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품 문의 및 상담 : 1588-5701

태 열 열역학 시스템 보일러 | 에너지솔루션

-‘초절전’하이브리드형 온수생산 시스템-

에너지코리아㈜

www.energiekorea.com





ENERGIE는

고객만족 정책에 따라,

제품의 신뢰성, 품질, 혁신, 효율성

경제성, 편리함 그리고 웰빙에 엄격한 표준을 적용합니다.

www.energie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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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365일, 전천후 작동, 온수 생산
낯이나 밤이나,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흐린 날이 계속되어도
하루 24시간 일년 365일 뜨거운 물을 생산하는 차세대 신기술
보일러입니다.

저렴한 에너지 비용, 초절전 보일러
대기열을 이용하므로 기름, 가스, 전기 등의 난방제품과 비교
하면 85% 이상 난방비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높은 에너지 효율
ENERGIE제품은 태 열 열역학 기술을 응용한 제품으로
COP가 평균 4.5에서 최대 6.5까지 성능을 발휘하는 고효율
보일러입니다.

우수한 내구성
쏠라패널(집열판)은 알루미늄으로 제작되어 파손/부식의 염려가
없으며, 25년 이상의 내구성을 자랑합니다.
특수코팅으로 염분에 강하여 바닷가에서도 사용 가능합니다.

시공의 유연성과 편리성
쏠라패널의 무게가 8kg으로 취급이 용이하며, 쏠라패널의 설치
장소나 방향에 구애 받지 않습니다.
(동서남북은 물론 응달에도 설치가 가능하며, 지붕, 벽면, 울타리
등에도 설치 가능합니다.)

친환경적
적은 에너지 소비는 물론 탄소가스를 전혀 배출하지 않는
친환경적 제품입니다.

무한한 적용분야
수 장, 어장, 펜션, 모텔/호텔, 골프장, 학교, 유치원, 병원,
요양원, 사무실 등 소형 가정용에서부터 대형 상업용/산업시설
까지 적용이 가능합니다.

차세대 신기술 보일러
초절전 하이브리드형 온수/난방 보일러
전기, 가스, 기름보일러 대비 최대 85% 절감

가정용 온수
자 업자용 온수

수 장, 풀장 온수

중앙난방 상업용 및 산업용
대량 온수 공급 시스템

소규모 및 대형 풀장
온수관리(히팅) 시스템

양어장 온수 가정용 온수

농업용 온수 골프장, 헬스클럽 등 스포츠시설 학교, 유치원 등 교육시설

산업용 온수 병원, 요양원 등 복지 시설 쇼핑센터 등 편의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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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RMODYNAMIC SOLAR SYSTEM
태양열 열역학 시스템은 기존의 불완전한 2개의 기술을 합친
결과물입니다.

쏠라패널(집열판) 내부에는 냉매가 흐르도록 미세관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미세관을 통하여 저온의 냉매가 흐르면, 집열판이 대기온도보다 낮은 온도가 되어 주변 공기속의 태양열, 빗물 속의 잠열 등을 흡수
하여 열교환기 측으로 이송되며, 열교환기에 의해 축열조 물을 온수로 가열합니다. 열을 물에 전달하고 냉각된 냉매는 컴프레셔에
의해 다시 집열판으로 보내지는 사이클 동작을 하게됩니다.

열펌프는 매우 효율적이지만 온도의 환경에 의존적이고, 기존 태양열 집열기는 뜨겁고 맑은 날에는 좋지만, 태양이 보이지 않는
날이면 무용지물이 되어 버리는게 현실적입니다. 하지만, ENERGIE사의 기술력은 열펌프와 열집열기 기술력의 한계를 뛰어
넘습니다.

에너지 최빈국인, 우리나라의 사정에 비추어 초절전 제품인

태 열 열역학 보일러를 사용함으로써,

난방과 온수 두가지를 동시에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태 열 열역학 시스템
THERMODYNAMIC
SOLAR SYSTEM

열
펌프

열
집열기+

쏠라패널
기후에 상관없이 대기중 열 흡수
과도한 열 발생 없음
건축물과 시각적 조화

장비
무배관 작업
환풍기 불필요
성에제거 싸이클 불필요
초효율 압축기
보조기기 불필요
24시간 55℃ 온수 생산

콘덴서

압축기 팽창밸브

온수

쏠라패널 장점
크기 : 2m × 0.8m
8kg 미만의 가벼운 무게, 쉬운 이동 및 설치
알루미늄 양극 산화의 유연한 코팅
유리, 고무 또는 찢어지기 쉬운 재료가 아님
과열 위험 없음
동파 위험 없음

염분환경에서 높은 저항
높은 습도 저항
수평으로 85~10도에서 설치 할 수 있음
정원, 지붕, 벽등에 설치 할 수 있음
25년 수명의 내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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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 격 패널수(EA) 소비전력(kW) 최대출력(kW) 수 장 볼륨(m2)

Solar Block 6 6 1.23 7.5 25

Solar Block 12 12 2.01 16.5 55

Solar Block 16 16 3.21 24.2 80

Solar Block 28 28 5.65 38.2 150

Solar Block 40 40 8.45 54.6 180

수 장 히팅 시스템
THERMODYNAMIC SOLAR BLOCK

365일 즐거운 수 장
ENJOYMENT OF THE POOL, 365 DAYS PER YEAR

1년 내내 수 을 즐기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완벽한 솔루션입니다.

ENERGIE 시스템은 유지 보수가 필요 없으므로 운 비용이 절감됩니다.

정기적으로 유체를 추가 할 필요가 없는 폐된 회로를 사용합니다.

또한, 이 시스템은 수 장 염소에 매우 높은 내성을 갖는 티타늄 열 교환기를 사용합니다.

