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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YPALL*

Wipers Solution 

●  산업현장의 전 과정에서 물/기름 등의 

여러 오염물질이 발생됩니다.

●  적시에 제거하거나 청소하지 않을 경우, 

작업환경에 영향을 주며, 작업효율성이 

저하됩니다. 

●  더 나아가서는 작업자의 안전 사고가 

발생될 리스크가 있습니다.

●  유한킴벌리 와이프올 와이퍼는 

범용적인 용도부터 특수목적의 

용도까지 작업현장에 꼭 맞는 다양한 

소재의 와이퍼 솔루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  작업현장에 꼭 맞는 다양한 소재의 

와이퍼 솔루션을 적용하셔서 생산성 

향상과 작업자의 안전을 지켜주세요.

Health and Safety – 각 공정에 적합한 

와이퍼 사용으로 설비 및 공구, 완제품 보호 

및 작업자의 안전까지 보호합니다.

Productivity – 위생적이고 생산적인 

작업환경 구축으로 작업자의 업무 효율이 

향상됩니다.

Profitability – 낭비 요소를 제거하여 

규격화된 제품으로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Fact: Our
solutions:

Your 
benefits:

와이프올* 와이퍼



 

2 3www.kr.kcprofessional.com

와이핑 솔루션 
와이퍼 선택가이드

와이핑 솔루션 
와이퍼 선택가이드

포장형태 산업현장 대량의 액체 신체접촉 병원환자케어 실험실 페인트샵 주유소/정비업소

와이프올*ⓇX90 와이퍼 팝업             

와이프올*ⓇX80 와이퍼 팝업/롤

와이프올*ⓇX70 와이퍼 팝업/롤

와이프올*ⓇX60 와이퍼 팝업/롤

와이프올*ⓇL40 와이퍼 쿼터폴드/롤

와이프올*ⓇL30 와이퍼 팝업/롤

와이프올*ⓇL27  와이퍼 팝업

와이프올*ⓇL25 와이퍼 쿼터폴드/롤/팝업

와이프올*ⓇL20 와이퍼 팝업

와이프올*ⓇL15 와이퍼 팝업/롤

유흡착재  지용성 수용성

와이프올*Ⓡ유흡착재 패드 케이스

와이프올*Ⓡ캐미컬 흡착재 케이스

와이프올*Ⓡ다목적용 흡착재 케이스

킴테크*Ⓡ와이퍼 일반형 롤/팝업/평판형

킴테크 퓨어*Ⓡ와이퍼 (일반/고급) 평판

킴테크 퓨어*ⓇW4/W5 평판

킴테크 퓨어*Ⓡ크린 팝업/롤

킴테크 사이언스*Ⓡ와이퍼 (소형/중형/대형) 팝업

산업현장에서 여러 종류의 물체표면(기계, 장비, 제품, 작업자)을 깨끗이 하기 위해 기름, 물, 화학물질, 먼지 및 오물 등을 닦아내는 제품을 말함.

불규칙한 성능 : 형태/재질이 다양하여 

보루를 선별하는 작업이 요구되며, 성능이 

불규칙합니다.

비효율성 : 낮은 흡수력으로 사용량 및 

비용이 증가됩니다.

위험성 : 용도별 적합하지 않은 사용은 안전 

사고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으며, 공정과 

사람을 보호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유한킴벌리 산업용 와이퍼는,  

생산성 향상과 작업자의 안전을 

담보하여 사용현장 별 최적의 제품으로, 

효율적인 근로환경을 만들어 줍니다.

한 롤의 와이퍼가 

많은 양의 헝겊 보루를 대신 할 수 있습니다.

탁월한 강도 높은 경제적 효율성

적은 린트 발생

산업용 와이퍼란
헝겊보루와 산업용 와이퍼 차이점

비효율성

위험성

높은 효율성

안전성

높은 흡수력

위생적

불규칙한 성능 비효율성 위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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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시리즈 와이퍼

주요 사용처 및 용도

• �일반제조업 : 기계정비, 공무작업, 바닥,  

선반청소, 손수건 대용

• 제약,실험실 : 선반청소, 실험 기계 청소

• 병원 : 진료 기자재 청소, 초음파 젤 제거

• �식품가공공정 : 공무작업, 생산라인 정비,  

탱크청소, 식품포장, 물기제거

• �농, 축산업 : 농기구 수리작업, 기계 정비,  

농작물 세척

•  주유소 : 주유시 차량에 묻은 기름제거,  

주유기 청소, 유리 물기 제거

• �정비업소 : 기계 수리, 오일교환, 그리스, 윤활유 

제거, 휠, 유리청소, 공구세척, 페인트작업

• �기타 : 작업자의 손이나 얼굴에 묻은  

오물을 닦아내는 용도

제품명 제품코드 제품규격(mm) 제품포장

와이프올* X90 와이퍼 136매 (청색)                                   42366 282 X 427mm 136매/카톤, 1케이스

제품명 제품코드 제품규격(mm) 제품포장

와이프올* X80 와이퍼 80매 42350 231 X426mm 80매/카톤, 5카톤

와이프올* X80 와이퍼 롤 161m (청색) 42361 317 X340mm 1롤

제품명 제품코드 제품규격(mm) 제품포장

와이프올* X60 와이퍼 200매 42343 285 X430mm 200매/카톤, 1케이스

와이프올* X60 와이퍼 롤 265m 42339 300 X215mm 265m/롤, 1롤

와이프올* 

X90 와이퍼

와이프올* 

X80 와이퍼

와이프올* 

X70 와이퍼

와이프올* 

X60 와이퍼

제품명 제품코드 제품규격(mm) 제품포장

와이프올* X70 와이퍼 152매 42314 320 X430mm 152매/카톤, 1케이스

와이프올* X70 와이퍼 롤 215m 42323 300 X215mm 1롤

공법이란?HYDROKNIT*

부드러움과 흡수력을 위한 펄프소재

강도와 내구성을 위한 강화 섬유

•  고성능 HYDROKNIT* 공법의 원단은 부드러운 감촉, 빠른 흡수력, 뛰어난 내구성, 

높은 강도가 특징입니다.

•  와이프올*X 시리즈의 제품 원단은 모두 HYDROKNIT* 공법으로 제조되었으며, 

평량(두께)와 가공 형태에 따라 제품이 분류됩니다.

제품 특장점

•  두 겹의 원단이 초음파 접착 처리되어 매우 부드럽습니다. 

•  두 겹 사이에 흡수 주머니가 있어 흡수력이 대폭 개선되었습니다.  

•  벌크감이 뛰어나므로 잡고 사용하기에 편리합니다. 

제품 특장점

•  반복 및 재사용이 가능하며, 천과 같이 부드럽지만 쉽게 찢어지지 않습니다. 

•  신기술에 의한 빠른 흡수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품 특장점

•  거친표면, 솔벤트, 화학물질 제거에 적합합니다.

•  강도가 강하므로 물에 간단히 헹구어 재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품 특장점

•  고강도, 거친기계, 세밀한 기계 와이핑 작업시 적합합니다.

•  물이나 알코올 등을 적셔서 사용가능합니다.

2겹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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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특장점

제품 특장점

제품 특장점

제품 특장점

•  부드러워 손, 얼굴 등 인체에 접촉해서 사용하기에 적합한 제품입니다.

•  액체가 쏟아졌을 시, 오염물 제거 시 등 간단한 작업에 경제적으로 사용 가능한 제품입니다.

•  팝업형으로 편리하게 뽑아서 효율적 사용이 가능합니다.

•  100% 천연펄프 소재로 안심하고 사용 가능합니다.

•  그립감이 좋아 헝겊보루 대용으로 부드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특수 엠보싱 처리가 되어 있어 닦임성이 뛰어납니다.

•  부드러워 구석구석까지 닦아낼 수 있으며 6겹으로 부피감이 있습니다.

•  정리 정돈이 쉬워 보관 및 재고 관리가 쉽고 사용 후 처리가 간편합니다.

•  6겹/3겹의 와이퍼로 흡수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작업 효율을 극대화시킬 수 있습니다.

