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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물을 순간적으로 수소 살균수로 바꾸는 특허 시스템 등록(한국, 중국, 일본, 미국 외 다수) 

Patent system for making running water to plasma hydrogen water. (Korea, United states of America, China, Japan, Etc.)

2.   水(수)중 방전 작용에 의한 저온 플라즈마 이온 클러스터 구조의 살균수 생성 장치 

Sterilization water generator with low temperature plasma ion cluster Structure by underwater discharge.

3.   수돗물, 미네랄워터만으로수소 살균수 생성(별도의 첨가물 없음) 
Sterilized water by only tap water or mineral water. (No addtitives)

4.   유해 세균, 박테리아, 바이러스 및 이물질 제거 기능으로 건강과 미용 개선 등 웰빙 생활을 추구 
Pursuing a well-being life such as improving health and beauty by removing harmful germ, bacteria, virus and foreign 
substances.

5.   일정 시간 후 자연수로 환원되어 2차 오염 없는 친환경 시스템 
Eco system without second pollution by returning to original water after a time period. 

세계적 특허의 수소 살균수 제조 기술
Global patent of hydrogen sterilized water technology. Global patent of hydrogen sterilized water technology.

Sterilization principle and effect of hydrogen water

[ 수본 ] 

#Drinking 항산화수  “물(水)의 근본(本)” 고농도 5나노급 수소수 음용을 통한 건강 유지
Anti-oxidant water “The root of water”
Maintaining health through drinking high-concentration 5-nano hydrogen water

[ 에스테오 ]

#Beauty 미용수-프랑스어로 “아름다운 물” 의 뜻 5나노급 수소수로 보습과 탄력을 동시에!
Beauty water - It means “beautiful water” in French.
Moisturizing and elasticity by 5-nano hydrogen water.

#Sterilizing 살균수-수산기(OH-)발생으로 각종 악취 제거 및 세균과 바이러스를 순간 살균
Instant sterilization about various odor and virus by generating sterilized water-hy-
droxyl radical(OH-).

주변에 흔히 볼 수 있는 물을 초미세 버블로 구현하여 피부 본연의 자연미를 회복하고

아름다운 삶을 영위하는데 도움이 되고자합니다.
It is intended to help restore the natural beauty of the skin and enjoy a beautiful life by 
implementing water, which is commonly found around, into ultra-fine bubbles.

활성산소란? 

병원체나 이물질을 제거하기 위한 생체 방어 과정에서 발생되는 산화력이 강한 산소로 병원체로부터 인체를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환경오염에 의한 유해 화학물질 및 자외선, 과도한 스트레스 등으로 과잉 발생 된 활성 산소는 정상적인 세포의 세포막이나 DNA를 파괴하고, 

아미노산을 산화시켜 단백질 기능 저하를 유발하여 노화를 촉진하고 암을 비롯한 각종 질병과 돌연변이를 유발하는 물질입니다.

It protects the human body from pathogens with strong oxidative oxygen generated in the biological defense process to remove pathogens or 
foreign substances. However, Active oxygen of harmful chemical substances caused by environmental pollution, UV rays and excessive active 
oxygen by heavy stress, etc., in which destroy normal cell membrane or DNA and cause protein functional degradation due to amino acids 
oxidization and aging palpation, etc. These are substances that cause cancer and all kinds of diseases and mutations.

수소수의 활성산소 제거효과

Brand Identity

국내 수소살균기 업계 최초 코로나-19   99.99% 불활화인증

살균원리

수소수의 살균원리 및 효과

1. 수중 방전에 의한 저온 플라즈마 이온 클러스터 구조에서 수산기(OH-) 형성
    Hydroxyl radical(OH-) is made from low temperature plasma ion cluster structure by underwater discharge

2. 수산기(OH-)가 세균의 세포막을 구성하는 수소 양이온(H+)과 결합하여 물로 환원

    Hydroxyl radical(OH-)  combines with cell membrane from bacteria(H+), and it returns to water (H2O).

3. 세포막이 파괴된 세균은 사멸
    Harmful bacteria of being lost cell membrane(H+) is destroyed.

활성산소가 침입하면

활성산소

활성수소

세포를 파괴 활성수소를 투입하게되면 활성산소와 결합, 물(H
2
O)로변환되어 안전하게

몸 밖으로 배출됩니다.

슈퍼박테리아(MRSA)

백선규(무좀유발)

Super bacteria(MRSA), steptococcus mutan 

(Cavity)

뮤탄스균(충치유발)

칸디다균(염증)

Streptococcus Sanguinis (gum infection), 

Escherichia coli (Stomache, diarrhea)

상거스균(잇몸염증)

황색포도상구균(식중독, 염증)

Pseudomonas aeruginosa (infection), 

Trychophyton (Athelete’s foot)

대장균(배탈, 설사)

살모넬라균(식중독, 장티푸스)

Ungus candida albic (infection), 

Staphylococcus aureus (Food poisoning, infection)

녹농균(염증)

폐렴균(폐렴)

Salmonella (Food poisoning, typhoid), 

Pneumococcus (Pneumonia)

수소수로 변환 후 99.9% 살균 99.9% sterilized after reduced to hydrogen wa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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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tive oxygen

If active oxygen invades
 into the human body

It destroys cell If putting active oxygen into

It combines with active oxygen and reduces 
to water(H2O). Safely discharged from the body.

What is the active oxygen?

Sterilization principle

(Tap wa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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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항목(Test item) 시험 방법 및 내용(Test method and content) 시험 결과(Test result)
인증기관

(certification test agency)

코로나-19 바이러스
COVID-19 (SARS-CoV-2) 

COVID-19 (SARS-CoV-2) 에 대한 살균력 시험결과
Test result of sterilization power about COVID-19 (SARS-CoV-2)

99.99% 불활화
99.99% inactivation

KR 질병제어센터
KR disease control center

조류 인플루엔자
Influenza(H1N1/A/PR8)

Influenza(H1N1/A/PR8) 에 대한 살균력 시험결과
Test result of sterilization power about Influenza(H1N1/A/PR8)

99.99% 불활화
99.99% inactivation

KR 질병제어센터
KR disease control center

안자극
Eye irritation 

각막, 홍채, 결막에 대한 자극성 시험
Irritation test with cornea, iris, conjunctiva 

이상 없음
Passed

KTR

피부자극
Skin irritation

홍반과 가피 형성, 부종의 형성 시험
Erythema, incrustation, test of edema formation

이상 없음
Passed

KTR

인체 피부 일차자극
Primary irritation skin 

인체 피부 일차 자극시험
primary irritation skin test

무자극성
unstimulated

글로벌 의학연구 센터
Global Medical Research Center

오존발생량
Ozone(O3) generation 
amount

1분 작동 후 오존 농도 측정
check Ozone level in a minute

WTO 기준 0.05ppm이하 
0.0026(기준치 이하 안전)
WTO standard: under 0.05ppm, 
0.0026(Safety, under reference 
value)

KTL

유전독성(소핵)시험
Genetic Toxicity(micro-
nucleus) test

ISO 10993-3-2014
소핵을 유발하지 않음
No causing any genetic toxicity

KCL

MIT/CMIT 검사
MIT/CMIT test

흡입성 독성물질 MIT/CMIT 불검출 (가습기 살균제 유해 원료 물질)
Inhalable toxic substance of MIT/CMIT non-detection (Hazardous raw material 
of humidifier disinfectant)

불검출
Non-detection

FiTi

살균력(항균력)
Sterilization 
power(monovalency)

대장균, 황색포도상구균, 폐렴균, MRSA,  칸디다균, 녹농균, 곰팡이균, 백선균, 
살모넬라, 뮤탄스균, 상거스균
Escherichia coli, Staphylococcus aureus, Pneumococcus MRSA, Ungus 
candida albic, Pseudomonas aeruginosa, Fungus, Trychophyton, Salmonella, 
steptococcus mutan, Streptococcus Sanguinis

99.9% 살균, 곰팡이 미성장
99.9% sterilization, no mold 
growth

KCL

탈취력
Deodorization power

암모니아, 트리메탈아민, 황화수소, 메틸메캅탄
Ammonia, trimetalamine, hydrogen sulfide, Methyl mercaptan

EL608 환경부 탈취제 
기준 탈취력 입증
The proof of deodorization from 
deodorant standard of 'EL608' 
in Ministry of Environment

KCL

물 입자크기
Water particle size

DLS(Dynamic Light Scattering)
5.58 나노미터
5.58 nano-meter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Korea Basic Science Institute

미세먼지저감율
Fine dust reduction rate

실내 공기 질 공정시험 기준
Indoor air quality process test standard

77.4% 저감효과이하 (99.9㎍/㎥)
77.4% reduction effect
(99.9㎍/㎥) Less

KTR

실내공기 중 부유세균
Bioaerosol of indoor air

부유 미생물 저감시험(KS 2008:2013 준용)
In door air quality process test standard(KS 2008:2013)

세균 감소율 95.7%
Bacterial reduction rate 95.7%

KTR

잔류농약제거율
Percentage of residual 
pesticide removal rate

다이아지논, 페니트로티온, 파라티온등
Diazinon, phenytrothione, parathion, etc.

100% 제거
100% removed

한국환경수도연구원
Korea Environment & Water 
works Institute

식물 생육 증대
Increased plant growth

애호박 일 2회 20분 관주살포, 무작위 50주 조사
20 minutes irrigation spray twice a day, random 50 weeks check

애호박의 잎과 줄기 22.1% 전후 
생장 촉진효과
Green pumpkin leaves and 
stems 22.1% growth effect

KCL

OH Radical(수산기, Hydroxyl Radical)은 세균들의 세포막에 있는 수소이온(H)을 빼앗아 물(H
2
O)로 

환원되려는 성질이 강한 프리 라디칼 상태의 물질을 말하며, 오존보다 2,000배 빠른 속도의 살균력을 

지닌 강력한 물질이다.

OH Radical (hydroxyl radical) refers to a material in a free radical state with a strong property 

of taking hydrogen ions (H) in the cell membrane of bacteria and reducing them to water 

(H
2
O), it is a powerful substance with 2,000 times sterilization power faster than Ozone.

