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뮤다 공기 순환기를 구입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올바른 사용을 위해 반드시 본 사용설명서를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사용설명서에는 보증서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읽으신 후에 잘 보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용설명서 보증서포함

공기 순환기 （일반가정・사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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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지

금 지

금 지

팬 가드 안으로 손가락을 넣지 마십시오.

부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바람의 흐름을 방해하는 장애물(커튼 등)

근처에서 사용하지 마십시오.

커튼이 빨려 들어가 바람 분출구, 흡입구가 막히는 경우, 

고장이나 부상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전원은 전용 어댑터를 사용해 주십시오.

고장, 화재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불안정한 장소, 장애물 근처에서 사용하지 마십시오.

제품이 쓰러져서 부상을 입을 수도 있습니다.

선반 등에 올려 놓고 사용하시는 경우,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여 

(지진 등의 경우) 단단히 고정하여 주십시오.

이상한 소리나 냄새가 나거나 열이 발생되거나 

팬이 불규칙하게 도는 등의 오작동이 있는 경우

즉시 사용을 중지하여 주십시오.

고장, 화재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사용 중 반드시 지켜야 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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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다음과 같은 곳에서 사용하지 마십시오.

감전이나 화재의 우려가 있습니다.

・             가스레인지 등 불꽃이 있는 곳

・  인화성 가스가 있는 곳

・  비나 물기가 튈 수 있는 곳

너무 오랜 시간동안 바람을 맞지 마십시오.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습니다.

청소시 반드시 전원 플러그를 콘센트에서 분리해주십시오.

감전이나 부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젖은 손으로 전원 플러그를 만지지 마십시오.

감전이나 부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물에 담그거나 물을 붓지 마십시오.

            감전 누전의 우려가 있습니다.

스프레이 등을 뿌리지 마십시오.

가연성 스프레이는 화재, 폭발 위험이 있고 

           가연성이 아니더라도 수지, 도장 부분의 변질, 파손의 우려가 있습니다 .

아이 혼자 기기를 조작하거나, 사용 중 어린아이의 손이 닿지 않도록 주의해주십시오.

감전이나 부상의 우려가 있습니다.

떨어뜨리거나, 강한 충격을 주지 마십시오.

           고장, 파손의 우려가 있습니다.

금 지

금 지

금 지

금 지

금 지

금 지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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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코드를 잡아당겨, 안쪽을 단단하게 고정 합니다.

※정 뒷면에서 본 그림

▲플러그 콘센트에 플러그를 확실하게 연결 합니다.

▲각도 조절 레일 상단의 후크 부분에 끼워서 고정하십시오.

】정고 게하단단 을선드코【②→】 입삽 그러플【 ①

    의 순서대로 작업해 주십시오

본체 바깥쪽의 코드선을 레일 상단의 

후크 부분에 끼워서 고정합니다.

상단 안쪽까지 
단단하게 고정

단단하게 고정되지 않으면, 팬부분의 각도를 조절
할 때 코드가 끼어서 단선의 원인이 됩니다.

 
 

 
 

.

 
 

 
 

.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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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버튼

전원 ON／OFF

풍량버튼

풍량전환(4단계)

「+」를 누르면 풍량이 증가하고, 
「-」를 누르면 풍량이 감소합니다.

리모컨 조작 방법

※ 손톱으로 누른 후,
    배터리 커버를 엽니다.

리모컨 뒷면의 배터리 커버를 열고,  

표시에 맞춰서 배터리를 넣어 주세요.

【주의】

・ 종류가 다른 배터리끼리, 또는 새 배터리와 오래 

  된 배터리를 혼용하여 사용하지 마십시오.

・ 장기간 리모컨을 사용하지 않을 때는 배터리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 배터리를 빼서 따로 보관하여   

  주십시오.

・ 소모된 배터리를 넣어 둔 상태로 두면, 부식에

  의해서 리모컨이 손상될 수도 있습니다.

・ 리모컨 조작반응이 나빠진 경우에는 2개 모두 

  새 배터리로 교환해 주십시오.

・ 배터리 종류는 AAA형을 사용해 주십시오.

  

■배터리 삽입 방법

※ 본 제품에 포함 된 배터리는 테스트용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배터리에 비해 수명이 짧을 수 있습니다. 
    새 배터리로 빠른 교환을 권장합니다.

