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렉쿠아의 시즈는 항상 일정한 수온을 유지하기 위해 계절 변화를 감지하여 자동으로 냉기와 온기를 공급하는 관상어 전용 스마트 IoT 항온기 입니다.
「Smart IoT Constant Temperature Device」

시즈(seize)를
구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본 설명서를 잘 숙지하고 보관해 주세요.



부적절한 사용으로 인한 감전, 화재 등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제품 사용 전 사용 설명서를 잘 숙지해 주세요.

· 열교환기를 손으로 만지면 화상의 위험이 있습니다.
· 화기를 멀리하고 어린이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설치해 주세요.
· 바람이 잘 통하는 곳에 설치해 주세요.
· 섬프 등의 폐쇄된 공간에 설치 시 성능 저하 현상을 보일 수 있습니다.
· 제품 전면의 열교환기가 항상 물에 잠기도록 수위를 조절해 주세요.
· 세척 시 꼭 전원을 차단하고 부드러운 솔을 사용해 주세요..
· 기기 내부로 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해 주세요.
· 컨트롤러가 침수되었을 경우 즉시 전원을 차단하고 A/S 센터로
   문의해 주세요.
· 본 제품을 관상어 어항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마세요.
· 제공한 어댑터 외 다른 어댑터를 사용하지 마세요.
· 10mm(유리두께) 이상 어항에는 장착할 수 없습니다.
· 본 제품은 실내용으로 외부 및 야외에서 사용하지 마세요.
· 젖은 손으로 만질 경우 고장 및 감전의 위험이 있습니다.
· 본 제품을 상온 40℃ 이상의 장소에서 사용하지 마세요.
· 본 제품은 무선 장치로 운용 중 전파 혼신 가능성이 있습니다.
· 본 제품은 Wi-Fi 2.4Ghz에서만 작동합니다.
· Wi-Fi 신호가 강한 장소에 설치해 주세요.
· 충격을 가하거나 분해하지 마세요.
· 전용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해야 모든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열교환기가 물속에 잠겨 있는지 확인 후 기기를 작동 하세요.
· 제품의 분해 또는 개조로 발생한 고장의 경우 유/무상 수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중요 안전사항 설명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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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 및 환불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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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불 및 품질 보증 정책
단순 변심으로 인한 반품은 제품 및 포장 등의 훼손이 없어 재판매가 가능할 
경우 구매 후 7일 이내 환불 가능하며 왕복 배송비는 소비자 부담 입니다.
본 제품은 1년간 품질보증을 받을 수 있으며, 본사 A/S 직원의 확인을 거친 
후 제조 공법 또는 부품 불량으로 인해 고장이 발생한 경우 무상 A/S를 받을 
수 있습니다. (BLDC 모터 2년간 보증)

유상 A/S 대상 안내

사용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한 고장은 소요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7페이지의 주의사항을 꼭 숙지해 주세요.

A/S 안내

·
·

·
·

본 제품은 철저한 품질 관리와 검사를 거쳐 생산된 제품입니다.
보증기간은  구입일로부터  산정되며,  구입일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보증기간은 제조일로부터 산정되므로 영수증을 꼭 보관해 주세요.
A/S를 요청하실 경우 보증서와 영수증을 반드시 제시하여 주세요.
A/S 문의 : 02)304-2293 (service@elecqua.co.kr)

· 충격으로 인해 본 제품이 파손되었을 경우.
· 수세미 등을 사용한 과도한 세척으로 인해 코팅이 박리가 되었을 경우.
· 관상어 어항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을 경우.
· 제품의 컨트롤러가 침수되었을 경우.

A/S 제외 대상 안내
· 제품을 임의 분해하였을 경우.
· 제품 후면 안전 스티커가 제거되었을 경우.
· 타사 어댑터를 사용하였을 경우.



제품 보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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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 보증서

구매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제품명

모델명

MAC 어드레스

제품 구매일

A/S 기록

1

2

3

4

5

6

고장 설명 및 교환 부품 A/S 날짜 비고

스마트 IoT 항온기

seize-EQ103W

Wi-Fi (IEEE802.11b/g/n)

2.4GHz

100-240V~50/60Hz 2.5A

89x219x129mm (830g)

PCABS수지 외

R-R-EQA-seize-EQ103W

대한민국

주식회사 일렉쿠아

서울시 마포구 매봉산로18 504호

02-304-2293

컨트롤러 하단 별도 표시

구입처

0℃~40℃ / 0~80%

제품명

모델명

통신방식

주파수

정격전압

정격출력

크기(무게)

재질

인증번호

제조국

제조 및 판매자

주소

연락처

제조연월

교환 및 환불

권장 작동 온/습도 범위

권장 보관 온/습도 범위 -10℃~60℃ / 0~80%

12.0V      7.0A ; 84.0W

제품 사양 및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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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품질표시



구성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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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부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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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조립

제품의 포장을 풀어 안에 들어 있는 모든 부품[➊ 메인바디, ➋ 컨트롤러,
➌ 온도센서, ➍ 아답터, ➎ AC 케이블]을 꺼냅니다.

