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을 위한 주의 사항
사용하기 전에 자세히 읽고, 반드시 지켜주세요.
ㆍ제품을 휘두르거나 충격, 훼손 또는 던질 경우
제품으로 인해 손상 및 상처를 입을 수 있습니다.
ㆍ제품을 평평한 곳에 두고 사용하세요.

mini air DK
Air Purifier / Bluetooth Speaker

사용설명서
■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은 사용자의 안전을 지키고,
재산상의 손해등을 막기 위한 내용입니다.
■ 반드시 읽고 올바르게 사용해 주세요
※ 본 제품의 외관, 사양 등은 품질 향상을 위하여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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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전원 연결부에 전도성 물질(금속, 액체)이 닿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ㆍ제품 내부에 금속 물질 등 기타 이물질을 넣지 마세요.
ㆍ제품 사용 시 흡입구 및 토출구가 막히지 않게 하세요.
ㆍ제품에서 이상한 소리, 냄새등이 발생하면
즉시 전원 분리 후 소비자만족센터로 연락하세요.

A/S 문의 전 확인

Air Purifier Specification

1. 제품의 전원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ㆍ

버튼을 1초 이상 눌러 표시등이 점등 되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전원 케이블이 올바르게 연결되어 있는지 한번 더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2. Bluetooth 연결이 되지 않습니다.
ㆍ전원 연결 확인 후 연결 기기의 Bluetooth를 껐다가
다시 시도해 보세요.
ㆍ

버튼을 1초 이상 길게 눌러 다시 시도해 보세요.

ㆍ충전장치 및 USB 케이블은 안전규격 승인품을 사용하세요.

3.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ㆍ제품 이동 시 터치 버튼 부위를 잡고 이동하시면 의도하지
않은 동작을 할 수 있습니다.
ㆍ제품 작동 중 공기 토출구에 눈과 피부를 가까이하면 UV-A
광원에 의해 해로울 수 있습니다.

ㆍBluetooth 연결이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ㆍ유독성 가스 제거에 사용하지 마세요.
ㆍ알칼리성 세제, 황산, 염산, 유기용제(시너, 등유, 아세톤 등)를
사용하여 표면을 닦으면 표면이 손상될 수 있습니다.
ㆍ비닐 포장재를 머리에 쓰는 행위 등으로 코, 입이 막혀 질식의
원인이 되므로 어린이의 손이 닿지 않게 보관 및 폐기 하세요.

ㆍ어댑터가 사양에 맞는지 또는 불량인지 확인해 보세요.

ㆍ볼륨이 "0"으로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ㆍ음악이 일시 정지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4. 충전이 되지 않습니다.
5. 이상한 냄새가 납니다.
ㆍ공기 청정시 광촉매 반응에 의해 냄새가 발생할수 있지만
인체에는 무해합니다.

제품보증서

제품사양
기자재 명칭

특정소출력 무선기기
(무선데이터통신시스템용 무선기기)

모 델
크기 / 무게

DAP-0403 ****
W150 * D150 * H150 / 860g

외함재질
정격전압

ABS / Aluminium

소비전력

5W

DC 5.0V , 1.0A

Bluetooth
모듈 모델명
사용 주파수
출

력

사용설명서

서비스에 대하여 저희 디케이㈜에서는 품목별 소비자 피해
보상규정을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기준에 따라 제품에 대한
보증을 실시합니다.
보상 여부 및 내용통보는 요구일로부터 7일 이내,
피해보상은 통보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해결하여 드립니다.
제품명

모델명

구입일
구입대리점

Serial NO.
판매금액

디케이(주) 공기청정기 & 블루투스 스피커
※ 제품을 잘 사용하기 위해 제품 사용 전 반드시 읽어보세요.
ㆍ설명서의 그림은 제품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ㆍ사용설명서 내에 보증서가 있으므로 분실되지
않도록 잘 보관해 주세요.
소비자만족센터(구입 및 A/S 상담)

유상서비스
DBC7W-00DK1
2.4GHz ~ 2.4835GHz
Max. 10dBm (Bluetooth 4.1)

무선제품사양
ㆍ해당 무선설비는 전파 혼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인명 안전과
관련된 서비스는 할 수 없습니다.
ㆍ사용 환경에 따라서 전파 혼신에 의해 제품의 동작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1544 - 1154

ㆍ무상서비스 보증기간(1년)이 경과된 경우
ㆍ고객과실이나 취급 부주의로 인한 경우
ㆍ천재지변이나 사고, 재해등으로 인한 경우
ㆍ기타 제품의 품질이나 성능의 하자가 아닌 외부요인으로 인해
발생한 경우
ㆍ당사 정품이 아닌 부품 또는 부속품을 사용하여 제품고장이
발생하였을 경우
ㆍ고객이 제품을 임의로 분해하여 부속품이 분실 및 파손
되었을 경우

※ 제품명, 고장상태, 연락처를 정확하게 알려주시면
빠르고 친절한 상담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제조·판매 : 디케이주식회사
■주

소 : 광주광역시 광산구 평동산단로 360

■ 홈페이지 : www.e-dk.co.kr
VER. 01

제품구성

작동 방법

각 부분의 명칭
작동표시등

무드등

MIC

공기흡입구
스피커

사용설명서

제품본체

USB Cable(5V)

사용설명서

LED / 사운드 표시 사항
동작

제품특징
ㆍ공기 청정기능 : 공기중의 VOCs를 제거하여,
깨끗한 공기로 만들어 줍니다.
※ VOCs : 휘발성 유기화학물의 약자로 새집증후군,
호흡기계 질환 등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는 물질
ㆍ탈취 효과 : 각종 유해한 냄새를 감소 및 억제 합니다.
ㆍ반영구적 사용 : 친환경 LED 및 반영구적인 필터를
사용하였습니다.

