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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ART 자동 버블 세차

제품특징
- 냉수 전용 고압세척 + 버블 세척

- 냉ㆍ온수 겸용 고압세척 + 버블 세척

- 1일 100대 미만 세차에 적합한 제품

- 저렴한 비용 최고의 고객 만족

- 세차의 완벽한 마무리

- 완벽한 동결방지장치 내장

제품특징
- 15초 만에 이루어지는 버블쇼

- 직접 뿌리지 않고  

  스위치만 작동시키면  

  기계가 알아서 작업을 척척

- 세차 유료화의 확실한 제품

  SMART 수동 버블 세차

제품명 모델명 사양 펌프사양 전기사양

부착식 SMB300 450×150×3600 200bar/21L 380V/3상

고정식 SMB400 3000×300×3600 200bar/21L 380V/3상

슬라이드식 SMB500 2250×4500×5500 200bar/21L 380V/3상

POST-슬라이드 SMB600 3400×4000×6000 200bar/21L 380V/3상

제품명 모델명 사양 펌프사양 전기사양

냉수폼전용세척기 SMB100 910×400×700 200bar/15L 380V/3상

냉ㆍ온수폼세척기 SMB200 1295×670×870 200bar/15L 380V/3상

SMART 스팀 항균탈취 / 매트(휠)세척기

제품특징
- 이동식

- 순간 스팀방식으로 상시 압력 15kgf/㎠ 유지    

- 연속 24시간 사용가능       

- 건식스팀/습식스팀 조정사용 가능 제품    

- 자동 급수 방식       

  SMART 스팀세척기

모델명 크기 중량 압력 전기사양 스팀온도 노즐구경 운전방식

SMS9900 1450×480×550 98kg 10~20kgf/㎠ 220V/380V 110~130℃
1~2.5Ø

원터치 전자동
수관히팅방식SMS1200 1450×480×550 96kg 18~20kgf/㎠ 220V/380V 110~130℃

MC1500 800×1500×700 50kg SUS 제작

모델명 크기 중량 압력 전기사양 스팀온도 노즐구경 운전방식

GO300 530×380×450 26kg 10~15kgf/㎠ 220V/3kW 110~130℃

1~2.5Ø
원터치 전자동
수관히팅방식

GO500 530×380×450 28kg 10~15kgf/㎠ 220V/5kW 110~130℃

GO1200 600×550×750 55kg 15~20kgf/㎠ 380V/12kW 110~130℃

GO1600 600×550×750 57kg 15~20kgf/㎠ 380V/16kW 110~130℃

제품특징
- 셀프(Self) 코인식

- 실내크리닝 : 살균ㆍ항균(피톤치드) / 탈취(최고급 아로마향)      

- 실외크리닝 : 찌든때 제거, 벌레(bug) 세척 / 매트(일반, 코일, 벌집, 고무) 살균 소독, 완벽 세척 

GO1200 GO1600GO300 GO500

매트세척대 SUS제작(MC1500)항균탈취기(SMS9900) 매트(휠)세척기(SMS1200)

① 부착식(SMB300)

③ 슬라이드식(SMB500)

② 고정식(SMB400)

④ POST-슬라이드식(SMB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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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세척기

제품특징
- 고압 분사로 빠르고 깨끗하게 세척 가능

제품특징
- 고광택 유지

- 앞유리 유막현상 방지

- 발수효과로 시야확보

  크린에어수분제거기

제품명 모델명 사양 사용전압 압력

이동식(냉수전용) GO100 700×400×640 220V/60㎐ 130bar

이동식(냉수전용) GO200 700×400×640 380V/60㎐ 150bar

이동식(냉수전용) GO300 700×400×640 380V/60㎐ 200bar

이동식(냉ㆍ온수겸용) GO400 1100×900×1100 380V/60㎐ 200bar

고정식(냉ㆍ온수겸용) GO500 1295×670×870 380V/60㎐ 200bar

이동식(냉ㆍ온수겸용)

사용후

이동식(냉수전용)

사용전

고정식 이동가능(냉ㆍ온수겸용)
자동동결방지기능 내장

진공청소기 SUPER 블랙홀

제품명 모델명 사용전압 모터 사양

고정식 진공청소기 SB1000 220V 1.2kW×2ea 1450×480×480

고정식 진공청소기(2붐) SB2000 220V 1.2kW×4ea 1450×480×1110

고정식 진공청소기(복합기) SB3000 220V 1.2kW×4ea 1530×600×2090

이동식 진공청소기 SB4000 220V 1.2kW×2ea 1060×650×520

이동식(코인) 진공청소기 SB5000 220V 1.2kW×2ea 1330×650×520

제품특징
- 최상의 진공도 형성

- 탁월한 흡입력

- 저소음

이동식(코인) 진공청소기
(SB5000)

고정식 진공청소기
(SB1000)

이동식 진공청소기
(SB4000)

고정식 진공청소기 복합기(콤푸레샤 3HP 내장형)
(SB3000)

고정식 진공청소기(2붐)
(SB2000)

제품특징
콤푸레샤 내부에서 발생된 유ㆍ수분, 카본, 배관 라인에 

각종 이물질(녹, 세균, 냄새)등을 제거

- 반영구적사용(수분제거 99%)

제품명 모델명 사양

크린에어수분제거기 ASP1800 480×5inch

에어토출

에어흡입

※ 특수사양 펌프는 주문생산합니다.

  SMART 유리막 코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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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트세척기

  SMART 셀프 세차

  세척전용 세제

제품명 사양 사용전압

온도조절형 20×46×9 2000W×1

더블수직형 33×46×9.5 2000W×2

더블수평형 17×92×9 2000W×2

매트세척 진공건조기
(SMT2000)

매트세척기
(SMT1000)

타이어공기압주입기(스탠드)
(ASP2000)

근적외선 히터

고농축 버블세제(4L) 고농축 왁스(4L) GOS808 친환경 휠세정제(4L)고농축 샴푸(4L) 아로마수(1L)

삼각대 바퀴형

더블수평형 더블수직형온도조절형

제품특징
- 초 스피드 자동 셀프세차(10분 소요)

- 고압 / 버블 자동 분사

제품명 모델명 사양

매트세척기 SMT1000 1000×525×940

매트세척진공건조기 SMT2000 1050×550×930

타이어공기압주입기 ASP2000 1560×470×300

제품명 모델명 사양

자동버블 셀프세차 SMB800 3500×4300×6000

수동버블 셀프세차 SMB900 4000×4200×6000

자동 버블 분사

셀프세차장의 신규 건축 및 리모델링 상담 환영

자동 셀프 세차 수동 셀프 세차

제품특징
- 태양의 복사열과 같은 빛의 원리로 난방

- 실외 : 바람 많은 곳 사용가능 / 실내 : 환기가 필요 없다.

- 사용장소 : 주유소 세차기, 주유원 부스, 공장, 사무실, 공사장 등

  기타 제품

고압호스
(최상의 호스를 저렴하게 공급)

제품명 사양 비고

회전붐대 3000×1900 회전반경3900mm

회전붐대 3700×1900

고압호스 1/4, 3/8 주문제작 회전붐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