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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PORTANT INSTRUCTIONS

READ ALL INSTRUCTIONS BEFORE USING
THIS CIRCULATOR.
This owner's guide and any additional inserts are considered part of
the product. They contain important information about safety, use, and
disposal. Before using the product, please familiarize yourself with all
operating and safety instructions. Please keep all documents for future
reference and pass these documents on, together with the product,
to any future owner. Please refer to our website for the most current
version of our owner’s guide.
The following Warning messages are throughout this owners guide:

DANGER
Indicates a hazard with a HIGH level of risk which, if not
avoided, will result in death or serious injury. Please pay special
attention to any instructions given to avoid this threateningly
dangerous risk.

WARNING
Indicates a hazard with a MEDIUM level of risk which, if not
avoided, could result in death, serious injury, minor or moderate
injury or potential property dam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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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PORTANT INSTRUCTIONS
Indicates additional information that will assist in the care of handling
of the device.

INTENDED USE: This product is intended to circulate the air in
indoor living spaces only. This product is not intended for commercial
or industrial uses. The power supply is for home appliances only.

The manufacturer assumes no responsibility for damage or injury
caused by failure to follow these instructions, improper product use, or
unauthorized product modification. Any such actions will invalidate the
product warranty.

WARNING – When using electrical appliances, basic precautions

should always be followed to reduce the risk of fire, electric shock and
injury to persons, including the following:

WARNING
Risk from Unintended Use and Handling. Please take care to
follow these guidelines to avoid risks to people or property.
- Do Not tamper with or modify this product in any way.
- Do Not use this product outdoors or directly exposed to weather.
- Do Not use this device in tropical humid climates. If the product is
brought in from the cold to a warm area ( e. g., during transport),
condensation can occur within the unit. Let the device reach room
temperature, before using it.
- Do Not use this product on wet surfaces. Do not use this product in

a bathtub, shower or locate product where it may fall into a bathtub,
laundry, swimming pool or other water container.
- Do Not immerse this product in water or allow water to drip into the
motor housing.
- Do Not allow the power supply or power cord to come in contact
with water or wet locations.
- Do Not use this product near furnaces, fireplaces, stoves or other
high-temperature heat sources.
- Do Not place the power supply or power cord near heat sources,
such as heaters or radiators.
- Do Not position this product too close to draperies or other loose
fabrics as they may be drawn into the product, cutting off airflow
and damaging the motor.
- Do Not carry this product by the cord, or use the cord as a handle
as it can damage internal wiring. Do not unplug product by pulling
on cord or place the cord under strain. To unplug, grasp the plug,
not the power cord.
- Do Not run cord under carpeting. Do not cover cord with throw
rugs, runners, or similar coverings. Do not route cord under furniture
or appliances. Arrange cord away from traffic area and where it will
not be tripped over. To avoid a tripping hazard, safely coil/store the
power cord.
- This product is not intended for commercial or industrial uses.

DANGER
Risk from Electrical Shock. Contact with wires or components that
are under voltage could be potentially fatal!
- Use only the detachable external power supply and cord that comes
with your product.

- Do Not touch the product with wet or damp hands.
- Do Not operate any product with a damaged cord or plug or after
the product malfunctions, has been dropped or damaged in any
manner. Discard product, or return to authorized service facility for
examination and/or repair in order to avoid a hazard.
- The detachable external power supply and cord have no user
replaceable parts. If the power supply or cord is damages, it must
be replaced by the manufacturer or its service agent or a similarly
qualified person in order to avoid a hazard.
- Do Not stretch the power cord or put the cord under strain.
- Do not insert or allow foreign objects to enter any input or output
opening as they may cause risk of electric shock or fire, or damage
the product.
- Turn off all controls before unplugging. Unplug from wall outlet if not
in use for extended periods of time.
- Do Not open motor housing. To avoid risk of shock, all service and/
or repairs must be done by a Vornado Authorized Service Center.
Only original replacement parts may be used.
- For safety reasons, always unplug the unit in the event of
a thunderstorm.

