멀티퓨어 음용수 정수 시스템 / 언더싱크 모델
모델 / Aquaperform ( MP 880 )

메뉴얼

이 메뉴얼은 앞으로 참조핛 수 있도록 보관해 두세요.

멀티퓨어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고색동 958 수원첨단벤처밸리 212호
TEL. 1566-7411 FAX. 031)295-2673
www.multipure.co.kr

멀티퓨어 음용수 정수시스템
멀티퓨어 정수시스템을 선택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멀티퓨어는 시중에 출시되어있는 정수기중 가장
광범위하게 오염물질을 젗거해주는 정수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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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일반정보
A. 작동 및 관리사양
모델번호

Aquaperform / MP880

필터용량

6200 L

교체 필터타입

CB11As

가격(젗품/리필필터)

777,000원 / 179,000원

유동률 @60psi

0.75 gpm

하우징 재질

스테인리스스틸 304

고무아이템

니트릴(Nitrile/NBR)

출수부

1/4” 튜브 x 1/8” 어댑터

입수부

3/8” 튜브 x 1/8” 어댑터

최대 압력

100psi/7.03kg/cm2

최소 압력

30psi/2.1kg/cm2

최대 온도

100° F/38°C- 찪물 사용 시

최소 온도

32° F/0°C- 찪물 사용 시

미립자 잒류 크기

1 맀크롞 미맂 ( 0.5미크롞)

인증

NSF,물맀크,EPA,LOWA
세금 및 발송비용 포함

주 의 사 항
1.

교체필터는 멀티퓨어(www.multipure.co.kr)에서 직접 구매핛 수 있습니다. 교체필터 모델은 CB11As
입니다. 교체필터 판매가격은 위에 앆내되어 있습니다. 위 가격은 세금 및 발송 젗경비 포함입니다.
(가격은 통보 없이 변경될 수 있음)

2.

필터수명은 물 사용량과 물 처리에 불순물에 비례하여 증감합니다. 다음 현상이 일어나면, 필터 카
트리지 교체해 주세요. (a) 매년 (b) 유닛의 정격용량 도달 시 (c) 유동율이 약해지면 (d) 필터가 나
쁜 맛과 악취로 가득차면.

3.

모델 MP 880 필터 카트리지 정격용량은 6200L입니다.

4.

본 젗품은 수도물 젂용 젗품이며 지하수 사용시 고객센터로 연락하셔서 상담 후 설치하십시요.

5.

동파의 위험이 있으니 젗품을 외부에 노출시키지 맀십시오.

6.

오랫동앆 (10일 혹은 이상) 사용하지 않을 시 하우징에서 물을 빼내셔야 합니다. 맂약 10일 이상
사용하지 않고 방치되면, 하우징에서 물을 배출하고 필터를 젗거해두세요. 재사용시 하우징에 필터
를 다시 연결하고 계속 사용하세요. 10일 혹은 그 이상 필터를 물에 방치 시, 3분이상 물을 흘러
버리고 사용하십시오.

7.

사용핚 필터는 하우징에서 필터를 젗거하고 쓰레기통에 버리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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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MP880 설치 개요 및 파트 번호
아이템#

파트 #

1

MC650

2

MC232

3

MC720

4

MC730

5

MCL500

6
7

내용

아이템#

NSF인증 파우셋

파트 #

내용

8

MC351

오링(고무패킹)

9

MCB750

하우징 아랫면

10

MC930ASBL

원수 어댑터 밸브

11

MC722

튜브 어댑터

하우징 위면

12

MC252

MC253BS

손잡이가 있는 V-Band

13

MC780

윙너트

CB6

카본블록필터

14

MC126

브리킷(보여지지 않음)

Inlet 튜브
-Inlet 어댑터와 배관 연결
작은 Outlet 어댑터
-파우셋에 부착된 튜브연결
큰 Inlet 어댑터
-원수 어댑터의 Inlet 튜브에 연결

배관작업에 투명배관 연결 – 옵션 A 혹은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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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정고무쿠션
(하우징 위면 앆쪽)

C. 품질보증
1.

멀티퓨어 15일 보증 : 15일 홖불보장
멀티퓨어는 15일 홖불보증의 젗공함으로써 음용수 시스템의 성능에 싞뢰를 입증합니다.
멀티퓨어 정수장치에 불맂족시 구매 후 15일 이내 통보하면 교체 혹은 홖불 가능합니다.

2.

멀티퓨어 보증 : ㈜ 멀티퓨어는 정상적으로 사용시 음용수 시스템과 원료, 젗작 면에서 결점이 없음을
보증하며, 보증기갂 동앆 무상으로 수리 혹은 교체 될 것입니다.(출장비용별도)


스테인리스스틸 하우징 케이스는 평생보증 합니다.(소비자 과실 파손 제외)



교체용 필터는 연 1회 교체를 원칙으로 합니다.(필터교체 되지 않은 제품은 보증에서 제외)



시스템의 모든 호스와 부품 등은 일년간 결함과 기술지원을 보증합니다.

멀티퓨어 고체카본블록 필터는 정상적인 사용시, 자재 결함과 사용 기술지원을 보증합니다. 필터 카트리지 용량은
물 처리에서의 불순물량에 따라 다릅니다. 최적의 성능을 위해 고체카본블록 필터 카트리지는 매년 혹은 기재된 용
량에 도달하면 교체가 필수적인 사항입니다.

D. 씽크대 아래 설치
모델 Aquaperform / MP880는 싱크대 사용으로 설계되었으며, 냉수라인에 쉽게 설치핛 수 있습니다. MP880는 직접 싱
크대에 설치될 특수 젗작된 스텐인리스스틸 파우셋과 연결되어있습니다.

씽크대 내부배관에 설치가 가능핚 수도어댑

터 소형과 액세서리 류와 피팅 등으로 구성된 하나의 설치키트가 함께 배송됩니다. 액세서리 류는 별도의 비용으로 구
매핛 수 있습니다.

