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노 수소수 생성기

수소수 생성기
사용설명서

• 당사의 수소수 생성기를 구입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 사용하기 전에 반드시 안전주의사항과 제품사용법에 대한 내용을 숙지하신 후 사용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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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용하기 전에
1.1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
제품을 올바르게 사용하여 위험이나 재산상의 피해를 미리 막기 위한 내용이므로 반드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

경고
지키지 않았을 경우 사용자가 사망하거나
중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

주의

지키지 않았을 경우 사용자가 부상을 당하거나
재산상의 손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원 관련

!

경고
▶손
 상된 전원 플러그나 헐거운 콘센트는 사용하지 마세요.
- 전원을 잘못 연결하면 화재, 감전, 고장의 원인이 됩니다.
▶ 전원코드를 당겨서 제품을 이동하지 마세요.
- 화재 및 고장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 전원코드를 무리하게 구부리거나 무거운 물건에 눌려 훼손, 변형되지 않도록 하세요.
▶ 전원코드를 잡아당기지 마세요.
▶ 젖은 손으로 전원 플러그를 만지지 마세요.
▶ 장시간 사용하지 않았을 때는 전원 플러그를 뽑아 주세요.
▶ 전원부분에 물이 들어간 경우, 전원 플러그를 빼고 완전히 건조시킨 후 사용하세요.
▶ 제품 수리나 점검 및 부품 교환 중에는 전원 플러그를 빼 주세요.
- 화재 및 고장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 어린이의 손이 쉽게 닿는 곳에서 사용하지 말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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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의로 전원코드를 개조하거나 교체하지 마세요.
- 감전, 화재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연
 기가 나거나 이상한 냄새가 날 때는 사용을 중단하세요.
- 이때는 곧바로 전원을 분리 후 서비스센터에 연락해주세요. 그대로 계속 사용하면
화재, 감전의 원인이 됩니다.
▶천
 둥 번개가 칠 때는 전원플러그를 빼주세요.
- 화재 및 고장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

주의

▶ 전원 연결단자에 전원선을 확실히 고정 후 사용하세요.
- 접속이 불완전한 경우는 화재의 원인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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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 관련

!

경고
▶ 어댑터는 반드시 제품 구입 시 당사에서 제공하는 어댑터를 사용하세요.
- 당사에서 제공하지 않는 어댑터를 사용할 시 화재, 감전, 고장의 원인이 됩니다.
▶경
 사진 곳에 제품을 설치하지 마세요.
- 감전, 화재, 누전의 원인이 됩니다.
▶습
 기가 많은 곳이나 인화성 물질 근처, 눈이나 비를 맞는 곳에는 설치하지 마세요.
- 감전, 화재, 누전의 원인이 됩니다.
▶제
 품에 무리하게 힘을 가하거나 충격을 주지 마세요.
- 오작동 및 제품 손상의 원인이 됩니다.
▶주
 위 온도가 0도씨 이하의 온도로 내려갈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설치하지 마세요.
- 오작동 및 제품 손상의 원인이 됩니다.
▶전
 원코드는 밟거나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잘 정리해 주십시오.
- 감전, 화재, 누전의 위험이 있으며 제품 고장의 원인이 됩니다.
▶직
 사광선과 고온을 피해 설치해 주세요.
- 오작동 및 제품 손상의 원인이 됩니다.

!

주의

▶ 제품을 벽이나 선반 등에 설치 시 안전하고 확실하게 고정하세요.
- 낙하로 인한 부상의 원인이 됩니다.
▶제
 품 위에 전도성 물질(드라이버, 동전, 쇠붙이 등) 및 물이 차있는 용기 등을 놓지 마세요.
- 화재, 감전, 낙하로 인한 상해의 원인이 됩니다.
▶제
 품을 연결한 하나의 어댑터에 여러 대의 가전제품을 연결해서 사용하지 마세요.
- 용량 초과 시 이상 발열 및 화재의 원인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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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설치 및 사용상의 주의

!

