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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내 서

중요 안전 지침
이 기호는‘주의.’를 의미합니다. 가전 제품을 사용할 때, 다음을
포함하는 기본 주의사항을 항상 따라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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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호는‘이 유닛을 사용하기 전에 모든 지침을
읽으십시오’를 의미합니다.

IPX4는 방수 수준입니다.

경고:
레인보우와 추가 장치 및 액세서리를 이 안내서에 명시된 내용에 한하여 사용하십시오. 제조사가 권장한 추가 장치만 사용하십시오.
감전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 실내에서만 사용하십시오.
담배, 성냥 또는 뜨거운 재 등의 불타거나 연기를 내는 중인 그 무엇도 빨아들이지 마십시오. 가솔린 등의 가연성 액체를 빨아들이지 마십시오. 이러한 액체가 나타날
수 있는 공간에서 사용하지 마십시오.
레인보우를 진공 청소기로 사용할 때, 전원 플러그를 꼽은 상태에서 방치하지 마십시오.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콘센트에서 플러그를 뽑으십시오. 이동식 부품에 의한
부상 위험을 줄이기 위해, 세척, 유지보수, 또는 정비, 혹은 다른 레인보우 추가 장치를 연결할 때 플러그를 뽑으십시오.
콘센트에서 플러그를 뽑기 전에 레인보우의 스위치를 끄십시오.
전원 코드를 잡아당기는 방식으로 플러그를 뽑지 마십시오. 플러그를 뽑을 때는, 코드가 아닌 플러그를 잡으십시오.
레인보우 기기 또는 플러그를 젖은 손으로 다루지 마십시오.
코드로 당기거나 운반하지 마십시오. 코드를 손잡이로 사용하거나, 코드를 둔 채 문을 닫거나, 또는 날카로운 모서리 주변에서 코드를 당기지 마십시오. 코드 위로
레인보우를 가동하지 마십시오. 코드를 뜨거운 표면에서 멀리 두십시오.
코드 또는 플러그가 손상된 상태에서 사용하지 마십시오. 공급 코드가 손상되었다면,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제조사, 서비스 제공자 또는 유사한 유자격자가 이를
교체해야 합니다. 기기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거나, 떨어트렸거나, 손상되었거나, 실외에 방치하였거나 혹은 물에 빠트린 경우, 서비스 센터로 보내십시오.
레인보우 유닛의 흡입구에 어떤 물건도 삽입하지 마십시오. 흡입구가 막혀있는 경우 사용하지 마십시오. 흡입구에 먼지, 보푸라기, 머리카락 및 공기 흐름을 감소시킬
수 있는 다른 물질이 없도록 유지하십시오.
머리카락, 헐거운 옷, 손가락과 몸의 모든 부분을 입구와 움직이는 부품에서 멀리 하십시오.
계단을 청소할 때는 추가로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사용 또는 세척 중에 레인보우 기기 또는 호스를 물 또는 다른 액체에 담그지 마십시오. 감전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 젖은 표면에 어떤 기기도 사용하지 마십시오.
일반적이며, 승인된 세척 과정에 따라 수분을 더한 카펫에서만 사용하십시오.
내부 부품 손상으로 인한 화재 및 감전 위험을 줄이기 위해, 이 기기에 사용하도록 의도된 레인보우 세척 제품만 사용하십시오.
호스는 전선과 연결부를 포함합니다. 감전 위험을 줄이기 위해, 손상, 절단 또는 구멍이 난 경우 사용하지 마십시오. 날카로운 물체를 빨아들이지 마십시오. 감전
위험을 줄이기 위해 손상된 호스를 사용하거나 수리하려 시도하지 말고, 또는 어떤 유형의 호스로도 대체하여 사용하지 마십시오. 젖은 청소용 전기 호스를 수리하는
데에는 극도의 주의와 구조에 대한 지식이 필요합니다. 젖은 청소용 전기 호스의 수리는 자격을 갖춘 수리 인력이 해야 합니다.
호스의 까짐, 균열, 갈라짐 및 기타 마모 또는 손상 등의 가시적인 열화 여부를 정기적으로 검사해야 합니다.
호스는 제조업체 권장 세척 용제만을 사용하여 실내 가정용 카펫 청소 기기로만 사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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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레인보우는 이중 절연재를 사용합니다. 이중 절연 처리된 기기에는 다음 중 하나 이상이 표기되어 있습니다.: 단어“이중 절연”또는“이중 절연 처리한”또는

19.
20.
21.
22.
23.

