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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이 설명서는 새로운 모델에 제공됩니다. 작동과 유지정비에 필요한 지침을 제공합니다.
기기를 작동하거나 정비하기 전에 본 설명서를 자세히 읽고
기기에 대해 숙지해야 합니다.

이 장비는 탁월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그러나 다음 사항을 준수하면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
다.
• 주의를 기울여 장비를 작동합니다.
• 제공된 장비 유지 관리 지침을 준수하여 장비를 정기적으로 유지 관리합니다.
• 제조업체에서 제공하거나 그에 상당하는 부품을 사용하여 장비를 유지 관리합니다.
설명서를 온라인으로 보거나 인쇄하거나 다운로드하려면 www.tennantco.com/manuals를 방문하십시오.
PROTECT THE ENVIRONMENT
Please dispose of packaging materials, used components such as batteries and
fluids in an environmentally safe way according to local waste disposal regulations.
Always remember to recy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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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본 사용자 설명서에는 BrainOS로 구동되는 새로운 Tennant T7AMR Scrubber의 빠른 시작을 위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문서는 주기적으로 수정될 수 있습니다. 이 T7AMR Scrubber는 수동 모드로 사용하거나, 자율주행형
로봇 스크러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로봇(자율) 모드로 사용하려면 Brain Corp의 자율성 서비스(Autonomy Services)
에 가입해야 합니다. 제공된 모든 지침 및 경고 사항을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침을 준수하지 않으면 기기가
손상되거나 부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T7AMR은 BrainOS 소프트웨어로 구동되는 상업용 바닥 스크러버입니다. BrainOS로 구동되는 이 스크러버는 수동
모드나 로봇(자율, 자율주행) 모드로 작동하게 할 수 있습니다. 로봇 모드에 있을 때, BrainOS 소프트웨어는 자율
네비게이션을 활성화합니다. 이 제품은 하나 이상의 특허 또는 출원 중인 특허에 의해 보호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www.braincorporation.com/patents를 참조하십시오. 이 제품의 개별 부분은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를 통해
가능해졌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www.braincorp.com/open−source−attributions/를 참조하십시오.
사용 목적 및 주의사항
T7AMR은 산업용/상업용 로봇 라이더 청소기 기계입니다. 거칠거나 부드러운 단단한 표면(콘크리트, 타일, 석재,
합성물 등)을 모두 습식 스크러빙할 수 있도록 특별히 설계되었습니다. 이 기기는 로봇 모드(운전자 없음) 또는 수동
모드(운전자 있음)로 작동할 수 있습니다. 이 기기는 실내 전용 기기입니다. 흙, 잔디, 인조 잔디, 또는 카페트가 깔린
표면에서는 이 장비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이 기기는 공공 도로에서 사용할 수 없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이 작동
설명서에서 설명하는 용도 외에는 이 장비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권장 부속품만 사용하십시오. BrainOS로 구동되는
T7AMR 스크러버는 Brain Corp/Tennant Company가 승인한 통제되고 제한된 환경에서 훈련된 운전자만 사용해야
합니다.
T7AMR 스크러버의 사용 목적과 관련하여 추가 교육 자료가 제공될 수 있으며, 이는 해당 교육에 따라서만 사용되어야
합니다. Autonomous Navigation 소프트웨어 최종 사용자 라이선스 계약(EULA)에 따라, 승인된 환경에서 기기를
사용하십시오. 또한 승인된 환경은 월 1회 이상의 주기적인 안전 관련 업데이트가 가능하도록 기기와의 셀룰러 데이터
통신을 허용하는 적절한 셀룰러 통신 신호가 있는 청소 구역으로 제한되어야 합니다.
운전자는 수동 및 로봇 모드 모두에서 각 BrainOS 구동 T7AMR 스크러버 사용을 책임져야 합니다. 기기가 로봇 작동을
시작하면 스크러빙 성능을 관찰하여 모든 구성 요소들이 제대로 기능하는지 확인하십시오. 각 운전자는 항상 의도한
용도와 주의 사항에 따라 기기를 사용해야 합니다. 운전자는 자율성 서비스(Autonomy Services) 또는 BrainOS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행위 또는 활동에 가담하지 않습니다.
•

바이러스, 웜, 트로이 목마, 결함, 스파이웨어, 스파이더, 스크린 스크래퍼 또는 기타 파괴적이거나 방해적인 성격의
것이 포함된 소프트웨어 또는 기타 자료의 전송

•

기기 탑재 카메라는 주변에서 발생하는 사람들의 이미지를 캡처할 수 있습니다. 카메라와 함께 사용되는 기술과
관련하여 작동에 대한 현지 법률이 있을 수 있습니다. 표지판 사용 또는 필요한 경우 동의를 구하는 것을 포함하여,
모든 관련 법률을 준수하십시오.

•

서버나 네트워크 용량 또는 인프라에 부담을 주거나 무단으로 침입하는 등, 허락되지 않은 방식으로 자율성 서비스
(Autonomy Services), BrainOS, 또는 Brain 지원 스크러버 하드웨어를 활용하는 행위

•

Brain Corp의 서면 승인 없이 자율성 서비스(Autonomy Services) 또는 BrainOS의 일부를 프레이밍, 미러링 또는
재판매하는 행위

•

사용자 정보의 무단 수집 또는

•

자율성 서비스(Autonomy Services) 또는 BrainOS를 고의적으로 손상시키려 하거나, 자율성 서비스 또는 BrainOS
의 적법한 작동을 저해하려는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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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중요 안전 지침 - 본 지침을 보관하십시오
다음 주의 사항은 이 설명서 전체에 각기 설명된
의미대로 사용됩니다.
경고: 심각한 개인 부상 또는 사망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 또는 안전하지 않은
행위를 경고합니다.
안전 수칙: 장비의 안전한 작동을 위해 준수해야
하는 작업을 식별합니다.
다음 정보는 운전자에게 잠재적인 위험이 내재된
상황을 나타냅니다. 해당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시점을 파악하십시오. 장비의 모든 안전 장치
위치를 숙지하십시오. 장비 손상 또는 작동
실패는 즉시 보고하십시오.
경고: 배터리는 수소 가스를 방출합니다.
폭발 또는 화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스파크나 화염에서 멀리 떨어지십시오.
충전 시에는 덮개를 열어 두십시오.
경고: 가연성 물질은 폭발이나 화재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탱크에 가연성
물질을 사용하지 마십시오.
경고: 가연성 물질이나 반응성 금속은
폭발이나 화재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집어 올리지 마십시오.
에스컬레이터 경고: 항상 에스컬레이터
입구와 출구에 안전구역 표시 콘이나
기타 물리적 장벽을 설치한 다음, 경로를
교육하거나 운행하십시오.
이 기기에는 셀룰러 네트워크를 통해 자동으로
통신하는 기술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이 기기에는
BrainOS 사용자 인터페이스(UI) 터치스크린을
통해 액세스할 수 있는 BrainOS 소프트웨어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전자기 노이즈에 민감한
다른 장비가 있는 곳에서는 기기를 작동하지
마십시오.
안전 수칙:
1. 다음 경우에는 장비를 작동하지 마십시오.
- 숙련되지 않고 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
- 작동 설명서를 읽고 이해하지 못한 경우.
- 알코올이나 약물의 영향 하에 있는 경우.
- 수동 모드에서: 휴대폰이나 기타 전자
장치를 사용 중인 경우.
- 정신적, 육체적으로 장비 지침을 준수할 수
없는 경우.
- 브레이크가 비활성화된 경우.
- 필터가 제자리에 없거나 필터가 막힌 경우.
- 적절한 작동 조건이 아닌 경우.
- 가연성 증기/액체 또는 가연성 먼지가 있는
장소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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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외에 있는 경우. 이 기기는 실내에서만
사용해야 합니다.
- 조종 장치를 안전하게 볼 수 없거나 기기를
작동하기에 너무 어두운 지역의 경우.
- 물체가 떨어질 가능성이 있는 장소의 경우.
- Tennant에서 공급 또는 승인하지 않은
패드 또는 부속품이 사용된 경우. 다른
패드를 사용하면 안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기기를 시동하기 전에:
- 기기의 유체 누출을 확인하십시오.
- 모든 안전 장치가 설치되어 있고 적절히
작동하는지 확인하십시오.
- 브레이크와 스티어링이 적절히 작동하는지
점검하십시오.
- 수동 모드에서: 시트를 조정하고 안전
벨트를 착용하십시오(장착되어 있는 경우).
3. 수동 모드에서 기기를 사용할 때:
- 이 설명서에 명시된 대로만 사용하십시오.
- 장비를 멈출 때는 브레이크를
사용하십시오.
- 방향을 바꿀 때는 속도를 줄이십시오.
- 경사로와 미끄러운 표면에서는
서행하십시오.
- 7% / 4° 이상의 램프 경사면에서는
스크러빙하지 말고, 10.5% / 6° 등급
이상의 램프 경사면에서는 기기를 옮기지
마십시오(GVWR).
- 출입구 및 좁은 입구를 통과할 때 천천히
운전하십시오.
- 스퀴지 근처의 사람 및 장애물에
주의하십시오.
- 장비가 움직이는 동안에는 모든
신체 부위를 운전자 스테이션 내에
유지하십시오.
- 장비를 운전하는 동안 항상 주위를
살피십시오.
- 주의를 기울여 장비를 후진하십시오.
- 아이들이나 승인되지 않은 사람이 장비에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하십시오.
- 장난감으로 사용하도록 하지 마십시오.
- 기기의 일부분에 사람을 태우지 마십시오.
- 항상 안전 및 교통 규칙을 준수하십시오.
- 장비 손상 또는 작동 실패는 즉시
보고하십시오.
- 화학물 용기에 관한 혼합, 취급 및 폐기
지침을 준수하십시오.
- 표준 바닥 청소 관행에 따라, 기기가 작동
중이고 사람이 있는 구역에는 적절한 바닥
청소 표지판을 놓으십시오.
- 젖은 바닥에서의 안전 지침을
준수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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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4. 로봇 모드에서 기기를 사용할 때:
- 이 설명서에 명시된 대로만 사용하십시오.
- 기기가 로봇 작동을 시작하면 스크러빙
성능을 관찰하여 모든 구성 요소들이
제대로 기능하는지 확인하십시오.
- 키를 OFF 위치로 돌리지 말고 ON/OFF 키
스위치에서 키를 뺍니다. 이렇게 하면 로봇
경로를 방해하지 않으며 도난 또는 분실을
막을 수 있습니다.
- 기기에 승차를 시도하지 마십시오.
- 운전대를 잡거나 운전대의 구멍에 손이나
팔을 넣지 마십시오. 운전대는 로봇
모드에서 빠르고 예기치 않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 페일 세이프 성능이 요구되는 환경(기기
결함이 부상이나 재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지역)에서는 기기를 작동시키지
마십시오.
- 물리적 장벽을 설치해 기기 작동 구역에서
급격히 떨어지는 부분, 계단, 에스컬레이터
또는 움직이는 플랫폼을 보호하십시오.
- 기기 작동 구역에서 사다리, 비계 또는 기타
임시 구조물을 사용하지 마십시오.
- 경사가 2% 이하이며 평평하고 단단한
표면만 스크럽하십시오.
- 정지 마찰력이 낮은 환경(얼음, 오일 등)
에서는 기기를 작동하지 마십시오.
- 전기 코드 또는 눈에 잘 띄지 않는 품목(예:
지면으로부터 높이가 10cm 미만인 것)을
기기 작동 구역에 두지 마십시오.
- 엘리베이터에 들어가거나 자동문을
통과할 때에는 항상 수동 모드에서 기기를
작동하십시오. 로봇 경로에 엘리베이터에
들어가거나 자동문을 통과하는 것을
포함시켜서는 안 됩니다.
- 아이들이나 승인되지 않은 사람이 장비에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하십시오.
- 장난감으로 사용하도록 하지 마십시오.
- 기기의 일부분에 사람을 태우지 마십시오.
- 항상 안전 및 교통 규칙을 준수하십시오.
- 장비 손상 또는 작동 실패는 즉시
보고하십시오.
- 화학물 용기에 관한 혼합, 취급 및 폐기
지침을 준수하십시오.
- 표준 바닥 청소 관행에 따라, 기기가 작동
중이고 사람이 있는 구역에는 적절한 바닥
청소 표지판을 놓으십시오.
- 젖은 바닥에서의 안전 지침을
준수하십시오.
5. 장비를 방치하거나 정비하기 전:
- 평평한 표면에 정차하십시오.
- 장비를 끄고 키를 빼십시오.

T7AMR 9020679 (1-2022)

6. 장비 정비 시:
- 모든 작업은 충분한 조명과 시야가 확보된
상태에서 수행해야 합니다.
- 작업 공간을 잘 환기하십시오.
- 움직이는 부품을 피하십시오. 헐렁한
옷이나 보석류를 착용하지 말고, 긴 머리는
묶으십시오.
- 잭을 사용해 장비를 들어 올리기 전에
타이어가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하십시오.
- 지정된 위치에서만 잭을 사용하여 장비를
들어 올리십시오. 잭 스탠드를 사용하여
장비를 지탱하십시오.
- 장비 중량을 지탱할 호이스트 또는 잭을
사용하십시오.
- 장비를 제어하는 운전자가 착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장비를 밀거나 견인하지
마십시오.
- 브레이크를 해제한 상태에서 경사로에서
장비를 밀거나 견인하지 마십시오.
- 장비에 동력을 사용한 스프레이나 호스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전기 오작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젖은 천을 사용하십시오.
- 외부 충전기는 적절한 정격의 콘센트에만
꽂으십시오.
- 충전기 작동 시 기기의 콘센트에서 외부
충전기의 DC 코드를 분리하지 마십시오.
아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충전하는 동안
충전기를 중단해야 하는 경우 AC 전원
공급 코드를 먼저 분리하십시오.
- 장비에서 작업할 때는 미리 배터리
연결부를 분리하십시오.
- 기기를 충전하는 동안 배터리 연결을
분리하지 마십시오. 기계에 전기적 손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배터리 충전기 전원 코드를 당겨 뽑지
마십시오. 콘센트에서 플러그를 잡고
당기십시오.
- 호환되지 않는 배터리 충전기를 사용하면
배터리 팩이 손상되고 화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얼어 있는 상태의 배터리를 충전하지
마십시오.
- 손상이 있는지 충전기 코드를 정기적으로
검사하십시오.
- 배터리 액에 접촉하지 마십시오.
- 금속 물체를 배터리 옆에 두지 마십시오.
- 비전도성 배터리 제거 장치를
사용하십시오.
- 호이스트와 적절한 도구를 활용해
배터리를 들어 올리십시오.
- 배터리 설치는 숙련된 사람이 수행해야
합니다.
- 배터리 제거에 관한 현장 안전 지침을
따르십시오.
- 모든 수리는 숙련된 사람이 수행해야
합니다.
- 장비를 원래 설계와 다르게 개조하지
마십시오.
- Tennant에서 공급 또는 승인한 교체
부품을 사용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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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기기 정비 시(계속)
- 필요한 경우 이 설명서에서 권장하는 개인
보호 장비를 착용하십시오.
안전 수칙: 청력 보호 장비를
착용하십시오.
안전 수칙: 보호 장갑을 착용하십시오.
안전 수칙: 눈 보호 장비를 착용하십시오.

8. 트럭 또는 트레일러에 장비 적재/하역 시:
- 장비와 운전자의 무게를 지탱할 수 있는
램프, 트럭 또는 트레일러를 사용하십시오.
- 장비를 적재하기 전에 탱크를 비우십시오.
- 미끄러운 램프에서 운행하지 마십시오.
- 램프에서 작동할 때는 주의하십시오.
- 15.8% / 9° 등급을 초과하는 램프
경사면에서는 적재/하역하지 마십시오.
- 기기를 묶기 전에 스크럽 헤드와 스퀴지를
내리십시오.
- 장비를 끄고 키를 빼십시오.
- 장비 타이어를 고정하십시오.

안전 수칙: 보호용 방진 마스크를
착용하십시오.
7. 리튬이온 배터리 모델을 사용하는 경우:
- 배터리 팩은 Tennant의 특정 기기
애플리케이션에만 적용되도록
개발되었습니다. 인가되지 않은 기기에
배터리 팩을 설치하지 마십시오.
- 지역 규정에 따라 배터리를 폐기하십시오.
Tennant Service 팀에 문의하십시오.
- Tennant Service 팀 또는 지역 규제 당국에
연락하여 리튬이온 배터리의 안전한 운송
지침을 안내 받으십시오.
- 리튬이온 배터리와 함께 제공되는 OEM
승인 배터리 충전기만 사용하십시오.
- 배터리를 −4°F(−20°C) 이하, 104°F(40°C)
초과 범위의 온도에 노출시키지 마십시오.
- 기기는 유해 환경(전기가 흐르거나, 습한
곳, 극한의 온도 및 자기장이 있는 곳)에서
운전하거나 배터리를 보관하지 마십시오.
- 배터리를 불꽃이나 플라즈마에 노출시키지
마십시오.
- 배터리를 분해하거나 잘못 취급하지
마십시오. 씰 테이프를 찢을 경우 보증이
무효화됩니다.
- 배터리를 떨어뜨리거나, 부수거나 충격을
줄 경우 열이 상승하거나 불이 붙을 수
있습니다.
- 배터리는 폭발할 수 있으므로 불이나 물에
닿지 않도록 하십시오.
- 젖은 손으로 배터리를 만지지 마십시오.
전기 충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배터리가 적정 수준을 넘는 온도, 누출 환경
또는 기타 비정상적인 환경에 있을 경우
즉시 배터리 사용을 중단하거나 충전을
멈추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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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고정 스트랩을 사용하여 장비를 고정하십시오.
다음 안전 라벨은 장비의 설명된 위치에
있습니다. 손상/누락된 라벨은 교체하십시오.
경고 라벨 - 배터리는
수소 가스를
방출합니다.
폭발 또는 화재가 발생
할 수 있습니다. 스파크
나 화염에서 멀리 떨어
지십시오. 충전 시에는
덮개를 열어 두십시오.

경고 라벨 - 가연성 물질
이나 반응성 금속은 폭
발이나 화재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집어 올리
지 마십시오.

안전 라벨 기기를 작동하기 전에 설
명서를 읽으십시오.

33444

좌석 패널에 위치함.

안전 라벨 - 전기 구성품, 패널
을 열기 전에 접지 스트랩을
사용하십시오.

32474

좌석 패널에 위
치함.

32482

32467

좌석 아래 전기 패널에 위치함.

좌석 패널에 위치함.

경고 라벨 - 배터리는 수소 가스
를 방출합니다. 폭발 또는 화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스파크나 화
염에서 멀리 떨어지십시오. 충전
시에는 덮개를 열어 두십시오.
경고 라벨 - 가연성 물질은 폭발이나 화
재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탱크에 가연성
물질을 사용하지 마십시오.

(4) 24V Lithium-Ion

1257380

리튬이온 배터리

납 축전지

1028824

용액 충전 포트 아래와 발 페달 옆에 위
치함.

TPPL 배터리
좌석 패널 하단에 위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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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동
작동
장비 구성품

D

C

E
B

A

F

I
J

H

Y
O

K

L
G

M
N

V

P

Q

X
R
W
U
A.
B.
C.
D.
E.
F.
G.
H.
I.
J.
K.
L.
M.

10

오수 탱크 배수 호스
용액 탱크 배수 호스
왼쪽 둘레 가드
인입식 스트랩(장난 탑승 방지)
사용자 인터페이스(UI) 터치스크린
조작 패널
오수 탱크
오수 탱크 덮개
섬광등
운전석
배터리
배터리 충전 커넥터
용액 탱크 전면 커버

T

S

N. 용액 탱크
O. 센서 패널
P. 브레이크 페달
Q. 추진 페달
R. 전면 둘레 가드
S. 사이드 스퀴지
T. 스크럽 헤드
U. 오른쪽 둘레 가드
V. 용액 탱크 충전 캡
W. 후방 스퀴지
X. 스퀴지 진공 호스
Y. 스티어링 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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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동

조종장치 및 계기
B

A

C
D

E

H
G

F

I
J
L

K
B
N

M
N

A. ON/OFF 키 스위치
B. 비상 정지 버튼(조작 패널 및 기기 후방에
위치)
C. 1-Step 버튼
D. 경적 버튼
E. 브러시 압력 버튼
F. 브러시 압력 표시등
G. 용액 흐름 표시등
H. 용액 흐름 버튼

T7AMR 9020679 (1-2022)

I.
J.
K.
L.
M.
N.

진공 팬/스퀴지 버튼
ec-H2O 시스템 표시등(옵션)
ec-H2O 시스템 ON/OFF 버튼(옵션)
방향 스위치
파란색 시작/중지 버튼
신호등(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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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동
카메라 및 센서

A

B

B
C

D

E
F

G

A.
B.
C.
D.
E.

센서 - 상부 LIDAR
신호등(전면)
센서 – 전면 2D 카메라
센서 – 전면 3D 카메라
센서 - 측면 2D 카메라(기기의 각 측면에
위치)
F. 센서 - 측면 3D 카메라(기기의 각 측면에
위치)
G. 센서 - 하부 LIDAR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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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동
장비 설정
스퀴지 어셈블리 부착
1. 기기를 평평한 표면에서 멈춥니다.
2. 기기 ON/OFF 키 스위치를 OFF로 돌려
놓습니다.
안전 수칙: 기기에서 내리거나 점검하기 전에
평평한 표면에 정차하고 기기의 전원을 끄고
키를 빼십시오.