•  팝업형/롤형/1/4접지형 등 작업 현장에 맞도록 다양한 제품 선택이 가능합니다.

•  특수 엠보싱 처리가 되어 있어 닦임성이 뛰어납니다.

•  부드러워 구석구석까지 닦아낼 수 있으며 경제적으로 사용 가능합니다.

•  정리 정돈이 쉬워 보관 및 재고 관리가 쉽고 사용 후 처리가 간편합니다.

제품 특장점

•  와이퍼를 거치대에 거치하여 경제적으로, 편리하게,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UCTAD 원단의 강력한 흡수력과 흡수 속도를 가집니다.

•  일반 산업용 와이퍼 대비, 강도에서 탁월한 성능을 보이며, 안정적인 그립감을 주어  

작업 시 효율성이 좋습니다.

•  기존 LDC 원단에 비해 Lint 발생률이 매우 낮음, 린트에 민감한 작업장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제품명 제품코드 제품규격(mm) 제품포장

와이프올 L30 와이퍼 팝업형 100매 41602 417 X 249mm 100매/카톤, 8카톤

와이프올* L30 와이퍼 롤 315m 42625 315 X 340mm 950매/롤, 1롤

제품명 제품코드 제품규격(mm) 제품포장

와이프올* L25 와이퍼 대형 300매 41300 360 X 430mm 300매/케이스, 1케이스

와이프올* L25 와이퍼 대형 100매 41303 360 X 430mm 100매/카톤, 6카톤

와이프올* L25 와이퍼 중형 200매 41306 270 X 430mm 200매/카톤, 4카톤

와이프올* L25 와이퍼 소형 50매 41311 300 X 260mm 50매/밴드, 24밴드

와이프올* L25 와이퍼 롤 250m 41313 350 X 215mm 250m/롤, 1롤

와이프올* L15 와이퍼 롤 500m (3겹) 41315 350 X 215mm 500m/롤, 1롤

와이프올* L15 와이퍼 300매 (3겹) 41309 270 X 430mm 300매/카톤, 4카톤

제품명 제품코드 제품규격(mm) 제품포장

와이프올* L20 와이퍼 대형 300매 41300 360 X 430mm 300매/케이스, 1케이스

제품명 제품코드 제품규격(mm) 제품포장

와이프올* L27 UCTAD 와이퍼 중형 216매 41216 267 X 430mm 216매/카톤, 4카톤/케이스

와이프올* 

L30 와이퍼

와이프올* 

L25/L15 와이퍼

와이프올* 

L20 와이퍼

와이프올* 

L27 와이퍼

41313

41306

41300

41303

41309

41311

제품 특장점

•  2겹 제품으로 안쪽 겹이 스폰지와 같이 액체/오일 등을 빠르게 흡수하며,  

바깥쪽 겹은 부드러운 촉감을 선사합니다.

•  부드러운 소재로 손, 얼굴 등 인체에 접촉해서 사용하기에 적합한 제품입니다.

•  1/4(쿼터폴드) 제품으로 보관에 용이한 소형 사이즈 입니다.

•  100% 천연펄프 소재로 안심하고 사용 가능합니다.

제품명 제품코드 제품규격(mm) 제품포장

와이프올* L40 와이퍼 소형 56매 41601 318 X 305mm 56매/백, 18백/케이스

와이프올* L40 와이퍼 롤 750매 41600 318 X 340mm 750매/롤, 1롤

와이프올* 

L40 와이퍼

제품명 제품코드 제품규격(mm) 제품포장

와이프올* 점보롤 전용용기(판매용) 57043 425 X 65 X 460mm 1케이스

와이프올* 전용용기(이동형) 57046 599 X 740 X 1090mm 1케이스

와이프올* 

전용용기

L 시리즈 와이퍼DRC/UCTAD 와이퍼

5704657043

41601

41600

41625

41602
4겹 구조

※와이프올* 점보롤 전용용기(판매용) :  폭 300mm이하 제품 거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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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특장점

제품 특장점

제품 특장점

•  와이프올* 크리닝 타올즈는 물없이 간편하게 제품의 찌든 때 등을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도록 특수 용제를 혼합하여 제작되었습니다.

•  계속적으로 물을 사용하여 오염물을 닦아내기가 어렵거나, 신속하고 빠르게 오염물을 

닦아내야 하는 장소에서 사용하기에 적합한 물티슈 타입의 와이퍼입니다.

•  이동/휴대가 간편할 수 있도록 고안된 디자인이 적용되었습니다. 

•  사용하기 편리하도록 제작된 원터치 컷팅 용기로 제작하였습니다.

•  찌든 때와 굳어진 기름 때를 유연하게 만들어주는데 탁월한 효과를 발휘합니다.

•  보습성분인 알로에 베라 성분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각종 산업 현장 및 해양이나 유수지에서 

유출된 기름이나 화학물질을 신속하고 

간편하게 흡착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제조된 다양한 형태의 제품임 

•  기름뿐만 아니라, 물(친수성 액체)까지 흡수 가능합니다.

•  좁은 장소에 많은 양의 이물질을 신속히 흡수하는데 적합합니다.

•  화학물질에 대한 흡수력이 뛰어나며, 흡수 후에도 변형되지 않습니다. 

•  폴리프로필렌으로 제작, 특수처리를 통하여 친유성, 친수성 액체 동시에 흡수합니다. 

•  소형 카톤에 포장된 패드 형태로 이동성이 뛰어나 좁은 장소에서 사용가능합니다. 

제품명 제품코드 제품규격(mm) 제품포장

와이프올* 크리닝타올즈 75매 42702 266 X 311mm 75장/버킷, 6버킷

제품명 제품코드 제품규격(mm) 중량 제품포장

와이프올* 유흡착재 패드 소형 100매 42411 400 X 500mm 40g/패드 100패드/케이스

와이프올* 유흡착재 패드 중형 100매 42412 400 X 500mm 60g/패드 100패드/케이스

와이프올* 유흡착재 매트 중형 160매 42515 500 X 500mm 62.5g/패드 160패드/케이스

제품명 제품코드 제품규격(mm) 중량 제품포장

와이프올* 다목적 흡착재 42525 250X 400mm 250g/필로우 20필로우/케이스

제품명 제품코드 제품규격(mm) 제품포장

와이프올* 케미컬 흡착재 42520 250 X 400mm 80매/카톤, 4카톤/박스

와이프올* 

크리닝 타올즈

와이프올* 

유흡착재

와이프올* 

다목적 흡착재

와이프올* 

케미컬 흡착재 

42411

42412

42415

사용용도

• 기름, 화학물질을 사용하는 기계류 주변 및 바닥

• 기계 정비 보수시 바닥 깔개

• 폐유, 폐액 따위를 받는 그릇 주변

• 바닥에 기름이 유출되는 작업장

• 해양, 하천, 호수로 유출된 기름의 흡착 제거

• 폐수처리, 배수구, 배출구 등의 부유 오일 제거

• 어장, 양식장의 기름 유입 방지

• 송유선, 기름탱크 세척시 폐유 처리

산업용

제품 특장점

•  원단 구조상 오물이나 먼지에 대한 흡착력 및 흡수력이 뛰어나므로 잘 닦입니다. 

•  사용 후 삶지 않아도 얼룩이나 때가 잘 빠지므로 사용이 편리합니다. 

•  자체 무게의 8배 이상의 물기를 흡수하므로 자주 짜낼 필요가 없어 효율적입니다.

•  100번 이상 세탁하여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으므로 경제적입니다. 

제품명 제품코드 제품규격(mm) 제품포장

와이프올* 마이크로 파이버  

와이퍼 300매
42704 400 X 400mm 50매/백, 6백/케이스

와이프올* 

마이크로 파이버 

유흡착재크리닝 타올즈/마이크로 파이버

※한국의류시험연구원 실험결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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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심함과 청결함이 요구되는 

작업장에서는 위생적인, 차별화된 제품 

사용이 요구됩니다.

