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로봇 청소기 및 대걸레 콤보

QR 코드를 스캔하여 사용자 매뉴얼과 
가이드 비디오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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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안전 주의사항

 이 제품을 사용하기 전에 이 사용자 매뉴얼의 모든 내용을 주의 깊게 읽어 
이에 따라 장비를 적절하게 설치하시고 , 추후 참조할 수 있도록 이 매뉴얼을 잘 
보관하십시오 . 화재 , 감전 또는 기타 부상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 다음 작동 요구 
사항을 준수하십시오 .

• 안전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이 제품 사용을 감독하거나 지시하지 
않는 한 신체적 , 감각적 , 정신적 능력이 제한되었거나 경험 및 지식이 부족한 
사람 ( 어린이 포함 ) 은 이 제품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어린이가 제품을 
가지고 놀지 않도록 감독해야 합니다 .

• 유럽인의 경우 감독자가 같이 있거나 안전하게 제품을 사용할 수 있는 지침을 
받고 관련 위험에 대해 이해한 경우 8 세 이상의 어린이 또는 신체적 , 감각적 
또는 정신적 능력이 제한되었거나 경험 및 지식이 부족한 사람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감독 없이 어린이가 청소 및 사용자 유지보수를 해서는 안 됩니다 . 
어린이는 제품을 가지고 놀아서는 안 됩니다 .

• 고온의 물질 ( 꺼지지 않은 담배꽁초 , 성냥 , 뜨거운 재 등 ), 초미세 물질 ( 석회 , 
시멘트 , 톱밥 , 젯소 , 재 , 토너 등 ), 크고 날카로운 파편 ( 유리 등 물리적으로 
단단하지 않은 물질 ) 을 빨아들이지 마십시오 .

• 제품을 50Hz와 60Hz 사이에서 전환하기 위해 동작할 필요가 없으며 , 50Hz와 
60Hz 모두에서 자체적으로 적응할 수 있습니다 .

• 전원 코드가 손상된 경우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제조사 , 서비스 대리점 또는 
유사한 자격을 갖춘 사람이 코드를 교체해야 합니다 .

• 충 전 시 EZVIZ 에 서 제 공 하 는 도 킹 스 테 이 션 CS-RS2-TWT5-D 를 
사용하십시오 .

• 경고 : 감전 위험을 줄이기 위해 옥외나 젖은 표면 , 상업용 또는 산업용 
환경에서 사용하지 마십시오 .

• 경고 : 감전 위험을 줄이기 위해 실내용으로만 사용하십시오 .

• 경고 : 감전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 수리하기 전에 플러그를 뽑으십시오 .

안전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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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비가 작동 중일 때는 광학 인터페이스를 직접 보지 마십시오 .

• 1 급 레이저 , 출력 0.641mW/0.038mW/1.21mW, 파장 
808nm/910nm/980nm, IEC 60825-1:2014.

• 이 제품에는 1 급 레이저가 포함되어 있으며 , 이는 합리적으로 예측 가능한 
상황에서 안전합니다 .

• 주의 사항 : 이 매뉴얼의 조항을 준수하지 않고 광모듈의 기능 또는 성능을 
임의로 변경하면 레이저 방사의 위험이 있습니다 .

• 도킹 스테이션은 정격 용량이 셀이 8 개 이하이고 정격 용량이 5200mAh 
이하인 리튬 이온 배터리로만 충전할 수 있습니다 .

• 도킹 스테이션은 비충전식 배터리로 충전할 수 없습니다 .

적절한 장비 사용
• 이 장비는 가정용 바닥 청소용으로만 사용되며 야외 환경 ( 예 : 개방된 

발코니 ), 비지면 환경 ( 예 : 계단 ) 및 산업용 환경에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

• 보호 장치가 없는 높은 공간 ( 듀플렉스 , 개방형 발코니 및 가구 상단 등 ) 에서 
장비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

• 어린이는 장비를 장난감으로 사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 장비 사용시 
어린이와 애완동물이 장비에서 떨어져 있도록 하십시오 . 어린이가 실수로 
먹지 않도록 어린이의 손이 닿는 곳에 사이드 브러시와 같은 액세서리를 두지 
마십시오 . 장비 본체 위에 어린이나 애완동물을 태우지 마십시오 .

