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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注意事项

使用本产品之前，请仔细阅读本使用说明
书，并妥善保管以备日后参考。

1.0.1	危险

 • 切勿在本产品的电源线或其他产品的电源
线上移动本产品，以免发生危险。

 • 切勿将拖地吸嘴或产品机身浸入水或任何
其他液体中，也不要在水龙头下冲洗产
品，以免发生电击。

 • 切勿在地面插座上移动本产品，以免发生
电击。 

1.0.2	警告

 • 清洁或维护产品之前，必须先从插座拔掉
插头。 

 • 组装后，切勿将上机身从下机身拆除。 
如果您拆卸产品的上机身，产品将无法重
新组装。

 • 切勿让产品清扫尖锐的物体，以免发生
危险。

 • 切勿让产品清扫易燃或可燃液体，也不要
将易燃或可燃液体放入净水箱中，以免发
生危险。

 • 切勿将香精油或类似物质放入净水箱中，
也不要用产品清扫它们，以防受损。 

 • 在灰烬变冷之前，切勿让产品清扫， 
以免发生危险。

 • 使衣服、头发、手指和身体其他部位及物
体与拖地吸嘴中的移动部件和开口保持一
定距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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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切勿尝试将电源按钮固定在按下位置来覆
盖安全锁。

 • 切勿堵塞产品的通风口。 
 • 切勿让产品清扫除灰尘或液体以外的异

物，以免激活主动保护系统。 
 • 切勿将醋酸（醋）或除垢剂放入净水箱

中，也不要用产品清扫它们，以免受损。
 • 切勿将蜡、油或无法稀释的地板维护产品

放入净水箱中，也不要让产品清扫它们，
以免受损。 

 • 切勿混合不同类型的液体地板清洁剂。使用
一种地板清洁剂后，在将另一种地板清洁
剂放入净水箱之前，先倒空并冲洗净水箱。

 • 使用液体地板清洁剂时，切勿超过瓶子上
标示的最大量。 

 • 切勿使用尖锐的物体清洁拖地刷，否则会
损坏刷毛，降低拖地刷的清洁效能。

 • 切勿让本产品在同一地点运行过长时间，
否则会损坏地板。

 • 按照“清洁和保养”一章的说明清洁拖
地刷。 

 • 拖地刷不可用洗碗机或洗衣机清洗。
 • 仅使用飞利浦提供的原装拖地刷更换拖地

刷。有关更换说明和信息，请参阅“更换
拖地刷”一章。如需订购新的拖地刷，请
参阅“订购附件”一章。

1.1	电磁场	(EMF)
本产品符合关于电磁场 (EMF) 的所有相关标
准。据目前的科学证明，如果正确使用并按
照本用户手册中的说明进行操作，本产品是
安全的。

1.2	主动保护系统
X 配有主动保护系统。该主动保护系统设计用
于识别清扫地板上的异物而非灰尘或液体的情
况。当系统激活时，它将立即停止拖地刷，以
防损坏物体和产品。马达声音减小，本产品不
再向地板洒水。主动保护系统也会在拖地刷过
湿或在地毯上移动产品时激活。  

 • 使用时，切勿提起或倾斜拖地吸嘴， 
因为水可能从拖地吸嘴中喷出。

 • 在连接产品之前，检查产品上所标注的电
压与当地的电压是否相符，以免受伤或损
坏马达。

 • 定期检查电源线和产品是否存在损坏。 
如果插头、电源线或产品本身损坏， 
切勿使用本产品。

 • 如果电源软线损坏，为了避免危险， 
必须由制造商、其维修部或类似部门的专
业人员来更换。

 • 本产品不打算由肢体不健全、感觉或精神
上有障碍或缺乏相关经验和知识的人 
（包括儿童）使用，除非有负责他们安全
的人对他们使用本产品进行监督或指导。

 • 应照看好儿童，确保他们不玩耍本产品。
 • 切勿将本产品存放在 0°C 以下的环境中。

1.0.3	注意

 • 在取下其中一个水箱或打开拖地吸嘴之
前，请务必拔下产品的插头。

 • 切勿用湿手插入、拔下或操作本产品。
 • 当污水箱中装有污水时，切勿将产品的上

机身向后倾斜太多，也不要将产品侧放，
以防漏水。

 • 仅使用酸橙绿部件操作、清洁或维护本
产品。

 • 本产品仅限于室内使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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精力。快速旋转的微纤维拖地刷一次即可彻
底除污、去渍和清除液体，轻松快速地让您
获得完美效果。在本用户手册中，我们为您
提供了一些令清洁工作轻松有效的提示。我
们希望您喜欢使用本产品，正如我们乐意创
造本产品一样。

2.2	包装盒内有什么？
1 下机身
2 上机身
3 冲洗盘
4 用户手册
5 快速入门指南
6 保修卡
7 注册卡

2.3	X	的正面
1 解锁滑块
2 上机身
3 满水箱/空水箱指示灯
4 下机身
5 拖地吸嘴
6 拖地吸嘴盖释放滑块
7 拖地吸嘴盖
8 带手柄的拖地刷盖
9 拖地刷
10 通风口

2.4	X	的背面
1 电线固定钩
2 手柄
3 电源按钮
4 可转动的电源线存放挂钩
5 电源线
6 手柄
7 净水箱锁杆
8 净水箱盖
9 净水箱
10 污水箱盖
11 污水箱
12 污水箱锁杆
13 进风口
14 通风口
15 滚轮
16 冲洗盘

1.3	使用限制
 • 仅在具有防水表面涂层的硬地板（例如油

毯地板、瓷板和刷漆木地板）上使用本产
品。这些经处理的地板是全球所售的标准
地板。如果您的地板未经过处理，且不具
有防水作用，请咨询制造商您是否可以使
用水清洁。切勿在防水表面涂层损坏的硬
地板上使用本产品。

 • 切勿使用本产品清洁地毯。
 • 切勿在对流加热器的地板栅格上推动本产

品。在栅格上移动本产品时，由于本产品
无法清扫吸嘴中流出的水，水将进入对流
孔的底部。

 • 切勿向侧边移动拖地吸嘴，否则会留下水
痕迹。仅向前或向后移动拖地吸嘴。

1.4	地板维护
 • 使用本产品时，请始终遵循清洁和保养说

明以及硬地板的维护程序。
 • 本产品用于定期清洁硬地板。切勿使用本

产品向硬地板涂沫地板维护产品。仅使用
可在水中稀释的液体地板清洁剂清洁地
板。确保使用适合硬地板的低泡沫或无泡
沫地板清洁剂。

2	 您的	水瞬洁

2.1	简介
感谢您的惠顾，欢迎光临飞利浦！为了您
能充分享受飞利浦提供的支持，请在 www.
philips.com/welcome 上注册您的产品。
全新的飞利浦 水瞬洁 可同时进行吸尘、拖地
和抹干，一次搞定。与传统的吸尘加湿拖相
比，使用 水瞬洁 可为您节省 50% 的时间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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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向下转动电源线存放挂钩，取下电源线，
以便正确打开产品背面。

 3  向上拉锁杆，解锁净水箱并将其取下。 
为防止产品倾倒，请用一只手将其竖直握
住，用另一只手取下净水箱。

 4  逆时针旋转净水箱盖，取下净水箱盖。

 5  向净水箱中注入冷水或微温的自来水，直至
最大 (MAX) 水位标示。如果需要，您可以
加几滴适当的液体地板清洁剂（请参阅“
注意事项”一章的“地板维护”部分）。 

3	 首次使用之前

 1  从产品取下塑料袋。
 2  将下机身放在冲洗盘上，以防止其滚动。
 3  将上机身放在下机身上。确保上机身的凹

陷部位正好卡入下机身的凸起部位。

 4  在下机身上向下按上机身，直到其锁定到位
并发出“咔哒”一声。这需要稍微施力！
上机身的蓝色背面必须贴在下机身上， 
中间不留任何空隙。

B	警告：
切勿在上机身未正确放置在下机身上时使用
本产品。组装后，切勿将上机身从下机身拆
除。

4	 使用准备	

4.1	为净水箱注水
每次使用前，先为净水箱注水。
装满水的净水箱提供的水足够用来清洁 60 平
方米以上的区域。
 1  竖直放置产品。本产品将自动锁定在固定

位置（可听到“咔哒”一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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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使用	水瞬洁

5.1	清洁地板
 1  开始清洁地板前，清除地板上的零散物

体，如玩具、杂志和鞋子。将其它产品的
电源线搁在旁边。

 2  向下旋转电源线存放挂钩并拔掉电源线。
将电源插头插入电源插座。

 3  请用脚按吸嘴的顶部，然后从固定位置释
放本产品。

 4  向前推解锁滑块 (1) 并按住电源按钮 (2)。
产品启动后，您可以释放解锁滑块 (3)，
但在清洁时要按住电源按钮 (4)。

4

D	注意：

如果您想使用液体地板清洁剂，首先向净
水箱中注入水，然后添加瓶子上所标示的
液体地板清洁剂量。由于净水箱的容量为	
700	毫升，您只需添加几滴清洁剂即可。

 6  将盖子盖回净水箱，然后顺时针转动盖子
将其固定。

 7  提起并握住锁杆 (1)，将净水箱完全滑入
产品 (2)。然后按下锁杆 (3)，将净水箱锁
定到位（可听到“咔哒”一声）。

4.1.1	重要须知

 • 为净水箱注水后，确保正确锁定锁杆。 
如果锁杆未正确锁定，在从固定位置释放
本产品时，净水箱可能会滑落。

 • 为净水箱注水后打开产品时，需要片刻时
间水才会从吸嘴中流出。满水箱/空水箱
指示灯可能闪烁数次，并且产品可能自动
关闭。如果出现这种情况，请重新启动
产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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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关闭产品后，请前后移动产品数次，以清
除两个拖地刷之间的残留液体。如果您在
关闭产品后立即提起产品，拖地刷之间残
留的水将在地板上留下水痕迹。

C	注意：
切勿将产品的上机身向后倾斜太大，也不要
将产品侧放，以防污水箱漏水。

5.3	使用时暂停
 1  如要暂停使用片刻，请释放电源按钮以关

闭产品。竖直放置产品。本产品将自动锁
定在固定位置（可听到“咔哒”一声）。

 2  要继续进行清洁，请用脚按吸嘴，然后从
固定位置释放本产品。

 3  向前推解锁滑块并按住电源按钮。产品启
动后，您可以释放解锁滑块，但在清洁时
要按住电源按钮。

5.4	满水箱/空水箱指示灯
 1  当净水箱为空时，满水箱/空水箱指示灯

开始闪烁并且产品停止运行。为净水箱注
水（请参阅“使用准备”一章的“为净水
箱注水”部分）。 

 2  污水箱装满水时，满水箱/空水箱指示
灯持续亮起并且产品停止运行。请倒空污
水箱（请参阅以下“倒空污水箱”部分）。 

5.2	清洁提示
 • 用一只手握住手柄，另一只手握住电源

线，以免被电源线绊倒，同时防止在拖干
净的地板上留下水痕迹。要更好地控制电
源线，请将电源线固定在电线固定钩上。 

 • 退着走或朝门方向走，以免踩到拖干净的
地板上。 

 • 切勿向侧边移动拖地吸嘴，否则会在地板
上留下水痕迹。

 • 您可以像移动吸尘器一样快速移动本产
品。要去除顽固污渍，请在污渍上慢慢移
动产品。

 • 在将产品推过门槛前关闭产品，以防在地
板上留下水痕迹或水从拖地吸嘴中溅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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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将盖子放回污水箱上并向后（朝手柄方
向）拉盖解锁滑块，以锁定盖子。

 6  提起并按住锁杆 (1) 并将污水箱完全滑入
产品 (2)。向下按锁杆 (3) 将污水箱锁定
到位（可听到“咔哒”一声）。确保污水
箱的锁杆正确锁定。如果锁杆没有正确锁
定，污水箱可能在清洁时滑落。

5.6	主动保护系统已激活
主动保护系统设计用于识别清扫地板上的异
物而非灰尘或液体的情况。系统激活时，它
将立即停止拖地刷，以防损坏物体和产品。
马达声音减小，产品不再向地板洒水。主动
保护系统也会在拖地刷过湿或在地毯上移动
产品时激活。要继续清洁，请按照以下说明
操作！
 1  释放电源按钮关闭产品 (1)。将产品竖直

放在固定位置（可听到“咔哒”一声），
然后从电源插座拔下插头。如果提起的物
体是其他产品的电源线，也请拔下此产品
的插头 (2)。

5.5	倒空污水箱
 1  向上拉锁杆，解锁污水箱并将其取下。

 2  向前（远离手柄）推盖解锁滑块，解锁盖
子并从污水箱上取下盖子。

 3  倒掉污水。为防止溅出，请始终从水箱的
一个角落倒水。	

 4  在水龙头下冲洗倒空的污水箱及其盖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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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1	重要须知

要重置主动保护系统，您需要打开并关闭拖
地吸嘴盖。启动产品前，请始终确保清除拖
地刷之间的任何物体。

6	 清洁和保养	

A	危险：
切勿将拖地吸嘴或产品机身浸入水或任何其
他液体中，也不要在水龙头下冲洗产品， 
以免发生电击。

B	警告：
清洁或维护产品之前，必须先从插座拔掉插
头。

6.1	冲洗	水瞬洁。
要清洁 水瞬洁 的内部，您必须冲洗产品。 
您需要冲洗盘来冲洗产品。

6.1.1	重要须知

 • 我们强烈建议您每次使用后冲洗本产品，
以防产品内部积聚灰尘，滋生细菌。如果
每次使用后不冲洗本产品，可能导致难闻
的气味。

6.1.2	冲洗

 1  关闭产品，将产品竖直放置在固定位置 
（可听到“咔哒”一声）并从电源插座拔
下插头。

 2  打开拖地吸嘴盖 (1)，取下拖地刷盖 (2) 
并取出物体 (3)。如果无法发现物体， 
您可以取下拖地刷，以便更好地查看。

 3  如果主动保护系统因拖地刷过湿而激活，
请取下拖地刷并在水槽上挤压拖地刷 
（请参阅“清洁和保养”一章的“清洁拖
地吸嘴”部分）。

 4  放好拖地刷盖 (1) 并将其关闭 (2)。 
按拖地吸嘴盖 (3) 将其锁定（可听到 
“咔哒”一声），否则产品不会重置。

 5  将插头插入电源插座。请用脚按吸嘴， 
然后从固定位置释放本产品。向前推解锁
滑块 (1) 并按住电源按钮 (2)。产品启动
后，您可以释放解锁滑块 (3)。要继续清
洁，请按住电源按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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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关闭产品并拔下电源插头。 

 7  朝箭头方向滑动拖地吸嘴盖释放滑块 (1) 
并打开拖地吸嘴盖 (2)。取下拖地刷盖 (3) 
并检查内部是否洁净。如果内部洁净， 
请参阅“存放和移动 AquaTrio”一章，
了解如何存放产品的说 明。如果拖地刷
盖内部和拖地刷仍很脏，请按照“清洁拖
地吸 嘴”部分的说明清洁拖地吸嘴。

 8  如有必要，在水龙头下清洁冲洗盘，并用
布将其擦干。您也可以在洗碗机中清洁冲
洗盘。

6.2	清洁拖地吸嘴
 1  关闭产品，将产品竖直放置在固定位置 

（可听到“咔哒”一声）并从电源插座拔
下插头。

 2  打开拖地吸嘴盖。
 3  拉拔手柄，取下拖地刷盖。为防止弄脏您

的手，握住酸橙绿手柄，将拖地刷从拖地
吸嘴中取出。

 2  为防止冲洗过程中断，请为净水箱加水 
（请参阅“使用准备”一章的“为净水箱
注水”部分）或倒空污水箱（请参阅 
“使用 水瞬洁”一章的“倒空污水箱”
部分）。冲洗过程中断会对冲洗效果造成
不良影响。 

 3  将产品放在冲洗盘上。向量杯中加入  
300 毫升水。

E	提示：

如果需要，您可以在水中加少许液体地板
清洁剂。

 4  将水缓慢倒入冲洗盘中。确保水位不要超
过最大 (MAX) 水位标示。如果拖地刷过
湿，主动保护系统将激活。 

 5  将电源插头插入插座并启动产品。让产品
运转，直到冲洗盘中的水用完。此操作大
约需要 15 秒。 

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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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注意：

如果拖地刷仍然太湿，一启动产品时， 
就会激活主动保护系统。

 7  用湿布清洁拖地吸嘴内部和拖地吸嘴盖。 

C	注意：
拖地刷不可用洗碗机或洗衣机清洗。

C	注意：
切勿使用尖锐的物体清洁拖地刷，否则会损
坏刷毛，降低拖地刷的清洁效能。

6.3	清洁水箱	

6.3.1	清洁净水箱

虽然将水留里净水箱中很安全，但我们建议
您在存放产品前将水箱倒空。
 1  关闭产品，将产品竖直放置在固定位置 

（可听到“咔哒”一声）并从电源插座拔
下插头。

 2  取出净水箱（请参阅“使用准备”一章
的“为净水箱注水”部分）。

 3  如果需要，您可以在水龙头下清洁净水
箱。您也可以在洗碗机中清洁净水箱。

E	提示：

将脏的拖地刷放在拖地刷盖上，然后将其
带到水槽。

 4  在水龙头下冲洗拖地刷进行清洁。如果需
要，您可以使用家用液体清洁剂或少许洗
涤液来清洁拖地刷。

 5  在水龙头下清洁拖地刷盖。 

D	注意：

切勿使用钢丝绒或磨蚀性清洁剂清洁拖地
刷盖，否则可能导致表面出现刮痕。刮痕
中可能会积聚灰尘。灰尘积聚可能最终妨
碍水从拖地吸嘴中流出。

 6  将拖地刷放在干净的拖地刷盖上晾干。为
确保完全晾干，请将拖地刷一端放在拖地
刷盖的边缘上。晾干大约需要 24 小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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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将污水箱放入产品中（请参阅“使用 水
瞬洁”一章的“倒空污水箱”部分）。

6.4	重新组装拖地吸嘴
 1  首先通过开口将拖地刷一侧固定在拖地吸

嘴中的凸起部位。稍微旋转拖地刷，直
至拖地刷内部的凹陷部位固定在凸起部位
上，并且按压拖地刷直至其固定。然后将
拖地刷一侧上的凸起部位按入另一侧的开
口中。

 2  在将拖地刷盖放入拖地吸嘴之前，请检查
拖地吸嘴盖内部和拖地刷是否洁净。

 3  如果内部干燥洁净，请关闭拖地吸嘴盖，
并将其按下直到其锁定（可听到“咔哒”
一声）。

 4  将净水箱放回产品中（请参阅“使用准
备”一章的“为净水箱注水”部分）。

6.3.2	清洁污水箱

 • 每次使用后和满水箱/空水箱指示灯持续
亮起时倒空污水箱。 

 • 每次使用后清洁污水箱以防细菌滋生和产
生难闻的气味。 

 1  关闭产品，将产品竖直放置在固定位置 
（可听到“咔哒”一声）并从电源插座拔
下插头。

 2  取出污水箱（请参阅“使用 水瞬洁”一
章的“倒空污水箱”部分）。污水箱中包
含浓缩污水。取出和倒空污水箱时，请格
外小心。

 3  倒掉污水。
 4  在水龙头下冲洗污水箱和盖子，或在洗碗

机中清洁污水箱和盖子。

 5  要想彻底清洁，您可提起与污水箱盖相连
的浮标。这可让您适当冲洗滤网和浮标。

简
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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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提示：

为了方便释放和使用水箱，您也可以将电
源线缠绕起来，将其挂在电源线存放挂钩
上。将电源线缠绕后存放时，您可以使用
线夹固定电源线一端，使其固定在位。

 2  存放产品时，将产品放在冲洗盘上。
 3  如果拖地吸嘴内部还不干燥，请将拖地刷

盖歪斜地放回拖地吸嘴，并打开拖地吸嘴
盖。这可让拖地吸嘴内部变干。

7.2	移动	水瞬洁。
 1  关闭产品，将产品竖直放置在固定位置 

（可听到“咔哒”一声）并从电源插座拔
下插头。

 2  将电源线缠绕在电源线存放挂钩和污水箱
锁杆上。或者，您也可以将电源线缠绕起
来，挂在电源线存放挂钩上。

 4  如果拖地刷仍然太湿，请让其变干（请参
阅“存放和移动 水瞬洁”一章的“存放 
水瞬洁”部分）。如果拖地刷太湿，它们
会遇到过大的阻力，启动产品时，将会激
活主动保护系统。开始清洁地板前，请确
保拖地刷干燥。

6.4.1	重要须知

 • 如果拖地刷未正确放置，则无法正确放置
拖地刷盖。如果拖地刷盖未正确放置，则
无法关闭拖地吸嘴盖。如果拖地吸嘴盖未
正确关闭，产品将无法正常工作。

6.5	维护
 1  如果产品外部变脏，可用湿布清洁。
 2  当进风口变脏时，用湿布清洁进风口。
 3  定期检查通风口，以确保通风口畅通。
 4  定期检查电源线情况，以确保电源线安全

且完好无陨。

B	警告：
如果电源线损坏，切勿使用本产品。必须由
授权的飞利浦服务中心更换电源线或将产品
送往经销商进行维修。

7	 存放和移动	水瞬洁

7.1	存放	水瞬洁
 1  要存放电源线，请将电源线缠绕在电源线

存放挂钩和污水箱锁杆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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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更换拖地刷

如果您要继续享受 水瞬洁 的清洁效果， 
请确保始终使用飞利浦原装微纤维拖地刷，
并且每六个月更换一次。如果您遵循此建
议，您的 水瞬洁 将始终为您带来极佳的清洁
效果。如需更换提醒、支持、提示和诀窍，
请在线注册您的产品，网址为  
www.philips.com/welcome。
 1  关闭产品，将产品竖直放置在固定位置 

（可听到“咔哒”一声）并从电源插座拔
下插头。

 2  从拖地吸嘴逐个取下旧拖地刷（请参阅 
“清洁和保养”一章的“重新组装拖地吸
嘴”部分）。

 3  将两个新拖地刷逐个装入拖地吸嘴（请参
阅“清洁和保养”一章的“重新组装拖地
吸嘴”部分）。

8.0.1	重要须知

 • 如果您想保持良好的清洁效果，请始终将
两个旧拖地刷同时更换为两个新拖地刷。

 • 旧拖地刷不会危害环境。您可以将其与一
般生活垃圾一起弃置。

 3  您可以通过以下两种方式移动 水瞬洁：
 • 您可以使用手柄提起和搬运产品。
 • 您可以向后倾斜产品，直至其倾斜在

滚轮上。向后拉产品进行移动。

7.2.1	重要须知

 • 切勿在地毯上移动 水瞬洁，因为浓缩污
水滴可能从拖地吸嘴滴出。

 • 如果地板上有沙子，请小心操作。产品关
闭时，如果您在沙子上移动产品，产品滚
轮可能刮花地板。

 • 如果您在拖地吸嘴放在地板上时在硬地板
上移动产品，则拖地刷可能在地板上留下
湿痕迹。

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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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订购附件

要购买本产品的附件，请访问我们的网站 
www.shop.philips.com/service。 
如果您购买 AquaTrio 的附件有困难，请联系
您所在国家/地区的飞利浦客户服务中心， 
或咨询吸尘器专家。
拖地刷可通过号码 FC8054 订购。

10	环保

弃置产品时，请不要将其与一般生活垃圾堆
放在一起；应将其交给官方指定的回收点。
这样做有利于环保。

11	保修与服务

如果您需要服务或信息，或者有任何疑问， 
请访问飞利浦网站：www.philips.com/
support。您也可以联系您所在国家/地区的飞
利浦客户服务中心。可在全球保修卡中找到其
电话号码。 AquaTrio 经过精心设计和开发。
如果产品需要维修，您所在国家/地区的客户
服务中心会帮助您在最短时间内安排必要 
的维修服务，带给您最大的便利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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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故障种类和处理方法

