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설명서 Opreating lnstructions
AC-12ZH10F

In&Out Air
CUCKOO Air Purifier
& Humidification function
쿠쿠 가습공기청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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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UCKOO ELECTRONICS CO.,L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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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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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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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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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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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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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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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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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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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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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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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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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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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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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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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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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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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