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保存这些说明

警告：触电或产品损伤的危险。

重要！产品损伤的危险。不要安装在水可能溅到的地方。

重要！产品损伤的危险.

重要！

注意：

危险-降低触电的危险：

警告-避免低温灼伤、触电、火灾或人身损伤

待

重要！

重要！

重要！

警告：触电、火灾或人身伤害的危险。

 220V~ ,  50 H  z,  1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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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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必须

如须再次接通电源，

安全注意事项（续）



*
外形尺寸

-

1 

1 5  ( 32 48 )

*

* 功率值在以下条件测试：动压0.2MPa, 进水温度15℃。

* 抗菌：含银离子的座圈、盖板长期抗细菌，抑制产品表面的细菌生长，并不代表防霉等附带效果。抗菌率大于99%（依
据GB21551.1-2008、GB21551.2-2010抗细菌性能试验方法进行试验）。

-
-

关、1-5档（室温、约31-39℃）

关、1-5档（室温、约31-39℃）

220V~, 50Hz
0.07MPa（动压）-0.74M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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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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本机附带宽幅清洁功能，如想使用宽幅清洁，请在启动臀部+移
动冲洗后长按按摩键约2秒。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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有害物质名称

部件名称
铅(Pb） 汞（Hg） 镉（Cd）

塑料组件 ○ ○ ○ ○ ○ ○ 

控制类组件 × ○ ○ ○ ○ ○ 

PCBA组件 × ○ ○ ○ ○ ○ 

电机类组件 × ○ ○ ○ ○ ○ 

导线类组件 ○ ○ ○ ○ ○ ○ 

进水组件 ○ ○ ○ ○ ○ ○ 

喷管组件 ○ ○ ○ ○ ○ ○ 

加热组件 ○ ○ ○ ○ ○ ○ 

*遥控器组件 × ○ ○ ○ ○ ○ 

*电池 ○ ○ ○ ○ ○ ○

六价铬

(Cr(VI)）

多溴联苯

（PBB） 

多溴二苯醚

（PBDE）

产品中有害物质含量的说明

○：表示该有害物质在该部件所有均质材料中的含量均在GB/T 26572现行

 10

有效版本规定的限量要求以下。
×：表示有害物质至少在该部件的某一均质材料中的含量超出GB/T 26572
现行有效版本规定的限量要求。
*：表示部分机型含有该部件。

注：本表格提供的信息是基于供应商提供的数据及科勒公司的检测结果。
本产品应用环保设计理念，在当前技术水平下，所有有害物质或元素的
使用已经控制到了最低程度，科勒公司会继续努力通过改善现有技术来减
少这些物质的使用。

本产品的“环保使用期限”为10年，科勒公司根据产品设计特
性指定该期限。只有在本产品使用说明书所述的正常情况下使
用本产品时，“环保使用期限”才有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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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不要把此產品放置在可能掉落或可能被拉入浴缸及水槽的地方。

□ 不要把產品放置在容易受水或其它液體侵蝕的地方。

□ 不要觸及掉進水的產品，請立即刻關閉家裡入戶電源開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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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Hz，10A帶接地故障斷路器或接地漏電保護器的電路中。

