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음 사실에 대해 
알고 있었나요?

Blue.care: 
모든 모델에 적합한 필터

기능 Blue.care 활성탄 필터 꽃가루 필터

알러지 유발 항원과 박테리아 중화  

악취 및 유해 가스(오존, 스모그, 배
기) 여과

미세 먼지
(PM 2.5m ~ 99%) 여과

꽃가루 및 미세 먼지
(PM 10m ~ 99%) 여과

에어컨 보호

이제 차량에서 깨끗하고 건강한 공기를 5 

배나 많이 확보하십시오! Blue.care 내부 

필터는 주요 자동차 제조업체에 납품되고 

있으며 현재의 거의 모든 시리즈 양산 모델에 

사용됩니다.

 영업점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전문가들이 실내 

공기 필터를 정기적으로 교환하는 이점에 대해 

기꺼이 알려드릴 것입니다.

팁: 실내 공기 필터는 일 년에 두 번 또는 적어도 

1,5000 킬로미터마다 교환하십시오.

주행 중 차량에 최대 54만 리터의 공기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연구 결과, 이 공기는 

길가의 공기보다 약 5배 더 오염되어 있으며, 

배기 가스, 오염 물질, 알러지 유발 항원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

 

차량 내 공기를 순환시켜 청결한 상태로 

유지하십시오!

주행 시간당 54만 리터의 공기 유입

캐빈 공기 여과

www.hengst.com

여기에서 적합한 필터와 필터에 대한 세부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www.hengst.com/blue.care 

Work smarter.
세심한 차량 내 환경 관리
로 건강을 5배 더 훌륭하
게 지키십시오!

세심한 차량 내 환경 관리
로 건강을 5배 더 훌륭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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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가루 | 5명 중 1명은 꽃가루 

알러지가 있으며 알러지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알러지로 인해 

힘들어하는 아이들이 계속 늘고 있습니다. 

운전자도 콧물이 흐르고 눈물이 나오면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습니다. Blue.care

는 일반 필터가 차단할 수 없는 알러지 유발 

항원으로부터 운전자를 보호합니다! 

미세먼지 | 미세먼지 입자는 건강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미세먼지는 기관지 깊숙이 침투하거나 혈류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Blue.care 필터로 

미세먼지를 거의 모두 차단하면 건강을 

효과적으로 지킬 수 있습니다.

곰팡이 및 포자 |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곰팡이 포자는 바로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곰팡이와 포자는 날씨가 

습하거나 따뜻할 때 더욱 빨리 확산됩니다. 

Blue.care는 곰팡이 및 곰팡이 포자로부터 

운전자를 보호합니다.. 

냄새 | 터널, 이제 막 비료를 뿌린 

농지 근처, 정화공장, 건설 현장 등 

그 어디에서든 운전 중에 불쾌한 냄새를 맡고 

싶어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Blue.care는 

심지어 자극적인 암모니아 및 황산 가스로부터 

운전자를 보호합니다.

박테리아 | 박테리아는 그 종류가 

셀 수 없이 많으며 대기 환경 속 

있습니다. Blue.care 필터는 특수 

코팅으로 되어 있어 박테리아에 내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특징 덕분에 필터가 언제나 

제대로 작동하고 차량 내 공기도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점  

■ 알러지 유발 항원을 거의 100% 포착

■ 꽃가루 알러지 및 기타 대기 오염 물질에 대한 이상적인 보호

■ 곰팡이 및 박테리아에 대한 내성 

■ 차량 내부에서 거의 모든 미세 먼지 제거

■ 운전 중 안전과 편의성 증대

No more bad air –
Total protection for you & your family

깨끗하고 건강한 공기를 5배로 보호합니다.필터 구성 요소:

실내 공기 필터는 건강하고 쾌적한 공기를 

제공합니다. 이 필터는 꽃가루, 미세 먼지, 

박테리아 및 불쾌한 냄새를 효과적으로 

차단합니다. 알러지 반응이 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숨을 깊게 들이쉬고 향상된 차량 

환경을 누릴 수 있습니다.

정전기 매질 필터 매트 재료 활성탄 층 용융 취입 매질 생기능성 층

사전 여과 기능이 있는 정전기 매질은 거친 

입자를 차단합니다.

필터 매트 소재가 먼지 보존량(용량)을 

증가시킵니다.

활성탄 층이 증기, 냄새 및 유해가스(오존, 

산화질소, 이산화황)를 격리합니다.

용융 취입 매질이 미세 분진(직경이 2.5m보다 

작은 미립자 포함)을 여과합니다.

생기능성 층에는 항균 효과가 있는 나노실버가 

함유되어 있습니다.

여러 연구에 따르면 자동차의 공기 품질이 안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오염 물질로 공기가 두꺼우면 운전자의 집중력이 
약해 사고 위험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