●  적합하지 않은 제품 사용 시, 공정과 

제품들을 보호하지 못하여 이는 더큰 

경제적 손실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  유한킴벌리 킴테크 와이퍼는 

특수현장에서, 특수목적으로 

적재적소에 사용할 수 있는 와이퍼 

솔루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  다양한 소재로 구성된 와이퍼로 공정과 

제품, 작업자의 안전까지 보호하세요.

Health and Safety – 각 공정에 적합한 

와이퍼 사용으로 설비 및 공구, 완제품 보호 

및 작업자의 안전까지 보호합니다.

Productivity – 위생적이고 생산적인 

작업환경 구축으로 작업자의 업무 효율이 

향상됩니다.

Profitability – 낭비 요소를 제거하여 

규격화된 제품으로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Fact: Our
solutions:

Your 
benefits:

KIMTECH*

Wipers Solution 
킴테크* 와이퍼

제품 특장점

•  산, 알칼리, 유기 용제 등에 대한 내화학성을 가집니다.

•  100% P.P소재로 먼지가 거의 없습니다.       

•  흡수, 흡유력이 탁월하여 작업능률을 향상시킵니다.

•  다양한 제품 형태로 사용이 용이합니다.

제품명 제품코드 제품규격(mm) 제품포장

킴테크* 와이퍼 일반형 50매 42011 300 X 350mm 50매/백, 10백

킴테크* 와이퍼 대형 200매 42023 350 X 430mm 200매/케이스, 1케이스

킴테크* 와이퍼 롤 특대형 200m 42026 400 X 200mm 200m/롤, 2롤

킴테크* 와이퍼 롤 대형 200m 42031 250 X 200m(82gsm) 200m/롤, 2롤

킴테크* 와이퍼 롤 일반형 200m 42036 250 X 200m(68gsm) 200m/롤, 2롤

킴테크* 

와이퍼

42023

42036

42011

제품 특장점

•  낭비 없는 Pop-Up 식의 와이퍼를 적절한 크기로 선택하여 사용 가능합니다.

•  부드럽고 마모성이 없으며, 정밀한 표면의 손상을 주지 않습니다. 

•  오염방지를 위한 폴리보호창 삽입되어 있습니다.

•  먼지 발생이 거의 없어 실험실용으로 적합합니다.

제품명 제품코드 제품규격(mm) 제품포장

킴테크 사이언스* 와이퍼 소형 200매 41112 107 X 210mm 200매/카톤, 60카톤

킴테크 사이언스* 와이퍼 중형 200매 41117 215 X 210mm 200매/카톤, 30카톤

킴테크 사이언스* 와이퍼 대형 150매 41118 430 X 410mm 150매/카톤, 15카톤

킴테크 사이언스*  

와이퍼

41118

41112 41117

제품 특장점

•  린트 발생이 적어 페인팅, 접착 전의 표면을 닦아내기 위한 와이핑 작업이 가능합니다.

•  마모 강도가 뛰어나므로 여러 번 반복하여 사용할 수 있어 경제적입니다.

제품명 제품코드 제품규격(mm) 제품포장

킴테크 퓨어* 크린와이퍼 300매 42161 250 X 350mm 300매/카톤, 1케이스

킴테크 퓨어* 크린와이퍼 170m 42162 230 X 340mm 170m/롤, 2롤/케이스

킴테크 퓨어*  

크린와이퍼

42161

42162

와이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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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특장점

•  롤을 전용용기에 넣은 후, 화학 용제를 처음 한 번만 붓고 필요시마다 한 장씩 꺼내어  

사용하므로 편리하며, 증발로 인한 용제의 낭비를 줄여 비용이 절약됩니다.

제품명 제품코드 제품규격(mm) 제품포장

킴테크* WETTASK 와이퍼 270매 42152 165 X 200mm 270매/롤, 6롤/케이스

킴테크* WETTASK 와이퍼 전용용기(USA) 57048 205 X 205 X 200mm 4개

킴테크*  

WETTASK 와이퍼

제품 특장점

•  린트 발생이 거의 없어 정교한 표면을 흠집 없이 깨끗하게 닦아 낼 수 있습니다.

•  산, 알칼리 등의 화학 용제에 강합니다.

제품명 제품코드 제품규격(mm) 제품포장

킴테크 퓨어* 와이퍼 일반형 50매 42111 290 X 300mm 50매/백, 10백

킴테크 퓨어* 와이퍼 고급형 50매 42131 228 X 228mm 50매/백, 20백

킴테크 퓨어*  

와이퍼
42111

42131

제품 특장점

•  항공기 주요 제작사인 ‘보잉(Boeing)’과 ‘에어버스(Airbus)’의 높은 품질 기준을 통과한  

제품으로 항공기 정비/수리 시 사용 가능한 와이퍼 입니다. 

•  낮은 린트 발생, 대전방지처리, 팩형으로 위생적이며 보관이 편리합니다.

제품명 제품코드 제품규격(mm) 제품포장

킴테크* P2 와이퍼(팩형) 42165 299 X 304mm 60매/팩, 10팩

킴테크*  

P2 와이퍼(팩형)

제품 특장점

•  ISO class 4/5에 적합한 환경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  크린룸 환경에서 사용 가능하도록 이중 포장 으로 위생적으로 팩킹 되어 있습니다.

제품명 제품코드 제품규격(mm) 제품포장

킴테크 퓨어* W4 42132 304 X 304mm 100매/팩, 5팩

킴테크 퓨어* W5 42133 228 X 228mm 100매/팩, 5팩

킴테크 퓨어*  

W4/W5

42132 42133

제품 특장점

제품 특장점

제품 특장점

제품 특장점

•  천과 같이 부드럽지만, 쉽게 찢어지지 않아서 반복 및 재사용이 가능합니다.     

•  하이드로닛 신기술에 의한 빠른 흡수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  색상이 다른 3가지 타입으로 용도에 따라 구분하여 사용함으로써 교차감염을 예방합니다.

•  흡수력이 뛰어나므로 물기를 완전하고 깨끗하게 닦아낼 수 있습니다.   

•  물에 적시면 더욱 도톰하고 부드러워, 행주 대용으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보푸라기 발생이 적어 위생적이며 물에 적시면 도톰하고 부드럽습니다.

•  반복 사용이 가능합니다.

•  천연펄프로 제작되어 위생적이며, 한번에 한장씩 정확하게 뽑아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외부의 이물질을 차단하여, 교차감염 위험을 줄이고, 항상  건조한 상태를 유지합니다.

제품명 제품코드 제품규격(mm) 제품포장

와이프올* L10 Extra+롤 컨트롤 와이퍼 41401 185 X 380mm 152m/롤, 6롤

롤 컨트롤 전용용기 57165 280 X 265 X 335mm 1개

제품명 제품코드 제품규격(mm) 제품포장

스카트Ⓡ X80 푸드서비스 타올 50매(옐로우) 42352 300 X 345mm 50매/카톤, 9카톤

스카트Ⓡ X80 푸드서비스 타올 50매(핑크) 42353 300 X 345mm 50매/카톤, 9카톤

스카트Ⓡ X80 푸드서비스 타올 50매 (그린) 42354 300 X 345mm 50매/카톤, 9카톤

와이프올* 쿼터폴드 디스펜서 57052 265 X 265 X 265mm 1개

제품명 제품코드 제품규격(mm) 제품포장

와이프올* X70 푸드서비스 타올 300매(청색) 42313 317 X 597mm 300매/케이스, 1케이스

제품명 제품코드 제품규격(mm) 제품포장

스카트Ⓡ X60 푸드 서비스타올 90m 42337 300 X 215mm 90m/롤, 2롤

푸드서비스 롤타올 전용용기(HC) 57051 370 X 340 X 320mm 1개

푸드서비스 타올 롤 홀더 57054 직경20 X 높이36cm

스카트Ⓡ 

X시리즈 푸드서비스타올

와이프올*  

L10 Extra+ 

롤 컨트롤 와이퍼

57052

57051

57054

푸드서비스타올와이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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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특장점

제품 특장점

•  3겹 제품으로 도톰하고 흡수력 뛰어납니다.

•  키친타올로 사용할 수 있도록 100% 천연 펄프를 사용합니다.