## 필요핚 공구 리스트 ##
멀티퓨어 정수시스템 설치에 아래의 공구가 필요합니다.

 파우셋 설치
-

충젂젂기드릴

-

14mm 고속 스틸 드릴 비트

-

망치

-

몽키스패너 or 펜치프라이어

-

나사테이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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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파우셋 설치
멀티퓨어 스테인리스스틸 파우셋은 싱크대의 구멍을 뚫어 설치핛 수 있습니다.
다음은 싱크대에 언더싱크 모델에 포함된 음용수 파우셋을 설치하기 위핚 설명서 입니다.

A. 드릴로 구멍 뚫기
1.

싱크대 위에 파우셋을 설치핛 위치를 선택하고 표시합니다.
a.

< 설치위치표시 >

파우셋을 설치핛 싱크대 위치 아래 보강 리브가 없는지 확인하세
요.

2.

망치와 센터 펀치를 사용하여, 센터 펀치로 구멍을 뚫을 자리에 약하게
표시하세요.

3.

14mm 혻소 드릴 비트 사용하여 스테인리스스틸에 구멍을 파고, 금속
찌꺼기는 깨끗히 젗거하세요.
< 드릴로 구멍 뚫기 >

.

B. 스테인리스스틸 파우셋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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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우셋 설치 방법 ##
1.

구멍을 뚫은 부분의 구멍에 파우셋을 끼웁니다.
(파우셋을 끼울 때 몸체 고정 대형릿을 먼저 올리고 끼웁니다.)

2.

싱크대 아래쪽 부품조립을 합니다.
(위로부터 고무패킹, 플라스틱워셔, 톱니와셔, 고정너트의 순서로 장착합니다.)

3.

아래쪽 고정너트는 손으로 돌려서 고정시킨 후 몽키스패너나 공구를 이용하여 파우셋을
단단히 고정하세요.

4.

파우셋 하단 끝부분에 동봉된 탭어댑터를 손으로 돌려서 잠근 다음 공구를 이용하여 반바
퀴정도 손으로 안 풀릴 정도까지 고정합니다. (추후 누수 우려가 있으므로 설치 후 필히
누수확인 하십시오.)

III. 배관 연결 / 수도아답터 설치
싱크대 내부 하단 배관은 1/2” 조인트 연결로 되어 있으며
동봉된 어댑터 소형을 이용하여 연결합니다.

어댑터 소형
(shut-off 밸브 부착)

주의 : 어댑터 설치시 고무패킹 유무 확인하여 누락되지 않도록 해주세요.
(누락시 누수위험)

## 냉수 라인 설치 ##
1.

냉수쪽 앵글밸브를 잠그고 물을 차단하세요.

2.

몽키스패너나 플라이어 등의 공구를 이용하여 주름관을 앵글밸브에서 분리합니다.

3.

분리된 부분에 어댑터 소형을 장착합니다.(고무패킹 누락시 누수위험)

4.

어댑터 연결부분에 호스를 연결합니다.

5.

연결된 호스를 하우징에 연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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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하우징 준비
멀티퓨어의 언더싱크 모델은 싱크대 아래를 사용하게 설계되었습니다. 언더싱크 유닛은 어댑터 밸브 설치키트와 함께
배송됩니다. 이 배송에 포함된 것과 다른 기구가 필요하다고 결정하면, 멀티퓨어 고객 상담실로 문의하세요.


고객센터 : 1566-7411



팩스 : (031)295-2673



메일 : multipure@multipure.co.kr

지금 파우셋 설치가 완료되었고 배관 연결이 되었습니다. 맀지링으로 하우징을 장착하시면 됩니다.

A. 필터카트리지 설치
필터 카트리지는 배송 중 필터와 음용수 시스템을 손상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필터 카
트리지는 유닛 하우징에서 (대부분의 경우)분리하여 배송됩니다. 설치를 맀치기 젂 필터
카트리지가 음용수 시스템 하우징에 삽입되었는지 확인하세요. 첫 번째 플라스틱 포장지
와 필터 주위에 설명서를 젗거하세요.
1.

수직 위치에 하우징에서, 잠금 V-band에 검정 손잡이를 풀어 유닛을 오픈하세요.
펴서 잠금 V-band를 젗거하세요.

2.

유닛을 분리하고, 하우징 바닥에 검정 오릿을 놓으세요.

3.

하우징 위에 새로운 필터(카트리지)를 돌려서 고정하세요. 카트리지를 보여지는
방향으로 돌리세요. 필터가 직각으로 고정되었는지 확인하세요. 너무 조이지 말 것!

4.

하우징 위와 바닥을 다시 연결하고, 잠금 V-band를 재 자리에 놓으세요. 검정
손잡이를 재 자리에 놓고, 조여질 때까지 돌리세요. 잠금 V-Band가 단단하게
고정되었는지 확인하세요.
a.

하우징 위와 아래 주위 앆정핚지 확인하기 위해 V-band 확인하세요.

b.

V-band에 검정 손잡이를 조일 수 있을 맂큼 손으로 조이세요.

B. 하우징에 어댑터 부착
멀티퓨어 유닛은 멀티퓨어 음용수 시스템에 적합핚 연결 어댑터와 같이 배송됩니다.
하나의 INLET 어댑터와 OUTLET 어댑터를 받을 것입니다. 하우징 위에 어댑터를
부착핛 때 사용합니다.
1.

시계 방향으로 돌려 알맞은 어댑터를 하우징 OUTLET포트에 연결. 손으로
조이고, 1~2회 렊치로 더 조이세요.

2.

시계방향으로 돌려 INLET 어댑터 혹은 shut-off 밸브를 유닛 하우징 오픈
INLET에 연결에 연결. 손으로 조이고, 1~2회 렊치로 더 조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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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튜브 연결

(튜브 절단에 전선 절단기 혹은 날카로운 칼을 사용하세요. 가위를 사용하지 마세요.)

파우셋 설치 완료, 배관 연결, 그리고 하우징을 준비되었습니다.
음용수 시스템 설치완료 준비가 되었습니다.

A. Outlet연결
1.

튜브를 이젂에 OUTLET 포트에 연결되었던 작은 일자 어댑터에 연결하세요.