本章归纳了使用本产品时最可能遇到的问题。如果您无法根据下面的信息解决问题，请联系您
所在国家/地区的飞利浦客户服务中心。 

问题 可能的原因 解决方法

当我向前推滑
块并按下电源
按钮时，产品
不工作。

您没有将上机身
正确安装到下机
身。

将产品下机身放在冲洗盘上。稍微用力将上机身按到
下机身，直至您听到“咔哒”一声（请参阅“首次使
用之前”一章）。上机身的蓝色背面必须贴在下机身
上，中间不留任何空隙。

使用产品时，
上机身晃动不
稳定。

您没有将上机身
正确安装到下机
身。

将产品下机身放在冲洗盘上。稍微用力将上机身按到
下机身，直至您听到“咔哒”一声（请参阅“首次使
用之前”一章）。上机身的蓝色背面必须贴在下机身
上，中间不留任何空隙。

无法按电源按
钮启动产品。

本产品配备了安
全锁。

首先您必须向前推解锁滑块来解锁电源按钮，然后按
电源按钮启动产品。产品启动后，释放解锁滑块，但
保持按住电源按钮（请参阅“使用 水瞬洁”一章）。

启动产品时，产
品停止工作并且
指示灯闪烁。

净水箱为空。 满水箱/空水箱指示灯闪烁表示净水箱需要重新注水。
请为净水箱注水（请参阅“使用准备”一章的“为净
水箱注水”部分）。

净水箱不存在或
没有正确放置。

确保正确安置净水箱且锁杆已锁定（请参阅“使用准
备”一章的“为净水箱注水”部分）。

启动产品时，
产品停止工作
并且指示灯持
续亮起。

污水箱已满。 满水箱/空水箱指示灯持续亮起表示需要倒空污水箱。
请倒空污水箱（请参阅“使用 水瞬洁”一章的“倒空
污水箱”部分）。

污水箱不存在或
没有正确放置。

确保正确放置污水箱且锁杆已锁定（请参阅“使用 水
瞬洁”一章的“倒空污水箱”部分）。

盖子没有安装到
污水箱。

请正确安装盖子。确保向后（朝手柄方向）拉解锁滑
块，将盖子锁定在污水箱上（请参阅“使用 水瞬洁”
一章的“倒空污水箱”部分）。

产品停止工作。 您释放了电源按
钮。

本产品配备有安全锁。您首先必须向前推解锁滑块将
电源按钮解锁，然后按电源按钮启动产品。产品启动
后，释放解锁滑块，但要按住电源按钮（请参阅“使
用 水瞬洁”一章）。

虽然您没有注意
到指示灯指示‑，
但净水箱可能已
空或污水箱可能
已满。

要检查是否是此原因，请启动产品，观察满水箱/空水箱
指示灯是否开始闪烁或持续亮起。如果指示灯闪烁，请
为净水箱注水（请参阅“使用准备”一章的“为净水箱注
水”部分）。如果指示灯持续亮起，请倒空污水箱（请参
阅“使用 水瞬洁”一章的“倒空污水箱”部分）。

通风口堵塞。 检查四个通风口，看是否有堵塞通风口的物体。如有
必要，清除这些物体。继续清洁前，让产品冷却。请
参阅“您的 水瞬洁”一章，了解通风口的位置。

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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问题 可能的原因 解决方法

产品无法向地
板洒水，因为
它清扫到了什
么东西。

主动保护系统可能
因以下三个原因而
激活：(1) 产品清
扫到异物，(2) 拖
地刷过湿或 (3) 您
在地毯上移动了
产品。拖地刷自
动停止旋转，因
为它们遇到了过
大阻力。产品继
续发出声音，但
无法正常工作。

释放电源按钮关闭产品。将产品竖直放在固定位置 
（可听到“咔哒”一声），然后从电源插座拔下插
头。打开拖地吸嘴盖，取下拖地刷盖并取出物体。 
重新插入拖地刷盖，关闭拖地吸嘴盖，将插头插入电
源插座并再次启动产品（请参阅“使用 水瞬洁”一
章的“主动保护系统激活”部分）。如果没有发现物
体，主动保护系统激活可能是因为拖地刷过湿（请参
阅以下原因和解决方案）或者因为您在地毯上移动了
本产品。从电源插座拔下插头，打开并关闭拖地吸嘴
盖，重新将插头插入电源插座，启动产品并重新开始
清洁。

如果以上解决方案没有帮助并且产品仍无法工作， 
启动产品至少 10 秒钟。然后打开并关闭拖地吸嘴
盖，启动产品并重新开始清洁。

拖地吸嘴盖未正
确关闭。产品的
声音减小，因为
拖地刷不旋转，
产品不再向地板
洒水，并且不对
任何物体拖洗。

确保正确组装拖地刷和拖地刷盖。正确关闭拖地吸嘴
盖。确保按下盖子直至其锁定到位并发出“咔哒”一
声（请参阅“清洁和保养”一章的“重新组装拖地吸
嘴”部分）。

我无法关闭拖
地吸嘴盖。

拖地刷盖不存在
或未正确放置。

将拖地刷盖正确放入拖地吸嘴中，然后关闭拖地吸嘴
盖（请参阅“清洁和保养”一章的“重新组装拖地吸
嘴”部分）。

产品在地板上
留下水痕迹。

您向侧边移动了
产品。

仅向前或向后移动本产品（请参阅“使用 水瞬洁”一
章的“清洁提示”部分）。

您在产品启动时
将产品移过了门
槛。

确保拖地刷与地板保持接触。在将产品拉过门槛前，
先关闭产品，以防在地板上留下水痕迹，或防止水从
拖地吸嘴中溅出（请参阅“使用 水瞬洁”一章的“清
洁提示”部分）。

当产品关闭时，
您在吸嘴接触地
板的情况下移动
了产品。

如果您要避免在地板上留下水痕迹，请握住手柄移动
产品，或倾斜产品，使其搁置在滚轮上，以方便移动
（请参阅“存放和移动 水瞬洁”）。

关闭产品后，您
立即从地板提起
了产品。

关闭产品后，请前后移动产品数次，以清除两个拖地
刷之间的残留液体。如果您在关闭产品后立即提起产
品，拖地刷之间残留的水将在地板上留下水痕迹。

滚轮被阻塞。 检查滚轮的运行状况。清除阻塞滚轮的污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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问题 可能的原因 解决方法

产品的清洁效果
没有以前好。

主动保护系统可能
因以下三个原因而
激活：(1) 产品清
扫到异物，(2) 拖
地刷过湿或 (3) 您
在地毯上移动了
产品。拖地刷自
动停止旋转，因
为它们遇到了过
大阻力。产品继
续发出声音，但
无法正常工作。

释放电源按钮关闭产品。将产品竖直放在固定位置 
（可听到“咔哒”一声），然后从电源插座拔下插
头。打开拖地吸嘴盖，取下拖地刷盖并取出物体。重
新插入拖地刷盖，关闭拖地吸嘴盖，将插头插入电源
插座并再次启动产品（请参阅“使用 水瞬洁”一章
的“主动保护系统激活”部分）。如果没有发现物
体，主动保护系统激活可能是因为拖地刷过湿（请参
阅以下原因和解决方案）或者因为您在地毯上移动了
本产品。从电源插座拔下插头，打开并关闭拖地吸嘴
盖，重新将插头插入电源插座，启动产品并重新开始
清洁。

如果以上解决方案没有帮助并且产品仍无法工作，启
动产品至少 10 秒钟。然后打开并关闭拖地吸嘴盖，
启动产品并重新开始清洁。

主动保护系统因
为拖地刷过湿而
激活。拖地刷自
动停止旋转，因
为它们遇到了过
大阻力。

释放电源按钮关闭产品。将产品竖直放在固定位置 
（可听到“咔哒”一声），然后从电源插座拔下插
头。从拖地吸嘴中取出拖地刷，在水槽上挤压拖地
刷，去除多余水份（请参阅“清洁和保养”一章的“
清洁拖地吸嘴”部分）。然后重新插入拖地刷和拖地
刷盖，关闭拖地吸嘴盖，将插头插入电源插座并再次
启动产品（请参阅“清洁和保养”一章的“重新组装
拖地吸嘴”部分）。如果这仍不起作用，请让拖地刷
变干（请参阅“清洁和保养”一章的“清洁拖地吸
嘴”部分）。

拖地吸嘴盖未正
确关闭。产品的
声音减小，因为
拖地刷不旋转，
产品不再向地板
洒水，并且不对
任何物体拖洗。

确保正确组装拖地刷和拖地刷盖。正确关闭拖地吸嘴
盖。确保按下盖子直至其锁定到位并发出“咔哒”一
声（请参阅“清洁和保养”一章的“重新组装拖地吸
嘴”部分）。

拖地吸嘴内部太
脏。

清洁拖地吸嘴（请参阅“清洁和保养”一章的“清洁
拖地吸嘴”部分）。

拖地刷不存在。 将拖地刷放入拖地吸嘴中（请参阅“清洁和保养”一
章的“重新组装拖地吸嘴”）。

拖地刷破损。 更换拖地刷（请参阅“更换拖地刷”一章）。

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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问题 可能的原因 解决方法

清洁时，产品声
音发生改变。

主动保护系统可
能因以下三个原
因而激活：(1) 
产品清扫到异
物，(2) 拖地刷
过湿或 (3) 您在
地毯上移动了产
品。拖地刷自动
停止旋转，因为
它们遇到了过大
阻力。产品继续
发出声音，但无
法正常工作。

释放电源按钮关闭产品。将产品竖直放在固定位置 
（可听到“咔哒”一声），然后从电源插座拔下插
头。打开拖地吸嘴盖，取下拖地刷盖并取出物体。重
新插入拖地刷盖，关闭拖地吸嘴盖，将插头插入电源
插座并再次启动产品（请参阅“使用 水瞬洁”一章
的“主动保护系统激活”部分）。如果没有发现物
体，主动保护系统激活可能是因为拖地刷过湿（请参
阅以下原因和解决方案）或者因为您在地毯上移动了
本产品。从电源插座拔下插头，打开并关闭拖地吸嘴
盖，重新将插头插入电源插座，启动产品并重新开始
清洁。

如果以上解决方案没有帮助并且产品仍无法工作， 
启动产品至少 10 秒钟。然后打开并关闭拖地吸嘴
盖，启动产品并重新开始清洁。

主动保护系统因
为拖地刷过湿而
激活。拖地刷自
动停止旋转，因
为它们遇到了过
大阻力。

释放电源按钮关闭产品。将产品竖直放在固定位置 
（可听到“咔哒”一声），然后从电源插座拔下插
头。从拖地吸嘴中取出拖地刷，在水槽上挤压拖地
刷，去除多余水份（请参阅“清洁和保养”一章的“
清洁拖地吸嘴”部分）。然后重新插入拖地刷和拖地
刷盖，关闭拖地吸嘴盖，将插头插入电源插座并再次
启动产品（请参阅“清洁和保养”一章的“重新组装
拖地吸嘴”部分）。如果这仍不起作用，请让拖地刷
变干（请参阅“清洁和保养”一章的“清洁拖地吸
嘴”部分）。

拖地吸嘴盖未正
确关闭。产品的
声音减小，因为
拖地刷不旋转，
产品不再向地板
洒水，并且不对
任何物体拖洗。

确保正确组装拖地刷和拖地刷盖。正确关闭拖地吸嘴
盖。确保按下盖子直至其锁定到位并发出“咔哒”一
声（请参阅“清洁和保养”一章的“重新组装拖地吸
嘴”部分）。

产品在存放之
前无法正常工
作，但现在又
恢复正常了。

因为让产品清扫
除灰尘或液体以
外的异物，激
活了主动保护系
统。存放超过 30 
分钟，产品会自
动重置。

您需要清除造成产品工作欠佳的物体并重置产品。为
此，请按照以下步骤进行操作。将产品竖直放在固定
位置（可听到“咔哒”一声），然后从电源插座拔下
插头。打开拖地吸嘴盖，取下拖地刷盖并取出物体。
重新插入拖地刷盖，关闭拖地吸嘴盖，将插头插入电
源插座并再次启动产品（请参阅“使用 水瞬洁”一
章的“主动保护系统激活”部分）。如果没有发现物
体，主动保护系统激活可能是因为拖地刷过湿（请参
阅前一问题的第二个原因）或者因为您在地毯上移动
了本产品。从电源插座拔下插头。打开并关闭拖地吸
嘴盖，重新将插头插入电源插座，启动产品并重新开
始清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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问题 可能的原因 解决方法

我刚为净水箱
注水，但启动
产品时，满水
箱/空水箱指示
灯保持闪烁。

为净水箱注水
后，启动产品
时，满水箱/空水
箱指示灯可能会
闪烁几次。

为净水箱注水后启动产品时，满水箱/空水箱指示灯可
能会闪烁几次，并且产品可能自动关闭。因为水需要
几秒钟才会到达拖地吸嘴，所以会发生这种情况。释
放电源按钮，然后向前推解锁滑块，并按电源按钮再
次启动产品（请参阅“使用准备”一章的“为净水箱
注水”部分）。

注水后，如果满
水箱/空水箱指示
灯持续闪烁，净
水箱可能组装不
正确。

确保正确安置净水箱且锁杆已锁定（请参阅“使用准
备”一章的“为净水箱注水”部分）。

水从产品中滴
出。

水从净水箱中漏
出，因为您没有
将盖子放在净水
箱上，或您没有
适当固定盖子。

从产品取下净水箱。如果没有盖子，请将盖子放在水
箱上或顺时针旋转盖子将其固定（请参阅“使用准
备”一章的“为净水箱注水”部分）。

水从净水箱中漏
出，因为您将净
水箱装得过满。

切勿让净水箱中的水超过最大 (MAX) 水位指示。如果
您这么做，固定盖子时，水可能从净水箱中溢出（请
参阅“使用准备”一章的“为净水箱注水”部分）。

水从污水箱中漏
出，因为您将上
机身向后倾斜太
大，或者您侧放
了产品。这可能
导致污水从污水
箱中流出。

切勿将产品上机身向后倾斜太大，例如，在低桌子下
清洁时。如果污水箱中有污水时，切勿侧放产品（请
参阅“注意事项”一章的“注意”部分）。

我无法取下拖
地刷。

您可能尝试拉拔
不正确的一侧将
其取出。

抓住拖地刷的酸橙绿手柄，将其稍向上拉，然后您可
从另一侧的凸起部位将其滑出（请参阅“清洁和保
养”一章的“清洁拖地吸嘴”部分）。

在吸嘴不离开地
板的情况下，
我无法向后倾
斜产品。

产品锁定在固定
位置。

请用脚按吸嘴，然后从固定位置释放本产品（请参
阅“使用 AquaTrio”一章的“使用时暂停”部分）。

冲洗拖地吸嘴
时，产品不吸
水。

您向冲洗盘中倒
入了太过水，或
您倒水的速度太
快。这可导致拖
地刷过湿。当拖
地刷过湿时，
主动保护系统激
活。拖地刷停止
旋转，因为它们
遇到了过大阻力。

关闭产品。将产品竖直放在固定位置（可听到“咔
哒”一声），然后从电源插座拔下插头。从拖地吸嘴
中取出拖地刷，在水槽上挤压拖地刷，去除多余水份
（请参阅“清洁和保养”一章的“清洁拖地吸嘴”部
分）。然后重新插入拖地刷和拖地刷盖，关闭拖地吸
嘴盖，再次启动产品（请参阅“清洁和保养”一章
的“重新组装拖地吸嘴”部分）。如果这仍不起作
用，请让拖地刷变干（请参阅“清洁和保养”一章
的“清洁拖地吸嘴”部分）。



问题 可能的原因 解决方法

满水箱/空水箱
指示灯开始闪
烁，冲洗拖地
吸嘴时，产品
关闭。

净水箱为空。 重新向净水箱中注水（请参阅“使用准备”一章的 
“为净水箱注水”部分），再次启动冲洗程序（请参
阅“清洁和保养”一章的“冲洗 水瞬洁”部分）。

满水箱/空水箱
指示灯持续亮
起，冲洗拖地
吸嘴时，产品
关闭。

污水箱已满。 倒空污水箱（请参阅“使用 水瞬洁”一章的“倒空污
水箱”部分），再次启动冲洗程序 （请参阅“清洁和
保养”一章的“冲洗 水瞬洁”部分）。

我无法向前或向
后移动产品。

一个或多个滚轮
可能被小物体阻
塞。

关闭产品并拔下插头，然后将其侧放。侧放产品时，
确保污水箱为空，否则污水可能从污水箱中漏出。检
查阻塞滚轮的物体。清除阻塞滚轮的物体。再次将产
品竖直放置，继续清洁。

我找不到真空
清洁功能。

没有单独的真空
清洁功能。

启动产品时，拖地和真空清洁功能可同时运行。

D	注意：
如果上述解决方案无法解决您的问题，请访问 www.philips.com/support 或联系您所在国
家/地区的飞利浦客户服务中心。

28/10/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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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保固與服務		   37

12	 故障排除		   38

1	 重要事項

在使用本產品前，請先仔細閱讀本使用手
冊，並保留說明以供日後參考。

1.0.1	危險

 • 移動本產品時，請勿壓過自身電源線或其
他產品的電源線，以免發生危險。

 • 請勿將本產品的拖地吸頭或機體浸在水中
或其他液體裡，也請勿在水龍頭下清洗，
以避免觸電。

 • 移動本產品時，請勿壓過地板插座，以避
免觸電。 

1.0.2	警示

 • 清潔或維修本產品前，請先從插座拔除電
源插頭。 

 • 組裝後不可把上下機體拆開。如果拆開上
機體，就無法再組裝本產品。

 • 請勿讓本產品吸入尖銳物體，以免發生
危險。

 • 請勿讓本產品吸入易燃液體，也請勿在淨
水箱中放入易燃液體，以免發生危險。

 • 請勿在淨水箱中放入精油或類似物質，也
請勿讓本產品吸入這類物質，以避免損壞。 

 • 請勿讓本產品吸入尚未冷卻的灰燼，以免
發生危險。

 • 衣物、頭髮、手指和其他身體部位、物體，
應遠離拖地吸頭裡運轉中的零件和開口。 

 • 使用期間，請勿抬起或傾斜拖地吸頭，因
為水可能會從拖地吸頭裡濺出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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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請勿堵住本產品的通風口。 
 • 請勿讓本產品吸入灰塵或液體以外的異

物，以免自動防護系統無法啟動。 
 • 請勿在淨水箱內放入醋酸或除垢劑，也請

勿讓本產品吸入這類物品，以避免損壞。
 • 請勿在淨水箱內放入無法稀釋的蠟、油或

地板保養產品，也請勿讓本產品吸入這類
物品，以避免損壞。 

 • 請勿混合不同類型的地板清潔液。用完某
清潔液後，請先將淨水箱裡的水倒光，清
洗淨水箱，然後再把另一個清潔液倒入裝
了水的淨水箱裡。

 • 使用地板清潔液時，不可超過瓶子上所列
的最大用量。 

 • 請勿以尖銳物體清潔拖地刷，否則可能造
成刷毛受損並降低拖地刷的清潔效能。

 • 請勿讓本產品在相同區塊運作太久，否則
可能造成地板受損。

 • 請根據「清潔與保養」單元裡的說明， 
清潔拖地刷。 

 • 拖地刷不可放入洗碗機或洗衣機清洗。
 • 更換拖地刷時，請購買飛利浦原廠拖地

刷。有關更換說明和資訊，請參閱「更換
拖地刷」單元。如需訂購新的拖地刷，請
參閱「訂購配件」單元。

1.1	電磁波	(EMF)
本飛利浦產品符合電磁波 (Electromagnetic 
field，EMF) 所有相關標準。若正確處理及依
照本使用手冊之說明進行操作，根據現有之
科學文獻來看，使用本產品並無安全顧慮。

1.2	自動防護系統
X 配備自動防護系統。產品從地板吸入灰塵
或液體以外的異物時，這套自動防護系統可
予以辨識。系統啟動時，拖地刷會立即停止
運轉，以免物體和產品受損。馬達聲音會降
低，而產品也不再供水至地板。拖地刷太濕
或產品在地毯上移動時，自動防護系統也會
啟動。  

 • 本產品插電前，請先檢查本產品上顯示的
電壓是否與當地電壓相符，以防止受傷或
造成馬達受損。

 • 定期檢查電源線和本產品是否受損。 
插頭、電源線或產品本身若有受損， 
請勿使用本產品。

 • 如果電線損壞，則必須交由飛利浦、飛利
浦授權之服務中心，或是具備相同資格的
技師更換，以免發生危險。

 • 基於安全考慮，在缺乏監督及適當指示之
下，本產品不適用於孩童及任何身體、知
覺、或心理功能障礙者，或缺乏使用經驗
及知識者。

 • 請勿讓孩童使用本產品或當成玩具。
 • 本產品不可收藏於 0°C 以下的溫度。

1.0.3	警告

 • 在取下其中一個水箱或打開拖地吸頭之
前，務必先拔掉本產品的電源插頭。

 • 為本產品插上電源、拔掉電源或操作時，
請確保雙手乾燥。

 • 污水箱含有廢水時，本產品上機體向後傾
斜的角度請勿太大，也請勿將產品側放，
以防滲漏。

 • 僅使用萊姆綠部分來操作、清潔及保養本
產品。

 • 本產品僅供居家室內使用。 
 • 請勿以向下壓住電源開啟按鈕的方式來嘗

試解除安全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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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的時間和精力。迅速旋轉的微纖維拖地
刷，拖過一次就能徹底吸走灰塵、污漬和液
體，迅速輕鬆地呈現出完美成果。本使用者
手冊會提供一些秘訣，讓清潔工作變得盡可
能輕鬆有效率。我們很在本產品製作過程獲
得許多樂趣，希望您也能喜歡使用本產品。

2.2	包裝盒内容
1 下機體
2 上機體
3 沖洗盤
4 使用手冊
5 快速入門指南
6 保證書
7 註冊卡

2.3	X	正面
1 解鎖滑鈕
2 上機體
3 水箱全滿/水箱已空指示燈
4 下機體
5 拖地吸頭
6 拖地吸頭蓋釋放滑鈕
7 拖地吸頭蓋
8 附握把的拖地刷護罩
9 拖地刷
10 通風口

2.4	X	背面
1 電線固定鉤
2 握把
3 電源開啟按鈕
4 可轉動的電線收納鉤
5 電源線
6 攜帶握把
7 淨水箱撥桿
8 淨水箱蓋
9 淨水箱
10 污水箱蓋
11 污水箱
12 污水箱撥桿
13 進風口
14 通風口
15 輪子
16 沖洗盤

1.3	使用限制
 • 僅在具有防水表層的硬質地板上使用本產

品 (例如油布、有釉地磚和亮光漆拼花地
板)。這類經過處理的地板是世界各地均
有販售的標準地板類型。如果您的地板未
經防水處理，請向製造商查證，是否可用
水清潔。硬質地板的防水表層若有損害，
請勿使用本產品清潔地板。

 • 請勿使用本產品清潔地毯。
 • 請勿將本產品推過對流式電暖器的地面格

柵上。將本產品推過格柵上的時候，由於
本產品無法吸入來自吸頭的水，因此水會
流到格柵下的洞底。

 • 請勿從側面移動拖地吸頭，否則會留下水
漬。拖地吸頭僅可前後移動。

1.4	地板保養
 • 使用本產品時，務必遵循硬質地板的清潔

說明、保養說明、保養程序。
 • 本產品是供定期清潔硬質地板用。請勿使

用本產品將地板保養產品噴在硬質地板
上。清潔地板時，請僅使用可在水中稀釋
的地板清潔液。務必使用適合硬質地板的
低起泡或不起泡的地板清潔液。

2	 您的	AquaTrio

2.1	簡介
恭喜您購買本產品並歡迎加入飛利浦！請於 
www.philips.com/welcome 註冊您的產品，
以善用飛利浦提供的支援。
新款的飛利浦 AquaTrio 可同時對硬質地板
吸塵、拖淨及吹乾。相較於濕拖後再吸塵的
傳統清掃方式，使用 AquaTrio 可節省多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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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電線收納鉤向下轉，取下電線，以方便使
用本產品背部。

