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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 질 보증증서

L EQUIP DESKTOP FAN

LDF-4000WH

2. 보증기간이라도 실비를 받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사용자의 과오로 인한 고장
나) 부당한 수리, 개조로 인한 고장
다) 천재지변에 의한 고장 및 손상
라) 구매 후 이동 또는 낙하 등에 의한 고장 및 손상
마) 본 제품에 명시된 주의사항 불이행으로 인해 발생된 고장
바) 제품 정격에 맞지 않게 사용한 후 발생된 고장

리큅 탁상용 선풍기

모델명

LDF-4000WH

보증기간

제품 1년 / 배터리 6개월

구입일자

                   년          월          일

구입업체

성명
고객란

주소
전화

본 보증서는 재발행이 되지 않으니 보관에 유의 하십시오.
품질보증서는 국내에서만 유효하며 제품 구입시 공란에 기재를 하시기 바랍니다.
본 제품은 가정용이므로, 용도 이외(영업용 등)에 사용 시 무상보증서비스를 받을 수 없습니다.
본 제품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에 의거 교환 또는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주소 경기도 화성시 장안면 포승장안로 1196
TEL 1566 - 6884
FAX 031- 351-1318
E MAIL help@lequip.kr
SITE www.lequip.kr

L'EQU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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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고객센터 및 쇼핑몰
고객센터 : 1566-6884  www.lequip.kr
구입문의 : 1566-6563  www.lequip.kr

L’EQUIP DESKTOP FAN

1. 본 제품은 엄격한 품질관리와 제품검사를 거쳐서 출고되는 제품입니다.

제품명

리큅 데스크팬 사용설명서
I

LDF-4000WH

1

안 전 주의사항
• 어린이 손에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하시고 작동 중에 내부 날개에 손가락 및 다른 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십시오.
• 제공된 케이블로만 충전해주십시오.
• 본체 및 배터리에 무리한 충격, 열을 가하지 마십시오.

2

3

구성품

사용방법
사용 전에 충분히 충전을 해주십시오.

전면 커버
선풍기 날개

• 발열이 심한 경우 사용을 중단하십시오.
• 본 제품은 내장된 배터리가 있으므로 화기 근처나 지나치게 고온다습한 환경에서 사용하지 마십시오.
• 장기간 사용하지 않으면 제품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3개월에 한번 정도 완충시켜주십시오.
• 선풍기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마십시오.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당사에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충전중:빨간색 깜박임 사용중:파란색
완충:빨간색
배터리 부족:파란색 깜박임
후면 커버

• 반드시 평평한 곳에 설치하여 사용해 주십시오.

풍량/회전 스위치를 시계, 반시계 방향으로
돌려 전원을 켜거나 끄고 풍량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 제품 위에 수건, 옷, 천 등을 걸어놓지 마십시오. 고장 및 화재의 원인이 됩니다.
• 제품을 분해하거나 수리, 개조하지 마십시오. 화재, 감전, 부상의 원인이 됩니다.
• 본 제품은 신체감각, 정신능력이 결여되어 있거나 경험과 지식이 부족하여 감독이나 지시 없이는
안전하게 기기를 사용할 수 없는 사람(어린이 포함)이 사용하도록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풍량/회전
스위치

• 충전 완료 시 케이블을 반드시 분리하십시오.
• 작동 중 안전망, 기기 내부에 손가락이나 젓가락 등의 이물질을 넣지 마십시오.
부상 및 제품 파손의 위험이 있습니다.
• 선풍기를 장시간 사용하지 마십시오. 밀폐된 공간에서 장시간 사용 시 호흡 곤란 및 체온 저하로 매우
위험합니다. 특히 어린이나 노약자에게 강한 바람은 위험합니다.
• 주기적으로 기기를 청소해 주십시오. 기기에 먼지가 많으면 작동 이상, 고장의 우려가 있습니다.

USB-C TYPE
충전케이블

상태표시등

70도

USB-C TYPE
충전포트

풍량/회전 스위치를 짧게 한번 누르면 회전 기능을
켜거나 끌 수 있습니다.

수동으로 70도 상하 각도조절이 가능합니다.

풍량/회전 스위치를 짧게 두번 누르면 자연풍 기능을
켜거나 끌 수 있습니다.

•완충시간 : 약 5시간
•회전각도 : 135도

•스위치 단계: 10단계
•상하각도 : 70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