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howerSoft 
사용자 증언을 정리한 것입니다. 

  



Text Received From Lee – 21 August 2013 1:35 PM 
Hello Earl, 
Just to let you know that we received the unit, thank you very much. My husband installed it late last night and was very 
impressed with how his skin felt after the first shower. He defiantly felt a difference.  I look forward to using it from tonight.  
Many thanks and I will keep you updated. 
Warm regards 
Lee Goddard 
 
Lee Goddard          1 September 2013 10:05 AM 
Hello	  Earl 
Just	  wanted	  to	  give	  you	  a	  bit	  of	  feedback	  on	  our	  experience	  with	  the	  Showersoft	  Unit	  so	  far.	  We	  have	  installed	  the	  unit	  and	  have	  definitely	  
noticed	  that	  our	  water	  feels	  better	  My	  skin	  feels	  softer	  after	  a	  shower	  and	  my	  eczema	  calmer.	  The	  itchiness	  I	  used	  to	  experience	  after	  
every	  shower	  has	  definitely	  improved	  so	  we	  are	  very	  impressed	  and	  will	  continue	  to	  monitor 
Thank	  you	  
	  

Lee Goddard          15 September 2013 2:04 PM 
Hello	  Earl	  
Please	  find	  attached	  2	  photos	  of	  my	  arm,	  one	  taken	  before	  we	  installed	  the	  water	  softener	  and	  one	  today.	  They’re	  not	  the	  greatest	  photos	  
but	  I	  think	  one	  can	  see	  a	  lot	  less	  irritation	  on	  the	  second	  pic.	  I	  am	  such	  a	  fan	  of	  this	  product.	  For	  the	  first	  time	  since	  we	  moved	  to	  Adelaide	  I	  
am	  enjoying	  my	  shower	  and	  not	  getting	  out	  and	  itching	  immediately	  after.	  The	  water	  definitely	  feels	  different	  and	  better	  and	  not	  itching	  
has	  helped	  my	  skin	  so	  much.	  Obviously	  there	  is	  no	  cure	  for	  eczema	  but	  this	  Shower	  Unit	  has	  definitely	  helped	  me.	  	  
	  
No	  changes	  to	  the	  shower	  routine,	  I	  always	  shower	  before	  going	  to	  bed	  and	  before	  installing	  the	  unit	  got	  into	  bed	  itchy	  every	  night	  and	  
haven’t	  had	  that	  since.	  I	  do	  try	  keep	  the	  water	  as	  tepid	  as	  possible	  as	  well	  cos	  very	  hot	  water	  is	  not	  good	  for	  eczema.	  If	  you	  send	  me	  a	  few	  
of	  your	  brochures	  I’d	  be	  happy	  to	  ask	  my	  dermatologist	  to	  hand	  them	  to	  patients	  who	  may	  benefit.	  I’m	  seeing	  my	  dermatologist	  end	  
September.	  Thank	  you	  so	  much	  	  	  	  
Warm	  regards	  
LEE	  GODDARD	  
 

	  
	  

Lee	  Goddard	   	   	   	   	   	   	   	   8	  May	  2014	  10:21PM	  
Hi	  Earl.	  	  
We	  are	  all	  still	  using	  our	  Showersoft	  units	  and	  enjoy	  the	  softer	  water.	  Very	  happy	  with	  the	  product.	  	  	  
Best	  regards	  	  
Lee	  



Text Received From Lee, 21 Aug. 2013. 1:35PM 

Hello Earl, 

방금 전 샤워소프트를 받았습니다. 

남편이 간밤에 설치했는데 처음으로 샤워를 한 후 그의 피부가 변한 것을 보고 나서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의 말로도 확연한 차이를 느낀답니다. 나도 오늘 저녁에 사용해보려고 하니 기대가 

아주 큽니다. 감사합니다. 새 소식이 있으면 전해 드리겠습니다. 

Warm regards, 

Lee Goddard 

 

Lee Goddard                                 1 September 2013, 10:05AM 

Hello Earl, 

샤워소프트를 사용해 본 경험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습진의 증상이 완화되고 피부가 부드러워진 

것을 분명하게 느낍니다. 늘 가려움으로 고통을 받았던 증상도 사라졌습니다. 계속 관찰하고 새로운 

소식이 있으면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ee Goddard                                 15 September 2013, 2:04PM 

Hello Earl, 

내 팔을 찍은 두 장의 사진을 보세요. 하나는 샤워소프트를 사용하기 전 사짂이고 다른 하나는 오늘 

찍은 것입니다. 대단한 사진은 아닐지라도 두 번째 사진은 습진으로 인한 염증이 크게 감소한 것을 

보여줍니다. 나는 샤워소프트의 열렬한 팬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여기 아델라이드로 이사 온 후 샤워를 할 때마다 가려움 증상으로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샤워소프트를 사용하기 시작한 후 물이 달라졌음을 느낄 수 있었고 더불어 고통스러웠던 

가려움 증도 사라졌습니다. 습진을 치료할 방법이 없어서 참고 살았지만 이 샤워소프트가 나를 

고통에서 해방시켜줬습니다.  

