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MISTING AIR COOLER

《 사용 설명서 》

본 기기의 사용 전에 주의 깊게 읽으십시오.

기기를 사용하시는 동안에는 본 매뉴얼을 잘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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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 전 주의 ※

 본 제품은 안전한 제품 사용에 관한 감독 또는 지침을 제공받고 관련 위험을 이해한 

경우에 한하여 8세 이상의 어린이와 신체적, 감각적 또는 정신적능력이 감소되거나, 

경험 및 지식이 부족한 분의 사용이 가능합니다.  어린이가 보호자의 감독 없이 제품

을 함부로 만지거나 가지고 놀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본 매뉴얼의 사진은 정보제공을 위한 것으로 사용환경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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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품 소개

사용 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Misting Air Cooler 는 다채로운 외관과 사용자기반의 디자인을 적용하였습니다. 

 팬의 송풍방향을 따라 미스팅 장치에서 방출되는 입자(직경 10-25 microns)가 증발하는 과정에

서 열을 흡수하며 열기를 없애줍니다.

 유효 영역에서는 온도를 3-8 ℃ 낮추고 상대 습도를 높이며, 먼지를 줄이고 공기를 정화시켜 쾌적

한 생활 공간을 조성합니다.

 내부구조는 안전상의 위험요소를 제거하기 위해 물과 전기를 분리한 독립 제어 장치 및 인간 지

능형 경고 보호 시스템을 사용합니다. 

 Misting Air Cooler 는  저소음, 저공해, 저탄소 제품으로 야외 광장, 놀이공원, 경기장, 

공항, 도보 거리, 버스 정류장, 야외 레스토랑 및 빌라 정원 등의 다양한 공공 장소와 섬유, 세라믹, 

주조 등의 작업장에서도  널리 사용됩니다. 

 브러시리스 직류 전동기의 사용으로 동형 미스트 팬과 비교하여 작고 가벼우며 저전력,고효율, 

에너지 절약 및 안전성 면에서도 우수합니다. 

 여과기와 노즐을 정기적으로 청소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노즐이 막히거나 분사 기능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사용 중에 펌프 진동, 큰 소음 및 높은 온도(재설정 가능한 열 보호 장치)가 감지되거나 미스트가 분사되지 

않는 경우에는 즉시 팬을 멈추십시오.

여과기가 막혀있거나 물탱크 안의 물이 부족하여 여과기가 물에 잠겨있지 않은 상태인지 확인하십시오.

위의 경우라면 여과기를 청소한 후 다시 배출시키십시오. (‘노즐 설치’ 참고)

 본 기기는 안전한 기기 사용에 관한 감독 또는 지침을 제공받고 관련 위험을 이해한 경우, 8 세 이상의 

어린이와 신체적, 감각적 또는 정신적능력이 감소되거나, 경험 및 지식이 부족한 이의 사용이 가능합니다.

어린이가 기기를 가지고 놀거나 보호자의 감독없이 유지보수 및 기기 청소를 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 설치 방법

 평평한 바닥에 받침대를 놓고, 사진1을 참고하여 4개의 M6너트와 ∮6 플랫와셔, ∮6 스프링 

와셔를 사용하여 기둥을 받침대에 고정시킵니다. (점선은 펌프의 위치입니다.)

 (그림1 참고)

1. 기둥 설치

그림 1

 2.1 작업대에 수평으로 팬 헤드를 올려둔 상태에서 팬 헤드의 전선과 파이프를 기둥 안으로 

넣으십시오.

2.2 팬 헤드를 기둥에 설치하고 팬 헤드의 방향을 전면으로 조정한 다음(이 때 압력펌프가 뒤에 

위치) 전원코드를 M6 너트 아래로 내린 상태로 헤드를 기둥에 고정시키십시오.

2. 팬 헤드 설치

그림 1

M6 스크류

그림 1

그림 1

 M6 너트

∮6 스프링 와셔

∮6 플랫 와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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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re of

pump

Wire of water level

sensor펌프 전선
수위 센서 전선

방수 전선 커넥터

 M5*12

∮6 was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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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 그림 3-5

그림 3-2 그림 3-3그림 3-1

3.1 기둥에서 전선과 흰색 나일론을 꺼냅니다. (그림 3-1 참고)

3.2 펌프의 전선과 수위 센서의 전선을 방수 전선 커넥터에 연결하십시오. (그림 3-2, 3-3 참고)

(※반드시 전선의 색상에 맞게 전선을 연결하십시오, 흰색은 펌프의 전선입니다.)

