시 차단기는 해당 제품 모델별      

차단기 용량으로 설치합니다.)

11. 표기된 제품 사양은 제품 개선 및 기술적인 사유로 인해,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의사항

1. 정격 냉방 : 실내측 27 ℃ DB / 19 ℃ WB, 실외측 35 ℃ DB / 24 ℃ WB, 배관길이 7..5 m, 낙차 0 m 기준임

2. 정격 난방 : 실내측 20 ℃ DB / 15 ℃ WB, 실외측 7 ℃ DB / 6 ℃ WB, 배관길이 7.5 m, 낙차 0 m 기준임

3. 저온 난방 : 실내측 20 ℃ DB / 15 ℃ WB, 실외측 -15 ℃ DB / 6 ℃ WB, 배관길이 7.5 m, 낙차 0 m 기준임

4. 설치조건(배관길이)과 사용온도조건(실내외 온도)에 따라 능력, 소비전력 및 운전전류의 차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5.  설치위치 : 실외기는 원활한 통풍, 보수 및 점검을 위하여 서비스 공간이 충분히 확보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합니다. 설치 및 서비스  

공간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설치 매뉴얼을 참고하십시오.

6. 전원선은 KSC IEC 60245-4 IEC66 동등이상, HO7RN-F 이상의 전선을 사용해야 합니다.

7.  전원선 사양은 기중암거 포설/주위온도 30 ℃/단일 다심 케이블 조건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상기 조건과 상이한 경우, 

   전기 설비 전문가와 협의 후 재선정하십시오.

8.  실외기 전원의 배선공사는 메인 배전판에서 실외기까지 이고,메인 전원선은 50m 미만을 기준으로 합니다. 50 m 이상 설치 시, 삼성     

시스템에어컨 전문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9. 3상 전원은 4선식을 기본으로 합니다.

10.  차단기 : 실외기 주전원 전용의 차단기(ELCB)를 설치합니다.(현장의 1차측 전기용량(수전용량) 설계시 차단기는 해당 제품 모델별      

차단기 용량으로 설치합니다.)

11. 표기된 제품 사양은 제품 개선 및 기술적인 사유로 인해,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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ㅣ제품사양 / 상세도ㅣ

DVM PLUS Ⅲ (냉방전용)DVM PLUS Ⅲ (냉방전용)

조합 RVXVCT100H4×2
RVXVCT100H4
RVXVCT120H4

RVXVCT080H4
RVXVCT160H4

전원 사양 Φ, #, V, Hz 3, 4, 380, 60 3, 4, 380, 60 3, 4, 380, 60

구분 - COOLING ONLY COOLING ONLY COOLING ONLY

성능
성능(정격)

냉방

kW

58.0 63.8 69.4

난방 - - -

저온난방 - - -

전력

소비 전력(정격)
냉방

kW

15.02 16.21 18.15

난방 - - -

최대소비전력  24.80 (Max.) 26.10 (Max.) 30.10 (Max.)

운전 전류(정격)
냉방

A

28.8 30.7 33.3

난방 - - -

최대운전전류 43 (Max.) 45.5 (Max.) 52.5 (Max.)

차단기 (MCCB+ELB)/(ELCB) 60 60 60

효율
냉방 - 3.86 3.94 3.82

난방 - - - -

압축기

형식 - Digital Scroll×2 + Fixed Scroll×2 Digital Scroll×2 + Fixed Scroll×2 Digital Scroll×2 + Fixed Scroll×3

출력 kW × n (5.20 + 5.10)×2 (5.20 + 5.10) + (6.99 + 6.76) (4.57 + 4.54) + (6.28 + 6.76×2)

모델 - ZPD61KCE-TF7×2 + ZP61KCE-TF7×2
ZPD61KCE-TF7×1 + ZP61KCE-TF7×1 + 
ZPD83KCE-TF7×1 + ZP72KCE-TF7×1

ZPD54K5E-TF7×1 + ZP54K5E-TF7×1 + 
ZPD72KCE-TF7×1 + ZP72KCE-TF7×2

오일
종류 - POE POE POE

초기 충전량 cc 7,568 7,539 8,427

송풍기

형식 - Propeller   /   BLDC Propeller   /   BLDC Propeller   /   BLDC

출력×n W (630×1)×2 (630×1)×2 (630×1)×2

풍량 m³/min 170×2 170 + 195 170 + 210

정압 최대 Pa 78 78 78

배관

액관

Φ, mm

15.88 15.88 15.88

가스관 28.58 28.58 28.58

고압가스관 - - -

균유관 6.35 6.35 6.35

배관설치 한계
장배관

m
200(220) 200(220) 200(220)

고낙차 50(40) 50(40) 50(40)

배선
전원선[K(IEC) 60245-4 IEC 66]

mm²
10.0 10.0 16.0

통신선 VCTF 0.75 ~ 1.5 VCTF 0.75 ~ 1.5 VCTF 0.75 ~ 1.5

냉매
종류 - R410A R410A R410A

충진량 kg 13.2 17.6 17.0 

본체 치수

제품 중량
kg

225×2 225 + 255 225 + 307

포장 중량 229×2 229 + 260 229 + 310

제품 치수 (W×H×D)
mm

(880×1,668×765)×2 880×1,668×765 + 1,200×1,668×765 880×1,668×765 + 1,200×1,668×765

포장 치수 (W×H×D) (948×1,710×832)×2 948×1,710×832 + 1,268×1,810×832 948×1,710×832 + 1,268×1,810×832

사용 온도 
범위

냉방
℃

-5 ~ 43 -5 ~ 43 -5 ~ 43

난방 - - -

조합
RVXVCT100H4
RVXVCT160H4

RVXVCT120H4
RVXVCT160H4

RVXVCT140H4
RVXVCT160H4

전원 사양 Φ, #, V, Hz 3, 4, 380, 60 3, 4, 380, 60 3, 4, 380, 60

구분 - COOLING ONLY COOLING ONLY COOLING ONLY

성능
성능(정격)

냉방

kW

75.4 81.2 87.0

난방 - - -

저온난방 - - -

전력

소비 전력(정격)
냉방

kW

19.91 21.1 24.0

난방 - - -

최대소비전력   33.40 (Max.) 34.70 (Max.) 38.10 (Max.)

운전 전류(정격)
냉방

A

35.9 37.8 42.5

난방 - - -

최대운전전류 58 (Max.) 60.5 (Max.) 66.3 (Max.)

차단기 (MCCB+ELB)/(ELCB) 75 75 75

효율
냉방 - 3.79 3.85 3.63

난방 - - - -

압축기

형식 - Digital Scroll×2 + Fixed Scroll×3 Digital Scroll×2 + Fixed Scroll×3 DVI Scroll×1 + FVI Scroll×1 + Digital Scroll×1 + Fixed Scroll×2

출력 kW × n (5.20 + 5.10) + (6.28 + 6.76×2) (6.99 + 6.76) + (6.28 + 6.76×2) (7.24 + 7.17) + (6.28 + 6.76×2)

모델 -
ZPD61KCE-TF7×1 + ZP61KCE-TF7×1 + 
ZPD72KCE-TF7×1 + ZP72KCE-TF7×2

ZPD83KCE-TF7×1 + ZP72KCE-TF7×1 + 
ZPD72KCE-TF7×1 + ZP72KCE-TF7×2

ZPJ83KCE-TF7×1 + ZPI83KCE-TF7×1 + 
ZPD72KCE-TF7×1 + ZP72KCE-TF7×2

오일
종류 - POE POE POE

초기 충전량 cc 9,727 9,698 9,905

송풍기

형식 - Propeller  /  BLDC Propeller  /  BLDC Propeller  /  BLDC

출력×n W (630×1)×2 (630×1)×2 (630×1)×2

풍량 m³/min 170 + 210 195 + 210 195 + 210

정압 최대 Pa 78 78 78

배관

액관

Φ, mm

19.05 19.05 19.05

가스관 31.75 31.75 31.75

고압가스관 - - -

균유관 6.35 6.35 6.35

배관설치 한계
장배관

m
200(220) 200(220) 200(220)

고낙차 50(40) 50(40) 50(40)

배선
전원선[K(IEC) 60245-4 IEC 66]

mm²
16.0 16.0 16.0 

통신선 VCTF 0.75 ~ 1.5 VCTF 0.75 ~ 1.5 VCTF 0.75 ~ 1.5

냉매
종류 - R410A R410A R410A

충진량 kg 17.6 22.0 22.0 

본체 치수

제품 중량
kg

225 + 307 255 + 307 257 + 307

포장 중량 229 + 310 260 + 310 260 + 310

제품 치수 (W×H×D)
mm

880×1,668×765 + 1,200×1,668×765 (1,200×1,668×765)×2 (1,200×1,668×765)×2

포장 치수 (W×H×D) 948×1,710×832 + 1,268×1,810×832 (1,268×1,810×832)×2 (1,268×1,810×832)×2

사용 온도 
범위

냉방
℃

-5 ~ 43 -5 ~ 43 -5 ~ 43

난방 - - -

용  량 kW 58.0 63.8 69.4

모  델 RVXVCT200H4S RVXVCT220H4S RVXVCT240H4S

용  량 kW 75.4 81.2 87.0

모  델 RVXVCT260H4S RVXVCT280H4S RVXVCT300H4S

75.4 kW 81.2 kW / 87.0 kW58.0 kW 63.8 kW / 69.4 kW

※ 주의사항

1. 정격 냉방 : 실내측 27 ℃ DB / 19 ℃ WB, 실외측 35 ℃ DB / 24 ℃ WB, 배관길이 7.5 m, 낙차 0 m 기준임

2. 정격 난방 : 실내측 20 ℃ DB / 15 ℃ WB, 실외측 7 ℃ DB / 6 ℃ WB, 배관길이 7.5 m, 낙차 0 m 기준임

3. 저온 난방 : 실내측 20 ℃ DB / 15 ℃ WB, 실외측 -15 ℃ DB / 6 ℃ WB, 배관길이 7.5 m, 낙차 0 m 기준임

4. 설치조건(배관길이)과 사용온도조건(실내외 온도)에 따라 능력, 소비전력 및 운전전류의 차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5.  설치위치 : 실외기는 원활한 통풍, 보수 및 점검을 위하여 서비스 공간이 충분히 확보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합니다. 설치 및 서비스  

공간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설치 매뉴얼을 참고하십시오.

6. 전원선은 KSC IEC 60245-4 IEC66 동등이상, HO7RN-F 이상의 전선을 사용해야 합니다.

7.  전원선 사양은 기중암거 포설/주위온도 30 ℃/단일 다심 케이블 조건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상기 조건과 상이한 경우, 

   전기 설비 전문가와 협의 후 재선정하십시오.

8.  실외기 전원의 배선공사는 메인 배전판에서 실외기까지 이고,메인 전원선은 50m 미만을 기준으로 합니다. 50 m 이상 설치 시, 삼성     

시스템에어컨 전문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9. 3상 전원은 4선식을 기본으로 합니다.

10.  차단기 : 실외기 주전원 전용의 차단기(ELCB)를 설치합니다.(현장의 1차측 전기용량(수전용량) 설계시 차단기는 해당 제품 모델별      

차단기 용량으로 설치합니다.)

11. 표기된 제품 사양은 제품 개선 및 기술적인 사유로 인해,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의사항

1. 정격 냉방 : 실내측 27 ℃ DB / 19 ℃ WB, 실외측 35 ℃ DB / 24 ℃ WB, 배관길이 7.5 m, 낙차 0 m 기준임

2. 정격 난방 : 실내측 20 ℃ DB / 15 ℃ WB, 실외측 7 ℃ DB / 6 ℃ WB, 배관길이 7.5 m, 낙차 0 m 기준임

3. 저온 난방 : 실내측 20 ℃ DB / 15 ℃ WB, 실외측 -15 ℃ DB / 6 ℃ WB, 배관길이 7.5 m, 낙차 0 m 기준임

4. 설치조건(배관길이)과 사용온도조건(실내외 온도)에 따라 능력, 소비전력 및 운전전류의 차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5.  설치위치 : 실외기는 원활한 통풍, 보수 및 점검을 위하여 서비스 공간이 충분히 확보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합니다. 설치 및 서비스  

공간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설치 매뉴얼을 참고하십시오.

6. 전원선은 KSC IEC 60245-4 IEC66 동등이상, HO7RN-F 이상의 전선을 사용해야 합니다.

7.  전원선 사양은 기중암거 포설/주위온도 30 ℃/단일 다심 케이블 조건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상기 조건과 상이한 경우, 

   전기 설비 전문가와 협의 후 재선정하십시오.

8.  실외기 전원의 배선공사는 메인 배전판에서 실외기까지 이고,메인 전원선은 50m 미만을 기준으로 합니다. 50 m 이상 설치 시, 삼성     

시스템에어컨 전문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9. 3상 전원은 4선식을 기본으로 합니다.

10.  차단기 : 실외기 주전원 전용의 차단기(ELCB)를 설치합니다.(현장의 1차측 전기용량(수전용량) 설계시 차단기는 해당 제품 모델별      

차단기 용량으로 설치합니다.)

11. 표기된 제품 사양은 제품 개선 및 기술적인 사유로 인해,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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ㅣ제품사양 / 상세도ㅣ

DVM PLUS Ⅲ (냉방전용)DVM PLUS Ⅲ (냉방전용)

조합 RVXVCT160H4×2
RVXVCT100H4 
RVXVCT120H4×2

RVXVCT120H4×3

전원 사양 Φ, #, V, Hz 3, 4, 380, 60 3, 4, 380, 60 3, 4, 380, 60

구분 - COOLING ONLY COOLING ONLY COOLING ONLY

성능
성능(정격)

냉방

kW

92.8 98.6 104.4

난방 - - -

저온난방 - - -

전력

소비 전력(정격)
냉방

kW

24.8 24.91 26.1

난방 - - -

최대소비전력   42.00 (Max.) 39.80 (Max.) 41.10 (Max.)

운전 전류(정격)
냉방

A

43 47 48.9

난방 - - -

최대운전전류 73 (Max.) 69.5 (Max.) 72 (Max.)

차단기 (MCCB+ELB)/(ELCB) 100 100 100

효율
냉방 - 3.74 3.96 4

난방 - - - -

압축기

형식 - Digital Scroll×2 + Fixed Scroll×4 Digital Scroll×3 + Fixed Scroll×3 Digital Scroll×3 + Fixed Scroll×3

출력 kW × n (6.28 + 6.76×2)×2 (5.20 + 5.10) + (6.99 + 6.76)×2 (6.99 + 6.76)×3

모델 - ZPD72KCE-TF7×2 + ZP72KCE-TF7×4
ZPD61KCE-TF7×1 + ZP61KCE-TF7×1 + 
ZPD83KCE-TF7×2 + ZP72KCE-TF7×2

ZPD83KCE-TF7×3 + ZP72KCE-TF7×3

오일
종류 - POE POE POE

초기 충전량 cc 11,886 11,294 11,265

송풍기

형식 - Propeller  /  BLDC Propeller  /  BLDC Propeller  /  BLDC

출력×n W (630×1)×2 (630×1)×3 (630×1)×3

풍량 m³/min 210×2 170 + 195×2 195×3

정압 최대 Pa 78 78 78

배관

액관

Φ, mm

19.05 19.05 19.05

가스관 31.75 31.75 38.1

고압가스관 - - -

균유관 6.35 6.35 6.35

배관설치 한계
장배관

m
200(220) 200(220) 200(220)

고낙차 50(40) 50(40) 50(40)

배선
전원선[K(IEC) 60245-4 IEC 66]

mm²
25.0 25.0 25.0

통신선 VCTF 0.75 ~ 1.5 VCTF 0.75 ~ 1.5 VCTF 0.75 ~ 1.5

냉매
종류 - R410A R410A R410A

충진량 kg 22.0 28.6 33.0 

본체 치수

제품 중량
kg

307×2 225 + 255×2 255×3

포장 중량 310×2 229 + 260×2 260×3

제품 치수 (W×H×D)
mm

(1,200×1,668×765)×2 880×1,668×765 + (1,200×1,668×765)×2 (1,200×1,668×765)×3

포장 치수 (W×H×D) (1,268×1,810×832)×2 948×1,710×832 + (1,268×1,810×832)×2 (1,268×1,810×832)×3

사용 온도 
범위

냉방
℃

-5 ~ 43 -5 ~ 43 -5 ~ 43

난방 - - -

조합
RVXVCT100H4
RVXVCT120H4
RVXVCT160H4

RVXVCT120H4×2
RVXVCT160H4

RVXVCT100H4
RVXVCT160H4×2

전원 사양 Φ, #, V, Hz 3, 4, 380, 60 3, 4, 380, 60 3, 4, 380, 60

구분 - COOLING ONLY COOLING ONLY COOLING ONLY

성능
성능(정격)

냉방

kW

110.2 116.0 121.8

난방 - - -

저온난방 - - -

전력

소비 전력(정격)
냉방

kW

28.61 29.8 32.31

난방 - - -

최대소비전력   47.10 (Max.) 48.40 (Max.) 54.40 (Max.)

운전 전류(정격)
냉방

A

52.2 54.1 57.4

난방 - - -

최대운전전류 82 (Max.) 84.5 (Max.) 94.5 (Max.)

차단기 (MCCB+ELB)/(ELCB) 100 100 125

효율
냉방 - 3.85 3.89 3.77

난방 - - - -

압축기

형식 - Digital Scroll×3 + Fixed Scroll×4 Digital Scroll×3 + Fixed Scroll×4 Digital Scroll×3 + Fixed Scroll×5

출력 kW × n (5.20 + 5.10) + (6.99 + 6.76) + (6.28 + 6.76×2) (6.99 + 6.76)×2 + (6.28 + 6.76×2) (5.20 + 5.10) + (6.28 + 6.76×2)×2

모델 -
ZPD61KCE-TF7×1 + ZP61KCE-TF7×1 + ZPD83KCE-TF7×1 + 
ZP72KCE-TF7×1 + ZPD72KCE-TF7×1 + ZP72KCE-TF7×2

ZPD83KCE-TF7×2 + ZP72KCE-TF7×2 + 
ZPD72KCE-TF7×1 + ZP72KCE-TF7×2

ZPD61KCE-TF7×1 + ZP61KCE-TF7×1 + 
ZPD72KCE-TF7×2 + ZP72KCE-TF7×4

오일
종류 - POE POE POE

초기 충전량 cc 13,482 13,453 15,670

송풍기

형식 - Propeller  /  BLDC Propeller  /  BLDC Propeller  /  BLDC

출력×n W (630×1)×3 (630×1)×3 (630×1)×3

풍량 m³/min 170 + 195 + 210 195×2 + 210 170 + 210×2

정압 최대 Pa 78 78 78

배관

액관

Φ, mm

19.05 19.05 19.05

가스관 38.1 38.1 38.1

고압가스관 - - -

균유관 6.35 6.35 6.35

배관설치 한계
장배관

m
200(220) 200(220) 200(220)

고낙차 50(40) 50(40) 50(40)

배선
전원선[K(IEC) 60245-4 IEC 66]

mm²
25.0 25.0 35.0

통신선 VCTF 0.75 ~ 1.5 VCTF 0.75 ~ 1.5 VCTF 0.75 ~ 1.5

냉매
종류 - R410A R410A R410A

충진량 kg 28.6 33.0 28.6 

본체 치수

제품 중량
kg

225 + 255 + 307 255×2 + 307 225 + 307×2

포장 중량 229 + 260 + 310 260×2 + 310 229 + 310×2

제품 치수 (W×H×D)
mm

880×1,668×765 + (1,200×1,668×765)×2 (1,200×1,668×765)×3 880×1,668×765 + (1,200×1,668×765)×2

포장 치수 (W×H×D) 948×1,710×832 + (1,268×1,810×832)×2 (1,268×1,810×832)×3 948×1,710×832 + (1,268×1,810×832)×2

사용 온도 
범위

냉방
℃

-5 ~ 43 -5 ~ 43 -5 ~ 43

난방 - - -

용  량 kW 92.8 98.6 104.4

모  델 RVXVCT320H4S RVXVCT340H4S RVXVCT360H4S

용  량 kW 110.2 116.0 121.8

모  델 RVXVCT380H4S RVXVCT400H4S RVXVCT420H4S

110.2 kW / 121.8 kW 116.0 kW92.8 kW 98.6 kW 104.4 kW

※ 주의사항

1. 정격 냉방 : 실내측 27 ℃ DB / 19 ℃ WB, 실외측 35 ℃ DB / 24 ℃ WB, 배관길이 7.5 m, 낙차 0 m 기준임

2. 정격 난방 : 실내측 20 ℃ DB / 15 ℃ WB, 실외측 7 ℃ DB / 6 ℃ WB, 배관길이 7.5 m, 낙차 0 m 기준임

3. 저온 난방 : 실내측 20 ℃ DB / 15 ℃ WB, 실외측 -15 ℃ DB / 6 ℃ WB, 배관길이 7.5 m, 낙차 0 m 기준임

4. 설치조건(배관길이)과 사용온도조건(실내외 온도)에 따라 능력, 소비전력 및 운전전류의 차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5.  설치위치 : 실외기는 원활한 통풍, 보수 및 점검을 위하여 서비스 공간이 충분히 확보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합니다. 설치 및 서비스  

공간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설치 매뉴얼을 참고하십시오.

6. 전원선은 KSC IEC 60245-4 IEC66 동등이상, HO7RN-F 이상의 전선을 사용해야 합니다.

7.  전원선 사양은 기중암거 포설/주위온도 30 ℃/단일 다심 케이블 조건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상기 조건과 상이한 경우, 

   전기 설비 전문가와 협의 후 재선정하십시오.

8.  실외기 전원의 배선공사는 메인 배전판에서 실외기까지 이고,메인 전원선은 50m 미만을 기준으로 합니다. 50 m 이상 설치 시, 삼성     

시스템에어컨 전문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9. 3상 전원은 4선식을 기본으로 합니다.

10.  차단기 : 실외기 주전원 전용의 차단기(ELCB)를 설치합니다.(현장의 1차측 전기용량(수전용량) 설계시 차단기는 해당 제품 모델별      

차단기 용량으로 설치합니다.)

11. 표기된 제품 사양은 제품 개선 및 기술적인 사유로 인해,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의사항

1. 정격 냉방 : 실내측 27 ℃ DB / 19 ℃ WB, 실외측 35 ℃ DB / 24 ℃ WB, 배관길이 7.5 m, 낙차 0 m 기준임

2. 정격 난방 : 실내측 20 ℃ DB / 15 ℃ WB, 실외측 7 ℃ DB / 6 ℃ WB, 배관길이 7.5 m, 낙차 0 m 기준임

3. 저온 난방 : 실내측 20 ℃ DB / 15 ℃ WB, 실외측 -15 ℃ DB / 6 ℃ WB, 배관길이 7.5 m, 낙차 0 m 기준임

4. 설치조건(배관길이)과 사용온도조건(실내외 온도)에 따라 능력, 소비전력 및 운전전류의 차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5.  설치위치 : 실외기는 원활한 통풍, 보수 및 점검을 위하여 서비스 공간이 충분히 확보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합니다. 설치 및 서비스  

공간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설치 매뉴얼을 참고하십시오.

6. 전원선은 KSC IEC 60245-4 IEC66 동등이상, HO7RN-F 이상의 전선을 사용해야 합니다.

7.  전원선 사양은 기중암거 포설/주위온도 30 ℃/단일 다심 케이블 조건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상기 조건과 상이한 경우, 

   전기 설비 전문가와 협의 후 재선정하십시오.

8.  실외기 전원의 배선공사는 메인 배전판에서 실외기까지 이고,메인 전원선은 50m 미만을 기준으로 합니다. 50 m 이상 설치 시, 삼성     

시스템에어컨 전문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9. 3상 전원은 4선식을 기본으로 합니다.

10.  차단기 : 실외기 주전원 전용의 차단기(ELCB)를 설치합니다.(현장의 1차측 전기용량(수전용량) 설계시 차단기는 해당 제품 모델별      

차단기 용량으로 설치합니다.)

11. 표기된 제품 사양은 제품 개선 및 기술적인 사유로 인해,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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ㅣ제품사양 / 상세도ㅣ

DVM PLUS Ⅲ (냉방전용)DVM PLUS Ⅲ (냉방전용)

조합
RVXVCT120H4
RVXVCT160H4×2

RVXVCT140H4
RVXVCT160H4×2

RVXVCT160H4×3

전원 사양 Φ, #, V, Hz 3, 4, 380, 60 3, 4, 380, 60 3, 4, 380, 60

구분 - COOLING ONLY COOLING ONLY COOLING ONLY

성능
성능(정격)

냉방

kW

127.6 133.4 139.2

난방 - - -

저온난방 - - -

전력

소비 전력(정격)
냉방

kW

33.5 36.4 37.2

난방 - - -

최대소비전력   55.70 (Max.) 59.10 (Max.) 63.00 (Max.)

운전 전류(정격)
냉방

A

59.3 64 64.5

난방 - - -

최대운전전류 97 (Max.) 102.8 (Max.) 109.5 (Max.)

차단기 (MCCB+ELB)/(ELCB) 125 125 125

효율
냉방 - 3.81 3.66 3.74

난방 - - - -

압축기

형식 - Digital Scroll×3 + Fixed Scroll×5 DVI Scroll×1 + FVI Scroll×1 + Digital Scroll×2 + Fixed Scroll×4 Digital Scroll×3 + Fixed Scroll×6

출력 kW × n (6.99 + 6.76) + (6.28 + 6.76×2)×2 (7.24 + 7.17) + (6.28 + 6.76×2)×2 (6.28 + 6.76×2)×3

모델 -
ZPD83KCE-TF7×1 + ZP72KCE-TF7×1 + 
ZPD72KCE-TF7×2 + ZP72KCE-TF7×4

ZPJ83KCE-TF7×1 + ZPI83KCE-TF7×1 + 
ZPD72KCE-TF7×2 + ZP72KCE-TF7×4

ZPD72KCE-TF7×3 + ZP72KCE-TF7×6

오일
종류 - POE POE POE

초기 충전량 cc 15,641 15,848 17,829

송풍기

형식 - Propeller  /  BLDC Propeller  /  BLDC Propeller  /  BLDC

출력×n W (630×1)×3 (630×1)×3 (630×1)×3

풍량 m³/min 195 + 210×2 195 + 210×2 210×3

정압 최대 Pa 78 78 78

배관

액관

Φ, mm

19.05 19.05 19.05

가스관 38.1 38.1 38.1

고압가스관 - - -

균유관 6.35 6.35 6.35

배관설치 한계
장배관

m
200(220) 200(220) 200(220)

고낙차 50(40) 50(40) 50(40)

배선
전원선[K(IEC) 60245-4 IEC 66]

mm²
35.0 35.0 35.0 

통신선 VCTF 0.75 ~ 1.5 VCTF 0.75 ~ 1.5 VCTF 0.75 ~ 1.5

냉매
종류 - R410A R410A R410A

충진량 kg 33.0 33.0 33.0 

본체 치수

제품 중량
kg

255 + 307×2 257.00 + 307×2 307×3

포장 중량 260 + 310×2 260.00 + 310×2 310×3

제품 치수 (W×H×D)
mm

(1,200×1,668×765)×3 (1,200×1,668×765)×3 (1,200×1,668×765)×3

포장 치수 (W×H×D) (1,268×1,810×832)×3 (1,268×1,810×832)×3 (1,268×1,810×832)×3

사용 온도 
범위

냉방
℃

-5 ~ 43 -5 ~ 43 -5 ~ 43

난방 - - -

조합
RVXVCT100H4
RVXVCT120H4×2
RVXVCT160H4

RVXVCT120H4×3
RVXVCT160H4

RVXVCT120H4×2
RVXVCT140H4
RVXVCT160H4

전원 사양 Φ, #, V, Hz 3, 4, 380 ,60 3, 4, 380, 60 3, 4, 380, 60

구분 - COOLING ONLY COOLING ONLY COOLING ONLY

성능
성능(정격)

냉방

kW

145.0 150.8 156.6

난방 - - -

저온난방 - - -

전력

소비 전력(정격)
냉방

kW

37.31 38.5 41.4

난방 - - -

최대소비전력   60.80 (Max.) 62.10 (Max.) 65.50 (Max.)

운전 전류(정격)
냉방

A

68.5 70.4 75.1

난방 - - -

최대운전전류 106 (Max.) 108.5 (Max.) 114.3 (Max.)

차단기 (MCCB+ELB)/(ELCB) 125 125 150

효율
냉방 - 3.89 3.92 3.78

난방 - - - -

압축기

형식 - Digital Scroll×4 + Fixed Scroll×5 Digital Scroll×4 + Fixed Scroll×5 Digital Scroll×3 + Fixed Scroll×4 + DVI Scroll×1 + FVI Scroll×1

출력 kW × n (5.20 + 5.10) + (6.99 + 6.76)×2 + (6.28 + 6.76×2) (6.99 + 6.76)×3 + (6.28 + 6.76×2) (6.99 + 6.76)×2 + (7.24 + 7.17) + (6.28 + 6.76×2)

모델 -
ZPD61KCE-TF7×1 + ZP61KCE-TF7×1 + ZPD83KCE-TF7×2 + 
ZP72KCE-TF7×2 + ZPD72KCE-TF7×1 + ZP72KCE-TF7×2

ZPD83KCE-TF7×3 + ZP72KCE-TF7×3 + 
ZPD72KCE-TF7×1 + ZP72KCE-TF7×2

ZPD83KCE-TF7×2 + ZP72KCE-TF7×2 + ZPJ83KCE-TF7×1 + 
ZPI83KCE-TF7×1 + ZPD72KCE-TF7×1 + ZP72KCE-TF7×2

오일
종류 - POE POE POE

초기 충전량 cc 17,237 17,208 17,415

송풍기

형식 - Propeller  /  BLDC Propeller  /  BLDC Propeller  /  BLDC

출력×n W (630×1)×4 (630×1)×4 (630×1)×4

풍량 m³/min 170 + 195×2 + 210 195×3 + 210 195×3 + 210

정압 최대 Pa 78 78 78

배관

액관

Φ, mm

22.23 22.23 22.23

가스관 44.45 44.45 44.45

고압가스관 - - -

균유관 6.35 6.35 6.35

배관설치 한계
장배관

m
200(220) 200(220) 200(220)

고낙차 50(40) 50(40) 50(40)

배선
전원선[K(IEC) 60245-4 IEC 66]

mm²
35.0 35.0 50.0

통신선 VCTF 0.75 ~ 1.5 VCTF 0.75 ~ 1.5 VCTF 0.75 ~ 1.5

냉매
종류 - R410A R410A R410A

충진량 kg 39.6 44.0 44.0 

본체 치수

제품 중량
kg

225 + 255×2 + 307 255×3 + 307 255×2 + 257 + 307

포장 중량 229 + 260×2 + 310 260×3 + 310 260×3 + 310

제품 치수 (W×H×D)
mm

880×1,668×765 + (1,200×1,668×765)×3 (1,200×1,668×765)×4 (1,200×1,668×765)×4

포장 치수 (W×H×D) 948×1,710×832 + (1,268×1,810×832)×3 (1,268×1,810×832)×4 (1,268×1,810×832)×4

사용 온도 
범위

냉방
℃

-5 ~ 43 -5 ~ 43 -5 ~ 43

난방 - - -

용  량 kW 127.6 133.4 139.2

모  델 RVXVCT440H4S RVXVCT460H4S RVXVCT480H4S

용  량 kW 145.0 150.8 156.6

모  델 RVXVCT500H4S RVXVCT520H4S RVXVCT540H4S

150.8 kW / 156.6 kW145.0 kW

※ 주의사항

1. 정격 냉방 : 실내측 27 ℃ DB / 19 ℃ WB, 실외측 35 ℃ DB / 24 ℃ WB, 배관길이 7.5 m, 낙차 0 m 기준임

2. 정격 난방 : 실내측 20 ℃ DB / 15 ℃ WB, 실외측 7 ℃ DB / 6 ℃ WB, 배관길이 7.5 m, 낙차 0 m 기준임

3. 저온 난방 : 실내측 20 ℃ DB / 15 ℃ WB, 실외측 -15 ℃ DB / 6 ℃ WB, 배관길이 7.5 m, 낙차 0 m 기준임

4. 설치조건(배관길이)과 사용온도조건(실내외 온도)에 따라 능력, 소비전력 및 운전전류의 차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5.  설치위치 : 실외기는 원활한 통풍, 보수 및 점검을 위하여 서비스 공간이 충분히 확보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합니다. 설치 및 서비스  

공간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설치 매뉴얼을 참고하십시오.

6. 전원선은 KSC IEC 60245-4 IEC66 동등이상, HO7RN-F 이상의 전선을 사용해야 합니다.

