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utomatic Water Still

증류수기

본 제품을 안전하고 바르게

사용하기 위해서 사용 전에

반드시 본 내용을 읽어 주시고, 

충분히 이해해 주세요.

본 내용은 읽은 후에 항상

사용할 수 있도록 반드시

지정된 장소에 보관해 주세요.

사용설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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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에 관한 주의사항

감전의 위험이 있습니다.

접지선은 반드시 설치해 주십시오.

접지선을 설치하지 않으면 누전때 감전될 수 있습니다.

화재나 화상의 위험이 있습니다.

배기구에서는 고온의 열기가 나오므로 배기구

근방에는 물건을 놓거나 접촉을 금합니다.

고압을 사용하므로 폭발, 발화의 위험이 있습니다.

가연성, 폭발성, 인화성의 물질을 넣지 말아 주십시오.

방폭구조가 아니므로 폭발, 발화의 위험이 있습니다.

사용전에 안전상의 주의를 잘 읽어 주시고 올바르게 사용하여 주십시오. 

여기에 표시된 주의 사항은 안전에 관한 중요한 내용을 기재하고

있으므로 필히 지켜주십시오.

안전주의사항은 위험, 경고, 주의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위험 : 이 표시를 무시하고, 잘못 취급하면 사람이 사망 또는 중상을

입는 절박한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경고 : 이 표시를 무시하고, 잘못 취급하면 사람이 사망 또는 중상을

입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주의 : 이 표시를 무시하고, 잘못 취급하면 사람이 상해를 입거나, 

물적손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의

위험

경고

AUTOMATIC WATER STI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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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품의 특성 및 용도

2. 설치준비 및 장소

1) 사용 전에 먼저 기기에 적합한 전원이 연결되어 있는지 확인 합니다. 

본 기기는 220 Volt, 50/60 Hz 단상 이오니 반드시 전원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열기,습기,분진,진동이 없는 곳에 설치하십시오.

3) 가능한 급수와 배수가 용이한 곳에 설치하십시오.

4) 설치장소는 바닥이 견고하고 평평한 곳에 수평을 유지하여 설치하십시오.

Automatic Water Still은 1차 증류수를 생산, 저장하는 제품으로 미려한 외형과

Jumbo type의 저장탱크를 채택, 사용자의 편리성을 도모하였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별다른 조작이 없이 기기의 동작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만수 및 증류 램프가

있으며 과열 방지 센서가 내장되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AUTOMATIC WATER STILL

• 소요 전력이 3.0 kW, 15 amp 이므로 반드시 규격에 맞는 콘센트를

사용 하십시오. 

모든 연결 호스는 꺾이거나 막힘이 없도록 설치하여 주십시오.

주의

•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접지선이 있는 콘센트를 사용 하시기 바랍니다.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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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OMATIC WATER STILL

1) 필터의 INNET표시 부분에 공급수라인을 연결하여 주시고 호수 밴드로

연결부위를 단단히 조여 주시길 바랍니다.

2) 드레인 밸브(8)에 일반 호스나 실리콘 호스를 끼우고 배수가 잘 되는 배수구에 연결합니다. 

호스가 꺽이거나 배수구를 높은 위치에 놓아 배수가 불량하지 않도록 주의 하시기 바랍니다.

3) 보일러 배출구 (9) 에 일반 호스나 실리콘 호스를 끼우고 배수가 잘 되는 배수구에 연결합니다. 

호스가 꺽이거나 배수구를 높은 위치에 놓아 배수가 불량하지 않도록 주의 하시기 바랍니다.

• 최초 동작시 공급수 수압이 너무 쎄지거나 약할 경우 기기 작동에 이상이 있을 수

있으니 적당한 압을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수압 : 10Liter / Min)

주의

3. 기기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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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의사항

경고

• 기기 주위에 인화성 물질을 가까이 두지 마십시오. 화재위험이 있습니다.

• 젖은 손으로 Power Cord를 만지지 마십시오. 감전사고의 위험이 있습니다.