전면 둘레 가드 부착
1. 기기를 평평한 표면에서 멈춥니다.
2. 기기 ON/OFF 키 스위치를 OFF로 돌려
놓습니다.
안전 수칙: 기기에서 내리거나 점검하기 전에
평평한 표면에 정차하고 기기의 전원을 끄고
키를 빼십시오.
3. 전면 둘레 가드를 기기 전면 아래에
놓습니다.

3. 뒤쪽 스퀴지를 스퀴지 장착 브래킷 아래에
놓고 두 개의 노브로 조입니다.
4. 스퀴지 어셈블리에 진공 호스를
연결하십시오. 제공된 호스 클립을 사용하여
그림과 같이 호스를 고리 모양으로 만듭니다.
스퀴지 휨은 공장에서 설정됩니다. 스퀴지
블레이드를 조정해야 하는 경우, 본 설명서의
‘후방 스퀴지 블레이드 휨 조정’ 섹션을
참조하십시오.
4. 전면 둘레 가드를 기기 전면에 설치합니다.

브러시/패드 설치
브러시 또는 패드를 설치하려면, 본 설명서의 ‘
디스크 스크럽 브러시 또는 패드 드라이버 교체’
섹션을 참조하십시오.
배터리
리튬 이온 배터리는 처음 사용하기 전에
충전해야 합니다. 설명서의 배터리 충전 섹션을
참조하십시오.

T7AMR 9020679 (1-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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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동
ec-H2O 물 상태 조절 카트리지(옵션)

용액 탱크 충전

ec-H2O 시스템에는 물 상태 조절 카트리지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이 카트리지는 기기의 배관에
물때가 끼는 것을 방지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카트리지는 시트 아래에 위치합니다.

안전 수칙: 기기에서 내리거나 점검하기 전에
평평한 표면에 정차하고 기기의 전원을 끄고 키를
빼십시오.

최대 물 사용량 또는 활성화된 카트리지의 만료
기한 중 먼저 도달하는 시기에 카트리지를
교체해야 합니다.

기기에는 기기 후방에 충전 포트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기기 사용량에 따라 새 카트리지는 12~24개월
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경고: 가연성 물질은 폭발이나 화재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탱크에 가연성
물질을 사용하지 마십시오.
모든 카트리지에는 제조 날짜 라벨이 붙어
있습니다. 설치하지 않은 카트리지의 저장 수명은
제조 날짜로부터 1년입니다. 새 카트리지로
교체하는 경우 ec-H2O 모듈 타이머를
재설정해야 합니다. ec-H2O 물 상태 조절
카트리지 교체를 참조하십시오.
참고: 처음 사용하는 동안 및 물 상태 조절
카트리지 교체 후, ec-H2O 시스템은 선택된 용액
유속을 최대 75분으로 자동으로 재설정합니다.
ec-H2O 카트리지를 교체할 때가 되면 시스템
표시등이 녹색/빨간색으로 깜박입니다.

일반 스크러빙: 용액 탱크 충전 포트를 열고 일부
물을 채웁니다(60°C/140°F를 초과하지 않음).
용기에 표시된 혼합 지침에 따라 필요한 양의
세제를 용액 탱크에 붓습니다. 그런 다음 용액
탱크에 온수를 채우는데, 수위가 충전 포트 바로
아래에 다다를 때까지 계속 채웁니다.
안전 수칙: 기기 사용 시, 화학물 용기에 있는
혼합 및 취급 지침을 준수하십시오.
ec-H2O 스크러빙: 깨끗한 냉수만 사용하십시오
(21°C/70°F 미만). 기존의 바닥 청소 세제를
추가하지 마십시오. 시스템이 고장날 수
있습니다.
참고: 양동이를 이용해 용액 탱크를 채울 때
양동이가 깨끗한지 확인하십시오. 기기를 채우고
배수하는 데 동일한 양동이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참고: 일반 스크러빙에는 권장 청소 세제만
사용하십시오. 부적합 세제 사용으로 인한 기기
손상에는 제조업체 보증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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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동
조종장치 작동
방향 스위치
방향 스위치 상단을 눌러 기기를 앞으로
이동시킵니다. 기기가 전진 방향으로 배치되면
스위치 상단에 있는 전진 화살표 표시등이
켜집니다.

스크럽 모드 설정
스크러빙 전, 사용할 스크러빙 유형 ec-H2O(
옵션) 또는 기존 스크러빙을 선택합니다. 그런
다음 원하는 브러시 압력과 용액 흐름 설정을
정합니다.
참고: 청소 요구사항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기기는 로봇 경로의 용액 흐름 및 브러시 압력
설정을 저장하지 않습니다. 파란색 시작/중지
버튼을 눌러 로봇 경로를 시작하기 전에 용액
흐름 및 브러시 압력 설정을 조정하십시오.
ec-H2O 버튼 설정
ec-H2O 버튼은 1-Step 버튼이 ON 상태일 때
ec-H2O 시스템을 켤 수 있게 합니다. 버튼의
표시등은 이 모드에 있을 때 켜지게 됩니다.
참고: ec-H2O 시스템 표시등은 기기가
스크러빙을 시작할 때까지는 켜지지 않습니다.

방향 스위치 하단을 눌러 기기를 뒤로
이동시킵니다. 기기가 후진 방향으로 배치되면
스위치 하단에 있는 후진 화살표 표시등이
켜집니다.

참고: ec-H2O 모델-처음 사용 시 그리고 물 상태
조절 카트리지 교체 후, ec-H2O 시스템은 선택된
용액 흐름 속도를 최대 75분 동안 자동으로
무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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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동
브러시 압력 설정
보통의 조건에서는 브러시 압력을 최소 수준으로
설정해야 합니다(표시등의 제일 아래). 심한
오염이 낀 상태에서는 브러시 압력을 최대
수준으로 설정해야 합니다(표시등의 중간 또는
위). 이동 속도와 바닥 상태는 청소 성능에 영향을
줍니다.

참고: 브러시 압력 및 용액 흐름 설정이 가장
낮은 수준으로 설정된 경우(표시등의 제일 아래),
기기가 더 오랫동안 작동합니다.

1-Step 버튼이 활성화되어 있을 때, 브러시 압력
버튼을 눌러 브러시 압력 설정을 높이거나 낮출
수 있습니다. 브러시 압력 표시등에 현재의
브러시 압력 설정이 표시됩니다.

ec-H2O 용액 흐름 설정
ec-H2O 스크러빙 시, 용액 흐름 속도를
조절하려면 ec-H2O 모듈에 있는 용액 흐름
버튼을 누르십시오. LED 1개 = 낮음, LED 2개 =
중간, LED 3개 = 높음.
ec-H2O 모듈은 좌석 아래에 있습니다.

용액 흐름 설정
보통의 오염 상태에서는 용액 흐름 수준을 최저로
설정해야 합니다(표시등의 제일 아래 부분). 심한
오염이 낀 상태에서는 용액 흐름 수준을 더 높은
수준으로 설정해야 합니다(표시등의 중간 또는
높은 부분). 이동 속도와 바닥 상태는 청소 성능에
영향을 줍니다.
1-Step 버튼이 활성화되어 있을 때, 용액 흐름
버튼을 눌러 용액 흐름을 증가 또는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용액 흐름 표시등은 현재의 용액 흐름
설정을 표시합니다.
참고: 코팅되지 않은 바닥 또는 연마되지 않은
바닥(다공성이 더 큰 바닥)에는 중간 또는 높은
수준의 용액 흐름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일반 및 ec-H2O 스크러빙 모드에 모두
적용됩니다.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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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동
비상 정지 버튼
이 기기에는 2개의 비상 정지 버튼이 있는데,
하나는 조잘 패널에, 다른 하나는 오수 탱크
커버 뒷쪽에 있습니다. 비상 정지 버튼은 비상
상황에서만 사용하십시오. 용액이 스퀴지 진공
호스에서 바닥으로 방출되어 미끄럽게 만들
위험이 있으므로 주의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기기 정지를 위해 사용한 비상 정지 버튼을 시계
방향으로 돌려 비상 정지 기능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비상 정지 버튼이 해지된 후에는 바로
‘비상 정지 버튼 해제’ 화면이 UI 터치스크린에
나타납니다. OK를 누릅니다.

참고: 이 버튼은 주차 브레이크 및/또는 주행
시스템에 조기 마모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정상적인 정지에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비상시 두 개의 비상 정지 버튼 중 하나를 눌러
기기 전원을 차단하십시오.

만약 비상 정지 버튼을 기기가 로봇 경로에 있을
때 눌렀다면, 파란색 시작/중지 버튼을 눌러
로봇 모드에서 스크러빙을 재개할 수 있습니다.
기기가 로봇 작동을 시작하면 스크러빙 성능을
관찰하여 모든 구성 요소들이 제대로 기능하는지
확인하십시오.
만약 비상 정지 버튼을 기기가 수동 모드에 있을
때 또는 새 경로를 교육하는 중에 눌렀다면,
1-Step 버튼을 눌러 수동 모드에서 기기 작동을
재개하거나 새로운 경로를 교육하십시오.

두 비상 정지 버튼 중 하나를 누르면 바로 직후에
‘비상 정지 버튼 누름’ 화면이 UI 터치스크린에
나타납니다. UI 터치스크린에 나타난 지침을
따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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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기기를 교육할 때에는, 비상 정지 버튼이
해제된 후 기기 교육을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1-Step 버튼을 눌러야 합니다. 1-Step 버튼은
비상 정지 버튼이 작동하면 자동으로 꺼지므로
기기를 계속 교육하려면 반드시 다시 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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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동
기기 시간 측정기

파란색 시작/중지 버튼

시간 측정기는 기기 작동 시간을 기록합니다. 이
정보는 장비 정비에 유용합니다. 시간 측정기는
운전석 아래와 회로 차단기 옆에 있습니다.

기기에는 후방에파란색 시작/중지 버튼이
있어 로봇 경로를 시작하거나 진행 중인 로봇
경로를 중지시키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UI
터치스크린에서 저장된 네비게이션 경로가
선택되면 파란색 시작/중지 버튼이 깜박입니다.
로봇 모드에서 경로 시작을 위해 누르면 파란색
시작/중지 버튼은 깜박임을 멈추고 로봇 작동
중에 계속 켜져 있습니다. 파란색 시작/중지
버튼은 수동 모드에서 기기를 작동 중일 때에는
껴져 있습니다.

ec-H2O 시스템 표시등
참고: ec-H2O 시스템 표시등은 기기가
스크러빙을 시작할 때까지 켜지지 않습니다.
ec-H2O 시스템 표시등 코드

상태

계속 녹색

정상 작동

녹색/빨간색 점멸

물 상태 조절 카트리지
만료. 카트리지를
교체하십시오

빨간색 지속 또는 깜박임*

Tennant 서비스
담당자에게 연락하십시오

만약 ec-H2O 시스템 표시등이 녹색/빨간색으로
깜박이기 시작하면 물 상태 조절 카트리지를
교체해야 합니다(‘ec-H2O 물 상태 조절 카트리지
교체’ 참조).

UI 터치스크린에서 저장된 네비게이션 경로가
선택되면, 깜박이는 파란색 시작/중지 버튼을
눌러 로봇 모드에서 경로 주행을 시작하십시오.
필요한 경우, 뒤에서 기기에 접근하고 파란색
시작/중지 버튼을 다시 눌러 작동 중인 로봇
경로를 중지시킵니다. 기기는 전진을 멈추고
스크럽 브러시는 회전을 중지합니다. 진공은 남은
용액을 흡입하기 위해 잠시 켜진 상태로 있다가
꺼집니다.
로봇 경로가 일시 중단되면 기기를 수동으로
운전할 수 있습니다. 이는 기기가 스스로 피해 갈
수 없는 장애물이 있는 경우 필요할 수 있습니다.
네비게이션 소프트웨어는 경로 내의 현재 기기
위치를 계속 추적하여 경로를 다시 시작할
수 있게 해줍니다. 파란색 시작/중지 버튼을
다시 눌러 로봇 경로를 다시 시작하십시오.
기기가 로봇 작동을 시작하면 스크러빙 성능을
관찰하여 모든 구성 요소들이 제대로 기능하는지
확인하십시오.

*용액 탱크에 청소 세제가 첨가되었는지
확인하십시오. 청소 세제를 넣고 ec-H2O
시스템을 작동시켰다면, 용액 탱크를 비우고
깨끗한 물을 넣은 다음, 표시등 코드가 사라질
때까지 ec-H2O 시스템을 작동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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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동
파란색 보행자 표시등(옵션)

사용자 인터페이스(UI) 터치스크린

파란색 보행자 표시등이 기기 전면 바닥에
켜지면서 기기 근처에 있는 보행자에게 알립니다.
키 스위치가 켜지면 파란색 보행자 표시등이
자동으로 켜집니다. 기기가 가까이 있다는 것을
보행자에게 적절하게 알릴 수 있도록 기기에서
충분히 멀리 비춰지도록 파란색 표시등을
배치합니다.

사용자 인터페이스(UI) 터치스크린은 운전대
왼쪽에 있습니다. UI 터치스크린은 시스템
로그인 화면, 모든 기기 로봇 작동 제어, 배터리,
용액 탱크 및 오수 탱크 경보에의 액세스를
제공합니다. 정비 작업에 즉각적인 주의가 필요한
경우, 경보가 트리거되고 UI 터치스크린에
표시됩니다.

기기가 켜지면 BrainOS 소프트웨어가 자동으로
초기화됩니다. 초기화되면 보안 PIN(개인
식별 번호)을 입력하여 BrainOS 소프트웨어에
액세스하고 해당 로봇 기능을 사용해야 합니다.

T7AMR 9020679 (1-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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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동
배터리 방전 바
배터리 방전 바는 배터리 충전 수준을
보여줍니다.

ROC: 로봇 운영 센터
(BrainOS 소프트웨어)
BrainOS 소프트웨어는 ROC라 하는 Brain Corp
로봇 운영 센터에의 액세스를 제공합니다. ROC
는 Brain Corp 기술자가 관리하는 클라우드
기반 로봇 운영 센터로서 모니터링 및 분석을
제공하여 기기 능력을 향상시킵니다. ROC는 4G
LTE 모뎀을 통해 연결되며 사용자 상호작용의
연결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소프트웨어의 새
버전이 자동으로 기기에 업로드됩니다. 기기를
최신 소프트웨어로 업데이트할 수 있을 때, New
Update Available(새 업데이트 가능) 화면이
UI 터치스크린에 나타납니다. ‘BRAINOS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참조하십시오.

배터리가 완전히 충전되면 배터리 방전 바가
완전히 채워지게 됩니다. 배터리가 방전되면
배터리 방전 바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동합니다.
배터리가 부족하면 경보가 촉발되고 UI
터치스크린에 나타납니다. 모든 스크러빙 기능이
정지되지만, 기기는 여전히 구동될 수 있습니다.
배터리를 재충전합니다. ‘정비’ 섹션의 ‘배터리
충전’을 참조하십시오.
참고: 필요 이상으로 자주 배터리를 충전하지
마십시오. 과도한 충전은 배터리 수명을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 배터리를 충전해야 한다는 경보가
있을 때에만 배터리를 충전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정비’ 섹션의 ‘배터리’를 참조하십시오.

ROC 표시기는 UI 터치스크린 상태 표시줄에
있습니다. 표시기가 켜지면 기기가 ROC에
성공적으로 연결된 것입니다. 표시기가 회색이면
ROC가 연결되지 않은 것이며 휴대폰과 페어링될
수 없습니다.

연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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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동
BRAINOS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무선 업데이트를 통해 새로운 버전의 BrainOS
소프트웨어를 내장 모뎀으로 원격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이 기능은 기기가 새로운 기능과
개선 사항을 구현하는 데 중요한 최신 BrainOS
소프트웨어를 갖추도록 해줍니다.
모든 기기에 최신 버전의 BrainOS 소프트웨어가
설치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New Update Available(새 업데이트 가능)이
화면에 표시되면 다음 단계를 따르십시오.
참고: 새 소프트웨어 업데이트가 가능해진 경우
또는 소프트웨어가 업데이트되는 동안에는
기기를 운전하지 마십시오.
1. 기기를 주차합니다.
2. 새 업데이트 가능 화면에서 Update를 선택해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시작합니다.
참고: Update(업데이트) 버튼을 선택하여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시작한 후에는 기기를
주행하지 마십시오. 기기를 작동하기 전에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완료해야 합니다.

3. 소프트웨어 업데이트가 완료되면 Done을
선택합니다.

4. 업데이트를 완료하려면 기기를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T7AMR 9020679 (1-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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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동
장비 작동 방법
기기의 스크럽 구성품은 용액 탱크, 스크럽
브러시 또는 패드, 스퀴지, 진공 팬, 그리고 오수
탱크입니다.
조작 패널에 있는 버튼들로 기기의 스크러빙
기능을 제어합니다. 1-Step 버튼으로 사전 설정된
스크럽 기능을 켜고 끕니다. ec-H2O 버튼(옵션)
은 ec-H2O 나노클린(물의 전기적 변환) 시스템을
활성화시킵니다. 진공 팬/스퀴지 버튼은 진공
팬을 켜고 끄며 스퀴지를 올리고 내립니다.
브러시 압력 버튼은 스크럽 브러시 압력을
제어하고 용액 버튼은 용액 흐름을 제어합니다.
운전대는 기기 이동 경로를 제어합니다. 방향
스위치는 기기의 전진 또는 후진을 제어합니다.
추진 페달은 기기의 속도를 제어합니다. 브레이크
페달은 기기의 속도를 낮추고 정지시킵니다.
참고: 오염물의 양과 유형은 사용할 브러시나
패드의 유형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구체적인 권장 사항은 본 설명서의 ‘
브러시 정보’ 섹션을 참조하거나 Tennant
담당자에게 문의하십시오.
기기에는 BrainOS 소프트웨어가 갖추어져
있으며, 이는 UI 터치스크린이라고도 하는 사용자
인터페이스(UI) 터치스크린을 통해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BrainOS 기술은 로봇 모드 기능을
제공하는데, 이 모드는기기가 직접적인 실시간
작업자 제어 없이 저장된 네비게이션 경로 중
하나를 따라가면서 바닥 청소를 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기기는 청소 경로가 학습되고
저장된 구역에서만 로봇 모드로 작동할 수
있습니다. 기기는 표준 청소 경로를 학습할 수
있으며, 활성화된 경우 작업자가 영역 둘레를
교육하고 기기가 영역 청소를 완료하기 위한
최적의 경로를 결정하는 Area Fill 경로를 학습할
수 있습니다. UI 터치스크린을 이용해 작업자는
새로운 청소 경로를 교육하고, 기존 청소 경로를
로봇으로 실행되게 하며, 트리거된 경보 메시지에
액세스하는 등, 많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현 배터리 수명과 ROC 연결 상태를 시각적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일반 스크러빙
용액 탱크에서 나오는 물과 세제는 용액 밸브를
통해 바닥으로 흐릅니다. 브러시는 세제와 물
혼합액을 사용하여 바닥을 깨끗하게 문지릅니다.
기기가 전진하면서 스퀴지가 바닥에서 더러운
용액을 닦아냅니다. 그런 다음 진공 팬이 만들어
내는 흡입력으로 스퀴지에서 더러운 용액을
빨아들여 오수 탱크로 보냅니다.
ec-H2O 스크러빙 시스템(옵션)
ec-H2O 나노클린 기술을 사용하는 경우
일반적인 물이 모듈을 통과하면서 전기적 변환을
거쳐 세정액이 됩니다. 전기적으로 변환된 물은
먼지를 공격하고 기기는 부유된 흙을 쉽게
세척할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변환된 물은 오수
탱크에서 일반 물로 환원됩니다.
ec-H2O 시스템은 모든 이중 스크러빙 적용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참고: 용액 탱크에 일반 청소 세제를 넣고 ec‐H2O
시스템을 활성화하지 마십시오.
ec‐H2O 시스템을 작동시키기 전에 용액 탱크를
비우고 오로지 깨끗한 냉수만 넣어 충전하십시오.
기존의 청소 세제/복원제는 ec-H2O 용액
시스템에 고장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로봇 모드로 기기를 사용하려면 먼저 홈 마커가
영구적으로 설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홈 마커란
고유한 코드 식별자로서, 기기가 이를 스캔하여
현재 위치를 판단하고 그 특정 홈 마커에 저장된
경로를 판별합니다. 이 기기는 최대 10개의
홈 마커로 작동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각 홈
마커에는 최대 6개의 경로를 저장할 수 있으므로,
총 60개의 경로를 저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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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동
브러시 정보
최대의 효과를 얻으려면 청소 용도에 적합한
브러시나 패드를 사용하십시오. 아래 목록은 가장
적합한 브러시, 패드 및 용도 조합입니다.