警告：觸電或產品損傷的危險。不要把產品浸入水中。

重要！產品損傷的危險。不要安裝在水可能濺到的地方。

重要！產品損傷的危險。不要把產品安裝在過分潮濕的地方，在這種地方，水
汽可能凝聚在產品表面。請始終保持使用環境有足夠的通風。以防止電子元件
的損壞。

重要！產品損壞或財產損失的危險。硬推、硬拉水管接頭可能造成水滲漏。

重要！產品損壞的危險。不要在噴嘴上施加過大的力。否則產品可能損壞。

重要！產品損壞的危險。在一些水可能在水管中結冰的地方。要做好水管保溫
的安排。任何留在產品裡的水在冬天儲存時都可能結冰。在重新安裝或使用前
請保證產品暖至室溫。

重要！產品損壞的危險。在安裝工作完成之前不要接通電源。這可能導致產品
故障。

注意：溫暖的氣候時。熱保護器在存儲或運輸過程中可能失靈。導致產品不工
作。在重新安裝或使用前請保證產品冷至室溫產品冷至室溫。

當使用電器產品時，尤其當兒童在場時，應該遵守基本的安全防範，包括如下：

危險-降低觸電的危險：

對於無法自己進行溫度調節操作的兒童和老人。需要幫助將座便蓋的圈溫、
沖水溫度及風溫調節到合適的檔位。

當兒童、老年人、殘疾人，以及身體、感知、智力能力缺陷或經驗和嘗試
缺乏的人使用或靠近此產品時，近距離的監護是必需的。兒童不應該被允
許使用或接觸此產品，不要讓兒童獨自待在安裝有此產品的房間，兒童不
應玩耍器具。

警告-避免低溫灼傷、觸電、火災或人身損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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安全註意事項（續）

□ 僅按照手冊中所描述的方式使用本產品，不要使用科勒不推薦的附件只有
專業。

□ 使用時請勿倚靠在蓋板上，以免損壞產品。

□ 如果有一下情況請不要使用本產品：電源線、插頭及產品有損壞；產品不
能正常工作；產品掉入水中。

□ 根據安裝說明正確地安裝本產品。

□ 只有專業人士可以修理此產品。不要試圖自己維修此產品。否則保修無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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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使電源線遠離加熱表面。

□ 不要把任何物品掉入或插入管路和開孔處。

□ 不要在戶外或者微粒噴霧設備正在被使用的地方使用本產品。也不要在給
氧的地方使用本產品。

□ 在通電之前必須按照說明書中的要求接地。

□ 防止將水淋到電源插頭上。

□ 請避免長時間讓裸露的皮膚接觸加熱座圈。以免低溫灼傷。

□ 需要有資質的維修人員維修紫外線殺菌裝置。

□ 如果電源線損壞。為了避免危險。必須由製造商、其維修部或類似部門的
專業人員更換。

□ 必須使用隨器具附帶的新軟管元件,舊軟管元件不能重複使用。

□ 使用者切斷電源後，如須再次電源開啟，請務必聽到「滴，滴... 」提示
音結束後，再電源開啟。



-

額定功率

外形尺寸

-

-
-

關、1-5檔（室溫、約 31-39℃)

1個 

關、1-5檔（室溫、約 31-39℃)

關、1-5檔（室溫、約 32-48℃) 

*

* 功率值在以下條件測試：動壓0.2MPa,進水溫度15℃。

* 抗菌：含銀離子的座圈、蓋板長期抗細菌，抑制產品表面的細菌生長，並不代表防黴等附帶效果。抗菌率大於99%（依據
GB21551.1-2008、GB21551.2-2010抗細菌性能試驗方法進行試驗）。

220V~, 50H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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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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本機附帶寬幅清潔功能，如想使用寬幅清潔，請在啟動臀部+移
動沖洗後長按按摩鍵約2秒。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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有害物質名稱

部件名稱
鉛 
(Pb)

 汞
(Hg) 

鎘
(Cd)

塑料組件 ○ ○ ○ ○ ○ ○ 

控制類組件 × ○ ○ ○ ○ ○ 

PCBA組件 × ○ ○ ○ ○ ○ 

電機類組件 × ○ ○ ○ ○ ○ 

導線類組件 ○ ○ ○ ○ ○ ○ 

進水組件 ○ ○ ○ ○ ○ ○ 

噴管組件 ○ ○ ○ ○ ○ ○ 

加熱組件 ○ ○ ○ ○ ○ ○ 

*遙控器組件 × ○ ○ ○ ○ ○ 

電池* ○ ○ ○ ○ ○ ○

六價鉻

(Cr(VI))