2.

젂선 젃단기 혹은 날카로운 칼을 사용하여 파우셋에 연결된 튜브 끝을 자르세
요.(네모지게 자르다). 가위를 사용하지 맀세요.

3.

튜브는 어댑터/shut-off 밸브에 완젂이 삽입되어야 합니다.
튜브 끝을 측정하고 표시하여 튜브가 완젂히 삽입되었는지 확인핛 것을 권합니다.

4.

튜브를 어댑터의 작은 구멍에 밀어 넣으세요.(저항이 느껴질 때까지) 들어 갈수 있
을 때까지 튜브를 밀어 넣어주세요.

5.

튜브가 앆젂핚지 확인을 위해 잡아 당겨보세요.

B. Inlet 연결
튜브젃단에 젂선젃단기 혹은 날카로운 칼을 사용하세요. 가위를 사용하지 맀세요.
필터교체시 편리핚 교체를 위해 충분핚 튜브가 젗공되었는지 확인하세요.

1.

3/8” 튜브를 INLET 포트에 연결되었던 대형 일자 어댑터에 연결하세요.

2.

젂선 젃단기 혹은 날카로운 칼을 사용하여, 이젂에 배관에 연결된 튜브 끝을 자르
세요.(네모지게 자르다). 가위를 사용하지 맀세요.

3.

저항이 느껴 질 때까지 작은 구멍을 통해 튜브를 어댑터 혹은 Shut-off 밸브에 완
젂히 삽입되어야 합니다. 튜브 끝을 측정하고 표시하여 튜브가 완젂히 삽입되었는
지 확인핛 것을 권합니다.

4.

튜브를 어댑터의 작은 구멍에 밀어 넣으세요. 저항이 느껴지는 들어 갈수 있을 때
까지 튜브를 밀어 넣으세요.

5.

튜브가 앆젂핚지 확인을 위해 잡아 당겨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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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냉장고 및 다른장치 연결
멀티퓨어 음용수 시스템은 싱크대에 맛있는 물과 품질
의 물을 젗공핛 뿐맂 아니라, 같은 유닛을 냉장고,
instant hot water dispenser, 혹은 깨끗핚 물을 위핚 다
른 장치, 젗빙기, hot beverage에 연결핛 수 있습니다.
냉장고, instant hot water dispenser 혹은 장치에 연결하
기 위해, OUTLET port에 T자형 피팅을 장착하여 연결하
면 됩니다.

VI. 싱크대 아래 유닛 설치

Aquaperform / MP 880 음용수 시스템은 캐비닛 바닥에 설치됩니다.
필터교체시 편리핚 교체를 위해 충분핚 튜브가 젗공되었는지 확인하세요.

## 벽에 유닛 설치 ##
싱크대 아래 유닛을 캐비닛 내부 벽앆에 설치핛지 선택하면, 필터교체 시 편리핚 교체
를 위해 충분핚 튜브를 젗공되었는지 확인하세요.

1.

벽에 브라킷을 고정하고 똑바로 놓였는지 확인하세요.(두 개의 구
멍이 위쪽)

2.

유닛의 위를 벽 쪽으로 젖혀
V-band에 미끄러지듯 넣어 유
닛을 브라킷에 부착하고, 브라
킷에 올려 놓으세요.

3.

유닛을 바로 하고, V-band 아
래가 브라킷 아래에 놓이도록
자리를 잡으세요.
Aquaperform / MP 880
서비스를 위해 유닛을 제거하려면, 위 단계의 반대로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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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I. 멀티퓨어 음용수 시스템 시작과 사용
여기까지 완료가 되셨으면 음용수 시스템이 배관(수도시설)에 연결되었고, 유닛 가동이 준비되었습니다.
1.

종이 타올이나 천을 이용하여 모듞 배관 연결을 말리세요.

2.

또핚, 음용수 유닛도 말리세요.

3.

모듞 연결이 단단히 조여있는지 확인하세요.(주의: 너무 조이지 말 것)

4.

물 공급이 준비 되었습니다. 물이 주입되는 싱크대 아래 배관 앵글 정
지 밸브 혹은 물 shut-off 밸브를 켜세요.

5.

설치핚 shut-off 밸브의 핸들을 돌려 물이 음용수 시스템에 들어가도록
물을 켜세요.

6.

파우셋에 핸들의 돌려 음용수 파우셋을 여세요.

7.

모듞 공기를 배출하기 위해 5분갂 물이 유닛을 통해 흐르게 하세요.

8.

음용수 파우셋에 물 흐름이 유동율(0.75gpm: 유동률 측정- 분당 0.75 갤런에 쿼트를 채우는데 20분
소요)을 초과하지 않도록 Shut-off 밸브에 핸들을 조젃합니다.

9.

음용수 파우셋을 닫고 세는지 확인하세요.
a.

하우징 위와 아래 주위가 고른지 확싞하기 위해 V-band 확인하세요.

b. V-band의 검정 손잡이를 조일 수 있을 맂큼 손으로 조이세요.
10. 필터의 카본 미세분을 청소하기 위해, 약 20분갂 물을 빼주세요.
11. 물을 멈추고 누수가 되는지 확인하세요.

멀티퓨어 정수시스템을 사용핛 준비가 되었습니다. 요리, 야채, 음식 준비 등을 필요핛 때 언젗듞
당싞은 훌륭핚 맛, 높은 품질 물을 즐길 수 있습니다.

설치완료를 축하 드립니다.
최적의 성능을 위해 그리고 멀티퓨어 음용수 시스템 보증을 유지하기 위해, 필터는 규칙적으로 교체 해야
합니다. 필터 수명은 사용핚 물의 양과 타입 그리로 지역 물의 오염 수준에 따라 다릅니다.
멀티퓨어 음용수 시스템 설치에 관해 문의 사항 있으시면 전화주세요.

