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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DUCTION 

 

NOTE  
The numbers in brackets refer to the components shown in Machine Description chapter. 

 
MANUAL CONTENT AND PURPOSE 
The purpose of this Instruction for Use Manual is to provide the operator with necessary information to use the 
machine properly and safely. It contains information about technical data, safety, operation, storage, maintenance, 
spare parts and how to scrap it.  
Before performing any procedure on the machine, no matter the operators and qualified technicians must read this 
Manual carefully. Contact our company service center for any query about this manual or for any further information 
is needed.  
The operators must not perform procedures that should be done by qualified technicians. Our company will not be 
answerable for damages coming from the non-observance of this prohibition. 
 
HOW TO KEEP THIS MANUAL 
The Manual must be kept near the machine, inside an adequate case, away from liquids and other substances that can 
cause any damage to it. 
 
DECLARATION OF CONFORMITY 
Declaration of Conformity is supplied with the machine and certifies machine conformity with the law in force. 
 

 

NOTE 
The copies of the original declaration of conformity are provided together with the machine 
documentation. 

 
ACCESSORIES AND MAINTENANCE 
All the necessary operation, maintenance and repair procedures must be performed by qualified personnel, or by our 
company appointed service center. ONLY authorized spare parts and accessories should be used. 
Contact our company customer service for any service or purchase of accessories or spare parts if necessary. 
 
CHANGE AND IMPROVEMENT 
We committed to continuous improvement of its products, the company reserves the right to the machine changes and 
improvements without informing in additional. 
 
SCOPE OF APPLICATION 
The scrubber applies to commercial and industrial use. It is suitable for cleaning smooth and solid floor, operat-ing by 
qualified personnel in safety circumstance. It is not suitable for outdoor use or carpet or rough floor cleaning. 
 
MACHINE IDENTIFICATION DATA 
The machine serial number and model name are marked on the serial label. 
This information is useful. Use the following table to write down the machine identification data when requiring 
spare parts for the machine. 

MACHINE MODEL...................................................................... 

MACHINE SERIAL NUMBER..................................................... 
 
TRANSPORT AND UNPACKING 
When the carrier delivers the machine, make sure the packaging and machine are both whole and undamaged. If any 
damaged, make the carrier know the damage and before accepting the goods, reserve the right in compensation of the 
damage.  
Follow the instructions on packing strictly when unpacking the machine.  
Check the package to ensure following items are included: 
1. Technical documentations including Quick Start Guide manual, Instruction for Use Disk and on-board charger 

manual if on-board charger is equipped. 
2. Charger cable if on-board charger is equipped. 
3. Two fuses, the low power circuit fuse (5A) and the Brush release fuse (20A).(Only for basic version mach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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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FETY 
The following symbols indicate potentially dangerous situations. Always read this information carefully and take all 
necessary precautions to safeguard people and property. 
 
VISIBLE SYMBOLS ON THE MACHINE 

 

WARNING! 
Read all the instructions carefully before performing any operation on the machine. 

 

WARNING! 
Do not wash the machine with direct or pressurized water jets. 

 

WARNING! 
Do not use the machine on slopes with a gradient exceeding that is defined in the 
specification. 

 
SYMBOLS THAT APPEAR ON THE INSTRUCTION FOR USE MANUAL 

 

DANGER! 
It indicates a dangerous situation with risk of death for the operator. 

 

WARNING! 
It indicates a potential risk of injury for people. 

 

CAUTION! 
It indicates a caution or a remark related to important or useful functions. 
Pay attention to the paragraphs marked by this symbol. 

 

NOTE 
It indicates a remark related to important or useful functions. 

 

CONSULTATION 
It indicates the necessity to refer to the Instruction for Use manual before performing any 
procedure. 

 
GENERAL SAFETY INSTRUCTION 
 
Specific warnings and cautions to inform about potential damages to people and machine are shown below. 
 

 
DANGER! 

 
 This machine must be operated by trained and authorized personnel according to guidance of the 

manual. 
 Before performing any cleaning, maintenance, repair or replacement procedure, read all the 

instructions carefully, ensure to turn the machine OFF and disconnect the battery connector. 
 Do not operate the machine near toxic, dangerous, flammable and/or explosive powders, liquids or 

vapor. This machine is not suitable for collecting dangerous powders. 
 Do not wear jewels when working near electrical components. 
 Do not work under the lifted machine without supporting it with safety stands. 
 When using lead (WET) batteries, they may emit inflammable gas under normal use, must keep 

sparks, flames, smoking materials and radiating, illuminating and burning items away from the 
batteries.  

 When charging lead (WET) batteries, they may emit hydrogen gas which may cause explosive. Mu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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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sure the charging environment is well ventilated and away from naked flames. 
 

 
WARNING! 

 
 Check the machine carefully before each use. Ensure that all the components have been well 

assembled before use. Or it may cause damages to people and properties. 
 Before using the battery charger, ensure that the values of frequency and voltage indicated on the 

machine serial number label match those of mains.  
 Never move the machine by pulling the battery charger cable. Do not let the cable through a closed 

door or winding on sharp edges or corners. Do not run the machine on the battery charger cable. Keep 
the battery charger cable away from heated surfaces. 
Do not charge the batteries if the battery charger cable or the plug are damaged. 

 To reduce the risk of fire, electric shock, or injury, make sure machine is off before leaving.  
 Use or store the machine indoors in dry conditions, it is not allowed for outdoor use. 
 The machine both storage and working temperature must be between 0 °C and +40 °C, the humidity 

of air must be between 30% - 95%. 
 Do not use the machine on slopes with a gradient exceeding as specification show. 
 When using and handling floor cleaning detergents, follow the instructions on the labels of the 

detergent bottles and wear suitable gloves and protections. 
 Use brushes and pads supplied with the machine or defined in the manual. Using other brushes or 

pads could reduce safety. 
 In case of machine malfunctions, ensure that these are not due to lack of maintenance. If necessary, 

request assistance from the authorized personnel or from an authorized Service Center. 
 Take all necessary precautions to prevent hair, jewels and loose clothes from being caught by the 

machine moving parts. 
 Do not use the machine in particularly dusty areas. 

Do not wash the machine with direct or pressured water jets, or with corrosive substances. 
 Do not bump into shelves or scaffoldings, especially where there is a risk of falling objects. 
 Do not lean liquid containers on the machine, use the relevant can holder. 
 To avoid damaging the floor, do not allow the brush/pad to operate while the machine is stationary. 
 In case of fire, use a dry powder fire extinguisher. Do not use liquid fire extinguishers. 
 Do not remove or modify the machine stickers. 
 Do not tamper with the machine safety guards and follow the ordinary maintenance instructions 

scrupulously. 
 Pay attention during machine transportation when temperature is below freezing point. The water in 

the recovery tank and in the hoses could freeze and cause seriously damage to the machine. 
 If spare parts need be replaced, order ORIGINAL spare parts from an Authorized Dealers or Retailers. 
 Return the machine to the Service Center if it doesn’t work as usual or it is in condition such as 

damaged, placed outdoors, dropped into water. 
 To ensure machine proper and safe operation, the scheduled maintenance shown in the relevant 

chapter of this Manual, must be performed by the authorized personnel or an authorized Service 
Center. 

 The machine must be properly disposed of, because the presence of toxic-harmful materials (batteries, 
etc.), which are subject to standards that require disposal in special centers (see Scrapping chapter). 

 This machine as a cleaning tool only, not for any other purpose use. 
 Always keep the openings free from dust, hairs and any other foreign material which could reduce the 

air flow. Do not use the machine if the openings are clogged. 
 Use the machine only where a proper lighting is provided. 
 This machine is not intended for use by persons with reduced physical, sensory or mental capabilities, 

or lack of experience and knowledge, unless they have been given supervision or instruction 
concerning use of the machine by a person responsible for their safety. 

 Close attention is necessary when used near children. 
 Children should be supervised to ensure that they do not play with the machine. 
 While using this machine, take care not to cause damage to people or obj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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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CHINE DESCRIPTION 
MACHINE STRUCTURE (as shown in Figure 1) 
 
1. Recovery tank lid 
2. Can holder 
3. Handlebar 
4. Control panel 
5. Squeegee lifting/lowering lever 
6. Garden coupling 
7. Power supply cable holder 
8. Power cable 
9. Solution drain and level check hose 
10. Deck lifting/lowering pedal 

a) Pedal position when deck is lifted 
b) Pedal position when deck is lowered 

11. Squeegee knobs 
12. Serial number plate/technical data 
13. Squeegee vacuum hose 
14. Squeegee 
15. Squeegee balance adjusting knob 
16. Solution/clean water tap 
17. Rear steering wheels 
18. Solution filter 
19. Front wheels on fixed axle (A). 

Driving wheels (B) 

20. Brush/pad-holder 
21. Brush/pad-holder deck 
22. Recovery water drain hose 
23. Solution tank 
24. Hinge 
25. Recovery tank 
26. Filter support 
27. Filler hose holder 
28. Filter cover 
29. N/A 
30. Tank cover gasket 
31. Debris collection box (*) 
32. Bend tube 
33. Float ball filter 
34. Mop and trash kit (*) 
35. Solenoid valve 
 
(*):  Optional  
(A): Only for machine without traction 
(B): Only for machine with tr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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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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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ROL PANEL (as shown in Figure 2) 
 
36. Machine backward switch (B) 
37. Tank safety cable 
38. Battery connector (red). 
39. Detergent tank filler plug (**) 
40. Detergent tank (**) 
41. Reference table for detergent proportioning (**) 
42. Detergent pump (**) 
43. Detergent tank - pump connecting hose (**) 
44. Detergent feed hose (**) 
45. Batteries (*) 
46. Battery caps 
47. Flow increase switch 
48. Flow decrease switch 
49. Solution flow indicator 
50. Safe switch 
51. Discharged battery warning light (red) 
52. Semi-discharged battery warning light (yellow) 
53. Charged battery warning light (green) 
54. Ignition key (0 - I) 
55. Detergent flow control knob (**) 
56. Speed adjuster (B) 
57. Hour meter 

 

58. Brush/pad-holder release switch 
59. Vacuum system switch  

Quiet mode (hold for one second)(C) 
60. Brush/pad-holder and vacuum system switch 
61. Charging red LED (*) 
62. Charging yellow LED (*) 
63. Charging green LED (*) 
64. Security cover of charging jack (*) 
65. Overload protector of brush 
66. Overload protector of traction (B) 
67. Overload protector of vacuum 
68. Charger connector(C) 
 
(*): Optional 
(**): Only for machines with Chemical Mixing 

System (optional) 
(A): Only for machine without traction 
(B): Only for machine with traction 
(C): Only for quiet version mach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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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DISPLAY WINDOW OF CHARGER INDICATON LIGHT (as shown in Figure 2) 
1. At the beginning of charging, the red LED (61) of charger normally on. It is the first stage of charging. 
2. After charging some time, the red LED (61) turns off, the yellow LED (62) turns on, this is the second stage of 

charging. 
3. After charging finish, the yellow LED (62) off, the green LED (63) turns on to indicate that the battery is fully 

charg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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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E 
When charging, if the yellow LED (62) of charger is on, it may be caused by: Battery and charger 
does not match, battery is not connected well, or output is short-circuited. 
The red LED of charger flashing may be caused by charger internal short circuit. 

 
 

TECHNICAL PARAMETERS 

MODEL Units 
SC530  
53 B 

SC530  
53 BD 

SC530  
53 BQ  

SC530  
53 BDQ 

Packing dimensions (Lx W x H) mm 1370x600x1300 
Machine height mm 1080 
Machine length mm 1260 
Machine width (without squeegee) mm 550 
Machine weight with empty tanks 
(without batteries) 

Kg 
91 97 93 99 

Gross vehicle weight (GVW) Kg 208 214 210 216 
Shipping weight Kg 121 127 123 129 
Solution tank capacity Liter 61 
Recovery tank capacity  Liter 61 
Vacuum motor power  Watt 350 300 
Vacuum capacity  mm H₂O 1150 850 
Vacuum capacity in silent mode  mm H₂O / 530 
Climbing capacity (Max) % 2% 
Front wheel diameter mm 200 
Rear wheel diameter mm 76 
Sound level in standard mode
（Average） 

dB(A) 69±3 66±3 

Sound level in silent mode
（Average） 

dB(A) / 61±3 

Solution/water Flow L/minute 0.7/1.2/1.7/2.2 
Working width MM 530 
Squeegee width MM 760 
Brush/pad diameter MM 530/508 
Brush motor power Watt 450 
Brush speed Rpm 150 
Brush/pad pressure (Max) Kg 27 23 27 23 
Drive motor power Watt / 150 / 150 
Working speed Km/h / 0-4.5 / 0-4.5 
Voltage V 24V 
Battery Ah 12V 100-135 Ah C5 
On board charger (*) V/A 24V/13A / 
Battery compartment size (L x W x H) mm 350X350X300 

 
 
 
 
 
 
 
 
 
 
 
 
 
(*): Optio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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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RING DIAGRAM  
(MACHINE WITHOUT TRACTION, WITH ON BOARD BATTERY CHAR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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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ONENTS  

WIRE ROD 
Key CODE Description  

BAT N/A 24V BATTERIES  RD1 RED/6AWG   

CH VS10264 BATTERY CHARGER (#)  RD2 RED/10AWG 

EB1 VS13201 CONTROL PANEL BOARD  RD3 RED/12AWG (#) 

ES1 9095127000 ELECTROMAGNETIC SWITCH 24V (BRUSH MOTOR)  RD4 RED/20AWG 

ES2 VS10201 RELAY 24V (VACUUM MOTOR)  RD5 RED/14AWG (#) 

F1 VS13208 LOW POWER CIRCUIT FUSE  BK1 BLACK/6AWG   

F2 ZD48320 CIRCUIT BREAKER (BRUSH MOTOR)  BK2 BLACK/10AWG 

F3 VS13209 BRUSH RELEASE FUSE  BK3 BLACK/12AWG 

F5 ZD48320 CIRCUIT BREAKER (VACUUM MOTOR)  BK4 BLACK/14AWG (#) 

K1 9100001354 KEY SWITCH  BK5 BLACK/20AWG 

M1 VS10702 BRUSH MOTOR  BK6 BLACK/16AWG (#) 

M2 VF90520 VACUUM MOTOR  RD-BK RED BLACK/20AWG 

EV VF90282 SOLENOID VALVE  BN1 BROWN/12AWG 

M4 N/A DETERGENT PUMP (**)  BN3 BROWN/20AWG 

SW1 VS10202 SAFETY SWITCH (BRUSH)  BN-BK BROWN BLACK/20AWG 

SW2 VS10202 SAFETY SWITCH (BRUSH)  BU BLUE/20AWG 

VR2 N/A DETERGENT PUMP POTENTIOMETER (**)  BU-BK BLUE-BLACK/20AWG   

    YE YELLOW/20AWG 

    WH WHITE/20AWG    

(**) = for machines with chemical mixing system (optional) 
(#) = revised or new since last up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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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RING DIAGRAM  
(MACHINE WITH TRACTION, WITH ON BOARD BATTERY CHARGER)  

 
COMPONENTS  

WIRE ROD 
Key CODE Description  

BAT N/A 24V BATTERIES  RD1 RED/6AWG 

CH VS10264 BATTERY CHARGER (#)  RD2 RED/10AWG 

EB1 VS13201 CONTROL PANEL BOARD  RD3 RED/12AWG (#) 

EB2 VS10209 ELECTRONIC BOARD (TRACTION SYSTEM)  RD4 RED/20AWG 

ES1 9095127000 ELECTROMAGNETIC SWITCH 24V (BRUSH MOTOR)  RD5 RED/14AWG (#) 

ES2 VS10201 RELAY 24V (VACUUM MOTOR)  BK1 BLACK/6AWG 

ES3 VS10201 RELAY 24V (TRACTION SYSTEM)  BK2 BLACK/10AWG 

F1 VS13208 LOW POWER CIRCUIT FUSE  BK3 BLACK/12AWG 

F2 ZD48320 CIRCUIT BREAKER (BRUSH MOTOR)  BK4 BLACK/14AWG 

F3 VS13209 BRUSH RELEASE FUSE  BK5 BLACK/20AWG 

F4 VF99012 CIRCUIT BREAKER (TRACTION SYSTEM)  BK6 BLACK/16AWG (#) 

F5 ZD48320 CIRCUIT BREAKER (VACUUM MOTOR)  RD-BK RED BLACK/20AWG 

K1 9100001354 KEY SWITCH  GN GREEN/20AWG 

M1 VS10702 BRUSH MOTOR  GN-BK GREEN BLACK/20AWG 

M2 VF90520 VACUUM MOTOR  BN1 BROWN/12AWG 

M3 VS11702 DRIVE MOTOR  BN2 BROWN/14AWG 

EV VF90282 SOLENOID VALVE  BN3 BROWN/20AWG 

M4 N/A DETERGENT PUMP (**)  BN-BK BROWN BLACK/20AWG 

SW1 VS10202 SAFETY SWITCH (BRUSH/TRACTION)  BU BLUE/20AWG 

SW2 VS10202 SAFETY SWITCH (BRUSH/TRACTION)  BU-BK BLUE-BLACK/20AWG 

SW3 VS10202 REVERSING SWITCH  OR ORANGE/20AWG 

VR1 VS10213 SPEED POTENTIOMETER  YE YELLOW/20AWG 

VR2 N/A DETERGENT PUMP POTENTIOMETER (**)  WH WHITE/20AWG 

(**) = for machines with chemical mixing system (optional) 
(#) = revised or new since last up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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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RING DIAGRAM  
(MACHINE WITHOUT TRACTION, WITHOUT ON BOARD BATTERY CHAR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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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ONENTS  

WIRE ROD 
Key CODE Description  

BAT N/A 24V BATTERIES  RD1 RED/6AWG   

EB1 VS13201 CONTROL PANEL BOARD  RD2 RED/10AWG 

ES1 9095127000 ELECTROMAGNETIC SWITCH 24V (BRUSH MOTOR)  RD3 RED/12AWG (#) 

ES2 VS10201 RELAY 24V (VACUUM MOTOR)  RD4 RED/20AWG 

F1 VS13208 LOW POWER CIRCUIT FUSE  BK1 BLACK/6AWG   

F2 ZD48320 CIRCUIT BREAKER (BRUSH MOTOR)  BK2 BLACK/10AWG 

F3 VS13209 BRUSH RELEASE FUSE  BK3 BLACK/12AWG 

F5 ZD48320 CIRCUIT BREAKER (VACUUM MOTOR)  BK4 BLACK/14AWG 

K1 9100001354 KEY SWITCH  BK5 BLACK/20AWG 

M1 VS10702 BRUSH MOTOR  BK6 BLACK/16AWG 

M2 VF90520 VACUUM MOTOR  RD-BK RED BLACK/20AWG 

EV VF90282 SOLENOID VALVE  BN1 BROWN/12AWG 

M4 N/A DETERGENT PUMP (**)  BN3 BROWN/20AWG 

SW1 VS10202 SAFETY SWITCH (BRUSH)  BN-BK BROWN BLACK/20AWG 

SW2 VS10202 SAFETY SWITCH (BRUSH)  BU BLUE/20AWG 

VR2 N/A DETERGENT PUMP POTENTIOMETER (**)  BU-BK BLUE-BLACK/20AWG   

    YE YELLOW/20AWG 

    WH WHITE/20AWG    

(**) = for machines with chemical mixing system (optional) 
(#) = revised or new since last up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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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RING DIAGRAM 
 (MACHINE WITH TRACTION, WITHOUT ON BOARD BATTERY CHARGER) 

 
 

COMPONENTS  
WIRE ROD 

Key CODE Description  

BAT N/A 24V BATTERIES  RD1 RED/6AWG 

EB1 VS13201 CONTROL PANEL BOARD  RD2 RED/10AWG 

EB2 VS10209 ELECTRONIC BOARD (TRACTION SYSTEM)  RD3 RED/12AWG (#) 

ES1 9095127000 ELECTROMAGNETIC SWITCH 24V (BRUSH MOTOR)  RD4 RED/20AWG 

ES2 VS10201 RELAY 24V (VACUUM MOTOR)  BK1 BLACK/6AWG 

ES3 VS10201 RELAY 24V (TRACTION SYSTEM)  BK2 BLACK/10AWG 

F1 VS13208 LOW POWER CIRCUIT FUSE  BK3 BLACK/12AWG 

F2 ZD48320 CIRCUIT BREAKER (BRUSH MOTOR)  BK4 BLACK/14AWG 

F3 VS13209 BRUSH RELEASE FUSE  BK5 BLACK/20AWG 

F4 VF99012 CIRCUIT BREAKER (TRACTION SYSTEM)  BK6 BLACK/16AWG 

F5 ZD48320 CIRCUIT BREAKER (VACUUM MOTOR)  RD-BK RED BLACK/20AWG 

K1 9100001354 KEY SWITCH  GN GREEN/20AWG 

M1 VS10702 BRUSH MOTOR  GN-BK GREEN BLACK/20AWG 

M2 VF90520 VACUUM MOTOR  BN1 BROWN/12AWG 

M3 VS11702 DRIVE MOTOR  BN2 BROWN/14AWG 

EV VF90282 SOLENOID VALVE  BN3 BROWN/20AWG 

M4 N/A DETERGENT PUMP (**)  BN-BK BROWN BLACK/20AWG 

SW1 VS10202 SAFETY SWITCH (BRUSH/TRACTION)  BU BLUE/20AWG 

SW2 VS10202 SAFETY SWITCH (BRUSH/TRACTION)  BU-BK BLUE-BLACK/20AWG 

SW3 VS10202 REVERSING SWITCH  OR ORANGE/20AWG 

VR1 VS10213 SPEED POTENTIOMETER  YE YELLOW/20AWG 

VR2 N/A DETERGENT PUMP POTENTIOMETER (**)  WH WHITE/20AWG 

(**) = for machines with chemical mixing system (optional) 
(#) = revised or new since last up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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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RING DIAGRAM  
(MACHINE WITHOUT TRACTION, WITHOUT ON BOARD BATTERY CHARGER, QUIET VER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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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RING DIAGRAM  
(MACHINE WITH TRACTION, WITHOUT ON BOARD BATTERY CHARGER, QUIET VER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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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ERATING GUIDE 
 

 

WARNING! 
On some points of the machine there are some adhesive plates indicating: 
— DANGER! 
— WARNING! 
— CAUTION! 
— CONSULTATION 

 
While reading this Manual, the operator must pay particular attention to the symbols shown on the plates. Do 
not cover these plates for any reason and immediately replace them if damaged. 
 
