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컨 프로페셔널 - 캐리어에어컨 클라윈드

진짜 머리를 쓰는 에어컨

캐리어에어컨 「립스틱 스타일」

에어컨은 머리를 쓸 수 없다는 생각,

립스틱 스타일 앞에서 멈추다!
세계 최초 270° 매직 스위블 오토 스윙으로 빈틈없이 시원하게
국내 최장 20m 매직 롱펀치 샤워 냉방으로 더 멀리 더 시원하게
국내 최강 9단계 공기청정 시스템 및 강력한 제습 기능
국내 최고 수준의 에너지 소비효율 1등급 실현

Magic Swivel Auto Swing

머리를 쓰는 에어컨, 립스틱 스타일 에어컨
세계 최초 ‘매직 스위블 오토 스윙’ 기술로 최대 270도 까지 빠르고, 멀리, 구석구석까지 시원해집니다.
‘매직 스위블 오토 스윙’의 강력한 냉방 능력
세계 최초 ‘매직 스위블 오토 스윙’방식은 에어컨의 상부가 회전하여 바람의 이동거리와 폭을 넓혀 강력한 오토 스윙 바람으로 한여름에도 쾌적한 실내
환경을 만들어 드립니다. 좌우 회전 각도를 설치 위치와 사용자 편의에 따라 조절 할 수 있으며, 최대 270˚까지 회전이 가능하여 냉방이 미치지 못하는
구석구석까지 강력한 냉방 능력을 발휘합니다.

270°

270°

<최대 270° 회전>

<매직 스위블 오토 스윙>

Magic Long Punch Shower

국내 최장 20m 매직 롱펀치 샤워 냉방이라서, 립스틱 스타일
공간을 적게, 냉방은 강력하게국내 최장거리 20m 매직 롱펀치 샤워 냉방으로 바람을 빠르고 강력하게 멀리까지 보냅니다.

국내 최장거리 20m 매직 롱펀치 샤워 냉방

제습 운전 / 취침 운전

최대 20m 까지 바람을 전달 할 수 있어 집안 구석구석 까지 냉/
난방을 해 줍니다.

최적의 숙면을 취하도록 해주고, 장마철 실내적정습도를 유지하
여 쾌적하게 만들어줍니다.

자연풍 모드

스피드 운전 / 쾌속 운전

조건에 따라 바람의 세기를 자동으로 제어하여 마치 자연에서
부는 것처럼 편안하고 쾌적한 자연풍 바람이 불어옵니다.

무더운 여름날 외출에서 돌아와 너무 더울 때나 실내를 급속히
냉방하고자 할 때 효과적입니다.

20m

<20m 매직 롱펀치 샤워 냉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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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gic Air Cleaning System

세계 최고의 강력한 9단계 공기청정 및 제습 기능
세계 최고의 강력한 9단계 공기청정 및 제습기능과 iFD필터 채용의
매직 에어클리닝 시스템으로 항상 맑고 쾌적한 실내로 유지시켜줍니다.
매직 에어클리닝 시스템

매직 살균 클리닝

총 9단계에 걸친 에어클리닝 시스템으로 맑고 청정한 공기는
물론, 냄새의 원인제거 및 공기 중의 각종 유해한 세균, 바이러
스, 곰팡이까지 제거해 드립니다.

열 교환기에 잔류한 수분을 제거함과 동시에 자외선 램프를 가
동하여 제품 내부의 세균 및 곰팡이등을 제거 해 줍니다.

매직 헤파필터 - 국내최초 채용

사계절 단독 공기청정기 사용가능

매직 전자제어 헤파필터(ifD)를 적용하여 공기속 미세먼지 중 0.3
μm의 입자까지도 99.99% 제거해 줍니다.

냉난방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단독공기청정 기능이 있어 사계
절 맑고 깨끗한 공기를 유지시켜 줍니다.

아로마테라피
건강증진, 질병예방, 미용 등을 목적으로 향기나는 식물(허브)에
서 추출한 100% 순수한 에센스 오일을 자연 꽃잎에 떨어뜨려
아로마테라피를 구현합니다.

<매직 전자제어 헤파필터>

<매직 에어클리닝 시스템>

Ⓒ

Ⓐ

<STEP 1>

<STEP 2>

<STEP 3>

<STEP 4>

<STEP 5>

<STEP 6>

<STEP 7>

<STEP 8>

<STEP 9>

STEP 1 항균프리필터(큰 먼지 제거) STEP 2 전자제어 헤파필터(미세 먼지 제거) STEP 3 음이온 발생기

Ⓑ

STEP 4 바이오 효소 필터(먼지 제거 및 살균 작용) STEP 5 제올라이트 광촉매 필터(담배냄새 제거) STEP 6 저온 촉매 필터(탈취 작용)
<음이온 발생기>

STEP 7 나노실버 필터(항균 작용) STEP 8 전기 집진기(미세 먼지 제거) STEP 9 자외선 램프(열 교환기 살균)
A

: STEP 1 ~ STEP 3

B

: STEP 4 ~ STEP 8

C

: STEP 9

Magic Super Inverter System

초절전 매직 수퍼 인버터니까 립스틱 스타일
불필요한 전기소모 Zero ! 전기료가 내려갈수록 립스틱 스타일의 가치는 올라갑니다.

국내 최고 수준 에너지 소비효율 1등급 실현

초절전 DC 하이브리드 인버터 채용

캐리어 에어컨은 국내 최고 수준의 초절전 에너지 절감 기술로
동급 최고 수준의 에너지 소비효울 1등급을 실현했습니다.

초기 운전시 압축기에 강력한 파워를 제공하는 PAM(Pulse
Amplitude Modulation) 방식과 설정온도 도달 후 최적의 에너지
소비를 실현하는 PWM(Pulse Width Modulation) 방식의 2가지가
통합된 제어방식입니다. 당사의 인버터 에어컨은 DC 하이브리
드 인버터 기술을 통해 적은 에너지 소비로 최고의 성능을 구현
합니다.

환경유해 6대물질 제로~ ROHS 만족
환경유해 6대 물질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카드뮴(cd), 납(Pb),
수은(Hg), 6가크롬(C6+), PBB, PBDE)

빠른 실온 만족

"V"자형 열교환기 채용

기존 에어컨보다 2배 이상 빠르게 설정온도에 도달하여,
0.5℃ 편차로 온도 제어를 해줘 보다 쾌적한 환경을 제공해
드립니다.

국내최초로 특허받은 "V"자형 열교환기를 채용하여 냉·난방 효
율을 극대화 하였습니다.