•  높은 물 흡수력으로 행주가 밀착되는 순간 빠른 흡수력으로 물기를 제거하고 잔여물,  

물자국이 남지 않습니다.

•  천연소재와 코튼으로 만들어져서 위생적이며 친환경적인 제품입니다.

•  색상이 다른 3가지 타입으로 용도에 따라 구분하여 사용함으로써 교차감염을 예방합니다.

제품명 제품코드 제품규격(mm) 제품포장

크리넥스Ⓡ L10 푸드서비스 타올 140매 41412 215 X 360mm 140매/카톤, 8카톤

제품명 제품코드 제품규격(mm) 제품포장

스카트Ⓡ 천연 위생행주10매(그린) 42874 300 X 257mm 10매/팩, 10팩

스카트Ⓡ 천연 위생행주10매(핑크) 42875 300 X 257mm 10매/팩, 10팩

스카트Ⓡ 천연 위생행주10매(옐로우) 42876 300 X 257mm 10매/팩, 10팩

크리넥스Ⓡ  

L10 푸드서비스 타올

스카트Ⓡ  

천연 위생행주 

57052

제품 특장점

•  건조 속도가 빨라서 세균번식이 억제되므로 위생적입니다.

•  오래 사용할 수 있어서 경제적입니다.

•  색상이 다른 3가지 타입으로 용도에 따라 구분하여 사용함으로써 교차감염을 예방합니다.

제품명 제품코드 제품규격(mm) 제품포장

스카트Ⓡ 위생행주50매 42870 345 X 380mm 50매/카톤, 9카톤

와이프올* 쿼터폴드 디스펜서 57052 265 X 265 X 265mm 1개

스카트Ⓡ  

위생행주 

57051

제품 특장점

•  드라이셀 공법으로 흡수력이 뛰어나고 잘 찢어지지 않습니다.

• 키친타올로 사용할 수 있도록 100% 천연 펄프를 사용합니다.

제품명 제품코드 제품규격(mm) 제품포장

크리넥스Ⓡ L30 푸드서비스 타올 41402 300 X 210mm 115m/롤, 2롤

푸드서비스 롤타올 전용용기(HC) 57051 370 X 340 X 320mm 1개

푸드서비스 타올 롤 홀더 57054 직경20 X 높이36cm

크리넥스Ⓡ  

L30 푸드서비스 타올

57054

KLEENGUARD*

Protection Apparel     

●  산업체 근로자 중 46%는 적어도 1개  

이상의 Chemical에 매일 노출되는  

환경에서 작업을 하고 있으며, 

이중 21.6%는 3개 이상의 Chemical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1

●  보호복 착용과 관련 있는 뇌심질환,  

금속/중금속/유기화합물/기타 화학물질 

중독으로 인한 질병, 사망자는 꾸준히  

발생하고 있으며 숙력된 작업 인력의   

손실로 생산성 저하를 초래 합니다.

1.  Dares Analysis 2012

유한킴벌리의 인체공학적이며,

장소별 보호력을 극대화한 솔루션은 

생산성 향상과 작업자의 안전을 담보하여 

최적의 근로 환경을 만들어 줍니다.

Health and Safety – 다양한 작업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위험요소에 대한 

솔루션 선택이 가능해 더 건강하고 안전하게 

작업이 가능합니다.

Productivity – 한국인 체형에 맞게 설계된 

신체 사이즈와 유한킴벌리 원단 기술이

결합된 통기성을 담보하여 작업자가 최적의 

작업 효율을 낼 수 있도록 돕습니다.

Profitability – 강력한 내구성은 보호복 

사용 수명을 늘려줘서 불필요한 보호복 

교체를 막아주고 낭비요소를 제거합니다.

Fact: Our
solutions:

Your 
benefits:

크린가드* 보호복

빠른
건조속도

빠른
흡수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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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고시에 의한 화학물질용 보호복의 구분*

형식 내용 

1형식

(1a형식 기준)

보호복 내부에 개방형 공기호흡기와 같은 대기와  

독립적인 호흡용 공기공급이 있는 가스 차단 보호복

2형식
공기라인과 같은 양압의 호흡용 공기가 공급되는  

가스 비차단 보호복

3형식 액체 방호형 / 액체 차단 성능을 갖는 보호복

4형식 분무 방호형 / 분무 차단 성능을 갖는 보호복

5형식 분진 등과 같은 에어로졸에 대한 차단 성능을 갖는 보호복 

6형식 미스트**에 대한 차단 성능을 갖는 보호복 

*고용노동부고시 제2014-46호    **기체 속에 부유하는 액체 미립자

보호복의 성능기준에 따른 화학물질 목록

화학물질 물리적상태 비고

투과저항  

Chemical

(1, 2, 3, 4형식 

해당됨)

메탄올 액체

투과시험, 

액체반발시험, 

액체침투시험에서  

규정한 화학물질 외에 

다른 화학물질의  

성능수준은 제조회사의 

결과임을 명시하여 

사용자설명서에  

표시 가능

아세톤 액체

아세토니트릴 액체

디클로로메탄 액체

이황화탄소 액체

톨루엔 액체

디에틸아민 액체

테트라하이드로퓨란 액체

에틸아세테이트 액체

N-헥산 액체

수산화나트륨 40% 액체

황산 96% 액체

암모니아 99.99% 기체

염소 99.5% 기체

염화수소 99.0% 기체

액체반발,  

침투 저항  

Chemical

(6형식 해당됨)

황산 30% 액체

수산화나트륨 10% 액체

O-Xylene 액체

1-butanol 액체

크린가드* 
보호복 선택가이드

산업안전보건공단(KOSHA) 화학물질용 보호복 인증(3형식 / 4형식)

유한킴벌리 제품 : 3형식 - 크린가드* A80 보호복,  4형식 - 크린가드* A71 보호복, A71 토시, A70 스먹, 앞치마

3형식 4형식

명칭
액체 방호형

(화학물질의 분사에 대한 보호성능을 갖는 구조)

분무 방호형

(화학물질의 분무에 대한 보호성능을 갖는 구조)

투과저항, 마모저항, 굴곡저항, 

인열강도, 인장강도, 뚫림강도

마모저항, 굴곡 저항, 인열강도, 인장강도, 뚫림강도 : 최소 요구 성능수준: 1

투과저항 : 해당 화학물질 중 최소 1 종의 화학물질에 대해 적용

투과저항시험

Chemical 종류
 암모니아 99.99%, 염소 99.5%, 염화수소 99.0% 등 총 15가지 화학물질

▶ 총 15가지 Chemical 

Chemical Claim
투과, 액체반발, 침투시험 관련 KOSHA에서 규정한 화학물질 외에,  

다른 화학물질의 성능수준은 제조회사의 결과임을 명시하여 사용자설명서에 표시 가능 

산업안전보건공단(KOSHA) 화학물질용 보호복 인증(5형식 / 6형식)

유한킴벌리 제품 :  5형식 - 크린가드* A20 보호복, A30 보호복, A40 보호복, 유한킴벌리 통기성 보호복, 크린가드 A65 

6형식 - 크린가드* A30 보호복, A40 보호복, 유한킴벌리 통기성 보호복, 크린가드 A30 자켓 / 바지, 크린가드 A40 자켓 / 바지 

5형식 6형식

명칭 분진* 등과 같은 에어로졸* 에 대한 차단 성능 갖는 보호복 미스트에 대한 차단 성능을 갖는 보호복

시험항목

재료

마모저항/굴곡저항/인열강도/뚫림강도 각 1수준 이상

마모저항/인열강도/인장강도/ 뚫림강도 각 1수준 이상

액체반발 3수준 이상/ 액체침투저항 2수준 이상

연소저항: 불꽃통과

액체반발과 액체 침투저항시험 진행하지 않는 대신  

6형식에 한해 아래 4가지 화학물질에 대해 액체반발 3수준, 액체침투저항 2수준 이상

솔기 및 접합부 솔기강도 1수준 이상

전체 누설량

액체 반발, 액체침투저항 Chemical - 황산 30%/수산화나트륨 10%/O-Xylene/1-Butanol

분진* - 분진, 미스트 및 흄을 총칭하는 것으로 물리적 작용 및 화학적 반응에 의해 생성된 고체 또는 액체 입자

에어로졸* - 낙하속도가 무시할 수 있는 정도로 느린 고형 현탄액, 액체나 고체, 기체 매질 내의 액체 입자

분진용 전신 보호복* - 분진등과 에어로졸에 대하여 일정 수준 이상의 보호 성능을 갖는 것으로 신체의 전부를 보호하는 옷

유한킴벌리 보호복의 분류

크린가드*  

A80 보호복

크린가드*  

A71 보호복

크린가드*  

A65 보호복

크린가드*  

A10 보호복

크린가드*  

A30 보호복

크린가드*  

A20 보호복

크린가드*  

A40 보호복

유한킴벌리 통기성 보호복

크린가드*  

A71 토시, A70스먹, 앞치마

3형식

액체 방호형

4형식

분무 방호형

6형식

미스트방어

비형식

단순 비산물  

방어

5형식

분진 에어로졸 

방어

고용노동부 고시 화학물질용 보호복의 성능기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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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린가드* 
보호복 선택가이드