그립 패드 드라이버 - 그립-면의 뒤판은 패드가
전부 사용되게 해주며 패드를 관통하지 않고도
제자리에 고정시켜 줍니다. 스프링 작동식 중앙
장치는 모든 Tennant 패드와 함께 사용할 수
있으며, 빠르고 쉽게 패드를 교체할 수 있습니다.

참고: 오염물의 양과 유형은 사용할 브러시나
패드의 유형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구체적인 권장 사항은 Tennant
담당자에게 문의하십시오.
폴리프로필렌 브러시 - 범용 폴리프로필렌 솔은
고광택 코팅 바닥을 긁지 않으면서 가볍게 압착된
먼지를 들어 올립니다.
나일론 브러시 - 코팅 바닥을 문지르는 데에는
부드러운 나일론 솔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긁힘 없이 청소합니다.
수퍼 AB 브러시 - 연마용 석질이 있는 나일론
섬유로, 얼룩 및 압착된 먼지 제거. 모든 표면에서
강력한 작용을 합니다. 묵은 때, 기름 때 또는
타이어 자국 제거에 적합합니다.

술 달린 패드 드라이버 - 표준 패드 드라이버는
짧은 강모를 가지고 있거나 패드를 고정하기
위해 뒤쪽에 “술”이 달려 있습니다. 이 드라이버는
검정색 대량 생산 패드를 제외한 모든 Tennant
패드와 호환됩니다.

스트리핑 패드(갈색) - 바닥 재코팅 준비를 위해
바닥 마감을 벗겨낼 때 사용합니다.
스크러빙 패드(파란색) - 중~고강도 스크러빙에
사용합니다. 먼지, 유출물 및 흠집을 제거합니다.
버핑 패드(빨간색) - 바닥 마감이 벗겨지지 않게
저강도 세척에 사용합니다.
폴리싱 패드(흰색) - 광택이나 윤이 많이 나는
바닥을 유지 관리할 때 사용합니다.
고생산성 스트리핑 패드(검정색) - 두꺼운 마감재
또는 밀봉재를 완전히 벗겨내는 데에 또는 고강도
스크러빙에 사용합니다. 이 패드는 그립 패드
드라이버와만 사용할 수 있으며, 술 달린 패드
드라이버와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표면 준비 패드(밤색) - 바닥 재코팅 준비를 위해
화학 성분 없이 바닥 마감을 완전히 제거할 때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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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동
장비 작동
작동 전 점검 목록
F 기기에 유체 누출이 있는지 점검합니다.
F 배터리 전해액 및 충전 수위를 점검합니다.
F 탱크 덮개 밀봉 부분에 마모 및 손상이 있는지
점검합니다.
F 진공 팬 흡입구 필터를 청소합니다.
F 스크러빙 브러시의 상태를 점검합니다. 끈,
밴딩, 플라스틱 랩 또는 그 주변에 싸여 있는
기타 이물질을 제거합니다.
F 스퀴지에 마모나 파손이 있는지 휨 조정이
필요한지 점검합니다.
F 왼쪽 둘레 가드, 오른쪽 둘레 가드, 전면 둘레
가드 및 둘레 가드 솔에 이물질, 손상 및
마모가 있는지 점검합니다. 왼쪽 둘레 가드가
닫혀 있고 클레비스 핀으로 안전하게 닫혀
있는지 확인합니다.
F 진공 호스에 이물질이나 막힘이 없는지
점검합니다.
F 오수 탱크를 비우고 세척합니다.
F 브레이크와 스티어링이 적절히 작동하는지
점검합니다.
F 정비 요건을 파악하기 위해 서비스 기록 확인
F 전면 및 측면 2D 및 3D 카메라 그리고 상단
및 하단 LIDAR 센서에 때나 먼지 및 얼룩이
있는지 점검합니다. 제공된 극세사 천을
사용하여 모든 카메라와 LIDAR 센서를
청소합니다.
F 경적, 전조등, 후미등, 안전등 및 경보음(
장착된 경우)을 점검합니다.
F ec-H2O 스크러빙: 반드시 용액 탱크에서
모든 일반 청소 세제를 비우고 헹구도록
합니다.
F ec-H2O 스크러빙: 용액 탱크에는 반드시
깨끗한 냉수만 채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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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동
기기 작동 중(로봇 모드/수동 모드)
스크러빙 전에 카펫이나 장애물 및 크기가 큰
이물질은 치웁니다. 와이어, 줄, 노끈, 큰 나무
조각 등 외에도 브러시를 감싸거나 함께 엉킬 수
있는 기타 이물질을 치웁니다.
가능한 한 직선 경로로 운전합니다. 기둥에
부딪히거나 기기 측면을 긁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스크럽 경로가 몇 센티미터(몇 인치)씩 겹치게
합니다.
장비가 움직일 때 스티어링 휠을 너무 급하게
돌리지 마십시오. 장비는 스티어링 휠의 움직임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응급 상황을 제외하고
갑작스런 회전을 피하십시오.
스크러빙 시 필요에 따라 기기 속도, 브러시 압력,
용액 흐름을 조정합니다. 가능한 한 최소 브러시
압력과 용액 흐름 설정을 사용합니다.
스크러빙 성능이 불량한 경우, 스크러빙을
중단하고 ‘기기 문제해결’을 참조합니다.
스크러빙 후에는 ‘일일 정비 절차’를 수행합니다(‘
기기 정비’ 참조).
경사면에서는 장비를 천천히 구동하십시오. 하강
경사면에서 장비 속도를 제어하려면 브레이크
페달을 사용하십시오. 아래쪽 경사면이 아닌 위쪽
경사면으로 기기를 이용해 스크럽합니다. 상향
또는 하향 경사면에 대해 로봇 경로를 교육하지
마십시오.

안전 수칙: 기기가 로봇 모드에서 작동하는
동안에는 2% 이하 경사의 평평하고 단단한
표면만 스크럽합니다.
하단 LIDAR 센서가 지나가는 사람, 쇼핑 카트
등으로 인해 손상되지 않도록 보호하려면 항상
앞쪽 끝이 벽이나 장애물을 향하도록 기기를
주차해 놓습니다.
기기 작동 중(로봇 모드만 해당)
이 기기는 로봇 모드에서 작동할 때 2% 이하
경사의 평평하고 단단한 표면을 닦는 데에만
사용해야 합니다.
이 기기는 결함으로 인해 인체 부상이나 재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경우 등등을 포함하여,
페일 세이프 성능이 요구되는 환경에서
사용하도록 설계된 것이 아니며 그런 용도로
만들어지지도 않았습니다.
로봇 모드로 작동 중일 때에는 기기에 탑승을
시도하지 마십시오. 기기에는 장난 탑승 센서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로봇 모드로 작동 시, 좌석에
앉거나 운전대를 잡으려는 시도가 있는 경우
기기가 정지하고 경보를 울립니다. 기기 운전자는
기기의 안전한 작동을 감독하고 모니터링할
책임이 있습니다.

안전 수칙: 수동 모드로 기기를 사용할 때,
경사로와 미끄러운 표면에서는 서행합니다.
안전 수칙: 기기 사용 시에는 표준 바닥 청소
관행에 따라, 기기가 작동 중이고 사람이 있는
구역에 적절한 바닥 청소 표지판을 놓습니다.
젖은 바닥에서의 안전 지침을 준수하십시오.
추가 사용 및 제한은 Autonomous Navigation
소프트웨어 최종 사용자 라이선스 계약(EULA)을
참조하십시오.
주변 온도가 40°C(104°F) 이상인 곳에서는
기기를 작동하지 마십시오. 주변 온도가
2°C(38°F) 미만인 곳에서는 스크러빙 기능을
작동하지 마십시오.
안전 수칙: 수동 모드에서 기기를 사용할 때, 7%
/ 4° 초과의 램프 경사면에서는 스크럽하기 말고,
10.5% / 6° 초과의 램프 경사면에서는 기기를
(GVWR) 옮기지 마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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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동
스크러빙 - 수동 모드
안전 수칙: 작동 설명서를 읽고 이해한 다음
기기를 작동해야 합니다.
1. ON/OFF 키 스위치를 켭니다.

참고: 기존 스크러빙 시에는 ec-H2O 시스템을
켜지 마십시오. 기존의 청소 세제/복원제는 ecH2O 용액 시스템에 고장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ec‐H2O 시스템을 작동하기 전에 용액 탱크를
비우고 헹군 다음 깨끗한 냉수로 채우십시오.
4. 방향 스위치를 기기가 이동해야 할 방향(전진
또는 후진)으로 놓습니다.
참고: 기기는 전진 또는 후진 모두에서 스크럽이
가능합니다.

2. 원하는 스크러빙 설정을 선택합니다(‘스크럽
모드 설정’ 참조).
참고: 스퀴지는 기기가 후진할 때에는 자동으로
올라갑니다. 이렇게 하면 스퀴지가 손상되지
않습니다. 기기에 후진이 선택되면 진공 팬은
짧은 지연 후에 꺼집니다.
5. 추진 페달을 눌러 스크러빙을 시작합니다.
경고: 가연성 물질이나 반응성 금속은
폭발이나 화재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집어 올리지 마십시오.
3. 1-Step 버튼을 누릅니다. 버튼 라이트가
켜집니다. 모든 사전 설정 스크러빙 기능이
켜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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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동
6. 추진 페달을 해제해 기기를 정지시킵니다.
스크러빙 기능이 정지하고 기기가 정지하면
자동 주차 브레이크가 작동합니다.
브레이크 페달은 더욱 빠른 정지가
필요하거나 경사면에서 작업하는 경우에
기기를 제어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스크러빙을 할 때 7%(4°)를 초과하는
경사로에서는 기기를 작동하지 마십시오.
안전 수칙: 수동 모드로 기기를 사용할 때,
경사로와 미끄러운 표면에서는 서행합니다.

이중 스크러빙
참고: 이중 스크러빙은 수동 모드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스퀴지가 올라간(이중 스크럽)
위치에 있는 때 자율 청소 경로로 기기를
작동시키지 마십시오.
흙이 많이 묻은 구역에서는 이중 스크러빙 방법을
사용하십시오.
이중 스크러빙은
ec-H2O 스크러빙 시스템(옵션) 또는 일반
스크러빙 방법을 이용해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중 스크러빙 전, 측면 스퀴지를 제거하여 이중
스크러빙 중에 물이 흘러나오지 않도록 합니다.
측면 스퀴지를 제거하려면 스크럽 헤드를 내린
다음 스퀴지의 전면 및 후면 끝에 있는 핀을
당기십시오.

7. 스크러빙을 중지하려면 1-Step 버튼을
누릅니다. 1-Step 버튼의 라이트가 꺼지고
짧은 지연 후에 스크러빙 기능이 꺼집니다.

이중 스크럽을 하려면 1-Step 버튼을 누른 다음,
진공 팬 버튼을 누릅니다. 진공 팬 버튼 위의
라이트가 꺼지고 스퀴지가 올라가며 진공 팬이
작동을 멈출 것입니다. 그런 다음 해당 구역을
스크럽합니다.

세척 용액을 3~5분 동안 바닥에 도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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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동
두 번째로 바닥을 스크럽하기 전에 측면 스퀴지를
다시 기기에 놓습니다.
참고: 스크럽 헤드를 부분적으로 내린 상태에서
측면 스퀴지를 기기에 다시 장착하는 것이 더
쉽습니다. 이렇게 하면 핀을 설치할 공간이
생깁니다.

진공 팬 버튼을 다시 눌러 스퀴지를 내리고
진공 팬을 켭니다. 진공 팬 버튼 위의 라이트가
켜집니다. 세척 용액을 흡입하기 위해 두 번째로
바닥을 스크러빙합니다.
경고: 가연성 물질이나 반응성 금속은
폭발이나 화재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집어 올리지 마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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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 흡입 모드(스크러빙 없음)
이 기기는 스크러빙 없이 물이나 불연성 액체
누출액을 치우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물이나 불연성 액체 누출액을 치우려면, 1-Step
버튼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도록 합니다. 1-Step
버튼의 라이트는 반드시 꺼져 있어야 합니다.

경고: 가연성 물질이나 반응성 금속은
폭발이나 화재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집어 올리지 마십시오.
그런 다음 진공 팬/스퀴지 버튼을 누릅니다.
진공 팬/스퀴지 버튼 라이트가 켜지고, 스퀴지가
내려가고, 진공 팬이 작동을 시작합니다. 그런
다음 물이나 불연성 액체 누출액을 치우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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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동
•

안전 수칙: 작동 설명서를 읽고 이해한 다음
기기를 작동해야 합니다.

기기가 오른쪽 카메라로 24인치(610mm)
이상 떨어진 곳에서 쉽게 스캔할 수 있도록 홈
마커를.

•

홈 마커를 벽에 단단히 부착합니다.

홈 마커 설치

•

모든 홈 마커는 가구나 선반 뒤에 숨겨지지
않고 선명하게 보여야 합니다.

•

계단, 비상구, 또는 화재나 응급 처치나 비상
장비 근처에 홈 마커를 설치하지 마십시오.

•

홈 마커를 복사하거나, 코팅하거나, 광택이
있는 보호판이나 커버에 넣지 마십시오.
이렇게 하면 기기가 코드를 스캔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스크러빙 - 로봇 모드

로봇 모드로 기기를 사용하기 전에 홈 마커가
영구적으로 설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홈 마커란
고유 바코드 식별자로서, 기기가 이를 스캔하여
현재 위치를 판단하고 그 특정 홈 마커에 저장된
경로를 판별합니다. 이 기기는 최대 10개의 홈
마커로 작동하도록 설계되었으며, 각 홈 마커는
최대 6개의 경로를 저장할 수 있어 총 60개의
경로를 저장할 수 있게 됩니다.
홈 마커는 청소 경로의 시작점과 끝점을 정하는
데 사용됩니다. 필요한 홈 마커의 수는 기기가
로봇 모드로 작동하는 공간의 크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6개 이상의 청소 경로가 필요한 큰 구역이나
비정상적으로 매핑된 구역에는 여러 개의 홈
마커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다층 건물의 각 층에 대해 고유 홈 마커를
설치합니다.

•

일상에서 바뀌지 않는, 흔히 청소되는 구역
근처의 개방된 벽이나 기둥의 영구적인
위치에 홈 마커를 설치합니다. 홈 마커가
약간이라도 움직이면 경로가 올바르게
수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바닥으로부터 40인치
(1000mm) 높이에 홈 마커를 설치합니다.

참고: 홈 마커가 분실되거나 손상된 경우 고객
서비스에 문의하면 교체하실 수 있습니다.

24 in. (610 mm)

40 in. (1000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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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ainOS에 로그인하기
기기를 처음 켤 때 또는 UI 터치스크린을
터치하지 않고 3분(180초)이 지나면 BrainOS
에 로그인하기 위해 PIN(개인 식별 번호)이
필요합니다. 이는 권한이 있는 직원만 BrainOS
로봇 기능에 액세스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4. UI 터치스크린 키패드를 사용하여 4자리 보안
PIN(개인 식별 번호)을 입력합니다.

1. ON/OFF 키 스위치를 켭니다. BrainOS가
시작될 때까지 기다립니다(약 1분).
2. BrainOS가 로드되면 UI 터치스크린에 일련의
정비 알림이 표시됩니다.

5. PIN(개인 식별 번호)을 성공적으로 입력하면
UI 터치스크린에 에스컬레이터 경고가
표시됩니다.

6. 에스컬레이터 경고상의 작업을 읽고 수행한
다음 CONFIRM(확인)을 누릅니다.
3. 정비 알림을 읽고 수행합니다.

30

7. UI 터치스크린에 메인 메뉴가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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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동
지역 / 언어 변경

3. 원하는 언어를 선택합니다.

UI 터치스크린은 다양한 언어를 표시하도록
설정할 수 있습니다. 영어가 기본 언어입니다.
1. PIN(개인 식별 번호)을 성공적으로 입력하면
UI 터치스크린에 메인 메뉴가 표시됩니다.
SETTING(설정)을 터치합니다.

4. 이제 메뉴가 선택한 언어로 표시됩니다.

2. LANGUAGE(언어)를 터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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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동
자동 신호음 활성화/비활성화
자동 모드에서 작동하는 동안 5초마다 경고음이
울리도록 제품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3. 자동 신호음이 활성화되면 아이콘이 강조
표시됩니다.

1. PIN(개인 식별 번호)을 성공적으로 입력하면
UI 터치스크린에 메인 메뉴가 표시됩니다.
SETTING(설정)을 터치합니다.

4. 자동 신호음을 다시 눌러 끕니다.

2. 자동 신호음을 터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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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동
홈 마커에 기기 배치
오른쪽 2D 카메라가 홈 마커를 스캔할 수 있도록
기기를 배치해야 합니다. 홈 마커를 스캔하고
인식할 때까지 로봇 모드로 기기를 작동시킬 수
없습니다.

3. 기기는 UI 터치스크린에 보이는 것처럼 홈
마커 스캔을 자동으로 시작합니다. 기기가 홈
마커를 스캔할 수 없는 경우, UI 터치스크린은
해결 방법 메시지를 포함한 오류 메시지를
표시합니다.

1. PIN(개인 식별 번호)을 성공적으로 입력하면
UI 터치스크린에 메인 메뉴가 표시됩니다.
해당 작업(예: CLEAN(청소) 또는 TEACH(
교육))을 터치합니다.

참고: 기기가 홈 마커를 보고 스캔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어둡거나 조명이 약한 구역에서는
플래시 라이트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원하는 홈 마커가 있는 곳으로 기기를
운전해 가서, 우측 카메라가 홈 마커로부터
24인치(610mm) 이상 떨어지도록 기기를
위치시킵니다.

참고: 홈 마커를 스캔하려고 할 때 기기 우측
카메라 앞에 서 있지 마십시오.
4. 경로를 실행하려는 경우, 성공! 청소를 시작할
경로 선택 메시지가 기기의 성공적인 홈 마커
스캔 이후 UI 터치스크린에 짧게 표시됩니다.
경로를 교육하려는 경우, 성공! 경로를 저장할
상자 선택 메시지가 기기의 성공적인 홈 마커
스캔 이후 UI 터치스크린에 짧게 표시됩니다.
참고: UI 터치스크린에서 옵션을 선택하기
전에 기기를 운전하지 마십시오. 홈 마커를
스캔한 후 다음 옵션을 선택하기 전에 기기가
구동되는 경우, UI 터치스크린에 “Please do not
move the robot after homing(베이스로 회귀 후
로봇을 움직이지 말 것)”이라는 경고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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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동
새로운 경로 교육(BrainOS 소프트웨어)

기기에 새로운 로봇 경로 교육하기:

로봇 경로를 교육하기 전에 고려해야 할 사항:

1. ON/OFF 키 스위치를 켭니다. BrainOS가
시작될 때까지 기다립니다(약 1분).

•
•

기기는 청소 경로가 학습되고 저장된
구역에서만 로봇 모드로 작동할 수 있습니다.
기기는 청소 Route 또는 청소 Area Fill
이라는 두 가지 유형의 청소 절차를 학습할 수
있습니다.

•

교육하는 데 1시간이 걸리는 경로는 로봇
모드로 완료하기까지 최대 2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로봇 모드로 작동할 때 최대 속도는
약 2.5mph(4.0Km/h)입니다. 물 및 배터리
용량으로 인해 1시간 이상의 경로는 권장하지
않습니다. 최상의 성능을 위해 큰 청소 경로를
여러 개의 작은 청소 경로로 분할합니다.

•

계단, 적재 도크, 램프, 바닥 표면에서 갑자기
떨어질 수 있는 곳 근처에서는 경로를
교육하지 마십시오. 기계에 새 경로를 가르칠
때 이러한 영역에서 약
18인치(457mm)의 안전 거리를
유지하십시오.

•

나중에 장애물이 제거되는 그런 구역에서
경로를 교육하는 경우, 기기는 이전에
장애물이 있었던 구역을 청소하지 않을
것입니다.