※ 풍량 「강풍」 일 때 「+」 / 「미풍」
   일 때에 「-」를 누르면 「삐삐삐」
   하는 확인음이 울립니다.
   그 이상 풍량을 UP / DOWN 할 수 없음
   을 의미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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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모컨에 충격을 주지 마십시오. 습기가 많은 곳에 보관하지 마십시오.

・ 리모컨과 본체의 신호부 사이에 장애물이 있으면 오작동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 배터리가 소모되면, 조작할 수 있는 거리가 점차 짧아지므로 신속히 새 배터리로 교환해 주십시오. 

・ 신호 수신부가 직접적인 태양광이나 강한조명에 노출 되면 리모컨이 오작동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 때는 본체와 조명의 방향을 바꾸어 주십시오.

・ 형광등이 가까이 있는 경우, 리모컨이 오작동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리모컨 신호 수신부

아래의 리모컨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읽고 올바르게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리모컨의 올바른 사용법

리모컨 수신부의 확대도

※팬 가드 전면 하단의 투명한 
   부분이 리모컨 신호 수신부 입니다.

최대

約 4 m약 4 m
리모컨의 작동 거리는 본체의 설치 환경이나,
장소, 본체의 설치 각도에 따라 단축 될 수 있습니다.

본체에서 작동신호를 받으면, 
‘삐’하는 전자음이 울립니다.

※표시된 내용이 거리의 기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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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적인 사용 방법

…

방의 공기순환

.다니입 은할역 요주 공기 순환기의

벽이나 천장을 향해 바람을 쏘아주면 여름철 냉방 뿐 아니라 겨울철 난방 효율도 대폭 

본 페이지에서 소개하는 방법 외에도 다양한 위치에, 다양한 방향으로 제품을 사용하여 

향상 시킬 수 있어 전력감소로 인한 에너지 절약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고객님의 환경에 맞는 보다 효율적인 공기순환 방법을 찾아 보시기 

바랍니다.

이외에도, 세탁물 아래 쪽에서 직접 바람을 쏘아 건조 시간을 단축 시킬 

수 있습니다. 이 때는 안전을 위해서, 세탁물과 일정 거리를 확보한 후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안의 공기를 균일하게 순환하기 위해서는 방의 중심에 설치하여, 

위쪽으로 바람을 쏘아주는 것이 좋습니다.

서큘레이터에서 쏘아준 공기는 천장에서부터 주위의 벽을 타고 아래로 

내려오면서 효과적으로 공기를 순환 시킵니다.

1

[ 방 전체의 공기를 순환시키는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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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 수납 방법

 

본체를 옆에서 본 그림

완충제를 옆에서 본 그림

앞

앞

뒤

뒤

※제품 본체와 완충제의 앞과 뒤를
맞춰서 넣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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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장이라고 생각하기 전에
다음 내용을 확인하신 후 그래도 문제가 있다면 즉시 사용을 중지하시고 고객상담실 (P.18) 또는 

증 상

전원 버튼을 눌러도 
팬이 회전하지 
않습니까?

팬은 돌아가지만,
운행중 소리가 
비정상적으로 클 때

팬은 돌아가지만,
바람이 이전보다
약해 졌을 때

팬 홀더가 잠기지
않습니까?

리모컨이 작동하지
않습니까?

제품의 손상이
있을때

부품을 분실 
하였을때

점검

□ 가정의 누전 차단기가 내려가

있습니까?

□ AC 어댑터가 정상적으로 연결

되어 있습니까?

□ AC 어댑터의 어댑터 플러그가
본체의 플러그 콘센트에
정상적으로 연결 되어 있습니까?

□ 팬과 팬 가드가 정상적으로
조립되어 있습니까?

□ 팬의 앞과 뒤가 정상적으로 조립
되어 있습니까?

□ 팬이 팬 홀더에 단단하게
연결되어 있습니까?

□ 팬과 팬 가드가 정상적으로
조립되어 있습니까?

□ 팬 조립 방향이 올바릅니까?

□ 팬 가드는 단단하게 고정 되어
있습니까?

□ 팬과 팬 가드에 먼지가
묻어 있습니까?

□ 팬 홀더 고정 시 회전 방향은
맞습니까?

□ 리모컨 배터리가 오래 되지
않았습니까?

□ 리모컨 배터리가 올바른 방향으로
삽입되어 있습니까?

