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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 른  시 작  가 이 드

페루의 작은 호텔 개수대에서 물을 채울 때나, 험난한 

산행길에서 더러운 개울물로 목을 축여야 할 때, 

또는 집에서 비상용 키트를 준비할 때, 그 어느 때나 

상관없이 GRAYL® 울트라라이트 퓨리파이어 보틀

(Ultralight Purifier Bottle) 만 있으면 됩니다! [원 

프레스] 방식으로, 울트라라이트는 병원균(바이러스, 

박테리아, 원생동물), 침전물, 화학물질에 중금속까지 

걸러주는 [풀 스펙트럼] 기능성을 제공합니다.

언제 어디서든 가장 깨끗하고, 가장 안전하고, 가장 믿을 수 있는 기능성 보틀이 
있습니다. 원수의 침전물 농도가 높으면 카트리지 수명이 짧아질 수 있습니다.

아우터 [리]필에 정수할 물을 
채우십시오. 표시된 선 이상
까지 물을 채우지 마십시오. 

힘을 증폭시키기 위
해 체중을 실어 안정
적으로 정수기를 아래
로 눌러주십시오. 빠르
고 쉽게, 15초면 충분
합니다.

어떤 레포츠 
상황에서도(산행, 여행, 
카약 타기, 자동차 
여행) 안전하게 물을 
드실 수 있습니다.

표시된 선까지 물을 
채우세요.

바닥에 대고, 또는 무릎
선 아래에서 누르세요.

어디서든 정수된 물
을 즐기세요.

16 OZ (473 ml)

아우터 [리]필

이너 프레스

루프 캡
교체식 정수기 카트리지

풀  스 펙 트럼  기능 성   
정수 + 여과

[원  프 레 스 ]  
정수 + 여과

FILL. PRESS. DRINK.

울트라라이트에는 깨끗한 물 0.5리터(16액량온스)가 들어갑니다. 긴 
여정을 계획 중이시라면, 용량을 늘일 수 있도록 접을 수 있는 소프트 
보틀이나 워터백(하이드레이션 블래더)을 여분으로 챙기세요.

루프 캡을 “씌우면” 누를 때 편안한 표면이 생겨 손의 불편과 
피로를 줄일 수 있습니다(특히 여러 차례 눌러야 할 경우). 이때 
통기구를 확보하면(1/4가량 다시 풀어주면) 물이 정화되는 동안 
공기가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GRAYL의 정수기는 천천히 지속적으로 힘을 주어야 합니다. 이때 
정수기는 원수에서 위험한 병원균과 화학물질을 제거하는 복잡한 
작업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땅이나 편평한 바위, 나무 
그루터기에 대고 무릎 높이 아래에 아우터 [리]필을 두십시오. 
팔을 쭉 펴고 지속적으로 힘주어 누릅니다. 내 몸의 안전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면 피곤도 가실 수 있습니다.

사용 전후에는 곰팡이이나 박테리아가 증식하지 않도록 반드시 
보틀과 카트리지를 깨끗이 말립니다. 카트리지를 마지막으로 '드라이 
프레스' 해주면 남은 물기까지 제거됩니다. 부품을 모두 분리해 (
가능한 경우) 햇볕에 두고 완전히 마를 때까지 최소 48시간가량 
말리세요. 바짝 마른 부품을 완전히 조립해 보관합니다.

정화장치 카트리지는 냉동/해동의 사이클을 2회까지 견딜 수 
있지만 얼지 않게 조심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빙점에 가깝거나 
아래로 떨어지는 곳에서는(어는 시간을 늘리기 위해) 보틀을 가득 
채우고 따뜻한 외투 주머니에 넣어 몸 가까이 두십시오. 밤에는 
단열재로 싸두거나, 더 좋은 방법은 침낭 안에 아늑하게 보관하는 
방법입니다.

용량을 늘입니다(추가로 보틀을 가져가세요).

통기구를 확보하고 누릅니다(캡을 닫고 누르세요)!

무릎 높이에서 누릅니다(체중을 이용하세요).

완전하게 말립니다(오염물의 증식을 막아주세요).

얼리지 않습니다(항상 옆에 두세요).

프 로들 의  팁   
능숙한 여행자들이 전하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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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되지 않은 원수(또는 그 주변)의 교차 오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이너 프레스에 루프 캡을 "씌우십시오". 처리되지 않은 원수에 
실수로 빠트리더라도 물샐 틈 없는 캡이 '더러운' 물이 이너 프레스 내 
레깨끗한 부분'으로 새어 들어오는 것을 막아줍니다.

캡을 씌웁니다(교차 오염을 방지하세요).

채우기.

누르기.

마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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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전후 관리. 정수기 취급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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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기 카트리지에 비누를 사용하지 마세요.
정수기 카트리지는 비누나 다른 세제를 사용해 세척하지 마세요. 
카트리지는 깨끗한 물로 헹군 후, 타올로 닦아 완전히 마를 때까지 
그대로 둡니다(습도에 따라 다르지만, 완전히 건조될 때까지 최소 
48시간가량 걸립니다).

보틀(정수기 카트리지 제외)을 손으로 씻으세요.
아우터 [리]필과 이너 프레스, 루프 캡은 따뜻한 물과 비누로 세척할 
수 있습니다. 정수기 카트리지에는 비누를 사용하지 마세요.

사용 전후 관리.
사용 전후에 바람으로 완전히 말린 후 카트리지와 보틀, 캡을 밀폐 
상태로 다시 조립하세요. 정수기 카트리지는 최초 사용 후 수명이 3
년입니다. 사용하지 않은 카트리지의 수명은 제대로 밀봉된 경우 10
년입니다. 서늘하고 건조한 장소에 보관하십시오.