 

나는 매일 잠자리에 들기 전에 샤워를 하는데 그때마다 참을 수 없는 가려움으로 괴로워했는데 그 

증상이 없어졌기 때문이지요. 물을 가능한 미지근하게 해서 샤워를 하는데 이는 온도가 높은 

물일수록 습진에 나쁘기 때문이었지요. 

만일 샤워소프트 카다로그를 몇 부 보내주신다면 제 피부과 전문의에게 주어서 그의 환자들을 

돌보는데 이용토록 권하고 싶습니다. 9 월 말에 피부과의사를 만날 계획입니다. 

Warm regards, 

Lee Goddard 

사진 #1 사진 #2 

 
Lee Goddard                                 8 May 2014,  10:21PM 

Hi Earl, 

우리는 지금도 샤워소프트를 사용하고 있고 즐기기까지 합니다. 샤워소프트 때문에 행복합니다. 
Best regards, 

Lee 



20 January 2014 
 
 
To Whom It May Concern: 
 
On 7 Jan 14, I had the opportunity to try the Shower Soft system in my home.  After only one 
use, I was sold on it for several reasons. I only had to use small amounts of my facial cleanser, 
shampoo and conditioner, as well as body wash in the shower.  After rinsing off my face, my 
hair and body, everything felt incredibly clean and smooth.  I did not feel like there was any 
“residue” remaining. 

 
Michelle Zabella 
Account Manager 
DSS, Inc.   



20 January 2014 

 

관계자 제위께, 

1 월 14 일 7 일, 저는 집에서 Shower Soft 시스템을 사용해 볼 기회가있었습니다. 한 번 

사용한 후에 여러 이유로 판매되었습니다. 나는 샤워 할 때뿐 아니라 바디 클렌저, 샴푸, 

컨디셔너도 소량 사용해야했습니다. 내 얼굴과 머리카락과 몸을 씻어 낸 후 모든 것이 놀라 

울 정도로 깨끗하고 부드럽습니다. 남은 잔류 물이있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Michelle Zabella  

Account Manager  

DSS Inc. 

  



2nd	Nov	2012	
	
Re:	ShowerSoft	

Hi	Earl,	

Just	a	quick	note	to	say	thanks	for	the	‘Shower	Soft’	Turbu-Flow	unit	you	recently	fitted	to	our	home.	

For	me	it	is	all	about	my	hair.	After	a	lifetime	of	frizzy	hair	and	trying	hundreds	of	different	hair	
products,	the	ShowerSoft	unit	gives	me	smooth,	frizz	free	hair	every	time!	

If	only	I’d	had	ShowerSoft	on	our	shower	head	years	ago.	

Thanks	again.	

Colleen	–	Karrinyup,	Western	Australia.	



 

Re: ShowerSoft 

Hi Earl, 

터브플로 샤워소프트를 우리 집에 설치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내 머리는 곱슬머리여서 평생 수맋은 모발관리 제품을 사용해 봤는데 샤워소프트처럼 

곱슬머리가 없이 모발을 관리할 수 있게 되어서 마음에 듭니다. 

일찍 여러 해 전부터 샤워소프트를 설치했더라면 더 좋았을 걸 하고 생각합니다. 

 

Colleen - Karrinyup, Western Australia 

  



December	  10,	  2014	  
	  
Earl,	  
	  
“My	  wife	  and	  I	  are	  extremely	  happy	  with	  the	  Showersoft	  Conditioner’s	  ability	  to	  transform	  the	  quality	  of	  
the	  water	  in	  our	  shower!	  	  	  
	  
We	  simply	  installed	  this	  unique	  pipe	  just	  a	  few	  weeks	  ago	  and	  we	  already	  found	  that	  our	  skin	  is	  cleaner,	  
the	  hard	  water	  stains	  common	  to	  Florida	  have	  decreased	  on	  our	  shower’s	  glass	  and	  the	  water	  itself	  is	  
wetter;	  moister!!!	  	  
	  
	  Our	  master	  bath	  is	  used	  the	  most	  in	  our	  home	  and	  we	  really	  enjoy	  showering.	  Now	  we	  use	  less	  soap	  
during	  our	  showers,	  achieve	  more	  suds	  and	  their	  soapiness	  last	  longer,	  too.	  	  Showersoft,	  is	  a	  great	  
product!!!"	  
	  	  
Regards,	  
	  	  
Leslie	  D.	  Gray	  



 

December 10, 2014 

Earl, 

내 아내와 나는 샤워소프트로 바뀐 수질로 인해 아주 행복합니다. 

이 독특한 작은 파이프 같이 생긴 물건을 몇 주 전에 설치했는데 벌써 피부가 더 청결해 

졌습니다. 

플로리다 지역에서는 흔히 샤워부스의 물 튀김방지 유리 칸막이에 스케일이나 비누 때가 

끼는데 그런 현상도 더는 볼 수 없습니다. 

샤워할 때는 비누 사용량이 줄었지만 비누거품은 더욱 풍부해지고 세척이 놀랍도록 

잘됩니다. 

