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이제로는 점점 더러워 지면서 바닥을 닦는 물걸레 청소기의 단점을 완전히 뛰어넘은 

새로운 방식의 청소기입니다. 흡착력이 좋은 폴리머롤러가 계속 셀프 세척을 하면서 깨끗한 

상태로 청소의 시작부터 끝까지 위생적으로 청소합니다.  

하이제로는 폴리머롤러를 사용한 혁신적인 UltimateCleanTM 기술을 활용하여 고체 및 

액체쓰레기를 가리지 않고, 쓸고 닦고 흡착하여 빨아들이는 모든 일을 원스톱으로 처리한 

다음, 고체와 액체쓰레기를 별도로 분리하여 수거하기 때문에 청소 후 뒤처리까지 쉽고 

간단합니다



부드러운 폴리머롤러를 이용한 Bionic기술은 

먼지,액체,세균을 효율적으로 제거하고 청소

중에 미세먼지등을 공중으로 날리지 않기 때문

에 천식이나 알레르기 환자에게도 적합합니다.

진공청소방식이 아닌 닦아서 빨아들이는 흡착

식 청소기이기 때문에 전력소비량이 적고, 

1리터의 물이면 30평의 청소가 가능해서 물 

사용량도 많지 않습니다. 또한 280mm 너비의

폴리머롤러가 한번의 왕복으로 닦아내는 면적

이 크기 때문에 청소 시간이 절감됩니다.

Bionic 기술 환경친화

고체는 고체 쓰레기통에 액체는 폐수통으로 

분리수거하게 되어 있어서 뒤처리가 간편하고 

손이 더러워지지 않습니다.

분리수거
내구성이 강한 배터리는 한번 충전한 후 

60분 이상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공간도 

중간에 배터리를 교환할 필요 없이 청소가 

가능합니다.

대용량 배터리

All-In-One
쓰레기를 빨아들이고 적당한 양의 물로 닦아낸 다음 

금새 마르기까지, 세가지 일을 한꺼번에 쉽게 처리합니다. 

특징과 장점



스마트한 세트구성

스타일 : 

기능 : 

배터리 : 

배터리 사용시간 : 

정수통 용량 : 

폐수통 용량 : 

고체 쓰레기통 용량 : 

무게 : 

인증 : 

물 사용량 : 

사용제한: 

무선 스탠드형 F803

올인원(일반청소, 물청소, 건조, 롤러세척)

Li-ion, 19 V DC, 40Wh

60분 (완충 시간 : 3~4시간)

500 ml

200 ml

500 ml

3.9 kg

1리터의 물로 30평 청소 가능

본체 R-R-utd-F803 / 아답터 SU16567-17003 / 배터리 XU102483-21001A

딱딱하고 편편한 바닥 ( 카페트나 러그는 청소 불가)

깔금한 물 탱크

500ml 크기의 정수 탱크 : 1L면 30평 청소 가능

500ml 크기의 폐수 탱크 : 물 수위를 알 수 있는 
지능적 센서 부착

단 두개의 청소 강도 조절 버튼과 파란색과 
빨간색으로 청소기의 상태를 간편하게 알리는 
구조

조작 버튼

간단하고 쉬운 설계와 스마트한 디자인

리튬 이온 배터리

3~4시간 충전하여 60분 동안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효율적인 배터리

고체 쓰레기통

200ml의 크기로 고체 쓰레기만 
별도 수거하여 쉽게 처리할 수 있는 
설계

청소기 거치대

어린이도 쉽게 세울 수 있는 간단한 구조 

액세서리를 효율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공간

세워둔 채 셀프 세척 기능을 구동시킬 수 있는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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