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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ank you very much for purchasing “CUCKOO”
Air Purifier & Humidification function.
Read the following instruction manual before use. Save this
instruction manual for future reference. This manual will be useful
if you have any questions or have problems operating the
Air Purifier & Humidification function.

저희 쿠쿠 가습공기청정기를 애용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 드립니다.
이 사용설명서는 잘 보관하여 주십시오.
사용 중에 모르는 사항이 있을 때나 기능이 제대로
발휘되지 않을 때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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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AD AND SAVE THESE INSTRUCTIOS

IMPORTANT SAFEGUARDS

1. Read all instruction before using this appliance.
2. To protect against fire, electric shock and/or injury to persons do not immerse cord, plugs, or appliance
body in water or any other liquid.
3. Close supervision is necessary when this appliance is used by or near children.
This appliance is not intended for use by young children without supervision.
4. Unplug cord from outlet when not in use and before cleaning.
5. Do not operate any appliance with a damaged cord or plug after the appliance malfunctions, or has been
damaged in any manner. Return the appliance to the nearest authorized service facility for examination,
repair or adjustment.
6. The use of accessory attachments not recommended by the appliance manufacturer may result in fire,
electric shock, and/or injury to persons.
7. If the supply cord is damaged, it must be replaced by a special cord or assembly available from the
manufacturer or your service agent.
8. Do not use outdoors.
9. Do not let the cord hang over the edge of a table or counter.
10. Do not place nearby a hot gas, electric burner, or heated oven.
11. Always attach the plug to the appliance first, then plug the cord into the wall outlet.
Turn off the appliance before unplug the power plug from the wall outlet.
12. Do not use this appliance for other than its intended use.
13. Please use tap water to fill the water tank. Do not use the water with the temperature exceeding
40°C (104°F)
14. Do not insert anything other than water.
15. Please pay attention to the external shock, and drop impact.
16. Please empty the water tank before moving the air purifier.
17. Please clean the water tank, humidification filter, and cistern everyday.
18. Please clean the humidification filter with flowing water after soaking the filter in the water
(below 40°C (104°F)) for 30 min.
19. Please empty and clean the water tank and cistern if the humidification function is not used for long time.
20. Please do not use Humidifier Disinfectants or Humidifier Supplements.

SAVE THESE INSTRUCTIONS

THIS APPLIANCE IS FOR HOUSEHOLD USE ONLY

This appliance is intended to be used in household and similar applications such as :

- staff kitchen areas in shops, offices and other working environments;
- farm houses;
- by clients in hotels, motels and other residential type environments;
- bed and breakfast type environments.

www.cuckooworl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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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PORTANTES MESURES DE PROTECTION

1. Veuillez lire toutes les instructions avant d'utiliser cet appareil.
2. Pour éviter un incendie, un choc électrique et/ou des blessures, ne pas immerger le cordon,
les fiches ou l'unité principale de l'appareil dans l'eau ou dans un autre liquide.
3. Une surveillance attentive est nécessaire lorsque cet appareil est en utilisation ou près d'un enfant.
Cet appareil n'est pas conçu pour être manipulé par de jeunes enfants sans supervision.
4. Débrancher le cordon de la prise lorsqu'il n'est pas en utilisation et avant le nettoyage.
5. Ne pas utiliser un appareil avec un cordon ou une fiche d'alimentation endommagé suite à une
défectuosité
de l'appareil ou toute autre forme de défaillance.
Retourner l'appareil à un centre de service autorisé afin qu'il soit vérifié, réparé ou réajusté.
6. L'utilisation d'accessoires de fixation non recommandé par le fabricant de l'appareil peut provoquer
un incendie, un choc électrique et/ou une blessure.
7. Si le cordon d'alimentation fourni est endommagé, vous devez le remplacer par un cordon spécifique
ou par un assemblage offert par le fabricant ou votre agent de service.
8. Ne pas utiliser à l'extérieur.
9. Ne pas laisser le cordon en suspension sur le bord d'une table ou d'un comptoir.
10. Ne pas placer près de gaz chaud, d'un brûleur électrique ou d'un four à température élevée.
11. Veuillez brancher la fiche à l'appareil dans un premier temps et brancher ensuite le cordon dans
une prise murale.
Éteindre l'appareil avant de débrancher la fiche d'alimentation de la prise murale.
12. Ne pas utiliser cet appareil à d'autres fins que son usage prévu.
13. Veuillez utiliser l'eau du robinet pour remplir le réservoir.
Ne pas utiliser l'eau avec une température de plus de 40°C (104°F).
14. Ajouter seulement de l'eau dans le réservoir.
15. Veuillez faire attention au choc externe et impact lors de chute.
16. Veuillez vider le réservoir d'eau avant de déplacer le purificateur d'air.
17. Veuillez nettoyer le réservoir d'eau, le filtre d'humidification et la citerne tous les jours.
18. Veuillez nettoyer le filtre d'humidification avec l'eau courante après avoir trempé le filtre dans l'eau
(en-dessous de 40°C (104°F)) pour 30 minutes.
19. Veuillez vider et nettoyer le réservoir d'eau et la citerne si la fonction d'humidification n'a pas été
utilisée depuis une longue période de temps.
20. Veuillez ne pas utiliser de désinfectants ou de suppléments pour humidificateur.

CONSERVEZ CES INSTRUCTIONS
CET APPAREIL EST CONÇU POUR UN USAGE DOMESTIQUES UNIQUEMENT.

Cet appareil est conçu pour un usage domestique et pour des applications similaires
telles que :

- les cuisines du personnel dans les magasins, les bureaux et autres environnements de travail ;
- maisons de ferme ;
- par les clients d'un hôtel, d'un motel ou autre environnement de type résidentiel ;
- les environnements tels que les gîtes touristiqu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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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W TO USE EXTENSION CORD / COMMENT URILISER UNE RALLONGE

Note:
A. A short power-supply cord (or cord set) is provided to reduce the hazards from entanglement by a longer cord.
B. Extension cord should be used properly.
C. Extension cord usage for the air purifier:
(1) The correct rated voltage should be used for the air purifier.
(2) If the appliance is set on the ground, the extension cord should also be set on the ground.
(3) The cord wires and extension cord should always be arranged to prevent hazards to children.
This appliance has a polarized plug: (one blade is wider than the other).
As a safety feature, this plug will fit in a polarized outlet only one way.
If the plug does not properly fit in the outlet, turn the plug over.
If it sill does not fit, contact a qualified electrician.
Please, keep this safety feature.
Remarque :
A. Un cordon d'alimentation court (ou câble) est fourni pour réduire les dangers d'emmêlement causés par
un cordon plus long.
B. La rallonge doit être utilisée correctement.
(1) La tension nominale correcte doit être utilisée le purificateur d'air.
(2) Si l'appareil est installé sur le sol, la rallonge doit aussi être installée sur le sol.
Cet appareil dispose d'une fiche polarisée : (une broche est plus large que l'autre).
Par mesure de sécurité, cette fiche ne peut s'enfoncer dans une prise polarisée que dans un seul sens.
Si la fiche ne s'enfonce pas correctement dans la prise, retournez-la.
Si elle ne s'enfonce toujours pas, contactez un électricien

SPECIFICATIONS / 제품규격/ SPÉCIFICATIONS
Category

Air Purifier

Power Supply
/ CORDON D'ALIMENTATION(전원)

AC-12ZH10F

Model Name / NOM DU MODÈLE(모델명)
Power Consumption
/ CONSOMMATION D'ÉNERGIE(소비전력)
Insulation Rating
/ Classe d'isolation du produit (절연등급)

Dust Collecting Method
/ Méthode de collecte des poussières (집진방식)

120V~, 60Hz
30W(High Setting)

Type 2 device / Appareil de classe 2

Mechanical dust collecting method (HEPA Filter)
/ Capture mécanique des poussières (HEPA Filter)

Safety Device / Dispositifs de sécurité (안전장치)

Power is cut off when the door is opened or closed.
/ Lorsque la porte est ouverte ou fermée, l’alimentation est coupée.

Recommended Room size (AHAM)

284 ft² ( 26m²)

Place for Use / Lieu d'installation (설치 장소)
Water Tank Capacity
/ Capacité du reservoir (물탱크 용량)

Maximum Humidification Capacity
/ Capacité maximale d'humidification (최대 가습량)
Product Size / Dimensions (제품 사이즈)
Product Weight / Poids (제품 중량)

For indoors

3L / 0.8 Gal
420ml/hr
470mm (Width) X 250mm (Depth) X 610mm (Height)
11kg

HOW SERVICE IS HANDLED / MISE EN OEUVRE DU SERVICE
USA

The East and the Central Districts
Tel. No. 718 888 9144
The West and the Central Districts
Tel. No. 323 780 8808

www.cuckooworld.com

※ The result for the maximum amount of humidification is tested by a manufactor's laboratory, and this value
may vary and subject to a product usage environment.
※ The information (exterior, design, and specifications) provided in this User Manual is subject to change with
out prior notice to improve the quality of the device.
※ Manufacturer : CUCKOO Electronics Co., L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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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rnings for Safe Use
●

●

Please comply with the 'Warnings for Safe Use' as they are provided to ensure safe and proper use of the
device and prevent accidents and dangerous situations.
The 'Warnings for Safe Use' section is divided into 'Warning' and 'Caution,' which are defined as follows:

Warning

Potentially dangerous situation that can cause
serious injuries or death if not avoided.

Caution

Potentially dangerous situation that can cause
minor injuries if not avoided.

Warnings

• Please read the details carefully and follow the instructions
to avoid dangerous situations.
• This symbol is used to indicate actions that are prohibited.
• This symbol is used to indicate 'instruction' actions.

Prohibition

Do not bend, tie or pull the Power Cord by force.

Stop using the product if the Power Cord or the Power
Plug is damaged or the Power Outlet is shaking, and
contact our Customer Service Center.

Plug the power plug into a 120V~ outlet with at
least a rating of 10A and power surge protection.
Do not plug in multiple devices into the same
power outlet or extension cord simultaneously.

•If the sheath of the Power Cord is peeled off or chopped
during use due to negligence, it may cause fire or electric
shock. Thus, please check the state of the Power Cord, Power
Plug and Power Outlet frequently.
•To prevent dangerous situations arising from the damage of
the Power Cord or the Power Plug, please contact the
manufacturer, distributor or certified technician (servicemen)
for replacement.
•We strongly recommend that the damaged parts be repaired
at a designated service center.
•If you do not do so, it may cause electric shock, short circuit,
or fire.

•This may cause electric shock or fire due to a short circuit.
Please check the state of the Power Cord frequently.

•When multiple devices are plugged into the same power outlet or
if the device is plugged into an inappropriate power input, it may
cause heating, fire and electric shock.
•If there is a foreign substance or water on the power plug, please
wipe it clean before plugging it into the socket.
•Use an extension cord of 10A or higher.

Do not put in and pull out the Power Plug continuously.
•It may cause electric shock or fire.

Use 120V~ power input only.
•This may cause electric shock or fire.
•The product will not work properly.
•Please check the state of the power cord and plug frequently.

Wipe off any foreign substance on the Power Plug
with a dry cloth.
•If you do not do so, it may cause electric shock or fire due to a
short circuit.
•Frequently check the status of the Power Cord.

When putting in or pulling out the Power Plug, first
remove moisture on your hands and then put in or
pull out the Power Plug by holding the Power
Plug.
•Pulling out the Power Plug with wet hands can cause electric shock.
•Pulling out the power cord by excessive force can damage the Power
Cord, causing a short circuit or electric shock.
Please check the state of the Power Plug and the Power
Cord frequently.

When moving the product, do not pull the Power Cord.
•It may cause a damage to the product, electric shock, or fire.
Please check the state of the Power Cord frequently.

Please unplug the product before inspection, repair or
replacement of its parts.
•There is a risk of malfunction or electric shock. Please check
the state of the Power Plug and the Power Cord frequent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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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s symbol is to remind you to be cautious about a
potentially dangerous situation under special
circumstances.

When unplugging the product, hold the Power Plug,
not the Power Cord.
•Applying force to the Power Cord may cause electric shock or fire.
Please check the state of the Power Plug and the Power Cord
frequently.

Do not put anything heavy or the product on the Power Cord.
•It may cause a damage to the Power Cord, leading to fire,
electric shock, or fall of the product.

Prevent the Power Plug and the Power Cord from being
damaged by an animal or a sharp metallic object such
as a nail.
•It may cause a damage to the Power Cord, leading to a short
circuit, electric shock, or fire. Check the status of the Power
Cord and the Power Plug frequently.

In case of water leakage or cleaning, please unplug
the device first.
•There is a risk of electric shock or malfunction.
Please check the state of the Power Plug and the Power
Cord frequently.

If water enters the power supply area, unplug the
product and dry it completely before use.
•t may cause electric shock or fire.
Please check the state of the Power Plug and the Power
Cord frequently.

Do not randomly connect or process the Power
Cord.
•It may cause electric shock or fire.

Warnings for Safe Use

Warnings

Prohibition

Do not use the product outdoors where the product
may contact direct sunlight, rain or snow or places
with moisture such as a laundry room or a bathroom.
•It may cause fire or electric shock due to heating and short
circuit.

Warnings

Instruction

Place the product at least 15cm away on the sides
and 30-60cm away on the top from the wall and
surrounding objects.
•When the product is too close to the wall, the wallpaper
may be damaged.

ENGLISH

Installation Guide

Do not install or use the product near a curtain.

Do not keep or use insecticides, combustible gas,
inflammables, or toxic substances near the product.

•The Pollution Sensor and the Humidity Sensor may not
work properly.

•It may cause fire or a deformation or malfunction of the product.

Do not place an obstacle around the product for a
good air circulation.

Do not place it in a bumpy or slanted area. Do not
place it on a rug, cushion or laminated floor.

Do not use the product for a special purpose or place
such as preservation of an animal, plant, precision
instrument or artwork.

•It may cause malfunction, unwanted noise or injury.
Please check the state of the product frequently.

•It may cause a damage to the property.

Do not use the product where smell, smoke, or oil is
generated such as a restaurant or a barbecue restaurant.

Do not use the product as a ventilating fan or hoods
for ranges in the kitchen.

•It may cause a decrease in the performance.

•It may cause a decrease in the performance of the product and
the Filters.

Do not install the product in a place with much oil or
smoke for industrial purposes or metallic dust.

Do not use the product for removing toxic gas such
as carbon monoxide.

•It may cause fire or a malfunction of the product.

•It may cause a malfunction of the product.

Open the windows for ventilation before using or
leaking gas, combustibles, or inflammables.

Install the product at least 2m away from electronic
products such as a TV.

•There is a risk of explosion or fire.

•It may cause a radio interference.

During Use
Warnings

Prohibition

Do not put an obstacle around the Air Inlet or the Air
Outlet of the product.
•It may cause a reduced performance of air purification,
abnormal noise, or malfunction.
•It may cause a reduced quantity of humidification.

If abnormal noise, smoke, or smell occurs from the
product, first pull out the Power Plug, and then
contact our Customer Service Center.
•It may cause fire, burns, or injury.

Do not put heat of fire near the product.

Do not put a foreign substance in the shape of a stick
such as a finger of yours or a chopstick in the Air Inlet
or the Air Outlet.
•You may get injured by the fan rotating at a high speed.
•It may cause a malfunction of the product.

•It may cause a malfunction of the product or fire or electric shock.

Do not clean the inside of the product in person. Please
visit the service center and let a service provider clean the
inside of the product.
•There is possibility of injury due to electric shock caused by water.

Never soak the product in water.

•There is a risk of electric shock.

Do not place a bowl with water, drugs, foods, small metallic
materials, inflammables, etc. on top of the product.
•When such a thing is put into the product, it may cause electric
shock, fire, or a damage.

Do not give an external impact to the Water Tank.
When a strong impact is applied to the product, it may
cause a damage.
•It may cause a water leak.

www.cuckooworld.com

•It may cause a malfunction or deformation of the product or
fire.

Do not inject a toxic substance such as smoke of a
cigarette into the porous part on the side of the product,
or poke with a sharp obj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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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rnings for Safe Use
During Use
Warnings

Prohibition

Do not spray water direct to the product when cleaning.
Do not wipe out the product with benzene, thinner, and etc.

•It may cause electric shock or fire.

•It may cause an injury or a malfunction of the product.

Prevent an infant from touching or operating the product.

Do not spray inflammable or explosive liquids such as an
insecticide or an air freshener to the Air Inlet.

•It may cause electric shock or injury.

Do not turn OFF the product by pulling out the Power Plug.

•There is a risk of malfunction or electric shock.

•It may cause fire or a reduced performance of the product.

•It may cause an electric shock or a malfunction of the product.

Do not stand on top of the product or put anything heavy on
the product.

•It may cause a malfunction of the product or injury due to fall or damages.

Do not move the product while it is working.

•It may cause fire or electric shock or a partial damage to the product.

Do not use the Power Plug near a heating device.

•This may cause fire or electric shock.

Warnings

When water flows into the product, contact our Customer
Service Center.

When you do not use the product for a long time, pull out
the Power Plug from the Power Outlet, and drain the water
remaining inside the Main Body (Cistern).

•It may cause an injury or a malfunction of the product.

When moving the product, first completely drain the water in
the Cistern and the Water Tank.

•There is danger of water leak.

Do not add water directly into the Cistern.

•The water may overflow, causing a damage to the product or electric shock.

Instruction

Wash the Pre-Filter with water on a regular basis and
sufficiently dry it before use.

•If you do not do so, it may cause a reduced performance of the product.

Clean the product on a regular basis.

•Clean the product according to "How To Clean." (Refer to pages 31~35.)
When there is a severe pollution, it may cause a mold, odor, or a reduced
quantity of humidification.

When it is the time for replacing the Filter, replace the
Filter with a new one.

•If you do not do so, it may cause a decrease in the performance.

After cleaning, put the parts firmly in their original position.

•There is a risk of malfunction of the product.

Do not push the product or lean on the product.
The product may fall.
•It may cause an injury or a malfunction of the product.

Do not use an aid for humidifier.

•It may cause a reduced performance or a malfunction of the product.

