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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안내서

본 제품을 사용하기 전에 반드시 본 사용자 매뉴얼 내용을 자세히 읽어보시고 사용자 매뉴얼의 규정에 따라 엄격히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용하는 과정 중에서 궁금 하신 부분이 있을 경우에 A / S 지원센터에 연락해 주시고 저희가 되도록 빨리 문제를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읽으신 후에 잘 보관하시며 향후 참고에 적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안전 설명

안전 사고 혹은 기계적 고장을 피하기 위해 무선 청소기를 사용할 실 때 기본적 안전 예방조치를 
취하셔야 합니다. 다음과 같은 몇 가지의 내용이 포함됩니다.

1.본 제품은 장난감으로 사용하셔서는 안 됩니다. 어린이가 사용하거나 가까이할 경우에 꼭 
주의하셔야 하며 어린이를 잘 돌보고 본 제품을 장난감 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확보해야 합니다. 
어린이가 보호자가 없는 상태에서 제품 사용, 청결 및 유지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2.보호자의 관리 또는 지도가 있는 경우 외에 본 제품은 신체적, 감각적 또는 지적 장애인 및 
관련된 경험이 없는 사용자 (어린이 포함)들에 의해 사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본 제품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확보해야 합니다.

3.머리카락, 헐렁한 옷, 손가락 및 신체의 각 부위를 청소기의 공기 흡입구 및 브러시 따위의 
작동부품에서 멀리해야 합니다.파이프 구멍,먼지 흡입 막대 또는 흡입헤드를 눈이나 귀에 
가리키거나 입 안에 넣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4.물건을 청소기의 공기 흡입구에 넣지 마시기를 바랍니다.공기 흡입구가 막힌 경우에 청소기를 
사용하시기 말고 먼지, 면직물, 모발 또는 기류의 힘을 줄일 수가 있는 기타의 물건을 제때에 
제거하시기를 바랍니다.

5.여과망은 적어도 매달 한번씩 세척하고 여과망에 뚜렷한 퇴적물이 있을 경우에 제때에 깨끗이 
정리해야 합니다.

6.여과망을 철거하거나 설치하기 전에 진공청소기 전원을 끄고 충전 과정 중에서 전원 스위치를 
켜는 것을 금지합니다.

7.사용하기 전에 필터를 잘 설치하거나 파손 현상의 유무를 자세히 검사해야 합니다.필터가 
정확하게 설치된 상태에서 진공청소기를 조작해야 한다.일상적 청결 후에 모든 필터들을 
철저하게 건조해야 합니다.



8.비젖음 및 고온 물체에 접근하는 것을 피해야 한다.축축한 환경 및 햇빛이
내리쬐는 환경에 보관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9.본체 부분은 물세탁해서 안 되며 제품을 물이나 기타 종류의 액체에 담그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젖은 손으로 충전 포트 또는 제품의 어느 부분에도 만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10.사용하기 전에 먼저 청소 대기구역을 검사하고 우선 공기 흡입구가 막히지 않기 위해 흡입관의 
직경보다 큰 물체를 제거하고 뾰족한 물체, 연소물 또는 연기나는 물체(예: 글러스, 못, 숯불, 담배 
또는 성냥, 재 등)의 흡입을 금지합니다. 본 제품으로 어떠한 액체를 흡수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본 제품으로 대량의 가루를(예:석회,밀가루 등) 청소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11.아마추어가 내부의 선로를 열어 정비하거나 개조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12.본 설비는 충전 가능한 리튬이온 배터리 팩을 포함합니다. 배터리 팩이나 전기기구를 
타오르는 불 또는 온도가 너무 높은 환경에 (130°C (266°F)이상) 두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화재 및 폭발 사고를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13.파손되거나 개조된 배터리 팩을 사용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화재 및 폭발 
사고를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14.본 설비는 마땅히 0°C(32°F)부터 40°C (104°F)까지의 환경온도에서 사용되고 저장되어야 
합니다. 환경온도가 40°C 에 초과하는 경우에 진공청소기에 충전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15.환경온도가 10°C(50°F)보다 낮을 경우에 충전속도가 느려질 가능성이 있지만 정상적인 
현상입니다.배터리의 지속적 충전은 24시간을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16.모든 충전 관련 설명 내용에 준해야 하며 설명 및 규정을 초과한 환경온도 에서 배터리팩에 
충전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배터리 팩이 손상될 수가 있는 동시에 화재 발생의 
리스크도 증가할 수가 있습니다.
 
17.배터리팩 해체를 시도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고장 해결

제품 및 패키지에 기재되어있는 본 기호

      본 제품을 배터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배터리 및 전자 기기를 폐기 할 때는 전자 제품을 매립지 
및 쓰레기장에 그대로 처분 한 경우 환경 오염 수 또 인체 및 기타 생물에 해를 미칠 수 있습니다. 
사용하던 제품을 버릴 때 가전제품을 버릴 때는 관할 주민센터 또는 폐기 전문 업체에 연락하여 
폐기해야 합니다.

고장 상황 가능한 이유 해결 방법

사용 중에 이상한 소리 발견 여과망의 설치가 빠지며
이물질을 흡입하게 함

이물질을 제거하여
여과망을 재차 설치함

18.극단적인 조건에서는 배터리 누출이 발생하는 리스크가 있습니다. 만약 액체 가 피부에 
닿으면 비누 및 맑은 물로 빨리 씨으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액체가 눈에 들어오면 손으로 눈을 
비비지 말고 즉시 맑은 물로 15 분 동안 이상 눈을 씨으시어야 합니다.

제품 규격

제품 명칭    핸디형 청소기

제품 모델 M1 제품 순중량 약485g

정격 입력 정격 출력 65W

배터리 용량 2000mAh*3 제품 칫수 57*57*260mm

5V        2A



흡인력 인하

필터 막힘에 의한 흡입력 저하

전력 부족 충전

흡입구가 막힌다 흡입구를 청소한다

유지보수 설명에 따라 정기적으로 
필터 세트를 청소하거나 내장된 HEPA 

필터를 교체하여 흡입력 필터가 
먼지에 막히면 흡입력이 저하된다. 

흡입력 유지를 위해 필터 세트를 
정기적으로

청소하거나 내장된 HEPA필터로
교체해 주십시오

시동불가

스위치 꾹 누른지 여부 2 초 동안 꾹 누르고 시동함

배터리 소진 여부 충전

주변 온도가 
-7.5°C(-45.5°F) ~ 

50°C(122°F)인지 확인합니다
주변 온도가 -7.5 ° C (-45.5°F)

미만입니다

먼지컵이 가득함 먼지컵 내의 쓰레기를 깨끗이 청리함

막힘에 따른 온도 인상에 대비하는 
보호적 기능이 자동으로 시동됨. 먼지컵 및 여과망을 청소함

만약 상기와 같은 절차로도 고객님의 문제점을 해결해 드리지 못한 경우에 고객 서비스 센터 메일
주소대로 연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support@brigii.com



www.brigii.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