BATTERY CHECK/SETTING ON A NEW MACHINE 

 

WARNING! 
The electric components of the machine can be seriously damaged if the batteries are either 
improperly installed or connected. The batteries must be installed by qualified personnel only. Set 
the function electronic board and the built-in battery charger according to the type of batteries 
used (WET or GEL/AGM batteries). Check the batteries for damage before installation. 
Disconnect the battery connector (38) and the battery charger plug (8). Handle the batteries with 
great care. Install the battery terminal protection caps supplied with the machine. 

 
 
 
 
 
 
 

 

NOTE 
The machine requires two 12 V batteries, 
connected according to the diagram (Figure. 3). 

 
 
 
 
 
 
 
 
The machine can be supplied in one of the following modes: 
A) Batteries (WET or GEL/ AGM) already installed and charged 
1. Check that the batteries are connected to the machine with the connector (38). 
2. Insert the ignition key (54) and turn it to "I". If the green warning light (53) turns on, the batteries are fully 

charged. If the yellow (52) or red warning light (51) turns on, the batteries must be charged (see the procedure in 
Maintenance chapter). 

B) Without batteries 
1. Buy appropriate batteries (see the Technical Data paragraph). 
2. For battery choice and installation, apply to qualified battery Retailers. 
3. Set the machine and the battery charger according to the type of batteries (WET or GEL/ AGM), as shown in the 

next paragraph. 
 

Figure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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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TTERY INSTALLATION AND BATTERY TYPE SETTING (WET OR GEL/ AGM) 
(Only for basic version machine) 
According to the type of batteries (WET or GEL/AGM), set the machine and electronic board of the battery charger 
as follows: 
Machine setting 
Control panel setting 
1. Turn the ignition key (54) to “I” and in the very first 

seconds of machine operation pay attention to the 
following: 
• If the green warning light (53) is flashing, the 

machine is set to GEL/AGM. 
• If the red warning light (51) is flashing, the 

machine is set to WET. 
2. If the setting need to be changed, perform the 

following procedure. 
 

 

CAUTION! 
Cut off all the power of the machine 
before performing the following 
procedure! 

 
3. The factory setting is for GEL/AGM batteries. If the 

setting correspond to the battery installation, go to 
step11 directly. Otherwise, follow next steps4~10. 

4. Remove the screws on control panel (C, Figure 4), 
then turn over the PCB (A, Figure 4) to find the DIP 
switch (B,Figure4) for setting battery type(WET or 
GEL/AGM). 

5. Turn the DIP switches to “WET” position for wet 
batteries installed. 

6. If the setting complete to the battery option. Install the 
screws on control panel. 

 
Battery charger setting (for machines with on-board 
battery charger) 
7.  Remove the screws (A, B, C, D, Figure 4.1) 
8.  Open the charger and find the sw1(E, Figure 4.1). 
9.  Set the switches as the table of (figure4.1). 
10. Install the screws (A, B, C, D, Figure 4.1) after setting 

complete. 
 
 
 
 
 
 
 
 
 
 
 
 

Figure 4 

Figure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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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F IUIa Gel EXIDE
IUoU AGM

ON IUIUo AGM Discover
ON
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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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TTERY INSTALLATION AND BATTERY TYPE SETTING (WET OR GEL/ AGM) 
(Only for quiet version machine) 
According to the type of batteries (WET or GEL/AGM), 

set the machine as follows: 
NOTE  
Regarding the factory setting, learn the battery 
type from boot time display according to above 
table 

1. Press both the buttons (A, Figure. 4.2) and (B) at the same 
time, Insert the ignition key (D) and turn on the power, 
after 0.5 second, enter battery setting mode. LED display 
during setting( C) ,Release the buttons. 

2. The mode can be shift from 0 to 5 by pressing button (B), 
or shift from 5 to 0 by pressing button (A). After the 
battery mode setting is completed, turn off the power (D) 
and the new setting of battery mode can be saved 
automatically. 

3.  The battery type setting is completed.  
 
 
 
 

 
Battery installation 
4. Open the recovery tank cover (1) and check that the recovery tank (25) is empty; otherwise empty it with the drain 

hose. (22) 
5. Close the recovery tank cover (1). 
6. Overturn the recovery tank (25) carefully. 
7. The machine is supplied with cables suitable to install 2×12 V batteries. Carefully put the batteries into the 

compartment, then install them correctly. 
8. Route and install the battery cable as shown in (Figure3), then carefully tighten the nut on each battery terminal. 
9. Place the protection cap on each terminal, then connect the battery connector (38). 
10. Carefully lower the recovery tank (25). 

Battery charging 
11.  Charge the batteries. (See procedures in maintenance chapter). 

Mode Battery type/Battery 
manufacturer 

Battery charging curve LED display during 
setting(C, Figure. 4.2) 

Boot time 
display 

0 WET General WET curve 
 

LED1 blink 
twice 

1 GEL/AGM 
General GEL/AGM 

curve 

 
LED2 blink 

twice 

2 DISCOVER DISCOVER EV gel 
 

LED3 blink 
twice 

3 OPTIMA OPTIMA gel 
 Both LED1 and 

LED2 blink 
twice 

4 EXIDE EXIDE gel 
 Both LED1 and 

LED3 blink 
twice 

5 FULLRIVER FULLRIVER gel 
 Both LED2 and 

LED3 blink 
twice 

A

LED1 LED2 LED3

B C D
Figure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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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USH/PAD-HOLDER INSTALLATION AND UNINSTALLATION 
 

 

NOTE 
Install either the brush (A, Figure 5) or pad-holder (B and C, Figure5) according to the type of 
floor to be cleaned. 

 

 

CAUTION! 
Before installation or uninstallation of brush or pad-holder, make sure all the switches on machine 
are in off position and lifting up the squeegee from the floor. The operator must be equipped with 
suitable personnel protection devices such as gloves to reduce the risk of accidents.  
Proceed as following: 

 
1. Insert the ignition key (54) and turn it to "O". 
2. Lift  the deck by pressing the pedal (10). 
3. If equipped, turn the speed adjuster (56) to idle by turning 

it counter-clockwise. 
4. Place the brushes (A, Figure. 5) or the pad-holder (B) 

under the deck (21). 
5. Lower the deck on the brushes/pad-holders by pressing the 

pedal (10). 
6. Turn the ignition key (54) to "I". 
7. Press the Brush/pad-holder and vacuum system switch (60). 
8. Press one of the safe switch (50) to engage the brush/pad-

holder, then release it. If necessary, repeat the procedure 
until the brushes/pad-holders are engaged. 

 
 

 

WARNING! 
(Only for machine with traction): Turn the speed adjuster (56) counterclockwise to drive the 
machine at the minimum speed. 
Slightly press the safe switch (50), otherwise the machine starts to move. 
To engage the safe switch (50) which turns on the brush/pad-holder motor. 

 
9. To remove the brush/pad-holder lift the deck by pressing the pedal (10), then press the switch (58),the brush/pad-

holder will be remove. 
 
ADJUSTING THE BALANCE OF SQUEEGEE 
1. Install the squeegee and screw up the nut (H), then 

connect the vacuum hose (G) to the squeegee. 
2. Adjust the squeegee by squeegee adjusting handle (A, 

Figure 6). 
a) If there is gap between the ground and middle section of 

rear squeegee blade (B), adjust the knob (A) in 
counterclockwise direction (F) until all section of rear 
squeegee blade good contact with ground, the front 
blade touches the ground slightly. 

b) If there is gap between the ground and both end section 
of rear blade (C and D), adjust the knob (A) in 
clockwise direction (E) until all section of rear blade 
good contact with the ground, the front blade touch the 
ground slightly. 

 

Figure 5 

A

C

B

Figure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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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LUTION OR WASHING WATER TANK FILLING 
 

 

NOTE 
If the machine is equipped with Chemical 
Mixing System (optional) the tank must be 
filled with clean water, otherwise the tank 
can be filled with solution. 

 
1. Open the filler neck (B, Figure.7). 
2. (For machines without Chemical Mixing System) Use the 

front filler neck (B) and the rear filler neck (H) to fill the 
tank (D) with a solution suitable for the work to be 
performed. Refill to the reference mark “1” of the level 
check hose (H). Always follow the dilution instructions on 
the label of the chemical product used to prepare the 
solution. The solution temperature must not exceed +104°F 
(+40°C). 

 

 

WARNING! 
Use only low-foam and non-flammable 
detergents, intended for automatic scrubber 
applications. 

 
3. (For machines with Chemical Mixing System) Fill the tank 

(D) with clean water by using the filler neck (B) and the 
rear filler neck (H). Refill to the reference mark “1” of the 
level check hose (H). The water temperature must not 
exceed +104°F (+40°C). 

 
DETERGENT TANK FILLING (FOR MACHINES 
WITH CHEMICAL MIXING SYSTEM) 
1. Open the cover (E) and check that the recovery tank (F) is 

empty, otherwise empty it with the drain hose (G). 
2. Carefully overturn the recovery tank (A, Figure. 8). 
3. Open the cap (B). 
4. Replace or fill the jug (C) with any standard gallon 

container of detergent suitable for the work to be performed 
(highly concentrated detergents). Do not fill the detergent 
tank completely, leave a few centimeters from the edge. 

 

 

WARNING! 
Use only low-foam and non-flammable 
detergents, intended for automatic scrubber 
applications. 

 

 

NOTE 
To install a new jug container, determine the 
cap size and if it is the smaller cap, remove 
the reducing adapter from the hose cap (B). 
Insert the suction tube into the jug (C). 
Pushdown firmly on the cap (B) and twist at 
the same time to put the cap back onto the jug 
(C). In case of new system, system emptied for 
cleaning, etc., wait for the hoses to fill up, 
before starting the Chemical Mixing System. 

 Figure 8 

Figure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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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CHINE START AND STOP 
Starting the machine 
1. Prepare the machine as shown in the previous paragraph. 
2. Insert the ignition key (A, Figure. 9) and turn it to "I". 

Check that the green warning light (B) turns on (charged 
battery). If the yellow (C) or red warning light (D) turns 
on, turn the ignition key back to “0” and charge the 
batteries (see the procedure in Maintenance chapter). 

3. Drive the machine to the working area: 
• By pushing it with the hands on the handlebar (E) (only 

for machine without traction). 
• By pushing it with the hands on the handlebar (E) and 

pressing the switch (F) to move forward, or pressing the 
switch (F) together with the switch (G) to move backward 
(only for machine with traction). The forward speed can 
be adjusted with the adjuster (H). 

4. Lower the squeegee (I) with the lever (J). 
5. Lower the brush/pad-holder deck (K) by lifting the pedal 

(L). 
6. Press the brush/pad-holder switch (M) and the vacuum 

system switch (N). 
7. Press the washing water flow control switches (O) as 

necessary, depending on the type of cleaning to be 
performed. 

8. Start cleaning: 
• (only for machine without traction) by pushing the 

machine with the hands on the handlebar (E) and pressing 
the switch (F). 

• (only for machine with traction) by pushing the machine 
with the hands on the handlebar (E) and by pressing the 
switch (F). If necessary, the forward speed can be 
adjusted with the adjuster (H). 

 

 

NOTE 
To move the machine forward, press either 
the left or right switch (F) or both. 

 
 
 
Stopping the machine 
9. Stop the machine by using the handlebar (E) (only for machine without traction). Stop the machine by releasing 

the switches (F) (only for machine with traction). 
10. Stop the brushes and the vacuum system by pressing the switch (M). The vacuum system stops after a few 

seconds. 
11. Lift the brush/pad-holder deck (K) by pressing the pedal (L). 
12. Lift the squeegee (I) with the lever (J). 
13. Turn the ignition key (A) to "0". 
14. Make sure that the machine cannot move independently. 
 

Figure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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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CHINE OPERATION (SCRUBBERING AND DRYING) 
1. Start the machine as shown in previous paragraphs. 
2. While keeping both hands on the handlebar press the safety switch (F, Figure. 9), then maneuver the machine and 

start scrubbing/drying the floor. 
3. If necessary, stop the machine then adjust squeegee according to section “Adjusting balance of squeegee”. 
 

 

NOTE 
For correct scrubbing/drying of floors at the sides of the walls, suggests to go near the walls with 
the right side of the machine (A and B, Figure. 10) as shown in the figure. 

 

 

CAUTION! 
To avoid any damage to the floor surface, turn off the brushes/pad-holders when the machine 
stops in one place. 

 

A

B
 

Figure 10 
 
 
 
Detergent flow adjustment 
(For machines with Chemical Mixing System) 
1. Turn the knob (A, Figure. 11) clockwise or counterclockwise to 

increase or decrease the detergent concentration. 
2. The average detergent concentration values, matching the 4 

colored areas of the scale (B), are shown in the figure. 
3. To set the detergent quantity to zero, fully turn the knob (A) 

counterclockwise. 
 

 

NOTE 
The detergent concentration is kept constant 
even if the washing water flow is changed with 
the switches (C) or (D). 

 

Figure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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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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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ttery discharge during operation 
Until the green warning light (A, Figure. 12) stays on, the 
batteries allow the machine to work normally. When the green 
warning light (A) turns off, and the yellow warning light (B) 
turns on, it is advisable to charge the batteries, because the 
remaining charge will last for a few minutes (depending on 
battery characteristics and work to be performed). When the 
red warning light (C) turns on, batteries are fully discharged. 
After a few seconds, the brush/pad-holder is automatically 
tuned off, while (only for machine with traction) the drive 
system stay on, to finish drying the floor and drive the machine 
to the appointed recharging area. 
 

 

CAUTION! 
Do not use the machine with discharged 
batteries, to avoid damaging the batteries and 
reducing the battery life. 

 
TANK EMPTYING 
An automatic float shut-off system (A, Figure. 13) blocks the 
vacuum system when the recovery water tank (B) is full. The 
vacuum system deactivation is signaled by a sudden increase in 
the vacuum system motor noise frequency, also the floor has 
not dried. 
 

 

CAUTION! 
If the vacuum system turns off accidentally 
(for example, when the float is activated 
because of a sudden machine movement), to 
resume the operation: turn off the vacuum 
system by pressing the switch (D, Figure. 12), 
then open the cover (C, Figure. 13) and check 
that the float inside the grid (A) has gone 
down to the water level. Then close the cover 
(C) and turn on the vacuum system by 
pressing the switch (D, Figure. 12). 

 
When the recovery water tank (B, Figure. 13) is full, empty it 
according to the following procedure. 
 
Recovery water tank emptying 
1. Stop the machine. 
2. Lift the brush/pad-holder deck (E, Figure.12) by pressing 

the pedal (F). 
3. Lift the squeegee (G) with the lever (H). 
4. Drive the machine to the appointed disposal area. 
5. Empty the recovery water tank with the hose (I). Then, rinse 

the tank (B, Figure. 13) with clean water. 
 

Figure 12 

Figure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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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5 

Figure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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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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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UTION! 
When draining the wastewater, the vacuum 
tube for waste must be folded (A, Figure. 
14) and lowered to a lower position (B, 
Figure. 14), and then open the lid of the 
vacuum tube for waste to drain the water.  
Do not make the outlet of the vacuum tube 
for waste face upward to drain the water 
vertically. This is to avoid wastewater 
spilling onto the operator. 

 
6. Perform steps 1 to 4. 
 
 
 
Solution/clean water tank emptying 
7. Empty the solution tank with the hose (A, Figure. 15). 

After working, rinse the tank with clean water. 
 
AFTER USING THE MACHINE 
After working, before leaving the machine: 
1. Remove the brushes/pad-holders. 
2. Empty the tanks (B and C, Figure. 15) as shown in the 

previous paragraph. 
3. Perform the daily maintenance procedures (see the 

Maintenance chapter). 
4. Store the machine in a clean and dry place, with the 

brushes/ pad-holders and the squeegee lifted or removed. 
 
MACHINE LONG INACTIVITY 
If the machine is not going to be used for more than 30 days, 
proceed as follows: 
1. Perform the procedures shown in After Using the machine 

paragraph. 
2. Disconnect the battery connector (38). 
 
FIRST PERIOD OF USE 
After the first 8 hours, check the machine fastening and 
connecting parts for proper tightening and check the visible 
parts for wear and leak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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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INTENANCE 

 

WARNING! 
Maintenance procedures must be performed after the machine is turned off and the battery 
charger cable is disconnected. In addition, carefully read the safety chapters in the manual. 

 
All scheduled or extraordinary maintenance procedures must be performed by qualified personnel or an authorized 
Service Center. This manual only describes the general and common maintenance procedures. 
For other maintenance procedures that are not in below maintenance schedule table, please refer to the Service 
Manual that can be consulted at any our company Service Center. 
 
SCHEDULED MAINTENANCE TABLE 

 

CAUTION! 
The procedure marked with (1) must be performed when the machine is used after 9 hours for 
the first time. The procedure marked with (2) must be done by Service Center that qualified by 
our company. 

 
Procedure Daily, after each 

use 
Weekly semiannually Yearly 

Battery charging     

Squeegee cleaning     

Brush/Pad-holder cleaning     

Tank cleaning     

Tank sealing strip inspection     

Float ball filter cleaning     

Squeegee blade check and replacement     

Cleaning water filter cleaning     

Suction filter cleaning     

WET battery fluid level check     

Screw and nut tightness inspection   （1）  

Brush/Pad-holder carbon brush check or 
replacement 

   （2） 

Suction motor carbon brush check or 
replacement 

   （2） 

Drive system motor carbon brush check or 
replacement (only for machine with traction)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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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TTERY CHARGING 

 

NOTE 
Charge the batteries when the yellow (G, 
Figure. 16) or red warning light (H) turns 
on, or when finishing cleaning. 

 

 

CAUTION! 
Keeping the batteries charged make their 
life last longer. 

 

 

CAUTION! 
When the batteries are discharged, charge 
them as soon as possible, as that condition 
makes their life shorter. Check for battery 
charge at least once a week. 

 

 

WARNING! 
WET battery charging produces highly 
explosive hydrogen gas. Charge the 
batteries in well-ventilated areas and away 
from naked flames. Do not smoke while 
charging the batteries. Keep the tank open 
while charging the batteries. 

 

 

WARNING! 
Pay careful attention when charging the 
batteries as there may be battery fluid 
leakages. The battery fluid is corrosive. If 
it comes in contact with skin or eyes, rinse 
thoroughly with water and consult a 
physician. 

 
 
 
 
 
Preliminary procedures 
1. Open the cover (A, Figure. 16) and check that the recovery water tank (B) is empty, otherwise empty it with the 

drain hose (C). 
2. Drive the machine on a level floor. 
3. Turn the ignition key (F) to "0". 
4. Carefully lift the tank (B). 
5. For WET batteries only: 

• Check the level of electrolyte inside the batteries (D); if necessary, top up through the caps (E). 
• Leave all the battery caps (E) open for next charging. 
• If necessary, clean the upper surface of the batteries (D). 

6. Charge the batteries according to the following procedure. 
 

Figure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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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ttery charging with battery charger installed on the 
machine 
(for machines with on-board battery charger) 
7. Connect the battery charger cable (A, Figure. 17) to the 

electrical mains (G) (the electrical mains voltage and 
frequency must be compatible with the battery charger values 
shown on the machine serial number plate (F). When the 
battery charger is connected to the electrical mains, all 
machine functions are automatically cut off. If the red 
warning light (B) on the battery charger control panel stays 
on, the battery charger is charging the batteries. 