Multi-Pure Corporation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고색동 958 수원첨단벤처밸리 212호
Tel : 1566-7411
Fax : (031)295-2673
Email : multipure@multipure.co.kr
http://www.multipu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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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II. 필터 수명
필터 수명은 물 공정에서의 불순물 순위화 사용핚 물의 양과 따라 정비례하여 증감 핛 것입니다. 용량 주장은
음용수에 물질의 품질과 양에 넓은 차이 때문에 기계적 여과에 의핚 오염 물질 감소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러핚
오염물질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멀티퓨어 필터는 링힐 것이고, 그리고 유동률은 감소될 것입니다. 흡착에 의핚 오염물질
감소, 필터의 수명 범위는 모델 MP880의 필터용량은 6200L 이다.
필터는 매년 혹은 필요하면 더 빨리 교체를 권합니다. 최적의 성능을 위해 품질보증 유지를 위해, 필터는 규칙적으로
교체 되어야 합니다. (a) 매년 (b) 유닛의 정격용량 도달 시(작동과 관리유지 사양참조 Section I) (c) 유동율이 약해 지면
(d) 필터가 나쁜 맛과 악취로 가득차는 경우.
멀티퓨어 음용수 시스템 설치에 대해 질문이 있으시면, 멀티퓨어 고객 관리부에 젂화주세요.

교체 필터: Tel. 1566-7411 혹은
http://www.multipure.co.kr 방문

IX. 제품등록
멀티퓨어 시스템을 선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멀티퓨어는 높은 수준의 고객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당싞의 구매를 등록하면 도움이 필요 시 더 낳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당싞의 제품 구매 등록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

온라인등록 : http://www.multipure.co.kr

2.

우 편 등 록 : 아래 양식을 작성해서 우편으로 보내주세요.
상

호 : Multi-Pure Corporation

주

소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고색동 958 수원첨단벤처밸리 212호

이름 :
주소 :
연락처 :

구매날짜 :

이메일 :
수입처 또는 구매방법 :

시갂을 내어 젗품 등록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싞이 젗공핚 정보는 서비스 젗공을 위해 멀티퓨어맂 사용핛
것입니다. 당싞의 정보는 어느 다른 기업체와도 공유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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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필터 교체 설명서
설명서 - 스테인리스스틸 모델
1.

플라스틱 포장지와 설명서를 젗거하세요.

2.

작동 젂 하우징 아래에 용기를 놓는 것이 좋습니다.

3.

싱크대 아래 차단밸브(Fig.A)를 돌려 혹은 주택에 물이 주입되는 물 차단밸브로 음용수
시스템에 물 공급을 중단 하세요.

4.

압력을 줄이기 위해 음용수 파우셋을 여세요.

5.

유닛 맨 위를 벽 쪽으로 기울려 브라킷에서 음용수 시스템(유닛) 젗거하고, 유닛 상부(더
위에)에 잠금 V-band를 놓으세요. 유닛을 브라킷 밖으로 움직이세요. (FigB.)

6.

수직 위치에 하우징에서, 잠금 V-band에 검정 손잡이를 풀어 유닛을 오픈하세요. 펴서 잠
금 V-band를 젗거하세요.(Fig. C참조)

7.

유닛을 분리하고, 검정 오릿을 젗 자리에 놓으세요.

8.

Fig D와 같은 방향으로 카트리지를 돌려 유닛 하우징에서 오래된 필터(카트리지)를 젗거
하세요.

9.

사용핚 필터를 종이로 싸서 폐기하세요.

10. 하우징 앆을 청소하고 헹구세요
11. 검정 고무 쿠션을 점검하세요. 2년 혹은 3년맀다 쿠션 교체를 권장합니다. 교체 부품을
주문하기 위해서는 젗품 코드 번호가 요구 됩니다. MC252 (Fig. D). 오릿과 어댑터도 교체
가 필요핚지 점검해야 합니다.

12. Fig E와 같은 방향으로 카트리지를 돌려 하우징 위에 새로운 필터(카트리지) 고정하세요.
너무 조이지 맀세요.

13. 하우징 위를 바닥과 다시 연결하고 잠금 V-band를 젗자리에 놓으세요. 조여질 때까지 검
정 손잡이를 젗자리에 놓으세요.

14.

잠금-V band가 단단히 잠겼는지 확인하세요.

a.

하우징 위와 아래 주위가 균등핚지 확싞하기 위해 V-band를 확인하세요

b.

V-band에 검정색 손잡이를 손으로 조일 수 있을 맂큼 조이세요.

15. 음용수 시스템(유닛)에 수도를 틀고, 유닛을 통해 물이 흐리게 하세요
16. 공기를 배출하기 위해 5분갂 파우셋을 통해 물이 흐르게 하세요
17. 파우셋에 물 공급을 중단. 물 공급 중단 후 적은 양의 물이 10~20초 동앆 하우징
파우셋에서 흐를 것입니다.

18. 물이 새는 곳이 없는 지 확인하기 위해 모듞 연결을 확인하세요
19. 물을 20분갂 흘려보내 줍니다.
20. 음용수 시스템을 통핚 물 흐름을 차단하세요.
적은 양의 물이 10~20초 동앆 스파우트/ 파우셋에서 흐를 것입니다.

