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탁 비즈니스에서 중요한 성공 요인이 있다면 옷을 마치 
새 옷같이 프레시하게 세탁해 주어 고객들을 만족시키는 
일입니다. 때가 제대로 안 빠져 옷 색깔이 칙칙해지거나 때가 
다시 달라붙어 손님들이 불만족하는 결과를 피하려면 우수한 
필터 효능이 반드시 요구됩니다. 바로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퓨리탄은 불용성 때를 다른 브랜드보다 훨씬 더 많이 포착하고 
저장하도록 설계되고 구조되었습니다. 

클리닝 머신 구성이 다르고, 클리닝 공정이 다르고, 솔벤트의 
종류가 다르고 또한 처리된 작업들이 서로 다른 것과 같이 
클리닝 시스템의 오염물 제거 조건도 클리닝 시스템에 따라 
다릅니다. 따라서, 그 조건에 특별히 맞게 설계된 퓨리탄 
모델이 있습니다.

카
트
리
지

PURITAN® 

” 퓨리탄 대형 포맷 카트리지는 그 사용표면이 
다른 브랜드들 보다 많게는 3분의 1까지 
더 큽니다. 더욱 많은 최상질의 여과지와 
정밀하고 깊게 파인 주름들, 그리고 퓨리탄의 
넓은 표면은 더 많은 때를 흡수할 뿐 아니라 
사용수명도 더 깁니다.

” 염료와 그밖에 다른 색소 불순물들을 더욱 
효과적으로 제거하기 위하여, 오직 최상질의 
활성 탄소 미립자들만 사용했습니다. 코어는 
침전이 생기지 않도록 최고 용량까지 진동 
압축되었습니다. 

” Puritan Adsorptive 모델의 경우, 더욱 
효율적으로 오염물 제거를 위하여 활성 
진흙이 활성 탄소를 균일한 혼합으로 
보완해줍니다. 

” 독특한 투-핸들 설계로 필터 쉘에 구멍을 
내지 않기 때문에, 다른 브랜드에서 경험할 
수 있는 때의 우회를 피할 수 있고 또한 필터 
교환이 더욱 쉬워졌습니다.

” 양쪽 끝 종이는 면 전체가 접착제로 밀폐되어 
엔드 플레이트에 접합되었습니다. 한편, 측면 
이음매는, 때 우회를 예방하고 견고한 구조를 
위하여 주름 전체가 겹쳐져 서로 맞물려 
접착제로 밀폐되었습니다. 

” 퓨리탄 대형 포맷 카트리지의 각 케이스 
안에는 적절한 밀폐를 위하여 새 펠트 
개스킷들이 들어 있습니다.

” 각 퓨리탄 카트리지는 Street’s
가 기술지원을 해드립니다. 기술지원은 
Street’s의 대리점을 통하여, 웹사이트를 
통하여, 또는 전화 기술 도움라인을 통하여 
접속이 가능합니다.

, ,
…

대형 포맷 카트리지 

Adsorptive 
증류 장치가 없는 시스템에서 기름 때 제어

” Adsorptive 모델은 두 개의 흡착성 물질로 만든 
코어를 사용합니다. 활성 진흙을 활성 탄소와 
고르게 혼합하여 증류 장치가 없는 시스템에서 
기름 때를 효과적으로 제거합니다.

…
LF  
대부분의 시스템에서 균형된 필터 사용 수명과 염료 

제어

” LF는 표준 대형 포맷 모델 필터 카트리지입니다. 
증류를 사용하는 대부분의 시스템에서 적절한 
비율로 탄소 코어의 염료 제거 용량과 필터 종이의 
때 흡수 용량의 균형을 잡아주는 활성 탄소 코어가 
들어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솔벤트에서 용해되는 
오염물이 효과적으로 제거됩니다. 

Dye Eater 

염료 오염물 최대 제어

” Dye Eater 모델은 불용성 LF 모델과 동일한 불용성 
때 제거 용량을 갖고 있지만 훨씬 더 큰 활성 탄소 
코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더욱 강력한 염료 제거 
능력을 갖고 있고 사용 수명도 더 깁니다.

All-Clay
카본이 부적합한 시스템에서 기름 때와 수분을 제어

” All-Clay 모델은 증류 장치가 없는 시스템에서 
100% 활성 점토로 된 코어를 사용하여 기름 때와 
수분을 제어합니다. 

 The Confidence Cartridge™



#1850-K

©2015
Puritan과 Street’s의 로고는 R.R. Street & 
Co. Inc.의 등록된 상표입니다.

Confidence Cartridge는 R.R. Street & Co. 
Inc.의 상표입니다. 

전문 드라이클리닝용

퓨리탄 카트리지는 공인 Street’s 디스트리뷰터들을 통해서 팝니다. 2개 케이스 단위로 주문하십시오.
퓨리탄 카트리지 주문: 

R.R. Street & Co. Inc.
1-800-4-STREET

www.4streets.com

Puritan® 카트리지로 솔벤트 품질을 유지하는 방법...
사용한 퓨리탄 카트리지 교환 방법: 
(계속)

3. 사용한 카트리지와 펠트 개스킷을 
하우징이나 솔벤트 회수 유닛에서 
제거하십시오. 이 때, 솔벤트를 
흘리거나 뚝뚝 떨어지지 않게 
주의하십시오. 유해물질 폐기에 
적용되는 모든 연방정부, 주정부 
및 지방규정에 따라서 카트리지를 
처리하십시오.*

4. 새 퓨리탄 대형 포맷 카트리지를 
펠트 개스킷들과 함께 동봉한 
자세한 지시대로 설치하십시오.  