8. When the green warning light (C) turns on, the battery 
charging is completed. 

9. When the battery charging is completed, disconnect the 
battery charger cable (A) from the electrical mains (G) and 
wind it round its housing (D). 

10. Carefully lower the tank. 
 

 

NOTE 
For further information about the operation 
of the battery charger (E, Figure. 17), see the 
relevant Manual. 

 
 
 
 
 
 
 
 
 
Battery charging without on board charger 
1. Connect the battery charger cable to the electrical mains (G, Figure 

17.1) (the electrical mains voltage and frequency must be compatible 
with the battery. When the battery charger is connected to the 
electrical mains, all machine functions are automatically cut off.  

2. When the battery charging is completed, disconnect the battery 
charger cable from the electrical mains (G). 

 
NOTE 
If the machine is not equipped with on-board battery 
charger, please choose an external battery charger 
suitable for the type of batteries installed.  

 
 

 

Figure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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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USH/PAD CLEANING 

 

CAUTION! 
It is advisable to use protective gloves when cleaning the brush/pad because there may be sharp 
debris. 

 
1. Remove the brush/pad from the machine, as shown in the Use chapter. 
2. Clean and wash the brush/pad with water and detergent. 
3. Check that the brushes/pads are in working condition and not excessively worn; if necessary replace them. 
 
SOLUTION FILTER CLEANING 
1. Drive the machine on a level floor. 
2. Ensure that the machine is off and the ignition key (54) has 

been removed. 
3. Close the solution tap (A, Figure. 18) under the machine, 

behind the right rear wheel. The tap (A) is closed when it is on 
the position (B) and it is open when it is on the position (C). 

4. Remove the transparent cover (D), then remove the filter 
strainer (E). Clean and install them on the support (F). 

 

 

NOTE 
The filter strainer (E) must be correctly 
positioned on the housing (H) of the support 
(F). 

 
5. Open the tap (A). 

 
 

SQUEEGEE CLEANING 

 

NOTE 
The squeegee must be clean and its blades must 
be in good conditions in order to get a good 
drying 

 

 

CAUTION! 
It is advisable to wear protective gloves when 
cleaning the squeegee because there may be 
sharp debris. 

 
1. Drive the machine on a level floor. 
2. Turn the ignition key (A, Figure. 19) to "0". 
3. Lower the squeegee (B) with the lever (C). 
4. Loosen the knobs (D) and remove the squeegee (B). 
5. Disconnect the vacuum hose (E) from the squeegee. 
6. Clean the steel or the aluminum squeegee (Figure. 20). Clean 

the compartments (A) and the hole (B) especially. Check the 
front blade (C) and the rear blade (D) for integrity, cuts and 
tears; if necessary replace them (see the procedure in the 
following paragraph). 

7. Assemble the squeegee in the reverse order of disassembly. 
 

Figure 18 

Figure 19 

Figure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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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QUEEGEE BLADE CHECK AND REPLACEMENT 
1. Clean the steel or the aluminum squeegee, as shown in the 

previous paragraph. 
2. Check that the edges (E, Figure. 22) of the front blade (C) and 

the edges (F) of the rear blade (D) lay down on the same level, 
along their length; if necessary adjust their height according to 
the following procedure: 

• Remove the tie rod (G), disengage the fasteners (M) and adjust 
the rear blade (D), then engage the fasteners (M) and install the 
tie rod (G). 

• Loosen the knobs (I) and adjust the front blade (C), then 
tighten the knobs. 

3. Check the front blade (C) and rear blade (D) for wear, cuts and 
tears; if necessary replace them according to the following 
procedure. Check that the front corner (J) of the rear blade (D) 
is not worn; if necessary, overturn the blade to replace the worn 
corner with an integral one. If the other corners are worn too, 
replace the blade according to the following procedure: 

• Remove the tie rod (G), disengage the fasteners (M) and 
remove the retaining strip (K), then replace/overturn the rear 
blade (D). Assemble the blade in the reverse order of 
disassembly. 

• Unscrew the knobs (I) and remove the retaining strip (L), then 
replace the front blade (C). Assemble the blade in the reverse 
order of disassembly. After the blade replacement (or 
overturning), adjust the height as shown in the previous step. 

4. Connect the vacuum hose (A, Figure. 21) to the squeegee. 
5. Install the squeegee (B) and screw down the knobs (C). 
6. If necessary, adjust the squeegee balance adjusting knob (D). 
 

Figure 21 

Figure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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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NK AND VACUUM GRID WITH FLOAT CLEANING, AND COVER GASKET CHECK 
1. Drive the machine on a level floor. 
2. Ensure that the machine is off and the ignition key (54) has been removed. 
3. Turn the recovery tank lid (A, Figure23) 90-degree position where it can be took off from the tank, and then take 

down the float ball filter (P) from the tank. 
4. Clean the recovery tank lid (A), recovery tank (B), clean water tank(C) and the float ball filter support frame (E). 

Empty the recovery tank with the drain hose (22). 
5. .If necessary, follow the symbols “OPEN” and “CLOSE” as shown in (Figure23) to open the bottom cover (F) of 

float ball filter and then clean the float ball (D), filter support frame (E) and filter sponge (I). After cleaning, fix 
the float ball (D) into the filter support frame (E) and then align the mark groove (L) of the bottom cap (F) of the 
float ball filter with the mark groove (L) of the float filter support frame (E).Screw the bottom cap of the float 
ball filter tight, and fix the filter sponge (I) onto the float filter support frame (E). Finally, connect it to the 
sewage suction hose (M). 

6. Inspect the integrity of the tank sealing strip. 
 

 

NOTE 
Tank sealing strip (G) makes to produce the vacuum inside the tank when suction motor works. The 
tank must be sealed can effectively absorb the water from the ground to recovery tank. 

 
7. Check whether the contact surface of sealing strip (G) is integrity and sealing is sufficient. If necessary, take the 

sealing strip of the tank out of the groove (H) and replace it. Assembly the new sealing strip as shown in 
(Figure23), the joint should be back in the middle area. 

8. Close the recovery tank lid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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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TERGENT TANK CLEANING 
(For machines with Chemical Mixing System) 
Clean the detergent tank (G, Figure. 24) as shown below: 
1. Drive the machine on a level floor. 
2. Turn the ignition key (A) to "0". 
3. Open the cover (B) and check that the recovery water tank (C) 

is empty; if necessary empty it with the drain hose (D). Close 
the cover (B). 

4. Carefully lift the tank (C). 
5. Unscrew the plug (E) and disconnect the hose (F) from the 

tank (G). 
6. Remove the tank. 
7. Wash the tank in the appointed disposal area. 
8. Install the tank (G) and connect the hose (F). 
9. After draining the detergent tank, drain the Chemical Mixing 

System too by running the system with clean water only. 
 
 
 
 
 
 
 
 
 
 
 
 
 
 
 
 
 
MACHINE WORKING HOUR CHECK 
1. Turn the ignition key (A, Figure. 25) to "I". 
2. Press the switch (B), the hour meter (C) begins to work and it 

at the same time shows the total number of working hours 
(scrubbing/drying) performed by the machine. 

3. Release the switch (B). 
4. Turn the ignition key (A) to "0". 
 

Figure 24 

Figure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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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SE CHECK/REPLACEMENT  
(Only for basic version machine) 
Turn the ignition key (A, Figure. 26) to "0". 
1. Disconnect the power supply cable (C, Figure. 26) from the 

electrical mains. 
2. Remove the screws (C .Figure27) on control panel (D), then 

turn over the PCB to find the fuse (A, B, Figure 27). 
3. Check/replace the following fuses: 

A) F1 fuse, low power circuit fuse:(5A) 
B) F3 fuse, Brush release fuse: (20A) 

4. Perform steps 1 to 3 in the reverse order. 
5. Check/press down or replace the following breakers: 

E) F5breaker, vacuum motor circuit breaker: (30A) 
F) F4 breaker, traction  system circuit breaker: (12A) (*) 
G) F2breaker, brush motor circuit breaker: (30A) 

 
(*): Only for machine with traction 
 

Figure 26 

Figure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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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CESSORIES/OPTIONS 
In addition to the standard components, the machine can be equipped with the following accessories/options, 
according to the machine specific use: 
For further information concerning the above-mentioned optional accessories, contact an authorized Retailer. 
ACCESSORIES/OPTIONS 
See “Parts List” section 
1. WET or GEL/AGM  batteries 
2. Mop and trash kit 
3. Pads of different materials 
4. Chemical Mixing System 
5. Debris collection box 
 
TROUBLESHOOTING 

Trouble Probable causes Remedy 

The motors do not work; no 
warning light turns on. 

The battery connector is disconnected. Connect the battery connector. 

The batteries are completely discharged. Charge the batteries. 

The machine does not move 
(Only for machine with traction) 

The machine has been turned on by using the ignition 
key and by keeping one of the switches pressed. 

Turn the ignition key to “0”, then try to start 
the machine again without pressing the 
switches. 

The 3 battery charge indicators 
are flashing simultaneously. 

Brush motor overload. Use less aggressive brushes  

Foreign materials (tangled threads, etc.) which may 
prevent the brush from rotating. 

Clean the brush hub. 

The brushes do not work, the 
red warning light is on. 

The batteries are discharged. Charge the batteries. 

The recovery water vacuuming 
is insufficient. 

The recovery water tank is full. Empty the tank. 

The hose is disconnected from the squeegee. Connect. 

The vacuum grid is clogged, or the float is stuck 
closed. 

Clean the grid or check the float. 

The squeegee is dirty, or the squeegee blades are 
worn or damaged. 

Clean and check the squeegee. 

The tank cover is not properly closed, or the gasket is 
damaged, or the Bend tube is clogged. 

Close the cover correctly or replace the 
gasket or clean the Bend tube. 

The recovery water tank is dirty. Clean. 

The solution flow to the brushes 
is insufficient. 

The solution/clean water filter is dirty. Clean the filter. 

The squeegee leaves marks on 
the floor. 

There are debris under the squeegee blades. Remove the debris. 

The squeegee blades are worn, chipped or torn. Replace the blades. 

The squeegee has not been adjusted with the knob. Adjust. 

The LED light warning 
1.Push safe button before the key on. 
2.The safe button fault 

1.Release the button and restart the machine. 
2.Repalce it. 

The screen displays an error 
code“Err03” 

The brush motor overload Restart the machine 

The screen displays an error 
code“Err04” 

The vacuum motor overload Restart the machine 

 

 

NOTE 
Machine with battery charger installed, cannot operate if the charger is not on board. In case of 
battery charger malfunction, contact an authorized Service Center. 
For further information refer to the Service Manual, available at any Service Center. 

 
SCRAPPING 
Scrap the machine by the qualified waste treatment institution. 
 Before the machine is scrapped, please take away and segregate below subassembly that relevant laws and 
regulations request must be disposed in appropriate way. 
- Battery 
- Brush/Pad-holder 
- Plastic hose and plastic parts 
- Electrical and electronic components (*) 
(*) Please contact our company service center for any destroy of electrical and electronic compon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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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주의 
괄호 안의 숫자는 기계 설명서에 나와 있는 구성품을 나타냅니다. 

 
설명서 내용 및 목적 
본 사용 설명서의 목적은 기계를 적절하고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작업자에게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메뉴얼에는 기술적인 자료, 안전, 작동, 보관, 유지 보수, 예비 부품에 대한 가치있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본 기계의 작동을 실시하기 전에 작업자와 자격을 갖춘 기술자는 본 설명서를 반드시 숙지하셔야 합니다.  
본 설명서에 관한 문의나 더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면 당사 서비스 센터에 문의하십시오. 
작업자는 반드시 본 장비에 대한 자격을 갖춘 전문가가 시행해야 할 절차는 실시해서는 안됩니다. 이 금지 
조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본사는 그에 따른 손해에 대한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설명서 보관 요령 
본 설명서는 액체나 기타 손상을 입힐 수 있는 다른 물질을 피해 적절한 케이스 안에 넣어 장비와 가까운 
곳에 안전하게 보관해야 합니다. 
 
적합성 신고서 
적합성 신고서는 기계와 함께 제공되며 시행중인 법에 따라 기계의 적합성을 인증합니다. 
 

 주의 
적합성 신고서 원본의 사본이 기계 설명서와 함께 제공됩니다. 

 
액세서리 및 유지 보수 
필요한 모든 작동, 유지 보수 및 수리 절차는 자격을 갖춘 직원 또는 당사 지정 서비스 센터에서 실시해야 
합니다. 수리나 교체가 필요할 경우 반드시 순정부품을 사용해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 액세서리나 예비 부품에 관한 서비스나 구매에 대해 당사 서비스 센터에 문의하십시오. 
 
변경 및 개선 
당사는 제품의 지속적인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며, 추가 정보 없이 기계를 변경 및 개선할 권한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사용 범위 
본 스크러버는 상업용 및 산업용으로 사용됩니다. 안전한 상황에서 자격을 갖춘 직원이 사용하며, 표면이 
매끈하고 단단한 바닥 청소에 적합합니다. 실외용이나 카페트 또는 거친 바닥 청소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기계 식별 자료 
기계 일련 번호와 모델명은 시리즈 라벨 (4)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유용한 정보이오니, 다음 표를 사용하여 기계의 예비 부품이 필요할 경우 기계 식별 자료를 
기록하십시오. 

기계 모델................................................................................. 

기계 일련 번호........................................................................ 
 
운송 및 포장 해체  
캐리어로 기계를 인도할 경우 포장과 기계가 모두 손상되지 않았는지 확인하십시오. 손상된 경우 
운송자에게 손상 사실을 알리고, 제품을 인도하기 전에 손상 보상에 관한 권리를 보유십시오. 포장을 풀 때 
철저하게 포장에 관한 지침을 따르십시오. 다음 항목이 포함되어 있는지 패키지를 확인하십시오: 
1. 탑재 충전기가 있는 경우 퀵 스타트 가이드 설명서, 사용 설명서 디스크 및 탑재 충전기 설명서를 포함한 

기술 문서. 
2. 탑재 충전기가 장착된 경우 충전기 케이블. 
3. 퓨즈 2개, 저 전압 회로 퓨즈 (5A) 및 브러시 해제 퓨즈(20A). (기본 버전 기계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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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다음 기호는 잠재적으로 위험한 상황을 나타냅니다. 항상 이 정보를 주의깊게 숙지하시고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예방 지침을 따르십시오. 
 
기계상의 눈에 보이는 기호 

 
경고！ 
기계를 작동하기 전에 모든 지침들을 숙독하십시오. 

 
경고！ 
고압세척기 또는 스팀분사기로 장비를 청소하는 것을 금합니다. 

 
경고！ 
기울기가 사양 범위 최대 2%를 초과하는 경사면에서는 사용하지 마십시오. 

 
사용 설명서에 나타난 기호 

 
위험！ 
작동자가 사망할 수도 있는 위험한 상황을 나타냅니다. 

 
경고！ 
신체적 부상을 당할 수 있는 위험성을 나타냅니다. 

 주의! 
중요하거나 유용한 기능과 관련된 주의 또는 참고 사항을 나타냅니다. 
이 기호로 표시된 단락에 주의하십시오. 

 
주의 
중요하거나 유용한 기능과 관련된 참고 사항을 나타냅니다. 

 상담 필요 
절차를 시행하기 전에 사용 설명서를 참조할 필요성을 나타냅니다. 
 

 
일반 안전 수칙 
 
사람과 기계의 잠재적 손상에 대해 알리는 구체적인 경고 및 주의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위험！ 

 
 이 기계는 설명서의 지침에 따라 숙련된 공인 기술자가 조작해야 합니다. 
 청소, 유지 보수, 수리 또는 교체 절차를 시행하기 전에 모든 지침을 숙독하고, 기계를 끄고, 배터리 

커넥터를 분리하십시오. 
 기계를 유독성, 위험성, 인화성 및 폭발성 액체, 먼지 또는 증기 근처에서 작동하지 마십시오. 본 장비는 

위험성 분말을 청소하기에 부적절합니다.  
 전기적 부품들 가까이에서 작업할 때는 장신구를 착용하지 마십시오. 
 안전대로 지지하지 않고 들어 올린 기계 밑에서 작업하지 마십시오. 
 납 (WET) 배터리를 사용할 경우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가연성 가스를 방출할 수 있으며, 배터리에서 

스파크, 화염, 발연성 물질, 복사, 발광 및 소화성 물질을 멀리 떨어 뜨려 보관해야 합니다.  
 납 배터리 (WET)를 충전할 경우 수소 가스가 방출되어 폭발 위험이 있습니다. 충전 환경은 환기가 잘 

되고 화염으로부터 멀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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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고！ 

 
 사용 전 기계를 조심해서 점검하십시오. 사용 전 모든 구성품들이 잘 조립되었는지 확인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사람과 재산에 손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배터리 충전기를 사용하기 전에 기계 일련 번호 라벨에 표시된 주파수 및 전압 값이 주 전원과 

일치하는지 확인하십시오.  
 배터리 충전기 케이블을 잡아 당기지 마십시오. 케이블을 닫힌 문 틈이나 날카로운 모서리나 구석에 

감아 두지 마십시오. 배터리 충전기 케이블 위에서 기계를 작동하지 마십시오. 배터리 충전기 케이블을 
가열된 표면에서 멀리 두십시오. 
배터리 충전기 케이블이나 플러그가 손상된 경우 배터리를 충전하지 마십시오. 

 화재, 감전 또는 부상의 위험을 줄이려면 장비를 떠나기 전에 전원이 꺼져있는지 확인하십시오.  
 기계를 건조한 상태에서 실내에서 사용하거나 보관하십시오. 옥외에서의 사용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기계 보관 및 작동 온도는 0 ° C ~ + 40 ° C 사이여야 하며, 공기 습도는 30 % - 95 % 사이여야 합니다. 
 기울기가 사양 범위를 초과하는 경사면에서는 사용하지 마십시오. 
 바닥 청소 세제를 사용하거나 취급할 경우 세제 병 라벨에 있는 지침을 따르고 적절한 장갑과 보호 

장치를 착용하십시오. 
 기계와 함께 제공되거나 설명서에 정의 된 브러시와 패드를 사용하십시오. 다른 브러쉬나 패드를 

사용하면 안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기계 오작동의 경우, 유지 보수 부족으로 인한 것이 아닌지 확인하십시오. 필요한 경우 공인된 직원이나 

공인 서비스 센터에 도움을 청하십시오. 
 머리카락, 장신구 및 느슨한 옷이 기계의 움직이는 부품에 걸리지 않도록 모든 사전 주의 사항을 

준수하십시오. 
 특수한 먼지가 있는 곳에서는 기계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고압세척기, 스팀분사기 또는 부식성 세제로 기계를 닦지 마십시오. 
 선반이나 발판, 특히 물건이 떨어질 위험이 있는 곳에 부딪치지 마십시오. 
 기계 위에 액체 용기를 그냥 올려 놓지 마시고, 캔 홀더를 사용하십시오.  
 바닥이 손상되는 것을 방지하려면 기계가 정지된 상태에서 브러시/패드가 작동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화재 발생시 분말 소화기를 사용하십시오. 액체 소화기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기계 스티커를 제거하거나 수정하지 마십시오. 
 기계를 조작하지 말고 꼼꼼하게 장비 안전 지침을 따르십시오. 
 기온이 빙점보다 낮은 경우 기계 작동 중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회수 탱크와 호스의 물이 얼 수 

있으며 이는 기계에 심각한 손상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예비 부품을 교체해야 하는 경우 공인 대리점 또는 소매점의 순정 부품을 주문하십시오. 
 평상시와 같이 작동하지 않거나, 옥외 배치와 물에 장비를 털어트린 경우로 인한 손상시 서비스 센터로 

문의하십시오. 
 기계의 안전하고 올바른 작동을 보장하기 위해, 본 설명서의 관련 장에 나와 있는 정기 유지 보수는 공인 

기술직원이나 공인 서비스 센터에서 실시해야 합니다. 
 기계는 특수 센터에서 처분해야 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독성 유해 물질 (예: 배터리)이 있기 때문에  

적합한 방법으로 처분해야 합니다 (폐기 관련 단락 참조). 
 이 기계는 청소 도구로만 제공되며 다른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항상 공기 흐름을 저하시킬 수 있는 먼지, 털 및 기타 이물질이 구멍을 막지 않도록 하십시오. 구멍이 

막히면 기계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적절한 조명이 제공되는 곳에서만 기계를 사용하십시오. 
 이 기계는 안전에 책임이 있는 사람에게 기계를 사용하는 것에 대한 감독이나 지시를 받지 않은 한 

신체적, 감각적 또는 정신적 기능이 저하된 사람이나 경험과 지식이 부족한 사람이 사용하기 위한 
용도가 아닙니다. 