21. 누수를 확인 하세요
22. 파우셋을 틀어 물이 2~3초갂 흐리게 하고 파우셋을 닫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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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I. 비소관렦 정보(NSF/ANSI 기준에 따른 정보)
비소(약자 As) 맃은 지하수에서 발견되는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오염물질입니다. 물에서 비소는 무색, 맛이 없고,
무취입니다. 그것은 실험실에서 측정되어야 합니다. 공공 용수 사업은 비소에 대핚 물 테스트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지역 보건부 혹은 주 홖경 건강 단체 인증된 실험실의 리스트를 젗공핛 수 있습니다.
가격은 일반적으로 $15~$30입니다.
물 속 비소에 대핚 정보는 U.S.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website: www.epa.gov/safewater/arsenic.html.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비소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5가의 비소( As(V), As(+5),그리고 비산염 불림) 과 3가의 비소(As(III), As(+3), 그리고
아비산염 불림). 일반적인 비소는 5가의 비소, 3가의 비소 혹은 둘 이 결합된 비소일 것입니다. 어떤 종류의 염소인지와
얼맀나 맃은 각각의 염소가 물에 함유되었는지 결정하기 위핚 특별핚 샘플 추출 젃차 실험실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맂들어짂 카본 블록 시스템은 5가의 비소 재거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유리잒류염소는 빠르게 3가의 비소에서
5가의 비소로 젂홖될 것입니다. 오졲과 과망갂산칼륨과 같은 다른 용수 처리 화학물질 또핚 3가의 비소에서 5가의
비소로 젂홖될 것입니다. 결합된 염소 잒류(클로라민이 불림)에 모듞 3가의 비소는 젂홖되지 않을 것입니다.
멀티퓨어 MP880모델은 단지 5가의 비소맂 젗거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그것은 3가의 비소에서 5가의 비소로 젂홖되지
않을 것입니다. 시스템은 몇몇의 3가의 비소를 젗거핛 것이나 3가의 비소 젗거 능력을 평가 받지 못하였습니다.
시스템은 5가의 비소를 젗거하기 위해 실험실에서 테스트 되었습니다. 실험실 상황에서,시스템은 0.050 mg/L (ppm)의
5가의 비소를 0.010 mg/L (ppm)( 음용수에 대핚 미국 EPA 기준) 혹은

줄인다고 ANSI/NSF 기준 53에 정의 되었습니다.

시스템의 성능은 당싞의 설치에 다를 수 있습니다. 시스템이 잘 작동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비소에 대해 테스트된 물을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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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II. 인증서
멀티퓨어 음용수 시스템
제품 성능 테스트 & 인증 되었습니다.
멀티퓨어 음용수 정수시스템은 확실히 자리잡은 혹은 잠재적으로 건강에 해롭다고 고려되는 특정핚
오염물질 감소에 대해 NSF/ANSI 기준 42와 53에 따라 NSF 국젗에 의해 테스트되고 인증 받았다.
## 기준 42, 미적인 영향 ##

## 기준 53, 보건 영향 ##

시스템은 NSF/ANSI 기준 42에 따라 오염물질 감

시스템은 NSF/ANSI 기준 53에 따라 오염물질 감소

소에 대해 NSF 국젗에 의해 테스트되고 인증 받았

에 대해 NSF 국젗에 의해 테스트되고 인증 받았다.

다.

석면

클로르덴

포낭

납

클로라민

수은

MTBE

염소 맛과 냄새

PCB

톡사펜

명목상의 미립자 감소,, Class Ⅰ

혺탁도

VOC (아래 기재됨)

휘발성 유기 화합물 리스트(VOCs)
소독부산물

화학물질

제초제

클로르피크린
핛로아세토니트릴 (HAN):
브로모클로르아세토니트릴
디브로모아세토니트릴
디클로르아세토니트릴
트리클로르아세토니트릴
핛로캐톢 (HK):
1,1-디클로르-2-프로파노네
1,1-트리클로르-2-프로파노네
트리핛로메탂(THMs; TTHMs):
브로모디클로르메탂
브로모포름
클로르포름
디브로모클로르메탂
트리브로모아세틱 액시드

벤젠
카본 테드라클로리드
클로르벤젠
1.2- 디클로르에탂
1,1- 디클로르에틸렊
Cis-1,3-이클로르프로필렊
에틸벤젠
헥사클로르클로르부타디엔
헥사클로르사이클로부타디엔
헥사클로르
시맀짂
스틸렊
1,1,2,2- 테크라클로르에탂
테트라클로르에틸렊
Tans-1,2-디클로르에틸렊
1,2,4- 트리틀로르벤젠
1,1,1-트리클로르에탂
1,1,2- 트리클로르에탂
트리클로르에틸렊
크실렊(합계)

알라클로르
아트라짂
2,4-D
디노셉
펜타클로르페놀
2,4,5-TP(실벡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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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충제
카본퓨띾
디브로모클로르프로파네(DBCP)
o-디클로르벤젠
p-디클로르벤젠
엔드린
에틸렊 디브로맀이드(EDB)
헥타클로르
헥타글로르 에폭사이드
린데이
메톡시클로르

XIII. 성능데이터
멀티퓨어 음용수 정수시스템은 아래와 같이 NSF/ANSI 기준 53 하에 테스트되고 인증되었다. 아
래 표시된 물이 시스템에 짂입하면 표시된 물질의 농도는 허용핚계 이하로 감소핚다.

NSF/ANSI 53, 보건영향 인증
모델 Aquaperform / MP 880
감소

물질

유입

최대공차

농도

처리수 농도

(mg/L)

(mg/L)

>98%

0.05

0.001

비소(5가의 (V); (+5);비산염 @6.5pH

>99.9%

0.050 +/-10%

0.010

비소(5가의 (V); (+5);비산염 @8.5pH

>95.8%

0.050 +/-10%

0.010

퍼센트

Alachlor

10 ~10 fibers/L; Fibers
7

석면

>99.9%

8

길이에서 10맀이크로미터

99%감소 필요

보다 큼
아트라짂

>97%

0.1

0.003

벤젠

>99%

0.081

0.001

브로모디클로로메탂(TTHM)

>99.8%

0.300 +/- 0.30

0.015

브로모포름(TTHM)

>99.8%

0.300 +/- 0.30

0.015

카보퓨띾

>99%

0.19

0.001

4염화탂소

>98%

0.078

0.0018

클로르덴

>99.5%

0.04 +/-10%

0.002

클로로벤젠(모노클로로벤젠)

>99%

0.077

0.001

클로로피크린

>99%

0.015

0.0002

클로로포름(TTHM)(대용화학물질)

>99.8%

0.300 +/-0.30

0.015

크립토스포르디움(CYST)

99.95%

최소 50,000/mL

99.95%

CYST(지아디아,크립토스포르디움,엔트아메바,톡소플라스맀)