Magic Smart Control System

날마다 똑똑해지는, 립스틱 스타일
새롭게 진화한 캐리어 에어컨 110년 기술, 스마트한 캐리어 기술이 생활의 편리함을 높여줍니다.
스마트폰 원격 제어
스마트 폰을 이용하여 에어컨의 운전 제어 및 현재 운전상태를 확인 할 수 있
으며 원거리에서도 미리 시간을 정해 놓고 에어컨을 운전시켜 집에 도착했을
때 쾌적한 환경을 만날 수 있습니다. (안드로이드폰)

스마트 매직 센서 탑재
제품 내부에 인체감지 센서를 탑재하여 불필요한 냉·난방 운전을 감소시켜
줍니다. 또한 인체 감지 센서가 제품이 켜진 상태에서 일정시간 (30분) 동안
움직임이 없을 때는 자동으로 절전 운전으로 전환 하며 장시간 (2시간) 움직
임이 없으면 자동으로 꺼집니다.

스마트 설치 확인
제품을 설치 후 실내기와 실외기의 정상 작동여부를 판단하는 기능으로 설치
후 15분간 검사를하여 실외온도가 10℃ 이상이면 냉방운전, 실외 온도가 10℃
미만이면 난방운전을 실행합니다. (인버터 스탠드형 냉난방 에어컨 적용)

Magic Mood Lighting

분위기를 돋우는, 립스틱 스타일
거실 공간을 돋보이게 하는 매직 무드 라이팅, 부드럽고 은은한 빛이 살아납니다.

매직 무드 라이팅
부드럽고 은은한 7가지 색상이 연속으로 반복되며 원하시는 컬러로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날씬한 립스틱 스타일의 미니멀한 디자인과 함께 공간을 돋보이게 하는 매직 무드조명으로
완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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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WO+one 멀티에어컨
펄화이트

라벤더

CSM-A061TS

CSM-A061TS

CPM-A155T

CPM-A157TPW

CPM-A155TTS

CPM-A157TPWTS
CPM-A157TPW

냉방면적 : 48.8㎡

CPM-A155T

냉방면적 : 48.8㎡

•정격 냉방능력 : 6,000W, 정격소비전력 : 1.75kW

•정격 냉방능력 : 6,000W•정격소비전력 : 1.75kW

•20m 매직 롱펀치 샤워 냉방•자연풍 모드•제습운전•취침운전•스피드운전
•쾌적운전•매직 에어클리닝 시스템•매직 살균크리닝•매직 전자제어 헤파필터
•사계절 단독 공기청정•아로마테라피•매직 스위블 오토 스윙•매직 무드라이팅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전기집진 필터•스마트폰 원격제어•"V"자형 열교환기
•스마트 매직 센서•스마트 설치 확인•듀얼파워 멀티시스템
•전원 : 1∮×220V×60Hz•실내기크기 (WxHxD mm) : 340x1,865x340

•매직 스위블 오토스윙•전기 집진필터•저온 촉매 필터•나노실버 필터
•자연풍 모드•매직 살균 클리닝•사계절 단독 공기청정•스마트 설치확인
•20m 매직 롱펀치 샤워 냉방•듀얼파워 멀티시스템
•전원 : 1∮×220V×60Hz•실내기크기 (WxHxD mm) : 340x1,850x340

CSM-A061TS

냉방면적 : 18.7㎡

•정격냉방능력 : 2,300W

CSM-A061TS

냉방면적 : 18.7㎡

•정격냉방능력 : 2,300W
•슬림형 디자인•자동운전•응급운전•송풍운전•전원 : 1∮×220V×60Hz
•실내기크기(WxHxD mm) : 680x255x178

•슬림형 디자인•자동운전•응급운전•송풍운전•전원 : 1∮×220V×60Hz
•실내기크기(WxHxD mm) : 680x255x178

인버터 TWO+one 멀티에어컨
프리미엄

프리미엄

CSVM-A065FA

CSVM-A065FA

CPVM-A187SP

CPVM-A157SP

CPVM-A157SPFA
CPVM-A157SP

CPVM-A187SPFA
냉방면적 : 48.8㎡

CPVM-A187SP

냉방면적 : 58.5㎡

•정격 냉방능력 : 6,000W•정격소비전력 : 1.70kW

•정격 냉방능력 : 7,200W, 정격소비전력 : 2.15kW

•살균 클리닝•매직센서 스위치•동작인식 센서•자연풍 모드•투명 디스플레이
•사계절 공기청정•가습기능•전원 : 1∮×220V×60Hz
•실내기크기 (WxHxD mm) : 500x1,880x365

•살균 클리닝•매직센서 스위치•동작인식 센서•자연풍 모드•투명 디스플레이
•사계절 공기청정•가습기능•전원 : 1∮×220V×60Hz
•실내기크기 (WxHxD mm) : 500x1,880x365

CSVM-A065FA

냉방면적 : 18.7㎡

CSVM-A065FA

•정격냉방능력 : 2,300W

•정격냉방능력 : 2,300W

•수퍼 공기청정 시스템•슬림형 디자인•고광택 Glass채용•LED 디스플레이
•전원 : 1∮×220V×60Hz•실내기크기(WxHxD mm) : 870x290x173

•수퍼 공기청정 시스템•슬림형 디자인•고광택 Glass채용•LED 디스플레이
•전원 : 1∮×220V×60Hz•실내기크기(WxHxD mm) : 870x290x173

냉방면적 : 18.7㎡

인버터 스탠드형 에어컨
펄화이트

CPV-A157TPW

로제와인

냉방면적 : 48.8㎡

CPV-A157TRW

라벤더

CPV-A155T

냉방면적 : 48.8㎡

냉방면적 : 48.8㎡

•정격 냉방능력 : 6,000W•정격소비전력 : 1.80kW

•정격 냉방능력 : 6,000W•정격소비전력 : 1.80kW

•정격 냉방능력 : 6,000W•정격소비전력 : 1.80kW

•인버터 스마트 시스템•스마트폰 원격제어
•살균 클리닝•매직 무드 라이팅•스마트 설치확인
•매직 스위블 오토스윙•매직 전자제어 헤파필터
•20m 매직 롱펀치 샤워 냉방•전기집진 필터
•사계절 단독공기청정•스마트 매직센서
•자연풍 모드•전원 : 1∮×220V×60Hz
•실내기크기 (WxHxD mm) : 340x1,865x340

•인버터 스마트 시스템•스마트폰 원격제어
•살균 클리닝•매직 무드 라이팅•스마트 설치확인
•매직 스위블 오토스윙•매직 전자제어 헤파필터
•20m 매직 롱펀치 샤워 냉방•전기집진 필터
•사계절 단독공기청정•스마트 매직센서
•자연풍 모드•전원 : 1∮×220V×60Hz
•실내기크기 (WxHxD mm) : 340x1,865x340

•스마트 설치 확인•20m 매직 롱펀치 샤워 냉방
•전기집진 필터•저온 촉매 필터•나노실버 필터
•인버터 스마트 시스템•매직 스위블 오토스윙
•자연풍 모드•사계절 단독 공기청정
•살균클리닝•전원 : 1∮×220V×60Hz
•실내기크기 (WxHxD mm) : 340x1,850x340