 3  拉起撥桿，鬆開淨水箱，取下淨水箱。 
為避免本產品翻倒，一隻手握住本產品，
讓本產品呈直立狀態，另一隻手則取出淨
水箱。

 4  以逆時針方向旋轉淨水箱蓋，取下淨水箱
的蓋子。

 5  將淨水箱注滿冷或溫自來水，水量請勿
超過 MAX 刻度。想要的話，還可以加入
數滴合適的地板清潔液 (請參閱「重要事
項」單元的「地板保養」一節)。 

3	 第一次使用

 1  拆開本產品的塑膠袋包裝。
 2  下機體放在沖洗盤上，以免下機體滾走。
 3  上機體放在下機體上。上機體的凹槽務必

確實卡入下機體的突出部分。

 4  將上機體朝下機體按下，直到聽到「喀
噠」一聲完全就定位為止。這需要稍微用
力！
上機體的藍色背部必須緊密卡入下機體，
沒有任何縫隙才行。

B	警示：

上機體若未正確放在下機體上，請勿使用本
產品。組裝後不可把上下機體拆開。

4	 使用前準備	

4.1	注滿淨水箱
每次使用前，請將淨水箱注滿水。
淨水箱注滿水後，水量足以清潔 60 多平方公
尺的地面。
 1  將本產品直立放置，就會自動鎖在安置位

置 (會聽見「喀噠」一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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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使用	AquaTrio

5.1	清潔地板
 1  開始清潔地板之前，請先清理散落在地板

上的物體，例如玩具、雜誌和鞋子。請將
其他產品的電源線移至一旁。

 2  電線收納鉤向下轉，取下電源線。將電源
線插頭插入牆壁插座。

 3  用腳按吸頭頂端，將產品從安置位置鬆
開。

 4  把解鎖撥鈕向前推 (1)，按住電源開啟按
鈕 (2)。產品電源開啟後，即可鬆開解鎖
撥鈕 (3)，但在清潔期間，要一直按住電
源開啟按鈕 (4)。

4

D	注意：

如果想使用地板清潔液，請先將淨水箱注
滿水，然後按照瓶子上標示的份量，將地
板清潔液加入水中。淨水箱的容量為	 
700	毫升，所以只需加數滴清潔液即可。

 6  蓋上淨水箱的蓋子，以順時針方向旋轉到
底。

 7  抬住撥桿 (1)，將淨水箱完全推回產品裡 
(2)。然後將撥桿向下壓 (3)，讓淨水箱卡
入定位 (會聽見「喀噠」一聲)。

4.1.1	重要須知

 • 淨水箱注滿水之後，務必確定撥桿正確鎖
上。撥桿若未正確鎖上，您將產品從安置
位置鬆開時，淨水箱可能會掉出。

 • 淨水箱注滿水後，開啟產品電源，可能要
花一點時間，水才會從吸頭噴出。水箱全
滿/水箱已空指示燈可能會閃爍多次， 
而產品可能會自動關閉。若發生此情形，
請再開啟產品電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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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關閉產品電源後，請前後移動產品多次，
以去除兩個拖地刷之間的液體。若在關閉
產品電源後抬高產品，拖地刷之間的水會
在地板上留下水漬。

C	警告：

本產品上機體向後傾斜的角度請勿太大，也
請勿將產品側放，以防污水箱滲漏。

5.3	使用中暫停
 1  如果想要暫時一段時間，請放開電源開啟

按鈕，以關閉產品電源。將本產品直立放
置，就會自動鎖在安置位置 (會聽見「喀
噠」一聲)。

 2  若要繼續清潔，用腳按吸頭，將產品從安
置位置鬆開。

 3  將解鎖撥鈕向前推，按住電源開啟按鈕。
產品電源開啟後，即可鬆開解鎖撥鈕， 
但在清潔期間，要一直按住電源開啟按鈕。

5.4	水箱全滿/水箱已空指示燈
 1  水箱全滿/水箱已空指示燈開始閃爍，本

產品在淨水箱已空時停止運作。請將淨水
箱注滿水 (請參閱「使用前準備」單元的
「注滿淨水箱」一節)。 

 2  污水箱已滿時，水箱全滿/水箱已空指示
燈會持續亮起，產品也會停止運作。請清
空污水箱 (請參閱下文的「清空污水箱」
一節)。 

5.2	清潔秘訣
 • 一隻手握住握把，另一隻手握住電源線，

以免被電源線絆倒，並避免拖過的地板留
下水漬。若要更能掌握電線，請將電源線
固定在電線固定鉤後面。 

 • 向後操作，朝門的方向，以免走在拖過的
地板上。 

 • 請勿從側面移動拖地吸頭，否則會在地板
上留下水漬。

 • 您可以像快速移動吸塵器那樣移動本產
品。要去除難除污漬，請在污漬上緩慢移
動本產品。

 • 將本產品拉過門檻之前，請先關閉產品電
源，以免在地板上留下水漬或讓水從拖地
吸頭濺出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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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抬住撥桿 (1)，將污水箱完全推回產品裡 
(2)。將撥桿向下壓 (3)，讓污水箱卡入定
位 (會聽見「喀噠」一聲)。務必確定污水
箱的撥桿正確鎖上。撥桿若未正確鎖上，
污水箱可能在清潔期間掉出。

5.6	自動防護系統啟動
產品從地板上吸入灰塵或液體以外的異物
時，自動防護系統可予以辨識。系統啟動
時，拖地刷會立即停止運轉，以免物體和產
品受損。馬達聲音會降低，而產品也不再供
水至地板。拖地刷太濕或產品在地毯上移動
時，自動防護系統也會啟動。若要繼續清
潔，請按照下方說明！
 1  鬆開電源開啟按鈕來關閉產品電源 (1)。

將產品直立放置在安置位置 (會聽見「喀
噠」一聲)，將插頭從牆壁的插座拔下。
如果吸入的物體是另一件產品的電線，也
請拔下該產品的電源插頭 (2)。

5.5	清空污水箱
 1  拉起撥桿，鬆開污水箱，取下污水箱。

 2  將蓋子解鎖撥鈕往前推 (握把相反方向) 來
鬆開蓋子，取下污水箱的蓋子。

 3  將污水倒出。為避免污水灑出，務必從水
箱一角倒水。 

 4  在水龍頭下清洗空的污水箱和蓋子。 

 5  蓋子蓋回污水箱，把蓋子解鎖撥鈕向後拉 
(朝握把方向)，讓蓋子卡入定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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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1	重要須知

要重設自動防護系統，必須打開拖地吸頭
蓋，再蓋上。開啟產品電源前，務必確定先
取出拖地刷之間的物體。

6	 清潔與維護	

A	危險：

請勿將本產品的拖地吸頭或機體浸在水中或
其他液體裡，也請勿在水龍頭下清洗，以避
免觸電。

B	警示：

清潔或維修本產品前，請先從插座拔除電源
插頭。

6.1	沖洗	AquaTrio
若要清潔 AquaTrio 內部，必須沖洗產品。您
需要沖洗盤來沖洗產品。

6.1.1	重要須知

 • 強烈建立您在每次使用完畢後都要沖洗產
品，以免累積髒污，並避免內部滋生細
菌。如果沒有在每次使用完畢後沖洗產
品，則可能會發出異味。

6.1.2	沖洗

 1  關閉產品電源，將產品直立放置在安置位
置 (會聽見「喀噠」一聲)，然後將插頭從
牆壁的插座拔下。

 2  若要避免沖洗程序中斷，請將淨水箱注滿
水 (請參閱「使用前準備」單元的「注滿淨
水箱」)，或是清空污水箱 (請參閱「使用 
AquaTrio」單元的「清空污水箱」一節)。
沖洗程序的中斷將對結果造成負面影響。 

 3  產品放在沖洗盤上，將量杯注滿 300 毫升
的水。

 2  打開拖地吸頭蓋 (1)，取下拖地刷護罩 (2)
，拿出物體 (3)。如果找不到物體，您可
以取出拖地刷，這樣會看得更清楚。

 3  如果自動防護系統是因為拖地刷太濕而啟
動，請取下拖地刷，在水槽上擠出拖地刷
的水 (請參閱「清潔與保養」單元的「清
潔拖地吸頭」一節)。

 4  裝入拖地刷護罩 (1)，蓋上拖地刷蓋子 (2)。
按壓拖地吸頭蓋 (3)，讓蓋子卡入定位  
(會聽見「喀噠」一聲)，否則產品無法重設。

 5  將插頭插入電源插座。用腳按吸頭，將產
品從安置位置鬆開。把解鎖撥鈕向前推 
(1)，按住電源開啟按鈕 (2)。產品電源開
啟後，即可鬆開解鎖撥鈕 (3)，但在清潔
期間，要一直按住電源開啟按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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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必要時，在水龍頭下清潔沖洗盤，用抹布
擦乾。也可以將沖洗盤放入洗碗機裡清
洗。

6.2	清潔拖地吸頭
 1  關閉產品電源，將產品直立放置在安置位

置 (會聽見「喀噠」一聲)，然後將插頭從
牆壁的插座拔下。

 2  打開拖地吸頭蓋。
 3  拉起握把，取下拖地刷護罩。為避免弄髒

雙手，捏住萊姆綠握柄，從拖地吸頭取出
拖地刷。

E	提示：

將骯髒的拖地刷放在拖地刷護罩上， 
移到水槽裡。

 4  拖地刷放在水龍頭下沖洗清潔。想要的
話，可以使用家用清潔液或些許洗碗精來
清潔拖地刷。

E	提示：

想要的話，可以將些許地板清潔液加入
水中。

 4  慢慢把水倒入沖洗盤。確定水位不超過 
MAX 刻度。如果拖地刷變得太濕，自動
防護系統會啟動。 

 5  將電源插頭插入牆壁插座，開啟產品電
源。讓產品運作至沖洗盤裡的水用完為
止。這大約要花 15 秒。 

 6  關閉產品電源，並拔除插頭。 

 7  將拖地吸頭蓋釋放滑鈕往箭頭方向推 (1)， 
打開拖地吸頭蓋 (2)。 取下拖地刷護罩 
(3)，檢查內部是否乾淨。若內部乾淨請參
閱「收藏及移動 AquaTrio」章節中的說
明收納產品。如果拖地刷護 罩和拖地刷
的內部都還是很髒，請遵循「清潔拖地吸
頭」單元裡 的說明，來清潔拖地吸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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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警告：

拖地刷不可放入洗碗機或洗衣機清洗。

C	警告：

請勿以尖銳物體清潔拖地刷，否則可能造成
刷毛受損並降低拖地刷的清潔效能。

6.3	清潔水箱	

6.3.1	清潔淨水箱

雖然把水留在淨水箱裡很安全，但是我們仍
建議您在收藏產品前，先清空淨水箱。
 1  關閉產品電源，將產品直立放置在安置位

置 (會聽見「喀噠」一聲)，然後將插頭從
牆壁的插座拔下。

 2  取下淨水箱 (請參閱「使用前準備」單元
的「注滿淨水箱」)。

 3  想要的話，可以在水龍頭下清潔淨水箱。
也可以將淨水箱放入洗碗機裡清洗。

 4  將淨水箱放回產品裡 (請參閱「使用前準
備」單元的「注滿淨水箱」一節)。

6.3.2	清潔污水箱

 • 每次使用完畢後，以及水箱全滿/水箱已
空指示燈連續亮起時，請清空污水箱。 

 • 每次使用完畢後，請清潔污水箱，以免滋
生細菌，發出異味。 

 1  關閉產品電源，將產品直立放置在安置位
置 (會聽見「喀噠」一聲)，然後將插頭從
牆壁的插座拔下。

 2  取下污水箱 (請參閱「使用 AquaTrio」單
元的「清空污水箱」一節)。污水箱含有
高濃度的廢水，取出及清空污水箱時請特
別小心。

 3  將污水倒出。

 5  在水龍頭下清潔拖地刷護罩。 

D	注意：

清潔拖地刷護罩時，請勿使用鋼絲絨或磨
蝕性清潔劑，否則可能會刮傷表面。刮傷
處可能會累積髒污，而累積的髒污最終可
能會阻礙拖地吸頭的空氣流動。

 6  把拖地刷放在乾淨的拖地刷護罩上晾乾。
要確保適當乾燥，請將刷子的一端放在拖
地刷護罩的邊緣上。有可能約需要 24 小
時才能晾乾。

D	注意：

如果拖地刷還是太濕，一開啟產品電源
後，自動防護系統就會啟動。

 7  用濕布清潔拖地吸頭和拖地吸頭蓋的內
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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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如果內部乾燥又乾淨，蓋上拖地吸頭蓋，
按壓至卡入定位 (會聽見「喀噠」一聲)。

 4  如果拖地刷還是太濕，需先晾乾 (請參閱
「收藏及移動 AquaTrio」單元的「收藏 
AquaTrio」一節)。若拖地刷太濕，會碰
到太大的阻力，造成自動防護系統在產品
電源開啟後啟動。開始清潔地板前，請先
確定拖地刷是乾燥的。

6.4.1	重要須知

 • 拖地刷未正確裝入的話，拖地刷護罩就無
法正確裝入。拖地刷護罩未正確裝入的
話，拖地吸頭蓋就蓋不上。拖地吸頭蓋不
上的話，產品就無法運作。

6.5	保養
 1  如果產品外部骯髒，請以濕布擦拭乾淨。
 2  進風口很髒的話，請以濕布擦拭進風口。
 3  定期檢查通風口，確保通風口沒有被堵

住。
 4  定期檢查電源線的狀況，確定電源線安全

且無損壞。

B	警示：

如果電源線受損，請勿使用產品。請聯絡飛
利浦授權服務中心，要求更換電源線，或將
產品送至經銷商維修。

 4  在水龍頭下清洗污水箱和蓋子，也可以將
污水箱和蓋子放入洗碗機裡清洗。

 5  如欲徹底清潔，可以拉起污水箱蓋子附帶
的浮球，這樣就能夠妥善清洗濾網和浮球
的底部。

 6  污水箱放回產品裡 (請參閱「使用 
AquaTrio」單元的「清空污水箱」一節)。

6.4	重新組裝拖地吸頭
 1  首先，將拖地刷有開口的那一面卡入拖地

吸頭。稍微轉動拖地刷，讓拖地刷的凹槽
卡入凸出部分，然後按壓固定。然後，將
拖地刷另一面的凸出部分按壓卡入另一面
的開口。

 2  將拖地刷護罩裝回拖地吸頭以前，請先檢
查拖地吸頭蓋和拖地刷的內部是否乾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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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移動	AquaTrio
 1  關閉產品電源，將產品直立放置在安置位

置 (會聽見「喀噠」一聲)，然後將插頭從
牆壁的插座拔下。

 2  將電源線捲繞在電線收納鉤和污水箱的撥
桿上。或者，也可以捲繞電源線，再掛在
電線收納鉤上。

 3  移動 AquaTrio 的方式有兩種：
 • 可以握住攜帶握把，抬起並移動產

品。
 • 可以將產品向後傾斜，直到產品斜靠

在輪子上。把產品向後拉，就可移動
產品。

7.2.1	重要須知

 • 請勿在地毯上移動 AquaTrio，高濃度廢
水的水滴可能會從拖地吸頭裡濺出來。

 • 地板上有沙時，請小心。若您將產品電源
關閉，然後在有沙的地板上移動產品，那
麼輪子可能會刮傷地板。

 • 如果在硬質地板上移動產品時，拖地吸頭
是放在地板上的，則拖地刷可能會在地板
上留下水漬。

7	 收藏及移動	AquaTrio

7.1	收藏	AquaTrio
 1  若要收藏電源線，將電源線捲繞在電線收

納鉤與污水箱的撥桿上。

E	提示：

若想輕鬆地鬆開及取下水箱，也可以先捲
繞電源線，然後再掛在電線收納鉤上。捲
繞電線收藏時，可使用電線夾固定電線的
末端，收妥電線。

 2  收藏產品時，請將產品放置在沖洗盤上。
 3  如果拖地吸頭的內部尚未乾燥，將拖地刷

護罩斜斜放回拖地吸頭，不要蓋上拖地吸
頭蓋，這樣拖地吸頭的內部就會乾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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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訂購配件

如需購買本產品的配件，請造訪本公司網
站：www.shop.philips.com/service。 
如果無法取得 AquaTrio 的配件，請聯絡您所
在國家/地區的飛利浦客戶服務中心，或洽詢
吸塵器專賣店。
您可使用編號 FC8054 訂購拖地刷。

10	環境保護

本產品使用壽命結束時請勿與一般家庭廢棄
物一併丟棄。請將該產品放置於政府指定的
回收站，此舉能為環保盡一份心力。

11	保固與服務

若您需要相關服務或資訊，或是有任何問
題，請造訪飛利浦網站：www.philips.com/
support，或聯絡您所在國家/地區的飛利浦客
戶服務中心。您可以在全球保證書上找到電
話號碼。 
AquaTrio 的設計與開發均以客戶服務至上
為考量。如果很遺憾地，產品必須維修，您
所在國家/地區的客戶服務中心會盡力提供協
助，以最便利的方式，在最短的時間內為您
安排必要的維修。 

8	 更換拖地刷

如果想繼續善用 AquaTrio 的清潔效果，務
必使用飛利浦原廠微纖維拖地刷，並且每隔
六個月更換一次。若能遵循這個建議，X 會
一直發揮完美的清潔效果。如需更換提醒、
支援、秘訣和技巧，請至 www.philips.com/
welcome 線上註冊您的產品。
 1  關閉產品電源，將產品直立放置在安置位

置 (會聽見「喀噠」一聲)，然後將插頭從
牆壁的插座拔下。

 2  從拖地吸頭逐一取出舊的拖地刷 (請參閱
「清潔與保養」單元的「重新組裝拖地吸
頭」一節)。

 3  將兩把新的拖地刷逐一裝入拖地吸頭 (請
參閱「清潔與保養」單元的「重新組裝拖
地吸頭」一節)。

8.0.1	重要須知

 • 如果想保有良好的清潔效果，務必將兩把
舊的拖地刷同時更換為兩把新的拖地刷。

 • 舊的拖地刷對環境無害，可與一般家庭廢
棄物一併丟棄。

繁
體

中
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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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故障排除

本單元概述您使用本產品時最常遇到的問題。如果您無法利用以下資訊解決您遇到的問題，
請聯絡您所在國家/地區的客戶服務中心。 

問題 可能原因 解決方法

將撥鈕向前推
並按下電源開
啟按鈕後，產
品卻沒有運
作。

未正確組裝下機體與
上機體。

將產品的下機體放在沖洗盤上。稍微施力將上機體按
壓卡入下機體，直到聽見「喀噠」一聲即可 (請參閱
「第一次使用前」單元)。上機體的藍色背部必須緊
密卡入下機體，毫無縫隙。

使用產品時，
上機體搖晃不
穩。

未正確組裝下機體與
上機體。

將產品的下機體放在沖洗盤上。稍微施力將上機體按
壓卡入下機體，直到聽見「喀噠」一聲即可 (請參閱
「第一次使用前」單元)。上機體的藍色背部必須緊
密卡入下機體，毫無縫隙。

無法按下電源
開啟按鈕來
開啟產品電
源。

本產品配備安全鎖。 首先必須將解鎖撥鈕向前推，將電源開啟按鈕解鎖，
然後就可以按下電源開啟按鈕，來開啟產品電源。產
品電源開啟後，請鬆開解鎖撥鈕，但要一直按壓電源
開啟按鈕 (請參閱「使用 AquaTrio」單元)。

產品停止運
作，而開啟產
品電源後，指
示燈閃爍。

淨水箱是空的。 水箱全滿/水箱已空指示燈會閃爍，表示淨水箱必須
再注滿水。請將淨水箱注滿水 (請參閱「使用前準
備」單元的「注滿淨水箱」一節)。

淨水箱不存在，或未
正確裝入。

確定淨水箱已正確裝入，而且撥桿已鎖 (請參閱「使
用前準備」單元的「注滿淨水箱」一節)。

產品停止運
作，而開啟產
品電源後，指
示燈持續亮
起。

污水箱已滿。 水箱全滿/水箱已空指示燈持續亮起，表示污水箱必
須清空。請清空污水箱 (請參閱「使用 AquaTrio」單
元的「清空污水箱」一節)。

污水箱不存在，或未
正確裝入。

確定污水箱已正確裝入，且撥桿已鎖 (請參閱「使用 
AquaTrio」單元的「清空污水箱」一節)。

蓋子並未組裝在污水
箱上。

正確組裝蓋子。確定已將解鎖撥鈕向後拉 (朝握把
方向)，讓污水箱的蓋子卡入定位 (請參閱「使用 
AquaTrio」單元的「清空污水箱」一節)。

產品停止運
作。

鬆開電源開啟按鈕。 本產品配備安全鎖。首先必須將解鎖撥鈕向前推，
將電源開啟按鈕解鎖，然後就可以按下電源開啟按
鈕，來開啟產品電源。產品電源開啟後，請鬆開解
鎖撥鈕，但要一直按壓電源開啟按鈕 (請參閱「使用 
AquaTrio」單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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問題 可能原因 解決方法

淨水箱可能已空，或
污水箱可能已滿，但
您沒有注意到指示燈
的意涵。

若要檢查前述原因是否就是問題所在，請開啟產品電
源，查看水箱全滿/水箱已空指示燈是否開始閃爍或
持續亮起。如果指示燈閃爍，請將淨水箱注滿水 (請
參閱「使用前準備」單元的「注滿淨水箱」一節)。
如果指示燈持續亮起，請清空污水箱 (請參閱「使用 
AquaTrio」單元的「清空污水箱」一節)。

通風口被堵住。 檢查全部四個通風口，看是否有任何物體堵住通風口。
必要時，請取出物體。在繼續清潔之前，請先讓產品降
溫。請參閱「您的 AquaTrio」單元，了解通風口的位置。

產品之所以不
再供水至地板
上，是因為吸
入了某種東
西。

自動防護系統可能會
因為以下三項原因而
啟動：(1) 產品吸入
異物；(2) 拖地刷太
濕；(3) 您在地毯上
移動產品。拖地刷受
到太大的阻力，自動
停止旋轉。產品持續
發出聲音，卻沒有正
確運作。

請放開電源開啟按鈕，以關閉產品電源。將產品直立放
置在安置位置 (會聽見「喀噠」一聲)，將插頭從牆面的
插座拔下。打開拖地吸頭蓋，取下拖地刷護罩，然後取
出物體。裝回拖地刷護罩，蓋上拖地吸頭蓋，然後將插
頭插入牆面的插座，接著再次開啟產品電源 (請參閱「
使用 AquaTrio」單元的「自動防護系統啟動」一節)。
如果找不到物體，那麼自動防護系統之所以啟動，可能
是因為拖地刷太濕 (請參閱下一個原因以及解決辦法)，
或是因為您在地毯上移動產品。請將插頭從牆面的插座
拔下，打開再蓋上拖地吸頭蓋，將插頭重新插入牆面的
插座，開啟產品電源，然後再次開始清潔。

如果上述解決辦法沒有用，且產品仍無法運作，請將
產品開啟至少 10 秒。接著，打開拖地吸頭蓋，然後
再蓋上，開啟產品電源，再次開始清潔。

拖地吸頭蓋未正確關
上，產品聲音減少且
不再供水至地板，因
為拖地刷未旋轉，產
品未拖地。

確定拖地刷和拖地刷護罩已正確組裝。正確蓋上拖地
吸頭蓋，確定將蓋子按壓到發出「喀噠」一聲，完全
就定位為止 (請參閱「清潔與保養」單元的「重新組
裝拖地吸頭」一節)。