7.  전원선 사양은 기중암거 포설/주위온도 30 ℃/단일 다심 케이블 조건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상기 조건과 상이한 경우, 

   전기 설비 전문가와 협의 후 재선정하십시오.

8.  실외기 전원의 배선공사는 메인 배전판에서 실외기까지 이고,메인 전원선은 50m 미만을 기준으로 합니다. 50 m 이상 설치 시, 삼성     

시스템에어컨 전문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9. 3상 전원은 4선식을 기본으로 합니다.

10.  차단기 : 실외기 주전원 전용의 차단기(ELCB)를 설치합니다.(현장의 1차측 전기용량(수전용량) 설계시 차단기는 해당 제품 모델별      

차단기 용량으로 설치합니다.)

11. 표기된 제품 사양은 제품 개선 및 기술적인 사유로 인해,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127.6 kW / 133.4 kW / 139.2 kW 

※ 주의사항

1. 정격 냉방 : 실내측 27 ℃ DB / 19 ℃ WB, 실외측 35 ℃ DB / 24 ℃ WB, 배관길이 7.5 m, 낙차 0 m 기준임

2. 정격 난방 : 실내측 20 ℃ DB / 15 ℃ WB, 실외측 7 ℃ DB / 6 ℃ WB, 배관길이 7.5 m, 낙차 0 m 기준임

3. 저온 난방 : 실내측 20 ℃ DB / 15 ℃ WB, 실외측 -15 ℃ DB / 6 ℃ WB, 배관길이 7.5 m, 낙차 0 m 기준임

4. 설치조건(배관길이)과 사용온도조건(실내외 온도)에 따라 능력, 소비전력 및 운전전류의 차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5.  설치위치 : 실외기는 원활한 통풍, 보수 및 점검을 위하여 서비스 공간이 충분히 확보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합니다. 설치 및 서비스  

공간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설치 매뉴얼을 참고하십시오.

6. 전원선은 KSC IEC 60245-4 IEC66 동등이상, HO7RN-F 이상의 전선을 사용해야 합니다.

7.  전원선 사양은 기중암거 포설/주위온도 30 ℃/단일 다심 케이블 조건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상기 조건과 상이한 경우, 

   전기 설비 전문가와 협의 후 재선정하십시오.

8.  실외기 전원의 배선공사는 메인 배전판에서 실외기까지 이고,메인 전원선은 50m 미만을 기준으로 합니다. 50 m 이상 설치 시, 삼성     

시스템에어컨 전문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9. 3상 전원은 4선식을 기본으로 합니다.

10.  차단기 : 실외기 주전원 전용의 차단기(ELCB)를 설치합니다.(현장의 1차측 전기용량(수전용량) 설계시 차단기는 해당 제품 모델별      

차단기 용량으로 설치합니다.)

11. 표기된 제품 사양은 제품 개선 및 기술적인 사유로 인해,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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ㅣ제품사양 / 상세도ㅣ

DVM PLUS Ⅲ (냉방전용)

168.2 kW 162.4 kW / 174.0 kW

DVM PLUS Ⅲ (냉방전용)

179.8 kW / 185.6 kW

조합
RVXVCT140H4
RVXVCT160H4×3

RVXVCT160H4×4

전원 사양 Φ, #, V, Hz 3, 4, 380, 60 3, 4, 380, 60

구분 - COOLING ONLY COOLING ONLY

성능
성능(정격)

냉방

kW

179.8 185.6

난방 - -

저온난방 - -

전력

소비 전력(정격)
냉방

kW

48.8 49.6

난방 - -

최대소비전력   80.10 (Max.) 84.00 (Max.)

운전 전류(정격)
냉방

A

85.5 86

난방 - -

최대운전전류 139.3 (Max.) 146 (Max.)

차단기 (MCCB+ELB)/(ELCB) 175 175

효율
냉방 - 3.68 3.74

난방 - - -

압축기

형식 - DVI Scroll×1 + FVI Scroll×1 + Digital Scroll×3 + Fixed Scroll×6 Digital Scroll×4 + Fixed Scroll×8

출력 kW × n (7.24 + 7.17) + (6.28 + 6.76×2)×3 (6.28 + 6.76×2)×4

모델 -
ZPJ83KCE-TF7×1 + ZPI83KCE-TF7×1 + ZPD72KCE-TF7×3 + 
ZP72KCE-TF7×6

ZPD72KCE-TF7×4 + ZP72KCE-TF7×8

오일
종류 - POE POE

초기 충전량 cc 21,791 23,772

송풍기

형식 - Propeller  /  BLDC Propeller  /  BLDC

출력×n W (630×1)×4 (630×1)×4

풍량 m³/min 195 + 210×3 210×4

정압 최대 Pa 78 78   

배관

액관

Φ, mm

22.23 22.23

가스관 44.45 44.45

고압가스관 - -

균유관 6.35 6.35

배관설치 한계
장배관

m
200(220) 200(220)

고낙차 50(40) 50(40)

배선
전원선[K(IEC) 60245-4 IEC 66]

mm²
70.0 70.0 

통신선 VCTF 0.75 ~ 1.5 VCTF 0.75 ~ 1.5

냉매
종류 - R410A R410A

충진량 kg 44.0 44.0 

본체 치수

제품 중량
kg

257 + 307×3 307×4

포장 중량 260 + 310×3 310×4

제품 치수 (W×H×D)
mm

(1,200×1,668×765)×4 (1,200×1,668×765)×4

포장 치수 (W×H×D) (1,268×1,810×832)×4 (1,268×1,810×832)×4

사용 온도 
범위

냉방
℃

-5 ~ 43 -5 ~ 43

난방 - -

용  량 공칭HP 179.8 185.6

모  델 RVXVCT620H4S RVXVCT640H4S

조합
RVXVCT120H4×2
RVXVCT160H4×2

RVXVCT100H4
RVXVCT160H4×3

RVXVCT120H4
RVXVCT160H4×3

전원 사양 Φ, #, V, Hz 3, 4, 380, 60 3, 4, 380, 60 3, 4, 380, 60

구분 - COOLING ONLY COOLING ONLY COOLING ONLY

성능
성능(정격)

냉방

kW

162.4 168.2 174.0

난방 - - -

저온난방 - - -

전력

소비 전력(정격)
냉방

kW

42.2 44.71 45.9

난방 - - -

최대소비전력   69.40 (Max.) 75.40 (Max.) 76.70 (Max.)

운전 전류(정격)
냉방

A

75.6 78.9 80.8

난방 - - -

최대운전전류 121 (Max.) 131 (Max.) 133.5 (Max.)

차단기 (MCCB+ELB)/(ELCB) 150 150 150

효율
냉방 - 3.85 3.76 3.79

난방 - - - -

압축기

형식 - Digital Scroll×4 + Fixed Scroll×6 Digital Scroll×4 + Fixed Scroll×7 Digital Scroll×4 + Fixed Scroll×7

출력 kW × n (6.99 + 6.76)×2 + (6.28 + 6.76×2)×2 (5.20 + 5.10) + (6.28 + 6.76×2)×3 (6.99 + 6.76) + (6.28 + 6.76×2)×3

모델 -
ZPD83KCE-TF7×2 + ZP72KCE-TF7×2 + 
ZPD72KCE-TF7×2 + ZP72KCE-TF7×4

ZPD61KCE-TF7×1 + ZP61KCE-TF7×1 + 
ZPD72KCE-TF7×3 + ZP72KCE-TF7×6

ZPD83KCE-TF7×1 + ZP72KCE-TF7×1 + 
ZPD72KCE-TF7×3 + ZP72KCE-TF7×6

오일
종류 - POE POE POE

초기 충전량 cc 19,396 21,613 21,584

송풍기

형식 - Propeller  /  BLDC Propeller  /  BLDC Propeller  /  BLDC

출력×n W (630×1)×4 (630×1)×4 (630×1)×4

풍량 m³/min 195×2 + 210×2 170 + 210×3 195 + 210×3

정압 최대 Pa 78 78 78

배관

액관

Φ, mm

22.23 22.23 22.23

가스관 44.45 44.45 44.45

고압가스관 - - -

균유관 6.35 6.35 6.35

배관설치 한계
장배관

m
200(220) 200(220) 200(220)

고낙차 50(40) 50(40) 50(40)

배선
전원선[K(IEC) 60245-4 IEC 66]

mm²
50.0 50.0 50.0 

통신선 VCTF 0.75 ~ 1.5 VCTF 0.75 ~ 1.5 VCTF 0.75 ~ 1.5

냉매
종류 - R410A R410A R410A

충진량 kg 44.0 39.6 44.0 

본체 치수

제품 중량
kg

255×2 + 307×2 225 + 307×3 255 + 307×3

포장 중량 260×2 + 310×2 229 + 310×3 260 + 310×3

제품 치수 (W×H×D)
mm

(1,200×1,668×765)×4 880×1,668×765 + (1,200×1,668×765)×3 (1,200×1,668×765)×4

포장 치수 (W×H×D) (1,268×1,810×832)×4 948×1,710×832 + (1,268×1,810×832)×3 (1,268×1,810×832)×4

사용 온도 
범위

냉방
℃

-5 ~ 43 -5 ~ 43 -5 ~ 43

난방 - - -

용  량 kW 162.4 168.2 174.0

모  델 RVXVCT560H4S RVXVCT580H4S RVXVCT600H4S

※ 주의사항

1. 정격 냉방 : 실내측 27 ℃ DB / 19 ℃ WB, 실외측 35 ℃ DB / 24 ℃ WB, 배관길이 7.5 m, 낙차 0 m 기준임

2. 정격 난방 : 실내측 20 ℃ DB / 15 ℃ WB, 실외측 7 ℃ DB / 6 ℃ WB, 배관길이 7.5 m, 낙차 0 m 기준임

3. 저온 난방 : 실내측 20 ℃ DB / 15 ℃ WB, 실외측 -15 ℃ DB / 6 ℃ WB, 배관길이 7.5 m, 낙차 0 m 기준임

4. 설치조건(배관길이)과 사용온도조건(실내외 온도)에 따라 능력, 소비전력 및 운전전류의 차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5.  설치위치 : 실외기는 원활한 통풍, 보수 및 점검을 위하여 서비스 공간이 충분히 확보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합니다. 설치 및 서비스  

공간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설치 매뉴얼을 참고하십시오.

6. 전원선은 KSC IEC 60245-4 IEC66 동등이상, HO7RN-F 이상의 전선을 사용해야 합니다.

7.  전원선 사양은 기중암거 포설/주위온도 30 ℃/단일 다심 케이블 조건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상기 조건과 상이한 경우, 

   전기 설비 전문가와 협의 후 재선정하십시오.

8.  실외기 전원의 배선공사는 메인 배전판에서 실외기까지 이고,메인 전원선은 50m 미만을 기준으로 합니다. 50 m 이상 설치 시, 삼성     

시스템에어컨 전문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9. 3상 전원은 4선식을 기본으로 합니다.

10.  차단기 : 실외기 주전원 전용의 차단기(ELCB)를 설치합니다.(현장의 1차측 전기용량(수전용량) 설계시 차단기는 해당 제품 모델별      

차단기 용량으로 설치합니다.)

11. 표기된 제품 사양은 제품 개선 및 기술적인 사유로 인해,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의사항

1. 정격 냉방 : 실내측 27 ℃ DB / 19 ℃ WB, 실외측 35 ℃ DB / 24 ℃ WB, 배관길이 7.5 m, 낙차 0 m 기준임

2. 정격 난방 : 실내측 20 ℃ DB / 15 ℃ WB, 실외측 7 ℃ DB / 6 ℃ WB, 배관길이 7.5 m, 낙차 0 m 기준임

3. 저온 난방 : 실내측 20 ℃ DB / 15 ℃ WB, 실외측 -15 ℃ DB / 6 ℃ WB, 배관길이 7.5 m, 낙차 0 m 기준임

4. 설치조건(배관길이)과 사용온도조건(실내외 온도)에 따라 능력, 소비전력 및 운전전류의 차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5.  설치위치 : 실외기는 원활한 통풍, 보수 및 점검을 위하여 서비스 공간이 충분히 확보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합니다. 설치 및 서비스  

공간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설치 매뉴얼을 참고하십시오.

6. 전원선은 KSC IEC 60245-4 IEC66 동등이상, HO7RN-F 이상의 전선을 사용해야 합니다.

7.  전원선 사양은 기중암거 포설/주위온도 30 ℃/단일 다심 케이블 조건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상기 조건과 상이한 경우, 

   전기 설비 전문가와 협의 후 재선정하십시오.

8.  실외기 전원의 배선공사는 메인 배전판에서 실외기까지 이고,메인 전원선은 50m 미만을 기준으로 합니다. 50 m 이상 설치 시, 삼성     

시스템에어컨 전문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9. 3상 전원은 4선식을 기본으로 합니다.

10.  차단기 : 실외기 주전원 전용의 차단기(ELCB)를 설치합니다.(현장의 1차측 전기용량(수전용량) 설계시 차단기는 해당 제품 모델별      

차단기 용량으로 설치합니다.)

11. 표기된 제품 사양은 제품 개선 및 기술적인 사유로 인해,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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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위 : mm    냉방전용 I 23.0~29.0 kW  ※단위 : mm    냉방전용 I 34.8~40.6 kW    

ㅣ제품사양 / 상세도ㅣ

DVM PLUS Ⅲ (냉방전용)DVM PLUS Ⅲ (냉방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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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적하고 아름다운 실내를 위한 솔루션

감각과 효율성을 높인 쾌적한 바람을 만나세요!

공간의 특성에 따른 바람의 변화를 느껴보세요.

성능은 물론 설치까지 공간의 특성에 맞도록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고감각 청정 실내기, 삼성 시스템에어컨입니다.

세균 없는 맑은 바람

Clean & Health
- 실내기 내부 세균 번식 방지

- 세계에서 인정한 제균기술 SPi

- 유지관리가 간편한 필터

인테리어를 위한 디자인

Art & Compact
- 포인트가 되는 모던 스타일 컬러

- 인테리어와 하나되는 디자인

- 공간 컨셉에 맞는 다양한 라인업

높은 비용절감

업소용 시스템에어컨
- 경제적인 인버터 시스템

- 외기 냉방을 통한 에너지 세이빙

- 전기료를 제어하는 제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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ㅣ인테리어 4Way 카세트형 특장점ㅣ

Good Design 인증을 받은 와플 판넬은 

여러 방향과 각도에 따라 다양한 

디자인 이미지를 생성하는 벨기에 와플의 

사각셀 모습을 형상화하였습니다.

국내 최초로 3D입체 패턴을 

적용하여 모던함과 자연스러운 

이미지를 부각하였으며, 

천장에 밀착되는 초슬림 

두께와 부드러운 전면의 

형상으로 세련된 

아름다움을 구현 

하였습니다.

둥근 모서리와 Green light 디스플레이

디자인은 깔끔하고 산뜻한 분위기를 

연출합니다.

블레이드와 판넬 사이에 

틈이 있는 타사 제품과 달리, 

블레이드가 완전히 밀폐되어 

먼지, 이물질 유입을 막는 

오염방지까지 생각한 디자인

입니다. 전원이 꺼진 상태에

는 내부가 보이지 않아 

시각적으로도 깔끔합니다.

더욱 새로워진 Design

공간 디자인을 극대화한 컬러 라인업

천장 오염방지 기류 설계

코안다 효과(Coanda-Effect)에 의해 발생되는 상향 천장 기류 방지를 위해 유동박리점의 위치 제어 및 토출구 전면 형상 조정 등의 신기술을 적용하였습니다. 

실내기 바람 토출 시 발생하는 먼지가 천장에 쌓이지 않도록 하여 더욱 깨끗한 실내환경을 유지합니다.

다양한 컬러 채용으로 공간 분위기에 맞는 인테리어 연출이 가능합니다.

새로워진 인테리어 4Way 카세트는 Waffle과 Classic 두 가지 타입의 세련된 판넬을 제공합니다. 

인테리어나 기호에 맞게 판넬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세련된 판넬 디자인

Waffle Pattern Classic Pattern

타사

깔끔한 디스플레이 Clean 디자인

퓨어 화이트(PC4NUSK1) 마일드 블랙(PC4NBSK1) 메트로 실버(PC4NSSK1)

※ 코안다 효과(Coanda-Effect)란?
    
유체가 에너지 소비가 가장 적은 방향으로 이동하려는 (흐르는 
액체에 물체가 가까이 오면, 액체는 그 물체를 타고 흐르게 
된다) 운동원리

※ 당사 시험측정 기준타사

천장 천장

코안다 효과

와플 그릴 디자인 모티브

패션으로 완성되는

차별화된 예술적 패턴의 그릴과 판넬을 통해 인테리어 감각을 높인 천장형 4Way 실내기입니다.

감각적 인테리어 판넬

프리미엄 와플 디자인

맞춤바람

4방향 블레이드 개별운전

고천장 모드

높은 천장에서도 기류가 바닥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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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사

타사와이드 블레이드

66.5 mm

기존

46 mm

32°~65°

NEW 블레이드

360o 커버

리모컨 미설정 시

2.7 m

리모컨 설정 시

3.5 m

AR-DH00

※ 5.2~10.0 kW 모델 기준

풍속 제어 기능

용량(kW)

인테리어4Way
(고천장 모드)

기존

옵션
미선택시

옵션 선택시
고천장Kit
적용시

옵션
미선택시

옵션 선택시

5.2

2.7 m 3.5 m
-

2.7 m 3.5 m

6.0

7.2

8.3

10.0

11.0 3. 6 m 3.9 m

13.0
4.3 m 4.6 m 5.8 m

14.5

높은 천장에서도 기류가 바닥까지 도달하는 풍속 제어 기능 (고천장 모드)

기본으로 제공하는 고천장 모드의 (옵션 미선택 시) 천장 높이 대응값이 기존 

제품대비 큰 폭으로 향상되었으며 간단한 리모컨 설정, 고천장 Kit 삽입만으로

추가 상향 조절할 수 있습니다. 

와이드 블레이드 기류 제어

기존 대비 44 % 더 넓어진 와이드 블레이드가 구석구석 넓은 공간까지 

쾌적한 바람을 신속하게 제공합니다. 

바람 방향 각도 개별 제어

간단한 조정방식

높은 천장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실내기 천장 박스 내 PCB 상의 DIP Switch를 조정해야 했던 

기존 방식과는 달리, 제품 용량에 상관없이 리모컨으로 한번만 설정하면 자동으로 최적의 

풍속으로 변경하여 작동합니다.

옆에서 본 필터 단면필터 비교

먼지 흡착으로
오염된 열교환기

깨끗한
열교환기

필터 집진효율 비교

염화망필터극세사필터

50 % 

100

50

0

80 % 30 %
효율향상

자동 승강그릴 전용 리모콘

대상 제거율 기관

Influenza virus type A
(독감 바이러스)

99 % 이상
Kitasato Environmental Science Center

(Japan, 2004.07)

Corona Virus(SARS)
(코로나 바이러스)

99 % 이상 Kitasato Medical Center (Japan, 2009.10)

Avian Flu (H5N1 Virus)
(조류독감)

99 % 이상 Retroscreen (U.K, 2009.05)

Allergen
(Dust Mite / Cat / Dog Allergen)
(진드기 / 고양이 / 개 알레르기)

효과있음 BAF (U.K.) Seal

효과있음 RTI Test (U.S.)

Oxygen
(O2-)

Active
Hydrogen (H)

※ S-Plasma ion kit 명 : ASD-CAN1̀

미세한 오염원도 걸러주는 극세사 필터

머리카락 굵기의 촘촘한 극세사 필터로 미세먼지까지 사전에 완벽하게 차단하여 일반 필터 대비 먼지 포집 능력이 30 %이상 우수하며, 오염원으로 인한 

제품 성능 저하 현상을 방지하여 고장 없이 오래도록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승강그릴로 편리한 청소

사다리를 놓고 떼어내야 했던 필터와 그릴부분을 4 m까지 내려오는 자동승강그릴로 편리하게 청소하세요.

세계에서 인정 받은 S-Plasma ion 제균기술

S-Plasma ion을 통해 생성된“활성수소”와“산소이온”이 공기 중의 유해물질 및 활성산소를 제거하여 더욱 깨끗하고 청정한 공기를 제공합니다. 

뛰어난 필터의 포집력

인테리어 4Way 카세트형의 극세사 필터는 포집력이 우수한 고급 필터로, 먼지를 포집하는 동시에 바람이 잘 통하는 밀집 구조를 지니고 있습니다. 타사는 일자형 구조의 저가 필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본체에서의 4점 지지로 안정성 구현 청소 시기를 알려 주는 필터 청소 알림기능

2점 지지인 타사에 비해 안정성이 뛰어나며, 그릴 분리가 간편해 필터청소와 관리가 편리합니다. 필터의 오염 상태를 체크하고 청소시기를 알려주므로 언제나 깨끗한 관리가 가능합니다.

리모컨으로 원하는 위치만큼 편리하게 하강

승강그릴 전용리모컨으로 원하는 위치 설정이 가능하며, 최대 4 m까지 하강시켜 필터관리가 

쉬워집니다. 또한 스마트 바닥 감지 센서로 더욱 안전한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공기 중에 부유하는 유해물질

(바이러스, 세균, 곰팡이, 알레르겐 등) 제거

세계 유일의 특허로 인증 받은 기술력

활성산소(OH-radical) 중화

독감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99 % 이상 제거

황색 포도상구균 99 % 이상 제거

병원 감염균 MRSA 99 % 이상 제거

코로나 바이러스 99 % 이상 제거

S-Plasma ion은 세계에서 오직 삼성만이 보유한 특허기술로 세계 유수 기관에서

실험을 통해 그 효과를 인정 받았습니다. 

360  입체 바람
。 

4개의 블레이드는 32°~65°까지 각각 원하는 각도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바람 방향 각도 개별 제어로 공간의 특성과 용도에 따라 맞춤 바람을 설계하세요.

블레이드 구조 개선으로 바람이 잘 닿지 않던 패널 모서리 부분의 사각지대

까지 바람이 고르게 분사되어 360°를 아우르는 입체 바람을 선사합니다.

ㅣ인테리어 4way 카세트형 특장점ㅣ

※ 별도로 판매하는 고천장 Kit를 장착할 경우 13.0 kW 이상의 제품은 최대 5.8 m까지의 천장 높이에 대응이 가능합니다.

당사

당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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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5 mm

735 mm

타사

671 mm

787 mm

타사

5.8 m
3.6 m

청소 시 균일한  극세사 필터로 

먼지가 흡착되지 않아 먼지 잔존율 최소화

<신규 극세사 필터>

[ 균일한 필터 ] 

기존

청소 시 필터망이 균일하지 않아

누적된 먼지가 흡착되어 제거되지 않음

<기존 염화망 필터>

[ 불균일한 필터 ] 

타사

                           

17 kg

무게
0 kg 

17 kg

9 kg

➜

※11.0 kW 기준

26 kg

17 kg

35 %

타사제품중량 비교

설치성을 높인 초경량 실내기

새로워진 인테리어 4Way 카세트는 

17 kg으로 업계 초경량급 제품 중량을 

자랑합니다. 타사 대비 35 % 가벼워 제품 

설치 시 무리가 없으며 더욱 편리합니다.

4방향 자유로운 설치 간편한 유지관리

당사만의 획기적인 정방형 실내기 거치 구조를 통하여 건축 시공 중 발생하는 

다양한 설치환경 변경에 쉽게 대응이 가능합니다.

손쉬운 필터 청소 고천장 Kit

먼지가 흡착되지 않는 극세사 필터 채용으로 필터를 간단히 터는 동작만으로도 

번거로운 필터 청소를 쉽게 해결하여 먼지 없는 깨끗한 바람을 제공합니다. 

5.8 m 고천장 Kit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쾌적한 기류를 제공하여 교회, 대강당, 

대형 쇼핑몰 등의 고천장, 대공간에서도 강력한 냉난방을 제공합니다.

 ※고천장 Kit는 13.0 kW이상 적용 가능합니다. (모델명 : PC4NUHK1)

Fresh Air 흡입구 (Option) Sub Duct (Option)

외기 도입 덕트(옵션) 설치로 카세트 

본체에 신선한 공기가 공급되어 실내에 

깨끗한 바람이 유입됩니다.

Sub Duct는 바로  옆 소형 공간에 동일한 

공기를 공급할 수 있어 에어컨이 한대 

더 설치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손쉬운 블레이드 청소

블레이드 분리가 불가능했던 기존 제품에 비해 분리버튼으로 블레이드를 손쉽게 분리할 수 

있어 청소와 관리가 편리합니다.

※ 고장 원인에 따라 LED램프 점등이 다릅니다.

필터    예약    제상   운전

B  

A A

B  

Check 밸브

응축수의 역류를 방지합니다.

항상 최소량의 응축수 수준을 

유지합니다.

천장매립
제품높이(mm)

제품높이(mm)

용량(kW) 기존

5.2

204 mm

218 mm
6.0

7.2

 288 mm

8.3

10.0

11.0 246 mm

13.0 288 mm

14.5 -

실내 온도 편차를 최소화

코너 분리형 판넬 실내기 자가진단 기능

4방향 코너가 분리되는 판넬 구조로 수평 맞춤이 필요한 경우 해당 부분의 판넬 

코너만 간단히 분리하여 작업할 수 있어 설치와 서비스가 더욱 편리합니다. 

실내기 고장 시 자가진단 기능이 작동되어 고장원인을 디스플레이 창에 표시 

해주기 때문에 고장 수리 시 진단 시간을 단축시키고 보다 신속한 서비스가 

가능합니다.

설치 제약이 없는 인테리어 4Way

저천장 설치환경을 고려하여 제품 높이를 최소하여 설치 유연성을 높였습니다.

완벽한 누수 방지 Check 밸브

배수 펌프에 부착된 Check 밸브는 드레인 팬 내부로 응축수의 역류를 방지해 

최적의 배수상태를 유지합니다. 배수관 내 물 고임 또는 역류로 인해 실내로 물이 

유입되는 것을 막아 깨끗하고 깔끔한 환경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실내 상하층간의 평균 온도 설정 기능

실내기류 영향에 의해 발생하는 상하층간 실내온도를 

실내온도 감지센서가 체크하여 편차를 최소화해 최적의 

실내온도를 유지해 줍니다. 실내기 또는 유선리모컨을 

통해 실내온도 감지조건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 온도 설정(A) : 유선리모컨 온도

▶ 온도 설정(B) : 실내기 온도

▶ 온도 설정(A, B평균) : 유선리모컨, 실내기 온도 평균

ㅣ인테리어 4way 카세트형 특장점ㅣ

당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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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사양 Φ, #, V, Hz 1, 2, 220, 60 1, 2, 220, 60 1, 2, 220, 60

구분 - HP / HR HP / HR HP / HR

성 능 성 능(정격)
냉방

kW
8.3 10.0 11.0

난방 9.3 11.0 12.8

전 력

소비전력(정격)
냉방

W
50 69 78

난방 50 69 78

소비전력(정격)
냉방

A
0.25 0.33 0.36

난방 0.25 0.33 0.36

송풍기

모터
형식 - Turbo Fan Turbo Fan Turbo Fan

출력 × 수량 W × n 65 × 1 65 × 1 65 × 1

풍량 강 / 약 / 미 m³/min 19.50 / 17.00 / 16.00 22.00 / 19.50 / 17.00 24.00 / 22.00 / 20.00

표준 기외 정압 최소 / 정격 / 최대 Pa - - -

배관

액관

Φ,mm

9.52 9.52 9.52

가스관 15.88 15.88 15.88

배수관 VP25 (OD 32,ID 25) VP25 (OD 32,ID 25) VP25 (OD 32,ID 25)

배선
전원선

mm2
2.5 2.5 2.5

통신선 VCTF 0.75~1.5 VCTF 0.75~1.5 VCTF 0.75~1.5

냉매
종류 - R410A R410A R410A

제어 방식 - EEV INCLUDED EEV INCLUDED EEV INCLUDED

본체치수

제품 중량
kg

15.5 15.5 17

포장 중량 17.5 19.5 22

제품 치수 (W×H×D)
mm

840 × 204 × 840 840 × 204 × 840 840 × 246 × 840

포장 치수 (W×H×D) 898 × 275 × 898 898 × 275 × 898 898 × 316 × 898

판넬 치수

판넬 모델 - PC4NUSK1 PC4NUSK1 PC4NUSK1

판넬 제품 중량
kg

5.9 5.9 5.9

판넬 포장 중량 8.9 8.9 8.9

판넬 제품 치수(W×H×D)
mm

950 × 45 × 950 950 × 45 × 950 950 × 45 × 950

판넬 포장 치수 (W×H×D) 1042 × 93 × 1042 1042 × 93 × 1042 1042 × 93 × 1042

추가 
액세사리

드레인 펌프
드레인 펌프 - / 모델명 기본장착 기본장착 기본장착

양정 mm 750 750 750

필터 - 기본장착 기본장착 기본장착

기능 / 선택
사양

자동재시작

O/X

○ ○ ○

냉/난방 자동전환 × × ×

중앙제어기 ○(선택사양) ○(선택사양) ○(선택사양)

리모컨 그룹/개별 제어 ○(선택사양) ○(선택사양) ○(선택사양)

L.E.D 자가진단 ○ ○ ○

바람방향조절(상/하) ○ ○ ○

S-Plasma ion 적용 ○(선택사양) ○(선택사양) ○(선택사양)

최소설치 천장높이 mm 251 251 293

고천장 
옵션

소비전력
냉방

W
70 70 80

난방 70 70 80

풍량 강 m³/mm 25.5 25.5 30.0

용  량 kW 8.3 10.0 11.0

모  델 ND0834HXB1 ND1004HXB1 ND1104HXB1

마일드 블랙

·와플패턴 일반그릴 : PC4NUSK1
·와플패턴 자동승강그릴 : PC4NUAK1
·클래식패턴 일반그릴 : PC4NUSK5

·와플패턴 일반그릴 : PC4NBSK1

·와플패턴 일반그릴 : PC4NSSK1

퓨어 화이트

S-Plasma ion Kit 옵션 : ASD-CAN1 / 고천장 Kit : PC4NUHK1 S-Plasma ion Kit 옵션 : ASD-CAN1 / 고천장 Kit : PC4NUHK1메트로 실버

마일드 블랙

·와플패턴 일반그릴 : PC4NUSK1
·와플패턴 자동승강그릴 : PC4NUAK1
·클래식패턴 일반그릴 : PC4NUSK5

·와플패턴 일반그릴 : PC4NBSK1

·와플패턴 일반그릴 : PC4NSSK1

퓨어 화이트

메트로 실버

ㅣ제품사양 / 상세도ㅣ

인테리어 4Way 카세트형 (와플 판넬)인테리어 4Way 카세트형 (와플 판넬)

※ 주의사항

1. 정격 냉방 : 실내측 27 ℃ DB / 19 ℃ WB, 실외측 35 ℃ DB / 24 ℃ WB 기준에서 수치임

2. 정격 난방 : 실내측 20 ℃ DB / 15 ℃ WB, 실외측 7 ℃ DB / 6 ℃ WB 기준에서 수치임

3. 설치조건(배관길이)과 사용온도조건(실내외 온도)에 따라 능력, 소비전력 및 운전전류의 차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4. 설치위치 : 실외기는 원활한 통풍, 보수 및 점검을 위하여 서비스 공간이 충분히 확보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합니다. 

   설치 및 서비스 공간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설치 매뉴얼을 참고하십시오.

5. 전원선은 KSC IEC 60245-4 IEC57 동등이상, HO5RN-F 이상의 전선을 사용해야 합니다.

※ 고천장 설치 현장에서는 고천장 옵션을 사용하여 바람도달 거리를 증가시칼 수 있습니다.

6. 전원선 사양은 기중암거 포설/주위온도 30 ℃/단일 다심 케이블 조건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상기 조건과 상이한 경우, 

   전기 설비 전문가와 협의 후 재선정하십시오.

7. 실외기 전원의 배선공사는 메인 배전판에서 실외기까지 이고,메인 전원선은 50 m 미만을 기준으로 합니다. 

   50 m 이상 설치 시, 삼성 시스템에어컨 전문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8. 실내외기 연결 전원선은 전기 설비 기준에 준하여 설치하여야 합니다.