 어린이 근처에서 사용할 때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어린이들이 기계를 가지고 놀지 않도록 감독해야 합니다. 
 이 기계를 사용하는 동안 사람이나 물건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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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 설명 
기계 구조 (그림 1 에 표시) 
1. 폐수 탱크 뚜껑  
2. 캔 홀더  
3. 핸들바  
4. 제어판  
5. 스퀴지 올림/내림 레버  
6. 수의 점검호스 연결 장치 
7. 전원 케이블 홀더  
8. 전원 케이블  
9. 정수 배수 및 수의 점검 호스  
10. 데크 올림/내림 페달  

데크가 올라갔을 때 페달 위치  
데크가 내려갔을 때 페달 위치  

11. 스퀴지 손잡이  
12. 일련 번호판/기술 자료  
13. 흡입 호스 
14. 스퀴지  
15. 스퀴지밸런스 조절 손잡이   
16. 정수 밸브  
17. 후면 스티어링 휠  
18. 정수 필터  
19. 고정 앞 바퀴 (A). 

구동 바퀴 (B) 

20. 브러시/패드-홀더  
21. 브러시/패드-홀더 데크  
22. 폐수 배수 호스 
23. 정수 탱크  
24. 경첩 
25. 폐수 탱크 뚜껑 
26. 필터 
27. 호스 홀더 
28. 마개 
29. N/A 
30. 폐수탱크 뚜껑 개스킷 
31. 파편 수거함 (*) 
32. 만곡형 튜브 
33. 부유 공 하우징 
34. 걸레 및 쓰레기 키트(*) 
35. 솔레노이드 밸브 
 
(*):  선택 사항 
(A):  주행모터 없는 기계 전용 
(B):  주행모터 있는 기계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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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그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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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어판 (그림 2에 표시) 
36. 기계 후진 스위치 (B) 
37. 탱크 안전 케이블 
38. 배터리 커넥터 (빨강). 
39. 세제 탱크 플러그 (**) 
40. 세제 탱크 (**)  
41. 세제 참조표 비율 (**) 
42. 세제 펌프 (**)  
43. 세제 탱크 - 펌프 연결 호스 (**)  
44. 세제 공급 호스 (**)  
45. 배터리（*） 
46. 단자 덮개  
47. 물양 증가 스위치 
48. 물양 감소 스위치 
49. 물양 표시기 
50. 안전 스위치 
51. 충전필요 상태 – 배터리 점검등 (빨강) 
52. 반-충전 – 배터리 점검등 (노랑) 
53. 충전완료- 배터리 점검등 (녹색) 
54. 작동 키 (0 - I) 
55. 세제량 제어 손잡이 (**) 
56. 속도 조절기 (B) 
57. 시간 미터 

58. 브러시/패드-홀더 해제 스위치 
59. 진공 시스템 스위치 

저소음 모드 (1 초간 유지)(C) 
60. 브러시/패드-홀더 and 진공 시스템 스위치 
61. 빨강 LED 충전 
62. 노랑 LED 충전 
63. 녹색 LED 충전 
64. 충전 잭의 보안 덮개 
65. 브러시의 과부하 보호 장치  
66. 메인의 과부하 보호 장치 (B) 
67. 진공의 과부하 보호 장치 
68. 충전 커넥터(C) 
 
(*):  선택 사항 
(**):  세제 혼합 시스템이 있는 기계 전용 (선택 사항) 
(A):  주행모터 없는 기계 전용 
(B):  주행모터 있는 기계 전용 

(C): 저소음모드 있는 기계 전용 
 

52 5351 5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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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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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59 58 57

61 62 63

67 66 65 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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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USHTRACTIONVACUUM

 
그림 2 

충전기 표시등의 표시창 (그림 2)  
1. 충전 시작시 충전기의 빨간색 LED (61)가 몇 번 깜박인 후 정상적으로 켜집니다. 이것이 충전의 첫번째 

단계입니다. 
2. 약간 충전되면 빨간색 LED (61)가 꺼지고, 노란색 LED (62)가 켜지면, 이것이 충전의 두번째 단계입니다. 
3. 약 10시간 충전 후 노란색 LED (62)가 꺼지고, 녹색 LED (63)가 켜지면 배터리가 완전히 충전되었음을 

나타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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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충전할 때 충전기의 노란색 LED（62）가 켜지면, 다음과 같은 원인 때문일 수 있습니다:  
배터리와 충전기가 맞지 않거나, 배터리가 제대로 연결되어 있지 않거나, 출력의 회로가 
차단되었을 경우 충전기의 빨간색 LED 는 충전기 내부 회로 차단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기술 특성 

모델 단위 
SC530  
53 B 

SC530  
53 BD 

SC530 
 53 BQ 

SC530 
 53 BDQ 

포장 제원 (길이 x 폭 x 높이) mm 1370x600x1300 
기계 높이 mm 1080 

기계 길이 mm 1260 
기계 폭 (스퀴지 제외) mm 550 
빈 탱크가 달린 기계 중량 

   (배터리 제외) 
Kg 91 97 93 99 

총 기기 중량 (GVW) Kg 208 214 210 216 
선적 중량 Kg 121 127 123 129 
정수 탱크 용량 리터 61 
회수 탱크 뚜껑 리터 61 
진공 모터 동력 와트 350 300 
진공 용량 mm H2O 1150 850 
무음모드 진공용량 mm H2O / 530 

클라이밍 용량 (최대) % 2% 
앞 바퀴 직경 mm 200 
뒷 바퀴 직경 mm 76 
소음도(평균） dB(A) 69±3 66±3 
무음모드 음압레벨 

（평균） 

dB(A) / 61±3 

정수/물 유속 L/minute 0.7/1.2/1.7/2.2 

작업 폭 MM 530 
스퀴지 폭 MM 760 
브러시/패드 직경 MM 530/508 
브러시 모터 동력 와트 450 
브러시 속도 Rpm 150 
브러시/패드 압력 (최대) Kg 27 23 27 23 
브러시 유형 / 1디스크 
구동 모터 동력 와트 / 150 / 150 
작업 속도 Km/h / 0-4.5 / 0-4.5 
전압 V/A 24V 
배터리  Ah 12V 100-135 Ah C5 
배터리 충전기(*) V/A 24V/13A / 
배터리 크기 

 (길이 x 폭 x 높이) 
mm 350X350X300 

 
 
 
 
 
 
(*):  선택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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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선표 (주행모터 없는 기계) 

BAT CH

K1

M1 M2

EB1

ES1
ES2

F2 F5

RD1

RD5

RD2 BN1

BK3

B
N

3

R
D

2

BK3BK2BK5BK1

NC

F1

F3

SW1

RD4

WH

BK2

R
D

2

J1

SW2

IN1

8

9 1

16

ES1

ES2

BN-BK

YE

BU-BK

BN3

BU

BN3

RD-BK

BK6

BK6

2

6

7

3

4

5

10

11

14

15

12

13

IN1

BU

BK6IN2 J5

J4 IN
2

BK6

BK5

M4

WH

J2 BU

EV

RD4

VR2

J6

WH

WH

WH

BN3

BK4

WHBK5

BK3

RD3

 
구성품  

선재 
키 코드 설명  

BAT N/A 24 V 배터리  RD1 빨강/6AWG 

CH VS10264 배터리 충전기  (#)  RD2 빨강/10AWG 

EB1 VS13201 제어판 보드  RD3 빨강/12AWG (#) 

ES1 9095127000 브러시 모터 전자 스위치  RD4 빨강/20AWG 

ES2 VS10201 진공 모터 전자 스위치  RD5 빨강/14AWG (#) 

F1 VS13208 저 전압 회로 퓨즈  BK1 검정/6AWG 

F2 ZD48320 브러시 모터 회로 차단기  BK2 검정/10AWG 

F3 VS13209 브러시 해제 퓨즈  BK3 검정/12AWG 

F5 ZD48320 진공 모터 회로 차단기  BK4 검정/14AWG (#) 

K1 9100001354 키 스위치  BK5 검정/20AWG 

M1 VS10702 브러시 모터  BK6 검정/16AWG (#) 

M2 VF90520 진공 모터  RD-BK 빨강-검정/20AWG 

EV VF90282 솔레노이드 밸브  BN1 밤색/12AWG 

M4 N/A 세제 펌프 (**)   BN3 밤색/20AWG 

SW1 VS10202 안전 스위치 (브러시)  BN-BK 밤색-검정/20AWG 

SW2 VS10202 안전 TY 스위치 (브러시)  BU 파랑/20AWG 

VR2 N/A 세제 펌프 포텐셔미터 (**)   BU-BK 파랑-검정/20AWG 

    YE 노랑/20AWG 

    WH 흰색/20AWG 

(**) = 세제 혼합 시스템이 있는 기계용 (선택 사항) 
(#) = 개정 및 업데이트 최신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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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선표(주행모터 있는 기계) 

 
구성품  

선재 
키 코드 설명  

BAT N/A 24 V 배터리  RD1 빨강/6AWG 

CH VS10264 배터리 충전기  (#)  RD2 빨강/10AWG 

EB1 VS13201 제어판 보드  RD3 빨강/12AWG (#) 

EB2 VS10209 구동 전자 보드  RD4 빨강/20AWG 

ES1 9095127000 브러시 모터 전자 스위치  RD5 빨강/14AWG (#) 

ES2 VS10201 진공 모터 전자 스위치  BK1 검정/6AWG 

ES3 VS10201 구동 시스템 전자 스위치  BK2 검정/10AWG 

F1 VS13208 저 전압 회로 퓨즈  BK3 검정/12AWG 

F2 ZD48320 브러시 모터 회로 차단기  BK4 검정/14AWG 

F3 VS13209 브러시 해제 퓨즈  BK5 검정/20AWG 

F4 VF99012 구동 시스템 회로 차단기  BK6 검정/16AWG (#) 

F5 ZD48320 진공 모터 회로 차단기  RD-BK 빨강-검정/20AWG 

K1 9100001354 키 스위치  GN 녹색/20AWG 

M1 VS10702 브러시 모터  GN-BK 녹색-검정/20AWG 

M2 VF90520 진공 모터  BN1 밤색/12AWG 

M3 VS11702 구동 모터   BN2 밤색/14AWG 

EV VF90282 솔레노이드 밸브  BN3 밤색/20AWG 

M4 N/A 세제 펌프 (**)   BN-BK 밤색-검정/20AWG 

SW1 VS10202 브러시/구동 마이크로 스위치   BU 파랑/20AWG 

SW2 VS10202 브러시/구동 마이크로 스위치   BU-BK 파랑-검정/20AWG 

SW3 VS10202 전후진 스위치   OR 오렌지/20AWG 

VR1 VS10213 속도 포텐셔미터   YE 노랑/20AWG 

VR2 N/A 세제 펌프 포텐셔미터 (**)   WH 흰색/20AWG 

(**) = 세제 혼합 시스템이 있는 기계용 (선택 사항) 
(#) = 개정 및 업데이트 최신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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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선표(주행모터 있는 기계) 

BAT

K1

M1 M2

EB1

ES1
ES2

F2 F5

RD1 RD2 BN1

BK3

B
N

3

R
D

2
BK3BK2BK5BK1

F1

F3

SW1

RD4

WH

BK2

R
D

2

J1

SW2

IN1

8

9 1

16

ES1

ES2

BN-BK

YE

BU-BK

BN3

BU

BN3

RD-BK

BK6

BK6

2

6

7

3

4

5

10

11

14

15

12

13

IN1

BU

BK6IN2 J5

J4

IN
2

BK6

BK5

M4

WH

J2
BU

EV

RD4

VR2

J6

WH

WH

WH

BN3

BK3

RD3

 
구성품  

선재 
키 코드 설명  

BAT N/A 24 V 배터리  RD1 빨강/6AWG 

EB1 VS13201 제어판 보드  RD2 빨강/10AWG 

ES1 9095127000 브러시 모터 전자 스위치  RD3 빨강/12AWG (#) 

ES2 VS10201 진공 모터 전자 스위치  RD4 빨강/20AWG 

F1 VS13208 저 전압 회로 퓨즈  BK1 검정/6AWG 

F2 ZD48320 브러시 모터 회로 차단기  BK2 검정/10AWG 

F3 VS13209 브러시 해제 퓨즈  BK3 검정/12AWG 

F5 ZD48320 진공 모터 회로 차단기  BK4 검정/14AWG 

K1 9100001354 키 스위치  BK5 검정/20AWG 

M1 VS10702 브러시 모터  BK6 검정/16AWG 

M2 VF90520 진공 모터  RD-BK 빨강-검정/20AWG 

EV VF90282 솔레노이드 밸브  BN1 밤색/12AWG 

M4 N/A 세제 펌프 (**)   BN3 밤색/20AWG 

SW1 VS10202 브러시/구동 마이크로 스위치   BN-BK 밤색-검정/20AWG 

SW2 VS10202 브러시/구동 마이크로 스위치   BU 파랑/20AWG 

VR2 N/A 세제 펌프 포텐셔미터 (**)   BU-BK 파랑-검정/20AWG 

    YE 노랑/20AWG 

    WH 흰색/20AWG 

 (**) = 세제 혼합 시스템이 있는 기계용 (선택 사항) 
(#) = 개정 및 업데이트 최신본 

배선표(주행모터 있는 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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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품  

선재 
키 코드 설명  

BAT N/A 24 V 배터리  RD1 빨강/6AWG 

EB1 VS13201 제어판 보드  RD2 빨강/10AWG 

EB2 VS10209 구동 전자 보드  RD3 빨강/12AWG (#) 

ES1 9095127000 브러시 모터 전자 스위치  RD4 빨강/20AWG 

ES2 VS10201 진공 모터 전자 스위치  BK1 검정/6AWG 

ES3 VS10201 구동 시스템 전자 스위치  BK2 검정/10AWG 

F1 VS13208 저 전압 회로 퓨즈  BK3 검정/12AWG 

F2 ZD48320 브러시 모터 회로 차단기  BK4 검정/14AWG 

F3 VS13209 브러시 해제 퓨즈  BK5 검정/20AWG 

F4 VF99012 구동 시스템 회로 차단기  BK6 검정/16AWG (#) 

F5 ZD48320 진공 모터 회로 차단기  RD-BK 빨강-검정/20AWG 

K1 9100001354 키 스위치  GN 녹색/20AWG 

M1 VS10702 브러시 모터  GN-BK 녹색-검정/20AWG 

M2 VF90520 진공 모터  BN1 밤색/12AWG 

M3 VS11702 구동 모터   BN2 밤색/14AWG 

EV VF90282 솔레노이드 밸브  BN3 밤색/20AWG 

M4 N/A 세제 펌프 (**)   BN-BK 밤색-검정/20AWG 

SW1 VS10202 브러시/구동 마이크로 스위치   BU 파랑/20AWG 

SW2 VS10202 브러시/구동 마이크로 스위치   BU-BK 파랑-검정/20AWG 

SW3 VS10202 전후진 스위치   OR 오렌지/20AWG 

VR1 VS10213 속도 포텐셔미터   YE 노랑/20AWG 

VR2 N/A 세제 펌프 포텐셔미터 (**)   WH 흰색/20AWG 

(**) = 세제 혼합 시스템이 있는 기계용 (선택 사항) 
(#) =개정 및 업데이트 최신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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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선도 
(주행모터와 내장형 충전기가 없는, 저소음 모드 있는 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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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선도 
(주행모터와 내장형 충전기가 없는, 저소음 모드 있는 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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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동 안내 
 경고! 

기계의 어떤 부분에는 다음을 나타내는 몇 가지 경고판이 부착되어 있습니다: 
— 위험! 
—경고! 
—주의! 
— 상담필요 

 
이 안내서를 읽는 동안, 작업자는 플레이트에 표시된 기호에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어떠한 이유로든 본 
플레이트를 덮지 마십시오. 손상된 경우 즉시 교체하십시오. 
 
새 기계의 배터리 점검/설정  

 경고!  
배터리가 제대로 설치 또는 연결되지 않을 경우 기계의 전기 구성품이 심각하게 손상될 수 
있습니다. 배터리는 자격을 갖춘 기술직원이 설치해야 합니다. 사용하는 배터리의 종류 (WET 
또는 GEL/AGM 배터리)에 따라 전자판과 충전기 기능을 설정하십시오. 설치 전에 배터리를 
손상시키지 마십시오. 배터리 커넥터 (38)와 배터리 충전기 플러그 (8)를 분리하십시오. 
배터리를 조심스럽게 다루십시오. 기계와 함께 제공된 배터리 단자 보호 마개를 
설치하십시오. 

 
 
 
 
 
 

  참고 
본 기계는 도표에 따라 12 볼트의 건전지 2개로 
연결해야 합니다 (그림. 3). 

 
 
 
 
 
 
기계는 다음 중 한 가지 모드로 공급할 수 있습니다: 
A) 배터리 (WET 또는 GEL/AGM)가 이미 설치되어 충전된 경우 
1. 배터리가 커넥터   (38)로 기계에 연결되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2. 점화 키 (54)를 넣고 "I"로 돌리십시오. 녹색 경고등 (53)이 켜지면 배터리가 완전히 충전된 것입니다. 

노랑 (52) 또는 빨강 경고등 (51)이 켜진 경우, 배터리를 충전해야 합니다 (유지 보수 단락의 절차 참조). 
B) 배터리가 없는 경우 
1. 적절한 배터리를 구입하십시오 (기술 자료 단락 참조). 
2. 배터리 선택 및 설치는 공인된 대리점에 문의하십시오. 
3. 다음 단락과 같이 배터리 종류 (WET 또는 GEL/AGM)에 따라 기계 및 배터리 충전기를 설정하십시오. 
 

그림 3 

12V

+-

12V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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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터리 설치 및 배터리 유형 설정 (WET 또는 GEL/AGM) 
배터리 (WET 또는 GEL/AGM)의 종류에 따라 다음과 
 같이 배터리 충전기의 기계 및 전자판을 
설정하십시오 : 
 
기계 설정 
제어판 설정 
1. 점화 키 (54)를 "I"로 돌리고 기계 작동 후 처음  
2. 몇 초 동안 다음에 유의하십시오: 

 녹색 경고등 (53)이 깜박이면, 기계가  
GEL/AGM 으로 설정됩니다. 

 빨강 경고등 (51)이 깜박이면, 기계가  
WET 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3. 설정을 변경해야 하는 경우 다음 절차를  
수행하십시오. 

 
 주의!  

다음 절차를 수행하기 전에 기계의 
모든 동력을 차단하십시오!!  

3. 초기설정값은 GEL/AGM 배터리 용입니다. 
설정이 배터리 설치에 해당되면, 11단계로 바로 
이동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다음 4 ~ 
10단계를 수행하십시오. 

4. 제어판 (그림 4-C)의 나사를 풀고, PCB (A, 그림 
4)를 뒤집어, DIP 스위치 (그림 4의 B)를 찾아 
배터리 유형 (WET 또는 GEL/AGM)을 
설정하십시오. 

5. DIP 스위치를 돌려 설치된 습식 배터리를 
"WET" 위치로 바꾸십시오 

6. 배터리 옵션 설정이 끝나면, 제어판에 나사를 
설치하십시오. 

 
베터리 충전기 설정 (탑재 배터리 충전기를 가진 
기계용) 
7. 나사 (그림 4.1, A, B, C, D)를 제거하십시오 
8. 충전기를 열고 sw1 (그림 4.1, E)을 찾으십시오. 
9. (그림 4.1)의 표 대로 스위치를 설정하십시오. 
10. 설정이 완료되면 나사 (그림 4.1, A, B, C, D)를 

설치하십시오. 
 
 
 
 
 

그림 4 

그림 4.1 
 

DP1 DP2 CHARGING CURVE
ON OFF IUIa Wet

OFF IUIa Gel EXIDE
IUoU AGM

ON IUIUo AGM Discover
ON
ON

OFF
OFF

DP1 DP2

OFF

ON

SW1

B
C

D E

A

GEL/AGM WET

B

A

C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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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터리 설치와 배터리타입 셋팅 (WET 혹은 

GEL/ AGM) 

(저소음모드 있는 기계 전용) 
배터리타입(WET or GEL/AGM)에 따라 기기를 다음과 

같이 설정하십시오: 

주의  

공장 출하 시, 표에 따라 부팅 시간표시에서 

배터리 유형을 확인하십시오. 
 
1. 버튼 (A, 그림 4.2)과 (B)를 동시에 누르고 시동 키 (D)를 

넣고 전원을 키면 0.5 초 후에 배터리 설정 모드로 
들어갑니다. 설정 중 LED 에 표시(C)가 뜨면 버튼에서 

손을 뗍니다. 
2. 버튼 (B)를 눌러 모드를 0에서 5로 전환하거나, 버튼 

(A)를 눌러 5에서 0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배터리 
모드 설정이 완료되면 전원 (D)을 끈 후에 새로운 
배터리 모드 설정이 자동으로 저장됩니다.  