蓋不上拖地吸
頭蓋。

拖地刷護罩不存在，
或未正確裝入。

將拖地刷護罩正確裝入拖地吸頭，然後蓋上拖地吸頭
蓋 (請參閱「清潔與保養」單元的「重新組裝拖地吸
頭」一節)。

產品在地板上
留下水漬。

您從側面移動產品。 僅可前後移動產品 (請參閱「使用 AquaTrio」單元的
「清潔秘訣」一節)。

您在產品電源開啟的
狀態下，讓產品經過
門檻。

確定拖地刷與地板保持接觸。將產品拉過門檻之前，
請先關閉產品電源，以免在地板上留下水漬，或讓水
從拖地吸頭濺出來 (請參閱「使用 AquaTrio」單元的
「清潔秘訣」一節)。

您在產品電源關閉
時，移動了產品，而
且吸頭觸及地面。

如果要避免在地板上留下水漬，移動產品時，請握住
攜帶握把並抬起產品，或者讓產品斜靠在輪子上，就
能輕鬆攜帶 (請參閱「收藏及移動 AquaTrio」單元)。

關閉產品電源後，就
立即從地板上抬起
產品。

關閉產品電源後，請前後移動產品多次，以去除兩個
拖地刷之間的液體。若在關閉產品電源後立即抬高產
品，拖地刷之間的水會在地板上留下水漬。

輪子卡住。 檢查輪子的狀況，去除造成輪子卡住的髒污。

繁
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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問題 可能原因 解決方法

產品不像平常
一樣清潔地
板。

自動防護系統可能會
因為以下三項原因而
啟動：(1) 產品吸入
異物；(2) 拖地刷太
濕；(3) 您在地毯上
移動產品。拖地刷受
到太大的阻力，自動
停止旋轉。產品持續
發出聲音，卻沒有正
確運作。

請放開電源開啟按鈕，以關閉產品電源。將產品直立放
置在安置位置 (會聽見「喀噠」一聲)，將插頭從牆面的
插座拔下。打開拖地吸頭蓋，取下拖地刷護罩，然後取
出物體。裝回拖地刷護罩，蓋上拖地吸頭蓋，然後將插
頭插入牆面的插座，接著再次開啟產品電源 (請參閱「
使用 AquaTrio」單元的「自動防護系統啟動」一節)。
如果找不到物體，那麼自動防護系統之所以啟動，可能
是因為拖地刷太濕 (請參閱下一個原因以及解決辦法)，
或是因為您在地毯上移動產品。請將插頭從牆面的插座
拔下，打開再蓋上拖地吸頭蓋，將插頭重新插入牆面的
插座，開啟產品電源，然後再次開始清潔。

如果上述解決辦法沒有用，且產品仍無法運作，請將
產品開啟至少 10 秒。接著，打開拖地吸頭蓋，然後
再蓋上，開啟產品電源，再次開始清潔。

自動防護系統會啟動
是因為拖地刷太濕，
拖地刷會自動停止旋
轉，是因為受到太大
的阻力。

放開電源開啟按鈕來關閉產品電源。將產品直立放置
在安置位置 (會聽見「喀噠」一聲)，將插頭從牆面的
插座拔下。從拖地吸頭取下拖地刷，在水槽上擠壓
拖地刷，去除拖地刷的多餘水份 (請參閱「清潔與保
養」單元的「清潔拖地吸頭」一節)。然後，裝回拖
地刷，裝回拖地刷護罩，蓋上拖地吸頭蓋，將插頭插
入牆面的插座，再度開啟產品電源 (請參閱「清潔與
保養」單元的「重新組裝拖地吸頭」一節)。如果這
個方式行不通，請讓拖地刷晾乾 (請參閱「清潔與保
養」單元的「清潔拖地吸頭」一節)。

拖地吸頭蓋未正確關
上，產品聲音減少且
不再供水至地板，因
為拖地刷未旋轉，產
品未拖地。

確定拖地刷和拖地刷護罩已正確組裝。正確蓋上拖地
吸頭蓋，確定將蓋子按壓到發出「喀噠」一聲，完全
就定位為止 (請參閱「清潔與保養」單元的「重新組
裝拖地吸頭」一節)。

拖地吸頭的內部太
髒。

清潔拖地吸頭 (請參閱「清潔與保養」單元的「清潔
拖地吸頭」一節)。

拖地刷不存在。 將拖地刷裝入拖地吸頭 (請參閱「清潔與保養」單元
的「重新組裝拖地吸頭」一節)。

拖地刷已磨損。 更換拖地刷 (請參閱「更換拖地刷」單元)。

產品在清潔
時，聲音有了
改變。

自動防護系統可能會
因為以下三項原因而
啟動：(1) 產品吸入
異物；(2) 拖地刷太
濕；(3) 您在地毯上
移動產品。拖地刷受
到太大的阻力，自動
停止旋轉。產品持續
發出聲音，卻沒有正
確運作。

請放開電源開啟按鈕，以關閉產品電源。將產品直立放
置在安置位置 (會聽見「喀噠」一聲)，將插頭從牆面的
插座拔下。打開拖地吸頭蓋，取下拖地刷護罩，然後取
出物體。裝回拖地刷護罩，蓋上拖地吸頭蓋，然後將插
頭插入牆面的插座，接著再次開啟產品電源 (請參閱「
使用 AquaTrio」單元的「自動防護系統啟動」一節)。
如果找不到物體，那麼自動防護系統之所以啟動，可能
是因為拖地刷太濕 (請參閱下一個原因以及解決辦法)，
或是因為您在地毯上移動產品。請將插頭從牆面的插座
拔下，打開再蓋上拖地吸頭蓋，將插頭重新插入牆面的
插座，開啟產品電源，然後再次開始清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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問題 可能原因 解決方法

如果上述解決辦法沒有用，且產品仍無法運作，請將
產品開啟至少 10 秒。接著，打開拖地吸頭蓋，然後
再蓋上，開啟產品電源，再次開始清潔。

自動防護系統會啟動
是因為拖地刷太濕，
拖地刷會自動停止旋
轉，是因為受到太大
的阻力。

放開電源開啟按鈕來關閉產品電源。將產品直立放置在
安置位置 (會聽見「喀噠」一聲)，將插頭從牆面的插座拔
下。從拖地吸頭取下拖地刷，在水槽上擠壓拖地刷，去
除拖地刷的多餘水份 (請參閱「清潔與保養」單元的「清
潔拖地吸頭」一節)。然後，裝回拖地刷，裝回拖地刷護
罩，蓋上拖地吸頭蓋，將插頭插入牆面的插座，再度開
啟產品電源 (請參閱「清潔與保養」單元的「重新組裝拖
地吸頭」一節)。如果這個方式行不通，請讓拖地刷晾乾  
(請參閱「清潔與保養」單元的「清潔拖地吸頭」一節)。

拖地吸頭蓋未正確關
上，產品聲音減少且
不再供水至地板，因
為拖地刷未旋轉，產
品未拖地。

確定拖地刷和拖地刷護罩已正確組裝。正確蓋上拖地
吸頭蓋，確定將蓋子按壓到發出「喀噠」一聲，完全
就定位為止 (請參閱「清潔與保養」單元的「重新組
裝拖地吸頭」一節)。

產品在收起來
之前無法正常
運作，但是現
在又能正常運
作。

自動防護系統之前因
為產品吸起灰塵或液
體以外的異物而啟
動。然後，產品收起
來 30 分鐘以上，即
會自行重設。

您必須取出使產品運作效態變差的物體，然後重設產
品。若要這麼做，請遵循接下來的步驟。將產品直立
放置在安置位置 (會聽見「喀噠」一聲)，將插頭從牆
面的插座拔下。打開拖地吸頭蓋，移下拖地刷護罩，
取出物體。裝回拖地刷護罩，蓋上拖地吸頭蓋，將插
頭插入牆面的插座，再次開啟產品電源 (請參閱「使用 
AquaTrio」單元的「自動防護系統啟動」一節)。如果
找不到物體，那麼自動防護系統之所以啟動，可能是
因為拖地刷太濕 (請參閱上一個問題的第二個原因)，或
是因為您在地毯上移動產品。請將插頭從牆面的插座拔
下，打開拖地吸頭蓋，然後再蓋上，接著將插頭重新插
入牆面的插座，開啟產品電源，然後再次開始清潔。

我剛剛注滿了
淨水箱，但是
開啟產品電源
時，水箱全滿/
水箱已空指示
燈不斷閃爍。

淨水箱注滿水之後，
水箱全滿/水箱已空
指示燈可能會在產
品電源開啟後閃爍
幾次。

淨水箱注滿水之後，開啟產品電源時，水箱全滿/水箱
已空指示燈可能會閃爍數次，接著產品可能會自動關
閉電源。發生的原因在於，產品需要數秒時間才能將
水送到拖地吸頭。鬆開電源開啟按鈕，然後將解鎖撥
鈕向前推，按下電源開啟按鈕，再度開啟產品電源  
(請參閱「使用前準備」單元的「注滿淨水箱」一節)。

如果注滿水之後，水
箱全滿/水箱已空指
示燈仍舊持續閃爍，
則表示淨水箱可能未
正確組裝。

確定淨水箱已正確裝入，而且撥桿已鎖 (請參閱「使
用前準備」單元的「注滿淨水箱」一節)。

水從產品滴出
來。

淨水箱的漏水是因為蓋
子未蓋回淨水箱上，或
未正確拴緊蓋子。

從產品取出淨水箱。如果蓋子未蓋上，請蓋回水箱，
或以順時針方向拴緊蓋子 (請參閱「使用前準備」單
元的「注滿淨水箱」一節)。

淨水箱漏水是因為
淨水箱裡加入過多
水量。

注入淨水箱的水量切勿超過 MAX 刻度。如果超過刻
度，當您拴緊蓋子時，水可能從淨水箱流出 (請參閱
「使用前準備」單元的「注滿淨水箱」一節)。

繁
體

中
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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問題 可能原因 解決方法

污水箱漏水是因為上
機體向後傾斜的角度
太大，或是因為您將
產品側放，這會造成
廢水從污水箱溢出。

本產品上機體向後傾斜角度請勿太大，例如，清潔矮
桌底下的時候。污水箱有廢水時，請勿將產品側放  
(請參閱「重要事項」單元的「警告」一節)。

無法取出拖地
刷。

您嘗試取出時，可能
是拉錯邊了。

抓住刷子的萊姆綠握把，稍微向上拉起刷子，然後就
應該能從另一面的凸出部分推出刷子 (請參閱「清潔
與保養」單元的「清潔拖地吸頭」一節)。

如果吸頭不離
開地板，就無
法讓產品向後
傾斜。

產品被鎖在安置位
置。

用腳按吸頭，將產品從安置位置鬆開 (請參閱「使用 
AquaTrio」單元的「使用中暫停」一節)。

我沖洗拖地吸
頭時，產品不
會吸入水。

倒入沖洗盤的水量太
多，或倒水的速度太
快，造成拖地刷變得
太濕。刷子太濕時，
自動防護系統會啟
動。拖地刷不再旋
轉，是因為受到太大
的阻力。

關閉產品電源，將產品直立放置在安置位置 (會聽見
「喀噠」一聲)，將插頭從牆壁的插座拔下。從拖地
吸頭取下拖地刷，在水槽上擠壓拖地刷，去除拖地刷
的多餘水份 (請參閱「清潔與保養」單元的「清潔拖
地吸頭部分」)。然後，裝回拖地刷，裝回拖地刷護
罩，蓋上拖地吸頭蓋，再度開啟產品電源 (請參閱「
清潔與保養」單元的「重新組裝拖地吸頭」一節)。
如果這個方式行不通，請讓拖地刷晾乾 (請參閱「清
潔與保養」單元的「清潔拖地吸頭」一節)。

沖洗拖地吸頭
時，水箱全
滿/水箱已空
指示燈開始閃
爍，產品電源
關閉。

淨水箱是空的。 將淨水箱重新注滿水 (請參閱「使用前準備」單元的
「注滿淨水箱」一節)，再度開始沖洗程序 (請參閱「
清潔與保養」單元的「沖洗 AquaTrio」一節)。

沖洗拖地吸頭
時，水箱全
滿/水箱已空
指示燈持續亮
起，產品電源
關閉。

污水箱已滿。 清空污水箱 (請參閱「使用 AquaTrio」單元的「清空
污水箱」一節)，再度開始沖洗程序 (請參閱「清潔與
保養」單元的「沖洗 AquaTrio」一節)。

無法讓產品向
前或向後移
動。

一或多個輪子可能被
小物體卡住。

關閉產品電源，拔下產品插頭，將產品側放。產品側放
時，務必確定污水箱已空，否則廢水可能會從污水箱漏
出。檢查卡住輪子的東西是什麼，取出任何會卡住輪子
的物體。再度將產品豎立放置，然後繼續清潔。

找不到吸塵器
清潔功能。

沒有個別的吸塵器清
潔功能。

開啟產品電源後，拖地和吸塵器的清潔功能會同時
運作。

D	注意：
如果上述解決辦法無法解決您的問題，請造訪 www.philips.com/support，或聯絡您所在
國家/地區的飛利浦客戶服務中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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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품질	보증	및	서비스		   58

12	 문제	해결		   59

1	 중요	사항

본 제품을 사용하기 전에 이 사용자 
설명서를 주의 깊게 읽고 나중에 참조할 수 
있도록 잘 보관하십시오.

1.0.1	위험

 •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본 
제품을 본 제품의 전원 코드나 다른 
제품의 전원 코드 위로 이동시키지 
마십시오.

 • 감전 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제품의 
본체나 청소 노즐을 절대로 물이나 기타 
액체에 담그거나 헹구지 마십시오.

 • 감전 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본 
제품을 바닥 소켓 위로 이동시키지 
마십시오. 

1.0.2	경고

 • 제품을 청소 또는 유지관리하기 전에 
반드시 소켓에서 플러그를 뽑으십시오. 

 • 조립을 마친 후에는 본체 상부와 본체 
하부를 절대로 분리하지 마십시오. 본체 
상부를 분리하면 제품을 다시 조립할 수 
없습니다.

 •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본 
제품에 날카로운 물체를 흡입시키지 
마십시오.

 •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본 
제품에 인화성 또는 가연성 액체를 
흡입시키거나 물탱크에 인화성 또는 
가연성 액체를 넣지 마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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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	주의

 • 물탱크 중 하나를 분리하거나 청소 
노즐을 열기 전에 제품의 전원 코드를 
뽑으십시오.

 • 젖은 손으로 전원 코드를 꽂거나, 빼거나 
또는 제품을 작동하지 마십시오.

 • 배수 탱크에 오수가 들어 있을 때에는 
물이 흘러나올 수 있으므로 제품 
본체 상부를 뒤쪽으로 지나치게 많이 
기울이거나 제품을 옆으로 뉘여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 제품을 작동하고 청소하고 유지관리할 
때에는 연녹색 부분만 사용하십시오.

 • 본 제품은 실내 전용 가정용품입니다. 
 • 전원 버튼을 억지로 눌러 안전 잠금 

장치를 해제하려고 시도하지 마십시오.
 • 제품의 공기 배출구를 막지 마십시오. 
 • 액티브 보호 시스템이 작동될 수 

있으므로 본 제품에 먼지나 액체 이외의 
이물질을 흡입시키지 마십시오. 

 • 제품이 손상될 수 있으므로 절대로 
아세트산(식초)이나 석회질 제거제를 
물탱크에 넣거나 제품에 흡입시키지 
마십시오.

 • 제품이 손상될 수 있으므로 절대로 왁스, 
오일 또는 바닥 관리 제품을 깨끗한 
물탱크에 희석하여 넣거나 제품에 
흡입시키지 마십시오. 

 • 서로 다른 종류의 액상 바닥 세정제를 
혼합하여 사용하지 마십시오. 한 
종류의 바닥 세정제를 사용한 후에 
다른 종류의 바닥 세정제를 물탱크의 
물에 혼합하려면 먼저 물탱크를 비우고 
깨끗이 헹구어 주십시오.

 • 액상 바닥 세정제를 사용할 때에는 
절대로 세정제 용기에 명시된 최대 용량 
이상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 제품이 손상될 수 있으므로 절대로 
휘발성 액체 또는 그와 유사한 물질을 
깨끗한 물탱크에 넣거나 제품에 
흡입시키지 마십시오. 

 •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식지 
않은 재를 제품에 흡입시키지 마십시오.

 • 청소 노즐의 작동부와 입구에 옷, 
머리카락, 손가락 및 기타 신체 부위와 
물체를 가까이 하지 마십시오. 

 • 사용하는 중에는 청소 노즐을 
들어올리거나 기울이지 마십시오. 물이 
청소 노즐 밖으로 분사될 수 있습니다.

 • 신체 부상과 모터 손상을 방지하려면 
제품에 전원을 연결하기 전에 제품에 
표시된 전압과 사용 지역의 전압이 
일치하는지 확인하십시오.

 • 전원 코드와 제품이 손상되지 않았는지 
정기적으로 확인하십시오. 플러그, 전원 
코드 또는 제품 자체가 손상된 경우 
제품을 사용하지 마십시오.

 • 전원 코드가 손상된 경우, 안전을 위해 
필립스 서비스 센터 또는 필립스 서비스 
지정점에 의뢰하여 교체하십시오.

 • 신체적인 감각 및 정신적인 능력이 
떨어지거나 경험과 지식이 풍부하지 
않은 성인 및 어린이는 혼자 제품을 
사용하지 말고, 제품 사용과 관련하여 
안전에 책임 질 수 있도록 지시사항을 
충분히 숙지한 사람의 도움을 
받으십시오.

 • 어린이가 제품을 가지고 놀지 못하도록 
지도해 주십시오.

 • 절대로 0°C 이하의 온도에 제품을 
보관하지 마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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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사용	제한
 • 리놀륨, 에나멜을 입힌 타일, 니스를 

바른 마루 등과 같이 방수 코팅이 
되어 있는 딱딱한 바닥에만 본 제품을 
사용하십시오. 이렇게 마감 처리된 
바닥이 전 세계에서 판매되는 표준 
바닥입니다. 방수 처리되지 않은 바닥인 
경우 물을 사용하여 청소할 수 있는 
바닥인지 제조업체에 확인하십시오. 
딱딱한 바닥이라고 해도 방수 코팅이 
손상된 경우에는 본 제품을 사용하지 
마십시오.

 • 본 제품을 사용하여 카펫을 청소하지 
마십시오.

 • 컨벡터 히터의 바닥 그릴 위로 제품을 
밀지 마십시오. 그릴 위에서 움직이면 
노즐에서 분사되는 물을 제품이 다시 
흡입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릴 홈 바닥에 
물이 고이게 됩니다.

 • 청소 노즐을 좌우로 움직이면 물 자국이 
남을 수 있습니다. 청소 노즐을 앞뒤로만 
움직이십시오.

1.4	바닥	유지관리
 • 본 제품을 사용할 때에는 항상 바닥에 

맞는 세척 및 유지관리 지침과 
프로그램을 따르십시오.

 • 본 제품은 딱딱한 바닥의 정기적인 
청소에 사용하도록 만들어졌습니다. 
딱딱한 바닥을 유지관리하는 제품류를 
바닥에 바르는 용도로 사용하지 
마십시오. 물에 희석하여 바닥 청소에 
사용할 수 있는 액상 바닥 세정제만 
사용하십시오. 바닥에 적합한 거품이 
적거나 거품이 없는 바닥 세정제를 
사용해야 합니다.

 • 물걸레 브러시로 날카로운 물체를 
청소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면 브러시 
모가 손상되고 물걸레 브러시의 청소 
성능이 저하됩니다.

 • 바닥이 손상될 수 있으므로 한 곳을 
지나치게 오래 청소하지 마십시오.

 • ’세척 및 유지관리’란에 나와 
있는 지침에 따라 물걸레 브러시를 
세척하십시오. 

 • 물걸레는 식기세척기나 세탁기로 세척할 
수 없습니다.

 • 오래된 물걸레 브러시는 필립스 정품 
물걸레 브러시로 교체해야 합니다. 교체 
지침과 관련 정보에 대해서는 ‘물걸레 
브러시 교체’란을 참조하십시오. 새 
물걸레 브러시를 주문하시려면 ‘
액세서리 주문’란을 참조하십시오.

1.1	EMF(전자기장)
이 제품은 EMF(전자기장)와 관련된 모든 
기준을 준수합니다. 이 사용자 설명서의 
지침에 따라 적절하게 취급할 경우 이 
제품은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현재까지의 과학적 증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1.2	액티브	보호	시스템
AquaTrio는 액티브 보호 시스템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액티브 보호 시스템은 바닥에서 
먼지나 액체 이외의 물체를 흡입한 경우 
이를 인식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 
시스템이 작동하면 물걸레가 즉시 중단되어 
물체와 제품의 손상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모터 소리가 작아지고 더 이상 
바닥에 물을 적시지 않습니다. 액티브 보호 
시스템은 물걸레가 너무 많이 젖었거나 
제품을 카펫 위에서 이동하는 경우에도 
작동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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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AquaTrio	뒷면
1 코드 고정 고리
2 손잡이
3 전원 버튼
4 회전식 코드 보관 걸이
5 전원 코드
6 운반 손잡이
7 물탱크 레버
8 물탱크 뚜껑
9 물탱크
10 오수 탱크 뚜껑
11 오수 탱크
12 오수 탱크 레버
13 공기 흡입구
14 공기 배출구
15 바퀴
16 브러시 세척 받침

3	 최초	사용	전

 1  제품에서 비닐 포장을 제거하십시오.
 2  본체 하부를 세척 받침에 올려 놓아 

구르지 않게 하십시오.
 3  본체 상부를 본체 하부 위에 올려 

놓으십시오. 본체 상부에 있는 홈을 본체 
하부에 있는 돌출부에 맞추어 끼워야 
합니다.

 4  본체 상부를 본체 하부 쪽으로 
누르십시오. ‘딸각’ 소리가 나면서 
본체가 잠깁니다. 이렇게 하려면 약간의 
힘을 주어야 합니다.
본체 상부의 파란색 뒷면이 틈새 없이 
본체 하부에 꽉 맞아야 합니다.

2 AquaTrio

2.1	소개
필립스 제품을 구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필립스가 드리는 지원 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www.philips.co.kr에서 제품을 
등록하십시오.
필립스의 신제품인 AquaTrio는 바닥의 
진공 청소, 물걸레 브러시질과 건조의 3
단계를 한 번에 해결합니다. AquaTrio를 
사용하면 일반적인 진공 청소와 물걸레 
브러시질에 들이는 시간과 노력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빠르게 회전하는 극세사 
물걸레 브러시가 먼지, 얼룩, 액체를 한 
번에 완벽하게 제거하므로 빠르고 쉽게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사용자 설명서에 나와 있는 몇 가지 조언을 
따르면 청소를 더욱 쉽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필립스가 본 제품을 개발하면서 
느낀 만족감을 직접 경험해 보십시오.

2.2	상자	내용물
1 본체 하부
2 본체 상부
3 세척 받침
4 사용자 설명서
5 요약 설명서
6 보증서
7 등록 카드

2.3	AquaTrio	앞면
1 잠금 해제 스위치
2 본체 상부
3 탱크 수위 표시등
4 본체 하부
5 청소 노즐
6 청소 노즐 덮개 제거 슬라이드
7 청소 노즐 덮개
8 손잡이가 있는 물걸레 브러시 덮개
9 물걸레 브러시
10 공기 배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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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물탱크 뚜껑을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려 
여십시오.