OH Radical이 세균류의 세포막에 있는 수소이온(H)을 빼앗아 물로 환원될 때, 세포막에서 수소이온

(H)을 제거당한 세균, 박테리아 및 유해 바이러스들은 세포막이 파괴되어 무해한 물질로 환원됩니다.

When OH Radical takes away hydrogen ions (H) from the cell membrane of bacteria and is 

reduced to water, bacteria and harmful viruses whose hydrogen ions (H) have been removed 

from the cell membrane are reduced to harmless substances by being destroyed cell membrane.

수산기(OH-)의 살균원리 및 효과

초미립자 버블이란? What is the ultrafine particle bubble?

특허
Patent

인증
Certification

일반 물을 모공크기 1/5000 수준의 나노 입자로 분해한 것으로, 모공 속에 쉽게 침투하여 각종 노폐물을 제거하고, 

유해세균을 살균하여 미용 및 피부질환 개선에 탁월한 효과를 주는 첨단 기포입니다

수소수의 초미립자 버블 원리 및 효과

지적 재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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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rilization principle and effect of hydroxyl radical(OH-) Principle and effect of ultrafine particle bubble in hydrogen water

It is a high-tech bubble that has an excellent effect in improving beauty and skin diseases by sterilizing harmful bacteria and removing 
various wastes by easily permeating into pores by decomposing ordinary water into nano-particles with a pore size of 1/5000.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모공크기 25㎛
pore size 25㎛

Normal water particle 25㎛
일반 물 입자 25㎛

nano bubble size 25㎛ nano 5n
나노 버블 크기 5나노 5n

Normal water particle
bodily waste in pore

nano bubble

bodily waste in pore

Normal water particle can't penentrate into the skin,  it cleans skin surface only because of big particle.

Nano bubble penentrates into the skin, it cleans and sterilizes waste.

일반 물입자는 입자가 커 모공 속으로 침투하지 못하고, 모공 밖 표면만 씻어냅니다.

나노 버블이 모공 속 깊이 침투하여, 노폐물을 살균하고 씻어냅니다.



시험항목(Test item) 시험 방법 및 내용(Test method and content) 시험 결과(Test result)
인증기관

(certification test agency)

코로나-19 바이러스
COVID-19 (SARS-CoV-2) 

COVID-19 (SARS-CoV-2) 에 대한 살균력 시험결과
Test result of sterilization power about COVID-19 (SARS-CoV-2)

99.99% 불활화
99.99% inactivation

KR 질병제어센터
KR disease control center

조류 인플루엔자
Influenza(H1N1/A/PR8)

Influenza(H1N1/A/PR8) 에 대한 살균력 시험결과
Test result of sterilization power about Influenza(H1N1/A/PR8)

99.99% 불활화
99.99% inactivation

KR 질병제어센터
KR disease control center

안자극
Eye irritation 

각막, 홍채, 결막에 대한 자극성 시험
Irritation test with cornea, iris, conjunctiva 

이상 없음
Passed

KTR

피부자극
Skin irritation

홍반과 가피 형성, 부종의 형성 시험
Erythema, incrustation, test of edema formation

이상 없음
Passed

KTR

인체 피부 일차자극
Primary irritation skin 

인체 피부 일차 자극시험
primary irritation skin test

무자극성
unstimulated

글로벌 의학연구 센터
Global Medical Research Center

오존발생량
Ozone(O3) generation 
amount

1분 작동 후 오존 농도 측정
check Ozone level in a minute

WTO 기준 0.05ppm이하 
0.0026(기준치 이하 안전)
WTO standard: under 0.05ppm, 
0.0026(Safety, under reference 
value)

KTL

유전독성(소핵)시험
Genetic Toxicity(micro-
nucleus) test

ISO 10993-3-2014
소핵을 유발하지 않음
No causing any genetic toxicity

KCL

MIT/CMIT 검사
MIT/CMIT test

흡입성 독성물질 MIT/CMIT 불검출 (가습기 살균제 유해 원료 물질)
Inhalable toxic substance of MIT/CMIT non-detection (Hazardous raw material 
of humidifier disinfectant)

불검출
Non-detection

FiTi

살균력(항균력)
Sterilization 
power(monovalency)

대장균, 황색포도상구균, 폐렴균, MRSA,  칸디다균, 녹농균, 곰팡이균, 백선균, 
살모넬라, 뮤탄스균, 상거스균
Escherichia coli, Staphylococcus aureus, Pneumococcus MRSA, Ungus 
candida albic, Pseudomonas aeruginosa, Fungus, Trychophyton, Salmonella, 
steptococcus mutan, Streptococcus Sanguinis

99.9% 살균, 곰팡이 미성장
99.9% sterilization, no mold 
growth

KCL

탈취력
Deodorization power

암모니아, 트리메탈아민, 황화수소, 메틸메캅탄
Ammonia, trimetalamine, hydrogen sulfide, Methyl mercaptan

EL608 환경부 탈취제 
기준 탈취력 입증
The proof of deodorization from 
deodorant standard of 'EL608' 
in Ministry of Environment

KCL

물 입자크기
Water particle size

DLS(Dynamic Light Scattering)
5.58 나노미터
5.58 nano-meter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Korea Basic Science Institute

미세먼지저감율
Fine dust reduction rate

실내 공기 질 공정시험 기준
Indoor air quality process test standard

77.4% 저감효과이하 (99.9㎍/㎥)
77.4% reduction effect
(99.9㎍/㎥) Less

KTR

실내공기 중 부유세균
Bioaerosol of indoor air

부유 미생물 저감시험(KS 2008:2013 준용)
In door air quality process test standard(KS 2008:2013)

세균 감소율 95.7%
Bacterial reduction rate 95.7%

KTR

잔류농약제거율
Percentage of residual 
pesticide removal rate

다이아지논, 페니트로티온, 파라티온등
Diazinon, phenytrothione, parathion, etc.

100% 제거
100% removed

한국환경수도연구원
Korea Environment & Water 
works Institute

식물 생육 증대
Increased plant growth

애호박 일 2회 20분 관주살포, 무작위 50주 조사
20 minutes irrigation spray twice a day, random 50 weeks check

애호박의 잎과 줄기 22.1% 전후 
생장 촉진효과
Green pumpkin leaves and 
stems 22.1% growth effect

KCL

OH Radical(수산기, Hydroxyl Radical)은 세균들의 세포막에 있는 수소이온(H)을 빼앗아 물(H
2
O)로 

환원되려는 성질이 강한 프리 라디칼 상태의 물질을 말하며, 오존보다 2,000배 빠른 속도의 살균력을 

지닌 강력한 물질이다.

OH Radical (hydroxyl radical) refers to a material in a free radical state with a strong property 

of taking hydrogen ions (H) in the cell membrane of bacteria and reducing them to water 

(H
2
O), it is a powerful substance with 2,000 times sterilization power faster than Ozone.

OH Radical이 세균류의 세포막에 있는 수소이온(H)을 빼앗아 물로 환원될 때, 세포막에서 수소이온

(H)을 제거당한 세균, 박테리아 및 유해 바이러스들은 세포막이 파괴되어 무해한 물질로 환원됩니다.

When OH Radical takes away hydrogen ions (H) from the cell membrane of bacteria and is 

reduced to water, bacteria and harmful viruses whose hydrogen ions (H) have been removed 

from the cell membrane are reduced to harmless substances by being destroyed cell membrane.

수산기(OH-)의 살균원리 및 효과

초미립자 버블이란? What is the ultrafine particle bubble?

특허
Patent

인증
Certification

일반 물을 모공크기 1/5000 수준의 나노 입자로 분해한 것으로, 모공 속에 쉽게 침투하여 각종 노폐물을 제거하고, 

유해세균을 살균하여 미용 및 피부질환 개선에 탁월한 효과를 주는 첨단 기포입니다

수소수의 초미립자 버블 원리 및 효과

지적 재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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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rilization principle and effect of hydroxyl radical(OH-) Principle and effect of ultrafine particle bubble in hydrogen water

It is a high-tech bubble that has an excellent effect in improving beauty and skin diseases by sterilizing harmful bacteria and removing 
various wastes by easily permeating into pores by decomposing ordinary water into nano-particles with a pore size of 1/5000.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모공크기 25㎛
pore size 25㎛

Normal water particle 25㎛
일반 물 입자 25㎛

nano bubble size 25㎛ nano 5n
나노 버블 크기 5나노 5n

Normal water particle
bodily waste in pore

nano bubble

bodily waste in pore

Normal water particle can't penentrate into the skin,  it cleans skin surface only because of big particle.

Nano bubble penentrates into the skin, it cleans and sterilizes waste.

일반 물입자는 입자가 커 모공 속으로 침투하지 못하고, 모공 밖 표면만 씻어냅니다.

나노 버블이 모공 속 깊이 침투하여, 노폐물을 살균하고 씻어냅니다.