세탁물의 때가 우회하지 않도록 
그리고 모든 하우징 개스킷들이 
제대로 맞아 효과적인 여과가 
이뤄지도록 모든 펠트 개스킷들이 
장착되었는가 확인하십시오.   

5. 커버를 다시 설치하고 모든 
밸브들의 세팅을 확인하십시오. 
모든 배수 밸브와 공기 구멍을 
닫으십시오.

6. 필터를 채우고 순환시켜, 필터가 
액으로 채워질 때까지 공기 구멍 
라인에서 공기를 빼십시오.

7. 솔벤트를 필터를 통해 20분 동안 
또는 사이트 글래스(sight glass)가 
투명해질 때까지 순환시키십시오 (
시간이 더 지속되는 쪽 채택). 
Puritan Adsorptive 카트리지를 
사용할 때 필터가 최대 효과를 
발휘하도록 하려면, 이 단계를 다 
마치기 전까지는 세제를 시스템에 
넣지 않는 점이 중요합니다.

8. 밝은 색깔이나 흰색 세탁물은 
검정 계통 세탁물을 2-3 차례 먼저 
돌린 후에 하십시오. 

카트리지의 사용수명을 최대로 
늘리는 방법:

1. 필터 제조업체의 사용 지시를 
따르십시오.

2. 작동 압력을 20 psi 이상 
초과하지 마십시오. 20 psi가 
초과하면 카트리지가 손상될 수 
있습니다.

3. 카트리지를 처리한 세탁물의 
파운드에 기준하여 교환할 경우, 
분리 카트리지당 약 1,250파운드의 
세탁물을 드라이클리닝 했을 때 
교환하십시오.

4. 솔벤트 온도를 70°F ~ 90°F 
사이로 유지하십시오.

5. 모든 필터 하우징에서 매일 공기를 
빼십시오. (공기를 뺄 때 솔벤트가 
새거나 뚝뚝 떨어지지 않도록 공기 
빼는 구멍을 천으로 막으십시오. 
솔벤트가 공기 구멍에서 뚝뚝 
떨어지기 시작할 때까지 공기를 뺀 
다음 구멍을 꼭 막은 다음 막았던 
천을 세탁하십시오.)

세제 또는 첨가제 사용:

1. 차지 시스템: 1.3% 세제 농도를 
유지하려면, 시스템에 첨가된 새 
솔벤트, 증류된 솔벤트 또는 회수된 
솔벤트 10갤런당 세제 17온스를 
첨가하십시오. Puritan Adsorptive 
카트리지를 설치한 경우, 새 
카트리지당 4온스의 세제를 추가로 
첨가하십시오.

2. 로드 프로세스 시스템: 솔벤트를 
컨디션 해주려면, 시스템에 첨가된 
새 솔벤트, 증류된 솔벤트 또는 
회수된 솔벤트 10갤런당 세제 1
온스를 첨가하십시오. Puritan 
Adsorptive 카트리지를 설치한 
경우, 새 카트리지당 4온스의 
세제를 추가로 첨가하십시오. 

*유해물질로 분류된 솔벤트가 들어있는 사용한 카트리지는 반드시 유해물질 폐기 규정에 따라 처리되고 또한 해당 연방정부, 
주정부, 지방정부의 유해물질 폐기 규정에 따라 폐기해야 합니다.

퓨리탄 대형 포맷 카트리지는 언제 
교환하나:

카트리지 교환 시기는 솔벤트 
흐름의 속도를 보고 결정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솔벤트가 
필터를 통해 작업 수준까지 
채워지는 시간이 1.5분을 초과하면 
카트리지를 교환하십시오. 

하지만, 많은 기계들이 필터를 
통하지 않고 탱크에서 휠로 
솔벤트를 직접 채워넣습니다. 
카트리지의 사용수명을 통하여 
솔벤트의 충전되는 시간을 정확히 
확인하려면, 기계가 필터를 통해 
충전되도록 프로그램을 다시 해야 
합니다. 필터를 통해 충전되도록 
프로그램을 해 놓으면 베이스 
탱크 안에 오염물이 휠 안에 
세탁물에 달라붙는 위험도 줄일 
수 있습니다. 

프로그래밍이 불가능하면, 압력이 
20 psi를 초과할 때 또는 솔벤트 
색깔이 일정 수준을 초과하여 
변하면 카트리지를 교환하십시오.

사용한 퓨리탄 카트리지 교환 
방법:

1. 시스템 제조업체의 지시대로 
사용한 카트리지에서 솔벤트를 
회수하십시오. 최소한 24시간 
동안은 카트리지에서 솔벤트가 
빠지도록 놔두십시오.

(주의: 필터에서 솔벤트를 빼기 
전에 드라이클리닝 시스템의 솔벤트 
저장 용량을 확인하십시오.)

2 .  카트리지를 하우징에서 
제거하기 전에, 솔벤트 물질안전 
보건자료(MSDS)를 보고 안전한 
취급 방법을 배우십시오.

중요! 카트리지를 설치하기 전에 먼저 개스킷 설명서를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