 5  냉수나 미온수를 물탱크의 MAX 
눈금까지 채우십시오. 필요한 경우 
적합한 액상 바닥 세정제 몇 방울을 
떨어뜨리십시오(‘주의 사항’란의 ‘
바닥 유지관리’ 섹션 참조). 

D	참고:

액상 바닥 세정제를 사용하려면 
먼저 물탱크에 물을 채운 후 용기에 
표시된 정량의 액상 바닥 세정제를 
추가하십시오. 물탱크의 용량은 700ml
이므로 몇 방울 정도만 추가하면 됩니다.

B	경고:

본체 상부와 본체 하부를 적절히 결합하지 
않은 상태로 제품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한 번 조립한 후에는 본체 상부와 본체 
하부를 절대로 분리하지 마십시오.

4	 사용	전	준비	

4.1	물탱크에	물을	주입하는	방법
사용하기에 앞서 항상 물탱크에 물을 
채워주십시오.
물탱크를 가득 채우면 60m² (약 23평)
이상의 면적을 청소할 수 있습니다.
 1  제품을 똑바로 세우십시오. ‘딸각’ 

소리가 들리면서 자동으로 보관 위치로 
잠깁니다.

 2  제품 뒷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코드 
보관 걸이를 아래쪽으로 돌린 후 코드를 
치우십시오.

 3  레버를 위로 당겨 물탱크 잠금을 푼 후 
물탱크를 꺼내십시오. 제품이 쓰러지지 
않도록 한 손으로 제품을 잡은 후 다른 
손으로 물탱크를 꺼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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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AquaTrio	사용	방법

5.1	바닥을	청소하는	방법
 1  바닥을 청소하기 전에 먼저 장난감, 

잡지, 신발 등 바닥의 어질러진 물체를 
치우십시오. 다른 제품들의 전원 코드도 
한쪽으로 치우셔야 합니다.

 2  코드 보관 걸이를 아래쪽으로 돌린 후 
전원 코드를 꺼내십시오. 벽면 콘센트에 
전원 플러그를 꽂으십시오.

 3  노즐의 상단을 발로 눌러 거치대에서 
제품을 분리하십시오.

 4  잠금 해제 스위치를 앞으로 민 다음(1) 
전원 버튼을 누른 채로 기다리십시오(2). 
제품을 켠 후에는 잠금 해제 스위치를 
놓아도 되지만(3) 전원 버튼은 청소하는 
동안 계속 누르고 있어야 합니다(4).

4

 6  물탱크 뚜껑을 시계 방향으로 돌려서 꽉 
닫으십시오.

 7  레버를 들어올린 채로(1), 물탱크를 
제품에 다시 끼워 넣으십시오(2). 그런 
다음 ‘딸각’하는 소리가 들릴 때까지 
레버를 눌러(3) 물탱크를 제자리에 
잠그십시오.

4.1.1	필수	중요	사항

 • 물탱크를 채운 후에는 레버를 올바르게 
닫아야 합니다. 레버를 올바르게 잠그지 
않으면 제품을 보관 위치에서 해제할 때 
물탱크가 넘칠 수 있습니다.

 • 물탱크를 채운 후 제품 스위치를 켜면 
노즐로 물이 나올 때까지 약간의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탱크 수위 표시등이 
몇 차례 깜박인 후 제품이 자동으로 
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제품 스위치를 다시 켜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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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지방을 넘기 전에 제품 스위치를 
끄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바닥에 흔적이 
남거나 청소 노즐에서 물이 분사될 수 
있습니다.

 • 제품 스위치를 끈 후 앞뒤로 몇 차례 
움직여 두 물걸레 사이에 남아 있는 
액체를 닦으십시오. 제품 스위치를 끈 후 
바로 들어올리면 두 브러시 사이에 남아 
있던 물이 바닥에 흔적을 남깁니다.

C	주의:

배수 탱크에서 물이 흘러나올 수 있으므로 
제품 본체 상부를 뒤쪽으로 지나치게 많이 
기울이거나 제품을 옆으로 뉘여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5.3	사용	중	잠시	중단
 1  청소를 잠시 중단하려면 전원 버튼을 

눌러 제품 스위치를 끄십시오. 제품을 
똑바로 세우십시오. ‘딸각’ 소리가 
들리면서 자동으로 보관 위치로 
잠깁니다.

 2  청소를 계속하려면 노즐의 상단을 발로 
눌러 거치대에서 제품을 분리하십시오.

 3  잠금 해제 스위치를 앞으로 민 다음 전원 
버튼을 누른 채로 기다리십시오. 제품을 
켠 후에는 잠금 해제 스위치를 놓아도 
되지만 전원 버튼은 청소하는 동안 계속 
누르고 있어야 합니다.

5.2	청소	팁
 • 전원 코드에 걸리거나 물 청소한 

바닥에 흔적이 남지 않도록 한 손으로 
손잡이를 잡고 다른 손으로 전원 코드를 
잡으십시오. 전원 코드를 코드 고정 
고리에 걸면 전원 코드를 더욱 쉽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 문쪽으로 뒤로 걸으면서 청소하면 물 
청소한 바닥을 밟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청소 노즐을 좌우로 움직이면 바닥에 물 
자국이 남을 수 있습니다.

 • 이 제품은 진공 청소기와 마찬가지로 
빠르게 움직여도 됩니다. 제거하기 
어려운 얼룩이 있으면 얼룩 위에서 
제품을 천천히 움직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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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더러운 물을 버리십시오. 흘리지 
않으려면 항상 탱크의 모서리 중 
한쪽으로 물을 버려야 합니다. 

 4  빈 배수 탱크와 뚜껑을 수돗물로 
헹구십시오. 

 5  배수 탱크에 뚜껑을 덮은 후 뚜껑 잠금 
해제 스위치를 뒤쪽으로(손잡이 방향) 
당겨 뚜껑을 잠급니다.

 6  레버를 들어올린 채로(1) 배수 탱크를 
제품에 다시 끼워 넣으십시오(2). ‘
딸각’하는 소리가 들릴 때까지 
레버를 눌러(3) 배수 탱크를 제자리에 
잠그십시오. 배수 탱크 레버가 제대로 
잠겼는지 확인하십시오. 레버를 
올바르게 잠그지 않으면 청소하는 동안 
배수 탱크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5.4	탱크	수위	표시등
 1 	 물탱크가	비면	탱크	수위	표시등이	

깜박이고 제품 작동이 중지됩니다. 
물탱크를 채우십시오(‘사용 전 준비’
란의 ‘물탱크에 물을 주입하는 방법’ 
섹션 참조). 

 2  배수 탱크가 꽉 차면 탱크 수위 표시등이 
계속	켜진	상태로	유지되고 제품 작동이 
중지됩니다. 배수 탱크를 비우십시오(
아래의 ‘배수 탱크를 비우는 방법’ 
섹션 참조). 

5.5	배수	탱크를	비우는	방법
 1  레버를 위로 당겨 배수 탱크 잠금을 푼 

후 배수 탱크를 꺼내십시오.

 2  뚜껑 잠금 해제 스위치를 앞으로(손잡이 
반대 방향) 밀어 뚜껑 잠금을 푼 다음 
배수 탱크의 뚜껑을 여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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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물걸레가 지나치게 젖어 있어 액티브 
보호 시스템이 작동한 경우에는 
물걸레를 분리한 후 싱크대 위에서 
짜주십시오(‘세척 및 유지관리’란의 
‘청소 노즐을 세척하는 방법’ 섹션 
참조).

 4  물걸레 브러시 덮개를 덮고(1) 물걸레 
뚜껑을 닫은 후(2) 청소 노즐 덮개를 
‘딸각’하는 소리가 날 때까지 눌러 
잠그십시오(3). 그렇지 않으면 제품이 
재설정되지 않습니다.

 5  플러그를 벽면 콘센트에 꽂으십시오. 
노즐의 상단을 발로 눌러 거치대에서 
제품을 분리하십시오. 잠금 해제 
스위치를 앞으로 민 다음(1) 전원 버튼을 
누른 채로 기다리십시오(2). 제품을 
켠 후에는 잠금 해제 스위치를 놓아도 
되지만(3) 전원 버튼은 청소하는 동안 
계속 누르고 있어야 합니다.

5.6.1	필수	중요	사항

액티브 보호 시스템을 재설정하려면 청소 
노즐 덮개를 열었다가 닫아야 합니다. 제품 
스위치를 켜기 전에 항상 물걸레 사이에서 
모든 이물질을 제거했는지 확인하십시오.

5.6	액티브	보호	시스템	작동	
상태

액티브 보호 시스템은 바닥에서 먼지나 
액체 이외의 큰 물체를 흡입한 경우 이를 
인식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 시스템이 
작동하면 물걸레가 즉시 중단되어 물체와 
제품의 손상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모터 소리가 작아지고 더 이상 바닥에 물을 
적시지 않습니다. 물걸레가 지나치게 젖은 
경우에도 액티브 보호 시스템이 작동합니다. 
청소를	계속하려면	아래의	지침을	
따르십시오!
 1  전원 버튼을 해제하여 제품 스위치를 

끄십시오(1). ‘딸각’ 소리가 들릴 
때까지 제품을 똑바로 세운 후 벽면 
콘센트에서 전원 코드를 뽑으십시오. 
흡입한 물체가 다른 제품의 코드인 경우 
이 제품의 코드도 뽑으십시오(2).

 2  청소 노즐 덮개를 열고(1) 물걸레 브러시 
덮개를 분리한 후(2) 걸린 물체를 
꺼내십시오(3). 이물질이 보이지 않는 
경우 물걸레를 분리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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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도움말:

필요하다면 물에 액상 바닥 세정제 몇 
방울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4 	 물을	세척	받침에	천천히 부으십시오. 
물 높이가 MAX 눈금을 넘지 않도록 
하십시오. 물걸레가 너무 젖으면 액티브 
보호 시스템이 작동합니다. 

 5  전원 플러그를 벽면 콘센트에 꽂은 후 
제품 스위치를 켜십시오. 세척 받침에 
있는 물이 다 없어질 때까지 제품을 
작동시키십시오. 이 과정에는 약 15초가 
걸립니다. 

6	 세척	및	유지관리	

A	위험:

감전 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제품의 
본체나 청소 노즐을 절대로 물이나 기타 
액체에 담그거나 헹구지 마십시오.

B	경고:

제품을 청소 또는 유지관리하기 전에 반드시 
소켓에서 플러그를 뽑으십시오.

6.1	AquaTrio를	세척하는	방법
AquaTrio 내부 청결을 유지하려면 제품을 
세척해야 합니다. 제품을 세척하려면 세척 
받침이 필요합니다.

6.1.1	필수	중요	사항

 • 내부에 먼지가 쌓이거나 박테리아가 
성장하는 것을 방지하려면 사용한 
후에는 항상 제품을 세척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용한 후 제품을 세척하지 
않으면 불쾌한 냄새가 날 수 있습니다.

6.1.2	플러시

 1  제품 스위치를 끈 후 ‘딸각’ 소리가 
들릴 때까지 제품을 똑바로 세운 후 벽면 
콘센트에서 전원 코드를 뽑으십시오.

 2  세척 과정이 중간에 중단되지 않도록 
물탱크를 채우십시오(‘사용 전 준비’
란의 ‘물탱크에 물을 주입하는 방법’ 
섹션 참조) 또는 배수 탱크를 비우십시오
(‘AquaTrio 사용 방법’란의 ‘배수 
탱크를 비우는 방법’ 섹션 참조). 세척 
과정이 중간에 중단되면 세척 결과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3  세척 받침 위에 제품을 놓으십시오. 
계량컵에 물 300ml를 채우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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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도움말:

더러워진 물걸레를 물걸레 브러시 
덮개에 담아 싱크대로 가져가십시오.

 4  수돗물로 물걸레 브러시를 헹구어 
세척하십시오. 필요한 경우 가정용 
액체 세정제나 주방용 세제를 사용하여 
물걸레 브러시를 세척할 수 있습니다.

 5  수돗물로 물걸레 브러시 덮개를 
세척하십시오. 

D	참고:

물걸레 브러시 덮개를 세척할 때 냄비 
닦는 수세미나 연마성 세제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표면에 흠이 날 수 있으며 이 
흠에 먼지가 쌓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쌓인 먼지는 청소 노즐을 통과하는 
흐름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6  제품 전원을 끄고 전원 코드를 
뽑으십시오. 

 7  (1)청소 노즐 덮개 해제 슬라이드를 
화살표 방향으로 밀어 (2) 청소 노즐 
덮개를 여십시오. (3)물걸레 브러시 
덮개를 분 리한 후, 안쪽이 깨끗한지 
확인하십시오. 안쪽이 깨끗하면 
‘AquaTrio를 보관하고 이동하는 방법’
란을 보고 제품을 보 관하는 방법을 
참조하십시오. 물걸레 브러시 덮개 
안쪽과 물걸 레가 여전히 더러우면 ‘
청소 노즐을 세척하는 방법’의 절차 에 
따라 청소 노즐을 청소하십시오.

 8  필요한 경우 수돗물로 세척 받침을 
세척한 후 천으로 닦고 말려주십시오. 
식기세척기로 세척 받침을 세척할 수도 
있습니다.

6.2	청소	노즐	세척
 1  제품 스위치를 끈 후 ‘딸각’ 소리가 

들릴 때까지 제품을 똑바로 세운 후 벽면 
콘센트에서 전원 코드를 뽑으십시오.

 2  청소 노즐 덮개를 여십시오.
 3  손잡이를 잡아당겨 물걸레 브러시 

덮개를 분리하십시오. 청소 노즐에서 
물걸레를 분리할 때에는 손이 
더러워지지 않도록 연녹색 손잡이를 
잡고 들어올리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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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액체	탱크	세척	

6.3.1	물탱크	세척

물탱크에 물이 남아 있어도 안전에는 문제가 
없지만 제품을 보관하기 전에 탱크를 비우는 
것이 좋습니다.
 1  제품 스위치를 끈 후 ‘딸각’ 소리가 

들릴 때까지 제품을 똑바로 세운 후 벽면 
콘센트에서 전원 코드를 뽑으십시오.

 2  물탱크를 분리하십시오(‘제품 사용 전 
준비’란의 ‘물탱크에 물을 주입하는 
방법’ 섹션 참조).

 3  필요한 경우 수돗물로 물탱크를 세척할 
수 있습니다. 식기세척기를 사용하여 
물탱크를 세척할 수도 있습니다.

 4  물탱크를 제품에 다시 끼워 넣으십시오
(‘사용 전 준비’란의 ‘물탱크에 물을 
주입하는 방법’ 섹션 참조).

6.3.2	배수	탱크를	세척하는	방법

 • 탱크 수위 표시등이 계속 켜진 상태로 
유지되면 매	회	사용	후 배수 탱크를 
비웁니다.

 • 박테리아가 번식해 불쾌한 냄새가 날 
수 있으므로 매	회	사용	후 배수 탱크를 
세척합니다. 

 1  제품 스위치를 끈 후 ‘딸각’ 소리가 
들릴 때까지 제품을 똑바로 세운 후 벽면 
콘센트에서 전원 코드를 뽑으십시오.

 2  배수 탱크를 분리하십시오(‘AquaTrio 
사용 방법’란의 ‘배수 탱크를 비우는 
방법’ 섹션 참조). 배수 탱크에는 
농축된 오수가 들어 있으므로 분리하고 
비울 때 주의하셔야 합니다.

 3  더러운 물을 버리십시오.

 6  물걸레를 깨끗한 물걸레 브러시 덮개 
위에 놓고 말리십시오. 잘 마르도록 
브러시 한쪽 끝을 물걸레 브러시 덮개 
가장자리에 걸쳐 놓으십시오. 완전히 
마르려면 약 24시간이 걸립니다.

D	참고:

물걸레 브러시가 젖은 상태이면 제품 
스위치를 켜는 즉시 액티브 보호 
시스템이 작동합니다.

 7  물걸레로 청소 노즐 안쪽과 청소 노즐 
덮개를 깨끗이 닦아주십시오. 

C	주의:

물걸레는 식기세척기나 세탁기로 세척할 수 
없습니다.

C	주의:

물걸레 브러시로 날카로운 물체를 청소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면 브러시 모가 
손상되고 물걸레 브러시의 청소 성능이 
저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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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물걸레 브러시 덮개를 청소 노즐에 넣기 
전에 청소 노즐 덮개 안쪽과 물걸레 
브러시가 깨끗한지 확인하십시오.

 3  안쪽이 깨끗하고 물기가 없는지 확인한 
후 청소 노즐 덮개를 닫고 ‘딸각’하는 
소리가 날 때까지 눌러주십시오.

 4  물걸레 브러시가 여전히 많이 젖은 
상태라면 말리십시오(‘AquaTrio를 
보관하는 방법’란의 ‘AquaTrio를 
보관하고 이동하는 방법’ 섹션 참조). 
물걸레 브러시가 많이 젖어 있으면 큰 
저항이 발생하기 때문에 제품 스위치를 
켜면 액티브 보호 시스템이 작동합니다. 
바닥을 청소하기 전에 물걸레 브러시를 
건조시켜야 합니다.

 4  수돗물로 배수 탱크와 뚜껑을 헹구거나 
식기세척기로 배수 탱크와 뚜껑을 
세척하십시오.

 5  배수 탱크 뚜껑에 부착된 부유 장치를 
위로 당기면 더 말끔히 세척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여과기 바닥과 
부유 장치를 세척할 수 있습니다.

 6  배수 탱크를 제품에 다시 끼워 
넣으십시오(‘AquaTrio 사용 방법’
란의 ‘배수 탱크를 비우는 방법’ 섹션 
참조).

6.4	청소	노즐을	다시	조립하는	
방법

 1  먼저 청소 노즐의 별 모양으로 돌출된 
부위의 입구에 물걸레 브러시 측면을 
맞추십시오. 물걸레 브러시를 조금 돌려 
물걸레 브러시 안쪽의 별 모양 홈을 
별 모양 돌출부에 맞춘 다음 눌러서 
고정하십시오. 그런 다음 반대쪽 물걸레 
브러시 돌출부를 반대쪽 구멍에 눌러 
끼우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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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도움말:

물탱크를 쉽게 분리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전원 코드를 감아 코드 보관 
걸이에 걸어 놓을 수도 있습니다. 코드를 
감아 보관할 때에는 코드 끝이 흔들리지 
않도록 코드 클립을 사용하여 고정할 수 
있습니다.

 2  제품을 보관할 때에는 세척 받침 위에 
올려놓으십시오.

 3  청소 노즐 안쪽이 아직 완전히 마르지 
않은 경우에는 물걸레 브러시 덮개를 
청소 노즐 뒤쪽으로 비스듬하게 놓고 
청소 노즐 덮개를 열어두십시오. 이렇게 
하면 청소 노즐 안쪽이 잘 마릅니다.

7.2	AquaTrio를	이동하는	방법
 1  제품 스위치를 끈 후 ‘딸각’ 소리가 

들릴 때까지 제품을 똑바로 세운 후 벽면 
콘센트에서 전원 코드를 뽑으십시오.

 2  전원 코드를 코드 보관 걸이와 배수 탱크 
레버에 감거나, 전원 코드를 감은 후 
코드 보관 걸이에 거십시오.

 3  AquaTrio는 두 가지 방법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 운반 손잡이를 사용하여 제품을 들고 

이동할 수 있습니다.

6.4.1	필수	중요	사항

 • 물걸레 브러시를 올바르게 설치하지 
않으면 물걸레 브러시 덮개를 제대로 
덮을 수 없습니다. 물걸레 브러시 덮개를 
올바르게 설치하지 않으면 청소 노즐 
덮개를 닫을 수 없습니다. 청소 노즐 
덮개를 올바르게 닫지 않으면 제품이 
작동하지 않습니다.

6.5	유지관리
 1  제품 외관이 더러운 경우 젖은 천으로 

닦아주십시오.
 2  공기 흡입구가 더러운 경우 젖은 천으로 

공기 흡입구를 청소하십시오.
 3  정기적으로 공기 배출구를 점검하여 

막히지 않았는지 확인하십시오.
 4  정기적으로 전원 코드 상태를 

점검하여 안전하고 손상되지 않았는지 
확인하십시오.

B	경고:

전원 코드가 손상된 경우에는 제품을 
사용하지 마십시오. 필립스 서비스 센터에서 
전원 코드를 교체하거나 판매점에 제품을 
가져가 수리 받으십시오.

7	 AquaTrio를	보관하고	

이동하는	방법

7.1	AquaTrio를	보관하는	방법
 1  전원 코드는 코드 보관 걸이와 배수 탱크 

레버에 감아 보관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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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물걸레	브러시를	

교체하는	방법

AquaTrio의 탁월한 청소 효과를 계속 
누리려면 항상 정품 필립스 극세사 
물걸레 브러시를 사용하고 6개월마다 한 
번씩 교체해주십시오. 이 지침을 따르면 
AquaTrio로 항상 최상의 청소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교체 알림, 지원, 팁과 요령 
등을 제공받으려면 제품을 온라인(www.
philips.com/welcome)에 등록하십시오.
 1  제품 스위치를 끈 후 ‘딸각’ 소리가 

들릴 때까지 제품을 똑바로 세운 후 벽면 
콘센트에서 전원 코드를 뽑으십시오.

 2  청소 노즐에서 오래된 물걸레 브러시를 
하나씩 차례로 꺼내십시오(‘세척 
및 유지관리’란의 ‘청소 노즐 다시 
조립하는 방법’ 섹션 참조).

 3  청소 노즐에 새 물걸레 브러시를 
하나씩 차례로 끼우십시오(‘세척 
및 유지관리’란의 ‘청소 노즐 다시 
조립하는 방법’ 섹션 참조).

 • 바퀴가 닿을 때까지 제품을 뒤로 
기울인 후 뒤쪽으로 당겨 이동할 수 
있습니다.

7.2.1	필수	중요	사항

 • 청소 노즐에서 농축된 오수 물방울이 
떨어질 수 있으므로 카펫 위에서는 
AquaTrio를 이동하지 마십시오.

 • 바닥에 모래가 있는 경우 주의해야 
합니다. 스위치가 꺼진 상태에서 모래 
위로 제품을 이동하면 바퀴 때문에 
바닥에 흠이 생길 수 있습니다.

 • 청소 노즐을 바닥에 댄 상태로 딱딱한 
바닥에서 제품을 움직이면 물걸레 
브러시가 바닥에 물 흔적을 남길 수 
있습니다.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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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환경

수명이 다 된 제품은 일반 가정용 쓰레기와 
함께 버리지 마시고 지정된 재활용 수거 
장소에 버리십시오. 이런 방법으로 환경 
보호에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11	품질	보증	및	서비스

서비스 또는 정보가 필요하거나, 사용상의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필립스 웹사이트
(www.philips.com/support)를 방문하거나 
필립스 고객 상담실로 문의하십시오. 
전국 서비스센터 안내는 제품 보증서를 
참조하십시오. 
AquaTrio는 많은 주의를 기울여 설계하고 
개발하였습니다. 제품을 수리해야 하는 
경우에는 지역의 필립스 고객 상담실로 
문의하십시오. 최대한 빠른 시간에 
수리를 받을 수 있도록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8.0.1	필수	중요	사항

 • 탁월한 청소 효과를 유지하려면 항상 
오래된 물걸레 브러시 두 개를 새 물걸레 
브러시 두 개로 동시에 교체해야 합니다.

 • 오래된 물걸레 브러시는 환경을 해치지 
않으므로 일반적인 가정용 쓰레기와 
함께 버릴 수 있습니다.

9	 액세서리	주문

본 제품의 액세서리를 주문하려면, 필립스 
웹사이트(www.shop.philips.com/service)
를 방문해 주십시오. 
AquaTrio의 액세서리를 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필립스 고객 상담실로 문의하거나 
진공 청소기 전문가에게 문의하십시오.
물걸레 브러시는 서비스 번호 FC8054로 
주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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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문제	해결

이 장은 제품을 사용하면서 가장 일반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문제와 그 해결 방법을 
제시합니다. 발생한 문제를 아래 정보로 해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필립스 고객 상담실로 
문의하십시오. 

