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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RIEF HISTORY
1996

1998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
10·에버그린 설립
12·안전보호구
제조업체
인력및 시설,
설비 적합성
확인받음

1997

06·크린탑 한글,
영문 상표등록
11·방진마스크
실용신안
특허등록

2000

06·4種 안면부여 10·국내 제품으로
과식 방진마스
최초 1급 검정
크 검정받음 →
받음
국내기술 최초
국산화

08·한국산업안전공
단 이사장 표창
장 받음

07·대표 노동부
장관 표창장
받음

·시험장비 도입
(TSI-8130)
국내 안면부
마스크
제조업체 중
최초 도입

08·국산 방음
귀마개 2종
검정받음 /
최초상용화

02·방진마스크
신제품 출시
·국내에서 제조
된 CUP형 마
스크로는 최초
특급제품 검정
받음
06·방진마스크
436V 안전기
기 검정대상
수상

05·만능밴드 출시
07·테크윈
(TECHWIN)
상표등록

01·ISO 품질관리
시스템 인증
획득
07·경영혁신형
중소기업 선정

09·신뢰경영 퍼스
08·개성공단 기업
트
설립 및 공장
기업 & 브랜드
가동
대상(방진마스
크
부분)수상

06·연구소 설립

03·방진마스크
부분 안전인증
12·CE EN149:2001
1호 받음
인증획득(유럽)

06·노동부장관
표창장 받음

07·방진/방역/황사
마스크 신제품
25종 발표
·방진마스크
특허등록

·지식경제부장관
표창장 받음

05·제조설비 자동화 ·NIOSH 획득 ·호주인증 획득
(미국)
12·일본
SHIGEMATS
U와 기술제휴

·접이식마스크
특허등록

안녕하십니까?
(주)에버그린(EverGreen)은 안전보호구 전문 업체로서 이 땅에 우리의
기술로 안면부 여과식 방진 마스크, 방음 귀마개를 최초로 국산화 하였습
니다.
이번에 새롭게 출시된 신제품들은 한단계 업그레이드된 제품으로 성능의
우수함과 크린탑 제품만이 갖고 있는 다양함을 느낄 수 있으실 것입니다.
크린탑 제품은 생명의 소중함을 지키는 지킴이로써 안전, 품질, 고객제일
주의 정신으로 당신의 안전과 편안함을 드리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에버그린은 사용자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여 더
욱 혁신적이고 편리하며 경제적인 제품을 생산, 경제력 우위를 계속 지켜
나아갈 것입니다.
(주)에버그린 대표이사

이승환

범례

방진마스크 안면부여과식 신제품 모델

마스크가 최신의 공법으로
획기적인 제품을 만들었습니다.
최고의 방진효과

자연스러운 호흡

편안한 마스크

뛰어난 기능과 편리성

경쟁력있는 가격

아름다운 마스크

구 분

등급

모델명

용

도

특

징

C250

205

C260

215B, 216B

C270V 분진, 미스트

225V

C280V

226V, 228V

C290
2급
(FFPI) C350
C360
방진마스크

C370V

(컵형 마스크)

크린탑 마스크가 완벽에 다가서는 또 한번의 도전이 있었습니다.

325V
326V

C390V 분진,미스트,
C395V 냄새,흄

335V

새로움을 느끼실 것입니다.

435V
410V

분진,미스트,흄

436V, 437V
545V

C600
2급
분진,미스트
(FFPI) C620V
1급
(FFP2)

방진마스크
(보형물,
접이식
마스크)

C650V 분진,미스트,흄

C700
2급
분진,미스트, 냄새
(FFPI) C720V
1급
(FFP2)

C750V 분진,미스트, 냄새,흄

특급 C800V 유해분진,미스트,흄
(FFP3) C850V 유해분진,미스트,흄,냄새
100

방진마스크
(접이식 마스크)

110
2급
(FFPI) 140V

스판본드원단, 끈 조절

분진, 미스트

편물원단, 끈 조절
스판본드, 끈 조절

150V
2급
160V
(FFP2)
170V

400V

편물원단, 끈 조절

분진, 미스트,흄

300B

320V

336V

C560V 유해분진,미스트,흄
특급
(FFP3) C580V 유해분진,미스트,
흄,냄새

다양한 제품을 작업장 및 환경에 맞춰 사용하십시요.

227V

316B

분진, 미스트, 냄새

C460V

기존의 모든것을 바꾸고 향상 시켰습니다.

테크윈
203

315B

C380V

1급
(FFP2) C450V

목표를 위하여......

기존제품
크린탑
200

스판본드, 끈 조절
편물원단, 끈 조절

420V

415V

코 누름쇠

원형 밀착포

스폰지

밀착포

머리끈

포근한 감촉·땀 흡수·기밀성 우수
•마스크 테두리 전체에 편물원형 밀착포를 부착 포근한 감촉과 굴곡이 심한
코 부분과 얼굴에 기밀성을 높혀주고 표면은 수분을 흡수하여 보송보송 하며
외부 유해 물질도 완벽하게 차단합니다

머리끈 고리

■

배기 밸브

전면

적용모델 : C260, C280V, C360, C380V, C395V,
C460V, C560V, C580V

후면

다양한 색상의 섬유로 감싼 머리끈
색상으로 용도 구분, 신축성 우수, 부드러움, 알러지 발생 없음

제품에 적용된 신기술들 입니다

•최고 품질의 머리끈을 사용하였으며 용도에 따라 색상 구분 하였습니다
•알러지 발생이 없습니다
■

적용모델 : •녹색 : 분진,미스트
•청색 : 분진, 미스트, 냄새
•황색 : 분진, 미스트, 흄 •적색 : 유해분진, 미스트, 흄, 냄새

새로운 면체개발
성능개선, 보플·냄새제거, 경량화

크로즈 셀 스폰지, 코 누름쇠

•필터를 보호하는 TWO STEP 공법으로 제조, 효율·흡배기 저항·사용 시간을
향상시켰습니다.
•마스크 착용후 형태 안정성 우수 / 착용감과 밀착도를 높혔습니다.
•소재변경으로 보플, 냄새를 없애고 가볍고 탄성이 좋은 마스크를 만들었습니다.
■

코부분 밀착도 향상 및 김서림 방지 탁월
•크로즈 셀 스폰지가 입김이 눈쪽으로 통기되는 것을 차단 안경 및 보안경 김서림
방지 효과가 탁월합니다
•알루미늄 코누름쇠는 유연한 재질에 굴곡을 주어 밀착도를 높혔습니다