• 불이 붙거나 깨지기 쉬운 물체가 있는 곳에서 장비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

• 젖은 바닥 또는 지면에서 장비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

• 40° C 를 초과하거나 0° C 미만인 환경에서 장비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

• 장비를 사용하여 가연성 물질 ( 가솔린 , 토너 등 ) 을 청소하지 마십시오 . 
가연성 물질이 있는 곳에서 장비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

• 장비를 사용하여 성냥 , 담배 및 화재를 유발할 수 있는 기타 품목과 같은 
불타는 품목을 청소하지 마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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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품을 사용하여 큰 돌 , 폐지 등 제품이 막힐 수 있는 물건을 빨아들이지 
마십시오 . 흡입 포트가 막힌 경우 제품을 즉시 청소하고 흡입 포트에서 먼지 , 
솜 , 머리카락 등을 제거하십시오 .

• 제조사가 권장하거나 판매하는 액세서리만 사용하십시오 . 타사의 배터리 또는 
도킹 스테이션을 사용해서는 안 되며 , 손상된 배터리 또는 도킹 스테이션을 
사용하지 마십시오 .

• 사용한 배터리는 현지 법률 및 규정에 따라 폐기하십시오 .

• 배터리가 폭발할 수 있으므로 어떤 상황에서도 장비를 태우지 마십시오 .

• 사용하는 동안 RGB 카메라가 먼지로 오염된 후에는 공기 송풍기를 사용하여 
카메라를 청소하거나 종이 타월과 부드럽고 마른 천을 사용하여 닦아주시기를 
권장하며 , 거친 또는 단단한 물질을 사용하여 비전 모듈의 유리 표면이 긁히지 
않도록 하십시오 .

• 로봇 후면에 먼지가 너무 많으면 로봇 충전에 영향을 미칩니다 . 정기적으로 
또는 필요에 따라 청소하시기를 권장합니다 . 또한 종이 타월이나 부드럽고 
마른 천을 사용하여 청소하시기를 권장합니다 .

• 로봇 측면에 있는 에지 센서 표면에 먼지가 많아 오염되면 벽을 따라 움직일 
때 로봇의 자세 및 매핑 포지셔닝 효과에 영향을 미칩니다 . 정기적으로 
또는 필요에 따라 청소하시기를 권장합니다 . 센서가 본체 내부에 있으므로 
카메라 청소용 송풍 도구 / 종이 타월 / 부드럽고 마른 천을 사용하여 센서를 
닦아주시기를 권장합니다 . 청소하기 위해 손가락을 넣지 마십시오 .

• 로봇 바닥은 먼지가 많아 쉽게 오염되므로 정기적으로 또는 필요에 따라 
청소하시기를 권장합니다 .

• 매뉴얼의 지침에 따라 장비를 사용하십시오 . 부적절한 사용으로 인한 손실 및 
부상은 사용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

• 감전의 위험이 있으니 젖은 손으로 제품의 플러그나 전기가 통하는 부분을 
만지지 마십시오 .

• 제품을 장기간 사용하지 않을 경우 전원을 끄고 충전 플러그를 뽑아주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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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적인 파라미터
   Class II

   직류

    교류

   실내용 .

   충전하기 전에 지침을 읽어주십시오 . 

로봇
모델 CS-RS2-TWT5
배터리 14.4V/5200mAh 리튬 이온 배터리

무게 약 4.6kg
정격 입력 20V  3A
충전 시간 약 3 시간

장애물 넘기 성능 20mm

도킹 스테이션
모델 CS-RS2-TWT5-D
정격 입력 전압 100-240V~, 50/60Hz
정격 전력 65W
정격 출력 20V  3A
배터리 충전 14.4V/5200mAh 리튬 이온 배터리

깨끗한 물탱크 용량 5500mL
오수 탱크 용량 5000mL
물걸레 천 건조 방법 바람 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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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PYRIGHT © Hangzhou EZVIZ Software Co., Ltd. 판권 보유.
모든 정보, 특히 용어, 그림, 그래프 등의 정보는 Hangzhou EZVIZ Software Co., Ltd.(이하 “EZVIZ”)의 자산입니다. 본 
사용자 매뉴얼(이하 “매뉴얼”)은 EZVIZ의 사전 서면 승인 없이 어떠한 방법으로도 일부 또는 전부를 재생산, 변경, 번역 
또는 배포할 수 없습니다. 달리 명시하지 않는 한 EZVIZ은 본 매뉴얼에 관해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어떠한 보증, 보장 
또는 진술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매뉴얼 소개
본 매뉴얼에는 제품의 사용 및 관리에 필요한 지침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매뉴얼의 그림, 차트, 이미지 및 기타 모든 정보는 
설명용으로만 제공되는 것입니다. 매뉴얼에 포함된 정보는 펌웨어 업데이트 또는 다른 사유로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웹사이트(http://www.ezviz.com)에서 최신 버전을 확인하십시오.
변경 기록
최신 버전 - 2022년 5월
상표 등록