문제점 가능한 원인 해결책

슬라이드를 앞으
로 밀고 전원 버
튼을 눌러도 제
품이 작동하지 
않습니다.

본체 상부와 본체 하부
를 올바르게 조립하지 
않았습니다.

제품의 본체 하부를 세척 받침 위에 놓으십시오. 본체 하
부 위에 있는 본체 상부를 ‘딸각’하는 소리가 날 때까
지 약간의 힘을 주어 누르십시오(‘최초 사용 전’란 참
조). 본체 상부의 파란색 뒷면이 틈새 없이 본체 하부에 
꽉 맞아야 합니다.

제품을 사용할 
때 본체 상부가 
흔들리고 안정되
지 않습니다.

본체 상부와 본체 하부
를 올바르게 조립하지 
않았습니다.

제품의 본체 하부를 세척 받침 위에 놓으십시오. 본체 하
부 위에 있는 본체 상부를 ‘딸각’하는 소리가 날 때까
지 약간의 힘을 주어 누르십시오(‘최초 사용 전’란 참
조). 본체 상부의 파란색 뒷면이 틈새 없이 본체 하부에 
꽉 맞아야 합니다.

전원 버튼을 눌
러 제품을 켤 수 
없습니다.

제품에는 안전 잠금 장
치가 탑재되어 있습
니다.

먼저 잠금 해제 스위치를 앞으로 밀어 전원 버튼 잠금을 해
제하면 전원 버튼을 눌러 제품을 켤 수 있습니다. 제품이 켜
지면 잠금 해제 스위치는 놓아도 되지만 전원 버튼은 계속 
누르고 있어야 합니다(‘AquaTrio 사용 방법’란 참조).

제품 스위치를 
켜면 제품이 작
동을 멈추고 표
시등이 깜박입
니다.

물탱크가 비어 있습
니다.

물탱크를 채워야 한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 탱크 수위 
표시등이 깜박입니다. 물탱크를 채우십시오(‘사용 전 
준비’란의 ‘물탱크에 물을 주입하는 방법’ 섹션 참
조).

물탱크가 없거나 올바
르게 배치되지 않았습
니다.

물탱크를 올바르게 배치했으며 레버를 잠갔는지 확인하
십시오(‘사용 전 준비’란의 ‘물탱크에 물을 주입하는 
방법’ 섹션 참조).

제품 스위치를 
켜면 제품이 작
동을 멈추고 표
시등이 계속 켜
져 있습니다.

배수 탱크가 가득 찼
습니다.

배수 탱크 비우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 탱크 수위 표
시등이 계속 켜져 있습니다. 배수 탱크를 비우십시오
(‘AquaTrio 사용 방법’란의 ‘배수 탱크를 비우는 방
법’ 섹션 참조).

배수 탱크가 없거나 올
바르게 배치되지 않았
습니다.

배수 탱크를 올바르게 배치했으며 레버를 잠갔는지 확
인하십시오(‘AquaTrio 사용 방법’란의 ‘배수 탱크를 
비우는 방법’ 섹션 참조).

배수 탱크에 뚜껑을 조
립하지 않았습니다.

뚜껑을 올바르게 조립하십시오. 잠금 해제 스위치를 뒤
로(손잡이 쪽으로) 당겨 배수 탱크 뚜껑을 잠그십시오
(‘AquaTrio 사용 방법’란의 ‘배수 탱크를 비우는 방
법’ 섹션 참조).

제품이 작동을 
멈춥니다.

전원 버튼을 놓았습
니다.

제품에는 안전 잠금 장치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먼저 잠
금 해제 스위치를 앞으로 밀어 전원 버튼 잠금을 해제하
면 전원 버튼을 눌러 제품을 켤 수 있습니다. 제품이 켜지
면 잠금 해제 스위치는 놓아도 되지만 전원 버튼은 계속 
누르고 있어야 합니다(‘AquaTrio 사용 방법’란 참조).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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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점 가능한 원인 해결책

표시등에 나타나지 않
지만 물탱크가 비어 있
거나 배수 탱크가 가득 
찼습니다.

이 경우인지 확인하려면 제품 스위치를 켜고 탱크 수위 표
시등이 깜박이거나 계속 켜져 있는지 보십시오. 표시등이 
깜박이면 물탱크를 채워주십시오(‘사용 전 준비’란의 ‘
물탱크에 물을 주입하는 방법’ 섹션 참조). 표시등이 계속 
켜져 있으면 배수 탱크를 비워 주십시오(‘AquaTrio 사용 
방법’란의 ‘배수 탱크를 비우는 방법’ 섹션 참조).

공기 배출구가 막혔습
니다.

공기 배출구 네 곳을 모두 점검하여 공기 배출구를 막고 
있는 이물질이 없는지 확인하십시오. 있다면 이물질을 제
거하십시오. 청소를 계속하기 전에 제품을 식히십시오. 
공기 배출구 위치는 ‘AquaTrio’란을 참조하십시오.

제품이 이물질을 
흡입했기 때문에 
바닥에 물을 바
르지 않습니다.

액티브 보호 시스템이 
작동하는 이유는 세 가
지입니다. (1) 제품이 이
물질을 흡입했을 때. (2) 
물걸레 브러시가 너무 
많이 젖었을 때. (3) 카
펫 위에서 제품을 이동
했을 때. 물걸레 브러시
는 지나치게 큰 저항을 
만나면 자동으로 회전을 
멈춥니다. 이 경우 제품
에서 계속 소리가 나지
만 제대로 작동하지 않
습니다.

전원 버튼을 해제하여 제품 스위치를 끄십시오. ‘딸
각’ 소리가 들릴 때까지 제품을 똑바로 세운 후 벽면 콘
센트에서 전원 코드를 뽑으십시오. 청소 노즐 덮개를 열
고 물걸레 브러시 덮개를 분리한 후 걸린 물체를 꺼내십
시오. 물걸레 브러시 덮개를 덮고 청소 노즐 덮개를 닫
은 후 제품 스위치를 다시 켜십시오(‘AquaTrio 사용 방
법’란의 ‘액티브 보호 시스템 작동 상태’ 섹션 참조). 
이물질이 없다면 물걸레 브러시가 너무 많이 젖었거나(
다음의 ‘원인 및 해결책’ 참조) 제품을 카펫 위에서 이
동하여 액티브 보호 시스템이 작동한 것일 수 있습니다. 
벽면 콘센트에서 전원 코드를 뽑으십시오. 청소 노즐 덮
개를 열고 닫은 후에, 벽면 콘센트에 전원 코드를 다시 
꽂고 제품의 스위치를 켜고 다시 작동해 보십시오.

위 방법으로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제품이 계속 작동
하지 않으면, 전원 버튼을 10초 이상 누른 채로 유지한 
다음 청소 노즐 덮개를 열고 닫은 후 제품 스위치를 켜 
다시 작동 해 보십시오.

청소 노즐 덮개가 제대
로 닫히지 않습니다. 이 
경우 소리가 작아지고 
더 이상 바닥에 물을 적
시지 않습니다. 물걸레 
브러시가 회전하지 않
아 물걸레질이 되지 않
기 때문입니다.

물걸레 브러시와 물걸레 브러시 덮개를 올바르게 조립했
는지 확인하십시오. 청소 노즐 덮개를 제대로 닫으십시
오. ‘딸각’ 소리가 날 때까지 뚜껑을 누르셔야 합니다
(‘세척 및 유지관리’란의 ‘청소 노즐을 다시 조립하
는 방법’ 섹션 참조).

청소 노즐 덮개
가 닫히지 않습
니다.

물걸레 브러시 덮개가 
없거나 제대로 배치되
지 않았습니다.

물걸레 브러시 덮개를 청소 노즐 안에 제대로 넣은 다음 
청소 노즐 덮개를 닫으십시오(‘세척 및 유지관리’란의 
‘청소 노즐 다시 조립하는 방법’ 섹션 참조).

바닥에 물 자국
이 남습니다.

제품을 좌우로 움직였
습니다.

제품을 앞뒤로만 움직이십시오(‘AquaTrio 사용 방법’
란의 ‘청소 팁’ 섹션 참조).

스위치를 켠 상태로 문
지방 위에서 제품을 움
직였습니다.

물걸레 브러시는 바닥에 닿아야 합니다. 바닥에 물 자국
이 남거나 청소 노즐에서 물이 분사될 수 있으므로 문지
방을 넘을 때에는 제품 스위치를 꺼야 합니다(‘Aqua-
Trio 사용 방법’란의 ‘청소 팁’ 섹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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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치를 끈 상태에서 
노즐이 바닥에 닿도록 
제품을 움직였습니다.

바닥에 물 자국을 남기지 않으려면 제품의 운반 손잡이
를 잡고 들어서 옮기거나 바닥에 바퀴가 닿을 때까지 제
품을 기울인 후 움직이십시오(‘AquaTrio를 보관하고 
이동하는 방법’란 참조).

스위치를 끈 직후에 제
품을 바닥에서 들어올
렸습니다.

제품 스위치를 끈 후 앞뒤로 몇 차례 움직여 두 물걸레 
브러시 사이에 남아 있는 액체를 제거하십시오. 제품 스
위치를 끈 후 바로 들어올리면 두 브러시 사이에 남아 있
던 물이 바닥에 흔적을 남깁니다.

바퀴가 구르지 않습
니다.

바퀴 상태를 확인하십시오. 바퀴가 구르지 못하도록 방
해하는 먼지를 제거하십시오.

제품이 예전처럼 
잘 작동하지 않
습니다.

액티브 보호 시스템이 
작동하는 이유는 세 가
지입니다. (1) 제품이 이
물질을 흡입했을 때. (2) 
물걸레 브러시가 너무 
많이 젖었을 때. (3) 카
펫 위에서 제품을 이동
했을 때. 물걸레 브러시
는 지나치게 큰 저항을 
만나면 자동으로 회전을 
멈춥니다. 이 경우 제품
에서 계속 소리가 나지
만 제대로 작동하지 않
습니다.

전원 버튼을 해제하여 제품 스위치를 끄십시오. ‘딸
각’ 소리가 들릴 때까지 제품을 똑바로 세운 후 벽면 콘
센트에서 전원 코드를 뽑으십시오. 청소 노즐 덮개를 열
고 물걸레 브러시 덮개를 분리한 후 걸린 물체를 꺼내십
시오. 물걸레 브러시 덮개를 덮고 청소 노즐 덮개를 닫
은 후 제품 스위치를 다시 켜십시오(‘AquaTrio 사용 방
법’란의 ‘액티브 보호 시스템 작동 상태’ 섹션 참조). 
이물질이 없다면 물걸레 브러시가 너무 많이 젖었거나(
다음의 ‘원인 및 해결책’ 참조) 제품을 카펫 위에서 이
동하여 액티브 보호 시스템이 작동한 것일 수 있습니다. 
벽면 콘센트에서 전원 코드를 뽑으십시오. 청소 노즐 덮
개를 열고 닫은 후에, 벽면 콘센트에 전원 코드를 다시 
꽂고 제품의 스위치를 켜고 다시 작동해 보십시오.

위 방법으로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제품이 계속 작동
하지 않으면, 전원 버튼을 10초 이상 누른 채로 유지한 
다음 청소 노즐 덮개를 열고 닫은 후 제품 스위치를 켜 
다시 작동 해 보십시오.

브러시가 너무 많이 
젖어 있어 액티브 보
호 시스템이 작동되었
습니다. 이 경우 물걸
레 브러시에서 지나치
게 큰 저항이 발생하기 
때문에 물걸레 브러시
가 자동으로 회전을 멈
춥니다.

전원 버튼을 해제하여 제품 스위치를 끄십시오. ‘딸각’ 
소리가 들릴 때까지 제품을 똑바로 세운 후 벽면 콘센트
에서 전원 코드를 뽑으십시오. 청소 노즐에서 물걸레 브
러시를 꺼낸 후 싱크대 위에서 짜내 청소 노즐의 물기를 
제거하십시오(‘세척 및 유지관리’란의 ‘청소 노즐 세
척하는 방법’ 섹션 참조). 그런 다음 물걸레 브러시를 다
시 끼우고 물걸레 브러시 덮개를 덮은 다음 청소 노즐 덮
개를 닫고, 플러그를 벽면 콘센트에 꽂은 후에 제품 스위
치를 다시 켜십시오(‘세척 및 유지관리’란의 ‘청소 노
즐 다시 조립하는 방법’ 섹션 참조). 이렇게 해도 작동하
지 않으면 물걸레 브러시를 말리십시오(‘세척 및 유지관
리’란의 ‘청소 노즐 세척하는 방법’ 섹션 참조).

청소 노즐 덮개가 제대
로 닫히지 않습니다. 이 
경우 소리가 작아지고 
더 이상 바닥에 물을 적
시지 않습니다. 물걸레 
브러시가 회전하지 않아 
물걸레질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물걸레 브러시와 물걸레 브러시 덮개를 올바르게 조립했
는지 확인하십시오. 청소 노즐 덮개를 제대로 닫으십시
오. ‘딸각’ 소리가 날 때까지 뚜껑을 누르셔야 합니다
(‘세척 및 유지관리’란의 ‘청소 노즐을 다시 조립하
는 방법’ 섹션 참조).

청소 노즐 안쪽이 너무 
더럽습니다.

청소 노즐을 세척하십시오(‘세척 및 유지관리’란의 ‘
청소 노즐 세척하는 방법’ 섹션 참조).

한
국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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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걸레 브러시가 없습
니다.

청소 노즐에 물걸레 브러시를 설치하십시오(‘세척 및 유지
관리’란의 ‘청소 노즐 다시 조립하는 방법’ 섹션 참조).

물걸레 브러시가 닳았
습니다.

물걸레 브러시를 교체하십시오(‘물걸레 브러시를 교체
하는 방법’란 참조).

청소하는 동안 
제품에서 나는 
소리가 달라졌습
니다.

액티브 보호 시스템이 
작동하는 이유는 세 가
지입니다. (1) 제품이 이
물질을 흡입했을 때. (2) 
물걸레 브러시가 너무 
많이 젖었을 때. (3) 카
펫 위에서 제품을 이동
했을 때. 물걸레 브러시
는 지나치게 큰 저항을 
만나면 자동으로 회전을 
멈춥니다. 이 경우 제품
에서 계속 소리가 나지
만 제대로 작동하지 않
습니다.

전원 버튼을 해제하여 제품 스위치를 끄십시오. ‘딸
각’ 소리가 들릴 때까지 제품을 똑바로 세운 후 벽면 콘
센트에서 전원 코드를 뽑으십시오. 청소 노즐 덮개를 열
고 물걸레 브러시 덮개를 분리한 후 걸린 물체를 꺼내십
시오. 물걸레 브러시 덮개를 덮고 청소 노즐 덮개를 닫
은 후 제품 스위치를 다시 켜십시오(‘AquaTrio 사용 방
법’란의 ‘액티브 보호 시스템 작동 상태’ 섹션 참조). 
이물질이 없다면 물걸레 브러시가 너무 많이 젖었거나(
다음의 ‘원인 및 해결책’ 참조) 제품을 카펫 위에서 이
동하여 액티브 보호 시스템이 작동한 것일 수 있습니다. 
벽면 콘센트에서 전원 코드를 뽑으십시오. 청소 노즐 덮
개를 열고 닫은 후에, 벽면 콘센트에 전원 코드를 다시 
꽂고 제품의 스위치를 켜고 다시 작동해 보십시오.

위 방법으로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제품이 계속 작동
하지 않으면, 전원 버튼을 10초 이상 누른 채로 유지한 
다음 청소 노즐 덮개를 열고 닫은 후 제품 스위치를 켜 
다시 작동 해 보십시오.

브러시가 너무 많이 
젖어 있어 액티브 보
호 시스템이 작동되었
습니다. 이 경우 물걸
레 브러시에서 지나치
게 큰 저항이 발생하기 
때문에 물걸레 브러시
가 자동으로 회전을 멈
춥니다.

전원 버튼을 해제하여 제품 스위치를 끄십시오. ‘딸각’ 
소리가 들릴 때까지 제품을 똑바로 세운 후 벽면 콘센트
에서 전원 코드를 뽑으십시오. 청소 노즐에서 물걸레 브
러시를 꺼낸 후 싱크대 위에서 짜내 청소 노즐의 물기를 
제거하십시오(‘세척 및 유지관리’란의 ‘청소 노즐 세
척하는 방법’ 섹션 참조). 그런 다음 물걸레 브러시를 다
시 끼우고 물걸레 브러시 덮개를 덮은 다음 청소 노즐 덮
개를 닫고, 플러그를 벽면 콘센트에 꽂은 후에 제품 스위
치를 다시 켜십시오(‘세척 및 유지관리’란의 ‘청소 노
즐 다시 조립하는 방법’ 섹션 참조). 이렇게 해도 작동하
지 않으면 물걸레 브러시를 말리십시오(‘세척 및 유지관
리’란의 ‘청소 노즐 세척하는 방법’ 섹션 참조).

청소 노즐 덮개가 제대
로 닫히지 않습니다. 이 
경우 소리가 작아지고 
더 이상 바닥에 물을 적
시지 않습니다. 물걸레 
브러시가 회전하지 않
아 물걸레질이 되지 않
기 때문입니다.

물걸레 브러시와 물걸레 브러시 덮개를 올바르게 조립했
는지 확인하십시오. 청소 노즐 덮개를 제대로 닫으십시
오. ‘딸각’ 소리가 날 때까지 뚜껑을 누르셔야 합니다
(‘세척 및 유지관리’란의 ‘청소 노즐을 다시 조립하
는 방법’ 섹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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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을 보관하기 
전에는 제품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지만 지금은 
제대로 작동합
니다.

제품이 먼지나 액체가 
아닌 이물질을 흡입하
여 액티브 보호 시스템
이 작동하였습니다. 30
분 이상 제품을 전원을 
켠 채로 방치하였으므
로 자동으로 재설정되
었습니다.

제품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원인 물질을 제거하고 제품을 
재설정합니다. 다음 단계를 따르십시오. ‘딸각’ 소리가 들
릴 때까지 제품을 똑바로 세운 후 벽면 콘센트에서 전원 코
드를 뽑으십시오. 청소 노즐 덮개를 열고 물걸레 브러시 덮
개를 분리한 후 걸린 물체를 꺼내십시오. 물걸레 브러시 덮
개를 덮고, 청소 노즐 덮개를 닫은 후, 플러그를 벽면 콘센트
에 꽂은 다음, 제품의 전원을 다시 켜십시오 (‘AquaTrio 사
용 방법’란의 ‘액티브 보호 시스템 작동 상태’ 섹션 참
조). 이물질이 없다면 물걸레 브러시가 너무 많이 젖었거나(
다음의 ‘이전 문제의 두 번째 원인’ 참조) 제품을 카펫 위
에서 이동하여 액티브 보호 시스템이 작동한 것일 수 있습
니다. 벽면 콘센트에서 전원 코드를 뽑고, 청소 노즐 덮개를 
열었다가 닫은 다음, 벽면 콘센트에 전원 코드를 다시 꽂고, 
제품 스위치를 켜서 다시 작동해 보십시오.

물탱크를 채운 
후에도 제품 스
위치를 켜면 탱
크 수위 표시등
이 깜박입니다.

물탱크를 채운 후 제품 
스위치를 켜면 탱크 수
위 표시등이 몇 차례 깜
박일 수 있습니다.

물탱크를 채운 후 제품 스위치를 켜면 탱크 수위 표시등
이 몇 차례 깜박인 후 제품 스위치가 자동으로 꺼질 수 
있습니다. 이것은 물이 청소 노즐에 도달할 때까지 몇 초 
정도 걸리기 때문입니다. 전원 버튼을 놓으십시오. 잠금 
해제 스위치를 앞으로 민 다음 전원 버튼을 눌러 제품 스
위치를 다시 켜십시오(‘사용 전 준비’란의 ‘물탱크에 
물을 주입하는 방법’ 섹션 참조).

물탱크를 채운 후에도 
탱크 수위 표시등이 계
속 깜박이면 물탱크를 
잘못 조립한 것일 수 있
습니다.

물탱크를 올바르게 배치했으며 레버를 잠갔는지 확인하
십시오(‘사용 전 준비’란의 ‘물탱크에 물을 주입하는 
방법’ 섹션 참조).

제품에서 물이 
떨어집니다.

물탱크 뚜껑을 닫지 않
았거나 제대로 조이지 
않아 물탱크에서 물이 
샐 수 있습니다.

제품에서 물탱크를 분리하십시오. 뚜껑을 닫지 않았다면 
물탱크에 뚜껑을 닫으십시오. 뚜껑을 시계 방향으로 돌
려 조이십시오(‘사용 전 준비’란의 ‘물탱크에 물을 
주입하는 방법’ 섹션 참조).

물탱크에 물을 너무 많
이 채워 물탱크에서 물
이 샐 수 있습니다.

물탱크에 MAX 눈금을 넘치도록 물을 넣지 마십시오. 물
을 너무 많이 넣으면 뚜껑을 조일 때 물탱크에서 물이 넘
칠 수 있습니다(‘사용 전 준비’란의 ‘물탱크에 물을 
주입하는 방법’ 섹션 참조).

본체 상부를 뒤로 너무 
기울였거나 제품을 옆으
로 뉘였기 때문에 배수 
탱크에서 물이 샐 수 있
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는 배수 탱크의 오수가 
흘러나올 수 있습니다.

제품의 본체 상부를 뒤로 너무 많이 기울이지 마십시오. 
낮은 탁자 아래를 청소할 때 이런 경우가 자주 발생합
니다. 배수 탱크에 오수가 들어 있을 때에는 제품을 옆
으로 누이지 마십시오(‘주의 사항’란의 ‘주의’ 섹
션 참조).

물걸레 브러시를 
분리할 수 없습
니다.

잘못된 쪽에서 물걸레 
브러시를 잡아당긴 것 
같습니다.

물걸레 브러시의 연녹색 손잡이를 잡고 위로 약간 당기
십시오. 그러면 반대쪽 돌출부를 쉽게 꺼낼 수 있습니
다(‘세척 및 유지관리’란의 ‘청소 노즐 세척하는 방
법’ 섹션 참조).

제품을 뒤로 기
울이면 청소 노
즐이 바닥에서 
떨어집니다.

제품이 보관 위치로 잠
겨 있습니다.

노즐의 상단을 발로 눌러 거치대에서 제품을 분리하십시
오(‘AquaTrio 사용 방법’란의 ‘사용 중 잠시 중단’ 
섹션 참조).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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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 노즐을 세
척할 때 제품이 
물을 흡입하지 
않습니다.

세척 받침에 물을 너무 
많이 부었거나 너무 빠
르게 부었습니다. 이 경
우 물걸레 브러시가 너
무 많이 젖게 됩니다. 물
걸레 브러시가 너무 많
이 젖으면 액티브 보호 
시스템이 작동합니다. 
물걸레 브러시에서 지나
치게 큰 저항이 발생하
기 때문에 물걸레 브러
시가 회전을 멈춥니다.

제품 스위치를 끄고 ‘딸각’ 소리가 들릴 때까지 제품
을 똑바로 세운 후 벽면 콘센트에서 전원 코드를 뽑으십
시오. 청소 노즐에서 물걸레 브러시를 꺼낸 후 싱크대 위
에서 짜내 물걸레 브러시의 물기를 제거하십시오(‘세척 
및 유지관리’란의 ‘청소 노즐 세척하는 방법’ 섹션 참
조). 그런 다음 물걸레 브러시를 다시 끼우고 물걸레 브러
시 덮개를 덮은 다음 청소 노즐 덮개를 닫고 제품 스위치
를 다시 켜십시오(‘세척 및 유지관리’란의 ‘청소 노
즐 다시 조립하는 방법’ 섹션 참조). 이렇게 해도 작동하
지 않으면 물걸레 브러시를 말리십시오(‘세척 및 유지관
리’란의 ‘청소 노즐 세척하는 방법’ 섹션 참조).

