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FIBALON® 필터를  이용한         

  손쉬운 교체 방법  
사용펌프중단  
기존 사용방법에 따라 기존필터 하우징 뚜껑을 연다. ②  
기존 사용방법에 따라 설치되어진 필터 또는 필터 재질을 제거한다.③ 

FIBALON 제품을 기존의 모래 필터 높이만큼 압력을 가하지 않는 
상태로 채운다 ④ 
기존필터 하우징의 사용방법에 따라 하우징을 조립하고 펌프를 
가동시킨다.⑥ 

     

Poolfilter (수영장 필터) 

    새로운 기술 방식의 여과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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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품과  개미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 
 
 
 
 
 
 
 
 
둘 모두... 

... 자신들의 몇 배의 무게를 붙잡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개미는 자기 몸무게의 60배, 그리고 혁신적인 필터재질인  

FIBALON 필터 재질은 개미보다 더 많은 이물질을 포집할 

수 있는 혁신적인 필터 기술입니다 

 
 
 
FIBALON e.K. 
Made in Germany. 

㈜이플로우  www.eflow.kr 
  070 4845 9304  

  창원시 불모산로 10번길  10 210호

 
 
 
 
www.fibalo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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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fibalon.com/


FIBALON® 

최소형태의 최고기술 

혁신적인   

특허기술의 폴리머 

섬유 형태  필터인 

FIBALON®  

제품은 최신 과학 기술에 의해 만들어진 다양 
형태의 표면구조와 겹친 구조의 섬유질 형태의 
폴리머 기술로 만들어진 필터입니다. 필터 

표면적을 최대로 구성하기 위해 숙고하여 
제작된 볼 형태의 구조로 만들어진 제품입니다.  

 

모래여과설비 비교장점 

» 높은 오염물질 포집 능력 
» 우수한 탁도 개선능력 
» 높은 선택적 10마이크론여과성능 
» 낮은 필터 차압증가 
» 모래성분 같은 누출물질  없음 
» 바이오 필름이  형성되지 않음 

취급방법 

» 가벼운 재질로 쉽게 작업 
» 다양한 적용분야 
» 모래필터와 같은 재질 압착 없음 
» 최저의 유지관리비 
» 낮은 빈도의 역세척 주기 
» 추가 응집제가 필요 없음 

 
친환경구조 
» 에너지절약형 
» 비용절감  
» 포집이물질과 손쉬운 폐기 
» 긴 사용 수명제품  FIBALON®  기술의 장점   볼형태의 

구조와 DyFix® 방법에 의한 필터섬유 고정  

섬유질 공모양의 내부는 좀더 높은 밀도중심구조와 

부드럽게 감긴 형태로 구성.  섬유구조로 연속적인 

필터 판 구조로 새집형태의 볼구조로 제작. 

그리고  오염입자를 필터 재질 내부로 최대한 

포집되어 높은 오염입자 포집능력을 가진  
DyFix®  구조의 필터로 제작, 최고 효율의 여과 

성능을 제공한다.

350 g  FIBALON®제품은 

 25 kg 의 모래필터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 
 
 
 
 

 
 
 
 

모래필터 카트리지필터  

FIBALON® 제품은  최적으로 

모래  필터와 카트리지 필터를 

대체할 수 있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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