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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조립 및 분해 방법

본체 조립 방법

스트랩 체결 방법

1. 펌프 실린더(⑦)를 위 뚜껑(②)에 끼웁니다.

1.

4 휴대 방법
1. 사용 환경에 따라 아래 뚜껑(⑪)의 틈새에서 물이 조금씩
샐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 아래 뚜껑(⑪)을 분리하여 몇 번 털어줍니다.

2.

2. 위 뚜껑(②)을 물병 본체(⑨)에 돌려 끼웁니다.

고정링1

3. 필터 가이드(⑩)를 물병 본체(⑨)에 돌려 끼웁니다.

고정링2

고정링1

4. 필터를 필터 가이드(⑩)에 밀어 넣습니다.
5. 아래 뚜껑(⑪)을 물병 본체(⑨)에 돌려 끼웁니다.
6. 손잡이(①)를 펌프 서포트(⑤)에 맞춰 끼웁니다.

손잡이(①)

파우치

5 사용 후 보관 방법

고정링2

1. 아래 뚜껑(⑪)을 열고 필터의 포장을 제거합니다.
2. 필터 가이드(⑩)에 넣고 눌러서 끼웁니다.
3. 아래 뚜껑(⑪)을 닫습니다.

4.
B.

➋

1. 사용 후에는 필터를 본체에서 분리하여 보관합니다.
깨끗한 물속에서 흔들어 씻어냅니다.

A.

* 분리한 필터는 균이 번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햇빛에 잘 말려서
보관합니다.

➋ 외부 거름망
➌ 호스 거름통

3.

* 필터를 오래 사용하기 위해서는 틈틈이 필터의 밑부분에 쌓인 이물질을

➊
➊ 호스 어댑터 (x3)

2. 위 뚜껑(②)의 실리콘 마개(③)와 아래 뚜껑(⑪)의 입수구 마개(⑬)가
잘 닫혀 있는지 확인합니다. (잘 닫혀있지 않을 경우, 물이 샐 가능성이
있습니다.)
3. 되도록이면 퓨리수를 세워서 휴대하기를 권장합니다.

필터 조립 방법

필터

251 Little Falls Drive
Wilmington, Delaware 19808
The United States
www.purisoo.com

⑭ 스트랩

아래 스트랩 고리

보증 기간 .....14

2 제품 구성

공급사:
PURISOO Inc.

⑫ 외부 거름망

세척 방법 .....11

PC-1701 시리즈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봉은사로 30길 42
필로스빌딩 3층
www.u2syste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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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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➊

➌

2. 본체도 다음 사용을 위해 흐르는 물에 잘 씻어 분리하여 말려 놓습니다.

➍ 긴 호스

* 식기세척기를 사용하지 말고, 깨끗한 물로 살며시 세척하여 잘 말립니다.
* 잘 말린 것을 확인하고 본체를 조립하여 보관합니다.
* 필터는 장착하지 않고 따로 건조한 환경에서 보관합니다.

➍

6 주의 사항
퓨리수를 올바른 사용법을 꼭 숙지하고 사용해주세요. 권장하는 사용법을
따르지 않았을 때는 심각한 건강 이상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야외에서 물을 음용할 시, 꼭 정확한 정보를 기준으로 판단하여 정수할

6 주의 사항
- 음용구 부분과 퓨리수 내부 물통 부분, 정수필터의 출수구 부분의 청결을
항상 신경 써서 관리해 주셔야 질병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 일정 기간 미사용 시에는 필터를 잘 말려 보관하여야 균 번식을 막고,

물을 결정하시길 바라며, 사용자의 선택으로 정수한 물에 의해 발생한

질병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설명서의 필터 보관방법을 잘 읽어보시고

개인과 집단의 질병 및 사고에 대해서 본사는 책임이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사용법에 맞게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손상된 필터나 퓨리수 정품이 아닌 필터 사용으로 인한 질병 및 사고에
대해서도 본사의 책임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이 메뉴얼을 읽고, 이해하고

문의사항은 퓨리수 이메일 purisooinfo@gmail.com 또는 퓨리수 공식

- 퓨리수로 정수할 수 있는 물의 온도는 섭씨 5도~50도 이내입니다.

- 필터 하우징에 금이 가 있거나, 깨져있다면 필터를 새것으로 꼭 교체하여

- 퓨리수는 0.1마이크로미터 이하의 이물질을 제거하지 않습니다.
0.1 마이크로미터 이하의 유해 미생물을 제거할 수 없습니다.