3. 배터리 타입에 대한 설정이 완료되었습니다.  
 
 
 

 
배터리 설치 
4. 회수 탱크 덮개 (1)를 열고, 회수 탱크 (25)가 비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배수 호스로 

비우십시오. (22) 
5. 회수 탱크 덮개 (1)를 닫으십시오. 
6. 회수 탱크 (25)를 조심스럽게 뒤집으십시오. 
7. 기계에 2X12 V 배터리를 설치하기에 적합한 케이블이 제공됩니다. 조심스럽게 배터리를 구획에 넣은 

다음 바르게 설치하십시오. 
8. (그림 3) 과 같이 배터리 케이블을 배선하고 설치한 다음, 각 배터리 터미널의 너트를 조심해서 

조이십시오. 
9. 각 단자에 보호 마개를 놓은 다음 배터리 커넥터 (38)를 연결하십시오. 
10. 조심해서 회수 탱크 (25)를 내리십시오. 
배터리 충전 
11. 배터리를 충전하십시오. (유지 보수  단락의 절차 참조). 

모드 배터리 타입/ 
제조업체 

배터리 충전값 설정 시 LED 화면 

표시(C, 그림. 4.2) 
부팅시간 표시 

0 WET General WET curve 
 LED1 두 번 

깜박임 

1 GEL/AGM 
General GEL/AGM 

curve 

 LED2 두 번 

깜박임 

2 DISCOVER DISCOVER EV gel 
 LED3 두 번 

깜박임 

3 OPTIMA OPTIMA gel 
 LED1 과 LED2 

모두 두번 깜박임 

4 EXIDE EXIDE gel 
 LED1과 LED3 

모두 두 번 깜박임 

5 FULLRIVER FULLRIVER gel 
 LED2와 LED3 

모두 두 번 깜박임 

A

LED1 LED2 LED3

B C D
Figure 4.2 



SC530 사용 설명서 한국어 
 

48 

브러시/패드-홀더 설치 및 해체 

 
 참고  

청소할 바닥의 유형에 따라 브러시 (그림 5, A) 또는 패드 (그림 5, B 및 C)를 설치하십시오. 
 

 주의!  
설치 또는 제거하기 전에 기계의 모든 스위치가 꺼져 있는지 확인하고 스퀴지를 바닥에서 들어 
올리십시오. 작업자는 사고 위험을 줄이기 위해 장갑과 같은 적절한 안전 보호 장치를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다음과 같이 진행하십시오. 

 
1. 점화 키 (54)를 넣고 "O"로 돌리십시오. 
2. 페달 (10)을 눌러 데크를 들어 올리십시오. 
3. 장착되어 있다면, 속도 조절기 (56)를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려 정지상태 상태로 돌리십시오. 
4. 데크 (21) 아래에 브러시 (그림 5, A) 또는 패드 (B)를 

놓으십시오. 
5. 페달 (10)을 눌러서 브러쉬/패드 홀더의 데크를 

낮추십시오. 
6. 점화 키 (54)를 "I"로 돌리십시오. 
7. 브러시/패드 홀더 및  진공 시스템 스위치 (60)를 

누르십시오. 
8. 브러시/정방향 기어 스위치 (50) 중 하나를 눌러 

브러시/패드 홀더를 연결시킨 후 잠그십시오. 필요한 
경우, 브러시/패드 홀더가 연결될 때까지 절차를 
반복하십시오. 

 
 경고!  

(주행모터가 있는 기계 전용): 속도 조절기 (56)를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려 최소 속도로 기계를 
구동하십시오. 
스위치 (50)를 살짝 누르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기계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브러시/패드 홀더를 작동시키려면 브러시/패드 홀더 모터를 켜는 스위치 (50)를 누르십시오. 

 
9. 브러시/패드를 제거하려면 페달 (10)을 눌러 데크를 들어 올린 다음, 스위치 (58)를 누르면 브러시/패드 

홀더가 제거됩니다. 
 
스퀴지 밸런스 조절 
1. 스퀴지를 설치하고 너트 (H)를 위로 조인 다음 진공 

호스 (G)를 스퀴지에 연결하십시오. 
2.  스퀴지 조절 손잡이로 스퀴지를 조절하십시오 (그림 

6, A). 
a) 후방 스퀴지 날 (B)의 바닥과 중간 부분 사이에 

간격이 있으면 후방 스퀴지 날의 모든 부분이 
지면과 닿을 때까지 손잡이 (A)를 시계 반대 방향 
(F)으로 조정하십시오. 

b) 뒷날 (C 및 D)의 양쪽 끝 부분 사이에 간격이 
있으면 뒷날의 모든 부분이 지면과 잘 닿고, 
앞날이 약간 지면에 닿을 때까지 손잡이 (A)를 
시계 방향 (E)으로 조정하십시오.   

 

A

C

B

그림 5 

그림 6 

E FA

D
B

C

H

H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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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 또는 정수 탱크 채우기 
 

 참고  
기계에 세제 혼합 시스템 (선택 사항)이 
장착된 경우, 탱크를 깨끗한 물로 채워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탱크에 용액이 
채워질 수 있습니다. 

 
1. 마개를 여십시오 (그림 7, B). 
2. (세제 혼합 시스템이 없는 기계의 경우) 전면 마개 (B) 

또는 후면 마개 (H)를 사용하여 수행할 작업에 적합한 
세제로 탱크 (D)를 채우십시오. 레벨 점검 호스 (H)의 
참고 표시 "1"까지 채우십시오. 용제 준비에 사용된 
화학 제품의 라벨에 있는 희석 지침을 항상 
따르십시오. 용제 온도는 + 104 ° F (+ 40 ° C)를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경고!  

자동 스크러버 용 저 발포 및 비 인화성 
세제만 사용하십시오. 

 
3. 마개 (B) 또는 뒷 마개(H)를 사용하여 깨끗한 물로 

탱크 (D)를 채우십시오. 레벨 점검 호스 (H)의 참고 
표시 "1"까지 채우십시오. 수온이 + 104 ° F (+ 40 ° 
C)를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세제 탱크 채우기 (세제 혼합 시스템이 있는 
기계용) 
1. 덮개 (E)를 열고 폐수 탱크 (F)가 비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배수 호스 (G)로  
비우십시오. 

2. 조심해서 폐수 탱크를 뒤집으십시오 (그림 8, A). 
3. 마개 (B)를 여십시오. 
4. 용기 (C)를 수행할 작업에 적합한 표준 세제 갤런 용기 

(고농축 세제)로 교체하거나 채우십시오. 세제 탱크를 
완전히 채우지 말고 가장자리에서 몇 센티 미터는 
남겨 두십시오. 

 
 경고!  

자동 스크러버 용 저발포 및 비인화성  
세제/화학물만 사용하십시오. 

 
 참고  

새 용기를 설치하려면, 마개 크기를 
결정하고, 작은 캡인 경우 호스 마개 
(B)에서 리듀싱어댑터를 제거하십시오. 
흡입 튜브를 용기 (C)에 넣으십시오. 마개 
(B)를 단단히 누르는 동시에 꼬아서 마개를 
용기 (C)에 다시 놓으십시오. 새로운 
시스템의 경우, 세척을 위해 시스템을 
비우고, 세제 혼합 시스템을 시작하기 전에 
호스가 채워질 때까지 기다리십시오. 

 

그림 8 

그림 7 

A

B

C

B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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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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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 시동 및 정지  
기계 시동 
1. 이전 단락과 같이 기계를 준비하십시오. 
2. 점화 키 (그림 9, A)를 넣고 "I"로 돌리십시오. 녹색 

경고등 (B)이 켜지는지 확인하십시오 (충전된 배터리). 
노랑 (C) 또는 붉은 경고등 (D)이 켜지면 점화 키를 
다시 "0"으로 돌리고 배터리를 충전하십시오 (유지 
보수 장의 절차 참조). 

3. 기계를 작업 영역으로 이동시키십시오: 
 핸들바 (E)에 손을 대고 미는 방법 (주행모터 없는 

기계 전용). 
 핸들바 (E)에 손을 대고 스위치 (F)를 눌러 앞으로 

움직이거나, 후진하게 하는 스위치 (G)와 함께 스위치 
(F)를 누르는 방법. 전진 속도는 조절기 (H)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4. 레버 (J)로 스퀴지 (I)를 내리십시오. 
5. 페달 (L)을 눌러서 브러시/패드 홀더 데크 (K)를 

내리십시오. 
6. 브러시/패드 홀더 스위치 (M)와 진공 시스템 스위치 

(N)를 누르십시오. 
7. 실시할 세척의 유형에 따라, 필요하면 세척수 유속 

제어 스위치 (O)를 누르십시오. 
8. 청소를 시작하십시오: 
 (주행모터 없는 기계 전용) 핸들바 (E)에 손을 대고 

스위치 (F)를 눌러 기계를 당기십시오. 
 (주행모터 있는 기계 전용) 핸들바 (E)에 손을 대고 

스위치 (F)를 눌러 기계를 당기십시오. 필요한 경우, 
조절기 (H)로 전진 속도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참고  

기계를 앞으로 움직이려면 왼쪽 또는 
오른쪽 스위치 (F) 또는 양쪽을 누르십시오. 

 
기계 정지 
9. 핸들 바 (E)를 사용하여 기계를 멈추십시오 

 (주행모터 없는 기계 전용). 스위치 (F)를 풀어 기계를 멈추십시오 (주행모터 있는 기계 전용). 
10. 스위치 (M)를 눌러서 브러시와 진공 시스템을 멈추십시오. 진공 시스템이 몇 초 후에 멈춥니다. 
11. 페달 (L)을 눌러서 브러시/패드 데크 (K)를 들어 올리십시오. 
12. 레버 (J)로 스퀴지 (I)를 들어 올리십시오. 
13. 점화 키 (A)를 "0"으로 돌리십시오. 
14. 기계가 제멋대로 움직일 수 없는지 확인하십시오. 
 

그림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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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 작동 (세정 및 흡입) 
1. 이전 단락에서 설명한 대로 기계에 시동을 거십시오.  
2. 핸들바에 양손을 올려 놓은 상태에서 안전 스위치 (그림 9) 를 누른 다음 기계를 움직여  

바닥 세정/흡입을 시작하십시오. 
3. 필요한 경우 기계를 멈추고 "스퀴지의 밸런스 조절" 섹션에 따라 스퀴지를 조절하십시오. 
 

 참고  
벽면의 바닥을 올바르게 닦고 건조하려면 그림과 같이 기계의 우측 (그림 10, A 및 B),   
벽 근처로 기계를 이동하며 세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주의!  

바닥 표면의 손상을 방지하려면 기계가 한 위치에서 정지 할 때, 특히 여분의 압력 기능이 켜져 
있을 때, 브러쉬/패드 홀더를 끄십시오. 

 

A

B
 

그림 10 
 

 

 

세제 흐름 조절  
(세제 혼합 시스템이 있는 기계용) 
1. 손잡이 (그림 11, A)를 시계 방향 또는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려 세제 농도를 높이거나 낮추십시오. 
2. 평균 세제 농도 값은, 그림에서처럼, 계량컵(B)의 

4가지 색상 영역과 일치하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3. 세제의 양을 0으로 설정하려면, 손잡이 (A)를 완전히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리십시오. 
 

 참고  
세정수의 배출은 스위치 (C) 또는 (D)로 변경 

되더라도 세제 농도는 일정하게 유지됩니다. 
 
 

A
B

2,5%1,5%0,75%0,4%CD

그림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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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동 중 배터리 충전 
녹색 경고등 (그림 12 A)이 켜질 때까지, 배터리는 기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도록 합니다. 녹색 경고등 (A)이 꺼지고 
노란 경고등 (B)이 켜지면 잔여 충전량이 몇 분 동안 
지속될 수 있으므로 (배터리 특성 및 수행 할 작업에 따라 
다름) 배터리를 충전하는 것이 좋습니다. 빨강 경고등 
(C)이 켜지면, 배터리가 완전히 방전된 것입니다. 바닥 
건조를 끝내고 지정된 재충전 구역으로 기계가 움직이기 
위해 진공 시스템과 (주행모터 있는 기계 전용) 구동 
시스템이 계속 켜 있으면, 몇 초 후, 브러시/패드 홀더가 
자동으로 꺼집니다. 
 

 주의!  
배터리를 손상시키거나 배터리 수명을  
단축시키지 않으려면, 방전된 배터리로 
기계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탱크 비우기 
자동 수위 차단 시스템 (그림 13, A)은 폐수 물 탱크 (B)가  
가득 차게 되면 진공 시스템을 정지시킵니다.   
진공 시스템 비활성화는 진공 시스템 모터 소음 주파수의 
갑작스러운 증가로 알 수 있으며 바닥도 마르지 않습니다. 
 

 주의!  
진공 시스템이 우발적으로 꺼지면 (예 : 
갑작스런 기계 움직임으로 인해 플로트가 
작동하는 경우) 작동을 재개하십시오 : 
스위치 (D, 그림 12)를 눌러 진공 시스템을 
끄고 커버를 엽니 다 (C, 그림 13) 그리드 
안의 부유물이 수위까지 내려 갔는지 
확인하십시오. 그런 다음 덮개 (C)를 닫고 
스위치 (D, 그림 12)를 눌러 진공 시스템을 
켭니다. 

 
폐수 물 탱크 (그림 13, B)가 가득 차면, 다음 절차에 따라 
물 탱크를 비우십시오: 
 
폐수 물 탱크 비우기 
1. 기계를 멈추십시오. 
2. 페달 (F)을 눌러서 브러시/패드 홀더 데크 (그림 12, 

E)를 들어 올리십시오. 
3. 레버 (H)로 스퀴지 (G)를 올리십시오. 
4. 지정된 폐기 장소로 기계를 옮기십시오. 
5. 호스 (I)로 폐수 물 탱크를 비우십시오. 그 다음, 탱크 

(B, 그림 13)를 깨끗한 물로 헹구십시오. 
 

그림 12 

그림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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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 

A
C

B

D

A

B

그림 14 

 
 주의!  

폐수를 배수할 경우 오물용 진공관을 접고 
(그림 14, A) 아래쪽으로 내려 놓은 다음 
(그림 14, B), 배수관의 뚜껑을 열어 
배수하십시오. 오물용 진공관의 배출구를 
위로 하여 물을 수직으로 배출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폐수가 작동자에게 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6. 1-4 단계를 수행하십시오. 
 
 
정수 탱크 비우기 
7.  정수탱크를 호스를 이용해 비우십시오 (그림 15, 

A). 작업 후에는 깨끗한 물로 탱크를 헹구십시오. 
 
기계 사용 후 
작업 후, 기계를 떠나기 전에: 
1. 13 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브러시/패드 홀더를 

제거하십시오. 
2. 이전 단락과 같이 탱크 (그림 15, B 와 C)를 

비우십시오. 
3. 일상적인 유지 보수 절차를 실시하십시오 (유지 

보수 장 참조). 
4. 브러시/패드 홀더와 스퀴지를 들어 올리거나 

제거한 상태로 기계를 깨끗하고 건조한 곳에 
보관하십시오. 

 
기계 장기간 미 사용시 
기계를 30일 이상 사용하지 않을 경우,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 
1. 기계 사용 후 단락에 표시된 절차를 실시하십시오. 
2. 배터리 커넥터 (38)를 분리하십시오. 
 
최초 사용시 
처음 8시간이 지난 후, 조임이 적절한지 기계의 조이고 
연결된 부품들을 확인하고 눈에 보이는 마모 및 누설 
부품들을 점검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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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 보수 
 경고！ 

유지 보수 절차는 기계가 꺼지고 배터리 충전기 케이블이 분리된 후에 실시해야 합니다. 또한, 
설명서의 안전 단락을 숙독하십시오. 

 
모든 정기 또는 비 정기적 유지 관리 절차는 자격을 갖춘 기술자 또는 공인 서비스 센터에서 실시해야 합니다. 
이 안내서는 일반적이고 공통적 유지 보수 절차만을 설명합니다. 
아래의 유지 보수 일정표에 없는 다른 유지 보수 절차에 대해서는 당사의 서비스 센터에서 상담 받을 수 있는 
서비스 안내서를 참조하십시오. 
 
유지 보수 일정표  

 주의! 
(1) 로 표시된 절차는 처음 기계를 9시간 사용한 후에 실시해야 합니다. (2) 에 표시된 절차는 
당사에 의해 공인받은 서비스 센터에서 실시해야 합니다. 

 

절차 매일, 매번 사용 후 매주 6개월마다 매년 

배터리 충전     

스퀴지 청소     

브러쉬/패드 홀더 청소     

탱크 청소     

탱크 밀봉 스트립 검사     

부유 공 필터 청소     

스퀴지 날 점검 및 교체     

정수 필터 청소     

석션 필터 청소     

WET 배터리 유액 레벨 점검     

나사 및 너트 조임 검사   （1）   

브러쉬/패드 홀더 카본 브러시 점검 또는 
교체 

   （2）  

석션 모터 카본 브러시 점검 또는 교체    （2）  

구동 시스템 모터 카본 브러시를 점검 또는 
교체 (주행모터 있는 기계 전용)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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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터리 충전 

 참고  
노랑 (그림 16, G) 또는 빨강 경고등 (H) 이 
켜지거나, 청소를 마쳤을 때, 배터리를  
충전하십시오. 

 
 주의!  

배터리를 충전 상태로 유지하면 수명이  
오래갑니다. 

 
 주의!  

배터리가 방전된 경우, 이러한 상태는  
수명을 단축시키므로, 가능한 빨리  
충전하십시오.  적어도 일주일에 한번  
배터리를 충전하십시오. 

 
 경고!  

WET 배터리 충전은 폭발성이 높은 수소  
가스를 발생시킵니다. 통풍이 잘되고  
화기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배터리를  
충전하십시오. 배터리를 충전하는 동안  
담배를 피우지 마십시오. 배터리를  
충전하는 동안 탱크를 열어 두십시오. 

 
 경고!  

배터리 누액이 있을 수 있으므로 충전시  
주의하십시오. 배터리 유액은 부식성  

입니다. 피부나 눈에 닿으면 물로 충분히  
헹구고 의사의 진료를 받으십시오. 

 
 
예비 절차 
1. 덮개 (그림 16, A)를 열고 폐수 물 탱크 (B)가 비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배수 호스 (C)로 

비우십시오. 
2. 수평 바닥에서 기계를 움직이십시오. 
3. 점화 키 (F)를 "0"으로 돌리십시오. 
4. 탱크 (B)를 조심스럽게 들어 올리십시오. 
5. WET 배터리만 해당: 

 배터리 내부의 전해질을 확인하십시오 (D); 필요한 경우, 마개 (E)를 통해 위로 올려주십시오. 
 다음 충전을 위해 모든 배터리 마개 (E)를 열어 두십시오. 
 필요한 경우, 배터리 (D)의 윗면을 청소하십시오. 

6. 다음 절차에 따라 배터리를 충전하십시오. 
 

그림 16 

A
B

C

H G F

D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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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에 배터리 충전기를 장착한 상태의 배터리 충전 
(탑재 배터리 충전기가 있는 기계의 경우) 
7. 배터리 충전기 케이블 (그림 17, A)을 전기 주전원 (G)에 

연결하십시오 (전기 주전원 전압과 주파수는 기계 일련 
번호판 (F)에 표시된 배터리 충전기 값과 호환 가능해야 
합니다). 배터리 충전기가 전기 주전원에 연결되면, 
모든 기계 기능이 자동으로 차단됩니다. 배터리 충전기 
제어판에 빨강 경고등 (B)이 계속 켜져 있으면, 배터리 
충전기가 배터리를 충전하고 있는 중입니다. 

8. 녹색 경고등 (C)이 켜져 있으면, 배터리 충전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9. 충전이 완료되면, 배터리 충전 케이블 (A)을 전기 
주전원 (G)에서 분리하고 케이스 (D)에 감아주십시오. 

10. 조심해서 탱크를 내리십시오.   
 

 참고  
배터리 충전기 (그림 17, E)의 작동에 관한 
추가 정보는 관련 안내서를 참조하십시오. 

 
 
 
 
 
 
 
 
 
내장형 충전기가 없는 기기  
1. 배터리 충전기의 케이블을 전원에 연결합니다 (G, 그림 

17.1) (전압과 주파수는 배터리와 호환되어야합니다. 

배터리 충전기를 전원에 연결하면 안전을 위해 모든 기계 

기능이 자동으로 차단됩니다 
2. 배터리 충전이 완료되면 배터리 충전기 케이블을 

전원에서 분리하십시오 (G). 
 

참고 
기기에 내장형 충전기가 장착되어 있지 않은 
경우 설치된 배터리 유형에 적합한 외부 배터리 
충전기를 선택하십시오   

 
 
 

 

F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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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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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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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러시/패드 청소  
 주의!  

