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REW-TA15W
REW-TA15U
REW-TA30W
REW-TA50W

저장식 전기온수기



11. 제품을 온수기 외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고장시 조치방법



급수, 온수





겨울철 장기간 제품을 사용하지 않으실 경우는 전원 코드를 뽑아 주시고 제품 내부에 있는
물을 빼 주십시오.

제품 내부의 물이 얼어 동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REW-TA15U

REW-TA50W

모델

전원선 전원선

온수접속구(빨강색)

급수접속구(파랑색)

온수접속구(빨강색)

급수접속구(파랑색)

온수접속구(빨강색)

급수접속구(파랑색)

전원선



(별매품)

(별매품)

반드시 튼튼한 벽면에 설치해 주십시오. 
(석고보드 등 약한 벽면에 설치 금지)

드레인 호스
드레인 호스



배관 시 스테인레스 주름관을 사용하십시오.
(엑셀파이프 또는 플라스틱 배관 연결금지)
 • 급수관은 파랑색이며 온수관은 빨강색이오니 정확히 구분하여 배관하시기 바랍니다. 

 • 급수관에는 중간밸브를 설치하여 주십시오. 

 • 수온은 최고 80℃, 수압은 800kPa(8kgf/㎠)까지 올라가므로 배관에 사용되는 호스 및
   연결 자재는 높은 온도와 수압을 견딜 수 있는 자재를 사용해야 합니다.

 • 배관은 15mm 배관 자재를 이용하여 사용처까지 배관하십시오.

온수 개폐밸브를 반드시 설치하십시오. 

온수기와 온수 사용처는 가까울수록 좋습니다.

REW-TA50W 모델은 원활한 배관 작업을 위해 반드시 커버를 분리 후 배관을
접속한 다음 다시 조립하여 주십시오.

온수배관을 병렬식으로 연결하여 사용하지 마십시오. 
수위 차에 의해 히터가 고장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동 시 과압안전밸브에서 물이 나오는 것은 정상입니다.

설치하지 않으면
온수기

제품 밑의 급수 배관측에 과압안전밸브를 반드시 설치해 주십시오.
(미설치 시 무상 A/S 처리불가)



전원을 연결하기 전에 온수기 탱크에 물을 완전히 채운
다음 연결하십시오

※ 설치 및 사용상의 주의사항 미준수로 인한 제품 파손 또는 피해 발생 시 그 책임은 설치자 및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1. 물 채우기

2. 온도 설정

3. 온수 사용

은

급수밸브는 항상 열림 상태에서 사용하시고, 온수배관 측 밸브를 열어 냉수를 적당히 
혼합하여 원하는 온도에 맞추어 사용하십시오.

장기간 온수기를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전원선을 뽑은 후 급수 중간밸브를 잠그고 탱크 내의
물을 모두 제거하여 주십시오.

온수밸브를 열 때에는 고온에 의한 화상에 주의하십시오.
반드시 온도를 확인한 후 계속 사용하십시오.

※ 물을 제거 시에는 과압안전밸브를 열어 드레인 호스를 통해 배출시켜 주십시오.

※ 다시 사용할 때에는 전기 온수기에 물을 가득 채운 후 전원을 연결하십시오. 

※ E(Economy)의 위치는 55~60℃를 가리키며 
   이 온도는 에너지 절약과 온수기의 수명 연장에
   최적의 상태입니다.

(REW-TA50W 모델은 반시계 방향)

물을 채우지 않고 전원을 넣으면 히팅 엘레먼트가 파손되어 온수기에 치명적인
손상을 줄 수 있습니다.

데



벽걸이형은 반드시 하향배관을 하시고, 바닥 설치형은 상향배관을 하시고, 
제품을 뒤집거나 눕혀서 시공하지 마십시오.

제품은 가능한 한 습도가 적고 청결한 곳에 설치하고 제품 위나 밑에 다른
물품을 놓지 마십시오.

겨울철 동파 방지를 위하여 배관(급수 및 온수관)을 보온해 주십시오.



전원선을



유지 및 보수 작업을 하기 전에는 반드시 제품의 전원선을 뽑아
주십시오.

온수탱크의 물을 가열하는 장치입니다.

REW-TA15W / REW-TA15U

고장 수리는 당사 전문점이나 서비스 센터에 연락하여 조치를
받으십시오.



설정 온도를 필요 이상으로 높게 하면 비정상적인 가열
상태로 되어 안전장치가 작동되면서 히터로 공급되는 
전원이 자동으로 차단될 수도 있습니다. 
이 때에 온도조절기 중앙 상부의 과승 방지기 수동 복귀 
스위치를 작동시켜 주십시오.

온수기의 품질 보증기간을 경과하여 사용한 후의 탱크 누수는 제품을 새 제품으로
구입하여야 합니다.

3. 온도 조절기

과승 방지기 
수동 복귀 
스위치



L

바닥 설치형벽걸이형

360 X 360 X 327 446 X 446 X 390

15

-

450 X 545 X 480 360 X 360 X 327

AC 220 / 60

15

7.4 7.417.012.8

1.51.5 2.5

154930

800(8kgf/㎠)

본체 온도 조절형

과승방지장치, 과압안전밸브



고장현상

고장시 조치방법

원인사항 조치방법

온수가 나오지 않는 경우

온수의 온도가 낮음
    (60℃ 이하)

온수가 너무 뜨겁고
    수증기 발생

온수에서 악취 발생

전원의 잦은 차단

    작동표시등에
불이 들어오지 않음

온수가 부족

가열중 온수기 소음

온수 탱크 내 이음/
안전밸브 과다누수

• 히터 열선 단락이나 전기 흐름이 좋지 않음.
• 히터에 온도감지기가 제대로 조립되지 않음.
• 전원 공급이 되지 않음.

• 히터와 가스켓 교환 재조립.
• 콘센트, 플러그 확인.
• 서비스 센터 연락.

• 온도 조절기가 작동 불량.
• 탱크 내의 침전물 등의 불순물 발생.

• 온도 조절기 교환.
• 불순물 청소.
• 서비스 센터 연락.

• 배관이 잘못됨.
• 온도 조절기가 온도 감지를 못함.

• 재 배관, 온도조절기 교환.
• 서비스 센터 연락.

• 온수기의 과다한 사용 및 물 속의 세균 번식.
• 저장 탱크 내 물이 있는 상태에서 장시간 사용중지.

• 탱크 내 저장수 배수.
• 새 물로 다시 채움.

• 전력이 용량에 비하여 맞지 않음.
• 히터에 석회질이나 불순물 발생.

• 서비스 센터 연락.

• 배관이 잘못됨.
• 과압안전밸브 고장.

• 재배관. 
• 서비스 센터 연락.

• 수질 상태 확인
• 히터에 일어나는 전기 통전음.(정상)

• 서비스 센터 연락.

• 안전밸브 연결 고무패킹의 훼손.
• 제품 내 유입되는 수압이 지나치게 높음.

16 고장시 조치방법

• 안전밸브, 고무패킹 확인.
• 감압밸브 레버조정.
• 서비스 센터 연락.

• 전원이 들어오지 않음.
• 안전장치에 의한 전원차단.
• 램프의 불량 또는 끊어짐.
• 히터 엘레먼트 열선 단락이나 전기 흐름이 
   좋지 않음.

• 전원연결.
• 안전장치 리셋, 램프 교환.
• 히터 교체.
• 서비스 센터 연락.





1604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