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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stallation

Unpacking
Open the package, take out the foam pad, all accessories and machine from the package and 
take off the plastic bags. Keep the carton and plastic bags in good condition for the purpose of 
maintenance and repair in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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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Decorative Ring
4.Rear Cover
7.Power Adapter
10.Buttons
13.Release Button
16.Base Cover

2.Decorative Part of Front Cover
5.Coin Battery
8. Wrench
11.Back housing
14.Supporting Pole
17.Base

Fan

Support Pole

Base

3.Front Cover
6.Remote Controller
9.M8 Screw
12.Upper Connector
15.Bottom Conne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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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cking List

Part Name Fan Support Pole Base Power Adapter

Quantity 1 1 1 1

Remote Controller Coin Battery M8 Screw Wrench User Manual

1 1 1 1 1

Main-body Assembly
 1.Open the package, take out the support pole 
and base, insert the pole into the base and 
make sure the release button of pole be on the 
top side. Then screw up the base and pole with 
the M8 screw.(Picture 1)

2.Take the fan assembly out and install it to the 
support pole, when a “click” sound is heard, the 
installation is finished.(Picture 2)

Note：
1.Please hold the motor & control part tightly when you 
assemble or disassemble the fan to prevent the pinch of 
fingers.
2.When you don’t use the product and want to put it 
away, just disassemble the it in the reverse order of 
the assembly.
 
Connection of the Power Adapter
Take out the power adapter, insert the plug into 
the socket,and connect the other side to the 
bottom interface of the base, then it’s done.
(Picture 3)

Note：Please make sure the input voltage is 220V, 
keep the plug and your hands dry before you touch the 
plug and insert it into the socket!

1 2

3

Support
Pole

M8 Screw

Base

Wrench

F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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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ion Operation

Operation Buttons and Indicator Instruction

"  " Button
 After being connected to the power, the whole machine will issue a bell and all the indicator lights 
will flash once. The machine is in the state of power on and standby. Press the “  ”button, the 
buzzer will sound a bell. The machine will enter the mode of constant and moderate wind mode 
set by default when the machine is started for the first time. When the machine is started again, 
it will directly enter the mode set when the machine was shut down last time (the power cord 
plug is not pulled out). If you need to turn it off, just press the “  ”button again.

"Constant Wind" button
 The machine provides the mode of constant wind, which can be selected by pressing the button 
of "Constant Wind". In the mode of constant wind, low, medium and high wind speeds are 
provided for users to choose manually. When the wind speed is selected, the corresponding 
indicator light will be on. This button is cyclic.

"Natural Wind" button
The machine provides a natural wind mode, which can be selected by pressing the "Natural 
Wind" button. In the natural wind mode, the user can manually select the three wind speeds of 
sleeping wind, forest wind low and forest wind high, and the corresponding indicator light will be 
on when the wind speed is selected. This button is cyclic.

The application of various modes is as follows:
Forest wind (high): the wind blows gently on the surface of the human body, which is 
comfortable and not harsh. It is suitable for young people.
Forest wind (low) and sleeping wind: the wind blows gently on the surface of human body, which 
is comfortable and not harsh. It is suitable for infants, pregnant women and the elderly.

Button

Indic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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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ing Angle" button
The machine provides three swing angles of 30° 
left and right, 60° right and left, and 360°infinite 
cycle. The swing of the machine is the left and 
right motion centered on the current position. 
Press the "swing angle" button to swing the fan 
head from side to side for 30°, press two times 
to swing the fan head from side to side for 60°, 
press three times to rotate the fan head for 360° 
indefinitely, and then press the "swing angle" 
button to stop. This button is a cyclic key, which 
will be accompanied by the prompt sound from 
the buzzer. In the selected state of a certain 
angle, the corresponding indicator lights up.