※ 방수 전선 커넥터 사용방법:

전선을 방수 커넥터 안으로 넣은 다음 전선을 시계 방향으로 비틀어 돌리십시오. (그림 3-4 참고)

3.3 흰색 나일론을 배선 판 위의 고무 링에 끼운 후, 배선 판을 2개의 M5*12 나사와 와셔로 

기둥에 고정시킵니다. (그림 3-5 참고)

3. 수중 펌프와 수위 센서 연결    

펌프 아웃렛의 너트를 반시계방향으로 돌려서 풀어준 후 (흰색 나일론)파이프를 너트에 통과시킵

니다.  다음으로 파이프를 펌프 아웃렛에 연결한 다음 너트를 다시 조이십시오.

4. 압력 파이프 연결    (그림 4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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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그림 6

그림 4

그림과 같이 2개의 ST5 * 20 탭핑 스크류로 

백 실드를 받침대 위에 고정시킵니다. 

5. 백 실드 설치

그림과 같이 물탱크를 받침대 위에 놓은 다음, 

파이프 클램프 1에 주입구 여과기를 고정시킵니다. 물 파이프를 정리하여 U clamp 2에 고정한 후 

그림 6과 같이 수위 센서를 오른쪽 고정 홈에 넣으십시오. (이 때, 전선의 위치에 주의하십시오.)

6. 물탱크, 수위 센서, 주입구 여과기 설치

너트

펌프 커넥터

파이프 클램프 1
주입구 여과기

수위 센서

물탱크 바닥

플로터

고정 홈

U 클램프 2

※나사산의 파손 방지를 위해 너트를 조이기 전에 렌치로 커넥터를 조이십시오. 

튜브를 재사용할 경우에는 누수 방지를 위해 끝을 10mm 정도 자른 후 연결하십시오.

ST5*20

탭핑 스크류



노즐

M6 * 25 볼트 탱크 고정 커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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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그림과 같이, 한 개의 M6 * 25 볼트로 물탱크와 기둥을 고정하십시오.

해당 고정 홈에 탱크 고정 커버를 해당 고정 홈 위에 놓고 탱크 커버를 덮으십시오.

7. 물탱크 및 기둥 고정, 물탱크 커버 설치

그림에 표시된 3개의 구멍에서 고무 플러그를 꺼낸 다음, 

3개의 노즐을 시계 방향으로 돌려서 끼웁니다.

8. 노즐 설치

배출 단계

※ 파이프를 왼쪽의 U 클램프 2에 고정해야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주입구 여과기가 떠있게 

됩니다.  고정 홈에 수위 센서를 고정하고 그림과 같은 위치에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 파이프 클램프 1: ∮8 ㎜ 물 파이프 용   ※ U 클램프 2: 주입구 여과기 용 PVC-U 40㎜

※ 처음 미스팅 기능을 작동시킬 때에는 물탱크의 수위가 주입구 여과기 및 수위 센서보다 높아야 합니다.  

※ 펌프의 급수 속도를 높이기 위해 아래 배출단계를 실시해 주십시오.

1. 노즐 중 하나의 나사를 풀어줍니다.

2. 미스팅(MIST) 기능을 작동시키면 펌프의 배출이 시작됩니다.

3. 노즐베이스에서 기포가 발생하는지 확인하십시오. 더 이상 발생하지 않으면 배출이 끝납니다.

4. (배출이 끝나면)미스팅 기능 작동을 중단하고, 노즐을 다시 조여주십시오.

5. 배출이 완전히 끝나기 전에 펌프에 진동이 느껴지는 것은 일시적인 현상으로 배출이 끝나면 정상화됩니다. 

그림 8

- 설치가 완료되었습니다. -



컨트롤 패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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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능 설명

1. 컨트롤 패널

전원을 켜면 팬이 대기 상태에 있고 LED 디스플레이에 "00"이 표시됩니다.

"ON / OFF": 전원 키

버튼을 누르면 왼쪽 LED LIGHT가 켜지고 LED 디스플레이에 "D8"이 표시됩니다. 

버튼을 한번 더 누르면 왼쪽 LED가 꺼지고 팬이 대기 상태로 돌아갑니다. 

LED 디스플레이에는 "00"이 표시됩니다.

"MIST": 미스트 버튼

버튼을 누르면, 왼쪽 LED LIGHT가 켜지고, 미스트 분사가 시작됩니다. 

버튼을 한번 더 누르면 LED LIGHT가 꺼지고 미스트 분사를 멈추며, LED 디스플레이에 팬의 

속도가 표시됩니다.

"SWAY": 좌우 회전 버튼

버튼을 누르면 좌우 회전이 시작됩니다. 

버튼을 한번 더 누르면 좌우 회전을 멈춥니다.

"SPEED": 속도 버튼

각 버튼을 누를 때마다 속도가 D1 - D8로 전환됩니다. 

설정한 속도가 LED 디스플레이에 표시됩니다.