多溴聯苯

（PBB） 

多溴二苯醚

（PBDE）

產品中有害物質含量的說明

○：表示該有害物質在該部件所有均質材料中的含量均在GB/T 26572現行

 10

有效版本規定的限量要求以下。
×：表示有害物質至少在該部件的某壹均質材料中的含量超出GB/T 26572
現行有效版本規定的限量要求。
*：表示部分機型含有該部件。

註：本表格提供的信息是基於供應商提供的數據及科勒公司的檢測結果。
本產品應用環保設計理念，在當前技術水平下，所有有害物質或元素的使
用已經控制到了最低程度，科勒公司會繼續努力通過改善現有技術來減少
這些物質的使用。  

本產品的“環保使用期限”為10年，科勒公司根據產品設計特
性指定該期限。只有在本產品使用說明書所述的正常情況下使
用本產品時，“環保使用期限”才有效。

回收提示

本產品超過使用期限或經過維修無法正常使用後，不應隨意丟棄，請交
由有廢棄電器電子產品處理資質的企業處理，正確的處理方法請查閱國
家或當地有關廢舊電器電子產品處理的規定。

有害物質統計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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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ildren, elders or those with disabilities from their body, sensitivity or mental 
disabilities should not use or get close to this product unless under close 
tutelage. Children are forbidden to use or touch this product. Do not leave 
children alone in a room with such product.

Warning:  Risk of electric shock, fire or personal injury. This product 
must be installed safely. Connect only to dedicated 220V~, 50 Hz , 10A 
circuit protected by Ground-Fault Circuit-Interrupters (GFCI’s) or
Earth-Leakage Circuit-Breakers (ELCB’s).  
Warning: Risk of electric shock or product damage. Do not immerse 
the product into water.

Important! Risk of product damage. Do not install at a place where it may be 
splashed by water. 
Important! Risk of product damage. Do not install the product at a place 
with excessive humidity, where moisture may condense at the surface of the 
product. Please maintain that the usage envi-ronment is under adequate 
ventilation, so as to prevent damage to electronic components.  
Important! Risk of product damage or property loss. Water leakage may 
happen if the water pipe connector is pulled or pushed with excessive force. 
Important! Risk of product damage. The product may be damaged if the 
nozzle is applied with excessive force. 
Important! Risk of product damage. The part of the pipe where water may be 
frozen should be protected by thermal insulation. Any water left in the product 
may be frozen during the winter season. Please keep the product in room 
temperature before reinstallation or usage.   
Important! Risk of product damage. The power shall not be connected before 
the work is finished. Otherwise it may lead to product failure.  

Attention: The thermal protector may be out of order during storage or 
transportation in warm climate which can lead to product failure. Please 
ensure the product cools to room temperature before reinstallation or usage. 

When an  electrical product is used, especially when children are near, the 
following basic safety precautions shall be abided by:

Danger-Reduce risk of electric shock:

□ Do not place or store this appliance where it can fall or be pulled into a bath
or sink.
Do not place in or drop into water or other liquid.

Do not reach for a product that has fallen into water. Unplug immediately.

WARNING - To reduce the risk of low grade burns, electric shock, fire or 
injury to persons: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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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ecommended by Kohler Co.

Do not lean on cover when use this appliance to prevent product from damage.

□

□

□

□

□

□

 (cont.)

For those children and the elderly who are unable to adjust the
temperature, they should ask for help to adjust seat temp, water temp and
wind temp of toilet cover to proper gears.

□

□
been dropped into water.

Install this product properly by following the installation procedure.

This product shall be repaired by professionals only. The warranty will
become invalid if you try to repair this product by yoursel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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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eep power line far from heated surface.

Do not drop or insert any substance to pipeline or the opening.

Do not use this product outdoor or in a place where a particle mist spray
device is used,neither at a place of provisions.

The installation should be subject to the instructions before the power is
connected.

Water should not be poured into the power plug.

Exposed skin should not make contact with heating seat for too long a time
to prevent low temperature burning.