24.

25.

이중 절연 기호 (사각형 안의 사각형). 이중 절연 처리한 기기에서, 접지 대신 두 개의 절연 시스템이 제공된다. 이중 절연 처리한 기기에는 비접지 매커니즘이
제공되며, 기기에 접지 수단을 추가해서도 안됩니다. 이중 절연 처리한 기기의 수리는 극도의 주의와 시스템에 대한 지식을 필요하며 자격을 갖춘 수리 인력이 해야
합니다. 이중 절연 처리한 기기의 교체 부품은 교체하는 원 부품과 동일해야 합니다.
호스 또는 엔진이 달린 노즐을 연결하거나 분리하기 전에 레인보우를 끄십시오.
필터를 제자리에 두지 않은 채 사용하지 마십시오.
레인보우에는 물통 칸막이 영역에 인터로크 스위치가 장착되어 있어, 물통을 제대로 설치하거나 잠그지 않았을 때 기기가 작동하지 않게 합니다. 인터로크 시스템을
우회하거나 망가트리지 마십시오.
레인보우의 플러그를 백열등 고정 장치의 소켓에 꼽거나 연장 코드와 함께 사용하지 마십시오. 이동식 변압기 또는 전압 변환기와 함께 사용하지 마십시오. 가솔린
등의 가연성 액체를 빨아들이지 마십시오. 이러한 액체가 나타날 수 있는 공간에서 사용하지 마십시오.
감전 위험을 줄이기 위해, 레인보우는 유극 플러그를 사용합니다(한쪽 블레이드가 다른 블레이드보다 넓음). 이 플러그는 오직 한 가지 방법으로만 유극 콘센트에
삽입할 수 있습니다. 플러그가 콘센트에 완전히 맞지 않으면, 플러그의 위아래를 뒤집으십시오. 플러그가 여전히 콘센트에 맞지 않으면, 유자격 전기기사에게
연락하여 적절한 콘센트를 설치하십시오. 플러그를 어떤 방식으로든 변경하지 마십시오.
레인보우는 8세 이상의 어린이와 신체적, 감각적, 또는 정신적 능력이 감소하였거나 경험 및 지식이 부족한 사람이 레인보우의 안전한 사용에 관한 감독 또는 안내를
받거나, 그들이 관련 위험에 대해 이해한다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가 레인보우를 가지고 놀지 않도록 확인하기 위해 감독이 필요합니다. 세척 및 사용자
유지보수를 감독 없이 어린이가 수행할 수 없습니다.
이 기기는 전문적인 고출력 장비로 전자기 간섭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특별 공급 연결 요구 사항이 있을 경우 해당 지역 전력 공급사로 문의하십시오.

이중 절연 처리한 기기의 수리
이중 절연 처리한 기기에서, 접지 대신 두 개의 절연 시스템이 제공된다. 이중 절연 처리한 기기에는 비접지 수단이 제공되며, 기기에 접지 수단을 추가해서도
안됩니다. 이중 절연 처리한 기기의 수리는 극도의 주의와 시스템에 대한 지식을 필요하며 자격을 갖춘 수리 인력이 해야 합니다. 이중 절연 처리한 기기의 교체
부품은 교체하는 원 부품과 동일해야 합니다. 이중 절연 처리한 기기에는 단어“이중 절연”또는 “이중 절연 처리한”이 표기되어 있습니다. 해당 기호(사각형
안의 사각형)도 기기에 표시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세척 외 어떤 수리도 레인보우 공인 판매처 또는 서비스 센터가 수행해야 합니다.