주의

▶ 부속품 전원어댑터(교류 100~240V 범위)를 가정용 교류 220V의 전원 콘센트에
연결해 주십시오.
▶ 전원 어댑터는 콘센트 끝까지 꽂아주세요..
▶ 제품에 무리하게 힘을 가하거나 충격을 주지 마세요.
▶ 주위 온도가 0도씨 이하의 온도로 내려갈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설치하지 마세요.
▶ 전원 코드는 밟거나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잘 정리해 주십시오.
▶ 전원 어댑터의 먼지는 정기적으로 제거해 주세요.
▶ 처음 제품 사용 시 반드시 세정을 해주세요.(12페이지)
▶ 제품의 내부 물통 덮개를 완전히 닫은 후 사용해 주세요.
▶ 장시간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저장된 물을 완전히 배수한 후, 새로운 물로 청소 후
사용해 주세요.
▶ 물은 탱크에 넘치지 않도록 넣어주세요.
▶ 셀은 교환주기에 맞춰 교환해주세요. (교환주기가 지난 셀을 사용할 경우, 성능 저하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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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제품 구성품

수소
H

활성산소
OH

트레이커버

물
H2O

파이노 수소수 생성기

분자량의 비교(분자량이 작을 수록 항산화력이 큼)
수소수 생성기
사용설명서

수소
1

비타민C
176

비타민E
431

DC24V. 5A

코엔자임Q10
분자량
863

본체
• 당사의 수소수 생성기를 구입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 사용하기 전에 반드시 안전주의사항과 제품사용법에 대한 내용을 숙지하신 후 사용하여 주십시오.

사용설명서

구연산
(5g X 5개)

구연산

DC24V. 5A

전원 어댑터

9페이지 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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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제품 부분 명칭
제품 정면
제품구매시 탱크안 바닥에 실리콘 캡이 꽂혀있습니다.
사용시에는 실리콘 캡을 제거 후 사용해 주십시오.

실리콘캡
탱크 커버
탱크 도어

탱크 디바이더

저장 탱크

LCD 표시부
조작 버튼

트레이 커버
트레이

8

제품 뒷면

셀

리어 커버

셀 연결구
전원 어댑터 연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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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작 버튼 설명

버튼

명칭

전원

1잔 생성

10

기능 설명

제품의 전원을 켜거나 끕니다.

1. 물은 10초간 추출됩니다.
(약 140ml)
2. 작동중에 버튼을 누르면 작동을 멈춥니다.

연속 생성

1. 즉시 연속 생성하여 추출합니다.
(탱크안의 물 전량이 수소수로 추출됩니다.)
2. 작동중에 버튼을 누르면 작동을 멈춥니다.

세정

1. 제품 내부를 세정하며 물이 추출됩니다.
(탱크안의 물 전량이 추출됩니다.)
2. 작동중에 버튼을 누르면 작동을 멈춥니다.

수소
H

물
H2O

활성산소
OH

분자량의 비교(분자량이 작을 수록 항산화력이 큼)
수소
1

비타민E
431

비타민C
176

1.5 제품 설치 및 조립

① 포장을 해체한 후 본체를 평탄한 곳에
놓습니다.

電源

生成

抽出

코엔자임Q10
분자량
863

② 트레이 커버를 방향에 맞게 끼워 넣습니다.

洗淨

구연산
(5g X 5개)

③ 저장탱크에서 물 빠짐을 방지하기 위한
실리콘 마개 1개를 제거하여 줍니다.

④ 전원 어댑터를 제품 뒷면에 연결합니다.

9페이지
그림 끼웁니다.
⑤ 전원플러그를
콘센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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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용하기
2.1 구연산으로 세정하기
구연산 세정은 제품을 깨끗이 사용하기 위해 하는 과정입니다. 최초 사용 시, 장기 보관 후
재사용시, 주기적 청소(월 2~3회)를 위해 실시합니다.
① 500ml 물병에 구연산 5g과
물 500ml를 넣은 후 구연산이
녹을 때까지 흔들어 줍니다.

② 탱크 도어를 살짝 눌러서
엽니다.

③ 탱크 커버를 꺼낸 후 탱크
디바이더를 통하여 준비된
구연산 물을 넣습니다.

DC24V. 5A

 구연산 물을 저장탱크에 채운 후
LCD 표시부에 LEVEL 3 이
나타날 때까지 별도의 깨끗한
물을 채워 넣습니다.

 구연산이 충분히 녹지 않으면
맛이 희석이 되어 장시간의
세정이 필요합니다.

④ 탱크 커버와 탱크 도어를
닫습니다.

⑤ [세정] 버튼을 눌러 세정을
시작합니다.

 탱크안의 물 전량이 출수되므로
세정전에 미리 용기나 컵을
준비합니다.

⑥ 세정이 완료되면 탱크 안
물 전량이 추출 됩니다.

 출수 중 버튼을 한번 더 누르면
출수가 멈춰집니다.

