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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오작동 가능한 원인 해결 방법

7
DEEBOT이 청소 스팟을 놓치거
나 청소한 구역을 반복하여 청
소합니다.

바닥에 청소 주기를 방해하는 작은 물건과 장
애물이 있습니다.

청소 효율을 위해 바닥에서 전원 코드 및 작은 물건을 치
웁니다. DEEBOT이 놓친 영역을 자동으로 청소하므로 
DEEBOT을 직접 이동하거나 청소 주기 중 경로를 막지 않
도록 하십시오.

DEEBOT이 광이 나는 미끄러운 바닥에서 작
동 중입니다.

DEEBOT이 청소를 시작하기 전에 바닥의 왁스가 말랐는지 
확인합니다.

DEEBOT이 가구 또는 장애물에 막힌 특정 영
역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가구와 작은 물건 등을 적절한 장소로 옮겨서 청소할 공간
을 정리합니다.

TrueMapping 거리 센서가 막혔습니다.
TrueMapping 거리 센서를 가리고 있는 물체를 제거하십
시오.

8
DEEBOT이 청소 중 너무 큰 소
리를 냅니다.

DEEBOT이 이물질과 엉키거나 이물질에 막혀 
있습니다.

4절 유지보수의 설명에 따라 DEEBOT을 청소하고 다시 시
작합니다. 문제가 계속되면 고객 지원 센터에 문의하십시
오.

9
AIVI 시각 감지 센서가 물건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청소 구역이 어둡습니다.
스마트 인식 기능이 작동하려면 충분한 조명이 필요합니
다. 청소할 구역이 제대로 정리되어 있으며 조명이 충분한
지 확인하십시오.

AIVI 시각 감지 센서의 렌즈가 더럽거나 막혀 
있습니다.

부드러운 청소용 천으로 렌즈를 닦고 센서가 막히지 않도
록 합니다. 세제 또는 세정 스프레이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물체가 AIVI 시각 감지 센서와 너무 가깝습니
다.

정상적인 작동입니다. AIVI 시각 감지 센서의 물체 식별을 
위한 최적의 거리는 50cm(19.7")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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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오작동 가능한 원인 해결 방법

10
DEEBOT을 홈 Wi-Fi 네트워크에 
연결할 수 없습니다.

입력한 홈 Wi-Fi 사용자 이름 또는 암호가 올바
르지 않습니다.

올바른 홈 Wi-Fi 사용자 이름과 암호를 입력합니다.

올바른 앱이 설치되지 않았습니다. ECOVACS Home 앱을 다운로드하고 설치합니다.

DEEBOT이 홈 Wi-Fi 신호 범위 밖에 있습니다. DEEBOT이 홈 Wi-Fi 신호 범위 안에 있는지 확인합니다.

DEEBOT을 준비하기 전에 네트워크 설정을 시
작했습니다.

전원 스위치를 켭니다. 재설정 버튼을 누르십시오. 
DEEBOT의 Wi-Fi 표시등이 느리게 깜박이면 네트워크를 
설정할 준비가 된 것입니다.

DEEBOT은 5GHz Wi-Fi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로봇이 2.4GHz Wi-Fi 네트워크에 연결되었는지 확인하십
시오.

스마트폰 운영 체제를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스마트폰 운영 체제를 업데이트하십시오. ECOVACS 앱은 
iOS 9.0 이상, Android 4.0 이상에서 실행됩니다.

11
DEEBOT이 전체 구역을 청소
하지
않습니다. 

청소 구역이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DEEBOT이 청소를 시작하기 전에 바닥에서 작은 물건들을 
치우고 청소 구역을 정리합니다.

12
DEEBOT의 탱크가 사용 중에 제 
위치에서 빠졌습니다.

탱크가 올바르게 설치되지 않았습니다.
설치 시 DEEBOT 탱크가 딸깍 소리를 내며 제 위치에 고정
되었는지 확인하십시오.

13
DEEBOT의 사이드 브러시가 
사용 중에 제 위치에서 빠졌습
니다. 

사이드 브러시가 올바르게 설치되지 않았습

니다. 
설치 시 사이드 브러시가 딸깍 소리를 내며 제 위치에 고정
되었는지 확인하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