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가습청정기, 이런 점이 궁금해요 !
01

01

DB68-06941A-00

숫자와 아이콘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숫자는 미세먼지/초미세먼지 농도를 표시합니다.
아이콘의 색은 공기청정도의 상태를 나타냅니다.
• 오염도가 낮을 때는 좋음을 표시하고, 오염도가 높을 때는
매우나쁨을 표시합니다.
• 가스(냄새) 청정도 표시는 음식 연기 및 냄새 등을 감지하여 4
단계로 표시합니다. (자사 기준)

제품에 표시되는 (초)미세먼지 농도의 수치가
환경부에서 제공하는 수치와 달라요.
• 제품에 표시되는 먼지 농도는 사용 장소, 사용 환경 및 계측
방법에 따라서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 환경부 가이드 수치는 대기환경의 먼지 농도를 1시간 또는
24시간 평균 측정값을 기준으로 합니다.
‒‒ 사용환경 및 계측방법 등의 차이로 제품에 표시되는 먼지농도는
환경부 먼지농도 수치와 다를 수 있으니 참고로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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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품의 작동상태에 따라 다르게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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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도 확인은 어떻게 하나요?
현재 습도를 30 % ~ 70 % 범위 내에서 1 % 단위로 표시합니다.
• 현재 습도가 30 % 미만일 경우에는 Lo , 70 %
초과할 경우에는 HI 로 습도 표시부에 표시됩니다.
• 사용환경에 따라 가습 속도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제품에 표시되는 현재 습도와 다른 습도계 간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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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살균 / 살균청소 는 무슨 기능인가요?
• 자동살균은 물교체 후 물통 재삽입 또는 6시간마다 물통의
물을 자동으로 살균시키는 기능입니다.
살균중에는 효과적인 살균을 위하여 가습기능이 작동되지
않으며, 청정도 표시와 라이팅 기능이 꺼집니다.
‒‒ 디스플레이 표시 : “살균중” 점등
• 살균청소는 자동살균 버튼을 3초 이상 누를 경우 물통의 물을
살균 시킨 후 그 물로 제품 내부를 청소해주는 기능입니다.
장시간 미사용한 경우 반드시 살균청소를 해주세요.
‒‒ 디스플레이 표시 : “살균청소중” 점등
• 살균청소 완료 후 “물교체” 알림이 표시됩니다. 물통의 물을
반드시 새물로 교체해주세요.
※ 가습 기능 시작 및 살균중 작동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연가습청정기 이동 및 보관에 주의해 주세요.
• 안전을 위하여 반드시 제품 전원을 끄고, 전원 코드를 뽑은 후 이동시켜 주세요.
‒‒ 물이 넘치지 않도록 물통의 물을 비운 후 이동시켜 주세요.
• 심하게 흔들리거나 큰 충격이 가해지면, 소음이 생기고 고장이 날 수 있으니 천천히 옮겨 주세요.
• 겨울철 온도가 영하로 내려가는 장소에 보관했을 경우에는 1시간 이상 상온에서 방치한 후 사용해 주세요.
• 제품을 눕히지 말고 세워서 보관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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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가습청정기, 이런 점이 궁금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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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세 필터
• 극세 필터에 먼지가 많다면 청소기로 큰 먼지를 제거한 후 중성세제를 첨가한 미온수로 가볍게 씻고 깨끗한
물로 헹궈주세요.
※ 청소 주기 : 2주 (1일 24시간 사용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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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터 세이버 (대전 장치)
• 중성세제를 첨가한 미온수에 30분 담근 후 깨끗한 물로 헹군 후 12시간 이상 충분히 건조시켜 주세요.
• 필터 세이버(대전 장치)가 오염되면, 성능 저하 및 ‘지지직‘ 소리가 날 수 있습니다.
※ 청소 주기 : 2개월 (1일 24시간 사용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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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 필터
냄새 발생 시 중성 세제를 첨가한 미온수에 30분 담근 후 양손으로 눌러
세척해 주세요. 세척 후 깨끗한 물로 충분히 헹군 후 건조시켜 주세요.
• 가습기능을 장시간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가습필터를 세척 후 완전히
건조시켜 보관해주세요.
• 다음의 경우에는 가습 필터를 새 것으로 구입하여 교체해 주세요.
‒‒ 오염이 심하여 얼룩이 지워지지 않을 때
‒‒ 세척해도 물때나 냄새가 없어지지 않을 때
‒‒ 뜨거운 물에 잘못 세척하여 가습 필터가 줄어들었을 때
※ 청소 주기 : 냄새 발생시 (사용환경에 따라 세척주기는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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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 필터 케이스
• 가습 필터 청소 시 가습 필터 케이스를 확인 후 주기적으로 청소해 주세요.
• 가습 필터 케이스 청소가 잘 안될 경우에는 부드러운 솔을 이용해 주세요.
• 가습 필터 케이스를 꺼낼 때 가습 필터 케이스에 남아있는 물이 떨어질 수
있으니 주의해 주세요.
※ 청소 주기 : 2개월 (1일 24시간 사용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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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물 거름망
• 물 속에 있는 이물을 걸러주는 이물 거름망을 확인 후 더러우면,
검지손가락 또는 핀셋으로 분리하여 청소해 주세요.
• 청소 후 상/하 구분 없이 조립하여 사용해 주세요.
‒‒ 이물 거름망이 장착되어 있지 않으면 물 공급이 되지 않습니다.
※ 청소 주기 : 2개월 (1일 24시간 사용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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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통
• 물통에 물을 넣기 전 반드시 물통을 빼내어 남아있는 잔수를 버리고, 물통 내부를 가볍게 헹군 후 수돗물로
보충해주세요.
‒‒ 수돗물 이외의 액체(정수기 물, 음료수, 기름, 지하수 등) 또는 첨가물을 절대로 넣지 마세요.
• 가습기능을 장시간 사용하지 않을 경우 물통 세척 후 완전히 건조하여 보관해주세요.
• 물통 외관 손상 방지를 위해 부드러운 천을 이용해 물통을 세척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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