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mart-MAC
사계절 내내 최적의 실내 환경을 구현하는

국내 유일 다기능 공조 시스템  

(주) 대성기연



기술과 혁신의 집약체인 Smart-MAC은 냉방과 난방은 물론, 제습 및 환기를 하나의 장비로 집약시킨 

올인원 시스템 제품으로 에너지를 획기적으로 절감시키고 성능은 최대화시켜 최적의 환경을 구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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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art-MAC 

국내 최초 일체형
다기능 공조 시스템 

비용은 효율은

- 에너지 절약형 멀티 시스템

- 간편한 자동관리 시스템

- 뛰어난 안정성

- 별도 공사 없는 편리한 시공

스마트-맥



Application 

● 산업시설
    물류 창고, 서류 문서고, 통신 장비실,

    고온/저온 제습 시설, 선박 시설

● 근린생활시설
    도서관, 박물관, 카페, 

    수영장, 스포츠센터

● 숙박시설
    호텔, 펜션, 콘도, 

    오피스텔, 고시원

● 복지시설
    요양원, 양로원, 실버타운, 

    보육시설, 병원, 관공시설

● 농•축산시설
    버섯 재배실, 농산물 건조실, 

    한약재 보관소, 건어물 건조실

● 교육시설
    학교, 급식실, 체육관,

    연구실, 연수원

S-MAC

Smart-MA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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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분야



Special Model 
Smart-MAC

4기능 토탈 솔루션 시스템
국내 최초로 냉방과 난방, 제습 및 환기의 4가지 기능을 하나의 바디에서 사용 가능한 
제품으로 에너지 효율의 극대화 및 컴팩트한 설비로 설치 비용을 최소화 하였습니다.

- 특징
▶ 사계절 내내 쾌적한 냉난방 공간 실현

▶ 환기 기능 시스템으로 실내 공간 고청정화

▶ 실내외기 일체형으로 간단한 설치와 공간의 최소화

▶ 간편하고 편리한 조작 운전 방법

▶ 내기•외기를 이용한 제습의 고효율화

▶ 용도의 다양성 (농수산업, 식품, 전자, 해양 선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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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onomy 
Smart-MAC

  

설치 비용 절감 및 낮은 유지 비용

Efficiency 

▶ 스마트 맥은 흡배기 일체형 시스템으로 실외기가 없어 제작과 설치 및 유지 보수에   
    발생하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또한 탈부착이 가능한 이동형으로 제작 되어
    설비 이전이 용이합니다.

▶ 기존 히트 펌프 역순환식 난방이 아닌 응축기의 폐열을 직접 사용하기 때문에 
    에너지 효율이 우수합니다.

▶ 특히 농가에서 저온 저장고나 건조기로 사용시 최고의 성능을 발휘하며 상대적으로
    사용률이 적은 농한기에도 냉난방기로 이용 할 수 있어 가동률이 우수합니다.

  

▶ 내기, 외기를 이용한 두가지 타입의 제습 방식으로 환경 조건(계절에 따른 온•습도)
    에 따라 제습 및 건조시에 성능을 극대화 하였습니다.

▶ 제품 저장이나 건조시 저장/건조 모드에 따라 신속한 제습•배습이 가능하며  
    설정 온도까지  빠르게 도달합니다. 

▶ 장치 내에 사용 되는 응•압축기는 최소의 소음과 최고의 효율을 자랑하는 제품을 
    사용하고 있으며 기타 다양한 제어장치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 고효율 BLDC 모터가 적용된 Fan을 사용하여 배기성능 향상뿐만 아니라 
    소비전력을 낮췄으며 저소음 시스템을 구현합니다.

▶ 장치 내에 환기 설비가 내장 되어 별도의 설비 없이 환기가 가능합니다.
    ※ 다기능 필터 적용으로 실내 먼지, 유해 물질 등을 제거 할 수 있습니다.