정수된 물은 항상 내부 병에 안전하게 보관되니, 펌프 한 다음

필터의 수명도 늘어납니다.
3. 8시간 이상 미사용 시, 필터를 본체에서 분리하여 따로 보관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4. 필터는 항상 잘 말려서 보관해야 합니다.
청결하게 관리해 주세요.

필터를 손상시킵니다.

- 퓨리수는 방사선 물질을 제거하지 않습니다.

- 퓨리수를 펌핑하는 동안 물이 아래 뚜껑(⑪)에 스며들 수 있습니다.

2. 되도록이면 침전물을 가라앉히고 정수하면 더 쉽게 정수 가능하며,

6. 아래 뚜껑(⑪)을 열어 필터 가이드(⑩)가 물병 본체(⑨)에 잘 잠겨 있는지

- 필터 밑부분에 강한 충격을 가하지 마세요.

- 퓨리수는 바닷물 정수용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입힐 수 있으므로 주의해주세요.

- 본 제품은 필터를 포함하여 식기세척기를 사용하여 세척할 수 없습니다.

주의 !! 아래 사항을 꼭 준수하여 질병 및 사고를 예방하세요.

- 퓨리수는 불소, 농약이나 독성물질을 제거하지 않습니다.

1. 개봉 후 처음 사용하기 전, 퓨리수를 철저히 세척한 후에 사용하세요.

과도한 충격이나 압력을 가할 경우 제품 또는 필터에 영구적인 손상을

5. 정수기 내부에 균이 번식하는 것을 막기 위해 항상 사용 후 잘 말려,

- 우유, 술, 탄산음료, 주스 등 물 이외의 액체를 필터에 통과시키지 마세요.

- 퓨리수는 모든 중금속을 제거하지 않습니다.

- 퓨리수는 야외에서 활용되도록 내구성이 강하게 설계되었지만,

주의 !! 아래 사항을 준수하여 퓨리수 본체 및 필터의 손상을 방지하십시오.

홈페이지 www.purisoo.com으로 문의 바랍니다.

- 퓨리수는 모든 바이러스를 제거하지 않습니다.

7 유의 사항 - 권장 사용법

아래 뚜껑(⑪)을 열고 스며든 물을 털어낸 후 사용해 주세요.

준수할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주의사항을 꼭 준수하여
질병과 사고를 예방합시다.

6 주의 사항

사용하세요.
- 손잡이(①)만 잡고 과도하게 돌리면 제품이 고장 날 수 있습니다.
개폐 시 '딱' 소리가 나면 돌리는 것을 멈춰주세요.
- 공기 밸브(④)나 체크 밸브(⑧)는 가능한 한 손대지 말아 주세요.
작은 손상에도 물이 새 거나 펌핑이 안될 수 있습니다.
- 퓨리수를 화기에 가까이하지 마세요.

확인합니다.
7. 위 뚜껑(②)이 물병 본체(⑨)에 잘 잠겨 있는지 확인합니다.
참고:
* 잠글 때 핸들만 잡고 돌리면 핸들 고정부가 손상될 수 있으므로
가능한 위 뚜껑(②)을 잡고 돌리시오. (그림 A, B)
* 물병 본체(⑨) 투명 창에 위 뚜껑(②)과 손잡이(①)의 정렬 마크를
맞추시오. (그림 C)
A

B

C

8 기본적인 정수 방법

8 기본적인 정수 방법

1.

3.

참고:
* 물에 너무 깊이 담가 펌핑을 하면
아래 뚜껑(⑪)에 물이 스며들 수
있습니다.

9 연장 호스 체결 및 정수 방법

9 연장 호스 체결 및 정수 방법

1.

3.

입수구 마개 (⑬)

입수구 마개 (⑬)
* 처음 사용하는 필터는 펌프 시
물이 올라오는 데까지 시간이
조금 더 걸릴 수 있습니다.

호스 어댑터 (➊)
호스 (➍)

2.

4.

4.

손잡이 (①)
호스 어댑터 (➊)
2.
외부 거름망 (➋)

물병 본체 (⑨)
입수구 마개 (⑬)

10 음용법
1.

잠김

열림

주의: 이때 호스 어댑터(➊)는
호스 거름통(➌)의 외부 거름망(➋)이
장착되어 있는 위 쪽에 장착하시오.