WARNING
Risk from Improper Installation. Please take care to follow these
guidelines to avoid risks to people or property.
- Ensure that wall power outlet is easily accessible so unit can be
disconnected during an emergency.
- To reduce the risk of fire or electrical shock, do not use this product
with any external (solid state) speed control device.
- To reduce the risk of fire or electric shock and injury to persons, do
not use in a window.
Engli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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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plug portion of the adapter is used as a disconnect device.
Therefore, the appliance should be placed near the socket outlet
and easily accessible.

WARNING
Risk to Children and Other at Risk Groups of People.
- This appliance can be used by children aged from 12 years and
above and persons with reduced physical, sensory or mental
capabilities or lack of experience and knowledge if they have been
given supervision or instruction concerning use of the appliance in a
safe way and understand the hazards involved.
- Children shall not play with the appliance.
- Cleaning and user maintenance shall not be made by children
without supervision.
- This product and its packaging material are not toys and should be
kept out of reach of children.
FCC CONSUMER ADVISEMENT: This equipment may generate,
use and/or radiate radio frequency energy that may cause harmful
interference to radio communications. Unauthorized use or
modification of this product increases interference risk and may cause
FCC revocation of permission to operate. To determine whether the
equipment causes harmful interference, please turn the equipment on
and off while simultaneously using a radio or television. If interference
is suspected, the user is encouraged to contact your Authorized
Service Center.

SAVE THESE INSTRU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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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POSAL
Dispose of all packaging materials in an environmentally
responsible manner.

GETTING STARTED
VARIABLE SPEED CONTROL
1. Rotate knob to the
right to turn on and
increase speed.
2. Rotate knob to left to
lower speed and turn off.

1. Insert DC power cord plug
into port located on the
underside of the motor.
2. Connect the AC power
cord to the power supply.
3. Plug the power cord into
a power outlet.

POWER SUPPLY

DIRECTABLE AIRFLOW
Direct the airflow where you
want it.

FINGER FRIENDLY DESIGN
Resists curious fingers.

Model 623DC: The external power supply
(PC3-0185) is rated at an input: 100-240
VAC, 50/60Hz, 1.0 A and an output:
24VDC, 1.5A.
Model 723DC: The external power supply
(PC3-0187) is rated at an input: 100-240
VAC, 50/60Hz, 1.5 A and an output:
24VDC, 2.5A.
Engli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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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EANING

GRILL & BLADE REMOVAL

Because your product moves a substantial amount of air, it will need regular cleaning to remove lint, dust and grime. Never clean the product in
any manner other than instructed in this owner's guide.

WARNING: To reduce the risk of electrical shock and injury to persons, unplug the circulator before removing grill.

WARNING
Observe the following safety information to avoid risks and
property damage.
 Do unplug your product before cleaning.
 Do Not use gasoline, thinners, solvents, ammonias or other
chemicals for cleaning.
 Do Not attempt to repair or replace parts.
The motor is permanently lubricated and requires no oiling.
1. Dust or wipe the circulator with a damp cloth.
2. Use the brush attachment on your household vacuum cleaner to
vacuum any accumulated dust.

GRILL REMOVAL
1. Release the front grill clips located at the 10, 6 and 2 o’clock positions.
Press the Front Grill Clip downward to release.
A flat head screw driver may be used if front grill clips are difficult to
release.
2. Dust or wash Grill with a mild dishwashing soap.

Clip

Clip

3. To reattach - align the front grill clips with the holes and firmly snap
each clip back into place.
BLADE REMOVAL
1. First, remove the blade by pulling the blade straight out from the shaft.
2. Dust or wash Blade with a mild dishwashing soap.
3. To reattach - be certain the flat side of the shaft aligns directly with the
corresponding flat side on the blade’s socket. Push the blade all the
way on the shaft until it bottoms out. Do not use a hammer as this
could result in bearing damage.

Clip

Note: Do not place grill or blade in dishwasher. The excessive heat can
distort the plast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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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OUBLESHOOTING
PROBLEM
The unit fails to power on.

POSSIBLE CAUSE AND SOLUTION
Unit is not plugged in. Plug Power Cord into electrical outlet. Ensure the AC power cord is plugged into
the power supply and ensure DC power cord is plugged into the circulator.

목차

Ensure unit fan speed setting is selected.

Airflow is weak or slow.