머리부터 신발까지 전신 살균 가능한. 바이러스 살균/탈취 All in one system

고주파 방식으로 안경, 휴대폰 액정, 머리카락, 의류, 바닥 물 맺힘 방지

Sterilization/deodorization of All in one system for whole body from head to toe 

No dewy by Nano fog system and high frequency spraying, so hair, clothes and floor are not get wet

Walking Through Type
All-in-1 Hydrogen sterilized water shower curtain

Model Walking Through Type All-in-1 Hydrogen sterilized water shower curtain / SV-20200

Power spec AC 100~240V / 3kW ~ 4kW

Storage capacity(Output) 8~15L / h

Size / Weight 2200 x 2000 x 2800(mm)

Function 고주파 나노분사, 미세먼지 제거, 바이러스 살균, 탈취

Dissolved hydrogen 
density

1,000-1,200 ppb

Model Shower Gate Type Hydrogen sterilized water shower curtain / SV-10200

Power spec AC 100~240V / 3kW ~ 4kW

Storage capacity(Output) 8~15L / h

Size / Weight 2540 x 1200 x 2648(mm)

Function 고주파 나노분사, 미세먼지 제거, 바이러스 살균, 탈취

Dissolved hydrogen 
density

1,000-1,200 ppb

관공서, 공항, 호텔, 백화점, 대형 건물 등 유동인구가 많은 시설 및 건물입구 설치 
Installation of facilities and building entrances with large floating populations such as government offices, airports, hotels, 

department stores and large buildings

COVID-19, 99.99% 불활화 인증받은 전해조 모듈 장착
An electrolytic bath module certified for COVID-19, 99.99% inactivation

관공서, 공항, 호텔, 백화점, 대형 건물 등 유동인구가 많은 시설 및 건물입구 설치 
Installation of facilities and building entrances with large floating populations such as government offices, airports, hotels, 

department stores and large buildings

COVID-19, 99.99% 불활화 인증받은 전해조 모듈 장착
An electrolytic bath module certified for COVID-19, 99.99% inactivation

머리부터 신발까지 전신 살균 가능한. 바이러스 살균/탈취 All in one system

고주파 방식으로 안경, 휴대폰 액정, 머리카락, 의류, 바닥 물 맺힘 방지

Sterilization/deodorization of All in one system for whole body from head to toe

No dewy by Nano fog system and high frequency spraying, so hair, clothes and floor are not get w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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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wer Gate Type
Hydrogen sterilized water shower curtain



머리부터 신발까지 전신 살균 가능한. 바이러스 살균/탈취 All in one system

고주파 방식으로 안경, 휴대폰 액정, 머리카락, 의류, 바닥 물 맺힘 방지

Sterilization/deodorization of All in one system for whole body from head to toe 

No dewy by Nano fog system and high frequency spraying, so hair, clothes and floor are not get wet

Walking Through Type
All-in-1 Hydrogen sterilized water shower curtain

Model Walking Through Type All-in-1 Hydrogen sterilized water shower curtain / SV-20200

Power spec AC 100~240V / 3kW ~ 4kW

Storage capacity(Output) 8~15L / h

Size / Weight 2200 x 2000 x 2800(mm)

Function 고주파 나노분사, 미세먼지 제거, 바이러스 살균, 탈취

Dissolved hydrogen 
density

1,000-1,200 ppb

Model Shower Gate Type Hydrogen sterilized water shower curtain / SV-10200

Power spec AC 100~240V / 3kW ~ 4kW

Storage capacity(Output) 8~15L / h

Size / Weight 2540 x 1200 x 2648(mm)

Function 고주파 나노분사, 미세먼지 제거, 바이러스 살균, 탈취

Dissolved hydrogen 
density

1,000-1,200 ppb

관공서, 공항, 호텔, 백화점, 대형 건물 등 유동인구가 많은 시설 및 건물입구 설치 
Installation of facilities and building entrances with large floating populations such as government offices, airports, hotels, 

department stores and large buildings

COVID-19, 99.99% 불활화 인증받은 전해조 모듈 장착
An electrolytic bath module certified for COVID-19, 99.99% inactivation

관공서, 공항, 호텔, 백화점, 대형 건물 등 유동인구가 많은 시설 및 건물입구 설치 
Installation of facilities and building entrances with large floating populations such as government offices, airports, hotels, 

department stores and large buildings

COVID-19, 99.99% 불활화 인증받은 전해조 모듈 장착
An electrolytic bath module certified for COVID-19, 99.99% inactivation

머리부터 신발까지 전신 살균 가능한. 바이러스 살균/탈취 All in one system

고주파 방식으로 안경, 휴대폰 액정, 머리카락, 의류, 바닥 물 맺힘 방지

Sterilization/deodorization of All in one system for whole body from head to toe

No dewy by Nano fog system and high frequency spraying, so hair, clothes and floor are not get w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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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wer Gate Type
Hydrogen sterilized water shower curtain



FRP Size 264 x 1400(mm)

1차 필터 침전필터 / 안쓰라사이트

2차 필터 활성탄

3차 필터 양이온수지(NACL 세척)

Size / Weight 1700 x 500 x 1700(mm) 

Model
Max Capacity Hydrogen System For 
Industrial / GR-9000

Power spec AC 100-240V / 50-60Hz / 1440W

Storage capacity(Output) 1-2ton / hour

Size / Weight 1440 x 740 x 1780(mm) / 350kg

Function
대용량으로 수소 살균수를 생성해 의료기관, 
대형 급식소, 농축산, 화훼산업 등에 활용

Dissolved hydrogen density 900 - 1200ppb

GR-9000 
Max Capacity Hydrogen System For Industrial

GR-9500 
4-Channel Plasma hydrogen water Sterilizer

Max Capacity Hydrogen System For Industrial

산업용 대용량 수소 살균수기 1ton/hour

산업용 수소 살균수기의 활용분야 산업용 수소 살균수기의 활용분야

대형급식소 학교, 기업, 군부대 급식소, 호텔 및 레스토랑
Large foodservice stations, School, company, 
military foodservice stations, Hotel and reataurant

과수원, 화훼재배 농업 시설재배(각종 채소류)
Orchard, floriculture, agriculture
(Vegetables)

축산 젖소, 육우, 양돈, 양계

Livestock cows, beef cattle, pig farming, poultry
의료기관, 병원, 치과

Medical Institution Hospital, Dental

신선야채 제조업, 음료, 유기농식품 제조업,
Fresh vegetable industry, beverage, 
organic food industry

반도체 공장

Semiconductor factory

4Channel Plasma hydrogen water Sterilizer

산업용 4채널 수소 살균수기

물로 만드는 플라즈마 수소살균수로 살균, 탈취, 식물 성장을 한번에 해결할 수 있습니다.
시간 당 수소 살균수를 1톤 이상 생성할 수 있어 빌딩 내 냉각타워, 원예 농가, 축산 농가, 대형 급식소나 식품 공장 등에서 

살균을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산업용 플라즈마 수소살균수기입니다.

Disinfection, deodorization, plant growth with plasma hydrogen sterilized water made from tap water. Let's solve it at once! 
It is a large-capacity plasma hydrogen sterilization machine that can be used for sterilization in cooling towers, horticultural 

farms, livestock farmhouses, It is a large food-service stations and food factories in buildings with more than 1 ton of 
hydrogen sterilization water per hour.

- 시간당 1톤 이상 연속 생성
- Generation of 1 ton hydrogen water per an hour

- 원수 컨디션 및 사용환경에 따른 맞춤 전 처리 필터구성
- Customized pretreatment filter according to raw water condition and usage enviro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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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균 모듈 분리 시 Case about removing the sterilization module Case about combining with the sterilization module살균 모듈 결합 시

Model 4-Channel Plasma hydrogen water Sterilizer / GR-9500

Power spec DC 24V / 15A / 144W

Storage capacity(Output) 1Ton / hour

Size / Weight 330 x 180 x 370mm / 약 7.5kg

Function 대용량으로 수소 살균수를 생성해 의료기관, 대형 급식소, 농축산, 화훼산업 등에 활용

Dissolved hydrogen 
density

600 - 1000ppb

Applications of industrial hydrogen sterilizer Application field



FRP Size 264 x 1400(mm)

1차 필터 침전필터 / 안쓰라사이트

2차 필터 활성탄

3차 필터 양이온수지(NACL 세척)

Size / Weight 1700 x 500 x 1700(mm) 

Model
Max Capacity Hydrogen System For 
Industrial / GR-9000

Power spec AC 100-240V / 50-60Hz / 1440W

Storage capacity(Output) 1-2ton / hour

Size / Weight 1440 x 740 x 1780(mm) / 350kg

Function
대용량으로 수소 살균수를 생성해 의료기관, 
대형 급식소, 농축산, 화훼산업 등에 활용

Dissolved hydrogen density 900 - 1200ppb

GR-9000 
Max Capacity Hydrogen System For Industrial

GR-9500 
4-Channel Plasma hydrogen water Sterilizer

Max Capacity Hydrogen System For Industrial

산업용 대용량 수소 살균수기 1ton/hour

산업용 수소 살균수기의 활용분야 산업용 수소 살균수기의 활용분야

대형급식소 학교, 기업, 군부대 급식소, 호텔 및 레스토랑
Large foodservice stations, School, company, 
military foodservice stations, Hotel and reataurant

과수원, 화훼재배 농업 시설재배(각종 채소류)
Orchard, floriculture, agriculture
(Vegetables)

축산 젖소, 육우, 양돈, 양계

Livestock cows, beef cattle, pig farming, poultry
의료기관, 병원, 치과

Medical Institution Hospital, Dental

신선야채 제조업, 음료, 유기농식품 제조업,
Fresh vegetable industry, beverage, 
organic food industry

반도체 공장

Semiconductor factory

4Channel Plasma hydrogen water Sterilizer

산업용 4채널 수소 살균수기

물로 만드는 플라즈마 수소살균수로 살균, 탈취, 식물 성장을 한번에 해결할 수 있습니다.
시간 당 수소 살균수를 1톤 이상 생성할 수 있어 빌딩 내 냉각타워, 원예 농가, 축산 농가, 대형 급식소나 식품 공장 등에서 

살균을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산업용 플라즈마 수소살균수기입니다.

Disinfection, deodorization, plant growth with plasma hydrogen sterilized water made from tap water. Let's solve it at once! 
It is a large-capacity plasma hydrogen sterilization machine that can be used for sterilization in cooling towers, horticultural 

farms, livestock farmhouses, It is a large food-service stations and food factories in buildings with more than 1 ton of 
hydrogen sterilization water per hour.

- 시간당 1톤 이상 연속 생성
- Generation of 1 ton hydrogen water per an hour

- 원수 컨디션 및 사용환경에 따른 맞춤 전 처리 필터구성
- Customized pretreatment filter according to raw water condition and usage enviro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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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균 모듈 분리 시 Case about removing the sterilization module Case about combining with the sterilization module살균 모듈 결합 시

Model 4-Channel Plasma hydrogen water Sterilizer / GR-9500

Power spec DC 24V / 15A / 144W

Storage capacity(Output) 1Ton / hour

Size / Weight 330 x 180 x 370mm / 약 7.5kg

Function 대용량으로 수소 살균수를 생성해 의료기관, 대형 급식소, 농축산, 화훼산업 등에 활용

Dissolved hydrogen 
density

600 - 1000ppb

Applications of industrial hydrogen sterilizer Application field



Hydro Air Washer
하이드로 에어워셔

각종 공해와 황사 등으로 오염된 대기 중의 미세먼지를 제거하고 

생활주변의 유해세균을 살균 소독하는 등 일상생활에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휴대용 수소수 스프레이 입니다. 화학물질 없이

(No Chemi) 물만을 사용하여 살균, 탈취수를 생성합니다.

