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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봇 청소기

작업전 본 메뉴얼을 열람하고 보관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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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교육
전기 장치를 사용할 때는 항상 다음과 같은 기본적인 예방 조치를 따라야 합니다:
사용하기 전에 모든 설명서를 읽으십시오.
경고 및 지침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감전, 화재 및/또는 심각한 부상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경고 - 화재, 감전 또는 부상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

1. 실외 또는 젖은 표면에서 사용하지 마십시오.
2. 장난감으로 사용하지 마십시오.어린이, 애완동물 또는 식물 근처에서 사용할 때는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3. 본 설명서에 설명된 대로만 사용하십시오. 제조업체가 추천한 부품만 사용하십시오.
4. 손상된 코드나 플러그나사용하지 마세요.만약에 기기 혹은 충전 베이스가 정상으로 작동하지 

않거나, 추락, 파손, 야외에 노출 혹은 물속에 떨어뜨린 경우에는 서비스 센터를 찾아주세요.
5. 전원 케이블로 당기거나 운반하지 마십시오. 전원 케이블을 손잡이로 사용하거나 전원 케이블을 

도어에  끼워넣거나 날카로운 테투리 혹은 모서리 주위에서 전원 케이블을 당기지 마십시오. 
전원 케이블 위에서 설비를 실행하지 마십시오.전원 케이블을 가열된 표면에서 멀리 두십시오.

6. 전원 케이블을 잡아당겨 플러그를 뽑지 마십시오.플러그를 뽑으려면 전원 케이블 말고 플러그를 
잡으십시오.

7. 충전기, 충전기 플러그와 충전기 단자를 젖은 손으로 다루지 마십시오.
8. 개봉구에 아무런 물체를 넣지 마십시오.개봉구가 막힌 상태에서 사용하지 마십시오. 먼지, 보풀, 

머리카락 등 아무런 공기 흐름을 감소하는 물체를 주의하십시오.
9. 머리카락, 헐렁한 옷, 손가락, 그리고 신체의 모든 부분이 열린 부분이나 움직이는 부분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도록 하세요.
10. 가연성 또는 가연성 액체(예를 들어 가솔린)를 청소하는데 혹은 가연성, 가연성 액체가 있는 

장소에서 사용하지 마세요.
11. 아무런 연소 혹은 연기가 나는 물체를 흡입하지 마세요, 예를 들어 담배, 성냥, 뜨거운 재.
12. 먼지통과/또는 필터가 없는 상황에서 사용하지 마십시오.
13. 오작동을 방지합니다. 배터리 팩에 연결하거나 설비를 들거나 운반하기 전에 스위치가 OFF 

위치에 있는지 확인해주세요. 설비 운반시 손가락이 스위치 상 혹은 설비의 전기가 통하는 
부위에 있으면 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14. 아무런 조정, 부품 교환 혹은 설비를 저장하기 전에 설비에서 배터리 팩을 분리해주세요.이러한 
예방성 안전 조치는 설비의 오작동을 감소할 수 있습니다.자격을 갖추고 허가를 받은 수리 
센터에서만 설비중의 배터리를 분해할 수 있습니다.

15. 제조업체에서 지정한 충전기로만 충전을 진행하세요.한 유형의 배터리 팩에 적합한 충전기와 
다른 배터리 팩을 연결시 화재의 위험이 있습니다. 

16. 설비는 지정된 배터리 팩만 사용합니다.다른 배터리 팩을 사용할 경우 부상 및 화재의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배터리 팩을 사용하지 않을 때는 종이 클립, 동전, 열쇠, 못, 나사 또는 기타 
단자가 연결이 될수 있는 금속 물체로부터 멀리하세요.배터리 단자 단락은 화상을 입거나 
화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17. 열악한 환경에서는 배터리에서 액체가 배출될 수 있으므로 접촉을 피하십시오.실수로 접촉한 
경우 물로 씻어내세요.액체가 눈에 닿으면 즉시 병원에 가서 치료 받으세요.배터리에서 배출된 
액체는 자극이나 화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18. 파손 혹은 개조된 배터리 팩 또는 설비를 사용하지 마세요.
19. 손상되거나 개조된 배터리는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하여 화재, 폭발 또는 부상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20. 배터리 팩 또는 설비를 화재 또는 과열에 노출하지 마세요.화재 또는 130°C 이상의 온도에 

노출되면 폭발의 위험이 있습니다.

