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ull of Fresh, Green and Natural Substances
with Treeoleo

Daily Care Product Line

세계 최고의 친환경 글로벌 기업 Qwell은, “Quality

& Well” 을 뜻하는 말입니다.

최상의 제품을 바르고 훌륭하게 만든다는 기업철학 아래 설립되었습니다.
제품 제조에 인체에 해로운 화학 물질을 배제하고 신생아부터 노약자까지 누구나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브랜드로
매김 하기 위해 큐웰은 원가절감이나 판매 신장을 위해 타협하지 않고 일관 되게 기업을 운영하여 왔습니다.
끊임없는 연구와 최고의 기술력 유지를 위해 노력하며 오직 친환경 제품과 인체 무해한 청정 제품만을
생산하기 위해 노력 하겠습니다.

TreeOleo Home Spray
# 자연유래성분 트리올리오 함유
# EWG 그린 등급 순한 3가지 원료로만 사용
# 화학 성분 무 첨가
# 국내산 편백나무에서 추출한 천연 피톤치드 성분의 확실한 냄새 제거
# 집 안 곳곳 주방, 화장실, 하수구, 새집 냄새나는 곳에 간편하게 사용
# 아모레퍼시픽 신사옥 전층에 사용중
#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병원 화재 후 냄새 제거
# 파라다이스 호텔 스파 화재 후 냄새 제거
# 시화병원 오픈전 포르알데이드 작업

활용법
탈취제 실내공기용, 의류 섬유 신발용, 차량용, 화장실용, 애완용(동물에게 직접 사용하는 용도 제외) 밀폐공간, 개방공간

인증사항
안전기준 적합확인, CMIT, MIT, 유해물질무검출, 포르알데히드 2시간 이내 92%감소, 암모니아 30분 이내 60% 감소,
트리메탈아민 30분 이내 62.5% 감소, 녹농균, 황색포도상구균, 폐렴균, MRSA 99.9% 감소, 친환경마크 획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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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eeOleo Fabric Spray
# 자연성분 트리올리오 함유
# EWG 그린 등급 순한 원료만 사용
# 국내산 편백나무에서 추출한 천연 피톤치드 성분의 확실한 냄새 제거
# 매일 세탁할 수 없는 패브릭을 프레시하게
# 마이크로캡슐 공법으로 피톤치드 효과를 오랫동안 지속
# 미세플라스틱이 아닌 실리콘 타입의 마이크로캡슐 사용
# 진드기가 기피하는 피톤치드 (기피율 88.2%)

활용법
탈취제, 의류, 섬유, 신발용, 스프레이형(분무형)

인증사항
자가안전검사, CMIT, MIT, 유해물질무검출, 포르알데히드 2시간 이내 92%감소, 암모니아 30분 이내 75% 감소,
트리메탈아민 30분 이내 75% 감소, 마이크로캡슐 세균 감소율 99,9%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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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스프레이 안전기준 적합확인 및
유해물질불검출 검사 성적서
친환경 인증

홈스프레이 암모니아,
트리메탈아민 시험성적서
홈스프레이/패브릭스프레이
포름알데이드 시험성적서

홈스프레이 CMIT/MIT 시험성적서
홈스프레이 녹농균, 황색포도상구균,
폐렴균, MRSA 항균 시험성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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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eeOleo Toothpaste
# 천연성분 트리올리오 함유
# 충치균에 항균 및 살균 및 충치균 증식 억제 효과 [경희대학교 치과대학 연구결과로 증명]
# 잇몸 면역력 증진 효과 및 구내 쾌적 작용
# 잇몸 질환 및 구내염 완화 작용
# 강력한 탈취 효과로 구취 방지
# 무불소치약
# 트리올리오 미백 효과
# 5겹 튜브 사용 (트리올리오 성분이 빠져나가지 못하게 5겹 튜브 사용)

효과
치약에 함유된 트리올리오(피톤치드) 천연성분이 잇몸질환에 효과가 있고, 항균성분으로 충치균 증식 억제 및 충치예방에 효과
불소를 사용하지 않은 천연성분 제품으로, 불소로 발생될 수 있는 부작용이 없는 제품임.

인증사항
외약외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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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eeOleo Cleansing bar
# 천연성분 트리올리오 함유
# 딥클렌징과 피지관리에 탁월
# 지성 및 트러블 피부에 적합

재료와 성분
편백나무 추출 피톤치드, 라우릭애씨드, 스테아릭애씨드, 미리스틱애씨드, 팔미틱애씨드, 프로필렌글라이콜, 솔비톨, 정제수, 수크로오스,
글리세린, 병풀추출물, 하이알루로닉애씨드, 올리브오일, 포도씨오일, 콩오일, 포타슘코코에이트, 호호바씨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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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eeOleo Car Spray
자동차 내에 음식물 부스러기가 부패하여 생기는 악취는 쉽게 없어지지 않습니다.
트리올리오는 이런 냄새를 완전하게 분해하여 없애줍니다.
새 차 냄새에는 포름알데히드라는 유해물질이 함유되어 이것이 지속적으로 배출되며,
이것으로 인해 머리가 아프고 눈도 따갑습니다. 포름알데히드는 발암물질로 분류되어있는 성분입니다.
트리올리오는 이러한 유해물질의 분해능력 또한 탁월합니다.

화학물질로 만들어진 인공 방향제는 인체에 유해한 성분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인공 향이 함유된 차량 탈취제는 냄새를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잠시 냄새를 덮어주는 역할만 하므로 오랜 시간 사용 시
악취와 함께 다른 불쾌한 향으로 변질되어, 다른 악취를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how to:
1. 차량내에 전체적으로 스프레이 하시면 악취가 모두 사라집니다.
2. 에어콘이나 히터를 실내순환으로 맞추고 조수대 발이 놓이는 쪽에 스프레이 하십시오.
트리올리오성분이 에어콘 증발기를 통과하여 실내로 나오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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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eeOleo Shoe Spray
운동화 탈취 스프레이는 탈취액 안에 마이크로캡슐이 들어있어 서서히 트리올리오 성분의 효과를 지속시켜줍니다.
트리올리오는 환경친화적이며 인체에 해가 전혀 없으며 냄새를 분해하는 능력이 매우 탁월합니다.
악취가 심한 운동화에 스프레이하면 약 1주일 정도 냄새를 분해하는 효과가 지속됩니다.

how to:
1. 운동화 깔창에 탈취스프레이를 스프레이하고 운동화를 착용합니다.
2. 습한 장마철이나 지하공간에 가죽신발에 생기는 곰팡이도 스프레이 해주면 억제됩니다.
3. 사용하다 오랜기간 사용을 안하게 되면 노즐의 입구가 캡슐에 의해 막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분사를 하면서 노즐의 입구를 손으로 문질러주시면 고르게 잘 나오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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