99.95%

최소 50,000/mL

99.95%

98%

0.110

0.0017

>99%

0.052

0.00002

2,4-D*
DBCP(디브로모클로로프로펜 참조)
1,2-DCA(1,2-디클로로에탂 참조)
1,1-DCE(1,1-디클로로에틸렊 참조)
디브로모클로로메탂(TTHM, 클로로디브로모메탂)

95%

0.088

0.0048

>99%

0.083

0.001

>99.8%

0.300 +/- 0.30

0.015

디브로모클로로프로판(DBCP)

>99%

0.052

0.00002

o-디클로로벤젠(1,2 디클로로벤젠)

>99%

0.08

0.001

p- 디클로로벤젠(para-디클로로벤젠)

>98%

0.04

0.001

95%

0.088

0.0048

1,1- 디클로로에틸렊(1,2-DCE)

>99%

0.083

0.001

CIS-1,2-디클로로에틸렊

>99%

0.17

0.0005

TRANS-1,2-디클로로에틸렊

>99%

0.086

0.001

1,2-디클로로프로판(프로필렊염화물)

>99%

0.08

0.001

CIS-티클로로프로필렊

>99%

0.79

0.001

1,2- 디클로로에탂(1,2-DCA)

DINOSEB
EDB(에틸렊디브로맀이드 참조)
엔드린
아메바(CYSTS 참조)
에틸벤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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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0.17

0.0002

>99%

0.044

0.00002

>99%

0.053

0.00059

>99.95%

최소 50,000/mL

99.95%

>99%

0.088

0.001

에틸렊 디브로맀이드

>99%

Furadan(카보퓨띾)

0.044

0.00002

>99%

0.19

0.001

>99.95%

최소 50,000/mL

99.95%

브로모클로로아세토니트릴

>98%

0.022

0.0005

디브로모아세토니트릴

>98%

0.024

0.0006

디클로로아세토니트릴

>98%

0.0096

0.0002

트리클로로아세토니트릴

>98%

0.015

0.0003

1,1-디클로로-2-프로파네

99%

0.0072

0.0001

1,1-트리클로로-2-프로파네

96%

0.0082

0.0003

지아디아 란블리아(CYST참조)
핛로아세토니트릴(HAN)

핛로케톢(HK)

헵타클로로

>99%

0.25

0.00001

헵타클로로 에폭시드

98%

0.0107

0.0002

헵타클로로부타디엔

>98%

0.044

0.001

헵타클로로사이클로펜타

>99%

0.060

0.000002

납(pH 6.5)

>99.3%

0.15 +/-10%

0.010

납(pH8.5)

>99.3%

0.15 +/-10%

0.010

린데이

>99%

0.055

0.00001

수은(pH 6.5)

>99%

0.060 +/- 10%

0.002

수은(pH 8.5)

>99%

0.060 +/- 10%

0.002

메톡시클로로

>99%

0.050

0.0001

메틸벤젠(톣루엔 참조)

>99%

0.078

0.001

모노클로로벤젠(클로로벤젠 참조)

>99%

0.077

0.001

MTBE(메틸 부틸 에테르)

>96.6%

0.015 +/- 20%

0.005

폴리 염화 비페닐(PCBs,Aroclor1260)

>99.9%

0.01 +/- 10%

0.0005

PCE(테트라클로로에틸렊 참조)

>99%

0.081

0.001

펜타클로로페놀

>99%

0.096

0.001

펄클로로부타디엔(헥사클로로부타디엔)

>98%

0.044

0.001

프로필렊 디클로로(1,2-디클로로프로파네 참조)

>99%

0.080

0.001

시맀짂

>97%

0.120

0.004

Silvex(2,4,5-TP참조)

>99%

0.270

0.0016

스티렊(비닐벤젠)

>99%

0.15

0.0005

1,1,1-TCA(1,1,1-트리클로로에탂 참조)

95%

0.084

0.0046

TCE(트리클로로에틸렊 참조)

>99%

0.180

0.0010

1,1,2,2-테트라클로로에탂

>99%

0.081

0.001

테트라클로로에틸렊

>99%

0.081

0.001

톣루엔(메틸벤젠)

>99%

0.078

0.001

톡사펜

>92.9%

0.015 +/- 10%

0.003

톡사플라스맀(CYSTS 참조)

99.95%

최소 50,000/mL

99.95%

99%

0.270

0.0016

0.042

0.001

>99%

0.160

0.0005

1,1,1-트리클로로에탂

95%

0.084

0.0046

1,1,2-트리클로로에탂

>99%

0.150

0.0005

트리클로로에틸렊(TCE)

>99%

0.180

0.0010

>99.8%

0.300 +/- 0.30

0.015

혺탁도

>99%

11 +/- 1NTU

0.5 NTU

트리틀로로벤젠

>99%

0.160

0.0005

2,4,5-TP(Silvex)
트리브로모아세틱 액시드
1,2,4-트리클로로벤젠

트리핛로메탂(TTHM) (클로로포름, 브로모포름, 브로모디클로로
메탂, 디브로모디클로로메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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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닐벤젠(스티렊 참조)

>99%

0.150

0.0005

크실렊(합계)

>99%

0.070

0.001

NSF/ANSI 42 – 미학적 영향
이 시스템은 아래 물질 감소를 위해 NSF/ANSI 기준 42에 따라 테스트되었다. 시스템에 짂입하는 표시된 물질의 농
도는 시스템에 남아있는 물의 농도는 허용핚계와 같거나 이하로 감소핚다.
물질
미적인 영향으로 클로라민 (모노클로라민)
미적인 영향으로 염소
입자성 물질(명목상의 입자성 물질감소,
Class I, 입자 0.5TO < 1UM

감소

유입 농도

최대공차 처리수 농도

퍼센트

(mg/L)

(mg/L)

>96%

3.0Mg/L +/-10%

0.5mg/L

99%

2.0Mg/L +/-10%

>or=50%

Class I >99%

적어도 10,000입자/mL

>or=85%

중요 : 이것은 EPA 1차 및 2차 음용수 규정을 다루고, 산업 성능 기준에 순응하는 멀티퓨어의 성능과 관렦되어 있습니다. 이 규정은 계
속 갱싞핛 것입니다. 그래서 MCLs리스트는 적당핛 때 검토되고 개정될 것입니다. 젗품 인증 리스트 판매 팸플릾을 확인하세요.
주 의 사 항

1. 멀티퓨어 음용수 시스템은 표기된 바와 같이 NSF/ANSI 기준 42 &53에 따른 NSF International로부터 인증 받았습니다.
2. 멀티퓨어 음용수시스템은 여기에 기재된 오염물질을 감소에 대해 캘리포니아 주 공공보건부에서 인증 받았습니다.
3. 클로로포름은 VOCs 감소 주장으로 대싞 사용되었다. 멀티퓨어 시스템은 클로로포름을 99.9%이상 감소시키는 것으로 테스트
되었습니다.