GFCI has tripp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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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t is damaged or in need of repair. Cease usage and unplug. Contact Consumer Service for assistance.

중요 설명............................................................................................. 10

The outlet is worn or damaged. Try another outlet or contact a qualified electrician.

작동방법.............................................................................................. 12

Unit set to a low speed setting. Adjust to a higher speed setting.

청소..................................................................................................... 13

Airflow is blocked. Remove obstruction.

그릴 및 날 분리.................................................................................... 14

Adjust direction of airflow towards the user.

문제 해결............................................................................................. 15

Under certain conditions, it is possible for a reset GFCI (Ground Fault Circuit Interrupter) outlet to trip
when the user is changing speeds on a Vornado circulator. In this event, change to an outlet that is not
connected to a GFCI device. It could also indicate a weak or defective GFCI outlet. Contact a qualified
electrician to check the GFCI outl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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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 설명
설명서를 읽으신 후 보관하여 주십시오.
이 사용자 가이드와 모든 추가적 삽입 내용은 제품의 일부로 봅니다. 이
문서들은 안전, 사용 및 폐기에 관한 중요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제품을 사용하기 전에 모든 작동 및 안전 관련 설명을 파악해 주십시오.
나중에 참고할 수 있도록 모든 문서를 보관하고, 다른 사람에게 제품을
양도할 때도 이 문서를 제품과 함께 전달해 주십시오.

개조로 인한 피해 또는 상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이러한 경우 제품
보증이 무효화됩니다.

경고 – 전기 기구를 사용할 때는 화재 위험, 감전 및 인명 상해를 줄이기
위해 다음과 같은 기본적 예방 조치를 따라야 합니다.

경고
부적절한 사용 및 취급의 위험. 인명 또는 자산에 대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이 지침을 따르십시오.

다음의 경고 메시지가 이 사용자 가이드에서 사용됩니다.

위험
방지하지 않을 경우 사망 또는 심각한 상해를 유발할 수 있는 높은 수준의
위험을 나타냅니다. 이 높은 수준의 위험을 피하기 위한 설명에 특히
주의하십시오.

경고
방지하지 않을 경우 사망, 심각한 상해, 사소하거나 보통 수준의 상해 또는
자산 피해 가능성을 유발할 수 있는 중간 수준의 위험을 나타냅니다.

중요 설명
장치의 취급을 돕는 추가 정보를 나타냅니다.

사용 용도: 이 제품은 실내 거주 공간에서 공기를 순환시키는 용도로만
사용되어야 합니다. 이 제품은 영업용 또는 산업용이 아닙니다. 전원 공급
장치는 가전 기구 전용입니다.
제조사는 이 설명의 미준수, 부적절한 제품 사용 또는 권한이 없는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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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제품을 어떤 방법으로도 변경하거나 개조하지 마십시오.
- 이 제품을 실외 또는 외부 환경에 직접 노출된 곳에서 사용하지 마십시오.
- 이 장치를 열대의 습한 기후에서 사용하지 마십시오. 이 제품을 찬 곳에서
따뜻한 곳으로(운반 등에 의해) 옮길 경우, 장치 내부에 응결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용 전에 장치 온도가 실온에 도달하도록 하십시오.
- 이 제품을 물기가 있는 표면에서 사용하지 마십시오. 이 제품을 욕조,
샤워실에서 사용하거나, 욕조, 세탁실, 수영장 또는 기타 물이 담긴 곳에
빠질 수 있는 곳에 두지 마십시오.
- 이 제품을 물에 담그지 말고, 모터 외함 안으로 물이 흘러 들어가지 않도록
하십시오.
- 전원 공급 장치 또는 전원 코드가 물 또는 물기 있는 장소에 접촉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 이 제품을 화덕, 난로, 스토브 또는 기타 고온 열원 가까이에서 사용하지
마십시오.
- 전원 공급 장치 또는 전원 코드를 히터 또는 라디에이터 등의 열원 옆에
두지 마십시오.
- 이 제품을 커튼 또는 기타 늘어진 천 제품에 너무 가까이 두지 마십시오.
제품에 커튼이 끌려 들어가서 기류를 막아 모터가 손상될 수 있습니다.
- 코드 부분으로 본 제품을 들어 운반하거나 코드를 손잡이 삼아 사용하지
마십시오. 내부 배선이 손상될 수 있습니다. 코드를 당겨 플러그를 뽑거나
코드에 압력을 가하지 마십시오. 플러그를 뽑을 때는 코드를 잡지 않고

