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uick Guide

제품명 CLARO DUO  
모델명   CH1-10W0K 시리즈

사용 준비 및 필터 설치 방법

1/ 전면 커버의 좌우 상단 

   집진필터는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으로 승인(GB21-25-0011) 받은 제품임.

홈을 이용하여 전면 

커버를 앞쪽으로 당겨 

주십시오.

2/ 제품 사용 전 

반드시 필터비닐 

포장을 제거해 

주십시오.

※ 비닐 포장을 
제거하지 않을 
경우, 제품이 고장 
나거나 과열로 
화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비닐을 제거한 필터를 집진필터 
→ 탈취필터 → (기능필터) → 
프리필터 순으로 필터 상단의 
설치 방향 화살표에 맞춰 설치
해 주십시오. 

4/ 프리필터를 필터부 

하단과 좌우의 고정 

걸쇠에 맞춰 끼운 후 

밀어 상단의 걸쇠에 

고정하십시오. 

5/ 전면 커버를 닫아 

주십시오.

   

   

집진필터탈취필터

현대렌탈케어 고객만족센터

1800-8888
악세서리로 제공되는 기능필터는 프리필터와 탈취필터 사이에 장착되며, 
먼지가 많은 환경에서 사용 시 기능필터 사용을 권장드립니다. (권장 교체 주기 6개월)



동작 방법
조작 버튼

본체 

버튼

전원
기본 운행 동작 / 종료  
(CH1-10W0K 시리즈)

취침 / 잠금모드
저소음모드(LED 야간모드)

※ 길게 누를 경우 잠금모드 설정(L표시) / 해제(U표시)

꺼짐예약 1 / 2 / 4 / 8 시간 꺼짐 예약

공기청정 약 / 중 / 강 / 자동 모드 공기 청정

공기살균
백금나노 공기 살균
4시간 주기 / 해제 / 2시간 주기
※LED 램프는 살균모드 중에만 켜집니다.

PM전환
미세먼지(PM10) / 초미세먼지(PM2.5)  
농도 수치 전환

청정모드 (리모컨) 약 / 중 / 강 / 자동 모드 공기 청정

잠금모드 (리모컨) 잠금모드 설정 / 해제

알림 및 디스플레이

본체 

디스플레이

GAS / VOCs 
오염 알림

일산화탄소(CO), 휘발성 유기 화합물(VOCs) 등 
가스 오염 시 적색 LED 점등

공기질 색상 
알림

미세먼지(PM10), 초미세먼지(PM2.5) 오염도 
색상 알림
(청: 좋음 / 녹: 보통 / 황: 나쁨 / 적: 매우 나쁨) 

먼지크기표기
 

먼지 농도 
수치 표기

미세먼지(PM 10)/초미세먼지(PM 2.5)  
먼지 농도 수치 표기

※  공기질 색상 알림 버튼을 눌러 PM2.5 / 
PM10 수치 변경

※ 주의 사항

 »  본 제품은 AC 220V전용 제품입니다.
 실외에는 설치하지 마십시오.
 직사광선, 화기, 연기가 있는 곳에 설치하지 마십시오.
 습기, 기름이 많은 곳, 물이 튀는 곳에는 설치하지 마십시오.
 필터의 비닐 포장을 제거한 후 사용 해 주십시오.
 동작 중 전원코드 분리 시 토출구의 열기를 주의해 주십시오. 
 화상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전원” 종료 후 FAN 동작은 화상방지를 위한 냉각 기능으로 정상 동작입니다. 
 취침모드 운용 중 제품 후면 온도 상승으로 저온화상에 주의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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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디스플레이 되는 먼지 농도 표시
미세먼지(PM 10)/초미세먼지(PM 2.5)

제품 패키지 구성
CLARO DUO 제품패키지는 다음과 같이 구성됩니다.

  리모컨        스탠드커버(2ea)       브라켓(2ea)         앙카볼트(9ea)

본체                        퀵가이드      벽걸이설치가이드 상세사용설명서

기능필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