•

고도의 광택이 있는/반사되는 표면, 플렉시
글라스, 검정색 반사면이 있는 구역에서는
기기가 경로를 감지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런
곳에서는 경로를 교육하지 마십시오.

•

바닥면에 과도한 햇빛이 드는 경로를
교육해서는 안 됩니다. 바닥면의 햇빛 반사는
로봇 기기 성능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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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UI 터치스크린 키패드를 사용하여 4자리 보안
PIN(개인 식별 번호)을 입력합니다.
3. PIN(개인 식별 번호)을 성공적으로 입력하면
UI 터치스크린에 메인 메뉴가 표시됩니다.
TEACH(교육)를 터치합니다.

4. 원하는 홈 마커가 있는 곳으로 기기를
운전해 가서, 우측 카메라가 홈 마커로부터
24인치(610mm) 이상 떨어지도록 기기를
위치시킵니다. ‘홈 마커에 기기 배치’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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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동
5. 기기는 UI 터치스크린에 보이는 것처럼 홈
마커 스캔을 자동으로 시작합니다. 기기가 홈
마커를 스캔할 수 없는 경우, UI 터치스크린
은 해결 방법 제안을 포함한 오류 메시지를
표시합니다.

8. 교육할 경로 유형, 교육을 선택하고 Route
또는 Area Fill을 반복합니다.

6. 성공! 경로를 저장할 상자 선택 메시지가
기기의 성공적인 홈 마커 스캔 이후 UI
터치스크린에 짧게 표시된 다음, 스캔된
홈 마커의 모든 기존의 가용 경로 목록이
표시됩니다.

참고: 활성화된 경우, Area Fill 버튼을 사용하여
청소할 영역의 둘레 주변에 경로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주변을 학습한 후 경로를 저장하면
기계가 전체 영역을 자동으로 청소합니다.
9. UI 터치스크린에 Start Driving이 표시됩니다.
귀하가 주행하는 대로 기기가 학습할
것입니다.
7. 가용한 경로 중 하나를 터치하여 선택합니다.
참고: 위 화면의 A~D 경로는 이미 로봇 경로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E 경로가 새 경로에 이용될
수 있습니다.
참고: 사용 가능한 경로가 없는 경우, 새 경로를
교육하려면 기존 경로를 삭제해야 합니다. ‘경로
편집 / 삭제’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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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동
10. 1-Step 버튼을 눌러 청소 시스템을
활성화합니다.

12. 운전이 정지하면 UI 터치스크린에 Drive to
Resume이 표시되고 Stop 및 Honk 버튼이
표시됩니다. 정지 지점 및 경적 지점을
생성하려면 원하는 위치에서 기기 추진을
중지합니다. Stop 및 Honk 버튼을 누릅니다.

참고: 1-Step 버튼을 누르지 않으면 청소
시스템이 관여되지 않은 상태로 경로가
저장됩니다.
11. 추진 페달을 누르고 전체 청소 경로를 기기로
운전해 다녀 저장되게 합니다. 운전이
시작되자마자 UI 터치스크린은 Learning...
메시지와 함께 지금까지 경로에 소요된
시간을 알려줍니다.
13. 재생을 위해 정지 및 경적 위치가 생성 및
저장됩니다.

참고: 상향 또는 하향 경사가 있는 로봇 경로를
교육하지 마십시오.
참고: 엘리베이터 또는 자동 도어로의 주행이
포함된 기기 경로를 교육하지 마십시오.

참고: 경로당 필요한 각 정지 및 경적에 대해 정지
지점 및 경적 지점을 생성해야 합니다.

기기는 저장된 경로가 자동으로 실행될 때 자동
재생을 위해 저장된 경로를 따라 정지 지점 및
경적 지점을 저장할 수 있습니다.

참고: Area Fill 경계 경로에는 정지 지점 및 경적
지점이 저장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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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동
참고: 스크럽할 수 없는 구역이 있는 새 경로를
교육할 때, 해당 구역에 도달하기 약 120인치
(3048mm) 정도 앞에서 1-Step 버튼을 눌러
스크럽 헤드와 스퀴지를 올리십시오. 해당 구역을
지나간 다음 1-Step 버튼을 다시 눌러 스크럽
헤드와 스퀴지를 내립니다. BrainOS 네비게이션
소프트웨어는 로봇 모드로 작동할 때 청소
시스템이 경로 중 어디에서 올려지고 내려졌는지
그 위치를 기억합니다.

14. 홈 마커에서 종료되는 새 경로를 다시
교육하기 시작하거나, CANCEL(취소)를
선택하여 경로 학습을 중지시킵니다.

참고: U턴을 피하십시오. 기기는 U턴을 수행하기
위해 최소 120인치(3048mm)가 필요합니다.

참고: 새 경로를 취소하는 경우 UI
터치스크린에서 CANCEL을 누르면 됩니다. UI
터치스크린에 Cancel Teach?가 표시됩니다.
Yes를 터치하여 경로를 취소하고 메인 메뉴로
돌아갑니다. 새로운 경로 교육으로 돌아가려면 ‘
아니요’를 터치합니다.

참고: 여유 공간이 없는 모서리를 피하십시오.
기기가 모서리를 이동해 가려면 최소 60인치
(1524mm)가 필요합니다.
참고: 좁은 공간을 피하십시오. 기기는 통로 및
디스플레이 사이를 이동해 다니는 데에 폭 48
인치(1220mm)를 필요로 합니다.
안전 수칙: 기기가 로봇 모드에서 작동하는
동안에는 2% 이하 경사의 평평하고 단단한
표면만 스크럽합니다.

15. 홈 마커에서 다시 정지될 때 DONE을
터치하면 기기는 청소 경로의 끝 지점에서 두
번째로 홈 마커를 스캔할 것입니다. 기기가
오른쪽 카메라에서 홈 마커를 보지 못하는
경우, UI 터치스크린에 Drive to scan my
home location라고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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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동
참고: 기기가 동일한 물리적 위치에서 동일한 홈
마커를 두 번째로 스캔할 때까지 새로운 청소
경로를 저장할 수 없습니다.

참고: 기기가 잘못된 홈 위치를 읽는 경우, 어떤
홈 위치로 가야 하는지 알려주는 메시지와 함께
오류가 표시됩니다.

16. 저장이 진행 중일 때, UI 터치스크린에 저장
중…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참고: UI 터치스크린에 Route Failed to Save라고
표시되는 경우, TEACH를 터치하여 전체 절차를
반복함으로써 청소 경로를 교육합니다.

17. 경로가 성공적으로 저장되면 UI
터치스크린에 Route Saved 화면이 잠깐
표시되고 Add Label 화면이 표시됩니다. Add
Label 버튼을 누릅니다.
참고: 경로에 라벨을 지정하지 않고 SAVE(저장)
을 선택하면 저장된 경로에 기본 <NO LABEL>.
name이 표시됩니다.
18. 저장된 경로의 이름을 입력합니다.

참고: 경로 라벨은 최대 15자까지 입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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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동
휴대폰을 ROC와 페어링하기
로봇 모드로 청소 경로를 구동하기 전에 작업자가
휴대폰을 ROC에 페어링하는 것이 좋습니다.
휴대전화가 ROC에 페어링되면 ROC는 기기가
경보를 받을 때마다 및/또는 경로가 완료될
때마다 전화기에 SMS 또는 MMS 메시지를
보냅니다.

4. UI 터치스크린에 나타나는 지침을 따라
휴대폰을 ROC에 페어링합니다.

현장 작업자만 ROC로부터 경보를 받을 수
있도록 ROC에 하나의 전화만 페어링하여 상태
알림을 받을 수 있습니다. 페어링된 전화번호는
기기가 꺼지거나 새 전화기가 페어링되면
자동으로 폐기됩니다.
1. ON/OFF 키 스위치를 켭니다.
2. UI 터치스크린 메인 메뉴에서 SETTINGS
를 터치합니다. SETTINGS(설정) 메뉴가
표시됩니다.

5. 휴대폰이 확인 문자 메시지를 받으면
페어링이 성공한 것입니다.

3. MOBILE ALERTS(모바일 경보)를
터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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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동
하나 이상의 로봇 청소 경로 구동(BrainOS
소프트웨어)
일단 하나 이상의 청소 경로가 학습되고
저장되면, 기기는 로봇 모드로 작동될 수
있습니다. 로봇 모드에서 경로를 실행할 때,
휴대폰 페어링이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ROC: 로봇 운영 센터(BrainOS 소프트웨어)’를
참조하십시오.

4. 우측 카메라가 홈 마커를 스캔할 수 있도록
기기를 원하는 홈 마커로 이동시켜 위치를
잡습니다(‘홈 마커에 기기 배치’ 참조). 기기는
UI 터치스크린에 보이는 것처럼 스캔을
자동으로 시작합니다.

1. 스퀴지가 스크러빙을 위해 내려간 위치에
있는지 확인합니다. 스퀴지가 올라간(이중
스크럽) 위치에 있는 때 자율 청소 경로로
기기를 작동시키지 마십시오. 스퀴지가
올라간 이중 스크럽 위치에 있으면 스퀴지를
내립니다.
2. ON/OFF 키 스위치를 켭니다.
3. 메인 메뉴가 UI 터치스크린에 나타나면
CLEAN을 터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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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동
5. Success!가 잠깐 표시된 후, 스캔한 홈 마커의
모든 기존 경로 목록이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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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실행할 청소 경로를 선택합니다. 청소 경로는
선택된 각 경로의 코너에 표시된 대로 선택된
순서대로 계속 작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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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동
7. 청소 경로를 제거하거나 재정렬하려면
청소 경로를 다시 선택함으로써 선택을
해제하십시오. 그 청소 경로 번호는 회색으로
표시되고 선택된 다른 모든 경로는 번호가
다시 지정됩니다.

9. 필요한 경우 스크럽할 구역의 스크럽
설정을 조정합니다. ‘스크럽 모드 설정’을
참조하십시오.
참고: 로봇 경로에 있어 용액 흐름 및 브러시 압력
설정은 매일 바뀔 수 있으므로 기기는 이러한
설정을 저장하지 않습니다. 청소할 구역의 청소
요건을 결정하고 필요에 따라 용액 흐름 및
브러시 압력 설정을 조정합니다.
10. 키를 OFF 위치로 돌리지 말고, ON/OFF 키
스위치에서 키를 뺍니다. 이렇게 하면 로봇
경로를 방해하지 않으며 키의 도난 또는
분실을 막을 수 있습니다.

8. 그 청소 경로를 다시 선택하면 마지막 실행
경로로 추가되고 번호가 다시 지정됩니다.
11. UI 터치스크린에는 1에 대한 지침과 함께 TO
START가 표시됩니다. 노란색 안전 스트랩을
고정합니다. 2. Start/Pause 버튼을 누릅니다.
UI 터치스크린에는 노란색 안전 스트랩을
고정하고 기기 후면의 파란색 시작/중지
버튼을 강조 표시해 보여주는 회전하는 기기
이미지가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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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동
12. 기기가 동일한 경로를 여러 번 실행하게
해야 하는 경우(경로 루프), 루프 버튼을
선택합니다.
참고: 단일 경로와 다중 경로 모두 여러 번
실행되도록 선택할 수 있습니다.

13. Repeat On Route가 취소될 때까지
반복됩니다.라는 화면이 나타납니다.

14. 루프 버튼을 다시 선택하면 경로의 여러
번 실행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Repeat Off
Route가 한 번 실행됩니다.라는 화면이
나타납니다.

15. 기기의 양쪽에 있는 노란색 안전 스트랩을
앞쪽 나사가 있는 곳으로 당깁니다.

16. 깜박이는 파란색 시작/중지 버튼을 눌러
로봇 경로를 시작합니다. 노란색 경고등이
깜박이고 경적이 울리면서 로봇 청소의
시작을 알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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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기기가 로봇 작동을 시작하면 스크러빙
성능을 관찰하여 모든 구성 요소들이 제대로
기능하는지 확인하십시오.
18. 스크러빙 기능을 조정해야 하는 경우, 파란색
시작/중지 버튼을 눌러 기기를 중단시킵니다.
UI 터치스크린에 Paused:라고 표시됩니다.
다시 시작하려면 Start/Pause 버튼을
누릅니다.

19. 브러시 압력, 용액 흐름 및 스퀴지에 필요한
조정을 수행합니다.

21. 기기가 로봇 모드로 경로를 실행 중일 때 UI
터치스크린에는 Cleaning...이라고 표시될
뿐 아니라, 청소 경로상의 현재 기기 위치,
경로에 소요된 시간 및 로봇 모드에 필요한 총
경로 시간이 표시됩니다.

22. UI 터치스크린은 로봇 모드 중에
비활성화됩니다. 터치하면 화면 비활성화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UI 화면을 다시
사용하려면 시작/중지 버튼을 사용하여
기기를 일시 중지합니다.

20. 파란색 시작/중지 버튼을 눌러 로봇 모드로
경로를 재개합니다. 스크러빙 성능을
관찰하여 모든 구성 요소들이 제대로
기능하는지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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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동
안전 수칙: 기기가 로봇 모드에서 작동하는
동안에는 운전대를 잡거나 운전대의 구멍에
손이나 팔을 넣지 마십시오. 운전대는 로봇
모드에서 빠르고 예기치 않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참고: 기기에는 장난 탑승 센서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로봇 모드로 작동 중에 사람이 좌석에
앉거나 운전대를 잡으려 하면, 기기는 자동으로
정지하고 도움 메시지를 촉발합니다.

25. 기기가 로봇 경로를 완료하면 UI
터치스크린에는 COMPLETE 메시지뿐
아니라, 경로 정보, 경로에 소요된 시간,
청소된 구역을 보여주는 경로 지도가
표시됩니다. DONE(완료)을 눌러 메인 메뉴로
돌아갑니다.

23. 로봇 경로 중에 도움 메시지가 촉발되면
기기가 자동으로 중지되고 UI 터치스크린에는
해결 조치와 함께 도움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전화기가 ROC와 페어링되면 ROC는
전화기에 경보 문자 메시지를 보냅니다. ‘
시스템 메시지’를 참조하십시오.
참고: 기기가 청소 경로의 동일한 위치에서
반복적으로 도움 메시지를 촉발하는 경우,
장애물이 없음에도 기기가 청소 경로에서
장애물을 감지하게 만드는 반사 같은 환경 요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문제 해결에 도움이 필요하면
고객 서비스에 연락하여 홈 마커 번호, 경로 문자,
우려 영역 및 기기가 무엇을 보는지 알려주는
사진(가능한 경우)을 제공하십시오. 고객
서비스는 성능을 개선하기 위해 원격으로 경로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26. 여러 경로가 실행되었다면, 화살표를
사용하여 각 경로 완료 알림을 살펴보십시오.

24. 기기를 멈춘 도움 메시지로 인해 기기
재시작이 필요한 경우, 스크러빙 성능을
관찰하여 모든 구성 요소가 제대로
기능하는지 확인하십시오.

27. RUN ROUTE(경로 실행)를 터치하여 로봇
모드로 실행할 다른 청소 경로를 선택합니다(
이전 단계 참조).
28. 청소가 끝나면 기기를 지정된 주차 공간으로
운전하고, ON/OFF 키 스위치에 키를 꽂아
넣고, ON/OFF 키 스위치를 끄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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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동
자율 경로 이력
‘학습 센터’에는 ‘일일 정비’ 및 ‘정기 정비’ 작업에
대한 간단한 자습 비디오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3. WEEKLY HISTORY(주간 이력) 화면이
나타납니다. 원하는 경로를 터치하여 청소
이력을 확인합니다.

1. PIN(개인 식별 번호)을 성공적으로 입력하면
UI 터치스크린에 메인 메뉴가 표시됩니다.
SETTINGS(설정)를 눌러 설정 메뉴로
이동합니다.

2. HISTORY(이력)를 터치합니다.

홈 마커 번호, 경로, 경로 실행 시간, 기기가
경로 실행에 걸린 시간이 홈 마커 기호 옆에
표시됩니다. 경로가 실행된 날짜가 경로 정보
위에 표시됩니다. BACK(뒤로) 버튼을 눌러
설정 메뉴로 돌아갑니다.
4. CLEANING HISTORY(청소 이력) 화면을
관찰합니다. 경로의 주황색 부분은 청소된
경로 구역입니다. 흰색 부분은 청소되지 않은
구역입니다.

5. 청소 이력 확인이 끝나면 BACK을 눌러
SETTINGS 메뉴로 돌아갑니다. 메인 메뉴로
돌아가려면 다시 BACK(뒤로)을 터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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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동
학습 센터

로봇 작동 중의 도움 메시지

‘학습 센터’에는 ‘교육’, ‘일일 정비’ 및 ‘정기 정비’
작업에 대한 간단한 자습 비디오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로봇 작동 중에 지원 메시지가 촉발되면 기기가
자동으로 중단됩니다. UI 터치스크린에는 촉발된
도움 메시지와 문제 해결 단계가 표시됩니다.
필요한 경우, 기기는 수동으로 구동될 수 있지만
모든 스크러버 기능은 비활성화됩니다.

1. PIN(개인 식별 번호)을 성공적으로 입력하면
UI 터치스크린에 메인 메뉴가 표시됩니다.
LEARN을 터치합니다.

2. 비디오 목록에서 원하는 비디오를
선택합니다.

.
3. 메인 메뉴로 돌아가려면 BACK(뒤로)을
터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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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동
경로 편집 / 삭제
1. ON/OFF 키 스위치를 켭니다.
2. UI 터치스크린 메인 메뉴에서 SETTINGS를
터치합니다.

3. ROUTES(경로)를 터치합니다.

4. 원하는 홈 위치를 선택하여 해당 위치에서
편집할 수 있는 경로를 봅니다.

참고: 기기가 여러 홈 위치에 대해 프로그래밍된
경우, 홈 위치는 UI 터치스크린에서 발생
시간순으로 오름차순 방식으로 나열됩니다.
5. 선택된 홈 위치의 모든 기존 경로가 UI
터치스크린에 표시됩니다. 편집할 경로를
터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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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ADD LABEL을 눌러 저장된 경로의 이름을
입력하거나 변경합니다.

8. REMOVE LABEL(라벨 제거)을 눌러 기존
경로에 할당된 이름을 제거합니다.

참고: 경로에 라벨을 지정하지 않고 SAVE(저장)
을 선택하면 저장된 경로에 기본 <NO LABEL>.
name이 표시됩니다.

참고: 저장된 경로 라벨이 삭제되면, 기본 이름
<NO LABEL>이 경로에 할당됩니다.

7. 저장된 경로의 이름을 입력합니다.

참고: 경로 라벨은 최대 15자까지 입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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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DELETE ROUTE(경로 삭제)를 눌러
기기에서 선택된 경로를 영구적으로
삭제합니다.

참고: 경로 삭제를 취소하고 기존 경로 목록으로
돌아가려면 BACK(뒤로)을 터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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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경로 삭제를 확인하고 선택된 경로를
영구적으로 삭제하려면 YES(예)를 누릅니다.

참고: 삭제된 경로는 소프트웨어에서 검색할
수 없습니다. 실수로 경로를 삭제한 경우, 다시
학습시켜야 합니다(‘새로운 경로 교육’ 참조).
참고: 경로 삭제를 취소하고 경로 목록으로
돌아가려면 CANCEL(취소)을 터치합니다.
11. 해당 홈 위치의 모든 기존 경로가 표시됩니다.
삭제된 경로는 더 이상 화면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12. 선택된 홈 마커에 대한 경로 삭제가 완료되면
BACK(뒤로)을 터치하여 SETTINGS(설정)
메뉴로 돌아갑니다. 메인 메뉴로 돌아가려면
다시 BACK(뒤로)을 터치합니다.

50

T7AMR 9020679 (1-2022)

작동
탱크 비우기 및 세척
청소가 끝나면 오수 탱크를 비우고 세척해야
합니다. 그런 다음 추가 청소를 위해 용액 탱크를
다시 채울 수 있습니다.
1. 기기를 용액 처분 배수구로 운전해 갑니다.
2. 기기 ON/OFF 키 스위치를 OFF로 돌려
놓습니다.

5. 오수 탱크 커버를 들어 올립니다. 깨끗한 물로
오수 탱크 내부를 씻어 냅니다.
경고: 가연성 물질은 폭발이나 화재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탱크에 가연성
물질을 사용하지 마십시오.
참고: 증기를 사용하여 탱크를 청소하지
마십시오. 과도한 열은 탱크와 구성품을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안전 수칙: 기기에서 내리거나 점검하기 전에
평평한 표면에 정차하고 기기의 전원을 끄고 키를
빼십시오.
3. 운전석 시트를 앞으로 기울이고 좌석 래치를
자리에 걸어 시트를 고정합니다.

6. 오수 탱크 내부에 있는 부유 센서를 헹굽니다.

