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차량용 공기청정기

WIN-20

AUTO



각부의 명칭

WIN-20 차량용정기청정기

WIN-20 공기청정기를 구입하신 고객님들께
감사 드립니다.
사용하시기 전에 본 제품사용설명서를 반드시
읽어주시고 사용법에 따라 정확하게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정스티커

벨크로 타이 

DC12V 전원



공기 흡입구

4중 필터
(미립자필터,헤파필터(H13),활성탄필터,광촉매필터)

UV자외선 램프

공기상태 및 모드표시

전원 및 모드전환버튼

공기 감지센서

각부의 명칭 및 기능

공기 토출구



제품특징 1

플라스마의원리:  양이온 + 음이온

양이온 소독 모듈 

플라즈마는 고에너지전자와 자유라디칼(1) 및 기타 활성 입자로 

포름알데히드 및 배기가스 오염물질과 각종 유해물질,유해균을 

짧은시간안에 흡착 및 분해 제거하여 최적의 공기상태를 유지시켜줍니다.

음이온 청정 모듈
음이온은 공기의 질과 환경을 평가하는 중요한 기준입니다. 

본제품은 4500만개 이상의 음이온을 생산하여, 양이온 및 음이온 충돌을 통해

입자를 침전시키는 분자 그룹을 형성합니다. 또한 공기비타민으로 알려진 

음이온은 항상 상쾌한 실내공기를 유지시켜 줍니다.

고주파 고전압의 전기장에 의해 만들어진 플라즈마는 700만개 이상의 

양이온을 생산하며 신속히 유독물질 및 유해가스,바이러스,박테리아등을 

살균 및 분해를 합니다.

(1)자유라디칼은 비공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분자를 말하며, 비공유전자로
인해 자유라디칼은 각종 유해물질과 유해균과 결합 또는분해하는 성질이 매우 강합니다.  



제품특징 2

지능형 감지센서
실시간으로 공기속 오염물질인 미세먼지(PM2.5),연기,배기가스,

포름알데히드등을 모니터링하여 표시하여 줍니다.

(좋음=그린 ,  보통=옐로우,  나쁨=레드)

4단계 고밀도 복합필터(HEPA 13)
미립자필터+헤파필터(H13)+활성탄필터+나노광촉매필터

초미세먼지(>0.3㎛ / 99.985% 제거)와, 차안에 TVOC 포름알데히드

등의 유해물질을 필터링합니다.

고성능 원심분리방식 팬( 4인치 SNOW FAN 적용)
고효율 베어링을 적용하여 조용하지만 보다 강력한 원심분리방식의 

소용돌이를 발생시켜 유해성분을 흡입시키며, 4인치 크기의 대형 팬을 적

용하여 필터링 시간을 단축 시키며, 일반팬에 비해 사용시간은 12개월 연장됩니다.

UV자외선 램프 + 나노 광촉매필터
UV 자외선 램프의 에너지와 나노 광촉매기술이 결합하여 강력한 산화 환원 

작용으로 포름알데히드, 벤젠등의  유해물질 제거와 항균,살균,탈취,오존 제거 

성능이 우수합니다.



모델/품명

상품 사이즈

전       압

음  이  온

사 용 면 적

작 업 소 리

공기 정화율

성       능

사 용 장 소

무       게

출       력

양  이  온

U V 램 프

필     터

최 대 풍 량

560g

8W

700만/초

UV자외선 살균램프

4중 헤파필터(H13)

73㎥/H

WIN-20 공기청정기

제품규격

170X170X65mm

DC 12V

4500만/초

2.1m²

57DB 이하

19.6㎥/H

분진제거, 냄새제거, 살균, 항균 등

차량내, 사무실, 회의실, 침실, 거실 등

구성품 본품1개,필터1개(본품내부),벨크로타이 1개
차량전원선 1개,사용설명서 1개,젤 패드1개



주의사항
1.운전자는 주행 중에 본 제품을 조작하지 말고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2.사용환경 온도는 0℃~85℃ 이하 이며 고열에 제품이 타거나 
폭발하기 쉬운 기체 주위에서도 사용하시면 안됩니다.