이 지침을
저장하기

레인보우는 가정 사용 전용으로 의도되었습니다.
레인보우는 이 사용자 안내서에서 안내한 대로만 사용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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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 시작 가이드
방문 rainbowsystem.com에서 비디오 튜토리얼을 보십시오

여러분은 단 몇 단계만 거치면, 레인보우를 조립하고 청소를 시작할 준비를 갖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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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 청소 모드
공기 청소 타이머
타이머 버튼을 눌러
30, 60 또는 90분
공기 청소기 설정을 선택하십시오.
타이머 버튼을
한 번 더 눌러서 타이머
모드를 끄십시오.

30

60

레인보우 Rainbow® 청소 시스템은
귀하의 자택 환경에 인증받은 공기
청소를 제공합니다. The Association
of Home Appliance Manufacturers
(AHAM)은 레인보우를 실내 공기
품질을 저하하는 공기 오염물질을
줄이는 공기 청정기로 인증합니다.

90

신선하고, 물로 청소한 공기...
레인보우는 귀하의 층계와 가구만 청소하는 게 아니라, 공기도 청소합니다! 다만
물통에 물을 더하고, 레인보우를 방 가운데 두고 저속 모드로 가동하십시오.
레인보우는 강력한 냄새, 부유분진, 그리고 공기 내 기타 입자를 제거하고 물
속에 가둡니다.

방취를 위해...
레인보우 신선한 공기 솔루션*을 사용하십시오. 레인보우를 사용하기 전에, 다만
레인보우 신선 공기 솔루션(Rainbow Fresh Air Solution) 한 뚜껑분을 물통에 있는
물에 넣으십시오. 레인보우는 여러분이 청소 중인 모든 공간의 공기를 빠르게
순환시키고 새롭게 하며, 불쾌한 집안 냄새들을 완화할 것입니다.

향기롭게 하려면...

The Rainbow® 는미국
천식알레르기협 Asthma and Allergy
Foundation of America*의 asthma
& allergy friendly® 인증을
받았습니다.
*Asthma & allergy friendly® 와 asthma &
allergy friendly® logo 는 Allergy Standards LTD
의 인증 표시 및 상표입니다. The Asthma
and Allergy Foundation of America 는 AAFA의
등록된 상표입니다.

레인보우 향수*를 사용하십시오. 레인보우 향수 몇 방울을 물통의 물에
넣으십시오. 레인보우를 방 가운데 두고 저속 모드로 가동하십시오. 몇분 안에,
기분 좋은 향기가 귀하의 집에 스며들 것입니다.
*옵션 액세서리로 구입할 수 있습니다. 더 많은 정보를 보시려면, 레인보우 공인 판매처에 연락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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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의 Rainbow®와 함께 지내보세요
18

1.

제어 패널

18. 호스 손잡이

2.

손잡이

19. 호스 손잡이 방아쇠

3.

코드 감개

20. 호스 손잡이 배출

4.

전원 유닛

21. 호스 손잡이 막대기

5.

공기 배출구 플레이트

22. 세척 막대기

6.

배출 공기 입구

23. 전원 노즐*

7.

헤파 중화 장치

24. 제한 공간 청소기 & 팽창기

6

8.

공기 주입 입구

25. 쿠션 백

7

9.

부착 캐디

26. 애완동물용 도구

17
19

20
24

25

9

1

21
2
3

10
26

27

4

28
8

29

30

22

31

11
13
12

32

15

14
16

23

*옵션 파워 노즐과 함께 표시

전원 코드 저장소
코드 감개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버튼을
누르십시오. 코드를 그림과 같이 감으십시오. 전원
코드를 풀기 위해서는, 슬라이딩 코드 감개 기기를
아래로 누르십시오.