날카로운 잔해가 있을 수 있으므로 브러시/패드를 청소 시 보호용 장갑을 착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1. 사용 장에 표시된 대로 기계에서 브러시/패드를 제거하십시오. 
2. 물과 세제로 세척하십시오. 
3. 브러시/패드가 작업할 수 있는 상태이고 지나치게 마모되지 

않았나 확인하십시오; 필요할 경우, 교체하십시오. 
 
정수 필터 청소  
1. 수평 바닥에서 기계를 움직이십시오. 
2. 기계가 꺼져 있고 점화 키 (54)가 제거되었는지 확인하십시오. 
3. 우측 뒷 바퀴 뒤의 기계 아래 마개 (그림 18, A)를 닫으십시오. 

마개 (A)는 (B) 위치에있을 때 닫히고 (C) 위치에 있으면 
열립니다. 

4. 투명 덮개 (D)를 제거한 다음, 필터 스트레이너 (E)를 
제거하십시오. 청소 후 지지대 (F) 위에 설치하십시오. 

 
 참고  

필터 스트레이너 (E)는 지지대 (F) 집 (H) 
위에 정확히 위치해야 합니다. 

 
5. 꼭지 (A)를 여십시오. 
 
 
스퀴지 청소  

 참고  
스퀴지는 깨끗해야 하며 좋은 건조 상태를 
유지하려면 날이 양호한 상태여야 합니다. 

 
 주의!  

날카로운 잔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청소를 할 
때는 보호용 장갑을 착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1. 수평 바닥에서 기계를 움직이십시오. 
2. 점화 키 (그림19, A)를 "0"으로 돌리십시오. 
3. 레버 (C)로 스퀴지 (B)를 내리십시오. 
4. 손잡이 (D)를 풀고 스퀴지 (B)를 제거하십시오. 
5. 스퀴지에서 진공 호스 (E)를 분리하십시오. 
6. 철이나 알루미늄 스퀴지를 청소하십시오 (그림 20). 특히, 

구획 (A)과 구멍 (B)을 청소하십시오. 앞날 (C)과 뒷날 (D)에 
결함, 절단 및 파열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필요한 경우, 
교체하십시오 (다음 단락의 절차 참조). 

7. 분해했을 때의 역순으로 스퀴지를 조립하십시오. 
 

그림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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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퀴지 날 점검 및 교체 
1. 이전 단락에서와 같이 철이나 알루미늄 스퀴지를 

청소하십시오. 
2. 앞날 (C)의 끝 (그림 22, E)과 뒷날 (D)의 끝 (F)이 그 

길이를 따라 같은 높이로 놓였는지 확인하십시오. 
필요한 경우 다음 절차에 따라 높이를 조정하십시오: 

 라쳇고정레버 (G)를 분리하고 패스너 (M)를 풀고 뒷날 
(D)을 조절한 다음, 패스너 (M)를 결합하고 
라쳇고정레버 (G)를 설치하십시오. 

 손잡이 (I)를 풀고 앞날 (C)을 조절한 다음 손잡이를 
조이십시오. 

3. 앞날 (C)과 뒷날 (D)에 마모, 절단 및 찢김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필요한 경우, 다음 절차에 따라 
교체하십시오. 뒷날 (D)의 전방 모서리 (J)가 마모되지 
않았는지 확인하십시오; 필요한 경우, 날을 뒤집어 마모 
된 모서리를 온전한 것으로 교체하십시오. 다른 
모서리도 마모된 경우 다음 절차에 따라 날을 
교체하십시오: 

 라쳇고정레버 (G)를 분리하고 패스너 (M)를 풀고 유지 
스트립 (K)을 제거한 다음, 뒷날 (D)을 교체하거나 
뒤집으십시오. 해체의 역순으로 날을 조립하십시오. 

 손잡이 (I)를 풀고 유지 스트립 (L)을 제거한 다음, 앞날 
(C)을 다시 끼우십시오. 해체의 역순으로 날을 
조립하십시오. 날 교체 (또는 뒤집기) 후 이전 
단계에서와 같이 높이를 조정하십시오. 

4. 진공 호스 (그림 21, A)를 스퀴지에 연결하십시오. 
5. 스퀴지 (B)를 설치하고 손잡이 (C)를 조이십시오. 
6. 필요한 경우, 스퀴지 밸런싱 조절 손잡이 (D)를 

조정하십시오. 
 

그림 21 

그림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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탱크 및 부유 공 필터 청소 및  덮개 가스캣/패킹장치  검사 
1. 수평 바닥에서 기계를 운전하십시오. 
2.   기계가 꺼져 있고 점화 키 (54)가 제거되었는지 확인하십시오. 
3. 폐수 탱크 리드 (그림 23, A)를 탱크에서 떼낼 수 있는 90도 위치로 돌린 다음, 탱크에서 부유 공 필터 

(P)를 내리십시오. 
4. 폐수 탱크 뚜껑 (A), 폐수 탱크 (B), 정수 탱크 (C) 및 부유 공 필터 지지 틀 (E)을 청소하십시오. 배수 

호스로 폐수 탱크 (22)를 비우십시오. 
5. 필요한 경우, (그림 23) 과 같이 "열림"과 "닫힘" 기호를 따라 부유 공 필터의 바닥 덮개 (F)를 연 다음 

부유 공 (D), 필터 지지 틀 (E) 및 필터 스펀지를(I) 청소하십시오. 청소 후, 부유 공 (D)을 필터 지지 틀 
(E)에 고정시킨 후 부유 공 필터의 하단 캡 (F)의 표시 홈 (L)을 부유 필터 지지 틀의 표시 홈 (L)에 맞춰 
정렬하십시오(E). 부유 공 필터의 바닥 덮개를 나사로 단단히 조이고, 필터 스폰지 (I)를 부유 필터 지지 
틀(E)에 고정하십시오. 마지막으로, 페수 흡입 호스 (M)에 연결하십시오. 

6. 탱크 밀봉 스트립의 결함이 없는지 검사하십시오. 
 

 주의 
탱크 패킹장치(G)는 흡입 모터가 작동할 때 탱크 내부의 진공 상태를 만듭니다. 탱크를 
밀폐해야 지면에서 물을 폐수 탱크로 효과적으로 흡수할 수 있습니다. 

 
7. 패킹장치 (G)의 접촉면에 결함이 없고 충분히 밀봉되어 있는지 점검하십시오. 필요한 경우, 탱크의 

패킹장치를 홈 (H)에서 빼내 교체하십시오. 그림 16과 같이 새로운 패킹장치를 조립하면 (그림 23), 
접합부가 중간 지점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8. 폐수 탱크 뚜껑을 닫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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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 탱크 청소 
(세제 혼합 시스템이 있는 기계용) 
아래 그림과 같이 세제 탱크 (그림 24, C)를 청소하십시오: 
1. 수평 바닥에서 기계를 움직이십시오. 
2. 점화 키 (A)를 "0"으로 돌리십시오. 
3. 덮개 (B)를 열고 폐수 물 탱크 (C)가 비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필요한 경우, 배수 호스 (D)로 
비우십시오. 덮개를 닫으십시오 (B). 

4. 조심스럽게 탱크 (C)를 들어 올리십시오. 
5. 플러그 (E) 나사를 풀고 탱크 (G)에서 호스 (F)를 

분리하십시오. 
6. 탱크를 제거하십시오. 
7. 지정된 폐기 장소에서 탱크를 씻으십시오. 
8. 탱크 (G)를 설치하고 호스 (F)를 연결하십시오. 
9. 세제 탱크를 배수한 다음 시스템을 깨끗한 물로만 

작동시켜 남은 세제 혼합물 역시 배출하십시오. 
 
 
 
 
 
 
 
 
 
 
 
 
 
 
기계 작업 시간 점검 
1. 점화 키 (그림 25, A)를 "I"로 돌리십시오. 
2. 스위치 (B)를 누르고 기계가 수행한 총 작업 시간 

(세정/흡입)을 시간 미터 (C)에서 읽으십시오. 
3. 스위치 (B)를 다시 누르십시오. 
4. 점화 키 (A)를 "0"으로 돌리십시오. 
 

그림 24 

그림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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퓨즈 점검/교체 
( 기본버전 전용 ) 
1. 점화 키 (그림 26, A)를 "0"으로 돌리십시오. 
2. 동력 공급 케이블 (그림 26, C)을 전기 주전원에서 

분리하십시오. 
3. 제어판 (D)의 나사 (그림 27, C)를 제거한 다음, PCB 를 

뒤집어 퓨즈 (그림 27, A, B)를 찾으십시오. 
4. 다음 퓨즈를 확인하거나 교체하십시오: 

A. F1 퓨즈, 저 전압 회로 퓨즈: (5A)  
B. F3 퓨즈, 브러시 해제 퓨즈: (20A)  

5. 1 - 3 단계를 역순으로 실시하십시오. 
6. 다음 브레이커를 점검하거나 누르거나 교체하십시오: 

C. F5 브레이커, 진공 모터 회로 차단기: (30A)  
D. F4 브레이커, 구동 시스템 회로 차단기: (12A) (*)  
E. F2 브레이커, 브러시 모터 회로 차단기: (30A)  

 
(*):  구동모터가 있는 기계 전용 
 

그림 26 

그림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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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속품/옵션 
표준 구성품 외에도, 기계는 다음과 같은 부속품/옵션을 장비 특정 용도에 따라 구비할 수 있습니다: 
위에 언급된 선택 사항 부속품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공인 판매점에 문의하십시오. 
부속품/옵션 
"부품 목록" 섹션을 참조하십시오. 
1. WET 또는 GEL/AGM 배터리 
2. 걸레 및 쓰레기 키트 
3. 다른 재료로 만들어진 패드 
4. 세제 혼합 시스템  
5. 파편 수거함 
문제 해결 

문제 가능한 원인 대책 

모터가 작동하지 않는다;  

경고등이 켜지지 않는다. 

배터리 커넥터의 연결이 끊어졌습니다. 배터리 커넥터를 연결하십시오. 

배터리가 완전히 방전되어 있습니다. 배터리를 충전하십시오. 

기계가 움직이지 않는다  

(구동모터  있는 기계 전용) 

점화 키를 사용하고 스위치 중 하나를 계속 눌러서  

기계를 켜 놓았습니다. 

점화 키를 "0"으로 돌린 다음,  

스위치를 누르지 말고 기계를  

다시 시작하십시오. 

3개의 배터리 충전 표시등이  

동시에 깜박인다. 

브러시 모터가 과부하되었습니다. 덜거칠은 브러시를 사용하십시오.  

브러시가 회전하지 못하게 할 수 있는 이물질 (얽힌  

실 등) 이 있습니다. 
브러시 허브를 청소하십시오. 

브러시가 작동하지 않으며,  

붉은 경고등이 켜져 있다. 
배터리가 방전되어 있습니다. 배터리를 충전하십시오. 

폐수 진공 청소가 불충분  

한 것 같다. 

회수 물 탱크가 가득 차 있습니다. 탱크를 비우십시오. 

호스가 스퀴지에서 분리되어 있습니다. 연결하십시오.  

진공 격자가 막히거나 부유물이 막혀 있습니다. 
그리드를 청소하거나 부유물을  

점검하십시오. 

스퀴지가 더럽거나 마모 혹은 손상되었습니다. 스퀴지를 청소하고 점검하십시오. 

탱크 덮개가 제대로 닫히지 않았거나 개스켓이  

손상되었거나 밴드 튜브가 막혔습니다. 

덮개를 바로 닫으시고, 

손상가스켓을 교체하시고,  

밴드튜브를 청소하십시오. 

회수 물 탱크가 더럽습니다. 세척 해 주십시오.  

브러시로 흐르는 정수가  

부족하다. 
용수 / 정수 필터가 더럽습니다. 필터를 청소 해 주십시오. 

스퀴지가 바닥에 자국을  

남긴다. 

스퀴지 날 아래에 파편들이 있습니다. 잔해를 제거하십시오. 

스퀴지 날이 마모되었거나 손상, 찢어졌습니다. 날을 교체하십시오. 

스퀴지가 손잡이로 조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맞게 조절하십시오. 

 LED 경고등 
1.키를 꽂기 전에 안전버튼을 누르십시오. 

2.안전버튼 오류 

1.버튼에서 손을 떼고 기계를 

재작동하십시오.  

2.교체하십시오. 

화면표시 에러코드“Err03” 브러시모터 과부하 기계를 재작동하십시오. 

화면표시 에러코드“Err04” 진공모터 과부화 기계를 재작동하십시오 

 참고 
충전기가 설치된 기계는 충전기가 탑재되지 않으면 작동할 수 없습니다. 배터리 충전기 
오작동 시에는 공인 서비스 센터에 문의하십시오. 
자세한 정보는 서비스 센터에서 얻을 수 있는 서비스 안내서를 참조하십시오. 

폐기 
자격을 갖춘 폐기물 처리 기관에서 기계를 수거하게 하십시오.. 
기계가 폐기되기 전에 해당 법과 규정에 맞도록 조립품을 분리하여 적절한 방법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 배터리 
- 브러시/패드 홀더 
- 플라스틱 호스 및 플라스틱 부품들 
- 전기 및 전자 구성품들 (*) 
(*) 전기 및 전자 구성품 파손에 대해서는 당사 서비스 센터에 문의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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简介 

 

提示 
括号（）中描述的序号可以在对应的指示图中找到。 

 

说明书内容和目的 

本手册是为了给操作者提供正确、安全使用本机的必要信息。这些信息包括机器的技术数据、安全、操作、

储藏、维护、配件和如何处置机器。 
在对本机进行任何的操作或维护步骤之前，操作者和具有相关资格的技术人员都必须仔细的阅读本手册。 
对于本手册的解释有任何的疑问或是想得到更多的相关信息，请联系我们的售后服务部或代理商。 
 

如何保存说明书 
此说明书必须存放于机器附近便于取用，为了避免液体或其他物质污染损坏说明书，请将说明书存放于合适

的袋子或箱子。 
 

符合标准声明 
符合标准声明专为本机器提供，保证本机器符合法律强制要求。 
 

 

提示 
符合声明的原始文件的复印件将与本机器的其它文件资料一起提供。 

 

配件和维护保养 
一切必要的操作、维护和维修步骤都必须由有资格的人员或是我们公司指定维修中心来执行。只能使用原厂

的配件和附件。 
如果需要服务及订购配件或附件，请联络我们公司，并请提供机器的型号和序列号。 
 

变更和改进 
公司致力于产品的持续改进并保留对已经销售的产品是否另行通知其改进和变更的权利。 
 

适用范围 
本洗地车用于商业和工业环境中，适合对光滑而坚硬的地面进行清洁（洗刷和污水回收）。必须由合格的操

作者在安全的环境中使用。本洗地车不适合在户外及对地毯和比较粗糙的地面清洁。 
 

机器标识 
本机器的型号和连续号标示在连续号贴纸上。 
此信息非常重要，当需要购买机器配件时，请使用以下的表格提供机器的出厂信息。 

机器型号.......................................................................................... 

机器序列码....................................................................................... 

 
运输和拆除包装 
当收到机器时，请检查确保包装及机器完好无损。如果有任何破损，请在收货前确保运送人员清楚并书面记

录破损，保留对此造成损失要求赔偿的权利。 
拆除包装时请仔细遵从包装上的说明。 
拆除包装后检查机器是否配备有如下的物品： 
1. 技术文件 包含洗地车用户手册，充电器说明书（如果有配充电器）。 
2. 电池充电线（如果没有配备车载充电器，则在指定的外置充电器上）。 
3. 5A 和20A 保险丝各一个。(只用于标准版本机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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安全指南 
以下的符号指示了潜在的危险状况，任何情况下都请仔细的阅读这些信息并采取必要的预防措施来避免可能

的人员伤害和财产损失。 
 

机器上的安全指示符 
 

 

警告！ 
在对机器进行任何操作之前，请仔细阅读相关说明。 

 

警告！ 
不要直接用水或高压水枪清洗机器。 

 

警告！ 
不要在超过规定坡度的斜坡上使用机器。 

 
说明书中安全指示符 

 

危险！ 
它指示了可能会造成操作者死亡的危险。  

 

警告！ 
它指示了潜在的可能对人员和物品造成损害的危险。 

 

注意！ 
它指示对重要事项和有用功能的警示。注意带有此符号的段落。 

 

提示 
它指示对重要事项和有用功能的提示。 

 

建议 
它指示在采取任何措施之前可能的建议。 

 

通用安全指南 
 
对人员和机器潜在的损害做出特定的警告和注意事项如下 
 

 

危险！ 

 
 此机器只能由经过适当的培训或被授权的人员来使用，且必须按照此说明书操作。 
 在进行任何的使用、维护保养、维修、更换部件等步骤之前，请确保认真阅读了说明书，机器处于

关闭状态并断开蓄电池连接。 
 请不要在有毒、危险、可燃或具有爆炸性的粉尘、液体、蒸汽的附近使用本机器。本机器不适用于

危险粉尘的清洁。 
 在电器元件附近工作时请不要佩戴珠宝首饰。 
 除非有安全支撑，不然不可在提起的机器下面作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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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当使用湿式蓄电池时，电池在正常使用过程中可能释放易燃气体，严禁烟火、烟火材料、强光、发

热物体靠近电池。 
 当使用湿式蓄电池时，电池可能会释放少量氢气，必须确保充电环境通风并远离明火。 

 

 

警告！ 

 
 每次使用前请仔细检查机器确保机器的所有部件都正确安装，否则可能给人或财产带来危害。 
 在使用电池充电器充电之前，请确保电源的频率和电压与机器序列码贴纸上指示的电源频率和电压

一致。 
 不要拉拽充电器电线来移动机器，不要让电线通过一扇关着的门，也不要将电线缠绕在具有锋边或

锐角的物体上，不能让机器从电线上碾过。请保持充电器电线远离热的表面。 
 为了避免火灾、电击或人身伤害，当使用者离开机器时确保机器处于断电状态。 
 本机器不适合室外使用，仅适合于室内使用，不用时存储于干燥的室内环境。 
 机器的存储和工作温度必须在0 °C 至 +40 °C 之间，环境湿度需保持在30% - 95%。 
 请不要在超过规定坡度的斜坡上使用本机器。 
 当使用地面清洁液时，请遵循清洁熔液瓶体的使用标识并戴合适的手套等保护使用者。 
 请使用和机器一起提供的刷盘和针座及用户手册指定的部件，使用其它的刷盘和针座会降低安全

性。 
 机器发生故障时，请确认不是因缺少保养引起的。若是其它的情况请寻求授权人员或维修中心的帮

助。 
 采取一切必要的预防措施避免头发、首饰和宽松的衣服等可能被机器的移动部件卷入的危险。 
 不要在灰尘厚度特别大的地方使用本机器。 
 不要直接用水或高压水枪冲洗机器，避免使用腐蚀性物质清洗。 
 使用机器时避免碰撞到周围的物体，特别是当碰撞可能会引起堕物的危险时。 
 机器静止不动时，停止使用刷盘或针座工作，以免损坏地面。 
 在机器着火的情况下，请使用干粉灭火器，不要使用液体灭火器。 
 请勿取掉或更改机器上的贴纸。 
 请不要试图改变机器的安全防护，一定要遵照维护指南行事。 
 气温在0 ℃ 以下运输机器时要特别注意，如果水箱和管道里有水可能会结冰并严重损坏机器。 
 如果配件需要更换，请从被授权的经销商或代理商处取得原装的配件。 
 如机器因损坏、放置于户外或是掉入水中无法正常工作，请将机器送到维修中心。 
 为保证机器安全正确的使用，请让经授权的人员或维修中心按手册相应章节中的保养表进行 

定期保养。 
 本机器必须被正确处置，因为其存在有毒和有害物资（蓄电池等），这些物资按照相关的法规要求必

须由特定的中心来处置（请参见销毁章节）。 
 本机器只能作为清洁工具，不能用于其他用途。 
 请保持工作区域畅通，在通道堵塞的情况下不要使用本机器。确保气道不被尘土、头发以及任何可

能阻碍空气流通的物体阻塞。 
 请在光线充足的地方使用机器。 
 本机器只能由经过适当的训练或被授权的人员来使用，小孩或不合适的人不能使用本机器。 
 当有小孩在附近时必须特别小心使用机器。 
 确保孩子不玩机器避免造成事故。 
 使用机器时避免对人或物造成损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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机器描述 

机器结构（如图1） 
 
1. 污水箱盖 
2. 储物槽 
3. 手柄 
4. 控制面板 
5. 水刮提手 
6. 快速接头 
7. 充电线支架（*） 
8. 充电线（*） 
9. 放水管 
10. 刷盘提起/放下踏板 

a) 刷盘提起时踏板位置 
b) 刷盘放下时踏板位置 

11. 水刮固定把手 
12. 复位贴纸 
13. 吸污管 
14. 水刮 
15. 水刮平衡调节把手 
16. 出水接头 
17. 万向轮 
18. 过滤器 
19. 前轮（A） 

