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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차 공기 주입구, 2차 공기 주입구, 클린 윈도우 레버, 원형 그레이트 레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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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측 하단의 아래의 흑색 레버는 1 1차 공기 주입구입니다. 이 레버를 당기면 공기주입구가 열리고, 밀어 넣으면 닫힙니다. 유리문 위의
레버는 2 2차 공기 주입구입니다. 이 2차 공기 주입구는 산소 공급과 함께 클린 윈도우 시스템을 작동하게 하는 레버입니다. 이 레버를
오른쪽으로 당기면 클린 윈도우 시스템이 작동해서 항상 선명한 시야를 유지시켜 줍니다.
좌측 하단의 실버 손잡이는 화실 내부 3 원형 그레이트 레버입니다. 연소 중에 재로 인해 그레이트가 막혔을 때 이 레버를 앞뒤로 당기
면 그레이트가 움직여 재가 재받이 밑으로 빠지게 됩니다.

2. 벽난로를 처음 사용하실 때
노르디카는 표면에 내열 페인트가 코팅되어 있어 맨 처음 벽난로에 장작불을 붙이면 내열 페인트가 구워지면서 일시적으로 연기와
냄새가 나게됩니다. 이 연기와 냄새는 2 - 3시간이 지나면 없어지나, 경우에 따라서는 3 - 4일 지속되기도 합니다.
특히, 실내 연통이 높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엔 연통에 칠해져 있는 페인트도 구워져야 하므로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습니다.
이 연기와 냄새가 완전히 빠질 때까지 충분히 환기를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내열 페인트는 구워지는 동안에는 페인트가 액화 과정을 거치므로, 완전히 구워지지 않은 표면에 접촉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내열 페인트는 부식방지 기능이 약합니다.
따라서 물기가 있는 채로 청소를 하거나 습기가 많은 공간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녹이 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3. 점화 [장작불 지피기]
불을 피우기 위해서 에틸알코올, 휘발유, 석유 등의 액체연료를 사용해서는 절대 안됩니다.
① 먼저, 공기 주입구 레버와 클린 윈도우 레버를 완전히 열어 줍니다.
② 화실 문을 열고, 신문지를 7~8장 정도 사과 모양으로 둥글게 구겨 넣고 그 위에 잔 가지와 장작을 지그재그 형태로 올려 놓습니다.
③ 신문지에 불을 붙여 준 뒤, 신문지에 어느 정도 불이 붙으면 화실 문을 닫아 줍니다.

이때, 신문지에서 나온 연기 사이를 헤치고 공기가 유리면 밑으로 깔리는 모습을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데, 바로 유리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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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을음이 달라 붙지 못하게 하는 클린 윈도우 시스템이 작동하는 것입니다.
장작에 불이 잘 붙게 하기 위해 화실 문을 조금(1Cm 정도) 열어 놓아도 됩니다.
장작에 불이 붙어 활활 타오르고, 어느 정도 벽난로가 가열된 상태에 도달하면 공기 주입구를 줄여 줍니다.
공기 주입구를 완전히 닫고 천천히 태우면, 최대 10 시간을 태울 수 있는 10시간 연속 연소 기능 벽난로입니다.공기 주입구를 완전히
닫아도 연소에 필요한 공기는 클린 윈도우 시스템으로 유입됩니다.
장작 불을 잘 붙게 하기 위해 장작 위에 석유를 붓는 것은 화재 위험이 있으므로 절대로 삼가야 합니다.
노르디카 벽난로는 가스토치 같은 도구를 사용하지 않아도 쉽게 불이 붙습니다.
신문지 대신에 착화제를 사용하시면 더욱 손쉽게 불을 붙일 수 있습니다.

4. 처음 사용하실 때의 주의점
벽난로도 자동차처럼 맨 처음 사용하실 때에는 자리를 잡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첫 사용 시에는, 3~4회 정도는 불을 약하게 태우시기 바랍니다.
그 후에 불을 강하게 태워 내열 페인트가 완전히 구워지게 한 후 사용하시면 냄새 없이 깨끗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5. 사용 장작
벽난로에 태우는 장작은 1년 이상 말린 참나무가 가장 좋습니다. 참나무 장작은 판매하는 곳이 많지만 대개 말리지 않고 파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가급적 미리 구입하셔서 1년 정도 말린 후에 태우시는 것이 좋습니다.
집을 짓고 난 후에 남은 잡목들은 거의 대부분이 페인트, 방부제, 접착제 등이 섞여 있어 태울 때 유독 가스 연기가 많이나므로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건축 자재 잡목을 태우면 연통 내부에 끈끈한 화학 물질이 쌓여 연통 청소를 매우 어렵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소나무나 전나무는 송진 때문에 그을음이 많이 나게 되므로 절대로 사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6. 글라스 도어 관리
클린 윈도우 시스템은 그을음이 유리면에 달라 붙는 것을 막아주는 장치입니다. 잘 말린 나무를 제대로 사용하시면 항상 선명
하고 깨끗한 시야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젖은 나무나 방부목, 두꺼운 종이 등을 태우면 연기가 많이 나와 그을음이 달라
붙을 수 있습니다.
글라스 도어에 그을음이 생긴 경우엔 유리문 안쪽에 물을 묻히고, 부드러운 헝겊이나 티슈 페이퍼에 물을 적신 후, 장작이
타고 남은 하얀 재가루를 묻혀 천천히 닦아 주면 잘 닦입니다. 이 재가루는 세척력이 매우 강해 어떤 그을음도 쉽게 제거됩니다.
글라스 도어는 열에는 강하지만 충격이나 스크래치에 약하므로 수세미 같은 것으로 긁어 내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이 그을음은 PB1같은 세제를 사용해서 닦을 수도 있습니다. PB1에 재를 묻혀 닦아도 잘 닦입니다.
그을음이 많이 낀 경우는 유리를 떼어내서 세제를 넣은 물에 한 시간 정도 담궈 두면 그을음을 완전히 제거할 수 있습니다.
유리를 분해하는 경우엔 반드시 부착된 상태를 기억해 두었다가 원래대로 부착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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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연소 후 재 제거
재받이 함은 제때에 비우는것이 좋습니다. 재가 많이 쌓여 그레이트를 막지 않게 해야 합니다. 재가 많이 쌓인 상태로 계속
불을 지피면 과도한 열로 인해 그레이트 변형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8. 과열 금지
장작을 태우실 때 과열시키시면 화재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벽난로 본체를 상하게 하므로 반드시 과열이
되지 않게 사용하여야 합니다. 불문을 완전히 열고 장작 불을 5분 이상 활활 태우면 과열 상태에 도달할 수 있으므로, 어느
정도 불이 붙은 후에는 공기 주입구와 클린 윈도우 레버로 불꽃 세기를 조절해 사용하여야 합니다.
처음 점화시 이외에 재받이 문을 열고 계속 사용하는 것은 과열상태에 쉽게 도달하므로 절대로 금합니다.

