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행 표준: GB4706.1-2005/GB4706.48-2009

분무키를 한번 클릭시 연속 분무 모드(이중 분무)작동.

두 번째로 분무키를 짧게 누를시 번갈아 분무(5초간 분무,5초간 정지).

세 번째로 분무키를 짧게 누를시 단방향 분무.

라이트키 클릭시 무드등 활성화.

라이트키

버튼 안내도

분무키

제품 모델: SLDT-X12

제품 중량: 598g

사용 출력: 3W

작동 전압: 5V --- 1A

제품 이름: 가정용 대용량 가습기  

제품 사이즈: 146×146×260MM 

포장 사이즈: 148×148×262MM 

물탱크 용량: 3L 

 가습기 사용 설명서

스프레이 작동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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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de in China

필터가 자동으로 흡수하는데 시간이 필요하므로 처음 사용시에는 필터를 적신 후 사용해 

주십시오.

분무판 표면에 물이 있으면 스프레이 효과에 영향을 미치므로 깨끗한 종이로 물기를 제거해 

주십시오.

짧은 시간 안에 물이 고이면 물을 바꿔 주십시오.

이물질이 없는 깨끗한 정수나 증류수를 사용해 주십시오.

수돗물이나 광천수를 사용하시 마십시오.(향수 또는 오일을 추가하지 마십시오).

 물이 없는 상태에서 분무기를 열지 마십시오.

장기간 물이 부족하는 상태로 장동시 내부 부품 또는 외부 회손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음).

장기간 사용 후 분무량이 줄어 들었다면 필터를 다시 설치(다른 한쪽으로 교체)하거나 새 

필터로 교체하십시오.

물이 있는 상태에서 제품을 뒤집거나 옆으로 놓지마십시오.

본 제품은 구입일로부터 비인위적인 품질 문제가 있을시,보증 기간 1년 동안 무료A/S 제공.

본 제품은 국가에서 설정한 3가지 보증 기준에 따라 엄격하게 구현됩니다.

고객이 제품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인위적인 고장이 있을 경우, 보수 해당 비용이 부과됩니다.

보증기간 중 다음 사유로 고장이 발생할 경우 보증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a. 회사의 승인 없이 분해,조립으로 인해 제품이 훼손된 경우.

   b. 액체주입, 외력압박, 낙하손상 등 부적절한 사용으로 인한 고장.

   c.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의 요소로 인한 고장.

   d. 향수/오일 첨가로 인한 고장.

주의사항

제품 보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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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ray operation instru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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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midifier instruction manual

Executive standard: GB4706.1-2005/GB4706.48-2009

Name: Household humidifier Model: SLDT-X12

Product Size: 146*146*260MM Product net weight: 598g

Packing size: 148*148*262MM

Water tank capacity: 3L Working voltage：5V---1A

Use power: 3W

Click the button to turn on the continuous spray mode (double spray).
Short press the alternate nozzle for the second time (spray for 5 seconds, stop 
for 5 seconds).
Short press the single nozzle for the third time.

Click the second button to enable colorful breathing ambience light.

Light button

Key diagram

Spray button



Made in China

This product has non-artificial quality problems from the date of purchase, and provides 
one-year free maintenance service during the warranty period.
This product is strictly implemented in accordance with the three guarantees standards set 
by the country.
If the customer has artificial faults in the process of using the product, the maintenance will 
charge the corresponding maintenance fee.
During the warranty period, if a failure occurs due to the following conditions, the warranty 
rights will not be enjoyed.
       a. Disassembly and assembly without the approval of the company, the product is 
damaged due to the fault caused by the repair.
       b. Faults caused by improper use, such as liquid injection, external force extrusion,    
falling damage, etc.
       c. Injury caused by natural disasters or force majeure factors.
       d. We will not provide any maintenance if the mist/essential oil is not added by 
ourselves.

Precautions

Do not open the spray without water

Warranty c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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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 the first use, please soak the absorbent cotton soaked and use it, otherwise you need to 
wait a few minutes for the absorbent cotton to automatically absorb water.
If there is water on the surface of the atomizer, it will affect the spray effect, please use a 
clean paper towel to absorb the water in time.
If there is water accumulation in a short time, please change the water source.
Use pure water without impurities and do not use mineral water or tap water, do not add 
perfume or essential oil.

Long-term lack of water will cause internal parts or exterior burnout (this is the case at your 
own risk).
If you find that the spray volume becomes smaller after long-term use, you can try to remove 
the absorbent cotton and replace it with the other end and reinstall it, or replace with a new 
absorbent cotton swab.
Do not put the product upside down or on its side when there is wate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