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Our mission is simple. 
Solve the problems 

others ignore.”

James Dyson
Engineer and Founder

다이슨 창업자 겸 수석 엔지니어

"우리의 미션은 간단합니다. 
모두가 무시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

Quick start | 시작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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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sembly
제품 조립

Built-in dusting  
and crevice tool

Stored inside your wand 
for on-the-spot cleans

빌트인 더스팅 &  
크래비스 툴 

빠른 청소가 가능하도록  
청소봉안에 내장되어있는 툴

FRONT PAGE AFTER FOLDING



Your machine is ready to go
제품이 준비되었습니다

Charging your machine
제품 충전

Arriving partially charged, you can 
use your machine straight away.
제품은 일부 충전된 상태로 배송되므로, 
바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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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oose language
Tap selection button. Scroll 
to language. Long-press 
selection button to confirm.
언어 선택
선택 버튼을 탭합니다. 언어로 
스크롤합니다. 선택 버튼을 
길게 눌러 언어를 설정합니다.

Power on/off
전원 켜기/끄기(on/off)

Selection button
설정 메뉴

Getting started
시작하기



Auto

Choosing your attachment
바닥 유형별 클리너 헤드

Fluffy Optic™ cleaner head
For hard floors
마룻바닥용
플러피 옵틱™ 클리너 헤드

Digital Motorbar™ cleaner head
For carpets
카펫용
디지털 모터바™ 클리너 헤드

Hair screw tool
For mattresses, pet beds and stairs
헤어스크류 툴
매트리스, 반려동물 침대 및 계단용



Boost

Eco

Auto

Med

Auto

Using your LCD screen
LCD 스크린

Selecting your power mode
전원 모드 선택

Recommended
Automatically optimises power and run time.
Med mode displayed when  
non-motorised tool attached.
자동 모드
흡입력과 사용 시간의 밸런스를 최적화한 모드.
모터식 툴이 부착된 경우  
미디엄 모드가 표시됩니다.

Longer cleans
Maximises run time for extended cleaning.
일반 모드
최대 사용 시간으로 집 안 구석구석 
오랜 시간 청소에 적합한 모드.

Occasional
Boost mode for intensive spot cleaning.
부스트 모드
집중적인 부분 청소를 위한 모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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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arse

Fine
Medium

Microscop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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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ginning your clean
청소 시작

After your clean
청소 후

Particle sizes
입자 크기

Remaining run time
남은 사용가능 시간

Allergens
알레르기 
유발물질

Dust mites
집먼지 
진드기

Skin flakes
피부 각질

Your machine categorises, counts and displays 
the amount of particles picked up – showing 
you in real-time when your area is clean.
제품이 먼지 입자의 크기와 양을 지속적으로 
측정하고, 실시간으로 청소의 결과를 보여줍니다.

You will receive a summary 
of all collected particles 
after your clean.
청소 후 자동 모드 외 다른 
모드에서 흰색 막대는 많은 
먼지량을 의미합니다. 요약 
정보를 받게 됩니다.

During your clean
청소 중

Bars will rise and fall depending on the 
amount of dust and debris detected.
청소중 흡입된 먼지량과 크기에 따라 막대가 증가하거나 줄어듭니다. 

Blue bars: High volume, 
increased suction
파란색 막대: ,먼지량 많음 흡입력 증가

White bars: Medium volume
흰색 막대: 먼지량 중간

Green bars: Low volume
녹색 막대: 먼지량 적음

In Auto mode*
자동 모드에서 작동됩니다*

*In all other modes, white bars also represent high volume.
*자동 모드 외 다른 모드에서 흰색 막대는 많은 먼지량을 의미합니다.

Sugar
설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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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all details may vary slightly from those shown.
제품 이미지는 참고용으로 실제 제품은 
국가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Bin emptying
먼지통 비우기

Bin removal and replacement
먼지통 비우기 및 재장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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