• 하나의 콘센트에 여러개를 동시에 꽂지 마십시오. 과부하시 화재의 원인이 됩니다.

• 접지선은 반드시 설치해주십시오. 접지선을 설치하지 않으면 누전 때 감전될 수

있습니다.

주의

• 정원을 공급할 때 반드시 정격에 맞는 전원인지를 확인하십시오.

본 기기는 220V, 50/60㎐에서 정상 작동하도록 제작되어 있습니다.  

• 기기 주변에 많은 전류를 사용하는 기기가 있으면 오동작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가급적 피하여 주십시오.

• 청소할 때 기기 외부에 직접 물을 붓지 마십시오.

Short-Circuit와 기타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 청소할 때 용액, 벤젠, 날카로운 것등을 사용하지 마십시오. 

기기 표면의 변색이나 손상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고무나 플라스틱 부분은 모양의 변화나 변성, 변색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휘발성 물질은 사용하지 마십시오. 중성세제를 사용할 때에는 반드시 물로

깨끗하게 닦아 주십시오.

• Power Cord를 전원 콘센트에서 뽑을 때는 반드시 플러그를 잡아 당겨 주십시오.

• 기기가 작동 중에는 기기의 상단면과 증기가 나오는 부분은 매우 뜨거우니

화상에 주의 하시기 바랍니다.

• 기기의 장기간 사용을 위해 물이 끊는 챔버의 내부를 정기적으로 세척하여 주십시오.

(6개월 마다)

특히 지하수등 수질이 나쁜 공급수를 사용할 경우 보일러와 히타에 스케일이 많이

발생 하므로 주기적으로 보일러의 내부를 세척해 주셔야 안전하고 오랫동안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보일러나 히터를 날카로운 물체로 긁거나 문지르지 마십시오.

• 오랜 시간 동안 기기를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전원 콘센트에서 Power Cord를

뽑아 주십시오.

• Cord가 상하면 누전이나 화재의 위험이 있으므로 꼬이거나 벗겨지지 않게

주의하십시오.

• 공급수는 가능한 지하수 보다는 이물질이 적은 수도 물을 사용하시거나 전처리

장치를 사용하십시오.

AUTOMATIC WATER STILL

• 세척시 전기실 내부로 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유의하십시오.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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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각 부분의 명칭 및 동작

Automatic Water Still

AUTOMATIC WATER STILL

1. CIRCUIT BREAKER

2.  POWER SWITCH

3. DISTILLED WATER DISPENSER COCK

4. DISTILL INDICATOR LAMP

5. RESERVOIR FULL INDICATOR LAMP

6.OVERHEAT  SAFETY CONTROL KNOB 

7.WATER SUPPLY INLET

8.COOLING WATER DRAIN VALVE

9.BOILER WATER DRAIN VALVE

10.STEAM VENT

11. Fil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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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OMATIC WATER STILL

1. 차단기 (CIRCUIT BREAKER)

기기의 Main전원 공급장치

2. 전원스위치 (POWER)

기기에 전원을 공급하는 스위치 입니다.

3. 증류수 디스펜서 (DISTILLED WATER)

증류수 저장 탱크에 저장된 증류수를 사용할 수 는 디스펜서 입니다.

4. 증류표시램프 (DISTILL)

증류수가 생산 중일 때 램프가 켜지며

공급수 공급이 중단 되거나 증류수 저장 탱크가 만수가 되었을 경우 램프가 꺼집니다.

5. 만수표시램프 (FULL)

증류수 저장 탱크에 증류수가 가득 찬 경우 램프가 켜지며 히터의 작동이 멈

추어 증류를 중단하고 공급수의 공급을 중단 합니다. 

6.과열방지장치(SAFETY)

히터의 과열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 장치로써 증류를 할 때 에는 Max. 위치에 놓고 사용 하십시오.

7.공급수 인입구 (WATER SUPPLY INLET)

증류수기에 공급수를 공급하는 밸브 입니다. 

