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바람 없이 시원하게

삼성 무풍 시스템에어컨
삼성 시스템에어컨 옵션판매 계룡 한라비발디 더 센트럴



모두가 인정한 에어컨! 이제 무풍 에어컨이 대세 입니다!

글로벌고객만족도 
10년연속 1위

1 각종 신문사에서 
히트상품선정

2 가전 브랜드로 최초!
100대 브랜드 18위 차지

3

- 2019년 GCSI 무풍 일반에어컨 선정 - 2019년 상반기 히트상품 (한경비즈니스, 
  경향신문) 무풍 일반에어컨 선정

- 2019년 2분기 브랜드스탁 100대 브랜드 
  무풍 일반에어컨 선정



가족을 생각한다면, 무풍 시스템에어컨 입니다.

무풍 시스템에어컨은 기존의 강력한 냉방 기능에

세계 최초 무풍 냉방 기술까지 적용된 신개념 시스템에어컨 입니다.

직바람없이 시원하게
세계 최초 무풍 시스템에어컨

몸이 안좋을 때도, 
우리 부모님과 아이들이

사용하는 방에도 OK!

통풍이 잘되는 마이크로홀과 
자동건조 기능으로 

냄새와 곰팡이 예방!

한밤중에도 
직바람 걱정없이 

시원하게 숙면하세요!

가족을 위하여
직바람 없이 무풍!

1 수면을 방해하지 않는
 무풍!

2 냄새와 곰팡이 예방에도 
무풍!

3

일반 냉방과 무풍냉방을 같이 누리세요.

VS

무풍 냉방일반 냉방 일반 냉방

<일반 시스템에어컨><삼성 무풍 시스템에어컨>



초강력 
균일 냉방

쾌적한 
무풍 냉방



찬바람이
직접 닿지 않아

온 가족이 좋아해요 

미세한 냉기를 만들어 내는 10,000여개의 마이크로 홀이

직바람 없이 시원한 무풍냉방을 구현합니다

직접 닿는 찬바람 없이
쾌적한 무풍 냉방

마이크로 홀을 통한 미세한
냉기로 무풍 냉방 완성

미국 냉공조학회(ASHRAE)기준 0.15 
m/s 이하의 바람을 무풍(Still Air)으로 
정의(적정 온도에 도달 후, 바람 없이도 
8시간 이상 냉기 유지)

약풍/간접풍은 0.6 m/s 로, 바람없는 무풍과는
완전히 달라요

고가형 제품에만 적용되는 고급극세사 필터 

09년 삼성전자, 염화망 필터 > 극세사 필터로 교체!

타사도 스탠드형 고급 에어컨에는 극세사 필터를 사용해요!

먼지도 더 잘 걸러주고, 청소도 쉬운
고급극세사 필터

가볍게 필터를 털어주거나 물세척만으로
필터 청소가 가능합니다.

Easy Clean

가로 세로가 균일한 구조 극세사 필터 대비 균일하지 않은 구조

VS

고급 극세사 필터 일반 필터

고급 극세사 필터가 
기본으로 

적용되어 있어요

무풍 100mm

기존 68mm

기존보다 47% 더 넓어진 블레이드로 최대 8m까지

바람이 도달하여 거실에서 주방까지 골고루 시원합니다.

※ 기존 자사 제품(PC1BWSK2N) Blade 너비 : 68mm, Big Blade 너비 : 100mm
※ 실 사용 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냉기를 더 멀리 더 빠르게
초강력 균일 냉방

거실부터 부엌까지
강력한 롱바람으로
온 집안이 시원해요 



절전 냉방

무풍 저소음



덥거나 추워서 깨지않고
한여름에도 

시원하게 잘 수 있어요 

무풍 운전 시 블레이드가 열리지 않아 가동 소음이 없습니다.

고요한 밤에는 더욱 조용하게 숙면할 수 있습니다.

무풍이라 더욱 조용하고 쾌적하게
무풍 저소음 & 열대야 쾌면

※ 2.0kw기준 (AJ020MB1DBC1)

35dB

30dB

25dB

20dB

기존 (26 ~32dB)

무풍 (24 ~29dB)

수면 패턴에 맞춰 자동 바람, 온도 조절 

(열대야 쾌면 기능)

무풍이라 조용합니다!

(무풍 시스템에어컨 소음비교)

입면모드

실내 온도를
낮추어 빨리

잠들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기상모드

기상에 좋은
온도와 서라운드

바람으로
조절합니다.

숙면모드

체온유지와
숙면을 위해 바람과

실내 온도를
조절 합니다.