기존 시스템보다 경제적이며 효율적입니다.

수 장 온수장치 설치 예
Solar Block 4
쏠라패널 4 / 쏠라블럭 1 / 티타늄 열교환기 1



규 격 용량(L) 패널수(EA) 높이(mm) 지름(mm) 소비전력(kW) 최대출력(kW) 사용수(명)

Eco 200esm 200 1 1,288 550 0.39 2.9 4~5

Eco 250esm 250 2 1,649 550 0.59 4.5 5~6

가정용 온수 시스템
E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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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렴한 비용으로 가정용 온수 생산!
WARM WATER FOR THE LEAST COST

1개 또는 2개의 열역학 쏠라패널을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자율적인 온수 솔루션!

ENERGIE 가정용 온수 보일러는 높은 에너지 효율과

CO2를 대기에 배출하지 않고 깨끗한 온수를 55℃까지 제공합니다. 

또한 기존 전기, 가스, 기름값의 약 85%이상 절약해주는 것을 기대 하실 수 있습니다.

저소음 제품으로 소음공해가 발생되지 않으며, 쾌적한 환경을 제공합니다.

SAVE UP TO

85%
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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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용 온수장치 설치 예
ECO 200esm
쏠라패널 1 / 축열조(200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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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 격 용량(L) 패널수(EA) 높이(mm) 지름(mm) 소비전력(kW) 최대출력(kW)

Eco1000IX6 1,000 6 2,185 850 1.23 7.5

Eco1500IX12 1,500 12 2,460 950 2.01 16.58

Eco2000IX12 1,000 X 2 12 2,185 850 2.01 16.58

Eco2000IX16 1,000 X 2 16 2,185 850 3.21 24.21

Eco3000IX16 1,500 X 2 16 2,460 950 3.21 24.21

Eco3000IX28 1,500 X 2 28 2,460 950 5.65 38.22

Eco4000IX28 2,000 X 2 28 2,520 1,100 6.65 38.22

Eco6000IX40 3,000 X 2 40 2,900 1,250 8.45 54.6

대용량 온수 시스템
ECO-XL

풍족한 온수공급으로 웰빙 라이프 실현!
FEEL THE SURROUNDING WELL-BEING

이산화탄소 배출량 최소!

1년 365일 24시간 60℃ 온수 공급

토목/건축 작업 없이 기존 시설에 적용하여 저렴한 비용으로 풍족한 온수를 제공 할 수 있습니다.

많은 양의 온수 생산을 필요로 하는 호텔(모텔), 학교, 유치원, 병원, 쇼핑센터, 스포츠 시설, 음식점에 적합합니다.

대용량 온수장치 설치 예
ECO 1000I X 6
쏠라패널 6 / 쏠라블럭 1 / 축열조(1,000L)



규 격 패널수(EA) 난방면적(m2) 난방면적(평형) 소비전력(kW) 최대출력(kW)

Solar Block 6 6 90 이하 27이하 1.23 7.5

Solar Block 12 12 91~150 28~45 2.01 16.5

Solar Block 16 16 151~220 46~66 3.21 24.2

Solar Block 28 28 221~300 67~90 5.65 38.2

Solar Block 40 40 301~450 91~136 8.45 54.6

중앙 난방 시스템
THERMODYNAMIC SOLAR BLO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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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락한 거실과 방, 쾌적한 생활!
Comfortable Living Room, Comfortable Living

ENERGIE 보일러는 봄, 여름, 가을, 겨울, 심지어 밤이나 눈/비 오는 날에도 열을 포집하여

실내 공간을“쾌적하고 안락한 온도”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주택, 사무실, 상가, 공장, 호텔, 학교 등에 적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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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난방 설치 예
Solar Block 4
쏠라패널 4 / 쏠라블럭 1



가정용 소형 온수기
AQUAPURA MONOBLOCK100

450

42
0

53
5

85
5

72
4

12
75

H(((C

H-온수

C-냉수

mm로(측정

OUT IN

520

Ø
16
0

D
O

M
ES

TI
C

 H
O

T 
W

AT
ER

기존 전기/가스 온수기를
대체 할 수 있는 진정한 솔루션!
ECONOMY / COMFORT / ECOLOGY

콤팩트하고 신속하며 효율적인, 가정용 소형 온수기입니다.

집안 최소한의 공간에 쉽게 설치할 수 있습니다.

손쉬운 설치 및 사용!

부엌의 수납공간 활용!

세탁기와 연동될 수 있는 설계!

NEW100L
용량

65℃
온수 생산

벽
응용

COP
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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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 : 충북 청주시 서원구 현도면 우록1길 17-9 (우록리)
제주지사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림읍 명월리 2079
T. 043-267-5707(본사)  / 064-796-5706(제주지사)  F. 043-260-5677  

공인된 제품은 고객에게 신뢰와 안전을 제공합니다.

☎ 1588 - 5701
www.energiekorea.com

모델명
보온조건 (Good)

면적(m2) 평형

SB6 50~90 27평 이하

SB12 91~150 45평 이하

SB16 151~220 66평 이하

SB28 221~300 90평 이하

SB40 300~450 136평 이하

| 모델별 난방면적 |

모델명 상용인수/일 비 고

ECO 250Isx×SB2 5인 온수전용

ECO 300Isx×SB2 6인 온수전용

ECO 450Isx×SB4 10인 온수전용

ECO 2000 IX 12 40인 온수전용

ECO 3000 IX 16 대용량 목욕탕, 모텔, 상업용

ECO 3000 IX 28 대용량 목욕탕, 모텔, 상업용

ECO 4000 IXD 28 대용량 목욕탕, 모텔, 상업용

ECO 6000 IXD 40 대용량 목욕탕 및 수 장

| 모델별 온수사용 인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