포장 풀기 제품 조립 방법
01.
02.
03.
04.

➊ 메인바디 와 ➋ 컨트롤러를 조립합니다.
➏ 온도센서 삽입구에 ➌ 온도센서를 삽입합니다.
바람이 잘 통하는 곳에 제품을 설치합니다.
➍ 어댑터를 ➐ DC 전원입력 단자에 연결합니다.
(살짝 돌려가며 끝까지 밀어 넣으시기 바랍니다.)

송풍구

온도센서 삽입구

DC 전원 입력

파워 스위치
(터치센서)

LED 상태 표시창

수위 게이지

열교환기

➌

➊

➍

➋

➎

➏

➐



제품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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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작동 및 등록

01.
02.
03.

04. 온도 센서를 삽입합니다.
05. 아래 좌측 그림처럼 어댑터를 돌려가며 끝까지 밀어 넣습니다.
        (수분 침투를 막기 위해 연결부를 딱 맞게 제작하여 빡빡 합니다.)

06. 정상설치 후 어댑터를 연결하면 작동 대기모드로 진입합니다.

설치 가능한 어항의 두께는 10mm 미만입니다.
제품 설치를 위해 후면 11cm 이상의 공간이 필요합니다.
바람이 잘 통하는 곳을 선정하여, 아래 그림처럼 열교환기가 어항 
내부에  완전히  잠기도록  제품을  위에서  아래로  삽입하여  어항 
벽면에 거치해 주세요.

제품 설치 방법
파워 스위치를 터치하면 기본 설정값인 희망온도 26℃, 민감도 0.5℃ 
기준으로 작동합니다. 수온이 26.5℃ 이상일 경우 냉각 모드,  25.5℃ 
이하일 경우 히팅 모드로 작동하여 희망 온도인 26℃ 도달까지 자동으로 
작동하여 항상 일정한 수온을 유지 합니다.

작동 방법

애플리케이션 우측 상단  +  를 눌러 제품등록 모드로 진입 후 
안내에 따라 제품을 등록해 주세요.

01

우측 QR코드를 스캔하거나 애플 APP스토어 또는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일렉쿠아” 애플리케이션을 검색 하여 
설치합니다.

전용 애플리케이션 설치

애플리케이션의  안내에  따라  이메일  또는  휴대폰  번호로  회원가입을 
진행해 주세요.

01. 회원가입

02. 제품등록

무선공유기 WiFi 접속 주파수 대역이 5GHz일 경우 장치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반드시 2.4GHz로 시도해 주세요.

02

제품등록에  실패하였을  경우  기기의  전원(어댑터)  연결을 
해제한 후 다시 시도해 주세요.

03

※전용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여 제품을 등록하면 세부 설정이 가능합니다.



작동 설명 및 초기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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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기적인 세척

파워 스위치를 5번 터치하면 재부팅 합니다.

리셋(재부팅) 방법

1. 파워 스위치를 5초간 터치하여 제품등록(AP) 모드에 진입합니다.
2. 흰색 LED가 깜빡이면 다시 한번 파워 스위치를 5초간 터치합니다.
3. 흰색 LED가 빠르게 깜빡인 후 리부팅 하면 초기화가 완료됩니다.

초기화 방법

1. 전원(어댑터)과 온도센서를 분리합니다.
2. 컨트롤러를 분리하여 물기가 없는 안전한 곳에 보관합니다.
3. 메인바디를 어항과 분리 합니다.
4. 부드러운 솔을 이용하여 전면 열교환기를 세척 합니다.
    (칫솔 등을 사용하여 어항에 장착한 상태로 세척 하셔도 편리 합니다.)

※ 제품 내부 코팅과 방수 처리가 되어있어 안전 하지만 지속적인 사용을 
위해 가급적 기기 내부로 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하여 세척 해주세요.

제품 세척

먼지 또는 이끼등은 열에너지의 이동을 방해하는 단열재 역할을 하기 
때문에 장시간 방치 시 성능 저하 현상을 유발합니다.

아래  그림처럼  컴퓨터용  먼지  제거제(에어  스프레이)등을  이용하여 
메인바디의  히트싱크와  컨트롤러의  FAN에  쌓인  먼지를  주기적으로 
제거해 주면 항상 일정한 성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먼지 제거

www.elecqua.co.kr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세요.

인터넷 연결 유실 시 LED(동작 중인 모드의 컬러)가 천천히 깜빡입니다.
(기기는 인터넷 연결과 무관하게 저장된 설정값 기준으로 정상 작동합니다.)

작동모드(LED 컬러) 설명

냉각

가열

안정

파란색 

빨간색 

청녹색

온도센서 이상

FAN 이상

PCB 과열

녹색

주황색

보라색

히트싱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