 ™,  ™, 및 기타 EZVIZ의 상표와 로고는 여러 관할 지역에 등록된 EZVIZ의 재산입니다. 기타 아래 언급된 상표 및 
로고는 각 소유자의 재산입니다.
면책 조항
설명된 제품은 하드웨어, 소프트웨어와 펌웨어의 모든 결함과 오류가 “있는 그대로” 제공되며, EZVIZ은 관련 법률에서 
허용하는 최대 범위까지 상품성, 품질 만족도, 특정 목적에의 적합성 및 타사의 비침해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고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보증하지 않습니다. EZVIZ, 그 임직원 또는 대리점은 제품의 사용과 관련해 발생하는 특별한, 
결과적, 부수적 또는 간접적 손해 및 특히 사업상의 이익 손실, 운영 중단으로 인한 손해 또는 데이터 또는 문서의 손실에 
대해 귀하에게 책임지지 않으며 이는 EZVIZ이 해당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권고한 경우에도 그렇습니다. 
관련 법률이 허용하는 최대 범위 내에서 어떠한 경우에도 EZVIZ의 전체 책임 한도는 제품의 원래 구매 가격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EZVIZ는 다음으로 인한 제품 중단 또는 서비스 종료의 결과로 인한 상해 또는 재산상의 피해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A) 요청된 것 이외의 부적절한 설치 또는 사용, B) 국가적 또는 공공 이익의 보호, C) 불가항력, D) 귀하 또는 제3
자가 타사의 제품, 소프트웨어, 애플리케이션 및 기타 항목을 사용하는 경우(이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음).
인터넷 액세스 관련 제품에 관한 제품 사용의 책임은 전적으로 귀하가 집니다. EZVIZ는 사이버 공격, 해커 공격, 바이러스 
검사 또는 기타 인터넷 보안 위험으로 인해 발생한 비정상 작동, 개인정보 유출 또는 기타 손해에 대해 일절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EZVIZ는 필요한 경우 시기적절하게 기술 지원을 제공합니다. EZVIZ은 사이버 공격, 해커 공격, 바이러스 
검사 또는 기타 인터넷 보안 위험으로 인해 발생한 비정상 작동, 개인정보 유출 또는 기타 손해에 대해 일절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EZVIZ은 필요한 경우 시기적절하게 기술 지원을 제공합니다. 관련 법률을 준수하는지 확인하려면 
제품을 사용하기 전에 관할 지역에 적용되는 모든 관련 법률을 확인하십시오. EZVIZ은 제품이 불법적인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 책임지지 않습니다. 
위 항목과 적용되는 법률 사이에 충돌이 발생하는 경우 법률이 우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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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패키지 구성품

도킹 스테이션 x1

로봇 청소기 x1
( 이하 “로봇”) 물걸레 천 x2 물걸레 어셈블리 ( 물걸레 천 포함 ) x2

사이드 브러시 x2 청소 도구 x1 카메라 스티커 x1

전원 코드 x1 빠른 시작 가이드 x2 규제 정보 x1

전원 코드의 외관은 실제 구매한 모델에 따라 달라집니다 .



8

기초

Dust Box

Wi-Fi Indicator

Intelligent LED Ring

Bumper

Power Button

Bumper

Robot Upper Cover

Microphone

*

Reset Button *

마이크

범퍼

* 전원 버튼

지능형 LED 링

로봇 상단 커버

범퍼

초기화 버튼 *

Wi-Fi 표시기

먼지통

명칭 설명

전원 버튼 • 4 초 동안 길게 누르면 전원이 켜지고 / 꺼집니다 .
• 한 번 누르기 : 동작을 시작 / 중지합니다 .
• 두 번 누르기 : 작업을 종료하고 도킹 스테이션으로 복귀합니다 .

