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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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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규격
외형사이즈

l

525 x 462 x 169 mm

동작온도

l

-10℃ ~ 60℃

보관온도

l

-20℃ ~ 45℃

배터리규격

l

6 Cell, DC 12 V / 5200 mAh

충전기규격

l

DC12.6V/1 Ah

외부전원(옵션)

l

태양광보드 100mAh

1-2

제품 구성
명칭

수량

명칭

수량

본체

1대

사용설명서

1개

배터리

1개

제품보증서

1개

리모컨

1개

부품케이스

1개

충전기

1개

파우치(옵션)

1개

고정끈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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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명칭 및 기능
본체

① 태양광보드 또는 카메라보드 (옵션)

⑤ 배터리 분리버튼

② 상판케이스(상판뚜껑)

⑥ 배터리

③ 자동차 커버

⑦ 고무피트

④ 흡착판

06

리모컨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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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부분 명칭 소개

① 표시등 : 버튼을 누를 때마다 표시등이 켜집니다. 배터리가 부족할 때는 표시등이
켜지지 않습니다. 이때는 리모컨 배터리를 교환해 주십시오.
② 펼침버튼 : 자동으로 커버를 펼쳐 줍니다.
③ 걷기버튼 : 자동으로 커버를 걷어 줍니다.
④ 일시정지버튼 : 펼치거나 걷고 있는 동안, 잠시 멈추고자 할 때 사용합니다.
⑤ 닫힘버튼 : 커버가 완전히 펼쳐지기 전에 상판케이스(상판뚜껑)를 닫을 수가
있습니다.
2

리모컨 설정

리모컨마다 해당본체와 매칭되는 유일한 코드가 있습니다. 즉, 1대1 매칭되는
리모컨만 해당 본체를 컨트롤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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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터리
1

충전방법

① 본체 밑부분에 있는 배터리 분리버튼을 누르면, 자동으로 배터리가 분리가 됩니다.
② 충전할 때는 본사에서 제공한 충전기로 충전하십시오.
③ 충전 중에는 빨간 등이 깜박거리고, 충전완료시에는 녹색등이 켜집니다. 충전이
완료되면, 충전기에서 배터리를 분리하십시오.
④ 배터리에 있는 버튼을 짧게 누르면 배터리 남은 용량상태를 알 수가 있습니다.
남은 배터리 용량이 30% 이하일 경우, 빨간색등이 켜지고, 30% 이상일 경우에는
녹색등이 켜집니다. 15초 후에는 자동으로 꺼집니다.
2

배터리 주의사항

① 충전할 때는 반드시 본사가 제공한 충전기를 이용해야 합니다.
② 배터리에 빨간색등이 들어왔을 경우에는, 본체에서 "배터리 용량이 부족합니다.
충전해 주세요"라는 음성 멘트가 나옵니다. 이때는 바로 충전을 하십시오.
③ 배터리를 인위적으로 뜯지마시고, 바닥에 떨어뜨리거나 충격을 주지 마십시오.
④ 배터리를 물이 있는 곳이나, 비를 맞을 수 있는 곳에 보관하지 마십시오.
⑤ 배터리가 심각하게 손상되거나, 완전히 다 소모되었더라도 불에 태우지 마십시오.
배터리를 소각할 경우, 폭발할 위험이 있습니다.
⑥ 배터리를 고온환경(65℃ 이상)에 보관하지 마십시오.
3

배터리 고장처리

만약, 본체 커버를 걷다가 심한 저항으로 인하여 배터리 보호를 위해서 전원을 강제로
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충전기로 배터리 표시등이 켜질 때까지 충전하신 후,
다시 사용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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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버스 사용법
커버를 펼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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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배터리를 본체에 삽입을 하십시오.
② 먼저, 고무피트나 흡착판 또는 차량표면에 이물질이 있는지 확인하고, 이물질을
제거한 후, 본체를 차량의 중간부분에 올려 놓습니다. 이때 본체 위부분에 있는 '차
전면 방향표시'가 차량의 전면을 향하게 올려 놓습니다.
③ 배터리 스위치를 켜면, 본체에서 "안녕하세요? 커버스입니다"라는 음성이
나옵니다. 리모컨의 "펼치기"버튼을 누르게 되면, 본체에서 "커버스가 작동을
시작합니다. 천의 붉은 컬러 부분을 앞으로 당겨 주세요" 라는 음성이 나옵니다.
④ 본체의 상판케이스가 열리면, 커버가 돌아 가면서 펼쳐지고, "일시정지"버튼만
작동됩니다. 다른 버튼은 작동되지 않으며, "다시 확인 후 눌러주세요"라는 음성이
나옵니다
⑤ 손으로 커버를 차 앞부분과 뒷부분까지 펼치며 당겨주시고, 붉은색 부분을 차
앞쪽으로 맞추시면 됩니다. 실제 상황에 따라서, 리모컨의 조작버튼(펼치기와
걷기)으로 미세조정을 통하여 편리하게 차의 사이즈에 맞출 수 있습니다.
조작버튼을 1번 누를 때마다, 반대방향으로 1/8씩 돌아 갑니다. 미세조정하는
횟수는 펼치기와 걷기 각각 12번씩 제한되어 있습니다. 12번 모두 누른 뒤에는
조작버튼(펼치기와 걷기)은 작동되지 않습니다. "다시 확인 후 눌러주세요"라는
음성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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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60초를 기다리거나, 리모컨의 "닫힘"버튼을 누르게 되면, 본체의
상판케이스(상판뚜껑)는 자동으로 내려갑니다. 음성으로 "경보시스템이
작동되었습니다" 나온 후 3초 후에 경보시스템이 실행됩니다. 이때부터 본체에
충격이 가하면, 경보음이 울리게 됩니다. 리모컨의 "일시정지"버튼을 누르게되면
경보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⑦ 만약, 강한 바람이 불 경우, 커버를 펼친 후 고정끈으로 바퀴 휠에 고정시키면,
커버가 바람에 날리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고정끈 사용법을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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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버를 걷는 방법

