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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IMMING POOL HEATING

3



• 최고 수준의 디자인

• 알루미늄 케이스

• 수직 인버터 기술

• LED 조명

• LCD 제어판

• 매우 조용하고 경제적

• TWISTED TECH©  TITANIUM 열교환기

• 염소와의 호환성

• 히팅 / 쿨링

2018

Innovation  
award

IndicativeTechnology

AT 10 M**

EXCLUSIVELY

IN STORES

* 유럽표준(공기 15°C, 물 26°C, 습도 70%)에따라

7.3 이상의평균성능계수, TUV 인증

** full inverter 모드의열 펌프에서 10m 지점에서의 평균소음

SWIMMING POOL HEATING

COP*≥7.3
AIR 15°C WATER 26°C

< 21 dB

-10℃까지
작동

인버터 모드
+35% 비용 절감

ADVANT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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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래티넘

‘플래티넘’은 혁신적인 디자인이 적용되었습니다 .

10m에서 21db 미만의 소리로, 최신 Full Inverter 기술이

적용되었습니다.

‘플래티넘’은 새롭고 친환경적이며 효율적인 R32 냉매가

적용 되었습니다.

세 가지 작동 모드 (INVERTER / ECO SILENCE / CRUISE)

로 작동됩니다.

통합 LED에서 HP의 작동 상태를 바로 알 수 있습니다.

Blue:수영장가열중

Green:HP가목표온도도달

Red: HP가 작동하지 않음



ACCESSORIES INCLUDED

겨울 저장용 보온커버

방진 지원 키트
응축수 배출관

PVC 커넥터
50 mm Ø 1" ½

유지 킷트나무 팔레트

ANTIFREEZE

SILENT EFFICIENCY

MITSUBISHI

Indicative TechnologyIntegratedWi-F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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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 볼륨 (㎥) 90

공기 26°
물 26°

습도 80%

최대 출력 (kW) 20.93 

최소 출력 (kW) 5.23 

소비전력 (kW) 3.22 ~ 0.46

COP 11.37 ~ 6.5

공기 15°
물 26°

습도 70%

최대 출력 (kW) 16

최소 출력 (kW) 4

소비전력 (kW) 3.39 ~ 0.57

COP 6.8 ~ 4.57

전기사양 220~240V

최대 전력(kW) 4.9

최대 전류(A) 22.0

히팅 온도 범위 15°C ~ 40°C

쿨링 온도 범위 8°C ~ 28°C

작동 범위 -10°C / 43°C

Min. / Max. 유량(㎥/h) 5,2 / 12,5

냉매 R32

크기(mm) Ø  928 x 896

무게(kg) 75

모드 Heating / Cooling / Silent

컴프레서 Mitsubishi

열교환기 Titanium Twisted Tech©

TECHINICAL DATA



• 4-SEASON 기술

• 하이 테크롤러지 컴프레서

• LCD컨트롤 패널

• -25°C 작동

• LCD패널

• 매우 조용하고 경제적

• 염소와 호환

• 히팅 / 쿨링

4 seasons,  do

wn to-25°C

EXCLUSIVELY

IN STO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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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럽표준 (공기 15 ° C, 물 26 ° C, 습도 70 %), 

TÜ V 인증에따라 7.3 이상의평균 성능계수.

** 히트펌프에서 10m의평균소음.

-25℃ 작동
12개월 / 1년

ALL
SEASONS

COP*≥5.01
AIR 15°C WATER 26°C

ADVANTAGE

SWIMMING POOL HEATING

아틱 라인 -25°C 까지 작동

‘아틱라인’은 기후가 추운 지역을 위해 특별히 설계된

제품입니다. 

1년 내내, 수영장의 온수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Heavy Tech 압축기는 외기온도가 매우 낮은 경우 냉매

흐름 부족의 문제를 자체적으로 극복할 수 있는 성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능은 -7°C에서 2.97 또는 -25°C에서 2.05의

COP로 매우 낮은 온도 범위에서도 탁월한 성능으로

나타납니다.

‘아틱라인’은 산악 지역과 극한 기후에 이상적입니다.