인버터 스탠드형 에어컨
프리미엄

CPV-A167SPS

프리미엄

냉방면적 : 52.8㎡

•정격 냉방능력 : 6,500W•정격소비전력 : 1.62kW

CPV-A237SPS

스탠드형 에어컨

냉방면적 : 75.5㎡

•정격 냉방능력 : 8,300W•정격소비전력 : 2.65kW
•투명 디스플레이•사계절 공기청정•살균 클리닝
•매직센서 스위치•가습기능•스마트 제어 인버터
•동작인식 센서•자연풍 제어
•전원 : 1∮×220V×60Hz
•실내기크기 (WxHxD mm) : 500x1,880x365

CPV-A151S

최고급형

냉방면적 : 48.8㎡

•정격 냉방능력 : 6,000W•정격소비전력 : 1.70kW

CPV-A181S

냉방면적 : 58.5㎡

•정격 냉방능력 : 7,200W•정격소비전력 : 2.15kW

CPV-A231S

냉방면적 : 75.5㎡

CP-A121S

일반형

냉방면적 : 38.2㎡

•정격 냉방능력 : 4,700W•정격소비전력 : 1.50kW

CP-A151S

냉방면적 : 48.8㎡

•정격 냉방능력 : 6,000W•정격소비전력 : 1.85kW

CP-A181S

냉방면적 : 58.5㎡

CP-A121RW

냉방면적 : 38.2㎡

•정격 냉방능력 : 4,700W, 정격소비전력 : 1.50kW

CP-A151RW

냉방면적 : 48.8㎡

•정격 냉방능력 : 6,000W, 정격소비전력 : 1.85kW

CP-A181RW

냉방면적 : 58.5㎡

•정격 냉방능력 : 8,300W•정격소비전력 : 2.65kW

•정격 냉방능력 : 7,200W•정격소비전력 : 2.19kW

•에너지 소비효율 1등급•벡터제어 인버터•자연풍
•자동건조 셀프 클리닝•스마트 설치 확인 기능
•에너지 절감 구간 표시•전원 : 1∮×220V×60Hz
•실내기크기 (WxHxD mm) : 480x1,850x280

•정격 냉방능력 : 8,300W•정격소비전력 : 2.50kW

•정격 냉방능력 : 8,300W, 정격소비전력 : 2.50kW

•슬림 디자인•히든 LED 디스플레이•터치 스위치
•전원 : 1∮×220V×60Hz
•실내기 크기(WxHxD mm) : 480 x 1,850 x 280

•3-Way 멀티 쿨링시스템•슬림 디자인•항균필터
•터치 스위치•히든 LED 디스플레이
•실내기크기 (WxHxD mm) : 480x1,810x300
•전원 : 1∮×220V×60Hz

5월 출시 예정

CP-A231S

냉방면적 : 75.5㎡

•정격 냉방능력 : 7,200W, 정격소비전력 : 2.19kW

CP-A231RW

냉방면적 : 75.5㎡

5월 출시 예정

6/7

벽걸이형 에어컨
프리미엄

CS-A065FA

최고급형

냉방면적 : 18.7㎡

•정격 냉방능력 : 2,300W•냉방소비전력 : 0.68kW

CS-A085FA

냉방면적 : 26.0㎡

•정격 냉방능력 : 3,200W•냉방소비전력 : 0.83kW

CS-A105FA

냉방면적 : 32.5㎡

최고급형

냉방면적 : 26.0㎡

CS-A101AW

냉방면적 : 32.5㎡

•액정무선 리모컨•풍량/풍속 조절•응급운전•취침운전•자기진단
•전원 : 1∮×220V×60Hz•실내기크기(WxHxD mm) : 790x260x196

일반형

냉방면적 : 38.2㎡

•정격 냉방능력 : 4,700W•냉방소비전력 : 1.50kW

CS-A061WS

냉방면적 : 18.7㎡

•정격 냉방능력 : 2,300W, 냉방소비전력 : 0.65kW
냉방면적 : 42.3㎡

•정격 냉방능력 : 5,200W•냉방소비전력 : 1.68kW

CS-A171NW

CS-A081AW

•정격 냉방능력 : 4,000W•냉방소비전력 : 1.22kW

•액정무선 리모컨•풍량/풍속 조절•응급운전•취침운전•자기진단
•전원 : 1∮×220V×60Hz•실내기크기(WxHxD mm) : 870x290x173

CS-A141NW

냉방면적 : 18.7㎡

•정격 냉방능력 : 3,200W•냉방소비전력 : 0.90kW

•정격 냉방능력 : 4,000W•냉방소비전력 : 1.22kW

CS-A121NW

CS-A061AW
•정격 냉방능력 : 2,300W•냉방소비전력 : 0.68kW

CS-A081WS

냉방면적 : 26.0㎡

•정격 냉방능력 : 3,200W, 냉방소비전력 : 0.90kW
냉방면적 : 55.3㎡

•정격 냉방능력 : 6,800W•냉방소비전력 : 2.17kW
•액정무선 리모컨•풍량/풍속 조절•응급운전•취침운전•자기진단
•전원 : 1∮×220V×60Hz•실내기크기(WxHxD mm) : 1,080x295x230

•액정무선 리모컨•풍량/풍속 조절•응급운전•취침운전•자기진단
•전원 : 1∮×220V×60Hz
•실내기크기(WxHxD mm) : A061WS 680x255x178
•실내기크기(WxHxD mm) : A081WS 790x285x190

인버터 벽걸이형 에어컨
프리미엄

RAS-07N3KV-K

프리미엄

냉방면적 : 20.3㎡ 난방면적 : 17.1㎡

•정격 냉/난방능력 : 2,500/ 3,200W•냉/난방소비전력 : 0.77/ 0.86kW

RAS-09N3KV-K

냉방면적 : 28.5㎡ 난방면적 : 22.5㎡

•정격 냉/난방능력 : 3,500/ 4,200W•냉/난방소비전력 : 1.07/ 1.13kW

RAS-11N3KV-K

냉방면적 : 36.6㎡ 난방면적 : 29.4㎡

•정격 냉/난방능력 : 4,500/ 5,500W•냉/난방소비전력 : 1.41/ 1.52kW
•인버터 냉난방 운전•액정무선 리모컨•풍량/풍속 조절•응급운전•취침운전
•자기진단 기능•조용운전 •전원 : 1∮×220V×60Hz
•실내기크기(WxHxD mm) : 07N3KV 740x250x210
•실내기크기(WxHxD mm) : 09N3KV, 11N3KV 790x275x225