21. 고온 또는 저온 환경(4°C 이하 또는 40°C 이상)에서 사용 또는 저장하지 마세요.로봇을 4°C 
이상 40°C 미만의 온도에서 충전하십시오.

22. 모든 충전 지침을 따르고 지침에 지정된 온도 범위내에서 배터리 팩 또는 설비를 충전하세요.
23. 부적절하거나 지정된 범위를 벗어난 온도에서 충전하면 배터리가 손상되거나 화재 위험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수리시, 자격을 갖춘 수리 인원이 같은 부품으로 교환하며, 제품의 
안전성을 유지합니다.

24. 사용 및 관리 지침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설비 또는 배터리 팩을 수정하거나 수리하려고 
시도하지 마세요.

25. 전원 케이블을 청소 구역외에 놓아주세요.
26. 유아나 어린이가 자고 있는 실내에서는 로봇 청소기를 작동하지 마세요.
27. 청소할 바닥에 불이 붙은 촛불이나 깨지기 쉬운 물체가 있을시 로봇 청소기를 사용하지 

마세요.
28. 실내 가구 위에 불이 붙은 촛불이 있을시 로봇 청소기를 사용하지 마세요, 로봇 청소기가 

충돌 혹은 부딪칠 위험이 있습니다.
29. 청소기 위에 어린이가 앉지 않도록 하세요.
30. 젖은 표면에서 로봇 청소기를 사용하지 마세요.
31. 손상된 충전 베이스를 사용하지 마세요.
32. 설비 청소 및 유지 전에 전원 스위치를 꺼주세요.
33. 충전 베이스를 청소 및 유지 전에 플러그를 소켓에서 분리해 주세요.
34. 설비를 폐기하기 전에 충전 베이스에서 설비를 제거하고 전원 스위치를 끕니다, 배터리를 

제거해 주세요.
35. 로봇을 장시간 사용하지 않을 경우 로봇을 완전히 충전하고 전원을 끄고 충전기를 

분리합니다.
36. i5-DS 충전 베이스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전 경고



제품 소개

로봇 청소기

메뉴얼x1 리모콘x1

메뉴얼

클리닝 브러시x1 스페어 필터x1

배터리x2 사이드 브러시x2 세트

충전 베이스x1 전원 케이블x1

물걸레 홀더x1 물걸레x2



설비 그림 부품소개

시작/일시 정지

충돌 방지 범퍼

스페어 필터

먼지통 해제 버튼

전원 소켓

해제 버튼
Entrada de agua

수통

홀더

물걸레 패드

먼지통

충전 베이스

수통 부품

커버

전원 스위치

수통

먼지통

바퀴

물걸레 홀더

물 배출구 
커버

롤러 커버

롤러

옴니 휠

배터리 커버

사이드 브러시



제품 작업

주의

주의

1 젖은 표면 혹은 물이 있는 표면에서 로봇 청소기를 사용하지 마세요. 가장자리가 톱니 모양인 
카펫에서 제품을 사용하기 전에 카펫 가장자리를 아래로 접어주세요.

2 청소 준비 전 먼저 정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바닥에 있는 물건 또는 느슨한 케이블 
등을 미리 정리해주세요.

3 충전 중일 때 로봇 청소기 상단의 백색등이 깜박입니다.
4 충전이 완료되면 백색등이 일정하게 유지됩니다.
5 배터리가 부족하면 빨간색 깜박임이 표시됩니다.
6 배터리가 부족할 때 로봇 청소기가 청소하는 경우 로봇 청소기는 자동으로 충전 베이스로 

이동합니다.
7 리모콘 또는 앱을 사용하여 수동으로 로봇 청소기를 충전 베이스로 보내 충전할 수도 있습니다.
8 충전하기 전에 수통을 비우고 물걸레 및 홀더를 제거하는 것이 좋습니다.