청소 노즐을 세
척하는 동안 탱
크 수위 표시등
이 깜박이기 시
작하고 제품 스
위치가 꺼집
니다.

물탱크가 비어 있습
니다.

물탱크를 채우고(‘사용 전 준비’란의 ‘물탱크에 물을 
주입하는 방법’ 섹션 참조) 세척 절차를 다시 시작하십
시오(‘세척 및 유지관리’란의 ‘AquaTrio를 세척하는 
방법’ 섹션 참조).

청소 노즐을 세
척하는 동안 탱
크 수위 표시등
이 켜진 후 꺼지
지 않고 제품 스
위치가 꺼집니다.

배수 탱크가 가득 찼
습니다.

배수 탱크를 비우고(‘AquaTrio 사용 방법’란의 ‘배
수 탱크를 비우는 방법’ 섹션 참조) 세척 절차를 다시 
시작하십시오(‘세척 및 유지관리’란의 ‘AquaTrio를 
세척하는 방법’ 참조).

제품을 앞이나 
뒤로 움직일 수 
없습니다.

바퀴에 작은 이물질이 
걸려 있을 수 있습니다.

제품 스위치를 끄고 전원 코드를 뽑은 후 옆으로 누이십
시오. 제품을 누일 때에는 배수 탱크가 비어 있어야 합니
다. 그렇지 않으면 배수 탱크에서 오수가 흘러나올 수 있
습니다. 바퀴에 이물질이 걸려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바
퀴에 걸린 이물질을 모두 제거하십시오. 제품을 다시 똑
바로 세우고 청소를 다시 해 보십시오.

진공 청소 기능
을 찾을 수 없습
니다.

따로 진공 청소 기능이 
없습니다.

제품 스위치를 켜면 물걸레질과 진공 청소 기능이 동시
에 작동합니다.

D	참고:

위 방법으로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www.philips.com/support 
를 방문하시거나 필립스 고객 상담 
실로 문의하십시오.

: 2011/05/23
: 2009/11/24
: 2009/11/24

2012/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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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mportant
Read this user manual carefully before you use the 
appliance and save it for future reference.

1.0.1 Danger
 • To avoid a hazard, do not move the appliance 

over its own mains cord or the mains cords of 
other appliances.

 • To prevent electric shocks, never immerse the 
mopping nozzle or the body of the appliance 
in water or any other liquid, nor rinse it under 
the tap.

 • To prevent electric shocks, never move the 
appliance over floor sockets. 

1.0.2 Warning
 • The plug must be removed from the  

socket-outlet before cleaning or maintaining 
the appliance.

 • Never disassemble the upper body from the 
lower body after assembly. If you disassemble 
the upper body, the appliance cannot be 
assembled again.

 • Do not let the appliance pick up sharp objects, 
to avoid a hazard.

 • Do not let the appliance pick up flammable or 
combustible liquids and do not put flammable 
or combustible liquids in the clean water tank, 
to avoid a hazard.

 • Never put ethereal oils or similar substances 
in the clean water tank or let the appliance 
pick them up, to prevent damage. 

 • Do not let the appliance pick up ashes until 
they are cold to avoid a haz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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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 Caution
 • Always unplug the appliance before you 

remove one of the water tanks or open the 
mopping nozzle.

 • Do not plug in, unplug or operate the 
appliance with wet hands.

 • Never tilt the upper body of the appliance 
too far backwards or put the appliance on 
its side when the dirty water tank contains 
wastewater to prevent leakage.

 • Only use the lime green parts to operate, 
clean and maintain the appliance.

 • This appliance is intended for indoor 
household use only. 

 • Do not try to override the safety lock by 
securing the power-on button in pressed-
down position.

 • Do not block the ventilation openings of the 
appliance. 

 • Do not let the appliance pick up foreign 
objects other than dirt or liquid to prevent 
the active protection system from being 
activated. 

 • Never put acetic acid (vinegar) or a descaler 
in the clean water tank or let the appliance 
pick them up to prevent damage.

 • Never put wax, oil or floor maintenance 
products that cannot be diluted in the clean 
water tank, nor let the appliance pick them up 
to prevent damage. 

 • Do not mix different types of liquid floor 
cleaner. When you have used one floor 
cleaner, first empty and rinse the clean water 
tank before you put another floor cleaner in 
the water of the clean water tank.

 • Never exceed the maximum quantities 
mentioned on the bottle when you use a 
liquid floor cleaner. 

 • Do not clean the mopping brushes with a 
sharp object, as this may damage the brush 
hairs and reduce the cleaning performance of 
the mopping brushes.

 • Do not let the appliance operate in the same 
spot too long, as this may damage the floor.

 • Clean the mopping brushes according to 
the instructions in chapter ‘Cleaning and 
maintenance’. 

 • Keep clothing, hairs, fingers and other body 
parts and objects away from the moving parts 
and openings in the mopping nozzle. 

 • Do not lift or tilt the mopping nozzle during 
use, as water may spray out of the mopping 
nozzle.

 • Check if the voltage indicated on the 
appliance corresponds to the local mains 
voltage before you connect the appliance, to 
prevent injury or damage to the motor.

 • Regularly check the mains cord and the 
appliance for damage. Do not use the 
appliance if the plug, the mains cord or the 
appliance itself is damaged.

 • If the mains cord is damaged, you must have it 
replaced by Philips, a service centre authorised 
by Philips or similarly qualified persons in 
order to avoid a hazard.

 • This appliance is not intended for use by 
persons (including childr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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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ppliance by a person 
responsible for their safety.

 • Children should be supervised to ensure that 
they do not play with the appliance.

 • Never store the appliance at a temperature 
lower than 0°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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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Usage restrictions
 • Only use this appliance on hard floors with 

a water-resistant top coat (such as linoleum, 
enamelled tiles and varnished parquet). These 
treated floors are the standard type of floors 
sold worldwide. If your floor has not been 
treated to make it water-resistant, check with 
the manufacturer if you can use water to 
clean it. Do not use this appliance on hard 
floors of which the water-resistant top coat is 
damaged.

 • Do not use this appliance to clean carpets.
 • Do not push the appliance over the floor 

grilles of convector heaters. As the appliance 
cannot pick up water that comes out of the 
nozzle when you move it over the grille, water 
ends up at the bottom of the convector pit.

 • Do not move the mopping nozzle sideways, 
as this leaves water traces. Only move the 
mopping nozzle forwards and backwards.

1.4 Floor maintenance
 • Always follow the cleaning and maintenance 

instructions and the maintenance programme 
for your hard floor when you use this 
appliance.

 • This appliance is meant for regular cleaning 
of hard floors. Do not use it to apply floor 
maintenance products to hard floors. Only 
use a liquid floor cleaner that can be diluted in 
water to clean the floor. Make sure you use a 
low-foaming or non-foaming floor cleaner that 
is suitable for your hard floor.

 • The mopping brushes are not dishwasher-
proof or washing machine-proof.

 • Only replace the mopping brushes with 
original mopping brushes from Philips. For 
replacement instructions and information, see 
chapter ‘Replacing the mopping brushes’. For 
ordering new mopping brushes, see chapter 
‘Ordering accessories’.

1.1	Electromagnetic	fields	
(EMF)

This appliance complies with all standards 
regarding electromagnetic fields (EMF). If handled 
properly and according to the instructions in this 
user manual, the appliance is safe to use based on 
scientific evidence available today.

1.2 Active protection system
The AquaTrio is equipped with an active 
protection system. This active protection system 
has been designed to recognise when a foreign 
object other than dirt or liquid is picked up from 
the floor. When the system is activated, it stops 
the mopping brushes immediately to prevent 
damage to the object and appliance. The motor 
sound decreases and the appliance no longer 
applies water to the floor. The active protection 
system is also activated when the mopping 
brushes are too wet or when you move the 
appliance over a carp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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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Back of AquaTrio
1 Cord fixing hook
2 handgrip
3 Power-on button
4 Turnable cord storage hook
5 Mains cord
6 Carrying handle
7 lever for clean water tank
8 Cap of clean water tank
9 Clean water tank
10 lid of dirty water tank
11 Dirty water tank
12 lever for dirty water tank
13 Air inlet
14 Ventilation openings
15 Wheels
16 Flushing tray

3	 Before	first	use
 1  Remove the plastic bags from the appliance.
 2  Place the lower body on the flushing tray to 

prevent it from rolling away.
 3  Place the upper body on the lower body. 

Make sure that the recesses of the upper 
body fit exactly on the projections of the 
lower body.

 4  Press the upper body down on the lower 
body until it locks into position with a click. 
This requires some force!
The blue back of the upper body has to fit 
onto the lower body without any gap.

2 Your AquaTrio

2.1 Introduction
Congratulations on your purchase and welcome 
to Philips! To fully benefit from the support that 
Philips offers, register your product at www.philips.
com/welcome.
The new Philips AquaTrio simultaneously vacuums, 
mops and dries hard floors in one go. Using the 
AquaTrio saves up to 50% of your time and effort 
compared to traditional vacuum cleaning followed 
by wet mopping. Fast-rotating microfibre mopping 
brushes thoroughly remove dirt, stains and liquids 
in one pass and give you perfect results quickly 
and easily. In this user manual we give you some 
tips to make the cleaning job as easy and efficient 
as possible. We hope that you enjoy using this 
appliance as much as we enjoyed creating it.

2.2 What is in the box
1 lower body
2 Upper body
3 Flushing tray
4 User manual
5 Quick start guide
6 Guarantee leaflet
7 Registration card

2.3 Front of AquaTrio
1 Unlock slide
2 Upper body
3 Tank full/tank empty light
4 lower body
5 Mopping nozzle
6 Mopping nozzle lid release slide
7 Mopping nozzle lid
8 Mopping brush cover with handgrip
9 Mopping brushes
10 Ventilation openings



69

 4  Turn the cap of the clean water tank 
anticlockwise and remove the cap from the 
clean water tank.

 5  Fill the clean water tank with cold or lukewarm 
tap water up to the MAX indication. If you 
wish, you can add a few drops of a suitable 
liquid floor cleaner (see chapter ‘Important’, 
section ‘Floor maintenance’).

D Note:
If you want to use a liquid floor cleaner, first fill 
the clean water tank with water. Then add the 
quantity of liquid floor cleaner indicated on the 
bottle. As the clean water tank has a capacity of 
700ml, you only have to add a few drops. 

B Warning:
Never	use	the	appliance	when	the	upper	body	
is	not	placed	on	the	lower	body	properly.	Never	
disassemble	the	upper	body	from	the	lower	
body	after	assembly.

4 Preparing for use 

4.1 Filling the clean water tank
Fill the clean water tank before every use.
A full clean water tank provides enough water to 
clean a surface area of more than 60m².
 1  Place the appliance in upright position. It 

automatically locks in parking position (‘click’).

 2  Turn the cord storage hook downwards and 
remove the cord to gain proper access to the 
back of the appliance.

 3  Pull up the lever to unlock the clean water 
tank and remove the clean water tank. To 
prevent the appliance from toppling over, 
hold it upright with one hand and remove the 
clean water tank with your other h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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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Using your AquaTrio

5.1	Cleaning	floors
 1  Before you start cleaning your floors, clear the 

floor of loose objects such as toys, magazines 
and shoes. Move aside the mains cords of 
other appliances.

 2  Turn the cord storage hook downwards and 
remove the mains cord. Put the mains plug in 
a wall socket.

 3  Press the top of the nozzle with your foot and 
release the appliance from parking position.

 4  Push the unlock slide forwards (1) and press 
and hold the power-on button (2). You can 
release the unlock slide when the appliance 
switches on (3), but keep the power-on 
button pressed during cleaning (4).

4

 6  Put the cap back on the clean water tank and 
turn the cap clockwise to fix it.

 7  lift and hold the lever (1) and slide the clean 
water tank back into the appliance completely 
(2). Then press down the lever (3) to lock the 
clean water tank into place (‘click’).

4.1.1 Important to know
 • When you have filled the clean water tank, 

make sure the lever is closed properly. If 
the lever is not locked properly, the clean 
water tank may fall out when you release the 
appliance from its parking position.

 • When you switch on the appliance after filling 
the clean water tank, it can take a little while 
before water comes out of the nozzle. The 
tank full/tank empty light may flash a few times 
and the appliance may switch off automatically. 
If this happens, switch on the appliance ag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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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witch off the appliance before you pull it 
over a threshold to prevent water traces on 
the floor or water from splashing out of the 
mopping nozzle.

 • After you switch off the appliance, move 
it forwards and backwards a few times to 
remove the liquid that is present between 
the two mopping brushes. If you switch off 
the appliance and lift it up, the water that was 
present between the brushes leaves a trace of 
water on the floor.

C Caution: 
Never	tilt	the	upper	body	of	the	appliance	too	
far	backwards	or	put	the	appliance	on	its	side	to	
prevent	leakage	from	the	dirty	water	tank.	 

 •  
remove the liquid that is present between 
the two mopping brushes. If you switch off 
the appliance and lift it up, the water that was 
present between the brushes leaves a trace of 
water on the floor.

5.3 Pausing during use
 1  If you want to pause for a moment, release 

the power-on button to switch off the 
appliance. Place the appliance in upright 
position. It automatically locks in parking 
position (‘click’).

5.2 Cleaning tips
 • hold the handgrip in one hand and the mains 

cord in your other hand to avoid tripping over 
the mains cord and to prevent water traces 
on the mopped floor. To have better control 
over the cord, fix the mains cord behind the 
cord fixing hook. 

 • Work backwards and in the direction of a 
door to avoid walking on the mopped floor. 

 • Do not move the mopping nozzle sideways, as 
this results in water traces on the floor.

 • You can move the appliance just as quickly as 
a vacuum cleaner. To remove difficult stains, 
move the appliance slowly over the st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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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Push the lid unlocking slides forwards (away 
from the handle) to unlock the lid and remove 
the lid from the dirty water tank.

 3  Pour the dirty water out. To prevent spilling, 
always pour out from one of the corners of 
the tank. 

 4  Rinse the empty dirty water tank and its lid 
under the tap. 

 5  Place the lid back onto the dirty water tank 
and pull the lid unlocking slides backwards 
(towards the handle) to lock the lid.

 2  To continue cleaning, press the nozzle 
with your foot and release the appliance 
from parking position.

 3  Push the unlock slide forwards and press and 
hold the power-on button. You can release the 
unlock slide when the appliance switches on, 
but keep the power-on button pressed during 
cleaning.

5.4 Tank full/tank empty light
 1  The tank full/tank empty light starts 

flashing and the appliance stops operating 
when the clean water tank is empty. Fill the 
clean water tank (see chapter ‘Preparing for 
use’, section ‘Filling the clean water tank’). 

 2   The tank full/tank empty light lights up 
continuously and the appliance stops 
operating when the dirty water tank is full. 
Empty the dirty water tank (see section 
‘Emptying the dirty water tank’ below).

5.5 Emptying the dirty water 
tank

 1  Pull up the lever to unlock the dirty water 
tank and remove the dirty water t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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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Open the mopping nozzle lid (1), remove the 
mopping brush cover (2) and take out the 
object (3). If you cannot find the object, you 
can remove the mopping brushes to have a 
better look.

 3  If the active protection system was activated 
because the mopping brushes are too wet, 
remove the mopping brushes and squeeze 
them over the sink (see chapter ‘Cleaning and 
maintenance’, section ‘ Cleaning the mopping 
nozzle’).

 4  Place the mopping brush cover (1) and close 
the mopping brush lid (2). Press the mopping 
nozzle lid (3) to lock it (‘click’), otherwise the 
appliance is not reset.

 5  Put the plug in the wall socket. Press the 
nozzle with your foot and release the 
appliance from parking position. Push the 
unlock slide forwards (1) and press and hold 
the power-on button (2). You can release the 
unlock slide when the appliance switches on 
(3). Keep the power-on button pressed to 
continue cleaning.

 6  lift and hold the lever (1) and slide the dirty 
water tank back into the appliance completely 
(2). Press down the lever (3) to lock the 
dirty water tank into place (‘click’). Make sure 
the lever for the dirty water tank is locked 
properly. If the lever is not locked properly, the 
dirty water tank may fall out during cleaning.

5.6 Active protection system is 
activated

The active protection system has been designed 
to recognise when a foreign object other than dirt 
or liquid is picked up from the floor. When the 
system is activated, it stops the mopping brushes 
immediately to prevent damage to the object and 
appliance. The motor sound decreases and the 
appliance no longer applies water to the floor. The 
active protection system is also activated when 
the mopping brushes are too wet or when you 
move the appliance over a carpet.  To continue 
cleaning, follow the instructions below! 

 1  Release the power-on button to switch off 
the appliance (1). Put the appliance upright 
in parking position (‘click’) and pull the plug 
out of the wall socket. If the object picked up 
is the cord of another appliance, unplug this 
appliance as well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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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2 Flushing
 1  Switch off the appliance, place the appliance 

upright in parking position (‘click’) and pull the 
plug out of the wall socket.

 2  To prevent interruption of the flushing 
process, fill the clean water tank (see chapter 
‘Preparing for use’, section ‘Filling the clean 
water tank’) or empty the dirty water tank 
(see chapter ‘Using your AquaTrio’, section 
‘Emptying the dirty water tank’). Interruption 
of the flushing process has a negative effect on 
the result. 

 3  Place the appliance on the flushing tray. Fill a 
measuring cup with 300ml of water.

E Tip:
If you wish, you can add some liquid floor 
cleaner to the water. 

 4  Pour the water slowly into the flushing tray. 
Make sure the water level does not exceed 
the MAX indication. If the mopping brushes 
become too wet, the active protection system 
is activated. 

 5  Put the mains plug in the wall socket and 
switch on the appliance. let the appliance 
operate until the water in the flushing tray is 
used up. This takes approximately 15 seconds. 

5.6.1 Important to know
To reset the active protection system you need 
to open and close the mopping nozzle lid. Make 
sure you always remove any object from between 
the mopping brushes before you switch on the 
appliance.

6 Cleaning and 
maintenance 

A Danger:
Never	immerse	the	mopping	nozzle	or	the	body	
of	the	appliance	in	water	or	any	other	liquid,	nor	
rinse	it	under	the	tap	to	prevent	electric	shocks.

B Warning:
The	plug	must	be	removed	from	the	socket-outlet	
before	cleaning	or	maintaining	the	appliance.

6.1 Flushing your AquaTrio
To clean the inside of the AquaTrio, you have to 
flush the appliance. You need the flushing tray to 
flush the appliance.

6.1.1 Important to know
 • We strongly advise you to flush the appliance 

after every use to prevent dirt from 
accumulating and bacteria from growing inside. 
If you do not flush the appliance after every 
use, this may lead to an unpleasant sm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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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Cleaning the mopping 
nozzle

 1  Switch off the appliance, place the appliance 
upright in parking position (‘click’) and pull the 
plug out of the wall socket.

 2  Open the mopping nozzle lid.
 3  Pull at the handgrip and remove the mopping 

brush cover. To prevent your hands from 
getting dirty, lift the mopping brushes out of 
the mopping nozzle by their lime green grips.

E Tip:
Place the dirty mopping brushes on the mopping 
brush cover and carry them to the sink. 

 4  Clean the mopping brushes by rinsing them 
under the tap. If you want, you can use a liquid 
household cleaner or some washing-up liquid 
to clean the mopping brushes.

 6  Switch off the appliance and unplug it. 

 7  Slide the mopping nozzle lid release slide in the 
direction of the arrow (1) and open the mopping 
nozzle lid (2). Remove the mopping brush cover 
(3) and check if the inside is clean. If the inside 
is clean, see chapter ‘Storing and moving your 
AquaTrio’ for instructions on how to store the 
appliance. If the inside of the mopping brush 
cover and the mopping brushes are still dirty, 
follow the instructions in section ‘Cleaning the 
mopping nozzle’ to clean the mopping nozzle.

 8  If necessary, clean the flushing tray under the 
tap and dry it with a cloth. You can also clean 
the tray in the dishwas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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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Caution:
The	mopping	brushes	are	not	dishwasher-proof	
or	washing	machine-proof.

C Caution:
Do	not	clean	the	mopping	brushes	with	a	sharp	
object,	as	this	may	damage	the	brush	hairs	and	
reduce	the	cleaning	performance	of	the	mopping	
brushes.

6.3 Cleaning the water tanks 

6.3.1 Cleaning the clean water tank
Although it is safe to leave water in the clean 
water tank, we advise you to empty the tank 
before you store the appliance.
 1  Switch off the appliance, place the appliance 

upright in parking position (‘click’) and pull the 
plug out of the wall socket.

 2  Remove the clean water tank (see chapter 
‘Preparing for use’, section ‘Filling the clean 
water tank’).

 3  If you want, you can clean the clean water 
tank under the tap. You can also clean the 
clean water tank in the dishwasher.

 4  Place the clean water tank back into the 
appliance (see chapter ‘Preparing for use’, 
section ‘Filling the clean water tank’).

 5  Clean the mopping brush cover under a tap. 

D Note:
Do not use a scouring pad or an abrasive 
cleaning agent to clean the mopping brush 
cover, as this may cause scratches on the 
surface. Dirt may accumulate in the scratches. 
This dirt buildup may eventually hinder the 
flow through the mopping nozzle. 

 6  Put the mopping brushes on the clean 
mopping brush cover to dry. To ensure proper 
drying, place one end of the brushes on the 
rim of the mopping brush cover. Drying can 
take approximately 24 hours.

D Note:
If the mopping brushes are still too wet, the 
active protection system will be activated as 
soon as you switch on the appliance. 

 7  Clean the inside of the mopping nozzle and 
the mopping nozzle lid with a damp clo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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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Reassembling the mopping 
nozzle

 1  First fit the side of the mopping brush with 
the opening onto the projection in the 
mopping nozzle. Turn the mopping brush a 
little until the recess inside the mopping brush 
fits onto the projection and press until fixed. 
Then press the projection on the other side 
of the mopping brush into the opening on the 
other side.

 2  Check if the inside of the mopping nozzle lid 
and the mopping brushes are clean before 
you place the mopping brush cover back into 
the mopping nozzle.

 3  If the inside is dry and clean, close the 
mopping nozzle lid and press it until it is 
locked (‘click’).

6.3.2 Cleaning the dirty water tank
 • Empty the dirty water tank after every use 

and when the tank full/tank empty light lights 
up continuously. 

 • Clean the dirty water tank after every use 
to prevent the growth of bacteria and an 
unpleasant smell. 

 1  Switch off the appliance, place the appliance 
upright in parking position (‘click’) and pull the 
plug out of the wall socket.

 2  Remove the dirty water tank (see chapter 
‘Using your AquaTrio’, section ‘Emptying 
the dirty water tank’). The dirty water tank 
contains concentrated wastewater. Be careful 
when you remove and empty it.

 3  Pour the dirty water out.
 4  Rinse the dirty water tank and its lid under 

the tap, or clean the dirty water tank and its 
lid in the dishwasher.

 5  For extra thorough cleaning, you can pull up 
the floater attached to the lid of the dirty 
water tank. This enables you to rinse the 
bottom of the sieve and the floater properly.

 6  Place the dirty water tank back into the 
appliance (see chapter ‘Using your AquaTrio’, 
section ‘Emptying the dirty water t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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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Storing and moving 
your AquaTrio

7.1 Storing your AquaTrio
 1  To store the mains cord, wrap it around the 

cord storage hook and the lever for the dirty 
water tank.

E Tip:
For easy release and easy access to the water 
tanks, you can also wind up the mains cord 
and hang it on the cord storage hook. You can 
use the cord clip to fix the end of the cord to 
keep it in place when the cord is wrapped for 
storage.