외부 온도에 관계없이 1 년 내내 수영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25°C에서도 에너지 소비를 절반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up to 85 m3

ACCESSORIES INCLUDED

ANTIFREEZE

SILENT EFFICIENCY
R410

OZONE FRIENDLY

7

풀 볼륨 (㎥) 60

공기 26° 용량(W) 19.86

물 26° 소비전력(W) 3.53

습도 80% COP 5.62

공기 15° 용량(W) 15.20

물 26° 소비전력(W) 3.03

습도 70% COP 5.01

공기 -25° 용량(W) 4.47

물 26° 소비전력(W) 2.18

습도 70% COP 2.05

전기사양 220-240V

최대 전력(W) 5.98

최대 전류(A) 33.3

히팅 온도 범위 9°C / 40°C

쿨링 온도 범위 8°C / 28°C

작동 범위 -25°C / 43°C

유량(㎥/h) 6.8

냉매 R410A

크기(mm) 1215x485x713

무게(kg) 97

컴프레서 Copeland

열교환기 Double titanium coil

유선 제어용
연장 코드 (10m)

겨울 저장용 보온커버

방진 지원 키트응축수 배출관

PVC 커넥터
50 mm Ø 1" ½

유지 킷트나무 팔레트

TECHINICAL DATA



NEWFOR

2020

IndicativeTechnology

EXCLUSIVELY

IN STO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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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풀 인버터 기술 적용

• 새로운 디자인의 알루미늄 케이스

• 자동 성에 제거

• TWISTED TECH© TITANIUM 열교환기

• 염소와 호환성

• 히팅 / 쿨링

• -15°C 작동

COP*≥7.63
AIR 15°C WATER 26°C

AT 10 M**< 20 db

효율적
& 경제적 단상 & 삼상

* 유럽표준 (공기 15 ° C, 물 26 ° C, 습도 70 %),

TÜ V 인증에따라 7.63보다 큰 평균성능계수.

** 히트펌프에서 10m의평균소음.

ADVANTAGE

SWIMMING POOL HEATING

제트라인프리미엄 F i

2020년에 리뉴얼되어 고급스러운 디자인이 적용되었고

풀 인버터 기술이 탑재되었습니다.

Full Inverter 기술에는 소프트 스타트 기능으로 전력 소비

와 음압이 크게 감소하고 수명이 늘어나는 장점이 있습니

다 .

열 코팅 처리 된 알루미늄 페이스가 적용되었습니다.

새로운 컨트롤 패널에는 에코 인버터 및 파워 인버터 작동

모드가 포함됩니다. 통합 WiFi 모듈 덕분에 스마트 폰을통

해 열 펌프를 원격으로 제어 할 수 있습니다. 

히트 펌프 전면에 LED 표시기가 추가되어 사용자에게

한눈에 현재 상태를 알려줍니다.

Green: 목표 온도 도달

Blue: 수영장 가열중

Red:  HP가 작동하지 않음

‘제트라인 프리미엄 Fi’는 -15°C까지 작동할 수 있는

역회전, 자동 성에 제거, 티타늄 트위스트 기술 열 교환기

가 적용되었습니다.



ACCESSORIES INCLUDED

SILENT EFFICIENCY

MITSUBISHI

Indicative TechnologyIntegratedWi-Fi

ANTIFREEZE

모델 125 155 210 210Tri

풀 볼륨 (㎥) 60 80 100 100

공기 26°
물 26°

습도 80%

최대 출력 (kW) 16.52 21.01 28.23 28.42

최소 출력 (kW) 3.79 4.83 6.49 6.53

소비전력 (kW) 2.38~0.28 3.03~0.36 4.06~0.48 4.08~0.48

COP 13.57~6.95 13.56~6.94 13.57~6.95 13.59~6.96

공기 15°
물 26°

습도 70%

최대 출력 (kW) 12.61 15.74 20.68 20.75

최소 출력 (kW) 2.87 3.59 4.77 4.79

소비전력 (kW) 2.54~0.38 3.18~0.47 4.17~0.63 4.18~0.63

COP 7.61~4.96 7.57~4.95 7.59~4.96 7.59~4.97

전기사양 220~240V 380~415V

최대 전력(kW) 3.925 4,985 5,962 5.962

최대 전류(W) 17.84 22.65 27.1 27.1

히팅 온도 범위 15°C ~ 40°C

쿨링 온도 범위 7°C ~ 35°C

작동 범위 -15°C / 43°C

Min. / Max. 유량(㎥/h) 5.5 6.5 9 9

냉매 R32

크기(mm) 896x438x636 1060x485x736

무게(kg) 62 68 79 79

모드 Eco Booster & Eco Silence (Inverter) / Heating / Cooling

컴프레서 Mitsubishi

열교환기 Twisted Tech©  Titanium

유선 제어용
연장 코드 (10m)

겨울 저장용 보온커버

방진 지원 키트응축수 배출관

PVC 커넥터
50 mm Ø 1" ½

유지 킷트나무 팔레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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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CHINICAL DATA



SILENT EFFICIENCY

EXCLUSIVELY

IN STORES

T O S H I 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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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P*≥4.37
AIR 15°C WATER 26°C

AT 10 M**< 29 dB
최대 15㎥

수영장용

경제적
하이 퍼포먼스

• 소형 및 경제적

• 히팅 / 쿨링

• 고성능 가역

• 이동 가능

• 쉬운 설치

* TÜ V에서인증한 유럽표준 (공기 15 ° C, 물 26 ° C, 습도 70 %)에

따라 4.37보다 큰평균성능계수.