초기화 버튼 • 4 초간 길게 누르기 : 네트워크 구성으로 이동합니다 .
• 10 초 동안 길게 누르기 : 공장 초기 설정을 복원하고 다시 시작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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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6

1

3

2

4

범용 휠

사이드 브러시

구동 휠

물걸레 어셈블리

RGB 카메라

장애물 센서

충전 접점

공기 배출구

물 주입구

물걸레 어셈블리

D-TOF 라이다

에지 센서

충전 접점

스피커

적외선 수신 
터미널

구동 휠

메인 브러시

사이드 브러시

추락 방지 센서 *6

물질 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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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 도구

청소함 도어

물걸레 어셈블리 플랫폼

수위 센서

싱크 청소

물걸레 천 여분 
놓는 공간

Cleaning Tool

Place for Spare 
Mop ClothCabin Door

Mop Assembly Platform

Cleaning Sink

Water Sensor

사용한 물탱크

조작 패널

깨끗한 물탱크

세척제 주입구

Used Water Tank

Operation Panel

Clean Water Tank

Cleaning Solution Inlet

 
시작 / 일시 정지 • 한 번 누르기 : 작업을 시작 / 중지합니다 .

• 2 초 동안 길게 누르기 : 작업이 종료됩니다 .

 
싱크 청소 • 한 번 누르기 : 로봇이 도킹 스테이션을 나오고 도킹 스테이션이 청소 싱크에 

물을 분사한 뒤 청소를 기다립니다 .
• 다시 누르기 : 오수가 배출됩니다 .

모드 한 번 누르기 : 청소 모드 ( 진공 흡입 후 물걸레 , 진공 흡입하며 물걸레 , 진공 흡입만 , 
물걸레만 , 물걸레 천 세척 , 물걸레 천 건조 ) 를 전환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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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가기 / 복귀 한 번 누르기 : 로봇이 도킹 스테이션을 나가고 / 복귀합니다 .

+
어린이 안전 잠금 해제 / 잠금 동시에 2 초간 길게 누르기 : 어린이 안전 잠금을 잠금 해제 / 잠금합니다 . 어린이 

안전 잠금 기능이 활성화되면 조작 패널의 키를 누를 수 없습니다 ( 먼저 EZVIZ 
앱에서 어린이 안전 잠금 기능을 활성화해야 함 ).

빠른 시작 가이드
준비
계단이 있는 환경에서 사용하지 마시고 ( 반드시 사용해야 하는 경우 가드레일을 설치하십시오 ) 사용하기 전에 지면 위의 장애물을 
제거하십시오 .

전원 공급 장치의 도킹 스테이션 연결
적절한 위치를 선택하고 도킹 스테이션을 벽면에 기대어 수평 바닥에 놓고 전원 코드로 도킹 스테이션과 전원 소켓을 연결하면 도킹 
스테이션이 자동으로 시작됩니다 ( 도킹 스테이션은 카펫이 아닌 평평하고 밝은 색상의 타일 바닥 위에 놓으시기를 권장합니다 ).

전방 1�5m(4�92') 에 장애물 없음

>0�5m(1�64’)

>0�5m(1�64’)

도킹 스테이션에 대한 외부 열 손상을 피하려면 , 라디에이터 , 히터 , 벽난로 등 옆에 도킹 스테이션을 두지 마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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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끗한 물 추가
깨끗한 물탱크와 사용한 물탱크의 보호 백을 제거하고 깨끗한 물탱크에 깨끗한 물을 채운 후 다시 장착하십시오 .

• 뜨거운 물을 채우지 마십시오 . 그렇지 않으면 장비가 손상될 수 있습니다 .
• 세척액을 사용해야 하는 경우 당사에서 생산하는 세척액을 사용하십시오 . 다른 세척액은 장비를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

MAX최대

실드 제거

측면 브러시 및 물걸레 어셈블리 설치
측면 브러시와 물걸레 어셈블리를 하단에 설치하십시오 . 그림과 같이 측면 브러시를 포인트에 맞추고 아래로 누르십시오 . " 딸깍 " 소리가 
나면 제자리에 설치된 것입니다 . 물걸레 어셈블리를 마그네틱 포인트에 맞추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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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ZVIZ 앱 설치 

EZVIZ 앱

1. 휴대전화를 Wi-Fi 에 연결하십시오 (2.4GHz WiFi 만 지원됨 ).
2. App Store 또는 Google Play ™에서 “EZVIZ”를 검색하여 EZVIZ 앱을 다운로드 및 설치합니다 .
3. 앱을 실행하여 EZVIZ 사용자 계정을 등록합니다 .

• 이미 앱을 사용한 경우 최신 버전인지 확인하십시오 . 사용 가능한 업데이트가 있는지 확인하려면 App store 또는 Google 
Play ™로 이동하여 “EZVIZ”를 검색하십시오 .

• 앱 업데이트로 인해 실제 프로세스는 다를 수 있습니다 . 앱에서 제공하는 지침을 따르십시오 .