보호복의 국제 기준 가이드 요약

형식 내용 

EN 14126

전염성 인자 방어에 대한 시험방법

박테리오파아지 침투저항성 등에 대한 침투 저항성 실험

인공혈액 침투저항성, 박테리아 침투저항성(습/건식)

EN 1149-5:2008

정전기 방지기능에 대한 시험방법

정전기 성능 요구 조건 값으로 표면저항값 측정 치(test 

methods and requirements) 실험 시 2,5 x 109 Ω 

이하로 표면 저항값이 측정될 때 사용

EN1073-2:2002

방사성 분진에 방어에 대한 시험방법

방사성 분진에 대한 차단 성능을 갖는 보호복으로  

방사능 차단기능은 아님

ISO 6530

화학물질 방어에 대한 시험방법

ISO 6530은 재료의 외부표면에 시험 화학 물질을 

노출시키고, 재료의 내부표면이 있는 격실에 액체를 

흐르게 하여, 투과율이 1.0㎍/㎠ min에 도달하는  

시간을 측정

ASTM F739

액체 및 기체 투과에 대한 시험

보호복 소재의 액체 및 기체의 투과를 실험 ASTM F739는 

투과율이 0.1㎍/㎠ min에 도달되는 시간 측정

ASTM F903

액체 화학물질 투과율에 대한 시험방법

Test Cell안에 시편을 놓고 60분동안 화학물질에 노출 

시켰을 때 육안으로 투과의 흔적을 측정하여  

Pass / Fail로 기술함

해당 품목 : 크린가드* A71, A80 보호복

 L  XL

키 176~182 182~188

가슴 104~112 120~128

유한킴벌리 보호복 사이즈 기준

해당 품목 : 크린가드* A10, A20, A30, A40 보호복

 L  XL  XXL

키 164~206 170~212 176~218

허리 64~116 68~120 72~124

가슴 76~124 76~124 76~124

키

가슴

허리

유한킴벌리 보호복 사용자 가이드

start
메탄올, 아세톤, 

아세토니트릴, 황산 

96% 등 KOSHA

에서 정한 투과저항 

Chemical(15종)에 

대한 방어가 필요한 

현장인가요?

마모저항, 인열강도, 

뚫림강도, 액체반발 

및 침투 등의 

시험을 통한 

보호기능이 증명된 

보호복인가요?

마모저항, 굴곡저항

인열강도, 뚫림강도 

각 1수준 이상의 

시험결과를 

만족하나요?

저분진 지역으로

방어력보다는

단순비산물로 부터

작업자를 보호해야

하는 현장인가요?

투과시험, 마모저항

굴곡저항, 저온굴곡, 

인열강도, 인장강도, 

뚫림강도가 최소   

1수준 이상인가요?

황산 30%,

수산화나트륨 10%, 

O-Xylene, 1-butanol의  

4가지 화학물질 중 최소 

하나의 물질에 대하여 ,  

액체 반발 및 침투저항 

chemical에 대한 

방어력이 있나요?

난연기능이 있는 

재질의

보호복인가요?

난연기능 > 체크

화학물질에  

대한 분사 

작업현장인가요?

화학물질용 

보호복 : 6형식

미스트방어

크린가드* 

A40 보호복

유한킴벌리 

통기성 보호복

크린가드* 

A30 보호복

화학물질용 

보호복 : 3형식

액체 방호형

크린가드* A80 

보호복 추천

화학물질용 

보호복 : 4형식

분무 방호형

크린가드* A71 

보호복 추천

화학물질용 

보호복 : 5형식

난연기능* 보호복

분진 에어로졸 방어

크린가드* A65 

보호복

화학물질용  

보호복 : 5형식

분진 에어로졸 방어

크린가드* 

A20 보호복

비인증 보호복

단순  

비산물 방어

크린가드* 

A10 보호복

no

▼

▼

no

▼

▼

no

▼

▼

▶▶ yes ▶▶ yes

▶▶ yes

▶▶ yes ▶▶ yes

▶▶ yes

▶▶ yes

▶▶ no

▶▶ no

▶▶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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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단 박음질 위에 Tape Sealing 이중처리로 방어력 향상

2
이중지퍼덮개를 채용하여 지퍼 부분을 통한 유해물질 

노출 가능성 차단

3
목 부분까지의 덮개와 후드는 마스크, 보호면 등 

안면보호구와 최적의 호환 구현

4
허리, 손목 부분의 지퍼처리를 통해서 작업 시 편안함을 

통한 작업 효율성 증대

Out Flim Layer : 필름코팅을 통한 

액체방어와 분진 방어 최적화 

Inner Layer : 의류같은 느낌의 SB 소재를 

적용하여 최적의 편안함 제공

제품명 사이즈별 제품코드 L XL  색상 제품포장 형식인증

크린가드* A71 보호복 후드 43451 43453   10 × KOSHA 4형식

1

2

4

안전인증번호 : 14-AV4CX-0009

용량/등급 : 전신보호복 4형식 

성능수준 (아세톤 1, 황산96% 6, 

수산화나트륨30% 6)

크린가드* A71 보호복 후드

3

1)  통상적인 보호복 보다 넓은 가슴사이즈와 길이를 적용하여 편안함을 극대화한 디자인

제품명 사이즈별 제품코드 L  색상 제품포장 형식인증

크린가드* A80 보호복 후드 43452   12 ×   (벌크포장) KOSHA 3형식

1 전면부분 솔기 무적용으로 유해물질 노출 시 보호

2 접착 Taped Seam 처리를 통해서 방어력 향상

3 지퍼 커버 부분을 목 부분까지 연장해, 목 방어 가능

4 원단 박음질 위에 Tape Sealing 이중처리로 방어력 향상

Out Flim Layer : Saranex® 23-P 

적용으로 내구성을 높인 필름 코팅

Inner Layer : 의류같은 느낌의 SB 소재를 

적용하여 최적의 편안함 제공

1

3

2

4

크린가드* A80 보호복 후드

안전인증번호 : 17-AV4CX-0003

용량/등급 : 전신보호복 3형식 

(성능수준6 : 메탄올, N-헥산, 

수산화나트륨40%, 황산 96%)

보호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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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복

제품명 사이즈별 제품코드 L XL  색상 제품포장 형식인증

크린가드* A65 난연 보호복 후드 43310 43311   12 × KOSHA 5,6형식

용량/등급 : 

안전보건공단 화학물질용 보호복 5,6형식

5형식 안전인증번호 : 15-AV4CX-0145

6형식 안전인증번호 : 15-AV4CX-0146

1
국민안전처고시 마이크로버어너법에 의한  

방염성능기준 에 적합한 난연재질의 보호복

2
CAN/CGSB-155.20-2000 6.1절, NFPA 701 FLAME 

PROPAGATION TEST (1989 edition) 기준 준수

3
NFPA 99 대전처리(Antistat) 기준 충족으로  

안전하게 사용 가능

4 높은 수준의 강도와 통기가 가능한 원단 재질

※  크린가드 A65 보호복은 반드시 열 방어가 가능한 재질의 원단 위에 착용을 해야 

합니다.  본 보호복은 방염복이 아닌 난연재질의 보호복 입니다.

