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록물용 청소기 사용 매뉴얼
                 MUNTZ TECHNICS
                 (555 GS MUSEUM BLOWVAC ELECTRONIC)

1. 규격
전압 : 220-240V  
       50/60 Hz versions.
모터 power : Max.  880W
Housing : ABS 재질
Max. 흡입력 : 160mbar
Max. airflow : 35 litres/sec
Max. 소음 : 대략 72db
무게(본체): 2.2kg
규격 : 31.5 x 12 x 18.5cm (L x W x H)
호스 직경 : 32mm
전원선 : 길이 3M
필터백 용량 : 대략 1L

2. 주의사항
제품을 사용하기 전 매뉴얼을 확인하여 기본적인 주의사항을 지켜 사용하세요
-기기를 청소하거나 수리할 때 스위치가 OFF 상태인지 확인하고 전원 플러그를 빼 주세요
-기기는 실내용으로 제작되었으며, 건조한 곳에 보관하고, 젖은 손으로 작동하거나, 
  플러그를 만지지 마세요.
-액체를 흡입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코드나 플러그가 손상된 상태에서 기기를 작동하거나, 플러그를 꽂아 보관하지 마세요.
-공기 흡입구와 배출구가 막혀있는 상태에서 사용하지 마세요.
-어린이가 사용하지 않도록 하고, 모터 작동 중 흡입구나 배출구를 들여다보지 마세요.
-가연성 물질이나 액체 근처에서 사용하지 마세요.
-매연이나 담뱃불, 뜨거운 재나 성냥 등에 사용하지 마세요.
-불어내는 기능(블로워) 사용 시 보안경과 마스크를 착용하세요
-불어내는 기능(블로워) 사용 시 스테이플, 바늘, 핀 또는 유리조각과 같은 날카로운 
 물체 등에 사용하지 마세요.
-안전규정에 따라 공인인증 서비스 에이전트에 의해서만 수리가 가능하고, 자격이 없는 
 사람에 의한 수리는 위험할 수 있으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3. 사용지침
전문적으로 먼지를 제거하기 위해 특수 진공 전원조절 기능이 있는, 소형의 경량 다기능 
제품입니다.  
보존 워크샾이나 박물관, 아카이브 및 라이브러리에 사용하기에 적합합니다. 



*청소기 작동 순서
1). 메인호스를 공기 흡입구에 꽂습니다.
2). 세밀한 작업을 위해 보조 호스를 연결하세요. 
3). 플러그를 콘센트를 꽂고 ON 스위치를 눌러 전원을 켭니다.
 주의 : 블로워 기능 사용시 보안경과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합니다. 

4. 유지관리

필터백교체
1). OFF상태에서 전원을 차단합니다.
2). 흡입구에서 호스를 제거합니다. 
3). 본체바닥에 있는 금속 잠금장치를 들어 올려 전면 커버를 분리합니다. 
4). 사용한 필터백을 제거하고 폐기합니다. 
5). 새로운 필터백을 준비하고 주름을 펴 모양에 맞게 끼워 넣습니다. 
6). 전면 커버를 원상태로 끼워놓고 금속장치를 닫습니다. 

주의: 필터백과 HEPA필터 없이 기기를 절대 사용하지 마시고 재사용하지 마세요



5. 기기진단

제품의 기능 중 흡입 및 블로어 기능 사용 중, 셧다운 및 재작동이 안 되는 상태
1). 플러그가 제대로 연결되어 있는지, 손상되지는 않았는지 확인해 주세요.
2). 이 기기는 모터 보호 기능이 탑재되어 과열 시 모터가 자동으로 꺼지게 됩니다. 

기기점검에 필요한 작업

(1). 기기를 OFF로 전환하고 전원콘센트에서 플러그를 분리해주세요
(2). 필터백 상태를 확인하고 필요시 교체해주세요.
(3). 흡입시 배출구, 배출시 흡입구가 막혀있는지 확인해 주세요.
 
15~20분 정도 모터가 충분히 냉각된 후 사용합니다. 

6. 제한적인 보증
MUNTZ TECHNICS은 구매 시점으로부터 18개월의 제한적 보증을 제공합니다. 
보증은 기기의 결함으로 제한됩니다. 

매뉴얼을 준수하지 않은 사용자의 과실로 파손된 제품은 보증을 적용하지 않으며, 
호스, 악세사리 일체, 코드세트 등 마모 및 찢어진 부품도 보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