EZVIZ 앱에 로봇 추가
1. EZVIZ 앱을 통해 계정에 로그인하고 장비 추가 아이콘을 탭하면 QR 코드 스캔 인터페이스가 표시됩니다 . 
2. 시작할 때까지 로봇의 전원 버튼을 4 초 동안 길게 누르십시오 .
3. 로봇의 상단 커버를 열고 로봇 본체의 QR 코드를 스캔한 다음 인터페이스 프롬프트에 따라 로봇의 네트워크 구성 및 추가를 

완료하십시오 .

Wi-Fi 연결에 실패하거나 로봇을 다른 Wi-Fi 에 연결하려는 경우 초기화 버튼을 4 초 동안 길게 누르면 로봇이 다시 시작되어 로봇을 
EZIVZ 앱에 다시 추가할 수 있습니다 .

3

Scan to add device

1 2

로봇 놓기
로봇을 도킹 스테이션 앞에 놓은 다음 조작 패널에 있는 을 누르십시오 . 로봇이 도킹 스테이션에 들어가 충전을 시작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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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청소
작동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

• 을 눌러 청소 모드를 선택한 다음 을 눌러 동작합니다 .

• EZVIZ 앱을 통해 계정에 로그인하고 장비 홈페이지에서 청소 모드를 선택한 다음 을 클릭합니다 .

첫 번째 사용 후 로봇이 실내 지도를 그리고 기록합니다 . ( 지도 그리기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처음 사용시 진공 흡입만 또는 진공 흡입 후 
물걸레를 사용하십시오 )

• 처음 사용하기 전에 완전히 충전하시기를 권장합니다 .
• 청소 후 원활하게 충전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도킹 스테이션에서 시작하시기를 권장합니다 . 청소 하는 동안 도킹 스테이션을 

이동하지 마십시오 .

카메라 스티커 사용(선택 사항)
카메라를 가려야 하는 경우 카메라 스티커가 제공됩니다 .
1. 보호 필름을 제거하십시오 . 
2. 젖은 티슈로 카메라 유리를 닦아주십시오 . 카메라 스티커를 카메라 유리에 붙이고 눌러 단단히 붙었는지 확인하십시오 .
3. 스티커는 세척 후 재사용할 수 있습니다 .

31 2

이 제품의 시각적 장애물 회피 기능은 필수 전제 조건 중 하나로 카메라가 켜져 있어야 하며 관련 이미지 처리는 제품 로컬에서 
수행되어 EZVIZ CloudPlay 에는 업로드되지 않습니다 . 필요에 따라 카메라를 마스킹하여 기능을 사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제품 
패키지에는 정전기로 흡착되는 마스킹용 카메라 스티커가 함께 제공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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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ZVIZ 앱에서 조작 
버전 업데이트로 인해 앱 인터페이스가 다를 수 있으며 , 휴대폰에 설치된 앱의 인터페이스가 우선합니다 .

청소 지도
지도 편집 ( 구분 , 병합 , 영역 구성 , 방 이름 지정 , 이동 금지 영역 , 보이지 않는 벽 , 회전 ), 구역 설정 , 카펫 표시 , 실시간 청소 경로 표시 및 
다중 지도 저장 .

청소 방법
일반 청소 , 맞춤 청소 , 정기 청소 , 지정 공간 청소 , 영역 청소 .

청소 설정
흡입 설정 , 수량 설정 , 청소 순서 설정 , 카펫 여압 모드 , 카펫 추가 청소 , 물걸레 천 건조 시간 설정 .

지킴이 기능
순찰 점검 , 고정 포인트 이동 , 순찰 점검용 사진 / 비디오 촬영 및 음성 인터콤을 예약합니다 .

정보 표시
반려동물 돌봄 시간 , 청소 이력 , 순찰 이력 , 장비 전원 , 소모품 및 유지보수 .

기능 더 보기
펌웨어 업그레이드 , 볼륨 조절 , 방해 금지 모드 , 야간 투시 보상 등 .

일상적인 유지보수
장비를 최상의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장비를 유지보수하고 다음 주기에 따라 부품을 교체하십시오 .