호스 거름통 (➌)

입수구 마개 (⑬)
참고:
* 물에서 거름통을 꺼낼 때 양쪽 호스 어댑터가 분리되지 않도록 주의하시오.
* 호스에 묻어있는 이물질을 흐르는 물에 잘 씻어 말려 보관하시오.

10 음용법

10 음용법

11 세척 방법

3.

5.

세척 방법 - 본체
1. 손잡이(①)를 뽑습니다.

손잡이 (①)

2. 위 뚜껑(②)을 돌려 분리합니다.
2

3. 잔여물을 비웁니다.

손잡이 (①)

4. 펌프 실린더(⑦)를 위 뚜껑(②)에서 분리합니다.

1

5. 아래 뚜껑(⑪)을 열어 필터를 뽑습니다.

1

참고:
손잡이(①)과 위 뚜껑(②)의 정렬 마크가
일치할 때 손잡이(①)을 분리하시오.

6. 필터 가이드(⑩)를 물병 본체(⑨)에서 분리합니다.
7. 깨끗한 물로 살며시 씻어 잘 헹굽니다.
8. 잘 말린 후 다시 조립하여 보관합니다.

2

세척 방법 - 필터
2.

1. 필터의 밑 부분을 흐르는 물에 씻어냅니다.

4.
열림

잠김

참고: 다음 사용을 위해 위 꼭지 부분이 오염되지 않도록 주의하시오.
2. 필터의 밑 부분을 고인 물에 담가 흔들어 씻어줍니다.

실리콘 마개 (③)

실리콘 마개 (③)

참고:
날카로운 물건으로

위 뚜껑 (②)

위 뚜껑 (②)
참고:
물병 본체 투명창에 위 뚜껑(②)과
손잡이(①)의 정렬 마크가
일치할 때까지 돌리시오.

세척하지마시오.
3. 햇빛에 잘 말려 보관합니다.
참고: 균이 번식하는 것을 막기 위해 장착하지 않고 따로 보관하시오.

참고: 실리콘 마개(③)를 뒤쪽까지 충분히 열어야 물이 잘 나옵니다.

주의: 실리콘 마개(③)의 앞뒤를 잘 눌러 잠가야 물이 새지 않습니다.

12 필터 조립 및 교체 방법

12 필터 조립 및 교체 방법

13 문제 해결 방법

14 보증 기간

3.

Q 펌프를 해도 물이 안 올라오거나,

1. 보증 기간

1.

잠김

열림

필터 가이드 (⑩)
1

아래 뚜껑 (⑪)
2

2.

물통을 채우는 펌프의 횟수가 확연히 늘어났을 때

본체 : 구입일로부터 1년 / 필터 : 구입일로부터 1년

A 부품 결속이 제대로 되었는지 확인합니다. 또는 외부 거름망에 이물질이
가득 묻었는지 확인합니다. 외부 거름망을 청소했는데도 펌프효율이

2. 보증 범위

없어지면, 새로운 필터로 갈아끼웁니다.

- 제품 제조상 과실 및 유통과정에서의 파손 시
- 제조 오류로 인한 제품 기능 및 성능 이상 시

참고:
물병 본체(⑨)와 아래 뚜껑(⑪)의
정렬 마크를 맞춘 후
아래 뚜껑(⑪)을 분리하시오.

Q 보관한 물이 샐 때

- 개인 사용 부주의로 인한 제품 손상에 대하여 보증하지 않음

A 모든 부품이 잘 결속되었는지 확인하고, 실리콘 마개 등을 확인합니다.
본체 스펙
참고: 필터 포장을 제거한다.

Q 펌프 시 공기 밸브에서 소리가 날 때

크기

Ø76 X 280 mm (3inch X 11inch)

A 공기 밸브에서 나는 소리는 공기가 통하는 소리이므로

중량

435g (15.3oz)

용량

410ml (13.8oz)

사용 적정 온도

5~50℃ (41~122℉)

공기 밸브가 물리적으로 손상되지 않았으면 문제없습니다.

4.
열림

잠김
Q 손잡이를 잠그거나 풀 때 소리가 발생할 때

2

A 마찰음이므로 문제없습니다.
아래 뚜껑 (⑪)
1

참고:
물병 본체(⑨)와 아래 뚜껑(⑪)의
정렬 마크에 맞추어 잠근다.

필터 스펙
크기

Ø38 X 96 mm (1.5inch X 3.8inch)

중량

38g (1.3oz)

사용 적정 온도

5~50℃ (41~122℉)

필터 수명

물의 품질에 따라서 최대 1,000 리터
(264 gallon) 정수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