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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ease read the instruction manual and safety instructions
carefully before using the appliance and keep the instruction
manual for reference. For your safety, this appliance complies
with all applicable standards and regulations (Low Voltage,
Electromagnetic Compatibility, Environmental directives, etc.).

SAFETY INSTRUCTIONS
•
•
•
•
•
•
•
•
•
•

Before use, always check that the appliance, plug and power cord are in good condition.
The appliance must be used in normal conditions of use as defined in this notice.
Never allow any liquid to get into the appliance.
Do not touch the appliance with wet hands.
Never insert objects into the appliance (e.g. needles, etc.).
Do not cover your appliance.
Your appliance must be unplugged before any maintenance.
For maintenance and adjustment operations, please refer to the “Maintenance” section.
Ensure that the air purifier is switched off from the supply mains before removing the guard.
This appliance is not intended for use by persons (including children) with reduced physical, sensory or mental
capabilities, or lack of experience and knowledge, unless they have been given supervision or instruction
concerning use of the appliance by a person responsible for their safety.
• Children should be supervised to ensure that they do not play with the appliance.

• This appliance can be used by children aged from 8 years and above
and persons with reduced physical, sensory or mental capabilities or lack
of experience and knowledge if they have been given supervision or
instruction concerning use of the appliance in a safe way and understand
the hazards involved. Children shall not play with the appliance. Cleaning
and user maintenance shall not be made by children without supervision.
• If the supply cord is damaged, it must be replaced by the manufacturer,
its service agent or similarly qualified persons in order to avoid a hazard.
RECOMMENDATIONS
The electrical facilities of the room, as well as the installation and use of the appliance must comply with the
standards in force in your country.
Do not use your appliance near inflammable objects or products. In general, you should always place the
appliance at least 50 cm away from any object (walls, curtains, aerosols, etc.).
Never place anything on the appliance.
Do not pull on the power cord or the appliance, even when unplugging it from a wall socket.
This appliance is designed for indoor domestic household use only. In case of professional use, inappropriate
use or failure to comply with the instructions, the manufacturer accepts no responsibility and the guarantee
does not apply.
Always unroll the power cord completely before use.
Do not use the appliance in a dusty room or a location where there is a risk of fire.
This appliance must not be used in a humid environment.
Never use the appliance close to a heat source.
The warranty will be invalidated if damage occurs due to incorrect use.
Do not cover the air inlets or the outlet grid.
Never use the appliance in an inclined or horizontal position. Place the appliance on a flat, stable surface.
In the case of prolonged absence: switch the appliance off using the button (1) and unplug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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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OVERVIEW
Main Unit
A Air outlet
B Control panel
C Front panel
D Rear panel
E Sensor cover
F Air inlet
G Mains cable

Control buttons
1 On/off button
2 Mode button
3 Timer/child lock
4 Brightness/reset filter button
5 Child lock indicator
6 Timer Indicator
7 Replace filter indicator
8 Day time Auto mode indicator
9 Night time Auto mode indicator
10 Quiet mode indicator
11 Turbo mode indicator
12 Air quality indic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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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ERATING PRINCIPLE
Tefal Pure Air enables you to breathe pure air in your home and protects your health with 3 filtration levels as
described below. Each level is essential and traps specific pollutant :
2 Layers Active Carbon and
HEPA 13 filter
• Smoke
• Unpleasant odors
• Chemical pollutants
• Volatile Organic
Compounds (VOC)
• Allergen and Pollen
• Dust mite
• Germs and Molds
• Bacteria and Viruses

Pre filter
• Dust
• Hairs
• Pet hairs

« HOW TO ACHIEVE CLEANER INDOOR AIR »
In addition to using your Pure Air purifier, here are some tips on how to improve the quality of
your indoor air:
• Ventilate the rooms for at least 10 min. every day, in summer and winter.
• Maintain your ventilation system.
• Limit the use of household products.
• Do not smoke indoors.
• Avoid home fragrances, incense sticks, scented candles, etc.
• Ventilate whenever any work is being conducted in your home and for several weeks afterwards.
• Avoid green plants that are allergenic or need frequent watering.

WHERE TO INSTALL THE APPLIANCE
Place the purifier on a flat, stable surface in the room requiring treatment.
To allow the air to circulate freely, avoid placing the appliance behind curtains, below a window, item of furniture or
shelf unit, or close to any other obstacle, and leave at least 50 cm of free space on each side of the appliance.