5 | 레인보우 SRX

5

10. 기류 어댑터

27. 먼지 브러쉬

11. 수직 배출 버튼

28. 틈새 노즐

12. 물통

29. 바닥 & 벽 브러쉬

13. 분리기

30. 커버용 노즐

14. 분리기 너트

31. 젖은 청소/환기 장치 헤드

15. 분리기 렌치

32. 냉장고 코일 청소기

16. 돌리
17. 전기 호스

액세서리 또는 교체 부품을 구입하려면,
레인보우 공인 판매처에 문의하십시오.

완전한 가정 청소 솔루션
레인보우의 광범위한 종합 청소 도구는 귀하의 집 주변 모든 것을 실질적으로 청소할 수 있는 힘과 다재다능한 능력을 제공합니다.

부가품

가구

먼지 브러쉬

ü

ü

커버용 노즐

ü

ü

틈새 노즐

ü

쿠션 사이

ü

창문 장식

계단

ü

카펫을 깐
바닥 & 러그

벽

ü

애완동물

ü
ü
ü

젖은 청소/환기 장치 헤드

쏟은 것 &
얼룩

ü

ü

팽창기 / 제한 공간 청소기

손이 닿지
않는 공간들

ü

ü
ü

바닥 및 벽 브러쉬

맨바닥

ü
ü

애완동물용 도구

! 경고: 호스는 전선과 연결부를 포함합니다. 감전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 액체에 담그지 마십시오. 손상된 호스를 사용하거나
수리하지 마십시오. 청소 과정에서 적신 카펫에만 사용하십시오.
! 주의: 천에 사용하기 전에 부착품을 항상 깨끗하게 하십시오. 연약한 표면이 마모되지 않도록, 먼지 브러쉬의 털을 청결하게
유지하십시오.
!

주의: 부착품을 평면 티비 또는 컴퓨터 스크린 청소에 사용하지 마십시오.
사용자 안내서 | 6

손가락으로 전원 켜기 및 제어하기
전원 스위치

손잡이 방아쇠

유닛의 전원을 켜려면, 주 전원 버튼을
누르십시오. 레인보우는 언제나 빠르게
켜질 것입니다.

옵션 전원 노즐, 레인보우메이트,
레인젯, 미니젯 또는
아쿠아메이트를 사용할 때
방아쇠를 당겨 전기 호스를
작동시키십시오.

유닛의 전원을 끄려면, 주 전원 버튼을
누르십시오.

4단계 기류 제어
팬 속도를 늘리려면 누르십시오
팬 속도를 줄이려면 누르십시오

기류 표시 등
팬 속도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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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착 캐디
편리한 온보드 부가품 캐디를
사용하여 방에서 방으로 이어니는
청소를 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도구를 가지고 다니십시오.
하우징 전면을 양쪽에 위치한
노치 안으로 밀어넣어 레인보우의
전면에 부착하십ㅂ시오. 제자리에
고정하려면 아래쪽을 누르십시오.
부가품은 캐디의 기둥 위에
미끄러트려 보관합니다. 부착 캐디도
막대기에 부착할 수 있습니다.

알맞은 사용 및 관리
몇 가지의 기본적인 유지보수 절차를 따르면 레인보우 청소 시스템이 수년간 고장 없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지침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참고하지 않으면 청소
효율이 저하되고 잠재적으로 불필요한 서비스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물이 더러워지면 교체하십시오...

분리기를 청소하십시오...

한 번 채운 물로 지나치게 오래 청소하지 마십시오. 청소
중 물을 확인하고, 보푸라기와 먼지로 물이 지나치게
걸쭉해졌다면, 물통을 비우고 깨끗한 새 물을 채우십시오.
알맞은 수위를 맞추기 위해, 물통 가운데 기둥의 위쪽까지
채우십시오.

최고의 성능을 위해, 분리기를 자주 분리하여 청소하십시오.
필요하다면, 제공한 레인보우 분리기 브러쉬/렌치를 사용해
너트를 느슨하게 하십시오. 레인보우 분리기 브러쉬를 사용하여
비누와 물로 분리기의 안과 바깥을 청소하십시오. 세퍼레이터
아래 플랜지를 세척하고 건조하십시오. 렌치로 세퍼레이터 너트를
고정하십시오. 세퍼레이터를 샤프트에 강제로 밀어넣지 마십시오.