적용모델 : 전체

■

적용모델 : 전체

배기 밸브
흡배기 저항 개선, 자연스러운 개폐, 경량화
•배기밸브를 일체식으로 구성 이탈이 없고 가벼우며 최대 시야확보
•배기판 / 실리콘 사출 → 규격화, 정교함·탄성 반발력 우수
•투명 배기밸브 / 배기판 작동 상태 확인 용이
•배기밸브 초음파 부착 / 누설 근원 차단
•사용 용도에 따라 색상 구분
■

적용모델 : C270V, C280V, C370V, C380V, C390V, C395V,
C450V, C460V, C560V, C580V

고효율 HEPA 필터, 초정전 복합 필터, 고성능 ACF 활성탄 섬유
최고의 성능을 구현
•용도에 따라 다양한 소재를 사용 최고의 성능을 실현 하였습니다.
•녹색: 분진,미스트
•청색: 분진, 미스트, 냄새
•황색: 분진, 미스트, 흄
•적색: 유해분진, 미스트, 흄, 냄새

■

적용모델 : 모델에 따라 선택 사용

머리끈 고리
간편하게 머리끈 길이 조절 기능
•착용전·후 모두 아래 머리끈을 당겨 간편하게 길이 조정이 가능합니다
•머리끈 고정 간격을 넓혀 귓등부분 압박을 없앴습니다.
•안전모를 벗지 않고 착탈이 간편합니다
•마스크를 목에 걸쳐도 갈고리 이탈이 없게 하였습니다
•다양한 형태의 머리끈 연출이 가능합니다.
■

적용모델 : C260, C280V, C360, C380V, C395V,
C460V, C560V, C580V

아름다운 마스크
마스크도 패션입니다.
•배기변, 머리끈 고리, 인쇄등 모든것을 패션화 하여 아름답고 갖고 싶은
제품으로 만들었습니다.
■

적용모델 : 용도에 따라 색상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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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 시리즈
방진마스크 안면부 여과식

2급

분진/미스트 DUST/MIST

C280V

인증번호 11-AV2CT-0087

■ 원형 밀착포 : 부착

C250

■ 배기밸브 : 부착
■ 포장단위

인증번호 11-AV2CT-0040

걸고리형

뒷면

스테이플고정형

뒷면

240 pcs/1 CTN (10pcs/Box → 24Boxes)

■ 포장단위

■특징

240 pcs/1 CTN (20pcs/Box → 12Boxes)

•2급제품으로 최고의 성능과 기능성을 발휘
(효율 96~99%, 저항80~100 pa수준 / 95ℓ)
스테이플고정형

■특징

뒷면

•컵 마스크 전 모델 필터를 보호하는 TWO STEP
공법으로 제조/효율·저항·사용시간 크게 향상
•소재변경으로 보플·냄새를 없애고 가볍고
탄성이 좋음
•형태안정성이 좋아 편안하고 기밀성이 우수함

C290

인증번호 11-AV2CT-0088

■ 포장단위

240 pcs/1 CTN (20pcs/Box → 12Boxes)

C260

인증번호 11-AV2CT-0086

■특징

■ 원형 밀착포 : 부착

•마스크 표면을 THERMAL BOND로 제조, 매끄러운
감촉과 이물질 오염, 보플이 전혀 발생하지 않습니다.
•전자, 식품 가공 등 청정작업 환경에 적합.

■ 포장단위

240 pcs/1 CTN (10pcs/Box → 24Boxes)
스테이플고정형

■특징

걸고리형

뒷면

•마스크 테두리 전체에 편물원형 밀착포 부착
→ 포근한 감촉, 기밀성 향상, 수분흡수,
유해물질 완벽차단
•걸고리형 머리끈 / 길이 조절, 안전모 벗지
않고 착탈 용이
용

C270V

연마절단, 주조, 원료분쇄, 산
림, 시멘트, 유리제조, 장비의
점검수리, 섬유비사, 플라스틱
고무의 성형가공, 농약살포, 염
료 및 안료의 분진작업, 건축현
장에서 고체 및 액체 연무 보호
용, 기타분진, 미스트가 발생되
는 실내외, 관내, 기계내에서의
작업장소

인증번호 11-AV2CT-0041

■ 배기밸브 : 부착
■ 포장단위

240 pcs/1 CTN (10pcs/Box → 24Boxes)
■특징

•새로운 배기 밸브 부착
- 일체식으로 이탈, 누설, 변형이 없음
- 호흡 저항력이 크게 낮음 / 가벼움

도

스테이플고정형

뒷면

마스크 착용방법
Type
1. 손바닥 위에 마스크 안쪽 부분이 위로 향하
도록 놓은 후 머리끈을 손등쪽으로 늘어 뜨
린다.
2. 한손으로 마스크 상단부를 코부분에 밀착 시
킨채로 위의 머리끈을 넘겨 뒷머리 상단에
고정시킨다.
3. 아래 머리끈을 목부분에 고정시킨후 상하 머
리끈이 뒤틀리지 않고 균일한 장력이 미치도
록 손가락으로 펴준다. 이때 머리끈이 느슨
할때는 마스크 앞고리의 끈을 당겨 줄여준
다.(사전 조정후 착용할 수도 있습니다.)
4. 코부분에 마스크가 잘 밀착되도록 양손가락
으로 고정 클립을 눌러준뒤 양손으로 마스크
전체를 감싸고 공기가 새는지 확인하면서 안
면에 밀착 되도록 조정한다.

Type
1. 오른쪽 머리끈 갈고리
와 왼쪽 머리끈을 뒷머
리에서 서로 당겨서 걸
어 고정시켜 줍니다.
2. 너무 당기거나 느슨할때
는 고리 하단부 머리끈
을 아래로 당겨 조절합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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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 시리즈
방진마스크 안면부 여과식

C350

300 시리즈
2급

방진마스크 안면부 여과식

분진/미스트/냄새 DUST/MIST/SMELL

C390V

인증번호 11-AV2CT-0042

■ 포장단위

1급

분진/미스트/냄새/흄 DUST/MIST/SMELL/FUME

인증번호 11-AV2CT-0044

■ 포장단위

240 pcs/1 CTN (20pcs/Box → 12Boxes)