환경부 환경표지 인증기준(EL608:2017) 개방공간 사용 및 

분무식(밀폐공간) 제품 탈취 성능 기준 만족!

According to environmental Mark Certification Standard (EL608:2017) of 
Ministry of Environment, satisfying the standard of deodorizing performance for 
open space and spray type (closed space) products!

압력센서 자동펌프 연속 분사 기능

Pressure sensor automatic pump 
continuous spray function

각종 세균 99.9% 살균

99.9% sterilization for various bacteria

A type B type

전방위적 99.9% 탈취

Omnidirectional 99.9% Deodorization

실내 미세먼지 저감

Indoor fine dust ruduced

공기 청정

Air cleaning

1회 충전으로 1시간 연속 사용

1 hour continuous use on a 
single charge

소금 없이 수돗물로 살균 가능

Sterilization with tap water only, no salt

터치스크린 디스플레이

Touch screen display

Two way, Hydro air washer
투웨이 하이드로 에어워셔

수소 살균수를 생성시켜 미세먼지 제거를 위한 에어 노즐 스프레이 분사와 살균, 탈취를 위한 초음파 초미세 미립자분사 2가지 

분사기능으로 효율적인 리빙케어가 가능하며, 음성 지원이 기능합니다.

For removing fine dust by generating hydrogen sterilized water, efficient living care is possible by  2 way of spraying functions, 

in which air nozzle spraying, spraying of ultra-fine particle for sterilization and deodorization. Voice assistance functions.

Model 2WAY Hydro Air Washer / SV-1510

Power spec DC 24V / 1A

Storage capacity(Output) 1L

Size / Weight 240 x 190 x 140(mm) / 700g

Function 1-Nano nozzle spray, 2-Ultrasonic nano spray, Humidifier

Dissolved hydrogen density 800 - 1200ppb

Model Hydro Air Washer / SV-1500

Power spec DC 24V / 1A

Storage capacity(Output) 1L

Size / Weight 292 x 112 x 228(mm) / 820g

Function Sterilizing spray, Beauty spray, Humidifier

Dissolved hydrogen density 800 - 1200pp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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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is a portable hydrogen water spray, in which can be 

used usefully in everyday life, such as removing fine dust 

in the air polluted by various pollution and yellow dust, 

sterilizing and disinfecting harmful germs around life.

Passed Standard and method of safety check subject household 
chemical products test and inspection Regulation [National Institute of 
Environmental Research, Notification No. 2019-70] / FITI Test Institute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시험, 검사 등의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 통과 [국립환경과학원 고시 

제2019-70호] /FITI시험연구원



Hydro Air Was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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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주변의 유해세균을 살균 소독하는 등 일상생활에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휴대용 수소수 스프레이 입니다. 화학물질 없이

(No Chemi) 물만을 사용하여 살균, 탈취수를 생성합니다.

환경부 환경표지 인증기준(EL608:2017) 개방공간 사용 및 

분무식(밀폐공간) 제품 탈취 성능 기준 만족!

According to environmental Mark Certification Standard (EL608:2017) of 
Ministry of Environment, satisfying the standard of deodorizing performance for 
open space and spray type (closed space) products!

압력센서 자동펌프 연속 분사 기능

Pressure sensor automatic pump 
continuous spray function

각종 세균 99.9% 살균

99.9% sterilization for various bacteria

A type B type

전방위적 99.9% 탈취

Omnidirectional 99.9% Deodorization

실내 미세먼지 저감

Indoor fine dust ruduced

공기 청정

Air cleaning

1회 충전으로 1시간 연속 사용

1 hour continuous use on a 
single charge

소금 없이 수돗물로 살균 가능

Sterilization with tap water only, no salt

터치스크린 디스플레이

Touch screen display

Two way, Hydro air washer
투웨이 하이드로 에어워셔

수소 살균수를 생성시켜 미세먼지 제거를 위한 에어 노즐 스프레이 분사와 살균, 탈취를 위한 초음파 초미세 미립자분사 2가지 

분사기능으로 효율적인 리빙케어가 가능하며, 음성 지원이 기능합니다.

For removing fine dust by generating hydrogen sterilized water, efficient living care is possible by  2 way of spraying functions, 

in which air nozzle spraying, spraying of ultra-fine particle for sterilization and deodorization. Voice assistance functions.

Model 2WAY Hydro Air Washer / SV-1510

Power spec DC 24V / 1A

Storage capacity(Output) 1L

Size / Weight 240 x 190 x 140(mm) / 700g

Function 1-Nano nozzle spray, 2-Ultrasonic nano spray, Humidifier

Dissolved hydrogen density 800 - 1200ppb

Model Hydro Air Washer / SV-1500

Power spec DC 24V / 1A

Storage capacity(Output) 1L

Size / Weight 292 x 112 x 228(mm) / 820g

Function Sterilizing spray, Beauty spray, Humidifier

Dissolved hydrogen density 800 - 1200pp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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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is a portable hydrogen water spray, in which can be 

used usefully in everyday life, such as removing fine dust 

in the air polluted by various pollution and yellow dust, 

sterilizing and disinfecting harmful germs around life.

Passed Standard and method of safety check subject household 
chemical products test and inspection Regulation [National Institute of 
Environmental Research, Notification No. 2019-70] / FITI Test Institute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시험, 검사 등의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 통과 [국립환경과학원 고시 

제2019-70호] /FITI시험연구원



수소 3way 살균수기 특장점

Hydrogen 3way Sterilizer
수소 3way 살균수기

Model Hydrogen 3way sterilizer / GR-1400

Power spec DC 24V 2.5A / 48W

Storage capacity(Output) Basket 20L, Circular cup 250ml

Size / Weight 456 x 353 x 194(mm) / 2.3kg

Function 야채, 과일 등 불순물 제거, 잔류농약제거, 각종 주방도구 살균 등

Dissolved hydrogen density 800 - 1,200ppb

Model Hydrogen Sterilizer for Kitchen / GR-1200

Power spec DC 24V / 2.5A

Storage capacity(Output) 1L

Size / Weight 165 x 220 x 210(mm) / 1.3kg

Function 식자재류 불순물 제거, 잔류농약제거, 각종 주방도구 살균, 피부트러블 예방 등

Dissolved hydrogen density 800 - 1,200ppb

분리형카트리지
Seperation type cartridge

3단계 동작모드
3 stage operation mode

3way 사용가능
3way uses

원형컵
Round cup

편리한 휴대성
Convenient portability

본체 수납형 DC 어댑터
DC adapter - stored type in main body 

살균수 카트리지를 상황에 따라 분리,
결합하여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It can be used in various forms by separating and 
combining the sterilized water cartridge according 
to the situation.

Small, Medium, Large 동작 모드로 사용 용량에 따라 
살균수 모드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3 Step Mode - Free set up to adjust the amount 
used (Small, Medium, Large)

싱크대, 바스켓, 컵 등에 결합시켜
용도에 따라 사용이 가능합니다.

It can be used according to  the application by 
combining it with a sink, basket or cup.

원형 컵에 순수 백금 전해조를 장착하여 1분 안에 수소수를 생성
시키며, 생수, 정수기 물을 넣으면 수소 환원수를 마실 수 있고, 수
돗물을 넣으면 칫솔, 수저, 젖병, 의치 등을 살균할 수 있습니다.

A pure platinum electrolyzer is equipped in the round 
cup to generate hydrogen water within a minute. If put-
ting bottled or purifying water, you can drink hydrogen 
reduced water and if putting tap water, you can sterilize 
toothbrushes, spoons, baby bottles and dentures.

본체와 카트리지를 결합하여 파우치에 넣으면
여행이나 이동 시에도 휴대할 수 있습니다

The main body and cartridge can be combined and 
left in a pouch, so you can carry it wherever you are.

본체 수납형 어댑터로 밖으로 돌출되지 않아 사용 시 안전
하고 공간 활용에 뛰어나며 휴대 시에도 보다 편리합니다.
Because the main body stored DC adapter does not 
protrude outside, it is Safe in use, excellent in space 
utilization and convenient carry.

Hydrogen Sterilizer for Kitchen
수소 키친 살균수기

수소 키친 살균수기는 주방에서 야채, 과일 등 식자재를 세척하거나, 

각종 주방도구를 살균 소독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제품으로 수소수 

카트리지에 원형컵을 장착하여 사용하거나, 수소수 카트리지를 

사각컵이나 바스켓 또는 싱크대에 넣어 상황에 따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Hydrogen kitchen sterilizer can be used to wash food materials 

such as vegetables and fruits in the kitchen or to sterilize various 

kitchen utensils. It can be used by attaching a round cup to a 

hydrogen water cartridge or putting a hydrogen water cartridge 

in a square cup, basket or sink at your convenience.

수소 3-way 살균수기는 주방을 비롯한 다양한 생활공간 속 살균이 

필요한 모든 부분에 사용이 가능합니다. 원형컵, 대형 바스켓, 

독립형 모듈 세 가지 모드로 용도와  필요에 맞게 살균수를  만들 

수 있습니다.

Hydrogen 3-way sterilizer can be used in all areas that need 

sterilization in various living spaces including kitchens. It 

can be made sterilized water for needs by three modes, 

such as round cup, large basket and independent module.

3단계 시간 설정 모드
3 step time setting mode

Small, Medium, Large
물 양에 따른 동작시간  설정가능

Operation time setting possible ac-
cording to  amount of water - Small, 
Medium and Large

고농도 수소수 생성
High-concentration hydrogen water 

고농도 수소수(800-1,200ppb) 생성으로 
클렌징, 보습

Cleansing and moisturizing by 
high-concentration hydrogen 
water(800-1,200ppb)

다용도
Multi-purpose

살균, 미용, 화초 재배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가능

Various purpose for sterilization,
beauty and floriculture, etc.

유해균 살균
Sterilization for harmful bacteria

피부 트러블 방지
구강 내 유해세균 살균 가능

Prevents skin trouble Sterilization for 
harmful bacteria in mouth

흐르는 물을 순간적으로 플라즈마 살균수로 변환하는 기술은, 수본만이 

지닌 유일한 기술입니다.