"Timing" button
In order to meet the needs of consumers, the 
product provides 1-7 hours of timing time. Press 
the "timing" button, the timing is 1h, two times 
2h, three times 3h, and so on. This button is a 
cyclic key, and it will be accompanied by the 
prompt sound issued by the buzzer. When the 
time is up, the machine stops running.

In the timing state, the indicator light is on. 
Timing for 1h, "1h" light on; When is 2n, "2h" 
light is on; Timing for 3h, "1h+2h" light; Timing 
for 4h, "4h" light on; Timing for 5h, "1h+4h" 
light; Timing for 6h, "2h+4h" light; Timing for 7h, 
"1h+2h+4h" light. (Picture 4)

Manual angle adjustment
In addition to the right and left automatic swing 
function, the product also can be manually 
adjusted at any angle from the bottom to the top 
- 5 ° to 90 ° (Picture 5)

Use of Remote Controller
Matching of remote controller and fan
The remote controller and the fan have already 
been matched and are normal in use. If there 
is no response to operation, please match the 
remote controller and fan by means as below: 
Keep pressing the "  "button tightly , and then 
plug in the adapter. After a tinkle sound, the 
constant wind high-speed indicator light is on. 
Release the"  "button and keep pressing the 
“natural wind” button on the remote controller 
until the fan rotates, then finish the mat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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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de Upw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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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s and function description (Picture 6)
"On/off" button: The same function as the "  "
button on the fan.

"Constant Wind" button: The same as the 
"Constant Wind" button on the fan.

"Natural Wind" button: The same way as the 
"Natural Wind" button on the fan.

"Swing Angle" button: The same as the "Swing 
Angle" button on the fan.

"Timing" button: The same as the "Timing" 
button on the fan.

The battery replacement
Remove the battery holder from the remote 
controller. Please distinguish the positive 
and negative electrodes of the battery when 
replacing it. (Picture 7)

Note:
1.Do not place the remote controller (battery) where children can touch it.
Seek medical advice if batteries are swallowed.
2. When the remote controller is idle for a long time, please remove the battery from the remote controller in 
order to prevent battery leakage.
3. If the battery leakage liquid accidentally enters your eyes, please rinse with plenty of water and seek 
medical advice immediately.
4. When the battery leakage liquid sticks to the skin or clothes, please rinse immediately with plenty of water.
5. When discarding the battery, please properly dispose of the battery according to the garbage classification 
method stipulated in the local area.

Cleaning and Maintenance

Note:
1. In order to effectively use the machine, please carry out maintenance every two weeks according to the 
following method during continuous use.
2. Be sure to pull the adapter out of the socket before disassembly and cleaning.
3. Hold the fan tightly to prevent hand clamping when disassembling.

Disassembly and assembly of machinery

Disassembly
 1. Close the machine, press and hold the release button on the support pole, pull out the fan 
components(or not), and screw down the bottom screw of the decorative ring with a cross 
screwdriver. (Picture 8)
2. Rotate the front cover clockwise, and remove the front cover after the arrow "  " on the front 
cover points to "  "from " ". (Picture 9)
3.Hold the fan blade in one hand, turn the fan knob clockwise with the other hand, and remove 
the fan blade. (Picture 10)

9

10

Fan blade

Fan kno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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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After removing the fan blade, rotate the cover 
plate of the rear cover counterclockwise and 
remove the cover after unscrewing. (Picture 11)

The installation
After the cleaning of al l  parts of the fan 
components, they can be assembled in reverse 
according to the disassembly sequence. Please 
note the following points:
1. When the rear cover is assembled with the 
motor & control part, the anti-stay groove of 
the rear cover shall be aligned with the clamp 
groove of the motor & control part, and the 
cover plate of the rear cover shall be tightened. 
(Picture 12) 
2. When installing, please note that the groove 
behind the fan blade shall be stuck on the limit 
pin of the motor shaft. (Picture 13) 
3. When installing the front cover, the arrows "  " and 
"  " should be aligned. Rotate the front cover 
clockwise until "  " and "  " are aligned. Tighten 
the screw and finish the installation.

