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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텍은 제품 개발 및 생산, 판매 회사입니다.
구매자의 요청에 따라 ODM 및 OEM 제품을 개발 및 생산을 할 수 있으며 
공인된 전담 연구 개발 연구소를 운영합니다. 
당사의 모든 제품은 ISO9001:2015 품질관리 시스템에 의하여 생산 및 관리되고 있으며
기본적으로 제품의 품질은 CE 인증 시스템에 의하여 관리됩니다.

이지텍
이지텍은 건강에 유익한 제품의 연구개발을 통하여

인류의 건강한 삶을 위해  노력하는 회사입니다.

인사말

2010. 06 이지텍 설립.
2010. 07 실린더형 감압밸브 개발 및 특허 취득. (2012. 08 특허 취득)
2011. 09 냉온 정수기 직수타입 온수 시스템 개발 및 특허 취득.
2012. 04 sparkling mist 일본 수출.

2013. 10 이지텍 기업부설 연구소 설립.

2016. 05 대용량 수소수 정수기용 전해조 모듈 개발 및 특허 출원. 

2019. 05 캐틀형 수소수 발생기 개발 및 특허 취득.
2019. 11 목걸이형 공기청정기 개발중

약력

02

2013. 12 UV 살균 램프 Filter, Tank Type 개발 및 특허 취득.

2013. 05 정수기용 안전코크 개발 및 특허 취득.

2014. 08 품질경영 시스템 (ISO) 인증.
2015. 08 수소수 정수기 개발.

2017. 06 세계 최초로 고농도 수소샤워기 개발.
2017. 11 고농도 휴대용 수소 발생기 개발.
2018. 12 탄화규소 필터를 이용한 자동차용 공기청정기개발.

인증



is a creator and leader of water 

알카라인 정수기
EGH-200/300/450

EGH-200 EGH-300 EGH-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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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장점

모       델 EGH-200 EGH-300 EGH-450
출수 방법 레버 방식 레버&버튼 방식 버튼 방식

출수 밸브 무전원 고압 밸브 (대한민국 특허, 국제특허 출원 중)

출수 용량 3,600L (951gallons) 3,600L (951gallons) 3,600L (951gallons)

분당 출수 용량 1.9L /분 at 4.2kgf/cm² 1.9L /분 at 4.2kgf/cm² 1.9L /분 at 4.2kgf/cm² 

최대 사용 압력 0.6Mpa(6.1kgf/cm² ) 0.6Mpa(6.1kgf/cm² ) 0.6Mpa(6.1kgf/cm² )

사용 온도 37.8°C (100℉)/4.4°C (40℉) 37.8°C (100℉)/4.4°C (40℉) 37.8°C (100℉)/4.4°C (40℉)

정수 시스템 UF 타입 UF 타입 UF 타입

※  온도, 수압 등 공급 수의 상태에 위 내용이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소 발생 극대화. (항산화 효과  증가, 미네랄 증가)

저수통이 없이 실시간으로 정화되는 직수형 정수기.

박테리아의 걱정이 없으며 감각적인 디자인으로 공간 활용을 극대화한 정수기. 

1차

2차

PreCarbon Block +Hydrogen Mix Filter 혼합필터
(교환 주기 : 6개월)
토양, 모래 및 녹과 같은 불순물 제거, 유기 화합물 및 냄새 제거.

                              : UF Filter 
(교환 주기: 12개월)
다양한 박테리아, 바이러스를 제거하는 필터로 
물속의 미네랄은 통과시켜 줍니다.

3차                               : Post Carbon+ Balancing Filter
(교환 주기: 12개월) 
불쾌한 흡착물을 제거하며 물의 냄새, 맛 및 색소로 인한 오염된
물을 깨끗하게 만들어 음용에 적합한 pH로 개선하여 줍니다.

필터 여과 단계

제품 사양

알카라인 정수기



1차
PreCarbon Block +Hydrogen Mix Filter 혼합필터
(교환 주기 : 6개월)
토양, 모래 및 녹과 같은 불순물 제거, 유기 화합물 및 냄새 제거.

2차                              : UF Filter 
(교환 주기: 12개월)
다양한 박테리아, 바이러스를 제거하는 필터로 
물속의 미네랄은 통과시켜 줍니다.

