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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L인증제품
실내용 LED 등기구 안전 및 성능 평가기준

Natural Light Symbol A. Natural Light Symbol A-1.

Natural Light Symbol A. Natural Light Symbol A-1.

퓨어루미(LED 조명 공기청정기)

항목 PureLumi C

외형사이즈(mm) Φ620 x (H)130

무게(kg) 6.2

제어 3단제어 수동 / 오토

색온도(K) 4000

총광속(lm)
3,500 (PLCSS000) 

4,600 (PLCSB000)

소비전력

공기청정기 25W

등기구
자연광 타입 LED 50W

일반 타입 LED 36W

풍량(CMH) 90 m3/hr

필터

먼지 H13 HEPA필터 (99.95% 제거)

유해가스
VOCs필터, 5대 유해가스 제거 

(포름알데히드, 톨루엔, 암모니아, 아세트알데히드, 초산)

블루투스, 와이파이

스마트 무선 제어

자연광을 닮은 

눈이 편안한 조명

센터청정기술™을 

적용한 공기청정기

자연광 타입

일반 타입



스마트폰 무선 제어

▪어디서든 컨트롤 가능하도록 
    리모컨 설치 및 어플 사용가능

▪블루투스 또는 와이파이 사용가능

VS스탠드형 공기청정기

바닥에 설치하여 사용자의 

동선이나 가구 위치 등에 영향을 줌

천장에 설치하여 사용자 생활 

영역에 영향을 주지 않음
위치

미세먼지가 적은 시즌에는 

청소해서 별도 보관

따로 보관할 필요 없이 필요할 때 마다 

사용 가능
보관/
관리

대부분 공기청정기가 실내 구석, 

벽면에 설치되어 공기청정 사각지대 

발생 가능성이 높음

천장에 설치하여 공기청정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공기중에 부유하는 미세먼지 

제거에 효율적
사각지대

-
천장에 설치된 퓨어루미는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를 효과적으로 제거 할 수 있음
청정효율

-
최신 IoT 기술을 접목하여, 휴대폰 어플이나 

리모컨으로 손쉽게 사용 가능
기타

6개월~1년              
1년 (필터 수명시간에 대한 알람 기능 있음

LED 표시 램프가 파란색으로 점멸)

필터교체
시기

천정형 공기청정기, 퓨어루미

고품질 LED 조명 기능을 함께 사용조명

공기청정전문 & 조명전문 기업의 기술력 
퓨어루미의 센터청정기술™로 당신의 방이 더 여유롭게, 관리는 더 편리하게, 공기는 더 구석구석까지 쾌적하게 바꿉니다. 

공기청정전문 기업과 조명전문 기업의 전문화된 기술을 퓨어루미에서 만나보세요.

* 공기청정기의 공기청정효과를 가장 높일 수 있는 위치는 실내의 정중앙 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가정에서는 사용자의 동선 및 생활공간의 영향으로 공기청정기를 중앙에 설치하기 어렵습니다.  

센터청정기술™이란?
센터청정기술™이란 공기청정기의 *코안다효과(Coanda Effect)를 

통해 공기청정효과를 가장 극대화하기 위한 기술로 천장 중앙에 

공기청정기를 위치시켜 기류의 흐름을 원활히 하고 청정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너무 비좁았던 내방, LED 조명 공기청정기가 천정으로

효과적인 공간 활용 + 
4방위 토출구의 360° 청정방식 + 
손쉬운 설치 및 유지관리

4방위 토출구의 360° 공기 순환 

먼지를 걸러내는 퓨어루미’

생체리듬에 최적화된 조명
눈부심없는 광학적인 설계
가족 눈건강을 생각

눈이 편안한 조명
태양빛은 인체의 생체리듬을 조절하여 생물학적, 심리적, 

신체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많은 건강상의 이점을 제공합니다. 

퓨어루미는 태양광 스펙트럼을 재현하여 사람의 생체리듬조절과 

건강에 기여하는 빛을 제공합니다.

 청광색을 최소화하여 사물의 색상과 선명도, 가독성을 높여 

눈의 피로도를 줄여 업무 및 학습능률 향상에 도움을 줍니다.

퓨어루미 스펙트럼

*코안다효과(Coanda Effect): 
벽면이나 천정면을 따라서 분출된 기류는 그 면에 부착해서 흐르는 경향을 갖는 것으로

청정공기 흐름의 속도감쇠가 적고, 도달거리가 길어진다.

하나로 만난 퓨어루미 공기청정기와 조명이 

기능 및 필터사양

▪��고성능 BLDC Motor 와 Turbo Fan을 
사용하여 먼지 흡입구와 청정공기 
배출구가 이상적으로 배치되어 청정
효과가 우수

▪�H13 HEPA필터 사용으로 0.3㎛ 미세
먼지를 99.95%까지 제거

    (필터에 흡입되는 공기에 한함)

▪�5대 유해가스(포름알데히드, 톨루엔, 
암모니아, 아세트알데히드, 초산)다량 제거

HEPA필터
0.3㎛의 초미세먼지 
99.95% 제거(H13등급)

VOC필터
공기 중의 각종 유해
가스 다량 제거

프리필터
공기 중의 큰 먼지 제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