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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ter functions

Cautions during use

1. Sediment filter

It removes particles and pollutants that are over 5㎛ from the
water. It helps membrane filter function properly.

1. Refer to the voltage on the front page.
2. Keep the cord out of heavy traffic areas.
※It can cause fire.

2. Premium filter
This is carbon block filter of compressed molding at high
temperature. It removes suspended matter, particles, etc in the
water as well as chlorine, THMs, organic chemical etc. It helps
to extend the life of the membrane filter.

3. Membrane filter

3. Never move the product while functioning
※It can cause a malfunction.

4. Water storage tank can be contaminated with microbe
from outside. Cleaning is recommended once a month.
※We recommend that purified water be used as soon as possible.

It removes dissolved pollutants.(a molecular weight over 200,
such as heavy metals, bacteria and organic chemical
contaminants) through RO filtration using a semi-permeable
membrane(0.0001㎛ pore size, 1/1,000,000 of hair) and the
dissolved pollutants are being discharged through drainage
tubing.

4. Post-carbon filter

5. Float cleaning is recommended every two months. After
cleaning, put the float on the right position.
(Carved “윗면” should be on the top.) And insert float cap
until it makes gentle clacking sound.
※ If not, it can cause water overflow.

6. Make sure that lid of water tank is closed properly.

It removes dissolved gases and odors to improve water
taste.

※ Improper alignment may allow pollutants and other insects to enter
the water tank.

7. Plug out the power prior to cleaning inside and do not
apply the water to the product directly.
※ An electric shock and fire may occur.

Filter service life
Sediment filter

Premium filter

Membrane filter

Post-carbon filter

6 months

6 months

24months

6 months

※ Filter service life is varied depending on environment such
as location, water conditions(quality, temperature), amount
of water used and seasons(summer, winter).
※ You can take clean water by replacing filters according to
the recommended filter service life.

8. In case a product is not used for a long of period time, shut
off the adapter(source water valve) and pull out the power
plug. Do not touch the power plug with wet hands.
※ It can cause fire or electric shock.

9. In case if there is an abnormal sound, smell or smoke
occurs, shut off water supply valve and contact our
distributor.

필터의 기능

사용 시 주의사항

1. 침전필터
원수를 최초 접촉하여 5 ㎛ 이상의 찌꺼기와 오염물질을 걸러줌으로써
물과 접촉되는 모든 부품 및 멤브레인의 정상적인 활동을 보장해 줍니다.
2. 프리미엄 필터
고온에서 압축성형한 카본블럭 필터로 원수중의 부유물질, 녹찌꺼기,
입자성 오염 물질 등을 제거하고 원수 속에 용해되어 있는 염소성분,
트리할로메탄(THMs), 유기화학물질 등을 흡착, 제거시킴으로써
멤브레인을 보호, 정상적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1. 하나의 전원콘센트에 여러 개의 전기용품을 동시 사용하지 마세요.
※콘센트의 이상발열로 인하여 화재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2. 제품 가동 중에는 절대 제품을 이동하지 마세요.
※고장의 원인이 됩니다.

3. 저장탱크는 외부로부터 일반세균 등 미생물에 오염될 수 있으므로
월 1회 이상 물을 완전히 배수하고, 뚜껑을 열어 저장탱크 내부를
깨끗하고 부드러운 천으로 닦아 청결을 유지해 주세요.
※정수된 물은 빠른 시간 내에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3. 멤브레인 필터
중금속, 박테리아, 유기화학물질 등 분자량이 200 이상 되는 용해성
이물질 등을 초정밀 반투막을 통한 분리작업으로 처리하여 정수
효과를 발휘합니다. 그리고 걸러진 오염물질들은 별도의 제거수관을
통해 배출됩니다. 또한 제품에 적용된 승압펌프는 원수압력에 상관
없이 풍부한 정수량을 제공하고 멤브레인 필터의 성능이 최적화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4. 플로터를 분리하여 세척한 경우, 플로터의 '윗면' 각인이 위로가게
하여 조립하고 반드시 플로터 캡을 '딸깍' 느낌이 나도록 삽입
하세요.

4. 후카본 필터
고품질의 카본필터로서 정수된 물 속에 용해되어 있는 가스성분과
냄새 성분을 제거해 줌으로써 신선한 물맛으로 되돌려줍니다.

6. 제품 내부를 청소하기 전에 반드시 전원플러그를 뽑아 주시고,
원수어댑터밸브를 잠궈주세요. 또한 제품에 물을 직접 사용하지
마세요.

※제대로 삽입하지 않으면 물넘침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5. 청소 후 뚜껑을 닫고 상부덮개를 조립합니다.

※저장탱크 뚜껑이 제대로 닫히지 않으면 개미 등의 벌레가 탱크 내부로
들어가 오염될 수 있습니다.

※감전, 화재의 위험이 있습니다.

7. 정수와 제거수의 비율은 1:2 정도이며 제거수는 욕조나 별도 용기에
받아 화장실 청소, 집안 청소, 세탁 및 빨래 등 기타 허드렛물로
사용하면 물의 낭비를 막을 수 있어 좋습니다.

필터 교환시기
침전필터
약 6개월

프리미엄필터 멤브레인필터
6개월

24개월

후카본필터
6개월

※소모성 부품인 필터의 교환시기는 예상시기이며 사용장소, 수질, 수압,
온도, 사용량 그리고 계절(여름, 겨울)에 따라 예상 교환시기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적절한 시기에 필터를 교환하셔야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으니 당사
콜센터로 연락하여 필터를 교환해 주세요.

8. 장기간 제품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원수어댑터밸브를 잠그고
완전 배수 후, 전원플러그를 뽑아주세요. 이 때, 젖은 손으로
전원플러그를 만지지 마세요.
※감전, 화재의 위험이 있습니다.

9. 사용중에 제품에서 이상한 소리, 냄새, 연기가 나면 바로 전원플러그
를 빼고 원수어댑터밸브를 잠근 후 당사 콜센터로 연락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