로봇 부품 유지보수 주기 소모품 교체 주기

물걸레 천 / 2-3 개월마다

사이드 브러시 2 주마다 3-6 개월마다

메인 브러시 일주일에 한 번 6-12 개월마다

스폰지 필터 /
고효율 필터

일주일에 한 번 3-6 개월마다

D-TOF 라이다
RGB 카메라
에지 센서
장애물 센서

추락 방지 센서
적외선 수신 터미널

범퍼
충전 접점

범용 휠 / 구동 휠

일주일에 한 번 /

싱크 청소 2 주마다 /

깨끗한 물탱크 3 개월마다 /

사용한 물탱크 물걸레시 항상 /

도킹 스테이션 2 주마다 /

• 장비에서 청소 및 유지보수 작업을 수행하기 전에 로봇을 끄고 도킹 스테이션의 플러그를 뽑으십시오 .
• 손쉬운 유지보수를 위해 다기능 청소 도구가 제공됩니다 . 이 청소 도구는 가장자리가 날카로우니 취급에 조심하십시오 .
• EZVIZ 는 다양한 교체 부품 및 소모품을 제조합니다 . 교체 부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보려면 www.ezviz.com 을 방문하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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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걸레 천 교체

1

Please note that the mop cloth 
should never cover the center 
part of the mop bracket.

2
물걸레 천이 물걸레 브래킷의 가운데 
부분을 절대 덮어서는 안 됩니다 .

3

먼지통 버리기

1

2

Press and hold the white button 
on the dust box, the dust box 
cover will open automatically, 
and the garbage will be poured 
out.

먼지통의 흰색 버튼을 길게 누르면 
먼지통 덮개가 자동으로 열리고 
쓰레기가 배출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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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고효율 필터 및 미세 필터 코튼 청소

1

24H

2

3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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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효율 필터 및 미세 필터 코튼 교체

Remove the high efficiency 
filter and fine filter cotton, 
and replace them with the 
new ones.

고효율 필터와 미세 필터 
코튼을 제거하고 새 것으로 
교체하십시오 .

도킹 스테이션 청소

청소 도구 또는 헝겊을 사용하여 도킹 스테이션 내부 , 청소 싱크 및 
왼쪽 코너에 있는 수위 센서를 청소하십시오 .

깨끗한 물탱크 청소

깨끗한 물탱크를 꺼내고 물통 덮개를 열어 측면에 있는 배수관을 
제거한 후 필터 코튼을 꺼내 청소하십시오 . 청소 후 필터 코튼을 
설치하고 배수관을 버클에 설치하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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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한 물탱크 청소

메인 브러시 청소

1

청소 도구 끝에 있는 버튼을 누름과 동시에 돌려 숨겨진 후크 나이프를 
빼낸 다음 메인 브러시를 청소하고 메인 브러시를 다시 장착하십시오 .

1

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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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 부품 청소

부드럽고 마른 천으로 추락 방지 센서 , 물질 센서 , 마그네틱 포인트 , 
충전 접점 , RGB 카메라 , 장애물 센서 , 에지 센서 및 적외선 수신 
터미널을 닦아주십시오 .

휠 청소

손으로 범용 휠을 직접 빼낸 다음 숨겨진 후크 나이프로 청소하십시오 .
숨겨진 후크 나이프로 구동 휠을 청소하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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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드 브러시 교체

환경 예방 조치
이 제품에 내장된 리튬 이온 배터리에 포함된 화학 물질은 환경 오염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 폐기하기 전에 제거하고 중앙 집중식 폐기를 
위해 배터리 재활용 전용 수거 장소에 배출하십시오 .

배터리 제거 단계 ( 다음 정보는 장비를 폐기할 때만 적용되며 일상적인 작동 지침이 아닙니다 ):
1. 로봇이 도킹 스테이션에 없으면 청소할 수 없는 저전력 상태로 실행되도록 합니다 .
2. 로봇을 끄고 사이드 브러시와 물걸레 어셈블리를 제거합니다 .
3. 로봇을 뒤집어 그림과 같이 바닥에 있는 13 개의 나사를 풉니다 .
4. 배터리 커버를 제거합니다 .
5. 화살표가 있는 검은색 스티커를 잡고 배터리를 제거합니다 .

1 5

6

7

8

9 10

11 12

2

3

4
13

• 배터리를 분해할 때는 전원이 완전히 소모되었는지 확인하고 도킹 스테이션의 연결이 끊긴 상태에서 작동하십시오 .
• 단락 또는 유해 물질의 누출을 방지하기 위해 배터리 팩 전체를 분리하고 배터리 팩 케이스는 손상시키지 마십시오 .
• 배터리에서 액체가 나와 실수로 만진 경우에는 물로 충분히 씻어내고 즉시 의사의 진료를 받으십시오 .
• 이 제품은 유효 기간이 지났거나 정상적으로 수리할 수 없어 폐기해서는 안 됩니다 . WEEE 폐기 자격이 있는 업체에 보내십시오 . 