3.임의대로 본체를 분해 하지 말고 본체에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금속류의 이물질을 본체 내부에 넣으면 감전이 될 수 있으며
제품의 고장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4.자동차 전원의 전압은 본 제품과 부합한(DC12V)
전원과 전압을 사용해야 하고 만약 그렇지 않으면 제품을
손상 시킬 수 있습니다.

5.제품이 동작하고 있을 때에는 전원부분에 충격을 가하지
말아야 합니다. 만약 전원코드를 뽑으려면 먼저 제품의 전원을
끄고 전원코드를 뽑아야 합니다.

6.제품 내부에 고전압장치가 있으니 임의로
열거나 수리 하지 말아야 합니다. 고객이 임의로 제품을
분해하거나 수리해서 발생되는 문제는 전적으로
고객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7.어린아이가 직접 제품을 조작하지 않도록 주의 시켜야 합니다.



필터교체

필터교체 권장사항
3~6개월

경고
제품표면을 닦거나 필터를 교체할 때에는 반드시 전원소켓을 분리해야 합니다.

전원을 끈 상태에서 본체 위에 있는 뚜껑과 본체 사이의 바람이
들어 가는 공간 사이로 손가락을 넣어 위로 뚜껑을 열고 필터의 
한쪽 부분에 나와 있는 손잡이를 잡고 필터를 들어올려 기존 
필터를 제거하고 새 필터를 삽입한 후 뚜껑을 닫으면 필터교체가 
완료됩니다.뚜껑과 본체 사이에는 강력한 자석으로 뚜껑이 
견고하게 본체에 부착되도록 설계되어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제품 청소 방법

전원을 끈 상태에서 클리너 솔로 토출구 먼지를 제거해주세요.

우측 토출구 안쪽에 보이는 듀얼 플라즈마 단자부분에

이물질을 주기적으로 클리너 솔로 제거해 주셔야 합니다.



제품사용 및 설치 단계 

1. 스마트 오토시스템으로 시동시 자동 실행되며, AUTO 모드로 실행

2. 작동 이후 2분 경과 이후, 공기 감지 센서 작동으로 실시간 공기
상태를 모니터링하여 공기오염도에 따라 레드(나쁨), 옐로우(보통),
그린(좋음)으로 표시 및 자동으로 팬 속도를 조절

3. 수동모드 변경은 터치식 모드 버튼을 짧게 터치할 때마다 저속, 고속, 
괘속, AUTO 모드로 변경되며, 저속, 고속, 쾌속모드 이용 시 공기오염도에
따라 디스플레이 되는 색상은 변경되지만 팬 속도는 유지

4. 수동 전원 ON/OFF는 터치식 모드 버튼을 길게 터치시 변경

제품 사용설명

기계 설치
전원선을 본품에 연결후, 젤패드위에 청정기를 창작 하여 차량 앞쪽 
대시보드 또는 팔걸이에 고정, 헤드레스트에 전용 거치대(거치대 별매)를
이용하여 고정시킨이후 전원선을 차량에 연결하여 사용하셔야 합니다.

상시전원 시거잭
전원선을 상시전원 시거잭에 연결시 자동 ON/OFF기능은 작동되지 않으며, 
상시전원 시거잭 사용시 수동으로 ON/OFF 하셔야 합니다.
(경고- 엔진정지시 사용하시면 배터리 방전에 위험이 있습니다.)
 



제 품 명 : 차량용 공기청정기 WIN-20
정격입력 : DC 12V 8W  

기자재의명칭
모   델   명
인   증   번   호
상   호   명
제조사/제조국가 
주   의   사   항

WIN-20

:
:
:
:
:
:

공기청정기
WIN-20
MSIP-REI-wcd-WIN-20
㈜윈크라우드
Xiamen Lvdu Electrical Applience Co., Ltd/중국

임의로 분해하지 마십시요.

A/S 전화   070-7843-8600
www.wincloud.co.kr

전자파적합등록및 공급자적합 확인 표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