참고
yy구연산 세정 후 깨끗한 물로 3~5회 세정해 주세요.
yy세정후에도 구연산 맛이나면 맛이 제거될 때까지 세정하세요.
yy추출 시 탱크 내의 물이 모두 추출되므로, 1L 이상의 큰 용기를 트레이 위에
올려 놓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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電源

生成

抽出

1L

洗淨

2.2 수소수 생성하기 (1잔 생성 기능)
① 탱크 도어를 살짝 눌러 엽니다.

② 탱크 커버를 꺼낸 후 탱크 디바이더를
통하여 깨끗한 물을 넣습니다.

 LCD 표시부에 WATER LEVEL 1 이상이
표시될 정도로 물을 채웁니다.

③ [1잔 생성] 버튼을 누르면,
수소수가 생성되기 시작합니다.

 컵이나 물병을 트레이 위에 올려 놓으세요.
 1회 추출 시 10초 간 추출되므로,
원하는 횟수만큼 눌러 적당량의 물을
추출합니다. (1회 약 140ml)

④ 추출이 완료되면 자동으로 정지합니다.
(10초간 추출합니다.)

 출수 중 버튼을 한번 더 누르면
출수가 멈춰집니다.

참고
수소수 음용 방법
yy물병에 공기가 없도록 수소수를 가득 채워 냉장 보관합니다.
yy물병을 개봉할 경우, 흔들지 말고 가능한 한 30분 이내에 드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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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수소수 생성하기 (연속 생성 기능)
① 탱크 도어를 살짝 눌러 엽니다.

② 탱크 커버를 꺼낸 후 탱크 디바이더를
통하여 깨끗한 물을 넣습니다.

 LCD 표시부에 WATER LEVEL 1 이상이
표시될 정도로 물을 채웁니다.

③ [연속 생성] 버튼을 누르면,
즉시 생성하며 추출됩니다.

 탱크안의 물 전량이 출수되므로
생성전에 미리 용기나 컵을
준비합니다.

④ 탱크안의 물 전량이 생성/추출되면
자동으로 정지합니다.

 출수 중 버튼을 한번 더 누르면
출수가 멈춰집니다.

참고
yy경도가 높은 물은 사용을 삼가해 주세요.
전극에 과도한 부하가 걸려 안전장치가 작동, 전원이 꺼질 수 있습니다.
yy탱크안에 물을 넣을 때 이물질이나 먼지가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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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내부 세정하기
① 탱크 도어를 살짝 누른 후
엽니다.

② 탱크 커버를 꺼낸 후 탱크
③ [세정] 버튼을 눌러 세정을
디바이더를 통하여 깨끗한 물을
시작합니다.
넣습니다.

 LCD 표시부에 WATER LEVEL 3
 탱크안의 물 전량이 출수되므로
이상이 표시될 정도로 물을 채웁니다. 세정전에 미리 용기나 컵을
준비합니다.

④ 세정이 완료되면 자동으로
정지합니다.

 출수 중 버튼을 한번 더 누르면
출수가 멈춰집니다.

참고
電源

yy추출 시 탱크 내의 물이 모두 추출되므로, 1L 이상의 큰 용기를 트레이 위에
올려 놓아야 합니다.

生成

抽出

洗淨

1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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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셀 교체하기
소모품인 셀은 당사를 통해 구입 후 고객님께서 직접 교체할 수 있으며,
교환주기는 약 150시간마다 교환하시면 됩니다. (자동알림 기능)

주의
교환주기가 지난 경우에도 교환없이 그대로 사용할 경우, 성능 저하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① 제품의 [전원] 버튼을 눌러 전원을 ② 제품 뒷면의 리어 커버를 엽니다. ③ 셀 왼쪽에 있는 연결구를 누른
끄고 전원플러그를 뽑습니다.
상태에서 호스를 당겨줍니다.

④ 셀 양 옆에 있는 고정 나사를
풀어줍니다.

⑤ 호스를 연결시킨 후 셀과 유로의
접합부 중 흰색 부분을 당겨서
셀을 빼내고, 호스를 셀과 분리한
후 새로운 셀을 끼워 넣습니다.

⑦ 셀 왼쪽에 있는 연결구에 호스를 끼워줍니다.
(호스가 잘 고정되었는지 확인합니다.
덜 삽입 시 누수의 원인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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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셀 양 옆에 있는 고정 나사를
체결해줍니다.

⑧ 리어 커버를 끼워서 닫아 줍니다.

2.6 상태 알림 기능
 셀 교환 알림 기능
셀의 사용기간이 150시간이 경과되면
알려주는 기능입니다.
- CEL 표시와 함께 경고음 1회가 발생합니다.
고객센터에 문의 후 셀을 교체하여 주십시오.

