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형 수영장 및 테마 공원용.

proliner &
proliner plus.



동급 
모델중 최대의 
필터면적.

최고의 청결. 최고의 서비스. 최고의 품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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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유 있는 
작업을 위한 
완전한 패키지.
대형 필터 용량, 지능형 자동 기능 높은 
조작 편의성이 엄선된 액세서리 신뢰할 
수 있고 위생적인 청결을 실현 프리미엄 
서비스와 조화되어 긴 수명을 자랑하는 
proliner 시리즈는 일상을 편리 하게 
합니다.

최대 6 m2 
필터 면적

proliner의 설계된 필터.  
총 6개의 필터가 카트리지
형태로 필터 박스에 장착됩니다.



proliner & proliner plus.

풀 로봇 proliner 시리즈는 수영장 환경에 최적화된 특허를 받은 경로 프로그램을 이
용하여 레인별로 효과적으로 청소 합니다. 특허기술로 최고의 청소 효율을 자랑하며, 
이 제품 은 최대 300 m2 면적의 수영장용으로 최적화한 모델로 매 일 가혹한 조건으로 
사용해도 오랜 수명을 유지하도록 설계 되었습니다.

최첨단 기술의 
proliner 시리즈는 
전자동 및 강력한 
성능 으로 완벽한 
청결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제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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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 및 부가장치.

더 많은 성능.
숙련된 유압장치 및 강력한 흡입력을 이용하여 전체 장치 폭을 이용한 높은 청소 
효율성이 보장됩니다. 모서리 및 구석을 따라 오염물이 문제없이 제거됩니다. 
오염수가 우선 필터를 통해 이동된 후 펌프로 이송되기 때문에 펌프는 막힘과 
손상으로부터 완벽한 보호를 자랑합니다.

더 많은 오염물 제거.
큰 면적의 필터는 필터 박스에 수거되는
많은 오염물을 포집하게에 적합 합니다
사용자가 편리하게 필터 박스를 장착 및
오염물을 폐기 할 수 있도록 매우 간편
하게 설계되었습니다 넓은 필터 박스에는  
6개의 필터카트리지 공간이 있습니다.

더 많은 편의성.
내장된 케이블 드럼을 갖춘 견고한 운송 
카트를 적용하여 proliner는 땅에서도 
간편하게 조작할 수 있고 사용하지 않을 
때는 정돈된 상태로 보관할 수 있어 매우 
편리합니다.



부상 기능(옵션)
•  수면 부상기능으로 손쉽게 배출
• 장치 케이블 보호

자동 및 센서 장치
•  특허를 받은 이동 패턴 N 및 H를 

적용하여 레인별로 전체 영역을 
자동청소

•  센서를 통한 경로 모니터링
•  수조 청소 – 벽에서 벽까지 또 는 

특정한 구역 내에서 작동
•  신뢰할 수 있는 장애물 우회 이동
•  특정한 구역 앞에서 자동 방향전환
•  즉시 출발 또는 지연된 청소중 선택 

가능(청소효율 향샹)
•  자동 정지(공회전 방지)

필터 박스 
•  간편한 제거 및 재삽입 가능
•  많은량의 오염물 담을 수 있는 

충분한 공간 및 간편한 청소
•  위생적으로 사용: 오염물과 손 

접촉방지

디스크 필터 
•  전 세계에서 가장 큰 필터 면적을 

적용. 디스크 필터 카트리지 6개가 
고정식 필터장치의 부담을 경감

•  미세한 오염물 필터링
•  필터 소재를 간편하게 세척 가능 

및 매우 위생적 – 북서 스위스대학 
화학 및 생물 분석 연구소의연구를 
통해 증명됨

•  긴 수명으로인한 지속력
•  매일 사용에 적합

탄성 롤러(옵션)
•  청소효과 향상

수동 모드
•  리모컨을 이용한 작동으로  

즉각 정밀한 이동 및 작업
•  이동속도 가변 선택  

(3단 : 저/중/고속)

첨단기술 /소재 
•  우주와 항공 기술 분야에서사 

용하는 브러시가 없는 기술을 
적용한 견고하고 우수한 성능 의 
모터

•  자체 생산하는 강력한 성능의 펌프
•  긴 수명을 위한 수중용 고급 

플라스틱

청소 효율성
•  ETH Zürich와 함께 숙련되어 최적 

화된 유압장치: 강력한 진공압, 완 
벽한 청소 경로, 장치 주변으로 오 
염물 소용돌이 없는 유체 이동기술

•  동급 최고의 흡입력으로 거친 
오염물, 돌 등 미 세하고 보이지 
않는 입자까지 흡입 및 필터링

•  필터링 후 물이 펌프로 통하지 
않도록 디자인되어  
손상으로부터 펌프 보호

안전성 
•  공인된 회사를 통해 장치의 유럽 

연합 규격 준수 여부 검사
•  최첨단 기술 및 안전설계
•  수중 안전을 위한 DC/30 V 이하 

저전압으로 작동

케이블 드럼을 갖춘 운송 카트 
•  간편하고 편리한 이동을 위한 

알루미늄 및 스테인리스 재질의 
장비 운송 카트

•  메인 및 전원 케이블을 깔끔 하게 
정리 및 보관

장점 개요:

