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USB데스크팬 (저소음)
취급설명서 

※ 구매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 사용하기 전에  반드시 설명서를 읽어 주십시오.
※ 설명서는 반드시 보관하여 주십시오. 

■ 기호 설명

 는, 금지사항을 알리고  있습니다. 
 는, 반드시 지켜야 하는 사항을 알리고 있습니다.

 경고 잘못된 취급을 할 경우 사망이나 중상 등에 
이를 가능성이 있는 내용

 

반드시 지킬컷

고장이나 파손된 상태로 사용하지 말아 주십시오.

금지

다음과 같은 장소에서는 사용하지 말아 주십시오.
화재나 감전 등의 원인이 됩니다. 

● 난로 등의 난방기구나 화기 주변.

● 직사광선이 강한 곳이나 차 안 등의 과열의 위험이 있는 곳.

● 유기용제(신너, 도료 등), 가스 등을 사용하는 곳 주변.

● 가습기 주변.    

● 욕실, 세탁기 주변, 부엌 등의 물을 사용하는 곳이나 

    습기가 높은 곳.

● 어린이의 손이 닿는 곳.

금지

선풍기 보호망을 떼어낸 상태로 사용하는 것을 
금합니다.  
부상이나 고장, 파손의 원인이 됩니다.

■ 관리방법

● 오염이 심한 부분은 물에 희석한 중성세제나 비눗물을 

  소량 묻힌 부드러운 천으로 닦아낸 후, 마른 천으로 

  닦아주십시오.

※참고 사항의 ‘뒷면 보호망 탈/부착방법’ 참조. 

※물세척을 금합니다.

● 케이스 등의 세척시 벤젠, 신너, 알코올, 스프레이식 클리너 

종류의 사용을 삼가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의 상해를 입을 가능성 혹은 물질적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예상되는 내용.

금지

내부에 손가락이나 이물질을 넣지 마십시오.
부상이나 고장, 파손의 원인이 됩니다.

분해금지

임의로 제품을 분해하지 마십시오. 
부상이나 고장, 파손의 원인이 됩니다.

반드시 지킬것

안정된 장소에 놓아주시기 바랍니다.
흔들리는 곳에 놓으면 쓰러지거나 추락으로 
인한 부상이나 제품의 고장, 파손의 윈인이 
됩니다. 

■ 제품사양

인터페이스

전원

제품크기

무게

정격수명

USB케이블 길이

재질

USB2.0/3.0  

DC5V(고정), 500mA이상 USB포트에서

전력공급   

약 폭 10 x 높이 13 x 깊이 7 (cm) 

약 170g    

약 1400시간 모터부분  

약 1m    

ABS/PP수지

■ 상세사양

스위치
위치

전압
V

소비전류
mA

소비전력
W

풍량
m3/min

풍속
m/min

소음
dB

강
5

210 1 6.5 110 34

약 140 0.7 5 90 26

* 풍속은 JIS C9601에 기초하여 50cm의 위치에서 측정한 수치입니다. 

* 소음은 무향실에서 측정한 수치입니다. 

※USB접속은 전력공급을 위한 것으로 컴퓨터와 통신은 불가능합니다.

※제품사양은 제품 개선을 위해 예고없이 변경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안전상의 주의 잘 읽으신 후 반드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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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부분의 이름과 기능 

 주의
반드시 지킬것

•  손질할 때나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USB플러그를 반드시 
USB포트에서 빼 주시기 바랍니다.

•  USB케이블을 뽑거나 꽂을 때에는 반드시 플러그부분을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  USB케이블에 발 등이 걸릴 위험이 없도록 케이블 배치시 주
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품 남용, 추락, 강한 충격을 가하지 말아 주십시오.

■ 풍향조절

풍향은 지면에 수평한 방향에서 윗

쪽으로 약 30도의 범위에서 조절이 

가능합니다. 한손으로 베이스를 잡

고 각도를 조절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절 전에는 반드시 스위치를 [0]

(끔)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날개부분 회전시, 보호망을 움직

이면 날개부분이 보호망에 닿는 

경우가 있습니다. 

■ 뒷면 보호망 탈/부착 방법

먼지청소등을 위해 뒷면 보호망을 떼어낼 수 있습니다. 

탈착방법    ① USB플러그를 뽑는다.  

               ② 화살표 방향으로 돌린다.  

 

 주의
반드시 지킬것

※ 성능을 위해 날개에 날카로운 부분이 있습니다. 

    부상 방지를 위해 장갑을 착용하고 작업해주시기 바랍니다.

※ USB케이블을 컴퓨터에서 빼낸 후 조작해주시기 바랍니다. 

※  날개를 회전시킬때에는 반드시 보호망을 부착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용순서

1.USB케이블 접속 

① 스위치를 [0](끔)으로 해 놓습니다.

② USB플러그를 컴퓨터USB포트에 접속시킵니다. 

    USB플러그의 방향에 주의하여 꽂아주시기 바랍니다. 

    무리하게 꽂을 경우 파손과 고장의 원인이 됩니다.

※  컴퓨터 전원이 켜져 있지 않을 경우에는 USB포트에서 전력

이 공급되지 않습니다.

    일부 컴퓨터에서는 공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  가정용 콘센트에서 USB전원출력으로 변환 가능한 AC아답터

도 이용 가능합니다. 

2.스위치로 [1](약) 또는 [2](강)을 선택  

▶날개가 돌아가지 않는 경우

① USB케이블이 제대로 접속되어있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②  컴퓨터 전원이 켜져 있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③  USB포트를 이용하여 휴대전

화등을 충전하고 있지는 않

습니까?

     소비전류가 높은 것을 동시

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④  모터가 정격수명에 이른 가

능성이 있습니다. 

사용시 주의사항

1. USB허브 등을 이용하여 하드디스크나 

   휴대전화 충전과 동시에 선풍기를 사용할 시

   컴퓨터에 장애를 입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USB2.0 정격출력규격은 전압 5V, 전류 500mA입니다.

   이 선풍기는 USB포트에 직접 접속시켜주시기 바랍니다.

본 제품을 사용하는 것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지출, 손해, 기타 손실에 대한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므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오래도록 사용하기 위해

    ①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스위치를 [0](끔)으로 합니다.

    ② 컴퓨터 등의 공냉용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3. TV나 라디오 등의 근처에서 사용할 경우 
   음성 등에 노이즈가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TV나 라디오에서부터 떨어진 곳에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USB허브

뒷면 보호망
*탈착식

베이스

앞면보호망

USB플러그

USB케이블

스위치
2:강풍
1:약풍
0:끔

부착방법

부착시에는 양 면의 홈을 
잘 맞추어 준 후 돌려 

고정시킨다.

③ 뒤쪽으로 
    떼어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