Cleaning and maintenance of all parts

 Parts that can be cleaned with water: Rear cover, fan 
blade, front cover (Picture 14).
Use neuter kitchen cleaner to dip wet soft cloth or 
sponge and then clean the parts. After cleaning, 
please put them in cool and dry place, avoiding direct 
sunlight. 

Parts not to be cleaned with water: fan blade knob, 
motor & control assembly, support pole and base 
assembly (Picture 15). Please use a soft dry cloth to 
gently wipe them, do not use banana oil, volatile oil, 
detergent, alkaline cleaning fluid.

Note: Do not put them into the water to clean, so as not to 
burn the internal electrical parts and damage the machine.

Storage
If the machine is to be long idled, unplug the 
power cord and store it in a dry pl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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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r Cover

Groove Limit pin

Fan blade 
knob

Rear 
housing

Support ＆ base assembly

Fan blade Front cover

Cover plate of
the rear cover

Anti-stay groove
Clamp groove

Rear Co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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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fety Notes

Before using the machine, please read this instruction carefully and keep it for future reference.

In order to avoid failure and danger, please do not electrify the machine before it is assembled.

Don't let children play with or operate the machine to avoid accidents.

Before use, check whether the voltage is consistent with the marked voltage of the machine.

Please use the attached special adapter as the power source, otherwise it may cause fire or 
damage to the machine.

Do not use if the power cord or plug is damaged or becomes loose when plugged into a power 
outlet.

Do not damage, process, forcibly bend, stretch or twist the power cord. Do not put heavy objects 
on the power cord or pinch the power cord. Otherwise, it may cause fire and electric shock.

Do not pull the power cord out of the power supply. Be sure to pull it out by grasping the power 
plug at the front end.

Do not pull the power plug with wet hands to avoid electric shock hazard.

Do not place the product in the following places:
1. obstacles that have influence on wind flow (such as curtains), which are involved in the 
machine, may cause accidents or injuries.

2.Direct sunlight will discolor the shell of the machine.

3.Close to heat source (such as heater), which mayl discolor or deform the machine shell.
4.Fire or explosion may occur near or in the presence of combustible gas.

5.Obvious damp places may cause electric shock or fire.

6.On uneven or sloping ground, machine toppling may result in personal injury.

Do not run the product without installing the front cover.

Do not spray perfume on this product.

Do not put your fingers or other sharp objects into the front cover.

In case of abnormal sound, high temperature or irregular operation of the machine, please stop 
using immediately.

Do not put foreign matter in the machine or spray water on i, or it may cause fire or electric 
sho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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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addition to maintenance, please do not decompose or modify the product, which may cause 
fire, electric shock or injury.

Do not let this product fall from the height or hit the product hard, otherwise it may lead to failure 
or damage.

Do not expose in front the fan when it works for a long time, too cold may affect the health.

Before assembling and disassembling the machine, be sure to pull out the power plug.

If you do not use the machine for a long time, please turn off the power switch, unplug the power 
plug, and place it in a dry place for proper storage.

When not in use, turn off the power and unplug the power plug to avoid circuit failure.

Trouble shooting

Please check the following points before entrusting the maintenance department.

Symptoms Possible Causes Solutions

Press the "  " 
button and the fan 
won't work

Adapter not properly plugged   
into socket

Plug the adapter into the socket 
correctly     

Adapter power cord plug not 
securely plugged into host 
interface

The adapter will make a sound when 
it is properly connected to the host

Fan running noise 
is too high

The fan blade knob is loose Tighten the fan knob

 Fan head and front cover are 
not installed correctly Firmly install fan head and front cover

The fan runs but 
the wind is weaker

Check the fan mode settings
It is normal for the wind force of this 
product to change under the mode 
other than constant wind mode

