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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부의명칭

설치시주의사항
1. 다음의 장소에는 설치하지 마세요.
•화기근처
•인화물질 근처
•습기가 많은 곳
•눈 또는 비를 맞을 수 있는 곳
•직사광선이 비치는 곳 •화학약품(휘발성 물질, 유기용제 등) 근처
•0 ℃ 이하의 장소 또는 0 ℃ 이하의 온도로 내려갈 우려가 있는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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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음의 수질 범위에서 사용하세요.
•수압 : 0.5~7 kgf/㎠(50~686 kPa)
•수온 : 4~38 ℃
•증발잔류물 : 500 ppm 이하
•경도 : 300 ppm 이하
•수질 : 생물학적으로 안전한 수질
•pH : 5.8 ~8.5
※상기 이외의 수질에서 사용할 때에는 당사와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와 협의없이 상기 범위내의 수질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무상보증기간에서 제외됩니다.

3. 제품에 공급되는 원수는 38 ℃ 이상의 물을 사용하지 마세요.
4. 튜빙호스 연결 시 튜빙호스가 꺾이거나 무거운 물건 등에 눌리지
않도록 하세요.
※튜빙호스가 막히면 물이 원활하게 흐르지 않아 고장의 원인이 됩니다.

5. 제거수호스는 제품 수직방향으로 20 cm 이상 내려서 설치해 주세요.
① 만수 LED : 저장탱크에 정수가 가득 차면 점등됩니다.(적색)
② 연속취수 1 ℓLED : 연속취수가 선택됐음을 표시합니다.(연두색)
③ 연속취수 1 ℓ터치버튼 : 연속취수기능을 선택/해제시 사용합니다.
④ 누름버튼 : 버튼을 누르면 정수가 취수됩니다.
▶ 연속취수기능 선택
•연속취수시 사용하는 기능으로 연속취수 1 ℓ터치버튼을
2초간 터치합니다.
•LED가 켜지면 누름버튼을 눌러 연속취수 합니다.
※연속취수시물의양은1ℓ입니다.
※연속취수를선택했어도취수하지않으면10초후선택이
자동으로해제됩니다.
※연속취수선택량과실제취수량은차이가있을수있습니다
▶ 연속취수기능 해제
•연속취수중 연속취수 1 ℓ터치버튼 또는 누름버튼 중 하나라도
터치하거나 누를 경우 연속취수는 해제됩니다.
•연속취수기능이 설정된 상태에서 연속취수 1 ℓ터치버튼을
다시 터치할 경우 연속취수는 해제됩니다.
(연속취수 해제시 연속취수 1 ℓLED는 꺼짐)

제품규격
제품명
모델명
정격전압
소비전력
제품중량
저장탱크용량
외형치수
파워코드

청호나이스 정수기
CHP-1270D
AC 220 V/50 Hz
30 W
9.3 kg
4.2 ℓ
280W×350D×412H (mm)
2.0 m

6. 제거수호스에서 배출되는 물이 주변으로 튀지 않도록 호스를 고정하세요.
※제거수호스를 통해 나오는 물은 화장실 청소, 집안 청소, 세탁 및 빨래 등
기타 허드렛물로 사용하면 물의 낭비를 막을 수 있어 좋습니다.
단, 식수(먹는 물)로 사용하거나 음식 조리용으로는 절대 사용하지 마세요.

7. 한 장소에 하나 이상의 제품(정수기, 식기세척기 등)과 본 제품을
설치시 반드시 원수, 제거수호스는 각 제품별로 독립 설치해 주세요.

설치방법
1. 제품을 수평으로 설치합니다.
2. 각 가정으로 공급되는 급수밸브(또는 중간밸브)를 잠근 후 연결하려는
원수의 공급위치 연결부를 풀어 원수어댑터밸브를 연결합니다.
※연결부위의 실링러버(오링)가 빠지거나 나사산 등이 손상되면 누수의
원인이 되므로 주의하세요.

3. 원수어댑터밸브와 제품 후면의 원수연결부에 튜빙호스를 꽂아 연결합니다.
4. 제품 후면의 제거수 연결부에 튜빙호스를 꽂아 연결하고 씽크대나
다용도실 등의 배수구로 튜빙호스를 연결합니다.
5. 급수밸브(또는 중간밸브)를 열고 원수어댑터밸브를 열림위치에 두어
제품에 원수를 공급해 줍니다.
6. 각 연결부의 누수여부를 확인합니다.
7. 제품 내부에 물이 공급되는지 연결부에 물이 새는 곳은 없는지 확인
합니다.
8. 가동시작 1시간 후 취수레버를 눌러 물이 나오는지 확인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