물통을 항상 비우고 깨끗하게 하십시오...
레인보우 사용 후 즉시 물통을 분리하고 공기 주입 입구를
통해 오수를 부으십시오. 물을 부으면 더 무거운 입자가
물통 바닥에 가라앉을 것입니다. 물을 한 번 부으면,
남아있는 무거운 부스러기를 제거하고 폐기하십시오.
그리고 물통을 비누와 물로 씻으십시오. 헹구고 완벽하게
건조하십시오. 물통을 레인보우 유닛 내부에 보관할 경우,
유닛을 반드시 ‘열림’ 상태로 남겨두어 부품이 완전히
건조되도록 하십시오.

! 주의: 청소 작업이 끝나면 항상 물통을 분리하고,
비우고 세척하십시오. 이는 물통 내 악취, 세균 및
박테리아 서식 및 물 거품을 방지하는 데에 도움이 됩니다.
손으로만 세척하십시오. 식기세척기에 사용시 안전하지
않습니다.

! 경고: 언제나 세척 후 즉시 세퍼레이터를 교체하십시오
(렌치로 고정하십시오). 세퍼레이터 없이 Rainbow를 작동하지
마십시오.

호스에서 이물질을 청소하십시오...
호스를 사용할 때 기류가 줄어들었음을 느낀다면, 호스가 막혔을
수 있습니다. 이물질을 청소하기 위해, 레인보우를 끄고 전원에서
분리하십시오. 그리고, 레인보우 후면의 배출구 문을 분리하십시오.
배출 공기 입구에 호스연결기를 연결하고, 제자리에 단단하게
고정되었는지 확인하십시오. 호스 손잡이 막대기를 레인보우
전면의 공기 주입 입구에 배치하십시오. 레인보우를 켜고 호스를
움직이십시오. 호스에 걸린 모든 먼지가 레인보우 물통에 담기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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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맞은 사용 및 관리
기류 어댑터를 사용하십시오...
레인보우 기류 어댑터는 공기 주입 입구를 통하는 공기
소음을 줄여줍니다. 레인보우를 송풍기 또는 팽창기로
사용할 때 어댑터 사용을 권장합니다. 레인보우를 송풍기
또는 팽창기로 사용하기 전에 다만 기류 어댑터를 공기 주입
입구에 밀어넣으십시오.

! 주의: 천에 사용하기 전에 부착품을 항상 깨끗하게 하십시오. 연약한 표면이
마모되지 않도록, 먼지 브러쉬의 털을 청결하게 유지하십시오.
!

주의: 부착품을 평면 티비 또는 컴퓨터 스크린 청소에 사용하지 마십시오.
부가품을 세척하십시오...

팽창기를 사용하십시오. 레인보우 팽창기는 공기 매트리스,
비치볼과 다른 팽창 가능한 장난감을 빠르게 부풀리는 데에
효과적입니다.

바닥 및 벽 브러쉬, 먼지 브러쉬와 수직 도구는 레인보우가
가동될 때 레인보우 호스의 열린 말단으로 빠르게 청소할
수 있습니다. 또는 부가품을 분리하고 따뜻한 비눗물로
세척하십시오. 재장착 전에 건조하십시오. 브러쉬 빗살이
마모되거나 손상되었다면 해당 지역 레인보우 공인 판매처에
교환을 문의하십시오.

! 경고: 팽창기 핀이 제자리에 적절하게 잠겨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아니라면, 도구 본체에서 강력하게 불어올
것입니다.

쿠션 백 사용하기

공기를 팽창하거나 불어넣기 위해...

지침:
1.
2.
3.
4.