When turning OFF the product, press the Power button.

•If you do not do so, it may cause a malfunction of the product.

Use clean tap water of 40℃(104°F) or lower.

•If you use water over 40℃(104°F), it may cause a
deformation of the product.

Do not put soapy water, cosmetics, chemicals, air
freshener, sterilizer, etc. into the Water Tank and the
Cistern Unit.
8

When opening the Filter Cover, avoid letting a body part of
yours or a material be stuck in the product.

•It may be harmful to the human body, and may cause a
malfunction of the product.

Do not move the product by holding the handle of the
Water Tank.

•The product may fall, causing an injury.

Do not drink or give to an animal or a plant the water
remaining in the Main Body (the Water Tank, the Cistern Unit).

•It may cause your body to worsen or an unexpected accident.

Do not lay the product for use.

•It may cause a malfunction of the product.

Do not put the product where the wind of an air
conditioner or a heater reaches or near a window.

•It may prevent the Sensor from accurately sensing.

Do not put the product near your head for use.

•You may catch a cold because of cold humidification while you
are sleeping.

Replace the water in the Water Tank with new water every day.

•Drain the water remaining in the Cistern every day, and frequently clean
the Cistern.
If you do not do so, the polluted water may cause a reduced performance,
and the fur may cause a mold to breed or an odor to occur.

When discarding the water in the Cistern, do not lift the
Main Body but take out the Cistern.

•If water goes into the Main Body, it may cause a malfunction.

When moving the product for a long distance, first drain the
water in the Main Body (Water Tank, Cistern).

•If you move the product with water remaining in the Main Body,
the water may overflow.

AVERTISSEMENTS : POUR UNE UTILISATION SÉCURITAIRE

●

Veuillez respecter les « AVERTISSEMENTS : POUR UNE UTILISATION SÉCURITAIRE » pour assurer une utilisation
sécuritaire et appropriée du produit et éviter des accidents et des situations dangereuses.
La section « AVERTISSEMENTS : POUR UNE UTILISATION SÉCURITAIRE » est divisée en sous-sections
« Avertissements » et « Mises en garde » définit comme suit :

Avertissement
Cela signifie que l'action qui est décrite peut
entraîner la mort ou une blessure grave.

Attention
Cela signifie que l'action décrite peut entraîner
des blessures ou des dégâts matériels.

Avertissements

• Ce symbole vous rappelle d'être prudent face à une situation
potentiellement dangereuse dans certaines circonstances.
• Veuillez lire attentivement les détails et suivre les instructions
afin d'éviter de faire face à des situations dangereuses.
• Ce symbole est utilisé pour indiquer les actions « Interdites ».
• Ce symbole est utilisé pour indiquer les actions Instruction ».

Interdiction

Ne pas plier, serrer ou tirer le cordon d'alimentation
en appliquant une force.
•Cette action peut provoquer un choc électrique ou un incendie
suite à un court circuit. Veuillez vérifier l'état du cordon
d'alimentation fréquemment.

Veuillez utiliser l'appareil seulement avec les prises
de courant de 120 V exclusivement avec au moins
une classement de 10A et une liaison de terre. Ne
pas brancher plusieurs appareils dans la même
prise de courant simultanément.
•Lorsque plusieurs appareils sont branchés dans la même prise
de courant ou si la fiche d'alimentation du purificateur est utilisé
pour d'autres appareils, cela peut causer une surcharge de
chaleur, un incendie ou un risque de choc électrique.
Veuillez vérifier l'état de la prise de courant fréquemment.
•S'il y a présence d'une substance étrangère ou de moisissure sur
la fiche d'alimentation, nettoyez la surface avant utilisation.
•Utilisez une rallonge électrique d'une tension de 10 A ou plus.

En cas de fuite d'eau ou lors d'un nettoyage, veuillez tout
d'abord débrancher l'appareil.
•Il y a un risque de choc électrique ou de défectuosité.
Veuillez vérifier l'état de la fiche d'alimentation et du cordon
d'alimentation fréquemment.

Utilisez seulement une tension alternative de 120V.
•Si vous ne respectez pas cette consigne, il peut y avoir un
risque de choc électrique ou d'incendie.
•L'appareil ne fonctionnera pas adéquatement.
•Veuillez vérifier l'état du cordon d'alimentation fréquemment.

Retirez toute substance étrangère sur la fiche
d'alimentation avec un chiffon sec.
•Si vous ne respectez pas cette consigne, il peut y avoir un risque
de choc électrique ou d'incendie. Veuillez vérifier l'état de du
cordon d'alimentation fréquemment.

Ne pas placer d'objet lourd ou l'appareil sur le
cordon d'alimentation.

Éloigner tout animal ou objet coupant et métallique tel
qu'un clou pour ne pas endommager la fiche et le
cordon d'alimentation.
•Cela peut endommager le cordon d'alimentation, provoquer un
court circuit, un incendie ou un choc électrique.
Vérifiez l'état du cordon d'alimentation ainsi que la fiche
d'alimentation régulièrement pour éviter une défectuosité.

•Si la gaine du cordon d'alimentation est décollée ou coupée suite
à une utilisation abusive, cela peut provoquer un incendie ou un
choc électrique. Veuillez vérifier le cordon d'alimentation, la fiche
d'alimentation ainsi que la prise de courant fréquemment.
•Pour éviter toute situation dangereuse provenant d'un cordon
d'alimentation ou d'une fiche d'alimentation endommagé, veuillez
communiquer avec le fabricant, le distributeur ou un technicien
certifié (réparateur) pour un remplacement.
•Nous vous recommandons fortement de réparer les pièces
endommagées dans un centre de service désigné.
•Si vous ne respectez pas cette consigne, il peut y avoir un risque
de choc électrique, de court circuit ou d'incendie.

Lorsque vous insérez ou retirez la fiche d'alimentation, veuillez
tout d'abord assécher vos mains et par la suite, insérer ou retirer
la fiche d'alimentation en la tenant fermement.
•Retirer la fiche d'alimentation avec des mains mouillées peut
provoquer un choc électrique.
•Retirer le cordon d'alimentation en appliquant une force excessive
peut endommager le cordon et provoquer un court circuit ou un
choc électrique. Veuillez vérifier l'état de la fiche d'alimentation et
du cordon d'alimentation fréquemment.

Lorsque vous débranchez l'appareil, tenez fermement
la fiche d'alimentation et non le cordon d'alimentation.
•Il y a un risque de choc électrique ou d'incendie si vous appliquez une
force excessive au cordon d'alimentation. Veuillez vérifier l'état de la
fiche d'alimentation et du cordon d'alimentation fréquemment.

Ne pas brancher le cordon d'alimentation aléatoirement.
•Cela peut provoquer un choc électrique ou un incendie.

Veuillez débrancher l'appareil avant toute inspection,
réparation ou remplacement des pièces.
•Il y a un risque de défectuosité ou de choc électronique.
Veuillez vérifier l'état de la fiche d'alimentation et du cordon
d'alimentation fréquemment.

Lorsque vous déplacez l'appareil, ne tirez pas le cordon d'alimentation.
•Cela peut endommager l'appareil, provoquer un choc
électrique ou un incendie.
Veuillez vérifier l'état du cordon d'alimentation fréquemment.

S'il y a une infiltration d'eau dans la zone d'alimentation
électrique, débranchez l'appareil et asséchez-le
immédiatement avant utilisation.
•Cela peut provoquer un choc électrique ou un incendie. Veuillez vérifier l'état de
la fiche d'alimentation et du cordon d'alimentation fréquemment.

Ne pas insérer ou retirer continuellement la fiche d'alimentation.
•Cela peut provoquer un choc électrique ou un incend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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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la peut endommager le cordon d'alimentation, provoquer un
incendie, un choc électrique ou la chute de l'appareil.

Arrêtez d'utiliser l'appareil si le cordon d'alimentation
ou la fiche d'alimentation est endommagé ou que la
prise de courant est instable et communiquez avec le
service à la clientèle.

FRANÇA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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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VERTISSEMENTS : POUR UNE UTILISATION SÉCURITAIRE
Guide d'utilisation
Avertissements

Interdiction

Ne pas utiliser cet appareil à l'extérieur afin d'éviter
l'exposition aux rayons directs du soleil, à la pluie ou à la
neige ou dans un environnement humide tel qu'une salle
de lavage ou une salle de bain.
•Cela peut provoquer un incendie ou un choc électrique dû à la
chaleur ou à un court circuit.

Ne pas utiliser ou conserver d'insecticides, de gaz
combustibles ou de substances toxiques près de
l'appareil.
•Cela peut provoquer un incendie, une déformation ou une
défectuosité de l'appareil.

Ne pas placer l'appareil dans une zone cahoteuse ou
inclinée. Ne pas placer l'appareil sur un plancher
rugueux, mou ou laminé.
•Cela peut causer une défectuosité, un bruit irrégulier ou
des blessures. Veuillez vérifier l'état de l'appareil
fréquemment.

Ne pas utiliser l'appareil dans des endroits où il y a un
dégagement d'odeur, de fumée ou d'huile tel que dans un
restaurant d'une chaîne à restauration rapide.
•Cela peut provoquer une diminution de l'efficacité de l'appareil.

Ne pas installer cet appareil dans un endroit où l'on retrouve
une grande quantité d'huile, de la fumée industrielle ou de la
poussière métallique.
•Cela peut provoquer un incendie ou une défectuosité de l'appareil.

Ouvrez les fenêtres pour la ventilation avant l'utilisation ou en
cas d'une fuite de gaz, de produits combustibles ou de
substances inflammables.
•Il y a un risque d'explosion ou d'incendie.

Avertissements

Instruction

Positionnez l'appareil à une distance d'au moins 15
cm des côtés et de 30 à 60 cm du plafond ou des
objets environnants.
•Lorsque l'appareil est trop près du mur, le papier peint peut être
endommagé.

Installez l'appareil à une distance d'environ 2 mètres
des autres appareils électroniques telle qu'une
télévision.
•Cela peut provoquer des interférences radio.

Ne pas utiliser cet appareil pour éliminer des gaz
toxiques tel que le monoxyde de carbone.
•Cela peut provoquer un incendie ou une défectuosité de l'appareil.

Ne pas installer ou utiliser l'appareil près des rideaux.
•Le détecteur de pollution et le capteur d'humidité peuvent ne pas
fonctionner correctement.

Ne pas placer d'obstacle autour de l'appareil afin de
favoriser une circulation d'air optimale.
Ne pas utiliser cet appareil comme ventilateur
d'aération ou hotte dans la cuisine.
•Cela peut diminuer le rendement de l'appareil et des filtres.

Ne pas utiliser l'appareil pour une tâche précise ou à un
endroit en particulier comme pour la préservation d'un
animal, d'une plante, d'un instrument de précision ou
d'un objet d'art.
•Cela peut endommager la propriété.

Pendant l'utilisation
Avertissements

Interdiction

Ne pas placer d'objet autour de l'entrée d'air ou de la
sortie d'air de l'appareil.
•Cela peut provoquer une diminution du rendement de la
purification d'air, un bruit anormal et une défectuosité.
•Cela peut diminuer l'humidification de l'air.

Ne pas placer l'appareil près d'une source de chaleur
ou d'un feu.
•Cela peut provoquer un incendie ou une déformation de l'appareil.

Ne pas placer de corps étranger sous la forme d'un bâton
tel que votre doigt ou une baguette dans l'entrée ou dans
la sortie d'air de l'appareil.
•Vous pourriez vous blesser dans le système de rotation du
ventilateur à forte vitesse.
•Cela peut provoquer une défectuosité de l'appareil.

Ne pas injecter de substance toxique telle que la fumée
de cigarette dans une partie poreuse sur le côté de
l'appareil ou pousser à l'aide d'un objet point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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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la peut provoquer une défectuosité de l'appareil, un
incendie ou un choc électrique.

Si vous suspectez un bruit ou une odeur anormal provenant
de l'appareil, veuillez débrancher l'appareil de la fiche
d'alimentation dans un premier temps et communiquer avec
le service à la clientèle.
•Cela peut provoquer un incendie, des brulures ou des blessures.

Ne pas nettoyer l'intérieur de l'appareil. Veuillez communiquer
avec le service à la clientèle et laisser un professionnel
s'occuper du nettoyage de l'intérieur de l'appareil.
•Il y a risque de blessure par choc électrique causée par l'eau.

Ne jamais immerger l'appareil dans l'eau.
•Il y a un risque de choc électronique.

Ne pas appliquer une force externe sur le réservoir d'eau.
Lorsqu'un puissant impact est appliqué sur l'appareil, cela
peut causer des dommages.
•Cela peut provoquer une fuite d'eau.

Ne pas vaporiser de liquides inflammables ou explosifs tel
qu'un insecticide ou un assainisseur d'air dans l'entrée d'air.
•Cela peut provoquer un incendie ou réduire l'efficacité de l'appareil.
Ne pas ÉTEINDRE l'appareil en tirant sur la fiche d'alimentation.

AVERTISSEMENTS : POUR UNE UTILISATION SÉCURITAIRE
Pendant l'utilisation
Instruction

Ne pas monter ou déposer un objet lourd sur l'appareil.
•Cela peut provoquer un défectuosité de l'appareil, une
blessure due à une chute ou des dommages.

Ne pas utiliser la fiche d'alimentation près d'une source de chaleur.
•Cela peut provoquer un incendie ou un choc électrique.

Placez l'appareil loin des enfants afin qu'ils ne
touchent ni utilisent le produit.
•Cela peut provoquer un choc électrique ou des blessures.

Lorsque vous n'utilisez pas l'appareil pendant une longue
période, retirez la fiche d'alimentation de la prise de courant et
évacuer l'eau restant à l'intérieur du corps principal (citerne).
•Si vous ne respectez pas cette consigne, il peut y avoir un
risque de choc électrique ou d'incendie. Cela peut générer de
la moisissure et des germes.

Ne pas placer un bol rempli d'eau, des médicaments,
des aliments, des petits matériaux métalliques, des
substances inflammables, etc. sur l'appareil.
•Lorsqu'une de ces substances est introduite dans
l'appareil, cela peut provoquer un choc électrique, un
incendie ou des dommages.

Ne pas vaporiser de l'eau directement sur l'appareil
lors du nettoyage. Ne pas essuyer l'appareil avec du
benzène, un diluant, etc.
•Cela peut provoquer un choc électrique ou un incendie.

Ne pas ÉTEINDRE l'appareil en tirant sur la fiche d'alimentation.
•Cela peut provoquer un incendie ou une défectuosité de l'appareil.

Ne déplacer pas l'appareil lorsqu'il est en marche.
•Cela peut provoquer un incendie, un choc électrique ou une
défectuosité partielle de l'appareil.

Lavez le pré-filtre avec de l'eau régulièrement et
asséchez suffisamment avant l'utilisation.
•Si vous ne respectez pas cette consigne, cela peut réduire
le rendement de l'appareil.

Lorsque vient le temps de remplacer le filtre, remplacer par
un nouveau filtre.
•Si vous ne respectez pas cette consigne, cela peut diminuer
le rendement de l'appareil.

Ne pousser pas l'appareil et ne vous appuyez pas sur
l'appareil. L'appareil peut tomber.
•Cela peut causer des blessures ou provoquer une
défectuosité de l'appareil.

Ne pas utiliser un autre élément pour le fonctionnement
de l'humidificateur.
•la peut diminuer le rendement de l'appareil ou provoquer
une défectuosité.

Lorsque vous voulez ÉTEINDRE l'appareil, appuyer
sur le bouton interrupteur.
•Si vous ne respectez pas cette consigne, cela peut réduire
le rendement de l'appareil.

Utilisez l'eau du robinet à une température maximale
de 40℃(104°F).
•Il y a un risque de déformation de l'appareil si vous utilisez de
l'eau à une température plus élevée que 40℃(104°F).

Ne pas insérer d'eau savonneuse, de produits cosmétiques,
de produits chimiques, d'assainisseurs d'air, de stérilisateur,
etc. dans le réservoir d'eau et dans la citerne.
•Cela peut être nocif pour le corps humain et provoquer une
défectuosité de l'appareil.

Ne pas déplacer l'appareil en tenant la poignée du réservoir d'eau.
•L'appareil pourrait tomber et causer des blessures.

Lorsque vous ouvrez le couvercle-filtre, évitez de laisser
une partie de votre corps ou un matériel à l'intérieur de
l'appareil.

Ne pas boire l'eau restant dans le réservoir (réservoir d'eau et
citerne), ni le donner aux animaux ou arroser les plantes.

•Cela peut causer des blessures ou provoquer une défectuosité de l'appareil.

•Cela peut provoquer des effets secondaires ou des accidents inattendus.

Lorsqu'il y a présence d'eau dans l'appareil,
communiquer avec le service à la clientèle.
•Il y a un risque de défectuosité ou de choc électronique.

Lorsque vous déplacez l'appareil, évacuer complètement
l'eau de la citerne et du réservoir d'eau.
•Il y a un risque de fuite d'eau.

Ne pas ajouter de l'eau directement dans la citerne.
•Le trop-plein d'eau peut provoquer des dommages à
l'appareil ou un choc électrique.

•Cela peut nuire à l'efficacité du détecteur.

Ne pas placer l'appareil près de votre tête.
•Vous pourriez attraper un rhume dû à l'air froid provenant
de l'humidificateur pendant votre sommeil.

Lors de l'évacuation de l'eau de la citerne, ne soulevez
pas l'unité principale mais retirer plutôt la citerne.
•Si une quantité d'eau s'infiltre dans l'unité principale, cela
peut provoquer une défectuosité de l'appareil.

Nettoyez l'appareil régulièrement.
•Nettoyez l'appareil selon les indications dans la section
« Comment nettoyer ». (voir les pages 31 à 37.)En présence
de forte pollution, cela peut générer de la moisissure, des
odeurs et diminuer l'humidification de l'air.

Après le nettoyage, replacez solidement les pièces à
leur position initiale.
•Il y a un risque de défectuosité de l'appareil.

Ne pas allonger l'appareil pour l'utilisation.
•Cela peut provoquer une défectuosité de l'appareil.