정확한 방법은 WEEE 폐기에 관한 국가 또는 지역 규정을 참조하십시오 .

자주 묻는 질문
문제 솔루션

충전이 안 됩니다 . 도킹 스테이션의 전원이 켜져 있지 않습니다 . 전원 코드의 양쪽 끝이 모두 꽂혀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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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솔루션

로봇이 스테이션으로 복귀하지 못합니다 .

도킹 스테이션 주변에 장애물이 너무 많습니다 . 도킹 스테이션 앞에 있는 장애물을 
치워주십시오 .

로봇이 도킹 스테이션에서 작업을 시작하도록 청소하기 전에 항상 로봇을 도킹 스테이션에 
다시 놓으시기를 권장합니다 .

바닥의 저항이 높습니다 . 도킹 스테이션을 바닥이 평평한 곳으로 옮기시기를 권장합니다 .

바닥이 미끄럽습니다 . 도킹 스테이션 앞 바닥을 닦아 주시기를 권장합니다 .

도킹 스테이션의 위치가 정확하지 않습니다 . 지도에서 도킹 스테이션의 위치가 정확한지 
확인하십시오 .

로봇이 스테이션으로 복귀하는 동안 
도킹 스테이션 근처에서 비정상적으로 
작동합니다 .

도킹 스테이션 앞 1.5m 또는 측면 0.5m 에 장애물이 있습니다 . 장애물을 치워주십시오 .

부드러운 소재 ( 종이 타월 또는 부드럽고 마른 천 등 ) 를 사용하여 로봇 뒷부분의 충전 접점 
중간에 있는 검은색 창 표면과 도킹 스테이션의 검은색 창 표면을 닦아주십시오 .

청소하는 동안 비정상적인 소음 / 흔들림이 
발생합니다 .

휠 / 사이드 브러시 / 메인 브러시가 다른 물체와 엉켜 있습니다 . 로봇을 종료하고 청소한 후 
다시 사용하십시오 .

흡입 포인트의 고무 스트립이 지면에 닿을 수 있으며 , 이는 정상적인 현상이므로 안심하고 
사용하십시오 .

물걸레 천이 말려 있으니 물걸레 어셈블리를 제거한 후 물걸레 천을 다시 설치하십시오 .

사용한 물탱크가 계속 펌핑됩니다 . 도킹 스테이션을 청소하십시오 .

조작 패널에 도킹 스테이션과 로봇 간 
연결이 비정상이라고 표시됩니다 .

로봇이 시작되었는지 확인하십시오 .

Wi-Fi 신호가 약합니다 . 로봇이 Wi-Fi 신호가 커버되는 장소에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

Wi-Fi 가 연결되지 않습니다 .

Wi-Fi 신호가 약합니다 . 로봇이 Wi-Fi 신호가 커버되는 장소에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

Wi-Fi 연결이 비정상입니다 . Wi-Fi 를 초기화하고 최신 "EZVIZ" 앱을 다운로드한 후 장비에 
있는 QR 코드를 다시 스캔하여 다시 연결하십시오 .

장애물을 회피하지 못합니다 .

부드러운 소재 ( 종이 타월 또는 부드럽고 마른 천 등 ) 를 사용하여 카메라 표면의 유리를 
닦아주십시오 .

로봇이 광투과율이 높은 물체 ( 유리 ), 반사율이 높은 물체 ( 광택이 나는 금속 ) 및 반사율이 
낮은 물체 ( 검은색 ) 등을 마주치면 환경적 영향으로 인해 장애물 회피 성능이 저하됩니다 .

비정상적인 장애물 회피 행동이 
발생합니다 .

부드러운 소재 ( 종이 타월 또는 부드럽고 마른 천 등 ) 를 사용하여 카메라 표면의 유리를 
닦아주십시오 .

청소하는 동안 사이드 브러시가 
떨어집니다 .

로봇을 뒤집어 사이드 브러시를 다시 설치하고 , 설치할 때는 " 딸깍 " 소리가 나는지 
확인하십시오 .

낙하 방지 감지가 실패하여 로봇이 계단 및 
기타 높은 곳에서 떨어지는 것을 피하지 
않습니다 .

부드러운 소재 ( 종이 타월 또는 부드럽고 마른 천 등 ) 를 사용하여 추락 방지 센서를 
닦아주십시오 .