240 pcs/1 CTN (10pcs/Box → 24Boxes)
■특징

■특징

•전 모델 모두 고성능 활성탄소섬유(ACF/목화) 사용
→ 냄새 및 탈취기능 우수
•전모델 효율 및 흡배기 저항이 우수함
•가루가 떨어지지 않음

C360

스테이플고정형

뒷면

•다기능 초정전 복합필터를 사용 분진,미스트,
냄새와 함께 흄도 완벽하게 걸러줌(1급제품 동일)
•배기밸브 부착

스테이플고정형

뒷면

걸고리형

뒷면

인증번호 11-AV2CT-0089

■ 포장단위

C395V

240 pcs/1 CTN (10pcs/Box → 24Boxes)
■특징

•원형밀착포 부착
•걸고리형 / 머리끈 길이 조절 가능

C370V

인증번호 11-AV2CT-0091

■ 포장단위

걸고리형

뒷면

240 pcs/1 CTN (10pcs/Box → 24Boxes)
■특징

•원형밀착포 부착
•배기밸브 부착
•걸고리형 / 머리끈 길이 조절 가능

인증번호 11-AV2CT-0043

■ 300시리즈 구조 : 4중

■ 포장단위

240 pcs/1 CTN (10pcs/Box → 24Boxes)
■특징

•배기밸브 부착

C380V

스테이플고정형

뒷면

인증번호 11-AV2CT-0090

■ 포장단위

용

240 pcs/1 CTN (10pcs/Box → 24Boxes)
■특징

•원형밀착포 부착
•배기밸브 부착
•걸고리형 / 머리끈 길이 조절 가능

용

걸고리형

뒷면

도

분진/미스트/냄새 : 용접, 납땜, 금속주물,
주조, 단조, 제련 제강 및 금속가공 등 금속
흄 발생장소, 제약 등 고위험성 분진과 함께
냄새, 악취 발생 장소

고성능 활성탄소 섬유

300시리즈구조 : 4중

300시리즈에는 고성능 활성탄소 섬유인 ACF(Activeated
Carbon Fiber)을 전 모델에 사용하였습니다.

•표면 부직포

이것은 20Å 이하의 미세기공(Micropore)이 균일하게 발달되
어 있는 활성낱소섬유로서 일반활성탄소(AC:Activated
Carbon)보다 흡, 탈착 속도가 매우 빠른 특성이 있습니다.

•정전 필터

•고성능 ACF 활성 탄소 섬유
•내부 필터

도
활성탄소섬유(ACF)

페인트 작업, 인쇄, 담배제조, 염료 및 안료, 하체코팅,
농약살포 등 냄새 및 악취 발생 장소

일반활성탄소(A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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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 시리즈
방진마스크 안면부 여과식

C450V

500 시리즈
1급

방진마스크 안면부 여과식

분진/미스트/흄 DUST/MIST/FUME

C560V

인증번호 11-AV2CT-0045

■ 포장단위

특급

인증번호 11-AV2CT-0093

■ 포장단위

240 pcs/1 CTN (10pcs/Box → 24Boxes)

120 pcs/1 CTN (10pcs/Box → 12Boxes)

■특징

■특징

•전 모델 모두 초정전 복합필터 사용, 효율 및 흡배기
저항이 뛰어나게 우수함
•새로운 배기밸브는 편안한 호흡과 가벼움, 최대 시야확보,
일체형 접착으로 누설 근원차단

스테이플고정형

뒷면

■ 구 조 : 3중

•표면부직포
•초정전 복합필터
•내부필터

•유해분진, 미스트, 흄을 완벽하게 차단하며 특히 고효율
HEPA 필터를 사용, 미립자 분진 방어가 뛰어남
•특급이면서 흡배기 저항이 뛰어남
•배기밸브, 원형 밀착포 부착
•걸고리형/끈길이 조절가능

걸고리형

C460V

뒷면

■ 구 조 : 4중

•표면부직포
•초정전 복합필터
•고효율 HEPA 필터
•내부필터

특급

C580V

인증번호 11-AV2CT-0092

■ 포장단위

유해분진/미스트/냄새/흄 TOXIC DUST/MIST/SMELLFUME

인증번호 11-AV2CT-0094

■ 포장단위

240 pcs/1 CTN (10pcs/Box → 24Boxes)

120 pcs/1 CTN (10pcs/Box → 12Boxes)

■특징

■특징

•배기밸브 부착
•걸고리형 / 끈길이 조절가능
•마스크 테두리 전체에 편물원형 밀착포를 부착, 포근한
감촉과 굴곡이 심한 코부분과 얼굴에 기밀성을 높혀주고
표면은 수분을 흡수하여 보송보송하며 외부유해 물질도
완벽하게 차단합니다.
■ 구 조 : 3중

•표면부직포
•초정전 복합필터
•내부필터

용

유해분진/미스트/흄 TOXIC DUST/MIST/FUME

도

용접, 납땜, 금속주물, 주조, 단조, 신발제조 등 금속흄이 열적으로 발생되는 지역.
기타 분진, 미스트 등의 발생 장소

걸고리형

뒷면

•유해분진, 미스트, 흄을 완벽하게 차단하며 특히 고효율
HEPA 필터를 사용, 미립자 분진 방어가 뛰어남
•특급이면서 흡배기 저항이 뛰어남
•고성능 ACF 활성탄소 섬유를 첨가 냄새, 악취 까지 차단합니다.
•배기밸브, 원형 밀착포 부착
•걸고리형

걸고리형

뒷면

■ 구 조 : 5중

•표면부직포
•고성능 ACF 활성 탄소섬유
•초정전 복합필터
•고효율 HEPA 필터
•내부필터

용

도

유해분진/미스트/흄/냄새
·유해분진·베릴륨 등과 같이 독성이 강한 물질을 함유한 분진
등의 발생장소(연구소, 실험실, 발전소, 미립자 분진)
·유독폐기물 처리, 배터리 처리장의 고체 및 액체 연무 보호용
·석면 취급장소

고효율 HEPA필터
·정전필터와 같이 압착공법이 아닌 초극세사로 제조된 부직포에 정전기를
대전시켜 유해입자를 99.997%까지 제거하는 HEPA급 필터입니다.
·이것은 방독면의 멤브레인급 필터와 산업용, 고효율 마스크에 사용되고
있는 고가의 필터입니다. 또한 부풋성(Bulky)이 좋아 흡배기저항이 현저
히 낮고 흡착력이 강하여 미립자 유해 분진 까지도 흡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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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형물

밀착포+외피
보형물

머리끈길이
조절장치

머리끈

얼굴곡면 설계, 접이식 기능
•얼굴곡면따라 보형물 테두리가 밀착 / 기밀성, 착용감, 안경, 보안경에 입김이
서리지 않습니다.
•복원력이 뛰어나 접어서 휴대하기 간편 합니다.

