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투야무선급수기한글메뉴얼

- 해당제품은휴대폰앱이랑연동후, 사용가능합니다.

- 겨울철동파방지를위해주의해주세요!

- 컨트롤러를먼저앱에연동하신후, 급수기를연동하세요!

- 컨트롤러는 USB전원을사용합니다.

- 급수기는 AA배터리로작동하게됩니다.

- 컨트롤러는방수가되지않으며, 급수기는 IP66 방수입니다.

- 급수기를급수관에연결할때, 반드시물이새지않게
고정하는과정에서나사에테프론테이프로밀봉해주세요.

- 앱내연동언어는한국어 / 기능제어는영어입니다.

- 설명서외의내용은고객센터상담에제한이있을수
있습니다.

- 연동을위한와이파이는 “2.4기가대역”으로진행해주세요.

- 와이파이공유기신호를먼저체크해주세요!!

- 해당안내서는비전테크윈의지적재산권입니다.



1. 급수기컨트롤러를먼저앱에연동하신후,
급수기를연동하고원하는위치에설치해주세요!

2. 컨트롤러는와이파이와연동하며, 급수기는연동된
컨트롤러와통신하게됩니다. (최대거리 100m)



투야무선급수기설치순서

1. 휴대폰플레이스토어에서 tuta 앱을검색하여다운.

2. Tuya 앱을접속하셔서 (권한모두허용) 회원가입진행.

3. 회원가입후, 접속하셨다면. +버튼을눌러수동추가선택

4. 먼저컨트롤러를연결하기위해컨트롤러를 USB전원에연결하신
다음빨간램프에불이들어오기를기다려주세요.
(빨간불이들어오지않으면,측면톱니바퀴버튼 10초간길게누르기)

5. 장치목록에서 “산업&농업” - “자동급수기(Wi-Fi)를선택해주세요.

6. 와이파이공유기비밀번호입력후, 조금기다리시면,
“추가완료” 라는글과함께컨트롤러가추가됩니다.

7. 컨트롤러가추가되었다면, 이제는급수기를추가할수
있습니다.

8. 급수기측면의나사 4개를풀고, AA배터리를극성에맞게
삽입하여주세요.

9. 배터리를삽입후, 약 10초간기다리셨다가다음단계로
넘어가주세요.
(급수기초기화는측면 “동그란버튼” 10초길게누르기)

2. 추가되었을때화면

1. 수동추가에서선택

3. 급수기배터리넣는법



투야무선급수기설치순서

9.급수기에배터리를삽입후, 10초가지났다면

10. 등록된앱내컨트롤러를선택후, 아래의
+Add a New Device 를선택하여주세요.

11. 여러등록가능장비중, “워터밸브 컨트롤러” 를선택.

12. 기기를등록중입니다. 라는안내가뜨게되며,
이때, 컨트롤러의램프는빨간색램프불이
빠르게깜빡이는상태입니다.

13. 빨간색램프불이빨리깜빡이다가꺼지거나, 흰색불로
변경이된다면, 등록이완료된것입니다.
(불은변경되었지만,안뜬다면,뒤로가기를눌러보세요)

14. 이제, 연동은모두끝났습니다.
컨트롤러는와이파이공유기근처 (혹은반경약 20m 이내)

급수기는컨트롤러반경내에두시고, 급수기를원하는
방식으로연결하여사용하시면됩니다.

급수기는컨트롤러와통신하며, 컨트롤러는와이파이신호
를통해, 휴대폰과연결되어
휴대폰앱상에서모든기능을제어할수있습니다.

2. 급수기추가를위해
아래의

+Add a New Device 선택

1. 추가된컨트롤러
선택

3. 워터밸브컨트롤러를선택



투야무선급수기사용하기

- 컨트롤러와급수기모두상단오른편의 “연필모양” 아이콘을눌러이름을원하는
형태로변경하실수있습니다.

-컨트롤러와급수기는최대
100m 까지송수신가능하지만
RF주파수특성상환경에따라
최대도달거리에차이가
있습니다.

-급수기는 IP66방수임으로
실외에노출되어
눈/비등을바로맞아도
사용에문제가없습니다.

-휴대폰앱으로기능을제어
하실때, 너무짧은시간
잦은설정은오류가생길수
있습니다.

-설정이잘저장되지않는경우
20분정도기다리셨다가
변경해주시면됩니다.

-tuya앱을사용하는모든
제품과호환이가능합니다.



last irrigation time : 마지막물공급한시간 / next irrigation time : 다음물공급시간
Remaining power : 현재급수기배터리잔량 / current weather : 급수기위치의날씨

Watering time : 물공급할시간(시간으로공급) / water capacity : 물공급할용량 (L)
(정해진시간만큼만물이공급됨) (정해진리터만큼만물이공급됨)

Delay on wet day. Lack of water : 비가온날, 해당설정을지연하는기능
(24 / 48 / 72시간중에지연가능

Irrigation time : 현재물이공급되고있는시간 / irrigation volume : 공급중인물의양

위의 설정은 현 시간, 즉시 물을 원격으로 틀 때 유효하며, 각각
Watering time 과 water capacity 에서 반복 횟수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요일별 혹은 매일 해당 과정을 반복하시려면,
아래의 timing 기능을 사용하세요.

Record : 운용기록 / operation : 운용창(현재보이는창) / timing : 지정시간반복설정
(타이머기능)

Watering time 과 water capacity
모두지정값을설정후, 수도꼭지
모양을눌러야물이출수됩니다.
(한번더수도꼭지모양을누르면
바로중단할수있습니다.) 



투야(tuya)앱을더욱똑똑하게사용하기

투야앱은세계 50여국가에서생산하는
수많은제품을하나의앱으로복합적으로제어할수
있게만드는뛰어난 iot 앱입니다.

앱메인화면의 “시나리오모드” “지능형모드” 를
이용하여,
사용자가집에들어올때, 밖에있을때 등원하는
환경과 함께쓰는기기를복합적으로연동할수
있습니다.

투야(tuya) 앱내의기능은무궁무진합니다.

원하는방법으로, 나만의작동로직을스스로
만들어보세요!

알렉사 / 구글어시스턴트 등의휴대폰
음성인식서비스와연동이가능할수도있습니다!

*앱내기능참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