무풍 냉방으로
전기료 걱정이

줄었어요 

에너지소비효율등급 1등급 삼성시스템에어컨 

무풍운전을 하게되면 전력 사용량이 더욱 절감됩니다

전기료 폭탄 걱정없는 
절전 무풍 냉방

무풍냉방까지 사용하시면, 전력 사용량 최대 61% 절감

※ 자사 실험치 기준
※ 실 사용 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일반냉방 : 무풍 1Way 일반냉방 
모드로 운전

※ 운전조건
 실외기 : DVM HOME 4HP
 실내기 : 무풍 1Way 6.0kW, 3.2kW, 

2.0kW 동시운전

※ 냉방표준 운전
 - 실외 35℃ DB / 24℃ WB
 - 실내 27℃ DB / 19℃ WB



 

삼성 무풍 시스템에어컨이 특별한 이유 

더욱 시원한 
전 모델 좌우스윙 운전

곰팡이와 냄새를 예방하는 
자동 청소 건조 기능

악취 유입을 막아 깨끗한 실내  공기를 유지하는 삼성 역류방지 밸브

악취 유입을 방지하는 
역류방지 벨브

※ 습도센서가 내장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상하좌우스윙

소형 ○

중형 ○

대형 ○

무풍 시스템에어컨은 전 용량대 상하좌우 스윙이 구현 가능합니다. 삼성전자는 2011년 부터 습도센서를 다수의 제품에 적용하였습니다. 

무풍에어컨은 기본적으로 습도센서가 내장되어 있습니다.

더욱 쾌적한 
기본 내장 습도 센서

무풍에어컨(무광) 일반에어컨(유광)

기본
상태

표면
지문/얼룩

변화없음 지문/얼룩 심함

물걸레
청소자국

변화없음 물걸레 자국 심함

자동 청소 건조

설정법

자동 청소 건조 설정

한번만 설정하면

이후 자동 실행됨

부가기능

자동청소건조 기능으로 곰팡이나 냄새를 예방 할 수 있습니다.

판넬 표면이 더러워지는 이유는 판넬표면과 먼지 정전기력 때문입니다.

삼성전자 무광판넬에는 정전기력을 최소화되도록 설계되어있고, 

변색을 방지하는 UV안정제가 들어가 있습니다.

깨끗함이 지속되는 
간편 청소



∙  플라스틱 재질인 날개(Blade)는 스윙 동작 시에 끼익 거리는  

 날개 소음이 들릴 수 있습니다.

∙  삼성만의 방진고무로 날개 운전소음을 획기적으로 저감하였습니다.

에러 발생 시라도 안전한
비상운전기능

안전하게 사용하는
탈착 실내기 판넬

작은 소음도 없애는
삼성만의 기술

실내기 한대가 전원이 단락되더라도 나머지 실내기는 비상운전으로

가동됩니다. 

고장난 상태로 장기간 방치할 경우에는 누수, 전기쇼트, 화재, 

냉매고임에 의한 성능 및 신뢰성 문제가 생기므로 서비스 전 까지 

비상운전을 하는 것이 고객을 생각하는 글로벌 제조사들의 공통적인 

제어방법입니다.  

탈착 가능 실내기 판넬  낙하 방지 3중 안전 장치

판넬 · 필터 청소 등으로 전면 그릴을 열고 닫을 때 

낙하방지를 할 수 있어 안전합니다.

(일반 24시간 / 고습조건시 12시간)

ON ON

에러발생 정상운전 정상운전

실내기 1대 에러 발생

ON
정지

에러전송
(서비스)

ON

에러발생 비상운전 비상운전

여러 실내기 외 다른 실내기는 정상동작

※ 소형, 중형모델 기준

좌우스윙 상하스윙

구석구석 시원한
서라운드 3D 입체바람

일반

무풍 1Way

특허번호 KR20140155572A



 

삼성 무풍 시스템에어컨이 특별한 이유 

인버터 기술로 전기요금 절감

※ 현장별 용량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가동조건 : 정격운전 조건(냉방 : 실내 건구온도(DB) 27도, 습구온도(WB) 19도/실외 건구온도(DB) 35도, 습구온도(WB) 24도) 1일 4시간 30일 사용기준입니다.

구 분
소비전력

삼성

실외기 9.2kW 2.000

실내기

안방 (2.3kW) 0.023

거실 (7.2kW) 0.07

실외기 + 실내기 소비전력(kW) 2.093

월 소비전력량(kWh) 251.16

구 분
소비전력

삼성

실외기 11.0kW 2.650

실내기

침실 (2.0kW) 0.023

안방 (2.3kW) 0.023

거실 (7.2kW) 0.07

실외기 + 실내기 소비전력(kW) 2.766

월 소비전력량(kWh) 331.92

구 분
소비전력

삼성

실외기 14.5kW 3.530

실내기

침실 (2.0kW) 0.023

침실 (2.0kW) 0.023

안방 (2.3kW) 0.023

거실 (7.2kW) 0.07

실외기 + 실내기 소비전력(kW) 3.669

월 소비전력량(kWh) 440.28

한 여름 밤 숙면! 열대야 쾌면

수면 중에 덥거나 추워서 일어나실 필요가 없어요 (열대야 쾌면 기능)

실내 온도를 낮추어
빨리 잠들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입면모드

체온유지와 숙면을
위해 바람과 실내

온도를 조절 합니다.

숙면모드

기상에 좋은 온도와
서라운드 바람으로

조절합니다.