※ MIST 모드일 경우, 

    팬의 속도는 "D5 ~ D8" 범위에 한하여 설정할 수 있습니다.

"MODE": 모드 버튼

기능 모드를 전환합니다.

(모드 3종) "SUPER", "NATURE", "TIMING"



리모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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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능 설명

2. 리모컨

J-18P는 편리한 원격 제어 기능과 함께  

"INT (Intermittent Misting Mode)"기능을 추가했습니다.

미스팅 기능을 사용할 때에 리모컨의 "30s", "60s", "3m" 버튼을 

눌러 원하는 설정으로 간헐적 미스트 분사가 가능합니다.

리모컨의 "SUPER", "NATURE"또는 "TIMING"을 누르면 각 기능 

모드로 전환됩니다.

시간(TIMING)과 속도(SPEED)는 "+","-" 버튼을 눌러 조정하십시오. 

POWER-ON (전원 켜짐) 상태 :

- 이 상태에서는 3가지 모드로 전환 할 수 있습니다. 

- 왼쪽 LED LIGHT는 설정 모드를 나타내며, 그에 따라 LED 디스플레이에 "SP", "PE", "05"가 표시됩 

 니다.

- TIMING MODE로 전환 할 때 SPEED를 누르면 OFF TIME을 미리 설정할 수 있습니다. 

- 시간은 "0.5h/1h/2h/4h/8h" 순으로 전환되며, 

 이에 따라 LED 디스플레이에는 "05", "1H", "2H", "4H", "8H"가 표시됩니다.

STANDBY(대기) 상태 :

- 이 상태에서 MODE 버튼을 누르면 TMING MODE로 바로 설정됩니다.

- SPEED 버튼을 눌러 ON TIME을 미리 설정할 수 있습니다.

"INT"기능 사용중 일반 모드로 전환하고 싶을 경우

"MIST"버튼을 눌러 미스팅을 멈춘 다음, 버튼을 다시 한번 누르면 INT기

능 없이 일반 미스팅 모드로 작동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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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사항

다음 항목을 주의 깊게 읽으십시오.

220V  /  60Hz

주의: 반드시 누전 방지 장치가 있는 전원에 제품을 연결해야 합니다.

플러그가 끝까지 단단히 꽂혀 있

는지 확인하십시오. 

그렇지 않을 경우,

감전 및 화재의 위험이 있습니다.

작동 중일 때에는 플러그를 뽑지 

마십시오.

그렇지 않을 경우,

감전 및 화재의 위험이 있습니다.

전원선을 손상 시키거나 별도의 

지정되지 않은 전원선을 사용하

지 마십시오.

그렇지 않을 경우,

감전 및 화재의 위험이 있습니다.

다른 제품과 동일한 소켓을 사용

하거나 멀티탭 등의 연장케이블

을 사용하지 마십시오.

그렇지 않을 경우,

감전 및 화재의 위험이 있습니다.

젖은 손으로 제품을 작동시키지 

마십시오.

그렇지 않을 경우,

감전 및 화재의 위험이 있습니다.

전원코드를 당겨서 플러그를 뽑

지 마십시오.

그렇지 않을 경우,

감전 및 화재의 위험이 있습니다.

물을 보충하거나 제품을 청소하

는 동안에는 전원을 끄십시오.

사용 전압은 정격전압 범위 내에

서만 변동이 가능합니다. 전압이 

너무 낮거나 높을 경우에는 모터 

가 손상될 위험이 있습니다.

사용 중 이상증상이 나타날 경우 

즉시 전원을 끄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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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사항

주의: 반드시 누전 방지 장치가 있는 전원에 제품을 연결해야 합니다.

접지: 접지 와이어가 구조물의 

지정된 접지 시스템에 연결되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그렇지 않을 경우, 전문가의 설치

가 필요합니다. 접지 와이어를 가

스 파이프나 워터 파이프 또는 배

출 파이프에 연결하지 마십시오.

장시간 사용하지 않을 경우 제품

의 전원을 끄십시오.

그렇지 않을 경우, 누적된 먼지로 

인해 폭발 또는 화재의 위험이 있

습니다.

제품을 화학 스프레이나 가스 용

기로부터 1m 이상 떨어진 곳에 

보관하십시오.

그렇지 않을 경우, 폭발 또는 화재

의 위험이 있습니다.

기기를 직접 수리하지 마십시오.

그렇지 않을 경우, 잘못된 수리로 

인해 감전 또는 화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팬 헤드의 그물망에 막대나 손가

락을 집어 넣지 마십시오.

그렇지 않을 경우, 부상을 입거나 

쿨러가 손상될 수 있습니다.

팬이 노약자나 어린 아이를 향해 

직접 송풍이 되지 않도록 하십시

오. 

그렇지 않을 경우, 부상 또는 사고

의 위험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가스 중독의 위험이 있습니다.