레인보우 후면 배출 패널을 분리하십시오.
레인보우 호스를 후면 배출구 입구에 부착하십시오.
팽창기를 호스 손잡이에 부착하십시오.
팽창기 핀을 팽창시켜야 할 물건의 팽창기 입구에
조심스럽게 삽입하십시오.
5. 레인보우를 HIGH로 가동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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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편리한 비닐봉지는 쿠션과 베개에서 나오는 퀴퀴하고
먼지가 많은 공기를 제거하며, 귀하의 가장 큰 쿠션에도 맞을
만큼 커다랍니다. 쿠션을 백 안에 두며 시작하십시오. 호스
손잡이 막대기의 끝에 부착된 수직 도구를 사용하여 쿠션 백을
막대기 주변에 단단히 고정하고, 레인보우를 켜고 퀴퀴하고
먼지투성이인 공기가 빠져나오는 것을 지켜보십시오. 백을
막대에 방치하지 말고, 호스를 레인보우 전면에서 분리하고
레인보우의 배출 공기 입구에 부착하십시오. 귀하의 쿠션은
이제 신선하고 물로 정화한 공기로‘부풀어’있습니다.

문제 해결 안내서
귀하의 Rainbow®에는 비정상 상태를 감지하고 사용자에게 알리는 기능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타이머 등의 왼쪽에 있는 적색 문제 등은 영향을 받는 시스템에 따라 깜빡이지 않고 계속
켜져있거나 깜빡입니다.

표시기
불빛 코드

가능한 원인

교정 행동

깜빡이는 불빛

전원 노즐 브러쉬 롤러가 닫히지
않습니다.

유닛을 끄십시오 / 유닛의 플러그를 분리하십시오.
전원 노즐 브러쉬 롤러에서 먼지를 제거하십시오.
일반 작동을 재개하십시오.

지속적으로 깜빡이지 않는
불빛

전기 연결부가 젖었습니다.

유닛을 끄십시오 / 유닛의 플러그를 분리하십시오.
전기 연결부를 건조하십시오.
일반 작동을 재개하십시오.

물통을 지나치게 채웠습니다.

유닛을 끄십시오 / 유닛의 플러그를 분리하십시오.
물통을 분리하십시오.
수위가 물통 내부 중앙의 둥근 기둥과 동일한지
확인하십시오.

작동 중인 모터 온도가 높습니다.

유닛을 끄십시오 / 유닛의 플러그를 분리하십시오.
5분 간 유닛을 식히십시오.
호스, 필터 또는 전원 노즐이 막혔는지 확인하십시오.

주 유닛이 물통에 고정되지 않았습니다.

주 유닛을 물통에 고정하십시오.

모터 하우징과 분리기 사이의 먼지
때문에 모터가 회전하지 않습니다.

분리기 주변을 청소하십시오.

깜빡이는 불빛은 호스 또는 전원이 공급되는
액세서리의 문제를 나타냅니다.
깜빡이지 않는 불빛은 주 캐니스터 유닛의
문제를 나타냅니다.

교정 행위가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Rainbow® 공인 판매처 또는 서비스 센터에 문의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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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해결 안내서
이 레인보우 기기는 검사를 완전히 통과했습니다. 사소한 문제가 커진다면, 다음의 문제 해결 과정이 문제를 확인하고 교정하는 데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면,
레인보우 공인 판매처에 수리를 문의하십시오. 아래에 나열되지 않은 어떠한 수리 과정마저도 레인보우 공인 판매처 또는 서비스 센터가 수행해야 합니다.

!

경고: 유닛에 유지보수 작업을 수행하기 전 전기 공급을 해제하십시오. 실패한다면 감전이나 개인적인 부상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문제

가능 원인

가능 해결책

레인보우 모터가 작동하지 않음

레인보우가 물통에 적절하게 고정되지 않았습니다

레인보우가 물통에 적절하게 위치하고 고정되었는지 확인하십시오

단단하게 끼워넣지 마십시오

유닛을 강하게 끼워넣거나 다른 콘센트에 시도하십시오

타이머 모드가 끝납니다 (세 개의 모든 타이머 등이
깜빡입니다)

