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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세서리

품목

추가 구매

LUFT Duo, 에어캡, 1M C타입 케이블

차량용 컵 홀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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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er Manual 1

No.1

No.2

SuperVOOC

SuperCharge

USB PD

QC : Quick Charge

5V / 2A

LUFT Duo는 QC ,USB PD,
Super Charge , Super VOOC
를 지원 하지 않는다.

배터리 없이 전원 케이블로
작동.

전원 공급에 USB A 연결
(어댑터,배터리 등등)



User Manual 2

No.5

No.4

No.6

off

Air Out Air Out

터치 순서에 따라 L1,L2,L3
그리고 전원오프

공기 방향을 바꾸는
에어벤트 캡. 

메탈 필터 뺄때 자동으로
전원 오프.

자동 전원 오프

공기 흡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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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7

No.8

안티 박테리아 메탈 필터는 매
1~3개월 마다 씻어 주세요.
(사용자의 사용 조건에 따라)

USB C타입을
LUFT Duo에
연결한다.

펼쳐진 자동차 컵
홀더에 LUFT Duo를
넣는다.

자동차 컵 홀더 위치에 장
착한다.

자동차 컵 홀더 사용 방법



사무실 업무 중

안방 취침 중 비행기 여행중

자동차 운전 중

50 cm
20 in

50 cm
20 in

사용 시나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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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지침(중요)

자동차 엔진을 멈출 때 공기
청정기 스 위치를 꺼주세요.

제품 및 부품이 손상될 수
있으니 외부 힘으로 가하거나
떨어뜨리지 말아 주세요.

LUFT Duo를 분해, 아래로
누르기, 압착 및 구멍을 뚫지
마세요. 또한 물, 불 또는 55
도에서 131도 온도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야 합니다.

오랫동안 광원 불빛을 응시
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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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UFT Duo를 분해, 아래로
누르기, 압착 및 구멍을 뚫지
마세요. 또한 물, 불 또는 55
도에서 131도 온도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야 합니다.

터치 스위치는 정전식 터치 타입으로 CE 및 FCC 인증 
받은 스마트폰 정품 오리지널 어댑터 사용을 권장합니다. 
인증 안된 어댑터는 LUFT Duo 오작동을 유발할 수 있으니 
정품 어댑터로 교체해주세요.

자동차에서 사용 경우：
자동차 엔진을 끌 때 LUFT Duo 스위치도 꺼주세요.
엔진 정지 시 당신의 차량 모델에 전원 공급 옵션이
있는 경우,엔진이 정지하는 동안LUFT Duo 가 
작동하고
원래 차량의 USB 커넥터가 LUFT Duo의 터치 
버튼의 기능 오류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자동차의 시거잭 소켓을 통해 다른 어댑터를 사용해 
보십시오.

안티 박테리아 메탈 필터가 손상 및 오염이 발생 할 수
있으니 메탈 필터에 일부러 외부의 힘을 가하지 말아 
주세요.

메탈 필터가 반드시 마른 후 장착하시고 공기청정기를
작동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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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UFT Duo 공기청정기는 엄격한 품질 시스템하에서 생산됩니다.
예기치 않은 오작동이 발생할 경우 이메일 또는 FB@luft.airpurifier 를
통해 문의하십시오. 자체손상된 공기청정기제품은 보증 되지
않습니다.

정격 출력(전력)

어댑터

사용 온도

사용 면적

전기 집진 기능

소비전력( W )

터치 단계

풍량 – 에어캡 
없음/ 에어캡 사용
@5cm,(m/s)

소음 -에어캡 
없음/ 에어캡사용 (dB)

~0.3/~0.8 ~0.4/~1.1 ~0.7/~1.5 -

23 / 28 30 / 35 37 / 41 -

X X V -

2.1 2.5 4.5 -

L2 L3 OFF

77 X 77 X 98 mm

~ 250 그램

5 볼트/1A ~ 5W

5V / 2A   (KC인증 정품USB 전원 플러그 권장) 

< 3 평 ( 10m2 )

-20 ~ +55 C

L1(기본 설정)

제품 사양

무게 

사이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