驱动轮（B） 

20. 刷盘/针座 
21. 刷盘罩 
22. 排污管 
23. 清水箱 
24. 铰链 
25. 污水箱 
26. 过滤网支架 
27. 水管固定架 
28. 过滤盖 
29. N/A 
30. 密封条 
31. 碎片收集盒（*） 
32. 60”弯头 
33. 过滤接头 
34. 拖把架（*） 
35. 电磁阀 
 
(*):  选配件 
(A): 仅限不带驱动的机型 
(B): 仅限带驱动机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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控制面板（如图2所示） 
 
36. 后退开关（B） 
37. 污水箱拉绳 
38. 电池连接器 
39. 清洁液连接盖（**） 
40. 清洁液容器（**） 
41. 清洁液用量参考表（**） 
42. 水泵（**） 
43. 水泵连接管（**） 
44. 清洁液连接管（**） 
45. 电池（*） 
46. 电池盖帽 
47. 水量增加开关 
48. 水量减少开关 
49. 流量显示器 
50. 安全开关 
51. 电量指示灯（红） 
52. 电量指示灯（黄） 
53. 电量指示灯（绿） 
54. 钥匙开关（O-I） 
55. 清洁液流量调节旋扭（**） 
56. 调速旋扭（B） 
57. 计时器 

58. 自动卸刷开关 
59. 吸力系统开关 

静音模式（长按1S 切换（C）） 
60. 刷盘/吸力系统控制开关 
61. 充电器指示灯（红）（*） 
62. 充电器指示灯（黄）（*） 
63. 充电器指示灯（绿）（*） 
64. 充电接口保护盖（*） 
65. 刷盘过载保护 
66. 驱动过载保护（B） 
67. 吸力电机过载保护 
68. 外置充电器连接口 
 
(*): 选配 
(**): 仅限配清洁剂系统的机型  
(A): 仅限不带驱动的机型 
(B): 仅限带驱动机型 
(C): 仅用于静音版机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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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USHTRACTIONVACUUM

 
图2 

充电器指示灯显示窗（如图2） 

1. 开始充电时，充电器（61）红色指示灯闪烁然后常亮，进入充电的第一阶段。 
2. 充电一段时间后， 红色指示灯（61）灭， 黄色指示灯（62）常亮， 此为充电第二阶段。 
3. 充电完成时，黄色指示灯（62）灭，绿色指示灯（63）常亮。 
 

REVISED  06/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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提示 
充电过程中如果黄色指示灯（62）闪烁，提示电池没有连接好或输出端短路。 
充电器红色指示灯闪烁提示充电器内部短路。 

 

技术参数 

型号 单位 
SC530 
 53 B 

SC530  
53 BD 

SC530  
53 BQ 

SC530 
 53 BDQ 

包装尺寸（长 x 宽 x 高） mm 1370x600x1300 
机器高度 mm 1080 
机器长度 mm 1260 

机器宽度（不含水刮） mm 550 
机器重量 

（不含电池，空水箱） 
Kg 91 97 93 99 

机器使用时重量 
（含电池，清水箱满水） 

Kg 208 214 210 216 

出货重量 Kg 121 127 123 129 
清水箱容量 Liter 61 
污水箱容量 Liter 61 
吸力马达功率 Watt 350 300 

吸力（标准模式） mm  H₂O 1150 850 

吸力（静音模式） mm  H₂O / 530 

爬坡能力（最大） % 2% 
前轮直径 mm 200 
后轮直径 mm 76 

标准模式噪音等级（平均值） dB(A) 69±3 66±3 
静音模式噪音等级（平均值） dB(A) / 61±3 

水流量 L/minute 0.7/1.2/1.7/2.2 

工作宽度 MM 530 
水刮宽度 MM 760 

刷盘/针座直径 MM 530/508 
刷盘电机功率 Watt 450 

刷盘速度 Rpm 150 
刷盘/针座压力（最大） Kg 27 23 27 23 

驱动电机功率 Watt / 150 / 150 
工作时速 Km/h / 0-4.5 / 0-4.5 
电压 V 24V 
电池 Ah 12V 100-135 Ah C5 

车载充电器(*) V/A 24V/13A / 
电池箱尺寸（长 x 宽 x 高） mm 350X350X300 

 
 
 
 
 
 
 
 
 
 
(*): 选配 
 
 

REVISED  06/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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控制电路图（不带驱动电机、带充电器机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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组件  线材 

BAT 24V 电池  RD1 红色/6AWG   

CH 充电器   RD2 红色/10AWG 

EB1 控制板PCB  RD3 红色/12AWG  

ES1 电磁开关24V（刷盘电机）  RD4 红色/20AWG 

ES2 24V继电器（吸力马达）  RD5 红色/14AWG  

F1 5A保险片  BK1 黑色/6AWG   

F2 过载保护器（刷盘电机）  BK2 黑色/10AWG 

F3 20A保险片  BK3 黑色/12AWG 

F5 过载保护器（吸力马达）  BK4 黑色/14AWG  

K1 启动开关  BK5 黑色/20AWG 

M1 刷盘电机组件  BK6 黑色/16AWG  

M2 吸力泵  RD-BK 红色黑色/20AWG 

EV 水阀组件  BN1 棕色/12AWG 

M4 清洁液泵（**）  BN3 棕色/20AWG 

SW1 防水开关（毛刷）  BN-BK 棕色黑色/20AWG 

SW2 防水开关（毛刷）  BU 蓝色/20AWG 

VR2 清洁液泵电位器（**）  BU-BK 蓝色黑色/20AWG   

   YE 黄色/20AWG 

   WH 白色/20AWG    

(**) = 仅限配清洁剂系统机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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控制电路图（带驱动电机、带充电器机型） 

 

组件 
 

线材 

BAT 24V 电池  RD1 红色/6AWG 

CH 充电器   RD2 红色/10AWG 

EB1 控制板PCB  RD3 红色/12AWG  

EB2 速度控制器编程（带驱动电机）  RD4 红色/20AWG 

ES1 电磁开关24V（刷盘电机）  RD5 红色/14AWG  

ES2 24V继电器（吸力马达）  BK1 黑色/6AWG 

ES3 24V继电器（驱动电机）  BK2 黑色/10AWG 

F1 5A保险片  BK3 黑色/12AWG 

F2 过载保护器（刷盘电机）  BK4 黑色/14AWG 

F3 20A保险片  BK5 黑色/20AWG 

F4 过载保护器（驱动电机）  BK6 黑色/16AWG  

F5 过载保护器（吸力马达）  RD-BK 红色黑色/20AWG 

K1 启动开关  GN 绿色/20AWG 

M1 刷盘电机组件  GN-BK 绿色黑色/20AWG 

M2 吸力泵  BN1 棕色/12AWG 

M3 驱动轴组件  BN2 棕色/14AWG 

EV 水阀组件  BN3 棕色/20AWG 

M4 清洁液泵（**）  BN-BK 棕色黑色/20AWG 

SW1 防水开关（毛刷/驱动电机）  BU 蓝色/20AWG 

SW2 防水开关（毛刷/驱动电机）  BU-BK 蓝色黑色/20AWG 

SW3 防水开关（后退）  OR 橙色/20AWG 

VR1 调速电位器组件  YE 黄色/20AWG 

VR2 清洁液泵电位器（**）  WH 白色/20AWG 

(**) = 仅限配清洁剂系统机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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控制电路图（不带驱动电机、不带充电器机型） 

 

组件  线材 
BAT 24V 电池  RD1 红色/6AWG   

EB1 控制板PCB  RD2 红色/10AWG 

ES1 电磁开关24V（刷盘电机）  RD3 红色/12AWG  

ES2 24V继电器（吸力马达）  RD4 红色/20AWG 

F1 5A保险片  BK1 黑色/6AWG   

F2 过载保护器（刷盘电机）  BK2 黑色/10AWG 

F3 20A保险片  BK3 黑色/12AWG 

F5 过载保护器（吸力马达）  BK4 黑色/14AWG 

K1 启动开关  BK5 黑色/20AWG 

M1 刷盘电机组件  BK6 黑色/16AWG 

M2 吸力泵  RD-BK 红色黑色/20AWG 

EV 水阀组件  BN1 棕色/12AWG 

M4 清洁液泵（**）  BN3 棕色/20AWG 

SW1 防水开关（毛刷）  BN-BK 棕色黑色/20AWG 

SW2 防水开关（毛刷）  BU 蓝色/20AWG 

VR2 清洁液泵电位器（**）  BU-BK 蓝色黑色/20AWG   

   YE 黄色/20AWG 

   WH 白色/20AWG    

(**) = 仅限配清洁剂系统机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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控制电路图（带驱动电机、不带充电器机型） 
 

 

组件  线材 

BAT 24V 电池  RD1 红色/6AWG 

EB1 控制板PCB  RD2 红色/10AWG 

EB2 速度控制器编程（带驱动轴）  RD3 红色/12AWG 

ES1 电磁开关24V（刷盘电机）  RD4 红色/20AWG 

ES2 24V继电器（吸力马达）  BK1 黑色/6AWG 

ES3 24V继电器（驱动轴）  BK2 黑色/10AWG 

F1 5A保险片  BK3 黑色/12AWG 

F2 过载保护器（刷盘电机）  BK4 黑色/14AWG 

F3 20A保险片  BK5 黑色/20AWG 

F4 过载保护器（驱动轴）  BK6 黑色/16AWG 

F5 过载保护器（吸力马达）  RD-BK 红色黑色/20AWG 

K1 启动开关  GN 绿色/20AWG 

M1 刷盘电机组件  GN-BK 绿色黑色/20AWG 

M2 吸力泵  BN1 棕色/12AWG 

M3 驱动轴组件  BN2 棕色/14AWG 

EV 水阀组件  BN3 棕色/20AWG 

M4 清洁液泵（**）  BN-BK 棕色黑色/20AWG 

SW1 防水开关（毛刷/驱动轴）  BU 蓝色/20AWG 

SW2 防水开关（毛刷/驱动轴）  BU-BK 蓝色黑色/20AWG 

SW3 防水开关（后退）  OR 橙色/20AWG 

VR1 调速电位器组件  YE 黄色/20AWG 

VR2 清洁液泵电位器（**）  WH 白色/20AWG 

(**) = 仅限配清洁剂系统机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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控制电路图（带驱动电机、不带充电器机型）静音版机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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控制电路图（不带驱动电机、不带充电器机型）静音版机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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使用指南 
 

 

警告！ 
在机器的某些部位粘贴着用于指示的标牌： 

－危险！ 

－警告！ 

－小心！ 
－建议 

 
在阅读本手册时，操作者必须对标牌上的这些符号特别加以小心。任何情况下都不能遮盖这些标牌，如果它

们被损坏，请马上更换。 
 

新机器蓄电池安装和设定 
 

 

警告！ 
如果蓄电池被错误地安装或不正确的接线，机器的电器元件可能会严重损坏。蓄电池只能由

合格的人员进行安装。根据所使用的蓄电池（湿电池 WET 或干电池 GEL/AGM）来设定功能

电路板和车载充电器（可选的）。 
安装前检查电池是否损坏，装上随机附带动电池终端保护盖，操作时需小心谨慎。 

 
 
 
 
 
 
 

 

提示 
本机器需要两个12V 的电池，按图3所示连接。 

 
 
 
 
 
 
 
 
本机器可以采用如下几种电池模式： 
A）蓄电池（WET 或 GEL/ AGM）已经安装并随时可以供使用 
1. 检查蓄电池，通过连接器（38）把蓄电池连接到机器上。 
2. 插入钥匙开关（54）并打到档位“I”。 如果绿灯（53）亮指示电池充满电；如果黄灯（52）或红色警

示灯（51）亮，需要先给蓄电池充电。 
 
B）没有安装蓄电池 
1. 购买指定的蓄电池（参见技术参数章节）。 
2. 关于如何选择蓄电池，可以从合格的蓄电池代理商处得到。 
3. 根据下面段落中的方法以及所选蓄电池型号设定机器和车载充 电器。 
 

图 3 

12V

+-

12V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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蓄电池型号设定（WET 或 GEL/ AGM） 
(只用于标准版本机器) 
根据所选蓄电池型号（WET 或 GEL/AGM），按图4设定车载充电器和机器电路板。 
 
机器电路板设定 
控制面板设置 
1. 把钥匙开关（54）打到档位“I”，在机器运行

的最初几秒请注意： 
 如果绿色指示灯（53）闪烁，机器设置为使

用 GEL/AGM 蓄电池（出厂默认电池模式）。 
 如果红色指示灯（51）闪烁，机器设置为使

用湿式（WET）蓄电池。 
2. 如果需要变更机器设定，请参照下面步骤。 
 

 

注意！ 
在进行以下操作前切断所有电源 

 
3. 出厂设置为使用 GEL/AGM 蓄电池，如果选用

这类型电池，直接跳到步骤11，否则按下一步进

行操作。 
4. 拆下控制面板上的螺丝（C，图4），然后翻转面

板上的 PCB（A，图4）在其上找到 DIP 开关

（B，图4），按照图4中两项不同类型蓄电池设

置进行设定。 
5. 如果使用湿式（WET）蓄电池，请把指拨开关

设置为（WET）。 
6. 设定好之后，按拆下的步骤装好控制面板并锁

上螺丝。  
 
充电器设置（只适用于带车载充电器的机型） 
7. 拆除螺丝（A，B，C，D，图4.1） 
8. 打开充电器盖找到开关 SW1（E，图4.1）。 
9. 设置需要的充电模式参照表格（图4.1）。 
10. 设置完成后把螺丝安装回去（A，B，C，D，图

4.1）。 

 
 
 
 
 
 

图 4 

图 4.1 
 

DP1 DP2 CHARGING CURVE
ON OFF IUIa Wet

OFF IUIa Gel EXIDE
IUoU AGM

ON IUIUo AGM Discover
ON
ON

OFF
OFF

DP1 DP2

OFF

ON

SW1

B
C

D E

A

GEL/AGM WET

B

A

C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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蓄电池安装和蓄电池型号设定（WET 或 GEL/ AGM） 

(只用于静音版本的机器) 
根据所选蓄电池型号（WET 或 GEL/AGM）, 选择合适的

电池模式类型。 
提示  
机器启动时，显示屏会显示当前的电池模式，

具体模式见下面表格。 
 

 
1. 同时按下 (A, 图4.2) 和 (B) 按钮,插入钥匙开关 (D) 启动

机器, 0.5秒后机器进入电池模式设置界面。松开 A 和

B 按钮。 
2. 通过按动按钮 A 或 B,电池模式将变更，选择合适的模

式，等待2秒屏幕显示设置成功，重启机器查看当前设

置是否正确。 
3.  电池模式设置完成 。 
 
 

 
电池安装 
11. 打开污水箱盖（1）检查污水箱（25）是否已经清空，如果污水箱有水，先利用排水管（22）排空污水

箱。 
12. 盖上污水箱盖（1）。 
13. 小心翻转污水箱（25）。 
14. 机器带有连接2X12V 电池的连接线，小心的把电池正确地放入电池盒内。 
15. 按图3所示将电池连接线正确地连接并用螺丝锁紧在电池上。 
16. 将电池连接线上的连接器插入机器电池连接器（38）内。 
17. 小心翻回污水箱（25）。 
 
电池充电 
18. 给电池进行充电。（参见维护保养章节）。 

模式 电池类型/电池品牌 电池充电曲线 LED 显示屏 
( C, 图. 4) 

开机显示 

0 WET General WET 充电曲线 
 

LED1 闪烁2次 

1 GEL/AGM 
General GEL/AGM 充

电曲线 

 
LED2 闪烁2次 

2 DISCOVER 
DISCOVER EV gel 

电池 

 
LED3 闪烁2次 

3 OPTIMA OPTIMA gel 电池 
 LED1 和 LED2 

闪烁2次 

4 EXIDE EXIDE gel 电池 
 LED1 和 LED3 

闪烁2次 

5 FULLRIVER FULLRIVER gel 电池 
 LED2 和 LED3 

闪烁2次 

A

LED1 LED2 LED3

B C D
图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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图 6 

E FA

D
B

C

H

H

G

图 5 

A

C

B

刷盘/针座的安装和拆卸 
 

 

提示 
根据需要清洗的地面选择相应的刷盘（A，图5）或者是针座（B 和 C，图5）。 

 

 

注意！ 
在安装或卸载刷盘或针座之前，确保机器所有开关处于关闭状态，水刮已提起离开地面才能进

行操作。操作时必须佩戴防护手套，避免被碎片划伤。具体步骤如下： 

 
1.  插入钥匙开关（54），打到档位“O”。 
2.  通过压下踏板（10） 提起刷盘罩。 
3.  如果机器配有速度调节器（56），按反时针方

向调到最小为零速度。 
4.  放置刷盘（A，图5）或者针座（B）在刷盘罩

（21）下与刷盘罩中心对齐。 
5.  通过升起踏板（10）放下刷盘罩。 
6.  转动钥匙开关（54） 到档位“I”。 
7.  按下刷盘/吸力系统控制开关（60）。 
8.  点动安全开关（50），（其中一个或二个均可）

装好刷盘/针座，然后立即松开安全开关，如

果有必要的话，重复这一步骤直到刷盘/针座

被装好。 
 
 

 

警告! 
对于带驱动的机型，轻轻按下其中一个或两个安全开关（50）之前，需反时针方向调节 速度

调节器（56）到机器的最小速度，否则机器会快速移动。 

 
9.  通过压下踏板（10）提起刷盘罩，然后按压卸刷开关（58）卸下刷盘/针座。  

 
 
水刮平衡调节 
1.  安装水刮，并旋紧把手（H，图6），然后把吸力

管（G）连接到水刮上。 
2.  通过水刮调节手柄（A，图6）调节水刮。 
a） 如果水刮后刮条中间部位（B）与地面有间隙或下

压较少，逆时针方向（F）调节手柄（A），直到

后刮条的全部长度都与地面接触良好，前刮条轻

轻接触地面。 
b） 如果水刮后刮条两端（C 和 D）与地面有间隙或

下压较少，顺时针方向（E）调节手柄（A），直

到后刮条的全部长度与地面接触良好，前刮条轻

轻接触地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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图 8 

图 7 

B

D

H

G

A

E F

A

B

C

溶液/清水箱注水 
 

 

注意 
如果机器配备清洁剂系统（可选），清水

箱必须装满干净的清水。 

 
1.  打开入水口过滤盖（B，图7）。 
2.  （适用于不带清洁剂系统的机型）使用机器前面的注

水口（B）注入清水或合适地面清洗的洗涤液。可通

过注水管（H）及边上的刻度查看清水箱中水的容

量，指示为“1”时表示清水箱已满。所注入水或洗

涤液温度不能超过+104F（+40°C）。 
 

 

警告！ 
只能使用低泡沫、难燃的清洁剂，这些清洁

剂应适用于洗地车使用。 
 
3.  （适用于带清洁剂系统的机型）使用机器前端的注水

口（B）或机器后部的注水管（H）给清水箱（D）

注满清水。可通过注水管（H）及边上的刻度查看清

水箱中水的容量，指示为“1”时表示清水箱已满。 
注入清水箱中的水温不可超过+104°F（+40°C）。 

 

清洁剂填充（适用于带清洁剂系统的机型） 
1.  打开污水箱盖（E）检查污水箱（F）是否有水，若

有水则用排水管（G，图7）清空污水箱。 
2.  如图（A，图8）所示，翻转污水箱。 
3.  打开清洁剂容器盖子（B）。 
4.  更换或为清洁容器（C）重新注入适合清洁地面的清

洁剂（高浓度清洁剂）。不要注入过满，清洁剂距离

容器口边沿几厘米时停止注入清洁剂。 
 

 

警告！ 
只能使用应用于自动洗地车的无泡或低泡的

不可燃清洁液。 
 

 

注意 
需要安装一个新的清洁剂容器时，需要选择

相同大小或比标配更小的容器尺寸，但选择

容器盖帽尺寸要相同。将吸管插入容器

（C），连接容器盖帽和水泵，同时把盖帽和

容器（C）扭紧，在安装好清洁剂系统后，

开始使用清洁剂和清水混合系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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图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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机器启动和停止 

启动机器 
1. 按前面描述的方法准备好机器。 
2. 插入钥匙开关（A，图9）旋转到“I”档。如果电池

电量绿色指示灯（B，图9）亮，表示电池充满电可供

使用；如果电池电量指示黄灯（C，图9）或红灯

（D，图9）亮，表示电池需要充电。旋转钥匙开关到

“O”档，把电池充满电。（参见维护保养章节） 
3. 移动机器到指定的区域 
 对于不带驱动的机型，通过手柄（E，图9）推动机

器。 
 对于带驱动的机型，握住手柄（E，图9）按压手柄上

的安全开关（F，图9）或后退开关（G，图9）操作

移动机器。机器前进或后退的速度可通过速度调节器

（H，图9））进行调节。 
4. 通过水刮提手（J，图9）放下水刮（I，图9）。 
5. 通过踏板（L，图9）放下刷盘/针座（K，图9）。 
6. 按压刷盘/吸力系统控制开关（M，图9），吸力开关