머리끈 고리

■

적용모델 : 전체

배기 밸브

전면

후면

배기 밸브

보형물 마스크에 적용된 신기술들 입니다

흡배기 저항 개선, 자연스러운 개폐, 경량화
•배기밸브를 일체식으로 구성 이탈이 없고 가벼우며 최대 시야확보
•배기판 / 실리콘 사출 → 규격화, 정교함·탄성 반발력 우수
•투명 배기밸브 / 배기판 작동 상태 확인 용이
•배기밸브 초음파 부착 / 누설 근원 차단
•사용 용도에 따라 색상 구분
■

적용모델 : C620V, C650V, C720V, C750V, C800V, C850V

•녹색: 분진,미스트
•청색: 분진, 미스트, 냄새
•황색: 분진, 미스트, 흄

고효율 정전 FIBER 필터, 초정전 복합 필터, 고성능 ACF 활성탄 섬유
•숨쉬기가 편하고 유해물질 방어능력이 탁월하며 사용시간이 오래가는 최고의 안면
부 여과식 방진마스크 입니다.
•용도에 따라 고성능 ACF 활성탄섬유를 첨가 냄새도 함께 막아 줍니다.
■

적용모델 : 전체(활성탄섬유 첨가 : C700V, C720V, C750V)

머리끈 고리
간편하게 머리끈 길이 조절 기능
•착용전·후 모두 아래 머리끈을 당겨 간편하게 길이 조정이 가능합니다
•머리끈 고정 간격을 넓혀 귓등부분 압박을 없앴습니다.
•안전모를 벗지 않고 착탈이 간편합니다
•마스크를 목에 걸쳐도 갈고리 이탈이 없게 하였습니다
•다양한 형태의 머리끈 연출이 가능합니다.
■

적용모델 : 전체

고기능성 은성분함유 밀착포 개발
땀 신속건조, 항균, 미생물증식 억제, 냄새방지,
‘원적외선 방사 / 피부활성화’
•3중구조의 밀착포로 피부에 닿는 밀착포는 은성분을 함유한 고기능사로
위 효과를 발휘합니다.
•중간에는 통기성 필름을 사용 땀은 통과시키고 유해물질은 차단하는 기능이
함께 합니다.
•안쪽에는 DTY원사를 사용 신축성을 높혔습니다.
■

적용모델 : 전체

아름다운 마스크
마스크도 패션입니다
•배기밸브, 머리끈, 머리끈고리, 밀착포 등 모든것을 패션화 하여 아름답고 갖고
싶은 제품으로 만들었습니다.
•용도에 따라 색상은 구분하였습니다.
■

적용모델 : 용도에 따라 색상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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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 시리즈

700 시리즈
2급

보형물 방진마스크 안면부 여과식

C600

방진마스크 안면부 여과식

분진/미스트 DUST/MIST

C700

인증번호 12-AV2CT-0072

■ 포장단위

인증번호 13-AV2CT-0014

120 pcs/1 CTN (10pcs/Box → 12Boxes)
■특징

■특징

•최고의 성능, 편안한 호흡
•탁월한 밀착성과 착용감
•항균, 속건, 냄새방지, 원적외선 방사 투습 방오필름 /
고기능성 밀착포
•걸고리형 머리끈 / 착탈간편, 길이조절
•접이식 / 휴대간편

걸고리형

뒷면

인증번호 12-AV2CT-0073

•C600기능에 고성능 ACF 활성탄섬유를 첨가 냄새도 함께 막아줍니다.
•활성탄섬유를 첨가 하여도 흡배기저항이 뛰어나 숨쉬기가 아주
편합니다.
•고성능 활성탄소섬유(ACF/목화) 사용 / 냄새 및 탈취기능 우수
•최고의 성능, 편안한 호흡, 사용시간 증대
•탁월한 밀착성과 착용감
•향균, 속건, 냄새방지, 원적외선 방사 피부활성화, 투습방오 필름 /
고기능성 밀착포 사용
•걸고리형 머리끈 / 착탈간편, 길이조절
•접이식 / 휴대간편

C720V

■ 포장단위

120 pcs/1 CTN (10pcs/Box → 12Boxes)

걸고리형

뒷면

걸고리형

뒷면

인증번호 13-AV2CT-0015

■ 포장단위

■특징

•위 기능과 동일하며 별도로 배기밸브를 부착 배기 호흡
저항력은 낮추고 이탄화탄소 감소에 도움을 줍니다.
•특히 배기밸브는 일체식으로 구성 이탈이 없고 가벼움
•초음파 부착 / 누설 근원 차단
•배기판 / 실리콘 사용 → 규격화, 정교함, 탄성 반발력우수

1급

C650V

분진/미스트/냄새 / DUST/MIST/SMELL

■ 포장단위

120 pcs/1 CTN (10pcs/Box → 12Boxes)

C620V

2급

걸고리형

뒷면

120 pcs/1 CTN (10pcs/Box → 12Boxes)
■특징

•일체식 배기밸브 부착 / 호흡저항력 크게감소, 이산화 탄소 배출,
누설근원 차단
•고성능 활성탄소섬유(ACF/목화) 사용 / 냄새 및 탈취기능 우수
•최고의 성능, 편안한 호흡, 사용시간 증대
•탁월한 밀착성과 착용감
•향균, 속건, 냄새방지, 원적외선 방사 피부활성화, 투습방오 필름 /
고기능성 밀착포 사용
•걸고리형 머리끈 / 착탈간편, 길이조절
•접이식 / 휴대간편

분진/미스트/흄/ DUST/MIST/FUME

1급

인증번호 12-AV2CT-0074

■ 포장단위

C750V

120 pcs/1 CTN (10pcs/Box → 12Boxes)
■특징

•C600, C620V 기능에 초정전 복합필터를 사용 흄도 함께
막아줍니다.

분진/미스트/냄새/흄 DUST/MIST/SMELL/FUME

인증번호 13-AV2CT-0016

■ 포장단위

걸고리형

마스크 착용방법

1. 마스크의 안쪽이 위로 오도록 하여 오른손으로 걸고리를 잡고 왼손으로 다른쪽 머리끈을 잡는다.
2. 마스크가 양볼에 닿아 입과 코를 덮도록 위치하고, 머리끈은 귀를 통과하도록 하여 머리 뒤쪽으로 당겨준다.
3. 머리 뒤쪽에서 두 개의 머리끈을 걸고리로 연결한다.
4. 머리끈이 뒤틀리지 않게 균일한 장력이 미치도록 손가락으로 머리끈을 펴주며 머리끈이 느슨할 때는 다른
손으로 고리를 누르고 당겨 조절한다. (사전 조정 후 착용할 수 있다)
5. 마스크 전체를 양손으로 감싸고 공기가 새는지 확인하면서 안면에 잘 밀착되도록 조정한다.