1 충전 베이스를 정확히 설치합니다:
아래 그림과 같이 충전 베이스를 벽과 가까운 
곳에 설치하고, 충전 베이스 주변의 모든 
장애물을 제거합니다.

2 커버를 열고 전원 스위치 켜주세요.

3 충전 컨택트가 닿는지 확인하면서 충전 
베이스에 로봇 청소기를 놓아주세요. 흰색 
표시등이 깜박이면 로봇 청소기가 
충전중임을 나타냅니다.

배터리 수명을 효과적으로 늘리려면 다음과 같이 수행해야 합니다:
1 처음 사용하기 전에 12시간 동안 충전해야 합니다.
2 배터리 전원이 부족하면 가능한 한 빨리 충전해주세요:
3 기기를 장시간 사용하지 않을 경우 배터리를 완전히 충전하여 환기가 되고 건조한 장소에 

보관해주세요:
4 설비를 3개월 이상 사용하지 않는 경우 12시간 동안 충전해주세요.

처음 사용하기 전에 12시간 동안 
충전해야 합니다.

1 본체를 뒤집어 주세요.
2 설비 정면이 밑으로 향하게 하고 사이드 

브러시를 브러시 포스트 위에 
정렬합니다.

3 브러시를 눌러 정확한 위치에 
삽입합니다.

4 사이드 브러시는 자유 회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이드 브러시 설치

로봇 청소기 충전



도킹

주의

주의

1 리모콘 사용전 먼저 첨부한 AAA배터리 2개를 삽입해주세요. 배터리 커버를 열고 정확한 
방향으로 삽입해주세요.

2 로봇 청소기가 계단에서 실수로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후진으르는 작동을 하지 
않습니다.

원격 제어는 로봇 청소기로부터 16피트 이내에서 가능합니다.

로봇 청소기가 충전 베이스로 돌아와 충전합니다.

시작/일시 정지
청소 시작/일시 정지 로봇 청소기가 자동으로 스마트 경로 
청소를 시작합니다.

방향
수동으로 로봇 청소기 방향 제어(앞으로,좌로,우로) 
수동 모드에서는 로봇 청소기가 흡입을 하지 않는 
것을 주의하세요.

모서리 청소
로봇 청소기는 방과 가구의 가장자리를 청소합니다.

지그재그 청소
로봇 청소기는 지그재그 경로를 따라 청소합니다.

흡입력 증가
흡입력 증가

스폿 청소
로봇 청소기는 나선형 패턴으로 특정 부위를 청소합니다.

흡입력 감소

흡입력 감소

리모콘 소개



주의

주의

注意

1 커버를 열고 전원 스위치 켜주세요.

1 전원 스위치가 "ON" 위치에 있는지 
확인합니다.

1 핸드폰이 가정용 WiFi에 연결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2 MSmart Life 앱을 다운로드하고 로봇 청소기를 등록합니다.

a.QR 코드를 스캔하거나 Apple 또는 Google Play 스토어에서 
MSmart Life 앱을 검색하여 앱을 다운로드합니다.

b.앱을 열고 개인 계정을 만듭니다.화면의 설명에 따라 작업을 
진행해주세요.

3 로봇 청소기를 앱에 추가해주세요
메인 화면의”+”버튼을 누르고 제품 리스트에서 i5C를 
선택해주세요.

4 로봇 청소기를 WiFi과 연결해주세요.
로봇을 조립하고 전원을 켠 후 신호음이 들릴 때까지 "    " 
버튼을 3초간 길게 누르세요.WiFi 표시등이 깜박거리기 
시작해야 합니다.앱의 설명에 따라 다음 단계를 진행해주세요.

2 청소 시작 전 아래 옵션 중 하나를 사용하세요.
a.”    ”버튼을 눌러 청소를 시작합니다.
b.리모콘 상의 시작/일시 정지을 누릅니다.
c.앱 상의 시작 버튼을 누릅니다.

장시간 사용하지 않으면 로봇이 절전 모드로 전환됩니다. “    ”버튼을 눌러 로봇 청소기를 
부팅한 다음 위의 옵션 중 하나를 사용하여 청소를 시작합니다.