주 전원 스위치로 유닛을 끄십시오

위에 해당 사항 없음

Rainbow 공인 판매처 또는 서비스 센터에 문의하십시오

호스, 막대기 부분, 부가품 또는 전원 노즐이 막힘

막힌 영역에서 장애물을 제거하십시오

헤파 중화 장치의 수리 또는 교체가 필요합니다

헤파 중화 장치를 분리하고 청소하거나 교체하십시오

레인보우가 저속으로 가동되고 있습니다

4단계 기류 제어를 사용하여 기류를 빠르게 하십시오

분리기가 막혔거나 더러움

분리기를 분리하여 청소하십시오 (8페이지 참조)

물통 내 수위가 낮음

물통을 알맞은 높이로 다시 채우십시오

물통 내 지나치게 더러운 물

깨끗한 물로 교체하십시오

헤파 중화 장치 내 구멍

Rainbow 공인 판매처 또는 서비스 센터에 문의하십시오

물통 내 거품이 생기는 오염물질

깨끗한 물로 교체하십시오

알아차릴 만큼 줄어든 기류

유닛의 먼지 배출

물통 내 짙은 거품

11 | 레인보우 SRX

문제 해결 안내서

문제

가능 원인

가능 해결책

유닛의 퀴퀴한 악취 방출

물통 내 수위가 높음

물통을 비우고 알맞은 높이로 다시 채우십시오

물통을 사용 후 세척하거나 비우지 않음

물통을 세척하고 세척 중에 레인보우 신선한 공기 솔루션을
사용하십시오

분리기가 막혔거나 더러움

분리기를 분리하여 청소하십시오 (8페이지 참조)

헤파 중화 장치가 축축함

헤파 중화 장치를 분리하고 청소하거나 교체하십시오

레인보우를 물통에 보관함

레인보우를 물통에 보관하지 마십시오.

분리기가 막혔거나 더러움

분리기를 분리하여 청소하십시오

물통 내 수위가 중앙 기둥보다 높음

물통을 비우고 알맞은 높이로 다시 채우십시오

일반적이지 않은 톤, 소음 또는 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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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관리 번호
Rexair의 고객 관리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각 레인보우 기기와 전원 노즐에는 품질 관리 보증 테스트를 통과한
후에만 고객 관리 일련 번호를 부여합니다. 이 일련 번호가 제공하는 것:

9
9
9
9

귀하에게 소유권 증명
귀하의 판매처에 보증 증명
품질 관리 테스트 통과 보장
“공장-새제품” 상태 보장

추후 참고를 위해, 일련 번호를 아래 제공하는 공간에 기록하십시오. 진품의 새 레인보우 또는 전원 노즐은
이 번호 없이 판매되지 않습니다. 일련 번호가 없다면, Rexair는 기기의 출처, 연식, 또는 상태에 대하여 어떤
주장도 하지 않습니다. 레인보우 또는 전원 노즐에서 일련 번호를 찾을 수 없다면, Rexair의 고객 서비스 부서에
문의하십시오.

레인보우 일련 번호

구매자 주의사항
Rexair는 Rainbow를 독립적인 레인보우 공인 판매처에 그들의
판매자와 에이전트를 대상으로 하는 재판매를 위해 판매합니다.
레인보우를 구매할 때 귀하는 수년 간의 제품 발전, 지속적인
개선과 독창성을 구매합니다. 이에 더해, 귀하의 레인보우는
Rexair LLC와 해당 지역 내 독립적 레인보우 공인 판매처의 지원을
받습니다. Rexair는 허가 받지 않은 판매자에게 이용당한 고객들에
대하여 유감스럽게 생각하지만, Rexair는 공인 판매자를 지원하며
공인 채널을 통해 구매한 고객에게만 지원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모델: RHCS2019 [SRX]

귀하의 레인보우 공인 판매처
이름
주소
도시/주/우편번호
전화
이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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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인보우 관리,
보증 범위,
교체 부품 및
서비스 정보에
대한 조언은
현지 레인보우
공인 판매처에
문의하십시오.