□

□

□

□

□

□

□

the professionals from its maintenance 
department or similar departments, to avoid the occurrence of danger.

Please use the water supply hose accompanying with new machine. The old 
hose assembly shall not be used again.

When customer cut power supply off, if reactivation of power supply is 
required, please wait until the end of “beep……” indication, and then turn on 
power supply ag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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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Rated power

Rough dimension dimension 
Weight of product
Ambient temperature of usage -

-
-

OFF, 1-5 gears (room temp, about 31-39 ℃)

1 piece

Thermal fuse, overheating breaker

OFF, 1-5 gears (room temp, about 31-39℃)
Thermal fuse, overheating breaker

OFF , 1-5 gears (room temp, about 32-48 °C)
Thermal fuse, overheating breaker

*

* Power value shall be checked under the following condition: dynamic pressure 0.2Mpa, inlet water temp 15°C.
* Antibacterial: ring and lid contains long term anti-bacteria silver ions which will inhibit bacteria growth on surface, this does not 

represent the mildew and other incidental effects. The antibacterial rate is more than 90% (test per GB21551.1-2008, 
GB21551.2-2010 antibacterial performance test require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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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Bidet is equipped with wide oscillate clean function. If you 
would like to use wide oscillate function, please hold pulsate 
key about 2s after activate rear wash + pulsate fun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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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of Content of Hazardous Substances in Product

:Indicates that the substance in the material composition is below the 
high limits of the current requirements in GB/T 26572.

 10

    ×:     Indicates that at least one of the homogeneous substance in the

Note: the information provided is based on the supplier data and Kohler 
inspection results. The product is designed not to hurt the environment. 
Under current technology, all hazardous materials have been used in the 
smallest amounts possible. Kohler will strive to reduce the use of these 
hazardous materials used in this product.  

The product “service life for environment protection” is 10 years;   
Kohler Company will specify product service life based on 
product characteristics.  The product “service life for environment 
protection” is only effective when the product is used as 
described in the product specification.  

Reclaim Indication 
When the product exceeds service life or is unable to use after repair, do 
not throw the product away in the normal trash. Please dispose the waste 
electronic parts through a qualified reclamation enterprise. Make sure the 
product is handled properly. Disposing of product must be done in 
accordance with the local or national government law. 
Statistics of Contents of Toxic or Hazardous Substances or Elements

Toxic or Hazardous Substance or Elements
Part name

Plastic Assy. ○ ○ ○ ○ ○ ○ 

Control Assy. × ○ ○ ○ ○ ○ 

PCBA Assy. × ○ ○ ○ ○ ○ 

Motor Assy. × ○ ○ ○ ○ ○ 

Wire Harness Assy. ○ ○ ○ ○ ○ ○ 

Water Inlet Assy. ○ ○ ○ ○ ○ ○ 

Wand Assy. ○ ○ ○ ○ ○ ○ 

Heater Assy. ○ ○ ○ ○ ○ ○ 

*Remote Assy. × ○ ○ ○ ○ ○ 

*Battery ○ ○ ○ ○ ○ ○

Lead
(Pb)

Mercury
(Hg) 

Cadmium
（Cd）

Hexavalent 
Chromium
(Cr(VI)）

Polybrominated 
biphenyls
（PBB）

Polybrominated 
Diphenyl Ethers 

（PBDE）

   ○

material composition is below the high limits of the current requirements 
in GB/T 26572.
*: Indicate only partial product series contains this subst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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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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고：감전 혹은 제품파손 위험. 제품을 물에 넣지 마십시오.

중요！ 제품 파손 위험. 물이 튈수 있는 곳에 설치하지 마십시오.
중요! 제품 파손 위험. 제품을 습한 곳에 설치하지 마십시오. 습기가 제품
표면에 응결될 수 있습니다. 통풍을 시종일
관하게 유지하여 전자 소자의 파손을 방지해야 합니다.

