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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ank you for choosing an Electrolux UltroActive vacuum
cleaner. This User Manual describes all UltraActive models.
Some 。f the accessories/features may n。tapply t。 your
specificm。def. In order to ensure the best results, always use
original Electrolux aα·essories. They have been designed
especially for your vacuum cleaner.

Terima kasih Anda telah memilih pengisap debu Electrolux
UltraSilencer.‘ Petunjuk pengoperasian ini me끼elaskan
semua model UltraSilencer.‘ Beberapa aksesori/fitur
mungkin tidak tersedia pada model tertentu. Untuk
mendapatkan hasi/ terbaik, gunakan selalu aksesori asli
Electrolux‘ Aksesori tersebut dirancang khusus untuk
penghisap debu Anda.

Electr·。lux UltraSilencer 진공 청소기를 선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사용 설명서는 UltraSi/encer 전체 모텔을
다룹니다. 일부 부속품/기능의 경우 사용하시는 특정
모델에 적용되지 않를 수 있습니다. 저|품을 최상의
상태로 사용하려면 항상 Electr。lux의 정풍 부속폼를
사용하십시오‘ 정풍 부속품은 사용하시는 진공
청소기에 맞게 특별 제작되었습니다

Cclm rm quy vi δd chc;mmdy h니t b1,1i UltraSilencer cua Electrolux. Cclc Hu'Clng dan st’ d1,1ng nay danh cho tat ca cclc mau
mcly UltraSilencer. £Ji~u nay c6 nghia la v&i mau mcly ri흔ng
cua quy vi, mgt so ph1,1 tunglchllc nang c6 th€ s흔 kh6ngc6.
f)e bdo Cfam k€t qua Slt d!」ng tot nhiit, hiiy /ui'in sll dυngph1,1
tung 띠a chfnh hang Electrolux. ChUng du'qc thiet k€ 뼈C
bi~t ril!ng ch。 chiec may hUt b1,1i cua quy v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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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흉謝1원選擇使用 Electrolux UltraSilencer 吸塵뚫. 本使用
手冊適用於所有 UltraSilen [ :er 훨옳。 部分配件/功能可能
不適合앓所使用的特定뿔혔. 흉.Tfii홍保最佳的使用했果,
짧-律使用原鷹的 Electrolux 훌件. i흘些配件是專門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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手冊造用f

UltraSi/encer

的所有型당。 有些配件/功能可

能不끓用子행的햄융。 ;J,j/i)없保훌쩔最佳{훗用效果, i좁쫓必
{벚用 Electr•。•lux l굶裝配件. EfO是촬껴修的훌훈吸쏘器精
心Nit的配套F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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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glish
Before starting
Unpack your UltraSilencer m。del and the Aer。Pro system and check that all access。ries
are included*‘
The Aer。Pro system includes a h。se, handle, tube and nozzle specifically designed f。r
y。 ur UltraSilencer m。d e l.
Read the Operati。n Instruct,。n carefully.
• Pay specia l attenti。n t。 the Safety advice chapter.

사용전 점검 사항

Enjoyy。ur Electrolux

E l ectr。 lux UltraSi l ence r 를 즐겨보세요‘

UltraSilencer !

Table 。f contents:
to use the vacuum cleaner. .
..
.. . • • • • .
.. . ‘ -”
Tips 。n h。w to get the best results .
- - ‘
Replacing and cleaning the filters “
Cleaning the nozzles and changing the battery in rem。te handle
Tr。ubleshooting ‘ - -‘· ‘----- , .‘”·” “
. .
.

Descripti。n of your UltraSilencer:
1 Display (see the specified versions later)
2 Exhaust filter lid
3 Exhaust filter
4 Parking sl 。t
5 p。werc。 r d
6 M。t。 r filter
7 M。t。r filter holder
8 5-bag•
9 5-bag• h。Ider
10 Dust c。 mpa rtment c。ver
11 Access 。ryc lip
12 Aer。Pr。 3in1 n 。zzle
13 AeroPro hose
14 Aer。 Pr。 handle (see the specified vers,。ns later)
15 Aero Pro telesc。pictube
16 Parking clip
17 Disp lay form 。de l s with manual c。 ntr。|·
18 Display for models with+ - c。 ntr。|·
19 Display form。dels with remote c。 ntr。I *
20 Aer。 Pr。 Classic handle*
21 A e r。 Pr。 Erg。 handle*
22 Ae r。Pr。 Remote c。ntr。| handle*
23 Aer。Pr。 Rem。te c。ntrol handle f。r m。torized n。zzle*
24 Aer。Pro n。zzl e
25 Aer。Pr。 p。wer Brush motorized n。zzle*
26 Aer。Pro Turb。 Brush n。zz l e*
27 AeroPr。 Parkett。 n。zzle*

* Accessories may vary fr。m m。delto m。del.

.

튜브 및 노즐이 들어 있습니다
사용 설명서를 주의 깊게 읽어 보시기 바람 니 다

안전 사용에 관한 안내를 특히 주의 갚게 읽어보시기 바립니다

목차

” - -- ‘ .4-5

H。w

Safety advice
..
.
..
c。nsumer information and sustainability p이 icy .

UltraS ilencer 모덜과 Aer。Pr。 시 스덤의 포장을 개봉하여 부속품이 모두 들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받으신 Aero Pro 시스덩이|는 UltraSilencer 해당 모덜어| 맞게 특별 저|작된 흐스, 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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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공 청소기 사용 법
효율적민 사용을위하여
필터 교체하기

떼어로프로 노즐 청소하는 법 및 리모콘 핸들 배터리 교체하는 업
문제해결

안전을위하여
소비자 정보 및 지속기능 정책

UltraSilencer 부속풍 :

1
2
3

디스플레이(나중에 특정 버전 참조)

4

보관슬롯

5

전원코드
모터필터

6
7
8
9
10
11

배기 필터 덮 개
배기 필터

모터 필터 흩 더

5-bag•
5-bag• 흥 더
먼지함 덜게
부속움 클릴

12Aer。 Pro 3in1 노즐
13 Aer。Pr。흐스

14Aer。Pro 핸들(나중에 특정 버전 참조)

15 AeroPr。 길이 조절 튜브
16 보관 클립

17 수동 조절식 모덜 디스플레이*
18+- 조절식 모덜 디스플레이*
19 리모콘식 모델 디스플레이*
20 Aer。Pr。 기본 핸들*
21 Aer。Pr。 에르고 핸들*
22Aer。 Pro 리모콘 핸들*

23 모터 내 장 노즐용 AeroPro 리모콘 핸들*
24Aer。Pr。 노 즐

25 모터 내장 Aer。Pr。 파워 브러시 노즐*
26Aer。 Pr。 터보 브러시 노즐*

27 Aer。 Pro m 케토 노즐*

* 부속움은

보델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4-5
6-7
8-9
10-11
12
13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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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w to use the vacuum cleaner

진공청소기 사용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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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en

the cover by pulling the
s-bag• is in place.

butt。n

Check that the

Insert the hose (to rem 。ve it, press the lock buttons
and pull the h。 seout)
Insert the h。se into the h。se handle until the catches
click t。 e ngage (press the catches t。 release the h。se).

버튼을 당겨 덮게를 엽니다 S bag® 먼지봉투가
져|대로 장착되어 있는지 확인 하십시오 .

Attach the telescopic tube to the floor nozzle (to
rem 。ve it, press the |。ck butt。n and pu ll the n。zzle
。ff).

흥스톨 삽입함니다. (호스를 분리하기 위해서는

연장관을 바되 브러쉬에 연결하십시오 (문리하기

앙쪽의 잠금 버튼을 누르고 호스를 당기십시오 )

위해서는 잠금버튼을 누르고 노즐을 당겨 뱀니다 )

호스를 호스 핸들어| 삽입하고 딸끽 소리가 날
때까지 밀어 고리에 연결되도록 할니다(호스를
분리하려면 버튼을 누르면서 당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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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just the telescopic tube by h。lding the |。 ck with
。ne hand and pu lling the handle with the other hand

베

Attach the telescopic tube t。 the hose handle (to
remove it, press the lock button and pull the hose

e

handle 。ut)

연장관을 호스 핸들에 연결하십시오 (운리하기
위해서는 잠금버튼을 누르고 호스 핸들을 당겨
볍니다)

연장관 길이를 조절하기 위해서는 길이조절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다른 한 손으로 핸들을
잡아당기십시오

전원 코드룰 뽑아 전원 콘센트에 꽂으십시오.

·”
빼

￦

‘

H。w to use the vacuum cleaner

진공 청소기 사용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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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just suction p。wer.
홈입력을조절합 니다

、、J 、

Use the suet,。n c。 ntr。l 。n the
handle to quickly reduce the
airfl 。w.

핸들어| 있는 흥입력
조절 스위치를사용하여

신속하게 공기 르름을
제거활수 있습니다

Use the slider 。n the cleaner t。
adjust suction power.
Switch on/。ff the vacuum cleaner by pushing the
ON/ OFF butt。n

M。dels

with remote c。ntr。l canals。 be 。perated by
the ON/OFF butt。n on the handle.

청소기의 슬라이더를
사용하여 흥입력을 조절할
수있습니다

전원버튼을 눌러 전원을 켜고 곱니다

리모콘이 장착된 모델의 경우 핸틀 리모콘 중앙
버튼을 눌러 전윈을 켜고 결 수 있습니 다

Use the+ 。r - r。cker butt。n 。n
the cleaner to adjust sucti 。n
p。wer.

청소기의 + 또는-로커
단추를 사용하여 흠입럭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 \ )/

with remote contr。| and Aeropr。
nozzle. To turn the m。t。rized nozzle 。n
and off, press BRUSH butt。n on the handle

After vacuuming rewind the p。wer c。rd by pushing
the REWIND butt。n .

흥입력을 조절합니다 (리모콘 모덜의 경우)
‘ - “ 단추(감소) 또는 “ + “ 단추(증가)를 눌러

리모콘으로 에어로프로 모터노즐을 조절하는

청소 후 R EW IND(자동전선감개) 버튼을 눌러 전선을
다시 감습니다

조절할니다

리모콘의 BRUSH 버 튼을 누릅 니다

Adjust suction power. (Models with remote c。ntr。I.)

M。dels

To regulate press ” - ” button (decrease) or ” + ” butt。n

m。t。rized

(increase)

모델의 경우.모터 노즐을 켜고 끄기 위해 핸들

Tips on how to get the best res비ts

6
M。dels

청소기의 효과적 사용에 관한 도움말

with manual power reg 비 ati。n:

수동 흥입력 조절 장치가 있는 모델

See the reference numbers
bel。w t。 find an 。ptimal
performance ‘
( 1 =M IN ;5 =MAX)
다응 참조 숫자를 참조하여

최적의 흥입력므로

조절하십시오 ( 1 = 최소 ‘
5= 최대)

Models with display and

rem。te c。ntr。I:

디스플레이가 있고 리모콘이 장착된 모알
F。||。w

the numbers f。r

。ptimal perf,。rmanc e .

( 1 =MIN; 5 =MA X)
다음 숫자에 따라최적의

흥입력으로 조절하십시오
( 1 = 최소 5 = 최대 )

Curtains

2

패브릭 , 커튼

3in1

3in1

Delicate carpets
키멧정소시

Brushes up
브러시를위로

올릴니다

Bo。kshelves, uph 이 stery cre빼t corners
잭장, 가구류, 틈새, 코너

Attenti。 n: 。 n fur rugs, rugs with long
fringes 。r deep pile exceeding 15 mm
the m。t。rized n。zzle should have
the brush r。lier 。ff. Press BRUSH butt。n t。 turn the brush r。 lier 。H

주의모피 러그, 긴 술이 달린 러그

또는 를길 이가 15mm 이상민 러그롤
청소하는 경우에는 모터 노즐 에
있는 브러시 롤러를 사용하지 않도록
합니다 BRUSH( 브러시) 단추를 눌러
브러시 롤러 사용을 해제합니다

크

나

Brushes up
브러시를위로

올립니다

5

9'

M。t。 rized

nozzle gives the best dust
pick-up and deep cleaning 。f carpets
thr。 ugh the rotating brush roller
agitating the carpet. D。 n。t leave
the m。t。rized n 。zz le stat,。 nary w ith
brush ro ller 。 n

Hard fl 。

일반바닥

Brushes d。wn

Brush

r。lier 。n 。r 。ff as

브러시를 아래로

용도에 맞게 브러시 롤러를

내립니다‘

장착하거니 문리합니다

preferred

먼지 짐진 능력이 뛰어난 모터

노즐은 회전하는 브러시 롤러를
사용하여 카멧을 혼들어 먼지를

꼼꼼하게 제거합니다, 브러시 롤러가
작동할 때에는 모터 노즐를 고징하지
마십시오

Use Turbo n 。zzle
(depending 。n m。 del )
터보노줄을사용힘니다
(모덜에 따라 디름)

--

Use Hard fl 。。r n。zzle
(depending 。n m 。del)
일반 바닥용 노즐을 사용합니다
(모덜에 따라 다름)

.&

Tips on how to get the best results
A parking p。siti。n which makes it
easy to carry and store the vacuum
cleaner

청소기의 효과적 사용에 관한 도움말

A practical parking p。siti。n (and at the
same time a backsaving feature) when
you pause during cleaning.

정소기를 올바로 옮기고 보관하는 방법

청소 줄 청소기를 잠깐 중지할 때
올바로 칭소기를 두는 밤업(등받칭

기능사용)

lndicat。 rs on the cleaner - changing dust bag

Indicators 。n the cleaner - changing exhaust filter

청소기 표시등 - 먼지봉투 교체

청소기 표시등 - 배기 필터 교체

Models with digital display:
Change the dust bag when the s-bag•
indicat。r is illu minated

Models with mechanical indicat。 r:
The dust bag, s bag•, must be replaced
at the latest when the indicator w i nd。w
is c。mpletely red. Read with the nozzle
lifted up

디지털 디스 플레이 방식
s-bag• 묘시 램프가 켜지면 먼지몽투를
교체해야합니다

기계식 표시장방식
표시창이 완전히 적색으로 바뀌기 전에
먼지몽투 (s bag•) 를 교체해야 할니다

노즐을 들어 올린 후 확인하십시오

Models with digital display:
Replace I clean* the exhaust filter when
the “ filter ” indicat。r is illuminated

Models with mechanical
suction p。wer control:
Replace I clean* the exhaust filter at
every 5th replacement of the dust
bag, s-bag•

디지를 디스플레이 방식
“필터 ”럼프가 켜지면 배기 필터를

기계식 흥입력 조절 스위치 빙식
먼지몽투 ( s bag •) 를 5 번 교체할

교처|/정소*합니다

때마다 배기 필터를 교체/청소*합니다

7

8 Replacing the dustbag,

s-ba 야

I 5-bag" 먼지봉투

교체하기

A

、
Open the dust c。mpartment cover.

Lift 。ut the s-bag• holder.

A Pull the cardb。ard to rem。ve the s bag• f「。m the
insert. This automatica lly sea ls the s bag• and preve nts
dust leaking 。 ut
A 카드보드를 당겨 삽입 훌더에서 s bag•을
분리합니다 이렇게 하면 s-bag• 이 자동으로 밀봉되어
먼지기 새어 나오는 것이 방지됩니다

먼지할덮개를 엽니다

S bag•

흘 더를 들어 올려 꺼냄니다

B Insert a news bag• by pushing the cardboard right
int。 the end of the gr。。vein the insert
B

카드보드들 삽입 흘더의 흥 끝에 곧바로 밀어 넣어

새 s-bag • 을 삽입할니다

Always change the s bag• when the indicator signa l
is illuminated even if the s-bag• is n。t f비l (it may be
bl。cked) and after using carpet cleaning powder. Use 。nly
E l ectr。lu x 。r빙 inal synthetics-bag• www.s-bag.com

擾쫓
않더리도 막혀 있을 수 있으므로 s-bag •를 꼭

Place the dust bag
and cl。sethe lid

h。Ider

back int。 the dust c。mpartment

먼지옹투 홀더를 먼지함에 다시 끼어 놓고 덮개를
닫습 니다

교체하십시오 카멧 칭소용 분알 세제를 사용한 후에도
교체할니다 Electr。 lu x 정품 s-bag • 만 사용하십시오
자세한 내용은

www.s

擾쫓

bag.com 을 참조하시〕바랍니다

배기 필터 교처|/청소

옮

짚E………

Replacing I Cleaning the exhaust fil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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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eaning the washable exhaust filter
Rinse the inside (d irty side) in lukewarm tap water. Tap
the filter frame to remove the water. Repeat the pr。cess
four times

Open the filter lid by pushing the two buttons
simu ltaneously under the handle. Use Electr。lux 。 riginal
filters: EFH12, EFH12W, EFH13W.‘

Lift 。ut the filter and check the col。r of the frame
Blue colored= Washable exhaust filter
Green colo red = Non washable exhaust filter (it must be
replaced by a new one)

Note:‘ Do n。t use cleaning agents and av。id t。uching the
filter surface. Let the filter dry completely (min.12 h In
ro 。 m temperature} before putting back! We reo。m
mend to change the the washable filter als 。 at least 。 ncem
a year 。r when it is very dirty or damaged.

물 세척 가능한 배기 필터 정소
필터 안쪽의 더러운 부분을 미온수로 씻어냄니다 필터
프레임을 가엽게 두드려 울기를 제거합니다 위의 과점

을 4번 반복합니다
핸들 Of 래에 있는 두 개의 버튼을 동시에 눌러 필터
덮개를 엽 니다 이때 FH12, EFH12W, EF H13W와 같은
Electr。 lux 정풍 필터를 사용하십시오

필터를 들어 올려 꺼낸 다음 프레임의 색을 확인할
LI 다

파란색 =울 세척 가능
녹색 = 배기 필터 물 세척 물가(배기 필터를 새로 교
체해야할)

참고‘ 세저|를 사용하면 만 되며 필터 표면을 만지지 마

십시오 필터를 실내메서 최소 12 시간 이상 완전히 건조
시킨 다응 삽입합니다울 세척이 가능한 밀터도 최소한

1 년메 한 번 이상 또는 Of 주 지저분하거나 손상된 경우
에는 교체하십시오

Replacing the motor filter
모터 필터의 교체

--、

”

When the βlter has been replaced, the filter d can be
pushed back until the two buttons click in.

If the filter lid c。mes l。ose, restore by positioning the
two hinges at the bottom and push the filter lid back until
both delete 。f thetw。 buttons click in.

Replace the m。tor filter when dirty or after every
5th s-bag•. Push the βlter h。Ider d。wn and pull it 。ut.
Exchange the βlter and close the lid

필터를 교체한 다음 두 개의 단추가 잘락 소리가 나도록

필터 덮개가 느슨하게 닫힌 경우,경칩 두 개를 바닥에

필터 덮개를 다시 밀어 넣습니다

놓고 올바로 복구한 후 두 개의 단추기 찰킥 소리기 나

모터 필터가 지저분하거나 s-bag• 을 5번 이상 교체한
경우 모터 필터를 교체합니다 필터 홀더를 Of 래로 눌러

도록 필터 덮개를 다시 밀어 넣습니다

빼냄니다 필터를 교체하고 덜개를 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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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eaning the nozzle

노즐청소

Disconnect the nozzle fr。m the tube. Use the h。se handie t。 clean t he n。zz l e

튜브에서 노즐을 운리합니다 호스 핸들을 사용하여
노즐을 청소합니다

노즐의 바퀴 부문이 먼지로 막힐 경우소형 드라이버로

바퀴 축의 나사를 분리하고 모든 부품을 청소합니다

바퀴 덮개 (Aero Pro 노즐에만 있음)를 제거하여 바퀴를
칭소할니다

분리할 때와 반대 순서로 부풍을 다시 끼읍니다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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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screw the w heel axis and clean all parts. Refit
verse or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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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 the wheels are stuck, clean them by rem。v i ng the
wheel cap (on ly at the Aer。 Pro n。zzl e) w ith a small
screwdriver.

•
Open brush r。|| cover by pushing the latches. This wi ll
free the fr。 nt w heels f。r clean ing

Pull 。 ut the brush r。II and rem。ve entangled threads by
snipping t hem away with sciss。 rs. Use the h 。se hand le
t。 clean th e n。zz l e . Refit in reverse order

If the wheels are stuck, rem 。ve them careful ly by using
a smal l screwdriver

걸쇠를 당겨 날러시 롤 덮개를 엽니다 그러면 전면
비퀴를 정소할 수 있습니다

브러시 롤을 꺼내 실 뭉치 등의 이물질로 얽힌 부문을
가위로 잘라냄니다 호스 핸들을 사용하여 노즐을

바퀴가 걸리 는 경우소형 드라이버를 사용하여
조심스럽게 바퀴를 룬리합니다

정소합니다 운리할 때와 반대 순서로 부품을 다시
끼응니다

Cleaning the Turb。 n。zzle (certain models only)

터보 노즐 청소I일부 모웰만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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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connect the nozzle from the vac uum cleaner tube
and remove entangled threads, etc. by snipping them off
w ith scissors. Use the h。se handle t。 clean the nozzle.

진공 청소기 튜브에서 노즐을 문리하고 실 뭉치 등의
이물질로 얽힌 부분을 가위로 잘라 제거힐니다 호스

핸들을 사용하여 노즐을 정소할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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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모콘 핸들의 배터리 교체

//

Change battery when the light indicator is n。t respond
ing when pressing any butt。n

Use only batteries type LITHIUM CR2032. Batteries must
be removed fr。m the appliance bef。 re it is scrapped and
are t。 be disp。sed of safe ly

& Rem。te handle w ith m。torized nozzle system DOES
NOT have any batteries or light indicator, s。 DONOTtry
t。 。 pen the m 。t。 rized handle

단추를 눌렀을 때 표시등에 물이 들어오지 않으면

리륨

배터리 를교 체합니다

폐기하기 전에 배터리를 제기한 후 안전하게 버려야

긴S 모터 노즐 시스덤이 있는 원격 핸들에는 배터리 u

CR2032 유형의 배터리만 사용할니다 제품을

할니다

표시등이 없으 E므로 모터 핸들은 열지 마십시오

'12

>Tr.Qubleshootin~ ν

The vacuum cleaner does n。ts tart
Check that the cable is connected t。 the mains.
• Check that the plug and cable are n。t damaged.
• Check for a bl。wn fuse.
• Check if the battery indicat,。r lamp responds (certain m。delsonl씨.

문제 해결c::'c
진공 청소기가 작동하지 않는 경우
플러그가 전원 콘센트에 제대로 꽂혀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

• 플러그나 전션이 손상되었는지 확인하십오.
퓨즈가 끊어졌는지 확인하십시오.

• 핸들리모콘 버튼을 누를 때 배터리 표시등에 불이 들어오는지 확인하십시오.
(해당모델의 경우)

The s-bag• indicator light is illuminated (。nly at specific models)
Check if the s-bag• is full 。r bl。cked.
If you have already changed the s-bag•, change the m。tor filter.
The filter indicator light is illuminated (only at specific models)
• Change the exhaust filter
The cleaner st。ps
The cleaner might be overheated: disc。nnect itfr。m the mains; check if the nozzle,
tube or hose are bl。cked. Let the cleaner cool d。wn for 30 minutes before plugging it
in again.
If the cleaner still does n。t work, c。ntact an authorized Electrolux service centre.

S-bag•표 Al 등 01 켜진 경우(룩정 모델만 해당)

• s-bag•OI 가득 차 있거나 막혀 있지 않은지 확인합니다.
• 이미 s-bag•을 교체한 경우 모터 필터를 교체합니다
필터 표시등이 켜잔 경우(특정 모델만 해당)
• 배기 필터 교체
청소기의 모든 물이 깜박일 때 또는 작동이 종단된 경우
청소기가 과열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콘센트메서 플러그를 문리하고 노즐, 튜브
또는 흐스가 막혀 있지 않은지 확인합니다. 30분간 청소기의 &을 식힌 후 플러그를
다시 연결합니다.

그래도 청소기가 작동하지 않는 경우 Electrolux 공민 서비스 센터에 문의하십시오.

Cleaning the h。se
Clean the h。seby ‘ squeezing• it. H。wever, be careful in case the 。bstructl。n has been
caused by glass or needles caught inside the h。se.

(1566-1238)
호스청소
호스를 “압확”하여 눌러 짜면서 이울질을 제거합니다 그러나 흐스 안에 유리

Note: The warranty does n。t cover any damage to hoses caused by cleaning them.

조킥이나 바늘이 걸려 막힌 것일 수 있으므로 조심해야 합니다.

Water has entered the vacuum cleaner
It will be necessary t。 replace the mot。r at an authorized Electrolux service centre. Damage to them。t。r caused by the penetration 。fwateris n。t c。vered by the warranty. F。r
any further pr。blems, c。ntact an auth。rized Electr。lux service centre

활고; 호스 청소 과정에서 발생한 호스의 손상에 대혜서는 보증이 적용되지 않습 U 다.

진공 청소기에 물이 들어간 경우
Electrolux 지정 서비스 센터에 모터 교체를 요청해야 합니다. 물이 들어가서 발생한
모터의 손상에 대해서는 보즘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기타 다른 문제가 있으시면
Electr。lux 공인 서비스 센터로 문의해 주십시오.(일렉트로룩스 코 2.1 아띔 고객센터

: 1566-1238)

Safety requirement~!뼈warning

안전댄F대한 주와사항 뭘 경고

This appliance is not intended f。r use by persons (including children) with reduced
physical, sensory or mental capabilities 。r lack 。f experience and knowledge, unless
they are given supervisi。n 。r instructions concerning the use of the appliance by a
person resp。nsible for their safety.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이 감시하고 있거나 제품 사용에 대해 알려주는 경우를
제외하고 어린이를 포함하여 싣체 또는 정심 장애가 있거나 감각 기능에 문제가
있는 경우 또는 사용 경험이 전혀 없는 경우에는 이 제풍을 사용하는 데 적합하지
않습니다.

Children should be supervised t。 ensure that they d。 not play with the appliance.

어린이들이 제품을 가지고 놀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Always disconnect the plug from the mains before cleaning or maintaining the appliance.
Never use the vacuum cleaner with。ut its filters.

제폼을 청소하거나 유지보수하기 전에 할상 콘센트에서 플러그를 운리하십시오.
절대로 필터 없이 진공 청소기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Caution
This appliance contains electrical connections:
• Never vacuum any liquid
Do not immerse in any liquid for cleaning
• Disc。nnect the appliance from the mains when not in use
The h。se should be checked regularly and must not be used if damaged.

주의

The ab。ve can cause serious damage t。 the motor, which is n。tc。vered by the warranty.

않습니다‘

l3

이 제품에는 전기 연결선이 포함되어 있는 전기 기기 입니다,

• 진공 청소기로 액체를 흘입하지 마십시오,
제품 세척 시 룰에 담그지 마십시오‘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콘센트에서 제품의 플러그를 분리하십시오,
정기적으로 호스를 점검하고 호스가 손상된 경우 사용을 중단해야 할니다‘
위와 같은 행동은 모터에 심각한 손상을 일으킬 수 있으며 이 경우 보증이 적용되지

다음과 같은 경우 진공 청소기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Never use vacuum cleaner
• Cl。se to flammable gases, etc.
• On sharp objects
• On hot 。r c。Id cinders, lit cigarette butts, etc.
• On fine dust, for instance plaster, concrete, flour.
Powerc。rd

precautions
Regularly check that the plug and c。rd are not damaged. Never use the vacuum
cleaner if the c。rd is damaged.
If the cord is damaged, it must be replaced only by an authorized Electr。luxservice
centre in 。rder to avoid a hazard. Damage to the vacuum cleaner’s c。rd is n。t covered by the warranty.
Never pull or lift the vacuum cleaner by the cord.

가스 등의 가연성 물질이 가까이 있는 경우

• 날카로운물체
뜨겁거 U 차가운 석탄재, 물이 붙어 있는 담배 꽁초 등

• 석회, 콘크리트, 밀가루 등의 미세한 가루
전원 코드주의 사항
플러그와 코드가 손상되지 않았는지 정기적으로 점검하십시오. 코드가 손상된
상태에서는 절대로 진공 청소기를 사용하지 마십시모.

코드가 손상된 경우 매우 위험하므로 Electrolux 지정 서비스 센터에 코드 교체를
요청하십시오- 진공 청소기 코드의 손상에는 보증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코드를 잡고 진공 청소기를 당기거나 들어몰리지 마십시오
모든 서비스와 수리는 반드시 Electrolux 지정 서비스 센터에서 받마야

합니다. 진공 정소기는 건조한 장소에 보관하십시오.

All servicing and repairs must be performed by an authorized Electrolux service centre.
Store the vacuum cleaner in a dry place.

Consumer information and sustainability p이 icy

소비자 정보 및 지속가능 정책

Electr。lux declines all responsibility for all damages arising from any impr。per use of
the appliance or in cases 。ftampering with the appliance.

Electr。lux 는 제품의 부적절한 사용 또는 제품 개조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손해메 대
해 일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F。r more details

보증 및 소비자 문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패키지와 할께 제공된 보증 책자를 참조

of warranty and c。nsumers’ c。ntacts see the Warranty B。。klet in the

packaging

하십시오

If you have any c。mments 。n the cleaner 。r the Operating Instructions manual please
e-mail us at fl。。rcare@electr。lux.com

청소기 또는 사용 설명서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먼 n 。。rcare@elect「。lux.com 으로
이메일을 보내 주십시오-

Sustainability policy
This pr。du〔t is designed with the envir。nment in mind. All plastic parts are marked f。r
recycling purp。ses. F。r details see our website· www.electr。lux.com
The packaging material is ch。sen to be environmentally friendly and can be recycled.

지속가능정책

Electr。lux 청소기는 E 환경 제품입니다- 모든 플라스틱 부폼에는 재활용 표시가 되
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Electrolux 웹 사이트 www.electrolux.com 을 참조하십
시오.
포잠 재료는 환경 친화적인 소재로 만들어졌으며 재쩔용쩔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