9. 표기된 제품 사양은 제품 개선 및 기술적인 사유로 인해,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전원사양 Φ, #, V, Hz 1, 2, 220, 60 1, 2, 220, 60 1, 2, 220, 60

구분 - HP / HR HP / HR HP / HR

성 능 성 능(정격)
냉방

kW
5.2 6.0 7.2

난방 6.0 6.8 8.1

전 력

소비전력(정격)
냉방

W
32 32 40

난방 32 32 40

소비전력(정격)
냉방

A
0.15 0.15 0.2

난방 0.15 0.15 0.2

송풍기

모터
형식 - Turbo Fan Turbo Fan Turbo Fan

출력 × 수량 W × n 65 × 1 65 × 1 65 × 1

풍량 강 / 약 / 미 m³/min  15.50 / 14.00 / 12.00 16.50 / 15.50 / 13.00 17.50 / 16.00 / 14.00

표준 기외 정압 최소 / 정격 / 최대 Pa - - -

배관

액관

Φ,mm

6.35 6.35 9.52

가스관 12.70 12.70 15.88

배수관 VP25 (OD 32,ID 25) VP25 (OD 32,ID 25) VP25 (OD 32,ID 25)

배선
전원선

mm2
2.5 2.5 2.5

통신선 VCTF 0.75~1.5 VCTF 0.75~1.5 VCTF 0.75~1.5

냉매
종류 - R410A R410A R410A

제어 방식 - EEV INCLUDED EEV INCLUDED EEV INCLUDED

본체치수

제품 중량
kg

15.5 15.5 15.5

포장 중량 17.5 17.5 17.5

제품 치수 (W×H×D)
mm

840 × 204 × 840 840 × 204 × 840 840 × 204 × 840

포장 치수 (W×H×D) 898 × 275 × 898 898 × 275 × 898 898 × 275 × 898

판넬 치수

판넬 모델 - PC4NUSK1 PC4NUSK1 PC4NUSK1

판넬 제품 중량
kg

5.9 5.9 5.9

판넬 포장 중량 8.9 8.9 8.9

판넬 제품 치수(W×H×D)
mm

950 × 45 × 950 950 × 45 × 950 950 × 45 × 950

판넬 포장 치수 (W×H×D) 1042 × 93 × 1042 1042 × 93 × 1042 1042 × 93 × 1042

추가 
액세사리

드레인 펌프
드레인 펌프 - / 모델명 기본장착 기본장착 기본장착

양정 mm 750 750 750

필터 - 기본장착 기본장착 기본장착

기능 / 선택
사양

자동재시작

O/X

○ ○ ○

냉/난방 자동전환 × × ×

중앙제어기 ○(선택사양) ○(선택사양) ○(선택사양)

리모컨 그룹/개별 제어 ○(선택사양) ○(선택사양) ○(선택사양)

L.E.D 자가진단 ○ ○ ○

바람방향조절(상/하) ○ ○ ○

S-Plasma ion 적용 ○(선택사양) ○(선택사양) ○(선택사양)

최소설치 천장높이 mm 251 251 251

고천장 
옵션

소비전력
냉방

W
50 53 65

난방 50 53 65

풍량 강 m³/mm 21.5 22.5 24.5

 

용  량 kW 5.2 6.0 7.2

모  델 ND0524HXB1 ND0604HXB1 ND0724HXB1

※ 주의사항

1. 정격 냉방 : 실내측 27 ℃ DB / 19 ℃ WB, 실외측 35 ℃ DB / 24 ℃ WB 기준에서 수치임

2. 정격 난방 : 실내측 20 ℃ DB / 15 ℃ WB, 실외측 7 ℃ DB / 6 ℃ WB 기준에서 수치임

3. 설치조건(배관길이)과 사용온도조건(실내외 온도)에 따라 능력, 소비전력 및 운전전류의 차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4. 설치위치 : 실외기는 원활한 통풍, 보수 및 점검을 위하여 서비스 공간이 충분히 확보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합니다. 

   설치 및 서비스 공간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설치 매뉴얼을 참고하십시오.

5. 전원선은 KSC IEC 60245-4 IEC57 동등이상, HO5RN-F 이상의 전선을 사용해야 합니다.

※ 고천장 설치 현장에서는 고천장 옵션을 사용하여 바람도달 거리를 증가시칼 수 있습니다.

6. 전원선 사양은 기중암거 포설/주위온도 30 ℃/단일 다심 케이블 조건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상기 조건과 상이한 경우, 

   전기 설비 전문가와 협의 후 재선정하십시오.

7. 실외기 전원의 배선공사는 메인 배전판에서 실외기까지 이고,메인 전원선은 50 m 미만을 기준으로 합니다. 

   50 m 이상 설치 시, 삼성 시스템에어컨 전문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8. 실내외기 연결 전원선은 전기 설비 기준에 준하여 설치하여야 합니다.

9. 표기된 제품 사양은 제품 개선 및 기술적인 사유로 인해,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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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위 : mm

구분 10.0 kW 이하

A 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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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넬 본체

ㅣ제품사양 / 상세도ㅣ

인테리어 4Way 카세트형 (와플 판넬)

전원사양 Φ, #, V, Hz 1, 2, 220, 60 1, 2, 220, 60 1, 2, 220, 60 1, 2, 220, 60

구분 - HP / HR HP / HR HP / HR HP / HR

성 능 성 능(정격)
냉방

kW
13.0 5.2 7.2 14.5

난방 14.5 6.0 8.1 16.3

전 력

소비전력(정격)
냉방

W
73 57 70 95

난방 73 57 70 95

소비전력(정격)
냉방

A
0.36 0.45 0.55 0.75

난방 0.36 0.45 0.55 0.75

송풍기

모터
형식 - Turbo Fan Turbo Fan Turbo Fan Turbo Fan

출력 × 수량 W × n 97 × 1 97 × 1 97 × 1 97 × 1

풍량 강 / 약 / 미 m³/min 27.00 / 25.00 / 22.00 26.50 / 20.00 / 13.00 29.00 / 22.50 / 15.00 31.00 / 29.00 / 27.00

표준 기외 정압 최소 / 정격 / 최대 Pa - - - -

배관

액관

Φ,mm

9.52 6.35 9.52 9.52

가스관 15.88 12.70 15.88 15.88

배수관 VP25 (OD 32,ID 25) VP25 (OD 32,ID 25) VP25 (OD 32,ID 25) VP25 (OD 32,ID 25)

배선
전원선

mm2
2.5 2.5 2.5 2.5

통신선 VCTF 0.75~1.5 VCTF 0.75~1.5 VCTF 0.75~1.5 VCTF 0.75~1.5

냉매
종류 - R410A R410A R410A R410A

제어 방식 - EEV INCLUDED EEV INCLUDED EEV INCLUDED EEV INCLUDED

본체치수

제품 중량
kg

19 21 21 21

포장 중량 24 26 26 26

제품 치수 (W×H×D)
mm

840 × 288 × 840 840 × 288 × 840 840 × 288 × 840 840 × 288 × 840

포장 치수 (W×H×D) 898 × 357 × 898 898 × 357 × 898 898 × 357 × 898 898 × 357 × 898

판넬 치수

판넬 모델 - PC4NUSK1 PC4NUSK1 PC4NUSK1 PC4NUSK1

판넬 제품 중량
kg

5.9 5.9 5.9 5.9

판넬 포장 중량 8.9 8.9 8.9 8.9

판넬 제품 치수(W×H×D)
mm

950 × 45 × 950 950 × 45 × 950 950 × 45 × 950 950 × 45 × 950

판넬 포장 치수 (W×H×D) 1042 × 93 × 1042 1042 × 93 × 1042 1042 × 93 × 1042 1042 × 93 × 1042

추가 
액세사리

드레인 펌프
드레인 펌프 - / 모델명 기본장착 기본장착 기본장착 기본장착

양정 mm 750 750 750 750

필터 - 기본장착 기본장착 기본장착 기본장착

기능 / 선택
사양

자동재시작

O/X

○ ○ ○ ○

냉/난방 자동전환 × × × ×

중앙제어기 ○(선택사양) ○(선택사양) ○(선택사양) ○(선택사양)

리모컨 그룹/개별 제어 ○(선택사양) ○(선택사양) ○(선택사양) ○(선택사양)

L.E.D 자가진단 ○ ○ ○ ○

바람방향조절(상/하) ○ ○ ○ ○

S-Plasma ion 적용 ○(선택사양) ○(선택사양) ○(선택사양) ○(선택사양)

최소설치 천장높이 mm 335 335 335 335

고천장 
옵션

소비전력
냉방

W
125 100 120 135

난방 125 100 120 135

풍량 강 m³/mm 37.0 33.5 36.0 38.5

용  량 kW 13.0 5.2 7.2 14.5

모  델 ND1304HXB1 ND0524HXB3 ND0724HXB3 ND1454HXB3

S-Plasma ion Kit 옵션 : ASD-CAN1 / 고천장 Kit : PC4NUHK1

마일드 블랙

·와플패턴 일반그릴 : PC4NUSK1
·와플패턴 자동승강그릴 : PC4NUAK1
·클래식패턴 일반그릴 : PC4NUSK5

·와플패턴 일반그릴 : PC4NBSK1

·와플패턴 일반그릴 : PC4NSSK1

퓨어 화이트

메트로 실버

인테리어 4Way 카세트형 (와플 판넬)

※ 주의사항

1. 정격 냉방 : 실내측 27 ℃ DB / 19 ℃ WB, 실외측 35 ℃ DB / 24 ℃ WB 기준에서 수치임

2. 정격 난방 : 실내측 20 ℃ DB / 15 ℃ WB, 실외측 7 ℃ DB / 6 ℃ WB 기준에서 수치임

3. 설치조건(배관길이)과 사용온도조건(실내외 온도)에 따라 능력, 소비전력 및 운전전류의 차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4. 설치위치 : 실외기는 원활한 통풍, 보수 및 점검을 위하여 서비스 공간이 충분히 확보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합니다. 

   설치 및 서비스 공간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설치 매뉴얼을 참고하십시오.

5. 전원선은 KSC IEC 60245-4 IEC57 동등이상, HO5RN-F 이상의 전선을 사용해야 합니다.

※ 고천장 설치 현장에서는 고천장 옵션을 사용하여 바람도달 거리를 증가시칼 수 있습니다.

6. 전원선 사양은 기중암거 포설/주위온도 30 ℃/단일 다심 케이블 조건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상기 조건과 상이한 경우, 

   전기 설비 전문가와 협의 후 재선정하십시오.

7. 실외기 전원의 배선공사는 메인 배전판에서 실외기까지 이고,메인 전원선은 50 m 미만을 기준으로 합니다. 

   50 m 이상 설치 시, 삼성 시스템에어컨 전문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8. 실내외기 연결 전원선은 전기 설비 기준에 준하여 설치하여야 합니다.

9. 표기된 제품 사양은 제품 개선 및 기술적인 사유로 인해,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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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넬 본체

구분 13.0 kW 이상

A 288

B 337

B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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ㅣ제품사양 / 상세도ㅣ

인테리어 4Way 카세트형 (와플 판넬)

판넬 본체

구분 11.0 kW

A 246

B 295

    13.0~14.5 kW    11.0 kW

B A

840

분기 덕트 연결구

370

346

185

96 12
0

55 55

300

840

330

45 86 16
4 21
6

240

270

55 55

95
0

950

890~910 (천장 개구부 치수)

735 (천장 고정용 볼트 간격)

89
0~

91
0 

(천
장

 개
구

부
 치

수
)

73
5 

(천
장

 고
정

용
 볼

트
 간

격
)

인테리어 4Way 카세트형 (와플 판넬)

※ 단위 : mm※ 단위 :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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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운드 처리로 더욱 

세련된 심플라인

천장과 완전히 밀착되는

 슬림 디자인

135 mm

인테리어 1Way 대용량 1대 설치 인테리어 1Way 소용량 2대 설치

42.975 ㎡, 49.587 ㎡의 경우, 타사는 해당 라인업이 없기 때문에 실내기 2대를 설치해야 합니다.

소용량 인테리어 1Way 카세트 2대 대용량 인테리어 1Way 카세트 1대

초슬림 판넬, 후면 오픈 제트슬라이딩

품격과 기호에 따라 판넬 선택

공간활용은 두배로, 설치는 반으로

초슬림 디자인

내부가 보이지 않는 후면 오픈 도어

더 얇아진 판넬이 천장과의 일치감을 높여 주고, 라운드 처리한 판넬 프레임

으로 인테리어와의 조화성을 극대화시켰습니다.  

실내 인테리어의 콘셉트와 공간에 대한 고객의 기호에 따라 그릴 타입 판넬과 

후면이 오픈되는 제트슬라이딩 판넬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최근 아파트는 거실의 대형화 및 발코니 확장 등을 하여 더 높은 용량대의 실내기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특히 천장 사이 공간이 낮기 때문에 슬림 하면서도 

강력한 실내기가  필요합니다. 삼성 인테리어 1Way 카세트의 대용량(5.2 kW, 6.0 kW, 7.0 kW) 실내기는 덕트로 설계된 공간까지 적용할 수 있는 슬림 사이즈로 

아파트 거실에 설치가 가능하며 기존 두대의 실내기를 한대로 충족할 수 있기 때문에 비용은 10~30 % 절감하고 공간은 약 21~34 % 절약할 수 있습니다.

135 mm의 초슬림 디자인으로 천고가 낮아 타사 실내기로는 설치가 불가능

했던 판상형 아파트나 일반 주택 등에도 설치할 수 있는 세계 최고 슬림형 

프리미엄 에어컨입니다.

판넬 전체가 하강하는 기존의 오토슬라이딩 판넬과 달리, 후면만 오픈되는 

제트슬라이딩 구조를 채택하여 제품 내부의 필터가 노출되지 않아, 고품격 

주거 공간에 맞는 깔끔한 인테리어가 가능합니다.

소용량 인테리어 1way 

[112.379 ㎡]

대용량 인테리어 1way 

대용량 소용량

주방 거실

소용량부터 대용량까지 Family Look 디자인

소용량부터 대용량까지 전 라인업의 디자인 콘셉트를 통일하여, 추가 설계 시에도 조화로운 인테리어를 완성할 수 있습니다.

일반그릴 판넬 제트슬라이딩 판넬

ㅣ인테리어 1Way 카세트형 특장점ㅣ

심플 라인이 돋보이는

슬림 사이즈 & 심플한 라운드 디자인과 대용량 라인업으로 활용성과 인테리어성을 높인 천장형 1Way 실내기입니다.

슬림디자인

천장과 일체되는 디자인

대용량 출시

두대의 성능을 한대로 해결

후면 오픈 도어

내부가 보이지 않는 깔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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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실자가 실내기 가까이 있을때 재실자가 실내기에서 멀리 있을때 신규 극세사 필터 기존 염화망 필터

균일한 초극세사 필터로 먼지가 흡착되지 않아 

먼지 잔존률 최소화

필터망이 균일하지  않아 누적된 먼지가 

흡착되어 제거되지 않음

[ 균일한 필터 ] [ 불균일한 필터 ] 

극세사 필터

30 %
효율향상

필터 집진효율 비교

염화망필터극세사필터

50 %

100

50

0

먼지 흡착으로 오염된 열교환기

깨끗한 열교환기

80 %

※ S-Plasma ion Kit는 옵션 사항입니다.

    5.2kW 이상 : ASD-CAN2

※ 2.0 / 2.3 / 3.2 / 4.0 kW ND***1VXB1모델은

     S-Plasma ion이 기본 장착되어 있습니다.

대상 제거율 기관

Influenza virus type A
(독감 바이러스)

99 % 이상
Kitasato Environmental Science Center

(Japan, 2004.07)

Corona Virus(SARS)
(코로나 바이러스)

99 % 이상 Kitasato Medical Center (Japan, 2009.10)

Avian Flu (H5N1 Virus)
(조류독감)

99 % 이상 Retroscreen (U.K, 2009.05)

Allergen
(Dust Mite / Cat / Dog 

Allergen)
(진드기 / 고양이 / 개 

알레르기)

효과있음  BAF (U.K.) Seal

효과있음 RTI Test (U.S.)

S-Plasma ion Kit 
(Option)

좌우 스윙 상하 스윙 기존

입체바람으로 더 파워풀해진 서라운드 입체 바람

상하 각도만 조절되던 기존제품과 달리 좌우상하 풀스윙으로 각도를 조정할 수 있어 공간 구석구석이 시원한 입체 냉난방을 실현합니다.

오염원을 차단하는 극세사 필터

머리카락 굵기의 촘촘한 극세사 필터로 미세먼지까지 사전에 완벽하게 차단하여 일반 필터 대비 먼지 포집 능력이 30 % 이상 우수하며, 오염원으로 인한 

제품 성능 저하 현상을 방지하여 고장 없이 오래도록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실내 공기는 S-Plasma ion로 제균

극세사 필터를 통해 1차로 걸러진 

깨끗한 공기는 S-Plasma ion을 통해 

공기 중 부유한 세균(박테리아), 

바이러스 등을 제거하고 활성산소를 

중화시켜 실내공기를 건강하게 만들어 

줍니다. S-Plasma ion Kit를 삽입하는 

것만으로 설치도 간단하게 

해결됩니다.

S-Plasma ion은 세계에서 오직 삼성만이 보유한 특허기술로 세계 유수 기관에서

실험을 통해 그 효과를 인정 받았습니다.

세계 유일의 특허로 인증 받은 기술력

옆에서 본 필터 단면

당사의 극세사 필터는 포집력이 우수한 고급 

필터로, 먼지를 포집하는 동시에 바람이 잘 

통하는 밀집 구조를 지니고 있습니다. 타사는 

일자형 구조의 저가 필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뛰어난 필터의 포집력

바람 방향 각도 제어 손쉬운 필터 청소

손쉬운 리모컨 설정으로 원하는 곳을 더 시원하게 하거나 직접 닿는 기류를 

피할 수 있습니다.

먼지가 흡착되지 않는 극세사 필터 채용으로 필터를 간단히 터는 

동작만으로도 번거로운 필터 청소를 쉽게 해결하여 먼지 없는 깨끗한 

바람을 제공합니다. 

※ 고장 원인에 따라 LED램프 점등이 다릅니다.

운전예약공기청정필터B  

A 

※ 평균 19 ℃ 설정

비교모델 : 4 kW, 1Way 실내기,  R410A, 냉·난방 모델

타사

25.6 kg

4.0 kW
기준

무게

19.8 kg

28 %

서브
드레인

와이드
드레인

실내

천장

※ 3.2 kW(자사 실험치) 기준

열대야 쾌면 버튼을 누르면 실내 온도를 

낮추어 빨리 잠들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건강한 체온을 유지하고 숙면을 

취할 수 있도록 바람의 움직임과 

실내온도를 조절합니다. 

깨어나기 좋은 실내 온도와 기분 좋은 

서라운드 바람으로 쉽게 잠에서 

깨어날 수 있도록 합니다. 

입면모드 숙면모드 기상모드

열대야 쾌면

수면 패턴에 꼭 맞게 설계한 3단계 수면시스템이 깊이 잠들어 개운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어, 한여름 밤에도 전기료 걱정 없이 시원하게 만들어 줍

니다.

 ABS는 아크릴로니트릴, 부타디엔, 스티렌세 

 성분으로 이루어진 혼성중합체의 

 스티렌수지로서 내열성과 내충격성이 강해 

 주로 자동차부품·헬멧·전기기기 부품 등 

 금속 대용으로 사용 

※ABS 캐비닛이란?

설치성을 높인 초경량 실내기 원터치 임시고정 후크(Hook) 및 필터 분리 구조

세계 최초로 실내기 본체에 

몰드(Mold) 타입의 ABS 캐비넷을 

적용하여 초경량 실내기를 구현 

하였습니다.

본체에 쉽게 걸리는 임시고정 후크를 프론트 판넬에 장착하여 1인 설치가 

가능하고, 청소가 용이한 원터치 필터 분리 구조로 편리하게 필터를 분리할 

수 있어 더욱 위생적이고 간편한 청소가 가능합니다.

실내온도 최적 제어 실내기 자가진단 기능

실내기류 영향에 의해 발생하는 상•하층간 온도를 감지센서가 체크하여 

편차를 최소화해주어 최적의 실내온도를 유지해 줍니다. 또한 실내기나 

유선리모컨을 통해 실내온도 감지조건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 유선 리모컨 설치 시, 모델명 : AWR-WE10

실내기 고장 시 자가진단 기능이 작동되어 고장원인을 디스플레이 창에 

표시 해주기 때문에 고장 수리 시 진단 시간을 단축시키고 보다 신속한 

서비스가 가능합니다.

업계 최저 소음 실현 미세한 물방울도 놓치지 않는 드레인 배출구조

실내기 소음의 가장 큰 원인이 되었던 블레이드 부분의 유로 설계를 

최적화하여 업계 최저 소음을 실현하였으며 이로 인해 보다 쾌적하고 

조용한 공간을 조성합니다. 

당사 제품에 장착된 서브 드레인이 미세한 응축수까지도 드레인 팬으로 

전달하여 본체 내부를 더욱 청결하게 유지해 줍니다.

< 강 > < 중 > < 약 >

43 dB
33 dB 40 dB

30 dB
35 dB

26 dB

타사 타사 타사

ㅣ인테리어 1Way 카세트형 특장점ㅣ

필터 분리 구조임시고정 후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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ㅣ제품사양 / 상세도ㅣ

일반 그릴 판넬명 : AGSS1181W 제트 슬라이딩 판넬명 : AGSP1181WT

인테리어 1Way 카세트형인테리어 1Way 카세트형

일반 그릴 판넬명 : AGSS1421W
S-Plasma ion Kit 기본장착

제트 슬라이딩 판넬명 : AGSP1421WT
S-Plasma ion Kit 기본장착

전원사양 Φ, #, V, Hz 1, 2, 220, 60 1, 2, 220, 60 1, 2, 220, 60 1, 2, 220, 60

구분 - HP / HR HP / HR HP / HR HP / HR

성 능 성 능(정격)
냉방

kW
2.0 2.3 3.2 4.0

난방 2.3 2.6 3.6 4.5

전 력

소비전력(정격)
냉방

W
40 40 45 50

난방 40 40 45 50

소비전력(정격)
냉방

A
0.2 0.2 0.23 0.25

난방 0.2 0.2 0.23 0.25

송풍기

모터
형식 - Crossflow Fan Crossflow Fan Crossflow Fan Crossflow Fan

출력 × 수량 W × n 20 × 1 20 × 1 20 × 1 20 × 1

풍량 강 / 약 / 미 m³/min 6.00 / 5.00 / 4.00 6.00 / 5.00 / 4.00 7.00 / 6.00 / 5.00 8.00 / 7.00 / 6.00

표준 기외 정압 최소 / 정격 / 최대 Pa - - - -

배관

액관

Φ,mm

6.35 6.35 6.35 6.35

가스관 12.7 12.7 12.7 12.7

배수관 VP20 (OD 26,ID 20) VP20 (OD 26,ID 20) VP20 (OD 26,ID 20) VP20 (OD 26,ID 20)

배선
전원선

mm2
2.5 2.5 2.5 2.5

통신선 VCTF 0.75~1.5 VCTF 0.75~1.5 VCTF 0.75~1.5 VCTF 0.75~1.5

냉매
종류 - R410A R410A R410A R410A

제어 방식 - EEV INCLUDED EEV INCLUDED EEV INCLUDED EEV INCLUDED

본체치수

제품 중량
kg

10.5 10.5 10.5 10.5

포장 중량 13.0 13.0 13.0 13.0

제품 치수 (W×H×D)
mm

970 × 135 × 410 970 × 135 × 410 970 × 135 × 410 970 × 135 × 410

포장 치수 (W×H×D) 1164 × 212 × 478 1164 × 212 × 478 1164 × 212 × 478 1164 × 212 × 478

판넬 치수

판넬 모델 - AGSS1181W AGSS1181W AGSS1181W AGSS1181W

판넬 제품 중량
kg

4.1 4.1 4.1 4.1

판넬 포장 중량 7 7 7 7

판넬 제품 치수(W×H×D)
mm

1198 × 25 × 500 1198 × 25 × 500 1198 × 25 × 500 1198 × 25 × 500

판넬 포장 치수 (W×H×D) 1270 × 153 × 575 1270 × 153 × 575 1270 × 153 × 575 1270 × 153 × 575

추가 
액세사리

드레인 펌프
드레인 펌프 - / 모델명 기본장착 기본장착 기본장착 기본장착

양정 mm 750 750 750 750

필터 - 기본장착 기본장착 기본장착 기본장착

기능 / 선택
사양

자동재시작

O/X

O O O O

냉/난방 자동전환 X X X X

중앙제어기 O (선택사양) O (선택사양) O (선택사양) O (선택사양)

리모컨 그룹/개별 제어 O (선택사양) O (선택사양) O (선택사양) O (선택사양)

L.E.D 자가진단 O O O O

바람방향조절(상/하) O O O O

S-Plasma ion 적용 X X X X

최소설치 천장높이 mm 170 170 170 170

전원사양 Φ, #, V, Hz 1, 2, 220, 60 1, 2, 220, 60 1, 2, 220, 60 1, 2, 220, 60

구분 - HP / HR HP / HR HP / HR HP / HR

성 능 성 능(정격)
냉방

kW
2.0 2.3 3.2 4.0

난방 2.3 2.6 3.6 4.5

전 력

소비전력(정격)
냉방

W
40 40 45 50

난방 40 40 45 50

소비전력(정격)
냉방

A
0.2 0.2 0.23 0.25

난방 0.2 0.2 0.23 0.25

송풍기

모터
형식 - Crossflow Fan Crossflow Fan Crossflow Fan Crossflow Fan

출력 × 수량 W × n 20 × 1 20 × 1 20 × 1 20 × 1

풍량 강 / 약 / 미 m³/min 6.00 / 5.00 / 4.00 6.00 / 5.00 / 4.00 7.00 / 6.00 / 5.00 8.00 / 7.00 / 6.00

표준 기외 정압 최소 / 정격 / 최대 Pa - - - -

배관

액관

Φ,mm

6.35 6.35 6.35 6.35

가스관 12.7 12.7 12.7 12.7

배수관 VP20 (OD 26,ID 20) VP20 (OD 26,ID 20) VP20 (OD 26,ID 20) VP20 (OD 26,ID 20)

배선
전원선

mm2
2.5 2.5 2.5 2.5

통신선 VCTF 0.75~1.5 VCTF 0.75~1.5 VCTF 0.75~1.5 VCTF 0.75~1.5

냉매
종류 - R410A R410A R410A R410A

제어 방식 - EEV INCLUDED EEV INCLUDED EEV INCLUDED EEV INCLUDED

본체치수

제품 중량
kg

10.5 10.5 10.5 10.5

포장 중량 13.0 13.0 13.0 13.0

제품 치수 (W×H×D)
mm

970 × 135 × 410 970 × 135 × 410 970 × 135 × 410 970 × 135 × 410

포장 치수 (W×H×D) 1164 × 212 × 478 1164 × 212 × 478 1164 × 212 × 478 1164 × 212 × 478

판넬 치수

판넬 모델 - AGSS1181W AGSS1181W AGSS1181W AGSS1181W

판넬 제품 중량
kg

4.1 4.1 4.1 4.1

판넬 포장 중량 7 7 7 7

판넬 제품 치수(W×H×D)
mm

1198 × 25 × 500 1198 × 25 × 500 1198 × 25 × 500 1198 × 25 × 500

판넬 포장 치수 (W×H×D) 1270 × 153 × 575 1270 × 153 × 575 1270 × 153 × 575 1270 × 153 × 575

추가 
액세사리

드레인 펌프
드레인 펌프 - / 모델명 기본장착 기본장착 기본장착 기본장착

양정 mm 750 750 750 750

필터 - 기본장착 기본장착 기본장착 기본장착

기능 / 선택
사양

자동재시작

O/X

O O O O

냉/난방 자동전환 X X X X

중앙제어기 O (선택사양) O (선택사양) O (선택사양) O (선택사양)

리모컨 그룹/개별 제어 O (선택사양) O (선택사양) O (선택사양) O (선택사양)

L.E.D 자가진단 O O O O

바람방향조절(상/하) O O O O

S-Plasma ion 적용 O O O O

최소설치 천장높이 mm 170 170 170 170

용  량 kW 2.0 2.3 3.2 4.0

모  델 AVXCSH020B3 AVXCSH023B3 AVXCSH032B3 AVXCSH040B3

용  량 kW 2.0 2.3 3.2 4.0

모  델 ND0201VXB1 ND0231VXB1 ND0321VXB1 ND0401VXB1

※ 주의사항

1. 정격 냉방 : 실내측 27 ℃ DB / 19 ℃ WB, 실외측 35 ℃ DB / 24 ℃ WB 기준에서 수치임

2. 정격 난방 : 실내측 20 ℃ DB / 15 ℃ WB, 실외측 7 ℃ DB / 6 ℃ WB 기준에서 수치임

3. 설치조건(배관길이)과 사용온도조건(실내외 온도)에 따라 능력, 소비전력 및 운전전류의 차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4. 설치위치 : 실외기는 원활한 통풍, 보수 및 점검을 위하여 서비스 공간이 충분히 확보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합니다. 

   설치 및 서비스 공간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설치 매뉴얼을 참고하십시오.

5. 전원선은 KSC IEC 60245-4 IEC57 동등이상, HO5RN-F 이상의 전선을 사용해야 합니다.

6. 전원선 사양은 기중암거 포설/주위온도 30 ℃/단일 다심 케이블 조건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상기 조건과 상이한 경우, 

   전기 설비 전문가와 협의 후 재선정하십시오.

7. 실외기 전원의 배선공사는 메인 배전판에서 실외기까지 이고,메인 전원선은 50 m 미만을 기준으로 합니다. 

   50 m 이상 설치 시, 삼성 시스템에어컨 전문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8. 실내외기 연결 전원선은 전기 설비 기준에 준하여 설치하여야 합니다.

9. 표기된 제품 사양은 제품 개선 및 기술적인 사유로 인해,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9. 표기된 제품 사양은 제품 개선 및 기술적인 사유로 인해,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의사항

1. 정격 냉방 : 실내측 27 ℃ DB / 19 ℃ WB, 실외측 35 ℃ DB / 24 ℃ WB 기준에서 수치임

2. 정격 난방 : 실내측 20 ℃ DB / 15 ℃ WB, 실외측 7 ℃ DB / 6 ℃ WB 기준에서 수치임

3. 설치조건(배관길이)과 사용온도조건(실내외 온도)에 따라 능력, 소비전력 및 운전전류의 차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4. 설치위치 : 실외기는 원활한 통풍, 보수 및 점검을 위하여 서비스 공간이 충분히 확보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합니다. 

   설치 및 서비스 공간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설치 매뉴얼을 참고하십시오.

5. 전원선은 KSC IEC 60245-4 IEC57 동등이상, HO5RN-F 이상의 전선을 사용해야 합니다.

6. 전원선 사양은 기중암거 포설/주위온도 30 ℃/단일 다심 케이블 조건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상기 조건과 상이한 경우, 

   전기 설비 전문가와 협의 후 재선정하십시오.

7. 실외기 전원의 배선공사는 메인 배전판에서 실외기까지 이고,메인 전원선은 50 m 미만을 기준으로 합니다. 

   50 m 이상 설치 시, 삼성 시스템에어컨 전문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8. 실내외기 연결 전원선은 전기 설비 기준에 준하여 설치하여야 합니다.