중요! 제품 파손 혹은 재산 손실 위험. 호스 이음쇠를 무리하게 밀거나

당기면 누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중요!제품 파손 위험.노즐에 무리한 힘을 가하지 말아야 합니다. 제품이
파손될 수 있습니다.

중요!제품 파손 위험물이 호스안에서 얼수 있는 부분에 대해 보온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제품 속에 잔류된 물은 겨울

에 얼 수 있습니다. 재설치 혹은 사용 전에 제품을 실온으로 가열해야
합니다.

중요!제품 파손 위험.설치 완료전에 전원을 연결하지 말아야 합니다. 제품
고장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주의：날씨가 따뜻할 때, 열보호기가 저장 혹은 운송 중에 고장이 생겨
제품이 작동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재설치 혹

은 사용 전에 제품을 실온으로 냉각해야 합니다.

전기제품 사용 시, 어린이가 현장에 있으면, 기본 안전조치를 준수해야 하며
이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한다:

위험- 감전 위험을 감소：

口제품이 떨어질 수 있거나, 욕조 혹은 수조에 빠질 수 있는 곳에 놓지
마십시오.

口물 혹은 기타 액체 속에 놓거나 떨어지게 하지 하십시오.

口제품이 물속에 떨어지면 손으로 접촉하지 말고, 즉시 전원 플러그를
뽑아야 합니다.

경고-저온 화상, 감전, 화재 혹은 신체 상해를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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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안전경고사항（계속）

口하기 상황에서 본 제품을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전원 케이블, 플러그 혹은 
제품이 파손된 경우,제품이 정상 작동되지 않는 경우, 제품이 물에 떨어진 경우

口설치 설명에 따라 정확하게 본 제품을 설치해야 합니다.

口제품 전문가에 의해서만 본 제품을 수리할 수 있습니다. 임의로 본 제품을 
수리하는 하는 것을금지합니 다.위반 시, 품질보증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口전원 케이블은 가열표면에서 멀리해야 합니다.

口하기 상황에서 본 제품을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전원 케이블, 플러그 혹은 
제품이 파손된 경우,제품 이정상 작동되지 않는 경우, 제품이 물에 떨어진 경우

口설치 설명에 따라 정확하게 본 제품을 설치해야 합니다.

口제품 전문가에 의해서만 본 제품을 수리할 수 있습니다. 임의로 본 제품을 
수리하는 하는 것을금지 합니다.위반 시, 품질보증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口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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口전원 케이블은 가열표면에서 멀리해야 합니다.

口임의 물품을 관로 혹은 홀에 떨어뜨리거나, 삽입하지 말아야 합니다.

口실외 혹은 미립분무설비를 사용하는 곳에서 본 제품을 사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곡물을보관하는곳에 서도본 제품을 사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口전원 연결전에 반드시 매뉴얼의 요구에 따라 접지를 해야 합니다.

口물이 전원 플러그에 튕기는 것을 방지해야 합니다.

口장시간 피부를 가열 시트에 노출하지 말아야 합니다. 저온 화상의 위험이 
있습니다.

口전원 차단후 반드시 “띠,띠...”경고음이 끝난 후 다시 전원을 연결해야 
합니다.

口전원 케이블이 파손된 경우,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반드시 제조업체, 
수리부서 혹은 유사 부서의전 문가에의해 교체해야 합니다.

口반드시 기구와 함께 있는 새로운 가요관 부품을 사용해야 한다.헌 가요관이 
충복하게 사용하면 안되다.

口사용자는 전원을 끊여서 만약에 다시 전원 연결이 필요하면 “띠,띠…”제시 
음성 소리가 끝나서 다시 전원을 연결하세요. 

口 아동,노인,장애인 및 심체,감지,능력,지력이 결함 있거나 경험과 시도가 
결함한 사람들이 이 제품을 사 용하거나 접촉할 때 근거리의 감호는 필수적이다.
아동이 제품에 대한 사용하거나 접촉하면 원칙적으로 안되다. 아동에게 스스로 
이 제품 설치가 있는 방에 있지 마세요.아동이 기구를 놀면 안되다. 

