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WET& DRY 진공청소기

플렉시오II 청소기(Z931)

사용설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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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고객님께

일렉트로룩스 플렉시오 Ⅱ 청소기를 구입해 주셔

서 단히 감사 드립니다. 청소기를 사용하기 전

에 반드시 사용설명서를 주의 깊게 읽어 보십시

오. 사용 중 언제나 참고할 수 있도록 사용설명서

를 잘 보관하십시오.

안전에 한주의사항

● 사용하시기 전에 본 사용설명서를 주의 깊게 읽어

보시고 청소용에만 사용하십시오.

● 청소기의 코드를 연결 시에는 반드시 전원을 꺼주

십시오.

● 콘센트로부터 플러그를 제거하기 위해 코드 선을

잡아당기지 마십시오.

● 청소기의 관리 시에는 청소기의 전원을 차단해 주

십시오.

● 젖은 손으로 청소기를 만지지 마십시오.

● 손상된 전선이나 플러그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제

품의 수리가 필요한 경우, 

● 제품을 구입하신 곳 또는 일렉트로룩스 고객 센터

로 연락해 주십시오.

● 전선을 잡아 당겨 청소기를 이동하거나 끌지 마십

시오.

● 열, 기름 날카로운 가장자리, 거친 표면 또는 뜨거운

표면에서 청소기를 끌지 마십시오. 또한 청소기가

코드 위로 넘어가지 않도록 주의 하십시오.

● 전원 코드 감개 버튼의 사용시에는 코드가 튕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한 손으로 코드를 잡아 속도를 조

절해주십시오. 

● 콘센트를 단독으로 사용하십시오. 타 전열기와 같

이 사용하지 마십시오. 함께 사용시에는 청소기의

전압보다 높을 수가 있어 화재의 위험이 있습니다.

청소기의 전압과 일치하는지 살펴보거나 일렉트로

룩스 고객센터(1566-1238)로 문의해 주십시오.

● 코드 선이 물 또는 액체에 닿지 않도록 주의 하십시

오. 감전의 위험이 있습니다.

● 비가 내리는 외부에 청소기를 두지 마십시오.

● 본 청소기는 외부에서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 청소기작동중에청소기를홀로방치하지마십시오.

● 어린이나 노약자, 정신적 신체적으로 이상이 있는

사람이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 하십시오.

● 어린이가 청소기를 가지고 놀지 않도록 주의 하십

시오.

● 인화성 물질이나 열기가 있는 장소에 청소기를 두지

마십시오.

● 다음과 같은 곳에서는 청소기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 인화성 물질 및 화기성 액체

- 딱딱한 물체

- 담배, 성냥 뜨거운 재 같은 인화성 물질

- 시멘트와 같은 량의 미세한 가루

- 액체 또는 카펫 청소용 세제

● 위에 물질이 있는 곳에서는 청소기를 작동하지 마십

시오.

● 흡입력이 감소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청소기

가 막히지 않도록 주의 하십시오.

● 먼지봉투 또는 필터가 제 로 장착되지 않은 상태에

서는 사용하지 마십시오.

● 모터가 과열되었을 때는 청소기가 자동적으로 꺼집

니다. 만약 청소기 모터가 과열되었다면, 전원 스위

치를 켜기 전 전원 버튼을 누른 뒤 몇 분간 기다리십

시오.

● 계단에서청소시, 청소기에각별히주의해주십시오.

● 청소기의 손상과 사용자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는

모든 제품의 부속품은 일렉트로룩스 정품만을 사용

하시기를 권장합니다.

● 부적절한 수리는 사용자에게 위험을 초래할 수도 있

습니다.

● 모든 서비스와 수리는 반드시 일렉트로룩스 고객센

터에 문의 하십시오. 

또한 제품의 부속품은 일렉트로룩스 정품만을 사용

하시기를 권장합니다.

- 본 청소기는 가정용으로 제작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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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제품의 전압과 가정의 전압이 일치하는지 청소기

밑면에 부착된 제품 정보라벨을 확인하십시오.

빠른설치방법

개봉 후 제품의 손상 정도를 반드시 체크하십시오.

청소기조립

액세서리를 끼우거나 분리할 때는 항상 전원 플러그를

분리하여 주십시오. 청소기 사용 전에 모든 필터가 정확

하게 장착되었는지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청소기연결하기

호스를 청소기 ⓐ부분에 연결 또는 분리하십시오

● 걸쇠에서 딸깍하고 소리가 날 때까지 호스를 끼우십

시오. 