9. 표기된 제품 사양은 제품 개선 및 기술적인 사유로 인해,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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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그릴 판넬명 : AGSS1421W
S-Plasma ion Kit 옵션 

제트 슬라이딩 판넬명 : AGSP1421WT
S-Plasma ion Kit 옵션 

    5.2~7.2 kW

    2.0~4.0 kW   

본체

본체

판넬

판넬

구분 5.2 kW 이상

실내기 높이 138

최소설치 천장높이 173

구분 4.0 kW 이하

실내기 높이 135

최소설치 천장높이 170

※ 단위 : mm

※ 단위 : mm

ㅣ제품사양 / 상세도ㅣ

인테리어 1Way 카세트형 (소형)

인테리어 1Way 카세트형 (대형)

인테리어 1Way 카세트형

전원사양 Φ, #, V, Hz 1, 2, 220, 60 1, 2, 220, 60 1, 2, 220, 60

구분 - HP / HR HP / HR HP / HR

성 능 성 능(정격)
냉방

kW
5.2 6.0 7.2

난방 6.0 6.8 8.1

전 력 

소비전력(정격)
냉방

W
50 55 80

난방 50 55 80

소비전력(정격)
냉방

A
0.25 0.28 0.4

난방 0.25 0.28 0.4

송풍기

모터
형식 - Crossflow Fan Crossflow Fan Crossflow Fan

출력 × 수량 W × n 54 × 1 54 × 1 54 × 1

풍량 강 / 약 / 미 m³/min 12.00 / 11.00 / 10.00 15.00 / 13.00 / 11.00 16.50 / 14.50 / 12.00

표준 기외 정압 최소 / 정격 / 최대 Pa - - -

배관

액관

Φ,mm

6.35 6.35 9.52

가스관 12.7 12.7 15.88

배수관 VP20 (OD 26,ID 20) VP20 (OD 26,ID 20) VP20 (OD 26,ID 20)

배선
전원선

mm2
2.5 2.5 2.5

통신선 VCTF 0.75~1.5 VCTF 0.75~1.5 VCTF 0.75~1.5

냉매
종류 - R410A R410A R410A

제어 방식 - EEV INCLUDED EEV INCLUDED EEV INCLUDED

본체치수

제품 중량
kg

14.5 14.5 14.5

포장 중량 18.5 18.5 18.5

제품 치수 (W×H×D)
mm

1200 × 138 × 450 1200 × 138 × 450 1200 × 138 × 450

포장 치수 (W×H×D) 1435 × 214 × 525 1435 × 214 × 525 1435 × 214 × 525

판넬 치수

판넬 모델 - AGSS1421W AGSS1421W AGSS1421W

판넬 제품 중량
kg

4.5 4.5 4.5

판넬 포장 중량 7.8 7.8 7.8

판넬 제품 치수(W×H×D)
mm

1410 × 23 × 500 1410 × 23 × 500 1410 × 23 × 500

판넬 포장 치수 (W×H×D) 1477 × 145 × 575 1477 × 145 × 575 1477 × 145 × 575

추가 
액세사리

드레인 펌프
드레인 펌프 - / 모델명 기본장착 기본장착 기본장착

양정 mm 750 750 750

필터 - 기본장착 기본장착 기본장착

기능 / 선택
사양

자동재시작

O/X

O O O

냉/난방 자동전환 X X X

중앙제어기 O (선택사양) O (선택사양) O (선택사양)

리모컨 그룹/개별 제어 O (선택사양) O (선택사양) O (선택사양)

L.E.D 자가진단 O O O

바람방향조절(상/하) O O O

S-Plasma ion 적용 O (선택사양) O (선택사양) O (선택사양)

최소설치 천장높이 mm 173 173 173

용  량 kW 5.2 6.0 7.2

모  델 ND0521HXB1 ND0601HXB1 ND0721HXB1

※ 주의사항

1. 정격 냉방 : 실내측 27 ℃ DB / 19 ℃ WB, 실외측 35 ℃ DB / 24 ℃ WB 기준에서 수치임

2. 정격 난방 : 실내측 20 ℃ DB / 15 ℃ WB, 실외측 7 ℃ DB / 6 ℃ WB 기준에서 수치임

3. 설치조건(배관길이)과 사용온도조건(실내외 온도)에 따라 능력, 소비전력 및 운전전류의 차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4. 설치위치 : 실외기는 원활한 통풍, 보수 및 점검을 위하여 서비스 공간이 충분히 확보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합니다. 

   설치 및 서비스 공간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설치 매뉴얼을 참고하십시오.

5. 전원선은 KSC IEC 60245-4 IEC57 동등이상, HO5RN-F 이상의 전선을 사용해야 합니다.

6. 전원선 사양은 기중암거 포설/주위온도 30 ℃/단일 다심 케이블 조건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상기 조건과 상이한 경우, 

   전기 설비 전문가와 협의 후 재선정하십시오.

7. 실외기 전원의 배선공사는 메인 배전판에서 실외기까지 이고,메인 전원선은 50 m 미만을 기준으로 합니다. 

   50 m 이상 설치 시, 삼성 시스템에어컨 전문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8. 실내외기 연결 전원선은 전기 설비 기준에 준하여 설치하여야 합니다.

9. 표기된 제품 사양은 제품 개선 및 기술적인 사유로 인해,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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ㅣ초고층 빌딩 공조 솔루션 DVM Sㅣ

기 존

※ 고장 원인에 따라 LED램프 점등이 다릅니다

■ 온도 설정(A) : 유선리모컨 온도  ■ 온도 설정(B) : 실내기 온도  ■ 온도 설정(A+B) 평균 : (유선리모컨+실내기) 온도 평균

B  

A 
20 ℃ 

19 ℃ 

18 ℃ 

A 

B  

※ 평균 19 ℃ 설정

운전예약송풍필터

타사

28 Kg
(판넬포함)

 

국내 최소 무게

긴 공간을 위한 인테리어 제안

실내기 자가진단 기능

실내온도 최적 제어

Slim & Compact 사이즈로 설치 공간을 줄일 수 있으며 초경량 설계로 쉽고 

간편한 설치 및 유지보수가 가능합니다.

복도, 강의실 등 한쪽이 긴 공간에 더욱 적합한 실내기로 기존 4Way보다

공간을 절약할 수 있으며 인테리어 효과까지 높일 수 있습니다.

실내기 고장 시 자가진단 기능이 작동되어 고장원인을 디스플레이 창에 

표시 해주기 때문에 고장 수리 시 진단 시간을 단축시키고 보다 신속한 

서비스가 가능합니다.

실내기류 영향에 의해 발생하는 상하층간 온도를 감지센서가 체크하여 

편차를 최소화해주어 최적의 실내온도를 유지해 줍니다. 또한 실내기나 

유선리모컨을 통해 실내온도 감지조건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 유선 리모컨 설치 시, 모델명 : AWR-WE00

오토 서라운드 스윙 2Motor 채용에 의한 풍량분배 최적화

오토 서라운드 스윙 기능이 바람을 

좌우 풍량의 편차가 없이 골고루 내보

내어 여름에는 시원하게, 

겨울에는 따뜻하게 

냉·난방하여 

공간을 쾌적하게 

유지시켜 줍니다.

2개의 모터가 각각 양쪽 토출구의 

기류 분배를 최적화하여 공간 전체를 

빠르게 골고루 냉·난방합니다.

오토 서라운드 스윙

26 Kg
(판넬포함)

4Way 카세트 대비

30 % 공간절약!

양정 높이를 높여 배관 시공이 간편한 고양정 배수 펌프

실내기에 고양정 배수펌프가 내장되어 있어 냉방운전 중에 발생

하는 응축수를 외부로 배출하며, 특히 양정 높이가 최대 750 mm

로 배수관 시공이 보다 쉬워져 설치 시간 및 비용을 절감합니다.

응축수 배출 불량에 의한 물넘침 자동 방지 기능

배수관 막힘, 펌프 고장에 의해 응축수 배출 불량이 발생하면 

이를 감지하여 실내기로 물이 넘치는 것을 방지해 줍니다.

누수를 막고 연결시간을 단축시키는 잠금 방식 배수 호스

기존의 경우 배수 호스 연결 시 접착제나 밴드 방식의 호스를 

사용하여 누수의 우려가 있었지만 삼성 시스템에어컨은 이미 

유럽 각지에서 인정받은 편리한 잠금 방식을 적용하여 

설치효율을 높이고 누수를 완벽하게 방지합니다. 

20
。

60 
。

ㅣ2Way 카세트형 특장점ㅣ

긴 공간을 위한

양방향 바람문과 오토 서라운드 스윙으로 쾌속 냉  난방이 가능하며 좁은 공간에도 설치 가능한 천장형 2Way 실내기입니다.

오토 서라운드 스윙

쾌적한 실내공기 유지

실내기 자가진단

신속한 서비스 가능

당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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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체

판넬

    5.2~7.2 kW

일반 그릴 판넬명 : AGGH103IKAG

ㅣ제품사양 / 상세도ㅣ

2Way 카세트형2Way 카세트형

전원사양 Φ, #, V, Hz 1, 2, 220, 60 1, 2, 220, 60 1, 2, 220, 60

구분 - HP / HR HP / HR HP / HR

성 능 성 능(정격)
냉방

kW
5.2 6.0 7.2

난방 6.0 6.8 8.1

전 력

소비전력(정격)
냉방

W
70 75 75

난방 70 75 75

소비전력(정격)
냉방

A
0.38 0.4 0.4

난방 0.38 0.4 0.4

송풍기

모터
형식 - Crossflow Fan Crossflow Fan Crossflow Fan

출력 × 수량 W × n 14 × 2 14 × 2 14 × 2

풍량 강 / 약 / 미 m³/min 14.00 / 10.00 / 8.00 14.00 / 11.00 / 8.00 16.00 / 14.00 / 10.00

표준 기외 정압 최소 / 정격 / 최대 Pa - - -

배관

액관

Φ,mm

6.35 6.35 9.52

가스관 12.7 12.7 15.88

배수관 VP25 (OD 32,ID 25) VP25 (OD 32,ID 25) VP25 (OD 32,ID 25)

배선
전원선

mm2
2.5 2.5 2.5

통신선 VCTF 0.75~1.5 VCTF 0.75~1.5 VCTF 0.75~1.5

냉매
종류 - R410A R410A R410A

제어 방식 - EEV INCLUDED EEV INCLUDED EEV INCLUDED

본체치수

제품 중량
kg

21 22 22

포장 중량 25 26 26

제품 치수 (W×H×D)
mm

890 × 230 × 575 890 × 230 × 575 890 × 230 × 575

포장 치수 (W×H×D) 1077 × 299 × 642 1077 × 299 × 642 1077 × 299 × 642

판넬 치수

판넬 모델 - AGGH1031KAG AGGH1031KAG AGGH1031KAG

판넬 제품 중량
kg

4 4 4

판넬 포장 중량 8 8 8

판넬 제품 치수(W×H×D)
mm

1030 × 25 × 650 1030 × 25 × 650 1030 × 25 × 650

판넬 포장 치수 (W×H×D) 1300 × 150 × 750 1300 × 150 × 750 1300 × 150 × 750

추가 
액세사리

드레인 펌프
드레인 펌프 - / 모델명 기본장착 기본장착 기본장착

양정 mm 750 750 750

필터 - 기본장착 기본장착 기본장착

기능 / 선택
사양

자동재시작

O/X

O O O

냉/난방 자동전환 X X X

중앙제어기 O (선택사양) O (선택사양) O (선택사양)

리모컨 그룹/개별 제어 O (선택사양) O (선택사양) O (선택사양)

L.E.D 자가진단 O O O

바람방향조절(상/하) O O O

S-Plasma ion 적용 X X X

최소설치 천장높이 mm 255 255 255

용  량 kW 5.2 6.0 7.2

모  델 AVXC2H052B3 AVXC2H060B3 AVXC2H072B3

※ 주의사항

1. 정격 냉방 : 실내측 27 ℃ DB / 19 ℃ WB, 실외측 35 ℃ DB / 24 ℃ WB 기준에서 수치임

2. 정격 난방 : 실내측 20 ℃ DB / 15 ℃ WB, 실외측 7 ℃ DB / 6 ℃ WB 기준에서 수치임

3. 설치조건(배관길이)과 사용온도조건(실내외 온도)에 따라 능력, 소비전력 및 운전전류의 차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4. 설치위치 : 실외기는 원활한 통풍, 보수 및 점검을 위하여 서비스 공간이 충분히 확보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합니다. 

   설치 및 서비스 공간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설치 매뉴얼을 참고하십시오.

5. 전원선은 KSC IEC 60245-4 IEC57 동등이상, HO5RN-F 이상의 전선을 사용해야 합니다.

6. 전원선 사양은 기중암거 포설/주위온도 30 ℃/단일 다심 케이블 조건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상기 조건과 상이한 경우, 

   전기 설비 전문가와 협의 후 재선정하십시오.

7. 실외기 전원의 배선공사는 메인 배전판에서 실외기까지 이고,메인 전원선은 50 m 미만을 기준으로 합니다. 

   50 m 이상 설치 시, 삼성 시스템에어컨 전문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8. 실내외기 연결 전원선은 전기 설비 기준에 준하여 설치하여야 합니다.

9. 표기된 제품 사양은 제품 개선 및 기술적인 사유로 인해,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위 :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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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리한 필터 분리 구조로 필터 착탈 

및 청소가 간편하여 더욱 위생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오토 서라운드 스윙 필터 분리 구조

실내기에 고양정 배수펌프가 내장되어 있어 냉방운전 중에 

발생하는 응축수를 외부로 배출하며, 특히 양정 높이가 최대 

750 mm로 배수관 시공이 보다 쉬워져 설치 시간 및 비용을 

절감합니다.

양정 높이를 높여 배관 시공이 간편한 고양정 배수 펌프

배수관 막힘, 펌프 고장에 의해 응축수 배출 불량이 발생하면 

이를 감지하여 실내기로 물이 넘치는 것을 방지해줍니다.

응축수 배출 불량에 의한 물넘침 자동 방지 기능

기존의 경우 배수 호스 연결 시 접착제나 밴드 방식의 호스를 

사용하여 누수의 우려가 있었지만 삼성 시스템에어컨은 이미 유럽 

각지에서 인정받은 편리한 잠금 방식을 적용하여 설치효율을 

높이고 누수를 완벽하게 방지합니다. 

누수를 막고 연결시간을 단축시키는 잠금 방식 배수 호스

편리한 배수 구조

■ 온도 설정(A) : 유선리모컨 온도  ■ 온도 설정(B) : 실내기 온도  ■ 온도 설정(A+B) 평균 : (유선리모컨+실내기) 온도 평균

B  

A A 

B  

[실내 PCB 옵션설정]

< 3 m이상 천장 설치 시 >

3.5 m

OFF : 풍속감소

< 3 m미만 천장 설치 시 >

2.7 m

실내기 PCB 옵션을 통해 기류가 바닥까지 

도달할 수 있어 3.5 m의 높은 천장에서 

설치가 가능합니다.

실내기류 영향에 의해 발생하는 상·하층간 실내온도를 실내온도 감지센서가 체크하여 편차를 

최소화하여 최적의 실내온도를 유지해 줍니다. 실내기 또는 유선리모컨을 통해 실내온도

감지조건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높은 천장에서도 기류가 바닥까지     
도달하는 풍속 제어 기능

실내 상·하층간의 평균 온도 설정 기능

실내온도 최적 제어

ㅣ초고층 빌딩 공조 솔루션 DVM Sㅣ

※ 고장 원인에 따라 LED램프 점등이 다릅니다.

필터   송풍    예약   제상   운전

<디스플레이>

280 mm
사이즈 축소

67
0 

m
m

280 mm
사이즈 축소

670 mm

실내기 고장 시 자가진단 기능이 작동되어 고장원인을 디스플레이 창에 

표시 해주기 때문에 고장 수리 시 진단 시간을 단축시키고 보다 신속한 

서비스가 가능합니다.

일반 사무실 천장 마감에 주로 사용하는 600×600 mm(가로/세로) 텍스 한 장에 설치가능한 

제품 사이즈로, 텍스절단 등의 공정 없이 설치가 가능하여 제품 설치시간을 단축시켜 주고, 

뛰어난 인테리어를 완성합니다.

일반 4Way 대비 천장에 노출되는 치수가 2배 이상 줄어 들어 고급스러운 공간에 어울리며, 제품의 

노출부가 작아 전등위치나 구조에 구애 받지 않고 좁은 공간에도 자유로운 설치가 가능합니다.  

제품의 천장 노출을 최소화시킨 깔끔한 인테리어 효과

600 mm(가로)×600 mm(세로) 텍스에 꼭 맞는 실내기 사이즈(575×575)

컴팩트 사이즈 실내기 자가진단 기능

미니 4Way

오토 서라운드 스윙 기능이 바람을 

좌우 풍량의 편차가 없이 골고루 

내보내어 여름에는 시원하게, 

겨울에는 따뜻하게 

냉  난방하여 

공간을 쾌적하게 

유지시켜 줍니다 .

24
。

60 
。

기 존

[PCB]

ON : 풍속증대 OFF : 풍속감소

ㅣ초고층 빌딩 공조 솔루션 DVM Sㅣㅣ미니 4Way 카세트형 특장점ㅣ

실용성을 높인 미니멀리즘

실내 인테리어에 조화되는 작은 크기와 강력한 냉  난방으로 실용성이 높은 천장형 4Way 실내기입니다.

컴팩트 사이즈 

깔끔한 인테리어 연출

4방향 쾌적 바람 

구석구석 시원하게

최적 제어 기능 

온도 편차의 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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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그릴 판넬명 : PC4SUSK1

본체판넬

    3.2~6.0 kW ※ 단위 : mm

ㅣ제품사양 / 상세도ㅣ

미니 4Way 카세트형미니 4Way 카세트형

전원사양 Φ, #, V, Hz 1, 2, 220, 60 1, 2, 220, 60 1, 2, 220, 60 1, 2, 220, 60

구분 - HP / HR HP / HR HP / HR HP / HR

성 능 성 능(정격)
냉방

kW
3.2 4.0 5.2 6.0

난방 3.6 4.5 6.0 6.8

전 력

소비전력(정격)
냉방

W
110 110 110 110

난방 110 110 110 110

소비전력(정격)
냉방

A
0.47 0.47 0.47 0.5

난방 0.47 0.47 0.47 0.5

송풍기

모터
형식 - Turbo Fan Turbo Fan Turbo Fan Turbo Fan

출력 × 수량 W × n 55 × 1 55 × 1 55 × 1 55 × 1

풍량 강 / 약 / 미 m³/min 11.00 / 9.00 / 7.00 12.00 / 10.00 / 8.00 13.50 / 11.50 / 10.00 14.50 / 12.50 / 11.00

표준 기외 정압 최소 / 정격 / 최대 Pa - - - -

배관

액관

Φ,mm

6.35 6.35 6.35 6.35

가스관 12.7 12.7 12.7 12.7

배수관 VP25 (OD 32,ID 25) VP25 (OD 32,ID 25) VP25 (OD 32,ID 25) VP25 (OD 32,ID 25)

배선
전원선

mm2
2.5 2.5 2.5 2.5

통신선 VCTF 0.75~1.5 VCTF 0.75~1.5 VCTF 0.75~1.5 VCTF 0.75~1.5

냉매
종류 - R410A R410A R410A R410A

제어 방식 - EEV INCLUDED EEV INCLUDED EEV INCLUDED EEV INCLUDED

본체치수

제품 중량
kg

17 17 17 17

포장 중량 20 20 20 20

제품 치수 (W×H×D)
mm

575 × 260 × 575 575 × 260 × 575 575 × 260 × 575 575 × 260 × 575

포장 치수 (W×H×D) 660 × 310 × 635 660 × 310 × 635 660 × 310 × 635 660 × 310 × 635

판넬 치수

판넬 모델 - PC4SUSK1 PC4SUSK1 PC4SUSK1 PC4SUSK1

판넬 제품 중량
kg

3.5 3.5 3.5 3.5

판넬 포장 중량 6.2 6.2 6.2 6.2

판넬 제품 치수(W×H×D)
mm

670 × 35 × 670 670 × 35 × 670 670 × 35 × 670 670 × 35 × 670

판넬 포장 치수 (W×H×D) 717 × 93 × 717 717 × 93 × 717 717 × 93 × 717 717 × 93 × 717

추가 
액세사리

드레인 펌프
드레인 펌프 - / 모델명 기본장착 기본장착 기본장착 기본장착

양정 mm 750 750 750 750

필터 - 기본장착 기본장착 기본장착 기본장착

기능 / 선택
사양

자동재시작

O/X

O O O O

냉/난방 자동전환 X X X X

중앙제어기 O (선택사양) O (선택사양) O (선택사양) O (선택사양)

리모컨 그룹/개별 제어 O (선택사양) O (선택사양) O (선택사양) O (선택사양)

L.E.D 자가진단 O O O O

바람방향조절(상/하) O O O O

S-Plasma ion 적용 X X X X

최소설치 천장높이 mm 290 290 290 290

용  량 kW 3.2    4.0 5.2 6.0

모  델 AVXCMH032B3 AVXCMH040B3 AVXCMH052B3 AVXCMH060B3

※ 주의사항

1. 정격 냉방 : 실내측 27 ℃ DB / 19 ℃ WB, 실외측 35 ℃ DB / 24 ℃ WB 기준에서 수치임

2. 정격 난방 : 실내측 20 ℃ DB / 15 ℃ WB, 실외측 7 ℃ DB / 6 ℃ WB 기준에서 수치임

3. 설치조건(배관길이)과 사용온도조건(실내외 온도)에 따라 능력, 소비전력 및 운전전류의 차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4. 설치위치 : 실외기는 원활한 통풍, 보수 및 점검을 위하여 서비스 공간이 충분히 확보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합니다. 

   설치 및 서비스 공간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설치 매뉴얼을 참고하십시오.

5. 전원선은 KSC IEC 60245-4 IEC57 동등이상, HO5RN-F 이상의 전선을 사용해야 합니다.

6. 전원선 사양은 기중암거 포설/주위온도 30 ℃/단일 다심 케이블 조건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상기 조건과 상이한 경우, 

   전기 설비 전문가와 협의 후 재선정하십시오.

7. 실외기 전원의 배선공사는 메인 배전판에서 실외기까지 이고,메인 전원선은 50 m 미만을 기준으로 합니다. 

   50 m 이상 설치 시, 삼성 시스템에어컨 전문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8. 실내외기 연결 전원선은 전기 설비 기준에 준하여 설치하여야 합니다.

9. 표기된 제품 사양은 제품 개선 및 기술적인 사유로 인해,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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ㅣ초고층 빌딩 공조 솔루션 DVM Sㅣ

중저압 MSP 덕트 캐비넷 분리 구조

객실 로비 복도

직사각형 구조 L형 구조 Y형 구조

후면 흡입구 설치 바닥 흡입구 설치

유지비용 절감 및 작업시간 단축! 간편한 판넬 분리 구조폭넓은 라인업

고정압, 중정압, 저정압 덕트 중 건물 상태나 주변환경, 천고에 맞는 

실내기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어 설치성과 실용성이 매우 뛰어납니다.

제품 설치 후 하부에서 캐비넷 

분리가 매우 간단하기 때문에 유지 

및 관리가 쉽고 편리하며, 제품을 

수리할 경우 작업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고양정 배수펌프 (Option) 똑똑한 기외정압 조절

배관 높이 700 mm에 그치는 타사 

대비 750 mm의 고양정 배수펌프를 

설치하여 응축된 물을 보다

완벽하게 배수합니다.

기외정압에 따라 팬의 속도를 

조절하는 똑똑한 압력조절 

시스템으로 외부 환경에 구애 

받지 않고 일정한 풍량으로 조절이 

가능합니다.

설치 시 기외정압 조건에 따른 풍량조절

기외정압

<기외정압 2 mmAq>

<기외정압 8 mmAq>
풍량

고양정 배수펌프(Option)

M
A
X
:7

50
m

m

뛰어난 설치 유동성

깔끔하고 아름다운 실내 인테리어 연출! 천장 덕트형

천장 설치 시 보다 격조있고 깔끔한 실내 공간을 연출할 수 있으며 한층 더 고급스러운 실내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덕트 설치 시 특정한 기류나 방의 형태, 혹은 조명기구 위치 등 실내 구조나 환경에 상관없이 원하는 곳에 자유롭게 설치할 수 있습니다.

ㅣ초고층 빌딩 공조 솔루션 DVM Sㅣㅣ초고층 빌딩 공조 솔루션 DVM Sㅣㅣ덕트형 특장점ㅣ

인테리어 속에 감출 수 있는 

매립 설계로 벽, 천장 어디에서나 설치 가능하며 제품 노출을 줄여 고급 인테리어와 매치되는 덕트형 실내기입니다.

폭넓은 라인업  

실내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설치

뛰어난 설치 유동성 

고급스러운 인테리어 실현

풍량조절 시스템 

일정한 풍량으로 운전속도 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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ㅣ제품사양 / 상세도ㅣ

중정압 (MSP덕트)저정압 (슬림덕트)

전원사양 Φ, #, V, Hz 1, 2, 220, 60 1, 2, 220, 60 1, 2, 220, 60

구분 - HP  /  HR HP  /  HR HP / HR

성 능 성 능(정격)
냉방

kW
5.2 7.2 10.0

난방 6.0 8.0 11.0

전 력

소비전력(정격)
냉방

W
110 130 95

난방 110 130 95

소비전력(정격)
냉방

A
0.65 0.7 0.8

난방 0.65 0.7 0.8

송풍기

모터
형식 - Sirocco Fan Sirocco Fan Sirocco Fan

출력 × 수량 W × n 60 × 1 60 × 1 183 × 1

풍량 강 / 약 / 미 m³/min 14.50 / 13.50 / 12.00 17.00 / 15.00 / 13.00 25.00 / 23.00 / 21.00

표준 기외 정압 최소 / 정격 / 최대 Pa 0.00 / 19.61 / 39.23 0.00 / 19.61 / 39.23 0.00 / 29.42 / 58.84

배관

액관

Φ,mm

6.35 9.52 9.52

가스관 12.70 15.88 15.88

배수관 VP25 (OD 32,ID 25) VP25 (OD 32,ID 25) VP25 (OD 32,ID 25)

배선
전원선

mm2
2.5 2.5 2.5

통신선 VCTF 0.75~1.5 VCTF 0.75~1.5 VCTF 0.75~1.5

냉매
종류 - R410A R410A R410A

제어 방식 - EEV INCLUDED EEV INCLUDED EEV INCLUDED

본체치수

제품 중량
kg

32 32 44

포장 중량 39 39 51.5

제품 치수 (W×H×D)
mm

1100 × 199 × 600 1100 × 199 × 600 1300 × 295 × 690

포장 치수 (W×H×D) 1324 × 315 × 600 1324 × 315 × 600 1600 × 444 × 831

판넬 치수

판넬 모델 - - - -

판넬 제품 중량
kg

- - -

판넬 포장 중량 - - -

판넬 제품 치수(W×H×D)
mm

- - -

판넬 포장 치수 (W×H×D) - - -

추가 
액세사리

드레인 펌프
드레인 펌프 - / 모델명 선택사양(ADP-E075SEEK3) 선택사양(ADP-E075SEEK3) 선택사양(ADP-E075SEEK3)

양정 mm 750 750 750

필터 - 기본장착 기본장착 기본장착

기능 / 선택
사양

자동재시작

O/X

O O O

냉/난방 자동전환 X X X

중앙제어기 O (선택사양) O (선택사양) O (선택사양)

리모컨 그룹/개별 제어 O (선택사양) O (선택사양) O (선택사양)

L.E.D 자가진단 O (선택사양) O (선택사양) O (선택사양)

바람방향조절(상/하) X X X

S-Plasma ion 적용 X X X

최소설치 천장높이 mm 229 229 325

  

용  량 kW 5.2 7.2 10.0

모  델 AVXDSH052B3 AVXDSH072B3 AVXDSH100B3

전원사양 Φ, #, V, Hz 1, 2, 220, 60 1, 2, 220, 60 1, 2, 220, 60 1, 2, 220, 60 1, 2, 220, 60

구분 - HP/HR HP/HR HP/HR HP/HR HP/HR

성 능 성 능(정격)
냉방

kW
8.3 10.0 11.0 13.0 14.5

난방 9.3 11.0 12.8 14.5 16.3

전 력

소비전력(정격)
냉방

W
220 260 275 370 430

난방 220 260 275 370 430

소비전력(정격)
냉방

A
1.47 1.5 1.6 2.26 2.45

난방 1.47 1.5 1.6 2.26 2.45

송풍기

모터
형식 - Sirocco Fan Sirocco Fan Sirocco Fan Sirocco Fan Sirocco Fan

출력 × 수량 W × n 180 × 1 180 × 1 180 × 1 218 × 1 218 × 1

풍량 강 / 약 / 미 m³/min 20.00/18.00/16.00 25.00 / 23.00 / 20.00 27.00 / 25.00 / 23.00 32.00 / 29.00 / 26.00 35.00 / 33.00 / 30.00

표준 기외 정압 최소 / 정격 / 최대 Pa 58.84 / 78.45 / 98.07 58.84 / 78.45 / 98.07 58.84 / 78.45 / 98.07 58.84 / 78.45 / 98.07 58.84 / 78.45 / 98.07

배관

액관

Φ,mm

9.52 9.52 9.52 9.52 9.52

가스관 15.88 15.88 15.88 15.88 15.88

배수관 VP25 (OD 32,ID 25) VP25 (OD 32,ID 25) VP25 (OD 32,ID 25) VP25 (OD 32,ID 25) VP25 (OD 32,ID 25)

배선
전원선

mm2
2.5 2.5 2.5 2.5 2.5

통신선 VCTF 0.75~1.5 VCTF 0.75~1.5 VCTF 0.75~1.5 VCTF 0.75~1.5 VCTF 0.75~1.5

냉매
종류 - R410A R410A R410A R410A R410A

제어 방식 - EEV INCLUDED EEV INCLUDED EEV INCLUDED EEV INCLUDED EEV INCLUDED

본체치수

제품 중량
kg

36 36 36 52 52

포장 중량 47 47 47 61 61

제품 치수 (W×H×D)
mm

1150 × 320 × 480 1150 × 320 × 480 1150 × 320 × 480 1200 × 360 × 650 1200 × 360 × 650

포장 치수 (W×H×D) 1396 × 424 × 584 1396 × 424 × 584 1396 × 424 × 584 1447 × 425 × 769 1447 × 425 × 769

판넬 치수

판넬 모델 - - - - - -

판넬 제품 중량
kg

- - - - -

판넬 포장 중량 - - - - -

판넬 제품 치수(W×H×D)
mm

- - - - -

판넬 포장 치수 (W×H×D) - - - - -

추가 
액세사리

드레인 펌프
드레인 펌프 - / 모델명 선택사양(MDP-M075SGK1) 선택사양(MDP-M075SGU1) 선택사양(MDP-M075SGK1) 선택사양(MDP-M075SGK2) 선택사양(MDP-M075SGK2)

양정 mm 750 750 750 750 750

필터 - 기본장착 기본장착 기본장착 기본장착 기본장착

기능 / 선택
사양

자동재시작

O/X

O O O O O

냉/난방 자동전환 X X X X X

중앙제어기 O (선택사양) O (선택사양) O (선택사양) O (선택사양) O (선택사양)

리모컨 그룹/개별 제어 O (선택사양) O (선택사양) O (선택사양) O (선택사양) O (선택사양)

L.E.D 자가진단 O (선택사양) O (선택사양) O (선택사양) O (선택사양) O (선택사양)

바람방향조절(상/하) X X X X X

S-Plasma ion 적용 X X X X X

최소설치 천장높이 mm 360 360 360 400 400

용  량 kW 8.3 10.0 11.0 13.0 14.5

모  델 AVXDUH083B3 AVXDUH100B3 AVXDUH110B3 AVXDUH130B3 AVXDUH145B3

※ 주의사항

1. 정격 냉방 : 실내측 27 ℃ DB / 19 ℃ WB, 실외측 35 ℃ DB / 24 ℃ WB 기준에서 수치임

2. 정격 난방 : 실내측 20 ℃ DB / 15 ℃ WB, 실외측 7 ℃ DB / 6 ℃ WB 기준에서 수치임

3. 설치조건(배관길이)과 사용온도조건(실내외 온도)에 따라 능력, 소비전력 및 운전전류의 차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4. 설치위치 : 실외기는 원활한 통풍, 보수 및 점검을 위하여 서비스 공간이 충분히 확보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합니다. 

   설치 및 서비스 공간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설치 매뉴얼을 참고하십시오.

5. 전원선은 KSC IEC 60245-4 IEC57 동등이상, HO5RN-F 이상의 전선을 사용해야 합니다.

6. 전원선 사양은 기중암거 포설/주위온도 30 ℃/단일 다심 케이블 조건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상기 조건과 상이한 경우, 

   전기 설비 전문가와 협의 후 재선정하십시오.

7. 실외기 전원의 배선공사는 메인 배전판에서 실외기까지 이고,메인 전원선은 50 m 미만을 기준으로 합니다. 

   50 m 이상 설치 시, 삼성 시스템에어컨 전문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8. 실내외기 연결 전원선은 전기 설비 기준에 준하여 설치하여야 합니다.

9. 표기된 제품 사양은 제품 개선 및 기술적인 사유로 인해,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의사항

1. 정격 냉방 : 실내측 27 ℃ DB / 19 ℃ WB, 실외측 35 ℃ DB / 24 ℃ WB 기준에서 수치임

2. 정격 난방 : 실내측 20 ℃ DB / 15 ℃ WB, 실외측 7 ℃ DB / 6 ℃ WB 기준에서 수치임

3. 설치조건(배관길이)과 사용온도조건(실내외 온도)에 따라 능력, 소비전력 및 운전전류의 차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4. 설치위치 : 실외기는 원활한 통풍, 보수 및 점검을 위하여 서비스 공간이 충분히 확보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합니다. 

   설치 및 서비스 공간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설치 매뉴얼을 참고하십시오.

5. 전원선은 KSC IEC 60245-4 IEC57 동등이상, HO5RN-F 이상의 전선을 사용해야 합니다.

6. 전원선 사양은 기중암거 포설/주위온도 30 ℃/단일 다심 케이블 조건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상기 조건과 상이한 경우, 

   전기 설비 전문가와 협의 후 재선정하십시오.

7. 실외기 전원의 배선공사는 메인 배전판에서 실외기까지 이고,메인 전원선은 50 m 미만을 기준으로 합니다. 