Layer : 의류같은 느낌의 Fabric 소재를 

적용하여 최적의 편안함과 안전보건공단 

5/6형식 인증을 득하여 미스트, 에어로졸 

형태의 분진 방어

1

2

4

3

크린가드* A65 난연 보호복 후드

제품 특장점

•  다양한 화학물질 방어가 가능하여 안전하게 사용 가능합니다.

• 부드러운 재질로 착용감이 우수합니다.

•  켤레별 개별 포장이 되어 있어 사용이 편리합니다.

크린가드*  

내화학 슬리브(토시)

제품 특장점

•  안전보건공단 4형식 인증을 받은 제품입니다.

• 유해물질이 국소 전면부위로 노출 가능한 작업장에서 사용을 권합니다.

제품명 제품코드 제품포장

크린가드* A70 내화학 앞치마 44004 100백/케이스

크린가드* A70 

내화학 앞치마

제품 특장점

•  안전보건공단 4형식 인증을 받은 제품입니다.

• 유해물질이 전면으로만 노출 가능한 작업장에서 사용을 권합니다.

크린가드* A70 

내화학 스먹

제품명 제품코드 제품포장

크린가드* A70 내화학 스먹 44005 1벌/백, 25백/케이스

제품명 제품코드 제품포장

크린가드* 내화학 슬리브(토시) 43451 2개/백, 60백/케이스

안전인증번호 : 15-AV4CX-0037

용량/등급 : 부분보호복(앞치마) 4형식(성능수준 : 아세톤1수준, 수산화나트륨 40% 6수준, 황산 96% 6수준)

안전인증번호 : 15-AV4CX-0038

용량/등급 : 부분보호복(앞치마) 4형식(성능수준 : 아세톤1수준, 수산화나트륨 40% 6수준, 황산 96% 6수준)

안전인증번호 : 13-AV4CX-0009

용량/등급 : 부분보호복(토시) 4형식(성능수준 : 메탄올, 아세톤, 디메틸포름아미드, 아세토니트릴, 디클로로메탄, 

이황화탄소, 톨루엔, 디에틸아민, 테트라하이드로퓨란, N-헥산, 에틸아세테이트 1수준)

< 체크사항

< 체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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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복

제품명 사이즈별 제품코드 L XL  색상 제품포장 형식인증

크린가드* A30 보호복 후드형 43033 43035   24 × KOSHA 5,6형식

크린가드* A30 부분 보호복 자켓 43111 43112   24 × KOSHA 6형식

크린가드* A40 부분 보호복 바지 43121 43122   24 × KOSHA 6형식

용량/등급 : 

안전보건공단 화학물질용 보호복 5,6형식/

부분보호복 6형식

안전인증번호 : 제품별 별도 표기

1 안전보건공단 5/6형식 인증 분진방어 보호복

2
부직포 장섬유와 단섬유를 결합한 삼중 구조 원단에 별도의 

화학적 처리를 통해서 제한적 액체* 방어 및 통기성 우수

3
국민안전처고시 마이크로버어너법에 의한  

방염성능기준 에 적합

4 대전처리를 통해서 안전하게 사용 가능

5
전체적인 후드 디자인은 마스크, 보호면 등  

안면보호구와 최적의 호환 구현

Layer : 분진 및 제한적 액체* 방어력이 탁월한 동시에 통기성이 

우수하며 정전기 방지 처리를 진행한 3중 구조 부직포

1

2

4

5

3

크린가드* A30 보호복

*  FITI 시험연구원 액체 방어력 시험결과 (물, 아세트산 외 별도 시험성적 확인필요)

제품명 사이즈별 제품코드 L XL  색상 제품포장 형식인증

크린가드* A40 보호복 후드형 43046 43050   24 × 

KOSHA 5, 6형식  
인증 득함

크린가드* A40 보호복 후드형 

(압축포장)
43401 43402   24 × 

크린가드* A40 보호복 후드 4305980 4306080   24 × 

크린가드* A40 보호복 후드 4304680 4305080   24 × 

크린가드* A40 부분 보호복 자켓 43114 -   24 × 

KOSHA 6형식  
인증 득함

크린가드* A40 부분 보호복 바지 43124   24 × 

크린가드* A40 보호복 자켓 43113 -   24 × 

크린가드* A40 보호복 바지 43124   24 × 

1
안전보건공단 5형식, 6형식  

분진 및 에어로졸/미스트 방어 보호복

2
통기성 필름과 부직포 원단을 결합한 이중 구조 원단으로 

제한적 액체* 방어 가능

3
정전기 방지 기능, 인공혈액 침투저항성, 박테리아 침투저항성

(건식), 박테리오파아지 침투저항성 등에 대한 침투 저항성 

데이터 확보

4
전체적인 디자인은 마스크, 보호면 등 안면보호구와  

최적의 호환 구현

Layer : 미세가공이 있는 통기성 필름과 부직포가 이상적으로 

결합되어 투습과 방수기능을 동시에 발휘합니다.

1

2

4

3

크린가드* A40 보호복

*  FITI 시험연구원 액체 방어력 시험결과 (물, 휘발유, 모터오일, 트리크로로에틸렌)

용량/등급 : 

안전보건공단 화학물질용 보호복 5,6형식/

부분보호복 6형식

안전인증번호 : 제품별 별도 표기

< 체크사항

< 입증자료 확인후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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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높은 인장강도로 내구성이 좋아 교체비용 최소화

2 손목, 허리, 발목에 탄성 고무줄을 사용하여 작업효율성 상승

3 최적의 사이즈와 디자인으로 편안함 제공

제품명 제품코드 L XL 색상 제품포장 형식인증

크린가드* A10 보호복 후드형 4304367 4304368 24 × 인증없음

NEW 크린가드* A10 보호복 후드형 4304380 4304381 24 × 인증없음

크린가드* A10 보호복 자켓 43051 - 24 × 인증없음

크린가드* A10 보호복 바지 43052 - 24 × 인증없음

제품명  제품코드/구분 색상 제품포장 Fabric

크린가드* 라운드 캡 44021 50개/백, 6백/케이스 SB

크린가드* 라운드 캡(Antistatic) 4402164 100개/카톤, 6카톤/케이스 SB

1

2

3

크린가드* A10 보호복

제품명  제품코드/구분 색상 제품포장 Fabric

크린가드Ⓡ 미끄럼방지 부츠커버 4404181 SF

크린가드Ⓡ 부츠커버 44041(고무줄)/4404180(끈) 50개/백, 8백/케이스 SMS

크린가드Ⓡ 슈커버 44025 100개/백, 6백/케이스 SMS 44041 44025

제품명 제품코드 L XL 색상 제품포장 Fabric

크린가드* 실험실용 가운 43062 43063 1벌/백, 24백/케이스 SMS

크린가드* 코팅앞치마 44001(Free Size) 5개/백, 20백/케이스 SMS

킴테크 사이언스* 실험실용 가운 4366280 4306380 1벌/백, 24백/케이스 SMS 43062 44001

통기성 땀, 증기배출 오물방어

보호복

제품명 사이즈별 제품코드 L XL  색상 제품포장 형식인증

크린가드* A20 보호복 후드형 43013 43015   24 × KOSHA 5형식

크린가드* A20 보호복 후드형 43023 43025   24 × KOSHA 5형식

크린가드* A20 보호복 후드형 43044 4304462   24 × KOSHA 5형식

용량/등급 : 

안전보건공단 화학물질용 보호복 5형식

안전인증번호 : 제품별 별도 표기

1  안전보건공단 5형식 인증 분진방어 보호복

2
부직포 장섬유와 단섬유를 결합한 삼중 구조 원단으로 

분진방어력 및 통기성 우수

3 3가지 색상을 갖춰 사업장 작업 특성에 맞춰 사용 가능

4
전체적인 디자인은 마스크, 보호면 등 안면보호구와  

최적의 호환 구현

Layer : 분진 방어력이 탁월한 동시에 통기성이 우수한 3중 

구조 부직포

1

2

4

3

크린가드* A20 보호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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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용 방진마스크 제품 선택 가이드