● 전원 플러그를 분리하신 후 걸쇠를 눌러 호스를 돌려

서 분리하십시오.

호스를청소기ⓑ부분에연결또는분리하
십시오.

● 필터 커버와 필터를 제거하십시오.

● 걸쇠에서 딸깍하고 소리가 날 때까지 호스를 끼우십

시오.

● 전원 플러그를 분리하신 후 걸쇠를 눌러 호스를 돌려

서 분리하십시오.

연장관및액세서리연결

● 호스 손잡이(핸들)에 연장관을 연결합니다.

● 브러쉬에 연장관을 연결합니다.

선택한노즐연결하기

● 바닥 브러쉬는 마루 바닥 및 카펫트 청소에 사용 가

능합니다.

● 틈새 및 가구용 노즐은 코너 청소와 쇼파 청소에 사

용 가능합니다.

● 젖은 바닥용 노즐은 젖은 표면을 청소할 때만 사용

가능합니다.

ⓐ

ⓑ

연장관
바닥브러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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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방법

청소도구

틈새 노즐, 먼지 브러쉬, 가구용 노즐은 액세서리 홀더에

장착되어 있습니다. 

플로어브러쉬

일반적인 카펫트 및 바닥 청소용

카펫트용

마루바닥용

젖은바닥용노즐

젖은 바닥 전용

젖은 바닥용

틈새노즐

● 틈새 노즐은 손이 쉽게 닿을

수 없는 구석진 곳이나 쇼파

사이의 틈새를 청소할 때 사용

하면 편리합니다.

먼지떨이용브러쉬

● 먼지 떨이용 브러쉬는 가구나

책장, 선반 또는조명 겉 부분

의 오염된 부분을 청소할 때

사용하면 편리합니다

소파용노즐

● 소파용 작은 브러쉬는 소파에

사용하면 편리합니다.

작동과정

● 사용 전에는 코드를 충분하게 뽑아 연결하여 주십

시오.

● 사용 시에는 ON/OFF 버튼을 눌러 주십시오. 멈출

시에도 ON/OFF버튼을 한 번 더 눌러 주십시오.

● 일렉트로닉 파워 스위치를 이용하여 청소기의 흡

입력을 조절하여 주십시오.(자동 코드 감개는

Z931모델만 해당)

● 코드를 되감기 위해서는 한 손으로 코드 감개 버튼

을 눌러주고 청소기의 본체 손상을 방지할 수 있도

록 지시 가이드에 따라 코드를 감아 주십니다.

(자동 코드 감개는 Z931모델만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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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지봉투청소

● 필터 실린더, 본체, 모터는 완전히 말린 후에 장착

하여 사용하여 주십시오.

● 필터는 정확한 장소에 장착하여 주십시오.

● 반드시 먼지 봉투를 제자리에 장착해 주시고, 제거

했던 본체의 덮개를 덮어 주십시오.

물기있는곳에서의청소

● 반드시 필터 실린더를 본체 안에 장착한 후 청소

를 해 주십시오.

● 먼지 봉투를 제거해 주십시오.

● 젖은 바닥용 노즐은 물론, 다른 청소 도구도 사용

가능합니다.

● 드럼 통 속 물이 많아지면 청소기의 성능 및 제품

에 결함이 올 수 있습니다.

반드시 전원 스위치를 끈 뒤 흡수된 물을 버려주

십시오. 

● 물기 있는 곳에서 청소기 사용 후에 반드시 튜브

를 완전히 말려서 보관해주십시오. 튜브가 완전

히 마르지 않으면 튜브에 녹이 슬 수 있습니다.

● 만약 기계가 손상되면, 물이 모터 안으로 들어 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청소기 사용 전에 반드시

모터 속에 물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먼지털기

● 송풍기에서 필터를 제거해 주십시오.

● 호스를 연결하여 주십시오.

● 먼지를 털어낸 뒤 호스를 제거하여 주시고, 필터를

제자리에 단단히 장착하여 주십시오.

● 청소기를 사용하다가 흡입력이 약해지면 잠시 동안

작동을 멈추어 줍니다. 

● 청소기 속에 먼지가 많은 경우에는 흡입력 저하 및

모터가 과열되어 손상될 위험이 있으니 청소기를

깨끗하게 청소해 주십시오.

작동과정

먼지봉투교체

먼지봉투교환전에는반드시청소기의전원코드를

뽑아주십시오. 

● 연결관을본체에서분리한뒤윗쪽커버를제거해주

십시오.