정수기 카트리지의 분리 및 설치.
분리하려면, 이너 프레스 하단의 정수기 카트리지 “잠금 탭”을 
찾으십시오. 그다음 "잠금 탭"을 당기고 카트리지를 돌려 엽니다(
왼쪽으로 돌리면 열림).

설치하려면, 카트리지를 이너 프레스에 삽입한 후 정수기 
카트리지가 탁 소리를 내며 잠금 슬롯에 들어갈 때까지 돌려 
닫습니다(오른쪽으로 돌리면 잠김). 과도하게 돌려 잠그지 마십시오.

카트리지 수명.
정수기 카트리지의 수명은 원수의 질에 따라 다르며, 원수의 질이 
좋을수록 더 오래 갑니다. 토사나 침전물 농도가 높을수록 카트리지의 
수명은 짧아집니다. 깨끗한 물을 사용할 때 카트리지는 300회(150
리터/40갤런)까지 사용이 가능하고, 이는 약 3개월 동안 하루 3회에 
해당합니다. 카트리지 수명이 끝을 향해갈수록 누르는 시간이 증가합니다. 
누르는 시간이 약 2배, 즉 30초에 이르면 카트리지를 교체할 시기가 된 
것입니다.

민물만 정수 가능. 
오직 민물만 사용하십시오(다른 액체는 안 됩니다). 염수(바닷물)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산업재해와 유출물을 피할 것.
GRAYL은 저농도 상태의 다양한 화학물질, 살충제, 중금속을 제거하는 
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화학물질과 중금속, 기타 독소물질의 농도가 높은 
광물 찌꺼기나 화학 유출물에 오염된 물은 사용을 피하십시오.

얼리지 말 것.
정수기 카트리지는 최고 2회의 냉동/해동 주기만 견딜 수 있습니다. 2회를 
넘기면 정수기 성능이 약화되기 시작하므로 정수기 카트리지를 교체해야 
합니다.

교차 오염.
이너 프레스의 경우, 처리하지 않은 물에 노출하거나 채우지 마십시오. 
교차 오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산간이나 오지에서 이런 일이 발생한 
경우, 보틀을 분리해 비눗물에 세척하고 깨끗이 헹굽니다(정수기 
카트리지 제외). 이 방법이 불가능할 경우, 보틀에 물을 5~7회 눌러(
프레싱) 잠재적인 오염물질을 철저히 희석하십시오.

아우터 [리]필을 채울 때 교차 오염을 피하기 위해, 처리되지 않은 물이 
이깨끗한 부분’에 새어 들어가지 않도록 루프 캡을 단단히 씌웁니다. 이 
방법의 또 다른 이점으로는 밀봉된 이너 프레스가 부유하게 됩니다.

끓는 물 또는 전자레인지 사용 금지.
끓은 물은 정수 기능을 파괴하므로 뜨거운 물이나 끓는 물은 사용하지 
마십시오. 또한 보틀의 어떤 부분도 전자레인지에 돌리지 마십시오.

정수기 카트리지의 내구성.
정수기 카트리지는 6피트(약 183cm) 높이에서 딱딱한 표면에 떨어트려도 

International Quick Start Guide. 
Manuales / Manuels / Manuali / Handbücher 
www.thegrayl.com/manuals

분리

양손을 비트는 동작을 하면 분리가 더욱 쉽습니다. 이너 프
레스가 빠지지 않으면 루프 캡을 잡고 시계 방향으로 돌리면
서 당기십시오. 그러면 조인 부분이 풀리면서 이너 프레스가 
분리됩니다.

GRAYL 보틀이 완전히 말랐을 때는 더욱 힘을 주어 이너 프
레스와 아우터 [리]필을 분리해야 합니다. 역시 비틀면서 당
기십시오.

돌려서 분리하세요.

현존하는 제품 중 가장 빠른 정수 능력.  15초면 충분합니다.

해외 여행, 레포츠 활동과 프레퍼족을 위한 제품.  해외 
곳곳을 누비는 여행족은 물론, 가벼운 산행, 하이킹, 낚시와 
모험에 꼭 필요합니다.

특허받은 [원 프레스] 디자인.  민물이라면 어떤 원수든 
깨끗하게 정수한 식음수로 만들어드립니다. 

채우고. 누르고. 마시고. (Fill. Press. Drink.™)  혁신적인 
디자인으로 빨아당기거나, 눌러 짜거나, 계속 펌핑할 
필요가 없고, 오래 기다릴 필요도 배터리도 필요 없습니다.

바이러스에 대한 보호 기능.  바이러스(A형 간염, 사스, 
로타바이러스 등)의 경우 99.9999%, 질병을 유발하는 
박테리아(대장균, 살모넬라, 콜레라 등)의 경우 99.9999%, 
원생동물 낭종(지아르디아, 크립토스포르디움 등)의 경우 
99.999%까지 제거합니다.

건강, 풍미, 냄새와 투명도 증진. 미립자, 다양한 화학물질과 
중금속을 여과합니다.

내구성.  극한의 환경에서도 사용 가능하도록 
제작되었습니다.

컴팩트한 경량성.  어떤 가방이든 사이드 포켓에 쏙 
들어갑니다.

NSF 표표 42+53 표표 표표."잠금 탭"을 당기고 
카트리지를 돌려 연다.

아우터 [리]필을 
잡아돌리고 루프 캡으로 
이너 프레스를 당겨 
올립니다.

언 제  어디 서 나   
안전한 물을 만들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