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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Duct Breath Easy Air Purifier (닥터용 공기 정화기) 
 
본 제품은 미국 Winner of the 2010 IBEX Innovation Award 으로서 생물학적 오염물질 
감소 및 악취(담배연기, 곰팡이, Mustiness, 화학증기 와 화장실 냄새를)제거기로서 요트, 
보트 및 일반 상선 또는 (해군, 해경) HVAC SYSTEM이 설치된 닥터에 사용이 
가능합니다 
 
냄새 방지 및 유해 오염 물질 제거 
생화학 물질의 감소 및 냄새 방지 
대기중의 담배, 곰팡이, 수증기, 화장실 냄새를 감소시키고, 신선하고 깨끗하며 보다 
위생적인 공기를 공급합니다. Breath Easy Air Purifier는 공기의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UV light을 이용한 혁신적인 Photocatalytic Nano- Mesh 기술을 사용합니다. 
 
 
주요 특징 
 공기중의 곰팡이 균, 박테리아, 바이러스 등 제거 
 불쾌한 냄새 제거 
 공기에 무해한 강력한 UV light 사용 
 디젤 매연, 아세톤, 벤젠, 폼-알데히드, 기타 다른 VOCs를 100% 까지 감소시키며 
 박테리아, 곰팡이 균 등은 100% 까지 제거 
 일반 덕트(duct) 크기에 맞는 원통형이므로 사용이 용이함. 

 
사용자 의견 
“승무원 의견에 의하면 지속적인 연료 냄새와 악취로 인한 호흡 문제에 In- Duct Breath 
Easy Air Purifier 를 설치하고 난 후 모든 악취가 완전히 없어졌습니다.”  

— James Rose- Innes, First Mate, 95 ft. motor yacht 
Fort Lauderdale, FL 

 
Breath Easy Air Purifier 작동 원리 

1. 오존을 발산하지 않는 UV light 에너지가 공기 정화기 시스템을 통과하는 곰팡이 
균, 박테리아, 바이러스 등과 같은 생화학 오염물질을 줄여 줌 

2. 나노 망(mesh) 표면의 티타늄 이산화물 촉매 활성화. 나노 망(mesh)의 표면에 
닿는 오염물질을 분자와 하여 냄새를 무해 물질로 변형 

3. 훨씬 깨끗하고 신선한 공기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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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제품의 기능 

-곰팡이 포자 감소, 박테리아, 바이러스 및 매연 제거 

-불쾌한 냄새 제거, 무해한 오존을 생산하며 

-본 제품 사용으로 알레르기와 천식 증상을 줄일 수 있으며 

-휘발성 유기 화합물 냄새를 최대 100%감면 

-박테리아, 곰팡이, 꽃가루 곡물의 최대 100%감면 

본제품의 특성 

-광촉매 나노-메쉬 구조로 안전하고 강력합니다. 

-광촉매 나노-메쉬 구조는 강한 자외선에도 능력이 저하되지 않음 

-본 제품엔 자외선 램프가 내장되어 있으며 교체 또한 쉬움. 

-일반 덕터에 사용 용이함. 

 

 최대 100sq.ft (9.3sq.m)의 정화 용량 
 소형 및 세련된 디자인 
 DC12 V 연결 가능 
 230 V 연결 용 어댑터 포함   
 

-상세한 내용과 원리는 www.koreaintercool.com 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