1. 5V 전원 입력 단자에 USB Cable을 연결하세요.
※. 전원이 켜지지 않을 시 충전 후 사용하세요.

표시등

사운드

전원 ON

작동

파랑색 점등

디디딩

전원 OFF

작동

-

디디딩

Bluetooth 대기

작동

녹색 점멸

띠딩

Bluetooth 연결

작동

녹색 점등

딩 딩 띠딩

통화 수신중

작동

보라색 점멸

벨소리

통화중

작동

보라색 점등

-

충전중

충전

빨간색 점등

-

충전 완료

충전

소등

-

충전량 30% 이하

작동

빨간색 점등

띠링띠링띠링
(5분간격)

1.
2.

전원연결부
충전표시등

공기토출구

Air Purifier / Bluetooth Speaker

Bluetooth 연결

5V 전원 입력 단자

2.

버튼을 1초 이상 눌러 전원을 켜세요.

3.

버튼을 눌러 청정기능을 선택하세요.

☞ DAP-0403PB** : 정속(초기) → 고속 → 정지 [순환]
☞ DAP-0403UB**/GB**/NB** : 고속(초기) → 정지 [순환]
※. DAP-0403UB**/GB** 모델 사양은 Bluetooth가
연결되면 청정 모드 작동이 정지됩니다.

버튼부 기능
Bluetooth 연결시 음악 재생 및 일시 정지
1초 이상 터치 시 전원 ON/OFF
공기 청정 동작/정지
1초 이상 터치 시 Bluetooth 연결 대기 모드
음량 증가 기능
1초 이상 터치 시 다음곡 선택, Stereo 연결/해제
음량 감소 기능
1초 이상 터치 시 이전곡 선택, Stereo 연결/해제

음악 재생 및 일시 정지

전원 버튼을 1초 이상 눌러 전원을 켜세요.
Bluetooth 연결 버튼을 1초 이상 눌러 주세요.
작동표시등 녹색이 점멸합니다.

3. Bluetooth 기기에서 Bluetooth를 활성화하고
연결 기기 항목의 "mini air DK"을 선택하세요.
기기와 연결되면 작동표시등이 녹색으로 점등되고
"딩 딩 띠딩" 소리가 납니다.
※. 재 작동 시 마지막 연결되었던 기기와 연결을 시도하므로
다른 기기와 연결 시 Bluetooth 연결을 재 설정해 주세요.
※. 해제 : 음악을 정지하고
버튼을 1초 이상 터치 하세요.

음량 조정 / 음악 선곡 조정
ㆍ음량 증가 시

버튼을 눌러 주세요.

ㆍ다음 선곡 선택 시
ㆍ음량 감소 시

버튼을 1초 이상 눌러 주세요.

버튼을 눌러 주세요.

ㆍ이전 선곡을 선택 시

버튼을 1초 눌러 주세요.

※ 음악 선곡 조정 기능은 사용하는 음악 재생 어플에
따라 지원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ㆍ Bluetooth 연결하여 음악을 듣는 중
버튼을 누르면
음악 재생이 정지됩니다.
ㆍ 음악이 정지된 상태에서
버튼을 누르면
음악이 재생됩니다.

Stereo 모드 전환 방법( 2 대의 제품 필요 )
1. "A" 제품과 Bluetooth 기기를 연결하신 후
버튼을
1초간 눌러 주세요. (왼쪽 출력)
2. “B” 제품의
버튼을 1초간 눌러 주세요. (오른쪽 출력)
동작
연결대기
연결완료

스피커폰 통화

"A" 제품
하늘색 점등
하늘색 점등

"B" 제품
보라색 점등
보라색 점등

사운드
딩
띠리링

ㆍBluetooth 연결 시에만 동작합니다.
음악을 듣는 중에 전화가 오면 음악이 일시 정지되고
벨소리가 울립니다.
ㆍ스피커폰으로 통화 시
버튼을 누르시면 스피커폰 통화가 됩니다.
통화를 종료하시려면
버튼을 눌러 주세요.
통화 종료 후 통화하기 전 상태로 복귀됩니다.
ㆍBluetooth 연결 중 휴대폰으로 통화하시려면
제품전원
버튼을 1초이상 눌러 전원을 끄고
통화 버튼을 눌러 주세요. 또는 휴대폰의 Bluetooth
기능을 끄고 통화 버튼을 눌러 주세요.
ㆍ통화 수신을 거절하려면
눌러 주세요.

버튼을 1초 이상

"A" 제품
Bluetooth 연결

"B" 제품
mini air
DK

Stereo 모드 해제 방법( 2 대의 제품 모두 )
ㆍ

버튼과

버튼을 동시에 1초이상 눌러 주세요.

※ 전환 및 해제는 음악이 정지된 상태에서만 동작 합니다.
※ 전원을 OFF하여도 Stereo 모드를 계속 유지하오니
개별사용 시 Stereo 모드를 해제 하고 사용하세요.
※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