Remplacez l'eau du réservoir par une eau fraîche tous les jours.
•Évacuez l'eau restant dans la citerne quotidiennement et nettoyez
fréquemment l'unité. Si vous ne respectez pas cette consigne,
l'eau pollué pourrait réduire le rendement de l'appareil et générer
de la moisissure ou dégager une odeur.

Lorsque vous déplacez l'appareil sur une longue
distance, évacuez l'eau de l'unité principale dans un
premier temps (réservoir d'eau, citerne).
•Si vous déplacez l'appareil alors qu'il reste de l'eau dans
l'unité principale, l'eau risque de se dévers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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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 pas placer l'appareil près d'une fenêtre ou à un endroit où
l'air conditionné ou la chaleur pourrait l'atteind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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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상의 경고
●
●

‘안전상의 경고’는 제품을 안전하고 올바르게 사용하여 사고나 위험을 미리 막기 위한 것이므로 반드시 지켜 주십시오.
‘안전상의 경고’는‘경고’와‘주의’의 두가지로 구분되어 있으며‘경고’와‘주의’의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피하지 않을 경우 사망이나 중상을
초래할 수 있는 잠재적인 위험상황
피하지 않을 경우 경상을 초래할 수
있는 잠재적인 위험상황

•이 기호는 특정조건하에서 위험을 끼칠 우려가 있는 사항에
대하여 주의를 환기시키는 표시입니다.
•위험 발생을 피하기 위해 주의깊게 읽고 지시에 따라 사용하십시오.
•이 기호는 어떤 행위를‘금지’하는 표시입니다.
•이 기호는 어떤 행위를‘지시’하는 표시입니다.

전원 관련
경고

(금지)

전원코드를 무리하게 구부리거나 묶거나 잡아당기지 마십시오.
•감전이나 쇼트로 인해 화재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수시로 전원코드 상태를 꼭 확인하십시오.

반드시 접지가 되는 정격 10A 이상의 교류 120V 전용 콘센트
에 서만 사용해 주시고 한 콘센트에 여러 제품의 전원플러그를
동시에 꽂아 사용하지 마십시오.

•코드 손상으로 화재, 감전 및 제품의 쓰러짐 등 위험이 있습니다.

플러그 및 전원 코드부를 동물이 물어뜯거나 못과 같이 날카로
운 금속물체로부터 손상을 입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십시오.
•코드 손상으로 합선, 감전, 화재 등의 원인이 됩니다.
수시로 전원코드와 전원 플러그 상태를 꼭 확인하십시오.

•여러 제품과 함께 사용하거나 다른 기구에 사용하면 발열 및 발
화, 감전의 원인이 됩니다. 수시로 콘센트 상태를 꼭 확인
하십시오.
•전원플러그에 이물질이나 물기가 묻어 있는 경우에는 잘 닦은
다음 사용하십시오.
•연장코드도 10A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 주십시오.

제품의 수리, 점검 및 부품 교환 중에는 반드시 플러그를 뽑아
주십시오.

교류 120V 이외에는 사용하지 마십시오.

제품을 옮길 때, 전원 코드를 당겨서 이동하지 마세요.

•감전, 화재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제품이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지 않습니다.

전원플러그에 묻은 이물질은 물기가 없는 천으로 깨끗이 제거
하여 주십시오.

•고장이나 감전의 위험이 있습니다.
수시로 전원플러그 및 전원코드의 상태를 꼭 확인하십시오.
•제품 파손 및 감전, 화재 등의 원인이 됩니다.
수시로 전원코드의 상태를 확인하십시오.

전원 부분에 물이 들어간 경우, 플러그를 빼고, 완전히 건조시
킨뒤 사용하십시오.

•감전이나 쇼트로 인해 화재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수시로 전원코드 상태를 꼭 확인하십시오.

•감전 및 화재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수시로 전원플러그 및 전원코드의 상태를 꼭 확인하십시오.

전원코드나 전원플러그가 파손 되었거나 콘센트가 흔들릴 때는
사용을 중지하고, 고객상담실로 문의 바랍니다.

전원플러그를 콘센트에서 꽂거나 뺄때는 손의 물기를 반드시
제거한 후 전원플러그를 잡고 꽂거나 뽑아 주십시오.

•제품 사용 중 사용상의 부주의로 전원코드의 피복이 벗겨
지거나 찍힐 경우 화재 및 감전의 원인이 될 수 있으니, 수시로
전원코드와 전원플러그, 콘센트의 상태를 꼭 확인 하십시오.
•전원코드나 전원플러그가 파손된 경우에는 위험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제조자 나 그 판매점 또는 유자격 기술자
(서비스 기사)에 의해 코드 교환을 하십시오.
•반드시 지정된 서비스센터에서 수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전 및 누전 화재의 원인이 됩니다.

전원 플러그를 뽑을 때에는 전원코드를 잡지 마시고 꼭
전원플러그를 잡고 뽑아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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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 코드 위에 무거운 것을 놓거나 코드가 기기 밑에 눌리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전원코드에 충격이 가면 감전 및 화재의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수시로 전원플러그 및 전원코드의 상태를 꼭 확인 하십시오.

•젖은 손으로 전원플러그를 뽑으면 감전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무리하게 당겨 뽑으면 전원코드에 이상이 발생되어 누전 및
감전 이 될 수 있습니다.
수시로 전원플러그 및 전원코드의 상태를 꼭 확인하십시오.

누수 및 세척(청소)시에는 반드시 플러그를 뽑아 주십시오.
•감전 및 고장의 우려가 있습니다.
수시로 전원플러그 및 전원코드의 상태를 확인 하십시오.

전원플러그를 연속하여 꽂았다 빼지 마세요.
•감전 및 화재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전원코드를 임의로 연결하거나 가공하여 사용하지 마세요
•감전 및 화재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안전상의 경고
설치 관련
(금지)

직사광선, 눈, 비 등이 직접 닿는 옥외의 장소나, 물기가 있는
세탁실, 화장실 등의 장소에서 사용 하지 마세요.

•가열, 누전 등에 의해 화재, 감전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주변에 살충제, 가연성 가스나 인화성 물질, 독성물질을 보관 및
사용하지 마세요.
•화재 및 제품 변형, 고장의 원인이 됩니다.

울퉁불퉁 하거나 경사진 곳에 설치 하거나 깔판, 방석, 장판
위에 설치 하지 마십시오.

•고장 및 소음의 원인이 될 수 있으며, 상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수시로 제품 상태를 꼭 확인하십시오.

음식점이나 고깃집 등 냄새나 연기, 기름 등이 발생하는
곳에서는 사용하지 마세요.

•성능 저하의 원인이 됩니다.

경고

지시

벽과 주위 물체로부터 좌, 우 15㎝, 위로 30㎝~60㎝ 이상
간격으로 사용하세요.
•벽면과 너무 가까울 경우 벽지에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TV와 같은 전자제품에서 2m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하세요.
•전파장애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일산화탄소 같은 유독성 가스 제거에 사용하지 마세요.
•고장의 원인이 됩니다.

커튼 근처에 설치 및 사용하지 마세요.

•오염감지 센서, 습도 센서가 제대로 동작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공기의 순환이 잘되도록 제품 전ᆞ후 ,좌ᆞ우에 방해물이 가로
막지 않도록 설치해 주세요.

산업용 기름 연기 또는 금속성 먼지가 많은 곳에는 설치 하지
마세요.

부엌에서는 환기 팬이나 레인지 후드용으로 사용하지 마세요.

가스 및 가연성, 인화성 물질을 사용 또는 누설 시에는 반드시
창문을 열어 환기 시킨 후 사용하세요.

동ᆞ식물, 정밀기기, 미술품의 보존 등 특수용도/장소에는 사용
하지 마세요.

•폭발이나 화재의 위험이 있습니다.

•폭발이나 화재의 위험이 있습니다.

•제품 및 필터의 성능이 저하 됩니다.

•재산손상의 원인이 됩니다.

KOREAN

경고

사용 중에
경고

(금지)

제품의 공기 흡입구 또는 배출구 주위에 장애물을 두지 마세요.
•공기청정 성능 감소, 이상소음 또는 고장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가습량 감소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제품에서 이상한 소리나 연기 또는 냄새가 발생하면 전원 플러
그를 뽑은 후 서비스 센터로 연락주세요.
•화재, 화상 및 상해의 원인이 됩니다.

제품 가까이에 화기를 두지 마세요.

제품 측면의 다공부분에 담배연기 등의 독성 물질을
주입하거나, 날카로운 물건으로 찌르지 마세요.
•제품 고장 및 화재, 감전의 원인이 됩니다.

제품 내부는 직접 세척하지 마시고, 서비스 기사를 통하기
바랍니다.
•제품의 고장 및 물에 의한 감전 사고의 위험이 있습니다.

물탱크에 외부 충격을 가하지 마세요.
강한 충격을 주었을 시 파손의 우려가 있습니다.
•누수의 원인이 됩니다.

제품의 공기 흡입구나 배출구에 손가락, 젓가락과 같은 막대형
상의 이물질을 넣지 마세요.

흡입구에 살충제나 방향제 등 인화성 물질을 뿌리지 마세요.

•고속으로 회전하고 있는 팬에 의하여 상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제품 고장의 원인이 됩니다.

제품을 절대 물에 담그지 마세요
•감전의 위험이 있습니다.

•화재 및 성능 저하의 원인이 됩니다.

제품 상단에 올라가거나 무거운 물건을 올려 놓지 마세요.
•낙하, 파손 등에 의해 제품의 고장 및 상해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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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의 고장, 변형의 원인이 되며, 화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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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상의 경고
사용 중에
경고

(금지)

전원플러그를 열기구 가까이 에서 사용하지 마세요.

•화재 및 감전의 원인이 됩니다.

유아가 접근해 만지거나 조작 하지 않도록 하세요.
•감전이나 부상의 원인이 됩니다.

장시간 사용하지 않는 경우는 반드시 전원 플러그를 콘센트에
서 빼고 본체 내부(수조)에 남아 있는 물을 버려 주세요.
•감전, 화재의 원인이 됩니다.
곰팡이나 세균이 번식할 우려가 있습니다.

제품 위에 물을 담은 그릇, 약품, 음식물, 작은 금속류,
인화성 물질 등을 올려 놓지 마세요.

지시

전원플러그를 뽑아서 제품을 끄지 마세요.
•감전 또는 제품 고장의 원인이 됩니다.

제품을 동작시킨 상태에서 이동하지 마세요.

•화재 및 감전의 원인이 되거나 제품이 부분적으로 파손될 수
있습니다.

필터 덮개를 열 때 제품에 신체나 물질이 끼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신체 상해 및 제품 고장의 원인이 됩니다.

제품이 침수되었을 경우에는 반드시 서비스센터에 의뢰 하세요.
•감전이나 고장의 위험이 있습니다.

제품 이동 시, 수조 및 물탱크의 물을 완전히 비우고 이동해 주세요.

•제품 내부로 유입될 경우 감전, 화재의 위험 및 훼손의 우려가
있습니다.

•누수의 위험이 있습니다.

물을 직접 뿌려 청소하거나 벤젠, 신나 등을 이용하여 제품을
닦지 마세요.

수조에 직접 물을 보충하지 마세요.

•감전 및 화재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경고

•물이 넘쳐 제품 손상 및 감전의 위험이 있습니다.

(금지)

프리필터는 물로 주기적으로 세척하여 충분히 건조시킨 후
사용하세요.

청소는 정기적으로 해 주세요.

•제품 성능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청소방법]에 따라서 청소를 해주세요. (52~56 페이지 참조) 오염이
심할 경우에는 곰팡이 번식, 악취,가습량 저하의 원인이 됩니다.

필터교환시기가 되면 새 필터로 교환 하세요.

청소 후에는 부품을 본래 자리에 확실히 넣어 주세요.

•성능 저하의 원인이 됩니다.

제품을 밀거나 기대지 마세요. 제품이 넘어질 우려가 있습니다.
•신체 상해 및 제품 고장의 원인이 됩니다.

가습기용 보조제를 사용하지 마세요.

•성능을 저하시키거나, 제품 고장의 원인이 됩니다.

제품의 전원을 끌때에는 반드시 전원버튼을 눌러서
전원을 꺼주세요.
•제품 고장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사용하는 물은 40℃이하의 깨끗한 수돗물을 사용하세요.
•40℃이상의 물을 사용시 제품 변형의 원인이 됩니다.

물탱크 및 수조부에 비눗물, 화장품, 화학약품, 방향제,
살균세정제 등을 넣지 마세요.
•인체에 유해할 수 있으며, 제품 고장의 원인이 됩니다.

물탱크 손잡이를 잡고 제품을 이동하지 마세요.
•제품이 넘어져서 상해의 위험이 있습니다.

본체내부(물탱크, 수조부)에 남아 있는 물을 마시거나 또한
동물, 식물 등에게 주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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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고

•몸 상태가 안 좋아질 수도 있고, 생각하지 못한 사고의 원인이 됩니다.

•제품의 고장의 우려가 있습니다.

제품을 눕혀서 사용하지 마세요.

•제품 오작동 및 고장의 원인이 됩니다.

에어컨이나 난방기의 바람이 닿는 장소나 창문 가까이 두지 마세요.

•센서가 정확하게 감지하지 못하는 원인이 됩니다.

머리 가까이에 제품을 두고 사용 하지 마세요.

•취침 시 찬 가습으로 인해 감기에 걸릴 수 있습니다.

물탱크의 물은 매일 새로운 물로 교환 하세요.

•수조에 남은 물은 매일 버리고, 수조는 수시로 청소해 주세요.
오염된 물에 의해 성능이 저하되거나, 물때로 인해 곰팡이 번식 및
악취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수조 내의 물을 버릴 때는 본체를 들어 배수하지 마시고 수조를
빼내서 물을 버려 주세요.
•본체 내부에 물이 들어가면 고장의 원인이 됩니다.

장거리의 운반 시에는 본체내부 (물탱크, 수조)의 물을 버려 주세요.

•본체 내부에 물이 남아 있는 상태로 운반하면 물이 넘칠 위험이
있습니다.

安全上的警告
●
●

‘安全警告’的目的在于安全而正确产品、以事先免除事故的危险、请务必遵守。
‘安全警告’分为‘警告’与‘注意’两部分、在此、‘警告’与‘注意’的意义如下。

警告

注意

如下遵守有导致死亡或
重伤的潜在危险
如下遵守有导致轻伤的
潜在危险

•此标识是指在特定条件下、发生危险事故的警告符号。
•为避免发生危险、请严格按照说明书使用本产品。
•此符号表示“禁止”某种行为的标识。
•此符号表示“指示”某种行为的标识。

电源相关问题
(禁止)

禁止强行弯曲、捆绑、拽拉电源线。

在拔开电源插头时，请勿拽拉电源线而是要抓住电源头。

•有可能导致触电或短路而造成火灾。
请随时确认电源插头的状态。

•电源线受冲击有可能造成触电或火灾。
请务必随时确认电源插头及电源线的状态。

务必在接地的定额电流10A以上，交流120V专用插头。
请勿在一个插座中同时插入多个产品的插头。

请勿在电源线上覆压重物，并注意避免电源线被压在机
身下。

•有可能导致触电或短路而造成火灾。
请随时确认电源插头的状态。

•电源受损有可能导致火灾、触电及产品倾倒等现象。

务必在接地的定额电流10A以上，交流120V专用插头。
请勿在一个插座中同时插入多个产品的插头。

请注意电源线或插头被动物啃咬，或被螺钉等锋利金属
物质所破坏。

•与其他产品同时使用或使用其他器具，有可能导致发热、
着火、触电等情况。请随时确认电源插槽状态。
•若电源插头的接触部位沾有灰尘或水渍，请擦干净后使用。
•加长插头也要使用10A以上的产品。

•电源受损有可能导致短路、火灾、触电。
请务必随时确认电源插头及电源线的状态。

请勿使用交流120V以外的电源。
•会有触电或火灾危险。
•产品不会正常运行。

若电源插头的接触部位沾有灰尘或水渍，请擦干净后使用。
•有可能导致触电或短路而造成火灾。
有可能导致触电或短路而造成火灾。

禁止使用损坏的电源线、插头或松动的电源插座，
此时请向售后服务 中心咨询。

•会有触电或火灾危险。
请务必随时确认电源插头及电源线的状态。

搬运产品时，请勿拽拉电源线。
•会有触电、破损及火灾危险。
请务必随时确认电源插头及电源线的状态。

若电源部位被水浸湿，请拔开电源插头，完全干燥后
使用。
•会有触电或火灾危险。
请务必随时确认电源插头及电源线的状态。

请勿连选插拔电源。
•会有触电或火灾危险。

请勿擅自连接或加工电源线。
•会有触电或火灾危险。

在插入或拔开电源插头时，请务必去除手上的水。
漏水或清洗产品时，请务必拔出电源。
•会有触电或火灾危险。
请务必随时确认电源插头及电源线的状态。

•用湿手拔开电源插头具有触电危险。
•强行拽开电源，有可能出现电源插头异常，导致漏电或触电。
请务必随时确认电源插头及电源线的状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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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在使用产品的过程中，因使用不慎后电源插头的外皮脱落或
划破，有可能导致火灾或触电事故，请随时确认电源插头、
电源线的状态。
•当电源插头或电源线破损时，为防止发生危险情况请联系生
产商、经销商或有资格的技术人员（安装人员）更换电源。
•请在指定售后服务中心进行维修。
•会有触电或火灾危险。

维修、检查、更换零部件时，请务必拔开电源插头。

CHINESE

警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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安全上的警告
安装相关内容
警告

(禁止)

警告

(指示)