Changing from running water to plasma sterilized water 
instantly, in which SOOVON has sole technology

수돗물, 생수를 이용하여 수본만의 특허방식으로 손 쉽게 제조하므로, 첨가제등을 

사용하는 타사 제품과 비교하여 보다 안전하고 경제적입니다. 

Since it is manufactured easily by tap water and bottled water with 
its own patented method, it is more safe and economical than other 
products with additiv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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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키친 살균수기 역할
The role(function) of hydrogen kitchen sterilizer

수소 3way 살균수기 역할
The role(function) of hydrogen 3-way sterilizer

The characteristic of hydrogen 3-way sterilizer

야채 과일 불순물제거
Removes impurities from vegetables and fruits

식자재 세척
Washes food supplies

화초 재배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
uses for various purposes such as cultivating flowers

피부건강 유지에 도움
Maintains skin health

주방도구 세척
Washes kitchen utensils

야채 과일 불순물제거
Removes impurities from vegetables and fruits

식자재 세척
Washes food supplies

화초 재배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
uses for various purposes such as cultivating flowers

피부건강 유지에 도움
Maintains skin health

주방도구 세척
Washes kitchen utensils



수소 3way 살균수기 특장점

Hydrogen 3way Sterilizer
수소 3way 살균수기

Model Hydrogen 3way sterilizer / GR-1400

Power spec DC 24V 2.5A / 48W

Storage capacity(Output) Basket 20L, Circular cup 250ml

Size / Weight 456 x 353 x 194(mm) / 2.3kg

Function 야채, 과일 등 불순물 제거, 잔류농약제거, 각종 주방도구 살균 등

Dissolved hydrogen density 800 - 1,200ppb

Model Hydrogen Sterilizer for Kitchen / GR-1200

Power spec DC 24V / 2.5A

Storage capacity(Output) 1L

Size / Weight 165 x 220 x 210(mm) / 1.3kg

Function 식자재류 불순물 제거, 잔류농약제거, 각종 주방도구 살균, 피부트러블 예방 등

Dissolved hydrogen density 800 - 1,200ppb

분리형카트리지
Seperation type cartridge

3단계 동작모드
3 stage operation mode

3way 사용가능
3way uses

원형컵
Round cup

편리한 휴대성
Convenient portability

본체 수납형 DC 어댑터
DC adapter - stored type in main body 

살균수 카트리지를 상황에 따라 분리,
결합하여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It can be used in various forms by separating and 
combining the sterilized water cartridge according 
to the situation.

Small, Medium, Large 동작 모드로 사용 용량에 따라 
살균수 모드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3 Step Mode - Free set up to adjust the amount 
used (Small, Medium, Large)

싱크대, 바스켓, 컵 등에 결합시켜
용도에 따라 사용이 가능합니다.

It can be used according to  the application by 
combining it with a sink, basket or cup.

원형 컵에 순수 백금 전해조를 장착하여 1분 안에 수소수를 생성
시키며, 생수, 정수기 물을 넣으면 수소 환원수를 마실 수 있고, 수
돗물을 넣으면 칫솔, 수저, 젖병, 의치 등을 살균할 수 있습니다.

A pure platinum electrolyzer is equipped in the round 
cup to generate hydrogen water within a minute. If put-
ting bottled or purifying water, you can drink hydrogen 
reduced water and if putting tap water, you can sterilize 
toothbrushes, spoons, baby bottles and dentures.

본체와 카트리지를 결합하여 파우치에 넣으면
여행이나 이동 시에도 휴대할 수 있습니다

The main body and cartridge can be combined and 
left in a pouch, so you can carry it wherever you are.

본체 수납형 어댑터로 밖으로 돌출되지 않아 사용 시 안전
하고 공간 활용에 뛰어나며 휴대 시에도 보다 편리합니다.
Because the main body stored DC adapter does not 
protrude outside, it is Safe in use, excellent in space 
utilization and convenient carry.

Hydrogen Sterilizer for Kitchen
수소 키친 살균수기

수소 키친 살균수기는 주방에서 야채, 과일 등 식자재를 세척하거나, 

각종 주방도구를 살균 소독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제품으로 수소수 

카트리지에 원형컵을 장착하여 사용하거나, 수소수 카트리지를 

사각컵이나 바스켓 또는 싱크대에 넣어 상황에 따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Hydrogen kitchen sterilizer can be used to wash food materials 

such as vegetables and fruits in the kitchen or to sterilize various 

kitchen utensils. It can be used by attaching a round cup to a 

hydrogen water cartridge or putting a hydrogen water cartridge 

in a square cup, basket or sink at your convenience.

수소 3-way 살균수기는 주방을 비롯한 다양한 생활공간 속 살균이 

필요한 모든 부분에 사용이 가능합니다. 원형컵, 대형 바스켓, 

독립형 모듈 세 가지 모드로 용도와  필요에 맞게 살균수를  만들 

수 있습니다.

Hydrogen 3-way sterilizer can be used in all areas that need 

sterilization in various living spaces including kitchens. It 

can be made sterilized water for needs by three modes, 

such as round cup, large basket and independent module.

3단계 시간 설정 모드
3 step time setting mode

Small, Medium, Large
물 양에 따른 동작시간  설정가능

Operation time setting possible ac-
cording to  amount of water - Small, 
Medium and Large

고농도 수소수 생성
High-concentration hydrogen water 

고농도 수소수(800-1,200ppb) 생성으로 
클렌징, 보습

Cleansing and moisturizing by 
high-concentration hydrogen 
water(800-1,200ppb)

다용도
Multi-purpose

살균, 미용, 화초 재배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가능

Various purpose for sterilization,
beauty and floriculture, etc.

유해균 살균
Sterilization for harmful bacteria

피부 트러블 방지
구강 내 유해세균 살균 가능

Prevents skin trouble Sterilization for 
harmful bacteria in mouth

흐르는 물을 순간적으로 플라즈마 살균수로 변환하는 기술은, 수본만이 

지닌 유일한 기술입니다.

Changing from running water to plasma sterilized water 
instantly, in which SOOVON has sole technology

수돗물, 생수를 이용하여 수본만의 특허방식으로 손 쉽게 제조하므로, 첨가제등을 

사용하는 타사 제품과 비교하여 보다 안전하고 경제적입니다. 

Since it is manufactured easily by tap water and bottled water with 
its own patented method, it is more safe and economical than other 
products with additiv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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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키친 살균수기 역할
The role(function) of hydrogen kitchen sterilizer

수소 3way 살균수기 역할
The role(function) of hydrogen 3-way sterilizer

The characteristic of hydrogen 3-way sterilizer

야채 과일 불순물제거
Removes impurities from vegetables and fruits

식자재 세척
Washes food supplies

화초 재배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
uses for various purposes such as cultivating flowers

피부건강 유지에 도움
Maintains skin health

주방도구 세척
Washes kitchen utensils

야채 과일 불순물제거
Removes impurities from vegetables and fruits

식자재 세척
Washes food supplies

화초 재배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
uses for various purposes such as cultivating flowers

피부건강 유지에 도움
Maintains skin health

주방도구 세척
Washes kitchen utensils



Hydrogen Dental Toothbrush Sterilizer
수소 덴탈 살균수기

Hydrogen gargle maker
수소 가글수 제조컵

각종 위생용품 수납/살균
Storage and sterilization of various hygiene items

수소생성이 가능한 전용 가글컵
Exclusive gargle cup capable of generating hydrogen

손 쉬운 설치
Easy installation

칫솔 4개, 물컵, 면도기 보관 및 살균 가능
Storage and sterilization of 4 pcs toothbrushes, 
water cup and razor

제품에 딱맞는 사이즈의 가글컵 제공
Provides a gargle cup of the size that fits the product

화이트톤의 세련된 디자인으로 벽걸이 / 스탠드 설치 가능
Wall mounted or stand type can be installed with 
stylish white tone design.

가정에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든 플라즈마 수소 살균수 생성 제품으로, 

충치를 유발하는 뮤탄스균, 잇몸질환을 유발하는 상거스균을 99.9% 살균하는 

구강 토탈 케어 제품입니다. 수소 살균수 제조모듈과 자외선 칫솔 살균기가 

하나로 결합되어 손쉽게 온 가족의 치아위생 관리를 책임지는 제품입니다. 

As plasma electrolytic-Sterilization water generators made for 

convenient use at home, it is oral total care item that removes 99.9% 

of mutans bacteria that cause tooth decay and Sangus bacteria that 

cause gum disease. The hydrogen sterilized water module and the UV 

toothbrush sterilizer are combined into one, it is a product that easily 

manages the dental hygiene of the whole family.

가정 및 사무실 등 소형공간에서 사용할 수 있는 가글수 제조 컵으로. 

온 가족의 입 속 건강을 책임집니다. 

가글수로의 사용뿐만 아니라 스프레이 헤드 장착으로 광범위한 

공간에의 살균이 용이합니다

In spaces such as home and office, it is responsible for the 

oral health of the whole family with hydrogen gargling cup. 

Not only the use of gargle water but also easy to sterilize in 

a wide space with spray head mounted.

인체에 무해한 성분으로 가글 중 마시게 되어도 건강에 해가 없으며 장기간 
사용해도 잇몸에 무리가 없습니다.

As an ingredient that is harmless to the human body, there is no harm 
to health even if you drink while gargling or even if you use it for a 
long time. No problem on your gums.

C-type 충전포트로 전원선 연결 없이도 충전 사용가능

Charging without power cable connection by C-type charging port

입 속 세균 99.9% 살균 가능

99.9% sterilization inside mouth

칫솔, 면도기 욕실용품 살균 가능

Sterilization for toothbrush, razor and bathroom amenities

스프레이 헤드 사용으로 살균이 필요한 곳에 분사

Spraying where sterilization is required by spray h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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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글수 뿐만아니라 칫솔과 면도기 등 위생용품 거치 스팟에 강력한 살균용 UV 
LED 탑재로 99.9% 살균이 가능합니다.

It is possible to sterilize 99.9% by installing strong UV LED for 
sterilization spot where hygiene items such as toothbrushes and 
razors are mounted as well as gargle liquid.