4. 오수 탱크 배수 호스를 빼냅니다. 호스를
위로 잡은 상태에서 플러그를 제거한 다음,
배수 호스를 바닥 배수구나 싱크대로 천천히
내립니다.

7. 탱크를 비운 후 오수 탱크 배수 호스 캡을
교체하고 배수 호스를 다시 장착 클립에
장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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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필터를
분리하여
청소합니다.
더러울
12. 진공
용액 팬
탱크를
씻어
내고 용액
탱크의 내부
경우
젖은
천이나
물 헹굽니다.
호스로 필터를
뒷면에
있는
부유 저압
센서를
탱크
닦습니다.
필터는
기기에
재설치하기 전에
바닥의 스크린
필터를
헹굽니다.
완전히 건조시켜야 합니다.

13. 오수 탱크를 조심스럽게 앞으로 밀어 용액
9. 오수
탱크를
탱크
닫습니다.
커버를 닫습니다.
10. 용액 탱크 배수 호스를 빼냅니다. 호스를
위로 잡은 상태에서 플러그를 제거한 다음,
배수 호스를 바닥 배수구나 싱크대로 천천히
내립니다.

14. 좌석 래치를 풀고 운전석을 내립니다.
15. 앞면 용액 탱크 커버 아래에 있는 전면 액세스
포트를 통해 용액 탱크의 전면을 세척합니다.
커버를 교체하기 전에 커버 하단과 탱크 씰을
11. 용액
닦습니다.
탱크는 오수 탱크를 뒤로 기울이면 접근
가능합니다. 오수 탱크는 기울이기 전에 비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16. 탱크를 비운 후 용액 탱크 배수 호스 캡을
교체하고 배수 호스를 다시 장착 클립에
장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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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동
시스템 메시지
경보 - 수동 모드
수동 모드에서 작동하는 동안 기기에 기계적/
전자적 문제가 있을 때 운전자에게 경보가
전달됩니다. 중대 경보는 운전자에게 기기 정지를
요구합니다. 일상적 경보는 운전자에게 기기의
계속적 작동을 허용합니다.

경보 표시기를 재설정하려면, 기기를 끄고 경보의
원인을 제거하십시오. 기기가 재시작되면 경보
표시기가 재설정됩니다.
아래의 경보 표를 참조하여 경보의 원인과 해결
방법을 확인하십시오.
기기를 정지시킨 경보로 인해 기기 재시작이
필요한 경우, 스크러빙 성능을 관찰하여 모든
구성품이 제대로 기능하는지 확인하십시오.

경보

원인

기호

추가 표식

해결 방법(
UI 터치스크린에 표시)

200 오수 탱크가
가득 참 *

오수 탱크가 가득
찼습니다.

용액 흐름 표시등 및
진공 팬/스퀴지 버튼
LED가 깜박입니다.

1. 오수 탱크를 비우십시오.

201 물 탱크
비었음 *

물 탱크가 비었습니다.

용액 흐름 표시등 및
진공 팬/스퀴지 버튼
LED가 깜박입니다.

1. 물 탱크를 검사하고 채웁니다.

202
배터리 너무
부족 *

배터리를 충전해야
합니다.

10초마다 신호음
발생.

1. 기기를 충전 스테이션으로
운전합니다.
2. 장비의 전원을 끄십시오.
2. 배터리를 검사하고 충전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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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동
경보

원인

기호

추가 표식

해결 방법(
UI 터치스크린에 표시)

203 견인 전동기
오류

추진 관련 문제.

방향 스위치 LED가
깜박입니다.

1. 로봇의 전원 끄기
2. 16초 동안 배터리를 분리합니다.
3. 배터리 케이블을 다시 연결하고
기기를 켭니다.
4. 문제가 지속되면 고객 서비스에
문의하십시오.

204
BRUSH ERROR

브러시가
손상되었습니다.
브러시에 이물질이
끼었습니다.

브러시 압력
표시등과 1-Step
버튼 LED가
깜박입니다.

1. 브러시/패드에 손상 또는 이물질이
있는지 검사합니다.
2.필요에 따라 조정하거나
교체합니다.
3. 문제가 지속되면 고객 서비스에
문의하십시오.

205
VACUUM
ERROR

진공 호스 내부에
장애물이 있습니다.
진공 호스가 손상됨.

진공 팬/스퀴지 버튼
LED가 깜박입니다.

1. 진공과 호스에 손상 또는 이물질이
있는지 검사합니다.
2. 호스가 파손된 경우 고객 서비스에
문의하십시오.

206 스퀴지 오류

스퀴지에 장애물이
끼었습니다.
손상된 또는 누락된
스퀴지.

진공 팬/스퀴지 버튼
LED가 깜박입니다.

1. 스퀴지의 손상 여부 또는 이물질
유무를 검사합니다.
2. 필요에 따라 조정하거나
교체합니다.
3. 문제가 지속되면 고객 서비스에
문의하십시오.

207
스크럽 데크 오류

장애물이 스크럽 데크가
올라가거나 내려가지
못하게 막음.

브러시 압력
표시등과 1-Step
버튼 LED가
깜박입니다.

1. 장비의 전원을 끄십시오.
2. 스크럽 데크의 손상 여부를
검사합니다.
3. 기기의 전원을 켭니다.
4. 문제가 지속되면 고객 서비스에
문의하십시오.

208
브러시 없음 오류

브러시가 설치되지
않았습니다.
브러시가 제대로
설치되지 않았습니다.

브러시 압력
표시등과 1-Step
버튼 LED가
깜박입니다.

1. 브러시 또는 패드가 올바르게
설치되었는지 확인합니다.
2.문제가 지속되면 고객 서비스에
문의하십시오.

209
좌석 센서 촉발됨

기기가 로봇 모드에 있는
동안 운전석에 사람이나
물체가 있습니다.

해당 없음

1. 좌석이 비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해당 없음

1. 기기를 다시 시작합니다.
2. 문제가 지속되면 고객 서비스에
문의하십시오.

210
프로세서 오류
216
비상 정지 작동

비상 정지 버튼이
작동됩니다.**

모든 LED 조작
패널이 깜박입니다.

1. 기기와 주변 영역을 점검하십시오.
2. 해결되면 비상 정지 버튼을
해제합니다.

217
센서 확인 진행 중

센서가 잠재적 위험을
식별했습니다.

해당 없음

1. 경로를 따라 10~15피트 정도
기기를 주행합니다.
2. 경로가 비어 있으면 시작/중지
버튼을 눌러 재개합니다.

* 모든 스크러빙 기능은 정지되지만 기기는
여전히 구동될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추가 1
분 작동을 위해 1-Step 버튼을 눌러 고인 물이나
용액을 치웁니다.
**비상 정지 관련 화면/경보는 ‘비상 정지 버튼’을
참조하십시오.
참고: 기타 모든 결함 코드는 Tennant 서비스
담당자에게 문의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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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동
도움 - 로봇 모드
로봇 모드에서 작동하는 동안 기기에 기계적/
전자적 문제가 있을 때 운전자는 도움 메시지를
받게 되고 기기는 중단됩니다. 도움 메시지가
촉발되면 모든 스크럽 기능이 비활성화됩니다.
기기는 도움 메시지와 함께 수동으로 구동될 수
있지만 모든 스크러빙 기능은 비활성화됩니다.
알림을 받기 위해 전화기가 ROC에 페어링되어
있으면, 기기 위치와 함께 경보 문자 메시지가
페어링된 전화기로 전송됩니다.
화면의 지침에 따라 도움 메시지를 처리합니다.

아래의 도움 메시지 표를 참조하여 메시지의
원인과 해결 방법을 확인하십시오.
기기를 멈춘 도움 메시지로 인해 기기 재시작이
필요한 경우, 스크러빙 성능을 관찰하여 모든
구성 요소가 제대로 기능하는지 확인하십시오.
도움

원인

기호

추가 표식

대책

100~102,
조향(스티어링)
오류

조향(스티어링)의
전자적/기계적 문제.

해당 없음

1. 장비의 전원을 끄십시오.
2. 15초간 기다립니다.
3. 기기의 전원을 켭니다.
4. 문제가 지속되는 경우, 고객 서비스에
연락하십시오.

103~104,
경로가 차단됨

청소 경로에 장애물
있음.

해당 없음

1. 로봇 경로에 있는 장애물을 치우거나
장애물을 지나치십시오.
2. 파란색 시작/중지 버튼을 눌러
시작합니다.

105 - 106
ROBOT IS OFF
PATH

기기가 지정된 스크러빙
경로에서 이탈했습니다.

해당 없음

1. 파란색 화살표를 따라 빨간색 경로로
이동합니다.
2. 맞으면 경로가 흰색으로 바뀝니다.
3. 뒤쪽의 파란색 시작/중지 버튼을 눌러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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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동
도움

원인

기호

추가 표식

대책

200 오수 탱크가
가득 참 *

오수 탱크가 가득
찼습니다.

용액 흐름
표시등 및 진공
팬/스퀴지
버튼 LED가
깜박입니다.

1. 오수 탱크를 비웁니다.
2. 청소 경로로 돌아갑니다.
3. 뒤쪽의 파란색 시작/중지 버튼을 눌러
시작합니다.

201 물 탱크
비었음 *

물 탱크가 비었습니다.

용액 흐름
표시등 및 진공
팬/스퀴지
버튼 LED가
깜박입니다.

1. 물 탱크를 채웁니다
2. 청소 경로로 돌아갑니다.
3. 뒤쪽의 파란색 시작/중지 버튼을 눌러
시작합니다.

202
배터리 너무
부족 *

배터리를 충전해야
합니다.

10초마다
신호음 발생.

1. 충전소까지 주행해 갑니다.
2. 배터리를 검사하고 충전합니다.

203 견인 전동기
오류

추진 관련 문제.

방향 스위치
LED가
깜박입니다.

1. 로봇의 전원 끄기
2. 배터리를 분리했다가 다시 연결합니다.
3. 로봇의 전원을 다시 켭니다.
4. 문제가 지속되는 경우, 고객 서비스에
연락하십시오.

204
BRUSH ERROR

브러시가
손상되었습니다.
브러시에 이물질이
끼었습니다.

브러시 압력
표시등과
1-Step
버튼 LED가
깜박입니다.

1. 브러시/패드에 손상 또는 이물질이
있는지 검사합니다. 필요에 따라
조정하거나 교체합니다.
2. 문제가 없는 경우, 뒷면에 있는 파란색
시작/중지 버튼을 눌러 재개합니다.
3. 문제가 지속되는 경우, 고객 서비스에
연락하십시오.

205
VACUUM
ERROR

진공 호스 내부에
장애물이 있습니다.
진공 호스가 손상됨.

진공 팬/스퀴지
버튼 LED가
깜박입니다.

1. 진공과 호스에 손상 또는 이물질이
있는지 검사합니다.
2. 호스가 깨끗하면 파란색 시작/중지
버튼을 눌러 재개합니다. 호스가 파손된
경우 고객 서비스에 문의하십시오.

206 스퀴지 오류

스퀴지에 장애물이
끼었습니다.
손상된 또는 누락된
스퀴지.

진공 팬/스퀴지
버튼 LED가
깜박입니다.

1. 스퀴지의 손상 여부 또는 이물질 유무를
검사합니다. 필요에 따라 조정하거나
교체합니다.
2. 문제가 없는 경우, 뒷면에 있는 파란색
시작/중지 버튼을 눌러 재개합니다.
3. 문제가 지속되는 경우, 고객 서비스에
연락하십시오.

207
스크럽 데크 오류

장애물이 스크럽 데크가
올라가거나 내려가지
못하게 막음.

브러시 압력
표시등과
1-Step
버튼 LED가
깜박입니다.

1. 기기를 끄고 검사합니다.
2. 문제가 없는 경우, 뒷면에 있는 파란색
시작/중지 버튼을 눌러 재개합니다.
3. 문제가 지속되면 고객 서비스에
문의하십시오.

208
브러시 없음 오류

브러시가 설치되지
않았습니다.
브러시가 제대로
설치되지 않았습니다.

브러시 압력
표시등과
1-Step
버튼 LED가
깜박입니다.

1. 브러시 또는 패드가 올바르게
설치되었는지 확인합니다.
2. 문제가 없는 경우, 뒷면에 있는 파란색
시작/중지 버튼을 눌러 재개합니다.
3. 문제가 지속되면 고객 서비스에
문의하십시오.

209
좌석 센서 촉발됨

기기가 로봇 모드에 있는
동안 운전석에 사람이나
물체가 있습니다.

해당 없음

1. 좌석이 비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2. 뒤쪽의 파란색 시작/중지 버튼을 눌러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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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동
도움

원인

기호

추가 표식

대책

210
UNKOWN
ERROR

원인을 알 수 없는
오류입니다.

해당 없음

1. 기기를 끄고 검사합니다.
2. 기기를 다시 시작합니다.
3. 문제가 지속되면 고객 서비스에
문의하십시오.

211
THROTTLE
ERROR

스로틀 전자식/기계식
문제입니다.

해당 없음

1. 스로틀을 검사합니다.
2. 문제가 없는 경우, Start/Pause 버튼을
눌러 재개합니다.
3. 문제가 지속되면 고객 서비스에
문의하십시오.

212
BRAKE ERROR

브레이크 페달 전자식/
기계식 문제입니다.

해당 없음

1. 브레이크 페달을 검사합니다.
2. 문제가 없는 경우, Start/Pause 버튼을
눌러 재개합니다.
3. 문제가 지속되면 고객 서비스에
문의하십시오.

215
센서 확인 진행 중

센서가 해당 구역을
스캔하고 있습니다.

해당 없음

1. 경로를 따라 기기를 10-15피트
주행합니다.
2. 다시 시작하려면 파란색 시작/중지
버튼을 누릅니다.

216
경로가 차단됨

청소 경로에 장애물
있음.

해당 없음

1. 로봇 경로에 있는 장애물을 치우거나
장애물을 지나치십시오.
2. 뒤쪽의 파란색 시작/중지 버튼을 눌러
시작합니다.

217
잠재적 위험 감지

센서가 잠재적 위험을
식별했습니다.

해당 없음

1. 기기를 검사합니다.
2. 기기 경로에 있는 장애물을 치우거나
장애물을 지나치십시오.
3. 경로가 비어 있으면 파란색 시작/중지
버튼을 눌러 다시 시작합니다.

218
조향(스티어링)
오류

조향(스티어링)의
전자적/기계적 문제.

해당 없음

1. 장비의 전원을 끄십시오.
2. 15초간 기다립니다.
3. 기기의 전원을 켭니다.
4. 문제가 지속되는 경우, 고객 서비스에
연락하십시오.

219
경로가 차단됨

청소 경로에 장애물
있음.

해당 없음

1. 경로에 장애물이 없는지 확인합니다.
2. 장애물을 지나갑니다.
3. 다시 시작하려면 파란색 시작/중지
버튼을 누릅니다.

222
페달 눌림

로봇 모드에 있는 동안
페달이 눌렸습니다.

해당 없음

1. 페달에 장애물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2. 후방의 파란색 시작/중지 버튼을
누릅니다.

223, 224, 225
센서 오류

센서가 더럽거나, 얼룩이
졌거나, 손상되었습니다.

해당 없음

1. 모든 센서를 깨끗한 극세사 천으로
닦습니다.
2. 손상 및 장애물이 있는지 검사합니다.
3. 문제가 없는 경우, 파란색 시작/중지
버튼을 눌러 재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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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6, 228
LEFT
SENSOR NOT
RESPONDING

센서가 더럽거나, 얼룩이
졌거나, 손상되었습니다.

해당 없음

1. 왼쪽 센서를 깨끗한 극세사 천으로
닦습니다.
2. 손상 및 장애물이 있는지 검사합니다.
3. 문제가 없는 경우, 파란색 시작/중지
버튼을 눌러 재개합니다.

227, 229
RIGHT
SENSOR NOT
RESPONDING

센서가 더럽거나, 얼룩이
졌거나, 손상되었습니다.

해당 없음

1. 오른쪽 센서를 깨끗한 극세사 천으로
닦습니다.
2. 손상 및 장애물이 있는지 검사합니다.
3. 문제가 없는 경우, 파란색 시작/중지
버튼을 눌러 재개합니다.

230, 9010
LEFT SIDE
OBSTACLE
DETECTED

청소 경로에 장애물
있음.

해당 없음

1. 기기와 주변 영역을 점검하십시오.
2. 장애물을 지나갑니다.
3. 비어 있으면 Start/Pause 버튼을 눌러
재개합니다.

231, 9011
RIGHT SIDE
OBSTACLE
DETECTED

청소 경로에 장애물
있음.

해당 없음

1. 기기와 주변 영역을 점검하십시오.
2. 장애물을 지나갑니다.
3. 비어 있으면 Start/Pause 버튼을 눌러
재개합니다.

232
POTENTIAL
HAZARD
DETECTED

잠재적 위험이
감지되었습니다.

해당 없음

1. 기기를 검사합니다.
2. 기기 경로에 있는 장애물을 치우거나
장애물을 지나치십시오.
3. 경로가 비어 있으면 시작/중지 버튼을
눌러 재개합니다.

233 CLIFF
DETECTED

갑작스러운 낙하가
감지되었습니다.

해당 없음

1. 기기가 계단이나 에스컬레이터 근처에서
작동하지 않는지 확인하십시오.
2. 다시 시작하려면 Start/Pause 버튼을
누릅니다.

234-237
MACHINE
ERROR

기기에서 오류가
감지되었습니다.

해당 없음

1. 기기를 끄고 검사합니다.
2. 문제가 없는 경우, Start/Pause 버튼을
눌러 재개합니다.
3. 문제가 지속되면 고객 서비스에
문의하십시오.

300, 301
로봇이 경로를
이탈

기기가 지정된 스크러빙
경로에서 이탈했습니다.

해당 없음

1. 파란색 화살표를 따라 빨간색 경로로
이동합니다.
2. 맞으면 경로가 흰색으로 바뀝니다.
3. 뒤쪽의 파란색 시작/중지 버튼을 눌러
시작합니다.

302 - 309
경로가 차단됨

청소 경로에 장애물
있음.

해당 없음

1. 로봇 경로에 있는 장애물을 치우거나
장애물을 지나치십시오.
2. 뒤쪽의 파란색 시작/중지 버튼을 눌러
시작합니다.

500
EMERGENCY
STOP
ENGAGED

비상 정지 버튼이
눌렸습니다.

해당 없음

1. 기기와 주변 영역을 점검하십시오.
2. 해제하면 비상 정지가 해제됩니다.

507, 508
PATH IS
BLOCKED

청소 경로에 장애물
있음.

해당 없음

1. 로봇 경로에 있는 장애물을 치우거나
장애물을 지나치십시오.
2. 뒤쪽의 파란색 시작/중지 버튼을 눌러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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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0 - 514
PATH
FOLLOWING
ERROR

기기가 지정된 경로에서
이탈했습니다.

해당 없음

1. 기기를 다시 시작합니다.
2. 문제가 지속되는 경우, 고객 서비스에
연락하십시오.

6000, 8100
LOWER
SENSOR DIRTY

센서가 더럽거나, 얼룩이
졌거나, 손상되었습니다.

해당 없음

1. 검사하고 깨끗한 극세사 천으로 하부
센서를 청소하십시오.
2. 기기를 다시 부팅합니다.
3. 문제가 지속되는 경우, 고객 서비스에
연락하십시오.

6001, 8200
UPPER SENSOR
DIRTY

센서가 더럽거나, 얼룩이
졌거나, 손상되었습니다.

해당 없음

1. 검사하고 깨끗한 극세사 천으로 상부
센서를 청소하십시오.
2. 기기를 다시 부팅합니다.
3. 문제가 지속되는 경우, 고객 서비스에
연락하십시오.

6002
FRONT
CAMERA DIRTY

센서가 더럽거나, 얼룩이
졌거나, 손상되었습니다.

해당 없음

1. 검사하고 깨끗한 극세사 천으로 전면
카메라를 청소하십시오.
2. 기기를 다시 부팅합니다.
3. 문제가 지속되는 경우, 고객 서비스에
연락하십시오.

8300 - 8600
SENSOR
ERROR

센서가 더럽거나, 얼룩이
졌거나, 손상되었습니다.

해당 없음

1. 모든 센서를 깨끗한 극세사 천으로
닦습니다.
2. 손상 및 장애물이 있는지 검사합니다.
3. 문제가 없는 경우, Start/Pause 버튼을
눌러 재개합니다.

8610

원인을 알 수 없는
오류입니다.

해당 없음

1. 기기를 끄고 검사합니다.
2. 기기를 다시 부팅합니다.
3. 문제가 지속되면 고객 서비스에
문의하십시오.

8800
경로가 차단됨

청소 경로에 장애물
있음.

해당 없음

1. 로봇 경로에 있는 장애물을 치우거나
장애물을 지나치십시오.
2. 뒤쪽의 파란색 시작/중지 버튼을 눌러
시작합니다.

