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uick Guide

제품명 CLARO DUO 
모델명   CH1-10W0K 시리즈

CLARO 홈페이지를 통해 

본 제품을 등록하시면 

다양한 지원과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용 준비 및 필터 설치 방법

1/ 전면 커버의 좌우 상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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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필터 순으로 
필터 상단의 설치 방향 화살표
에 맞춰 설치해 주십시오. 

4/ 극세 필터를 필터부 

하단과 좌우의 고정 

걸쇠에 맞춰 끼운 후 

밀어 상단의 걸쇠에 

고정하십시오. 

5/ 전면 커버를 닫아 

주십시오.
고객센터

   
02-2107-5600
   

www.claroduo.com

프리필터

집진필터탈취필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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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금촉매 공기 살균
2시간 주기/4시간 주기/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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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M10) / 초미세먼지(PM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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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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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