9. 화실 내부 청소
화실 내부는 가급적 진공 청소기와 마른 헝겊으로 닦아 주는 것이 좋습니다. 물기 많은 헝겊으로 닦아 낼 경우 주물 그레이트에
녹이 날 수 있습니다. 물 헝겊으로 닦는 것이 꼭 필요한 경우에는 물을 꼭 짜서 닦아내고, 닦아낸 부위는 바로 말려주어야 녹이
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닦아낸 후에는 녹 방지용 WD40 액 같은 것으로 뿌려주면 좋습니다.

10. 연도 안전거리
실내 단관의 경우 가연성 벽체로부터 안전거리는 40Cm 이며, 실내 이중 연도는 15Cm, 두라테크 이중 단열 연도는 5Cm 입니
다. 연도 설치 시 단관의 안전 거리를 지키지 못하는 경우에는 단관 외부에 단열 판을 반드시 대주어야 합니다.

11. 연통 내부 검사
한 겨울 쓰고 나신 후엔 반드시 연통 내부의 검댕이 끼어 있는 상태를 확인한 후에 연통 내부 청소를 해 주어야 합니다. 연통
내부 검사는 지붕 위에서 연통 내부에 손을 집어 넣어 검댕이 붙은 상태를 검사합니다. 이 검댕이 5mm - 1Cm 이상 쌓여 있으면
반드시 연통 내부 청소를 해 주어야 합니다. 장작을 태울 동안 이물질이 상당히 많이 배출되는데, 이 이물질이 쌓여 검댕이나
크레오소오트를 연통 내부에 형성하게 됩니다. 이것들이 많이 쌓이면 심한 경우 연통 내 발화를 야기시킬 수 있으므로,
연통 내부 상태는 자주 확인해 보고, 필요 시엔 연통 청소를 해 주어야 합니다. 특히, 봄 철에 마지막으로 땐 후 48시간이
지나기 전에 청소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검댕이 완전히 달라 붙어 굳기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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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연통 청소
① 먼저 실내 흑색 연도를 분해합니다. 실내 연도는 천장 부위의 흑색 두 번째 관을 들어 올리면 위로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② 연도를 빼어낸 후에 연도 내부를 닦아주고, 지붕 위 연통 속도 굵은 철사에 수건이나 솔을 끼워 내부 청소를 해 줍니다.
검댕은 굳기 전엔 아주 쉽게 떨어 집니다.
③ 청소 시에 지붕 위의 불똥 방지 캡도 닦아 줍니다. 불똥 방지 캡은 시계 반대 방향으로 틀면 간단히 떼어 낼 수 있습니다.
불똥 방지 캡을 떼어내고 위에서 솔을 집어 넣어 청소해 주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④ 연도 청소는 수프라에서 소정의 연도 청소 비용을 받고 청소를 대신 해드리고 있으니 필요하신 경우 본사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13. 연통 내 발화(침니 화이어, Chimney Fire)가 발생했을 시
연통 내부의 검댕을 오랜 기간 동안 제거하지 않고 방치해 두면 검댕이 쌓이고 결로된 습기에 엉겨 붙어 크레오소오트라는 딱
딱한 물질로 변합니다.
이 크레오소오트에 불이 붙어 연통 내부에서 타 올라 가는 것을 침니 화이어(Chimney Fire) 라고 합니다.
이 침니 화이어가 발생했을 때에는 자동온도 조절기와 클린 윈도우 레버를 모두 닫고, 벽난로 사용을 중단하여야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소방서에 연락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침니 화이어가 발생했을 때에는 수프라 벽난로 본사 (T.031-715-0010)로 즉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전문가가 연통 상태를 확인한 후, 연통 청소 후에 재 사용하셔야 합니다.

14. 소화기 비치
만일의 경우에 대비해 소화기는 벽난로에서 멀지 않은 곳에 반드시 비치해 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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