뒷면

120 pcs/1 CTN (10pcs/Box → 12Boxes)
■특징

•초정전 복합필터를 사용 흄도 함께 막아주는 1급 제품입니다.
•일체식 배기밸브 부착 / 호흡저항력 크게감소, 이산화 탄소 배출,
누설근원 차단
•고성능 활성탄소섬유(ACF/목화) 사용 / 냄새 및 탈취기능 우수
•최고의 성능, 편안한 호흡, 사용시간 증대
•탁월한 밀착성과 착용감
•향균, 속건, 냄새방지, 원적외선 방사 피부활성화, 투습방오 필름 /
고기능성 밀착포 사용
•걸고리형 머리끈 / 착탈간편, 길이조절
•접이식 / 휴대간편

걸고리형

뒷면

16·17

800 시리즈
방진마스크 안면부 여과식

C800V

200 시리즈
특급

방진마스크 안면부 여과식

특급 유해분진/미스트/흄 TOXIC DUST/MIST/FUME

205

인증번호 13-AV2CT-0110

■ 포장단위

분진/미스트 DUST/MIST

인증번호 11-AV2CT-0009

■ 포장단위

120pcs / 1 CTN (10pcs/Box a 12 Boxes)

240 pcs/1 CTN (20pcs/Box → 12Boxes)

■특징

■특징

•초정전 필터와 복합 정전 화이버 필터 함께 사용
/ 미립자 유해분진, 흄 완벽차단
•숨쉬기가 편안, 사용시간 연장.
•일체식 배기밸브 부착 / 호흡저항력 감소,
•이산화탄소배출, 누설근원차단
•탁월한 밀착성과 착용감
•항균, 속건, 냄새방지, 원적외선 방사,
•투습 방오 필름 / 고기능성 밀착포
•걸고리형 머리끈 / 착탈간편, 길이조절
•접이식 / 휴대간편

걸고리형

뒷면

•초정전 필터구조로 오염된공기를 완벽하게 걸러줌
•흡배기 저항이 낮아 호흡이 편하고 습기가 차지 않음
•마스크 테두리가 부드러워 착용감, 밀착성이 뛰어남
•경제적인 마스크

215B

스테이플고정형

회색

고리형 A

걸고리형

걸고리형

뒷면

인증번호 11-AV2CT-0010

■ 포장단위

240 pcs/1 CTN (10pcs/Box → 24Boxes)

■ 구 조 : 4중

■특징

•표면부직포
•초정전 복합필터
•고효율 HEPA 필터
•내부필터

•밴드고리형으로 머리끈 길이를 알맞게 조정
할 수 있으며, 착탈도 간편함.

특급

C850V

2급

특급 유해분진/미스트/흄/냄새 TOXIC DUST/MIST/FUME/SMELL

216B

인증번호 11-AV2CT-0037

■ 포장단위
인증번호 13-AV2CT-0109

240 pcs/1 CTN (10pcs/Box → 24Boxes)
■특징

■ 포장단위

•밴드고리형으로 머리끈 길이를 알맞게 조정할
수 있으며, 착탈도 간편함.

120pcs / 1 CTN (10pcs/Box a 12 Boxes)
■특징

•초정전 필터와 복합 정전 화이버 필터 함께 사용
/ 미립자 유해분진, 흄 완벽차단
•고성능 ACF 활성탄소섬유 첨가 / 냄새, 악취 차단
•숨쉬기가 편안, 사용시간 연장.
•일체식 배기밸브 부착 / 호흡저항력 감소,
•이산화탄소배출, 누설근원차단
•탁월한 밀착성과 착용감
•항균, 속건, 냄새방지, 원적외선 방사,
•투습 방오 필름 / 고기능성 밀착포
•걸고리형 머리끈 / 착탈간편, 길이조절
•접이식 / 휴대간편
■ 구 조 : 5중

•표면부직포
•고성능 ACF 활성 탄소섬유
•초정전 복합필터
•고효율 HEPA 필터
•내부필터

걸고리형

뒷면

고리형 A

•마스크 테두리 전체에 편물원형 밀착포를 부착
하여 외부 유해분진을 완벽하게 차단합니다.

225V

인증번호 11-AV2CT-0011

■ 포장단위

240 pcs/1 CTN (10pcs/Box → 24Boxes)
■특징

•배기밸브가 부착되어 있어 낮은 호흡에도 민감하게
반응하여 흡배기 저항 낮음

스테이플고정형

•습한 공기도 신속히 배출 시원한 착용감과 냄새를 없애줌
•경제적인 마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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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 시리즈
226V

방진마스크 안면부 여과식

인증번호 11-AV2CT-0016

2급

분진/미스트/냄새 DUST/MIST/SMELL

■ 포장단위

240 pcs/1 CTN (10pcs/Box → 24Boxes)
■특징

•밴드고리형도 있으며 배기밸브 부착.

고리형 A

걸고리형

스테이플고정형

•코밀착포가 부착되어 있어 마스크와의
기밀성을 높여 주며 많은 땀을 흡수하면서
표면은 보송보송한 특성과 입냄새도 소취
하여줌.

315B

인증번호 11-AV2CT-0017

■ 포장단위

240 pcs/1 CTN (20pcs/Box → 12Boxes)
■특징

뒷면

•전모델 모두 고성능 활성탄소섬유를 사용.
유기용제 냄새 및 탈취기능 우수

고리형 A

걸고리형

고리형 A

걸고리형

스테이플고정형

•흡배기 저항이 특히 우수함(공통)
•머리끈 길이 조절 및 착탈 간편(공통)

228V

인증번호 09-AV2CT-0017

316B

■ 포장단위

240 pcs/1 CTN (10pcs/Box → 24Boxes)

인증번호 11-AV2CT-0038

■ 포장단위

240 pcs/1 CTN (10pcs/Box → 24Boxes)

■특징

•마스크 테두리 전체에 편물원형 밀착포를
부착하여 외부 유해분진을 완벽하게 차단
합니다.

고리형 A

걸고리형 B

뒷면
■특징

스테이플고정형

•마스크 테두리 전체에 편물 원형 밀착포를 부착하여
포근한 감촉과 함께 얼굴 곡면부분과 마스크와의
기밀성을 높여 주고 외부 유해물질을 완벽하게
차단하여 김서림 방지와 땀을 흡수합니다.