BEFORE USING THE APPLIANCE FOR THE FIRST TIME
Make sure that the plastic packaging protecting the filters has been removed before using the appliance.
Before the first use, ensure the voltage, frequency and power of your appliance suit your electric supply.
Your appliance can operate using an unearthed plug. It is a class II (double electrical insulation
).
Before switching on your appliance, ensure that:
- the appliance is completely assembled as described in the safety instructions,
- the appliance is placed on a stable, horizontal surface,
- the appliance is positioned in accordance with the instructions given in this manual,
- the air inlets and the oultet grid are completely unobstructed,
- the filters and panel have been correctly installed (See section "Disassembling / Reassembling filters")
IMPORTANT: You are advised to switch off and unplug the appliance when not in 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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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ASSEMBLING / REASSEMBLING FILTERS
This appliance is equipped with 2 types of filters :

Pre-Filter

2 layers Active Carbon and
HEPA 13 Filter

EN

Disassembly filters

Reassembly filters

NB: For optimum performance of the appliance, only use filters provided by TEFAL.
Please note: certain filters may emit a temporary slight odour, due to the transport and storage condi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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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ERATION

• Power button (1)
–– Press this button to turn the air purifier on/off.
• Mode button (2)
–– Press this button to select one of the four modes. The corresponding indicator will turn on to indicate the
selected mode.
–– Daytime auto mode: The fan speed is set to 2 or 3.
–– Nighttime auto mode: The fan speed is set to 1 or 2.
–– Quiet mode: The fan speed is set to minimum. Use this mode in quiet environments.
–– Turbo mode: The fan speed is set to maximum. Use this mode when air quality is poor.
• Timer function (3)
–– Press this button to enable/disable the timer.
–– Press this button for 3 seconds to enable/disable the child lock.
• Brightness (4)
–– Press this button to set the brightness.
–– Press this button for 3 seconds to reset the filter.
• Indication of air quality
Air quality indicator (12) is located at the front panel (C) of the appliance. Lights colors indicate the air quality
level :
Air Quality
Excellent
Average
Poor

Air quality indicator color
Blue
Purple
Red

CARE AND MAINTENANCE
Before performing any maintenance work, switch off the air purifier using the on/off button (1).
Use a damp cloth to clean the surface of the product.
Important: Do not use any abrasive materials, as these may damage the surface of the product.

Frequency of cleaning/replacing the filters :
Filter
Pre filter
2 layers Active Carbon and HEPA 13 filter

Clean/replace
Clean
Replace

Frequency
Every 2 months
Every 12 months

These figures are based on tests in which the air purifier is used for 8 hours per day in quiet mode.
You may need to replace the filters more often depending on the air quality and how often the air purifier
is used. The filter replacement indicator (7) will turn on when the filters need to be replaced. To replace the
filters, please refer to the section “Disassembling / Reassembling filters”.
Important! When the filter replacement indicator turns on, check whether the filters need to be replaced.
• When the filter replacement indicator (7) turns on, this indicates that the 2 Layers Active Carbon and
HEPA 13 filter needs to be replaced.
• The pre-filter can be cleaned with a vacuum cleaner or rinsed in water.
Important: Resetting the filter
After replacing the filter, press the brightness button (4) for 3 seconds to reset the filter sett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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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forming a force reset:
If you replace a filter before the end of its lifespan, press the brightness button (4) for 3 seconds to reset the
filter settings.
Caution :
The appliance efficiency can be reduced if the pre-filter is not cleaned regularly.
Never use a pre-filter that is still damp.
The pre-filter is the only filter which can be re-used and washed with water. The 2 layers Active Carbon and
HEPA 13 filter cannot be cleaned and re-used. Never wash with water. The 2 layers Active Carbon and HEPA
13 filter must be replaced after the end of its lifespan. For optimum performance of the appliance, only use
filters provided by TEF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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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PS FOR CHANGING FILTERS »
• Avoid handling used filters if you suffer from allergies or asthma.
• Wear gloves when changing the filters, or wash your hands well afterwards.
• Put used filters directly into a closed, air-tight bag before throwing them away to avoid
spreading pollutants.