( 허용 수압 범위: 0.1-0.45M Pa )

팬이 스토브(난로, 레인지)를 향

해 직접 송풍되지 않도록 하십시

오.

제품을 식수용 수도 본관에 연결

하지 마십시오.

사용 전에 반드시 물탱크를 청소

하십시오.

장시간 사용하지 않을 경우 세균

이 번식하지 않도록 물탱크의 물

을 빼낸 후 보관하십시오.



■ 정비 방법

1. 사용 전 반드시 설명서를 주의 깊게 읽으십시오.

2. 등급 라벨에 표시된 쿨러 매개 변수를 사용하십시오

3. 일상적인 유지 보수는 아래 주의사항을 따라 주십시오.

4. 미스트 기능을 사용하는 동안 물탱크에 물이 충분히 채워져 있고 수위 센서가 정상작동하고 

있는 상태인지 확인하십시오.

5. 작동 중 이상이 있을 경우 즉시 기기의 작동을 중지하고 고객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노즐 헤드를 반시계방향으로 돌려 나사를 풀고 핀과 스프링을 분리하여 청소하십시오.

2. 노즐 중앙 부분을 반시계방향으로 돌려 필터 망과 씰 링을 분리하여 청소하십시오.

3. 청소 후 그림의 순서대로 떼어낸 노즐 부품을 다시 조립하십시오.

CAUTION！

1. 사용 전 반드시 설명서를 주의 깊게 읽으십시오.

2. 미스트의 위생적인 사용을 위해 사용 전 물탱크 및 필터를 청소하십시오. 

    사용이 끝난 후에는 물을 빼고 보관하십시오.

3. 노즐 또는 필터가 막힌 경우 즉시 작동을 멈추고 청소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과부하와 함께 펌프 연소의 위험이 있습니다.

노즐헤드

핀 및 스프링
중앙부

필터망

씰 링
고정 시트

 노즐 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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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여과기 분해

물탱크에서 여과기를 꺼낸 다음 파이프와의 

연결을 풀어 사진과 같이 꺼내십시오.

2. 여과기 청소

여과기의 안쪽과 바깥쪽을 칫솔이나 부드러운 

솔을 이용하여 닦으십시오.

3. 여과기 조립 및 파이프 연결

여과기를 연결한 후 파이프를 퀵 커플링에 

삽입하십시오. 여과기를를 다시 물탱크에 

넣고 파이프를 고정 홈에 고정시킵니다.

 주입구 여과기 청소

■ 배선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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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능 설명

※ 유효면적은 바람의 영향을 받지 않는 이상적인 상태에서의 수치를 나타냅니다.

※ 제품의 기술 정보는 별도의 공지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제품 색상에 변화가 있을 경우 제품의 소재를 기준으로 합니다.

모델명 J-18P 

전압/주파수 (V / Hz) Subject to rating label 

전력 (W) 130 

회전 (RPM) 1200 

에어 볼륨 (m3/h) 2100 

소음 (dB A) ≤ 65 

유효 면적 (m2) 45 

에어 딜리버리 (m) 7.5 

물탱크 완충 시 사용시간 (H) 5 

물탱크 용량（L) 23 

물 소비량 (L/h) 4.5 

순 중량 (kg) 18.5 

크기 (L*W*H /mm) 520*460*1750 

설치 유형 Removable 

앵글 각도 90º 
 

컨트롤 모드 
Manual, remote control 

(미스팅 기능은 단독 사용 및 
송풍과 함께 사용 모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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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성품 (Packing list)

No.

1 1
(노즐 베이스가 있는) 

링 파이프 1개 포함

2 1

3 1

4 1

5 1

6 1

7 1

8

3

2

3

3

9 1

10 3

11 5

12 1

13
1

팬 헤드 부품

항목 사양 사진 수량 비고

기둥 부품

받침대 부품

물탱크

탱크 커버

탱크 고정 커버

백 실드

스크류 백

ST5*20

M5*12

∮5 와셔

200  메쉬

1#

10~12#

12#

블랙캡 스크류

M6*25

주입구 여과기

노즐

방수 전선 커넥터

커넥터

커넥터

펌프1개, 

수위 센서 1개 포함

2 pcs + 여분1 pc

1 pcs + 여분1 pc

2 pcs + 여분1 pc

2 pcs + 여분1 pc

4 pcs + 여분1 pc

커버1개, 

바퀴 5개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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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형 도면 (단위: mm)



■     제    품     명   : 

■     보 증  기 간   : 

■     구 입  일 자   :

■     구     입     자   : 

■     구     입     처   : 

Misting Air Cooler JUMBO  J-18P  ( 미스팅  에어 쿨러  점보  J-18P )

구입일로부터 1년

20                    년                    월                    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