필터 여과 단계
모  델  명 EGT-200 / 300 / 400
소비 전력 80W
수소 용존량 1000ppb 이상
ORP -450mV~-580mV
사용 온도 5℃~40℃
공급 수압 0.2Mpa~0.6 Mpa(2kgf/cm²~6.1kgf/cm² )
공급 수 종류 음용수(수돗물)
본체 중량 약 4.5Kgf
제품 사이즈 W119 ×D363 × H340 mm
전   원 0V ~ 240V / 50Hz ~ 60Hz
용   도 가정용

04

제품 장점

물탱크가 없는 직수 방식의 제품으로 박테리아, 또는 불순물의 오염에 대한 걱정이 없습니다.
실시간으로 1000ppb 이상의 고농도 수소수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환경에서도 분당 1.3ℓ 의 풍부한 유량을 생산할 수 있습니다.
초소형 미니사이즈로 어떤 공간에도 설치가 용이하며  디자인 또한 세련되어 어떤 공간에도 잘 어울립니다. 
PEM방식으로 인한 오존 배출로 물속에 오존이 없습니다. (오존 냄새가 나지 않습니다.)
전해 수액으로 역삼투압정수기 물을 사용함으로 전극의 내구성을 확보하였습니다.
물의 종류와 상관없이 고농도의 수소수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Blue LED 기능이 있어서 제품 사용 시 편리합니다.
저전압의 DC전원을 사용하여 전원의 안정성이 뛰어납니다.

이지텍이 자체개발한 수소 발생기가
장착된 수소수 정수기
(EGT-200 / 300 / 400)

H2

EGT-200 EGT-400EGT-300

수소수 정수기

제품 사양

※  온도, 수압 등 공급 수의 상태에 따라서 위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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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   델 HEBE-U01 
소비전력 60W~95W
수소용존량 1000ppb 이상
ORP -450mV ~ -580mV
사용 온도 5℃ ~ 40℃
공급 수압 0.2Mpa ~ 0.35Mpa( 2kgf/cm²~3.6kgf/cm² )
공급 수 종류
제품 사이즈 W72 × D102 × H187mm
수소 생성 방식 실시간 생성 및 물과 혼합
전   원 12V
용   도 가정용

실시간 고농도의 수소수가  발생됩니다.
1,000ppb 이상의 고농도 수소수를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수소 분자가 물 분자 사이에 골고루 분포되어  장시간 수소가
보존됩니다.
PEM막에 의하여 해로운 수산과 오존 등이 걸러져 배출되어 
물에서 오존 냄새가 나지 않습니다.
역삼투압정수기 물이나 생수 등 다양한 환경에서도 고농도의 
수소수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낮은 직류전압을 사용하여 전기적으로  위험하지 않습니다.

H2

•  수소 발생용 물 안정공급 시스템
- 물 과잉 공급 방지 및 고수압 차단  시스템
 이물질 유입 방지 시스템
- 수소 발생 장치의 오염 방지
 물 역류 방지 장치로 수소 발생 전극 및 격막 보호 시스템  

•

•

•  7단계 정밀 수소 혼합 설계
- 1단계 : 벤츄리 효과를 이용한 물 수소 혼합 단계
- 2~6단계 : 과학적 시뮬레이션 설계를 통해 충격 물흐름을 형성 시켜 수소가 
  물 분자 사이에 세밀하게 혼 합력을 증가시키는 단계
- 7단계 : 출수 전 수소를 물 분자 사이에 안정화해 높은 수소 용존율과 
  용존시간을 늘리는 안정화 단계

•  사이즈는 컴팩트, 성능은 탁월
 -  세계 최고의 실시간 수소 발생 능력
 -  제품의 공간 활용 우수 

수소 발생을 위한 급수 컨트롤 유닛 수소 발생 유닛 수소수 혼합 유닛

O2/OH-/O3
배출 RO 수/ 생수

RO 수 / 생수

H2  수소수

① Stage: 벤츄리 원리로 물과 수소 혼합과정.
②~⑥ Stage : 혼합 극대화 과정.
⑦ Stage : 혼합된 수소수 안정화 과정.

H2 

1
2

3

5

6

7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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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 발생용 원수

사이즈

성능

안전성 & 
            내구성

수소수 발생기
HEBE-U01

제품 사양

제품 특징

역삼투압정수기 물 또는 생수

※  온도, 수압 등 공급수의 상태에 따라서 위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GK- 1

• 최단 시간에 대용량의 고농도 
  수소수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최고의 성능
• 충전 배터리를 사용하여 언제 어디서나
  수소수 발생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휴대폰 충전 케이블을 사용하여 충전할 수 
   있습니다.
• 전면 디스플레이로 작동상태를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편의성
• 어디에서나 어울리는 현대적인
   디자인.
• 아름다운 조명에 의한 디자인이
  장점인 제품입니다.

디자인
• 10분, 20분 수소수 생성기능
   별도의 세척기능, 에러 기능을
   표시합니다.

다양한 기능

06

HPDCS (듀얼 수소수 발생 시스템)

최단시간에 대용량의 고농도 수소수 생성( 1,000~4,000ppb)할 수 있습니다.
수소 농도가 오랫동안 유지됩니다.
특수 격막을 사용 수산이온과 오존이 완벽하게 분리  배출되어 안전하고 물에서 오존 냄새가 
나지 않습니다.

충전 배터리를 사용하여 언제 어디서나 수소수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역삼투압정수기 물을 사용하여도 수소 용존량이 높습니다.

H2

※  온도, 수압 등 공급 수의 상태에 따라서 위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 델 명 EGK-1  
수소수 용량 1,700cc
용존 수소 농도 1,000ppb ~ 4,000ppb
ORP -450mV~-900mV
사용온도 10℃~ 40℃
본체 무게 약 1.2 Kgf
제품 사이즈 W216 × D103 × H268mm
작동 시간 10분 / 20분
세척 시간 15분
충전 시간 약 120~180분
정격 전압 DC 5V 2A

제품 사양

제품 특징

케틀 수소수 발생기
EGK - 1

수소 발생 시간을 2가지 옵션으로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10분 /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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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도, 수압 등 공급 수의 상태에 따라서 위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휴대용 수소수 발생기
EGP-1000T

이지텍에서  개발한  EGP-1000T 제품은  사용온도가

-20℃~110℃에서 환경호르몬이 발생하지 않은 신생아,

아기 전용병에  사용되는  신소재(Tritan)로 만들어진 

제품입니다.

※

모 델 명 EGP-1000T
용     량 350cc
용존 수소 농도 약 1000ppb
ORP -350mV ~ -550mV
사용 온도 5℃ ~ 40℃
본체 무게 약 360g
제품 사이즈 W70 × D70× H220 mm
작동 시간 5분 / 8분
사용 횟수 5분: 35회~50회 / 8분: 25회~35회
충전 시간 약. 90분~150분
정격 전압 DC 3.7 V

수소 용존량이 매우 높습니다. (평균 1000ppb 이상)
수소 농도가 오랫동안 유지됩니다.
특수 격막을 사용하여 수산이온과 오존이 완벽하게 분리배출 되므로 안전하고 물에서 오존 냄새가 나지 않습니다.
누수가 되지 않아 수소 발생기 내부가 청결하다. 대용량 백금전극을 사용하여 내구성이 우수합니다.
충전배터리를 사용하여 언제 어디서나 수소수를 음용할 수 있습니다.
역삼투압정수기 물을 사용하여도 수소 용존량이 높습니다.
수소 발생 시간을 2가지 옵션으로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5분 / 8분)

H2

전기 분해

07

제품 사양

제품 특징



 온도, 수압 등 공급수의 상태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세계 최초의 혁신적인 이지텍만의 수소 발생기로

기존정수기, RO 정수기 등과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는 제품으로 경제성과 편리성에 우수한 제품입니다.

※

모 델 명 EGU-900
소비 전력 60W~ 100W
용존 수소 농도 1000ppb 이상
ORP -400mV~ -580mV
사용 온도
사용 압력

5℃~ 40℃
0 ~ 0.35Mpa( 0 ~ 3.6kgf/cm² )

공급수 종류 역삼투압정수기 물 또는 생수
제품 사이즈 W237 X D92 X H233 mm  
수소 생성 방식 실시간 생성 및 물과 혼합방식
입력 전원 12V  8.3A
용   도 가정용

초소형 미니사이즈로 어떤 공간에도 설치가 가능하고 디자인 또한 
세련되어 어떤 공간에도 잘 어울립니다. 
실시간으로 고농도의 수소수를 생성합니다.

실시간으로 1000ppb이상의 고농도 수소수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환경에서도 분당 1.3ℓ의 풍부한 유량을 생산할 수 있습니다.

PEM방식으로 인한 오존 배출로 물속에 오존이 없어 오존 냄새가 나지
않습니다.
전해 수액으로 역삼투압정수기 물을 사용함으로 전극의 내구성을 
확보하였습니다.
저전압의 DC전원을 사용하여 전원의 안정성이 뛰어납니다.

-

H2

제품 사양

제품 특징 

EGU-900
언더 싱크 수소수 발생기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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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GW-200P

 

제품 특징 고성능의 부스터 펌프가 내장되어 있어 낮은 수압에서도 사용 가능 합니다.

설치와 수압에 걱정이 없는 정수기

3단계 필터로 세균과 박테리아의 걱정이 없이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습니다.

저수통이 없는 위생적인 직수 정수기입니다.

설치에 제한이 없어 어디서나 설치가 가능합니다.

공간 활용이 뛰어나며 LED 조명은 어두운 공간에서도 사용이 편리합니다.

전문 설치 기사가 필요 없고 누구나 설치할 수 있습니다.

1 차

2 차

3 차

                                : Sediment Filter
(교환 주기 : 3개월)
Carbon Filter 이전 필터로 공급 수로부터 먼지, 모래 등의 침전물을 감소시킵니다.

Sediment Filter

정수된
물

펌 프

                                : Carbon Filter
(교환 주기: 6개월)
활성탄으로 만들어진 필터로 염소를 제거하며 유해한 유기 화합물을 흡수하여
깨끗한 물로 바꾸어 줍니다.

 Carbon Filter

                                : Membrane Filter
(교환 주기: 12 개월)
마이크로 크기의 다공 필터로 화학물질과 미생물(박테리아, 곰팡이) 등을 걸러
깨끗한 물을 만들어 줍니다.

Membrane Filter

필터 여과 단계

정수기

모 델 명 EGW-200P

소비 전력  16 W

사용 온도 5 ~ 40 ℃

공급수 종류 생수 또는 저압으로 공급되는 물 

제품 사이즈 W 237 X D 92 X H 233 mm  

입력 전원 24 V  1 A

용   도 가정용

제품 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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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O (Reverse osmosis) 정수기

EGRO-80

 

제품 특징 5단계 필터링 시스템을 통한 최고 수준의 정수성능 보장.

고성능 부스터펌프 내장으로 어떠한 수압조건에서도 풍부한 유량 생산.

견고한 강화유리를 사용하여 내구성이 뛰어남.

이지텍 언더싱크(EGU-900)와 연결하여 깨끗하고 건강한 수소수를 실시간으로 제공.

깔끔하고 세련된 디자인

필터 여과 단계

모델 EGRO-80

입력 전원  DC 24V

사용 압력 0.05 Mpa 이상

사용 온도 5℃ ~ 45℃ (41℉ ~ 113℉)

공급수 종류 음용수

탱크 용량 3.8 Gallon

RO Membrane 80 GPD

제품 사양

Faucet

Booster Tank

Inlet

Drain

PumpSediment
stage 1 Pre Carbon(GAC)

Au
to

 S
hu

t-o
ff 

Va
lv

e

RO
 M

em
br

an
e

Po
st

 C
ar

bo
n

Sediment
stage 2

1차

2차

3차

4차

5차

                              : RO Membrane Filter
(교환 주기 : 12 개월)
역삼투압 (RO 멤브레인) 필터는 0.0001미크론(머리카락의 1/100만분의 1) 굵기의
극미세기공이 염분, 박테리아, 미립자 바이러스, 중금속 이온 등 우리 몸에 유해한
모든 물질들을 제거해 줍니다.
                              : Post Carbon Filter
(교환 주기 : 6 개월)
활성탄으로 만들어진 필터로 물맛을 좋게 하며 음용에 적합한 pH로 만들어 줍니다.

                              : Sediment  Stage 1 Filter
(교환 주기 : 3 개월)
녹이나 모래, 흙, 먼지 등의 미세한 크기의 불순물까지 효과적으로 제거하여 줍니다. 

                               : Sediment  Stage 2 Filter
(교환 주기 : 3 개월)
석회질 및 기타 불순물이 많은 원수의 경우 1차에서 걸러 주지 못한 불순물들을
다시 한 번 제거해 주어 정수효과를 극대화 시켜줍니다.
                               : Pre Carbon Filter
(교환 주기 : 6 개월)
활성탄으로 만들어진 필터로 불쾌한 맛과 냄새 그리고 잔류염소 및 유기화합물 등을
흡착 제거하여 깨끗한 물로 바꾸어 줍니다.

 R.O (Reverse osmosis) 정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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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품 명 레체로 비타민 샤워필터 (레몬, 라벤더, 로즈, 포레스트)
제품 용도
제품 중량

샤워용 필터

주요 성분
148g(카트리지 86g)

유통 기한

비타민 C, 만델릭산, 가지 추출물, 어성초 추출물,
세라마이드

제조일부터 3년
사용 온도 4℃~ 50℃

11

제품 사양

KEY POINT

샤워기 헤드 연결시

설치 방법

1. 샤워기 헤드와 호스를 돌려 분리합니다.
2. 분리된 샤워기 헤드에 레체로 비타민 샤워 필터를 돌려 조립합니다.
3. 조립된 레체로 비타민 샤워 필터에 호스를 연결합니다.

수전 연결시
1. 수전 하단의 호스를 돌려 분리합니다.
2. 분리된 수전 하단에 레체로 비타민 샤워 필터를 돌려 조립합니다.
3. 조립된 레체로 비타민 샤워 필터에 호스를 연결합니다.

잔류 염소 제거

비타민 C는 하이포아염소산과 만나면
비타민, 물, 염화수소로 분리되어
잔류염소를 제거하여 깨끗한 물로
정화시켜 줍니다.

항산화 물질인 비타민 C는 피부를 맑고
투명하게 가꾸어주고, 보습효과로
모발을 탄력적으로 보호해줍니다.

피부보습, 화이트닝 효과

사용시 주의사항

• 최초 사용 시 카트리지 상, 하단의 스티커를 제거 후 사용해 주십시오.
• 화기 및 직사광선을 피해 서늘한 곳에 보관해 주십시오.
• 카트리지 내용물이 다 없어지면 교체해 주십시오.
• 사용하지 않으실 경우에는 필터 내 물기를 제거하여 밀봉 후 
   건조한 곳에 보관하여 주십시오.
• 4인 가족사용 시 약 2개월 사용 가능합니다. (수압과 수온,사용횟수에
  따라 사용 기간이 짧아질 수 있습니다.)
•  해당물질에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은 사용하지 마십시오.

수돗물 깨끗한 물

녹물, 불순물 제거

� � � � � � � � � �

비타민 샤워필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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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 델 명 AEG-01
색      상 블랙
소비 전력 DC 12V
사용 온도 0 ~ 40℃
제품 사이즈 W68 X D203 X H68 mm  
무      게 380g
정화 방식 3단 복합필터( HEPA 13 ) 

         + 탄화규소 허니컴 필터

제품 사양

KEY POINT

차량에 
최적화한 성능

초미세먼지 및
생활 악취 제거

고온 발열로
완벽한 공기 살균

원적외선 발생오존 발생 제로

강력한 허니컴 필터
고온의 허니컴 필터는 1차 필터 모듈을 통과한 유해균의 살균 및
악취 제거에 탁월한 성능을 발휘합니다.

원적외선 방출율 92.6%

오염공기

정화공기

곰팡이균 사멸

불쾌한 악취제거

오존 발생 제로

초미세먼지 제거

강력한 살균효과

공기 출구부 : 32.0℃ 허니컴 필터 내부 : 140.9℃

공기 토출구에서는 따뜻하게 정화된 공기가 분산되며
필터 내부의 온도는 제품의 안전성에 문제가 없습니다.

살균, 불쾌한 냄새 제거

1단계
 프리필터

3단계
헤파필터

4단계
카본필터

5단계
허니컴필터

2단계 
항 알레르겐

 필터

5단계 필터로 유해물질, 휘발성 유기화합물(VOCs),
생활악취 등을 효율적으로 제거합니다.

         AEG - 01
공기 청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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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 직진성 강화 정밀한 공기 방향 조절 심플한 탈착 H13 등급 헤파필터 음파 모기 퇴치 기능 스마트폰 충전기로
간단히 충전 가능

모 델 명 EGS - 2020
정격 전압 DC 5V
사용 온도 0 ~ 40℃
제품 사이즈 63 X 67 X 140mm  
무      게 230g

출력 전압 3.7 ~ 5 V

제품 사양
컴팩트한 사이즈

컴팩트한 사이즈 + 배터리 충전방식으로 어디든 사용이 가능
유모차, 자동차, 사무실, 어린이 방, 등.

청정공기가 필요한 곳에 어디든 설치가 가능.

배터리 충전방식

유모차

아이방

사무실

차량

공기 청정기
EGS-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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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러시아, 유럽, 중동, 인도, 아시아,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 등으로 수출되는 이지텍의 고유 브랜드입니다. 
또한 이지텍은 독창적이고 새로운 제품을 전 세계의 파트너들과 함께 개발하고 판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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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틀 수소수 발생기

수소수 발생기
수소수 정수기

알카라인 정수기

언더싱크 수소수 발생기

포터블 수소수 발생기

is a creator and leader of  technology for human health life.

ADD: EG Tec 1 Fl. 317 - 59 Seja-Ro, Jeongnam-Myun, Hwaseong-Si, Kyunggi-Do, Korea    Postal Code 185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