플러그를 잡습니다.
- 코드를 카펫 밑으로 지나가게 하지 마십시오. 코드를 깔개, 가구 덮개 또는
이와 유사한 덮개로 덮지 마십시오. 코드가 가구 또는 가전 기기 아래로
지나가지 않도록 하십시오. 코드는 통행 구역이 아니면서 걸려 넘어질
염려가 없는 곳으로 지나가야 합니다. 걸려 넘어질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전원 코드를 안전하게 말아 놓거나 보관합니다.
- 이 제품은 영업용 또는 산업용이 아닙니다.

위험
감전의 위험. 전압이 인가된 전선이나 부품과 접촉할 경우 생명이 위험할 수
있습니다!
- 제품에 포함된 분리형 외부 전원 공급 장치와 코드만을 사용하십시오.
- 물기가 있거나 습한 손으로 제품을 만지지 마십시오.
- 손상된 코드 또는 플러그와 함께 사용하거나 제품 오동작 후 또는 바닥에
떨어지거나 손상된 상태로 사용하지 마십시오. 제품을 폐기하거나 공인
정비 시설에 보내 점검 및/또는 수리를 받아 위험을 방지합니다.
- 분리형 외부 전원 공급 장치와 코드에는 사용자가 교환하는 부품이
없습니다. 전원 공급 장치 또는 코드가 손상되면,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제조사 또는 서비스 대행사 또는 이와 동등한 유자격자가 교환해야
합니다.
- 전원 코드를 당기거나 압력을 가하지 마십시오.
- 이물질이 입구 또는 출구에 들어가지 않도록 하십시오. 감전, 화재의
위험이 있으며 제품이 손상될 수 있습니다.
- 플러그를 뽑기 전에 모든 제어 장치를 끕니다.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을
때는 벽 콘센트에서 플러그를 뽑아 놓습니다.
- 기구 외함을 열지 마십시오. 감전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모든 정비 및/
또는 수리는 보네이도 공인 서비스 센터만이 시행할 수 있습니다. 정품
교환 부품만을 사용해야 합니다.
- 안전을 위해 뇌우 시에는 항상 장치의 플러그를 뽑아 놓으십시오.

경고
부적절한 설치의 위험. 인명 또는 자산에 대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이
지침을 따르십시오.
- 벽 전원 콘센트에 쉽게 접근할 수 있어서 비상 시 장치를 분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화재 또는 감전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 이 제품을 외부 (솔리드 스테이트)
속도 제어 장치와 함께 사용하지 마십시오.
- 화재 또는 감전 및 부상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 창문 안에서 사용하지
마십시오.
- 어댑터의 플러그 부분이 분리 장치로 사용됩니다. 그러므로 콘센트 부근에
기구를 두어야 하며 쉽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합니다.

경고
어린이 및 기타 위험군에 대한 위험
- 이 기구는 12세 이상의 어린이와 신체, 감각 또는 정신적 능력이
감소되거나 경험 및 지식이 부족한 사람이 지도를 받거나 기구의 안전한
사용 관련 설명을 듣고 관련 위험을 이해한 경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어린이가 이 기구를 가지고 놀아서는 안 됩니다.
- 청소 및 사용자 정비를 어린이가 지도를 받지 않는 상태에서 수행해서는 안
됩니다.
- 이 제품과 포장재는 장난감이 아니며, 어린이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두어야 합니다.

설명서 보관
폐기
환경적 책임을 준수하는 방법으로 모든 포장재를 폐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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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

작동방법
가변 속도 제어
1. 장치를 켜고 속도를 높이려
면 손잡이를 오른쪽으로 돌
립니다.
2. 속도를 낮추고 장치를 끄려
면 손잡이를 왼쪽으로 돌립
니다.
1. DC 전원 코드 플러그를 모터
의 아래에 있는 포트에 삽입
합니다.
2. AC 전원 코드를 전원 공급
장치에 연결합니다.
3. 전원 코드를 전원 콘센트에
꽂습니다.