8.냉각수 배출구 (DRAIN VALVE)

증류수기의 냉각수가 배출되는 밸브입니다. 

냉각수 배출구는 호스를 연결하여 배수구에 연결하

십시오. 

9.보일러 배출구 (DRAIN VALVE)

증류수기 보일러실의 물을 배출하는 밸브 입니다.

사용 중에는 밸브를 잠그고 사용 하십시오. 

10.스팀 배출구 (STEAM VENT)

증류수 제조 시 발생하는 스팀을 일부 배출하는 배출구 입니다.

6. 부분별 명칭 및 동작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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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OMATIC WATER STILL

7. 기 기 의 작 동

1) 모든 호스의 연결을 완료한 후 수도를 틀어 공급수를 공급합니다. 이때 공급수 밸브를

열어 적당한 수압 (최소 10 Liter/min) 을 조절 합니다. 

공급수의 압력에 의하여 누수가 되는 곳이 없는지 자세히 살펴 누수 부위를 단단히 조입니다.

• 공급수의 수압이 현저히 낮을 경우 냉각능력이 떨어져 증류수의 생산량이 적을 수 있습니다. 

공급수의 수압을 최소 10 Liter/min 이상으로 조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

2) 차단기 (1)을 올리고 ON/OFF 스위치(2)로 전원을 공급합니다. 보일러 챔버 내부에 충분한 물이

공급되어 히터가 물에 잠기면 수위 센서가 작동하여 스위치가 접점 되는 소리가 나며 자동으로

히터가 작동 됩니다.

3) 과열방지장치(6)를 Distill 위치 까지 돌려 놓으면 히터가 지속적으로 작동하며 증류램프(4)에

불이 들어 옵니다.

4) 보일러 부분의 인입수가 끓기 시작하면 스팀이 발생되고 발생된 스팀이 증류수 저장 탱크의

냉각코일에 의하여 축이 되어 증류수 저장 탱크에 저장이 됩니다.

• 과열안전장치를 최대로 설정하지 않을 경우 보일러가 끓지 않아 증류수가 생산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보일러의 인입수가 충분히 가열되어 끓고 있는지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5) 증류수의 사용

증류수가 생산되어 증류수 저장 탱크가 가득 차면 만수 센서가 작동 하여 히터의 전원을 차단하여

증류를 멈추고 솔레노이드 밸브가 작동하여 공급수의 공급도 중단 합니다.

6) 기기 전면의 증류수 디스펜서를 사용 하여 증류수를

사용 합니다.

디스펜서의 밸브를 누르면 증류수가 나오고 놓으면 자동으로 복귀하여 증류수 토출을 멈춥니다.

디스펜서의 밸브를 위로 당겨 멈추면 밸브가 열려 증류수가 지속적으로 토출 됩니다.

7) 증류수를 사용하여 증류수 저장고의 수위가 낮아지면 수위 센서가 작동하여 공급수의 공급이

재개 되고 히터가 작동하여 사용한 만큼의 증류수가 생산 됩니다.

• 기기 사용을 장시간 멈출시에는 전원을 OFF시키고 최초 공급수 라인을 차단하여 주십시요.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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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Water Flow Diagram

AUTOMATIC WATER STILL

Automatic Water Sti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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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기기의 관리 및 보관

주의

• Power Cord를 전원 콘센트에서 뽑을 때는 반드시 플러그를 잡아 당겨 주십시오.

• 용액, 벤젠, 날카로운 것 등을 사용하지 마십시오. 

기기 표면의 변색이나 손상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경고

• 청소를 하기 전에는 전원을 꺼주십시오. 감전의 위험이 있습니다.

1) Chamber 내부를 청소할 경우

-. 전원 플러그를 전원콘센트에서 뽑습니다.

-. 중성 세제등 사용하여 부드러운 천으로 내부를 닦아줍니다.

-. 부드러운 천으로 다시 한번 닦아 줍니다.