口 스스로 온도를 설정할 수 없는 어린이와 노인은 비데의 시트 온도, 물 
온도 및 바람 온도를 적절 하게 설정해 주어야합니다.매뉴얼의 설명에 따라
본 제품을 사용해야 하며, 콜러사가 추천하지 않은 부품을 사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

*
~,

정격 전력

약 4.5Kg
-

약 0.30-0.65L/min
약 0.30-0.65L/min

OFF ，1-5단（실온，약 31-39℃）

1

OFF 、1-5단( 실온，약31-39℃）

OFF 、1-5단(실온，약 32-48℃）

*

*

*
출력치는 아래 조건에 테스트 필요한다: 동압0 .2Mpa,물타기 온도15℃

항균:은 이온에 포함된 레이스,덮개 판자는 장기적으로 세균을 저항하고 제품 표면의 세균 성장을 억제하는 것이 곰팡이방지 
등 부가 효과를 대신하지 않다.항균 비율>99% (GB21551.1-2008、GB21551.2-2010세균 저항 성능 실험 방법에 따라 
실험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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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방법 



Kohler Co. 62 1305682-MY01-A

본기계는 대폭 청결 공능 있다.만약에 대폭 청결을 사용하려면 
엉덩이 기동+세척 이동 후 마사지 버튼을 약 2초로 길게 누르
세요.



전원케이블을 전원 소켓에 연결하면 변기덮개에서 부저음이 1차 울린 후 
노즐관이 한차례 신축되면 키보드위의 배광등 및 조명등이 초기화 끝날 
때까지 깜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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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장진단

본 고장진단은 일반적인 도움만 제공합니다. KOHLER위임 서비스 센타에서
관련 문제 를 해결해 드릴것입니다. 보수문제는 판매상이나 도매상과 연락
하시기 바랍니다.

일반기능

고장진단

기기 작동 안함

착좌가 감지 안됨

전원 케이블이 연결되지 
않음.

착좌를 감지 시킴

서비스 센타를 
연락함. 

변좌가 느슨함

세정, 비데 시 
전혀  물이 
나오지 않음

사용자를 감지 못함. 않은 자세 조정, 피부와 변
좌 사이 바지 등 격리물이 없
어야 함.

전원을 끄고 급수고장을 해
결한 후 다시 전원을 공급함.

서비스 센타를 
연락함.

야간램프 어두움

변좌가 따뜻해지
지 않음

주위 광선 밝음야

간램프가 꺼짐.

주위 광선이 어두워진후 
야간램프 점등여부 확인.

본 메뉴얼중 [A-정지]사용 
방법을 참고하여 야간램드 
점등.

본 메뉴얼중 [J-변좌온도] 
사용 방법을 참고하여 온도 
설정.

본 메뉴얼중 [J-변좌온도] 
사용 방법을 참고하여 절전모
드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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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장진단

청결기능

고장진단

착좌센서가 사용자 감 
지 되지 않음.

급수밸브를 열어줌.
“기능테스트” 부분에서  

변좌 활성화 정보 확인후 실시 

물의 세기가 약함. 급수 호스 내부의 걸음
망이 이물질로 막혀 잇음.

수도압 부족.
사용수압을 원하는 수압

으로 조절.

세정완료전 노즐
에서 세정수가 나
오지 않음.

세정기능 연속 5분간 동
작 후 세정기능 자동 정지
됨. 

사용자 감지 되지 않음. 

필요시 다시 한번 세정버
튼을 눌러 작동시킴. 
  “기능테스트” 부분에서 변
좌 활성화 정보 확인후 실시

세정 또는 비데 동작
중 노즐 옆에서 연속
해서 물이 나온다. 

제품 내부의 과압 안전

변에서 물이 나옴.
정상적인 현상 임.

