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반드시 전원플러그를 콘센트에서 뽑는다

2. 그릴(송풍구)을 분리한다

① 그릴(송풍구)을 수직으로(90°)로 놓고, 본체 측면에 있는
그릴클립(2곳)의 홈부분을 일자 드라이버 등으로 누른상
태로, 위쪽 그릴클립을 위로 올려 분리한다.

②아래쪽 그릴클립(2곳)을 분리한다.
③본체에 고정되어 있는 그릴의 걸림부(2곳)를 안쪽으로

누른다. 
④걸림부를 누른 상태로 그릴(송풍구)을 수직으로 빼낸다.

부탁 말씀
- 한쪽 버튼만 분리한 상태로 무리하게 그릴을 빼내려고
하지 마십시오. 파손의 우려가 있습니다. 

3. 청소한다
- 오염된 부분은 미지근한 물(40℃이하)에 적신 부드러운

천을 꽉 짜서 닦아낸다.
- 틈새의 오염은 청소용 브러쉬나 핸디 자루걸레 등으로

먼지를 쓸어낸다. 

부탁 말씀
- 브러쉬나 핸디 자루걸레 등은 너무 강하게 문지르지

마십시오. 파손될 우려가 있습니다. 

4. 분리방법과 반대의 순서로 원래대로 조립한다
- 본체의 구멍과 그릴의 걸림부(2곳)를 맞추어서 그릴을

끼운다. 버튼이 구멍에 들어가「딸깍」소리가 날 때까
지 똑바로 끼워 넣는다.

- 아래쪽 그릴클립을 조립하면서, 위쪽 그릴클립을 똑바로
끼워 넣는다. (그릴클립은 위아래를 반대로도 조립할 수
있습니다)

④

①
②

구멍

구멍

그릴(송풍구)

그릴(송풍구)

아래쪽 그릴클립

그릴(송풍구)

위쪽 그릴클립

일자 드라이버

걸림부

③
걸림부를 누른다본체

■그릴(송풍구)분리 방법

경고
- 제품을 물에 담그거나 물을 붓거나 하지 마십시오. 
합선 또는 감전의 우려가 있습니다. 

- 관리 시에는 반드시 전원 플러그를 콘센트에서 뽑아 주십시오. 
전기가 통하는 상태에서는 감전이나 부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주의

- 관리 시에는 장갑을 착용하십시오. 
착용하지 않으면 부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 전원 플러그를 분리할 때는 전원 코드를 잡지 마시고, 선단의 전원 플러그를 잡고 분리
하십시오.
단선되어 합선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흡입구, 그릴(송풍구), 날개에 먼지가 많이 쌓여 있으면 풍량저하 및 소음, 진동의 원인이 됩니다. 1년을 기준으로
청소하십시오. 
그릴을 분리하는 경우, 운전정지 직후에는 모터가 뜨겁습니다. 정지한 뒤 30분 정도가 지난 후에 장갑을 착용하고
분리 하십시오.

부탁 말씀
- 관리에는 하기의 용제ᆞ세제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제품표

면에 흠집이나 변색, 깨짐이 발생하는 원인이 됩니다.      
- 시너, 알코올, 벤젠 등의 용제, 휘발유, 등유, 곰팡이 제거제, 

감귤계 등의 식물계 세제, 스프레이, 산성세제, 알칼리세제, 
염소계세제, 화학걸레의 약제, 클렌저 등의 연마제가 들어간
세제, 살균제, 소독제 등 (변질ᆞ변색의 원인이 됩니다)

- 그릴 이외의 부품(날개, 모터, 스티커)은 분리하지 마십시
오. (고장이나 화재ᆞ감전ᆞ부상의 원인이 됩니다)

- 관리 시, 날개, 그릴(송풍구), 본체에 강한 충격을 주지
마십시오. (파손의 원인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