가정용 WiFi 이름이나 암호가 변경되면 로봇 청소기와의 연결을 다시 설정해야 합니다.

ネットワーク接続を成功的に配置したら、ご自身は掃除ロボットの所有者になります。ロボ
ットの操作インターフェースへのアクセスによりインテリジェント掃除ロボットを操作でき
ます。

앱은 iOS 8.0 및 그 이상, Android 4.4 및 그 이상의 핸드폰 시스템을 지원하지만 Pad 
설비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휴대폰에서 "설정-정보"를 클릭하여 시스템 
버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 모델은 WEP 암호화 라우터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로봇 청소기의 네트워크 액세스는 2.4Ghz 주파수의 WiFi 네트워크가 필요합니다., 5GHz 
주파수는 현재 호환되지 않습니다.
충전 상태에서 네트워크 액세스를 구성하지 마세요.
WiFi는 로봇 청소기의 네트워크 액세스 구성의 필수 사항입니다; 네트워크 액세스가 
성공적으로 구성되면 WiFi/2G/3G/4G 네트워크 환경에서 앱을 작동할 수 있으며  로봇 
청소기를 원격으로 제어할 수 있습니다.
가정용 WIFI 암호가 변경되면 로봇 청소기는 앱에서 오프라인으로 표시됩니다. 앱 계정 
번호 변경 없이 로봇 청소기에 대한 네트워크 액세스를 다시 한 번만 구성하면 됩니다.
다른 사용자가 앱을 사용하여 동일한 로봇 청소기를 작동하려면 설비 소유자는 설비를 
새 사용자의 계정에 공유하여야 합니다(전제 조건은 초대자가 앱을 다운로드하고 계정을 
등록);
새 계정 소유자가 성공적으로 설비를 연결하면 해당 설비는 이전 설비 소유자의 장치 
목록에서 삭제됩니다;
로봇 청소기의 네트워크 액세스를 성공적으로 구성후 아래 작업은 WiFi 설정을 
삭제하며, 보조 네트워크 액세스 구성이 필요합니다. 3초 이상 장치의 네트워크 액세스 
구성 키를 길게 누르고 체크 사운드가 들리면 모든 Wi-Fi 정보가 삭제됩니다;

로봇 청소기가 작동 중일 때 "    "를 누르면 청소가 중지됩니다.

전원 스위치

청소/일시 정지

앱 사용

청소

일시 정지

개인 계정 등록 및 
로그인

설비 추가



물걸레
1 물걸레를 물걸레 홀더에 설치해주세요. 2 수통 위의 버튼을 누르고 당겨서 

꺼내주세요.
1 정기적으로 사이드 브러쉬에 모발이 감겨 있는지 확인하세요.
2 청소 도구나 걸레로 사이드 브러시를 청소해주세요.
3 사이드 브러시가 모발로 인하여 변형된 경우, 사이드 브러시를 

로봇 청소기에서 당겨 빼내서 따뜻한 물에 5초동안 담가두세요.
4 사이드 브러시가 영구적으로 손상된 경우 예비 브러시 세트로 

교체해주세요.

1 매번 사용한 후에는 먼지통을 비웁니다.
2 필터와스펀지를 2-4주마다세척해주세요.

1 커버를 열어주세요. 2 먼지통 해제 버튼을 누르고 먼지통을 
들어주세요.

3 먼지통 해제 버튼을 누르고 먼지를 쓰레기 
통에 버립니다.

4 먼지통 상단을 들어 올려 스페어 필터를 
열어주세요.

3 물 추가 4 물걸레 홀더를 수통에 설치해주세요.

5 수통 부품을 다시 로봇 청소기에 
삽입해주세요.

1 처음 물걸게 청소 전 수통에 80%량의 물을 추가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수통에 수돗물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떠한 세제도 사용하지 마세요.
3 로봇 청소기가 물걸레 청소할 때 카펫 위로 이동하지 않도록 관찰하는 것이 좋습니다.

6 “   ”버튼을 누르면 물걸레 청소를 
시작합니다.

주의

주의

유지
사이드 브러시 청소

먼지통 청소, 스펀지와 필터



5 먼지통, 스펀지, 필터를 따뜻한 물로 헹군 
후 24시간 동안 완전히 건조해주세요.