•밴드고리형으로 머리끈 길이를 알맞게 조
절할 수 있으며 착탈도 간편함

뒷면

구 조
•표면부직포
•외부필터
•정전필터
•내부필터

용

도

연마절단, 주조, 원료분쇄, 산
림, 시멘트, 유리제조, 장비의
점검수리, 섬유비사, 플라스틱
고무의 성형가공, 농약살포, 염
료 및 안료의 분진작업, 건축현
장에서 고체 및 액체 연무 보호
용, 기타분진, 미스트가 발생되
는 실내외, 관내, 기계내에서의
작업장소

325V

마스크 착용방법
Type
1. 손바닥 위에 마스크 안쪽 부분이 위로 향하
도록 놓은 후 머리끈을 손등쪽으로 늘어 뜨
린다.
2. 한손으로 마스크 상단부를 코부분에 밀착 시
킨채로 위의 머리끈을 넘겨 뒷머리 상단에
고정시킨다.
3. 아래 머리끈을 목부분에 고정시킨후 상하 머
리끈이 뒤틀리지 않고 균일한 장력이 미치도
록 손가락으로 펴준다. 이때 머리끈이 느슨
할때는 마스크 앞고리의 끈을 당겨 줄여준
다.(사전 조정후 착용할 수도 있습니다.)
4. 코부분에 마스크가 잘 밀착되도록 양손가락
으로 고정 클립을 눌러준뒤 양손으로 마스크
전체를 감싸고 공기가 새는지 확인하면서 안
면에 밀착 되도록 조정한다.

Type
1. 오른쪽 머리끈 갈고리
와 왼쪽 머리끈을 뒷머
리에서 서로 당겨서 걸
어 고정시켜 줍니다.
2. 너무 당기거나 느슨할때
는 고리 하단부 머리끈
을 아래로 당겨 조절합
니다.

인증번호 11-AV2CT-0018

■ 포장단위

240 pcs/1 CTN (10pcs/Box → 24Boxes)
■특징

•배기밸브 및 코밀착포 부착

고리형 A

걸고리형

스테이플고정형

뒷면

구

조

5중 : •표면부직포 •외부필터 •고성능활성탄소섬유(ACF)
•정전필터
•내부필터

용

도

분진/미스트/냄새 : 페인트 작업, 인쇄, 담배제조, 염료 및 안료, 하체코팅,
농약살포 등 냄새 및 악취 발생 장소

20·21

300 시리즈
방진마스크 안면부 여과식

326V

400 시리즈
2급

방진마스크 안면부 여과식

분진/미스트/냄새 DUST/MIST/SMELL

410V

인증번호 11-AV2CT-0039

■ 포장단위

1급

분진/미스트/흄 DUST/MIST/FUME

인증번호 11-AV2CT-0045

■ 포장단위

200 pcs/1 CTN (20pcs/Box → 10Boxes)

240 pcs/1 CTN (10pcs/Box → 24Boxes)

■특징
■특징

고리형 A

걸고리형

스테이플고정형

•배기밸브와 마스크 테두리 전체에 편물 원형 밀착포를
부착하여 포근한 감촉과 함께 얼굴 곡면부분과 마스크
와의기밀성을 높여주고 외부 유해물질을 완벽하게
차단하여 김서림 방지와 땀을 흡수합니다.

•다기능 초정전 복합필터를 사용 분진, 미스트와 함께 흄도
완벽하게 걸러줌.

스테이플고정형

뒷면

걸고리형

스테이플고정형

•새로운 배기밸브 초음파도 부착 / 가볍고 누설근원차단
■ 구 조 : 4중

•표면부직포•외부필터•초정전 복합필터•내부필터
뒷면

1급

335V

분진/미스트/냄새/흄 DUST/MIST/SMELL/FUME

435V

인증번호 09-AV2CT-0001

■ 포장단위

240 pcs/1 CTN (10pcs/Box → 24Boxes)
인증번호 11-AV2CT-0019

■특징

•다기능 초정전 복합필터를 사용 분진,
미스트와 함께 흄도 완벽하게 걸러줌.

■ 포장단위

240 pcs/1 CTN (10pcs/Box → 24Boxes)

고리형 A

■ 구 조 : 4중

■특징

•5중구조로 다기능 초정전 복합필터를 사용 분진,
미스트, 냄새와 함께 흄도 완벽하게 걸러줌.

고리형 A

걸고리형

스테이플고정형

•표면부직포•외부필터•초정전 복합필터•내부필터

■ 구조 : 5중

뒷면

•표면부직포•외부필터•고성능 활성탄소섬유(ACF)
•초정전복합필터•내부필터
뒷면

436V

인증번호 11-AV2CT-0020

■ 포장단위

336V

240 pcs/1 CTN (10pcs/Box → 24Boxes)

인증번호 10-AV2CT-0250

■특징

■ 포장단위

•고효율 HEPA 필터를 추가하여 99%이상의
효율과 2급 수준의 흡배기 저항을 나타냄.

240 pcs/1 CTN (10pcs/Box → 24Boxes)
■특징

•편물원형 밀착포 부착.

고리형 A

걸고리형

뒷면

•고강도 작업장에서 더욱 위력을 발휘함.
고리형 A

걸고리형

스테이플고정형

■ 구 조 : 5중

•표면부직포•외부필터•정전필터•고효율 HEPA필터•내부필터

•5중구조로 다기능 초정전 복합필터를 사용 분진, 미스트,
냄새와 함께 흄도 완벽하게 걸러줌.

2005 안전기기
검정대상 수상

■ 구조 : 5중

•표면부직포•외부필터•고성능 활성탄소섬유(ACF)
•초정전복합필터•내부필터

용
뒷면

도

용접, 납땜, 금속주물, 주조, 단조 등 금속흄이 발생되는 지역 신발제조, 제약 미스트 발생지역

22·23

지속적인 신뢰속에 생산되는 방진마스크 안면부 여과식

437V

인증번호 09-AV2CT-0001

■ 포장단위

크린탑 200

240 pcs/1 CTN (10pcs/Box → 24Boxes)
■특징

•마스크 테두리 전체에 편물원형 밀착포를
부착하여 외부 유해분진을 완벽하게 차단합니다.