Pollution sensors

The particle sensor and gas sensor need to be cleaned regularly (every 2 months) and appropriately.
Make sure you turn off and unplug the appliance before cleaning the pollution sensors and follow the
recommendations below:
1. Clean the air inlet and outlet using a soft brush or cloth.
2. Open the sensor cover located on the left hand side of the appliance.
3.	Lightly wet a cotton swab and remove any dust from the lens and the inlet/outlet. Wipe using a dry cotton swab.
4. Clean the sensor using a soft brush or vacuum cleaner.

IMPORTANT:
Never use a detergent or metal object to clean the sensors.
The efficiency of the sensors may be reduced if not cleaned regularly.
Cleaning frequency varies depending on the operating environment of the appliance. If it is used in a dusty
environment, clean the sensors more frequently.

STORAGE
When you are not using the appliance, store it in a cool, dry pl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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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E EVENT OF A PROBLEM
• Do not disassemble the appliance yourself. A poorly repaired appliance may be dangerous for the user.
• Check the troubleshooting table below before contacting an Approved Service Center:
Problem

Check

Solution

Is the power cord connected?

Connect the power cord to a plug
with the correct voltage.

Are all the display elements off?

Press the on/off button and select the
required function.

Is there a power outage?

You can use your purifier once the
power turns on again.

The air flow does not
change automatically.

Is the appliance in manual mode?

Select the correct operating mode.

The flow is a lot weaker
than before.

Does the filter need to be cleaned or
replaced?

Check the filter cleaning and replacement frequencies and clean/replace
the filter(s) if necessary.

There is an unpleasant
smell coming from the air
outlet.

Is the sensor lens covered with dust?

Check the filter cleaning and replacement frequencies and clean/replace
the filter(s) if necessary.

The air quality indicator
does not change color.

Does the light still indicate poor air
quality?

Clean the sensor lens.

The appliance does not
switch on.

WARRANTY
Do not use the appliance and contact an Approved Service Centre if:
–– your appliance has been dropped;
–– your appliance or its power cord are damaged;
–– your appliance no longer functions properly.
You can find a list of Approved Service Centres on the TEFAL international warranty card.

HELP PROTECT THE ENVIRONMENT!
Your appliance contains many materials which can be recovered or recycled.
Take it to a collection point or an approved service centre for processing.
If this appliance uses batteries: help us look after the environment, by not throwing away your used
batteries. Instead, bring them to anyone of the special battery collection points. Do not throw them
away with your household waste.
These instructions can also be found on our internet site, at www.tef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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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을 사용하기 전에 이 사용 설명서와 안전 지침을 주의 깊게
읽고 나중에 참고할 수 있도록 잘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사용자의
안전을 위해 본 제품은 (저전압, 전자파 적합성, 환경 법규 등에
관한) 모든 적용 규격 및 규정을 준수합니다.

안전 지침
• 사용 전에 제품, 플러그, 전선에 손상이 없는지 항상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제품은 이 안내서에 명시된 대로 정상적인 상태에서 사용해야 합니다.
• 제품에 절대 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하십시오.
• 젖은 손으로 제품을 만지지 마십시오.
• 제품 내부에 이물질(바늘 등)을 절대 넣지 마십시오.
• 제품을 덮지 마십시오.
• 유지관리를 수행하기 전에 반드시 제품의 플러그를 뽑으십시오.
• 유지관리 및 조정에 관한 내용은 “유지관리” 항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가드를 제거하기 전에 공기청정기의 전원이 주전원 공급 장치와 차단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체적, 감각적, 정신적 능력이 제한되었거나 경험과 지식이 부족한 사람(어린이 포함)은 안전을 책임지는 사람
이 제품의 사용을 감독하거나 지시하지 않는 한 이 제품을 사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 어린이가 제품을 가지고 장난을 치지 않도록 지도해 주십시오.