** 히트펌프에서 10m의평균소음.

ADVANTAGE

SWIMMING POOL HEATING

나노터보

‘나노터보’는 소형 수영장을 위한 최고급 히트 펌프

입니다.

Twisted Tech® 티타늄 열교환기는 환경 친화적인 냉각

수 R32와 함께 작동하는 회전식 압축기와 결합되어 고

급 히트펌프와 비교할만한 COP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영구적으로 설치하거나 여러 장소의 수영장 근처에

이동하여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양한 작동 모드는 수영장 또는 자쿠지를 히팅 또는

쿨링하기에 효율적입니다.

전기 히터의 대안으로, 저렴한 유지비로 경쟁력을 갖출

수 있습니다.



For pools up to 25m3

ACCESSORIES INCLUDED

Multi-language  

usermanual

Cardboard  

packaging

PVC

connectors  3

2-38 mmØ

5 m powercord

with 10 mA differential  

prot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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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 볼륨 (㎥) 20

공기 26° 용량(W) 2.98

물 26° 소비전력(W) 560

습도 80% COP 5.32

공기 15° 용량(W) 2.27

물 26° 소비전력(W) 520

습도 70% COP 4.37

전기사양 220-240V

최대 전력(W) 900

최대 전류(A) 4.02

히팅 온도 범위 15°C / 40°C

작동 범위 -7°C / 43°C

유량(㎥/h) 1.3

냉매 R32

크기(mm) 385 x 400 x 280

무게(mm) 21

컴프레서 Toshiba

모드 Heating / Cooling

열교환기 Twisted Tech© Titanium

TECHINICAL DATA



내장 전기히터로-10 °C까지작동 가능

수직디자인으로공간절약

자동온도조절장치

TWISTED TECH© TITANIUM 열교환기

쉬운설치및유지보수

HYBRID

EXCLUSIVELY

IN STORES

R410
OZONE FRIENDLY

4 seasons,  do

wn to-10°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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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장형 전기히터

COP*≥5.11
AIR 15°C WATER 26°C

AT 10 M**< 32 dB
수직 설계

통합
전기 히터

ADVANTAGE

* TÜ V에서인증한 유럽표준 (공기 15 ° C, 물 26 ° C, 습도 70 %)에

따라 5.11보다 큰평균성능계수.

** 히트펌프에서 10m의평균소음.

SWIMMING POOL HEATING

트릴라인 프리미엄 하이브리드

트릴린 프리미엄 하이브리드 는 통합형 전기 히터 덕

분 에

훨씬더다목적적이다

3가지 전원방식 덕분에 외기온도 -5 ° C 또는 -10 ° C

에서도 작동이 원활합니다.

전기히터는 원하는 온도 상승에 필요한 시간의 절반으로

히트펌프의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게 해준다.

하나의 컴팩트한 유닛과 지능형 유닛으로 결합된 두 에

너지원으로 편안함과 성능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열교환기 기술인 Twisted Tech© 덕분에 수영장

온도 상승 시간이 훨씬 빨라졌습니다.

10m 연장 케이블로 LCD 제어판을 분리 할 수 있습니다.



ACCESSORIES INCLUDED

ANTIFREEZE

SILENT EFFICIENCY IntegratedWi-Fi

MITSUBISHI

13유선 제어용
연장 코드 (10m)

겨울 저장용 보온커버

방진 지원 키트응축수 배출관

PVC 커넥터
50 mm Ø 1" ½

유지 킷트나무 팔레트

TECHINICAL DATA

풀 볼륨 (㎥) 80 100

공기 26°
물 26°

습도 80%

최대 출력 (kW) 21.01 25.62 

소비전력 (kW) 3.41 4.16 

COP 6.16 6.16 

공기 15°
물 26°

습도 70%

최대 출력 (kW) 15.12 18.06

소비전력 (kW) 2.95 3.55 

COP 5.11 5.08

전기사양 Tri  380-415 V

최대 전력(kW) 5.530 + 12 6.710 + 12

최대 전류(A) 8.43 + 19" 10.23 + 19"