수소 덴탈 살균수기 특징
Features of hydrogen dental sterilizer

수소 가글수 제조기 특징
Features of hydrogen gargle water maker

Model Hydrogen Dental Toothbrush Sterilizer / SR-1350

Power spec AC 100-240V / 50-60Hz

Storage capacity(Output) 약 300ml

Size / Weight 410 x 140 x 305(mm) / 2.2kg

Function
가글 전용 살균수 생성, 살균용 UV LED 장착, 칫솔, 면도기등 
위생용품 살균

Dissolved hydrogen density 800 - 1,200ppb

Model Hydrogen gargle maker / SV-1310

Power spec AC 100-240V / 50-60Hz / 800mAH

Storage capacity(Output) 약 300ml

Size / Weight 160 x 80 x 80(mm) / 500g

Function
가글 전용 살균수 생성, 분사용 스프레이 장착, 칫솔, 면도기등 
위생용품 살균

Dissolved hydrogen density 800 - 1,200ppb

가글 전용 수소 살균수 생성
Gargle hydrogen sterilized water

자동 슬라이딩 도어
Auto sliding door

칫솔, 치약, 면도기의 수납기능
Storage for toothbrush, toothpaste and razor

UV LED 장착
UV LED

가글 전용 수소 살균수 생성
Hydrogen sterilized water for gargling

칫솔  면도기등 욕실용품 살균
Sterilization for bathroom amendities such as 
toothbrushes and razors

스프레이 헤드 적용(광범위 분사가능)
Spray heads(Wide spraying is possible)

벽걸이, 스탠드 모두 가능
Wall-mounted or Stand type



Hydrogen Dental Toothbrush Sterilizer
수소 덴탈 살균수기

Hydrogen gargle maker
수소 가글수 제조컵

각종 위생용품 수납/살균
Storage and sterilization of various hygiene items

수소생성이 가능한 전용 가글컵
Exclusive gargle cup capable of generating hydrogen

손 쉬운 설치
Easy installation

칫솔 4개, 물컵, 면도기 보관 및 살균 가능
Storage and sterilization of 4 pcs toothbrushes, 
water cup and razor

제품에 딱맞는 사이즈의 가글컵 제공
Provides a gargle cup of the size that fits the product

화이트톤의 세련된 디자인으로 벽걸이 / 스탠드 설치 가능
Wall mounted or stand type can be installed with 
stylish white tone design.

가정에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든 플라즈마 수소 살균수 생성 제품으로, 

충치를 유발하는 뮤탄스균, 잇몸질환을 유발하는 상거스균을 99.9% 살균하는 

구강 토탈 케어 제품입니다. 수소 살균수 제조모듈과 자외선 칫솔 살균기가 

하나로 결합되어 손쉽게 온 가족의 치아위생 관리를 책임지는 제품입니다. 

As plasma electrolytic-Sterilization water generators made for 

convenient use at home, it is oral total care item that removes 99.9% 

of mutans bacteria that cause tooth decay and Sangus bacteria that 

cause gum disease. The hydrogen sterilized water module and the UV 

toothbrush sterilizer are combined into one, it is a product that easily 

manages the dental hygiene of the whole family.

가정 및 사무실 등 소형공간에서 사용할 수 있는 가글수 제조 컵으로. 

온 가족의 입 속 건강을 책임집니다. 

가글수로의 사용뿐만 아니라 스프레이 헤드 장착으로 광범위한 

공간에의 살균이 용이합니다

In spaces such as home and office, it is responsible for the 

oral health of the whole family with hydrogen gargling cup. 

Not only the use of gargle water but also easy to sterilize in 

a wide space with spray head mounted.

인체에 무해한 성분으로 가글 중 마시게 되어도 건강에 해가 없으며 장기간 
사용해도 잇몸에 무리가 없습니다.

As an ingredient that is harmless to the human body, there is no harm 
to health even if you drink while gargling or even if you use it for a 
long time. No problem on your gums.

C-type 충전포트로 전원선 연결 없이도 충전 사용가능

Charging without power cable connection by C-type charging port

입 속 세균 99.9% 살균 가능

99.9% sterilization inside mouth

칫솔, 면도기 욕실용품 살균 가능

Sterilization for toothbrush, razor and bathroom amenities

스프레이 헤드 사용으로 살균이 필요한 곳에 분사

Spraying where sterilization is required by spray h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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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글수 뿐만아니라 칫솔과 면도기 등 위생용품 거치 스팟에 강력한 살균용 UV 
LED 탑재로 99.9% 살균이 가능합니다.

It is possible to sterilize 99.9% by installing strong UV LED for 
sterilization spot where hygiene items such as toothbrushes and 
razors are mounted as well as gargle liquid.

수소 덴탈 살균수기 특징
Features of hydrogen dental sterilizer

수소 가글수 제조기 특징
Features of hydrogen gargle water maker

Model Hydrogen Dental Toothbrush Sterilizer / SR-1350

Power spec AC 100-240V / 50-60Hz

Storage capacity(Output) 약 300ml

Size / Weight 410 x 140 x 305(mm) / 2.2kg

Function
가글 전용 살균수 생성, 살균용 UV LED 장착, 칫솔, 면도기등 
위생용품 살균

Dissolved hydrogen density 800 - 1,200ppb

Model Hydrogen gargle maker / SV-1310

Power spec AC 100-240V / 50-60Hz / 800mAH

Storage capacity(Output) 약 300ml

Size / Weight 160 x 80 x 80(mm) / 500g

Function
가글 전용 살균수 생성, 분사용 스프레이 장착, 칫솔, 면도기등 
위생용품 살균

Dissolved hydrogen density 800 - 1,200ppb

가글 전용 수소 살균수 생성
Gargle hydrogen sterilized water

자동 슬라이딩 도어
Auto sliding door

칫솔, 치약, 면도기의 수납기능
Storage for toothbrush, toothpaste and razor

UV LED 장착
UV LED

가글 전용 수소 살균수 생성
Hydrogen sterilized water for gargling

칫솔  면도기등 욕실용품 살균
Sterilization for bathroom amendities such as 
toothbrushes and razors

스프레이 헤드 적용(광범위 분사가능)
Spray heads(Wide spraying is possible)

벽걸이, 스탠드 모두 가능
Wall-mounted or Stand type



Hydrogen Water Generator
수소수 생성기

수본의 수소수 생성기는 가정에서 쉽게 

수소수를 만들어 음용할수 있습니다. 수소수는 

몸 속에 있는 활성산소를 줄여줍니다.

SOOVON's hydrogen water generator 

makes easy to drink hydrogen water at 

home. Hydrogen water reduces active 

oxygen in the body.

Model Hydrogen Water Generator / GS-3100M

Power spec DC24V 2.5A / 48W

Storage capacity(Output) 1000ml/min

Size / Weight 385 x 278 x 358(mm) / 5.1kg

Function 고농도 수소수 생성, 농약 및 오염물 살균용수 전용 퍼싯

Dissolved hydrogen density 1,200 - 1,600 ppb

Model Hydrogen Water maker / GS-5100M

Power spec DC 12V, 5A / 48W

Storage capacity(Output) 2.5L

Size / Weight 186 x 149 x 301(mm) / 2.3kg

Function 고농도 수소수 생성, 수소가스흡입기능 탑재

Dissolved hydrogen density 1,000 - 1,400ppb

고농도 수소수(1200-1600ppb) 
생성 세계 특허등록

Storage and sterilization of various 
hygiene items Global patent reg-
istered.

수소 버블 윈도우(특허등록)

Hydrogen bubble windows (Patent 
registered)

전극 자동세척 / BLUE LED 라이팅

Automatic wash for electrode / Blue 
LED light

살균수 농약제거 / 전용 퍼싯

Sterilized water faucet for removing 
pesticide

Hydrogen water maker
수소수 제조기

1,000 ~ 1,400ppb의 고농도 플라즈마 수소수는 미네랄이 풍부하고 중성 및 

약알칼리성을 유지합니다. 따라서 알칼리 이온수와는 달리 매일 섭취하여도 부작용이 

없으며, 물 1~2잔으로도 불필요한 활성산소를 감소시켜주는 강력한 건강 수(水) 

입니다. 아울러 피부탄력 및 체내 세포를 활성화시키고, 염증을 진정시켜 복합적인 

자극에 노출되어 있는 현대인에게 가장 적합한 물이라고 정의 할 수 있습니다.

High-concentration plasma hydrogen water of 1,000 ~ 1,400ppb is rich in 

minerals and maintains neutral and weak alkalinity. There are no side effects 

even when consumed daily unlike alkaline ionized water. It is a powerful healthy 

water that reduces unnecessary active oxygen even with 1 to 2 glasses of 

water only. It activates skin elasticity and cells in the body.It can be defined 

as the most suitable water for modern people who complex stimulation are 

exposed to by soothing inflammation.

펭귄 모티브 심플한 디자인

Simple design of penguin shape

포트 타입으로 별도 배관설치없이 1.5L 정도 수소수 생성
As kettle type, about 1.5L of hydrogen water without 
installing separate piping

물 양에 따른 수소수 제조 시간설정 가능
The time of hydrogen water output can be set 
according to the amount of water

정수기 타입의 편리한 사용
Convenience of water purifier type

과일/식기 세척 등 살균수 전용 퍼싯
Sterilized water faucet for washing fruits 
and dishes

물 맛 개선 필터

Water taste improvement filter

고농도 수소 생성이
가능한 격자구조 전극(세계 특허)

Grid structure electrode capable of gen-
erating high concentration hydrogen water 
(world patent)

수소 음용수 전용 

출수구
Hydrogen drinking 
fauc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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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균수 농약제거 전용 퍼싯
Sterilized water faucet for 
removing pesticide



Hydrogen Water Generator
수소수 생성기

수본의 수소수 생성기는 가정에서 쉽게 

수소수를 만들어 음용할수 있습니다. 수소수는 

몸 속에 있는 활성산소를 줄여줍니다.

SOOVON's hydrogen water generator 

makes easy to drink hydrogen water at 

home. Hydrogen water reduces active 

oxygen in the body.