• 이 기기는 8세 이상의 어린이나 신체, 지각 또는 정신 능력에 장애가
있거나 제품 사용에 대한 지식이나 경험이 부족한 분이 제품을 사용할
경우 안전한 사용을 위해 보호자의 감독하에 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곁에서 도와 주시고 각별히 주의하여 주십시오. 어린이들이 제품을
가지고 장난치거나 놀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십시오. 보호자의 감독
없이 어린이들이 제품을 세척하거나 관리해서는 안됩니다.
• 전원코드가 손상되었을 경우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반드시
공인된 당사 서비스센터를 통해 전원 코드를 교체하십시오.
권장 사항
실내 전기 설비를 비롯하여 제품의 설치 및 사용은 반드시 제품 사용자가 거주하는 해당 국가의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인화성 물체 또는 물품 근처에서 제품을 사용하지 마십시오. 일반적으로 제품은 항상 사물(벽, 커튼, 에어로졸 등)
에서 최소 50cm 정도 떨어진 곳에 설치해야 합니다.
제품 위에 아무것도 올려놓지 마십시오.
벽면 콘센트에서 플러그를 뽑거나 그 어떤 상황에서도 전선 또는 제품을 잡아당기지 마십시오.
이 제품은 실내 가정용으로만 사용하도록 제조되었습니다. 전문적 용도, 부적절한 사용 또는 사용 설명을 준수하지
않아 발생한 문제에 대해 제조사는 그 어떤 책임도 지지 않으며 품질 보증 혜택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사용하기 전에 항상 전선을 완전히 푸십시오.
먼지가 많거나 화재의 위험이 있는 곳에서 제품을 사용하지 마십시오.
본 제품은 습한 환경에서 절대로 사용하지 마십시오.
열원 근처에서 절대로 제품을 사용하지 마십시오.
부정확한 사용으로 인해 발생한 손상의 경우, 품질 보증 혜택이 무효화됩니다.
공기 흡입구 또는 배출구가 막히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절대로 제품을 기울이거나 눕혀서 사용하지 마십시오. 흔들리지 않는 평평한 바닥에 제품을 놓고 사용하십시오.
제품을 장기간 사용하지 않는 경우, 버튼(1)을 조작해 전원을 끄고 플러그를 빼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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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부 명칭
본체
A 공기 배출구
B 기능 조작 패널
C 전면 패널
D 후면 패널
E 센서 커버
F 공기 흡입구
G 전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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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작 버튼
1 ON/OFF 버튼
2 모드 버튼
3 타이머/차일드락
4 조명/필터 초기화 버튼
5 차일드락 표시등
6 타이머 표시등
7 필터 교체 표시등
8 주간 오토 모드 표시등
9 야간 오토 모드 표시등
10 저소음 모드 표시등
11 터보 모드 표시등
12 공기 상태 표시등

작동 방식
Tefal Pure Air는 가정에서 깨끗한 공기로 숨 쉴 수 있도록 도와주며 아래에서 설명하는 3단계 공기 정화 기능을
통해 오염된 공기로부터 건강을 지켜 줍니다. 각 단계마다 특정 오염 물질이 제거되어 강력한 공기 정화 효과를
제공합니다:
투인원 헤파(HEPA 13) 탈취
필터
• 연기
• 악취
• 화학 오염 물질
• 휘발성 유기 화합물(VOC)
• 알레르기 유발 물질 및 꽃
가루
• 집먼지 진드기
• 세균 및 곰팡이
• 박테리아 및 바이러스

프리 필터
• 먼지
• 머리카락
• 반려동물의 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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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 공기를 깨끗하게 유지하는 방법”
Pure Air 공기청정기와 함께 실내 공기를 더욱 쾌적하고 청정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알려 드
립니다:
• 여름과 겨울에는 매일 최소한 10분 정도 실내 공기를 환기시켜 주세요.
• 환기 장치를 깨끗하게 관리하세요.
• 가전제품의 사용을 줄이세요.
• 실내에서는 금연하세요.
• 실내 방향제, 스틱 향초, 아로마 양초와 같은 제품은 가급적 사용하지 마세요
• 집안에서 어떤 작업을 할 때나 작업을 완료한 후 몇 주간은 실내 공기를 적절히 환기시키세
요.
•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거나 물을 자주 주어야 하는 식물은 될 수 있으면 키우지 마세요.

제품 설치 장소
공기청정기는 공기 정화가 필요한 공간 내부의 흔들리지 않고 평평한 바닥에 설치합니다.
공기가 제대로 순환될 수 있도록 제품은 커튼 뒤, 창문이나 가구 또는 선반 아래, 기타 장애물 근처를 피해 제품
사방으로 최소 50cm 정도 간격을 충분히 두고 설치합니다.