2 년 
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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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결성 및 매우 우수한
품질이 그 가치를 증명
합니다 항상!
물론 이 제품이 가장 저렴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현재  
시장에 있는 제품 중 최고라는 점과 투자한 만 큼 그 가치를 
보증하는 것이 저희가 고객님께 드리 는 약속입니다.



proliner 및 proliner plus의 표준 기능 proliner plus의 추가 기능

벽 접촉 시 방향전환

벽 접촉 없이 방향전환

오르막 경사 앞 방향전환

시작 시간 설정

자동 정지

최대 자동청소 시간

“X” 패턴 자동청소 프로그램

비치 입구에서 방향전환

내리막 경사 앞 방향전환

장애물 우회 이동

한계구역 청소

“H” 패턴 자동청소 프로그램

“N” 패턴 자동청소 프로그램

자동 및 기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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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적 사양

공급 전압 100-120/200-240 V AC (~)

주파수 50/60 Hz

소비 전력 6-4 A

정격 출력 0.5 kW

전원 케이블 길이 10/20 m

수동 모드 무선, 리모컨
비상 모드 컨트롤박스 키보드
무선 주파수 868/433 MHz

최소 작동 깊이 20-30 cm (각 사양에 따라 상이함)

작동 온도 10-40 °C

최대 잠수 깊이 10 m (제한이 있는 상태에서 8-10 m)

컨트롤러 환경 특성 

중량/크기 기계적 사양 

케이블 포함 이동 카트 49 kg

기본 장치 (로봇몸체) 28 kg

총 순중량 77 kg

카트 크기 (L x W x H) 90 x 80 x 115 cm

로봇 크기 (L x W x H) 55 x 60 x 37 cm

작동 전압 24 V DC (=)

전류 전류 16 A

입력 전원 0.45 kW

보호 유형 IP68

보호 등급 III

장치 폭 600 mm

청소 폭 최대 700 mm

펌프성능 850 리터/분
필터 밀도(디스크 필터 6개) 50/100/130 μm

메인케이블 길이 30/40/50 m

이동 속도 7.5-18 미터/분



•  내장된 필터 박스 및 필터 세트  
포함 청소 로봇

•  케이블 드럼 장착 운송 카트

•  작동 시간과 사이클 카운터, 메뉴 
선택, 매개변수 설정과 같은 기능 을 
갖춘 리모트 컨트롤

•  무선방수형 리모컨
•  현장사용자용 한글작동 메뉴얼

proliner plus에만 해당:
+  레인별 청소용 베이직 센서
+  디스플레이를 갖춘 무선 리모컨

proliner  
청소 로봇

케이블 드럼 및 리모  
트 컨트롤박스 포함  
운송 카트

필터 세트 포함
필터 박스

무선 방수 리모컨

공급 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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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허한 약속이 아닙니다.

최고 수준의
고객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고객 만족을 위해 높은 서비스 수 
준을 유지하려고 매일 노력합니 
다.여기에는 판매 후에도 고객과 구입 
제품을 관리하는 것도 포함 됩니다. 

당사는 다음과 같은 많은 서비스 
를 통해 고객을 지원하고 확신을 
드립니다: 
•  고객의 수영장에서 무  

료로장치 시연
•  정비
•  교체 부품 공급
•  전화 상담 서비스
•  대여 장비
•  수리
•  교육

10년간 교체 부품 보증
당사는 대형 교체 부품 창고를
보유하고 있으며 새 장치 구입
후 적어도 10년까지 교체 부품
공급을 보장합니다.

수리 및 대여 장치
수리가 필요한 경우 가능한 한 
신속하게 수리하도록 노력합니 다. 
심각한 경우 대여 장비를 제 공할 수 
있습니다.

정비 서비스
청소 장치가 신뢰 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정비를 
권장합니다. 이렇게 하면 물속에서 
작동하는 가혹한 조건 임에도 장치의 
수명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전화 상담 서비스

스위스: 
+41 56 297 8815

한국: 
+82 2 856 4471



Swiss Quality.

mariner-3s.com

스위스:
Mariner 3S AG
Brunnmattstr. 7
5236 Remigen
+41 56 297 8800
info@mariner-3s.com

(주)로신시스텍(한국):
Rosin Systech Co, Ltd
Rm 1209, Daelyung Techno town19.
70 Gasan digital 2-ro, Geumcheon-gu
Seoul, R.O. KOREA (Zip: 08589)
+82 2 856 4471
rosin3s@nat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