Model Hydrogen Water Generator / GS-3100M

Power spec DC24V 2.5A / 48W

Storage capacity(Output) 1000ml/min

Size / Weight 385 x 278 x 358(mm) / 5.1kg

Function 고농도 수소수 생성, 농약 및 오염물 살균용수 전용 퍼싯

Dissolved hydrogen density 1,200 - 1,600 ppb

Model Hydrogen Water maker / GS-5100M

Power spec DC 12V, 5A / 48W

Storage capacity(Output) 2.5L

Size / Weight 186 x 149 x 301(mm) / 2.3kg

Function 고농도 수소수 생성, 수소가스흡입기능 탑재

Dissolved hydrogen density 1,000 - 1,400ppb

고농도 수소수(1200-1600ppb) 
생성 세계 특허등록

Storage and sterilization of various 
hygiene items Global patent reg-
istered.

수소 버블 윈도우(특허등록)

Hydrogen bubble windows (Patent 
registered)

전극 자동세척 / BLUE LED 라이팅

Automatic wash for electrode / Blue 
LED light

살균수 농약제거 / 전용 퍼싯

Sterilized water faucet for removing 
pesticide

Hydrogen water maker
수소수 제조기

1,000 ~ 1,400ppb의 고농도 플라즈마 수소수는 미네랄이 풍부하고 중성 및 

약알칼리성을 유지합니다. 따라서 알칼리 이온수와는 달리 매일 섭취하여도 부작용이 

없으며, 물 1~2잔으로도 불필요한 활성산소를 감소시켜주는 강력한 건강 수(水) 

입니다. 아울러 피부탄력 및 체내 세포를 활성화시키고, 염증을 진정시켜 복합적인 

자극에 노출되어 있는 현대인에게 가장 적합한 물이라고 정의 할 수 있습니다.

High-concentration plasma hydrogen water of 1,000 ~ 1,400ppb is rich in 

minerals and maintains neutral and weak alkalinity. There are no side effects 

even when consumed daily unlike alkaline ionized water. It is a powerful healthy 

water that reduces unnecessary active oxygen even with 1 to 2 glasses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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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균수 농약제거 전용 퍼싯
Sterilized water faucet for 
removing pesticide



Smart Hydrogen Generator
스마트 수소수기

일반 생수병을 바로 연결하여 고농도 수소수 생성

Generating high-concentration hydrogen 
water by directly connecting a general 
mineral water bottle

원터치 수소수 샤워
One tuoch hydrogen shower

수소수 발생 윈도우(특허)
Patented display window

필터교환 버튼 침전필터 장착
Filter change button, 

precipitation filter

고농도 전해조 (특허기술)
Patented high density 

electrolyzer

음성안내 지원
Voice guidance system

초미립자 버블샤워기
비타민C 필터 장착가능
Ultrafine bubble body spa, option: 
Vitamin C filter

PEMP(양자이온교환방식) 1000ppb 전후 
고농도 수소수 생성 전해조

PEMP (Proton exchange method) / electrolyzer 
to generate high concentration hydrogen water 
around 1000ppb

수소 흡입용 넥 밴드

Neck band for inhaling hydrogen

Hydrogen bady spa
수소수 샤워기

의학적으로도 효과를 인정받은 수소가스 흡입과 활성산소 배출에 도움을 

주는 수소수 음용을 하나의 제품으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It can be used as one product both hydrogen gas inhalation has 

recognized medically and drinking hydrogen water that helps release 

active oxyg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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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수 제조기 역할
Features of hydrogen dental sterilizer

물을 순간적으로 99.9% 살균력을 갖는 플라즈마 수소수로 변화시키는 특허기술을 이용한 샤워기로, 수소수에 의한 샤워는 피부를 맑고 

깨끗하게 유지해주며, 비듬제거, 두피보호 등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환경 친화적 샤워기입니다.

This is a hydrogen body spa which has global patent of turning to plasma hydrogen water with running water. Hydrogen body 

spa is an eco-friendly wellness shower device that keeps your skin cristal clean, and can help you get rid of dandruff and protect 

your scalp.

한 제품으로 세가지 기능 구현

3 functions in one

Model Smart Hydrogen Generator / GS-6000

Power spec DC 12V, 5A / 48W

Storage capacity(Output) 약 500ml

Size / Weight 53 x 80 x 268 / 400g

Function
고농도 수소수 생성, 일반 생수병 연결 가능, 수소가스 
흡입기능, 한 손에 잡히는 텀블러 디자인

Dissolved hydrogen density 1,000 - 1,400ppb

Model Hydrogen Body Spa / GE-6000

Power spec DC 24V 4.16A / 96W

Storage capacity(Output) -

Size / Weight 285 x 105 x 395(mm) / 2.5kg

Function 원터치 수소수 샤워, 침전필터 장착, 필터교환 알람 등

Dissolved hydrogen density 800 - 1,200ppb

휴대 간편한 충전 방식
Easy-to-carry charging method

500ml 생수병 크기로 휴대성 강조
500ml mineral water bottle size to emphasize 
portability

한 제품으로 세가지 기능 구현
3 functions in 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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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ltrasonic Hydrogen Mist The characteristic of ultrasonic hydrogen mist
초음파 수소 미스트

Hydrogen Mist – R
수소 미스트 R 

화장품을 사용하는 타사의 제품과는 달리 생수, 수돗물로 사용이 가능하여, 경제적으로 안전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5nano급 

초미립자 수소수로 피부속 깊숙이 침투시킬 수 있습니다.

It can be used as bottled water or tap water unlike other products that use 

cosmetics, so it can be used economically and safely.

초음파 수소 미스트의 특징 

모공 수축 및 주름 개선 효과
Pore tightening and wrinkle improvement effect

5나노급 버블 클렌징
5-nano bubble cleansing

미백 효과
Whitening effect

8시간 지속 보습 효과
8 hours last moisturizing

여드름 제거 및 살균효과
Acne removal and sterilization effect

초음파 자동분사 시스템
Ultrasonic automatic spraying system

수소수는 모공 크기 1/5000 수준의 5나노수로서 노폐
물을 제거하여 모공 수축을 유도하고, 타이트해진 모공
은 자연스럽게 잔주름 완화에 도움을 줍니다.

Hydrogen water is a 5-nano water that is 1/5000 smaller 
than the size of pores. It removes impurities and induces 
pore tightening, and then the tight pores naturally help re-
lieve fine wrinkles.

25미크론의 모공속에 0.005미크론의 수소수가 침투해 
노폐물과 피지를  배출해 줍니다

The size of 0.005 micron hydrogen water penetrates 
into the size of 25 micron pores, and discharges 
waste and sebum.

멜라닌 색소를 만드는 티로시나제 효소는 활성산소에 의
해 만들어지는데, 고농도 수소수가 활성산소를 중화시켜 
미백효과를 극대화 시킵니다.

The thirosinase enzyme that makes melanin pigments is 
made by active oxygen, and high concentrations of hy-
drogen neutralize active oxygen to maximize whitening 
effects.

미세한 5nano급 음이온 수소수는 피부 속 깊이 흡수되
어 8시간 이상 보습력이 지속됩니다. 

The fine 5-nano anionic hydrogen water is 
absorbed deeply into the skin and moisturizes for 
more than 8 hours.

수소수에는 OH Radical 이 풍부하여 피부 속 여드름을 일
으키는 각종 세균을 제거하며, 5-10초 이내 살균되어 오
존 살균속도보다 2000배 빠릅니다.

Hydrogen water is rich in OH Radical that removes various 
bacteria and sterilizes within 5-10 seconds that causes acne 
in the skin. It is 2000 times faster than ozone sterilization 
speed.

번거로움 없이 한번의 동작으로 연속 분사 가능

Spraying lasts with single play

일부 첨가물을 사용하는 타사의 제품과는 달리 생수와 수돗물 사용으로 경제적 부담이 없음과 동시에 인체에 무해한 살균, 탈취 작용으로 

각종 트러블을 예방합니다. 안개보다 고운 초음파 자동분사로 보다 효과적인 피부관리가 가능합니다.

There is no financial burden due to the use of bottled water or tap water unlike other products that use some additives, it prevents 

various troubles with sterilization and deodorization that are harmless to the human body.

GE-3100

GE-3200

GE-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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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계절 미스트
The mist of 4 seasons

피부 저자극 시험 완료

Skin hypoallergenic test

Model GE-3000, GE-3100, GE-3200

Power spec DC 3.7V (Built in rechargeable battery)

Storage capacity(Output) 15ml

Size / Weight 32 x 37 x 157(mm)/80g,   80 x 80 x 30(mm)/50g,   40 x 40 x 140(mm)/50g

Function 초음파 수소 살균수 연속 분사, 피부 살균 및 보습 효과, 생수 및 수돗물 사용으로 경제성

Dissolved hydrogen density 800 - 1,200ppb

Model Hydrogen Mist R / GE-2000R

Power spec DC 3.7V(rechargeable) 350mA

Storage capacity(Output) 30ml

Size / Weight 43 x 35 x 150(mm) / 80g

Function
수소 살균수 분사, 피부 살균 및 
보습 효과, 생수 및 수돗물 사용으로 
경제성

Dissolved hydrogen density 800 - 1,200pp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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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l-in-1 Beauty device
올인원 뷰티 디바이스

Hydrogen Water Module
수소 살균수 모듈

각종 살균이 필요한 모든 제품에 적용 가능합니다.
It is applicable to all products requiring sterilization functions.

살균 세탁기 Sterilization water washing machine

헹굼 코스에 살균수를 적용 세탁물 및 세탁조 살균, 잔류세제 제거
Applying for sterilized water in rinse mode, it sterilizes laundry and washing tubs and removes residual detergent

살균 정수기 Sterilization water purifier

주기적으로 정수기 내부를 살균하여 건강한 물을 제공하는 프리미엄 정수기
Premium water purifier with regular sterilization of the interior of water purifier for healthy water supply

살균 가습기 Sterilizing humidifier

용기 내 세균 번식 방지 및 가습 공간 공기 살균, 정화
Prevention of bacteria proliferation in container and sterilization and purification for humidifying space.