제품을 처음 사용하기 전에
제품을 사용하기 전에 필터의 포장 비닐을 모두 제거합니다.
제품을 처음 사용하기 전에 제품의 전압, 주파수, 전력이 전원 공급 시스템에 적합한지 확인하십시오.
본 제품은 접지가 되어 있지 않은 플러그를 사용하여 작동시킬 수 있습니다. 본 제품은 등급 II(이중 절연
해당합니다.
제품의 전원을 켜기 전에 다음 항목을 확인하십시오:
- 제품이 안전 지침에 설명된 대로 완전하게 조립되어 있음
- 제품이 흔들리지 않는 수평 바닥에 놓여 있음
- 제품이 본 사용 설명서의 지침에 따라 올바로 설치되어 있음
- 공기 흡입구와 배출구가 완전히 개방된 상태임
-필
 터와 패널이 올바로 설치되어 있음(”필터 분리/재조립” 항목 참고).
중요: 제품을 사용하지 않을 때는 전원을 끄고 플러그를 뽑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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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터 분리/재조립
이 제품에는 2가지 유형의 필터가 제공됩니다:

프리 필터

투인원 헤파(HEPA 13) 탈취 필터

필터 분리

필터 재조립

주의: TEFAL이 제공하는 필터만을 사용해야 제품의 성능이 최적으로 유지됩니다.
일부 필터의 경우, 이동 및 보관상의 이유로 제품 작동 시 일시적으로 약간의 냄새가 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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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동

• 전원 버튼 (1)
–– 공기청정기의 전원을 켜고 끄려면 이 버튼을 누릅니다.
• 모드 버튼 (2)
–– 네 가지 모드 중 하나를 선택하려면 이 버튼을 누릅니다. 선택한 모드에 해당하는 표시등이 점등됩니다.
–– 주간 오토 모드: 팬 속도가 2 또는 3으로 설정됩니다.
–– 야간 오토 모드: 팬 속도가 1 또는 2로 설정됩니다.
–– 저소음 모드: 팬 속도가 최저로 설정됩니다. 조용한 공간에서는 이 모드를 사용하십시오.
–– 터보 모드: 팬 속도가 최대로 설정됩니다. 공기 상태가 나쁠 때 이 모드를 사용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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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이머 기능 (3)
–– 이 버튼을 눌러 타이머를 활성화/비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 이 버튼을 3초간 누르면 차일드락을 활성화/비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 조명 (4)
–– 이 버튼을 눌러 조명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 이 버튼을 3초간 누르면 필터를 초기화할 수 있습니다.
• 공기 상태 표시등
공기 상태 표시등(12)은 제품의 전면 패널(C)에 위치합니다. 표시등 색상을 통해 공기 오염도를 표시합니다:
공기 상태
좋음
평균
나쁨

공기 상태 표시등 색상
파랑
보라
빨강

세척 및 유지관리
유지관리 작업을 수행하기 전에 on/off 버튼(1)을 사용해 공기청정기의 전원을 끄십시오.
젖은 천을 사용하여 제품 표면을 닦을 수 있습니다.
중요: 제품 표면을 손상시킬 수 있는 연마성 물질을 사용하지 마십시오.

필터 세척/교체 권장 주기:
필터
프리 필터
투인원 헤파(HEPA 13) 탈취 필터

세척/교체
세척
교체

주기
2개월마다
12개월마다

이 수치는 공기청정기를 저소음 모드로 하루 8시간 동안 사용한 경우를 기준으로 합니다.
필터 세척/교체 권장 주기는 작동 환경과 제품 사용 빈도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필터 교체 표시등(7)이 점등되면
필터를 교체해야 합니다. 필터를 교체하려면 “필터 분리/재조립” 항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중요! 필터 교체 표시등이 점등되면 필터 교체 필요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필터 교체 표시등(7)이 점등된 경우, 투인원 헤파(HEPA 13) 탈취 필터를 교체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 프리 필터는 진공청소기 또는 물로 세척할 수 있습니다.
중요: 필터 초기화
필터를 교체한 후, 조명 버튼(4)을 3초간 눌러 필터 설정을 초기화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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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 초기화 수행하기:
필터 수명이 다하기 전에 필터를 교체한 경우, 조명 버튼(4)을 3초간 눌러 필터 설정을 초기화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
프리 필터를 주기적으로 세척하지 않으면 제품의 공기 정화 성능이 저하됩니다.
프리 필터가 젖어 있는 상태에서 제품을 절대로 작동시키지 마십시오.
오직 프리 필터만 재사용 가능하며 물로 세척할 수 있습니다. 투인원 헤파(HEPA 13) 탈취 필터는 세척 및 재사용이
불가능합니다. 절대로 물로 세척하지 마십시오. 투인원 헤파(HEPA 13) 탈취 필터는 수명이 끝난 후 교체해야
합니다. TEFAL이 제공하는 필터만을 사용해야 제품의 성능이 최적으로 유지됩니다.