3-2

① 커버를 차 앞뒤에서 들어내고 차위에 펼쳐놓습니다. 가능한 한 평평하게
펼쳐주시고, 백미러나, 번호판, 안테나 등에 걸리지 않게 펼쳐 주십시오.
② 리모컨의 "걷기"버튼을 누르면, "커버스 걷기 시작! 걸리는 부분이 없도록 주의해
주세요"라는 음성이 나옵니다. 자동으로 커버를 다 걷었는지 체크하며, 걷기
완료시 "완료"라는 음성이 나옵니다.
③ 커버를 걷는 중에는 "일시정지"버튼만 작동되며, 다른 버튼은 작동되지 않습니다.
다른 버튼을 눌렀을 경우, "로 "다시 확인 후 눌러주세요" 라는 음성이 나옵니다.
④ 걷기가 완료됐을 경우, 본체의 전원을 끄고, 안전한 곳에 보관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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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사항
① 커버 걷기를 마무리하기 위하여 상판케이스(뚜껑)가 조금 내려갔을 때 큰
저항력이 느껴질 경우, 다시 상판케이스(뚜껑)가 올라가게 되고 천천히 돌가가면서
걷어 냅니다. 그러나, 초기 설정되어 있는 수치가 초과되었을 경우, "과부하
상태입니다"라는 음성이 나오고 정지하게 됩니다. 이 경우, 리모컨의 어떤 버튼을
눌러도 "기계작동에 문제가 발생되었습니다"라는 음성이 나옵니다. 이럴 때는
재부팅을 하고, "걷기완료, 안전운전하세요"라는 음성이 나올 때까지 "걷기"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② 온도가 영하 이하로 내려갔을 때, "과부하 상태입니다"라는 음성이 나오면, 이 경우
지극히 정상적인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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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끈 사용사용법
고정끈 설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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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커버가 다 펼쳐진 후, 커버 끝부분에 있는 고리와 고정끈을 이용하여 바퀴휠에
고정을 할 수 있습니니다.
② 구성품 중에 있는 고정끈의 양끝에는 버클이 달려있습니다. 어느 한쪽의 버클을
잡고, 커버 고리에 통과 시킨후 동일한 방법으로 바퀴휠에 통과 시킵니다. 이후
고정끈 양끝의 버클을 연결하여 고정시키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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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사항
-- 본체가 차량에 설치되어 있는 상태로 운행하지 마십시오.
-- 비가 오거나 눈오는 날에는 커버에 있는 눈 또는 비를 털어내어 본체에 과부하가
걸리는 것을 방지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커버가 얼어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커버가 얼어 있는 상태에서 작동을 시키면 제품 고장의 원인이 될수 있습니다.
-- 이동할 때, 상판케이스(뚜껑)만 잡고 이동하면 안됩니다. 제품 고장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 차위에 본체를 설치한 후 끌어서 이동하면 안됩니다. 차 표면이 손상될 수
있습니다.
-- 맨바닥에서 테스트하지 마십시오.
-- 본 제품의 리모컨과 본체는 1대1로 매칭이 되어 있으므로, 리모컨을 잘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 반드시 본사에서 제공한 충전기를 사용하고, 안전한 곳에서 충전하시기 바랍니다.
-- 충전중에는 제품을 사용하지 마십시오. 제품 고장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 인위적으로 제품을 분해하시면, 제품 A/S가 불가합니다. 반드시 본사 또는 제품
구매한 곳을 통하여 A/S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제품을 물이나 습기가 많은 곳에 장시간 보관하면 안됩니다.
-- 제품을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전원을 꺼주십시오.
-- 차 위에 물기나 먼지가 있을 경우, 차 위나 흡작판을 깨끗이 닦은 뒤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본체가 미끄러져 고장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 제품을 거꾸로 설치하면 안됩니다. 고장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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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센터
제품 사용 중 발생하는 문의 사항이나 불편사항을 자세하게 상담하고 신속하게
처리해 드립니다.
본 제품의 사양은 제품의 질적 향상이나 기능의 수정 등에 의하여 예고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제품의 내용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저희 고객센터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용설명서는 저희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대표번호

02-2298-0056

주소

서울특별시 성동구 고산자로 323, 2층(마장동)

근무시간

평일 09 : 00~18 : 00

휴무일

공휴일(일요일 포함), 토요일

홈페이지

www.covous.co.kr

오시는 길

자세한 위치는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주차안내

주차장이 협소하여 주차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모델명

FHC-A1

보증기간

본체 (구입일로 부터 1년)
커버 (구입일로 부터 6개월)
(각 부품에 대한 보증기간이 별도로 표기되어 있을 경우, 각 부품
의 보증기간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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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설명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