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기를
Care하는 시대에서

공기를
Cure하는 시대로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세균, 박테리아, 유해가스, 바이러스...
점점 더 집요해지는 공기 속 유해물질로 인해
건강은 점점 더 위협받고 있습니다

그런 당신에겐 이제, 
보통의 능력을 가진 공기청정기가 아닌
훨씬 더 진화된 공기청정기가 필요합니다

단순히 유해물질을 케어하는 수준이 아닌 
공기를 치료하는 공기청정기
세균과 박테리아까지 싸워 이겨
완전히 새로운 공기로 치유시켜주는 공기청정기

시대가 필요로 하는 공기청정기의 능력을
지금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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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년을 오직,
한 길로만 달려가다

옆길로 새는 것도 뒤로 후퇴하는 것도
허락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에겐 오직,  깨끗하고 맑은 실내공기를
만들겠다는 신념만이 40년 동안 존재했기 때문입니다

가장 앞선 기술로 가장 믿을 수 있는 공기를
만들겠다는 욕심과 열정으로 달려온 길 –

오늘도 이렇게 세상의 공기청정기가 
따라올 수 없는 길을 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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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균전을 대비해 만든
기술을 장착하다

미국 국방부와 미국 헬스웨이사가 7년간(1996~2002)의 
공동 연구 끝에  세균전을 대비해 가장 진화된 
공기정화기술(DFS : Disinfecting Filtration System)을
개발했습니다
 
헬스웨이는 그 기술을 실내 공기청정기에 접목시킨 
가장 강력한 가정용 공기청정기입니다

또한, 헬스웨이 공기청정기(HealthWay Deluxe 20600-3)는 
2002년 미국 식품의약국(FDA)으로부터
Medical Device Class Ⅱ 등급을  획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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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물질 ZERO!
아무것도 남기지 않는다

7단계의 고강력 흡착 필터를 차례차례 지나고
8단계 DFS 시스템 구간을 지나면 각종 미생물까지 제거됩니다

마지막으로, 9단계 초강력 집진 메인필터에서는
0.007 마이크로미터까지 잡아낼 수 있어
미세먼지까지  99.9% 제거됩니다

이 과정을 거치고 나면 마침내 필터에 남아있는
유해물질은 zero!

단 한 점의 오염물질도 남기지 않겠습니다
완벽한 공기청정이란 이런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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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여 년의 노력

40년 실내 공기 전문가의 
오랜 기술과 노하우를 담았습니다

세균전을 대비한 기술로
만들어진 필터, 성능의 차원이 다릅니다

유해물질을 완전하게 멸균하여
아무것도 남기지 않습니다

필터의 실력 ZERO의 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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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여년의 노력 필터의 실력

ZERO의 능력

세균 잡는 공기청정기를
만들 수 있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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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청정기 
그 위에
세균 잡는 공기 청정기

여과방식의 일반 공기청정기에서는 초미립자 단위의
미생물과 바이러스를 그냥 통과 시키지만
헬스웨이 공기청정기는 100% 집진하기 때문에
미생물과 바이러스까지 완전히 박멸시킵니다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미국 국방부와 세균전을 대비하기 위해 만든 
DFS (Disinfecting Filtration System) 기술!
이 기술로 핵심필터를 만들기 때문입니다

최근 미국 교육부에서는 오랜 검증 끝에 
타 제품 대비, 공기 중 코로나 바이러스 및 기타 바이러스 제거에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하여 
헬스웨이 제품100,000대를 
초등학교에 보급하기로 확정하였습니다

또한,  과거 메르스 사태 때는 UAE 메디컬 시티에 
유일하게 대량 납품된 공기청정기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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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공기청정기가 해결하지 못했던
세균까지 완벽하게 제거하는

헬스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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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보다, 더 
마음 놓이는 공기청정기를 
갖고 싶은 분

유행한다는 공기청정기
최신형이라는 공기청정기
이런 것들을 들여놓고도
왜 마음이 편치 않은 걸까요?

그건 아마, 
점점  진화하는 공기오염과
잡히지 않는 세균  때문일 겁니다

그런 불안 속에서
오늘도 가장 건강한 답을 찾아
헤매는 당신에게

공기만큼은 이제, 안심할 수 있는
헬스웨이가 찾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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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쁜 공기와의 전쟁을 끝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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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RZERO
나쁜 공기와의 전쟁을 끝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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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RZERO
나쁜 공기와의 전쟁을 끝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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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단계의 고강력 흡착 필터를 차례차례 지나고
8단계 DFS 멸균 시스템을 지나면 각종 미생물까지 제거됩니다

마지막으로, 9단계 초강력 집진 메인 필터에서는 0.007 마이크론까지
잡아낼 수 있어서 미세먼지까지  99.9% 제거됩니다

이 과정을 거치고 나면 마침내 필터에 남아있는
유해물질은 ZERO!

