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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합성평가표시
기기 명칭 Fan Mask
모델명 ASF-01
인증 번호 R-R-CWX-ASF-01
인증받은 자의 상호 ㈜코원시스템
제조연월 제품상자 면에 기재됨
제조자/제조국가 ㈜코원시스템/한국
A/S 연락처 ☎ 02-6900-0082

FCC ID : SXV-ASF-01

제품사양
무게 24g
크기 76.3mm*40.5mm*8.7mm
배터리 250mAh / 3.7V
사용시간 일반(약 3시간 30분) / 고속(약 2시간 40분)
충전시간 약 2시간 30분(5V/1A 전원어댑터)

제품 사양은 성능 향상을 위해 사전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으며 매뉴얼 내 이미지는 실제 제품 이미지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에어밸브 커버를 반시계 방향으로 돌려
분리해 주세요.

팬 유닛을 시계 방향으로 돌려
결합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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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 유닛 부착방법

에어밸브 커버 탈착 팬 유닛 부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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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 유닛 각부 명칭 및 작동법

작동버튼

날숨 배출구

LED

충전 단자 
(USB-C 타입)

버튼 누름
팬 작동 (일반)

+1
팬 작동 (고속)

+1
전원 끄기

충전 중
  빨간색

충전 완료
  초록색

팬 작동 중
  파란색

팬 유닛 충전방법

* 제품을 충전할 때에는 가동 중인 난방장치 주변이나 열이 방출되기 어려운 고온 환경에서의 충전을 피하시기 바랍니다.
* 이불로 덮는 등 자연 방열이 차단되거나 비정상적으로 제품 온도가 올라갈 경우 발화 및 고장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 자석 또는 자기장 근처에 제품을 두지 마십시오. 고장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 배터리가 부풀어 오르는 등의 이상 증상이 발견되는 경우, 즉시 사용을 중지하시고 코원 A/S 센터(02-6900-0082)로    
    문의하여 주십시오.
* 제품을 임의로 분해 또는 개조할 경우 무상 서비스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

USB 단자에 충전 케이블을 꽂고 전원어댑터와 연결하면 충전이 진행됩니다.
충전 시 반드시 DC 5V, 1A 전원어댑터를 사용해 주세요.

팬 유닛 충전 중에는 제품을 작동하지 마십시오.



본 제품은 당사의 엄격한 품질관리 및 검사를 통과한 후 대한민국 내수용으로 출하된 제품입니다.
만약 품질보증기간 내에 제조상의 하자 또는 자연적인 고장 발생 시 하기 보증서의 기재 내용에 따라 해당 서비스를 제공해
드립니다.

모델명

제품 일련번호

보증기간 팬 유닛 1년

구입일                   년                 월                일      (구입처 :                                                      )

※  품질보증에 관한 상세 내용은 홈페이지 (www.COWON.com) 상단 고객지원 → A/S → 코원 A/S 안내의 품질 보증 
페이지를 참조하세요.

※  수리 의뢰 제품의 안전한 배송과 접수, 택배비 정산 등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반드시 코원 홈페이지 내 ‘택배 
A/S 신청’ 경로를 통해 코원 지정 택배사인 롯데택배를 이용하여 발송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고객지원 → A/S → 택배 A/S 신청 페이지를 참조하세요.

품질 보증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