请勿在直接接触到阳光直射、雪、雨水等的户外场所，
有水的洗衣房或卫生间等地点使用本产品。

请安装在离墙壁和其他物 体保特 15cm 以上的距离,
上部保特30~60cm的空间。

•因受热、漏电而有可能导致火灾、触电等事故。

•若距离墙壁太近, 可能会损坏墙面。

请勿在产品周边保管或使用灭虫剂、可燃性气体、易燃
物质、毒性物质。

请安装在离电视 子产品2米以处 的位置。

•会有火灾、产品变形、故障危险。

•可能会导致电磁干扰。

请勿用于去除一氧化碳等有毒的气体。

请勿安装在凹凸不平、倾斜的地方或电垫板、坐垫上。

•有导致故障的可能。

•会有故障、噪音危险且产品有可能受损。
请务必随时确认产品状态。

请勿靠近窗帘处安装或使用。

请勿在餐厅、烧烤店等产生气味、油烟的地方使用。
•有可能导致性能低下。

请勿在有工业油烟或金属灰尘的地方使用。

•污染感应器、湿度感应器有可能不正常运转。

请安装在不受前后左右障碍物的地方，以促进空气循环。
请勿在厨房用作为排风扇或排油烟机。

•会有火灾及产品故障的危险。

•会导致产品滤网的净化功能下降。

在使用或泄露气体、可燃性、易燃性物质时，请务必敞
开窗进行换气后使用。

请勿用于保管动植物、精密仪器、美术品的保管等特殊
用途及地点。

•会有爆发及火灾的危险。

•有可能导致财产损失。

使用时
警告

(禁止)

请不要在产品空气吸入口或排出口放置障碍物。

切勿浸泡于水中。

•有可能造成空气净化功能减弱、异常噪音或故障。
•有可能减少加湿量。

•会有触电的危险。

若产品出现异常声音、冒烟、异味等现象，请拔开电源
插头后联系客服中心。

•若流入产品内部，可能会导致触电、火灾或产品受损。

•会有火灾、烫伤或受伤等危险。

请勿冲击水箱, 当受到冲击时具有破损的危险。

请不要将产品放置靠近火源的地方。

•有可能造成漏水。

•可能造成产品故障、变形等，甚至有火灾的危险。

请勿直接喷水清洗产品，或利用笨、稀料等 化学物质擦拭产品。

请勿将手指、筷子等导物放入产品空气吸入口及排出口。

•会有火灾及触电的危险。

•有可能因高速旋转的风扇而受伤。
•会有导致产品故障的危险。

请勿在吸入口喷洒灭虫剂、芳香剂等易燃物质。

请勿在产品侧面网状部注入香烟烟雾等毒性物质，
或用锋利的物品刺破网状部。

请勿通过直接拔掉电源插头的方式关闭产品。

•会有产品故障、火灾及触电的危险。

请不要将产品放置靠近火源的地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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请勿在产品上放置盛水的碗、药品、食品、小金属物、
易燃物质等。

•有可能造成火灾或性能减弱。
•会有火灾及产品故障的危险。

请勿攀爬产品或在产品上方放置沉重物品。

•可能造成产品故障、变形等，甚至有火灾的危险。

•因滑落、破损等导致产品故障及受伤。

请不要将产品放置靠近火源的地方。

请勿在产品工作时移动产品。

•可能造成产品故障、变形等，甚至有火灾的危险。

•会有火灾或触电的可能, 及导致产品部分受损。

安全上的警告
使用时
警告

(指示)

打开滤网盖时，请注意身体或杂物夹进产品内。

如需关闭电源时,请务必通过按电源键关闭电源。

•有可能导致身体受伤及产品故障等。

•有可能导致产品故障。

请勿让儿童接近产品或触摸及操作。
•会有触电或受伤的危险。

请使用40℃(104°F)以下的干净自来水。
•若使用40℃(104°F)以上水时，有可能导致产品变形。

当产品浸水时, 请务必咨询客服中心。
•会有触电或故障的危险。

请勿在水槽及水箱内放入肥皂水、化妆品、化学用品、芳
香剂、杀菌剂等物质。
•有可能对人体有害， 也有造成产品故障的危险。

若长时间不使用，请务必拔下电源插头，除去机身内
（水槽）剩余的水。
•会有火灾及触电的危险。
•有可能导致发霉或滋生细菌。

请勿仅拉水箱手把移动产品。

移动产品时, 请清空水槽及 水箱内的水后再进行移动。

请勿将机身内部（水槽、水箱）剩余的水给动物饮用或灌
溉植物。

•会有漏水的危险。

•会因产品倾倒而造成危险。

•有可能对健康造成影响，或导致意想不到的事故发生。

请勿直接向水槽内添水。
•因溢水可能导致产品故障及触电危险。

请勿将产品倒放使用。
•会有产品故障 的可能。

初效滤网需要定期用水清洗并充分干燥后使用。
•有可能导致产品性能减弱。

请勿在空调或暖风机的附近, 也不要在窗户附近使用。
•有可能影响感应器的准确感应。

•请参照[清扫方法]进行清扫 。（请参阅74~78页）
•产品污染 严重时，会导致滋生细菌、异味、加湿量减少等现象。

滤网更换周期满时, 请更换新滤网。
•有可能导致性能低下。

清扫后请将零部件正确组装到原位置。

请勿将产品放置于床头使用。
•睡觉时有可能因加湿时的冷空气导致感冒。。

请每天更换水箱的水。
•每天请倒掉水槽中剩余的水，并随时清洗水槽。
被污染的水会导致性能减弱，因水垢有可能导致滋生细菌及产
生异味。

CHINESE

请定期清扫产品。

•会有产品故障的可能。

•会导致身体受伤、产品故障。

请勿使用加湿器补助剂。
•有可能减弱产品性能或导致产品故障。

倒掉水槽内剩余水时，请勿直接抬举机身，而是卸下水槽
后倒水。
•若水进入机身内部时，有可能造成故障。

需要远距离移动时, 请倒掉机身内部（水槽、水箱）的水。
•若机身内部留有水的状态下移动时, 有可能导致溢水现象。

www.cuckooworld.com

请勿推拉或倚靠产品。
会有倒的可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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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e of Parts / Accessories
Main Body

Accessories

<Front>
Control Panel

Display Panel
Water Tank
Handle

Handle

Cleanliness Display

Water Tank

Air Outlet

User Manual

Cistern
Humidifying
Filter

<Back>

Fine Dust
Sensor Unit

Toxic Gas
Sensor Unit
Humidity
Sensor Unit

Humidifying
Filter

Air Purifying
Filter

Air Inlet

Filter Cover

Wheels Set

(packed separately)

※ The picture may differ from the actual product.

Air Purifying Filter System
Pre-Filter

Deodorization Filter

Section
Functions
It removes large dust, hair, fur of pets, etc. and
Level
Pre-Filter extends the replacement cycle of the Filter to be
1
replaced.
A Granular Activated Carbon Deodorization Filter,
Level Deodorization which is effective for removing smell and harmful
gas, is applied to remove the smell of foods, smoke
2
Filter
(smell) of cigarettes,
smell of animal fur, NO2, and smell of the bathroom.

Level
3

HEPA Filter

18

HEPA
Filter

It excellently removes dead bodies of mites, pollens,
fine dust, and smoke of cigarettes.

▶ Assembly sequence of Filters : HEPA Filter → Deodorization Filter → Pre-Filter

Details To Check before Use

Details to Check before Use
1

ENGLISH

Caution
When you do not use the product for a long time, pull out the Power Plug.
This product is exclusively for 120V~, 60Hz. Put the Power Plug in the exclusive Power Outlet.

Open the Filter Cover.
▶Open the Filter Cover by pulling the upper part
of each side of the Filter Cover.
※ If you hold the bottom of the Filter Cover and pull it
excessively, it may cause a damage to the product.

2

Take out the Filters and remove the packaging vinyl.
▶ Remove the packaging vinyl of Filters excluding the Pre-Filter, and assemble them onto
the product according to the assembly sequence of the Filter.
▶ Assembly sequence of Filters :
HEPA Filter → Deodorization Filter → Pre-Filter.
(Refer to the Air Purifying Filter System on page 18.)

➡
3

Reassemble the Filter Cover onto the product.

▶ When reassembling the Filter Cover, prevent your body
parts and materials from being stuck in.

4

Connect the power supply.
▶ This product is exclusively for 120V~, 60Hz.
Please connect the product to the exclusive
Power Outlet.

5

Press the ON/OFF button to turn ON the power,
press the Mode button to set the desired operation
mode.

6

When you want to stop the product, press the ON/OFF button again.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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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uring the Air Purification operation, the Fan will work for about 10 seconds and then stop.
▶ All the lights of the Display Panel will be turned O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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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tails To Check before Use
Humidifying Filter and Water Supply To Water Tank
Perform the same process for cleaning or replacing the Filter.

1

Disassemble the Water Tank.

2

Disassemble the Cistern as in the
picture.
Mount a Humidification Filter with its packaging removed.

3

▶ When mounting the Humidification Filter, first, remove the
packaging vinyl, wash the Filter in running water, and wet the
Filter with water sufficiently fora smooth humidification.

4

Open the Cover of the Water Tank, and put tap water into the Water Tank.
Caution

※ It is more hygienic to use tap water. Tap water is treated with chlorine and
it is hard for germs to breed. However, if you use other water than tap water
(well water, water from water purifier, mineral water, etc.), it is easier for a mold
or germs to breed.
※ Do not put boiled water of 40℃(104°F) or higher, aroma oil, chemicals,
pollutants, or air freshener in. (It may cause a malfunction.)
※ As the Water Tank may fall, hold the Water Tank with both hands.

5

Close the Cover of the Water Tank.
▶ Check if water leaks.
▶ Wipe out the moisture around the Water Tank.
▶ When a packing of the Cover of the Water Tank is missing, the
water may easily overflow causing electric shock or a damage to
the product.

Caution
※ When the Cover of the Water Tank is not properly assembled, water may leak, leading to an abnormal
operation, electric shock, or a damage to the product.

6

Assemble the Cistern and the Water Tank in order.

※ The quantity of humidification of the Humidification
Filter may decrease when a scale occurs.
Clean once or more a week.
※ If you do not want humidification, take out the
Humidification Filter, wash it with water, dry it in
the shade with good ventilation, and keep it.
(If you do not do so, it may cause a smell.)

Caution

※ When assembling the Water Tank, check if the Cistern, Humidification filter, and Float are properly assembled.
If they are not properly assembled, the humidification may be insufficient or it may cause a malfun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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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rol / Display Panel Functions

•ON/OFF : Use it when you operate or stop the product.

ENGLISH

Control Panel

•MODE : Use it when you select your desired mode.
※ Each time your press the button, the mode will change from "AUTO" to "MANUAL", "SLEEP", "FINE DUST",
"BABY", and "REPEAT" in order.
•FAN SPEED : Use it when you adjust the fan speed.
※ Each time you press the button, the fan speed will change, repeating in the order of "gentle" to "light" to "strong".
•TIME : Use it when you preset "AUTO ON/OFF" or the time for "REPEAT".
※ You can preset the timer and the time for repeated air purification from among one to 12 hours with one hour
as the unit.
•STERILIZATION : Use it when you activate the operation of Plasma Ionizer.
※ Press the button, and the STERILIZATION button will be turned ON, and the Plasma Ionizer will start
working. If you press the button again, the button will be turned OFF, and the Plasma Ionizer will stop.
•TURBO : Use it when selecting the Turbo operation.
※ Press the button, and the TURBO mode will begin. If you press the button again, the product will return to
the previous mode.
•MODE (3 Sec Setting) : Use it when setting a function.
※ If you press the button for three seconds or longer continuously in the waiting mode, the product will enter
the Language set-up mode, and a Voice Guide will be provided.
※ After entering the Language set-up mode, each time you press the button, the product will enter a mode in
the order of "Voice Volume set-up mode", "Filter Change Alarm set-up mode", "Cleanliness Display set-up
mode", "Sensor Sensitivity set-up mode", "Screen Power save function set-up mode", "Energy Eye set-up
mode", and "Turbo Operation Time set-up mode."
▶ Refer to How To Set Functions in pages 28~30.
•TIME (3 Sec Setting) : Use it when you performing Button Lock.
※ If you press the button for three seconds or longer continuously during operation, the Button Lock function
will be set. (When the Button Lock is set, the display of "L" will flicker three times.)
※ If you press the button again for three seconds or longer continuously when the Button Lock s set, the
Button Lock function will be canceled. (When the Button Lock is released, the display of "UL" will flicker
three times.)
※ When the Button Lock is set, " " light will be turned ON, and if you pressa button other than the TIME
button, the display of "L" will flicker three times.

Display Panel
• ON/OFF : This icon is turned ON when the product is working. It is turned OFF
when the product stops.
• MODE : When you select a mode from among Auto, Manual, Sleep, Finedust, Baby
and Repeat, the icon flickers for three seconds.
• FAN SPEED : When you select one from among gentle, light, and strong for the
Manual Air Purification, the icon will flicker for three seconds.
• TIME : When you select one from among the Auto On, Auto Off and Repeat, the
icon will flicker for three seconds and be turned ON.
• STERILIZATION : This icon is turned ON when the Plasma Ionizer is working. It is
turned OFF when the Plasma Ionizer stops.
• TURBO : When the product performs the Turbo operation, the icon will be turned 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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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UTO : This displays that the product is performing automatic air purification.
• MANUAL : This displays that the product is performing manual air purification.
• SLEEP : This displays that the product is performing air purification during sleep.
• FINE DUST : This is turned ON when the product is performing Fine dust air purification.
• BABY : This is turned ON when the product is performing air purification for baby.
• REPEAT : This is turned ON when the product is performing repeated airpurification.
• 88/%/Hr/Level : This displays the current humidity fan speed and preset time.
• VOICE : This is turned ON when the product is providing the Voice function.(If you
set the voice volume to be OFF, it is turned OFF.)
• WATER : This is turned ON when there is no water in the Water Tank.
• CHANGE FILTER : This is turned ON when it is the time for replacing the Filters.
• BUTTON LOCK( ) : This is turned ON when the product is performing the Button
Lock fun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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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rol / Display Panel Functions
/ Disorder Checking Function of Display Panel
Front Display Panel

•Cleanliness Display : This displays the cleanliness of the indoor air with colors.
※ Colors for cleanliness display : Red (polluted), violet (average), blue (clean)
※ If you do not operate the product in any way after you have put in the Power Plug, there will be nothing
displayed. If you want the product to work, press the ON/OFF button.
※ When you press a button, press it until a buzzer will sound. The design of the Control Panel and the
Display Panel may be different from the actual appearance.
※ When the product performs air purification, the performance of the product may differ depending on the
air volume.

Disorder Checking Function of Display Panel
When your method of using the product is not proper or there is a disorder in the product, the
Display Panel will display the below signs to alert. If any of the below signs is displayed constantly
even in the normal condition for use or after you have taken a countermeasure, contact our
Customer Service Center.
It appears when there is a disorder in the Fan Motor.
Contact our Customer Service Center.
It appears when there is a disorder in the Gas Sensor.
Contact our Customer Service Center.
It appears when there is a disorder in the Memory in the Micom.
Contact our Customer Service Center.
It appears when there is a disorder in the Humidity Sensor.
Contact our Customer Service Center.
It appears when there is a disorder in the Filter Cover. Remount the Filter Cover.
If the issue is not settled even after you have taken the above countermeasures,
contact our Customer Service Center.
It appears when the Water Tank is not mounted.
Remount the Water Tank. If the issue is not settled even after you have taken the
above countermeasures, contact our Customer Service Ce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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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appears when there is no water in the Water Tank.
Supply water. If the issue is not settled even after you have taken the above
countermeasures, contact our Customer Service Center

Basic Operation

1

Put in the Power Plug.

▶ The product will enter the waiting mode with a buzzer
sounding.

2

Press the ON/OFF button.

▶ The ON/OFF button icon and AUTO will be turned ON on the Display Panel, and the Fan

ENGLISH

Basic Operation

starts working.
The current humidity and the fan speed is displayed in turn with the interval of five
seconds on the 4-Digit 7-Segment Display.
※ When there is no water in the Water Tank, Add Water will be turned ON. When the Water
tank is not mounted, the Water Tank Not Mounted error will be displayed on the 4-Digit 7Segment Display.
※ When the Filter Cover is not mounted, the Filter Cover Not Mounted error will be
displayed on the 4-Digit 7-Segment Display.
※ The product remembers the mode operated last and starts working.
(Turbo operation is an exception.)

3-1

Press the MODE button to set the mode as you want.

▶ Each time your press the button, the mode will change from "AUTO" to "MANUAL",
"SLEEP", "FINE DUST", "BABY", and "REPEAT" in order.

3-2

Press the FAN SPEED to control the strength of wind as you want.

▶ When you press the button for the first time, the product will enter the Manual Air

Purification mode. Each time you press the button, the fan speed will repeat changing
from "gentle" to "light" and "strong" in order.

3-3

Press the TIME button to set the AUTO OFF time.

▶ You can set the AUTO OFF time by pressing the TIME button during operation.

※ If the AUTO OFF is set, the TIME button icon will flicker for three seconds and the light
will be turned ON.
※ You can set the AUTO OFF Time into one to 12 hours with one hour as the unit.
※ Preset the time to be “- -”, and the AUTO OFF mode will be canceled.

3-4

Press the STERILIZATION button to activate the Plasma Ionizer.

▶ If you press the button, the ion generation operation of the Plasma Ionizer will start
and the icon will be turned ON. If you press the button again while the Plasma
Ionizer is working, the operation of the Plasma Ionizer will be ended.

3-5

Press the TURBO button to change the operation mode.

▶ It is a mode to be selected when operating air purification at a high speed with the

4

When you want to stop the product, press the ON/OFF button again.

▶ All the lights of the Display Panel and the Front Display Panel will be turned OFF,
and the product will enter the waiting m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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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ximum air volume.
※ When the Turbo operation works, the Turbo icon will be turned ON.
※ Press the button again during the Turbo operation, and the product will enter the
previous operation m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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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eration Mode Information
Operation Mode Information
AUTO
•The product enters the mode when you press the ON/OFF button once in the waiting mode.

(When the product enters the mode for the first time, it starts from the automatic air purification,
and when there is a previous operation history, the product works in the previous operation mode.)
•The product senses the air cleanliness in the indoors, and automatic all controls the fan speed.
•The current humidity and the fan speed are displayed in turn with the interval of five seconds.
Current humidity displayed (50%)
Fan speed displayed (light)


MANUAL
•The product enters this mode when you press the MODE button once in the AUTO mode.
•Press the Fan Speed button and set the fan speed as you want (gentle, light, strong) for operation.

