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계최초

세라믹 가열 스티머

세라믹 필터의 항균, 흡착, 정화 기능을 이용한

자연에서 태어난 세라믹가열스티머            ~



꼭 세라믹 필터야 하는가?

「휴세라」에 적용한 세라믹 필터는 무수한 기공을 갖고 있으며 항균, 흡착, 정화 등의 기능을 갖는 

특수 필터 입니다.
세라믹 필터를 통과한 물은 유해물질이 흡착되고 정화된 깨끗한 물이 공급되므로 건강을 해치지 
않고 가습효과를 얻을 수 있는 「휴세라」만의 특허기술입니다.

세계 최초로 개발한 세라믹가열스티머인 「휴세라」는 세라믹 필터를 통과한 물을 100℃로 가열하여 

세균없는 수증기를 공기중으로 확산시켜 주므로 가장 안전한 가습방식 입니다.

저희 한미프렉시블의 세라믹가열스티머 「휴세라」는 가습기 살균제를 첨가할 필요가 없어 안심하고 

사용하셔도 되며 앞으로 고객 여러분의 안전과 풍요로운 삶을 위해 더욱 노력하고 좋은 제품을 
개발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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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의
새로운 페러다임에
도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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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기적이 시작된다

Ceramic Heating Steamer

동작원리

수조에 물을 투입 → 세라믹 필터(미세기공)로 물이 통과 → 세라믹 필터로 걸러진(정화)물만 Heater로 가열 
→ 세라믹필터 통해 수증기 배출

Heater

세라믹 필터
[미세한 기공으로 물이 통과]

수조

수증기 배출

전원 스위치

증기배출

히터 가열

세라믹 필터

물물

세계최초 특허등록된 세라믹 필터를 이용한 스티머Ceramic Heating Steamer

가습기가 위험 하다고요?

가습기에 대해 제대로 알고 계시나요?

소중한 아이가 자주 감기나 알레르기에 고생 한다구요?

피부가 건조 하시다구요?

눈이 건조해 고생하는 수험생이 있다구요?

이 모든 것이 건조한 환경 때문인걸 아십니까?

겨울철 밀폐된 공간의 건조한 실내공기는 감기, 비염등 호흡기 질병을 

일으키는 주요 원인 입니다.

특히 어린아이는 건조한 환경에서 면역력이 크게 떨어질 수 있습니다.

가습기는 우리 일상생활에 없어서는 안될 꼭 필요한 필수품 입니다.

「
」



 물보충 기능이 있습니다

물이 없으면 물보충 램프가 빨간색으로 
바뀝니다.

 물탱크 일체형

별도의 물탱크가 없음으로 
사용 및 청소가 편리합니다.

세라믹가열스티머 특허제품

보급형 / HM-HX1(OBG)

「휴세라」는 이렇게 다릅니다. 
세라믹가열스티머 특허제품

Ceramic Heating Steamer

 살균가습이 가능합니다
정수된 물을 100℃ 가열/기화 되므로 
살균 가습 합니다.

 무드램프 기능이 
 있습니다
야간 취침시 은은한 분위기를
만들어 줍니다.

 저전력 고효율

낮은 소비전력으로 가습을 하므로 
가습효율이 뛰어납니다.

 저소음

세라믹 필터를 사용하여 
물 끓는 소음을 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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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5중 안전장치를 채용 
 하였습니다
물 감지,세라믹 감지,전류fuse, 
온도fuse, 전도스위치를 채용한 
5중 안전장치로 더욱더 안전합니다.

 세라믹 필터

세라믹에서 유해물질을 흡착 
및 제거 합니다.



특허 및 제품안전성 인증
(주)한미프렉시블이 새롭게 출시한 세라믹필터를 이용한 세라믹가열스티머 「휴세라」는 특허등록, 
디자인, 상표출원 및 KTR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소)의 제균력 테스트를 거쳐 전기용품안전 인증서를 
획득하였습니다.

모델명:HM-HX1(OBG)

모델명:HM-HX2(TGY)

모델명:HM-HX1(TGN)

모델명:HM-HX2(RBE)

제 품 명 : 세라믹가열스티머

모 델 명 : HM-HX1(OBG·TGN)

가습방식 : 가열식

전원 및 소비전력 : AC220V/60Hz, 190W

동작방식 : 기계식

물탱크 용량 : 2.9L

분무량 : 240cc/h

제품중량 : 2kg

제품크기 : 286(가)✽286(세)✽215(높이)mm

제 품 명 : 세라믹가열스티머

모 델 명 : HM-HX2(RBE·TGY)

가습방식 : 가열식

전원 및 소비전력 : AC220V/60Hz, 190W

동작방식 : 기계식

물탱크 용량 : 2.9L

분무량 : 240cc/h

제품중량 : 2kg

제품크기 : 286(가)✽286(세)✽215(높이)mm

음이온 : 100만개 이상의 음이온 방출

[보급형]

제품소개

[고급형]



세라믹가열스티머 특허제품

문의 및 A/S 안내 1644 - 1721

판매원 : (주)한미프렉시블

소비자 상담실 : 1644-1721

A/S 주소 : 경상남도 김해시 주촌면 골든루트로 186 골든루트산업단지 G7블럭

A/S 기간 : 제품구입일로부터 1년간
(제품 밑면에 부착된 스티커를 제거하지 마십시요.스티커 제거시 A/S가 불가능합니다.)

홈페이지 : www.hanmiflex.com

❖ 관공서, 학교, 사무실, 어린이집, 병원, 기타 사은품등 단체구입시 판매담당부(T.055/337-0380)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