“필터 교체 요령”
• 알레르기 또는 천식이 있는 경우, 사용한 필터를 가급적 다루지 마시기 바랍니다.
• 필터를 교체할 때는 장갑을 착용하거나 교체 후 손을 깨끗이 씻어야 합니다.
• 오염물질이 공기 중에 흩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한 필터는 비닐 안에 담아 밀폐하
시기 바랍니다.

오염 센서
미세먼지 센서 및 가스 센서는 권장 지침에 따라 주기적(2개월마다)으로 세척해야 합니다.
오염 감지 센서를 세척하기 전에 반드시 제품의 전원을 끄고 플러그를 뺀 다음, 아래의 권장 지침에 따라 세척하시기
바랍니다:
1. 부드러운 솔이나 천으로 공기 흡입구 및 배출구를 닦아냅니다.
2. 제품의 좌측에 있는 센서 커버를 열어 주세요.
3.	물에 살짝 적신 면봉으로 렌즈와 흡입구/배출구의 먼지를 제거합니다. 마른 면봉으로 남아 있는 물기를 닦아냅니다.
4. 부드러운 솔이나 진공청소기로 센서를 세척합니다.

중요:
센서를 세척할 때에는 절대로 세제 또는 금속성 물체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센서를 주기적으로 세척하지 않으면 센서의 성능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세척 주기는 제품의 작동 환경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먼지가 많은 곳에서 제품을 사용하는 경우, 센서를 더욱
자주 세척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관
제품을 사용하지 않을 때는 건조하고 온도가 낮은 장소에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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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가 발생한 경우
• 제품을 직접 분해하지 마십시오. 제품 수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경우, 사용자에게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
다.
• 공인 서비스 센터에 의뢰하기 전, 다음 문제 해결 항목을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문제

제품의 전원이 들어오지
않아요.

확인

해결

전선이 올바로 연결되어 있나요?

전원 플러그를 올바른 전압의 콘센트
에 연결하세요.

조작 버튼의 표시등이 점등 되지 않
나요?

on/off 버튼을 누르고 필요한 기능을
선택하세요.

정전은 아닌가요?

전기가 다시 들어오면 공기청정기를
원래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공기 정화 속도가 자동으로
제품을 수동 모드로 사용 중이신가요?
바뀌지 않아요.

KO

운전 모드를 올바르게 선택하세요.

공기 정화량이 이전보다
많이 줄었어요.

필터를 세척하거나 교체할 때가 지나
지는 않았나요?

필터 세척 및 교체 주기를 확인하고 필
요하다면 필터를 세척/교체하세요.

공기 배출구에서 이상한
냄새가 나요.

센서 렌즈에 먼지가 쌓여 있지는 않
나요?

필터 세척 및 교체 주기를 확인하고 필
요하다면 필터를 세척/교체하세요.

공기 상태 표시등의 색상이
변하지 않아요.

공기 상태가 여전히 나쁨으로 표시되
나요?

센서 렌즈를 닦아 주세요.

품질 보증
다음과 같은 경우 제품 사용을 중단하고 공인 서비스 센터에 연락하십시오:
–– 제품을 떨어뜨린 경우
–– 제품 또는 전선이 손상된 경우
–– 제품이 더 이상 올바르게 작동하지 않는 경우.
TEFAL 보증서에서 공인 서비스 센터 목록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환경을 보호합시다!
본 제품은 회수 또는 재활용할 수 있는 여러 소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분리수거함에 배출하거나 공인 서비스 센터로 제품을 가져가 폐기하시기 바랍니다.
제품에 배터리가 사용되는 경우, 환경 보호를 위해 사용한 배터리는 일반 쓰레기로 배출하지 마십시오.
배터리 수거 장소에 폐기하시기 바랍니다. 가정용 쓰레기와 함께 배출하지 마십시오.
이 사용 설명서는 www.tefal.co.kr 웹사이트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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