프리미엄

CSV-Q075U

CSV-Q135NW

냉방면적 : 42.3㎡ 난방면적 : 33.2㎡

•정격 냉/난방능력 : 5,200/ 6,200W•냉/난방소비전력 : 1.65/ 2.00kW

CSV-Q165NW

냉방면적 : 52.8㎡ 난방면적 : 40.1㎡

•정격 냉/난방능력 : 6,500/ 7,500W•냉/난방소비전력 : 2.15/ 2.55kW
•인버터 냉난방 운전•액정무선 리모컨•풍량/풍속 조절•응급운전•취침운전
•자기진단 기능•조용운전•전원 : 1∮×220V×60Hz
•실내기크기(WxHxD mm) : 1,080x295x230

프리미엄

냉방면적 : 20.3㎡ 난방면적 : 17.1㎡

CSV-Q095U

냉방면적 : 28.5㎡ 난방면적 : 22.5㎡

•정격 냉/난방능력 : 2,500/ 3,200W•냉/난방소비전력 : 0.77/ 0.86kW

•정격 냉/난방능력 : 3,500/ 4,200W•냉/난방소비전력 : 1.07/ 1.13kW

•인버터 냉난방 운전•액정무선 리모컨•풍량/풍속 조절•응급운전•취침운전
•자기진단 기능•조용운전•전원 : 1∮×220V×60Hz
•실내기크기(WxHxD mm) : 740x250x210

•정격 냉/난방능력 : 4,500/ 5,500W•냉/난방소비전력 : 1.41/ 1.52kW

CSV-Q115U

냉방면적 : 36.6㎡ 난방면적 : 29.4㎡

•인버터 냉난방 운전•액정무선 리모컨•풍량/풍속 조절•응급운전•취침운전
•자기진단 기능•조용운전•전원 : 1∮×220V×60Hz
•실내기크기(WxHxD mm) : 790x275x235

최고급형

CSV-Q071S

최고급형

냉방면적 : 20.3㎡ 난방면적 : 15.0㎡

•정격 냉/난방능력 : 2,500/ 2,800W•냉/난방소비전력 : 0.78/ 0.82kW

CSV-Q131AW
CSV-Q161AW

CSV-Q091S

냉방면적 : 26.0㎡ 난방면적 : 18.7㎡

•정격 냉/난방능력 : 3,200/ 3,500W•냉/난방소비전력 : 1.00/ 1.03kW
•인버터 냉난방 운전•액정무선 리모컨•풍량/풍속 조절•응급운전•취침운전
•전원 : 1∮×220V×60Hz
•실내기크기(WxHxD mm) : Q071S 705x250x207
•실내기크기(WxHxD mm) : Q091S 790x265x212

인버터 초절전 기술은 늘리고,
전기료는 줄였습니다
원룸, 오피스텔, 신혼부부를 위한 초절전 인버터 냉난방 에어컨
사계절 쾌적한 냉·난방 운전
전기료 걱정 없는 초절전 운전
젊은 세대의 감성에 부합하는 유러피언 디자인
광범위한 실외온도 운전범위
국내 최초 친환경 냉매 R-410a 냉매 채용

냉방면적 : 42.3㎡ 난방면적 : 33.2㎡

•정격 냉/난방능력 : 5,200/ 6,200W•냉/난방소비전력 : 1.07/ 2.00kW
냉방면적 : 52.8㎡ 난방면적 : 40.1㎡

•정격 냉/난방능력 : 6,500/ 7,500W•냉/난방소비전력 : 2.00/ 2.60kW
•인버터 냉난방 운전•액정무선 리모컨•풍량/풍속 조절•응급운전•취침운전
•자기진단 기능•조용운전•전원 : 1∮×220V×60Hz
•실내기크기(WxHxD mm) : 1,080x295x200

DC 하이브리드 인버터 기술이란?
초기 운전시 압축기에 강력한 파워를 제공하는
PAM(Pulse Amplitude Modulation) 방식과
설정온도 도달 후 최적의 에너지 소비를 실현하
는 PWM(Pulse Width Modulation) 방식의 2
가지가 통합된 제어방식입니다. 당사의 인버터
에어컨은 DC 하이브리드 인버터 기술을 통해 적
은 에너지 소비로 최고의 성능을 구현합니다.
국내 최초 DC Hybrid 제어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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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형 에어컨

CP-405A

냉방면적 : 118.2㎡

CP-505A

냉방면적 : 131.8㎡

CP-605A

냉방면적 : 160.9㎡

•정격냉방능력 : 13,000W •정격소비전력 : 4.30kW

•정격냉방능력 : 14,500W •정격소비전력 : 4.50kW

•정격냉방능력 : 17,700W •정격소비전력 : 5.60kW

•바이오 항균필터•첨단 마이컴 조절•자기진단기능•열교환 능력 향상•뛰어난 제습능력
•필터청소 알림기능•좌우자동회전기능•풍향/풍량 조절기능•버튼식 무선리모컨
•켜짐 예약•색상 : 플레인 화이트•전원 : 1∮×220V×60Hz, 3∮×380V×60Hz
•실내기 크기(W×H×D) : 580×1,750×400mm
•CP-405A : 1상 220V •CP-405AX : 3상 380V

•바이오 항균필터•첨단 마이컴 조절•자기진단기능•열교환 능력 향상•뛰어난 제습능력
•필터청소 알림기능•좌우자동회전기능•풍향/풍량 조절기능•버튼식 무선리모컨
•켜짐 예약•색상 : 플레인 화이트•전원 : 3∮×220/380V×60Hz
•실내기 크기(W×H×D) : 580×1,750×400mm
•CP-505AW : 3상 220V •CP-505AX : 3상 380V

•바이오 항균필터•첨단 마이컴 조절•자기진단기능•열교환 능력 향상•뛰어난 제습능력
•필터청소 알림기능•좌우자동회전기능•풍향/풍량 조절기능•버튼식 무선리모컨
•켜짐 예약•색상 : 플레인 화이트•전원 : 3∮×220/380V×60Hz
•실내기 크기(W×H×D) : 740×1,800×440mm
•CP-605AW : 3상 220V •CP-605AX : 3상 380V

CP-755A

냉방면적 : 190.9㎡

•정격냉방능력 : 21,000W •정격소비전력 : 6.80/6.80/7.90kW
•바이오 항균필터•첨단 마이컴 조절•스크롤 컴프레서•열교환 능력 향상
•뛰어난 제습능력•구조의 다양한 변경•역상방지장치•필터청소 알림기능
•안전장치에 의한 자기진단•켜짐 예약•버튼식 무선리모컨•색상 : 화이트 베이지
•전원 : 3∮×220/380/440V×60Hz•실내기 크기(W×H×D) : 1,100×1,850×470mm
•CP-755AW : 3상 220V •CP-755AX : 3상 380V •CP-755AY : 3상 440V