히팅 온도 범위 12°C ~ 40°C

쿨링 온도 범위 8°C ~ 28°C

작동 범위 -10°C / 43°C

Min. / Max. 유량(㎥/h) 4.2 - 8.5 5.1 - 10.3

냉매 R410A

크기(mm) 740x700x900 740x700x900

무게(kg) 102/115 109/122

모드 Auto / Heating / Hybrid / Cooling

컴프레서 Mitsubishi Panasonic

열교환기 Twisted Tech© Titanium + Anti-frost 



4계절 가동

컴팩트한 수직 설계

사이클 역전을 통한 자동성에 제거

자동 온도 조절 장치 컨트롤

염소에 호환 가능

TWISTED TECH© TITANIUM 열교환기

간편한 설치 및 유지 관리

EXCLUSIVELY

IN STO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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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IMMING POOL HEATING

COP* ≥ 4.4
AIR 15°C WATER 26°C

AT 10 M**< 50 dB

대형
수영장용

공간 절약

ADVANTAGE

* TÜV에서 인증한 유럽 표준 (공기 15 ° C, 물 26 ° C, 습도 70 %)에

따라 4.4다 큰 평균 성능 계수.

** 히트 펌프에서 10m의 평균 소음.

메가라인(대용량)

‘메가라인’은 큰 볼륨의 수영장용 히트펌프입니다.

고성능 Panasonic 로터리 스크롤 압축기는 수직 송

풍 기능이 있는 이중 증발기와 결합되어 일반적인

사용 조건에서 4.4의 COP를 달성합니다. 또한 -7 ° C

까지 작동 할 수 있습니다.

티타늄 열교환기는 19.3 ~ 40.8 m3 / h의 유량에

적합하며 공공 수영장에 이상적입니다.

마감에는 부식 방지 처리가 되어있어 유지 보수를

최소화하고 수명을 연장 할 수 있습니다.

무한 확장 가능

모든풀, 큰볼륨의풀에

적용될수있습니다. 

가열용량을위해몇개의

Megaline을결합할수있습니다.



ANTIFREEZE

SILENT EFFICIENCY

PANASONIC

R410
OZONE FRIEND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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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CHINICAL DATA

MEGALINE450 MEGALINE650 MEGALINE950

공기 26°
물 26°

습도 80%

출력 (kW) 56 80 118 

소비전력 (kW) 10.2 14.5 21.4 

COP 5.49 5.52 5.51 

공기 15°
물 26°

습도 70%

출력 (kW) 45 65 95

소비전력 (kW) 10.8 15.6 21.6 

COP 4.17 4.17 4.40

전기사양 Tri 380-415 V /3N~

최대 전력(kW) 16 22 32

최대 전류(A) 28.6 39.3 57.2

히팅 온도 범위 15°C / 40°C

쿨링 온도 범위 8°C ~ 28°C

작동 범위 -7°C / 43°C

Min. / Max. 유량(㎥/h) 19.3 27.9 40.8

냉매 R410A

크기(mm) 1,000x1,000x1,770 2,000x1,000x1,770

무게(kg) 260 / 280 280 / 300 520 / 560

Noise at 1 m 70 72 74

Noise at 4 m 58 60 62

Noise at 10 m 50 52 54

컴프레서수 1 1 2

컴프레서 Panasonic

모드 Heating / Coo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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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OL COVER & ROLLER

ADVANTAGES

적절한 보온 커버 사용으로

증발의 98 % 이상 차단 :

- 물 가열 비용 50% 감소

- 화학 첨가물 소비 35-40 % 감소

- 물 보충 50% 감소

- 여과 / 펌핑 시간 50 % 감소

- 청소 및 유지 관리 비용 절감

- 이물질 유입 방지

수영장 전용 보온 커버 & 롤러 시스템



For pools up to 25m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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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FOR

2020EXCLUSIVELY

IN STO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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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로에>

• 화학 제품없이 자연적인 소독

• 티타늄 전극이 장착 된 셀

• 저염도 작동 3.2g / L

• 유량 검출기 포함

• 3가지 운영 모드

• 염분 수준 알림

• 단위당 셀

<샌드 필터 여과기>

• 탑 마운트 방식 여과레벨

• 샌드 필터

POOL WATER TREATMENT AND FILTER

수처리 시스템 장점

수처리시스템 _ 클로에

샌드 필터 여과기(220v / 60Hz)



모든 수영장을 위한

수영장 전용 히트펌프 & 커버 시스템

YOUR SWIMMING POOL PARTNER!



YOUR SWIMMING POOL PARTN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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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jorpool1@gmail.com

Mob. : 010 - 8465 - 0552
Tel. & Fax : 070 – 4670 - 0552

본사 및 전시장: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전로1076번길 26(오정동)

www.majorpool.co.kr   /   ww.poolcover.co.kr

(주) 메이저풀

www.온수수영장.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