Rexair는 직접판매협회의 자랑스러운 회원이며
DSA의 윤리 강령을 준수합니다.

50 W. Big Beaver Road
Suite 350
Troy, Michigan 48084
United States of America
(248) 643-7222
rainbowsystem.com

한정 보증
Rexair는 그들의 독립적인 레인보우 공인 판매처에, 그리고 그들에게만, 레인보우 청소 시스템과 부가 액세서리에 대하여 사 (4) 년의 보증을 그리고 진공 청소기 모터/
전기 제어기에 십 (10) 년의 보증을 서면으로 제공합니다. Rexair의 교체 부품은 Rexair의 단독 재량에 따라 새 것이거나 재제작한 것일 수 있습니다. 이 보증들은 제품
사용으로 발생한 일반적인 마모와 닳음까지 보장하지 않습니다. Rexair은 제조사로서, 소비자와 직접 거래하거나 소비자에게 서면 보증서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법은
소비재를 생산하는 모든 제조업체에 일정한 책임을 부과합니다. 제품에는 결함이 없어야 하며 일반적으로 용도에 적합해야 합니다. Rexair는 이러한 상품성과 적합성에
대한 묵시적인 보증을 존중합니다. 그리고, Rexair는 각 공인 판매자가 해당 판매자의 자체 서면 보증, 이러한 판매자에게 Rexair의 보증에 관한 이익인 내용을 소비자에게
전달하도록 요구합니다.
제조업체인 Rexair는 80년 넘게 독립적인 공인 판매자를 통해 우수한 제품을 판매한 자랑스러운 유산을 구축하였으며, 레인보우 소유 고객들의 서비스와 지원에 헌신하고
있습니다.
Rexair는 레인보우 청소 시스템을 가정 내 직접 판매의 경험이 있는 독립적인 공인 판매처에만 판매합니다. 이러한 공인 판매처는 레인보우 청소기의 합법적 유통 및
서비스에 관하여 직접적으로 자체 딜러를 통하거나 또는 간접적으로 독립적인 하위 대리점과 그 딜러를 통해 책임을 집니다.
Rexair는 공인 판매자로부터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제품을 취득하는 독립적인 재판매자와 합의 또는 법적 관계를 맺지 않으며, 책임이 있는 공인 판매자를 통해 조치를
취하여 해당 재판매자에 대한 고객 불만 사항을 시정하고자 시도할 수는 있습니다. Rexair의 발표 정책은 각 공인 판매자에게 이러한 독립적인 재판매자의 판매 또는
서비스에 관련된 구매 대중의 불만을 해결할 책임을 지도록 합니다.
Rexair는 각 공인 판매자가 자체 판매점 또을 통하거나 독립적인 대리점을 통해 신속하고 뛰어난 서비스를 독립 하위 대리점과 딜러를 통해 Rexair의 제품을 판매하는
이러한 지역사회에 제공하기를 요구합니다.
귀하가 레인보우 청소기를 구매한 딜러 또는 판매자의 이름과 주소를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그들에게 연락하여 귀하의 레인보우 관리, 보증 범위, 서비스 그리고 가장
가까운 서비스 대리점에 대한 조언을 얻으십시오. 그들과 연락할 수 없거나 귀하가 공인 판매자에게서 적절한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느끼신다면, Rexair의 고객 서비스
부서에 자유롭게 문의하십시오. 그들은 귀하에게 거주 지역 내 공인 판매자의 이름, 주소 그리고 전화번호를 제공할 것입니다.

© 2019 Rexair LLC, all rights reserved. Rainbow ®, RainbowMate ®, MiniJet ®, JetPad®, RainMate ®, RainJet ®, AquaMate ®, Rexair ®, The Power of Water ®, Wet Dust Can’t Fly ® 그리고 the Rainbow ® Cleaning System의 구성은 exair LLC, Troy, Michigan, United States의
등록 상표입니다.

미국 생산 및 수입 부품으로 미국에서 제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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