 2  When you store the appliance, place it on the 
flushing tray.

 3  If the inside of the mopping nozzle is not 
yet dry, place the mopping brush cover back 
in the mopping nozzle askew and leave the 
mopping nozzle lid open. This allows the inside 
of the mopping nozzle to dry.

 4  If the mopping brushes are still too wet, 
let them dry (see chapter ‘Storing and 
moving your AquaTrio’, section ‘Storing your 
AquaTrio’). If the mopping brushes are too 
wet, they encounter too heavy resistance 
and will activate the active protection system 
when you switch on the appliance. Make sure 
the mopping brushes are dry before you start 
cleaning your floors.

6.4.1 Important to know
 • The mopping brush cover cannot be placed 

properly if the mopping brushes are not 
placed correctly. The mopping nozzle lid 
cannot be closed if the mopping brush cover 
is not placed properly. The appliance does not 
work if the mopping nozzle lid is not closed 
properly.

6.5 Maintenance
 1  If the outside of the appliance is dirty, clean it 

with a damp cloth.
 2  When the air inlet is dirty, clean the air inlet 

with a damp cloth.
 3  Check the ventilation openings regularly to 

ensure that they are not blocked.
 4  Check the condition of the mains cord 

regularly to make sure it is safe and 
undamaged.

B Warning:
Do	not	use	the	appliance	if	the	mains	cord	is	
damaged.	Have	the	mains	cord	replaced	by	an	
authorised	Philips	service	centre	or	take	the	
appliance	to	your	dealer	for	repa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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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1 Important to know
 • Do not move the AquaTrio over a carpet, 

as concentrated wastewater droplets may fall 
from the mopping nozzle.

 • Be careful if there is sand on the floor. If you 
move the appliance over sand when it is 
switched off, its wheels may scratch the floor.

 • If you move the appliance across a hard floor 
with the mopping nozzle placed on the floor, 
the mopping brushes may leave a damp trace 
on the floor.

8 Replacing the 
mopping brushes

If you want to continue to benefit from your 
AquaTrio’s cleaning results, make sure you always 
use original Philips microfibre mopping brushes 
and replace them every six months. If you follow 
this advice, your AquaTrio will always provide you 
with excellent cleaning results. For replacement 
reminders, support, tips and tricks, register your 
product online at www.philips.com/welcome
 1  Switch off the appliance, place the appliance 

upright in parking position (‘click’) and pull the 
plug out of the wall socket.

 2  Remove the old mopping brushes from the 
mopping nozzle one by one (see chapter 
‘Cleaning and maintenance’, section 
‘Reassembling the mopping nozzle’).

 3  Place two new mopping brushes into the 
mopping nozzle one by one (see chapter 
‘Cleaning and maintenance’, section 
‘Reassembling the mopping nozzle’).

7.2 Moving your AquaTrio
 1  Switch off the appliance, place the appliance 

upright in parking position (‘click’) and pull the 
plug out of the wall socket.

 2  Wrap the mains cord around the cord 
storage hook and the lever for the dirty water 
tank. Instead, you can also wind up the mains 
cord and hang it on the cord storage hook.

 3  You can move the AquaTrio in two ways:
 • You can lift and carry the appliance by its 

carrying handle.
 • You can tilt the appliance backwards until 

it leans on its wheels. Pull the appliance 
backwards to move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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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1 Important to know
 • Always replace the two old mopping 

brushes with two new mopping brushes at 
the same time if you want to retain good 
cleaning results.

 • The old mopping brushes do not harm the 
environment. You can throw them away with 
the normal household waste.

9 Ordering accessories
To purchase accessories for this appliance, please 
visit our website www.shop.philips.com/service. 
If you have any difficulties obtaining accessories 
for your AquaTrio, please contact the Philips 
Consumer Care Centre in your country or visit 
your vacuum cleaner specialist.
Mopping brushes can be ordered under number 
FC8054.

10 Environment
Do not throw away the appliance with the normal 
household waste at the end of its life, but hand 
it in at an official collection point for recycling. By 
doing this, you help to preserve the environment.

11 Guarantee and 
service

If you need service or information or if you 
have a problem, please visit the Philips website 
at www.philips.com/support or contact the 
Philips Consumer Care Centre in your country. 
You can find its phone number in the worldwide 
guarantee leaflet. 
Your AquaTrio has been designed and developed 
with the greatest possible care. In the unfortunate 
case that the appliance needs repair, the 
Consumer Care Centre in your country will 
help you by arranging any necessary repairs in 
the shortest possible time and with maximum 
conven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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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Troubleshooting
This chapter summarises the most common problems you could encounter with the appliance. If you 
are unable to solve the problem with the information below, contact the Consumer Care Centre in 
your country. 
Problem Possible cause Solution

The appliance 
does not work 
when I push the 
slide forwards 
and press the 
power-on button.

You did not assemble 
the upper body 
on the lower body 
correctly.

Place the lower body of the appliance on the flushing 
tray. Press the upper body onto the lower body with 
some force until you hear a click (see chapter ‘Before first 
use’). The blue back of the upper body has to fit onto the 
lower body without a gap.

The upper body 
wobbles and is 
not stable when I 
use the appliance.

You did not assemble 
the upper body 
on the lower body 
correctly.

Place the lower body of the appliance on the flushing 
tray. Press the upper body onto the lower body with 
some force until you hear a click (see chapter ‘Before first 
use’). The blue back of the upper body has to fit onto the 
lower body without a gap.

I cannot press the 
power-on button 
to switch on the 
appliance.

The appliance is 
equipped with a 
safety lock.

You first have to push the unlock slide forwards to 
unlock the power-on button and then you can press the 
power-on button to switch on the appliance. Release the 
unlock slide when the appliance switches on, but keep 
the power-on button pressed (see chapter ‘Using your 
AquaTrio’).

The appliance 
stopped working 
and a light flashes 
when I switch on 
the appliance.

The clean water tank 
is empty.

The tank full/tank empty light flashes to indicate that the 
clean water tank needs to be refilled. Fill the clean water 
tank (see chapter ‘Preparing for use’, section ‘Filling the 
clean water tank’).

The clean water tank 
is not present or 
has not been placed 
properly.

Make sure you place the clean water tank properly and 
that the lever is locked (see chapter ‘Preparing for use’, 
section ‘Filling the clean water tank’).

The appliance 
stopped working 
and a light lights 
up continuously 
when I switch on 
the appliance.

The dirty water tank 
is full.

The tank full/tank empty light lights up continuously to 
indicate that the dirty water tank needs to be emptied. 
Empty the dirty water tank (see chapter ‘Using your 
AquaTrio’, section ‘Emptying the dirty water tank’).

The dirty water tank 
is not present or 
has not been placed 
correctly.

Make sure you place the dirty water tank properly 
and that the lever is locked (see chapter ‘Using your 
AquaTrio’, section ‘Emptying the dirty water tank’).

The lid is not 
assembled onto the 
dirty water tank.

Assemble the lid properly. Make sure you pull unlocking 
slides backwards (towards the handle) to lock the lid on 
the dirty water tank (see chapter ‘Using your AquaTrio’, 
section ‘Emptying the dirty water t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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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blem Possible cause Solution

The appliance 
stopped working.

You released the 
power-on button.

The appliance is equipped with a safety lock. You first 
have to push the unlock slide forwards to unlock the 
power-on button and then you can press the power-
on button to switch on the appliance. Release the 
unlock slide when the appliance switches on, but keep 
the power-on button pressed (see chapter ‘Using your 
AquaTrio’).

The clean water tank 
may be empty or the 
dirty water tank may 
be full, although you 
did not notice the 
light indicating this.

To check if this is the cause, switch on the appliance and 
see if the tank full/tank empty light starts flashing or lights 
up continuously. If the light flashes, fill the clean water 
tank (see chapter ‘Preparing for use’, section ‘Filling the 
clean water tank’). If the light lights up continuously, empty 
the dirty water tank (see chapter ‘Using your AquaTrio’, 
section ‘Emptying the dirty water tank’).

The ventilation 
openings are blocked.

Check all four ventilation openings for any objects that 
block the ventilation openings. If necessary, remove these 
objects. let the appliance cool down before you continue 
cleaning. See chapter ‘Your AquaTrio’ for the location of 
the ventilation openings.

The appliance 
does not apply 
water to the 
floor because it 
has picked up 
something.

The active protection 
system may have 
been activated for 
three reasons: (1) the 
appliance picked up 
a foreign object, (2) 
the mopping brushes 
are too wet or (3) 
you have moved 
the appliance over a 
carpet. The mopping 
brushes automatically 
stopped rotating 
because they 
encountered too 
heavy resistance. The 
appliance continues 
to make a sound, 
but it does not work 
properly.

Release the power-on button to switch off the appliance. 
Put the appliance upright in parking position (‘click’) and 
pull the plug out of the wall socket. Open the mopping 
nozzle lid, remove the mopping brush cover and remove 
the object. Reinsert the mopping brush cover, close the 
mopping nozzle lid, put the plug in the wall socket and 
switch on the appliance again (see chapter ‘Using your 
AquaTrio’, section ‘Active protection system is activated’). 
If you find no object, the active protection system may 
have been activated because the mopping brushes are 
too wet (see next cause and solution) or because you 
moved the appliance over a carpet. Pull the plug out 
of the wall socket, open and close the mopping nozzle 
lid, put the plug in the wall socket again, switch on the 
appliance and start cleaning again.

If the above solutions did not help and the appliance still 
does not work, switch on the appliance for at least 10 
seconds. Then open and close the mopping nozzle lid, 
switch on the appliance and start  
cleaning ag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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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blem Possible cause Solution

The mopping nozzle 
lid is not closed 
properly. The sound 
of the appliance 
decreases and the 
appliance no longer 
applies water to the 
floor because the 
mopping brushes do 
not rotate and the 
appliance does not 
mop up anything.

Make sure the mopping brushes and the mopping brush 
cover are assembled correctly. Close the mopping nozzle 
lid properly. Make sure you press the lid until it locks with 
a click (see chapter ‘Cleaning and maintenance’, section 
‘Reassembling the mopping nozzle’).

I cannot close the 
mopping nozzle 
lid.

The mopping brush 
cover is not present 
or is not placed 
properly.

Place the mopping brush cover into the mopping nozzle 
properly and then close the mopping nozzle lid (see 
chapter ‘Cleaning and maintenance’, section ‘Reassembling 
the mopping nozzle’).

The appliance 
leaves water 
traces on the 
floor.

You have moved the 
appliance sideways.

Only move the appliance forwards and backwards (see 
chapter ‘Using your Aqua Trio’, section ‘Cleaning tips’).

You have moved the 
appliance across a 
threshold while it was 
switched on.

Make sure the mopping brushes stay in contact with the 
floor. Switch off the appliance before you pull it over a 
threshold to prevent water traces on the floor or to 
prevent water from splashing from the mopping nozzle 
(see chapter ‘Using your Aqua Trio’, section ‘Cleaning 
tips’).

You have moved the 
appliance with its 
nozzle touching the 
floor while it was 
switched off.

If you want to avoid water traces on the floor, move the 
appliance by carrying it by its carrying handle or by tilting 
it so that it rests on its wheels for easy transport (see 
chapter ‘Storing and moving your AquaTrio’).

You lifted the 
appliance up from 
the floor immediately 
after you switched 
it off.

After you switch off the appliance, move it forwards 
and backwards a few times to remove the liquid that is 
present between the two mopping brushes. If you switch 
off the appliance and lift it up immediately afterwards, the 
water that was present between the brushes leaves a 
trace of water on the floor.

The wheels are 
blocked.

Check the condition of the wheels. Remove the dirt that 
blocks the whee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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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blem Possible cause Solution

The appliance 
does not clean as 
well as it used to.

The active protection 
system may have 
been activated for 
three reasons: (1) the 
appliance picked up 
a foreign object, (2) 
the mopping brushes 
are too wet or (3) 
you have moved the 
appliance over a carpet. 
The mopping brushes 
automatically stopped 
rotating because they 
encountered too 
heavy resistance. The 
appliance continues 
to make a sound, 
but it does not work 
properly.

Release the power-on button to switch off the appliance. 
Put the appliance upright in parking position (‘click’) and 
pull the plug out of the wall socket. Open the mopping 
nozzle lid, remove the mopping brush cover and remove 
the object. Reinsert the mopping brush cover, close the 
mopping nozzle lid, put the plug in the wall socket and 
switch on the appliance again (see chapter ‘Using your 
AquaTrio’, section ‘Active protection system is activated’). 
If you find no object, the active protection system may 
have been activated because the mopping brushes are 
too wet (see next cause and solution) or because you 
moved the appliance over a carpet. Pull the plug out 
of the wall socket, open and close the mopping nozzle 
lid, put the plug in the wall socket again, switch on the 
appliance and start cleaning again.

If the above solutions did not help and the appliance still 
does not work, switch on the appliance for at least 10 
seconds. Then open and close the mopping nozzle lid, 
switch on the appliance and start cleaning again.

The active protection 
system has been 
activated because the 
brushes are too wet. 
The mopping brushes 
automatically stopped 
rotating because they 
encountered too 
heavy resistance.

Release the power-on button to switch off the appliance. 
Put the appliance upright in parking position (‘click’) and 
pull the plug out of the wall socket. Remove the mopping 
brushes from the mopping nozzle and remove excess 
water from the mopping brushes by squeezing them over 
a sink (see chapter ‘Cleaning and maintenance’, section 
‘Cleaning the mopping nozzle’). Then you can reinsert the 
mopping brushes, reinsert the mopping brush cover, close 
the mopping nozzle lid, put the plug in the wall socket 
and switch on the appliance again (see chapter ‘Cleaning 
and maintenance’, section ‘Reassembling the mopping 
nozzle’). If this does not work, let the mopping brushes 
dry (see chapter ‘Cleaning and maintenance’, section 
‘Cleaning the mopping nozzle’).

The mopping nozzle 
lid is not closed 
properly. The sound 
of the appliance 
decreases and the 
appliance no longer 
applies water to the 
floor because the 
mopping brushes do 
not rotate and the 
appliance does not 
mop up anything.

Make sure the mopping brushes and the mopping brush 
cover are assembled correctly. Close the mopping nozzle 
lid properly. Make sure you press the lid until it locks with 
a click (see chapter ‘Cleaning and maintenance’, section 
‘Reassembling the mopping nozzle’).



85

Problem Possible cause Solution

The inside of the 
mopping nozzle is 
too dirty.

Clean the mopping nozzle (see chapter ‘Cleaning and 
maintenance’, section ‘Cleaning the mopping nozzle’).

The mopping brushes 
are not present.

Place the mopping brushes in the mopping nozzle (see 
chapter ‘Cleaning and maintenance’, section ‘Reassembling 
the mopping nozzle’).

The mopping brushes 
are worn.

Replace the mopping brushes (see chapter ‘Replacing the 
mopping brushes’).

The sound of 
the appliance 
changed while 
cleaning.

The active protection 
system may have 
been activated for 
three reasons: (1) the 
appliance picked up 
a foreign object, (2) 
the mopping brushes 
are too wet or (3) 
you have moved 
the appliance over a 
carpet. The mopping 
brushes automatically 
stopped rotating 
because they 
encountered too 
heavy resistance. The 
appliance continues 
to make a sound, 
but it does not work 
properly.

Release the power-on button to switch off the appliance. 
Put the appliance upright in parking position (‘click’) and 
pull the plug out of the wall socket. Open the mopping 
nozzle lid, remove the mopping brush cover and remove 
the object. Reinsert the mopping brush cover, close the 
mopping nozzle lid, put the plug in the wall socket and 
switch on the appliance again (see chapter ‘Using your 
AquaTrio’, section ‘Active protection system is activated’). 
If you find no object, the active protection system may 
have been activated because the mopping brushes are 
too wet (see next cause and solution) or because you 
moved the appliance over a carpet. Pull the plug out 
of the wall socket, open and close the mopping nozzle 
lid, put the plug in the wall socket again, switch on the 
appliance and start cleaning again.

If the above solutions did not help and the appliance still 
does not work, switch on the appliance for at least 10 
seconds. Then open and close the mopping nozzle lid, 
switch on the appliance and start  
cleaning again.

The active protection 
system has been 
activated because the 
brushes are too wet. 
The mopping brushes 
automatically stopped 
rotating because they 
encountered a too 
heavy resistance.

Release the power-on button to switch off the appliance. 
Put the appliance upright in parking position (‘click’) and 
pull the plug out of the wall socket. Remove the mopping 
brushes from the mopping nozzle and remove excess 
water from the mopping brushes by squeezing them over 
a sink (see chapter ‘Cleaning and maintenance’, section 
‘Cleaning the mopping nozzle’). Then you can reinsert the 
mopping brushes, reinsert the mopping brush cover, close 
the mopping nozzle lid, put the plug in the wall socket 
and switch on the appliance again (see chapter ‘Cleaning 
and maintenance’, section ‘Reassembling the mopping 
nozzle’). If this does not work, let the mopping brushes 
dry (see chapter ‘Cleaning and maintenance’, section 
‘Cleaning the mopping nozzle’).

EN
g

lI
Sh



86

Problem Possible cause Solution

The mopping nozzle 
lid is not closed 
properly.The sound 
of the appliance 
decreases and the 
appliance no longer 
applies water to the 
floor because the 
mopping brushes do 
not rotate and the 
appliance does not 
mop up anything.

Make sure the mopping brushes and the mopping brush 
cover are assembled correctly. Close the mopping nozzle 
lid properly. Make sure you press the lid until it locks with 
a click (see chapter ‘Cleaning and maintenance’, section 
‘Reassembling the mopping nozzle’).

The appliance 
did not work 
properly before 
I stored it, but 
it now works 
properly again.

The active protection 
system was activated 
because the appliance 
picked up a foreign 
object other than dirt 
or liquid. Then you 
stored the appliance 
for more than 30 
minutes and it reset 
itself.

You need to remove the object that caused the appliance 
to work less well and reset the appliance. To do so, 
follow the next steps. Put the appliance upright in parking 
position(‘click’) and pull the plug out of the wall socket. 
Open the mopping nozzle lid, remove the mopping brush 
cover and remove the object. Reinsert the mopping 
brush cover, close the mopping nozzle lid, put the plug 
in the wall socket and switch on the appliance again (see 
chapter ‘Using your AquaTrio’, section ‘Active protection 
system is activated’). If you find no object, the active 
protection system may have been activated because 
the mopping brushes are too wet (see second cause of 
previous problem) or because you moved the appliance 
over a carpet. Pull the plug out of the wall socket, open 
and close the mopping nozzle lid, put the plug in the wall 
socket again, switch on the appliance and start cleaning 
again.

I have just filled 
the clean water 
tank, but the 
tank full/tank 
empty light keeps 
flashing when I 
switch on the 
appliance.

The tank full/tank 
empty light may flash 
a few times when 
you switch on the 
appliance after you 
have filled the clean 
water tank.

When you switch on the appliance after you have filled 
the clean water tank, the tank full/tank empty light may 
flash a few times and the appliance may switch off 
automatically. This happens because it takes a few seconds 
for the water to reach the mopping nozzle. Release the 
power-on button. Then push the unlock slide forwards 
and press the power-on button to switch on the 
appliance again (see chapter ‘Preparing for use’, section 
‘Filling the clean water tank’).

If the tank full/tank 
empty light continues 
to flash after filling, 
the clean water 
tank may not be 
assembled properly.

Make sure you place the clean water tank properly and 
that the lever is locked (see chapter ‘Preparing for use’, 
section ‘Filling the clean water t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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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blem Possible cause Solution

Water drips out 
of the appliance.

Water leaks from 
the clean water tank 
because you have 
not put the cap on 
the clean water tank 
or you have not 
fastened this cap 
properly.

Remove the clean water tank from the appliance. Put 
the cap on the water tank if it was not there or turn the 
cap clockwise to fasten it (see chapter ‘Preparing for use’, 
section ‘Filling the clean water tank’).

Water leaks from 
the clean water 
tank because you 
overfilled the clean 
water tank.

Do not fill the clean water tank beyond the MAX 
indication. If you do, water may spill from the clean water 
tank when you fasten the cap (see chapter ‘Preparing for 
use’, section ‘Filling the clean water tank’).

Water leaks from 
the dirty water tank 
because you tilted 
the upper body too 
far backwards or 
because you placed 
the appliance on 
its side. This caused 
wastewater to run 
out of the dirty water 
tank.

Do not tilt the upper body of the appliance too far 
backwards, for instance when you clean under a low 
table. Do not place the appliance on its side when 
there is wastewater in the dirty water tank (see chapter 
‘Important’, section ‘Caution’).

I cannot remove 
the mopping 
brushes.

You probably tried 
to remove them by 
pulling at the wrong 
side.

grab the lime green grips of the brushes and pull the 
brushes up a little. Then you should be able to slide 
them off the projection on the other side (see chapter 
‘Cleaning and maintenance’, section ‘Cleaning the 
mopping nozzle’).

I cannot tilt 
the appliance 
backwards 
without the 
nozzle coming off 
the floor.

The appliance is 
locked in parking 
position.

Press the nozzle with your foot and release the appliance 
from parking position (see chapter ‘Using your AquaTrio’, 
section ‘Pausing during 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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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blem Possible cause Solution

The appliance 
does not take 
up water when 
I flush the 
mopping nozzle.

You poured too 
much water into 
the flushing tray or 
you poured it in too 
fast. This causes the 
mopping brushes 
to become too wet. 
When the brushes 
are too wet, the 
active protection 
system is activated. 
The mopping 
brushes stopped 
rotating because they 
encountered too 
heavy resistance.

Switch off the appliance, put the appliance upright in 
parking position (‘click’), and pull the plug out of the 
wall socket. Remove the mopping brushes from the 
mopping nozzle and remove excess water from the 
mopping brushes by squeezing them over a sink (see 
chapter ‘Cleaning and maintenance’, section ‘Cleaning the 
mopping nozzle’). Then you can reinsert the mopping 
brushes, reinsert the mopping brush cover, close the 
mopping nozzle lid and switch on the appliance again 
(see chapter ‘Cleaning and maintenance’, section 
‘Reassembling the mopping nozzle’). If this does not work, 
let the mopping brushes dry (see chapter ‘Cleaning and 
maintenance’, section ‘Cleaning the mopping nozzle’).

The tank full/
tank empty light 
starts flashing 
and the appliance 
switches off 
while flushing the 
mopping nozzle.

The clean water tank 
is empty.

Refill the clean water tank (see chapter ‘Preparing for 
use’, section ‘Filling the clean water tank’) and start the 
flushing procedure again (see chapter ‘Cleaning and 
maintenance’, section ‘Flushing your AquaTrio’).

The tank full/tank 
empty light lights 
up continuously 
and the appliance 
switches off 
while flushing the 
mopping nozzle.

The dirty water tank 
is full.

Empty the dirty water tank (see chapter ‘Using your 
AquaTrio’, section ‘Emptying the dirty water tank’) and 
start the flushing procedure again (see chapter ‘Cleaning 
and maintenance’, section ‘Flushing your AquaTrio’).

I cannot move 
the appliance 
forwards or 
backwards.

One or more wheels 
may be blocked by a 
small object.

Switch off and unplug the appliance and then put it on its 
side. Make sure the dirty water tank is empty when you 
put the appliance on its side, otherwise wastewater may 
leak out of the dirty water tank. Check what is blocking 
the wheel(s). Remove any object that could block the 
wheel(s). Put the appliance upright again and resume 
cleaning.

I cannot find the 
vacuum cleaning 
function.

There is no separate 
vacuum cleaning 
function.

When you switch on the appliance, the mopping and the 
vacuum cleaning functions work at the same time.

D  Note:  
If the above solutions did not solve your problem, please visit www.philips.com/support or  
contact the Philips Consumer Care Centre in your coun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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