1 물걸레 청소후 수통 해제 버튼을 누르고 당겨서 수통을 꺼내주세요.물걸레 홀더를 당겨 
분리해주세요.

2 물걸레를 청소후 완전히 건조해주세요.

3 커버를 열고 수통중의 남의 물을 제거해주세요.

4 수통을 깨끗이 닦아주세요.
햇빛에 노출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부드러운 천으로 센서와 바퀴를 부드럽게 닦아주세요.

6 스페어 필터 홀더를 다시 먼지통에 
넣어주세요.

수통 청소
센서와 바퀴 청소

오른쪽 그림과 같이 부드러운 천으로 로봇 청소기와 충전 베이스 상의 충전 단자를 부드럽게 
닦아주세요.

충전 단자 청소



자주 묻는 질물(FAQ)
고장 발생시 아래 리스트를 참조하세요.

문제 가능한 원인 해결 방법

 
 

 
 

 

설비가 충전이 안 
되는 상황

설비 고착

완전히 청소하지 
않고 재충전합니다

예약한 시간에 따라 
청소 안 함

물걸레 홀더를 
설치후 설비가 
투수를 하지 않을 시.

설비가 깨끗이 
청소하지 않고, 청소 
계획이 없으며, 앱 
중의 지도가 
불규칙적으로 나타남

설비가 가 작동하지 
않음

후퇴

충전시 전윈 스위치를 겨지 
않았습니다.
설비와 충전 단자가 완전히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설비 전원을 켜주세요.
설비와 충전 단자와 완전히 
접촉했는지 확인합니다.

설비는 자동으로 이스케이프 모드를 
시작합니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수동으로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사이드 브러시의 와인딩을 청소하고 
다시 시작합니다.문제가 계속 해결되지 
않으면 A/S센터에 연락하세요.

설비를 충전해주세요.

설비 전원을 켜주세요.
리셋 및 예약을 진행하세요.

A/S센터에 연락하세요.
물 추가.
물 출구와 수통 필터를. 
청소해주세요.

바닥이 왁스 처리되어 있는 경우, 
사용하기 전에 건조해주세요.
지면 물건을 최소화합니다.
작업 중에는 설비를 이동하거나 
차단하지 마세요.

전원 스위치 켜주세요.
설비를 충전해주세요.
설비를 지면과 가까운 곳에 
놓아주세요.
A/S센터에 연락하세요.

전방의 장애물 제거.
범퍼 레일을 가볍게 두드려 
이물질이 끼었는지 확인합니다.

설비가 지면 상의 전선으로 
덮여 있고, 처진 커튼 혹은 
담요로 꼬여 있을 시.
사이드 브러시와 롤러 등이 
고착되어 설비가 정상적으로 
작동이 안 될시.

설비의 배터리 부족.

전윈 스위치를 겨지. 
않았습니다.
예약이 취소되었습니다.

물걸레 홀더의 마크네틱이 
떨어졌습니다.
수통에 물이 없습니다.
설비 베이스의 출구 홀이 
막혔습니다.

땅이 미끄럽습니다.
전선, 신발과 기타 물체가 
지면에 있으면 설비의 
정상적인 작동에 영향을 
줍니다.
청소 도중 정지.

전윈 스위치를 겨지 
않았습니다.
배터리 부족.
바퀴가 떨어졌고 세 그룹의 
드롭 센서가 하강 상태에 
있습니다.

전방에 장애물이 있음.
범퍼 레일이 클램프되어 있음.

1 로봇 청소기를 뒤집힌 상태에서 두 탭 사이의 열린 슬롯에 엄지를 넣고 롤러 커버를 들고 
꺼내주세요.

2 롤러 잠금을 누르고 위로 들어 올려 롤러를 꺼내주세요.

3 부드러운 천이나 따뜻한 물로 롤러를 청소해주세요. 완전 건조시킨 후 다시 설치합니다.