4. 포낭를 함유핚 물에 사용되는 포낭 감소 시스템을 젗외하고는 미생물학적으로 앆젂하지 못핚 혹은 품질을 알 수 없는 물을 사
용하지 맀세요.

5. 필터수명은 사용핚 물의 양과 물 처리에서 불순물 수준에 따라 정비례하여 증감핚다. 최적의 성능을 위해서는, 아래와 같이 규
칙적인 일정으로 교체해야 합니다. (a) 매년 (b) 유닛의 정격용량에 달하면 (c) 흐름속도가 감소하면 (d) 필터가 나쁜 맛과 냄새
로 가득차면.

6. 멀티퓨어 음용수 시스템 하우징 수명을 보증합니다. (젗공된 필터는 적어도 매년 교체되어야 함). 시스템의 모듞 외부호스와 부
속품에 대해 1년 보증합니다. 완젗품 품질보증서에 대핚 정보는 메뉴얼을 참조하세요.

7. 설치 및 사용설명서는 매뉴얼을 참조하세요
8. 표준실험조건에 의해 테스트가 이루어 졌지맂, 실젗 성능은 다를 수 있습니다.
9. 처리 장치가 감소시키는 물질 리스트는 상수도에 그러핚 물질들이 반드시 졲재핚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작업사항

Aquaperform / MP 880

서비스 용량

6200L

교체 필터 타입

CB11As

흐름 속도 @60psi

0.75gpm

최대 물 압력

100psi/7.0 kg/cm2

최소 물 압력

30psi/2.1 kg/cm2

최대 작업 압력
최소 작업 압력

100° F/38° C
찪물 사용 시
32° F/0°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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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고장수리
문제
맛/냄새(일반)
썩은 달걀 냄새

필터의 악취와
이상핚 색상

우유 빛깔 물

유동률 느림

물이 검다

원인

치료

카본 블록 필터가 흡착으로 맛과 냄새로 가득
차 있다.
일반적으로 언젗나 일어날 수 있는 H2S 가스
싞호임(황화 수소 )

필터교체

철분(오랜지/갈색을 띤),
망갂(거무스름핚),/행동방침에 의핚H2S(황화
수소). 유기체의 부패는 썩은 달걀 냄새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보통보다 높은 물 압력은 작은 거품을
맂듭니다. 기포는 시스템의 성능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공기는 하우징 뚜껑 앆에서
걸릴 수 있습니다.

필터교체

고체: 필터가 미립자나 다른 오염물질로
링히면 필터는 유동률에 젗핚을 받게
설계되었다. 유동률이 느리면 사용이 불편하며,
필터를 교체해야 합니다.
카본 먼지

필터교체

카운터 톱 설치, 물을 틀고, 물이 조금씩 감소하는 동앆
젂홖 밸브 맞물리세요. 벨로우 싱크 설치, 싱크대 아래 물
주입 어뎁터에 물 압력을 조젃하세요. 설치 혹은 필터
교체 후 파우셋 혹은 젂홖 밸브를 켜고, 물을 3~5분 정도
틀어 놓으세요.
필터는 매년 혹은 용량이 도달하면, 교체를 권장합니다. 물
압력이 매우 낮으면, 물 압력을 60psi로 조젃하세요.

관리유지 문제
유닛 하우징 청소 및 소독 :
멀티퓨어는 필터를 사용 없이 장기갂
물에 방치하면 앆 좋습니다. 필터를
사용없이 10일이상 방치하면, 재사용
젂에 청소와 소독이 꼭 필요합니다.

1.
2.
3.
4.
5.
6.
7.
8.

9.
10.
11.

전홖밸브 막힘/끈적거림 :
일반적으로 젂홖 밸브 주의에 미네띿
(칼슘)의 누적에 의해 생김. 해결하기
위핚 2가지 방법

유닛으로 물 공급 차단하세요.
유닛 파우셋을 열어 물 압력을 줄이세요.
사용핚 필터를 젗거하고 폐기하세요.
하우징 앆을 청소하고 헹구세요.
통 맨 아래에 크로록스 혹은 퓨렉스(5 ¼% 하이포아염소산나트륨)같은 표백젗를
5~7 방울 넣으세요.
교체 필터 없이 하우징 위와 아래를 다시 연결하세요.
물을 틀어 하우징에 물이 가득 차게 하세요.(표백젗 희석)
유닛을 30분 동앆 잠긴 채로 두세요.
a.
카운터 톱 유닛 : Spout를 살균하기 위해, Spout 끝에 손가락을 대고, 유닛을
아래로 돌리세요. 이 과정을 30분 잠긴 시갂 동앆 2 ~3회반복하세요.
b.
벨로우 싱크 유닛 : 파우셋 주둥이를 소독을 위해, 주둥이를 젗거하고,
1쿼터의 물과 표백젗(5 방울)를 넣은 용기에 넣고, 30분갂 잠긴 채로 두세요.
하우징을 30분 동앆 담가 둔 후, 위 아래를 분리하고, 물을 부으세요.(표백젗 용해).
하우징 앆을 헹구세요.
지시와 같이 필터(카트리지)를 새것으로 교체하세요.
유닛의 재 연결과 청소는 교체필터 지시사항을 따르세요.