   50 m 이상 설치 시, 삼성 시스템에어컨 전문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8. 실내외기 연결 전원선은 전기 설비 기준에 준하여 설치하여야 합니다.

9. 표기된 제품 사양은 제품 개선 및 기술적인 사유로 인해,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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ㅣ제품사양 / 상세도ㅣ

고정압 (HSP덕트)고정압 (HSP덕트)

전원사양 Φ, #, V, Hz 1, 2, 220, 60 1, 2, 220, 60 1, 2, 220, 60

구분 - HP/HR HP/HR HP/HR

성 능 성 능(정격)
냉방

kW
10.0 11.0 13.0

난방 11.0 12.8 14.5

전 력

소비전력(정격)
냉방

W
550 550 610

난방 550 550 610

소비전력(정격)
냉방

A
2.55 2.55 2.81

난방 2.55 2.55 2.81

송풍기

모터
형식 - Sirocco Fan Sirocco Fan Sirocco Fan

출력 × 수량 W × n 193 × 1 193 × 1 214 × 1

풍량 강 / 약 / 미 m³/min 29.00 / 26.00 / 23.00 29.00 / 26.00 / 23.00 32.00 / 29.00 / 26.00

표준 기외 정압 최소 / 정격 / 최대 Pa 0.00 / 137.29 / 196.13 0.00 / 137.29 / 196.13 0.00 / 137.29 / 196.13

배관

액관

Φ,mm

9.52 9.52 9.52

가스관 15.88 15.88 15.88

배수관 VP25 (OD 32,ID 25) VP25 (OD 32,ID 25) VP25 (OD 32,ID 25)

배선
전원선

mm2
2.5 2.5 2.5

통신선 VCTF 0.75~1.5 VCTF 0.75~1.5 VCTF 0.75~1.5

냉매
종류 - R410A R410A R410A

제어 방식 - EEV INCLUDED EEV INCLUDED EEV INCLUDED

본체치수

제품 중량
kg

66 66 66

포장 중량 77 77 77

제품 치수 (W×H×D)
mm

1100 × 390 × 650 1100 × 390 × 650 1100 × 390 × 650

포장 치수 (W×H×D) 1335 × 512 × 829 1335 × 512 × 829 1335 × 512 × 829

판넬 치수

판넬 모델 - - - -

판넬 제품 중량
kg

- - -

판넬 포장 중량 - - -

판넬 제품 치수(W×H×D)
mm

- - -

판넬 포장 치수 (W×H×D) - - -

추가 
액세사리

드레인 펌프
드레인 펌프 - / 모델명 선택사양(ADP-H075SA1) 선택사양(ADP-H075SA1) 선택사양(ADP-H075SA1)

양정 mm 750 750 750

필터 - 옵션장착(기본미장착) 옵션장착(기본미장착) 옵션장착(기본미장착)

기능 / 선택
사양

자동재시작

O/X

O O O

냉/난방 자동전환 X X X

중앙제어기 O (선택사양) O (선택사양) O (선택사양)

리모컨 그룹/개별 제어 O (선택사양) O (선택사양) O (선택사양)

L.E.D 자가진단 O (선택사양) O (선택사양) O (선택사양)

바람방향조절(상/하) X X X

S-Plasma ion 적용 X X X

최소설치 천장높이 mm 430 430 430

전원사양 Φ, #, V, Hz 1, 2, 220, 60 1, 2, 220, 60 1, 2, 220, 60

구분 - HP/HR HP/HR HP/HR

성 능 성 능(정격)
냉방

kW
14.5 23.0 29.0

난방 16.3 25.9 32.6

전 력

소비전력(정격)
냉방

W
610 530 790

난방 610 530 790

소비전력(정격)
냉방

A
2.81 3.8 5.9

난방 2.81 3.8 5.9

송풍기

모터
형식 - Sirocco Fan Sirocco Fan Sirocco Fan

출력 × 수량 W × n 214 × 1 400 × 1 400 × 1

풍량 강 / 약 / 미 m³/min 33.00 / 30.00 / 27.00 58.00 / 52.00 / 47.00 72.00 / 65.00 / 58.00

표준 기외 정압 최소 / 정격 / 최대 Pa 0.00 / 137.29 / 196.13 49.03 / 147.10 / 245.17 49.03 / 147.10 / 274.59

배관

액관

Φ,mm

9.52 9.52 9.52

가스관 15.88 19.05 22.23

배수관 VP25 (OD 32,ID 25) VP25 (OD 32,ID 25) VP25 (OD 32,ID 25)

배선
전원선

mm2
2.5 2.5 2.5

통신선 VCTF 0.75~1.5 VCTF 0.75~1.5 VCTF 0.75~1.5

냉매
종류 - R410A R410A R410A

제어 방식 - EEV INCLUDED EEV INCLUDED EEV INCLUDED

본체치수

제품 중량
kg

66 95 95

포장 중량 77 105 105

제품 치수 (W×H×D)
mm

1100 × 390 × 650 1240 × 470 × 1040 1240 × 470 × 1040

포장 치수 (W×H×D) 1335 × 512 × 829 1507 × 558 × 1155 1507 × 558 × 1155

판넬 치수

판넬 모델 - - - -

판넬 제품 중량
kg

- - -

판넬 포장 중량 - - -

판넬 제품 치수(W×H×D)
mm

- - -

판넬 포장 치수 (W×H×D) - - -

추가 
액세사리

드레인 펌프
드레인 펌프 - / 모델명 선택사양(ADP-H075SA1) 선택사양(MDP-N047SNK1) 선택사양(MDP-N047SNK1)

양정 mm 750 470 470

필터 - 옵션장착(기본미장착) - (옵션장착불가) - (옵션장착불가)

기능 / 선택
사양

자동재시작

O/X

O O O

냉/난방 자동전환 X X X

중앙제어기 O (선택사양) O (선택사양) O (선택사양)

리모컨 그룹/개별 제어 O (선택사양) O (선택사양) O (선택사양)

L.E.D 자가진단 O (선택사양) O (선택사양) O (선택사양)

바람방향조절(상/하) X X X

S-Plasma ion 적용 X X X

최소설치 천장높이 mm 430 510 510

용  량 kW 10.0 11.0 13.0

모  델 ND100HHXB1 ND110HHXB1 ND130HHXB1

용  량 kW 14.5 23.0 29.0

모  델 ND145HHXB1 ND230HHXB1 ND290HHXB1

※ 주의사항

1. 정격 냉방 : 실내측 27 ℃ DB / 19 ℃ WB, 실외측 35 ℃ DB / 24 ℃ WB 기준에서 수치임

2. 정격 난방 : 실내측 20 ℃ DB / 15 ℃ WB, 실외측 7 ℃ DB / 6 ℃ WB 기준에서 수치임

3. 설치조건(배관길이)과 사용온도조건(실내외 온도)에 따라 능력, 소비전력 및 운전전류의 차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4. 설치위치 : 실외기는 원활한 통풍, 보수 및 점검을 위하여 서비스 공간이 충분히 확보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합니다. 

   설치 및 서비스 공간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설치 매뉴얼을 참고하십시오.

5. 전원선은 KSC IEC 60245-4 IEC57 동등이상, HO5RN-F 이상의 전선을 사용해야 합니다.

6. 전원선 사양은 기중암거 포설/주위온도 30 ℃/단일 다심 케이블 조건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상기 조건과 상이한 경우, 

   전기 설비 전문가와 협의 후 재선정하십시오.

7. 실외기 전원의 배선공사는 메인 배전판에서 실외기까지 이고,메인 전원선은 50 m 미만을 기준으로 합니다. 

   50 m 이상 설치 시, 삼성 시스템에어컨 전문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8. 실내외기 연결 전원선은 전기 설비 기준에 준하여 설치하여야 합니다.

9. 표기된 제품 사양은 제품 개선 및 기술적인 사유로 인해,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의사항

1. 정격 냉방 : 실내측 27 ℃ DB / 19 ℃ WB, 실외측 35 ℃ DB / 24 ℃ WB 기준에서 수치임

2. 정격 난방 : 실내측 20 ℃ DB / 15 ℃ WB, 실외측 7 ℃ DB / 6 ℃ WB 기준에서 수치임

3. 설치조건(배관길이)과 사용온도조건(실내외 온도)에 따라 능력, 소비전력 및 운전전류의 차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4. 설치위치 : 실외기는 원활한 통풍, 보수 및 점검을 위하여 서비스 공간이 충분히 확보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합니다. 

   설치 및 서비스 공간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설치 매뉴얼을 참고하십시오.

5. 전원선은 KSC IEC 60245-4 IEC57 동등이상, HO5RN-F 이상의 전선을 사용해야 합니다.

6. 전원선 사양은 기중암거 포설/주위온도 30 ℃/단일 다심 케이블 조건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상기 조건과 상이한 경우, 

   전기 설비 전문가와 협의 후 재선정하십시오.

7. 실외기 전원의 배선공사는 메인 배전판에서 실외기까지 이고,메인 전원선은 50 m 미만을 기준으로 합니다. 

   50 m 이상 설치 시, 삼성 시스템에어컨 전문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8. 실내외기 연결 전원선은 전기 설비 기준에 준하여 설치하여야 합니다.

9. 표기된 제품 사양은 제품 개선 및 기술적인 사유로 인해,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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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림덕트 - 10.0 kW       ※ 점검구 포함 설치공간은 기술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슬림덕트 - 5.2 ~ 7.2 kW       ※ 점검구 포함 설치공간은 기술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단위 : mm ※ 단위 : mm

ㅣ제품사양 / 상세도ㅣ

저정압 (대형)저정압 (소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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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SP덕트 - 8.3~11.0 kW       ※ 점검구 포함 설치공간은 기술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MSP덕트 - 13.0~14.5 kW       ※ 점검구 포함 설치공간은 기술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SP덕트 - 10.0~14.5 kW       ※ 점검구 포함 설치공간은 기술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단위 : mm

※ 단위 : mm ※ 단위 : mm

ㅣ제품사양 / 상세도ㅣ

고정압저정압 (중형)

중정압 (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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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개념, 최고 효율

 DVM 상업용 전 라인업
 (단, GHP/공장형 DVM/ 
 일부 구형 DVM 실외기는 제외)

고성능 DVM 실외기

•신선한 외기를 공통입상 

덕트 또는 세대별 개별 

직 유입 방식으로 공급

신선 외기 도입

•송풍기, 필터, 코일, 

가습장치 등 내장

•덕트와 디퓨저로 

실내 공기 공급

•세대 기기실 및

Dead Space에 설치

Mini AHU

•정풍량/변풍량 제어

•덕트 또는 그릴 리턴

•다양한 디퓨져 설치

자유로운 공조 덕트 설계 

Room 01 Room 02

•직팽식 HEX를 통한 냉난방 구현

•기화식 방식에 의한 가습

쾌적  냉난방  시스템

•절전형 BLDC 모터 적용

(AC대비 33 % 효율개선)

•고정압, 저소음  SIROCCO FAN 

고성능  FAN / BLDC 모터

•고성능 필터 적용을 통한 청정 

 ( Pre(기본), 60/90 %(선택))

•외기(급기) 도입을 통한 환기직팽식 

HEX를 통한 냉난방 구현

공기청정  및  외기도입

•유해 바이러스 99 % 이상 제균

S-Plasma ion 제균

•CO ₂ , VAV 제어에 의한 실별 제어

•외기도입에 따른 실내부하 저감

Smart 자동 제어

•천장형 카세트와 혼용 설치

•다양한 DVM 실외기 적용

다양한 실내기 / 실외기 조합

•층별 전용 기계실 불필요

•전면, 측면에서의 유지관리 용이

공간 절감 및  유지관리 용이

개별 / 중앙공조의 주요 특장을 집약한 실내기

개별공조의 공간별 냉난방 제어, 적산전력 분배, 전용 기계실 불필요 특징과 중앙공조의 가습, CO₂ 제어, 외기도입, 공기청정(고성능필터, SPi), 

중앙제어 기능을 결합한 하이브리드 실내기입니다.

ㅣ초고층 빌딩 공조 솔루션 DVM Sㅣ

•냉방, 난방 온도 제어

•난방 시 가습 (습도제어)

•고성능 청정필터

•CO ₂  감지 공기질 제어

•외기 (급기) 도입 (Max.30 %)

쾌적 공조

•고효율 BLDC MOTOR

•VAV 실 별 제어

•고효율 DVM 실외기 용량제어

•중간기 외기냉방 제어

  (외기/배기 댐퍼 구축 시 최대 30 %)

에너지 절감

•실내 부하에 맞게 토출온도를

   제어, 과도한 냉난방 운전 방지

   (단, HR 운전시에는 불가능)

•관리자에 의한 효율적인

   장비 운전관리 가능

토출온도 제어

•개별 / 중앙제어 

•DMS 통합 제어

•RMS 원격 제어 

•전력분배, 피크전력제어,   

스케줄, 원격제어

사용 편리

DVM Mini AHU 주요 특징

공조 구성도

천장형 카세트와 혼용설치로 공간 활용성을 높이고 효율적인 운전 관리를 통해 쾌적한 실내유지 및 에너지 절감을 실현하는 토탈 쾌적공조 솔루션입니다.

기기실에서 공기조화된 공기를 덕트를 통해 Zone 또는 각 실로 공급하는 전공기 방식과 공통 입상 덕트 또는 Mini AHU별로 신선 외기 직접 도입도 가능합니다.

ㅣ초고층 빌딩 공조 솔루션 DVM Sㅣㅣ초고층 빌딩 공조 솔루션 DVM Sㅣㅣ초고층 빌딩 공조 솔루션 DVM Sㅣㅣ초고층 빌딩 공조 솔루션 DVM Sㅣㅣ초고층 빌딩 공조 솔루션 DVM SㅣㅣDVM Mini AHU의 특장점ㅣ

국내 최초 세미 센트럴형 공조 시스템  

중앙공조와 개별공조의 특장점을 집약시킨 공조 시스템으로 별도의 기계실이 필요없는 작은 크기와

깨끗한 공기를 위한 가습, 환기, 제균 등 쾌적한 공조를 제공합니다.

에너지 절감   

환절기 외기 냉방 가능

쾌적한 실내 유지 

가습 및 습도 제어, CO 2 감지 

맞춤 솔루션

설치조건에 맞는 다양한 솔루션 적용

공통 DUCT

신선 

외기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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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 2 가스 감지

고감도 비적외선분광(NDIR) 방식의 센서를 

채용하여 실내의 CO₂  가스를 감지하여

자동으로 적절한 외기를 공급하도록 합니다.  

토출온도 제어

실내 부하에 맞게 토출온도를 제어하여 과도한 냉•난방 운전을 방지하여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임대 상가 또는 오피스텔의 경우 관리자 

토출온도 설정을 통해, 재실자가 임의로 온도 설정을 하지 못하도록 

관리하여 에너지 세이빙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쾌적 실내 환경

최적의 토출 공기 온도 제어를 통해 냉•난방 시 재실자에게 불쾌한 기류가 

직접 닿지 않도록 제어가 가능하여 쾌적한 실내 환경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공조 방식 비교

DVM Mini AHU를 기존 중앙공조 및 개별 천장형 공조와 비교 시 성능우위가 확실히 비교되어 사용자와 관리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조건을 찾을 수 있습니다.

Mini AHU 적용현장

냉난방 및 환기, 가습이 필요한 소형 다실 공간 및 인테리어 니즈 공간에 최적화된 공조환경을 구축하고 뛰어난 유지비 세이빙을 제공합니다.

ㅣDVM Mini AHU의 특장점ㅣ

세계에서 인정 받은 S-Plasma ion 제균기술

삼성의 특허 기술인 S-Plasma ion이 "활성수소"와 "활성산소"를 

직접 방출시켜 공기 중의 유해물질 및 활성산소를 제거하여 항상

쾌적한 환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공기 중에 부유하는 유해물질

(바이러스, 세균, 곰팡이, 알레르겐 등) 제거

▶활성산소(OH-radical) 중화

•독감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99 % 이상 제거

•황색 포도상구균 99 % 이상 제거

•병원 감염균 MRSA 99 % 이상 제거

•코로나 바이러스 99 % 이상 제거

Active
Hydrogen (H)

Oxygen
(O2-)

▶공조 방식 (중앙공조 vs 천장형 SAC & Mini AHU) ● : 우수  ○ : 보통  ▲ : 부족

※ 한국 전력 전기 요금 기준 (일반용 전력(갑))

※ 계약종 : 일반용 전력(갑), 고압A / 선택 II

※ 계약 전력 : 15.0 kW

※ 사용 기간 : 7~8월(60일), 12시간/일

※ 제품 Spec : 카다로그 or Technical Data Book 기준
냉방 운전 비용

항 목 중앙공조  (각 층 AHU) 천장형 SAC (SAC + ERV) Mini-AHU

개별공조제어 VAV에 의한 존 공조 대응 ▲ 실내기별 냉/난방 개별제어가능 ● 존 별 냉/난방 개별제어 가능 ●

전력요금분배 불명확, 휴일•잔업시 비싼 편 ▲ 임대단위별 요금분배 가능 ● 임대단위별 요금분배 가능 ●

유효사용면적 층 별 공조실 필요 ▲ 별도 공조실 불필요 ● Dead Space 이용 ●

개별 온도제어 덥다•춥다는 클레임 많음 ▲ 실내기별 온도 설정 가능 ● 실내기별 온도 설정 가능 ●

가습(습도)제어 가습 장비 취부 가능 ● 가습장비는 별도 검토 필요 ▲ 가습 장비 취부 가능 ●

고청정 기능 중 / 고성능 필터 취부 가능 ● 중 / 고성능 필터 취부 곤란 ▲ 중 / 고성능 필터 취부 가능 ●

외기냉방 외기도입 제어 가능 ● 외기도입은 별도 장비필요 ▲ 30 % 외기도입 제어 가능 ◦

유지관리성 관리인원필요, 냉각탑,펌프 등 ◦ 필터 유지관리포인트 많음 ▲ 존 별 유지관리 ◦

보안관리성
메인터넌스•서비스는 

공조실에서 대응 가능
●

실내기 서비스 대응 시 실내로  

들어가므로 보안관리 곤란
▲

메인터넌스•서비스는 

공조실에서 대응 가능
●

▶운전 비용 비교

•비교 용량 : 단상, 29.0 kW

100.2 만원

85,3만원

당사국내 타사 
수출향

14.9만원 저감  
약 15 %저감

구분 당사
ND290DHXB1/RD100AHXH1 

타사 수출향

냉방 성능 29.0 kW 14.6 kW×2대=29.2 kW

소비 전력 1,1 kW+6.97 kW = 8.07 kW 5.0 kW×2대 = 10.0 kW

정격 냉방 효율 3.59 2.92

냉방 운전 시간 냉방 720시간 냉방 720시간 

▶효율 비교

•성능 사양 비교

냉방 정격 효율

2.922.74

3.59

당사타사 
국판

타사 
수출향

23 % UP
구분

당사
ND290DHXB1/ 
RD100AHXH1

타사 해외모델 타사

냉방 성능 29.0 kW 14.6 kW×2대=29.2 kW 41.0 kW

소비 전력 8.07 kW 5.0 kW×2대 = 10.0 kW 15.0 kW

정격 냉방 효율 3.59 2.92 2.74

제품

※ 제품 Spec : 카다로그 및 Technical Data Book 기준

※ 타사 국판 소용량 모델 無

폭 500 mm의 컴팩트한 제품으로 전용 공조실은 물론 협소한 공간에도 

설치가 가능하여 공간 활용성이 뛰어납니다.

▶초슬림 제품 본체

냉•난방 기능 외에도 부가적으로 외기공급 댐퍼 조절, 

실외온도 감지를 통해 항상 쾌적한 실내 환경을 유지해 줍니다. 

(실내순환 70 % + 외기공급 30 %)

▶신선 외기 공급

유선리모컨

온도 검출기

실내공간

댐퍼

외기댐퍼

VDM 외
기

덕
트

실외공기

V.A.V 컨트롤 박스

배기 덕트 

DDC

▶적용사례

중소형 빌딩

•Dead space 공간  •개별 냉난방 니즈 확대

고급 주점 / 노래방

•소형 다실형 구조  •환기 필요 공간

고시원

•소형 다실 밀집 구조  •실내기 설치 공간 확보 불필요

인테리어 카페

•개방형 구조  •인테리어 중시

산후 조리원

•소형 다실형 구조  •적정 온습도 관리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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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VM Mini AHU

전원사양 Φ, #, V, Hz 1, 2, 220, 60 1, 2, 220, 60 1, 2, 220, 60

구분 - HP / HR HP / HR HP / HR

성 능 성 능(정격)
냉방

kW
14.5 23.0 29.0

난방 16.3 26.5 32.6

전 력

소비전력(정격)
냉방

W
780 730 1100

난방 780 730 1100

소비전력(정격)
냉방

A
4.8 4.8 7.2

난방 4.8 4.8 7.2

송풍기

모터
형식 - Sirocco Fan Sirocco Fan Sirocco Fan

출력 × 수량 W × n 560 × 1 1500 × 1 1500 × 1

풍량 강 / 약 / 미 m³/min 44.00 / 36.00 / 28.00 64.00 / 52.00 / 40.00 80.00 / 65.00 / 50.00

표준 기외 정압 최소 / 정격 / 최대 Pa 0.00 / 156.91 / 196.13 0.00 / 196.13 / 196.13 0.00 / 196.13 / 196.13

배관

액관

Φ,mm

9.52 9.52 9.52

가스관 15.88 22.23 22.23

배수관 VP25 (OD 32,ID 25) VP25 (OD 32,ID 25) VP25 (OD 32,ID 25)

배선
전원선

mm2
2.5 2.5 2.5

통신선 VCTF 0.75~1.5 VCTF 0.75~1.5 VCTF 0.75~1.5

냉매
종류 - R410A R410A R410A

제어 방식 - EEV INCLUDED EEV INCLUDED EEV INCLUDED

본체치수

제품 중량
kg

103 136 136

포장 중량 108 142 142

제품 치수 (W×H×D)
mm

750 × 1960 × 500 1170 × 1960 × 500 1170 × 1960 × 500

포장 치수 (W×H×D) 837 × 2150 × 537 1257 × 2150 × 537 1257 × 2150 × 537

판넬 치수

판넬 모델 - - - -

판넬 제품 중량
kg

- - -

판넬 포장 중량 - - -

판넬 제품 치수(W×H×D)
mm

- - -

판넬 포장 치수 (W×H×D) - - -

추가 
액세사리

드레인 펌프
드레인 펌프 - / 모델명 - - -

양정 mm - - -

필터 - 기본장착 기본장착 기본장착

기능 / 선택
사양

자동재시작

O/X

O O O

냉/난방 자동전환 O O O

중앙제어기 O(선택사양) O(선택사양) O(선택사양)

리모컨 그룹/개별 제어 O(선택사양) O(선택사양) O(선택사양)

L.E.D 자가진단 X X X

바람방향조절(상/하) X X X

S-Plasma ion 적용 O(선택사양) O(선택사양) O(선택사양)

최소설치 천장높이 mm O(선택사양) O(선택사양) O(선택사양)

용  량 kW 14.5 23.0 29.0

모  델 ND145DHXB1 ND230DHXB1 ND290DHXB1

14.5 kW 23.0 kW / 29.0 kW

  냉·난방 겸용 I 14.5 kW  

  냉·난방 겸용 I 23.0 ~ 29.0 kW ※ 단위 : mm

※ 단위 : mm

DVM Mini AHU (소형)

DVM Mini AHU (중형)

※ 주의사항

1. 정격 냉방 : 실내측 27 ℃ DB / 19 ℃ WB, 실외측 35 ℃ DB / 24 ℃ WB 기준에서 수치임

2. 정격 난방 : 실내측 20 ℃ DB / 15 ℃ WB, 실외측 7 ℃ DB / 6 ℃ WB 기준에서 수치임

3. 설치조건(배관길이)과 사용온도조건(실내외 온도)에 따라 능력, 소비전력 및 운전전류의 차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4. 설치위치 : 실외기는 원활한 통풍, 보수 및 점검을 위하여 서비스 공간이 충분히 확보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합니다. 

   설치 및 서비스 공간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설치 매뉴얼을 참고하십시오.

5. 전원선은 KSC IEC 60245-4 IEC57 동등이상, HO5RN-F 이상의 전선을 사용해야 합니다.

6. 전원선 사양은 기중암거 포설/주위온도 30 ℃/단일 다심 케이블 조건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상기 조건과 상이한 경우, 

   전기 설비 전문가와 협의 후 재선정하십시오.

7. 실외기 전원의 배선공사는 메인 배전판에서 실외기까지 이고,메인 전원선은 50 m 미만을 기준으로 합니다. 

   50 m 이상 설치 시, 삼성 시스템에어컨 전문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8. 실내외기 연결 전원선은 전기 설비 기준에 준하여 설치하여야 합니다.

9. 표기된 제품 사양은 제품 개선 및 기술적인 사유로 인해,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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ㅣEHS 특장점ㅣ

바닥난방 및 온수 급탕 솔루션  

기존 보일러를 대체하여 공기열 또는 지열 시스템을 이용, 주거 공간에 바닥 난방과 급탕을 제공하는 신개념 시스템입니다.

주거용 솔루션 

바닥난방, 급탕 공급

경제성 

기존 유류비 대비 비용 절감

미래성

선진국에서 사용 확대

※수주형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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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HS (Eco Heating System)란?

Eco Heating System

외기
열흡수

온수 탱크

바닥난방

주방

욕실

라디에이터

실외기

온수

바닥난방

실외기

급탕 탱크

태양집열판

하이드로 유닛

우수한 경제성/친환경성 이런 현장에서 추천해 주세요

제품 라인업(실내기) 시스템 구성도

실외공기의 열을 흡수, 실내에 공급하는
히트펌프 기술을 이용한 바닥난방/급탕 제품

유럽에서 재생에너지(Renewable Energy)로    
지정된 친환경 고효율 제품

어린이집 / 유치원 등 유아 교육시설

일반 주택

복지 / 요양시설

사무실, 빌딩용 급탕 필요시설

라디에이터

난방을 위한 라디에이터

실외기

DVM S, DVM Geo, Water, mini와 연결 
가능 (공기열, 지열, 수열 실외기 모두 사용 가능)

바닥난방

복사난방

실내기

쾌적한 실내 환경 조성을 위한
냉   난방

온수를 만들어 바닥 난방, 
급탕 공급

하이드로 유닛

EHS 가스
보일러

등유
보일러

전기
보일러

Outdoor Indoor

Water Piping

Hot Water

Water Tank

Indoor Unit(Air heating & cooling)

구분 Hydro unit Hydro unit (고온용)

용량 32.0 kW 52.0 kW 16.0 kW 25.0 kW

모델 ADN320BDBHA1 ADN520BDBHA1 ADN160BFBBA1 ADN250BFBBA1 ADN250BFHBA1

이미지

출수온도 50 ℃ 80 ℃

실외기 

조합

냉방
(별도 실내기)

기류냉방 100 %

바닥난방 온수난방 100 %

냉방 + 급탕 기류냉방+급탕 100 %

바닥난방 + 급탕 온수난방+급탕 100 %

급탕 급탕 100 %

특징
하절기 냉방 시 급탕 이용 가능(동시 냉난방 실외기 조합 시)

공기열(DVM S) 수열/지열(DVM geo/water) 실외기 연결 가능

Ref Piping

Hydro unit

300

250

200

150

100

50

0

EHS 가스
보일러

등유
보일러

전기
보일러

120,000

100,000

80,000

60,000

40,000

20,000

0

이
산

화
탄

소
 배

출
량

(tC
O

 ) 2

연
간

운
영

비
(만

원
)

3,391

5,752

7,319

10,597

타 방식 대비
최대 68 % 운영비 절감

129.3
144.8

278.8

188.9

타 방식 대비
최대 32 % 이산화탄소
배출량 저감

산정 조건 _ 연간 5개월(11~3월) 난방/급탕 운전 _ 난방/급탕 부하 : 300,000 kcal/hr _EHS 구성 : DVM S + hydro un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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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VM EHSDVM EHS

Hydro Unit Hydro Unit(고온용)

전원사양 Φ, V, Hz 1, 220~, 60(접지선별도) 1, 220~, 60(접지선별도) 1, 220~, 60(접지선별도) 1, 220~, 60(접지선별도) 3, 380~, 60(접지선별도)

성 능
냉방(정격)

kW
29.0 46.4 - - -

난방(정격) 32.0 52.0 16.0 25.0 25.0 

전 력
운전전류(정격) A 0.05 0.05 17 23 9.5

소비전력(정격) W 10 10 3,700 5,000 5,000

냉매
종류 - R410A R410A R410 + R134A R410 + R134A R410 + R134A

충진량(기본봉입량) kg - - 2.15(R134A) 2.15(R134A) 2.15(R134A)

열교환기
형식 - 판형열교환기 판형열교환기 판형열교환기 판형열교환기 판형열교환기

적용수량 EA 1 1 2 2 2

연결배관
(냉매)

액관
Φ,mm

9.52 12.7 9.52 9.52 9.52

가스관 22.2 28.58 15.88 15.88 15.88

연결배관 (물) 입/출구 A 25A 32A 25A 25A 25A

수배관 유량 정격 유량 l/min 92 150 23 36 36

연결전선
전원선

mm2
2.5 2.5 4.0 4.0 2.5

통신선 VCTF 0.75 ~ 1.5 VCTF 0.75 ~ 1.5 VCTF 0.75 ~ 1.5 VCTF 0.75 ~ 1.5 VCTF 0.75 ~ 1.5

중량
제품중량

kg
35 45 99 102 102

포장중량 40 50 101 104 104

제품치수
제품치수

mm
518 × 627 × 330 518 × 627 × 330 518 × 1,210 × 330 518 × 1,210 × 330 518 × 1,210 × 330

포장치수 615 × 667 × 380 615 × 667 × 380 652 × 1,289 × 426 652 × 1,289 × 426 652 × 1,289 × 426

용  량 kW 32.0 52.0 16.0 25.0 25.0

모  델 ADN320BDBHA1 ADN520BDBHA1 ADN160BFBBA1 ADN250BFBBA1 ADN250BFHBA1

※ 주의사항

1. 정격 냉방 : 실내측 27 ℃ DB / 19 ℃ WB, 실외측 35 ℃ DB / 24 ℃ WB 기준에서 수치임

2. 정격 난방 : 실내측 20 ℃ DB / 15 ℃ WB, 실외측 7 ℃ DB / 6 ℃ WB 기준에서 수치임

3. 설치조건(배관길이)과 사용온도조건(실내외 온도)에 따라 능력, 소비전력 및 운전전류의 차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4. 설치위치 : 실외기는 원활한 통풍, 보수 및 점검을 위하여 서비스 공간이 충분히 확보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합니다. 

   설치 및 서비스 공간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설치 매뉴얼을 참고하십시오.

5. 전원선은 KSC IEC 60245-4 IEC57 동등이상, HO5RN-F 이상의 전선을 사용해야 합니다.

6. 전원선 사양은 기중암거 포설/주위온도 30 ℃/단일 다심 케이블 조건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상기 조건과 상이한 경우, 

   전기 설비 전문가와 협의 후 재선정하십시오.

7. 실외기 전원의 배선공사는 메인 배전판에서 실외기까지 이고,메인 전원선은 50 m 미만을 기준으로 합니다. 

   50 m 이상 설치 시, 삼성 시스템에어컨 전문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8. 실내외기 연결 전원선은 전기 설비 기준에 준하여 설치하여야 합니다.

9. 표기된 제품 사양은 제품 개선 및 기술적인 사유로 인해,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32.0 kW / 52.0 kW 16.0 kW / 25.0 kW

    Hydro Unit 

    Hydro Unit (고온용) ※ 단위 : mm

※ 단위 : mm

출수

입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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ㅣ초고층 빌딩 공조 솔루션 DVM Sㅣ

제습운전
장마철 습도가 많을 때 실내 습기를 제거하여 
쾌적한 환경을 만듭니다.

터보운전
외출 직후나 운동 후 빠른 냉방을 원할 때 효과적입니다.

송풍운전
자연바람 같은 바람을 내보내며, 에어컨 내부의 
습기 건조 시 유용합니다.

세련된 디자인 효율적인 냉난방 시스템

작은 용량의 실내기로

커버할 수 없는 공간 또는

천장형 에어컨 설치가

곤란한 공간에 적합한

에어컨으로, 깔끔하고

고급스러운 스타일로

실내 인테리어 감각을

더욱 높일 수 있습니다.

사무실, 음식점 등 매장에 적합하며 매장의 환경을 고려한 다양한 운전 

기능과 강력한 냉난방 능력으로 더 큰 만족을 드립니다.