The fan blades and the front & 
rear cover are coated with dust

Dust will reduce the efficiency of the 
wind supply, regular maintenance is 
recommended

The fan stops 
automatically

The timer was set and time is 
up Please reset the timer

Unable to operate 
remote controller

Aging of remote controller 
battery Replace the battery

The battery positive and 
negative poles of the remote 
controller are wrongly placed

Confirm battery positive and 
negative electrode

distance exceeds  maximum 
remote controller distance

Must be in the range of remote 
controller

The remote controller is 
wrongly matched

Refer to "use of remote controller" 
for match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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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Specification

Model No.  JF41

Rated Voltage  24V

Rated Power  20W

Adapter Rated Input Voltage  100-240V~50-60Hz  0.8A

Adapter Rated Output Voltage  24V    1000mA

Circuit Diagram

Disposal

The machine, accessories and packaging should be sorted for environmental-friendly recycling.

Do not dispose of the machine into household waste! 

Only for EC countries: 

According to the European Guideline 2012/19/EU, machine that are no longer usable, and 
according to the European Guideline 2006/66/EC, defective or used battery packs/batteries, 
must be collected separately and disposed of in an environmentally correct manner.

Subject to change without notice.

Remote
controller

Swing control motor

Main PCB
Adaptor

Signal receiving PCB

Main mo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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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rranty Information

This product enjoys one year warranty from the date of purchase.
Excluded from the guarantee is normal wear, commercial use, alterations to the appliance as 
purchased, cleaning activities, consequences of improper use or damage by the purchaser or a 
third person, damage that can be attributed to external circumsta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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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설치

포장 해체

포장을 풀고 , 포말 패드와 내장된 모든 부품과 서류 , 팬을 꺼낸 후 포장백을 떼어낸다 . 향후 수
송 수요에 대비하여 외부 포장을 잘 보관하도록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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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식링 
4. 리어 커버
7. 어댑터
10. 버튼 
13. 릴리즈 버튼 
16. 베이스 커버

2. 프론트 장식품
5. 코인 배터리 
8. 볼트렌치 
11. 백 하우징 
14. 서포팅 로드
17. 베이스

3. 프론트 커버 
6. 리모컨
9.M8 볼트
12. 브라켓
15. 커넥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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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 명세서

명칭 팬 조립품 서포팅 로드 조립품 베이스 조립품 어댑터

수량 1 1 1 1

리모컨 코인 배터리 M8 볼트 볼트 렌치 매뉴얼

1 1 1 1 1

기기 설치

 1. 팬 포장박스를 해체한 후 서포팅 로드 조립
품과 베이스 조립품을 차례로 꺼내 서포팅 로드 
조립품을 베이스 조립품 ( 릴리즈 버튼 쪽 위로 
향함 ) 에 삽입한 다음 M8 볼트를 삽입하고 볼트 
렌치로 M8 볼트를 조인다 .( 그림 1)

2. 팬 모듈 조립품을 꺼내 서포팅 로드 조립품을 
삽입하고 , 잠금장치가 ' 딸깍 ' 하는 소리가 들
리면 조립이 되었음을 의미한다 .( 그림 2)

주의사항:

1.팬 모듈의 조립과 설치는 모두 백 하우징을 잡아 손 끼 

임을 방지한다.

2.팬 수납이 필요한 경우 조립 역순서로 해체하면 된

다.

 

어댑터 연결
어댑터를 꺼내 한쪽은 전원을 연결하고 다른 한
쪽은 베이스 사이드에 있는 홀에 삽입한다. (그
림3)

주의사항:：어댑터의 플러그를 전원 콘센트에 꽂기 전

에 입력 전압이 220V인지 확인하고, 전원 플러그와 손

을 건조하게 유지한다.