장시간 사용하지 않을 
경우 사용전 자동으로 노
즐내부 잔여물을 내보냄. 

정상적인 현상 임.

소프트 개폐

고장진단

변좌와 변좌커버
가 닫히는 속도는 여름
과 겨울철에 틀림.

실온 변화로 생신 차이 
임.

정상적인 현상 임.

변좌 감지

고장진단

미 사용시 세척 버
튼을 누를 경우 세척
기능이 작동 됨.

착좌센서가 물체에 의해 
가려졋거나 변좌가 젖어 
잇음.

착좌 센서부 물을 딱아 내
거나 이물질 제거 시킴.

착좌 후 세척기능 
동작 안함.

현재 앉은 자세에서 인
체 감지 불가.

자세 바꿔서 재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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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장진단 

건조 기능

고장진단

사용과정에 건조 
팬 작동 멈춤.

건조기능을 연속 4분간 사
용 후 팬 자동 멈춤.

필요시 건조 버튼 다시 눌
러 줌.

탈취 기능

고장진단

탈취 팬 작동 
정지.

사용자 감지 되지 않음.

정지버튼 오동작

“기능테스트” 부분에서 
변좌 활성화 정보 확인후 실시

“사용방법”부분에서 변
좌 활성화 정보 확인후 실시

악취 제거 충분하
지 않음.

탈취 필터 과다사용으로 
효력상실.

어떤 사람은 냄새에 대해 
특별히 민감 함.

탈취 필터 교체 함.

무

기타

고장진단

제품이 느슨 함. 제품의 고정 플레이트부 
나사 풀림.

고정 플레이트 나사 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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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에 유해물질에 대한 설명

   ○:  이 유해물질은 이 부품의 모든 재료에 함량이GB/T 26572현행 유
효버전에 규정한 한정 요구 이하에 있다.

 10

×:     유해물질이 적어도 이 부품에 어떤 재료에 함량이GB/T 26572현행 
유효 버전에 규정한 한정 요구를 초과한다.

*: 일부 기계 모델이 이 부품에 포함한다.

비고:본제품이 제공한 정보는 공급업체가 제공한 데이터 및 과럭스 회
사의 검측 결과에 따르다.본제품이 친환경 설계 이념을 응용한다.현행 
기술 수준에 모든 유해물질이나 요소의 사용이 이미 최적 수준을 제약
했다.과럭스 회사는 계속 노력하고 현행 기술 수준을 개선하고 이런 물
질으 사용을 감소한다.  

본제품의 “친환경 사용 연한”이 10년이다.과럭스 회사는 
제품의 설곝 특성에 따라 연한을 지정한다.본제품 사용 설명
서에서 언급한 정상적 상황에서 본제품을 사용할 때에만 
“친환경 사용 기한”이 유효한다. 

회수 제시

본제품은 사용 기한을 넘어가거나 수리해서 정상적 사용하지 못하면 
마음대로 버리면 안되고 폐기한 전자제품 처리 자질이 있는 기업에게 
처리해 주세요.정확한 처리 방법은 국가나 현지 폐기 전자 제품 처리의 
규정을 조회하세요.

유해물질 통계표

유해물질 통계표

부품 명칭
PBB PBDE

플라스틱 부품 ○ ○ ○ ○ ○ ○ 

제어류 부품 × ○ ○ ○ ○ ○ 

PCBA부품 × ○ ○ ○ ○ ○ 

전기류 부품 × ○ ○ ○ ○ ○ 

도선류 부품 ○ ○ ○ ○ ○ ○ 

물타기 부품 ○ ○ ○ ○ ○ ○ 

노즐 부품 ○ ○ ○ ○ ○ ○ 

가열 부품 ○ ○ ○ ○ ○ ○ 

리모컨 부품* × ○ ○ ○ ○ ○ 

배터리* ○ ○ ○ ○ ○ ○

납 
(Pb）

수은
（Hg） 

카드뮴
（Cd）

6가 크롬

(Cr(V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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