2) 기기의 외부를 청소할 경우

-. 중성세제에 적신 스폰지나 부드러운 천으로 닦아줍니다.

-. 마른천으로 닦아 줍니다.

-. 유기용제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3) 전기 부품의 청소

-. 반드시 마른 천으로 닦아줍니다.

4) 장시간 사용하지 않을 경우

-. 전원 플러그를 전원 콘덴서에서 뽑습니다.

-. 부드러운 천으로 깨끗이 닦아 줍니다.

-. 포장한 후 보관합니다.

AUTOMATIC WATER STI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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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고장의 원인 처리

• 기기의 보수,점검 때에는 Main스위치를 [꺼짐] 상태로 해주시고 전원 플러그를

빼주십시오.

• 수리기술자 이외의 사람은 절대 분해하거나 수리,개조를 하지 말아주십시오.

발화하거나, 이상동작을 해서 상처를 입을 수 있습니다.

경고

AUTOMATIC WATER STILL

증 상 점 검 사 항 조 치 방 법

전원표시등이 들어오지 않을 때

전원 코드 점검 전원코드를 바르게 연결해 주십시오.

차단기 점검
차단기가 ON 상태에 있는지 확인하
여 주십시오.

전원 표시등은 들어 오는데
증류램프가 들어오지 않을 때

공급수 점검
공급수가 충분히 공급되지 않았을
경우 전원이 공급되지 않습니다.

전원 표시등은 들어 오는데
증류램프가 들어오지 않을 때

히터 점검 히터 단선 시 히터를 교체 하십시오.

증류램프가 들어 왔는데 물이 충분
히 끓지 않을 때

SAFETY 점검
SAFETY 다이알을 최대로 설정 하
십시오.

증류램프가 들어 오고 물이 충분히
끓는데 증류수가 생산되지 않을 때

공급수가 공급되고 있는지
점검

공급수는 보일러에 물을 공급하기도
하지만 콘덴서에 냉각수를 공급하는
역할도 합니다. 
최소 10 Liter/min의 냉각수가 공급
되어야 증류수 생산 능력이 보장
됩니다.

만수램프가 들어 왔는데 물이 계속
끓을 때

만수 레벨스위치 점검

만수 레벨 스위치가 작동하는지 손
으로 작동해 봅니다.
만수레벨스위치를 내리면
만수램프가 꺼지고 올리면
만수램프가 들어올 때 정상입니다.
만일 정상작동이 되지 않을 경우
레벨스위치를 교체 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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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Specifications

본 사양들은 제품의 개선을 위하여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AUTOMATIC WATER STILL

Model HWS-FA12 HWS-FA30

Capacity 2.0 ℓ/ hour 4.0 ℓ/ hour

Dimensions

Distiller 200(W) x 200(D) x 300(H) mm 200(W) x 200(D) x 300(H) mm

Reservoir 200(W) x 200(D) x 300(H) mm 275(W) x 275(D) x 400(H) mm

Out 530(W) x 300(D) x 590(H) mm 680(W) x 375(D) x 600(H) mm

Heater 3.0 kW 3.0 kW

Cooling Water Approx. 12ℓ Approx. 30ℓ

Material
Internal

Stainless Steel Boiling Chamber Stainless Steel Boiling Chamber

Stainless Steel Storage Tank Stainless Steel Storage Tank

External Powder Coated Steel Powder Coated Steel

Reservoir Stainless Steel Storage Tank Stainless Steel Storage Tank

Safety Device

Over Temp. Protector Over Temp. Protector

Water Float Level Sensor Water Float Level Sensor

Water Supply Cut-Off Water Supply Cut-Off

Operation Fully Automatic Operation Fully Automatic Operation

Signal Lamp Distillation, Filled with water Ramp
Distillation, Filled with water 

Ramp

Electric Supply 220V, 50/60 Hz 220V, 50/60 H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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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ring diagram

AUTOMATIC WATER STILL



-15-

* Circuit Diagram

AUTOMATIC WATER STILL



Made in Kore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