(When the product enters the mode initially, the product will work with a gentle fan speed.
When there is a previous operation history, the product will work at the previous fan speed.)
•The current humidity and the fan speed are displayed in turn with the interval of five seconds.
Current humidity displayed (50%)

Fan speed displayed (light)


SLEEP
•The product enters this mode when you press the MODE button twice in the AUTO mode.
•The product minimizes the air volume for good sleep, and performs a quiet air purification operation.
•When the product enters this mode initially, the operation screen will be displayed for seven seconds.

After that, only the "Sleep" display will be turned ON, and all the rest will be turned OFF.
Current humidity displayed (50%)

All but the Sleep display are turned OFF.

➡
FINE DUST
•The product enters this mode when you press the MODE button three times in the AUTO mode.
•The fan speed is automatically controlled according to a previously entered algorithm.
•The current humidity and the fan speed are displayed in turn with the interval of five seconds.

Current humidity displayed (50%)

Fan speed displayed (str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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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en there is no water in the Water Tank, the "Add Water" display will be turned ON.
※ The pollution degree is displayed from "Clean (blue)", "Average (violet)", and to "Polluted (red)".
※ The above figures show the screens of the Display Panel for each operation mode,
and may differ from the actual appearances shown when the product is working.

Operation Mode Information

After that, only the "Baby" display will turned ON, and all the rest will be turned OFF.
Current humidity displayed (50%)

All but the BABY display are turned OFF

ENGLISH

BABY
•The product enters this mode when you press the MODE button four times in the AUTO mode.
•The product minimizes the air volume, and operates the STERILIZATION function to help babies sleep well.
•When the product enters this mode initially, the current humidity will be displayed for seven seconds.

➡
REPEAT
•The product enters this mode when you press the MODE button five times in the AUTO mode.
•Press the TIME button to set the Repeated Operation time.

(You can set the time into one to 12 hours with one hour as the unit.)
•When the TIME button is not pressed, the product will repeat operation andstop with one hour as the unit.
•When there is a previous operation history, the product will work for the previously set time.
•The product repeats operation and stop according to the set time.
•The operation is the same as in the AUTO mode.

Display

[ON]

[OFF (in case it's turned
ON within one hour)]

Fan speed displayed (light)





TURBO
•You can enter this mode if you press the Turbo button once.
•The product rapidly performs air purification by setting the maximum fan speed.
•The current humidity and the fan speed are displayed in turn with the interval of five seconds.
•When the product enters this mode initially, the Turbo Operation time is 30 minutes, and when

the operation time has passed, the product returns to the previous operation mode.
•You can change the operation time through function setting.

▶ Refer to How To Set Functions in page 30.

Current humidity displayed (50%)

Fan speed displayed (Turb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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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en there is no water in the Water Tank, the "Add Water" display will be turned ON.
※ The pollution degree is displayed from "Clean (blue)", "Average (violet)", and to "Polluted (red)".
※ The above figures show the screens of the Display Panel for each operation mode,
and may differ from the actual appearances shown when the product is wor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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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eration Status Information
STERILIZATION
Press the STERILIZATION button while the product is working, and the Plasma Ionizer's
operation will be activated, and the STERILIZATION icon will beturned ON. If you press the
button again, the operation will stop, and the STERILIZATION icon will be turned OFF.

AUTO OFF
•Press the TIME button during operation, and the product will enter the AUTO OFF time setting screen.
•Each time you press the TIME button, the reservation time will be added by one hour, and you can set

the time into up to 12 hours.
•After the product operates for the preset time, the product will automatically stop.

[In case of setting the AUTO OFF time to be eight hours]

AUTO ON
•Press the TIME button in the waiting mode, and the product will enter the AUTO ON time setting screen.
•Each time you press the TIME button, the reservation time will be added by one hour, and you can set the

time into up to 12 hours.
•After the product waits for the preset time, the product will auto matically start working.

(When the product enters the mode for the first time, it starts from the automatic air purification,
and when there is a previous operation history, the product works in the previous operation mode.)

[In case of setting the AUTO ON time to be eight hours]

Power-Saving Mode
•When the Energy Eye Night Sensor senses darkness during operation, all displays (including the cleanliness

display) will be turned OFF, and the Power-Saving mode will be activated.
•When it gets brighter around the product or a button is pressed, the Power-Saving mode will be canceled.
•Refer to the Other Setting Methods in page 30 for how to set the Energy Eye function.

※ The above figures show the screens of the Display Panel for each operation status, and may differ from
the actual signs shown when the product is wor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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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eration Status Information

cleaning or contact by a child, the Button Lock will be set.
•Press the TIME button continuously for three seconds or longer again, and the Button Lock will be

released.

<In case the Button Lock is set>

ENGLISH

Button Lock
•If you press the TIME button continuously for three seconds or longer to prevent a malfunction due to

<In case the Button Lock is set>

CHANGE FILTER
•It is turned ON when it is time for replacing the Filters. After replacing the Filters, initialize the time for filter

change.
ᆞ Refer to Other Setting Methods in page 29 for how to initialize (how to turn OFF the Change Filter light).
※ If 24 hours have passed, the Change Filter light will be automatically turned OFF, so replace the Filters
within the time limit.

[Filter change alarm activated in the AUTO mode]

Add Water
It appears when there is no water in the Water Tank. If you add water into the Water Tank,
the Add Water display will be turned OFF.
[No Water alarm activated in the AUTO mode]

※ The above figures show the screens of the Display Panel for each operation status, and may differ from
the actual signs shown when the product is working.
www.cuckooworl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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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ther Setting Methods
How to Set Language
You can set your preferred voice among English, Chinese and Korean voices.
The default voice setting is English.

1

After putting the Power Plug in, press the Mode button for three seconds or longer
in the waiting mode (when all the lights of the Display Panel are turned OFF).
(While the product is working, stop it by pressing the "ON/OFF" button.)

The Display Panel will display "En" as in the picture.
Please select the language(English, Chinese, Korean)by pressing "Fan Speed" button.
4 Save the function setting by pressing the "ON/OFF" button.
2
3

※ When you press the TIME button or remove the Power Plug, the function setting will be canceled.
※ When no button is pressed for seven seconds or longer, the function setting will be canceled.

<In case of setting English voice>

<In case of setting chinese voice> <In case of setting Korean voice>

How to Set Voice Volume
This is how to cancel the Voice function or control the voice volume.

1

After putting the Power Plug in, press the Mode button for three seconds or
longer in the waiting mode (when all the lights of the Display Panel are turned
OFF), enter the Language Setting, and press the Mode button again.
(While the product is working, stop it by pressing the "ON/OFF" button.)

The Display Panel will display "3" and "Voice" as in the picture.
3 Set the volume as you want by pressing the "Fan Speed" button.
2

※ If you set the volume to be "0F," the Voice function will be canceled.

4 Save the function setting by pressing the "ON/OFF" button.

※ When you press the TIME button or remove the Power Plug, the function setting will be canceled.
※ When no button is pressed for seven seconds or longer, the function setting will be canceled.

➡
<In case Voice function is canceled>

➡
<Default Voice Volume>

<Maximum Voice Volume>

How To Initialize time for filter change alarm
This is how to set the initialize the time for filter change alarm after the filter is replaced. When the
"Change Filter" light is turned ON, replace the filters, and initialize the time for filter
change alarm.
After putting the Power Plug in, press the STERILIZATION button for three seconds in the waiting
mode (when all the lights of the Display Panel areturned OFF) and the alarm will be initialized.
Press the STERILIZATION button for three seco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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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ther Setting Methods
This is how to set or cancel the Filter change Alarm function.

1 After putting the Power Plug in, press the Mode button for three seconds or longer in

the waiting mode (when all the lights of the Display Panel are turned OFF), enter the
Language Setting, and press the Mode button twice.

(While the product is working, stop it by pressing the "ON/OFF" button.)

2 The Display Panel will display "On" and "Change Filter" as in

ENGLISH

How To Set Filter change Alarm

the picture.

3 Press the "Fan Speed" button to set (On) or cancel the mode.
※ When canceled, the function will not work.

<Filter change Alert ON>

※ When you press the TIME button or remove the Power Plug, the function
setting will be canceled.
※ When no button is pressed for seven seconds or longer, the function
setting will be canceled.

<Filter change Alert OFF>

4 Press the "ON/OFF" button to save the setting.

How To Set Cleanliness Display
This is how to set the purification status display on the Display Panel.

1 After putting the Power Plug in, press the Mode button for three seconds or longer in

the waiting mode (when all the lights of the Display Panel are turned OFF), enter the
Language Setting, and press the Mode button three times.
(While the product is working, stop it by pressing the "ON/OFF" button.)

2 The Display Panel will display "On" as in the picture.
3 Press the "Fan Speed" button to set or cancel the mode.
※ When canceled, other colors will not be displayed on the indicator.

<Cleanliness display ON>

※ When you press the TIME button or remove the Power Plug, the function
setting will be canceled.
※ When no button is pressed for seven seconds or longer, the function
setting will be canceled.

<Cleanliness display OFF>

4 Press the "ON/OFF" button to save the setting.

How To Set Sensor Sensitivity

This is how to set the sensitivity of the Cleanliness Sensor. You can set the sensitivity to be low,
average, or high. The default sensor sensitivity is average.

1 After putting the Power Plug in, press the Mode button for three seconds or longer in

the waiting mode (when all the lights of the Display Panel are turned OFF), enter the
Language Setting, and press the Mode button four times.
(While the product is working, stop it by pressing the "ON/OFF" button.)

2 The Display Panel will display "2" and "Level" as in the picture.
※ Level 1: It sets the Sensor sensitivity to be low. (Select it when there are a lot of changes in the air volume
and the environment around the product is clean during the automatic operation.)
※ Level 2: It sets the Sensor sensitivity to be average.
※ Level 3: It sets the Sensor sensitivity to be high. (Select it when there is no change in the air volume and the
environment around the product is polluted during the automatic operation.)

4 Save the function setting by pressing the "ON/OFF" button.

※ When you press the TIME button or remove the Power Plug, the function setting will be canceled.
※ When no button is pressed for seven seconds or longer, the function setting will be canceled.

www.cuckooworld.com

3 Set the level from among Level 1 through 3 by pressing the "Fan Speed"butt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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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ther Setting Methods
How To Set Screen Power Save
When no button is pressed during operation, this function properly controls the brightness of the
screen to save the energy.

1 After putting the Power Plug in, press the Mode button for three seconds or longer in

the waiting mode (when all the lights of the Display Panel are turned OFF), enter the
Language Setting, and press the Mode button five times.
(While the product is working, stop it by pressing the "ON/OFF" button.)

2 The Display Panel will display "On" as in the picture.
3 Press the "Fan Speed" button to set or cancel the mode.
※ When canceled, the screen lighting will be maintained to be bright.

<Screen Power Save ON>

※ When you press the TIME button or remove the Power Plug,
the function setting will be canceled.
※ When no button is pressed for seven seconds or longer,
the function setting will be canceled.

<Screen Power Save OFF>

4 Press the "ON/OFF" button to save the setting.

How To Set Energy Eye Function

This is a function to minimize energy consumption by recognizing the brightness of the surroundings
automatically while the product is operating air purification. It minimizes the functions of the Display
Panel when it senses darkness. It is a method to set the darkness sensing range of the Night Sensor
used for power-saving function.

1 After putting the Power Plug in, press the Mode button for three seconds or longer in

the waiting mode (when all the lights of the Display Panel are turned OFF), enter the
Language Setting, and press the Mode button six times.
(While the product is working, stop it by pressing the "ON/OFF" button.)

2 The Display Panel will display "2" as in the picture.
3 Set the level from among OFF through level 3 by pressing the

"Fan Speed"button.

※ OFF: Set OFF when you do not use the darkness sensing function.
※ Level 1: The product operates the darkness sensing function in surroundings
darker than the reference value (Level 2).
※ Level 2: Reference value for darkness sensing mode
※ Level 3: The product operates the darkness sensing function in surroundings
brighter than the reference value.

<Level 2>

<Energy Eye OFF>

4 Press the "ON/OFF" button to save the setting.

※ When you press the TIME button or remove the Power Plug, the function setting will be canceled.
※ When no button is pressed for seven seconds or longer, the function setting will be canceled.

How to Set the Time for Turbo mode

This is a function to set the operation time of the Turbo operation. The default Turbo operation time is 30 minutes.

1 After putting the Power Plug in, press the Mode button for three seconds or longer in

the waiting mode (when all the lights of the Display Panel are turned OFF), enter the
Language Setting, and press the Mode button seven times.
(While the product is working, stop it by pressing the "ON/OFF" button.)

2 The Display Panel will display "30" as in the picture.
3 Press the Fan Speed button to set one from among 10 minutes, 20 minutes,

30 minutes, 40 minutes, 50 minutes, and Non-Stop operation.

<In case of selecting
30 minutes>

4 Press the "ON/OFF" button to save the function set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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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en you press the TIME button or remove the Power Plug, the function setting will
be canceled.
※ When no button is pressed for seven seconds or longer, the function setting will be
canceled.

<In case of selecting
Non-Stop Operation>

Cleaning and Maintenance Guide
※ Pull out the Power Plug when cleaning the product.

How to Clean the Main Body (Clean once every two to four weeks.)
1
2

Wet a soft cloth in lukewarm water, wring out
the cloth, and wipe out the product with it.
Remove the dust on the grooves of the exterior
with a cotton swab or a cotton flannel.

ENGLISH

Caution

※ Do not wipe out the Control Panel and the Display Panel
with an alkaline detergent.
※ Do not wipe out the surface of the product by using
sulfuric acid, hydrochloric acid, or an organic solvent
(thinner, kerosene, etc.) and do not attach a sticker, etc.
The surface may be damaged.

How to Clean the Filter Cover
1

Disassemble the Filter Cover from the product,
and remove the dust on the surface with a soft,
dry cloth or a soft brush.

How to Clean the Air Outlet (Clean once every two to four weeks.)
1

Remove the dust on the Air Outlet by using a
soft brush and a cleaner.
※ The cleaning cycle varies according to the environment
and the time of use, so frequently clean in an environment
with much dust.

How To Store
Drain all water in the Water Tank and the Main Body, and wipe out completely.

2

Remove the moisture on the Cistern and the Water Tank, wash the Humidifying
Filter, wipe out with a dry cloth, and dry them in a cool shadow.

3

If you do not use the product for a long time, pack the Filter and the Main Body
with a vinyl cover, etc. and keep them for no dust or foreign substance to go
into the product.
※ If water is left for a long time, general germs will breed, and the foreign substances in the water and the
air in the atmosphere will be mixed, causing the internal devices in the product to corrode and
preventing the moisture from being discharged. Thus, it may cause a malfunction of the produ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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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eaning and Maintenance Guide
How to Clean the Fine Dust Sensor
(Clean once every one to two months.)
1

Open the Filter Cover.
▶ Open the Filter Cover by pulling the upper part of each side of
the Filter Cover.
※ If you hold the bottom of the Filter Cover and pull it excessively,
it may cause a damage to the product.

2

Open the cover of the Fine Dust
Sensor.
▶ Start cleaning with a soft brush or a
vacuum cleaner.

3

Carefully wipe out the Lens of the Fine Dust Sensor
with a cotton swab.
▶ Start cleaning with a soft brush or a vacuum cleaner.
※ If you do not clean it on a regular basis, it may cause a reduced
performance of the Fine Dust Sensor.
※ As the cleaning cycle varies according to the environment, more
frequently clean it in an environment with much dust.

※ Do not wipe out the sensor unit with a volatile material (alcohol, acetone,etc.) excluding water.
※ When there is a foreign substance (dust) on the Lens of the Fine Dust Sensor, the status of the pollution
degree shown on the display may not change from "Polluted". In this case, completely clean the Sensor
ag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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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eaning and Maintenance Guide

How to Clean the Water Tank (Clean every day)
1

Disassemble the Water Tank on the side of the product from the product, and turn
the Water Tank Cover placed at the bottom of the Water Tank counterclockwise
to open it. Before opening the Water Tank Cover, press the center of the Cover to
cancel the vacuum state.
Then, you can more easily open the Cover. When there is water remaining in the
Water Tank, drain the water before cleaning.

2

Put coarse salt or a little neutral detergent and water in the Water Tank,
close the Cover, and shake the Water Tank four to five times to wash it.

3

Open the Water Tank Cover by turning
it counterclockwise, and wash the
Water Tank with running water.

ENGLISH

Caution

※ As the Water Tank is weak against an impact, avoid a damage to it. When it is damaged,
there is risk of water leak.
So, do not use it, and contact our Customer Service Center
※ When the Cover of the Water Tank is not closed completely, it may cause a water leak.

▶ In order to remove salt or remaining detergent,
put water in the Water Tank and wash it three
times or more.
※ Do not give an external impact to the Water Tank.
When a strong impact is given, it may cause a damage. It may cause a water leak.
4

※ Tightly close the Cover clockwise (in the direction of CLOSE).
※ When you first start using the product, it take some time to fill the tank before it starts operating.
※ Each time you put in water, check the status of the Water Tank, and if it is dirty, please clean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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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y the Water Tank in a
shade, remove all the
moisture, close the Water
Tank Cover, and
assemble it with the
produ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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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eaning and Maintenance Guide
How to Clean the Cistern (Clean every day)
1

Disassemble the Water Tank from
the product, pull the Cistern on the
sides of the product, and
disassemble it.

▶ Disassemble it carefully so that the water
does not overflow.

2

Disassemble the Humidifying Filter from the Cistern.

▶ When you disassemble it, the water absorbed by the Humidifying Filter may be discharged.
▶ Soak the Humidifying Filter in lukewarm water for 30 minutes, and then softly clean it in running
water by using a brush.

3

Put a neutral detergent on a soft cloth or a cleaning brush, and wipe the Cistern
in running water.
▶ Wipe out the moisture on the Cistern with a soft, dry cloth, and dry it in a shade.

4

Assemble it in the reverse order of disassembly.