CP-1005A/CP-1505A

냉방면적 : 281.8㎡/381.8㎡

•정격냉방능력 : 1005A 31,000W 1505A 42,000W
•정격소비전력 : 1005A 12.30kW 1505A 15.60kW
•바이오 항균필터•첨단 마이컴 조절•스크롤 컴프레서•열교환 능력 향상
•뛰어난 제습능력•구조의 다양한 변경•역상방지장치•필터청소 알림기능
•안전장치에 의한 자기진단•켜짐 예약•버튼식 무선리모컨•색상 : 화이트 베이지
•전원 : 3∮×220/380/440V×60Hz
•실내기 크기(W×H×D) : 1005A 1,280×1,850×470mm 1505A 1280×1,850×640mm
•CP-1005AW : 3상 220V •CP-1005AX : 3상 380V
•CP-1005AY : 3상 440V •CP-1505AW : 3상 220V
•CP-1505AX : 3상 380V •CP-1505AY : 3상 440V

CP-2005A

냉방면적 : 545.5㎡

•정격냉방능력 : 60,000W •정격소비전력 : 25.60kW
•바이오 항균필터•스크롤컴프레서•열교환 능력 향상•뛰어난 제습능력
•구조의 다양한 변경•역상방지장치•색상 : 연회색•전원 : 3∮×220/380/440V×60Hz
•실내기 크기(W×H×D) : 1,600×1,900×700mm
•CP-2005AW : 3상 220V •CP-2005AX : 3상 380V •CP-2005AY : 3상 440V

넓은 공간을 시원하게, 초강력 스피드냉방
장소·규모·용도에 따른 자유로운 구조 변경

다양한 편리기능

냉방 장소의 규모와 용도에 따라 직출 또는 덕트(Duct)형으로
사용할 수 있어 매우 경제적이고 편리합니다.

마이콤 조절기능, 자기진단기능, 필터청소 알림기능,
역상방지기능 채용으로 사용이 편리하며 안전합니다

빠르고 시원한 초강력 파워냉방

세련된 디자인

바이오 항균필터가 있어 인체에 해로운 곰팡이나 박테리아 등
의 세균번식을 억제시켜 주며 열교환능력이 30% 향상된 고성
능 열교환기는 습기 많은 여름, 특히 장마철에 뛰어난 제습능력
을 발휘합니다.

심플하고 깔끔한 디자인으로 매장을 더욱 돋보이게
합니다.

인버터 홈멀티 에어컨

2실 인버터 멀티에어컨

3실 인버터 멀티에어컨

냉방전용 3실 멀티에어컨

CVM-Q071AW

CSM-A060AW

CVM-Q071AW

CVM-Q071AW

CVM-Q071AW

CVM-Q071AW

냉방면적 : 20.3㎡ 난방면적 : 13.4㎡

•정격냉/난방능력 : 2,500W/2,750W
•2실 멀티 소비전력 : 1.75/1.80kW
•2실 멀티 냉/난방능력 : 5,000W/5,500W

CVM-Q071AW

CSM-A060AW

CVM-Q071AW

CSM-A100AW

냉방면적 : 20.3㎡ 난방면적 : 13.4㎡

•정격냉/난방능력 : 2,500W/2,750W
•3실 멀티 소비전력 : 2.30/2.65kW
•3실 멀티 냉/난방능력 : 7,200W/8,000W

•인버터 냉/난방 멀티에어컨•다배관 연결•냉/난방운전•조용운전
•상하 풍향조절•제습운전•송풍운전•예약운전•자기진단기능
•R-410a 냉매•액정무선리모컨•전원 : 1∮×220V×60Hz
•실내기 크기(W×H×D) : 790×260×196mm

•인버터 냉/난방 멀티에어컨•다배관 연결•냉/난방운전•조용운전
•상하 풍향조절•제습운전•송풍운전•예약운전•자기진단기능
•R-410a 냉매•액정무선리모컨•전원 : 1∮×220V×60Hz
•실내기 크기(W×H×D) : 790×260×196mm

2실 인버터 1-way 멀티 에어컨

CSM-A060AW

냉방면적 : 18.7㎡

•정격냉방능력 : 2,300W •정격소비전력 : 0.05kW (실내기)

CSM-A100AW

냉방면적 : 32.5㎡

•정격냉방능력 : 4,000W •정격소비전력 : 0.05kW (실내기)
•항균필터•액정무선리모컨•희망온도표시•상하자동풍향
•자동운전•제습운전•송풍운전•응급운전•예약운전
•자기진단기능•전원 : 1∮×220V×60Hz
•실내기 크기(W×H×D) : 790×260×196mm

3실 인버터 1-way 멀티 에어컨

CTVM-Q251SN

CTVM-Q251SN
CTVM-Q251SN

CTVM-Q251SN

CTVM-Q251SN

냉방면적 : 20.3㎡ 난방면적 : 13.4㎡

CTVM-Q251SN

CTVM-Q251SN

냉방면적 : 20.3㎡ 난방면적 : 13.4㎡

•정격냉/난방능력 : 2,500W/2,750W •2실 멀티 소비전력 : 1.75/1.80kW
•2실 멀티 냉/난방능력 : 5,000W/5,500W

•정격냉/난방능력 : 2,500W/2,750W •3실 멀티 소비전력 : 2.30/2.65kW
•3실 멀티 냉/난방능력 : 7,200W/8,000W

•인버터 냉/난방 멀티에어컨•다배관 연결•냉/난방운전•조용운전•제습운전•송풍운전•예약운전•자기진단기능
•R-410a 냉매•액정무선리모컨•전원 : 1∮×220V×60Hz•실내기 크기(W×H×D) : 950×135×410mm

•인버터 냉/난방 멀티에어컨•다배관 연결•냉/난방운전•조용운전•제습운전•송풍운전•예약운전•자기진단기능
•R-410a 냉매•액정무선리모컨•전원 : 1∮×220V×60Hz•실내기 크기(W×H×D) : 950×135×410mm

인버터 홈멀티 냉난방 에어컨
실외기 1대에 실내기 3대까지 설치!
한 대의 실외기에 최대 3대의 실내기를 설치할 수 있으며, 냉난방
겸용으로 4계절 실내온도 조건에 따라서 운전할 수 있습니다.
Euro Design 설계로 조용한 저소음 운전
공간 활용에 효과적인 컴팩트 디자인 실외기
간편한 설치, 공간절약형 에어컨

일반 에어컨

인버터 홈멀티 에어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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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초의 에어컨 기술에서
세계 최고의 인버터 기술로
그 중심에는 110년 노하우의
캐리어에어컨이 있습니다.
에어컨 프로패셔널
캐리어에어컨 클라윈드

