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연이 만들다 !
탈취, 살균, 소독    슈슈후레시
SYU SYU FRESH
MULTI CARE

슈슈프레시카다록_8P_재작업.indd   3 2020. 4. 23.   오후 3:39



SYU SYU FRESH
MULTI CARE

천연의 '슈슈후레시'
탈취/살균/소독  살균력 99.9%

nature mineral No chemical water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시험 : 폼알데하이드, 메탄올, 아세트알데하이드, 이산화염소, 3-요오드-2-프로핀일 뷰틸 

     카바민산(IPBC), 클로로포름, 불검출 및 함유금지물질 비함유 (KTR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2020년 2월 7일)

▶ 탈취시험 : 암모니아 96.7% 트리메틸아민 95% 감소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2020년 2월 13일)

▶ 살균시험 : 대장균, 녹농균, 황색포도상구균 99.9% 감소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2020년 2월 10일)

▶ 피부자극시험 : 급성 피부 자극성 및 부식성을 유발하지 않음. 국립환경과학원 고시 제2019-23호 

     (KTR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2020년 3월 25일)

▶ 급성경구독성시험 :국립환경과학원 고시 제2019-23호 실험기간중 : 사망동물,이상증상,체중감소,부검소견결과 

    모든 투여군에서 이상소견은 관찰되지않음 (KTR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2020년 4월 10일)

슈슈후레시 시험성적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표시사항
신고번호 : FB20-13-0114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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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의 미네랄'과 
'순수한 물'만으로
 만들어져 mineral No chemical water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슈슈후레시'는 사람과 자연이 

함께하며 공간의 행복과 안전한 환경을 만들어 줍니다.

슈슈후레시는 무색, 무취, 무독성의 약산성 성분의 

탈취, 살균, 소독제입니다.

"바이러스・균・냄새를 분해！"

화학제품과 계면활성제 ZERO!

이온 결합작용

“슈슈! ” 뿌리기만 하면 깊이 침투해 이온미네랄 

막을 형성하여 탈취, 살균, 항균효과로 장시간 공간을 

청결하게 합니다. 

이온이 세균, 바이러스에 결합 ➡ 분해 ➡ 탈취/살균/소독 

➡ CO2, H2O

분사한 면에 남은 

미네랄의 탈취 및

향균 효과 지속으로 

악취, 바이러스, 균이 

발생하면 바로 

결합하여 

분해합니다.

용량 : 

100 / 350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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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유탈취, 살균 가정용

 10번 세탁해도 지속된 탈취, 살균 효과 !
세탁조건 KS K ISO 6330:2011    

시험B형세탁기 10번 반복 후 건조 탈취및살균효과 유지 

(암모니아 50%) (폼알데하이드 70%) (황색포도상구균 97.4%) 

슈슈 후레시의 이온교환 작용은 빛이나 전기가 필요 없습니다!
   물 입자보다 작은 미네랄 이온수는 섬유에 깊이 침투하여 냄새를 제거하며  

   탈취, 살균 (99.9% 살균력), 소독 효과가 장시간 지속됩니다.  

   반복적으로 쓰는 마스크, 손수건 등에 스프레이하면 바로 이온교환작용으로 바이러스에 

   결합하여 살균, 증식방지에 효과 

   방안의 바람이 지나가는 곳이나 공기가 잘 순환되는 곳에 스프레이하면 방안의 공기를 

   지속적으로 탈취, 살균, 소독 합니다.

* 분무 양이나 바이러스 세균의 종류에 따라서 탈취, 살균, 항균 소독시간과 
  효과가 달라집니다. 

* 마스크 냄새 탈취
  흡착분해 살균효과

세탁이 어려운 의류, 커튼, 침구류, 매트리스, 시트, 소파 천소재와 카펫, 가죽 장갑, 신발장, 크리닝의 

독특한 냄새... 뭔지 모르게 나는 방안의 냄새.... 스프레이하면 OK !

KATR

한국의류시험연구원 

2020년 3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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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컨/공기청정기/차량내부/통풍구 등

부유하는 '균'이나 '바이러스'에 이온이 
흡착하여 분해 합니다!
바이러스시험 중 (KTR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2020년 4월 8일) 

에어컨이나 공기청정기의 필터, 차량통풍구에 스프레이하면 공기가 필터를

지나갈 때 부유하는 균이나 바이러스에 이온이 흡착하여 균을 분해함으로써

냄새나 바이러스의 증식을
방지합니다!
이온화 미네랄로 안전하게 탈취, 살균, 소독을 실현 !

차량 시트나 매트에 분사하면, 차량내부의 불쾌한 냄새 

(담배, 에어컨 등)를 분해! 탈취, 살균, 항균 효과가 

오래갑니다.

*성분이 흡착되도록 차량 에어컨, 공기청

정기, 통풍구 및 필터에 시동 정지 후 

분사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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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용품 등에 스며든 땀 등의 칙칙한 냄새도 깨끗이 분해, 탈취, 살균!

여러번 세탁 할 수 없는 스포츠용품들(글러브, 헬멧 등), 

빨래해도 냄새가 나는 운동화나 운동복, 기타 등을 사용할 때마다 

스프레이하면 효과가 높아집니다. 

[야구, 농구, 축구, 골프, 자전거, 등산, 각종운동용품]

스포츠 관련

스며든 땀 ! 칙칙한 냄새 !
깨끗이 분해・탈취, 살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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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의 깔개나, 어린이 놀이방 매트에 

무색, 무취, 무독성 등 화학성분이 없는

슈슈후레시로 안전하게 스프레이 하세요. 

제대로 지워도 남는 배설물냄새가 분해되어 

환경을 청결하게 유지합니다. 어린이 완구용품도 

안전하게 살균, 소독합니다.

펫용품 / 어린이용품 등

펫용품과
어린이용품에
사용하여도
안전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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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매품 : 슈슈후레시 [세정제]

             슈후레시 비누 [살균비누]

서울영업부 : 서울 서초구 양재동 275-2 윈드스톤1716호

Tel. 02 573-6232 (代) / Fax. 02 573-6233

경기도 군포시 당정로 522번지 SK벤티움 102동 1201호

Tel. 031-451-6232 (代) / Fax. 031-451-6238

www.dongwhaind.co.kr

www.syusyu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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