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수(빗물) 재활용 시스템
MRF-Uzone SYSTEM

Micro Reverse Filter & U-Zone

Reverse Filter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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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발 중심-> 생태계 파괴->물부족
기후변화->대기계의 불안정으로 홍수,가뭄등의 자연재해

등으로 무대책화
2. 전쟁-> 생태계 파괴
3. 국내, 다국적 기업들의 수질오염화

* 인구증가에 따른 물사용량의 급증

1940년의 세계인구 23억명->1990년 53억명으로 2배 이상 증가

- 2025년에는 인구가 83억에 이를 것으로 예상

몰타,카타르,바레인.
이집트,쿠웨이트,리
비아,오만,바베이도
스,싱가포르,사우디
아라비아,아랍에미
레이트,요르단,예멘,
이스라엘,튀니지,카
포베르데,부룬디,알

제리

모로코,키프로스,남

아프리카,한국,폴란

드,벨기에,코모로스,
아이티,케냐,르완다,

소말리아,영국

미국,일본 ,캐나다등
131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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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자원공사(K-water)가 제20회 세계물의날인 22일 공개한 국내외 수자원 현황에 따르면 한국의 1인당 연간 이용가능한 수자원량은

1453㎥로 전세계 127위에 그쳤다. 이는 국제인구행동연구소(PAI)에서 분류한 ‘물 스트레스국(연간 1700㎥ 이하)’에 해당된다. OECD가

지난 7일 발표한 ‘OECD환경전망2050’에서도 국내는 물 스트레스 비중이 40% 이상으로 평가돼 34개 회원국 중에 가장 물 스트레스가 높

은 ‘심각한 수준’으로 평가됐다. 

국내 연평균 강수량은 1277㎜로 세계평균(807㎜)의 1.6배이고, 전체 수자원 총량도 연간 1297억㎥에 달하지만, 높은 인구밀도로 인해 1

인당 연강수총량은 2629㎥로 세계평균(1만6427㎥)의 6분의 1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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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목 SAND Filter Catrage Filter

1㎛ , 5㎛ , 10㎛ 다양한필터보유 10㎛ 이상입자제거 5㎛이상입자제거

•역세(필터세척률) 100%
•장기간 필터 사용
•자동여과,역세 (압력,타이머) 

•가격이 저렴하다.
• 수질이 저조하다.
• 자동역세,여과.

•Dead End 방식으로 교체형이다.
• 필터가 막히면 전면 교체
• 관리가 어렵다(수시관리자필요)
• 수질이 탁한경우 과다한 유지비 발생

•탁도가 2NTU 이상인 경우에 적용
•활성탄(A/C, UF, R.O) 전처리 적용
•이온교환수지 전처리용

•양질의 수질확보가 어렵다.
•현시스템에서는 거의 배제
•전처리 설비로서 마이크로
전
단에 적용가능

•탁도 1NTU이하 적용가능(거대입자제거)
•양질의 수질확보가 어렵다.
•교체형으로 유지관리비(필터교체비) 과다
•MRF 수질과 동등 비교시- 1주일이내 교체
주기 발생(필터개당 3만원) 7ae(21만원/주)

•양질의 수질확보 가능
•필터교환주기 – 2년이상(2년 보증)

•양질의 수질확보 불가능
•여재손실이 심하다.
•여재보충

•필터교환 유지비 과다발생 – 적용불가능
•수질확보는 가능하나 20인치 기준
– - 30,000원/개(1㎛)  년간 약1200만원
3년유지재료비(인건비제외) : 약3600만원

㎛이상의 입자를

95%이상 제거하는 첨단필터로서 지

하수및탁도,부유물질이 심한경우에

는 기존필터의 적용이 불가능하나 당

사의 역세필터는 양질의 수질과 필터

의 장기간 사용이 가능한 세계 유일

의 필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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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분.중금속제거

냄새.유기물제거

경도 .철분.망간.질산성질소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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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농도 고성능의 이온화가스발생장치에 자사가 독자적으로 보유한 냄새 및 살균소독을 모두 해결한 독보적인 신기
술 신공법“

“MRF-OCL”는 수돗물 수준의 맑은물로 재사용할 수 있습니다. 
상하수도비용 절감. 물 부족 해결.

저장탱크의 부패방지 및 악취 제거로 1단계 처리장치로 거대입자 제거장치와 결합하여 빗물 저장수로 장기간 보관이 가능
토록 하는 장치이다.

MRF-OCL(수산기: O3+H2O = OH+OH2-)의 강력한 분해 살균 탈취 탈색 처리를 구현하는 오존 및 이온화가스 水처리기로
1차 처리한 후 자동으로 정수를 거처 재사용이 가능한 맑은물을 생성.

제원: 540W*350D*1,100H(현장맞춤형제작)

품명: 프라즈마 발생

-강력한 살균 소독 탈취 탈색

- 가격대비 탁월한 성능과 저렴한 유지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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