● 가늘고긴구멍속의먼지봉투를들어올리십시오.

먼지봉투커버

안전표시장치

필터



한국어

7

● 새먼지봉투로바꿔주십시오.

● 위쪽의커버를다시덮고걸쇠가잘맞도록끼워주십

시오.

필터청소

● 최상의청소성능을위해6개월에한번씩필터를청

소해주십시오.

● 필터청소전기계는분리해주십시오.

● 필터를세탁기에넣고세척하지마십시오.

● 필터를헤어드라이어로말리지마십시오.

● 필터분리

● 필터를 흐르는 물에 씻은 후 완벽하게 말려 주십

시오.

● 필터장착

청소기보관법
● 안전하고서늘한장소에보관하십시오

● 청소기본체에장착된보관장치에플로어노즐을안

전하게걸어보관하십시오. 

● 연결관, 노즐그리고호스를잃어버리지않도록함께

보관하십시오.



Dear customer
Please read these operating instructions
through carefully.
Above all please observe the safety
instructions on the first few pages of
these operating instructions! Please keep
these operating instructions for later
reference. Pass them on to any
subsequent owner of the appliance.

Use of warning triangle and/or the key
words (Danger!, Caution!, Important!),
information that is important for your
safety or the correct functioning of the
appliance is highlighted. It is essential
that this information is observed.

☞ This symbol guides you step by step
through the operating procedure for
your appliance.

Next to this symbol you will find
additional information and practical tips
on using the appliance.

Tips and information about the
economical and environmentally friendly
use of the appliance are marked with the
clover symbol.

Description of the
appliance (Figure 1)
A Toasting slot
B Thermally insulated outer casing
C Browning control indicator lamp
D Bread lift button
E  Warm up button with indicator lamp
F Defrost button with indicator lamp
G Stop button with indicator lamp
H Roll rack for crisping up bread rolls

(fold down)
J Button for raising the roll rack
K Crumb drawer

L Cord storage (on the underside of the

appliance)
M Rating plate (on the underside of the

appliance)

Safety instructions
This appliance corresponds to accepted
technological standards with regards
to safety and to the German Appliance
Safety Law. Nevertheless, as a manufacturer
we consider it our obligation
to make you aware of the following
safety information.

General safety
● The operating voltage of the appliance and

the mains voltage as well as the type of
current must match (see the rating plate
on the underside of the appliance).

● Only plug into a correctly installed earthed
mains socket.

● Never pull the plug from the socket by
means of the mains lead!

● Prior to cleaning or in the event of a
malfunction, unplug the appliance first!
Loosen jammed pieces of toast with a blunt
wooden implement (e.g. the handle of a
cooking spoon). Ensure that you do not
touch the heater elements during this
process.

● Do not reach into the toasting slot with
your fingers or metal implements

– there is a risk of injury and damage to the
appliance.

● The outer casing of the toaster is thermally
insulated. However the metal parts on the
top of the appliance and in the toasting
slot will become hot – there is a risk of
burns!

● Do not use the appliance if the mains cable
is damaged or the casing is visibly
damaged.

● The mains cable is of a special type and is
only to be replaced by the Customer Care
Department since special tools are requi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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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원인 해결방안

문제해결

플러그연결부분이나플러그가전원콘센트에

제 로꽂혀있는지확인하십시오.

진공 청소기가

작동되지 않을 때

필터 표시기에

불이 들어왔을 때

플러그가 전원 콘센트에 제 로

꽂혀 있지 않습니다.

먼지봉투를교체하십시오.

필터청소및교체를하십시오.과열되었을 때
먼지봉투가 가득 차 있습니다.

필터가 막혀 있습니다. 

호스를청소하십시오.

노즐을청소하십시오.

먼지봉투를교체하십시오.

필터청소및교체를하십시오.

호스를교체하십시오.

흡입력이 줄어들었을 때

흡입 호스가 막혀 있습니다.

노즐이 막혀 있습니다.

먼지 봉투가 가득 차 있습니다.

필터가 막혀 있습니다.

호스에 손상이 있습니다.

전원스위치를끈후30분정도모터를식히십

시오.

모터의 가열로 가열방지 장치가

작동합니다.

먼지봉투와필터를체크하십시오.먼지봉투가 가득 차 있습니다.

필터청소및교체를하십시오.필터가 막혀 있습니다.

기계가 오작동 할 경우, 아래의 이유를 체크해 보십시오.

만약 문제가 지속되면 일렉트로룩스 서비스센터(1566-1238)에 상담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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