롤러 청소



 
 
 
  

2400-2483.5MHz，WIFI최대 주파수 출력：20 dBm，
블루투스 최대 주파수 출력：10 dBm

이 제품의 올바른 폐기

지앙쑤 메이디 클리닝 전기 주식 유한 회사

본회사 지앙쑤 메이디 클리닝 전기 주식 유한 회사

중국 지앙쑤성 쑤저우시 상성경재개불구 초우후대로39번

이 DoC의 고유 식별 정보:i5-001

고장 발생시 아래 리스트를 참조하세요.

문제 가능한 원인 해결 방법고장 배제

앱에서 연결 
끊김 표시

핸드폰과 설비 
간 연결 끊김

핸드폰이 네트워크에 
접속 가능한지 
판단합니다;
라우터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판단합니다;
로봇 청소기에 
전원이 공급되어야 
합니다;
설비의 WiFi 구성이 
지워집니다;
WiFi 암호 또는 
네트워크가 
변경되었습니다.

핸드폰은 다시 한 번 
네트워크에 접속해야 합니다;
라우터를 다시 
재부팅합니다;
로봇 청소기의 전원을 다시 
한 번 켭니다;
앱에 새 설비를 추가합니다;
시스템 부팅 후 "   ” 버튼을 
3초 길게 눌렀다가 체크 
사운드가 들리면 
해제해주세요; 로봇 
청소기의 모든 WiFi 구성을 
지우고 전기 장치를 다시 한 
번 추가하여 작업을 
진행하세요.

네트워크가 사용 중;
핸드폰 WiFi 신호 
수신 불량;
네트워크 대역폭이 
부족합니다.

라우터를 다시 재부팅하고 
액세스 사용자 수를 
줄입니다;
핸드폰 자체의 설정을 
확인합니다.
네트워크 대역폭을 
확장합니다.

핸드폰 교환후 스캔 진행.
제품 별로 설비를 
추가합니다.

핸드폰 교환후 확인 
진행

네트워크 
연결이 
원할하지 않음

핸드폰의 
하드웨어 구성이 
매우 낮고, 
카메라가 초점 
기능이 없음

앱 작동 느림

핸드폰 자체의 
QR 코드가 
앱에서 스캔이 
안됨

이 표시는 본 제품을 EU 전체에서 다른 가정용 폐기물과 함께 폐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나타냅니다.통제되지 않은 폐기물 처리로 인해 환경이나 인류의 건강을 해칠 수 
있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책임감 있게 재활용하며,물질 자원의 지속 가능한 재사용을 
촉진합니다.사용한 설비를 반품하려면 반품 및 수거 시스템을 사용하거나 제품을 구입한 
소매점에 문의해주세요.
그들은 제품에 대하여 안전하게 재활용 할 수 있습니다.

적합성 선언 (DoC)

製品責任：

제품에 대한 책임:

제품 명칭:로봇 청소기

상호:메이디

유형 또는 모델: i5C

본 선언은 지침의 기본 요구와 기타 해당 요구에 부합합니다:

2014/53/EU 2011/65/EU（EC）第1907/2006号

본 제품은 이하 표준과/또는 기타 규범성 문서에 부합합니다:

보충 자료:

기술 문서 보유자: 지앙쑤 메이디 클리닝 전기 주식 유한 회사

(본 DoC)발행 장소 및 날짜: 중국 2021년3월1일

제조사 서명:(공인된 인원의 서명)

이름(인쇄): Shawn.yan

직함: 품질 매니저

2014/53/EU: EN 60335-2-2:2010+A11:2012+A1:2013

EN 60335-1:2012+A11:2014+AC:2014+A13:2017+A1:2019+A14:2019+A2:2019

EN 62311:2008 EN 62233:2008

EN 301 489-1 V2.2.3 EN 301 489-17 V3.2.4 EN 55014-1:2017 EN 55014-2:

2015

EN IEC 61000-3-2:2019 EN 61000-3-3:2013+A1:2019 EN 300 328 V2.2.2

2011/65/EU: EN 62321-1:2013 EN 62321-2:2014 EN 62321-3-1:2014

EN 62321-4:2014  EN 62321-5:2014 EN 62321-6:2015 EN 62321-7-1:2015

EN 62321-7-2:2017 EN 62321-8:20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