다양한 운전 가능 항균 99 % 이상 청정 필터

내부 필터를 모두 항균 처리하여 99 % 이상의 항균 능력으로 깨끗하게

냉난방합니다.  

편리한 통합관리 유연한 설치

중앙제어기를 통해 16실 그룹 컨트롤이 가능하며 DMS 2.0 연계 제어로 

간편한 제어 및 모니터링은 물론 효율적인 피크전력 제어와 편리한 데이터 

관리가 가능합니다.

기외정압 15 ㎜Aq에서도 강력한 냉·난방 성능을 발휘합니다.

설치환경에 맞춘 유연한 덕트 설계가 가능합니다. ※AVXPQH290B3 모델에 한함

ㅣ초고층 빌딩 공조 솔루션 DVM Sㅣㅣ초고층 빌딩 공조 솔루션 DVM Sㅣㅣ초고층 빌딩 공조 솔루션 DVM Sㅣㅣ초고층 빌딩 공조 솔루션 DVM Sㅣㅣ초고층 빌딩 공조 솔루션 DVM Sㅣㅣ스탠드형(중대형) 특장점ㅣ

상업공간에 최적화된  

사무실, 음식점 등 공간의 넓이에 제약 없이 뛰어난 성능을 발휘하는 중대형 전용 스탠드형 실내기입니다.

DMS 연계제어   

간편한 제어 및 모니터링

다양한 운전방식 

상황에 따른 바람 선택 

피크전력 제어 / 데이터 관리 

편리한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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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 kW 29.0 kW

ㅣ제품사양 / 상세도ㅣ

스탠드형 (중대형)스탠드형 (중대형)

전원사양 Φ, #, V, Hz 1, 2, 220, 60 1, 2, 220, 60

구분 - HP / HR HP / HR

성 능 성 능(정격)
냉방

kW
14.5 29.0

난방 16.3 32.6

전 력

소비전력(정격)
냉방

W
550 950

난방 550 950

소비전력(정격)
냉방

A
2.6 4.5

난방 2.6 4.5

송풍기

모터
형식 - Sirocco Fan Sirocco Fan

출력 × 수량 W × n 100 × 1 700 × 1

풍량 강 / 약 / 미 m³/min 33.00 / 30.00 / 27.00 70.00 / 60.00 / 50.00

표준 기외 정압 최소 / 정격 / 최대 Pa - -

배관

액관

Φ,mm

9.52 9.52

가스관 15.88 22.22

배수관 VP25 (OD 32,ID 25) VP25 (OD 32,ID 25)

배선
전원선

mm2
2.5 2.5

통신선 VCTF 0.75~1.5 VCTF 0.75~1.5

냉매
종류 - R410A R410A

제어 방식 - EEV INCLUDED EEV INCLUDED

본체치수

제품 중량
kg

61 130

포장 중량 66 143

제품 치수 (W×H×D)
mm

650 × 1850 × 395 1100 × 1800 × 485

포장 치수 (W×H×D) 753 × 1949 × 503 1177 × 1950 × 563

판넬 치수

판넬 모델 - - -

판넬 제품 중량
kg

- -

판넬 포장 중량 - -

판넬 제품 치수(W×H×D)
mm

- -

판넬 포장 치수 (W×H×D) - -

추가 
액세사리

드레인 펌프
드레인 펌프 - / 모델명 - -

양정 mm - -

필터 - 기본장착 기본장착

기능 / 선택
사양

자동재시작

O/X

O O

냉/난방 자동전환 X X

중앙제어기 O (선택사양) O (선택사양)

리모컨 그룹/개별 제어 X X

L.E.D 자가진단 O O

바람방향조절(상/하) X X

S-Plasma ion 적용 X X

최소설치 천장높이 mm X X

용  량 kW 14.5 29.0 

모  델 AVXPQH145B4 AVXPQH290B3

※ 주의사항

1. 정격 냉방 : 실내측 27 ℃ DB / 19 ℃ WB, 실외측 35 ℃ DB / 24 ℃ WB 기준에서 수치임

2. 정격 난방 : 실내측 20 ℃ DB / 15 ℃ WB, 실외측 7 ℃ DB / 6 ℃ WB 기준에서 수치임

3. 설치조건(배관길이)과 사용온도조건(실내외 온도)에 따라 능력, 소비전력 및 운전전류의 차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4. 설치위치 : 실외기는 원활한 통풍, 보수 및 점검을 위하여 서비스 공간이 충분히 확보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합니다. 

   설치 및 서비스 공간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설치 매뉴얼을 참고하십시오.

5. 전원선은 KSC IEC 60245-4 IEC57 동등이상, HO5RN-F 이상의 전선을 사용해야 합니다.

6. 전원선 사양은 기중암거 포설/주위온도 30 ℃/단일 다심 케이블 조건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상기 조건과 상이한 경우, 

   전기 설비 전문가와 협의 후 재선정하십시오.

7. 실외기 전원의 배선공사는 메인 배전판에서 실외기까지 이고,메인 전원선은 50 m 미만을 기준으로 합니다. 

   50 m 이상 설치 시, 삼성 시스템에어컨 전문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8. 실내외기 연결 전원선은 전기 설비 기준에 준하여 설치하여야 합니다.

9. 표기된 제품 사양은 제품 개선 및 기술적인 사유로 인해,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14.5 kW

    29.0 kW ※ 단위 : mm

※ 단위 :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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ㅣ초고층 빌딩 공조 솔루션 DVM Sㅣ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6단계

극세필터 은나노제균코팅 항알러지필터 DNA필터 항균냉각기 항균팬

신규 극세사 필터 타사 필터

이중나선구조

열대야 쾌면 버튼을 누르면 실내 온도를 

낮추어 빨리 잠들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건강한 체온을 유지하고 숙면을 

취할 수 있도록 바람의 움직임과 

실내온도를 조절합니다. 

깨어나기 좋은 실내 온도와 기분 좋은 

서라운드 바람으로 쉽게 잠에서 

깨어날 수 있도록 합니다. 

입면모드 숙면모드 기상모드

6단계 공기청정 시스템

6단계 공기청정 시스템이 각종 세균, 냄새와 먼지를 없애줄 뿐 아니라, 항알러지 필터로 민감한 피부도 안심할 수 있는 실내공기를 만들어 줍니다. 

양정 높이를 높여 배관 시공이 간편한 고양정 배수 펌프

머리카락 1/3 굵기의 촘촘한 필터로 미세한 먼지는 물론 황사(약 300 ㎛이상)까지 

효과적으로 제거하여, 먼지 제거 능력이 타사 필터 대비 1.6배 뛰어납니다. 

골고루 시원해지는 서라운드 자동운전

블레이드의 각도는 더욱 넓게, 작동속도는 더욱 빠르게 조절하여 골고루 시원해집니다. 

바람 속 세균까지 제거하는 은나노 제균코팅

살균력이 강한 은을 필터에 코팅 처리하여 바람 속 세균이 완벽하게 제거됩니다. 

※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99 % 이상 제거(일본 키타자토 연구소 입증)

구석구석 시원한 광폭 기류제어

블레이드의 각도가 타사의 64°에서 92°로 넓어져 와이드 냉방이 가능하여 

구석구석 시원합니다.

넓은 공간도 빠르게 급속냉방

냉방 팬을 강력하게 운전하여 넓은 공간도 더 빠르게 냉방해주며 줄어든 냉방시간만큼 

전기요금이 절감되어 더욱 경제적입니다.

발암물질(PAHs계)을 제거하는 DNA필터

DNA구조인 이중나선구조의 전문필터를 채용하여 배기가스 등에 들어 있는 벤조피렌 

등의 발암물질(PAHs계)을 제거하는 신개념 건강필터입니다.

※ KTL(한국산업기술) 시험치 기준

열대야 쾌면

수면 패턴에 꼭 맞게 설계한 3단계 수면시스템이 깊이 잠들어 개운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어, 한여름 밤에도 전기료 걱정 없이 시원하게 만들어 줍니다.

서라운드 자동운전/광폭기류제어/스피드운전

ㅣ초고층 빌딩 공조 솔루션 DVM Sㅣㅣ초고층 빌딩 공조 솔루션 DVM Sㅣㅣ초고층 빌딩 공조 솔루션 DVM Sㅣㅣ벽걸이형 특장점ㅣ

쾌적한 주거공간을 위한 

세련된 디자인과 함께 청정필터, 열대야 쾌면, 자동운전 등 편리함을 제공하는 벽걸이형 실내기입니다.

6단계 공기청정 시스템  

민감한 피부도 안심

기능필터 / 제균코팅 

발암물질과 세균까지 제거 

스피드 운전 

넓은 공간도 급속 냉방



118 119

벽걸이형

ㅣ제품사양 / 상세도ㅣ

벽걸이형

전원사양 Φ, #, V, Hz 1, 2, 220, 60 1, 2, 220, 60 1, 2, 220, 60

구분 - HP / HR HP / HR HP / HR

성 능 성 능(정격)
냉방

kW
2.3 3.2 4.0

난방 2.6 3.6 4.5

전 력

소비전력(정격)
냉방

W
30 30 35

난방 30 30 35

소비전력(정격)
냉방

A
0.18 0.18 0.18

난방 0.18 0.18 0.18

송풍기

모터
형식 - Crossflow Fan Crossflow Fan Crossflow Fan

출력 × 수량 W × n - - -

풍량 강 / 약 / 미 m³/min 6.00 / 5.00 / 4.00 7.00 / 6.00 / 5.00 8.00 / 7.00 / 6.00

표준 기외 정압 최소 / 정격 / 최대 Pa - - -

배관

액관

Φ,mm

6.35 6.35 6.35

가스관 12.70 12.7 12.7

배수관 VP18 (OD 19,ID 16) VP18 (OD 19,ID 16) VP18 (OD 19,ID 16)

배선
전원선

mm2
2.5 2.5 2.5

통신선 VCTF 0.75~1.5 VCTF 0.75~1.5 VCTF 0.75~1.5

냉매
종류 - R410A R410A R410A

제어 방식 - EEV NOT INCLUDED EEV NOT INCLUDED EEV NOT INCLUDED

본체치수

제품 중량
kg

9.6 9.6 9.6

포장 중량 11 11 11

제품 치수 (W×H×D)
mm

825 × 285 × 189 825 × 285 × 189 825 × 285 × 189

포장 치수 (W×H×D) 900 × 349 × 252 900 × 349 × 252 900 × 349 × 252

판넬 치수

판넬 모델 - - - -

판넬 제품 중량
kg

- - -

판넬 포장 중량 - - -

판넬 제품 치수(W×H×D)
mm

- - -

판넬 포장 치수 (W×H×D) - - -

추가 
액세사리

드레인 펌프
드레인 펌프 - / 모델명 - - -

양정 mm - - -

필터 - 기본장착 기본장착 기본장착

기능 / 선택
사양

자동재시작

O/X

O O O

냉/난방 자동전환 X X X 

중앙제어기 O (선택사양) O (선택사양) O (선택사양)

리모컨 그룹/개별 제어 O (선택사양) O (선택사양) O (선택사양)

L.E.D 자가진단 O O O

바람방향조절(상/하) O O O

S-Plasma ion 적용 X X X 

최소설치 천장높이 mm - - -

용  량 kW 2.3 3.2 4.0

모  델 ND023WHXB1 ND032WHXB1 ND040WHXB1

    2.3~4.0 kW

벽걸이형

※ 주의사항

1. 정격 냉방 : 실내측 27 ℃ DB / 19 ℃ WB, 실외측 35 ℃ DB / 24 ℃ WB 기준에서 수치임

2. 정격 난방 : 실내측 20 ℃ DB / 15 ℃ WB, 실외측 7 ℃ DB / 6 ℃ WB 기준에서 수치임

3. 설치조건(배관길이)과 사용온도조건(실내외 온도)에 따라 능력, 소비전력 및 운전전류의 차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4. 설치위치 : 실외기는 원활한 통풍, 보수 및 점검을 위하여 서비스 공간이 충분히 확보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합니다. 

   설치 및 서비스 공간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설치 매뉴얼을 참고하십시오.

5. 전원선은 KSC IEC 60245-4 IEC57 동등이상, HO5RN-F 이상의 전선을 사용해야 합니다.

6. 전원선 사양은 기중암거 포설/주위온도 30 ℃/단일 다심 케이블 조건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상기 조건과 상이한 경우, 

   전기 설비 전문가와 협의 후 재선정하십시오.

7. 실외기 전원의 배선공사는 메인 배전판에서 실외기까지 이고,메인 전원선은 50 m 미만을 기준으로 합니다. 

   50 m 이상 설치 시, 삼성 시스템에어컨 전문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8. 실내외기 연결 전원선은 전기 설비 기준에 준하여 설치하여야 합니다.

9. 표기된 제품 사양은 제품 개선 및 기술적인 사유로 인해,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위 :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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ㅣ초고층 빌딩 공조 솔루션 DVM Sㅣ

학교교회 학원

노출형

효과적인 냉·난방 시스템

창가에 설치할 경우 창 틈새를 통한 찬 공기나 더운 공기의 유입을 막아 주어 효율적인 냉·난방이 가능하며, 특히 천고가 높아 냉·난방 효율이 떨어지는

교회 및 학교, 학원 등에 적합합니다.

저소음 운전

실내기의 최적 유로 설계로 업계 최저 소음인 30 dBA을 실현하여, 언제나 쾌적하고 조용한 실내 분위기를 조성합니다.

슬림 & 컴팩트 디자인

곡선미를 살린 슬림하고 컴팩트한 디자인이 인테리어를 살려 줍니다.

소음수준 비교

도서관일반대화사무실타이핑 바닥상치형

78 dBA

55 dBA
50 dBA

40 dBA

30 dBA

최저소음
구현

 

※ 한국 산업기술시험원(KTL)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인증시험결과 (2006. 6) : 2 Set 평균값 기준  

구분 최대소음 최저소음

7.2 kW 40 dBA 30 dBA

ㅣ초고층 빌딩 공조 솔루션 DVM Sㅣㅣ초고층 빌딩 공조 솔루션 DVM Sㅣㅣ초고층 빌딩 공조 솔루션 DVM Sㅣㅣ초고층 빌딩 공조 솔루션 DVM Sㅣㅣ바닥상치형 특장점ㅣ

외부 온도를 막아주는  

천고가 높고 창가가 많은 공간의 온도유지에 효과적인 슬림 & 컴팩트 디자인의 바닥상치형 실내기입니다.

효과적인 냉  난방   

높은 천고에 효율적

최적 유로 설계 

쾌적한 실내 분위기 

깔끔한 인테리어 

용도에 따른 자유로운 선택



122 123

노출형

바닥상치형 ※ 수주형 라인업은 영업점에서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노출형 노출형 - 수주형 매립형 - 수주형

매립형 - 수주형

전원사양 Φ, #, V, Hz 1, 2, 220 ,60 1, 2, 220, 60 1, 2, 220, 60 1, 2, 220, 60 1, 2, 220, 60 1, 2, 220, 60

구분 - HP / HR HP / HR HP / HR HP / HR HP / HR HP / HR

성 능 성 능(정격)
냉방

kW
7.2 4.0 6.0 4.0 6.0 7.2

난방 8.1 4.5 6.8 4.5 6.8 8.1

전 력

소비전력(정격)
냉방

W
85 50 85 50 85 85

난방 85 50 85 50 85 85

소비전력(정격)
냉방

A
0.39 0.24 0.39 0.24 0.39 0.39

난방 0.39 0.24 0.39 0.24 0.39 0.39

송풍기

모터
형식 - Sirocco Fan Sirocco Fan Sirocco Fan Sirocco Fan Sirocco Fan Sirocco Fan

출력 × 수량 W × n 50 × 1 50 × 1 50 × 1 50 × 1 50 × 1 50 × 1

풍량 강 / 약 / 미 m³/min 16.50 / 15.00 / 13.00 10.00 / 8.00 / 6.00 16.50 / 15.00 / 13.00 10.00 / 8.00 / 6.00 16.50 / 15.00 / 13.00 16.50 / 15.00 / 13.00

표준 기외 정압 최소 / 정격 / 최대 Pa - - - - - -

배관

액관

Φ,mm

9.52 6.35 6.35 6.35 6.35 9.52

가스관 15.88 12.7 12.7 12.7 12.7 15.88

배수관 VP18 (OD 19,ID 16) VP18 (OD 19,ID 16) VP18 (OD 19,ID 16) VP18 (OD 19,ID 16) VP18 (OD 19,ID 16) VP18 (OD 19,ID 16)

배선
전원선

mm2
2.5 2.5 2.5 2.5 2.5 2.5

통신선 VCTF 0.75~1.5 VCTF 0.75~1.5 VCTF 0.75~1.5 VCTF 0.75~1.5 VCTF 0.75~1.5 VCTF 0.75~1.5

냉매
종류 - R410A R410A R410A R410A R410A R410A

제어 방식 - EEV INCLUDED EEV INCLUDED EEV INCLUDED EEV INCLUDED EEV INCLUDED EEV INCLUDED

본체
치수

제품 중량
kg

29.5 24.5 29.5 21.5 26.5 26.5

포장 중량 36 29 36 26 31.5 31.5

제품 치수 (W×H×D)
mm

1449 × 600 × 220 1169 × 600 × 220 1449 × 600 × 220 945 × 600 × 220 1225 × 600 × 220 1225 × 600 × 220

포장 치수 (W×H×D) 1535 × 690 × 210 1255 × 690 × 210 1535 × 690 × 210 1035 × 690 × 210 1335 × 690 × 210 1335 × 690 × 210

판넬 
치수

판넬 모델 - - - - - - -

판넬 제품 중량
kg

- - - - - -

판넬 포장 중량 - - - - - -

판넬 제품 치수(W×H×D)
mm

- - - - - -

판넬 포장 치수 (W×H×D) - - - - - -

추가 
액세
사리

드레인 펌프
드레인 펌프 - / 모델명 - - - - - -

양정 mm - - - - - -

필터 - - - - - - -

기능 / 
선택
사양

자동재시작

O/X

O O O O O O

냉/난방 자동전환 X X X X X X

중앙제어기 O (선택사양) O (선택사양) O (선택사양) O (선택사양) O (선택사양) O (선택사양)

리모컨 그룹/개별 제어 O (선택사양) O (선택사양) O (선택사양) O (선택사양) O (선택사양) O (선택사양)

L.E.D 자가진단 O (선택사양) O (선택사양) O (선택사양) O (선택사양) O (선택사양) O (선택사양)

바람방향조절(상/하) X X X X X X

S-Plasma ion 적용 X X X X X X

최소설치 천장높이 mm X X X X X X

용  량 kW 7.2 4.0 6.0 4.0 6.0 7.2 (노출형)

모  델 AVXTLH072B3 AVXTLH040B3 AVXTLH060B3 AVXTLH040B4 AVXTLH060B4 AVXTLH072B4

ㅣ제품사양 / 상세도ㅣ

    7.2 kW

바닥상치형(노출형 모델)

※ 주의사항

1. 정격 냉방 : 실내측 27 ℃ DB / 19 ℃ WB, 실외측 35 ℃ DB / 24 ℃ WB 기준에서 수치임

2. 정격 난방 : 실내측 20 ℃ DB / 15 ℃ WB, 실외측 7 ℃ DB / 6 ℃ WB 기준에서 수치임

3. 설치조건(배관길이)과 사용온도조건(실내외 온도)에 따라 능력, 소비전력 및 운전전류의 차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4. 설치위치 : 실외기는 원활한 통풍, 보수 및 점검을 위하여 서비스 공간이 충분히 확보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합니다. 

   설치 및 서비스 공간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설치 매뉴얼을 참고하십시오.

5. 전원선은 KSC IEC 60245-4 IEC57 동등이상, HO5RN-F 이상의 전선을 사용해야 합니다.

6. 전원선 사양은 기중암거 포설/주위온도 30 ℃/단일 다심 케이블 조건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상기 조건과 상이한 경우, 

   전기 설비 전문가와 협의 후 재선정하십시오.

7. 실외기 전원의 배선공사는 메인 배전판에서 실외기까지 이고,메인 전원선은 50 m 미만을 기준으로 합니다. 

   50 m 이상 설치 시, 삼성 시스템에어컨 전문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8. 실내외기 연결 전원선은 전기 설비 기준에 준하여 설치하여야 합니다.

9. 표기된 제품 사양은 제품 개선 및 기술적인 사유로 인해,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위 :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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ㅣ초고층 빌딩 공조 솔루션 DVM Sㅣㅣ초고층 빌딩 공조 솔루션 DVM Sㅣㅣ초고층 빌딩 공조 솔루션 DVM Sㅣ

 

ㅣS-Plasma ion 특장점ㅣ

세계 최고의 청정  제균기술  

실내공기 중에 포함된 유해 활성산소, 바이러스, 곰팡이 등을 제거하여 깨끗하고 건강한 공간을 만들어 주는 삼성의 앞선 청정기술입니다.

제균력 

바이러스, 곰팡이 제거

중화작용 

세계 유일 활성수소 생성으로 활성산소 중화

기술력

세계 유수 기관 인증

세계 최대 규모 국제 냉난방 박람회인

2010 AHR Expo의 IAQ(실내 공기질)

부문에서 Innovation Awards Winner로

선정되어 2010년 1월 26일 수상하였습니다.

IAQ(실내 공기질)
회사 : Samsung Electronics
제품 : SPi Bacteria Eradication Technology

▶생물학적 오염원

매년 많은 사람들이 알레르기, 비염 및 

천식 등 각종 호흡기 질환을 앓고 

있습니다. 또한, MRSA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코로나 바이러스 및 다양한 

알레르겐 등과 같은 생물학적인 

오염원으로부터 건강한 삶을 위협받고 

있습니다.

▶활성산소(OH-radical)

OH-radical은 반응성이 가장 높은 

활성산소입니다. OH-radical이 VOC와 

반응하여 인체에 더욱 해로운 물질을 

방출합니다. VOC와 반응한 OH-radical은 

알레르기나 천식 또는 눈을 자극하거나 

호흡기 질환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  세라믹 전극(+전극) : Micro Plasma 발생으로 공기 중의 물 분자를 분해하여 양전하를 
    갖는 수소 이온(H+)을 생성합니다.

▶  침상전극(-전극) : 고전압 전자 방사에 의해 활성 수소(H)와 산소이온(O2
-)을 생성합니다.

▶  생성된 활성수소(H)와 산소이온(O2
-)이 결합하여 하이드로 페록시 래디컬(HOO-)을  

생성합니다.

※ 활성산소는 활성화된 수소로 중화가 가능합니다. ※ 활성수소 발생특허는 전세계에서 삼성전자만이 보유한 특허 기술입니다.

알레르겐 불활성화

활성산소 중화 릴렉스 효과

빠르고 효과적인
바이러스, 세균 및 곰팡이 제거

필터 없이 오염물질 제거

▶활성 수소(H)와 산소이온(O2
-)의 생성

▶기존 필터 방식

▶생물학적 오염원의 제거

▶활성산소의 중화

+ =

세라믹 전극

침상 전극

공기 유동 방향   

4H2O→2H2O+O2+4H+

H++e-→H

O2+e-→O2
-

▶S-Plasma ion 슈퍼청정

청정방식 간접 제균 방식

적용제품 공기청정기, 가정용 일반에어컨

특징

- 흡입공기에 대한 수동적 제균, 청정 방식 

- 필터 단품은 고성능(실제 가동 성능과 차이 큼) 

- 먼지 등으로 인해 사용할수록 성능이 저하

- 한계 성능 초과 시 균 번식률이 높음

청정방식 직접 분사 방식

적용제품 생활가전, AV가전, 자동차, 항공기, 주택 등 확장 용이

특징

- 공기 중으로 이온을 직접 방출시켜 제균

- 분당 100만개 이상의 이온을 통한 제균효과 극대화

- 심플한 설계에 따른 반영구적이고 연속적인 효과

- 다양한 공간 및 제품에 적용될 수 있는 확장성

유해한 공기 오염원 S-Plasma ion의 원천기술

S-Plasma ion은 어떻게 유해한 공기 오염원을 제거하나요? 활성 수소(H)와 산소이온(O2-)은 어떻게 만들어 질까요?

S-Plasma ion은 공기오염으로부터 당신을 지켜드립니다

필터로 흡입되는 공기만을 정화하였던 기존의 공기청정 기능을 한 차원 뛰어

넘은 차세대 건강환경 기술로, 대량의 활성수소와 산소이온을 공기 중으로 

방출시켜 실내에 부유하는 유해물질(바이러스, 세균, 곰팡이, 알레르기 원인 

물질 등) 제거와 각종 질병의 원인 물질 중의 하나인 활성산소(OH-radical를 

중화하는 신기술로서 삼성전자의 에어컨, 공기청정기, 개인용 공기 제균기

(Virus Doctor) 등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S-Plasma ion의 기술은 필터를 사용하지 않고도 생물학적 오염원들과 활성

산소 (OH-radical)를 제거하여 실내공기의 질을 향상시킵니다. 

활성수소와 산소이온이 하이드로 페록시 래디컬(HOO-)을 생성, 양전하를 가지는 

생물학적 오염원을 포위하여 흡착한 후, 오염원 표면 단백질 구조의 수소와 

반응하여 표면 구조를 파괴시킵니다. 또한 활성수소(H)는 OH-radical과 결합하여 

물분자 형태로 해로운 활성산소 OH-radical을 중화시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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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제거율 기관
시험방법

참고 시험년도

Chamber Size 노출시간 시험법

Virus

Influenza virus A(H1N1) 
독감 바이러스

99.6 %(30 min)
Kitasato Research Center for 
Environment Science(Japan)

0.13 ㎥ 30분 Airborne(부유) 2004

Influenza virus A(H3N2)
91.9 %(20 min) 
99.6 %(60 min)

연세대학교 1 ㎥ 20, 40, 60분 Airborne(부유) 2004

Corona (Feline Infectious 
Peritonitis Virus, FIPV), SARS와 동과

97.9 %(10 min) 
99.6 %(20 min)

Kitasato Institute Medical 
Center Hospital(Japan)

1 ㎥ 10, 20, 30, 40분 Airborne(부유) 2005

Influenza virus A(H1N1)
93.7 %(10 min) 
98.4 %(30 min)

Kitasato Research Center for 
Environment Science(Japan)

1 ㎥ 10, 20, 30분 Airborne(부유) 2009

Influenza virus A subtype(H1N1)
신종플루

99.99 %(20 min) 충남대학교 500 ㎤ 20분 Airborne(부유) 2009

Avian Flu(H5N1)
조류독감

79.6 %(10 min) 
95.1 %(30 min) 

99.99 %(120 min) 계산치
Retroscreen(U.K) 1 ㎥ 10, 30, 120분 Airborne(부유) 2008/2009

Influenza virus A(H1N1) 시험 중 AMS Laboratory(Australia)
0.072 ㎥ 

(0.6×0.4×0.3) ㎥
30, 60, 120, 180, 240분

Surface carrier 
(배지)

2009~

Bacteria

MRSA * Methicillin-resistant 
Staphylococcus aureus 

99.8 %(120 min)
Kitasato Research Center for 
Environment Science(Japan)

1 ㎥ 20, 40, 60, 120분 Airborne(부유) 항생제 내성균 2004

Staphylococcus aureus 
(황색포도상구균)

85.7 %(60 min) 
99.8 %(240 min)

한국소비과학연구센터(FITI) - 60, 120, 180, 240분 Airborne(부유) 식중독 설사 2004

Escherchia coli(E.coli) 
(대장균)

11.8 %(60 min) 
99.9 %(240 min)

한국소비과학연구센터(FITI) - 60, 120, 180, 240분 Airborne(부유) 식중독 설사 2004

Staphylococcus aureus 
(황색포도상구균)

36.7 %(60 min) 
76.7 %(240 min)

한국소비과학연구센터(FITI) - 60, 120, 180, 240분
Surface carrier 

(배지)
식중독 설사 2004

Escherchia coli(E.coli) 
(대장균)

43.3 %(60 min) 
80.0 %(240 min)

한국소비과학연구센터(FITI) - 60, 120, 180, 240분
Surface carrier 

(배지)
식중독 설사 2004

MRSA * Methicillin-resistant 
Staphylococcus aureus 

99.0 %(150 min)
Kitasato Research Center for 
Environment Science(Japan)

1 ㎥
15, 30, 45, 60, 90,  

120, 150분
Airborne(부유) 항생제 내성균 2008

Staphylococcus aureus 
(황색포도상구균)

99.97 %(150 min)
Kitasato Research Center for 
Environment Science(Japan)

1 ㎥
15, 30, 45, 60, 90,  

120, 150분
Airborne(부유) 식중독 설사 2008

MRSA * Methicillin-resistant 
Staphylococcus aureus 

97.5 %(10 min) 
99.8 %(30 min)

Kitasato Institute Medical 
Center Hospital(Japan)

1 ㎥ 10, 20, 30분 Airborne(부유) 항생제 내성균 2009

Escherchia coli(E.coli) 
(대장균)

96.0 %(10 min) 
99.2 %(30 min)

Kitasato Institute Medical 
Center Hospital(Japan)

1 ㎥ 10, 20, 30분 Airborne(부유) 2009

Bacillus subtilis
60.2 %(10 min) 
99.7 %(30 min)

Kitasato Institute Medical 
Center Hospital(Japan)

1 ㎥ 10, 20, 30분 Airborne(부유) 2009

Fungi

Aspergillus niger(흑곰팡이)
46.7 %(60 min) 
99.9 %(240 min)

한국소비과학연구센터(FITI) - 60, 120, 180, 240분
Surface carrier 

(배지)
일반곰팡이 2004

Penicillium citrinum(푸른곰팡이)
26.7%(60min) 
99.9%(240min)

한국소비과학연구센터(FITI) - 60, 120, 180, 240분
Surface carrier 

(배지)
유독물질생성 2004

Aspergillus niger(흑곰팡이)
35.0%(60min) 
98.0%(240min)

한국소비과학연구센터(FITI) - 60, 120, 180, 240분 Airborne(부유) 2004

Penicillium citrinum(푸른곰팡이)
38.5 %(60 min) 
96.9 %(240 min)

한국소비과학연구센터(FITI) - 60, 120, 180, 240분 Airborne(부유) 2004

Aspergillus niger(흑곰팡이) 96.4 %(120 min)
Kitasato Research Center for 
Environment Science(Japan)

1 ㎥
30, 60, 90, 120, 

150분
Airborne(부유) 2008

Micrococcus luteus 99.86 %(150 min)
Kitasato Research Center for 
Environment Science(Japan)

 1 ㎥
30, 60, 90, 120, 

150분
Airborne(부유)

면역기능이 감소된 사람에게
심한 감염증을 주는 이차감염의 

원인균, 드물게 일어남
2008

Cladosporium cladosporioides 98.9 %(150 min)
Kitasato Research Center for 
Environment Science(Japan)

1 ㎥
30, 60, 90, 120, 

150분
Airborne(부유)

Airborne인 경우 심각하게 
Allgergen으로 작용, 천식이나

호흡곤란을 일으킴
2008

Penicillium pinophilum 
(푸른곰팡이)

98.4 %(150 min)
Kitasato Research Center for 
Environment Science(Japan)

1 ㎥
30, 60, 90, 120, 

150분
Airborne(부유) 2008

Allergen

Dust Mite(진드기 사체(분)) 효과 있음
BAF(British Allergy 
Foundation)(U.K)

19.16 ㎥ 30, 120, 80분 Airborne(부유) 2004

Cat/Dog Allergen 
(고양이/개 알러지 발생물질)

효과 있음 RTI(U.S.A) 19.16 ㎥ 25분 Airborne(부유) 2004

OH radical 
중화

OH radical ~70 % 중화 Hiroshima University(Japan)
LIF 측정법 

(Laser Induced 
Fluorescence)

2004

Safety 
(안전성)

흡입독성검사 독성 없음 서울독성연구소 14 days 2004

안정막 및 피부 자극검사 독성 없음 서울대병원 임상의학연구소(GLP)* 28 days 2009

※GLP(Good Laboratory Practice)란? 의약품, 농약, 화학물질, 생활용품 등의 안전성 평가를 위해 실시하는 비임상 시험에 대한 제안 준수사항을 규정(운영체계, 적정인원 및 시설) 함으로써, 시험 과정 및 결과에 대한 신뢰성을 확인한 기관

※ 500 CC 챔버에 신종플루 바이러스를 부유시킨 후, S-Plasma ion Device를 작동-독감바이러스 연구소 실험기준 ※ 시험기관 : Kitasato 환경 과학 센터 

※ 시험기관 : 한국 소비과학 연구 Center

부유 박테리아 제균시험 부유 곰팡이 제균시험

▶  시험 Spec. :   1 m3

▶  시험시료 :   Stapylococcus aureus ATCC 33591     

▶  측정시간 :   2시간 

▶  시험기관 :   Kitasato 환경 과학 센터

첫째주

4주째

S-Plasma ion(無) S-Plasma ion(無) S-Plasma ion(無)

S-Plasma ion(無) S-Plasma ion(無) S-Plasma ion(無)

S-Plasma ion(有) S-Plasma ion(有) S-Plasma ion(有)

S-Plasma ion(有) S-Plasma ion(有) S-Plasma ion(有)

첫째주

4주째

안점막의 병리사진

피부의 병리사진

OH라디칼+
S-Plasma ion(無)

OH라디칼+
S-Plasma ion(有)

S-Plasma ion 효과 해외 실증ㅣ일본 병원 자동차 실증ㅣ르노삼성 자동차 실험

S-Plasma ion 신종플루 제거 효과 MRSA(병원성 슈퍼박테리아)제거

세균, 곰팡이 제거 효과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제거

일본 내 병원건설 수주 1위 건설업체인 토다건설에서 S-Plasma ion 기술을 

제균공조 시스템에 도입하였으며, 병원을 시작으로 주택, 공공건물 등 일본 내 

다양한 건물에 적용될 예정입니다.