기상모드

수면 패턴에 맞춰 자동바람, 온도조절

혁신적인 제품

무풍운전은 기존 일반운전에 혁신 기능이 플러스된 제품입니다. 

무풍 시스템에어컨에서 일반운전을 동작시키면 블레이드가 열립니다.

상황에 따라 일반운전, 무풍운전 선택하세요!

일반운전 무풍운전 롱바람운전

기존 ○ x x

무풍 ○ ○ ○



면적별 설치 안내

59m² A

72m² A

Type

Type

품목
실내기

설치위치

실내기 실외기

수량 용량 수량 용량

59A형(옵션1안)
안방 1 2.0 kW

1 7.2 kW
거실 1 5.2 kW

59A형(옵션2안)

안방 1 2.0 kW

1 11.0 kW
거실 1 5.2 kW

침실1 1 2.0 kW

침실2 1 2.0 kW

품목
실내기

설치위치

실내기 실외기

수량 용량 수량 용량

72A형(옵션1안)
안방 1 2.3 kW

1 92 kW
거실 1 7.2 kW

72A형(옵션2안)

안방 1 2.3 kW

1 14.5 kW
거실 1 7.2 kW

침실1 1 2.0 kW

침실2 1 2.0 kW

실외기실

실외기실

※ �� ���� �	
 �� � ���, �� �� ��� � �� �� �� �� � � �!"#.

안방

거실침실1침실2

안방

거실침실1침실2

안방안안방방



면적별 설치 안내

84m² A Type

품목
실내기

설치위치

실내기 실외기

수량 용량 수량 용량

84A형(옵션1안)
안방 1 2.3 kW

1 9.2 kW
거실 1 7.2 kW

84A형(옵션2안)

안방 1 2.3 kW

1 14.5 kW
거실 1 7.2 kW

침실1 1 2.0 kW

침실2 1 2.0 kW

84A형(옵션3안)

안방 1 2.3 kW

1 14.5 kW

거실 1 7.2 kW

침실1 1 2.0 kW

침실2 1 2.0 kW

알파룸 1 2.0 kW

실외기실

알파룸

※ �� ���� �	
 �� � ���, �� �� ��� � �� �� �� �� � � �!"#.

침실2침실1거실안방



이런점을 고객님들이

물어보고 확인하셨어요!

일반에어컨 보다 뭐가 좋은가요? 더 비싸지 않나요?

시스템에어컨은 한 대의 실외기로 여러 대의 실내기를 천장에 설치할 수 있어 공간을 넓게 활용하고,

인테리어 효과가 큽니다. 또한 냉방용량이 정해져 있는 일반에어컨과 달리 전문가가 아파트 평형 별 필요한

냉방용량을 고려하여 설계한 맞춤형 에어컨으로 만족도가 높았습니다.

일반에어컨이 이미 있습니다. 옮겨서 달면 되지 않나요?

스탠드 에어컨이나 벽걸이 에어컨을 이전 설치 할 수 도 있습니다. 일반 에어컨은 통상 두 곳에 설치할 수 밖에 없어서

거실과 안방 외에 아이들 방에 설치하려면 실외기를 추가 구매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현재 가지고

계신 에어컨은 이사하시기 전까지 사용하시고 새로운 집에는 시스템 에어컨을 선택하고 계십니다.

임대나 매매 목적으로 구입한 집인데 설치할 필요가 있을까요?

이제 시스템에어컨도 집의 한 부분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스템에어컨이 설치된 집이 임대나 매매 시

프리미엄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새 집에 일반에어컨을 설치하면서 생길 수 있는 바닥이나 벽 등의 손상에 대한

우려가 줄어들어 편하게 임대하실 수도 있습니다.

나중에 설치해도 되지 않나요? 왜 지금 해야 하나요?

입주후 설치하시면 업체 선정부터 인테리어, 배관, 전기 및 마감 공사까지 많은 시간과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소중한 새집을 뜯고 고치지 마시고, 건설사와 삼성전자가 철저히 관리하는 완공 전 설치를 추천드립니다.

특히 건설사 옵션행사를 통해 신청하셔야 건설사의 옵션가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관리가 힘들지 않나요?

시스템에어컨도 일반에어컨과 동일하게 매년 에어컨을 사용하실 즈음 필터를 손쉽게 빼셔서

필터 물 청소만 해주시면 됩니다.

Q

Q

A

A

A

A

A

Q

Q

Q

※ 청소 대상 필터 : 극세사 필터, 초미세먼지 필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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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카탈로그의 제품 소개는 제품 동향에 관한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소개된 내용은 향후 시장동향, 개발경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해당 제품을 구입시

 제품 매뉴얼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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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전자 비즈니스 고객(특판) 구매상담 제품 사용 및 서비스 문의

1588-3536
www.samsung.com/business

삼성전자 비즈니스 고객 서비스

1588-3773 / www.samsungsvc.co.kr

불편사항 및 기타문의

02-541-3000 (고객상담실) /

080-022-3000 (수신자부담전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