9001
충격이 감지됨

기기 영향이
감지되었습니다.

해당 없음

1. 기기를 검사합니다.
2. 장애물을 지나갑니다.
3./ 비어 있으면 Start/Pause 버튼을 눌러
재개합니다.

10000
ROUTE LOST

로봇이 청소 경로를
잃었습니다.

10001
로봇이 경로를
이탈

기기가 지정된 스크러빙
경로에서 이탈했습니다.

해당 없음

1. 파란색 화살표를 따라 빨간색 경로로
이동합니다.
2. 맞으면 경로가 흰색으로 바뀝니다.
3. 뒤쪽의 파란색 시작/중지 버튼을 눌러
시작합니다.

40002, 40006
조향(스티어링)
오류

조향(스티어링)의
전자적/기계적 문제.

해당 없음

1. 장비의 전원을 끄십시오.
2. 15초간 기다립니다.
3. 기기의 전원을 켭니다.
4. 문제가 지속되는 경우, 고객 서비스에
연락하십시오.

UNKNOWN
ERROR

T7AMR 9020679 (1-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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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1
POTENTIAL
HAZARD
DETECTED

잠재적 위험이
감지되었습니다.

해당 없음

1. 경사로, 에스컬레이터 또는 잠재적으로
떨어질 위험이 있는지 해당 구역을
검사합니다.
2. 경로를 따라 기계를 더 주행합니다.
3. 다시 시작하려면 Start/Pause 버튼을
누릅니다.

60161, 60173,
60400, 60422,
60423, 60424,
60442, 60461
UNKNOWN
ERROR

원인을 알 수 없는
오류입니다.

해당 없음

1. 기기를 끄고 검사합니다.
2. 기기를 다시 부팅합니다.
3. 문제가 지속되는 경우, 고객 서비스에
연락하십시오.

60500, 60501,
60503
LITHIUM
BATTERY
SYSTEM FAULT

리튬 배터리 시스템 오류

해당 없음

1. 기기를 다시 부팅합니다.
2. 문제가 지속되는 경우, 고객 서비스에
연락하십시오.

* 모든 스크러빙 기능은 정지되지만 기기는
여전히 구동될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추가 1
분 작동을 위해 1-Step 버튼을 눌러 고인 물이나
용액을 치웁니다.
참고: 기타 모든 결함 코드는 Tennant 서비스
담당자에게 문의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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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동
시스템 오류(로봇 모드 / 수동 모드)

LIDAR 센서 / 카메라 오류

시스템 오류 코드가 나타나면 기기를 끄고 15초간
기다린 다음, 기기를 다시 켭니다. 시스템 오류가
계속되면 즉시 고객 서비스에 문의하십시오.

LIDAR 센서 또는 카메라에 문제가 있는 경우
작업자가 오류 메시지를 받게 됩니다. LIDAR
또는 카메라 관련 경보가 있는 경우 모든 로봇
스크럽 기능이 비활성화됩니다.
기기 로봇 성능에 영향을 주는 LIDAR 센서
또는 카메라 오류가 있을 때 ‘시동 오류’ 화면이
나타납니다. 시동 오류 및 관련 오류 코드 번호가
경보 처리 방법에 대한 지침과 함께 화면에
표시됩니다. 모든 시동 오류가 수정될 때까지
로봇 모드에서 기기를 작동할 수 없습니다.

SETTINGS(설정) 버튼을 눌러 설정 메뉴로
진행합니다.
설정 메뉴가 화면의 왼쪽 상단에 ‘시동 오류!’
경고와 함께 나타납니다.
LIDAR 센서와 카메라에 부팅 오류를 일으킬
수 있는 먼지, 이물질 얼룩, 손상이 있는지
검사합니다. 카메라/LIDAR 센서에서 먼지와
이물질을 모두 청소합니다. 유지보수 섹션에서
카메라 및 센서를 참조하십시오. 기기를 다시
시작합니다. 문제가 지속되면 고객 서비스에
문의하십시오.
아래의 오류 표를 참조하여 메시지의 원인과 해결
방법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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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 수 없는 오류

1. 기기의 전원을 끕니다.
2. 15초간 기다립니다.
3. 기기의 전원을 켭니다.
4. 여러 번의 재시작 시도 후에도 기기가 작동하지 않는 경우 즉시 고객
서비스에 연락하십시오.

202

배터리 부족

1. 충전소까지 주행해 갑니다.
2. 배터리를 검사하고 충전합니다.

501, 504, 20003,
20009

자이로 걸림

1. 기기의 전원을 끕니다.
2. 배터리 케이블을 분리합니다.
3. 15초간 기다린 다음 배터리 케이블을 다시 연결합니다.
4. 기기의 전원을 켭니다.
5. 여러 번의 재시작 시도 후에도 기기가 작동하지 않는 경우 즉시 고객
서비스에 연락하십시오.

홈 마커 스캔 오류

1. 홈 마커로 돌아갑니다.
2. 홈 마커를 다시 스캔합니다.
3. 스캔이 완료될 때까지 기기를 움직이지 마십시오.

플래시 펌웨어 오류

1. 기기를 다시 부팅합니다.
2. 여러 번의 재시작 시도 후에도 기기가 작동하지 않는 경우 즉시 고객
서비스에 연락하십시오.

20005

센서 오류

1. 깨끗한 극세사 천으로 하단 센서를 조심스럽게 청소하고 손상 여부를
검사합니다.*
2. 여러 번의 재시작 시도 후에도 기기가 작동하지 않는 경우 즉시 고객
서비스에 연락하십시오.

40007

스티어링 보정 조정 필요

1. 기기를 충전 스테이션으로 운전합니다.
2. 기기의 전원을 끄십시오.
3. 고객 서비스에 연락하여 오류 코드 번호를 알려주십시오. 이 장비는
다시 보정해야 합니다.

5001

캘리브레이션 미완료

1. 기기를 다시 시작합니다.
2. 여러 번의 재시작 시도 후에도 기기가 작동하지 않는 경우 즉시 고객
서비스에 연락하십시오.

5004, 5014
5024, 5025
5026

왼쪽 3D 카메라가 응답하지
않음

1. 왼쪽 3D 카메라를 깨끗한 극세사 천으로 조심스럽게 청소하고
손상이 있는지 검사합니다.*
2. 기기를 다시 시작합니다.
3. 여러 번의 재시작 시도 후에도 기기가 작동하지 않는 경우 즉시 고객
서비스에 연락하십시오.

5005, 5015
5027, 5028
5029

오른쪽 3D 카메라가 응답하지
않음

1. 오른쪽 3D 카메라를 깨끗한 극세사 천으로 조심스럽게 청소하고
손상이 있는지 검사합니다.*
2. 기기를 다시 시작합니다.
3. 여러 번의 재시작 시도 후에도 기기가 작동하지 않는 경우 즉시 고객
서비스에 연락하십시오.

5002, 5003
5006, 5013,
5016, 5030
5031, 5032

경사진(상부) LIDAR가
응답하지 않음

1. 깨끗한 극세사 천으로 상부 LIDAR를 조심스럽게 청소하고 손상 또는
장애물이 있는지 검사합니다.*
2. 기기를 다시 시작합니다.
3. 여러 번의 재시작 시도 후에도 기기가 작동하지 않는 경우 즉시 고객
서비스에 연락하십시오.***

5007, 5017
5033, 5034
5035

평면의(하단) LIDAR가
응답하지 않음

1. 깨끗한 극세사 천으로 하부 LIDAR를 조심스럽게 청소하고 손상 또는
장애물이 있는지 검사합니다.*
2. 기기를 다시 시작합니다.
3. 여러 번의 재시작 시도 후에도 기기가 작동하지 않는 경우 즉시 고객
서비스에 연락하십시오.***

5021, 5022
5023

전면 3D 카메라가 응답하지
않음

1. 전면 3D 카메라를 깨끗한 극세사 천으로 조심스럽게 청소하고
손상이 있는지 검사합니다.*
2. 카메라의 LED가 깜박이는지 확인합니다.**
3. 기기를 다시 시작합니다.
4. 여러 번의 재시작 시도 후에도 기기가 작동하지 않는 경우 즉시 고객
서비스에 연락하십시오.

0, 1, 4, 401, 411,
700, 800

502, 503

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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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동
오류 코드

오류

대책

5008

기기가 응답하지 않음.

1. 기기를 다시 시동합니다.

5010

주행 기록계가 응답하지 않음.

1. 기기를 다시 시동합니다.

5011

변압기가 응답하지 않음.

1. 기기를 다시 시동합니다.

5019

센서가 응답하지 않음.

1. 기기를 다시 시동합니다.

5036

센서 업데이트 오류.

1. 기기를 다시 시동합니다.

20000, 20001,
20006, 20008

경로 오류

1. 동일한 홈 마커에서 시작 및 종료하면서 경로를 재훈련합니다.

20002

경로 오류

1. 최소 2분 이상의 경로를 재훈련합니다.

20004

경로 오류

1. 경로를 재훈련합니다.
2. 경로 훈련 중에 후진하지 마십시오.

20005

센서 오류

1. 깨끗한 극세사 천으로 상부 LIDAR를 청소하고 손상이 있는지
검사합니다.*
2. 문제가 발견되지 않은 경우, 후방의 파란색 버튼을 누릅니다.

20007

경로 오류

1. 경로 저장 실패.
2. 경로를 재훈련합니다.

29999

경로 저장 실패

1. 동일한 홈 마커에서 시작 및 종료하면서 경로를 재훈련합니다.

30000

통신 결함

1. 기기를 다시 부팅합니다.
2. 문제가 지속되면 고객 서비스에 문의하십시오.

30001

오류

1. 경로 데이터를 로드하지 못했습니다. 다시 시도하십시오.

40002

조향(스티어링) 오류

1. 기기를 끄고 검사합니다.
2. 기기를 다시 부팅합니다.
3. 문제가 지속되면 고객 서비스에 문의하십시오.

40003

USB 연결 오류

1. 기기를 끄고 검사합니다.
2. 기기를 다시 부팅합니다.
3. 문제가 지속되면 고객 서비스에 문의하십시오.

40004

자이로 오류

1. 기기를 끄고 검사합니다.
2. 기기를 다시 부팅합니다.
3. 문제가 지속되면 고객 서비스에 문의하십시오.

40005

센서 오류

1. 기기가 움직일 공간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2. 필요한 경우, 기기가 장애물을 지나치도록 주행합니다.
3. 처리되면 후방의 파란색 버튼을 누릅니다.

40006

조향(스티어링) 오류

1. 기기의 전원을 끄십시오.
2. 기기를 다시 부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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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류 코드

오류

대책

40007

조향(스티어링) 오류

1. 기기의 전원을 끄십시오.
2. 기기를 다시 부팅합니다.
3. 문제가 지속되면 고객 서비스에 문의하십시오.

50001

잠재적 위험 감지

1. 경사로, 에스컬레이터 또는 잠재적으로 떨어질 위험이 있는지 해당
구역을 검사합니다.
2. 경로를 따라 기기를 더 주행합니다.
3. 다시 시작하려면 후방의 파란색 버튼을 누릅니다.

60502

리튬 배터리 시스템 고장

1. 기기를 다시 부팅합니다.
2. 문제가 지속되면 고객 서비스에 문의하십시오.

* 참고: 카메라/LIDAR의 청소 및 관리에
관한 정보는 ‘정비’ 섹션의 ‘카메라 및 센서’를
참조하십시오.
** 참고: LED 표시등이 깜박이지 않으면 3D
카메라의 잠재적인 정비 문제를 나타냅니다.
*** 참고: LIDAR의 클로즈업 사진/동영상을 고객
서비스로 보내 LIDAR의 작동 불능을 유발하는
잠재적 손상 또는 문제의 정도를 판단해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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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동
장비 문제 해결
문제

원인

대책

물기가 남는다
- 물 흡입이
불량하거나 되지
않음

진공 팬이 꺼짐

진공 팬을 켜십시오.

높은 이중 스크럽 위치에서 스퀴지

높은 이중 스크럽 위치에서 스퀴지를 낮춘다

스퀴지 블레이드가 마모되었습니다.

스퀴지 블레이드를 회전하거나 교체하십시오.

스퀴지가 조정에서 벗어남

스퀴지를 조정한다

진공 호스가 막힘

진공 호스를 뚫는다

진공 팬 필터가 더러움

진공 팬 필터를 청소한다

진공 팬 커버 씰 마모

실을 교체한다

스퀴지에서 이물질 발견됨

잔해를 제거하십시오.

스퀴지 또는 오수 탱크로 연결된 진공 호스가
분리되거나 손상됨

진공 호스 다시 연결 또는 교체

진공 팬이 켜지지
않음

오수 탱크 뚜껑이 완전히 닫히지 않음

방해물이 있는지 확인하고 커버를 닫는다

진공 팬 스위치가 꺼져 있음

진공 스위치를 켠다

오수 탱크가 가득 차 있음

오수 탱크를 배수하십시오.

오수 탱크에 거품이 가득 참

오수 탱크 비어 있음
세제 양을 줄여서 사용한다

용액이 바닥으로
거의 또는 전혀
흐르지 않음(기존
스크러빙 모드)

스크러빙이 잘
되지 않습니다.

66

오수 탱크 센서가 더럽거나 막혀 있음

센서 청소 또는 교체한다

용액 탱크가 비어 있음

용액 탱크를 채우십시오.

용액 흐름이 꺼져 있음

용액 흐름을 켠다

용액 공급 라인이 막혀 있음

용액 공급 라인을 씻어 내어 뚫는다

용액 탱크 필터가 막혔습니다.

용액 탱크를 비우고, 용액 탱크 필터를 빼내어,
청소하고 재설치

1-Step 버튼이 켜져 있지 않음

1-Step 버튼을 켠다

부적절한 세제 또는 브러시 사용

Tennant 서비스 담당자에게 연락하십시오

오수 탱크가 가득 차 있음

오수 탱크 비어 있음

용액 탱크가 비어 있음

용액 탱크를 채우십시오.

스크럽 브러시 또는 패드에 이물질이 끼어 있음

잔해를 제거하십시오.

스크럽 브러시 마모

스크럽 브러시를 교체한다

브러시 압력이 너무 약하게 설정됨

브러시 압력을 높인다

배터리 부족

충전기가 자동으로 꺼질 때까지 배터리를 충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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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동
ec-H2O 시스템
문제

원인

대책

ec-H2O 시스템 표시등
녹색/빨간색으로 점멸

물 상태 조절 카트리지 만료

카트리지 교체(ec-H2O 물 상태 조절 카트리지
교체 참조)

ec-H2O 시스템 표시등이
빨간색으로 켜져 있거나
깜박임*

ec-H2O 시스템 결함이 감지됨

서비스 센터에 문의합니다.

*용액 탱크에 청소 세제가 첨가되었는지
확인하십시오. 청소 세제를 넣고 ec-H2O
시스템을 작동시켰다면, 용액 탱크를 비우고
깨끗한 물을 넣은 다음, 표시등 코드가 사라질
때까지 ec-H2O 시스템을 작동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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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
정비 차트
아래 표는 각 절차별 책임자를 나타냅니다.
O = 운전자.
T = 숙련자.
간격

담당자

키

설명

절차

윤활제/
윤활유

정비
개소 수

매일

O

1

측면 및 후면 스퀴지

점검, 뒤집기 또는 교체

-

3

O

2

전면/측면 2D 및 3D
센서 그리고 상단/하단
LIDAR 센서

휨 및 수평 확인

-

6

손상 여부를 점검. 제공된
극세사 천으로 청소

-

8

O

3

스크럽 브러시/패드

손상, 마모, 이물질이 있는지
점검

-

2

O

4

둘레 가드(왼쪽, 오른쪽
및 전면)

이물질, 손상 및 마모를 점검

-

3

O

5

오수 탱크

탱크, 스크린 필터 및 부유 센서
청소

-

1

O

6

진공 팬 필터

청소

-

1

매주

T

7

배터리 셀

전해질 수위 확인
(납산)

DW

3

50시간

O

8

스크럽 헤드 플로어
스커트

손상 및 마모 점검

-

2

100시간

T

9

진공 팬 및 오수 탱크 씰

손상 및 마모 점검

-

3

O

13

용액 탱크 씰

손상 및 마모 점검

O

7

배터리 급수 시스템(
옵션)

호스 손상 및 마모 점검

T

7

배터리 터미널 및 케이블 점검 및 청소

T

14

스티어링 기어 체인

T

15

T

6

T

200시간

500시간

2
-

모두

-

12

윤활하고, 장력을 점검하고,
손상 및 마모 확인.

GL

1

스티어링 U-조인트

윤활하고, 손상 및 마모 점검.

GL

1

진공 팬 모터

모터 브러시 점검
(초기 500시간 점검 후 100
시간마다 점검)

-

1

10

스크럽 브러시 모터

모터 브러시 점검
(초기 500시간 점검 후 100
시간마다 점검)

-

2

T

11

추진 모터

모터 브러시 점검
(초기 500시간 점검 후 100
시간마다 점검)

-

1

T

12

타이어

손상 및 마모 점검

-

3

윤활제/윤활유
DW 증류수
GL SAE 90 중량 기어 윤활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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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
배터리
안전 수칙: 기기에서 내리거나 점검하기 전에 평평한
표면에 정차하고 기기의 전원을 끄고 키를 빼십시오.
배터리 수명은 적절한 유지 관리에 달려 있습니다.
배터리 수명을 최대한 늘리려면,

충전 전에는 전해액 수위가 그림처럼 배터리
플레이트보다 약간 상부에 위치해야 합니다. 부족할
경우 증류수를 보충하십시오. 과도하게 보충하지
마십시오. 충전 시 전해액이 팽창하여 넘칠 수
있습니다. 충전 후 관측 튜브 아래 약 3mm(0.12인치)
까지 증류수를 보충할 수 있습니다.

만액식(습식) 납축전지
Before Charging

–

장시간 동안 배터리를 부분 방전된 채로 두지
마십시오.

–

최상의 충전 성능을 위해 배터리 팩을 80°F/27°C
미만에서 32F°/0°C 이상의 온도에 두고
충전하십시오.

–

매주 점검함으로써 액식(습식) 배터리의 전해액
수위를 적절하게 유지하십시오.

다음 단계는 기회 충전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기회 충전 섹션 참조).
–

배터리는 하루 1번 이상 충전하지 말고 최소 15
분간 기기를 작동한 후에만 충전하십시오.

–

기기를 재사용하기 전에 충전기로 배터리를
완전히 충전하십시오.

After Charging

참고: 중에 배터리 캡을 잘 보관하십시오. 배터리를
충전한 후에 유황 냄새가 날 수 있으며 이는
정상입니다.
연결부 점검/청소

전해질 수위 점검
만액식(습식) 납축전지는 아래에서 설명하는 정기적인
급수가 필요합니다. 배터리 전해액 수위는 매주
점검하십시오.

200시간을 사용한 후에는 배터리 연결부가 헐거운지
점검하고, 진한 베이킹 소다와 물 혼합액을 가지고
터미널과 케이블 클램프를 비롯한 배터리 표면을
청소합니다. 마모되거나 손상된 와이어는 교체합니다.
배터리를 청소할 때 배터리 캡을 제거하지 마십시오.

참고: 배터리 급수 시스템이 장착된 기기의 경우에는
전해액 수위를 점검하지 마십시오.

08247

안전 수칙: 장비를 정비할 때, 어떤 금속 물체도 배터리
옆에 두지 마십시오. 배터리 액에 접촉하지 마십시오.

70

T7AMR 9020679 (1-2022)

정비
리튬이온 배터리

배터리 전원 버튼/배터리 방전 표시등

리튬이온 배터리는 배터리 관리 시스템(BMS)으로
보호하는 배터리로, 유지관리가 필요 없습니다. 배터리
수명을 최대로 활용하려면 아래의 지침을 꼼꼼하게
따르십시오.

각 리튬이온 배터리에는 배터리 전원 공급 장치를 끄는
전원 버튼이 있습니다. 배터리 방전 표시기(BDI)는
배터리의 현재 상태를 표시합니다.

–

리튬 이온 배터리는 최초 사용 전에 충전해야
합니다.

–

리튬이온 배터리 모듈을 사용하는 경우
설명서에서 중요 안전 지침 부분을 꼼꼼하게
따르십시오.

–

기기와 함께 제공되는 리튬이온 배터리 충전기만
사용하십시오.

–

배터리 충전 팩을 환기가 잘되는 곳에 둡니다.
최상의 충전 성능을 위해 104°F/40°C 미만
및 32°F/0°C 이상의 온도에서 배터리 팩을
충전하십시오. 배터리 팩은 고온 또는 영하의
온도에서 종료되어 충전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방전 표시 수위가 마지막 바에 도달한 경우에만
배터리 팩을 다시 충전할 것을 권장합니다.
배터리가 방전되어 마지막 바에 도달할 경우
기기를 더 오랫동안 보관하지 마십시오. 배터리
방전 수준이 회복 불가능한 상태로까지 악화될 수
있습니다.