고성능 제습 기능과 저소음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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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성

성능 및 쾌적성



Specification 
Smart-MAC

모델(Model)            SMAC-010 SMAC-030 SMAC-050 SMAC-075 SMAC-100

호칭출력(HP) 1HP 3HP 5HP 7.5HP 10HP

전 원
(supply)

주전원(main) 1Φ × 220V × 60Hz 3Φ × 380V × 60Hz

제어전원
(control)

1Φ × 220V × 60Hz

냉방 능력
(Cooling)/ Kacl/h

25℃ 2,620 7,560 12,870 19,350 24,300

난방 능력
(Heating)/ Kacl/h

25℃ 3,420 10,080 17,820 21,510 26,820

제습 능력
(Dehumidifier)/ l/h

25℃ 3 6.5 10 15 21

압축기
(Comp)

형명(type) 스크롤식 (SCROLL-TYPE )

냉각방식 냉매냉각 (refrigerant cooling) 

송풍기
(Blower)

형식(formality) BLDC

출력(kw) 0.15kw 0.45kw 0.75kw 1kw 1.5kw

정압(mmaq) 30mmAq

풍량(air volume) 15CMM 45CMM 80CMM 110CMM 140CMM

증발기 전열면적(㎡) 7.6 22.4 30.6 47.3 64.5

응축기
(Cond)

열교환기형식 FIN & TUBE

전열면적(㎡) 12.8 28.8 51.2 76.9 102.5

응축압력제어
(Condenser pressure control)

고압 압력 스위치(high pressure switch)

보호장치(Protection)

고, 저압력 스위치(high·low pressure switch)

과전류 계전기(Overcurrency Relay)

과열 방지기(Overheat protector)

기타내장부품(Content)
보온재(insulation),  에어필터(air filter), 액면계(sight glass), 

압력계 고압/저압(gauge), 전자변(solenoid valve),
팽창변(expension valve), 필터드라이어(filter drier),

사용 냉매(refrigerant) R-22

수액기
(receiver)

용량 (l) (volume) 1.5 3 5.5 9.2 14

외형치수
(Outline dimension)

L 470 570 670 770 820

W 670 870 1060 1260 1460

H 1600 1950 2350 2350 2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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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습 능력은 실내 온습도 25℃, 80% 기준임

· 상기 제품은 성능 개선 등을 위하여 제품사양 및 외형이 사전 통보 없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상기 제품 이상의 규격은 주문에 의해 생산 가능합니다.

제품사양표



Patent and Certification 
특허 및 인증서

회사 연혁
1990년 

1999년

2000년

2000년

2000년

2001년

2006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6년

8월    

7월   

1월      

5월

6월

9월

11월

7월

8월

11월

7월   

12월

9월

12월

3월

대성기연 설립

한국 무역 협회 등록

ISO9001 인증 획득

자본금 증자(4억원)

건설업 등록

일체형 에어컨모듈 실용신안등록

레인지 후드  KS인증 획득

RPF 보일러제작(농장설치 가동)

냉방 및 환기 통합시스템 특허 획득

자본금 증자(8억원)

전극보일러 Q마크 인증 획득

하이브리드 전극보일러 특허 출원

저온건조 및 냉장시스템 특허 등록

녹색인증제품착수

다기능 냉동공조기 특허 출원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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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생산 품목

▷ 크린룸시스템

▷ 공조기기

▷ 항온항습기

▷ 제습장비

▷ 환기시스템

▷ 석면제거장비

▷ 저속치환기구

▷ 지하주차장 환기설비

제조원

(주) 대성기연
파주 공장 : 경기도 파주시 파주읍 향양리 104-1 
               TEL. (031)954-2437~9  FAX. (031) 953-2401
화성 공장 : 경기도 화성시 양감면 초록로 210번길 60-15
               TEL. (031)8059-0652~3  FAX. (031) 8059-0654
홈페이지 : http://www.daesungcr.com

판매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