모든 것에 만족하며, 샤워소프트는 굉장한 물건입니다. 

Regards, 

Leslie D. Gray 

  



December	  10,2014	  
	  
Hi	  Earl,	  
	  
We	  have	  had	  the	  Showersoft	  installed	  for	  5	  months	  now	  and	  
have	  had	  some	  fantastic	  results.	  	  We	  have	  noticed	  that	  we	  are	  
using	  less	  shower	  gel/soap	  and	  getting	  great	  lather.	  	  We	  have	  
felt	  that	  our	  skin	  rinses	  more	  thoroughly,	  as	  well	  as	  our	  hair,	  
and	  leaves	  it	  feeling	  softer	  and	  less	  drying	  than	  before.	  	  Our	  
daughter	  has	  asthma	  and	  has	  extremely	  sensitive	  skin,	  and	  
being	  able	  to	  rinse	  all	  the	  shampoos	  and	  soaps	  off	  so	  well,	  has	  
really	  helped	  her	  skin.	  
	  
I	  have	  also	  noticed,	  that	  it	  has	  also	  made	  cleaning	  the	  shower	  
much	  easier.	  	  We	  have	  less	  buildup	  and	  it	  comes	  off	  much	  
easier	  and	  with	  much	  less	  effort	  than	  before.	  	  	  
	  
Installation	  was	  so	  simple.	  	  It	  just	  fits	  in	  right	  between	  the	  wall	  
plumbing	  and	  the	  shower	  head	  with	  a	  few	  turns.	  	  Great	  results	  
and	  would	  definitely	  recommend	  it.	  
	  
C.	  Kochis	  
Oviedo,	  FL	  



December 10, 2014 

Hi Earl, 

 

우리는 샤워소프트를 설치, 사용한 지 5 개월이 지났는데 환상적인 결과에 만족하고 있다. 

비누나 샴푸를 이전보다 적게 사용하고도 더 풍부한 비누거품을 느낄 수 있다. 

맑은 물(린스)행굼이 한층 쉬어지고 머릿결이나 피부가 더 부드럽고 늘 촉촉하다. 

 

딸아이가 천식을 앓고 있을 뿐 아니라 극도로 민감한 피부를 가져서 린스에 신경을 쓰는데 린스가 

완벽히 되므로 민감한 피부의 건강을 유지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 

 

설치도 쉽고 결과에 아주 만족하므로 이 제품의 사용을 추천한다. 

 

C.Kochis 

Oviedo, FL 

 

 

  



1 March 2013

To Earl Mathieson

Subject: Testimonial – My Skin Doesn’t Itch Any More

Dear Earl,

"My skin has always been itchy, especially after showering. I just put it down to my skin.

My wife installed a Showersoft unit in our shower without telling me and I happened to remark to her a few
weeks later that I hadn't noticed any itchiness for a while.

That's when she told me that conditioning the water with the Showersoft meant no hard water minerals were
left on my skin to make it itchy. I was surprised to hear that as on the Queensland Gold Coast we apparently
don't live in a hard water area!"

Regards
Lou Oldfield



1 March 2013 

 

To Earl Mathieson 

 

Subject Testimonial - My skin does not itch anymore. 

 

Dear Earl, 

 

내 몸은 언제나 가려웠다, 특히 샤워를 하고 난 후는 그 증상이 더 심했다. 

내 아내가 나도 모르게 샤워소프트를 설치했는데, 몇 주가 지난 후 내 몸이 더 이상은 

가렵지가 않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내 아내가 말하기를 물에 있는 미네랄이 샤워 후 피부에 남아서 가려움을 일으키는데 

샤워소프트를 이용하면 경수를 연수로 바꾸어주니까 더는 가렵지 않게 될 거라는 말을 

듣고서야 가려움증이 사라진 이유를 알 수 있었다. 

퀸즈랜드골드코스트 지역은 물의 높은 경도로 유명한데 이제 더는 경수문제로 고통을 

받지 않게 되었다. 

 
Regards 
Lou Oldfield 



Testimonial

28 February 2013

I had a Showersoft fitted in December 2012.

I have noticed that the glass and the wall tiles are very clean, with no soap scum sticking to the glass
and tiles. The floor tiles are the same, no soap scum.

The water is so much softer. After I have washed my hair is it shinny and very soft and I have
noticed that I do not use as much shampoo.

I am very happy with my Showersoft.

Regards

Hillary Wilson.



 

28 February 2013 

 

나는 2012 년 12 월에 샤워소프트를 설치했습니다. 

욕실의 물튀김 방지유리와 타일이 항상 깨끗할뿐더러 비누 때가 이전과 달리 전혀 

달라붙지 않아 위생적으로 안전하고 청결합니다. 

바닥타일에도 때가 끼지 않아서 더없이 좋습니다. 

 

물은 부드럽고 머리를 감으면 머리칼이 빛나고 부드러워서 종전처럼 많은 샴푸를 사용하지 

않아 여러 모로 좋습니다. 

샤워소프트 때문에 행복합니다. 

 

Regards,  

Hillary Wils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