1 2

3

홀

베이스

M8 볼트

팬 조립품

렌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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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사용

버튼 사용 및 지시등 설명

 버튼
기기에 전원이 연결되면 기기 전체가 조화로운 벨소리와 함께 모든 지시등이 한 번 깜박이며 기
기는 전기가 통하는 대기 상태가 된다 .  버튼을 누르면 버저가 조화로운 벨을 울리고 , 최초 작
동 시 기기는 디폴트 설정의 항속바람 중간속도 모드에 들어가며 , 다시 작동 시 바로 지난 번 오
프 시 설치된 모드에 들어간다 ( 전원 플러그를 뽑지 않은 상태 ). 만일 오프가 필요하면   버튼
을 누르면 된다 .

' 항속 바람 ' 버튼
본 기기는 항속바람 모드를 제공하며 , ' 항속 바람 ' 버튼을 눌러 선택 시 버저에서 알림음이 울
린다 . 항속바람 모드는 사용자가 수동으로 저 , 중 , 고 3 단 풍속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제공되며 , 
선택한 풍속에 따라 해당하는 지시등이 켜지고 , 다음 버튼은 순환 버튼이다 .

' 자연 바람 ' 버튼
본 기기는 자연바람 모드를 제공하며 , ' 자연 바람 ' 버튼을 눌러 선택 시 버저에서 알림음이 울
린다 . 자연 바람 모드는 사용자가 수동으로 수면 바람 , 저삼림 바람 , 고삼림 바람 3 종 풍속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제공되며 , 선택한 풍속에 따라 해당하는 지시등이 켜지고 , 다음 버튼은 순환 
버튼이다 .

각 모드의 적용 장소는 다음과 같다 .
삼림 바람 ( 높음 ): 인체 표면에 불어오는 바람의 느낌은 부드럽고 편안하며 자극적이지 않아 젊
은 층에게 적합하다 .
삼림 바람 ( 낮음 ) 과 수면 바람 : 인체 표면에 불어오는 바람의 느낌은 부드럽고 편안하며 자극
적이지 않아 영아 , 임산부 , 노인에게 적합하다 .

팬 조립품

지시등

항속 바람

타이머

스윙

자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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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윙 ' 버튼
본 기기는 좌우 각 30° , 좌우 각 60° , 360° 무
한 사이클의 3 종 스윙 각도를 제공한
다 . 본 기기의 스윙은 현재 위치를 중심으로 좌
우로 움직이며 , ' 스윙 ' 버튼을 누르면 
팬 헤드부분이 좌우로 각각 30°씩 움직이고 , 2
번 누르면 좌우로 각각 60°씩 움직이
며 , 3 번 누르면 360°  무한 회전에 들어가고 한 
번 더 누르면 스윙이 멈추게 된다 . 이 버튼은 사
이클 버튼이며 , 버튼을 누를 때 버저에서 알림
음이 울린다 . 어느 각도를 선정한 상태에서 해
당하는 지시등이 켜진다 .

타이머 버튼
본 제품은 소비자의 사용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1~7 시간의 타이밍을 제공한다 . ' 타이머 ' 버
튼을 1 번 누르면 1h, 2 번 누르면 2h, 3 번 누르
면 3h, 이런 방식으로 유추하여 7 번 누르면 7h
이고 다시 한 번 누르면 타이머가 취소된다 . 이 
버튼은 사이클 버튼이며 , 버튼을 누를 때 버저
에서 알림음이 울린다 . 설정된 시간이 되면 기
기는 작동 중지된다 . 타이머가 설정된 상태에
서 지시등이 켜진다 . 타이머가 1h 이면 '1h' 지
시등이 켜지고 , 2h 이면 '2h' 지시등 , 3h 이면 
'1h+2h' 지시등 , 4h 이면 '4h' 지시등 , 5h 이면 
'1h+4h', 6h 면 '2h+4h', 7h 면 '1h+2h+4h' 지
시등이 켜진다 . ( 그림 4)