식기 세척기 Dish washer

세척 펌프에 살균수 적용하여 세척과 동시에 살균으로 세제 및 소비전력  절감
Applying for sterilized water in washing pump for simultaneous washing and sterilization to save detergent and electric energy

에어컨 Air Conditioner

배수구 퇴수로 살균수를 생성 하여 각종 인플루엔자(신종플루,AI등) 살균 및 공기정화
Sterilization water for drain to sterilize various types of influenza (swine flu, Al, etc.) and for air purification

살균 비데 Sterilizing Bidet

대장균 등 유해세균 살균하여 항문질환 예방, 여성 세정 및 노즐, 변기 살균
Prevention of anal disease by sterilizing harmful bacteria such as Escherichia coli. Lady cleaning, Nozzle and toilet seat steril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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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별 피부 관리 Skin care by user
사용자정보를 설정하여 각각의 피부변화상태를 
확인할 수 있고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By setting user information, it checks each skin 
change condition and manages it continuously.

피부분석/측정 Skin analysis / Check
다크써클, 주름, 유분, 수분, 모공상태 등 정교한 
센싱을 통해 정확한 피부 상태를 분석합니다.
It analyzes the exact skin condition through 
sophisticated sensor such as dark circles, 
wrinkles, oil, moisture and pore conditions.

전기분해 및 초음파 진동자를 통한 전해수 테라피 
Electrolyzed water therapy through electrolysis 
and ultrasonic vibrator
피부 보습 Skin moisturizing

전기적 펄스를 통한 Elactroporation Therapy
Elactroporation Therapy through electrical pulses
피부의 인지질층을 열어 화장품을 피부 내부로 전달
(의료기술) 
It opens the phospholipid layer of the skin 
and delivers cosmetics into the skin (medical 
technology)

근적외선 LED Therapy
Near-infrared ray LED Therapy
830nm 파장의 빛으로 피부재생 촉진
The light of 830nm wavelength promotes skin 
regeneration

LED Therapy (Red 630nm, Blue 415nm 파장) 
LED Therapy(Red 630nm, Blue 415nm wavelength)
피부의 기미, 주름, 미백 효과, 피부의 여드름 아토피 

진정효과 830nm
Skin blemishes, wrinkles and whitening effect, 
skin acne and atopy soothing effect

Hot & Cool Skin Therapy : Peltier plate사용 
Hot & Cool Skin Therapy : Peltier plate
온열모드 : 피부탄력, 피부흐름개선
냉각모드 : 느슨해지고 넓어진 모공 관리
Hot mode: skin elasticity, skin flow 
improvement 
Cool mode: loose and widened pore care

진동 마사지 Vibratory massage
미세 진동을 통해 화장품의 흡수율을 효과적으로 
높여줍니다 
It is effectively increases the absorption rate of 
cosmetics through micro-vibration

올인원 뷰티 디바이스 주요 기능 Main function of All in one - Beauty device

Hot 모드 Hot mode 39°C

Boosting 모드 Boosting mode 36°C

Cool 모드 Cool mode 13°C

Tightening 모드 Tightening mode 5°C

정격전압 Rated Voltage 5V

최대전류 Rated current 3A

올인원 뷰티 디바이스 특징
The characteristic of All in one - Beauty device

각종 유해세균 99.9%  살균

99.9% sterilization for various harmful bacteria

95.7% reduction of total floating bacteria in indoor air

100% removal of pesticide

실내공기 중 총 부유세균 95.7% 감소

농약 100% 제거

99.9%

95.7%

100%

펠티어 소자
(Hot, Cool, Boosting, Tighting mode)
Peltier module

유수분 센서 +,- 전극
Oil, moisture sensor +,- electrode

전원 조작 및 기능 버튼 류
Power and function buttons

RED, BLUE, 근적외선 LED

RED, BLUE, Near-infrared ray LED

+EP, -EP

미스트 용 물통
Water bottle for mist

충전 크래들
Charging cradle

초음파 미스트 분사구 
Spray hole of ultrasonic mist 

Model All-in-1 Beauty device / SE-5000

Power spec AC 100-240V / 50-60Hz / 800mAH

Storage capacity(Output) 15ml

Size / Weight OLED 24 x 7.5mm / 191 x 31mm / 160g

Function
수소 초음파미스트, blue/red/근적외선 LED, EP, 

hot & cool therapy, 진동마사지, 피부분석/측정

Dissolved hydrogen density 800 - 1,200ppb

수소 초음파 미스트
Hydrogen Ultrasonic mist

EP EP ㅣ 냉온모드 Hot-Cool mode

레드/블루 LED Red/blue LED

근적외선 Near-infrared ray

진동 마사지 Vibratory massage

피부측정/진단(App 연동)
Skin check/Analysis(Application linkable)



All-in-1 Beauty device
올인원 뷰티 디바이스

Hydrogen Water Module
수소 살균수 모듈

각종 살균이 필요한 모든 제품에 적용 가능합니다.
It is applicable to all products requiring sterilization functions.

살균 세탁기 Sterilization water washing machine

헹굼 코스에 살균수를 적용 세탁물 및 세탁조 살균, 잔류세제 제거
Applying for sterilized water in rinse mode, it sterilizes laundry and washing tubs and removes residual detergent

살균 정수기 Sterilization water purifier

주기적으로 정수기 내부를 살균하여 건강한 물을 제공하는 프리미엄 정수기
Premium water purifier with regular sterilization of the interior of water purifier for healthy water supply

살균 가습기 Sterilizing humidifier

용기 내 세균 번식 방지 및 가습 공간 공기 살균, 정화
Prevention of bacteria proliferation in container and sterilization and purification for humidifying space.

식기 세척기 Dish washer

세척 펌프에 살균수 적용하여 세척과 동시에 살균으로 세제 및 소비전력  절감
Applying for sterilized water in washing pump for simultaneous washing and sterilization to save detergent and electric energy

에어컨 Air Conditioner

배수구 퇴수로 살균수를 생성 하여 각종 인플루엔자(신종플루,AI등) 살균 및 공기정화
Sterilization water for drain to sterilize various types of influenza (swine flu, Al, etc.) and for air purification

살균 비데 Sterilizing Bidet

대장균 등 유해세균 살균하여 항문질환 예방, 여성 세정 및 노즐, 변기 살균
Prevention of anal disease by sterilizing harmful bacteria such as Escherichia coli. Lady cleaning, Nozzle and toilet seat steril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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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별 피부 관리 Skin care by user
사용자정보를 설정하여 각각의 피부변화상태를 
확인할 수 있고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By setting user information, it checks each skin 
change condition and manages it continuously.

피부분석/측정 Skin analysis / Check
다크써클, 주름, 유분, 수분, 모공상태 등 정교한 
센싱을 통해 정확한 피부 상태를 분석합니다.
It analyzes the exact skin condition through 
sophisticated sensor such as dark circles, 
wrinkles, oil, moisture and pore conditions.

전기분해 및 초음파 진동자를 통한 전해수 테라피 
Electrolyzed water therapy through electrolysis 
and ultrasonic vibrator
피부 보습 Skin moisturizing

전기적 펄스를 통한 Elactroporation Therapy
Elactroporation Therapy through electrical pulses
피부의 인지질층을 열어 화장품을 피부 내부로 전달
(의료기술) 
It opens the phospholipid layer of the skin 
and delivers cosmetics into the skin (medical 
technology)

근적외선 LED Therapy
Near-infrared ray LED Therapy
830nm 파장의 빛으로 피부재생 촉진
The light of 830nm wavelength promotes skin 
regeneration

LED Therapy (Red 630nm, Blue 415nm 파장) 
LED Therapy(Red 630nm, Blue 415nm wavelength)
피부의 기미, 주름, 미백 효과, 피부의 여드름 아토피 

진정효과 830nm
Skin blemishes, wrinkles and whitening effect, 
skin acne and atopy soothing effect

Hot & Cool Skin Therapy : Peltier plate사용 
Hot & Cool Skin Therapy : Peltier plate
온열모드 : 피부탄력, 피부흐름개선
냉각모드 : 느슨해지고 넓어진 모공 관리
Hot mode: skin elasticity, skin flow 
improvement 
Cool mode: loose and widened pore care

진동 마사지 Vibratory massage
미세 진동을 통해 화장품의 흡수율을 효과적으로 
높여줍니다 
It is effectively increases the absorption rate of 
cosmetics through micro-vibration

올인원 뷰티 디바이스 주요 기능 Main function of All in one - Beauty device

Hot 모드 Hot mode 39°C

Boosting 모드 Boosting mode 36°C

Cool 모드 Cool mode 13°C

Tightening 모드 Tightening mode 5°C

정격전압 Rated Voltage 5V

최대전류 Rated current 3A

올인원 뷰티 디바이스 특징
The characteristic of All in one - Beauty device

각종 유해세균 99.9%  살균

99.9% sterilization for various harmful bacteria

95.7% reduction of total floating bacteria in indoor air

100% removal of pesticide

실내공기 중 총 부유세균 95.7% 감소

농약 100% 제거

99.9%

95.7%

100%

펠티어 소자
(Hot, Cool, Boosting, Tighting mode)
Peltier module

유수분 센서 +,- 전극
Oil, moisture sensor +,- electrode

전원 조작 및 기능 버튼 류
Power and function buttons

RED, BLUE, 근적외선 LED

RED, BLUE, Near-infrared ray LED

+EP, -EP

미스트 용 물통
Water bottle for mist

충전 크래들
Charging cradle

초음파 미스트 분사구 
Spray hole of ultrasonic mist 

Model All-in-1 Beauty device / SE-5000

Power spec AC 100-240V / 50-60Hz / 800mAH

Storage capacity(Output) 15ml

Size / Weight OLED 24 x 7.5mm / 191 x 31mm / 160g

Function
수소 초음파미스트, blue/red/근적외선 LED, EP, 

hot & cool therapy, 진동마사지, 피부분석/측정

Dissolved hydrogen density 800 - 1,200ppb

수소 초음파 미스트
Hydrogen Ultrasonic mist

EP EP ㅣ 냉온모드 Hot-Cool mode

레드/블루 LED Red/blue LED

근적외선 Near-infrared ray

진동 마사지 Vibratory massage

피부측정/진단(App 연동)
Skin check/Analysis(Application link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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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s everything about 
hydrogen water of saving lives

Anti Covid-19 virus Module Inside

www.soovo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