Caution

34

•After cleaning, if the Cistern, Filters, and Water Tank are not properly assembled, the product won't
operate properly.
•Discoloration of the surface of the Filters and scale are natural phenomena occurring as minerals in the
water condense. Thus, it may differ depending on the water quality and environment.
- When discoloration or scale occurs, the quantity of humidification may decrease. Thus, soak the
Humidifying Filter in water for 30 minutes once or more a week, and clean it in running water.
•If a lot of impurities are attached to the Humidifying Filter or the Cistern, the humidification performance
may decrease or it may become harder to cleanthe Cistern. Also, it may cause a smell or a decrease in
performance.

•The Pre-Filter can be reused by removing dust or washing with water.
•If you do not clean the Pre-Filter for a long time, it may cause a reduced performance of the product.
•The Deodorization Filter, and HEPA Filter cannot be reused if washed.
Please do not wash them with water.

How to Clean the Pre-Filter (Clean once every once two weeks)
1

ENGLISH

Cleaning and Maintenance Guide

Open the Filter Cover.

▶ Open the Filter Cover by pulling the upper part of each
side of the Filter Cover.
※ If you hold the bottom of the Filter Cover and pull it excessively,
it may cause a damage to the product.

2

Remove the dust on the surface of the Pre-Filter
by using a vacuum cleaner.

▶ If you do not remove the dust on the surface, some dust
may fall onto the floor when you disassemble the Pre-Filter.

3

Press the handle of the Pre-Filter,
disassemble the filter and wash it
with lukewarm water.
▶ Wash the disassembled Pre-Filter with
water, and completely dry it in a shade.
※ When there is moisture, it may cause a
malfunction or smell.

Caution
•If you wash it with hot water or dry it in direct sunlight, the Filter may be deformed.

4

Mount the Pre-Filter on the product and install the Filter Cover on the product.

▶ When mounting the Pre-Filter on the product, please make sure you put it in the groove accurately.

www.cuckooworl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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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w To Replace the Filters
•Always pull out the Power Plug before replacing the Filters.
•When the filter cleaning or replacement cycle has passed, it may cause a lowered performance of the
product or smell.

•If you use a similar filter other than the CUCKOO genuine filter, it may cause a lowered performance
or a malfunction of the product. (Please use the CUCKOO genuine filter)

•If an Air Purifying Filter is torn on the surface or wet with water, do not use it, and replace it with a new
one.
Contact our Customer Service Center(on page 5). for purchase of filters.
•The filter replacement cycle can be varied depending on the surrounding environment.

Filter Cleaning and Replacement Cycle
Filter

Cleaning/
Replacement Cycle

Cleaning/
Replacement

Pre-Filte

Once / 2~4 weeks

Cleaning and Washing

Deodorization Filter

Once / 12 months

Replacement

HEPA Filter

Once / 12 months

Replacement

Once / 1 weeks

Cleaning and Washing

Once / 6 months

Replacement

Humidification filter

How To Replace the Air Purifying Filter
Check the front of the Filter before replacing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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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w To Mount the Wheels

Wheels Sets

1. Wheels (four units)

Tools needed for mounting

2. Screws (eight units)

ENGLISH

Caution
•Pull out the Power Plug when mounting the wheels.
•Do not lean on the product with wheels and do not let a child ride on the product with wheels.
※ It may cause a malfunction of the product or injury due to fall or damages.

‘+’ screwdriver

How To Mount the Wheels (optional)
1

Lay the product carefully on the floor not to
damage it.
▶ When you lay the product on the floor, avoid giving a
damage to the Power Cord.

2

Match the groove unit at the top of a wheel
with the bump on the floor of the product, and
assemble the screws with the ‘+’ screwdriver.
▶ Two screws for one wheel.
▶ When assembling the wheels, prevent your body parts
from being stuck in the product.

Assemble the other parts in the same way.

4

After assembling, check if they are safely
mounted, and carefully install the produ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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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EASE CHECK BEFORE
ASKING FOR SUPPORT
▼ When the device is not used properly in compliance with the User Manual, the device may not operate properly
even if it is not broken down.
Please take the following measures accordingly if there is a problem with the device. If there is still a problem,
please contact our Customer Service.

Problem

Checklist

Recommendation

The product won't
work even if I press
the Power Supply
button.

•Is the Power Plug firmly put in the Power Outlet?
•Isn't the place blacked out?
•Is the product properly assembled?
•Is the Water Tank put in properly?
•Have you pressed the ON/OFF button?

•Put the Power Plug in a Power Outlet of
120V~, 60Hz.
•Use the product after electricity is supplied.
•Assemble the product properly.
•Assemble the Water Tank again properly.
•Press the ON/OFF button.

The air volume won't
change.

•Isn't the product in the MANUAL mode?
•Isn't the product in the SLEEP or BABY
mode?

•Change the mode into the operation mode you want.
•During the Sleep or Baby mode, the air volume is
fixated to be the minimum air volume.

The air does not seem •Is the indoor pollution severe?
to be purified.
•Isn't the room too large?
•Is there any obstacle around the product?
•Is the product installed where wind cannot
move freely?
•Hasn't the time for filter cleaning and
replacement passed?

•Ventilate the room and then use the product.
•Use the product in an area not exceeding its
coverage limit.
(Avoid places with a good ventilation such as an
entry and a window.)
•Remove the obstacle.
•Install the product elsewhere.
•Check the Filter cleaning and replacement cycle
and clean or replace the Filters.

There is a smell at the •Is the smell a smell that was there in the early •It is a smell of an activated carbon. The smell will
days after you purchased the product?
disappear one to two weeks after the product starts
Air Outlet.
•Do you use the product in a place with a lot
of smoke or smell?

There is a strange
sound.

•Is the water in the humidifying cistern
polluted?
•Hasn't the time for filter cleaning and
replacement passed?

•Clean the cistern and the water tank and add water.

•Isn't the sound a clicking sound?

•During the STERILIZATION mode, a clicking sound
may be made due to generation of ion.
•It is a sound of water being supplied from the Water
Tank to the Cistern. (It is not a malfunction.)

•Isn't the sound a pumping sound?

•Check the Filter cleaning and replacement cycle
and clean or replace the Filters.

The color of the air
purification status
display is always the
same.

•Isn't there dust on the Lens of the Dust
Sensor?
•Is the pollution degree with dust
continuously low or high?

•Clean the Lens of the Dust Sensor.
•Adjust the sensitivity of the Dust Sensor to be dull
or standard.

The humidity does
not increase.

•Isn't the room too large?
•Is there water in the Water Tank?
•Isn't the humidifying filter polluted?

•Use the product in an area not exceeding its
coverage limit.
•Fill the Water Tank with water.
•Clean the humidifying filter or check the
replacement cycle and replace it if necessary.

Wind comes out, but
not the humidity.

•This product is a vaporizing
Air Purifier with natural humidification function
with invisible steam.

When other functional •Check the phenomenon of the issue, pull out
the Power Plug, and contact our Customer
defects occur
Service Ce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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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eration. It is a smell of an activated carbon
(charcoal) which is harmless to the humanbody.
•The air purification performance may decrease in a
place with much smokeor smell. Ventilate the room
before using the product.

각 부분의 명칭 / 부속품 안내
본체
< 전면 >

Accessories

기능조작부

기능표시부
손잡이

청정도 표시등

물탱크
손잡이
물탱크

공기 배출구

사용설명서

수조
가습필터

< 후면 >

미세먼지 센서부

유해가스 센서부

가습필터

공기 흡입구

필터 덮개

바퀴 세트
(별도 포장)

KOREAN

공기청정 필터

습도 센서부

※ 그림은 실물과 다를 수 있습니다.

공기청정 필터 시스템
프리 필터

탈취필터

필터 기능

1단계

프리
필터

큰 먼지 및 머리카락, 애완 동물의 털 등을 제거하여
교환용 필터의 교체주기를 연장해 줍니다.

2단계

탈취
필터

냄새 및 유해가스 제거에 효과적인 입상 활성탄 탈취
필터를 적용하여 음식 냄새와 담배연기(냄새), 동물털
냄새, NO2, 화장실 냄새를 제거하여 줍니다.

3단계

헤파
필터

진드기 사체, 꽃가루, 미세분진 및 담배연기에 탁월한
제거 성능을 발휘합니다.

▶ 필터 조립 순서 : HEPA 필터 → 탈취 필터 → 프리 필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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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PA 필터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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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전 확인사항
주의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을 때는 전원플러그를 빼 주세요.
본 제품은 120V~, 60Hz 전용제품 입니다. 전용 콘센트에 플러그를 꽂아주세요.

사용 전 확인 사항
1

필터덮개를 열어 주세요.
▶ 필터덮개 좌•우측 상단부분을 당겨 열어 주세요.
※ 필터덮개 하단부분을 잡고 무리하게 잡아당기면
제품 파손의 위험이 있으니 주의하십시오.

2

필터를 꺼내 포장비닐을 제거합니다.
▶ 프리 필터를 제외한 필터들의 포장비닐을 제거한 후, 필터순서에 따라 제품에 조립해 주세요.
▶ 필터 조립 순서 : HEPA 필터 → 탈취 필터 → 프리 필터
(page 39. 공기청정 필터 시스템을 참고 하세요.)

➡
3

필터 덮개를 다시 제품에 재 조립해 주세요.
▶ 필터 덮개를 재 조립시 신체나 물질이 끼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신체 상해 및 제품고장의 원인이 됩니다.

4

전원을 연결해 주십시오.
▶ 본 제품은 120V~, 60㎐ 전용입니다.
반드시 전용 콘센트에 연결해 주십시오.
120

40

5

운전/정지 버튼을 눌러 전원을 켠 후 운전선택
버튼을 눌러 희망하는 운전모드로 설정하여 주세요.

6

정지시킬 때는 운전/정지 버튼을 한번 더 눌러주세요.
▶ 공기청정 운전 중 이었을 경우 팬이 약 10초간 운전 후 정지됩니다.
▶ 기능 표시부 및 공기청정 상태표시부등의 램프가 모두 소등됩니다.

사용전 확인사항
가습필터 및 물탱크 급수
필터 청소 및 교환시에도 동일 하게 진행하여 주십시오.

1

물탱크를 분리시켜 주세요.

2

수조를 그림과 같이 분리하여 주세요.
포장을 제거한 가습필터를 장착하여 주세요.

3
4

▶ 가습필터 장착 시 포장비닐을 제거한 후 흐르는 물에 세척한
후 원활한 가습을 위해 물을 충분히 적셔 주세요.

4

물탱크 뚜껑을 열고 물탱크에 수돗물을 넣습니다.
주의

어려우나 수돗물 이외의 물(우물물, 정수기, 미네랄워터 등)을 사용하면, 곰팡이나 세
균이 번식하기 쉬워집니다.
※ 40도 이상의 끓인물 이나 아로마 오일, 화학약품, 오염물, 방향제를 넣지 마세요.
(오작동 및 고장의 원인)
※ 물탱크가 넘어질 수 있으니 반드시 두 손으로 물탱크를 잡아주세요.

5

물탱크 뚜껑을 잠급니다.
▶ 물이 새지 않는지 꼭 확인해 주세요.
▶ 물탱크 주위의 물기를 반드시 닦아내 주세요.
▶ 물탱크 뚜껑의 패킹이 빠져서 조립된 경우 물이 쉽게 넘쳐 감전 및
제품 손상의 위험이 있습니다.

KOREAN

※수돗물을 사용하면 더 위생적입니다. 수돗물은 염소처리 되어 있어 세균이 번식하기

주의
※ 물탱크 뚜껑 정상적으로 조립되지 않을 경우 누수에 의해 정상 작동이 되지 않거나 감전 및 제품 손상의 위험의 있습니다.

6

수조와 물탱크를 차례대로 결합하여 주세요.

주의
※ 물탱크 결합시 수조, 가습필터, 플로트가 올바르게 조립되어 있는지 확인해 주세요.
올바르게 조립되어 있지 않을 경우 충분히 가습되지않거나 고장의 원인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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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습필터는 스케일이 발생할 경우 가습량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1주일에 한번 이상 청소하여 주십시오.
※ 가습을 원치 않으실 경우 가습필터를 빼내어 물에 씻은 후
통풍이 잘 되는 그늘진 곳에서 말린 후 보관하여 주십
시오.(냄새발생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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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 조작부 및 표시부의 이름과 역할
기능조작부

•운전/정지 - 제품을 운전 및 정지 시 사용합니다.
•운전선택 - 운전모드 선택 시 사용합니다.

※ 버튼을 누를 때 마다 “자동 공기청정” - 수동 공기청정 - 취침 공기청정 - 황사 공기청정
- 유아 공기청정 - 반복 공기청정” 순으로 순환되어 변경됩니다.

•바람세기 - 바람세기 조절 시 사용 합니다.

※ 버튼을 누를때 마다 “미풍 - 약풍 - 강풍” 순으로 순환되어 변경됩니다.

•예약설정 - “꺼짐, 켜짐 예약” 및 “반복 공기청정” 시간 설정시 사용합니다.

※ 예약 및 반복 공기청정 시간은 1시간 ~ 12시간까지 1시간 단위로 설정 가능합니다.

•공기제균 - 플라즈마 이온발생기 동작 선택/해제 시 사용합니다.
※ 버튼을 누르면 공기제균 버튼이 점등되면서 플라즈마 이온발생기가 동작되고, 한번 더 누르면
공기제균 버튼이 소등되면서 플라즈마 이온발생기가 중지됩니다.
•터보운전 - 터보운전 선택시 사용합니다.
※ 버튼을 누르면 터보 공기청정 운전이 시작되고, 버튼을 한 번 더 누르면 이전 모드로 복귀합니다.
•기능설정 - 기능 설정 시 사용합니다.

※ 동작 대기상태에서 운전선택 버튼을 연속으로 3초 이상 누르면, 언어 설정모드로 진입하고 안내 음성이
나옵니다.
※ 언어 설정 모드 진입 후, 운전 선택 버튼을 누를때마다 “음성 볼륨 설정 - 필터교체 알림기능 설정 청정도 표시 기능 설정 - 센서 민감도 설정 - 화면조명 절전기능 설정 - 에너지아이 기능 설정 터보운전 시간 설정” 순으로 진입합니다.
▶ 기능 설정 방법 49~51Page 참조

•버튼잠금 - 버튼 잠금시 사용합니다.

※ 운전중에 예약설정 버튼을 연속으로 3초이상 누르면 버튼 잠금 기능이 설정됩니다.
(버튼잠금 설정시“L”표시 3회 점멸)
※ 버튼잠금이 설정된 상태에서 예약설정 버튼을 연속으로 3초이상 다시 누르면 버튼 잠금 기능이 해제됩니다.
(버튼잠금 해제시“UL”표시 3회 점멸)
※ 버튼잠금이 설정된 상태에서는 “ ”등이 점등되고, 예약 설정 버튼 외에 다른 버튼을 누를 경우,
“L” 표시가 3회 점멸됩니다.

기능표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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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 - 자동 공기청정 동작 시 표시합니다.
•수동 - 수동 공기청정 동작 시 표시합니다.
•취침 - 취침 공기청정 동작 시 표시합니다.
•황사 - 황사 공기청정 동작 시 점등합니다
•유아 - 유아 공기청정 동작 시 점등합니다.
•반복 - 반복 공기청정 동작 시 점등합니다.
•88/%/Hr/단계 - 현재습도 바람세기 단계, 예약시간을 표시합니다
•음성 - 음성기능 동작 시 점등합니다. (음성볼륨을 OFF로 설정하면 소등합니다.)
•물보충 - 물탱크에 물이 없을 경우 점등합니다.
•필터교체 - 필터교환 주기가 되면 점등합니다.
•버튼잠금( ) - 버튼잠금 기능 동작 시 점등합니다. •터보운전 - 터보운전 동작시 아이콘이 점등합니다.
•운전/정지 - 운전 동작 시 아이콘이 점등하고 정지 시 소등합니다.
•운전선택 - 자동, 수동, 취침, 황사, 유아, 반복 선택 시 아이콘이 3초간 점멸합니다.
•바람세기 - 수동 공기청정 미풍, 약풍, 강풍 선택 시 아이콘이 3초간 점멸합니다.
•예약설정 - 켜짐, 꺼짐 예약 및 반복 공기청정 선택 시 아이콘이 3초간 점멸 후 점등합니다.
•공기제균 - 플라즈마 이온발생기 동작 시 아이콘이 점등하고 정지 시 소등합니다.

기능 조작부 및 표시부의 이름과 역할
/ 기능 표시부의 이상점검 기능
전면표시부

•청정도 표시등 - 실내공기의 청정도를 색상으로 표시합니다.
※ 청정도 표시 색상 : 빨강(오염), 보라(보통), 파랑(청정)

※ 전원플러그를 꽂고 아무 동작을 하지 않을 경우, 아무런 표시가 되지 않습니다.
동작을 원하시면 [운전/정지] 버튼을 눌러주세요.
※ 버튼 조작 시 부저음이 발생할 때까지 눌러주시고 기능 조작부 및 표시부의 디자인은 실물과 다를 수 있습니다.
※ 공기청정 운전시 풍량에 따라 제품능력이 달라질수 있습니다.

기능 표시부의 이상점검 기능

팬 모터에 이상이 있을 때 나타납니다.
고객상담실로 문의하십시오.
가스센서에 이상이 있을 때 나타납니다.
고객상담실로 문의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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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방법이 올바르지 않거나 제품에 이상이 생겼을 때 아래와 같은 표시가 나타나 경보를 하여 줍니다. 정상적인 사용
조건에서나 혹은 조치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표시가 나타날 경우에는 고객상담실로 문의하십시오.

마이컴 내부 메모리에 이상이 있을 때 나타납니다.
고객상담실로 문의하십시오.
습도센서에 이상이 있을 때 나타납니다.
고객상담실로 문의하십시오.
필터덮개에 이상이 있을 때 나타납니다.
필터덮개를 재장착 해주십시오.
위 조치 후에도 해결되지 않으면 고객상담실로 문의하십시오.