각도 수동 조절
본 제품은 좌우 자동 스윙 기능 외에 상하 방향
의 스윙 각도를 수동으로 조정할 수 있다 . 아래
에서 위로 -5°부터 90°까지 임의 각도로 조절할 
수 있다 .( 그림 5)

리모컨 사용

리모컨과 조절팬의 매칭
리모컨 및 조절팬은 출고 전 일일 매칭을 진행
하여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 작동 시 반
응이 없으면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매칭 작업을 
진행한다 .
우선 손으로 백 하우징의  버튼을 눌러 유지
하고 어댑터를 꽂아 ' 딩동 ' 소리가 들리면 , 고
항속 바람 지시등이 켜지고 , 이때 손을 놓는다 . 
리모컨의 ' 자연 바람 ' 버튼을 길게 눌러 조절팬
을 회전시켜 매칭에 성공하고 리모컨의 기타 버
튼은 정상으로 사용 가능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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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튼

8 

7

배터리 브라켓

음극을 위로 

배터리 브라켓 

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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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튼 및 기능 설명 ( 그림 6)

' 스위치 ' 버튼 : 사용방법은 팬 버튼 방법과 동
일함 .
' 항속 바람 ' 버튼 : 사용 방법은 ' 항속 바람 ' 버
튼 방법과 동일함 .
' 자연 바람 ' 버튼 : 사용 방법은 ' 자연 바람 ' 버
튼 방법과 동일함 .
' 스윙 ' 버튼 : 사용 방법은 ' 스윙 ' 버튼 방법과 
동일함 .
' 타이머 ' 버튼 : 사용 방법은 ' 타이머 ' 버튼 방
법과 동일함 .

배터리 교체
배터리 브라켓을 리모컨에서 뽑고 배터리를 교
체할 때는 배터리의 앞뒷면을 확인한다 .( 그림 
7)

주의사항 :

1. 리모컨 ( 배터리 ) 을 어린이가 만질 수 있는 곳에 두

지 않는다 . 실수로 배터리를 삼키면 즉시 진료를 받는

다 .

2. 리모컨을 장기간 사용하지 않을 경우 , 배터리의 누

액을 방지하기 위해 배터리를 리모콘에서 꺼내 보관한다 .

3. 배터리에서 누출된 액체가 눈에 들어갔을 때는 다량의 물로 씻어낸 후 즉시 치료를 받는다 .

4. 배터리에서 누출된 액체가 피부나 옷에 묻은 경우 즉시 다량의 물로 씻어낸다 .

5. 배터리를 폐기할 때에는 해당 지역에서 규정한 쓰레기 분류방법에 따라 배터리를 합리하게 처리한다 .

청결과 유지

주의사항 :

1. 본 기기의 효과적인 사용을 위해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2 주마다 한번씩 유지

보수를 진행한다 .

2. 분해 , 설치 및 청결 전 반드시 어댑터를 콘센트에서 빼낸다 .

3. 팬을 분해 및 설치 시 백 하우징을 잡아 손끼움을 방지한다 .

기기의 분해와 설치

분해
1. 기기를 끄고 서포팅 로드의 릴리즈 버튼을 눌러 팬 조립품을 빼내어 ( 또는 빼지 않고 ), 십자 
드라이버로 장식 링 하단의 나사를 뺀다 ( 그림 8).
2. 프론트 커버를 시계 방향으로 돌려 커버 위의 화살표  가  에서  을 가리킨 후 프론트 커
버를 제거한다 ( 그림 9).
3. 한손은 팬 날개를 잡고 다른 한손은 시계방향에 따라 팬 날개의 버튼을 돌려 날개를 제거한
다 .( 그림 10)

9

10

팬 날개

팬 날개 
회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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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날개를 제거한 후 반대시계 방향으로 리어 커
버 덮개를 돌린 후 리어 커버를 제거한다 ( 그림 
11).