산업안전보건공단 안면부여과식 방진마스크 시험항목 및 기준

산업안전보건공단 안면부여과식 방진마스크 규정 및 미국 NIOSH 인증 비교

산업안전보건공단 안면부여과식 방진마스크 규정 및 식품의약품안전처 황사마스크 규정 비교

등급 특급 1급 2급

사용장소

ㆍ베릴륨등과 같이 독성이 강한 물질들을 함유한
    분진 등 발생장소

ㆍ석면 취급장소

ㆍ특급마스크 착용장소를 제외한 분진 등
     발생장소

ㆍ금속흄 등과 같이 열적으로 생기는 분진 등
     발생장소

ㆍ기계적으로 생기는 분진 등 발생장소
     (규소등과 같이 2급 방진마스크를 착용해도 

      무방할 경우는 제외함)

ㆍ특급 및 1급 마스크 착용 장소를 제외한 분진 등

     발생장소

배기 밸브가 없는 안면부여과식 마스크는 특급 및 1급 장소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

성능시험

안면부 여과식 시험항목 시험기준

안면부 흡기저항

30 lpm
60 Pa 이하 (2급)

70 Pa 이하 (1급)

100 Pa 이하(특급)

95 lpm
210 Pa 이하 (2급)

240 Pa 이하 (1급)

300 Pa 이하(특급)

포집효율 염화나트륨 & 파라핀오일 : 80.0% 이상(2급) / 94.0% 이상(1급) / 99.0% 이상(특급) 

누설율 25% 이하(2급) / 11% 이하(1급) / 5% 이하(특급)

안면부 배기저항 160 lpm 300Pa 이하

<노동부 고시 제2014-46호>

기준항목 KOSHA NIOSH

안면부

흡기저항

등급 유량 (lpm) Pa 등급 유량 (lpm) Pa

특급

95

<300 N99
85 <343.2

1급 <240 N95

2급 <210 -

안면부

배기저항

유량 (lpm) Pa 등급 유량 (ipm) Pa

160 <300
N99

85 <345.17
N95

포집효율

등급 (%), NaCl & 파라핀오일 with 95lpm 등급 (%), NaCl with 85lpm

특급 >99.0 N99 >99

1급 >94.0 N95 >95

2급 >80.0 -

등급

KOSHA 기준 (산업안전보건공단)

등급

KF 기준 (식약처)

분진포집 효율 안면부 흡기저항 누설율 분진포집 효율 안면부 흡기저항 누설율

2급

80% 이상
(염화나트륨 및 

파라핀 오일로 실험)

6.2 mmH
2
O 이하

또는 60Pa 이하
25% 이하 KF80

80% 이상
(염화나트륨 실험)

6.2 mmH
2
O 이하

또는 60Pa 이하
25% 이하

1급 94% 이상 (상동)
7.2 mmH

2
O 이하

또는 70Pa 이하
11% 이하 KF94

94% 이상  
(염화나트륨 및 

파라핀 오일로 실험)

7.2 mmH
2
O 이하

또는 70Pa 이하
11% 이하

특급 99% 이상 (상동)
10.3 mmH

2
O 이하

또는 100Pa 이하
5% 이하 KF99 99% 이상 (상동)

10.3 mmH
2
O 이하

또는 100Pa 이하
5% 이하

크린가드* 방진마스크, 

잭슨세이프티* 방진마스크
선택가이드

KLEENGUARD* 

Respirators
JACKSON SAFETY* 

Respirators

●  산업체에서 마스크 착용과 관련 있는 

산업재해 및 금속/중금속/유기화학 외 

화학물질 중독으로 인한 질병, 사망자는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  개인보호구 제품 중, 마스크는 

산업체에서 가장 범용적으로 사용하는 

제품으로, 수많은 위해물질에 노출되는 

환경에서 작업하고 있는 근로자를 위해 

가장 필수적인 제품입니다.

●  유한킴벌리 마스크는 사용 현장별로 

최적화된 제품 제안을 통해, 작업자의 

안전을 보호해주는 솔루션입니다.

●  유한킴벌리 마스크 솔루션은, 생산성 

향상과 작업자의 안전을 담보하여 

사용 현장 별 최적의 근로환경을 

만들어줍니다.

Health and Safety – 다양한 작업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위험요소에 대한 

솔루션 선택이 가능하여 더 건강하고 

안전하게 작업이 가능하도록 도와줍니다.

Productivity – 작업환경에 따라 구분된 

제품을 통하여, 최적화된 생산성을 현장에서 

유지할 수 있습니다.

Profitability – 대표사업장에서 주로 

사용하는 유한킴벌리 산업용품 사용 수명을 

늘려줘서 불필요한 개인보호구 교체를 

막아주고 낭비요소를 제거합니다.

Fact: Our
solutions:

Your 
benefits:

크린가드* 마스크, 잭슨세이프티* 마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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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명 제품코드 머리끈 색상 제품포장

킴테크 퓨어* M3 마스크 44020     흰색 50개/백, 10백/케이스

주요 사용처

●     디스플레이, 전자, 전기 제조

●     제약, 화장품 제조공장 및 연구소

●     식가공 제조 및 서비스

1 실끈형 타입으로 사용시 편리합니다.

2 Bag 당 이중포장을 하여 위생성을 강화하였습니다.

3
마스크 외피에 폴리에틸렌 필름처리가 되어 있어 

린트가 적게 발생합니다.

4
 마스크 Bicosof* Fabric내피 부분이  

편안한 착용감을 제공해 줍니다.

5  3중 구조의 보호필터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킴테크 퓨어* M3 마스크 

위생적인 작업환경을 위한 고품질 마스크!

1

5

3

폴리에틸렌 필름

Bicosof* Fabric내피

3중구조

ISO Class
FS 209  
Class Limit(1)

측정입경 (㎛)

0.1(2) 0.2 0.3 0.5 50

ISO 3 Class 1 35 7.5 3 1 NA.

ISO 4 Class 10 352 75 30 10 NA.

ISO 5 Class 100 3,520 750 300 100 NA.

Reference : Kimberly Clark M3 Mask ISO Class 관련

Physical Properties Results Test Method

Particle Filtration Efficiency @ 0.1 micron 99.5% ASTM F1215-89

Differential Pressure in mm H2O @ 8 LPM flow rate 1.33 MIL-M-36954C

Bacterial Filtration Efficiency @ 3.0 micron 98.7% MIL-M-36954C

마스크 착용시, 공정 및 작업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보호가 가능합니다. 

※Reference: Kimberly Clark M3 Mask Physical properties 관련

※ Bicosof* Fabric은 폴리프로필렌 / 폴리에틸렌 섬유의 이원성분으로 만든  

스펀 본드 소재입니다.

등급 제품코드 제품명 제품포장

특급 4405361 잭슨세이프티* R30 방진마스크 10개/카톤 , 8카톤/케이스

1급

44044 크린가드* M25 방진마스크 10개/카톤 , 10카톤/케이스

44045 크린가드* M20 방진마스크 10개/카톤 , 10카톤/케이스

44049 크린가드* M20S 방진마스크 10개/카톤 , 10카톤/케이스

44048 크린가드* M20 접이식 방진마스크 20개/카톤 , 4카톤/케이스

44055 크린가드* 직결식 방진마스크 면체 1개/백, 10백/케이스

2급
44034 크린가드* M10 방진마스크 20개/카톤 , 10카톤/케이스

44039 크린가드* M10 접이식 방진마스크 40개/카톤 , 4카톤/케이스

일반

44012 크린가드* 마스크 대형 50매 50개/카톤 , 10카톤/케이스

44016 크린가드* 청정마스크(우레탄 밴드형) 50개/카톤 , 12카톤/케이스

44017 크린가드* 크린마스크(실끈형) 50개/카톤 , 12카톤/케이스

44018 크린가드* 크린마스크(개별포장&실끈형) 50개/카톤 , 12카톤/케이스

44020 킴테크 퓨어* M3마스크 50개/백, 10백/케이스

사용자 가이드북

마스크 제품정보

크린가드* 방진마스크, 

잭슨세이프티* 방진마스크
선택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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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주요 사용처 (1급)

●      1급 분진 발생지역 (2급 방진마스크 사용장소 포함)

●    용접 제련, 제강, 주물, 주조, 단조 등 금속가공 외

     금속흄이 발생하는 작업장

주요 사용처 (2급)

●      분진이 발생하는 모든 제조업체 작업장

●      장비 점검 수리, 원료취급 장소, 청소 작업장 외

1
착용이 간편합니다. 이어밴드 고리로 귀에 걸어 사용할 

수도 있어, 안전모를 벗고 쓸 필요가 없습니다.

