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물 안쓰는 소변기 제품매뉴얼

Model:EU-04 / EU-05

소변기 본체 및 구성 액세서리 각부 명칭
1. 소변기 본체 각부 명칭

1 소변기

2. 구성 액세서리 명칭

2 벽설치용 홀(Hole)

4

8

1

3 EU04(스탠드형) - 하단 밸브 커버 L

2

9

하단 밸브 커버 고정 홀(Hole)

10

5 EU04(스탠드형) - 하단 밸브 커버 R
6 EU05(벽부착형) - 하단 밸브 커버 L
7 EU05(벽부착형) - 하단 밸브 커버 R
8 매직밸브

11

12

9 매직컵

13

10 매직컵 스크류
11 밸브키
12 고무 오링

4

14

13 고무 어뎁터

15

5

14 하단 밸브 커버 고정 스크류 세트
3

15 극세사 타올

극세사 타올

16 자몽블링(세정제)

EU04용

16

17 설치용 액세서리 세트
17

(ㄱ형 브래킷, 칼브럭, 육각머리[+]
스크류, 접시머리[+]스크류, 폴리
원형와샤, 평와샤, 마감 원형캡
[크롬도금])

7
6
※하단 밸브 커버는
EU04 / EU05 모델
별로 디자인이 상이
합니다.

EU05용

자몽블링
세정제

소변기 설치 방법 및 밸브 조립 (스탠드형 / 벽부착형)
1. 소변기 설치 도면
브래킷 가로 설치 치수

브래킷 세로(높이) 설치 치수
스탠드형

벽부착형
브래킷 부품

1212mm

280mm

968mm
350mm

! 현장의 배관 상황에 따라 설치 치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설치 세부 사항은 4번 항목 “브래킷
설치 및 제품 연결”참고하여 설치 하세요.)

180mm

180mm

소변기 설치 방법 및 밸브 조립 (스탠드형 / 벽부착형)
2. 소변기와 밸브 조립

3. 브래킷 설치 및 제품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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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1

3
4

밸브홀
2

5

6

3
4

1 벽에 브래킷 부착 위치를 설정하고 칼블럭을 박아줍니다.

(브래킷 부착 위치 등은 1번 항목의 “소변기 설치 도면”을
1 매직컵을 소변기 내부방향으로 밸브홀에 맞춰 끼웁니다.
2 고무오링을 소변기 밑부분에서 매직컵에 끼웁니다.

( ! 고무오링을 소변기 하단과 밀착되도록 부착)
3 매직컵 스크류를 매직컵의 나사 부분에 맞춰서 돌려서 끼웁니다.

고무 오링에 밀려 돌아가지 않을때까지 조여 결합 합니다.
( ! 완벽하게 조여지지 않으면 소변이 새어 냄새가 날수 있습니다.)
4 고무 어뎁터를 매직컵 아랫부분에 맞추어 결합합니다.
5 밸브키를 이용하여 우산모양의 매직밸브 세트를 매직컵의 부착홀에

참고하여 설치 바랍니다.)
2 평와셔를 육각머리 스크류에 결합한뒤 칼블럭에 브락켓을

고정하여 줍니다.
3 폴리원형와셔를 소변기 설치홀에 끼워 결합니다.
4 소변기를 부착할 브래킷의 위치에 잘 맞춰놓고 접시머리 스크류를

이용하여 그림과 같이 브래킷의 고정홀에 맞추어 끝까지 조여줍니다.
5 마감 원형 캡을 소변기에 부착되어 있는 폴리원형와셔에 잘 끼워서

소변기 벽 부착을 마칩니다.

왼쪽 방향으로 돌리면서 아래로 밀면서 부착합니다. 더이상 들어가지
않을 때까지 눌러 부착하여 줍니다. ( ! 매직밸브를 뺄때는 밸브키를
이용하여 왼쪽 방향으로 돌리면서 윗쪽으로 당겨서 빼줍니다.)
6 벽부착형으로 사용시에만 배관 부품인 DL 소켓을 4번 고무 어뎁터에

꼭 맞추어 결합하여 조립을 완료합니다.

※ 스탠드형으로 사용시에는 5번 부품까지만 부착하여 조립을 완료

매직밸브 및 매직컵
조립완료후 모습

합니다.( ! 완벽하게 결합하지 않으면 소변 냄새가 날수 있습니다.)

4. 하단 밸브 커버 조립 방법
※ 소변기 부착 및 배관 설치 완료가 된 후에 그림과 같이 소변기 하단의 밸브 시공 부분을 마감하는 하단 밸브 커버를 부착하여
소변기 설치를 마무리 합니다.
※ 스탠드형과 벽부착형의 설치 장소에 따라 커버의 디자인이 다릅니다. 설치시 참고 바랍니다.

스탠드형

벽부착형

하단 밸브 커버 L/R을 소변기 밸브 시공 부분의 좌우에 위치시킨

하단 밸브 커버 L/R을 소변기 밸브 시공 부분의 좌우에 위치시킨

후 상단 커버 고정부분에 고정스크류 4개를 이용하여 커버를 고정

후 상단 커버 고정부분에 고정스크류 4개를 이용하여 커버를 고정

한뒤 하단 부분에 2개의 고정스크류를 이용하여 커버조립을 완료

한뒤 하단 부분에 1개의 고정스크류를 이용하여 커버조립을 완료

합니다.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