설치
팬 각 부품은 청결이 완료되면 분해 순서에 따라 
조립하고 다음과 같은 점에 주의한다 .
1. 리어 커버와 백 하우징을 조립할 경우 , 리어 
커버의 방오 홈과 백 하우징의 카드 슬롯을 맞추
고 리어 커버 덮개를 단단히 조인다 .( 그림 12)
2. 장착 시 팬 날개 뒤쪽의 홈은 모터축의 리미
트 핀에 끼우게 해야 한다 .( 그림 13)
3. 프론트 커버를 장착할 때 , 실크스크린 지시 화살표

와 맞추고 정확하게 매칭될 때까지 시계 방향으로 프론

트 커버를 돌린 후 나사를 조이면 설치가 완료된다 .

부품별 청결과 유지

물세척이 가능한 부품 : 리어 커버 , 팬 날개 , 프
론트 커버 ( 그림 14). 
중성 주방 세제를 묻힌 부드러운 천이나 스펀지로 
닦아 청결을 유지한다 . 세척 후 , 직사광선에 노출
되지 않는 곳에 충분히 건조시킨다 .

물세척이 불가능한 부품 : 팬 날개 노브 , 백 하우징 
부품 , 서포팅 로드 및 베이스 부품 ( 그림 15). 부
드럽고 건조한 걸레로 가볍게 닦아주고 신나 , 휘
발유 , 세정제 , 알칼리 세정액 등을 사용하지 않는
다 .

주의 : 전기가 통해 내부 전기 부품이 손상되어 기계가 

파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물에 담구어 세척하지 않

는다 .

기기의 보관

장기간 사용하지 않을 경우 , 전원선을 빼고 건
조한 곳에 놓아 보관한다 .

13

14

15

11

12

리어 커버

홈 리미트 핀

팬 날개 회
전

백 하우징 
조립품

서포팅 로드 및 베
이스 조립품

팬 날개 프론트 커버

리어 커버 덮개

방오 홈
백 하우징 
슬롯

리어 커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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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사항

본 기기를 사용하기 전에 본 사용 설명서를 숙지하고 , 향후 참조를 위해 잘 보관한다 .

고장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기기가 조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기를 연결하지 않는다 .

어린이의 사고를 방지 하기 위해 어린이가 기기를 만지거나 가지고 놀게 하지 않는다 .

사용하기 전에 먼저 사용 전압이 본 기기에서 표시한 전압과 일치한지 점검한다 .
첨부된 전용 어댑터를 전원으로 사용하고 , 그렇지 않을 경우 화재를 일으키거나 기기가 손상될 
수 있다 .

전원선과 전원 플러그가 손상되거나 , 전원을 콘센트에 꽂은 후 느슨해지면 사용하지 않는다 .

전원선의 손상 , 파괴 , 가공 , 강제 구부림 , 당김 , 회전을 금지하고 무거운 물건을 전원위에 놓
거나 압착하지 않는다 . 그렇지 않을 경우 , 사용 시 화재 및 감전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

손으로 전원선을 당기지 말고 반드시 전원 플러그를 잡고 빼낸다 .

감전 위험이 발생하지 않도록 젖은 손으로 전원 플러그를 뽑지 않는다 .

본 제품을 다음과 같은 위치에 두지 않는다 .
1. 풍력 흐름에 영향을 미치는 장애물 근처 ( 커튼 등 ), 커튼이 기기에 빨려들어가면 사고 혹은 
상해가 발생할 수 있다 .

2. 직사광선이 내리쬐는 곳은 기기 케이스를 퇴색시킨다 .

3. 열원에 가까운 곳 ( 히터 등 ) 일 경우 , 기타 열량은 기기 케이스를 퇴색시키거나 변형시킬 수 
있다 .

4. 가스레인지 근처 또는 가연성 가스가 존재하는 곳은 화재나 폭발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

5. 습기가 현저하게 많은 곳은 감전이나 화재를 일으킬 수 있다 .

6. 평평하지 않거나 기울어진 지면의 경우 기기가 기울어져 인신 상해를 일으킬 수 있다 .

