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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세식 변기 사용설명서 

○ 포세식 변기 작동 원리

 - 포세식 변기는 수조 안의 물과 세정액용기에서 조금씩 떨어지는 세정액이 섞인 물에 전자제어장치의 콤프 

   압력(바람)으로 거품을 만들어 변기안쪽 표면에 거품이 흐르게 하여 사용하는 방식임

○ 포세식 변기 사양

 ① 수도(직수) 사용 시                                  ② 보조물탱크 사용 시 

 

  

○ 화장실 작동 순서

 (1) 수조에 물공급 확인 – 수조 뚜껑을 열고 육안으로 확인

   ※ 볼탑 [파란색볼(수위조절)] 이하로 수위 유지 -> 볼탑 위로 물이 차면 거품발생 안함 

 

 (2) 수조에 세정액 투입 – 세정액 2컵 정도를 수조에 넣는다. [사진1]

   ※ 처음 사용 시 수조안에 세정액 농도를 빨리 맞추기 위해 세정액을 종이컵 2컵 정도를 수조안 직접 붓는다.

 (3) 세정액용기 확인 – 세정액용기 뚜껑을 열고 세정액을 채운 후 뚜껑이 아래로 향하게 하여 다시 삽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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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전자제어장치 조정 – 왼쪽 상부 계기판 숫자를 [올림] / [내림] 버튼을 이용하여 거품압력 조절

                                    ① 콤프압은 10~45 유지 

                                     ※ 처음 사용시 콤프압을 70정도까지 올렸다가 거품이 잘 나오면 콤프압을 

                                       적절히 내려 사용 (날씨변화 등에 따라 적절한 콤프압으로 조정하여 사용

                                       하며 콤프압은 기기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음)

                                    ② 온도계기판 및 세정 버튼은 사용안함 

                                    ③ 전자제어장치의 조정시 투명커버가 붙어 있는 경우는 하부에 있는 

                                       볼트를 풀러 커버를 열고 사용함 

 (5) 거품발생확인 – 거품이 구름이 흘러가듯 천천히 흐르는 정도로 콤프압을 조정하여 사용

                            ① 거품이 빨리 흐르면 물과 세정액 낭비의 원인

    ② 거품이 가장 경제적으로 흐르는 상태 [사진2]   
          

    ③ 물과 세정액의 비율이 적절하지 않으면 거품 방울이 크고 투명색 거품

       (게거품)이 발생하여 내부로 거품이 잘 흐르지 않음

    ④ 겨울철 동파방지를 위하여 창문과 출입문을 잘 닫고, 

       라지에이터(난방기)를 사용하여 거품이 얼지 않도록 함  

○ 거품이 흐르지 않을 시 확인방법 (아래 사항을 차례로 실행)

 ① 세정액용기에 세정액이 있는지 확인한다.

 ② 수조안에 물이 차 있는 지 / 물은 볼탑 아래 수위로 유지되고 있는 지 확인한다.

 ③ 전자제어장치의 콤프압을 70정도로 올려본다. ※ 거품이 어느정도 발생하면 10~45이하로 다시 내린다.

 ④ 수조에 종이컵 2컵 정도의 세정액을 직접 붓고 2~3분정도 기다려 본다.  

 ⑤ 분산기촉(돌)에서 거품이 발생되는지 확인
                                                

                          - 캡 뚜껑을 열고 거품발생 확인  

                          

                                                  

                          ※  이 물질이 끼어 있는 경우는 솔로 청소하여 사용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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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⑥ 5번 확인 시 분산기촉에서 거품이 발생하지 않을 시

                                       1) 에어호스가 콤프에 잘 연결되어 있는지  

                                         확인  

                                       2) 콤프를 빼서 고무를 몇 번 눌러준 후  

                                         다시 끼워준다.

                                       3) 콤프는 소모품으로 거품이 발생하지   

                                         않을 시 주기적으로 교체하여야 함     

                       

 

 ⑦ 세정액용기에서 세정액이 떨어지지 않을 때는 세정액 용기 뚜껑(정량공급장치)를 높은 수압의 물로       

            세척하여 준다.

          ※ 입으로 바람을 불어 뚫어도 됨

         

                                             

 ※ 수도연결 – 직수연결 부위 (제품은 후면에 위치)

       

                          

   

[에어호스]

 [정량공급장치 바늘]

[외부수도연결부]

[콤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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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위조절기 – 정화조의 오수가 차기 전에 경보음이 울림

 ※ 경고음이 장시간(부재중) 계속 울리는데도 전원을 끄지 않으면 벨(부속)이 고장날 수 있으며, 

고장여부 확인은 육안으로는 불가하나, 검은버튼을 수동쪽(아래)으로 내렸을때 경보음이 나지 않으면 

고장이며, 부속(벨)을 교체하여야 함!!!

 (경고음 발생 시 전원스위치를 끄고 -> 오수처리 후 전원스위치를 다시 켠다)

※ 기계실 – 모바일 제품(중,대형)에만 설치되어 있음            

             □ 본사 및 공장 : 경기도 화성시 송산면 삼존로 270-19

               Tel) 031-487-7800  /  Fax) 031-356-2032

               홈페이지 : w w w .k ija e .com    

[자동]

[수동]

1) 정화조가 85%정도 차면 자동 수위 조절기에서 경보음이 발생함
2) 경보음 발생 시 녹색등에 불이 켜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