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게
현대적 에어라이프”

벽너머 공간까지
제대로 케어하는
공간별 맞춤청정

현대렌탈케어 전속모델 조인성

HA-830

HA-831

현대큐밍 공기청정기 클린핸즈 서비스
100% 방문 서비스 '4개월 주기' 정기적인 필터 교체
· 프리필터: 4개월마다 교체

· PRO-헤파필터, 탈취필터: 12개월 마다 교체

※ 12개월마다 모든 필터를 무상으로 교체해드립니다!

세밀한 부분까지 관리하는 센서 클리닝

란?

현대백화점그룹 전 계열사 온오프라인 매장에서 구매한 금액의 일부를
포인트로 적립 받고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통합 멤버십 서비스입니다.

현대큐밍에서 제품 구매하고 H포인트 적립 받으려면?
- 적립 : 결제금액의 0.1% 적립
- 결제일로부터 7일 후 포인트 적립

- 적립제외 : 등록비, 설치비, 위약금 외
- 사용 : 100P 이상 보유 시, 1P 단위로 사용 가능

현대큐밍 케어매니저 & 엔지니어 모집

현대적 케어라이프를 실현할 당신을 기다립니다.
※현대큐밍 홈페이지를 통해 지원 가능
(www.hyundairentalcare.co.kr)

초미세먼지(PM2.5), 극초미세먼지(PM1.0), 가스농도를 감지할
수 있는 Dust·Gas 센서를 ‘4개월’주기로 방문관리합니다!

구석구석 깨끗하게 내· 외부 클리닝

4개월마다 방문하여 공기청정기 내·외부를 꼼꼼하게
케어합니다.

※ 제품 가격 및 사양은 성능 향상을 위해 사전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으며 제품 외관 및 색상은 인쇄과정으로 인해
실제와 약간 다를 수 있습니다. -2018년 3월 기준 -

Quming the Care

ㅣ

극초미세먼지보다 강하다

한 대의 공기청정기로는

집 전체를 케어할 수 없으니까

거실에 하나, 방에 하나로 우리집을 WHOLE CARE 하세요!

모 델 명

월렌탈료

제 품 명
색

상

제품크기

청정면적

필터구성

HA-830(고급형)

HA-831(기본형)

월 26,900원(고급형)

월 23,900원(기본형)

세트구매시 월 39,900원
큐밍 더 케어 공기청정기
화이트

310(W)*310(D)*815(H)mm

13평형(약 42.7㎡)

방에
하나,

거실에
하나,
한 대의 가격

두 대의 케어

310(W)*310(D)*685(H)mm

12평형(약 40.6㎡)

프리필터/PRO-헤파필터/탈취필터

한국공기청정협회 CA 인증 마크 획득

한국공기청정기협회의 집진, 탈취 효율, 오존 발생량, 소음 기준 통과 인증

공간 이해를 바탕으로 설계된
01 360º 흡입 · 3ways 배출

현대적 에어라이프의 시작

큐밍 더케어만의 3필터 6단계 시스템

03 한눈에 보기 쉬운 공기상태 디스플레이

탈취필터

공기상태에 따라 빨강/노랑/초록/파랑의 4단계 라이팅으로

흡입하고 3ways로 청정 배출하여

나타납니다.

어디에 두어도 먼지·황사 걱정이 없습니다.

HEPA
Filter

02 에어서큘레이터로
강력한 공기순환

04 PM1.0 Dust Sensor

투명한 창을 통해 보여지는

프리필터

미세먼지보다 10배 작은 1.0㎛ 이하

에어서큘레이터가 공기를 움직여 더 빠른

(4개월)

극초미세먼지까지 확인할 수 있는 PM 1.0

풍량, 강력한 공기순환을 가능하게 합니다.

센서 적용으로 더 세밀하게 감지합니다.

Pro헤파필터
(12개월)

05 Gas Sensor

가스센서 적용으로 유해가스의

오염도를 더욱 정밀하게 감지합니다.

공기오염도에 따라
자동으로 풍량 조절

PRO-헤파필터

초미세먼지, 극초미세먼지, 가스농도를 종합한

모든 방향에서 극초미세먼지까지

자동운전

프리필터

에어홀

수면모드

수면에 방해되지 않도록
소음 및 조도를 최소화

터보모드

하단팬과 상단 에어서큘레이터를
최대로 가동시켜 청정도를 최대화

탈취필터
가스센서

수동운전

총 5단계로
풍량조절이 가능

먼지센서

(12개월)

1단계  큰 먼지 제거

극초미세먼지 보다 3배 작은 0.3㎛ 제거

*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실험기준
(실제 사용환경에 따라 다를수 있습니다.)

공기 중에 입자가 큰 생활먼지, 애완동물 털, 꽃가루, 보푸라기 등을 제거합니다.

2단계  먼지 ·미세먼지 제거

공기중 입자성 먼지 및 미세먼지를 제거합니다.

3단계 초미세먼지 제거 공기 중 초미세먼지(PM2.5) 및 1.0㎛ 사이즈
극초미세먼지(PM1.0)까지 걸러줍니다.

4단계  생활악취 제거

5단계 새집증후군 유발물질 제거
6단계  유해가스 제거

5대 유해가스(아세트산,암모니아,아세트알데히드,포름알데히드,
톨루엔) 등을 감소시켜줍니다. *CA(한국공기청정협회) 인증 기준 획득

예약기능

최대 9시간까지 동작
예약 가능하여 편리하게 이용 가능

터치잠금

터치잠금 기능으로
실수에 의한 오작동을 방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