프론트 망 커버를 설치하지 않은 상태에서 본 제품을 작동하지 않는다 .

본제품에 향수를 뿌리지 않는다 .

손가락이나 기타 날카로운 물체를 프론트 망 커버에 넣지 않는다 .

이상음 , 고온 , 또는 기기 작동이 불규칙한 등 이상이 있을 경우 즉시 사용을 중지한다 .

기계 내부에 이물질을 넣거나 물을 뿌리지 않는다 . 그렇지 않을 경우 화재나 감전을 초래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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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 보수 외에 제품을 분해 및 개조를 진행하지 않는다 . 그렇지 않을 경우 화재 , 감전 또는 부
상을 초래할 수 있다 .

본제품을 높은 곳에서 떨어뜨리거나 강하게 두드리지 않는다 . 그렇지 않을 경우 , 고장이나 파
손을 초래할 수 있다 .

장시간 바람에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 . 차가운 바람은 신체건강에 해롭다 .

기기를 조립 및 분해하기 전에 반드시 전원 플러그를 뽑는다 .

기기를 장시간 사용하지 않을 경우 , 전원 스위치를 끄고 전원 플러그를 뽑아 건조한 곳에 보관
한다 .

기기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 전원 스위치를 끄고 전원 플러그를 뽑아 회로 고장을 방지해야 한
다 .

고장 해결

수리부문에 위탁하지 전 , 아래 사항을 먼저 점검한다 .

현상 가능한 원인 솔루션

 버튼을 눌러 작
동 안 할 경우

어댑터 삽입 위치 불정확 어댑터를 플러그에 정확하게 삽입함  

어댑터 전원선 플러그가 본체에 
제대로 삽입되지 않음

어댑터와 본체의 연결이 정확하면 알
람이 울림

팬 작동 소음 과다

팬 날개 노브가 조여지지 않음 팬 날개 노브를 조임

팬 헤드와 프론트 커버가 정확하
게 조립되지 않음

팬 헤드와 프론트 커버를 조임

팬이 작동하나 풍
력이 약함

팬 모드 설정 점검
항속 바람 외 모드에서 풍력 크기 변
화는 정상적인 현상임

팬 날개와 망 커버에 먼지가 부
착됨

먼지가 부착된 후 송풍 효율이 감소되
어 유지보수가 필요함

팬 작동 자동 정지 타이머를 설정함 타이머 재설정

리모컨 작동 불가

리모컨 배터리 노화 배터리 교체

리모컨 배터리 양극과 음극 위치 
부정확

배터리의 양극과 음극을 정확하게 설
정함

작동 거리가 최대 거리 초과 리모컨 사용 범위 내에 있어야 함

잘못된 리모컨 매칭 ‘리모컨 사용’을 참조하여 매칭

주의 : 기타 고장일 경우 , 전용 도구가 필요하며 위험할 수 있으니 반드시 제조업체 , A/S 부서 
등 전문 인원이 교체를 진행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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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규격

모델  JF41

정격 전압  24V

어댑터 모델 ZD024M240100EK

정격 출력  20W

어댑터 정격 입력 전압  100-240V~50-60Hz  0.8A

어댑터 정격 출력 전압  24V    1000mA

전기회로도

보증 인포메이션

본 제품은 구매일부터 1 년의 보증기간이 있습니다 , 하기 상황은 보증범위에 속하지 않습니
다 . 정상적인 마모 ( 닳아서 발생된 파손 ), 상업사용 , 설비개조 , 청결활동 , 구매자 혹은 제 3 자
가 정확하지 못한 사용방식은 외부상황으로 인한 파손 혹은배터리로 인한 파손으로 탓할수 있
습니다 .

리모컨

스윙 컨트롤 스
테퍼 모터

컨트롤 보드

어댑터

무선접수보드

팬 날개 컨트
롤 메인 모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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