□ 리모컨을 본체 수신부를 향해
조작 하였습니까?

□ 올바른 동작 거리와 범위 내에서
조작 하였습니까?

□ 손상 된 부분은 어디 입니까?

□ 어떻게 손상 되었습니까?

□ 어떤 부품을 분실하셨습니까?

조치

＞ 가정의 누전 차단기를 확인해

   주십시오.

＞ AC 어댑터를 전원 콘센트에 꽂아
   주십시오.

＞ 접속 방법을 재확인하십시오. 
）8,7.P→（   정확히 연결 되면 '삐'

소리가 납니다.

＞ 팬 가드를 올바르게 조립해
    주십시오.            （→P.13의❷）

＞ 팬을 다시 조립해 주십시오.
41.P→（  의❹）

＞ 팬을 팬 홀더에 단단히 고정
   하십시오.             （→P.14의❸）

＞ 팬 가드를 올바르게 조립해
    주십시오.            （→P.13의❷）

＞팬을 다시 조립해 주십시오.
41.P→（  의❹）

＞ 가드 락 레버 위의 슬라이드 락이
    [LOCK]위치에 있는지 확인
    하십시오.     　　　 （→P.13의❶）

＞ 팬 가드 주변에 먼지가 쌓이면  
    바람이 약해 집니다. 청소는 2주일에

한 번 정도 해주십시오. （→P.13,14）
＞ 올바른 회전 방향으로 설치해

주십시오.               （→P.14의❸）
＞ 새로운 배터리로 교체 하십시오. 

）9.P→（  

＞ 배터리의 방향을 다시 확인해
    주십시오.  （→P.9）
＞ 본체 수신부의 위치를 확인해
    주십시오.  （→P.10）

＞ 리모컨의 작동 거리는 최대 4M
입니다.                       （→P.10）

＞고객 상담실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수리 등의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제품의 품명을 (EGF-3000)을 먼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P.18）
＞고객 상담실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P.18）

구입 대리점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02-710-4100

http://www.balmuda.co.kr/support

사용하시는 제품의 제품명(본체 뒷면에 표시)을 확인 후 연락하시면 

더욱 빠른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한국리모텍 서울특별시 용산구 원효로 138 청진빌딩 13층

상담시간 : 평일 9:00 ~ 17:00 (주말 및 공휴일 휴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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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리수【

 보 증 서

이 보증서는 설명서에 기재된 내용에 관하여 무상 수리를 보증 합니다.

구입 일로부터 상기 보증 기간 동안 설명서, 본체, 라벨, 그 외에 주의 사항에 따라 정상적인 사용 중 발생하는 고장의 경우, 

이 보증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당사가 무상수리를 지원해 드리므로, 제품 및 보증서를 지참하여, 고객상담실이나

구입 대리점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무상보증기간 내에라도 다음 사항에 대해서는 유상수리가 적용됩니다.

a. 사용상의 잘못, 또는 개조, 임의 수리로 인한 고장 및 손상

b. 설치 장소가 불안정하여 발생한 낙하, 수송 등에 의한 제품 고장 및 손상

c. 화재, 지진, 수해, 번개, 기타 천재지변 및 공해와 이상전압 또는 기타 외부 요인에 의한 고장 및 손상

d. 차량, 선박등에 탑재 하거나 극단적인 고온, 저온, 다습, 먼지가 많은 장소 등 일반 가정과 사무 공간 이외의 장소에서

사용하다 발생한 고장 및 손상

3) 본 보증서는 국내에서만 유효 합니다.

4) 본 보증서는 재발행 되지 않으므로, 분실하지 않도록 잘 보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보증서는 본 설명서에서 명시한 기간, 조건하에 보증기간 내에는 무상수리가 가능합니다.

제품명：　　　　　　　　  보증기간 : 구입일로부터 1년 (본체, AC 어댑터)

※구입일자 년 월 일

※고객정보

※판매점정보

성명

주소　

전화번호 ― ―

상호명・주소・전화번호

님

EGF-3000 시리즈

e. 본 보증서에 구입 일자 및 고객정보, 판매점 정보의 기입이 없는 경우, 또는 기입 내용을 수정한 경우

2) 본 보증서에 기입되어 있는 구입대리점에 수리를 의뢰하실 수 없는 경우에는 당사의 고객 상담실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