 탱크 안에 물 없음 알림
탱크 안에 물을 넣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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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타
3.1 고장신고 전 확인사항
발생 증상

확인 사항

해결 방법
1. 전원 플러그를 연결하여 주십시오.

제품이 작동하지
않습니다.

1. 전원 플러그가 연결되어 있나요? 2. 저장탱크에 물을 채워주십시오.
2. 저장탱크 안에 물이 충분한가요? 3. 저장탱크 내 실리콘 마개 1개를
제거하였는지 확인하여 주십시오.

물에서 불쾌한 맛, 1. 장시간 사용하셨나요?
냄새가 납니다.
2. 저장탱크 내부세정을 하셨나요?

1. 제품이 설치된 바닥이 평평한가요?
소음이 심하게
납니다.

제품이 뜨겁
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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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른 물건과 접촉되어 있나요?
3. 하단부에 물 흐르는 소리가
들리나요?

어댑터 또는 제품의 근처에 열을
발생하는 제품이 있나요?

1. 저장탱크의 물을 버리고 12페이지의
[2.1 구연산으로 세정하기]를
참고하십시오.
2. 저
 장탱크의 내부세척을 주기적으로
해주십시오.

1. 바닥이 평평하고 견고한 곳에 제품을
설치해주십시오.
2. 다른 물건과 접촉하지 않도록 일정거리를
유지하여 주십시오.
3. 제품이 작동할 때 펌프 소음이 발생합니다.
작동을 하지 않아도 소음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경우 고객센터로 연락하여 주십시오.

다른 물건과 접촉하지 않도록 일정거리를
유지하여 주십시오.

3.2 제품규격
항목

규격

모델명

PGW-1000

제품명

파이노 프리미엄 수소수 생성기

외관치수

130 x 375 x 282(mm)

무게

2.9 kg(NET)

소비전력

120 W

정격 전압(AC/DC 어댑터)

입력: 100 ~ 240V 50/60Hz, 1.5A
출력: DC24V, 5A

용존 수소량

0.8 ~ 1.2ppm(800 ~ 1200ppb)

산화환원전위(ORP)

-400 ~ -600mV

pH 농도

제공하는 원수의 pH 농도 유지

수조 용량

800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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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MO

MEMO

MEMO

제품 보증서
제품 보증서
제

품

명

파이노 프리미엄 수소수 생성기

모

델

명

PGW-1000

제 조 번 호
고 객 성 명
주

전 화 번 호

소

대리점 상호

전 화 번 호

주
소
구입년월일

1. 본 제품은 출고시 엄격한 품질관리를 거쳐 종합검사에 합격한 제품입니다.
2. 보증기간(구입후 1년) 이내에 발생한 고장은 (주)PAINO의 고객센터에서 무상 A/S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보증기간 이내라 하더라도 본 보증서 내의 유상서비스에 해당되는 경우는
서비스요금을 받고 수리해 드립니다.)
3. 제품에 고장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주)PAINO의 고객센터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4. 수리를 요할 때에는 보증서를 꼭 제시하십시오.
5. 제품을 구입하신 후에는 반드시 보증서에 내용을 기록해 두시기 바랍니다.

보증내용
1. 본 제품은 보증기간 내에 제조상의 결함 또는 정상적인 운전상태에서 발생하는
고장은 무상서비스를 해드립니다.
2.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보증기간 중이라도 수리에 필요한 실비를 청구하게 됩니다.
가. 사용자의 잘못 또는 취급 부주의로 인한 고장
나. 화재, 수해 등의 천재지변으로 인한 고장
다. 구입하신 대리점 또는 당사 소비자 상담실을 통하지 않은 제품의 수리 또는
개조에 의한 고장
라. 품질보증서가 없어지거나 구입일자 및 구입한 대리점의 기재항목이 없는 경우
3. 보증기간이 지난 후 발생한 고장은 유상서비스를 하여 드립니다.

고객센터

홈페이지

02-489-5661

www.paino.co.kr

본사
주소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갈마치로 215, A동 507호(상대원동, 금강 펜테리움 IT 타워)
전화 : (02) 489-5661
팩스 : (02) 489-5663

주식회사 PAINO
고객센터 대표번호: 02-489-5661
본사 주소: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갈마치로 215, A동 507호
(상대원동, 금강 펜테리움 IT타워)
이메일: info@paino.co.kr
http:www.pain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