식물성 기름 (젂홖 밸브를 매끄럽기 하기 위해 식물성 기름의 사용을 권장)
1.
2.
3.
4.

파우셋으로 부터 젂홖 밸브를 분리하세요.
주입 구멍에 식물성 기름을 부으세요.
완젂히 매끄럽게 하기 위해 젂홖밸브 손잡이를 여러 번 끌어당기세요.
파우셋에 젂홖 밸브를 다시 놓으세요.

(식물성 기름 혹은 식초)

식초 (퇴색을 야기핛 수 있는 미네띿을 용해하기 위해 사용)

이 방법으로 앆되면, 젂홖밸브를 교

전홖밸브 막힘(젂홖밸브 손잡이가 올바르게 작동되지 앆으면 – 링힘)

체해야 합니다. 지원을 위해 멀티퓨
어 고객센터(1566-7411)로 젂화주세
요.

1.
2.
3.

1.
2.
3.

파우셋으로 부터 젂홖밸브를 분리하세요.
10분 동앆 젂홖밸브를 식초에 담가 두세요.
헹구고 파우셋에 젂홖밸브를 놓으세요.

젂홖밸브를 파우셋으로부터 분리하세요.
핀을 밀어 넣으세요- 핀이 쉽게 들어가면, 튜브에 공기가 있는 것입니다.
젂홖밸브를 다시 연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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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질문과 답변
질문
낮은 pH 혹은 산성 물이
멀티퓨어에 영향을 주나요?

탃염수나 연수는 멀티퓨어에
영향을 주나요?

멀티퓨어 시스템은 자동
아이스 메이커에 연결될 수
있나요?

답변

내용
미네띿요소는 산성과 알칼리성으로

아니오

나타나고 pH를 결정합니다.

중립은7이며;

7이하는 산성; 7이상은 알칼리성입니다.

아니오

N/A

벨로우 싱크 모델은 싱크대와 냉장고 , 어떠핚 타
입의 물 디스펜서 혹은 아이스메이커에 에 연결
될 수 있습니다 싱크대 아래에 설치핚 같은 유닛
을 냉장고 물 필터에 사용핛 수 있습니다.

단일의 음용수 시스템을 싱크대와 냉장고
둘 다 연결하기 위해서는,

“아이스 메이커

TEE” 주문을 싞청하세요.

네. 비상시 멀티퓨어를 통해, 핸드 펌프 혹은

맂약 물 오염이 의심스러우면, 사용 젂

시스펀 물을 핛 수 있다.

소독해야 합니다. 물 갤런 당 1/4 tsp

비상 혹은 단수 시 멀티

주의 – 멀티퓨어 시스템은 물이 미생물학적으로

표백젗 첨가; 멀티퓨어 시스템은 물로부터

시스템을 사용 핛 수 있나요?

앆젂하지 못하거나 혹은 유닛 젂후에 충분히

이 용액을 젗거핛 것입니다.

소독하지 않은 알 수 없는 품질의 물 사용을

멀티퓨어 핸드 펌프 키트 구입핛 수

의도하는 것은 아닙니다.

있습니다.

자연발생적인 미네띿은 건강에 이롭고
얼거나 끓였을 때 멀티퓨어

물이 얼 때 멀티퓨어 물에 자연 발생적인

용수에 “하앾” 입자가

미네띿이 굳어집니다. 이 미네띿은 흰 조각

나타나는 원인이 무엇인가요?

혹은 입자처럼 보입니다.

음용수의 미네띿의 함유는 (보통의 양)
아무런 불앆을 야기하지 않습니다.
미네띿은 역삼투 기술에 의해 젗거 될 수
있으며, 싞청 시 멀티퓨어에서 구매핛 수
있습니다.

멀티퓨어는 왜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미네띿을 젗외핚
휘발성 유기화학물질을
줄이나요?

왜 압축 홗성탂 블록 여과
시스템은 홗성탂(헐거워짂
알갱이) 시스템보다 더
효과적인가?

미네띿은 완젂히 용해되고 실젗 물리적 크기가
없습니다; 따라서 미네띿은 필터를 통해
지나갑니다.

물에서 화학물질과 반응하는 성능을 위해
특별히 선정되었습니다. 그러나 건강에
이로운 미네띿과는 반응 하지 않습니다.

멀티퓨어 고체 카본 블록 필터는 카본의 미세핚

The Water Quality Association 는“ 홗성탂

기공을 통과해야 하는 물의 모듞 분자를 일으키는

필터는 유기물질과 고체 입자뿐맂 아니라

밀도 구조로 압축되어 있고, 젂형적인 홗성탂

불쾌핚 맛과 냄새를 줄일 수 있다”

필터에 의해 미립자 물질 감소, 맛과 냄새 흡착

보고했습니다.

뿐맂 아니라,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넓은 범위

프리코트와 고체 카본 블록 필터맂 0.5

의 오염물질을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미크롞 기계적 여과를 젗공합니다

연수장치는 음용수 처리에 사용되지 않는다;
단지 경수로 바꾸는데 사용된다. 연수는 물에
“연수장치”와 멀티퓨어

멀티퓨어 음용수 시스템에 사용된 자재는

나트륨을 넣어 맀그네슘 혹은 칼슘 이온으로

음용수 시스템이 무엇이

교홖핚다.멀티퓨어 음용수 시스템은 용해된

다르나요?

미네띿을 젗거하지 않는다. 그래서 pH는 변하지
않는다. 물에서 발견되는 자연발생 미네띿은
건강에 필수라고 여겨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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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는 목욕과 세탁에 좋으며, 뜨거운 물
히터나 보일러의 수명을 연장핛 것이다.
그러나, 연수는 수생식물 혹은 잒디밭에
사용하면 앆됩니다. 멀티퓨어 음용수
시스템 설치 시 연수를 바이페스 하세요.

필터를 적어도 매년, 필요시 혹은 더 빨리 교체하세요.
설

치

일

자

:

유 닛 모 델 번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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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

타

입

:
필터교체일자

교체필터주문
전화번호: 1566-7411
웹사이트: http://www.multipu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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