（N，图9）同步打开。 
7. 根据清洁需求，通过按压水流量调节开关（O，图

9）调节水流量的大小。 
8. 开始清扫： 
•   对于不带驱动的机器，通过推动机器上的手柄（E，图

9）和按下安全开关（F，图9）。 

•   对于带驱动的机器，通过推动机器上的手柄（E）和按

下安全开关（F，图9）。如果有必要，可通过调节速度

调节器（H，图9）来调整机器的速度。 
 

 

提示 
移动机器可通过按压其中任何一个安全开

关（F，图 9）或两个同时按。 
 
 
 
停止机器 
9. 对于不带驱动的机器，通过松开安全开关（F，图9）和手柄停止移动机器。 

对于带驱动的机器，松开按压的安全开关（F，图9）即可停止移动机器，同时将速度调节器（H，图

9）调到最小零速度。 
10. 按压开关（M，图9）停止刷盘工作和吸力系统在5秒之后也会被关闭。 
11. 通过踏板（L，图9）提起刷盘罩（K，图9）。 
12. 通过水刮提手（J，图9）提起水刮（I，图9）。 
13. 旋转钥匙开关到“O”档。 
14. 确保机器已经停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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机器操作（洗地和污水回收） 

1. 按前面所述启动机器。 
2. 握住安全开关（F，图9）并推动机器移动，开始清洁工作。 
3. 如果有必要的话，关掉机器，调节水刮平衡达到最好的洗污效果。（参见水刮调节平衡的步骤）。 
 

 

提示 
对于墙壁附近地面的正确清洗方法，建议用机器的右边（有防撞轮的一边）靠近墙壁，如（图

10）所示。 
 

 

注意！ 
为了避免损坏地面，当机器停留在一个区域不动时，请停止刷盘工作。 

 

A

B
 

图10 
 
 
清洁剂用量调整 

（适用于带清洁剂系统的机型） 
1.  把旋钮（A，图11）顺时针或逆时针增加或减少洗

涤剂的浓度。 
2.  平均洗涤剂浓度值，匹配的4个颜色区域，如

（B，图11）所示。 
3.  设置洗涤剂用量为零，完全把旋钮（A，图11）逆

时针扭到底。 
 

 

提示 
洗涤剂浓度保持不变，可以调节清水流

量，调节开关（C）和（D）。 
 

图 11 

2,5%1,5%0,75%0,4%CD

A
B



SC530 说明书 中文版 
 

83 

工作期间蓄电池的充电 
只有绿色指示灯（A，图12）常亮，蓄电池已充满电时机

器才能正常工作；当绿色指示灯灭，黄色指示灯（B）亮

时，表示电池电量低，建议停止工作给电池充电；当红色

指示灯（C）亮表示电池电量已耗尽，刷盘电机和吸力泵

将在几秒之后停止工作，对于带驱动机型，驱动系统可以

移动机器到充电区域。 
 

 

注意！ 
蓄电池电量不足时不要再使用机器，以免损

坏蓄电池和缩短蓄电池的寿命。 

 
 
污水箱满水 
当污水箱（B，图13）装满污水后，一个自动浮球关闭装

置（A，图13）内的浮球将堵住连接吸力泵的入口，通过

吸力泵噪音的突然增大可以判断出吸力泵已经超载，同时

地面无法吸干，需要立即排放污水。 
 

 

注意！ 
如果吸力泵突然被关闭（例如因为机器的突

然移动导致浮球被激活），想要恢复操作请

执行以下步骤： 按下吸力泵开关（D，图

12）关掉吸力泵系统，打开污水箱盖（C，

图13）检查浮球滤网（A，图13）里的浮球

是否回到水面。然后关上污水箱盖（C，图

13），按下吸力泵开关（D，图12）以启动吸

力系统。 
 
当污水箱（B，图13）已满 ，根据下列程序清空它。 
 
污水箱排水 
1.  关闭机器。 
2.  通过踏板（F，图12）提起刷盘罩（E，图12）。 
3.  通过水刮提手（H，图12）提起水刮。 
4.  把机器移到指定的排水区域。 
5.  通过放污管（I，图12）排空污水箱内污水，然后用清

水冲洗污水箱内部。 
 

图 12 

图 13 

I

C B A

D

H

F

E

G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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注意！ 
在排放污水时，务必将污水管折叠如

（A，图14）或放置低位如（B，图14），
再打开污水管盖排水，不可将污水口端朝

上直立排水，以免污水溅到操作者身上。 
 
6.  按照污水箱排水步骤1-4操作。 
 
清水箱排水 
7.  拔出排水接头（A，图15）排干清水箱的水，然后用

清水冲洗清水箱内部。 
 

机器使用完之后 
清洁工作完毕，在离开机器之前请按下列步骤操作： 
1.  根据前面章节刷盘/针座安装和缷下描述拆下刷盘/针

座。 
2.  按前面所述步骤清空水箱（B 和 C，图15）。 
3.  完成每日的保养步骤（参见保养章节）。 
4.  提起或拆下水刮，把机器存储在干燥、干净的地

方。 
 

机器长期不使用时 
如果机器将有超过30天不使用，请按如下方法处理： 
1.  完成“机器使用完之后”的所有步骤。  
2.  断开电池连接器（D，图15）。 
 

首次使用 
第一次使用8小时后，请检查机器的紧固件和连接件是否

松动，并检查是否有可见的损坏和泄露。 
 

图 15 

图 14 

A
C

B

D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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维护保养 
 

 

警告！ 
必须在关掉机器的电源和断开机器和蓄电池的连接后才能进行这些步骤。 
进行任何的保养步骤之前请仔细阅读说明书中有关安全的章节。 

 
所有计划内或额外的维护保养必须由合格的人员或得到授权的维修中心来完成。 
本手册仅仅描述了最简单和最通用的保养步骤。 
对本计划保养表内的其它保养步骤，请参见维修中心的维修手册。 

 
定期保养表 
 

 

注意！ 
标记（1）的项目在机器刚开始工作8个小时后要执行。 
标记（2）的项目这些保养步骤必须由得到授权的维修服务中心来完成。 

 
 

项目 每天使用完之后 每周 每半年 每年 

蓄电池充电     

水刮清洁     

刷盘/抛光垫清洁     

水箱清洁     

水箱密封条检查     

浮球滤网清洗     

水刮条的检查和更换     

清水过滤器的清洁     

吸力泵过滤器清洁     

WET 型号蓄电池液体高度的检查     

螺丝和螺母紧固性的检查   （1）  

刷盘/针座电机碳刷的检查或更换    （2） 

吸力泵碳刷的检查或更换    （2） 
驱动电机碳刷的检查或更换（只针对带驱

动机型）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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电池充电 

 

提示 
当黄色或红色警示灯（H 或 G，图16）
变亮后就需要给蓄电池充电了，或者在

每次工作结束后进行充电。 

 

 

注意！ 
保持蓄电池处于充满电的状态可以延长

蓄电池的使用寿命。 

 

 

注意！ 
蓄电池电量不足后要尽快给蓄电池充

电，否则会缩短蓄电池的寿命。至少每

周检查一次蓄电池电量。 

 

 

警告！ 
湿式蓄电池在充电过程中会产生易 爆
气体氢气，请保持充电环境通风并远 
离火源。充电时，打开污水箱，禁止在

充电的电池附近吸烟。 
 

 

警告！ 
给蓄电池充电时要特别的小心，因为充

电过程中可能有酸液的泄露。蓄电池酸

液具有腐蚀性，不慎接 
触到皮肤或眼睛请马上用清水大量冲洗

并立刻去看医生。 

 
 
准备步骤 
1. 打开污水箱盖（A，图16），检查污水箱（B，图

16）是不是空的，如果不是空的则通过放污管排空

它。  
2. 移动机器到指定的充电区域。 
3. 旋转钥匙开关（F，图16）到档位“O”。 
4. 小心翻转污水箱（B，图16）。 
5. 只适用于加水式（WET）蓄电池。 

 检查蓄电池（D，图16）里面电解液的高度，如果有必要，通过盖子注满它。 
 接下来充电时保持所有的盖子敞开。 
 必要时，清洁蓄电池（D，图16）的上表面。 

6. 根据所用的充电器型号，选择下面一个步骤给蓄电池充电。 
 

图 16 

A
B

C

H G F

D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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用车载充电器给蓄电池充电。 
（只用于标准版本机器） 
7. 连接充电器电源线（A，图17）到主电源和机器充电接口

（G，图17）（主电源的电压和频率必须与机器序列号贴纸

（F，图17）上标示的电压和频率相符）。当车载充电器被

连接到主电源后，机器所有的其它功能将被自动切断。当

车载充电器面板上的红色警示灯（B，图17）常亮，表明

充电器正在给蓄电池充电。 
8. 当车载充电器面板上的绿色警示灯（C，图17）亮时，表

明蓄电池充电完成。 
9. 蓄电池充电完成后，将充电器电源线（A，图17）与主电

源和机器充电接口（G，图17）断开，把充电器电源线绕

在充电线绕线支架（D，图17）上。 
10. 小心翻回污水箱。 
 

 

提示 
想得到更多关于车载充电器的信息，请参见相

关的手册。 
 
 
 
 
 
 
 
 
 
 
 
不带充电器的机器进行充电 
（只用于静音版本的机器） 
3. 把外置充电器的插头与机器充电口连接 (G, Figure 17.1) 

(外置充电器参数规格需与电池规格正确匹配。 当充电

插头连接后，整机电路将断开)。 
4. 当电池充电完成，请把插头从充电口(G)拔出。 
 

注意 
如果机器不带车载充电器，请选择合适电压和电池类型

的外置充电器对电池进行充电。 
 

 

 

图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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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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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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过载保护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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刷盘/针座及抛光垫清洁 

 

注意！ 
清洁刷盘/针座及抛光垫时建议佩戴保护手套，因为其中可能含有尖锐的碎片造成手划伤。 

 
1. 按前面章节所述从机器上取下刷盘/针座。 
2. 使用清洁液和水清洗刷盘/针座及抛光垫。 
3. 检查刷盘上刷毛/针座上抛光垫的磨损状况，当过度磨损

时请更换刷盘/抛光垫。 
 

清水箱过滤器清洁 
1. 移动机器到平整的地面。 
2. 确保机器已经关闭，钥匙开关（54）已经拔出。 
3. 将水阀（A，图18）处于关闭（B，图18）的位置。 
4. 取下透明盖（D，图18），取下过滤器网（E，图18）清

洗，然后把它们装到过滤器盒上（F，图18）。 
 

 

提示 
过滤器滤网（E，图18）必须正确安装到过

滤器盒（F，图18）的凸台（H，图18）上

的位置。 
 
5. 打开水阀（A，图18）处于打开（C，图18）的位置。 
 
 

水刮清洁 
 

 

提示 
为了保证良好的吸水效果，水刮必须保持清

洁，水刮条必须处于良好的状态。 
 

 

注意！ 
清洁水刮时建议佩戴保护手套，因为其中可

含有尖锐的碎片造成手划伤。 
 
1. 移动机器到平整的地面。 
2. 旋转钥匙开关（A，图19）到档位“O”。 
3. 通过水刮提手（C，图19）放下水刮（B，图19）。 
4. 扭开水刮把手（D，图19）。 
5. 从水刮上拆下连接的吸污管（E，图19）。 
6. 清理水刮架（图20）。特别要清理干净固定的凹槽和吸力

管（B，图20）上的污垢和碎片。检查前刮条（C，图

20）和后刮条（D，图20）是否完整，是否有缺口或裂

痕。必要的情况下更换它们（参见下面段落中的步骤）。 
7. 按照上述拆卸相反的顺序安装好水刮。 
 

图 19 

图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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水刮条的检查和更换 
1. 按前面章节步骤清理水刮。 
2. 检查前刮条（C，图22）的边和后刮条（D，图22）的

边，它们应该处于同一水平线上。否则通过以下的步骤

调整它们的高度。 
 松开搭扣（G，图22），使后刮条（D，图22）从固定架

（M，图22）上脱离以调整水刮条位置。调整完毕后重

新锁上搭扣。 
 旋松手柄（I，图22）以调节前刮条（C，图22）；调好后

锁紧手柄螺钉。 
 
3. 检查前刮条（C，图22）和后刮条（D，图22）是否完

整，是否有缺口和裂痕。必要的话按照下面的方法更换

它们。检查后刮条前面的边（J，图22）是否已磨损，如

果已经磨损，而上面的边是完整的时可以把它上下颠倒

安装；如果上面的边也磨损了的话，通过以下的步骤更

换它： 
 松开搭扣（G，图22），使压条从固定架（M，图22）上

脱离，取下夹条（K，图22），然后更换或上下颠倒后刮

条（D，图22）。按照与拆下相反的顺序安装好后刮条。 
 旋松手柄（I，图22）并取下前夹条（L，图22），然后更

换或上下颠倒前刮条（C，图22）。按照与拆下相反的顺

序安装好前刮条。 
在刮条更换或颠倒安装以后，按照前面所说的步骤调整

前后刮条的高度。 
4. 将吸力管（A，图21）连接到水刮上。  
5. 安装水刮（B，图21），拧紧水刮把手（C，图21）。  
6. 如果有必要，通过调节水刮调节手柄 （D，图21）调整

水刮。  
 

图 21 

图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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水箱和浮球滤网的清洁，水箱盖密封条的检查 
1.  移动机器到平整的地面。 
2.  确保机器已经关闭并拔出钥匙。  
3.  打开污水箱盖（A，图23）到90度的位置，然后从污水箱中取出浮球滤网（P）。 
4.  通过排污管排干污水箱里面的水，清洗污水箱盖（A，图23），污水箱（B），清水箱（C）以及浮球滤网

支架（E）。 
5.  如果有必要，按图23所示 Open 和 Close 标识，打开浮球滤网底盖（F）并清洁浮球（D），浮球滤网支架

（E）和过滤绵（I），清洁完毕，把浮球（D）装到浮球滤网支架（E），然后将浮球滤网底盖（F）的标

志槽（L）对准浮球滤网支架（E）的标志槽（L），将浮球滤网底盖（F）旋紧，再把过滤绵（I）装到浮

球滤网支架（E）上，然后装到吸力管（M）上。 
6.  检查水箱密封条（G）的完整性。  
 

 

提示 
水箱密封条（G）使水箱内产生真空，必须密闭才可有效地从地面上吸取污水。 

 
7.  检查密封条（G）的承受面是否完整和足够密封。如果有必要，把水箱密封条从槽（H）里取出更换。

组装新的水箱密封条时，如图23所示，安装接驳口到中间平直线区域。 
8.  盖上污水箱盖（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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清洁剂水箱清洗 

（适用于带清洁剂系统的机型） 
清洁剂水箱（G，图24）如下所示： 
1.  机器行使在水平地面上。 
2.  关闭点火钥匙（A）到“O”。 
3.  打开污水箱盖（B）检查污水箱（C）是否有水，若有水

则用排水管清空污水箱。 
4.  翻转污水箱（C）。 
5.  旋开盖帽头（E）和断开连接的软管（F）清洁剂水箱

（G）。 
6.  拿出清洁剂水箱。 
7.  到指定清洗的位置清洗清洁剂水箱。 
8.  安装清洁剂水箱（G）和连接软管（F）。 
9.  清洁剂水箱装入清水，运行清洁剂混合系统，让清水完全

通过整个系统。 

 
 
 
 
 
 
 
 
 
 
 
机器记时器工作计时核查 
1.  旋转钥匙开关（A，图25）到档位“I”。 
2.  按下安全开关（B，图25），计时器（C，图25）开始工

作，同时计时器显示机器包括刷地和吸污的总时长。 
3.  松开安全开关（B，图25），计时器停止工作。 
4.  旋转钥匙开关到档位“O”。 

 

图 25 

图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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保险丝检查/更换 
(只用于标准版本机器) 
1.     旋转钥匙开关（A，图26）到档位“O”。 
2.  断开机器的电池连接线（C，图26）。 
3.  拆下控制面板（D，图27）上的螺丝（C，图27），

然后翻转 PCB 找到保险丝（A，B，图27）。  
4.  检查/更换保险丝如下所示： 

A）F1 为小功率电路保险丝，5A 
B）F3 为刷盘卸刷保险丝，20A 

5.  按步骤1-3相反的顺序操作。  
6.  检查或按下以下断路器： 

E）F5 为吸力泵断路器（30A） 
F）F4 为驱动系统断路器（12A）（*） 
G）F2 为刷盘电机断路器（30A） 

 
(*)： 表示此处说明只适用于带驱动机型。 

图 26 

图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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附件/选配件 

机器除了标准配置，还可根据需求配置相应的选配件。关于选配件的详细信息，请联系授权的经销商或零售

商。 
附件/选配件 
参看“Parts List”部分 
1. 拖把架套件 
2. 不同材质的清洁垫 
3. 清洁剂混合系统 
4. 碎片收集盒 
 

故障排除 
故障 可能原因 解决措施 

电机不工作，指示灯不亮 
蓄电池连接器连接不良 接好蓄电池连接器 
蓄电池电量已完全耗尽 给蓄电池充电 

机器无法移动（只针对带驱

动机型） 
机器的开关钥匙已经开启以及至少

一个安全开关被按压。 
把钥匙开关打到档位“O”，不要按

压安全开关，再次尝试启动机器。 

电池充电器的3个指示灯同时

闪烁 
刷盘电机超载 使用较小压力的刷盘  
异物如缠绕的线阻止刷盘转动 清理刷盘及刷盘罩 

刷盘不工作，红色指示灯亮 电池电量不足 给蓄电池充电 

吸力不足  

污水箱已满 排空污水箱 
吸污管与水刮连接不良 连接好吸污管与水刮 
浮球滤网堵塞或吸口堵塞 清洗浮球滤网，检查浮球位置状态 
水刮脏污或水刮条破损 检查并清理水刮 
污水箱盖没有盖好，或密封条破

损，或弯管堵塞 
正确的盖好污水箱盖，更换污水箱

盖密封条，清理弯管 
污水箱脏污 清洗污水箱 

刷盘出水流量不足 清水过滤器脏污或堵塞 清洗清水过滤器 

水刮在地面留下刮痕 
水刮条下藏有碎片等杂物 清除碎片 
水刮条破损，开裂，变脆 更换水刮条 
水刮没有调节平衡 调节水刮平衡 

LED 灯报警闪烁 
1.启动机器前安全开关被按下 
2.安全开关损坏 

1.松开安全开关，重启机器. 
2.更换安全开关. 

LED 平面显示代码“Err03” 刷盘马达过载 重启机器 

LED 平面显示代码“Err04” 吸力马达过载 重启机器 
 

 

提示 
安装了车配车载充电器的机器，当车载充电器有故障时，机器是不能操作的。 
如果车载充电器有故障的话，请联络得到授权的维修中心。 
了解更多的信息，请参考从任一维修中心获得的维修手册。 

 
销毁 
让合格的废品处理机构处理报废机器。 
销毁机器前，请取走和隔离下述材料，按照相关的法律法规，这些材料必须得到妥善的处置。 
－ 蓄电池 
－ 刷盘/针座 
－ 塑料软管和塑料元件 
－ 电气和电子元件（*） 
(*) 需要销毁电气和电子元件时请联系我们公司的服务中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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有害物质含量表 

部件名称 

有害物质 

铅（Pb） 汞（Hg） 镉（Cd） 
六价铬

（Cr VI） 
多溴联苯

（PBB） 
多溴二苯醚

（PBDE） 

水管 0 0 0 0 0 0 
清水箱组件 0 0 0 0 0 0 
污水箱组件 0 0 0 0 0 0 
开关面板组件 0 0 0 0 0 0 
控制箱组件 0 0 0 0 0 0 
安全开关组件 0 0 0 0 0 0 
底盘组件 0 0 0 0 0 0 
刷盘组件 0 0 0 0 0 0 
车轮 0 0 0 0 0 0 
水刮组件 0 0 0 0 0 0 
充电器 0 0 0 0 0 0 
驱动电机 0 0 0 0 0 0 
刷盘电机 0 0 0 0 0 0 
吸力电机 0 0 0 0 0 0 
电线部件 0 0 0 0 0 0 
电子开关部件 0 0 0 0 0 0 
电池（可选） X 0 0 0 0 0 
包装外箱类 0 0 0 0 0 0 
贴纸类 0 0 0 0 0 0 
说明书 0 0 0 0 0 0 
PE 袋 0 0 0 0 0 0 
              
本表格依据 SJ/T 11364 的规定编制 
o： 表示该有害物质在该部件所有均质材料中的含量均在 GB/T 26572 规定的限量要求以下。 
X： 表示该有害物质至少在该部件的某一均质材料中的含量超出 GB/T 26572 规定的限量求。 
 
说明：           该符号中的数字表明上述产品在正常使用条件下的环境友好使用期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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