고리형 A

걸고리형

뒷면

•밴드고리형으로 머리끈 길이를 알맞게 조절할 수
있으며 착탈도 간편함.
■ 구 조 : 4중

•표면부직포•외부필터•초정전 복합필터•내부필터

2급

분진/미스트 DUST/MIST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인증번호 : 09-AV2CT-0015
•색상 : 흰색, 회색
•포장단위 : 20EA/BOX → 10BOX/CASE (총200EA)

500 시리즈
방진마스크 안면부 여과식

545V

특급

2급

■특징

고리형 A

걸고리형

뒷면(코 밀착포 부착)

특징: •배기밸브가 부착되어 습기가 차지않으며 호흡이 아주 편안합니다.
•포근한 감촉의 코 밀착포는 굴곡이 심한 코부분과 마스크의
기밀성을 높혀주며 많은 땀을 흡수 하면서도 표면은 보송보송한
특성과 입냄새도 소취하여 주는 고기능 특수원단입니다.

용도: •크린탑 200 타입과 동일하나 작업량이 많거나 강도가 높을 때
(호흡이 편안함)

뒷면

크린탑 300B

■ 구 조 : 5중

•표면부직포•외부필터•초정전 복합필터
•고효율 HEPA 필터•내부필터

유해분진/미스트/흄
·유해분진·베릴륨 등과 같이 독성이 강한 물질을 함유한 분진
등의 발생장소(연구소, 실험실, 발전소, 미립자 분진)
·유독폐기물 처리, 배터리 처리장의 고체 및 액체 연무 보호용
·석면 취급장소

분진/미스트 DUST/MIST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인증번호 : 11-AV2CT-0074
•색상 : 흰색, 회색
•포장단위 : 10EA/BOX → 10BOX/CASE (총100EA)

120 pcs/1 CTN (10pcs/Box → 12Boxes)

도

발생장소, 제약 등 고위험성 분진과 함께 냄새, 악취 발생 장소

유해분진/미스트/흄 TOXIC DUST/MIST/FUME

■ 포장단위

용

용도: •용접, 납땜, 금속주물, 주조, 단조, 제련 제강 및 금속가공 등 금속흄

크린탑 400V

인증번호 11-AV2CT-0021

•유해분진, 미스트, 흄을 완벽하게 차단하며,
특히 미립자 분진 방어가 뛰어남
•특급이면서 흡배기 저항이 뛰어남

특징: •4중다기능초정전필터구조로오염된공기를완벽하게걸러줍니다.

고효율 HEPA필터
·정전필터와 같이 압착공법이 아닌 초극세사로 제조된 부직포에 정전기를
대전시켜 유해입자를 99.997%까지 제거하는 HEPA급 필터입니다.
·이것은 방독면의 멤브레인급 필터와 산업용, 고효율 마스크에 사용되고
있는 고가의 필터입니다. 또한 부풋성(Bulky)이 좋아 흡배기저항이 현저
히 낮고 흡착력이 강하여 미립자 유해 분진 까지도 흡착이 가능합니다.

2급

분진/미스트/냄새 DUST/MIST/SMEAL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인증번호 : 11-AV2CT-0073
•색상 : 회색
•포장단위 : 10EA/BOX → 10BOX/CASE (총100EA)

특징: •고성능 ACF 카본 필터를 추가한 5종 필터구조로 냄새 및 탈취 기능
을 첨가, 완벽하게 소취하며 성능이 오래 지속됩니다.
•배기밸브가 부착되어 습기가 차지 않으며 호흡이 아주 편안합니다.
•새롭게 디자인된 밴드고리는 길이를 알맞게 조정할 수 있으며 착탈이
간편합니다. 또한고열의작업장에서도빠지거나끊어지지않습니다.

용도: •주조, 하체코팅, 석유화학, 인쇄, 담배제조, 농약살포 등 냄새 및
악취발생, 분진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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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posable Respirators

실용성과 경제성이 우수한 방진마스크 안면부 여과식

테크윈 203

크린탑 320V

뒷면(코 밀착포 부착)

1급

2급

분진/미스트/냄새/흄 DUST/MIST/SMEAL/WELDING FUME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인증번호 : 09-AV2CT-0018 특징: •5중다기능초정전필터구조로오염된공기(분진·미스트·냄새·흄)를
•색상 : 흰색, 회색
완벽하게걸러줍니다.
•포장단위 : 10EA/BOX → 10BOX/CASE (총100EA)
•배기밸브가부착되어습기가차지않으며호흡이아주편안합니다.
•새롭게 디자인된 밴드고리는 알맞은 길이로 조정할 수 있으며 착탈이
간편합니다. 또한고열의작업장에서도빠지거나끊어지지않습니다.
•포근한 감촉의 코 밀착포는 굴곡이 심한 코부분과 마스크의
기밀성을 높혀주며 많은 땀을 흡수 하면서도 표면은 보송보송한
특성과 입냄새도 소취하여 주는 고기능 특수원단 입니다.

분진/미스트 (DUST/MIST)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인증번호 : 09-AV4CT-0016
•머리끈 부착방법 : 고정형
•포장단위 : 200 EA/CASE(20 EA/BOX →10 BOX 入)

특징: •경제성이 뛰어난 마스크
용도: •연마절단, 주조, 원료분쇄, 혼합, 투입, 장비의 점검수리, 섬유비사,
플라스틱및고무의성형가공, 농약살포, 염료및안료의분진작업.
기타분진, 미스트가발생되는실내외, 관내, 기계내에서의작업.

테크윈 227V

용도: •용접, 납땜, 금속주물, 주조, 단조, 제련 제강 및 금속가공 등 금속흄
발생장소, 제약 등 고위험성 분진과 함께 냄새, 악취 발생 장소

크린탑 420V
2급

분진/미스트 (DUST/MIST)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인증번호 : 12-AV4CT-0065
•머리끈 부착방법 : 고정형, 밴드고리형
•포장단위 : 200 EA/CASE (20 EA/BOX →10 BOX 入)

뒷면(코 밀착포 부착)

1급

분진/미스트/흄 DUST/MIST/WELDING FUME

특징: •배기밸브가 부착되어 호흡이 아주 편안하며 밴드고리 길이
조정이 가능한 밴드고리형도 있습니다.

용도: •용도는 203타입과 동일합니다.

테크윈 415V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인증번호 : 11-AV2CT-0075 특징: •4중 다기능 초정전 필터구조로 오염된 공기(분진·미스트·흄)
•색상 : 흰색, 회색
를 완벽하게 걸러줍니다.
•포장단위 : 10EA/BOX → 10BOX/CASE (총100EA)
•배기밸브가부착되어습기가차지않으며호흡이아주편안합니다.
•새롭게 디자인된 밴드고리는 알맞은 길이로 조정할 수 있으며 착탈이
간편합니다. 또한고열의작업장에서도빠지거나끊어지지않습니다.
•포근한 감촉의 코 밀착포는 굴곡이 심한 코부분과 마스크의
기밀성을 높혀주며 많은 땀을 흡수 하면서도 표면은 보송보송한
특성과 입냄새도 소취하여 주는 고기능 특수원단 입니다.

