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必须使用随器具附带的新软管组件，旧软管组件不能重复使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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警告：触电、火灾或人身伤害的危险。本产品必须安全接地。只能连接
到专用的 220V~, 50Hz，10A带接地故障断路器或接地漏电保护器的电
路中。

供水水压0.07MPa（动压）-0.74MPa。

在安装本产品的同一房间中，需要在触手可及的位置安装一个止水阀，
用于紧急情况下，无需借助工具即可切断本产品的进水水路；否则本
产品的意外故障可能会导致用户损失。



220V~，50Hz，1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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警告：触电、火灾或人身伤害的危险。本产品必须安全
接地。只能连接到专用的 220V~，50Hz，10A带接地
故障断路器或接地漏电保护器的电路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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必须使用随器具附带的新软管组件，旧软管组件不能重复使用。



用手按住座圈右边离前端大约1/2处，听到座圈右边转轴处
发出“咯嗒”一声（重力感应）。

坐得不深的话，有可能没有

须知

体重轻的儿童在使用时，接通着座开关会比较难。

因为便座是上下移动的构造，所以便座缓冲垫和便器间设计有间隙。

接通着座开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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开关ON
间隙

便座向下

着坐开关
（内设）

确认进水阀是否已打开。



自來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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必須使用隨器具附帶的新軟管組件，舊軟管組件不能重復使用。

警告：触电、火灾或人身伤害的危险。本产品必须安全接地。只能

連接到專用的220V~，50Hz，10A帶接地故障斷路器或接地漏電

保護器的電路中。

供水水壓0.07MPa（動壓）-0.74MPa。

在安裝本產品的同一房間中，需要在觸手可及的位置安裝一個止水閥，
用於緊急情況下，無需借助工具即可切斷本產品的進水水路；否則本產
品的意外故障可能會導致使用者損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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警告：触电、火灾或人身伤害的危险。本产品必须安

全接地。只能連接到專用的220V~, 50Hz,10A帶接地

故障斷路器或接地漏電保護器的電路中。

220V~, 50Hz,1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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必須使用隨器具附帶的新軟管組件，舊軟管組件不能重復使用。



/

然後用手按住座圈右邊離前端大約1/2處，聽到座圈

右邊轉軸處發出“咯嗒”一聲（重力感應。）

坐得不深的話，有可能沒

須知
體重輕的兒童在使用時，接通著座開關會比較難。

因為便座是上下移動的構造，所以便座緩沖墊和便器間設計有間隙。

有接通著座開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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便座向下

開關ON 間隙

著座開關
（內設）

確認進水閥是否已打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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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rning: Risk of electric shock, fire or personal injury. This product 
must be installed safely. Connect only to dedicated 220V~, 50Hz , 
10A circuit protected by Ground-Fault Circuit-Interrupters (GFCI’s) 
or Earth-Leakage Circuit-Breakers (ELCB’s). 

Water supply pressure 0.07Mpa(dynamic pressure)-0.74Mpa

When install the product in the room, a stop valve shall be installed in 
a close proximity. For emergency circumstances, the water inlet valve 
shall be stopped without using any tools; otherwise unexpected failure 
may cause the loss to the customer. 



The new hose-sets supplied with the appliance are to be used and that old 
hose-sets should not be reu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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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rning: Risk of electric shock, fire or personal injury. 
This product must be installed safely. Connect only to 
dedicated 220V~, 50Hz, 10A circuit protected by 
Ground-Fault Circuit-Interrupters (GFCI’s) or Earth-
Leakage Circuit-Breakers (ELCB’s). 

220V~,  50Hz, 1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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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new hose-sets supplied with the appliance are to be used and
that old hose-sets should not be reused.  



The seat is activated by skin-to-seat contact. To activate the seat controls
 for testing purpose, facing the toilet first, then hold seat from right front 
edge about ½ position by hand, hear the seat on right side of the rotating 
shaft generate one “click” (gravity induction). 

The contact might not be activated if

It is difficult to activate contact for light weight children.
There’s clearance between seat bumper to toilet due to mobile structrure
 design.  

Note

customer does not sit all way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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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ide)

Toilet seat downward

Clearance

Contact 

Switch ON

 Ensure if water inlet valve is OPEN. 



본 제품을 설치한 방, 가까운 위치에 벨브를 설치해야만 급한 상황 시 
다른 도구의 도움 없이 본 제품의 수로를 차단할 수 있다. 그렇지 않을 
시, 뜻밖의 사고가 사용자에게 손실을 줄 수 있다.

일자드라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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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고:감전,화재나 인싱 상해의 위험.전용의220V~, 50Hz, 10A 
접지 고장 회로 차단기나 접지 누전 보호기의 전로에만 연결
할 수 있다.

공수 수압0.07Mpa(동압)-0.74Mpa



전원 콘센트 설치 

급 

급 

시트를 

새로운 물타기 가요관과 “T”자관을 사용하세요. 헌 가요관 부품과
“T”자관이 사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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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고:감전,화재나 인싱 상해의 위험.전용의220V~, 50 
Hz, 10A 접지 고장 회로 차단기나 접지 누전 보호기의
전로에만 연결할 수 있다.

220V~, 50Hz,10A



고정판 설치 

고정 

시트고정 홀 

나사산을 

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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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 

시트 설치 구멍에 나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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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 시 반드시 제품에 첨부된 급수관을 사용해야합니다. 낡은 
급수관을 재사용하지 마십시오.



전원케이블을 전원 소켓에 연결하면 변기덮개에서 부저음이 1차 울린 후 
노즐관이 한차례 신축되며 키보드 위의 배광등 및 조명등이 초기화 끝날 
때까지 깜빡입니다. 

로 비데 시트를 감싸 테스트 시에 물이 비데 위로 튀는 것을 방지합니다.

기권의 설계가 기권 감응 모식입니다.기권이 테스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먼저 양변기를 직면합니다.그 다음에 손으로 기권 왼쪽 앞에 약 
1/2 부분을 누릅니다.기권 오른쪽 회전축에 “왕왕”소리(중력 감응)가
 나옵니다.

깊지 않게 앉으면 스위치에 

알림:

체중이 가벼운 아동이 사용할 때 스위치에 연결이 어럽습니다.

양변기는 상하 이동의 구조입니다.그래서 양변기 완충 패드와 편기 사이에
틈이 있습니다.

통하지 않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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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장)

스위치ON

착석스위치

좌변아래방향
간극

벨브가 열려있는지 확인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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