–

충전 주기 동안 배터리 팩을 완전히 충전하십시오.

–

기회 충전(즉 30분 이상의 부분 충전 주기)은 방전
수준이 80% 미만인 경우에만 권장됩니다.

–

131°F / 55°C 이상 또는 −4°F / −20°C 미만의
온도에서 기계를 작동하지 마십시오. 이 온도를
초과하면 기계가 종료될 수 있습니다.

–

리튬이온 배터리를 정비하거나 교체하려면
Tennant Service 팀에 연락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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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터리 전원 버튼을 20초 동안 길게 눌러 배터리
전원을 끕니다. 배터리 방전 표시등이 꺼집니다.
배터리 전원 버튼을 빠르게 눌러 배터리 전원을
켭니다. 켜지면 배터리 방전 표시등이 켜집니다.

배터리 방전 표시등은 배터리의 충전 레벨을
보여줍니다. 배터리가 완전 충전되면 5개의 표시등이
모두 켜집니다. 배터리가 방전됨에 따라, 표시기
레벨이 감소합니다.
표시등이 빨간색으로 깜박이면 배터리에 결함이
있는 것입니다. 고장을 수리하려면 테넌트 서비스에
문의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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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
배터리 충전
이 설명서의 충전 지침은 기기와 함께 제공된 배터리
충전기를 위한 것입니다. Tennant에서 제공 및
승인하지 않은 다른 배터리 충전기를 사용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충전기 사용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배터리 충전기 권장 사항은 대리점이나
Tennant에 문의하십시오.
안전 수칙: 호환되지 않는 배터리 충전기를 사용하면
배터리 팩이 손상되고 화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공지: 배터리 충전기는 기기와 함께 제공된
배터리 유형을 충전하도록 설정되어 있습니다.
1.

환기가 잘 되는 곳으로 기기를 이동합니다.

4.

충전기의 DC 코드를 기기의 배터리 충전
콘센트에 연결한 다음, AC 전원 공급 코드를
적절히 접지된 벽면 콘센트에 연결합니다. 작동
지침은 외부 배터리 충전기 사용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안전 수칙: 충전기 작동 시 기기의 콘센트에서
외부 충전기의 DC 코드를 분리하지 마십시오.
아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충전하는 동안
충전기를 중단해야 하는 경우 먼저 AC 전원 코드를
분리하십시오.
안전 수칙: 기기를 충전하는 동안 배터리 연결을
분리하지 마십시오. 기계에 전기적 손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경고: 배터리는 수소 가스를 방출합니다. 폭발
또는 화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스파크나
화염에서 멀리 떨어지십시오. 충전 시에는
덮개를 열어 두십시오.

5.

2.

기기를 평평하고 건조한 표면에 주차하고 기기의
전원을 끄고 키를 제거합니다.

안전 수칙: 기기에서 내리거나 점검하기 전에 평평한
표면에 정차하고 기기의 전원을 끄고 키를 빼십시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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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전기는 자동으로 충전을 시작하고 완전
충전되면 차단됩니다. 배터리 유형에 따라, 충전
사이클은 최대 6~12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참고: 충전기가 연결된 상태에서 배터리 케이블을
분리하지 마십시오. 회로 기판이 손상될 수 있습니다.
6.

배터리를 충전한 후 기기에서 충전기를 분리하기
전에 콘센트에서 AC 전원 코드를 뽑으십시오.

7.

기기에서 배터리 충전기를 분리합니다.

충전 전에 배터리 전해액 수위는 매주
점검하십시오. 자동 배터리 급수 시스템이 장착된
모델의 경우, 배터리 커버에 있는 전해액 수위
표시기를 점검하십시오. 필요에 따라 증류수를
추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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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
기회 충전(옵션)
참고: 기기에는 TPPL 배터리 또는 기회 충전을 할 수
있는 배터리가 갖추어져 있어야 합니다. 표준 배터리는
기회 충전을 하면 배터리 수명을 단축시킬 수 있으므로
기회 충전을 하지 마십시오.
기회 충전은 휴식시간, 점심시간, 교대조 사이, 또는
충전 “기회”가 있을 때마다 배터리가 충전될 수 있게
함으로써 기기 작동 시간과 생산성을 확장하는 데
이용됩니다.
기회 충전(즉 30분 이상의 부분 충전 주기)은 방전
수준이 80% 미만인 경우에만(방전 표시기가 두 번째
녹색 표시등 이상에 있을 때) 권장됩니다.
중요: 충전하기 전에 기기 및 충전기 설정을 배터리
유형에 맞게 적절하게 설정해야 합니다.
배터리 충전 상태
아래 표는 배터리 충전기의 상태를 보여줍니다.

LED 패턴

설명

코멘트

LED가 꺼져 있음

AC 전원 연결이 안 됨

충전기가 벽 콘센트에 꽂혀 있지 않음

LED가 빨간색으로 켜진 후 몇 초 동안
황색이 되었다가 꺼짐(그리고는 꺼진 상
태로 유지됨)

AC 전원이 충전기에 연결되었지만 배터
리가 연결되지 않았음

충전기가 AC 전원에 처음 연결된 후
LED가 꺼지면 이 LED 패턴을 표시합
니다.

천천히 녹색으로 깜박임(1초 켜짐, 0.2
초 꺼짐)

충전 중이지만 배터리가 80% 미만의 충
전 상태임

정상 작동임. 충전기가 충전을 완료하
게 두십시오

빠르게 녹색으로 깜박임(0.4초 켜짐, 0.1
초 꺼짐)

충전 중이지만 배터리가 80% 초과 충
전 상태임

정상 작동임. 충전기가 충전을 완료하
게 두십시오

녹색으로 계속 켜져 있음

충전 완료

기기 사용 준비가 끝남

신속하게 황색으로 번쩍임(0.5초 켜짐;
0.5초 꺼짐)

배터리 문제가 감지됨

배터리 문제.
‘문제 해결’ 섹션을 참고하십시오.

빨간색으로 계속 켜져 있음

충전기 내부 결함

충전기 문제.
‘문제 해결’ 섹션을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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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
HYDROLINK®배터리 급수 시스템(Trojan® 배터리
옵션)

3.

배터리함 내에서 배터리 충전 호스 커플러를
찾으십시오. 먼지 캡을 제거하고 핸드 펌프 호스를
연결하십시오.

4.

핸드 펌프 호스의 다른 쪽 끝을 증류수 병에 잠기게
넣습니다.

다음은 HydroLink 배터리 급수 시스템 옵션이 장착된
모델용 지침입니다.

HydroLINK 배터리 급수 시스템 옵션은 배터리에서
적절한 전해액 수위를 유지하는 안전하고 쉬운 방법을
제공합니다. 이 시스템은 Trojan 만액식(습식) 납축전지
전용으로 설계되었습니다.
안전 수칙: 기기를 정비할 때 필요에 따라 개인 보호
장비를 착용하십시오. 배터리 액에 접촉하지 마십시오.
배터리 급수 시스템을 사용하기 전에 호스와 연결부가
손상 또는 마모되었는지 점검하십시오.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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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터리 급수 시스템을 사용하기 전에 배터리를
완전히 충전하십시오. 충전하기 전에 배터리에
물을 보충하지 마십시오. 충전하는 동안 전해액
수위가 상승하여 넘칠 수 있습니다.

Distilled
Water

5.

핸드 펌프 호스의 둥근 부분을 단단히 끼웁니다.
가득 차면 수위 표시등이 검정색으로 켜집니다.

6.

물을 보충한 후 물 주입 호스에 먼지 캡을 다시
끼우고 핸드 펌프 호스를 나중에 사용할 수 있도록
기기의 배터리함 내부에 보관하십시오.

배터리를 충전한 후에 배터리 덮개에 있는 배터리
전해액 수위 표시등을 점검합니다. 수위 표시기가
흰색인 경우 다음 지침에 기술된 대로 물을
보충하십시오. 수위 표시등이 검정색인 경우에는
전해액이 적정 수준이며 물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T7AMR 9020679 (1-2022)

정비
수동 배터리 급수 시스템(Trojan® 배터리 옵션)

3.

다음은 수동 배터리 급수 시스템 옵션이 장착된 모델용
지침입니다.

수위 표시기가 흰색 로우 플로트인 경우 다음
지침에 기술된 대로 물을 보충하십시오.

로우 플로트 = 물 추가

하이 플로트 = 꽉 참

4.

배터리함 내에서 배터리 충전 호스 커플러를
찾으십시오. 먼지 캡을 제거하고 핸드 펌프 호스를
연결하십시오.

5.

핸드 펌프 호스의 다른 쪽 끝을 증류수 병에
넣습니다.

이 수동 배터리 급수 시스템 옵션은 배터리에서
적절한 전해액 수위를 유지하는 안전하고 쉬운 방법을
제공합니다. 이 시스템은 Trojan 만액식(습식) 납축전지
전용으로 설계되었습니다.
안전 수칙: 기기를 정비할 때 필요에 따라 개인 보호
장비를 착용하십시오. 배터리 액에 접촉하지 마십시오.
배터리 급수 시스템을 사용하기 전에 호스와 연결부가
손상 또는 마모되었는지 점검하십시오.
1.

2.

배터리 급수 시스템을 사용하기 전에 배터리를
완전히 충전하십시오. 충전하기 전에 배터리에
물을 보충하지 마십시오. 충전하는 동안 전해액
수위가 상승하여 넘칠 수 있습니다.
배터리를 충전한 후에 배터리 덮개에 있는 배터리
전해액 수위 표시등을 점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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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정비
6.

핸드 펌프 호스의 둥근 부분을 단단히 끼웁니다.
흰색 플로트는 가득찰 때까지 상승합니다.

하이 플로트 = 꽉 참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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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을 보충한 후 물 주입 호스에 먼지 캡을 다시
끼우고 핸드 펌프 호스를 나중에 사용할 수 있도록
기기의 배터리함 내부에 보관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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퓨즈

회로 차단기 및 퓨즈

퓨즈는 회로 과부하 시 전류 흐름을 차단하도록 설계된
일회용 보호 장치입니다. 100 A 퓨즈는 스크럽 헤드
액추에이터 근처의 좌석 지지 컬럼에 있습니다. 퓨즈는
기기 컨트롤러를 보호합니다.

회로 차단기
회로 차단기는 회로 과부하 시 전류의 흐름을 차단하는
재설정 가능한 전기 회로 보호 장치입니다. 회로
차단기가 작동되면 차단기를 식힌 다음 재설정 버튼을
눌러 수동으로 차단기를 재설정합니다.

참고: 항상 퓨즈를 동일한 암페어의 퓨즈로
교체하십시오.

전기 모터

회로 차단기의 작동을 유발한 과부하가 여전히
존재하는 경우, 회로 차단기는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전류 흐름을 계속 정지시킬 것입니다.

안전 수칙: 기기에서 내리거나 점검하기 전에 평평한
표면에 정차하고 기기의 전원을 끄고 키를 빼십시오.

회로 차단기는 시간 측정기 근처의 배터리함 내에
있습니다.

진공 팬 모터, 추진 모터 및 스크럽 브러시 모터의 카본
브러시는 초기의 기기 500시간 작동 후 그리고 그
이후의 매 100시간마다 검사해야 합니다.

이 차트는 회로 차단기, 그리고 회로 차단기가
보호하는 전기 구성품을 보여줍니다.

회로
차단기

정격

보호되는 회로

CB1

4A

계기판 - 전원

CB2

4A

액세서리

CB3

20 A

AMR 시스템
(S/N 10000000-10962697)

CB3

10A

AMR 시스템
(S/N 10962698-

CB4

10 A

Brain 모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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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 및 센서
전면 및 측면 2D 및 3D 카메라
안전 수칙: 기기에서 내리거나 점검하기 전에 평평한
표면에 정차하고 기기의 전원을 끄고 키를 빼십시오.
전면 및 측면 2D 및 3D 카메라에 물 자국, 때, 먼지,
얼룩 및 손상이 있는지 매일(또는 각 로봇 실행 전에)
점검하십시오. 이물질, 줄무늬 또는 얼룩은 기기에
잘못된 환경 정보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카메라 렌즈 청소는 민감한 광학 표면용으로 고안된
극세사 청소용 천으로만 해야 합니다(하나는 홈 위치
마커와 함께 포함되어 있음). 극단적인 경우, 광학
폴리카보네이트 렌즈용으로 조제된 렌즈 세척액이
사용될 수 있습니다. 카메라 렌즈에 용액을 분무하지
마십시오. 렌즈 세척액이 필요한 경우, 세척용 천을
약간 적셔 사용하십시오 - 세척액을 카메라 장치에
분무하지 마십시오.
참고: 2D 또는 3D 카메라 렌즈를 긁거나 손상시키지
마십시오. 카메라 렌즈가 긁히거나 손상되면 로봇 기기
성능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측면 2D 및 3D 카메라는 기기의 각 측면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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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부 및 하부 LIDAR 센서
안전 수칙: 기기에서 내리거나 점검하기 전에 평평한
표면에 정차하고 기기의 전원을 끄고 키를 빼십시오.
상부 및 하부 LIDAR 센서에 오물, 먼지, 얼룩 및 손상이
있는지 매일(또는 각 로봇 작동 전에) 점검하십시오.
이물질, 줄무늬 또는 얼룩은 기기에 잘못된 환경
정보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LIDAR 센서 세척은 민감한 광학 표면용으로 고안된
극세사 청소용 천으로만 해야 합니다(하나는 홈 위치
마커와 함께 포함되어 있음). 극단적인 경우, 광학
폴리카보네이트 렌즈용으로 조제된 렌즈 세척액이
사용될 수 있습니다. LIDAR 센서에 용액을 분무하지
마십시오. 렌즈 세척액이 필요한 경우 세척용 천을
약간 적셔 사용하십시오 - LIDAR 센서에 세척액을
분사하지 마십시오.
참고: 상단 또는 하단 LIDAR 센서 표면을 긁거나
손상시키지 마십시오. 센서 표면이 긁히거나 손상되면
로봇 기기 성능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참고: 하부 LIDAR 센서는 청소 표면 근처에 위치하기
때문에 전면, 측면, 후면, 하단 표면에 먼지, 얼룩
및/또는 기타 이물질이 전혀 없도록 특히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손전등을 사용하여 이러한 센서 표면을
검사하고 철저히 청소되었는지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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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럽 브러시 및 패드

3.

기기의 왼쪽에 있는 스크럽 브러시를 교체할 때:
왼쪽 둘레 가드에서 핀을 제거하고 둘레 가드를
열어 스크럽 브러시에 접근합니다.

4.

측면 스퀴지 리테이너 피봇에서 핀을 당깁니다.

매일 스크럽 브러시를 점검하여 브러시 또는 브러시
드라이브 허브 주변에 와이어나 줄이 엉켜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또한 브러시의 마모 및 손상을
점검하십시오.
더 이상 효과적으로 청소할 수 없는 경우에는 패드를
교체하십시오. 더 이상 효과적으로 청소되지 않거나
솔이 노란색 표시 지점까지 마모되는 경우 브러시를
교체하십시오.

사용 준비가 되기 전에 패드 드라이버에 청소용 패드를
장착해야 합니다. 청소 패드는 패드 홀더에 의해 제
위치에 유지됩니다.
청소용 패드는 비눗물을 사용한 후 즉시 세척해야
합니다. 고압 워셔를 이용해 패드를 세척하지
마십시오. 건조를 위해 패드를 걸거나 편평하게
펴십시오.
참고: 브러시와 패드는 항상 한 벌로 교체하십시오.
아니면, 한 브러시나 패드가 다른 것보다 더 강력하게
청소하게 됩니다.
브러시 또는 패드 드라이버 교체
1.

기기를 평평한 표면에서 멈춥니다. 스크럽 헤드가
올라가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2.

기기 ON/OFF 키 스위치를 OFF로 돌려 놓습니다.

안전 수칙: 기기에서 내리거나 점검하기 전에 평평한
표면에 정차하고 기기의 전원을 끄고 키를 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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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
5.

측면 스퀴지 리테이너 피봇을 기기 앞쪽으로 연
다음 측면 스퀴지를 기기 뒤쪽으로 당겨서 스크럽
브러시나 패드에 접근합니다.

8.

모터 허브 아래에 패드 드라이버나 브러시를
정렬하고 위로 밀어 허브와 연결합니다. 모터
허브에 단단히 장착되었는지 확인하십시오.

6.

엄지와 검지로 스프링 클립을 함께 누릅니다.
브러시/패드 드라이버가 드라이브 허브에서
떨어집니다. 기기 아래에서 브러시를 제거합니다.

9.

측면 스퀴지와 리테이너 피봇을 닫은 다음 핀을
삽입합니다.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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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러시 설치를 더 쉽게 하려면 노란색 스프링
클립을 열림 위치로 설정하십시오. 설정하려면
스프링 클립을 함께 아래쪽으로 누르십시오.

참고: 핀이 바닥을 통해 완전히 삽입되었는지
확인하십시오.

10. 기기의 왼쪽에 있는 스크럽 브러시가 변경/제거된
경우: 왼쪽 둘레 가드를 닫고 다시 고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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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크 스패드 교체
1.

기기에서 패드 드라이버를 제거합니다.

2.

스프링 클립을 함께 눌러 중앙 디스크를
제거합니다.

3.

스크럽 패드를 뒤집거나 교체하고, 스크럽 패드가
패드 드라이버 중앙에 오도록 합니다. 그런 다음
중앙 디스크를 다시 설치하여 패드 드라이버의 제
위치에 패드를 고정합니다.

4.

패드 드라이버를 기기에 다시 삽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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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H2O 시스템

3.

ec-H2O 물 상태 조절 카트리지 교체

회색 이음 고리를 안쪽으로 누르고 커넥터를
바깥쪽으로 당겨 카트리지에서 2개의 호스
커넥터를 분리하십시오. 카트리지를 올려
제거하십시오.

안전 수칙: 기기에서 내리거나 점검하기 전에 평평한
표면에 정차하고 기기의 전원을 끄고 키를 빼십시오.
최대 물 사용량 또는 활성화된 카트리지의 만료 기한
중 먼저 도달하는 시기에 물 상태 조절 카트리지를
교체해야 합니다. ec-H2O 카트리지를 교체할 때가
되면 시스템 표시등이 녹색/빨간색으로 깜박입니다.
기기 사용량에 따라, 새 카트리지는 평균적으로 기기
사용량이 많은 경우 12개월에서 적은 경우 24개월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참고: 처음 사용하는 동안 및 물 상태 조절 카트리지
교체 후, ec-H2O 시스템은 선택된 용액 유속을 최대 75
분으로 자동으로 재설정합니다.
1.

운전석에서 와이어 하니스를 분리하고 기기에서
좌석을 조심스럽게 제거합니다.

2.

카트리지에 접근하기 위해 기기에서 배터리함
덮개를 제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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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y Collar

4.

새 카트리지 라벨에 설치 날짜를 기록하십시오.

5.

새 카트리지를 설치하고 2개의 호스를 다시
연결하십시오. 호스 커넥터가 새 카트리지에
완전히 삽입되게 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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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새 카트리지를 위한 타이머를 재설정하십시오.
절차를 수행하기 전에 모든 단계를 자세히 읽고
이해하십시오.
a. ON/OFF 키 스위치를 켭니다.
b. ec-H2O 모듈에 있는 서비스 스위치를 10
초간 길게 누르십시오. 서비스 스위치를
놓으면 3개의 용액 흐름 표시등이 앞뒤로(
물결모양)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c. 서비스 스위치를 놓은 후 5초 이내에 세 개의
표시등이 앞뒤로 움직이는 동안 ec-H2O
모듈에 있는 용액 흐름 버튼을 재빨리 눌렀다
놓으십시오.
그러면 3개의 표시등이 3회 깜박여
타이머가 재설정되었음을 알립니다. 세 개의
표시등이 3회 깜박이지 않는 경우 과정을
반복하십시오.

Service switch

윤활
안전 수칙: 기기에서 내리거나 점검하기 전에 평평한
표면에 정차하고 기기의 전원을 끄고 키를 빼십시오.
스티어링 기어 체인
스티어링 기어 체인은 전면 타이어 바로 위에 있습니다.
손상 또는 마모 여부를 점검하고 매 200 시간마다
스티어링 기어 체인을 윤활합니다.

3 indicator lights

Solution flow button

스티어링 U-조인트
조향(스티어링) U-조인트는 조향(스티어링) 모터 바로
아래에 있습니다. 손상 또는 마모 여부를 점검하고 매
200시간마다 조향(스티어링) U-조인트를 윤활합니다.