에코그린 인버터 냉난방 시스템의 다양한 기능
국내 최고 에너지 소비효율 4.27 / 1등급

동급 최초 에너지 절약운전

동급 최초 셀프 크리닝 건조 기능

뛰어난 냉방, 난방 성능 구현

동급 최초 과부하 발생 방지 기능

친환경 냉매 R-410a 냉매 채용

인버터 중대형 냉난방 에어컨

CPV-Q1105FX

냉방면적 : 100㎡ 난방면적 : 79㎡

CPV-Q1305FX

냉방면적 : 118.2㎡ 난방면적 : 89.8㎡

•정격냉방능력 : 11,000W •정격냉방소비전력 : 4.00kW
•정격난방능력 : 13,200W •정격난방소비전력 : 4.50kW

•정격냉방능력 : 13,000W •정격냉방소비전력 : 4.30kW
•정격난방능력 : 15,000W •정격난방소비전력 : 4.80kW

•에너지 소비 효율 1등급•셀프 크리닝 건조 기능•에코그린 에너지 절약 운전
•과부하 발생 방지 기능•광범위 운전•오일회수 기능•자동설치 확인 기능
•정전보상 기능•예약 운전•송풍 운전•친환경 R-410a 냉매•제습 운전
•절전 운전•좌우 자동 풍향•전원 : 3∮×380V×60Hz
•실내기 크기(W×H×D)：580×1,790×400mm

•정격냉방능력 : 14,500W •정격냉방소비전력 : 5.60kW
•정격난방능력 : 16,000W •정격난방소비전력 : 4.95kW

CPV-Q1455FX

냉방면적 : 131.8㎡ 난방면적 : 95.8㎡

•에너지 소비 효율 1등급•셀프 크리닝 건조 기능•에코그린 에너지 절약 운전
•과부하 발생 방지 기능•광범위 운전•오일회수 기능•자동설치 확인 기능
•정전보상 기능•예약 운전•송풍 운전•친환경 R-410a 냉매•제습 운전
•절전 운전•좌우 자동 풍향•전원 : 3∮×380V×60Hz
•실내기 크기(W×H×D)：580×1,790×400mm

CPV-Q1101F

냉방면적 : 97.3㎡ 난방면적 : 61㎡

•정격냉방능력 : 10,700W •정격냉방소비전력 : 3.20kW
•정격난방능력 : 11,400W •정격난방소비전력 : 3.05kW
•보조히터용량 : 3.5kW

CPV-Q1401F

냉방면적 : 123.6㎡ 난방면적 : 84.4㎡

•정격냉방능력 : 13,600W •정격냉방소비전력 : 4.15kW
•정격난방능력 : 14,100W •정격난방소비전력 : 4.42kW
•보조히터용량 : 3.5kW
•인버터 냉/난방 운전•냉난방 자동 전환•자기진단 기능•취침운전
•정전보상 기능•풍량조절•풍향조절•R-410a냉매
•PTC 히터(3.5kW)•전원 : 1∮×220V×60Hz
•실내기 크기(W×H×D)：610×1,925×390mm

인버터 스탠드형 냉난방 에어컨
라벤더

CPV-Q135T

일반형

CPV-Q155VW

냉방면적 : 42.3㎡ 난방면적 : 28.3㎡

일반형

냉방면적 : 48.8㎡ 난방면적 : 37.4㎡

CPV-Q185VW

냉방면적 : 58.5㎡ 난방면적 : 43.9㎡

•정격 냉/난방능력 : 5,200/ 5,300W
•냉/난방소비전력 : 1.60/ 1.55kW

•정격냉방능력 : 6,000W •정격냉방소비전력 : 1.75kW
•정격난방능력 : 7,000W •정격난방소비전력 : 2.05kW

•정격냉방능력 : 7,200W •정격냉방소비전력 : 2.30kW
•정격난방능력 : 8,200W •정격난방소비전력 : 2.25kW

•인버터 냉난방 에어컨•매직 스위블 오토스윙•살균클리닝
•20m 매직 롱펀치 샤워 냉난방•자연풍 모드
•저온 촉매 필터•나노실버 필터•사계절 단독 공기청정
•스마트 설치 확인•전원 : 1∮×220V×60Hz
•실내기크기 (WxHxD mm) : 340x1,850x340

•인버터 냉/난방 운전•냉난방 자동 전환•자기진단 기능
•취침운전•예약운전•정전보상 기능•와이드운전
•풍향조절•풍량조절•R-410a냉매
•전원 : 1∮×220V×60Hz
•실내기 크기(W×H×D)：520x1,810x368mm

•인버터 냉/난방 운전•냉난방 자동 전환•자기진단 기능
•취침운전•예약운전•정전보상 기능•와이드운전
•풍향조절•풍량조절•R-410a냉매
•전원 : 1∮×220V×60Hz
•실내기 크기(W×H×D)：520x1,810x368mm

인버터 천장 카세트형 에어컨

RAV-SM804UT-K

RAV-SM1104UT-K

RAV-SM1404UT-K

RAV-SM1604UT-K

•정격냉/난방능력 : 6,700W/8,000W
•정격냉/난방소비전력 : 2.09kW/2.19kW

•정격냉/난방능력 : 10,000W/11,200W
•정격냉/난방소비전력 : 3.11kW/2.93kW

•정격냉/난방능력 : 12,000W/14,000W
•정격냉/난방소비전력 : 3.86kW/3.92kW

•정격냉/난방능력 : 14,000W/16,000W
•정격냉/난방소비전력 : 4.53kW/4.43kW

•전원 : 1∮×220V×60Hz
•실내기 크기(W×H×D) : 848×256×840mm

•전원 : 1∮×220V×60Hz
•실내기 크기(W×H×D) : 848×319×840mm

•전원 : 1∮×220V×60Hz
•실내기 크기(W×H×D) : 848×319×840mm

•전원 : 1∮×220V×60Hz
•실내기 크기(W×H×D) : 848×319×840mm

냉방면적 : 54.5㎡ 난방면적 : 42.8㎡

냉방면적 : 90.9㎡ 난방면적 : 59.9㎡

냉방면적 : 109.1㎡ 난방면적 : 83.8㎡

냉방면적 : 127.3㎡ 난방면적 : 95.8㎡

•셀프크리닝(항균필터, 아쿠아레진코팅 핀, 음이온 드레인 캡) •다양한 플랩 제어(상호대칭 스윙 제어, 플랩 회전 제어, 플랩 독립 제어) •승강 그릴 판넬(옵션)
•인버터 냉/난방 에어컨 •고효율 터보팬 채용 •R-410a 냉매 •필터청소 알람기능
•자동드레인펌프 내장 •Two Thermistor 제어기능