물탱크에 물이 없을 때 나타납니다.
물을 보충해주십시오. 위 조치 후에도 해결되지 않으면
고객상담실로 문의하십시오.

www.cuckooworld.com

물탱크가 미장착 되어 있을 때 나타납니다.
물탱크를 재장착해 주십시오. 위 조치 후에도 해결되지 않으면
고객상담실로 문의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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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운전
기본운전
1

전원 플러그를 꼽아 주세요.
▶ 부저음이 울리면서 동작대기상태가 됩니다.

2

운전/정지 버튼을 눌러주세요.
▶ 기능표시부에 운전/정지 버튼 아이콘과 자동이 점등되고 FAN이 동작합니다.
88표시부에 현재습도와 바람세기를 5초 간격으로 번갈아 표시합니다.
※ 물탱크에 물이 없을 경우 물보충이 점등됩니다.
물탱크가 장착되지 않을 경우 88표시부에 물탱크 미장착 에러가 표시됩니다.
※ 필터 덮개가 장착되지 않을 경우 88표시부에 필터 덮개 미장착 에러가 표시됩니다.
※ 마지막으로 운전한 모드를 기억하여 동작합니다. (단 터보운전은 제외)

3-1

운전선택 버튼을 눌러 희망하는 운전모드로 설정하여 주세요.
▶ 버튼을 누를때 마다 “자동 공기청정 - 수동 공기청정 - 취침 공기청정 - 황사(미세먼지) 공기청정
- 유아 공기청정 - 반복 공기청정” 순으로 순환되어 변경됩니다.

3-2

바람세기 버튼을 눌러 희망하는 바람세기를 조절하여 주세요.
▶ 최초 바람세기 버튼을 누르면 수동 공기청정 운전모드로 변경되며, 버튼을 누를때 마다 “미풍 - 약풍
- 강풍” 순으로 순환되어 변경됩니다.

3-3

예약설정 버튼을 눌러 꺼짐예약 시간을 설정하여 주세요.
▶ 운전중 예약설정 버튼을 누르면 꺼짐예약 시간을 설정 할 수 있습니다.
※ 꺼짐예약 설정시 예약설정 버튼 아이콘이 3초간 점멸 후 점등합니다.
※ 꺼짐예약 시간은 1시간~12시간까지 1시간 단위로 예약 가능합니다.
※ 예약시간을 “- -”으로 선택하면 꺼짐예약이 해제됩니다.

3-4

공기제균 버튼을 눌러 플라즈마 이온 발생기 동작을 활성화 시켜주세요.
▶ 공기제균 버튼을 누르면 플라즈마 이온 발생기의 이온 생성 동작이 시작되고 공기제균 버튼의
아이콘이 점등됩니다. 플라즈마 이온 발생기의 동작중 공기제균 버튼을 한번더 누르면 플라즈마
이온 발생기 동작이 종료 됩니다.

3-5

터보운전 버튼을 눌러 운전모드를 변경하여 주세요.
▶ 최대풍향으로 급속도로 공기청정을 진행 할때 선택하는 모드입니다.
※ 터보운전이 동작되면 터보운전 아이콘이 점등됩니다.
※ 터보운전 동작 중 터보운전 버튼을 한번 더 누르면 이전 운전모드로 동작합니다.

4

정지시킬 때는 운전/정비 버튼을 한 번 더 눌러주세요.
▶ 기능표시부와 전면표시부의 램프가 모두 소등되고 동작대기상태가 됩니다.

44

운전모드별 안내
운전모드별 안내
자동 공기청정
•동작대기상태에서 운전/정지 버튼을 1회 누르면 진입합니다.
(최초 진입시 자동 공기청정으로 동작하며, 이전 운전이력이 있는경우 이전상태의 운전 모드로 운전합니다.)
•실내의 공기청정도를 감지하여 자동으로 바람세기를 조절합니다.
•현재 습도와 바람세기를 5초 간격으로 번갈아 표시합니다.
Current humidity displayed (50%)

Fan speed displayed (light)


수동 공기청정
•자동 공기청정상태에서 운전선택 버튼을 1회 누르면 진입합니다.
•바람세기 버튼을 눌러 사용자가 원하는 바람세기(미풍, 약풍, 강풍)를 설정하여 운전합니다.
(최초 진입 시 약풍으로 동작하며, 이전 운전이력이 있는 경우 이전 바람세기로 운전합니다.)
•현재 습도와 바람세기를 5초 간격으로 번갈아 표시합니다.
Current humidity displayed (50%)

Fan speed displayed (light)

취침 공기청정
•자동 공기청정상태에서 운전선택 버튼을 2회 누르면 진입합니다.
•숙면을 위해 풍량을 최소화하여 정숙한 공기청정 운전을 합니다.
•최초 진입시 7초간 운전동작 화면 표시 후, “취침” 표시만 점등하고 나머지는 모두 소등합니다.
Current humidity displayed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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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l but the Sleep display are turned OFF.

➡
황사 공기청정
•자동 공기청정상태에서 운전선택 버튼을 3회 누르면 진입합니다.
•미리 입력된 알고리즘에 따라 바람세기를 자동으로 조절합니다.
•현재 습도와 바람세기를 5초 간격으로 번갈아 표시합니다.
Current humidity displayed (50%)

Fan speed displayed (strong)

※ 물탱크에 물이 없을 경우“물보충”표시가 점등 됩니다.
※ 공기청정 오염도는“청정(파랑) - 보통(보라) - 오염(빨강)”으로 표시합니다.
※ 운전모드별 기능표시부 화면으로 제품동작 시 실제 표시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www.cuckooworl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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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모드별 안내
유아 공기청정
•자동 공기청정상태에서 운전선택 버튼을 4회 누르면 진입합니다.
•풍량을 최소화 하고, 공기제균 기능을 동작시켜 건강한 유아 취침을 돕습니다.
•최초 진입시 7초간 현재 습도 표시 후, ”유아” 표시만 점등하고 나머지는 모두 소등합니다.
Current humidity displayed (50%)

All but the BABY display are turned OFF

➡

반복 공기청정
•자동 공기청정상태에서 운전선택 버튼을 5회 누르면 진입합니다.
•예약설정 버튼을 입력하여 반복운전 시간을 설정합니다. (1~12시간까지 1시간 단위로 설정가능합니다.)
•예약설정 버튼 입력이 없으면 1시간 단위로 운전과 정지를 반복합니다.
•이전운전 이력이 있는 경우 이전 설정된 시간으로 동작합니다.
•설정한 시간에 따라 운전과 정지를 반복합니다.
•운전 시 동작은 자동 공기청정과 동일합니다.
[OFF (in case it's turned
[ON]
ON within one hour)]
Display
Fan speed displayed (light)





터보 공기청정
•터보운전 버튼을 1회 누르면 진입합니다.
•바람세기를 최대로 하여 급속도로 공기청정을 진행합니다.
•현재 습도와 바람세기를 5초 간격으로 번갈아 표시합니다.
•최초 진입시 터보 운전 동작시간은 30분이고, 동작시간이 지난후 이전 운전모드로 복귀합니다.
•터보 운전 동작시간은 기능 설정을 통해 변경 가능합니다.
▶ 기능 설정 방법 51Page 참조
Current humidity displayed (50%)

Fan speed displayed (Turbo)



※ 물탱크에 물이 없을 경우“물보충”표시가 점등 됩니다.
※ 공기청정 오염도는“청정(파랑) - 보통(보라) - 오염(빨강)”으로 표시합니다.
※ 운전모드별 기능표시부 화면으로 제품동작 시 실제 표시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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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 상태별 안내
공기제균 기능
운전상태에서 공기제균 버튼을 누르면 플라즈마 이온 발생기 동작이 활성화 되며, 공기제균 아이콘이 점등됩니다.
한번 더 누르면 동작이 중지되며 공기제균 아이콘이 소등됩니다.

꺼짐 예약
•운전중 예약설정 버튼을 누르면 꺼짐예약 시간 설정 화면으로 진입합니다.
•예약설정 버튼을 누를때 마다 예약시간이 1시간씩 증가하며, 최대 12시간까지 설정가능합니다.
•예약한 시간만큼 운전후, 자동으로 정지합니다.

[ 꺼짐 예약 8시간 설정시 ]

•동작대기상태에서 예약설정 버튼을 누르면 켜짐예약 시간설정 화면으로 진입합니다.
•예약설정 버튼을 누를때 마다 예약시간이 1시간씩 증가하며, 최대 12시간까지 설정가능합니다.
•예약한 시간만큼 대기후, 자동으로 운전을 시작합니다.
(최초 진입시 자동 공기청정으로 동작하며, 이전 운전이력이 있는경우 이전 운전모드로 운전합니다.)

[ 켜짐 예약 8시간 설정시 ]

KOREAN

켜짐 예약

절전모드
•운전중 에너지아이 야간 감지센서가 어두움을 감지한 경우, 모든 표시(청정도 표시등 포함)를 소등하고 절전모드
운전을 동작합니다.
•주변이 밝아지거나 버튼 입력이 있을경우 절전모드 운전을 해제합니다.
•에너지아이 기능 설정 방법은 기타설정안내(51page)를 참조바랍니다.

버튼 잠금
•청소시나 어린이 접촉에 의한 오동작을 방지하기 위해 예약설정 버튼을 연속으로 3초 이상 누르면 버튼 잠금이
설정됩니다.
•예약설정 버튼을 한 번 더 연속으로 3초 이상 누르면 버튼잠금이 해제됩니다.

<버튼잠금 해제 시>

※ 동작 상태별 기능표시부 화면으로 실제 표시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www.cuckooworld.com

<버튼잠금 설정 시>

47

동작상태별 안내
필터교환
•필터교체 주기가 되었을 경우 점등합니다. 필터를 교체 후 필터교체 알림시간을 초기화 해주세요.
•초기화 방법(필터교체 램프 소등방법)은 기타설정안내(49Page)를 참조바랍니다.
※ 24시간이 지나면 필터교체 램프가 자동으로 소등되므로, 시간 안에 필터를 교체 해주세요.

[ 자동 공기청정 중 필터교체 주기 알림 시 ]

물보충 감지
물탱크에 물이 없을 때 나타납니다. 물탱크에 물을 보충하면 물보층 표시가 소등됩니다.

[ 자동 공기청정 중 물없음 시]

※ 동작 상태별 기능표시부 화면으로 실제 표시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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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설정 방법
언어 설정 방법
영어, 중국어, 한국어 음성을 선택하는 기능으로 원하시는 음성으로 설정 가능합니다.
제품의 초기 상태는 한국어 상태입니다.

1 전원 플러그를 꽂은 후 동작대기상태(기능표시부 램프가 모두 소등상태)에서 운전 선택

버튼을 3초이상 눌러주세요.
(제품동작 중에는 “운전/정지” 버튼을 눌러 정지하여 주세요)

2 그림과 같이 기능표시부에 “En”이 표시됩니다.
3 “바람세기”버튼을 눌러 En(영어) 또는 cn(중국어)또는 Kr(한국어)를 설정하여 주세요.
4 “운전/정지”버튼을 눌러 기능 설정을 저장하여 주세요.
※ 예약설정 버튼을 누르거나 전원플러그를 제거시 기능 설정이 취소 됩니다.
※ 7초이상 버튼 입력이 없으면 기능 설정이 취소 됩니다.

<영어 음성 설정시>

<중국어 음성 설정시>

<한국어 음성 설정시>

음성기능을 해제하거나 음성볼륨을 조절하는 기능에 대한 설정 방법입니다.

1 전원 플러그를 꽂은 후 동작대기상태(기능표시부 램프가 모두 소등상태)에서 운전선택

버튼을 3초이상 눌러 언어 설정에 진입 후 운전선택 버튼을 1회 더 눌러주세요.
(제품동작 중에는“운전/정지”버튼을 눌러 정지하여 주세요)

2 그림과 같이 기능표시부에“3”,“음성”이 표시됩니다.

KOREAN

음성볼륨 설정 방법

3 “바람세기”버튼을 눌러 원하는 음량을 설정하여 주세요.
※“0F”로 설정하면 음성 기능이 해제 됩니다.

4 “운전/정지”버튼을 눌러 기능 설정을 저장하여 주세요.
※ 예약설정 버튼을 누르거나 전원플러그를 제거시 기능 설정이 취소 됩니다.
※ 7초이상 버튼 입력이 없으면 기능 설정이 취소됩니다.

➡
<음성기능 해제시>

➡
<기본 음성볼륨>

<음성볼륨 최대>

필터교체 알림시간 초기화 설정 방법

전원 플러그를 꽂은 후 동작대기상태(기능표시부 램프가 모드 소등상태)에서 공기제균 버튼을
3초간 누르면 필터교체 알림시간이 초기화 됩니다.
공기제균 버튼 3초간 입력

www.cuckooworld.com

필터교체 후 필터교체 알림시간 초기화 기능에 대한 설정 방법입니다.
기능표시부에 “필터교체”가 점등되면 필터교체후 필터교체 알림시간 초기화를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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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설정 방법
필터교체 알림기능 설정 방법
필터교체 알림기능을 설정 또는 해제에 대한 설정 방법 입니다.

1 전원 플러그를 꽂은 후 동작대기상태(기능표시부 램프가 모두 소등상태)에서 운전선택

버튼을 3초이상 눌러 언어 설정에 진입 후 운전선택 버튼을 2회 더 눌러주세요.
(제품동작 중에는 “운전/정지” 버튼을 눌러 정지하여 주세요)

2 그림과 같이 기능표시부에 “On”, “필터교체”가 표시됩니다.
3 “바람세기”버튼을 눌러 설정(On) 또는 해제로 설정하여 주세요.
※ 해제 선택시에는 필터교체 알림기능이 동작하지 않습니다.

<필터교체 알림기능 설정 시>

4 “운전/정지” 버튼을 눌러 기능설정을 저장하여 주세요.
※ 예약설정 버튼을 누르거나 전원플러그를 제거시 기능 설정이 취소 됩니다.
※ 7초이상 버튼 입력이 없으면 기능 설정이 취소 됩니다.

<필터교체 알림기능 해제 시>

청정도 표시 설정 방법
전면표시부의 공기청정 상태표시 기능에 대한 설정 방법입니다.

1 전원 플러그를 꽂은 후 동작대기상태(기능표시부 램프가 모두 소등상태)에서 운전선택

버튼을 3초이상 눌러 언어 설정에 진입 후 운전선택 버튼을 3회 더 눌러주세요.
(제품동작 중에는 “운전/정지” 버튼을 눌러 정지하여 주세요)

2 그림과 같이 기능표시부에 “On”이 표시됩니다.

3 “바람세기”버튼을 눌러 설정 또는 해제하여 주세요.

※ 해제로 설정할 경우 전면표시부의 청정도에 다른 색상 표시가 동작하지 않습니다.

<청정도 표시 설정 시>

4 “운전/정지”버튼을 눌러 기능설정을 저장하여 주세요.
※ 예약설정 버튼을 누르거나 전원플러그를 제거시 기능 설정이 취소 됩니다.
※ 7초이상 버튼 입력이 없으면 기능 설정이 취소 됩니다.

<청정도 표시 해제 시>

센서 민감도 설정 방법
청정도 감지 센서의 민감도를 설정하는 방법입니다. 민감도를 낮음, 중간, 높음으로 설정가능합니다.
제품 초기 센서 민감도는 중간입니다.

1 전원 플러그를 꽂은 후 동작대기상태(기능표시부 램프가 모두 소등상태)에서 운전선택

버튼을 3초이상 눌러 언어 설정에 진입 후 운전선택 버튼을 4회 더 눌러주세요.
(제품동작 중에는 “운전/정지” 버튼을 눌러 정지하여 주세요)

2 그림과 같이 기능표시부에 “2”, “단계”가 표시됩니다.
3 “바람세기”버튼을 눌러 1~3 단계를 설정하여 주세요.
※ 1단계 : 센서 민감도를 낮음으로 설정합니다.
(자동운전시 주변이 청정한데 풍량의 변화가 잦을 경우 선택하여 주세요)
※ 2단계 : 센서 민감도를 중간으로 설정합니다.
※ 3단계 : 센서 민감도를 높음으로 설정합니다.
(자동운전시 주변이 오염되었는데 풍량의 변화가 없을 경우 선택하여 주세요)

4 “운전/정지” 버튼을 눌러 기능 설정을 저장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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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약설정 버튼을 누르거나 전원플러그를 제거시 기능 설정이 취소 됩니다.
※ 7초이상 버튼 입력이 없으면 기능 설정이 취소 됩니다.

기타설정 방법
화면조명 절전기능 설정 방법
운전중 버튼 조작이 없을 경우 화면의 밝기를 적절히 조절하여 에너지를 절약하는 기능입니다.

1 전원 플러그를 꽂은 후 동작대기상태(기능표시부 램프가 모두 소등상태)에서 운전선택

버튼을 3초이상 눌러 언어 설정에 진입 후 운전선택 버튼을 5회 더 눌러주세요.
(제품동작 중에는 “운전/정지” 버튼을 눌러 정지하여 주세요)

2 그림과 같이 기능표시부에 “On” 이 표시 됩니다.
3 “바람세기”버튼을 눌러 설정 또는 해제하여 주세요.
※ 해제로 설정할 경우 화면조명이 밝은 상태로 계속 유지됩니다.

<화면조명 절전기능 설정 시>

4 “운전/정지”버튼을 눌러 기능설정을 저장하여 주세요.
※ 예약설정 버튼을 누르거나 전원플러그를 제거시 기능 설정이 취소 됩니다.
※ 7초이상 버튼 입력이 없으면 기능 설정이 취소 됩니다.

<화면조명 절전기능 해제 시>

에너지아이 기능 설정 방법
공기청정 운전 중 자동으로 주변의 밝기를 인식하여 에너지 소비를 최소화 하는 기능으로
어두움 감지시 각종 표시부 기능을 최소화 합니다.
절전기능에 이용되는 야간감지센서의 어두움 감지 범위 설정 방벙입니다.

버튼을 3초이상 눌러 언어 설정에 진입 후 운전선택 버튼을 6회 더 눌러주세요.