7. 배터리 함 덮개와 운전석을 다시 설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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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퀴지 블레이드

5.

후방 스퀴지 고정 밴드 장력 래치를 풀고 고정
밴드를 제거합니다.

6.

후방 스퀴지 어셈블리에서 후방 스퀴지
블레이드를 제거합니다.

7.

후방 스퀴지 어셈블리에서 2개의 바깥쪽 노브를
완전히 푸십시오. 스퀴지 어셈블리에서 전면
스퀴지 블레이드를 제거합니다.

-스퀴지 블레이드의 마모 및 손상을 매일
확인하십시오. 블레이드가 마모되면 블레이드를 좌우
또는 상하로 로테이션하여 새로운 닦는 모서리가
바닥에 닿게 하십시오. 모든 모서리가 마모되었으면
블레이드를 교체하십시오.
스퀴지 블레이드의 휨을 매일 또는 다른 유형의 표면을
닦을 때 확인하십시오. 작동 50시간마다 후방 스퀴지의
수평을 확인합니다.
후방 스퀴지 어셈블리를 스퀴지 피봇에서 제거하여
기기 이송 중 손상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후방 스퀴지 블레이드 교체(또는 로테이션)
1.

기기를 평평한 표면에서 멈춥니다. 스크럽 헤드가
올라가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2.

기기 ON/OFF 키 스위치를 OFF로 돌려 놓습니다.

안전 수칙: 기기에서 내리거나 점검하기 전에 평평한
표면에 정차하고 기기의 전원을 끄고 키를 빼십시오.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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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방 스퀴지 어셈블리에서 스퀴지 진공 호스를
제거합니다. 그런 다음 양쪽의 후방 스퀴지
어셈블리 장착 노브를 풉니다.

기기에서 후방 스퀴지 어셈블리를 당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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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새 전면 스퀴지 블레이드를 설치하거나 기존
블레이드를 새 모서리 쪽으로 돌립니다. 전면
스퀴지 블레이드의 구멍이 전면 블레이드
클램프의 탭에 걸려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12. 후방 스퀴지 고정 밴드 장력 래치를 조입니다.

13. 스퀴지 장착 브래킷 아래에 후방 스퀴지를 다시
설치하고 네 개의 노브를 모두 조입니다.
9.

바깥쪽 노브 2개를 가볍게 조입니다.

10. 새 후방 스퀴지 블레이드를 설치하거나 기존
블레이드를 새 모서리 쪽으로 돌립니다. 스퀴지
블레이드의 구멍이 스퀴지 어셈블리의 탭에 걸려
있는지 확인합니다.

14. 스퀴지 진공 호스를 후방 스퀴지 어셈블리에
재설치합니다.

11. 후방 스퀴지 고정 밴드를 스퀴지 어셈블리에 다시
설치합니다. 고정 밴드의 각 플랜지가 후방 스퀴지
어셈블리의 컷아웃에 장착되었는지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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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면 스퀴지 블레이드 교체

3.

오래된 측면 스퀴지 블레이드를 측면 스퀴지
리테이너에서 잡아당깁니다. 새 블레이드를
리테이너에 밀어 넣습니다.

4.

측면 스퀴지를 닫습니다.

5.

기기 왼쪽에 위치한 측면 스퀴지가 변경된 경우:
왼쪽 둘레 가드를 닫고 다시 고정합니다.

안전 수칙: 기기에서 내리거나 점검하기 전에 평평한
표면에 정차하고 기기의 전원을 끄고 키를 빼십시오.
1.

왼쪽 스퀴지만 교체할 경우: 왼쪽 둘레 가드에서
핀을 제거하고 왼쪽 둘레 가드를 열어 스퀴지에
접근합니다.

스퀴지 가이드 롤러 조정
안전 수칙: 기기에서 내리거나 점검하기 전에 평평한
표면에 정차하고 기기의 전원을 끄고 키를 빼십시오.
스퀴지 가이드 롤러는 후방 스퀴지의 양쪽 끝에
있습니다. 롤러는 스퀴지 블레이드 끝 부분을 벽을
따라 가이드합니다. 가이드 롤러 상단에 있는 너트를
풀고 롤러를 안팎으로 움직여 스퀴지 블레이드의 끝이
벽에 얼마나 가까운지 조정합니다. 스퀴지 블레이드
끝은 바닥이 벽으로 곡선을 이루는 경우에 벽에서 더
멀리 떨어져야 합니다.

2.

86

측면 스퀴지를 엽니다.

T7AMR 9020679 (1-2022)

정비
후방 스퀴지 수평 조절

후방 스퀴지 블레이드 휨 조정

스퀴지의 수평을 조절하면 스퀴지의 전체 길이가
스크러빙 중인 표면과 고르게 접촉하게 됩니다. 이
조정은 평평하고 고른 바닥에서 수행하십시오.

휨(치우침)은 기기가 전진 이동할 때 전체 스퀴지
블레이드가 갖는 컬(동그랗게 말린 것)의 양입니다.
가장 좋은 휨(치우침)은 스퀴지가 최소한의 휨으로
바닥을 닦을 때입니다.

1.

스퀴지를 내리고 기기를 몇 피트 앞으로
운전합니다.

2.

기기 ON/OFF 키 스위치를 끄십시오.

안전 수칙: 기기에서 내리거나 점검하기 전에 평평한
표면에 정차하고 기기의 전원을 끄고 키를 빼십시오.
3.

스퀴지 블레이드의 전체 길이에 걸쳐 스퀴지의
휨을 살펴봅니다.

4.

블레이드의 전체 길이에 걸쳐 휨이 동일하지 않은
경우 스퀴지 수평 유지 볼트를 돌려 조정합니다.

1.

스퀴지를 내리고 기기를 몇 미터(피트) 앞으로
운전합니다.

2.

기기 ON/OFF 키 스위치를 끄십시오.

안전 수칙: 기기에서 내리거나 점검하기 전에 평평한
표면에 정차하고 기기의 전원을 끄고 키를 빼십시오.
3.

스퀴지 수평 조절 볼트는 스퀴지 흡입 호스 바로
뒤에 있습니다. 스퀴지 수평 조절 시 스퀴지
프레임에서 흡입 호스를 분리하지 마십시오.

스퀴지 블레이드의 휨 또는 “컬”(동그랗게 말린 것)
정도를 확인합니다. 올바른 휨의 정도는 매끄러운
바닥을 문질러 닦을 때에는 12mm(0.50 인치)이고
거친 바닥을 닦을 때에는 15mm(0.62 인치)입니다.

12 mm
(0.50 in)

03719

4.

전체 스퀴지 블레이드의 휨을 조정해야 하는
경우 스퀴지 캐스터의 잼 너트를 풀고 높이를
조정합니다.

5.

조정을 한 후 기기를 다시 앞으로 전진시켜 스퀴지
블레이드 휨을 재점검합니다.

6.

필요한 경우 스퀴지 블레이드 휨을 다시
조정합니다.

스퀴지 수평 조절 볼트를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려
스퀴지 끝의 휨을 증가시킵니다.
스퀴지 수평 조절 볼트를 시계 방향으로 돌려
스퀴지 블레이드 끝의 휨을 줄입니다.
5.

조정이 이루어지고 나면, 스퀴지를 아래로 내리고
기기를 전진 주행하여 스퀴지 블레이드의 휨을
다시 점검합니다.

6.

필요한 경우 스퀴지 블레이드 휨을 다시
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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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커트 및 씰
스크럽 헤드 플로어 스커트
안전 수칙: 기기에서 내리거나 점검하기 전에 평평한
표면에 정차하고 기기의 전원을 끄고 키를 빼십시오.
스커트는 스크럽 헤드의 앞에 있습니다. 작동 50
시간마다 스커트의 마모 및 손상 여부를 점검하십시오.

왼쪽 둘레 가드, 오른쪽 둘레 가드 및 전면 둘레 가드
안전 수칙: 기기에서 내리거나 점검하기 전에 평평한
표면에 정차하고 기기의 전원을 끄고 키를 빼십시오.
왼쪽 둘레 가드, 오른쪽 둘레 가드, 전면 둘레 가드 및
둘레 가드 솔에 이물질, 손상 및 마모가 있는지 매일
점검하십시오.

스크럽 브러시가 새것이고 스크럽 헤드가 내려가 있을
때
스커트가 바닥을 0 ~ 6mm(0 ~ 0.25 인치)로 치워야
합니다.

솔이 바닥에 살짝 닿아야 합니다. 손상되거나 마모된
솔 어셈블리를 교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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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수 탱크 씰
안전 수칙: 기기에서 내리거나 점검하기 전에 평평한
표면에 정차하고 기기의 전원을 끄고 키를 빼십시오.
오수 탱크 씰은 오수 탱크 커버의 하단에 있습니다.
작동 100시간마다 씰의 마모 및 손상 여부를
점검하십시오.

타이어
안전 수칙: 기기에서 내리거나 점검하기 전에 평평한
표면에 정차하고 기기의 전원을 끄고 키를 빼십시오.
기기에는 세 개의 단단한 고무 타이어가 있습니다.
한 개의 타이어는 전방에, 두 개의 타이어는 후방에
있습니다. 작동 500시간마다 타이어의 마모 및 손상
여부를 점검하십시오.

용액 탱크 씰
안전 수칙: 기기에서 내리거나 점검하기 전에 평평한
표면에 정차하고 기기의 전원을 끄고 키를 빼십시오.
두 개의 용액 탱크 씰이 있습니다. 작동 100시간마다
씰의 마모 및 손상 여부를 점검하십시오.
전면 씰은 용액 탱크 커버의 하단에 있습니다. 후면
씰은 오수 탱크 하단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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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 밀기, 견인 및 운송
장비 밀기 또는 견인

장비 운송
트레일러나 트럭을 이용하여 기기를 운송할 때에는
아래의 고정 절차를 따르십시오.

기기가 비활성화된 경우, 앞뒤로 밀 수 있지만 견인은
전방에서만 할 수 있습니다.

안전 수칙: 트럭이나 트레일러에 기기를 싣거나/내릴
때에는 기기 적재 전에 탱크를 비우십시오.

안전 수칙: 기기에서 내리거나 점검하기 전에 평평한
표면에 정차하고 기기의 전원을 끄고 키를 빼십시오.

1.

스퀴지와 스크럽 헤드를 올립니다.

2.

기기에서 후방 스퀴지를 제거합니다.

3.

전면 둘레 가드 브래킷에서 전면 둘레 가드를
고정하는 하드웨어를 제거하고 기기에서 전면
둘레 가드를 제거합니다.

기기를 밀거나 견인을 시도하기 전, 아래 기술된 대로,
브레이크를 해제해야 합니다.
브레이크를 풀려면 브레이크 해제 레버와 인코더 몸체
사이에 소형 스크류드라이버 끝 부분을 삽입하십시오.

매우 짧은 거리만 기기를 밀거나 견인하고 3.2kp/
h/2mph를 초과하지 마십시오. 본 기기는 장거리 또는
고속으로 밀거나 견인하도록 고안되지 않았습니다.
참고: 긴 거리를 기기를 밀거나 견인하지 마십시오.
추진 시스템이 손상될 수 있습니다.
기기를 밀고 나서 바로, 브레이크 해제 레버와 인코더
몸체 사이에서 스크류 드라이버를 제거하십시오.
주차 브레이크가 비활성화된 상태로 기기를 작동하지
마십시오.
안전 수칙: 브레이크가 비활성화된 상태로 기기를
작동하지 마십시오.

안전 수칙: 트럭이나 트레일러에 기기를 싣거나/내릴
때, 기기와 운전자의 무게를 지탱할 수 있는 트럭,
트레일러, 또는 램프를 사용하십시오.
안전 수칙: 트럭 또는 트레일러에 기기를 싣거나/내릴
때, 15.8% / 9° 초과 경사로에 싣거나/내리지 마십시오.
참고: 램프를 오르는 기기의 능력은 타이어 마모, 램프
표면, 기상 조건 및 기타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습니다.
기기 적재 방법에 대해 교육을 받은 인력만 트레일러에
적재를 수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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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기를 트레일러 또는 트럭 위로 운전합니다. 기기
무게가 안전하게 분산되고 트레일러 또는 트럭에
안전하게 고정될 수 있도록 기기를 배치하십시오.

참고: 트레일러 또는 트럭 바닥에 고정 브래킷을
설치해야 할 수 있습니다.
안전 수칙: 트럭 또는 트레일러에 기기를 싣거나 내릴
때 고정 스트랩을 사용하여 기기를 고정하십시오.
9.

5.

기기를 트레일러 또는 트럭에 놓은 후 스크럽
헤드와 스퀴지를 내립니다.

6.

장비의 전원을 끄십시오.

7.

기기가 굴러가지 않도록 각 바퀴 뒤에 블록을
놓으십시오.

8.

고정 스트랩을 스태빌라이저 암에 걸고 고정
장치를 트레일러 또는 트럭에 고정하여 기기가 한
쪽으로 쏠리지 않도록 합니다.

후방 고정 스트랩을 후방 축의 중앙 부분에 있는
구멍을 통해 통과시키고, 고정 장치를 트레일러나
트럭에 고정시켜 기기가 한 쪽으로 쏠리지 않도록
합니다.

고정 스트랩을 하단 LIDAR 센서에 감거나,
LIDAR 센서의 앞쪽으로 고정 스트랩을 연결하지
마십시오.

10. 모든 고정 스트랩이 완전히 조여져 있고 기기가
트레일러 또는 트럭에 완전히 고정되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11. 기기에서 분리한 모든 부품을 분실되거나
손상되지 않을 안전한 장소에 보관/고정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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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기에 잭을 사용하여 들어 올리기
안전 수칙: 기기에서 내리거나 점검하기 전에 평평한
표면에 정차하고 기기의 전원을 끄고 키를 빼십시오.

기기 전면의 세 번째 위치는 LIDAR 브래킷 후면에
있습니다. LIDAR 브래킷 전면에 잭 또는 잭 스탠드를
배치하지 마십시오.

기기에 잭을 사용하기 전에 오수 탱크와 용액 탱크를
비우십시오.
기기의 전면 끝 부분을 잭으로 올리기 전에 기기
전면에 있는 전면 둘레 가드 브래킷에서 전면 둘레
가드를 제거하십시오.


후방의 잭 사용 위치는 기기 양 측면의 바퀴 축에
있습니다.

두 개의 전면 잭 사용 위치는 기기의 측면에 있습니다.

안전 수칙: 장비를 정비할 때 잭을 사용해 장비를 들어
올리기 전에 타이어가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하십시오.
장비 중량을 지탱할 호이스트 또는 잭을 사용하십시오.
지정된 위치에서만 잭을 사용하여 장비를 들어
올리십시오. 잭 스탠드를 사용하여 장비가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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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관 정보
장기간 기기를 보관할 경우 다음 단계를 수행해야
합니다.
1.

용액 탱크 및 오수 탱크를 비우고 세척하십시오.
공기가 잘 순환되도록 오수 탱크 뚜껑을 열어
놓으십시오.

2.

배터리 수명을 최대화하려면 기기를 보관하기
전에 배터리를 충전합니다. 한 달에 한 번 만액식
배터리를 충전합니다. 약 77°F/25°C에 보관된
리튬 이온 배터리는 1년에 한 번 또는 113°F/45°C
에서 2년에 한 번 충전하십시오.

3.

보관하기 전에 배터리를 분리하십시오.

4.

리튬이온 배터리: 배터리 전원 버튼으로 배터리
전원을 끕니다.

5.

건냉한 장소에 기기를 주차합니다. 빗물에 기기를
노출하지 마십시오. 실내에 보관하십시오.

동결 방지
안전 수칙: 리튬 이온 배터리 모델을 보관할 때
배터리를 -4°F/-20°C 미만, 104°F/40°C 이상의 온도에
노출시키지 마십시오.
안전 수칙: 기기에서 내리거나 점검하기 전에 평평한
표면에 정차하고 기기의 전원을 끄고 키를 빼십시오.
1.

용액 탱크와 오수 탱크의 물을 모두 비우십시오.

2.

용액 탱크에 2 갤런 / 8 리터의 프로필렌 글리콜
계열 / 레저 차량(RV) 부동액을 넣습니다. 희석하지
마십시오.

안전 수칙: 부동액이 눈에 닿지 않게 하십시오.
보안경을 착용하십시오.
3.

기기를 켜고 용액 흐름 시스템을 작동시킵니다.
스크럽 헤드에 부동액이 나타나면 기기를
끄십시오.

기기에 ec-H2O 시스템이 갖추어진 경우, 냉동 보호
절차를 계속하십시오.
ec-H2O 모델
ec-H2O 모드에서 기기를 작동시켜 ec-H2O 시스템을
통해 부동액을 순환시킵니다.
결빙 온도에서 기기를 보관한 후에는 용액 탱크에 남아
있는 부동액을 비우십시오. 용액 탱크에 깨끗한 물을
더하고 기기를 작동시켜 시스템을 씻어 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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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양
사양
일반 기기 치수 / 용량
항목

치수/용량

길이

1645mm(65in)

높이(조명까지)

1450mm(57in)

너비/프레임

740mm(29in)

너비/스크럽 헤드 장착 기기

800mm(31.5in)

너비/후방 스퀴지(롤러에서 롤러까지)

850mm(33.25in)

브러시 직경

330mm(13in)

스크러빙 패드 폭

650mm(26in)

트랙

724mm(28.5in)

휠 베이스

971mm(31.2in)

용액 탱크 용량

110L(29갤런)

오수 탱크 용량

110L(29갤런)

챔버 서리 제거

23L(6갤런)

무게/네트 배터리 제외

311Kg(685lbs)

무게/표준 배터리 패키지 포함

492Kg(1085lbs)

GVWR

714Kg(1575lbs)

보호 등급

IPX3

IEC 60335-2-72에 따라 결정된 값

측정

음압 수준 LpA

68.82dB(A)

음압 불확실성 KpA

2.97dB(A)

음향 출력 수준 LwA + 불확실성 KwA

82.71dB(A) + 2.98dB

진동 - 손-팔

<2,5m/s2

진동 - 전신

<0.5m/s2

일반 장비 성능
항목

측정

통로 방향 전환(오른쪽)

1732mm(68in)

통로 방향 전환(왼쪽)

1818mm(72in)

이동 속도 전진(최대) - 수동 모드

6.4Km/h(4mph)

이동 속도 전진(최대) - 로봇 모드

4.0Km/h(2.5mph)

이동 속도 후진 - 수동 모드 전용

4.0Km/h(2.5mph)

탱크를 가득 채운 상태의 최대 정격 상승 및 하강 각도(로봇 모드)

0%

최대 스크러빙 램프 경사도 - (로봇 모드)

0%

최대 운송 램프 경사도(GVWR - 수동 모드 전용)

10.5% / 6°

최대 하역 램프 경사도 - 비어 있음(수동 모드 전용)

15.8% / 9°

최대 스크러빙 램프 경사도 -(수동 모드)

7% / 4°

장비 작동을 위한 최고 주변 온도

40°C(104°F)

기기 스크러빙 기능 작동을 위한 최소 온도

2°C(36°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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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양
전원 유형
유형

수량

볼트

Ah 등급

배터리(만액식 납축전지)

직렬 4개

6

360@20시간 속도 44.5kg(97.5lb)

무게(개당)

배터리(TPPL)

직병렬 4개

12

256@20시간 속도 43.2kg(95lb)

배터리(리튬-이온)

4개 병렬

24

90Ah

20.2kg(44.7파운
드)

유형

사용

VDC

kW(hp)

전기 모터

스크럽 브러시

24

0.45kW(0.6hp)

진공 팬

24

0.45kW(0.6hp)

프로펠링

24

0.85kW(1.1hp)S

유형
충전기(스마트)

VDC

amp

Hz

단계

24

41.3

50/60

1

VAC
100-240

타이어
위치

유형

크기

전면(1)

계속 켜짐

90mm 너비 x 260mm 외경(3.5in 너비 x 10in 외경)

후면(2)

계속 켜짐

80mm 너비 x 260mm 외경(3.0in 너비 x 10in 외경)

일반 스크러빙
항목

측정

용액 흐름 속도

낮음: 0.20gpm
중간: 0.35gpm
높음: 0.45gpm

ec−H2O 시스템
항목

측정

용액 펌프

24V DC, 5A, 5.7LPM(1.5GPM) 개방 흐름, 70psi 바이패스 설정

용액 흐름 속도

낮음: 0.14gpm
중간: 0.25gpm
높음: 0.35g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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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양
장비 치수

740 mm
(29 in)
800 mm
(31.5 in)

850 mm
(34 in)

1450 mm
(57 in)

Wheel base
971 mm
(31.2 in)
1645 mm
(65 in)

96

Track
(at rear wheels)
724 mm
(28.5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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