단 한 점의 오염물질도 남기지 않는 것 –
완벽한 공기청정이란 이런 것입니다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6단계 7단계 8단계 9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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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인필터

DFS

미세망사필터

향균필터

과망간산 칼륨필터

카본필터

제올라이트 필렛

향균필터

미세망사 필터

해파필터 보다 미세한 입자 제거, 0.007μm 미세먼지 99.99%

각종 미생물 멸균(대장균, 녹농균, 황색포도상구균, 곰팡이균, 페렴균, 칸디다, MRSA등 파괴

흡착잔여 부산물 제거

곰팡이균 생성 억제

유해가스, 포름알데히드 산화질소 등 제거

유기화합물, 음식냄새, 담배연기 등 흡착제거

유기화합물, 가스흡착

필터내 박테리아 생성 억제

머리카락, 솜털, 먼지 등 큰 입자 제거1

2

3

4

5

6

7

8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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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파(HEPA)를 훨씬 뛰어넘는
DFS의 공기정화능력

HEPA (High-Efficiency Particulate Air)는 미국 정부가 만든 공기 여과 표준 시스템으로 일반적으로
HEPA의 기준만 통과되어도 좋은 공기 정화시스템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최대 0.3마이크론의 입자까지만 적용되고 그 이상의 작은 입자들은 그대로 투과되고 맙니다

헬스웨이의 DFS 기술은 HEPA 효율보다 40배 높은 0.007 마이크론의 
초미세먼지까지 걸러주는 것은 물론 세균 및 바이러스까지 잡아내는 세계 최고의 기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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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종의 세균 및 유해 미생물까지
빈틈없이 살균

헬스웨이 공기청정기는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KCL)의 
7종균에 관한 살균(멸균)기능 검사를 통과한 제품으로 

실내 공기 중 부유하는 세균 및 유해 미생물의 위협으로부터
당신의 건강을 지켜드립니다

7종균 검사항목
폐렴균         I         대장균         I         녹농균         I         황색포도상구균         I         칸디다         I         MRSA(슈퍼박테리아)         I         곰팡이

99.9%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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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종의 유해가스를 완벽하게 제거

한국건설생활환경 시험 연구원(KCL)의 시험측정 결과

Ammonia Formaldehyde Toluene Acetic Acid Acetaldehyde
암모니아 폼알데하이드 톨루엔 아세트산 아세트알데하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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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존 발생 걱정 없는 공기청정기

헬스웨이 공기청정기 오존 방출량 0.01ppm미만

대기 중 오존 주의보 발생 기준 수치 0.12ppm
실내 공기 중 허용 오존 농도 기준 수치 0.06ppm

공기청정기 및 FDA 실내 의료기기의 안전 오존 농도 기준 수치 0.05ppm
일번적인 삼림 속의 신선한 공기 중 오존 수치 0.03ppm

오존 방출량
0.01ppm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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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터유해물질 테스트 결과 ZERO!

헬스웨이 공기청정기 메인필터, 프리필터 유해물질 테스트 결과
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 5-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 2-옥틸-3(2H)-이소티아졸론(OIT) 불검출

유해물질
ZE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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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RZE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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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도 나쁜 공기를 흡입
실내 공간 어디에 놓아도 쾌적한 공기를 만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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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손 핸들과 360도 회전 바퀴를 장착하여
공간 제약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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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특허 DFS 기술을 적용한
세계 최강의 공기청정기

AIRZERO

HealthWay



27HealthWay

AIRZERO



건강한 삶에 대한 
적극적인 솔루션을 찾다

* 헬스웨이 공식인증 한국 서비스센터 : 주식회사 퓨어웨이

균형 있는 식단, 꾸준한 운동...
건강한 삶을 위해 우리는 많은 노력을 합니다

하지만 스스로 할 수 없는 부분이 존재하죠
바로, 건강한 환경 속에 살아가는 일 –

세상은 진보하고, 기술은 발전하지만
불안은 계속되고 걱정은 멈추지 않는 현실 속에서

우리의 기술이 무엇을 해결할 수 있을까
어떻게 더 건강한 삶을 만들어 갈 수 있을까에 대해
적극적인 솔루션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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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  사  합  니  다

(주) 퓨어웨이   I   주소 : 서울특별시 마포구 서강로 144   l   전화 : 02-706-3700   I   팩스 : 02-702-0753www.healthwaykore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