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As shown in the image, place the Main Frame Fixing Plate on the toilet and affix the fixing bolts on the 
Main Frame Fixing Plate to fix it onto the toilet.
At this time, secure it firmly by using a tool, etc. so that the Main Frame Fixing Plate does not shake.

▶ The location at which the Main Frame Fixing Plate is secured determines the location where the product is installed. 
Considering the size of the product and toilet, fix the Main Frame Fixing Plate in a suitable position. 
If the position of Main Frame Fixing Plate is improper, the seat will be too forward or backward compared to the toilet.

When attaching and fixing the main frame, fix it carefully so that the centers of the main frame and 
toilet are aligned.

Install the main frame of the bidet.

HOW TO INSTALL

Connect the hose for the bidet to the bidet's 
water supply inlet.

Connect the branched T-valve, waterworks 
filter and water supply hose for the bidet.
※ Refer to below for installation of a waterworks filter.

Water supply inlet

Water supply hose for the bidet

Fixing bolts
Fixing washer
Fixing brackets
Main frame fixing plate
Rubber nut

Butt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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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w to Install the Filter

Check for leaks (hose connection/filter connection).2

Water pressure may be affected if the filter is filled with 
contaminants or if the filter is used past its lifespan. In this case, 
please change the fil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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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nect the filter to the adapter.
※ (Hold the adapter in place when connecting to the filter)
※ Check the rubber sealing when connecting the filter
※ After connecting the filter to the adapter, twist to close. Twist another ¼ of a 

full rotation after the filter becomes difficult to twist.
(Leaks may occur if the filter has not been connected proper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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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과 같이 본체고정판을 양변기 위에 올려놓고, 본체고정판에 고정볼트를 결합하여 양변기에 고정시킵니다. 
이때 본체고정판이 흔들리지 않도록 공구등을 이용하여 견고하게 고정하십시오.

▶ 본체고정판의 고정위치에 따라, 제품이 설치되는 위치가 결정됩니다. 제품과 양변기의 크기를 고려하여 
본체 고정판을 적당한 위치로 고정하여 주십시오. 본체고정판의 위치가 적당하지 않으면 시트가 변기보다 
앞으로 나오거나 뒤로 들어가게 됩니다.

 

 

정수필터 아답터

정수필터
비데용 
급수호스

정수필터 설치방법 

호스 연결부위 및 정수필터의 연결부위에 누수가 없는지

확인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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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물질로 인해 정수필터가 막히거나 교체시기가 되어 물 투과율이 줄어들 경우 
제품내 물공급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정수필터를 반드시 교체해주십시오.
※ 정수필터 권장 사용기간은 약 4~8개월이나 사용량, 수질상태 등 사용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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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필터를 아답터에 연결합니다.
※ (정수필터 연결시 정수필터 아답터를 손으로 고정시키고 연결합니다)
※ 정수필터 체결시 고무실링을 꼭 확인하세요.
※ 정수필터를 아답터에 삽입후 자연스럽게 오른쪽 방향으로 돌리면 걸림이 
발생합니다. 그지점에서 1/4회전 이상 돌려 주십시오. 
(체결량이 적을시 누수의 원인이 됩니다. 누수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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