2
휴대가 간편합니다. 4패널 구조로 접어서 보관과 휴대가 

간편하고 접었다 펴도 본래의 형상을 그대로 유지합니다.

3
4단 접이식이라 착용감이 편안합니다. 얼굴과 마스크 

접촉면이 넓어 장시간 착용해도 아프지 않습니다.

4
 더욱 위생적입니다. 낱개 개별 포장되어 있어 더욱 

위생적이고 Gravity Feeder 인카톤으로 꺼내쓰기 

간편합니다.

크린가드* 접이식 방진마스크 

쾌적한 작업환장을 위한 유한킴벌리의 세심한 배려

5

1

3

제품명 제품코드 머리끈 색상 제품포장

크린가드* M20 접이식 
방진마스크(1급)

44048     흰색 20개/카톤, 4카톤/케이스

크린가드* M20 접이식 방진마스크(1급)1급 분진 / 미스트 / 흄
DUST / MIST / FUME

제품명 제품코드 머리끈 색상 제품포장

크린가드* M10 접이식 
방진마스크(2급)

44039     흰색 40개/카톤, 4카톤/케이스

크린가드* M10 접이식 방진마스크(2급)2급 분진 / 미스트
DUST / MIST

제품명 제품코드 머리끈 색상 제품포장

크린가드* 청정마스크 44016     흰색 50개/카톤, 12카톤/케이스

제품명 제품코드 머리끈 색상 제품포장

크린가드* 크린마스크 44017     흰색 50개/카톤, 12카톤/케이스

제품명 제품코드 머리끈 색상 제품포장

크린가드* 크린마스크 44018     흰색 50개/카톤, 12카톤/케이스

주요 사용처

●     실험실, 푸드프로세싱 외 공정보호 목적

●     외부 활동이나 작업시

1 제품별로 개별 포장되어 있어 위생적입니다.

2 이어밴드가 폴리우레탄으로 되어 있습니다.

3 이어밴드가 실끈으로 되어 있습니다.

4  3중 구조의 보호필터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5  코부분의 형성폼을 통해 안면 밀착력이 뛰어납니다.

6 착용감이 뛰어나 작업 효율이 증대됩니다.

7
가볍고 편리하여 식음료 가공공정 및 전자, 제약,  

화장품, 실험실 등에서 사용합니다.

크린가드* 평판 마스크 

편안하고 위생적인 작업을 위한 마스크

크린가드* 청정마스크 (우레탄 밴드형)

크린가드* 크린마스크 (실끈형)

크린가드* 크린마스크  (개별포장 & 실끈형)

벌크포장

2

5

1

4

3

개별포장

개별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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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사용처 (1급)

●    분진이 발생하는 모든 제조업체 작업장,

     원료 취급 장소, 장비 점검 수리, 청소 작업장

●    용접 제련, 제강, 주물, 주조, 단조 등 금속가공 외

     금속흄이 발생하는 작업장

주요 사용처 (특급)

●    특급 분진 발생지역 (2급 및 1급 방진마스크 사용장소 포함)

●    베릴륨 등과 같이 독성이 강한 입자성 물질 발생 작업장

●    발전소, 실험실, 연구소 등 입자성 분진이 강하게

     발생하는 작업장

1
고성능 부직포 필터를 사용하여 분진을

효과적으로 차단합니다.

2
이어밴드 형태로 착용하기가 수월하며,

이어클립으로 밴드길이 조절이 가능합니다.

3
얼굴 형태에 잘 맞도록 설계된 디자인으로

안면 밀착성이 우수합니다.

4
 안면부 접촉부분이 실링처리되어 장시간

사용 시에도 편안합니다.

1 안면부 실링 적용으로 착용감이 우수합니다.

2 머리끈 조절이 가능해서 밀착력이 우수합니다.

3
NIOSH99인증을 득한 제품으로, 베릴륨 등과 같이 독성물질들을

함유한 분진 등이 발생하는 현장에서 착용이 가능합니다.

(NIOSH* : 미국 국립산업안전보건연구원)

크린가드* 실링 방진마스크

편안하고 위생적인 작업을 위한 마스크

잭슨세이프티* 특급 방진마스크

편안하고 위생적인 작업을 위한 마스크

크린가드* M20S 방진마스크

잭슨세이프티* R30 방진마스크

1

3

1

2

2

1급 분진 / 미스트 / 흄
DUST / MIST / FU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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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품명 제품코드 머리끈 색상 제품포장

크린가드* M20S
방진마스크

44049     노란색 10개/카톤, 8카톤/케이스

제품명 제품코드 머리끈 색상 제품포장

잭슨세이프티* R30 방진마스크 4405361     빨강색 10개/카톤, 8카톤/케이스

4

제품명 제품코드 머리끈 색상 제품포장

크린가드* M10 
방진마스크(2급)

44034           파란색 20개/카톤, 10카톤/케이스

1
두터운 필터층 적용으로 분진 여과력이 높아

오랜 기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필터 효율이 높아 탁월한 방진효과를 보여줍니다.

3 치압이 낮게 유지되어 안정된 호흡을 제공합니다.

4
 우리나라 체형에 적합한 사이즈로 밀착감이 좋아

오랜 기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5
최대 4배까지 늘어나는 머리끈을 적용하여

착용감이 뛰어납니다.

6
초음파 개별 접합 공법으로 필터의 손상 없이

제조되어 호흡이 편안합니다.

크린가드* 컵형 방진 마스크

유한킴벌리가 만든 탁월한 품질의 방진 마스크

크린가드* M10 방진마스크(2급)

1

5

2

3

제품명 제품코드 머리끈 색상 제품포장

크린가드* M25
방진마스크(1급)

44044     노란색 10개/카톤, 10카톤/케이스

크린가드* M25 방진마스크(1급)1급 분진 / 미스트 / 흄
DUST / MIST / FUME

제품명 제품코드 머리끈 색상 제품포장

크린가드* M20
방진마스크(1급)

44045     노란색 10개/카톤, 10카톤/케이스

크린가드* M20 방진마스크(1급)1급
분진 / 미스트 / 용접흄
DUST / MIST / FUME

2급 분진 / 미스트
DUST / MIST

주요 사용처 (1급)

●      1급 분진 발생지역 (2급 방진마스크 사용장소 포함)

●    용접 제련, 제강, 주물, 주조, 단조 등 금속가공 외

     금속흄이 발생하는 작업장

주요 사용처 (2급)

●      분진이 발생하는 모든 제조업체 작업장

●      장비 점검 수리, 원료취급 장소, 청소 작업장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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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LEENGUARD* Gloves
JACKSON SAFETY*

Gloves 

● 산업현장에서 작업시간 손실을 초래하는 

손 관련 부상이 연간 110,000건 이상 

발생하며, 그 중 약 60%는 올바른 

글러브를 사용하면 예방이 가능합니다.1

●  직업적 원인으로 발생한 피부 질병으로 

소비되는 돈은 연간 약 1조원에 

달합니다.  

1.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dministration(OSHA) “Workplace Hazards 

Involved” 인용

●  크린가드*/잭슨세이프티* 글러브는 

안전성과 작업성 두 가지 상반되는 요소를 

다양한 Line Up의 최적화된 Solution을 

통해 동시에 구현합니다. 

●  Thin Mil, