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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품

바구니 탈취필터 사용설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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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방법

필터교체

포장비닐을 제거후 

바구니를 삽입 합니다.

1. 2. 탈취필터를 제품 후면에 

장착 합니다.

3. 탈취필터 케이스의 상단을 돌려 연후 

탈취필터에 부착 된 스티커를 (위아래 4개) 제거 후 

필터를 케이스에 다시 넣고 상단을 돌려 닫아 줍니다.

* 필터는 3~6개월 사이에 한번씩 냄새 발생시 교체해주십시오.

  교체시기는 사용기간, 처리용량에 따라 다를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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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방법

남은 음식물의 물기를 충분히 빼줍니다.1.

투입구를 열고 남은 음식물을 바구니에 
투입 하십시오.

2.

음식물 쓰레기를 투입후 전원버튼을 

누르면 자동 작동 됩니다.

19시간 건조모드로 작동 후 자동으로 송풍모드로 전환 됩니다. 

송풍 모드는 음식물 부패 방지를 위해 전원을 끄기 전까지 계속 작동 합니다. 

도어가 열고 닫으면 자동으로 동작 시간이 리셋 됩니다.

3.

건조 후 바구니를 비워 주십시오.4.

건조 된 남은 음식물을 버릴 때에는 

반드시 규정된 쓰레기 봉투 또는 

음식물 수거함을 사용하여 주십시오.

5.



05

주의사항

1. 사용자의 안전사고를 방지하고, 재산사의 손해를 막기 위한 내용 입니다.

2. 아래의 내용을 잘 읽고 이해하여 사용해 주세요.

3. 주의 사항은 ‘위험’, ‘경고’, ‘주의’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위험  지시사항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 사용자가 중상을 입거나 

        재산 피해가 발생 할 수 있습니다.

경고  지시사항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 사용자가 상해를 입거나 

        재산 피해가 발생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주의  지시사항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 사용자가 상해를 입거나 

        제품 손상이 발생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전원관리

콘센트가 파손된 경우 A/S를 신청해 주세요. 코드부분을 무리하게 잡아당겨 빼거나,
젖은 손으로 전언플러그를 만지지 마세요.

하나의 콘센트에 여러개의 전원 플러그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본 제품은 220V 전용입니다.
전원 전압을 확인하고 사용 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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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관련

인화물질을 넣지 마세요.
화재 및 폭발의 위험이 있습니다.

프리스텐딩 방식으로 사용할
경우 밀폐 된 공간에서 사용하지 마세요.
기기 수명이 단축 될 수 있습니다.

이상 작동시에는 전원을 끄고 
고객센터로 바로 연락을 해주세요.

문을 꼭 닫고 사용 하세요.
제품 손상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과일류를 통째로 넣지 마시고, 부피가 
큰 음식물의 경우 잘라서 넣어 주세요.
건조 효율에 영향을 줄수있습니다 .

동물을 가두거나 투입구에 넣지 마세요.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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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사항

사용관련

투입구 외에 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하세요.
제품 손상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탈취장치 위에 장애물을 올려 놓지 
말아 주세요.
감전, 화재의 위험이 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를 넣은 상태로 전원 
스위치를 끄지 마세요.
부패의 원인이 됩니다.

어린이나 노약자의 사용시 사용법을 
충분히 알려주세요.

남은 음식물 처리기의 바구니 용량을 
초과해 넣지 마세요.
제품 손상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음식물 처리 이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 하지 마세요.
제품 손상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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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사항

청소관련

기타

전원플러그를 뺀 후 청소하고, 물을 
직접 뿌리거나 폭발성이 강한 물질로 
닦지 마세요.
감전, 화재의 위험이 있습니다.

제품 위에 물건이나 물이 담긴 그릇, 
약품, 금속류 등을 올려 놓지 마세요.

함부로 분해, 수리, 개조 하지 마세요.

전원플러그의 접촉부분에 먼지,
물 등이 묻어 있으면 잘 닦아 주세요.
감전, 화재의 위험이 있습니다.

이상한 소리나 냄새 또는 연기가 나면 즉시
전원플러그를 뽑고 문을 닫아둔 채로
고객센터로 연락해 주세요.

문이 열린 채로 매달리거나 밟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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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의뢰전 확인사항

(주) 에스엘큐 고객센터

1899-7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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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규격

전원

처리방식 공기순환방식

냄새처리방식 프리스탠딩 (탈취필터)

220V / 60Hz

소비전력 송풍  10W  / 표준  130W

처리용량 5L

본체중량 6kg

규격

제조원

제조국가

270mm(W) X 275mm(D) X 350mm(H)

(주) 에스엘큐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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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보증서

(주) 에스엘큐 고객센터

1899-7352 



www.loofe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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