슈퍼청정장치가 신종플루 바이러스에 노출되는 위험도를 줄여줄 수 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S-Plasma ion은 황색포도상구균, 대장균, 흑 곰팡이, 푸른 곰팡이를 99.9% 

제거합니다.

차량 내 S-Plasma ion 장착에 의해 부유세균(박테리아)의 경우 평균 80 % 이상의 

제균 효과를 확인하였으며 부유진균(곰팡이)의 경우 평균 58.7 % 이상의 제균 

효과를 확인하였습니다.

2차 병원 감염군으로서 항생제로도 제거하기 어려운 돌연변이 균인 MRSA를 

수퍼청정이 99.99 % 제거하였습니다.

공기 중의 Influenza A 감기바이러스를 99.6 % 이상 제거합니다.

동물 독성시험 검증 코로나 바이러스 제거

실험용 토끼 수컷 6마리에 S-Plasma ion을 가동(매일 6시간씩 28일 동안 안점

막 및 피부에 노출)한 결과 S-Plasma ion에 노출된 안점막과 피부의 자극독성

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중증급성호흡기 증후군 SARS와 동과 virus로 

S-Plasma ion이 20분내 99.6 % 이상 제거합니다.

※A,B,C 차량은 S-Plasma ion장착 차량으로 장착하지 않은 D,E 차량 대비 현격한 제균 효과를 보임 

   2008年 7月 ~ 8月 (SM7 2008년형 1대 (A) +SM7 2006년형 2대 (B, C) + 기타차량 2대 (D, E))

ㅣS-Plasma ion 특장점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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ㅣ초고층 빌딩 공조 솔루션 DVM Sㅣㅣ초고층 빌딩 공조 솔루션 DVM Sㅣㅣ초고층 빌딩 공조 솔루션 DVM Sㅣㅣ초고층 빌딩 공조 솔루션 DVM Sㅣㅣ초고층 빌딩 공조 솔루션 DVM Sㅣㅣ초고층 빌딩 공조 솔루션 DVM Sㅣ

     

ㅣDVM AHU 특장점ㅣ

고천장 - 대공간 전용 솔루션  

DVM 조합 직팽식 공조기

냉난방 및 환기, 가습 구현                  

다양한 솔루션 탑재

절전 / 청정 / 제연 가능

다양한 차별화 솔루션 탑재

여름

절전 / 청정 / 제연 솔루션으로 공간과 필요에 맞는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냉난방 및 환기, 가습 가능 

냉난방 및 환기, 가습까지 가능한 대공간·고천장 맞춤 솔루션 DVM AHU와 최첨단 기술력의  DVM 계열 실외기와의 조합으로 최적의 냉·난방이 가능합니다.

▶ DVM AHU와 연결 가능한 실외기는 DVM S, DVM PLUS IV(한랭지형), DVM WATER, GHP 입니다.

절전 솔루션(외기냉방)

실내•외의 온도, 습도를 감지하여 
외기냉방을 통한 절전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Mixing 온도제어 Part 

    - 외기, 내부 공기를 적정 온도로 설정, 제어

•댐퍼 제어 Part 

    - 필요 공기량을 조절

•열교환기 Part

    - 완벽한 기계식 확관을 통해 코일의 열교환 성능을 향상

•보조난방 Part 

    - 난방 능력을 제어 필요 시 보조 난방 적용 (Option)

청정 솔루션

공기 중에 포함된 습도, CO₂를 감지, 조절하여
쾌적하게 만들고 제균 Part를 통해 더욱 깨끗한
공기를 공급합니다. 

 •습도 센싱 Part

    - 공기의 습도를 감지 

•CO₂ 센싱 Part

    - 내부에서 순환된 공기의 CO₂ 를 감지 

•UV Lamp Part

    - 공기 중의 유해물질을 제균 (Option)

•가습 Part

    - 환경에 따라 증기분사식, 기화식, 전기식 가습 선택 가능 (Option)

•S-Plasma ion 제균 Part

    - 공기 중의 바이러스 등 유해물질 제균 (Option)

제연 솔루션(옵션)

시스템에 유입되는 연기를 감지하여 
외부로 방출하고 비상 알림을 통해 고장 및 
화재의 위험으로부터 시스템을 보호합니다.

•연기 감지 센싱 Part 

    - 화재 발생 시, 시스템에 유입되는 연기를 감지 (Option)

•비상 알람 신호 Part 

    - 시스템 고장 및 위험을 바로 알림 (Option)

※ 효율적인 열교환 기술력으로 환절기에는 실외의 공기를 실외기 가동 없이 내부로 순환시켜 냉방과 환기, 가습을 동시에 실시하므로 운전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냉난방 및 환기, 가습까지 한번에 해결하는 공조 시스템으로 천장이 높은 구조, 대규모 빌딩 등 대공간에 최적의 실내상태를 구현합니다.

가을

겨울



130 131

ㅣDVM AHU 특장점ㅣ

대공간 Jet 공조솔루션

대공간에 적합한 DVM AHU로서, 최대 50 m(표준 35 m)까지 기류 형성이 

가능한 강력한 토출 풍속이 장점인 직팽식 히트펌프 공조기입니다.

표준
전력
(kW)

표준
풍량

(m³/min)

외형치수(mm)

H L W

58.0 120 2770 1400 1800

87.0 180 2900 1400 2100

116.0 240 3000 1400 2600

덕트를 사용하지 않는 컴팩트 사이즈의 

디퓨저로 노출을 최소화하고 소음을 줄인 

정음 운전을 제공하였습니다.<설치 장소 및 토출길이>

설치사례 : 에버랜드 GRAND STAGE 공연장

DVM AHU Jet

간편한 시공

•무덕트형으로 간편한 시공 및 저비용 실현

•설치면적 최소화

•설치 환경 변경 시에도 유연하게 대처 가능

다양한 기종 라인업

•58.0, 87.0, 116.0 kW 기종 라인업 확보

•설치 환경에 맞게 수평형, 수직형 대응 가능

송풍거리 확보

•최대도달거리 50 m의 높은 송풍성능 확보

•체육관 등 대공간 적용 시 최대효과 발휘

사용 편의성

•토출 노즐 디퓨저의 방향을 자유롭게 조절하므로, 

   사용 환경에 따라 기류 방향 유연성 확보

•유선 리모컨에서 인터넷 원격제어까지 다양한 솔루션 제공

•저소음형 팬 적용 및 FAN CAMBER BOX에 

   흡음재 설치로 저소음 실현(87.0 kW 기준 62 dB)

연중 다양한 공연 및 행사가 

열리는 다목적 공연장으로 

250 ㎡의 면적과 높이 20 m의 

천장형 돔으로 구성된 

전형적인 대공간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곳입니다.

현장특성

면적 250 ㎡, 천장고 20 m의 대공간 극장으로 출입구 상시 개방에 따른 열손실과 

내부 인테리어를 고려한 설치 공간 제약성, 공연 관람을 위해 소음은 최소화하고 

비정기적 운영에 따라 공연 시작 전에 신속한 냉•난방 운전을 하는 간헐적인 부분부하를 

고려해야 하는 곳입니다.

제안 솔루션

35 m까지 공기를 보내는 DVM AHU Jet를 4대 설치

하고, 방향조절이 가능한 디퓨저를 DVM AHU Jet에 

각각 5~6개를 적용하여, 최대한 빠른 시간에 내부를 

쾌적하게 만들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내부와 조화된 디자인

설치사례 : 웨스트 파인 G.C 클럽하우스

현대적 감각으로 설계된 최고의 VIP를 위한 클럽하우스로 고천장, 대공간의 구조에서 발생하는 기류 정체 현상 해결과 고품격 인테리어에 맞춘 공조설비가 

필요한 곳입니다.

1

2
4

3
5

현장특성

8 m의 높은 천장고로 기류의 정체 가능성이 있고 3면이 유리로 설계되어 설치 공간이 협소하며 가동 

시간이 불규칙하여 부분부하가 발생하는 현장입니다. 특히 다용도 공간의 특성에 따라 음식 냄새 제거 

및 살균, 가습이 필요하며 클럽하우스의 성격에 맞는 고품격 인테리어도 감안해야 하는 곳입니다.

제안 솔루션
천장 및 측면, 외주부 창가 하부에 토출 디퓨저를 설치하되 실내 인테리어에 맞춰 노출을

최대한 자제하였습니다.

•4단계의 세균 제균/ 필터링을 통해 덕트에서 실내까지 상쾌한 공기가 급기되도록 설계하였습니다.

•에너지의 효율적인 분배와 부분부하를

   제어하기 위해 첨단 디지털 제어시스템을

   채택하였으며 특히, 편리한 터치스크린과 

   함께 스케줄관리 및 온도 제한 기능 등을

   제공하였습니다.

PRE + 
MEDIUM FILTER

공기 중 미세 먼지 및 
부유물 제거

UVC-LAMP 
(자외선살균)

각종 세균이 자외선 
램프를 통과하면서 멸균

CARBON FILTER
각종 유해성분

(Nox, Sox) 및 음식 
냄새를 효과적으로 제거

전자전극봉식 가습기
제어성이 뛰어난 전자
전극봉식을 적용하여 

내부 습도 유지

〉 〉 〉

① 상부 급기구 ② 중간 급기구 ③ 하부 급기구

④ 중간 환기부 ⑤ 하부 환기부

천장이 높은 대강당 구조에 안정적인 기류분포 및 환기를 위한 최적의 디퓨저 사양 및 설치 위치를 제안합니다.

설치사례 : 종교시설

현장 특성
•천장이 높아 기류분포가 중요합니다.

•복층 및 대공간 구조를 고려해야 합니다.

•단위 면적당 높은 환기 요구량이 필요합니다.

•공연, 예배 등을 위하여 소음이 적어야 합니다.

제안 솔루션

•대예배당  [토출기류가 바닥까지 도달하기 어려운 고천장 공간] 

   DVM AHU를 통해 실내 인원에게 두루 안정적으로 기류가 도달 가능합니다.

•로비 [출입이 잦아 실내외 온도차 큼] 

   DVM AHU와 라인·노즐 디퓨저 설치로 침입외기를 방지합니다.

• 소예배당/유아실  [개별적으로 틈틈이 이용하는 공간]

   부분부하 및 개별제어에 탁월한 4Way, 1Way 등 다양한 실내기를 적용합니다.

시뮬레이션을 통한 사례분석

냉·난방 효과 

 기류가 바닥까지 충분히 도달할 수 있도록 

노즐형 토출부 시공

냉·난방 효과

토출 디퓨저를 측면에서 인출하여

기류 순환 용이 

전체 제어

 DMS, 중앙제어기, 중계기 등 다양한

제어 솔루션과 유동적 연결 가능

상부 토출, 하부 흡입 기류분포 사례  

측면 토출, 측면 흡입 사례        

전체 공조 설치 사례  

현장 특성

•출입이 잦은 밀폐된 공간 및 지하상가

•공간의 특성, 부하성격을 고려한 시스템이 요구됩니다.

•토출 기류의 도달 예상 거리를 고려해야 합니다.

•단위 면적당 많은 환기 요구량을 필요로 합니다.

제안 솔루션

•로비 [출입이 잦아 실내외 온도차 큼]

   DVM AHU와 라인·노즐 디퓨저 설계로 침입외기를 방지합니다. 

•판매 및 영업시설  [실내인원이 많아 충분한 환기 필요]

   DVM AHU를 적용하여 환기는 물론 신선한 외부 공기를 공급합니다.

현장 특성

•쾌적함을 위하여 환기 및 가습이 중요합니다.

•효율성과 경제성을 위한 제어가 필요합니다.

•입원실, 로비 등 공간 특성에 맞는 공조가 필요합니다.

•환자의 안정과 업무 효율을 위해 소음이 적어야 합니다.

제안 솔루션
•로비 [고천장 및 외기침입이 잦은 공간]

   DVM AHU의 노즐 디퓨저 설계를 통해 대풍량을 공급해 드립니다.

•입원실  [개별 환기 및 가습  필요]

   DVM AHU를 적용하여 쾌적한 웰빙환경을 제공합니다.

•진료실/회의실  [개별적으로 틈틈이 이용하는 공간]

   부분부하 및 개별제어에 탁월한 4Way, 1Way 등  다양한 실내기를 적용합니다.

설치사례 : 쇼핑몰 

유동인구가 많은 쇼핑몰의 높은 칩입 외기량 대응에 적합한 시스템을 

제안합니다.

설치사례 : 병원

깨끗하고 청결한 공기를 위하여 제균 및 환기가 중요하며 실별 특성에 맞춘 

개별 냉ㆍ난방이 가능한 시스템이 적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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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열교환기를 통한 에너지 절감

외기를 사전처리함으로써 히트펌프 공조기가 담당하는 냉·난방 부하를 줄이고, 시스템 전체 공조 

운전비를 절감시킵니다. 

배기열을 회수하여 외기를 사전 처리

▶DVM과 AHU 결합을 통한 에너지 절감

DVM과 AHU가 결합된 혼합공조방식 채택 시 부분부하 대응이 뛰어나 기존 중앙공조보다 에너지 

절감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시스템에어컨에 의한 풍량제어

실외기를 건물외벽 또는 기타 서비스가 불가능한 장소에 설치하여 추가로 발생하는 서비스 

 비용은 고객 부담입니다.

실외기는 통풍이 잘되고 보수 및 점검을 위한 서비스 공간이 충분히 확보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합니다.

실외기의 무게를 충분히 지탱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하십시오. 지지하는 힘이 약할 경우 

 실외기가 넘어져 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강설지역에서는 낙설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하고, 기초 지지대를 높여 공기흡입구가 

 눈에 파묻히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십시오.

황산화물, 암모니아, 유황가스 등과 같은 부식성 가스가 배출되는 곳에 인접하여 제품을 

 설치하지 마십시오.

실외기 소음이 이웃집에 전달되어 민원제기의 우려가 있는 설치장소에는 별도의 방음벽 

 시공을 검토하십시오.

실외기 설치를 위한 콘크리트 공사(기초지반 공사)가 완료되면 실외기 바닥면과 H빔

 (또는 방진대)사이에 방진패드(t=20 mm 이상)를 설치하여 실외기의 진동음이 기초지반으로 

 전달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옥상이나 베란다 등에 설치하여 인접공간이나 실내에 진동의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당사 

 승인 방진대를 별도 구매하여 설치하십시오.

실외기를 도로변에 설치할 경우에는 2 m 이상의 높이에 설치하거나 열기가 보행자에게 직접 

 닿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합니다. (건축물 설비 기준에 관한 규칙)

이 제품은 내염해, 중염해 사양이 아니므로, 절대 해안가나 온천 지역 등 실외기 부식의 

 우려가 있는 곳에 설치하지 마십시오. 설치 시에는 반드시 본사와 상담하십시오.

실외기 조합 설치 시 당사 제시 조합표와 다르게 설치될 경우 제품성능 저하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조합표와 동일하게 설치해야 합니다.

난방운전 시 실외기에 응축수가 발생하므로 실외기가 설치되는 바닥의 방수 및 배수처리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 주십시오. (겨울철 바닥에 빙판이 형성될 수 있습니다.)

실외기와 AHU는 반드시 과전류차단장치(MCCB)와 누전차단기(ELB)를 이용하여 설치해야 

 합니다. 미설치 시 전기안전공사 검사에 부적합판정을 받을 수 있으며 화재 또는 누전사고로 

 인한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AHU 공급전원은 실외기와 개별로 하십시오.

실외기, AHU 공급전압은 ±10 % 이내에서 관리되어야 합니다. 

모든 설치 부품은 반드시 정격 부품을 사용하십시오.

전기공사는 전기설비에 관한 기술기준, 내선규정에 따라 자격을 갖춘 작업자가 시공하여야 

 합니다.

설치는 반드시 설치매뉴얼 기준으로 하십시오. 설치표준 미준수에 의한 피해 발생 시

 제조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시스템 에어컨 제품의 1차측 전기용량(수전용량) 설계 시에는 해당제품의 제품별 최대소비

 전력(-10 ℃/-15 ℃) 기준으로 설계해야 합니다. (메인 분전반의 차단기 설계/전원선 설계/ 

 변압기 등의 설계)  

발전기 전원을 이용하여 시운전 및 응급 운전 절대 불가합니다.

탁 트인 공간에 

더 상쾌하게 부는 바람!
“ 

”

설치사례 : 대형오피스 

특성과 크기가 다른 공간이 모여있는 대형 건물에는 중앙공조 및 개별공조를 

혼합한 시스템을 제안합니다.

DVM AHU 설치시 이것만은 꼭 주의하세요 실외기 라인업 

대용량 고효율의 DVM 계열 실외기와 조합하여 대규모 빌딩 등 대공간에서 더욱 뛰어난 냉·난방 성능을 발휘합니다.

▶ DVM S, DVM PLUS IV(한랭지형) 조합표 및 AHU KIT 필요수량

※ 주의

- 난방운전 시 열교환기 입구 공기온도가 낮을 경우 직팽식 공조기의 특성상 원활한 난방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열 회수 장치 등을 적용하여 열교환기 입구 공기온도가 10℃이상 확보될 수 있도록 설계 시 주의하십시오. 

- DVM AHU와 연결 가능한 실외기는 최대 928 kW 까지 가능합니다.

EHP 용량 (kW)

DVM S DVM PLUS Ⅳ한랭지형

모델명
KIT 수량

모델명
KIT 수량

PCB EEV PCB EEV

29.0 ADX100VGHHA1 1 1 RD100UHXH1 1 1

46.4  ADX080VGHHA1 × 2EA 2 2 RD080UHXH1 × 2EA 2 2

58.0 ADX100VGHHA1 × 2EA 2 2 RD100UHXH1 × 2EA 2 2

69.6 ADX120VGHHA1 × 2EA 2 4 RD120UHXH1 × 2EA 2 4

81.2 ADX140VGHHA1 × 2EA 2 4 RD140UHXH1 × 2EA 2 4

87.0 ADX100VGHHA1 × 3EA 3 3 RD100UHXH1 × 3EA 3 3

92.8 ADX160VGHHA1 × 2EA 2 4 RD160UHXH1 × 2EA 2 4

104.4 ADX180VGHHA1 × 2EA 2 4 RD180UHXH1S × 2EA 2 4

116.0 ADX200VGHHA1 × 2EA 2 4 RD200UHXH1S × 2EA 2 4

139.2 ADS240VGHHA1SY × 2EA 2 6 RD240UHXH1S × 2EA 2 6

150.8 ADS260VGHHA1SY × 2EA 2 6 RD260UHXH1S × 2EA 2 6

162.4 ADS280VGHHA1SY × 2EA 2 6 RD280UHXH1S × 2EA 2 6

174.0 ADS300VGHHA1SY × 2EA 2 6 RD300UHXH1S × 2EA 2 6

185.6 ADS320VGHHA1SY × 2EA 2 8 RD320UHXH1S × 2EA 2 8

197.2 ADS340VGHHA1SY × 2EA 2 8 RD340UHXH1S × 2EA 2 8

208.8 ADS360VGHHA1SY × 2EA 2 8 RD360UHXH1S × 2EA 2 8

220.4 ADS380VGHHA1SY × 2EA 2 8 RD380UHXH1S × 2EA 2 8

232.0 ADS400VGHHA1SY × 2EA 2 8 - - -

261.0 ADS300VGHHA1SY × 3EA 3 9 RD300UHXH1S × 3EA 3 9

295.8 ADS340VGHHA1SY × 3EA 3 12 RD340UHXH1S × 3EA 3 12

330.6 ADS380VGHHA1SY × 3EA 3 12 RD380UHXH1S × 3EA 3 12

348.0 ADS400VGHHA1SY × 3EA 3 12 RD300UHXH1S × 4EA 4 12

394.4 ADS340VGHHA1SY × 4EA 4 16 - - -

417.6 ADS360VGHHA1SY × 4EA 4 16 RD360UHXH1S × 4EA 4 16

440.8 ADS380VGHHA1SY × 4EA 4 16 RD380UHXH1S × 4EA 4 16

464.0 ADS400VGHHA1SY × 4EA 4 16 RD320UHXH1S × 5EA 5 20

493.0 ADS340VGHHA1SY × 5EA 5 20 RD340UHXH1S × 5EA 5 20

522.0 ADS360VGHHA1SY × 5EA 5 20 RD360UHXH1S × 5EA 5 20

551.0 ADS380VGHHA1SY × 5EA 5 20 RD380UHXH1S × 5EA 5 20

580.0 ADS400VGHHA1SY × 5EA 5 2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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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풍기

급  기

Airfoil
DS# AYZ 315 AYZ 400 AYZ 500 AYZ 560 AYZ 630

호칭번호 #2.0 #2 3/4 #3.5 #4.0 #4.5

표준풍량 m³/min 80 160 240 320 400 

정  압 Pa 735 785 785 883 883

전 동 기 kW 2.2 5.5 5.5 11 11 

환  기

Airfoil
DS# TYZ 315 TYZ 355 TYZ 450 TYZ 500 TYZ 560

호칭번호 #2.0 #2.5 #3.0 #3.5 #4.0

표준풍량 m³/min 65 130 200 260 320 

정  압 Pa 249 343 392 392 392

전 동 기 kW 0.75 2.2 3.7 3.7 5.5 

열교환기

냉  방 정  격

kW

29.0 58.0 87.0 116.0 139.2

난  방
정  격 32.6 65.2 97.8 126.0 156.8

-15 ℃ 24.3 48.6 72.9 96.3 116.0

전면면적 m2 0.67 1.34 1.95 2.63 3.28 

통과풍속 m/s 1.99 1.99 2.05 2.03 2.03 

코일열수 - 4 4 4 4 4 

냉  매 종  류 R410A

필  터

Pre AFI* 80% 

Medium NBS** 80%

고급형(Option) Plasma Filter / Hepa Filter

가습기 종류 (Option) 전자전극봉식 가습기, 기화식 외

접속관 R410A
가 스 관

Ø, mm
22.23 × 1 22.23 × 2 22.23 × 3 28.58 × 2 28.58 × 2

액  관 9.52 × 1 9.52× 2 9.52 × 3 15.88 × 2 15.88 × 2

드레인 A 40 

중  량

수평형 
(리턴분리)

제품 kg 730 1,010 1,270 1,580 1,810 

운전 kg 940 1,310 1,650 2,050 2,350 

수평형 
(리턴내장)

제품 kg 1,110 1,550 1,970 2,390 2,790 

운전 kg 1,440 2,010 2,560 3,100 3,620 

모  델 KAE8010 KAE8020 KAE8030 KAE8040 KAE8050

※ 주의 상기 표준사양 이외 사양은 추가 가능합니다.     

 1. Pre Filter는 AFI 80 % 표준이며, AFI 60~80 % 제품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2. Medium Filter는 옵션 사항입니다.

 3. 가습기는 옵션 사항입니다.

 4. 냉방 운전 조건 : 실내 27 ℃ DB / 19 ℃ WB, 실외 35 ℃ DB / 24 ℃ WB

    난방 운전 조건 : 실내 20 ℃ DB / 15 ℃ WB, 실외 7 ℃ DB / 6 ℃ WB

    직팽식 열교환기는 4~6 ROW 기준입니다.

 5. 난방운전 시 열교환기 입구 공기온도가 낮을 경우 직팽식 공조기의 특성상 원활한 난방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열회수 장치 등을 적용하여 열교환기 입구 공기온도를 10 ℃ 이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 시 주의하십시오.

* AFI(Air Filter Institute) : 중량법

** NBS(National Bureau of Standards) : 비색법

ㅣ제품사양 / 상세도ㅣ

DVM AHU Jet

송풍기 급  기

Airfoil
DS# TYZ 400 TYZ 450 TYZ 500

호칭번호 #2 3/4 #3 #3.5

표준풍량 m³/min 120 180 240 

정  압 Pa 490 490 490

전 동 기 kW 3.7 3.7 3.7 

열교환기

냉  방 정  격

kW

58.0 87.0 116.0

난  방 
정  격 65.2 97.8 130.4

-15 ℃ 48.6 72.9 97.2

전면면적 m2 1.00 1.50 2.00 

코일열수 - 6 6 6 

냉  매 종  류 R410A

필  터
Pre AFI* 80% 

Medium(Option) NBS** 80%

접속관 R410A
가 스 관

Ø, mm
22.23 × 2 22.23 × 3 28. 58 × 2

액  관 9.52 × 2 9.52 × 3 15,88 × 2

드레인 A 40 

중  량
제품 kg 620 830 950 

운전 kg 800 1,070 1,230 

모  델 KAE620 KAE630 KAE640

※ 주의 상기 표준사양 이외 사양은 추가 가능합니다.     

 1. Pre Filter는 AFI 80 % 표준이며, AFI 60~80 % 제품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2. Medium Filter는 옵션 사항입니다.

 3. 가습기는 옵션 사항입니다.

 4. 냉방 운전 조건 : 실내 27 ℃ DB / 19 ℃ WB, 실외 35 ℃ DB / 24 ℃ WB

    난방 운전 조건 : 실내 20 ℃ DB / 15 ℃ WB, 실외 7 ℃ DB / 6 ℃ WB

    직팽식 열교환기는 4~6 ROW 기준입니다.

 5. 난방운전 시 열교환기 입구 공기온도가 낮을 경우 직팽식 공조기의 특성상 원활한 난방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열회수 장치 등을 적용하여 열교환기 입구 공기온도를 10 ℃ 이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 시 주의하십시오.

* AFI(Air Filter Institute) : 중량법

** NBS(National Bureau of Standards) : 비색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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ㅣ제품사양 / 상세도ㅣ

DVM AHU - 수평형 (Return Fan 분리형)

TOTAL DIMENSION MIXING PART COIL PART FAN PART DAMPER 팬 토출 사이즈

A B C D E F G × H I J K

KAE8010 1600 3150 1100 700 1200 1250 300 × 800 410 500 595

KAE8020 1700 3350 1500 700 1200 1450 300 × 1550 510 550 595

KAE8030 2100 3500 1600 700 1500 1300 300 × 1950 640 250 800

KAE8040 2350 3650 1800 750 1500 1400 450 × 2200 720 200 900

KAE8050 2650 3750 1900 750 1500 1500 450 × 2500 800 200 925

KAE8060 2650 3900 2200 750 1500 1650 450 × 2500 900 200 950

KAE8070 3000 3900 2200 750 1500 1650 450 × 2850 900 200 1050

KAE8080 3100 4250 2400 900 1500 1850 600 × 2950 1010 200 1045

KAE8090 3100 4250 2700 900 1500 1850 600 × 2950 1010 200 1045

KAE8100 3200 4300 2800 950 1500 1850 630 × 3050 1010 200 1095

KAE8120 3750 4450 2800 950 1500 2000 630 × 3600 1130 200 1310

※ 본 치수는 제품 성능개선을 위해 사전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위 : mm

MODEL

SIZE

    냉•난방 겸용

DVM AHU

송풍기

급  기

Airfoil
DS# AYZ 710 AYZ 800 AYZ 800 AYZ 800 AYZ 800 AYZ 900

호칭번호 #5.0 #5.5 #5.5 #5.5 #5.5 #6.0

표준풍량 m³/min 480 560 640 720 800 960 

정  압 Pa 883 981 981 981 981 981

전 동 기 kW 15 18.5 18.5 22 30 30 

환  기

Airfoil
DS# TYZ 630 TYZ 630 TYZ 710 TYZ 710 TYZ 800 TYZ 800

호칭번호 #4.5 #4.5 #5.0 #5.0 #5.5 #5.5

표준풍량 m³/min 390 450 520 580 640 770

정  압 Pa 392 392 441 441 441 441

전 동 기 kW 5.5 7.5 11.0 11.0 11.0 15.0

열교환기

냉  방 정  격

kW

174.0 197.2 232.0 261.0 295.8 348.0 

난  방
정  격 191.2 217.4 252.0 286.8 326.1 378.0

-15 ℃ 145.4 162.2 193.6 218.1 246.3 290.4

전면면적 m2 3.93 4.57 5.28 5.94 6.58 7.92 

통과풍속 m/s 2.03 2.04 2.02 2.02 2.03 2.02 

코일열수 - 4 4 4 4 4 4 

냉  매 종  류 R410A

필  터

Pre AFI* 80%

Medium NBS** 80%

고급형(Option) Plasma Filter / Hepa Filter

가습기 종류 (Option) 전자전극봉식 가습기, 기화식 외

접속관 R410A
가 스 관

Ø, mm
31.75 × 2 31.75 × 2 38.1 × 2 31.75 × 3 31.75 × 3 38.1 × 3

액  관 19.05 × 2 19.05 × 2 19.05 × 2 19.05 × 3 19.05 × 3 19.05 × 3

드레인 A 40

중  량

수평형 
(리턴분리)

제품 kg 2,190 2,450 2,690 2,830 3,040 3,330 

운전 kg 2,840 3,180 3,490 3,670 3,950 4,320 

수평형 
(리턴내장)

제품 kg 3,300 3,640 4,200 4,400 4,780 5,230 

운전 kg 4,290 4,730 5,460 5,720 6,210 6,790 

모  델 KAE8060 KAE8070 KAE8080 KAE8090 KAE8100 KAE8120

* AFI(Air Filter Institute) : 중량법

** NBS(National Bureau of Standards) : 비색법

※ 주의 상기 표준사양 이외 사양은 추가 가능합니다.     

 1. Pre Filter는 AFI 80 % 표준이며, AFI 60~80 % 제품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2. Medium Filter는 옵션 사항입니다.

 3. 가습기는 옵션 사항입니다.

 4. 냉방 운전 조건 : 실내 27 ℃ DB / 19 ℃ WB, 실외 35 ℃ DB / 24 ℃ WB

    난방 운전 조건 : 실내 20 ℃ DB / 15 ℃ WB, 실외 7 ℃ DB / 6 ℃ WB

    직팽식 열교환기는 4~6 ROW 기준입니다.