전원 공급 장치
(DC 24V, 2.5A)
12 한국어

방향성 기류
기류를 원하는 방향으로
돌리십시오.

제품에서 많은 양의 공기가 이동하므로 정기적인 청소로 보풀, 분진 및 때를 제거해야 합니다. 이 사용자 가이드에 설명된 방법 외에 어떤 방법으로도 제품
을 청소해서는 안 됩니다.

경고
위험 및 자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다음 안전 정보를 준수하십시오.

손가락에 안전한 설계
손가락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청소 전에는 제품의 플러그를 뽑습니다.
 휘발유, 시너, 솔벤트, 암모니아 또는 기타 화학 물질을 청소에 사용하
지 마십시오.
 부품의 수리 또는 교체를 시도하지 마십시오.

모터는 영구 윤활형이므로 기름을 칠 필요가 없습니다.

623DC: 외부 전원 공급 장치 (PC3-0185)의
입력은 100-240 VAC, 50/60 Hz, 1.0 A 및
출력 : 24 VDC, 1.5 A입니다.

1. 젖은 천으로 써큘레이터의 먼지를 제거하거나 닦습니다.
2. 솔 부품을 부착한 가정용 진공 청소기를 사용하여 축적된 먼지를 빨아
들입니다.

723DC: 외부 전원 공급 장치 (PC3-0187)의
입력은 100-240 VAC, 50/60 Hz, 1.5 A 및
출력 : 24 VDC, 2.5 A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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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릴 및 날 분리

문제 해결

경고: 감전 및 상해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 날을 분리하기 전에 서큘레이터의 플러그를 뽑으십시오.

문제

분리형 그릴
1. 10시, 6시, 2시 방향에 있는 전면 그릴 클립을 풉니다. 전면 그릴 클립을 아
래로 누르면 풀립니다.

장치의 전원이 켜지지 않습니
다.

가능한 원인 및 해결책
장치의 플러그가 꽂혀 있지 않습니다. 전원 코드를 전기 콘센트에 꽂습니다. AC 전원 코드가 전원 공급 장치에
꽂혀 있고 DC 전원 코드가 서큘레이터에 꽂혀 있는지 확인합니다.
장치 팬 속도 설정이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전면 그릴 클립을 풀기가 어려우면 납작머리 나사 드라이버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순한 주방용 세제로 먼지를 제거하고 세척합니다.

클립을

장치가 손상되었거나 수리가 필요합니다. 사용을 중지하고 플러그를 뽑습니다. 고객 서비스 센터에 연락하여 도
움을 받습니다.

클립을

콘센트가 닳거나 손상되었습니다. 다른 콘센트를 사용해 보거나 유자격 전기 기술자에게 연락합니다.

3. 다시 결합하려면 - 전면 그릴 클립을 구멍과 맞추고 각 클립을 제자리에 잘
채웁니다.

기류가 약하거나 느립니다.

날 분리
1. 먼저 날을 축으로부터 똑바로 당겨서 분리합니다.

기류가 차단되어 있습니다. 장애물을 제거합니다.
사용자를 향해 기류 방향을 조정합니다.

2. 순한 주방용 세제로 먼지를 제거하고 세척합니다.
누전 차단기가 동작했습니다.

3. 다시 결합하려면 - 축의 납작한 부분을 날 소켓에서 상응하는 납작한 부분과
맞춥니다. 축을 따라서 날을 바닥에 닿을 때까지 쭉 밀어 넣습니다. 베어링
이 손상될 수 있기 때문에 망치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주: 그릴을 식기 세척기에 넣지 마십시오. 과도한 열로 인해 플라스틱이 변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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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치가 저속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고속 설정으로 조정합니다.

특정 조건에서는 사용자가 보네이도 서큘레이터의 속도를 변경할 때 누전 차단기 콘센트가 동작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누전 차단기에 연결되지 않은 콘센트로 바꿉니다. 누전 차단기 콘센트가 약하거나 결함이 있을 수 있
습니다. 유자격 전기 기술자를 통해 누전 차단기 콘센트를 점검합니다.

클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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