•천장 오염 방지

매립덕트형 에어컨

RAV-SM802BT-K

냉방면적 : 52.8㎡ 난방면적 : 42.2㎡

RAV-SM1402BT-K

냉방면적 : 110.9㎡ 난방면적 : 82.6㎡

•정격냉/난방능력 : 6,500W/7,900W •정격냉/난방소비전력 : 2.44kW/2.29kW

•정격냉/난방능력 : 12,200W/13,800W •정격냉/난방소비전력 : 4.60kW/4.30kW

•인버터 냉/난방•R-410A 냉매•고효율 Long Life 항균필터•필터청소표시•Two-Thermistor 제어 •타이머•풍량조절
•냉/난방 자동절환•기외정압조절(고정압)•고양정 드레인펌프•하부흡입방식•원형 덕트플랜지 기본공급
•전원 : 1∮×220V×60Hz•실내기 크기(W×H×D) : 1,000×800×320mm•실외기 크기(W×H×D) : 780×550×290mm

•인버터 냉/난방•R-410A 냉매•고효율 Long Life 항균필터•필터청소표시•Two-Thermistor 제어 •타이머•풍량조절
•냉/난방 자동절환•기외정압조절(고정압)•고양정 드레인펌프•하부흡입방식•원형 덕트플랜지 기본공급
•전원 : 1∮×220V×60Hz•실내기 크기(W×H×D) : 1,350×800×320mm•실외기 크기(W×H×D) : 900×795×320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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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난방기
히트펌프

CX-185F

42.3㎡ 42.8㎡

CX-205F

48.8㎡ 49.2㎡

•정격냉방능력 : 185F 5,200W 205F 6,000W
•정격난방능력 : 185F 5,000W 205F 6,200W
•보조히터용량 : 3,000W
•정격냉/난방소비전력 : 185F 1.70/1.35kW
205F 1.85/1.65kW
•색상 : 화이트 •전원 : 1∮×220V×60Hz
•실내기 크기(W×H×D) : 500×1,800×336mm
히터 ON/OFF 단독 운전

CX-355F

100.0㎡ 109.0㎡

CX-255F

58.5㎡ 57.8㎡

CX-285F

CX-305F

75.5㎡ 62.6㎡

90.9㎡ 94.0㎡

•정격냉방능력 : 7,200W
•정격난방능력 : 7,800W
•보조히터용량 : 3,000W
•정격냉/난방소비전력 : 2.25/2.10kW

•정격냉방능력 : 8,300W
•정격난방능력 : 8,700W
•보조히터용량 : 3,000W
•정격냉/난방소비전력 : 2.80/2.65kW

•정격냉방능력 : 10,000W
•정격난방능력 : 10,500W
•보조히터용량 : 5,200W
•정격냉/난방소비전력 : 3.95/3.68kW

•색상 : 화이트•전원 : 1∮×220V×60Hz
•실내기 크기(W×H×D) : 500×1,800×336mm
히터 ON/OFF 단독 운전

•색상 : 화이트•전원 : 1∮×220V×60Hz
•실내기 크기(W×H×D) : 500×1,800×336mm
히터 ON/OFF 단독 운전

•색상 : 화이트•전원 : 1∮×220V×60Hz
(전기히터) 1∮×220V×60Hz / 3∮×380V×60Hz 겸용
•실내기 크기(W×H×D) : 500×1,800×336mm
히터 ON/OFF 단독 운전

CX-505FX

131.8㎡ 149.7㎡

•정격냉방능력 : 11,000W
•정격난방능력 : 11,200W
•보조히터용량 : 7,000W
•정격냉/난방소비전력 : 4.35/4.00kW

•정격냉방능력 : 14,500W
•정격난방능력 : 15,000W
•보조히터용량 : 10,000W
•정격냉/난방소비전력 : 4.85kW/4.20kW

•색상 : 플레인 화이트 •전원 : 1∮×220V×60Hz
•전기히터 : 1∮×220V×60Hz/3∮×380V×60Hz 겸용
•실내기 크기(W×H×D) : 580×1,750×400mm
히터 ON/OFF 단독 운전

•색상 : 플레인 화이트 •전원 : 3∮ ×380V×60Hz
•전기히터 : 1∮×220V×60Hz/3∮×380V×60Hz 겸용
•실내기 크기(W×H×D) : 740×1,800×440mm
히터 ON/OFF 단독 운전

CX-756FX

CX-1005FX

200.0㎡ 197.6㎡

281.8㎡ 275.4㎡

•정격냉방능력 : 22,000W
•정격난방능력 : 23,000W
•보조히터용량 : 10,000W
•정격냉/난방소비전력 : 7.20/6.40kW

•정격냉방능력 : 31,000W
•정격난방능력 : 31,000W
•보조히터용량 : 15,000W
•정격냉/난방소비전력 : 11.5kW/10.5kW

•색상 : 화이트 베이지 •전원 : 3∮×380V×60Hz
•실내기 크기(W×H×D) : 1,100×1,850×470mm
히터 ON/OFF 단독 운전
▒ CX-756FW : 3∮×220V

•색상 : 화이트 베이지
•전원 : 3∮×380V×60Hz
•실내기 크기(W×H×D) : 1,280×1,850×470mm
히터 ON/OFF 단독 운전

제습기

CDH-1005T

CDH-1200F

CDH-1603KW

•정격 소비전력 : 256W•제습능력 : 10ℓ
•전원 : 1∮ x 220V x 60Hz
•제품크기(WxHxD) : 348x512x238mm

•정격 소비전력 : 365W•제습능력 : 12ℓ
•전원 : 1∮ x 220V x 60Hz
•제품크기(WxHxD) : 348x512x238mm

•정격 소비전력 : 369W•제습능력 : 16ℓ
•전원 : 1∮ x 220V x 60Hz
•제품크기(WxHxD) : 360x510x251mm

•정전보상 기능•압축기 3분 지연 기능•LED 표시창
•자기진단 기능•강력 제습•자동 성에 제거 기능

•정전보상 기능•타이머•습도 설정 운전
•압축기 3분 지연•LED 표시창•자동 성에 제거 기능
•연속 제습 운전•자기진단 기능

•에너지 소비효율 1등급•정전보상 기능•타이머•습도 설정 운전
•압축기 3분 지연•LCD 표시창•자동 성에 제거 기능
•연속 제습 운전•R-410a 냉매 채용•자기진단 기능

냉난방기
가스식 냉난방기

오일식 냉난방기

CG-255F

58.5㎡ 89.8㎡

CG-405F

118.2㎡ 137.7㎡

CO-255F

58.5㎡ 89.8㎡

CO-405F

118.2㎡ 137.7㎡

CG-305F

79.1㎡ 104.8㎡

CG-505F

131.8㎡ 173.7㎡

CO-305F

79.1㎡ 104.8㎡

CO-505F

131.8㎡ 173.7㎡

•정격냉방능력 : 255F 7,200W 305F 8,700W
•정격난방능력 : 255F 15,000W 305F 17,500W
•정격냉/난방소비전력 : 255F 2.25kW/0.21kW
305F 2.55kW/0.21kW