 5. 난방운전 시 열교환기 입구 공기온도가 낮을 경우 직팽식 공조기의 특성상 원활한 난방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열회수 장치 등을 적용하여 열교환기 입구 공기온도를 10 ℃ 이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 시 주의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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ㅣ제품사양 / 상세도ㅣ

DVM AHU - 복합형 (Return Fan 분리형)

※ 단위 : mm

TOTAL DIMENSION MIXING PART COIL PART DAMPER 팬 토출 사이즈

A B C D E F G H × I J K L

KAE8010 1600 1950 1950 980 970 700 1250 300 × 800 410 540 595

KAE8020 1700 2150 2600 1500 1100 700 1450 300 × 1550 510 590 595

KAE8030 2100 2300 2850 1600 1250 700 1600 300 × 1950 640 560 730

KAE8040 2350 2200 3150 1800 1350 800 1400 450 × 2200 715 200 900

KAE8050 2650 2300 3350 1900 1450 800 1500 450 × 2500 800 200 925

KAE8060 2700 2450 3800 2200 1600 800 1650 450 × 2550 900 200 950

KAE8070 3000 2750 4000 2200 1800 900 1850 480 × 2850 1010 200 995

KAE8080 3100 2850 4200 2400 1800 1000 1850 600 × 2950 1010 200 1045

KAE8090 3100 2850 4500 2700 1800 1000 1850 600 × 2950 1010 200 1045

KAE8100 3200 3000 4600 2800 1800 1150 1850 750 × 3050 1010 200 1095

KAE8120 3750 3150 4750 2800 1950 1150 2000 750 × 3600 1130 200 1310

MODEL

SIZE

※ 본 치수는 제품 성능개선을 위해 사전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냉•난방 겸용

DVM AHU - 수평형 (Return Fan 내장형)

※ 단위 : mm

TOTAL DIMENSION
RETURN 
PART

MIXING 
PART

FILTER 
PART

COIL PART
SUPPLY 
PART

DAMPER BY-PASS AIR DAMPER SUPPLY FAN

A B C D E F G H I × J K × L M N O

KAE8010 1600 5100 1100 1250 700 700 1200 1250 300 × 800 300 × 800 410 500 595

KAE8020 1700 5350 1500 1300 700 700 1200 1450 300 × 1550 450 × 800 510 550 595

KAE8030 2100 5450 1600 1250 700 700 1500 1300 300 × 1950 450 × 1100 640 250 800

KAE8040 2350 5500 1800 1300 700 700 1500 1300 300 × 2200 450 × 1400 640 250 900

KAE8050 2650 5850 1900 1350 800 700 1500 1500 450 × 2500 450 × 1700 800 200 925

KAE8060 2650 6100 2200 1450 800 700 1500 1650 450 × 2500 600 × 1700 900 200 950

KAE8070 3000 6100 2200 1450 800 700 1500 1650 450 × 2850 600 × 2000 900 200 1050

KAE8080 3100 6750 2400 1600 950 850 1500 1850 600 × 2950 600 × 2100 1010 200 1045

KAE8090 3100 6750 2700 1600 950 850 1500 1850 600 × 2950 750 × 2100 1010 200 1045

KAE8100 3200 6850 2800 1700 950 850 1500 1850 600 × 3050 750 × 2100 1010 200 1095

KAE8120 3750 7000 2800 1700 950 850 1500 2000 600 × 3600 750 × 2100 1130 200 1310

MODEL

SIZE

※ 본 치수는 제품 성능개선을 위해 사전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냉•난방 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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ㅣ제품사양 / 상세도ㅣ

DVM AHU - 현열교환기 적용형

※ 단위 : mm

TOTAL DIMENSION
RETURN 
PART

열교환기 
PART

FILTER 
PART

COIL
 PART

SUPPLY 
PART

DAMPER
BY-PASS AIR 

DAMPER
FAN 토출 사이즈

열교환기 
PART 높이

A B C D E F G H I × J K × L M N O P

KAE8010ER 1600 5100 1100 1250 1100 300 1200 1250 300 × 800 300 × 800 410 500 595 650

KAE8020ER 1700 5750 1500 1300 1500 300 1200 1450 300 × 1550 450 × 800 510 550 595 900

KAE8030ER 2100 6000 1600 1250 1650 300 1500 1300 300 × 1950 450 × 1100 640 250 800 1000

KAE8040ER 2350 6100 1800 1300 1700 300 1500 1300 300 × 2200 450 × 1400 640 250 900 1250

KAE8050ER 2650 6650 1900 1350 2000 300 1500 1500 450 × 2500 450 × 1700 800 200 925 1250

KAE8060ER 2650 7000 2200 1450 2100 300 1500 1650 450 × 2500 600 × 1700 900 200 950 1450

KAE8070ER 3000 7700 2200 1450 2200 300 1500 1650 450 × 2850 600 × 2000 900 200 1050 1500

KAE8080ER 3100 7650 2400 1600 2400 300 1500 1850 600 × 2950 600 × 2100 1010 200 1045 1600

KAE8090ER 3100 7750 2700 1600 2500 300 1500 1850 600 × 2950 750 × 2100 1010 200 1045 1700

KAE8100ER 3200 8000 2800 1700 2650 300 1500 1850 600 × 3050 750 × 2100 1010 200 1095 1750

KAE8120ER 3750 8200 2800 1700 2700 300 1500 2000 600 × 3600 750 × 2100 1130 200 1310 1850

MODEL

SIZE

※ 본 치수는 제품 성능개선을 위해 사전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냉•난방 겸용

DVM AHU - 복합형 (Return Fan 포함형)

※ 단위 : mm

TOTAL DIMENSION
MIXING 
PART

COIL PART FAN PART DAMPER BY-PASS AIR DAMPER SUPPLY FAN

A B C D E F G H I × J K × L M N O

KAE8010 1600 3150 2000 1000 1000 700 1200 1250 300 × 800 300 × 800 410 500 400

KAE8020 1700 3500 2600 1500 1100 850 1200 1450 300 × 1550 450 × 800 510 550 595

KAE8030 2100 3950 2900 1600 1300 850 1500 1600 300 × 1950 450 × 1100 640 550 730

KAE8040 2350 3750 3200 1800 1400 850 1500 1400 450 × 2200 450 × 1400 715 200 900

KAE8050 2650 3850 3400 1900 1500 850 1500 1500 450 × 2500 450 × 1700 800 200 925

KAE8060 2700 4150 3850 2200 1650 1000 1500 1650 450 × 2550 600 × 1700 900 200 950

KAE8070 3000 4350 3850 2200 1650 1000 1500 1850 450 × 2850 600 × 2000 1010 200 995

KAE8080 3100 4350 4200 2400 1800 1000 1500 1850 450 × 2950 600 × 2100 1010 200 1045

KAE8100 3200 4700 4800 2800 2000 1150 1700 1850 750 × 3050 750 × 2100 1010 200 1095

KAE8120 3750 4850 4800 2800 2000 1150 1700 2000 750 × 3600 750 × 2700 1130 200 1310

MODEL

SIZE

※ 본 치수는 제품 성능개선을 위해 사전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냉•난방 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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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보다 먼저 고장을 감지하는 서비스!
고객이 모르는 고장까지도 책임집니다.
 최첨단 원격관리시스템으로 에어컨의 상태를 언제나 최적으로! 365일 쾌적한 바람~

RMS 구성도

관리실 출장지 퇴근 후

DMS
실외기

RMS 센터

수요처(고객)

고객

집, 출장지, 휴가지 어디서나 관리집, 출장지, 휴가지 어디서나 관리<관리실><실외><실내>

RM Server

삼성전자 서비스

중앙제어기

편리한 24시간 원격관리

시간과 장소의 구애없이 인터넷 접속만으로 시스템에어컨의 제어 및 모니터링이 가능한 원격 관리 시스템입니다. 

고객이 인터넷을 통해 건물의 시스템에어컨을 원격으로 제어하는 원격솔루션으로 RMS 센터에서 실시간 모니터링하여 고장예지 및 원인을 파악하는 고장솔루션과 최적의 운전을 

설정하고 사용 습관을 개선하여 에너지를 절감하는 에너지솔루션이 결합된 국내 유일 삼성만의 최첨단 맞춤형 서비스입니다.
RMS란?

기존 시스템에어컨 제어 기술의
노하우를 기반으로 최적화된

제어 환경을 제공합니다.

각종 설비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하여 
최소의 에너지를 사용합니다.

편리한 스케줄 설정 및 보고서 기능으로 
에어컨 관리의 효율성을 제공합니다.

개방형 프로토콜을 이용하여 
시스템 에어컨과 각종 설비를

통합 제어하여 경제적인 비용으로
최적의 제어환경을 구축합니다. 

손쉽게 시스템을 운용할 수 있는
 GUI와 2D Layout Veiw 기능의
그래픽 환경을 통해 초보자도 쉽게

이해하며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최적의
시스템에어컨 제어

에너지 소비 절감 경제적인 운영비용 편리한 유지 보수

시스템에어컨은 물론 빌딩 내 보일러, 기계설비, 조명 등을 통합 제어함으로써 에너지 소비를 절감해 주는 제어 시스템입니다.Zensys란?

시스템에어컨과 기계 설비의

통합 제어솔루션

시스템에어컨

DVM S

보일러 블라인드터보냉동기 조명

지하저수조

배수탱크

펌프

급배기 태양광냉각탑 LED

AHU

EHS

ERV

기계설비

중앙공조 조명 / 기타

Zensys 운영 효과

기본기능

에어컨 관리 에어컨 제어 및 실시간 모니터링

스케줄 제어 일간, 주간 스케줄 제어

전력 분배 시스템에어컨 각 실별 전력 사용량 분배 기능

Demand 제어 최대 수요 전력 제어 기능

통합 관리 기능 시스템에어컨 및 기계설비 통합 관리 기능

부가기능

설비제어 건물 내 지역, AHU, 기계설비 등 통합 제어

Layout View 기능 건물2D Layout View

에너지 제어 절전 제어 및 사용량 분석 기능

Logic 제어 사용자의 다양한 Logic 실행 및 편집 기능

보고서 관리 일간, 주간, 월간, 년간 사용 통계 및 분석

빌딩 통합관리 시스템 Zensys

시스템에어컨은 기본! 각종 설비를 통합 제어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설비 통합 제어, 사용 통계 및 분석을 통하여 경제적인 에너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ㅣ통합 제어솔루션ㅣ

<인터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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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4,096대의 실내기 제어가 가능한 S-NET3!
대형단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유동적인 연결이 가능한 중앙제어 기기 S-NET mini!
상황에 맞게 운전하고 간편하게 제어합니다

One-touch 제어 사용자 ZONE관리 에너지절약 기능 피크전력 제어Data Back Up 기능 스케줄 운전 간편제어 및 모니터링 고장이력 관리

 S-NET3

S-NET3를 통해 DMS 1대당 실내기를 최대 256대까지 연결할 수 있으므로 

최대 4,096대의 실내기 연결이 가능하여 관리가 번거로웠던 

대형단지를 간편하게 제어, 관리할 수 있습니다.

DMS 멀티제어로 실내기 최대 4,096대 통합제어! 
대형단지 맞춤 제어

DMS-2 DMS-3

DMS 16대 관리 총 실내기 4,096대 관리

DMS-1

DMS-4

DMS 멀티제어 사용자 ZONE관리 에너지절약 기능 피크전력 제어Data Back Up 기능 전력 분배 스케줄 운전 간편제어 및 모니터링 고장이력 관리

다양한 기능의 통합 관리! Multi Mix Solution

다양한 기능의 통합 관리! Multi Mix Solution

DMS와 연결 
<최대 4대까지 연결 가능>

실외기(중계기)와 연결 
<최대 16대까지 연결 가능>

중앙제어기와 연결 
<최대 16대까지 연결 가능>

현장에 맞춰 연결 및 설치! 유동적인 설치 기술에 감각을 더한 시스템! 원터치 제어

대형 현장 : DMS 연결 시 최대 4대 / 실내기 최대256대 연결 가능

중·대형 현장 :  중앙제어기 연결 시 최대 16대 / 실내기 최대 256대까지 연결 가능

중·소형 현장 :  실외기 연결 시 최대 16대 / 실내기 최대 256대까지 연결 가능

177.8 mm 터치 스크린으로 간편한 

원터치 제어

인테리어에 적합한 세련된 디자인

원격제어가 가능한 통합 관리 시스템 DMS!
에어컨 관리가 훨씬 쉽고 자유로워집니다

원격제어를 통한 쉽고 편리한 통합 관리!

원격제어 피크전력 제어에너지절약 기능 전력 분배 스케줄 운전 제어 및 모니터링 고장이력 관리

다양한 기능의 통합 관리! Multi Mix Solution

실내기의 운전, 희망온도, 풍향, 풍량을 

그래픽 화면에서 제어할 수 있습니다.

실내/외기 고장이력 관리기능으로

손쉽게 관리가 가능합니다.

에어컨의 유무선 리모컨 사용을 제한하여 

불필요한 운전을 줄입니다.

서울

부산

최대 256대의 실내기 관리! 간편한 제어 및 모니터링! 웹서버 내장으로 원격접속 가능! 자유로운 인터넷 제어

 접근이 허용된 복수의 관리자가

원격으로 접속할 수 있어 관리가  

편리합니다.

고정된 IP주소로 언제 어디서든 

인터넷으로 에어컨의 제어 및

모니터링이 가능합니다.

피크전력 제어, 적산전력 분배의 상태를

원격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ㅣ통합 제어솔루션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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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과 시스템의 연동! LonWorks 게이트웨이

LonWorks 프로토콜을 이용한 빌딩 제어 시스템에 

삼성 시스템에어컨을 연동하기 위한 중계 제품입니다.

■ Key-tag 접점제어

Key-tag 접점제어로 
실내기 운전 제어 기능 

문이 열리고 닫힐때 
실내기 운전 제어 기능

■ Door 체크 접점 제어

화재경보 시스템과 연계하여 
실내기 운전 제어 기능

■ 화재경보 시스템 접점제어 ■ 인체감지 센서 접점제어

인체감지 센서로 에어컨 
On/Off 제어 기능

실내조명의 On/Off에 따라 
실내기 운전 제어 기능

■ 조명센서 접점제어

Timer 기기와 연계하여 
실내기 운전 제어 기능

■ Timer 기기 접점제어

편리한 외부접점! 연동제어

홈비타 중계기(AIM-H01)

485 통신 방식의 홈비타 Wallpad와 연동이 가능하도록, 삼성 시스템에어컨의 

통신 데이터를 Wallpad의 프로토콜로 변환하여 주는 Converter입니다.

홈네트워크 제어 및 연동

LonWorks 게이트웨이 계통도

BMS 프로그램

실내기 최대 128대 제어 LonWorks Gateway

BMS 제어 기능 모니터 기능

·운전 On/Off

·설정온도, 실내온도

·운전모드 상태

·Error 정보

·운전 On/Off

·설정 온도 조절

·운전모드 설정(자동, 냉/난방, 송풍)

·전실 운전 On/Off AIM-B18

시스템과 시스템의 연동! BACnet 게이트웨이

BACnet 프로토콜을 이용한 빌딩제어 시스템에 

삼성 시스템에어컨 고유의 프로토콜을 BACnet 프로토콜로 

변환시켜 주는 Gateway입니다.

BACnet 게이트웨이 계통도

BMS 프로그램

실내기 최대 256대 제어

BMS 제어 기능 모니터 기능

·운전 On/Off

·설정온도, 실내온도

·운전모드 상태

·Error 정보

·운전 On/Off

·설정 온도 조절 (18 ℃ ~ 30 ℃)

·운전모드 설정 (자동, 냉/난방, 송풍)

·풍향, 풍량 설정 AIM-B17
BACnet Gateway

각종 센서 및 타이머 신호에 따라 실내기 제어! 외부접점제어

▶외부 접점 중계기

-  실내기의 최종 운전 상태로 운전하게 되며, 

   최초 연결 시에는 자동 운전, 설정온도 24 ℃로 설정

- DVM S  실내기에 적용 가능

  •벽걸이형 실내기 : 기능 제한됨
  •스탠드형 실내기 : 일부 제품만 지원

- 외부 제어 회로의 구성에 따라 다양한 기능 구현

AIM-B14

각종 센서 및 타이머 등 외부접점신호에 따라 실내기를 다양하게 제어할 수 있습니다.

외부 접점 중계기 계통도

디멘드 컨트롤러 방식CT 전력량계 방식

DMS 2.0 실내기

저가의 전력감시 중계기

DMS 2.0 실내기

디멘드 컨트롤러

CT 전력량계 필요

유지비가 
적게 들어요!

※피크 전력이란?  매 15분동안 사용한 평균 전력량으로 전기 기본 요금 계산시 기준값으로 사용합니다.

※피크 전력 제어란?  건물전체의 소비전력을 감시하여, 목표 소비전력에 맞도록 에어컨 운전을 제어합니다.
                                   DMS를 이용하여 건물부하에 최적인 목표 소비전력 설정 및 실별 중요도에 따른 다양한 
                                   피크 전력 제어가 가능합니다.

▶전력분배

오피스텔/주상복합건물 등 실외기 1대를 여러 세대가 공동으로 사용할 경우

실내기별 전기요금을 분배할 수 있도록 개별 사용전력량을 표시하며, 전력관리시스템과 연계할 수 

있도록 구성한 첨단 디지털 관리시스템입니다.

▶가스분배

GHP 실외기 1대를 여러 세대가 공동으로 사용할 경우 각 실내기 가스량을 사용한 만큼만 분배할 수 있는 

최첨단 시스템입니다.

최대 256대 실내기의 사용 전력 요금을 분배하여 대형단지에 적합한 

전력분배 시스템입니다.

각 세대

사용전력량

실내기(세대)
별 가동량

전체 가동량

실내기, 실외기
총 소비
전력량

×=

[ 에너지 분배원리 ]

전력사용량 150 kWh 전력사용량 180 kWh 전력사용량 120 kWh 전력사용량 137 kWh

데이터 저장

통신선

전원

DMS 2.0

전력 분배

기본요금과 전력 사용 요금의 
동시 절감!

실내기별로 사용 요금을 분배하는 탁월한 제어시스템 

피크전력 제어를 통한 관리! 다양한 효과! 현장 상황에 맞는 선택적 피크제어

합리적인 요금분배! 에너지 분배 솔루션 대형단지를 위한 DMS 전력분배

건물 소비전력에 따라 효율적으로 

수요 전력을 관리합니다.

전력 기본 요금 및 전력 사용 요금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CT 전력량계 방식 - 저비용, 자체 피크치 제어, 부가기능 없음

디멘드 컨트롤러 방식 - 고비용, 한전 연동식 피크제어, 각종 부가기능 지원(보고서 등)

전력사용량 117 kWh

ㅣ통합 제어솔루션ㅣ



구분 제품명 제품모양 모델명 비고

판넬

인테리어 4Way 와플 판넬(퓨어 화이트) PC4NUSK1

인테리어 4Way 적용 (5.2~16.0 kW)인테리어 4Way 와플 판넬(마일드 블랙) PC4NBSK1

인테리어 4Way 와플 판넬(메트로 실버) PC4NSSK1

인테리어 4Way 일반 판넬(퓨어 화이트) PC4NUSK5 인테리어 4Way 적용 (5.2~16.0 kW)

인테리어 4Way 와플 자동승강 판넬
(퓨어 화이트)

PC4NUAK1 인테리어 4Way 적용 (5.2~16.0 kW)

인테리어 1Way 소용량 일반 판넬 AGSS1181W 인테리어 1Way 소용량 적용 (2.0~4.0 kW)

인테리어 1Way 대용량 일반 판넬 AGSS1421W 인테리어 1Way 대용량 적용 (5.2~7.2 kW)

인테리어 1Way 소용량 제트슬라이딩 판넬 AGSP1181WT 인테리어 1Way 소용량 적용 (2.0~4.0 kW)

인테리어 1Way 대용량 제트슬라이딩 판넬 AGSP1421WT 인테리어 1Way 대용량 적용 (5.2~7.2 kW)

2Way 판넬 AGGH103IKAG 2Way 적용 (5.2~7.2 kW)

Mini 4Way 판넬 PC4SUSK1 Mini 4Way 적용 (3.2~6.0 kW)

데코커버 4Way 카세트용 데코커버 ACD-2558G 인테리어 4Way 적용 (5.2~16.0 kW)

고천장Kit 4Way 카세트용 고천장 Kit - PC4NUHK1
싱글 디럭스 / 멀티 13.0 kW 이상,

싱글 프리미엄 9.0 kW 이상

S-Plasma ion Kit

인테리어 4Way 전용 S-Plasma ion Kit ASD-CAN1 인테리어 4Way 적용 (5.2~16.0 kW)

인테리어 1Way 전용 S-Plasma ion Kit ASD-CAN2 인테리어 1Way 대용량 적용 (5.2~7.2 kW)

인테리어 1Way 전용 S-Plasma ion Kit ASD-CAN3 싱글 인테리어 1Way 소용량 적용 (2.0~4.0 kW)

ERV 전용 S-Plasma ion Kit ASD-EAC1 전열교환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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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배헤더 R410A용 분배해더

AXJ-HA2512K 실내기 4실 연결용 (46.4 kW 이하)

AXJ-HA3115K 실내기 8실 연결용 (46.4 kW 초과~69.6 kW 이하)

실외기 연결관

R410A용 실외기 연결관

AXJ-T3819K 실외기 139.2 kW 이하 조합 설치시

AXJ-T4422K 실외기 145.0 kW 이상 조합 설치시  

AXJ-TA3819L 실외기 139.2 kW 이하 조합 설치시 (DVM S전용)

AXJ-TA4422L 실외기 145.0 kW 이상 조합 설치시 (DVM S전용)

R410A HR고압가스용 실외기 연결관
AXJ-T3100K HR 실외기 139.2 kW 이하 조합 설치시

AXJ-T3800K HR 실외기 145.0 kW 이상 조합 설치시

Y분기관

R410A용 Y분기관

AXJ-YA1509K 실내기 총용량 합 15.0 kW 이하

AXJ-YA2512L 실내기 총용량 합 15.0 kW 초과 ~ 40.6 kW 이하

AXJ-YA2812K 실내기 총용량 합 40.6 kW 초과 ~ 46.4 kW 이하

AXJ-YA2815K 실내기 총용량 합 46.4 kW 초과 ~ 69.6 kW 이하

AXJ-YA3119K 실내기 총용량 합 69.6 kW 초과 ~ 98.6 kW 이하

AXJ-YA3819K 실내기 총용량 합 98.6 kW 초과 ~ 139.2 kW 이하

AXJ-YA4422K 실내기 총용량 합 139.2 kW 초과

R410A HR고압가스용 Y분기관

AXJ-YA1500K 실내기 총용량 합 23.2 kW 이하 (HR 실외기 적용)

AXJ-YA2500K 실내기 총용량 합 23.2 kW 초과~ 69.6 kW 이하 (HR 실외기 적용)

AXJ-YA3100K 실내기 총용량 합 69.6 kW 초과~ 139.2 kW 이하 (HR 실외기 적용)

AXJ-YA3800K 실내기 총용량 합 139.2 kW 초과 (HR 실외기 적용)

분배Kit

전동변 비내장 R410A용 분배 Kit

AXD-A13K200A 실내기 4.0 kW 이하(2실)

AXD-A13K300A 실내기 4.0 kW 이하(3실)

AXD-A22K200A 실내기 10.0 kW 초과(2실)

전동변 내장 R410A용  분배 Kit
(DVM HOME 16.0kW용)

AXD-A14K216K2G 소용량1Way 2대, 대용량1Way 2대 연결

AXD-A14K316G 소용량1Way 3대, 대용량1Way 1대 연결

AXD-A14K400G 소용량1Way 4대 연결

MCU Kit

6실형 MCU Kit MCU-6BA1 6실 (최대 46.4 kW이하)

4실형 MCU Kit MCU-4BA1 4실 (최대 46.4 kW이하)

4실 전동변 내장형 MCU Kit MCU-4BAV1 4실 (최대 46.4 kW이하)

CO2 센서 ERV 전용 CO2 센서 AOS-C1 ERV 전용

AHU Kit

PCB - ACM-D201 제어부, 116.0 kW 급

EEV Kit - AXD-A64X100A 전자팽창밸브, 29.0 kW 급

Drain Pump

저정압덕트 Drain Pump ADP-E075SEK3 저정압덕트 (5.2~10.0 kW)

중정압덕트 Drain Pump

MDP-M075SGK1 중정압덕트 (8.3~11.0 kW)

MDP-M075SGK2 중정압덕트 (13.0~14.5 kW)

고정압덕트 Drain Pump

ADP-H075SA1 고정압덕트 (10.0~14.5 kW)

ADP-N047SNK1 고정압덕트 (23.0~29.0 kW)

필터 싱글용 덕트 필터 - 고정압덕트 (10.0~14.5 kW) 필터

부자재 사양

ㅣ부자재 사양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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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

①

X

②

200

③

V

④

G

⑤

A

⑧

H

⑥

1

⑨

H

⑦

SY

⑩

AD

①

N

②

100

③

4

④

D

⑤

B

⑧

K

⑥

1

⑨

H

⑦

SY

⑩
모델명

실내기(신규)실외기(신규)

ㅣ모델명 체계ㅣ

➍ 제품분류

1 1 WAY

카세트
2 2 WAY

N MINI 4 WAY

4 4 WAY 

H 고정압 덕트

덕트

M 중정압 덕트 

L 저정압 덕트

E FRESH AIR INTAKE DUCT 

G CEILING CONCEILED DUCT

P PAC PAC

Y HYDRO UNIT (벽걸이형) 

EHS
B HYDRO UNIT (바닥상치형)

X HYDRO UNIT (TANK COMBINED)

W 물 탱크

K FLAT(CEILING TYPE) 
ERV

S STAND(EXPOSURE TYPE)

J CONSOLE 
기타

F FLOOR MOUNTING

➒ VERSION

1 버전 1

2 버전 2

... 순차생성

9 버전 9

➎ 제품등급/제품군

F 플래그십 

P 프리미엄 

D 디럭스

S 스탠다드

➓ 거래코드

SY 영업가상 모델

PP 조달전용 모델

PS 조달가상 모델

➏ 전원

B 단상, 220 V, 60 Hz 

H 삼상, 380 V, 60 Hz 

➐ 냉난방

C 냉전

R410AH 냉/난방

R 동시 냉난방

D 냉전
R22

E 냉/난방

➑ 통신

A 구 통신

B 신 통신

➊ 제품타입

AD DVM(단배관)

AJ 다배관

AE EHS

AC CAC(싱글)

AV ERV(환기)

➋ 실내/외기 구분

S 일반 Set 코드

N 실내기 코드

➌ 표기능력

항목 표시 예 

HP(*10) 8 HP 80

Kw(*10) 14.5 kW 145

CMH(/10) 250 CMH 25

평 (*10) 23평 230

➍ 제품분류

K DVM PLUS4

DVM

V DVM S 

L DVM SLIM

G DVM GHP

M DVM MINI 

H DVM HOME

W DVM WATER 

C DVM GEO

A 인버터

CAC
B 정속형 

1 : 1 모델의 경우 실내기 구분자 사용
 -> 4Way : 4 , 중정압 덕트 : M 

E SINGLE

EHST MULTI

Y MONO

➒ VERSION

1 버전 1

2 버전 2

... 순차생성

9 버전 9

➓ 거래코드

SY 영업가상 모델

PP 조달전용 모델

PS 조달가상 모델

➏ 전원

B 단상, 220 V, 60 Hz  

H 삼상, 380 V, 60 Hz 

➐ 냉난방

C 냉전

R410AH 냉/난방

R 동시 냉난방

D 냉전
R22

E 냉/난방

➑ 통신

A 구 통신

B 신 통신

➊ 제품타입

AD DVM(단배관)

AJ 다배관

AE EHS

AC CAC(싱글)

AV ERV(환기)

➋ 실내/외기 구분

S 일반 Set 코드

X 실외기 코드

➌ 표기능력

항목 표시 예 

HP(*10) 8 HP 80

Kw(*10) 14.5 kW 145

CMH(/10) 250 CMH 25

평 (*10) 23평 230

➎ 제품등급/제품군

A 표준형 모듈 

DVM
(단배관)

D 표준형 단독

G 고효율 모듈 

S 최고효율 모듈 

F 플래그십 

CAC
(싱글)

P 프리미엄

D 디럭스

S 스탠다드

3 3 Room
다배관

P 4 Room

D EHS E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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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 R22, X: R410A

모델명
RVX V H T B 1

① ② ③ ④

100

⑤ ⑥ ⑦
모델명

AVX C 4 H B 3

① ② ③ ④

052

⑤ ⑥ ⑦

➊ 냉매/제품군 구분

RVM
RVX

용량가변 멀티

RFM
RFX

 정속형 싱글

RWM
RWX

 수냉식

RGM
RGX

 가스엔진 멀티(GHP)

RIM
RIX

 인버터 싱글

➋ 샤시구분

V

DVM PLUS II
DVM PLUS III

가변/일반

F 정속

U 고효율

P 단독형(Solo)

M MINI DVM

I MINI DVM (인버터)

S DVM SLIM

G GHP

T TWIN MULTI

H DVM HOME 

D WDVM

➌ 제품디자인 구분

S 인테리어1Way

CST
2 2WAY

M 미니 4Way

4 인테리어 4Way

D 실루엣

DUCT

H 고정압

L 저정압

B 빌트인

S 슬림

U MSP

V VIVACE

RACB BLAC BIRD

M MASTER

L 바닥거치
CONV

Q FAC

➌ MODE

C  C/O

H  H/P

R  H/R

V  한랭지향

➊ 냉매/제품군 구분

AVM
AVX

 용량가변 멀티

AFM
AFX

 정속형 싱글

AGM
AGX

 가스엔진 멀티(GHP)

AIX 인버터 싱글

➊ 냉매/제품군 구분

C  카세트

D  덕트

T  CONVERTIBLE

W  RAC

P  FAC

➍ MODE

C  C/O

H  H/P

E  H/P + 히터

G  C/O + 히터

N  C/O + 온수히터

➍ 토출방향

F 전면

T 상부

N 기타

➏ RATING VOLTAGE

B  220 V, 60 Hz

➏ RATING VOLTAGE

B  220 V, 60 Hz

H  380 V, 60 Hz, 3상

J  460 V, 60 Hz, 3상

➎ CAPA

HP (3DIGIT)

➎ CAPA

* 10 KW (3DIGIT)

➐ VERSION
➐ VERSION

모델명
RD 100 HH X 1

① ② ③ ④ ⑤

H

⑥ ⑦
모델명

ND

①

100

②

H

③

H

④

X

⑤

B

⑥

1

⑦

➌ 샤시 구분

단
배
관

A

DVM PLUS IV

고효율 인증

H 표준

U 한랭지

S DVM SLIM

G GHP

M DVM MINI

D DVM WATER / GEO (물-공기)

E DVM WATER / GEO (물-물)

다
배
관

J2 DVM HOME 2실

J3 DVM HOME 3실

J4 DVM HOME 4실

J5 DVM HOME 5실

싱
글

D 디럭스

P 프리미엄

➌ 샤시 구분

1 1 WAY

CST형
2 2 WAY

M MINI 4 WAY

4 4 WAY

H 고정압

DUCT형S 중정압

L 저정압 (슬림)

F 바닥 상치형

P FAC & 중대형

W 벽걸이형

D MINI AHU

➍ MODE

단배관 
/  

다배관

C  C/O

H  H/P

V S-Plasma ion 기본장착형

싱글
D 디럭스 (H/P)

P 프리미엄 (H/P)

➎ 냉매/효율

X R410A

R R22

➍ MODE

C  C/O

H  H/P

R  H/R

➎ 냉매

X R410A

R R22

➏ RATING VOLTAGE

B 220 V, 60 Hz, 단상

H 380 V, 60 Hz, 3상 ➏ RATING VOLTAGE

B 220 V, 60 Hz, 단상

➊ 제품군

R

D 단배관

J 다배관

C 싱글

➊ 제품군

N

D 단배관

J 다배관

S 싱글

➐ VERSION

1~9 ➐ VERSION

1~9

➋ CAPA(3 DIGIT)

HP 단배관 / 다배관

kW 싱글

➋ CAPA(3 DIGIT)

KW

실내기(기존)실외기(기존)

ㅣ모델명 체계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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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1588- 3366 외에 삼성 시스템에어컨을 사용하는 단체고객에 대하여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을 위해 B2B 전용 상담창구 1588-3773을 

이원화 운영하고 있습니다. (단, 핵심 고객사로 지정 시) 

전국 89개의 직영 센터에서 신속하게 대응하여 서비스해 드립니다.  

"1588-3366 또는 1588-3773 B2B 전용 상담창구로 빠른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서울지사

경원지사

서부지사

남부지사

경기   강원권
19개 센터 

서울 경기 일부 

21개 센터 

남부 28개 센터
부산·경남권 11개 센터/대구·경북권 17개 센터 

서부 21개 센터
대전·충청권 9개 센터/광주·호남권 12개 센터 

차별화된 전용 상담서비스

89개 직영 서비스 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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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교육센터에서 단계별로 실시하는

체계적인 교육을 이수한 시스템에어컨 설치

전문가가 최상의 설치 품질을 보장합니다.

시스템에어컨 아카데미

자격과 실력을 갖춘 전문가를 보유한 시스템에어컨 

전문점이 최상의 기술력과 안전성으로 고객

여러분께 만족을 드립니다.

시스템에어컨 전문점

삼성전자 전담 품질지도팀이 PDA 전산

품질지도 시스템을 통해 설계부터

설치까지 철저하게 관리합니다.

삼성전자 품질지도팀

삼성 시스템에어컨 전문 서비스팀이

설치 후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해 드립니다.

시스템에어컨 전문 서비스

최상의 설치 품질,

더 큰 고객 만족

▶기업 고객 유형별 서비스 페이지 제공 ▶다양한 고객지원 서비스 제공 ▶시스템에어컨 최적 시뮬레이션

▶SMS 문자 메시지 정회원 20건, Biz회원 200건 무료 / 다양한 제품정보 제공 (모델별 각종 인증서, 매뉴얼 다운로드)

삼성 시스템에어컨에 대한 정보는 물론 B2B 고객을 위한 

다양한 제품과 솔루션 정보를 제공하는 전용 웹 사이트 입니다. 

시공·품질지도 프로세스

다양한 고객 감사 혜택

www.samsungsvc.co.kr

ㅣ전문 서비스 / 시공, 설치, 품질지도 체계 / 삼성 시스템에어컨 홈페이지ㅣ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