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서 휴지통_30L
구성 품목

기능

1 : 뚜껑
2 : 뚜껑 본체
3 : 버튼패널
4 : 본체
5 : 전원 버튼
6 : 배터리 뚜껑
7 : 내통

배터리 설치 방법
1) 배터리 박스의 뚜껑을 엽니다.
(기존 설치된 사용된 배터리 제거)

2) 배터리를 배터리 박스 안에 넣습니다.
(AA건전지 6개 필요)

붉은 불 표시사항

중앙의 붉은 불이 깜빡거립니다.

3) 배터리 뚜껑을 닫고 고정이 되었는지
확인합니다.

4) 스위치를 OFF에서 ON으로 누르면
센서가 작동됩니다.

센서 감지 후 뚜껑이 열릴 때
붉은 불이 왼쪽에서
오른쪽 순으로 켜집니다.

센서 감지 범위 내 물체가 없을 시
자동으로 뚜껑이 닫힙니다.
이 때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붉은 불이 꺼집니다.

쓰레기 봉지 고정법
1) 내통을 본체에서 꺼내어 사이즈에 맞는
비닐 봉지를 씌웁니다.
2) 내통 고정 구멍 안으로 비닐 봉지를 밀어
넣어 흘러내리지 않게 고정해 주십시오.

센서 휴지통_20L (양날개형)
구성 품목

기능
감지범위:
해당 상품은 패널 20cm 內 범위에서 감지 됩니다.

1 : 뚜껑
2 : 뚜껑 본체
3 : 버튼패널

대기모드
뚜껑은 닫힌 상태로 유지되며 붉은 불이 깜빡이는 것은 대기
모드임을 나타냅니다.

4 : 본체
5 : on/off 스위치 버튼
6 : 배터리 뚜껑

센서모드
센서가 물체를 감지했을 때 열립니다. 뚜껑은 센서 감지 범위 내
물체가 있을 경우 열린 상태로 있으며 감지 범위내 (20cm) 물체가
없을 경우 뚜껑은 자동으로 5초 후 닫힙니다.

7 : 내통

메뉴얼모드
사용자는 open 버튼을 눌러 뚜껑을 열 수 있으며 close 버튼을
누를때까지 뚜껑은 열려있습니다. 해당 모드에서는 6초마다
중간에 붉은 불이 깜빡입니다.
※참고: open버튼을 누른 후에는 손으로 뚜껑을닫지 마십시오.
close 버튼을 눌러 닫아 주십시오.

배터리 설치 방법
1) 배터리 박스를 열어 오래된
배터리를 꺼냅니다.

2) 배터리 박스에 AA건전지 6개를 삽입합니다.

붉은 불 표시사항

대기 모드에서는 중앙에 있는
붉은 불만 깜빡입니다.

3) 배터리 커버를 알맞게 끼우고 고정이
되었는지 확인합니다.

4) ON/OFF 스위치를 켜 센서를 작동합니다.

뚜껑이 열릴 때 붉은 불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켜집니다.

센서감지 범위 내 물체가 없을
경우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붉은 불이 꺼집니다.

쓰레기 봉지 고정법
1) 내통을 분리시켜 비닐봉지를 씌웁니다.
2) 내통 고정구멍 안으로 비닐 봉지를 밀어
넣어 고정시켜 주십시오.

센서 휴지통_12L
구성 품목

기능
감지범위:
해당 상품은 패널 20cm 內 범위에서 감지 됩니다.
1 : 뚜껑

대기모드
뚜껑은 닫힌 상태로 유지되며 붉은 불이 깜빡이는 것은 대기
모드임을 나타냅니다.

2 : 뚜껑본체
3 : 버튼패널
4 : 본체

센서모드
센서가 물체를 감지했을 때 열립니다. 뚜껑은 센서 감지 범위 내
물체가 있을 경우 열린 상태로 있으며 감지 범위내 (20cm) 물체가
없을 경우 뚜껑은 자동으로 5초 후 닫힙니다.

5 : 내통
6 : 클립
7 : 배터리뚜껑
8 : on/off 스위치

메뉴얼모드
사용자는 open 버튼을 눌러 뚜껑을 열 수 있으며 close 버튼을
누를때까지 뚜껑은 열려있습니다. 해당 모드에서는 6초마다
중간에 붉은 불이 깜빡입니다.

9 : 배터리박스

참고: open버튼을 누른 후에는 손으로 뚜껑을닫지 마십시오.
close 버튼을 눌러 닫아 주십시오.

배터리 설치 방법
1) 배터리 박스를 열어 배터리
박스를 꺼냅니다.

2) 배터리를 배터리 박스 안에 넣습니다.
(AA건전지 - LR6 4개가 필요합니다.)

붉은 불 표시사항

대기 모드에 붉은 불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3) 배터리 박스를 알맞게 넣은 후
배터리 뚜껑을 닫습니다.

4) ON/OFF 버튼을 ON으로 누릅니다.

센서감지 범위 내 물체가 있을 경우
위 처럼 붉은 불이 나타납니다.

뚜껑닫히는 시간이 위와
같이 나타납니다.

쓰레기 봉지 고정법
1) 내통을 분리시켜 비닐봉지를 씌웁니다.
2) 내통 고정구멍 안으로 비닐 봉지를 밀어
넣어 고정시켜 주십시오.

배수구멍
본체 하단 부분에 액체가 발생할경우 배수가
가능한 구멍이 있습니다.

뚜껑 고정 클립

오작동시 체크사항
클립부분의 중간을 손으로
들어올려 90도로 세운 상태에서
휴지통 본체에 걸쳐 사용 할 수
있습니다. 쓰레기를 한 번에 버릴 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 후에는 클립은 원
상태로 유지해 주십시오.

사용 후에는 클립은 원 상태로 유지해 주십시오.

1) 붉은 빛 표시 없을 시
배터리가 제대로 끼워져 있는지, 배터리 사용완료 여부 확인해 주세요.
2) 센서 반응 없을 시
메뉴얼 모드에서 손으로 뚜껑을 직접 닫은 경우. close 버튼을 눌러 리셋해주십시오.
3) 빛이 오작동하는 경우
배터리가 없거나 적음을 나타냅니다. 새로운 배터리로 교체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