(제품동작 중에는 “운전/정지” 버튼을 눌러 정지하여 주세요)

2 그림과 같이 기능표시부에 “2” 가 표시됩니다.
3 “바람세기”버튼을 눌러 OFF~3단계를 설정하여 주세요.
※“OFF”단계 : 야간 감지기능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 설정합니다.
※ 1단계 : 기준 설정값(2단계) 보다 더 어두운 조건에서 야간 감지가 되도록 수행합니다.
※ 2단계 : 야간 감지 기준 설정값입니다.
※ 3단계 : 기준 설정값 보다 더 밝은 조건에서 야간 감지가 되도록 수행합니다.

< 2단계 선택 시 >

KOREAN

1 전원 플러그를 꽂은 후 동작대기상태(기능표시부 램프가 모두 소등상태)에서 운전선택

4 “운전/정지”버튼을 눌러 기능설정을 저장하여 주세요.
※ 예약설정 버튼을 누르거나 전원플러그를 제거시 기능 설정이 취소 됩니다.
※ 7초이상 버튼 입력이 없으면 기능 설정이 취소 됩니다.

< 에너지 아이 기능 해제시 >

터보 운전 시간 설정 방법
터보 운전의 동작 시간을 설정하는 기능입니다. 초기 설정된 터보 운전 동작시간은 30분입니다.

1 전원 플러그를 꽂은 후 동작대기상태(기능표시부 램프가 모두 소등상태)에서 운전선택

버튼을 3초이상 눌러 언어 설정에 진입 후 운전선택 버튼을 7회 더 눌러주세요.

(제품동작 중에는 “운전/정지” 버튼을 눌러 정지하여 주세요)

<30분 선택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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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속운전 선택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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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그림과 같이 기능표시부에 “30”이 표시됩니다.
3 바람세기 버튼을 눌러 10분, 20분, 30분, 40분, 50분,

연속운전으로 설정하여 주세요.
4 운전/정지 버튼을 눌러 기능설정을 저장하여 주세요.

※ 예약설정 버튼을 누르거나 전원플러그를 제거시 기능 설정이 취소 됩니다.
※ 7초이상 버튼 입력이 없으면 기능 설정이 취소 됩니다.

청소 및 손질 방법
주의
청소시에는 반드시 전원플러그를 빼 주세요.

제품 본체 청소(2~4주 마다 청소)
1 부드러운 헝겊을 미지근한 물에 적셔 꼭 짠 후 제품을

닦아 주세요.
2 외관 홈의 먼지는 면봉 또는 융을 이용하여 청소하여

주세요.
※ 조작부 및 표시부는 알칼리성 세제로 닦지 마세요.
※ 황산, 염산 또는 유기용제(시너, 등유등)를 사용하여 제품 표면을
닦거나 스티커 등을 붙이지 마세요. 표면이 손상될 수 있습니다.

필터 덮개 청소
1 필터 덮개를 제품에서 분리한 후 부드럽고 마른 천이나

부드러운 솔 등으로 표면에 붙어있는 먼지를 제거해 주세요.

공기 배출구 청소(2~4주 마다 청소)
1 부드러운 솔과 청소기를 이용하여 공기 배출구의 먼지를

청소해 주십시오.
※ 청소 주기는 사용환경과 사용시간에 따라 달라지므로 먼지가
많은 환경에서는 자주 청소하세요.

보관방법
1 물탱크와 본체 내부의 물을 모두 버리고 깨끗이 닦아 주세요.
2 수조, 물탱크의 물기를 제거하고, 가습필터는 세척한 후, 마른 헝겊으로 닦아 서늘한 그늘에서

완전히 말려주세요.
3 제품을 장시간 사용하지 않을 경우 먼지나 이물질이 제품 내부에 들어가지 않도록 필터와 본체를

비닐 커버등으로 잘 포장하여 보관해 주세요.
※ 물을 장시간 방치하면 일반세균의 번식을 물론 물속의 이물질과 대기중의 공기가 섞여 제품 내부 장치를
부식시키거나 습기 배출을 막는 등 제품 고장의 원인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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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 및 손질 방법
미세먼지 센서 청소 (1~2개월 마다 청소)
1 필터덮개를 열어 주세요.
▶ 필터덮개 좌•우측 상단부분을 당겨 열어 주세요.

※ 필터덮개 하단부분을 잡고 무리하게 잡아당기면 제품 파손의
위험이 있으니 주의하십시오.

2 미세먼지 센서의 덮개를 열어 주세요.

▶ 부드러운 솔 또는 진공 청소기로 먼저 청소해
주세요.

3 면봉으로 미세먼지 센서의 렌즈를 조심스럽게 닦아 주세요.

※ 청소를 주기적으로 하지 않을 경우, 미세먼지 센서 성능저하의 원인이 됩니다.
※ 사용환경에 따라 청소주기가 달라짐으로 먼지가 많은 환경에서는 더 자주 청소
하세요.

KOREAN

▶ 부드러운 솔 또는 진공 청소기로 먼저 청소해 주세요.

※ 물을 제외한 휘발성 물질(알코올, 아세톤등)로 센서부를 닦지 마세요.
※ 미세먼지 센서렌즈 부위에 이물질(먼지)이 묻어 있을 경우 본체표시등의 오염도 표시 상태가 오염상태에서 바뀌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센서를 다시 한번 깨끗이 청소해 주세요.

www.cuckooworl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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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 및 손질 방법
주의
•물탱크는 충격에 약하므로 파손에 주의하세요. 파손시 누수의 위험이 있으므로 사용하지 마시고 서비스센터로 문의
하세요.
•물탱크 뚜껑이 덜 잠겼을 경우 누수의 원인이 됩니다.

물탱크 청소(매일 청소)
1 제품 옆면의 물탱크를 제품에서 분리한 후, 물탱크 아래에 위치한 물탱크 뚜껑을 반시계 방향 으로

돌려 열어 주세요. 물탱크 뚜껑을 열기 전에 뚜껑 중앙의 로드를 눌러 진공상태를 해제하면 더 쉽게
열 수 있습니다. 물탱크에 물이 남아있는 경우 물을 버린 후 청소해 주세요.

2 물탱크에 굵은 소금 또는 약간의 중성세제와 물을 채우고 뚜겅을 닫은 후 4~5회 흔들어서 씻어 주세요.

3 물탱크 뚜껑을 반시계 반향으로 돌려 열고

흐르는 물을 이용하여 씻어 주세요.

▶ 소금기 또는 잔류세제를 없애기 위해 물을
넣어 3회이상 반복해서 씻어 주세요.
※ 물탱크에 외부 충격을 가하지 마세요.
강한 충격을 주었을 시 파손의 우려가 있습니다.
누수의 원인이 됩니다.
4 물탱크를 그늘진 곳에서 말려 물기를 모두 제거한 후 물탱크 뚜껑을 닫은 뒤 제품에 결합 하여 주세요.

※ 뚜껑 체결시에는 시계방향(CLOSE방향)으로 꽉 잠가 주세요.
※ 초기 제품 사용시 물 공급 시간이 필요하므로 작동시간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 물을 넣을 때마다 물통의 상태를 확인한 후 더러우면 청소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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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 및 손질 방법
수조부 청소(매일청소)
1 물탱크를 제품에서 분리한 후 제품 옆면의

수조를 당겨 분리해 주세요.

▶ 물이 넘치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분리해 주세요.

3 부드러운 천이나 청소솔에 중성 세제를 묻혀 흐르는 물에 수조를 닦아주세요.
▶ 부드럽고 마른 천으로 수조의 물기를 닦고 그늘진 곳에서 말려주세요.

KOREAN

2 수조에서 가습필터를 분리해 주세요.
▶ 가습필터 분리시 가습필터가 흡수한 물이 배출될 수 있습니다. 주의하여 주십시오.
▶ 가습필터는 미지근한 물에 30분간 침지시킨 후 솔을 이용하여 흐르는 물에 부드럽게 청소해 주세요.

4 분리 방법의 역순으로 결합해 주세요.

주의
www.cuckooworld.com

•청소 후 수조, 가습필터, 물탱크가 제대로 결합 되지 않을 경우 운전이 되지 않습니다.
•필터 표면 변색 또는 스케일은 물 속 미네랄 성분이 응집되어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물의 수질
및 환경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 변색 및 스케일이 발생할 경우 가습량이 줄어들 수 있으므로, 1주일에 한번 이상 가습 필터를 30분간
물에 침지시킨 후 흐르는 물에 청소하여 주세요.
•가습 필터 및 수조에 불순물이 많이 부착되면 가습 성능이 저하 되거나, 수조 청소가 어려워 질 수 있으며,
냄새 발생 및 성능 감소의 원인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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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 및 손질 방법
•프리필터는 먼지제거 혹은 물세척으로 재생이 가능합니다.
•프리필터 청소를 오랫동안 하지 않으면 제품 성능 저하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탈취 필터, 헤파 필터는 세척으로 재생되지 않습니다. 절대 물세척을 하지 마세요.

프리필터 청소(2~4주마다 청소)
1 필터덮개를 열어 주세요.
▶ 필터덮개 좌•우측 상단부분을 당겨 열어 주세요.

※ 필터덮개 하단부분을 잡고 무리하게 잡아당기면 제품 파손의
위험이 있으니 주의하십시오.

2 프리필터 표면의 먼지를 진공청소기를 이용하여 제거

하여 주세요.
▶ 표면의 먼지를 제거하지 않을 경우 프리 필터 분리 시
일부 먼지가 바닥으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3 프리필터 손잡이를 눌러서 분리 후 미지근한

물로 세척해 주세요.
▶ 분리한 프리 필터를 물로 세척하고 그늘에서
완전히 건조 시키세요.
※ 물기가 있을 경우 고장이나 냄새발생의 원인이 됩니다.

주의
•뜨거운 물을 이용하여 세척 또는 직사광선에 건조 시 필터 변형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4 프리필터를 제품에 장착 후 필터 덮개를 다시 제품에 설치해 주세요.
▶ 프리필터를 제품에 장착시 홈에 정확히 끼워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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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터 교환 방법
•필터 교환에 앞서 항상 전원플러그를 뽑아 주세요.
•필터 청소 및 교환주기를 초과한 경우, 제품성능 저하 또는 냄새발생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정품 필터 이외에 유사품을 사용하시면 제품 성능저하 또는 고장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정품 필터를 사용해 주세요.)
•공기청정필터의 표면이 찢어진 경우나 물에 젖은 경우에는 사용하지 마시고, 새 필터로 교환하여 주십시오. 필터
구매는 고객상담실로 문의 바랍니다.
•주위환경에 따라 필터 교체주기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필터

청소 / 교환시기

청소/교환

프리 필터

1회 / 2~4주

청소 및 세척

탈취 필터

1회 / 12개월

교환

헤파 필터

1회 / 12개월

교환

1회 / 1주

청소 및 세척

1회 / 6개월

교환

가습 필터

공기청정필터 교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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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터 청소 및 교환 시기

필터를 교환할 때 필터전면을 확인한 후 교환하여 주세요.

www.cuckooworl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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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퀴 장착 방법
주의
•바퀴 장착시에는 전원플러그를 빼 주세요.
•바퀴 장착 제품에 대해서는 특히 기대거나 어린이가 올라타지 않도록 주의해 주세요.
※ 낙하, 파손등에 의해 제품에 고장 및 상해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바퀴 세트 구성품

1. 바퀴(4개)

바퀴 장착시 준비물

2. 나사(8개)

바퀴 장착 방법(선택사양)
1

제품이 손상되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바닥에
눕혀주세요.
▶ 제품을 바닥에 눕히는 경우 파워코드가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세요.

2

바퀴 상단의 홈부와 제품 바닥면의 돌기를
일치 시킨 후 나사를‘+’자 드라이버로 조
립하여 주세요.
▶ 바퀴 1개 - 나사 2개
▶ 바퀴 조립시 신체일부가 제품에 끼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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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나머지 부분도 반복하여 조립해 주세요.

4

조립 후 안전하게 장착되었는지 확인 후
조심스럽게 제품을 설치하여 주세요.

‘+’자 드라이버

고장신고 전에 확인하십시오
▼ 사용방법 대로 올바르게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고장이 아니더라도 제품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제품 기능에 이상이 있으면 아래의 점검표대로 점검해 보고 그래도 이상이 있으면 고객상담실로 문의하여 주십시오.

상

확인사항

조치사항

전원버튼을 눌러도
동작하지 않아요

•전원플러그가 콘센트에 확실히 꽂혀 있습니까?
•정전이 되지 않았습니까?
•제품이 올바르게 결합되어 있습니까?
•물탱크가 올바르게 들어가 있습니까?
•운전/정지 버튼을 누르셨습니까?

•전원플러그를 120v~ 60㎐ 콘센트에 꽂아 주세요.
•전기가 들어온 뒤 제품을 사용하세요.
•제품을 올바르게 결합해 주세요.
•물탱크를 다시 바르게 결합해 주세요.
•운전/정지 버튼을 눌러주세요.

풍량이 변하지 않아요.

•수동운전이 아닌가요?
•취침이나 유아모드 운전이 아닌가요?

•원하는 운전모드로 변경해 주세요.
•취침 이나 유아모드운전 중에는 최소 풍량으로 고정됩니다.

공기 정화가 잘 되지
않아요.

•실내 오염이 심합니까?
•사용장소가 너무 넓지 않습니까?

•환기를 시켜 사용하세요.
•사용면적에 맞는 제품을 사용하세요.
(출입구, 창문 등 환기가 잘 되는 곳은 피하세요.)
•장애물을 제거해 주세요.
•설치장소를 옮겨 주세요.

•주위에 장애물이 있습니까?
•바람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없는 곳에 설치되어
있습니까?
•필터 청소 및 교환시기가 지나지 않았습니까?

공기배출구에서 냄새가
나요.

•필터 청소 및 교환주기를 확인하여 필터를 청소하거나
교환해 주세요.

•제품 구입 후 초기에 나는 냄새입니까?

•활성탄 냄새 입니다. 제품 동작 후 1~2주 후 냄새가

•연기 또는 냄새가 많이 발생하는 장소에서 사용

•연기 또는 냄새가 많은 곳에서 공기청정 기능이 떨어질

없어집니다. 인체에 무해한 활성탄(숯) 냄새입니다.
하고 있습니까?

수 있습니다. 환기를 시킨 뒤에 공기청정기를 사용해
주세요.

•가습수조의 물의 상태가 오염되어 있습니까?

•수조와 물탱크를 청소하고 다시 물을 보충해 주세요.

•필터 청소 및 교환시기가 지나지 않았습니까?

•필터 청소 및 교환주기를 확인하여 필터를 청소하거나

KOREAN

증

교환해 주세요.

이상한 소리가 나요.

•“찌지직”소리가 아닌가요?
•“꿀럭”하는 소리가 아닌가요?

•공기제균 모드 적용시 이온 발생으로 “찌지직”소리가
날 수 있습니다.
•물탱크에서 수조로 물이 공급되는 소리입니다.
(고장이 아닙니다.)

•먼지 센서 렌즈 부위에 먼지가 있지 않습니까?
•먼지 오염도가 계속 낮거나 높게 나타납니까?

•먼지 센서 렌즈 부위를 청소해 주세요.
•먼지 센서 감도를 둔감 혹은 표준으로 조정해 주세요.

습도가 올라가지 않아요.

•사용하는 공간이 지나치게 넓지 않습니까?
•물탱크에 물이 들어 있습니까?
•가습필터가 오염되어 있지 않습니까?

•적용 면적을 참고하여 사용해 주세요.
•물탱크에 물을 채워 주세요.
•가습필터를 청소 하거나 교환주기를 확인하여 교환해
주세요.

바람은 나오는데 습기가
안나와요.

•본 제품은 수증기가 눈에 보이지 않는 기화식 자연가
습공기청정기 입니다.
고장이 아니므로 안심하세요.

기타 기능상의 하자
발생시

•문제점의 현상을 확인한 후 전원플러그를 뽑고
서비스 신청 및 문의하세요.

www.cuckooworld.com

공기 청정 상태 표시부
색이 항상 똑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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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图片与实际产品可能有所不同。

区分

功能

除臭 滤网
1阶

初效
滤网

请去除大块灰尘、头发、宠物毛等，
可延长滤网的更换周期。

2阶

除臭
滤网

采用了可去 除异味及有害气体的除臭滤网,
能去除甲醛、苯、甲苯、氨、动物毛、
卫生间异味等

3阶

HEPA
滤网

HEPA 滤网
▶ 滤网组装顺序 : HEPA 滤网 → 除臭 滤网 → 初效 滤网
60

对尘螨尸体、花粉、微细粉尘及香烟烟雾具有
卓越的消除功效。

1
▶请拉开滤网盖左右侧上方。
※ 请注意，若请勿对滤网盖下方强行拽拉, 会导致产品破损。

2

取出滤网拆除包装物。
▶除初效滤网以外所有滤网的包装物拆除后按照滤网顺序组装。
▶滤网组装顺序 : HEPA 滤网 → 除臭 滤网 → 初效 滤网
(请参阅60页的空气净化滤网系统.)

➡

4

CHINESE

3 请重新将滤网盖安装到产品。
▶在重新安装时，请注意身体部位或其他杂物夹进，
以免导致身体伤害或产品故障。

请接通电源。
▶本产品为120V~60Hz专用产品。
请使用专用插座。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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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INESE

7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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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若使用方法不正确或产品出现异常时，如下显示并发出警报。
在正常使用条件下或采取措施后也仍然出现该显示，请拨打客服热线 进行咨询。

CHINESE

功能显示部的异常检测功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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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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其他设定置方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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其他设定置方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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其他设定置方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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除臭滤网

CHINESE
`





www.cuckooworld.com

79

1

2

3

4

80

www.cuckooworld.com

81

CHINESE

MEM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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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M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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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CKOO AIR PURIFIER & HUMIDIFICATION FUNCTION
LIMITED WARRANTY

KEY Company, P&K USA TRADING CORP. will repair at its option replace, without charge, your
product which proves to be defective in material or workmanship under normal use,
during the warranty period listed below from the date of original purchase. This warranty is good only
to the original purchaser of the product during the warranty period.
P&K USA TRADING CORP covers the east and the central districts, KEY Company covers the west
and the central districts.

AC-12ZH

100% Recycled paper

383-0984E Rev.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