용도: •용접, 납땜, 금속주물, 주조, 단조 등 금속흄이 발생되는지역
선박제조, 제약, 미스트 발생지역

1급

분진/미스트/흄 (DUST/MIST/FUME)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인증번호 : 12-AV4CT-0066
•머리끈 부착방법 : 고정형, 밴드고리형
•포장단위 : 200 EA/CASE (20 EA/BOX→10 BOX 入)

특징: •분진·미스트·흄을 완벽하게 막아주며 배기밸브가 부착되어
있어 호흡이 편하고 밴드고리 길이 조정이 가능합니다.

용도: •용접, 납땜, 금속주물, 주조, 단조 등 금속흄이 발생되는 지역
신발제조, 제약, 미스트 발생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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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시리즈

100 시리즈
방진 / 2급

접이식

100

방진마스크 안면부 여과식

인증번호 11-AV2CT-0340

제품구성도
코누름쇠
상차단막

분진/미스트 / DUST/MIST

스폰지
머리끈 고리

110

인증번호 11-AV2CT-0007

■ 표면원단 : 스판본드

■ 표면원단 : 편물원단

■ 포장단위

■ 포장단위

100 pcs/1 CTN
(10pcs/Box → 10Boxes)

100 pcs/1 CTN
(10pcs/Box → 10Boxes)

■ 머리끈 부착방법 : 편형끈

■ 머리끈 부착방법 : 원형끈

·표면 부직포 / 편물원단
·중심 : 정전필터
·내부필터

140V
머리끈 조절장치
하차단막

인증번호 11-AV2CT-0341

배기밸브

제조방법 특허및 의장등록

150V

인증번호 11-AV2CT-0008

■ 표면원단 : 스판본드

■ 표면원단 : 편물원단

■ 배기밸브 : 부착

■ 배기밸브 : 부착

■ 포장단위

■ 포장단위

100 pcs/1 CTN
(10pcs/Box → 10Boxes)

100 pcs/1 CTN
(10pcs/Box → 10Boxes)

■ 머리끈 부착방법 : 편형끈

■ 머리끈 부착방법 : 원형끈

제품특징

▶ 외형적 특징
용

•펴지면서 입체 마스크로 살아남니다.
- 휴대가 간편하고 가볍습니다(호주머니, 핸드백...)
- 외관이 아름답고 고급스러움 : 누구나 어디서나 착용가능, 거부감 없음

도

분진/미스트 : 연마절단, 주조, 원료분쇄, 산림, 시멘트, 유리제조, 장비의 점검수리, 섬유비사, 플라스틱 고무의 성형가공, 농약살포,
염료 및 안료의 분진작업, 건축현장에서 고체 및 액체 연무 보호용, 기타분진, 미스트가 발생되는 실내외, 관내, 기계내에서의 작업장소

방진 / 1급

160V
▶ 기능적 특징
•성능이 탁월 : 산업용 국가 인증기준 1·2급, 식약청 KF 80,94 상회
·6겹의 상·하 차단막으로 누설률 컵형 수준 이상으로 우수
·편안한 호흡과 착용감 제공
·다양한 형태의 끈으로 길이 조절과 착탈이 용이함
·김서림 방지 및 착용후 입술이 닿지 않는 3D 입체형 위생 마스크
·다양한 용도 : 산업, 방역, 의료, 황사, 방한, 레져, 농약살포, 위생, 아동용 등 / 염색, 나염가능
용

분진/미스트/흄 / DUST/MIST/FUME

인증번호 11-AV2CT-0342

170V

인증번호 11-AV2CT-0012

■ 표면원단 : 스판본드

■ 표면원단 : 편물원단

■ 배기밸브 : 부착

■ 배기밸브 : 부착

■ 포장단위

■ 포장단위

100 pcs/1 CTN
(10pcs/Box → 10Boxes)

100 pcs/1 CTN
(10pcs/Box → 10Boxes)

■ 머리끈 부착방법 : 편형끈

■ 머리끈 부착방법 : 원형끈

도

분진/미스트/흄 : 용접, 납땜, 금속주물, 주조, 단조, 신발제조 등 금속흄이 열적으로 생기는 분진, 미스트 등의 발생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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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마개

폼타입 방음 귀마개(EP-1)
모

델

명

CT-101
인증번호
11-AV4Cb-0007

노 랑

주 홍

형 태

포장단위

기둥형

1000 PAIR/
CASE
(200 PAIR
➞ 5 BOXES)

연 두

특

징

•차음효과우수 (SNR 37dB)
•다양한 색상 구비
•경제적인 귀마개

크린탑제품은
생명의 소중함을 지키는 지킴이로써
안전, 품질, 고객제일주의 정신으로

CT-151
인증번호
11-AV4Cb-0008

노 랑

기둥형에
끈달린것

1000 PAIR/
CASE
(200 PAIR
➞ 5 BOXES)

•끈이 달려 사용중 분실방지
와 떨어져 제조공정 피해방
지 ( PET끈)
•차음효과우수 (SNR 37dB)

날개
손잡이형

1000 PAIR/
CASE
(200 PAIR
➞ 5 BOXES)

•3중날개가 있어 귓구멍에
따라 압박을 주지 않으면서
소음은 차단
•손잡이가 있어 바로 밀어
넣어 착용
•세척하여 재사용 가능

1000 PAIR/
날개
CASE
손잡이형에
(200 PAIR
끈달린것
➞ 5 BOXES)

•위 기능과 함께 끈이 달려
사용중 분실방지와 떨어져
제조공정 피해방지(PET끈)

주 홍

주 홍

EP-11T
인증번호
12-AV4CB-0001

크린탑 귀마개의 특징

•차음효과가 아주 우수합니다.(SNR37dB)
•부드러운 크린탑 귀마개는 장시간 착용하여도 귓구멍에 압박감이 없으며 초두 부분이 항상 말랑말랑 하여 민감한
외이도에 자극을 주지 않습니다.
•폼 타입은 공진 현상이 없어 장시간 착용하여도 어지러움이 없습니다.
•낮은 주파수는 쉽게 통과하도록 설계되어 소음발생 현장에서도 착용시 상대방과 대화가 용이합니다.
•항 알러지, 항박테리아 재질을 사용하였기에 민감한 사람이 사용 하여도 인체에 무해합니다.
•다양한 색상, 모양, 끈 등이 있어 선택의 폭이 한층 넓어졌습니다.
30

당신의 안전과 편안함을 드리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