•정격냉방능력 : 405F 13,000W 505F 14,500W
•정격난방능력 : 405F 23,000W 505F 29,000W
•정격냉/난방소비전력 : 405F 4.30kW/0.47kW
505F 4.50kW/0.59kW

•정격냉방능력 : 255F 7,200W 305F 8,700W
•정격난방능력 : 255F 15,000W 305F 17,500W
•정격냉/난방소비전력 : 255F 2.25kW/0.21kW
305F 2.55kW/0.21kW

•정격냉방능력 : 405F 13,000W 505F 14,500W
•정격난방능력 : 405F 23,000W 505F 29,000W
•정격냉/난방소비전력 : 405F 4.30kW/0.47kW
505F 4.50kW/0.59kW

•사용연료 : LNG가스 •색상 : 플레인 화이트
•전원 : 1∮×220V×60Hz
•실내기 크기(W×H×D) : 580×1,750×400mm

•사용연료 : LNG가스 •색상 : 플레인 화이트
•전원 : 405F 1∮×220V×60Hz 505F 3∮×380V×60Hz
•실내기 크기(W×H×D) : 740×1,800×440mm

•사용연료 : 백등유(KS 1호) •색상 : 플레인 화이트
•전원 : 1∮×220V×60Hz
•실내기 크기(W×H×D) : 580×1,750×400mm

•사용연료 : 백등유(KS 1호) •색상 : 플레인 화이트
•전원 : 405F 1∮×220V×60Hz 505F 3∮×380V×60Hz
•실내기 크기(W×H×D) : 740×1,800×440mm

전기히터 부착형 냉난방기

CP-130H

42.3㎡ 42.8㎡

CP-180HX

58.5㎡ 56.1㎡

CP-405HX

118.2㎡ 89.8㎡

CP-755HX

190.9㎡ 143.7㎡

CP-150H

48.8㎡ 48.1㎡

CP-230HX

75.5㎡ 56.1㎡

CP-505HX

131.8㎡ 89.8㎡

CP-1005HX

281.8㎡ 209.6㎡

CP-180H

58.5㎡ 58.8㎡

CP-605HX

160.9㎡ 107.8㎡

CP-1505HX

381.8㎡ 287.4㎡

CP-230H

75.5㎡ 58.8㎡

•정격냉방능력 : 130H 5,200W 150H 6,000W
180H 7,200W 230H 8,300W
•정격난방능력 : 130H 8,000W(히터8kW)
150H 9,000W(히터9kW) 180H/230H 11,000W(히터11kW)
•정격냉/난방소비전력 : 130H 1.48kW/8.00kW
150H 1.75kW/9.00kW 180H 2.10kW/11.00kW
230H 2.60kW/11.00kW

•정격냉방능력 : 180HX 7,200W 230HX 8,300W
•정격난방능력 : 180HX 10,500W(히터10.5kW)
230HX 10,500W(히터10.5kW)
•정격냉/난방소비전력 : 180HX 2.10kW/10.50kW
230HX 2.60kW/10.50kW
•색상 : 화이트•전원 : 1∮×220V×60Hz,
3∮×380V×60Hz(전기히터)
•실내기 크기(W×H×D) : 500×1,800×336mm

•정격냉방능력 : 405HX 13,000W 505HX 14,500W 605HX 17,700W
•정격난방능력 : 405HX/505HX 15,000W(히터15kW)
605HX 18,000W(히터18kW)
•정격냉/난방소비전력 : 405HX 4.30kW/15.00kW
505HX 4.50kW/15.00kW 605HX 5.60kW/18.00kW

•정격냉방능력 : 755HX 21,000W 1005HX 31,000W 1505HX 42,000W
•정격난방능력 : 755HX 24,000W(히터24kW) 1005HX 35,000W(히터35kW)
1505HX 48,000W(히터48kW)
•정격냉/난방소비전력 : 755HX 6.80kW/24.50kW
1005HX 12.30kW/35.60kW 1505HX 15.60kW/49.10kW

•색상 : 플레인 화이트•전원 : 3∮×380V×60Hz
•실내기 크기(W×H×D) : 405HX/505HX 580×1,750×400mm
605HX 740×1,800×440mm

•색상 : 화이트 베이지 •전원 : 3∮×380V×60Hz
•실내기 크기(W×H×D) : 755HX 1,100×1,850×470mm
1005HX 1,280×1,850×470mm 1505HX 1,280×1,850×640mm

•색상 : 화이트 •전원 : 1∮×220V×60Hz
•실내기 크기(W×H×D) : 500×1,800×336mm

전기식 온풍 난방기

CH-155H

48.1㎡

CH-185H

58.8㎡

CH-235H

74.9㎡

•정격난방능력 : 9,000W
•정격소비전력 : 9.00kW
•난방조절운전(2Step) :
정격 9,000W/절전 6,000W

•정격난방능력 : 11,000W
•정격소비전력 : 11.00kW
•난방조절운전(2Step) :
정격 11,000W/절전 7,300W

•정격난방능력 : 12,500W
•정격소비전력 : 12.50kW
•난방조절운전(2Step) :
정격 12,500W/절전 8,300W

•난방 2단조절운전 •5단계 안전차단기능
•설정온도조절 •좌우풍향조절 •풍량조절
•자기진단기능 •간편예약운전 •정전보상기능
•항균필터•무선리모컨 •색상：화이트
•전원 : 1∮×220V×60Hz, 3∮×380V×60Hz
•실내기 크기(W×H×D)：500×1,800×336mm

•난방 2단조절운전 •5단계 안전차단기능
•설정온도조절 •좌우풍향조절 •풍량조절
•자기진단기능 •간편예약운전 •정전보상기능
•항균필터•무선리모컨 •색상：화이트
•전원 : 3∮×380V×60Hzz
•실내기 크기(W×H×D)：500×1,800×336mm

•난방 2단조절운전 •5단계 안전차단기능
•설정온도조절 •좌우풍향조절 •풍량조절
•자기진단기능 •간편예약운전 •정전보상기능
•항균필터•무선리모컨 •색상：화이트
•전원 : 3∮×380V×60Hz
•실내기 크기(W×H×D)：500×1,800×336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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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컨 프로페셔널 - 캐리어에어컨 클라윈드

구입문의
전국어디서나

1588-8855

서비스문의
전국어디서나

1588-8866

■인터넷 홈페이지 www.carrier.co.kr ■인터넷 쇼핑몰 www.carriermall.co.kr
● 본 카탈로그의 내용은 2013년 3월 기준이며, REVISION NO.는 Aircon 10-0입니다.
● 본 카탈로그의 내용은 품질 개선을 위하여 예고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카탈로그를 받아보신 고객께서는 제품주문 시 REVISION NO. 및 제작일자를 당사로 알려 주십시오.
● 본 카탈로그는 재활용 가능한 용지를 사용하였습니다.

고객을 우선으로 생각하는 캐리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