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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브랜드 소개

SIN藥

•캡슐에스는캡슐을모티브한디자인으로 신발속에캡슐이들어가있는모습을표현한뜻과

강력하고(Strong), 똑똑하고(Smart), 안전하고(Safe), 살균하는(Sterilization) 간편한(Simple)

다용도살균기라는뜻을가지고있습니다.

“신발 속의 약”

(SIN藥이 2021년03월부터캡슐에스로 리브랜딩 되었습니다)



2. 개요

•신발내부는땀, 빗물, 기타환경으로인하여습기가높고, 

이로인해박테리아, 각종세균등이발냄새를유발하며, 나아가발질환의원인이됨

•캡슐에스는발질환에원인이되는각종세균을 사멸하여발질환예방에도움이되며,

신발의손상을최소화하고살균/건조/탈취를한번에해주어상쾌한신발착용감을제공

•위생관리용품은 공용 비치 제품보다는 개인별 사용하는 추세

캡슐에스 메탈 그린 캡슐에스 실버 캡슐에스 메탈핑크



이중 살균 1차열풍대류방식으로신발내부의세균을99.9% 사멸,

2차로UV-C 를통해잔여세균및자체소독을실시하여발질환, 피부질환등을예방

AUTO 모드 습도진단센서가신발내부의습도를진단후,  가장적합한가동시간을스스로설정및작동

불필요한가동은줄이고 !효율성은높이고 !

3. 제품 특/장점

한번에 한켤레 휴대용최초제품하나로신발한켤레를동시에살균/건조/탈취가능

<1차열풍살균시작동모습> <2차UV살균시작동모습>



대용량 배터리 대용량배터리가내장되어어디에서나사용가능 (무선 : 30분모드5회)

굿디자인 제품 ‘2019 우수디자인(GD) 상품’으로선정(한국디자인진흥원주관)
-해외전시회및왕홍라이브에서세련된디자인으로주목및호평

3. 제품 특/장점

<SIN藥이2021년03월부터캡슐에스로리브랜딩되었습니다>



부가살균키트를이용하여매일사용하는일상제품을안전하게살균
( 면마스크, 차키, 카드, 휴대폰, 열쇠, 장갑등)

4. 부가살균키트

<차키><마스크> <카드> <휴대폰>

<부가살균키트적용시모습>



5. 지재권 및 성적서

특허/해외 디자인 상표

등록 4 2 5

출원 3/3 0 2

지재권 현황

탈취
99% 이상

살균
99.9% 이상

건조
96% 이상

폐렴균
99% 이상

(살균시험: 대장균, 황색포도상구균, 살모넬라균, 바실러스균, 무좀균, 폐렴균) 



- 구성원의 위생환경 향상
(위생관리용품은 개별용품사용으로 위생 향상)

- 여성기업 제품 : 우선구매 대상 기업으로 기관 평가 시 가점

- 공공기관 시범 구매 제품 : 기관 평가 시 시범 구매 가점

- 중소기업 기술개발 제품 : 기관 의무 구매 달성

※일석삼조: 한 가지 품목 구매로 세 가지 평가 항목을 충족하며
기관 평가시 더 좋은 평가를 받아 기관의 위상이 제고됩니다.

6. 공공 시범 구매 선정 제품



-세탁하기힘든비싼가죽구두

-쾌적한신발습도상태로건조, 살균

-활동량이많은우리아이냄새나는운동화

-장마철발냄새나고찝찝한신발

-비싼명품신발/ 골프화/ 등산화

-면마스크/ 모자/ 장갑등

7. 제품 사용법

“캡슐에스 여기에 사용하세요”



본체에서작동부를분리하여신발에넣어준다.

전원버튼을2~5 초간누른다.

모드버튼을눌러원하는모드를설정하면LCD에작동시간이
표시됩니다.

시작버튼을눌러건조, 살균을시작합니다. (오토모드는내부
상태를진단하기위해10초뒤작동됩니다.)

건조, 살균이끝난뒤작동부를제품에부착하고
뽀송뽀송쾌적한새신발을신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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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내용

220*58*58mm

350g

화이트, 메탈그린, 메탈핑크

PC ABS

약15W

리튬이온, 3.7V 7350 mAh

크기

중량

색상

재질

소비전력

배터리

항목 내용

USB-C Type

약210분

약150분

약섭씨40도~ 60도내외열풍

충전방식

충전시간

사용시간

작동온도

항목 내용

1년, 배터리6개월품질보증기간

항목 내용

영업 마케팅

허진홍 매니저

sbangsales1@naver.com

053-716-5355

053-716-5356

www.sbange.com

부서

담당

메일

전화

팩스

홈페이지

7. 제품 사용법



감사합니다

이제는신발관리도스마트하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