비정상적으로 작동합니다 . 위의 문제가 해결되면 장비를 종료하고 다시 시작하십시오 .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경우 A/S 
서비스 담당자에게 문의하십시오 .

본 장비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www.ezviz.com/kr 를 참조하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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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제품 사용에 대한 이니셔티브

EZVIZ 제품을 선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술은 우리의 생활 속 곳곳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첨단 기술업체인 EZVIZ는 비즈니스 효율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있어 기술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점점 더 잘 알고 있지만, 동시에 부적절한 사용으로 인한 잠재적인 해악도 인식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영상 제품은 
완전하고 선명한 실제 이미지를 기록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것으로 실시간 사실을 되돌려 판독하고 이를 보존하는 데 큰 가치를 둡니다. 
그러나, 영상 자료를 부적절한 방식으로 배포하거나, 사용하거나 및/또는 가공했을 경우, 타인의 정당한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EZVIZ는 "유익을 추구하는 기술"이라는 철학을 발판으로 삼아 영상 기술 및 영상 제품의 최종 사용자는 누구나 더 나은 
커뮤니티를 함께 조성하기 위한 목표로 윤리적 관습뿐 아니라 모든 관련 법과 규정을 준수해야 할 것을 요구합니다.
다음 이니셔티브를 신중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 개인 정보 보호에 대한 타당한 기대는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영상 제품의 설치는 그러한 기대로부터 벗어나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공공 장소에 영상 제품을 설치할 경우 타당하고 효과적인 방법으로 경고가 고지되어야 하고 감시 범위가 명확히 정해져야 합니다. 
공공 장소가 아닌 곳의 경우, 영상 제품 설치 시 반드시 이해관계자의 동의를 얻은 후에야 영상 제품을 설치하고, 눈에 잘 띄지 않는 영상 
제품을 설치하지 않는 등 이에 국한되지 않는 어떠한 선에서든 타인의 권익에 대한 평가도 이뤄져야 합니다.

2. 영상 제품의 목적은 특정 시간과 공간 그리고 특정 조건에서 실제 활동을 기록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모든 사용자는 타인의 초상권, 
사생활 보호권 또는 기타 정당한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사용자 본인의 권리를 그러한 특정 범위 안에서 합리적으로 정의해야 합니다.

3. 영상 제품을 사용하는 동안, 많은 양의 생물학적 데이터(얼굴 이미지 등)를 포함해 실제 장면에서 파생된 영상 이미지 데이터는 계속 
생성되고, 해당 데이터는 추가로 사용되거나 또는 재가공될 수 있습니다. 영상 제품 자체만으로는 영상 제품에 의해 캡처된 이미지만을 
토대로 데이터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 어떤 것이 좋고 나쁜 것인지 구분할 수 없었습니다. 데이터 사용의 결과는 데이터 관리자가 사용하는 
방법과 목적에 따라 달라집니다. 따라서, 데이터 관리자는 모든 관련 법률과 규정 그리고 기타 규범적 요건을 준수해야 할 뿐만 아니라 국제 
규범, 사회 윤리, 선량한 도덕, 공통 관행 및 기타 비필수적 요건을 비롯해 개인의 사생활 보호권, 초상권 및 기타 권익을 존중해야 합니다.

4. 영상 제품에서 지속적으로 생성되는 영상 데이터를 가공할 경우 다양한 이해당사자의 권리, 가치 및 기타 요구를 항상 고려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제품 보안과 데이터 보안은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모든 최종 사용자 및 데이터 관리자는 출입 통제 설정, 영상 제품이 
연결되는 적절한 네트워크 환경(인터넷 또는 인트라넷)의 선택, 네트워크 보안 수립 및 거듭된 네트워크 보안 최적화 등 데이터 보안을 
유지하고 데이터 유출, 부적절한 공개 및 부적절한 사용을 방지하는 타당하고 필요한 모든 조치를 다 취해야 합니다. 

5. 영상 제품은 전 세계 사회보장제도를 개선하는 데 지대한 기여를 했기 때문에, EZVIZ는 이러한 제품들이 사회 생활의 더 많은 측면에 
있어서도 활발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영상 제품을 남용해 개인의 인권을 침해하거나 범죄 행위로 이어지는 행위는 기술 혁신과 
제품 개발의 본래 취지에 반하는 행동입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모든 제품이 적절하고 타당한 방법으로 성의의 목적에 맞게 사용되도록 하기 
위해 제품 사용에 대한 평가 및 추적 관리 체계를 수립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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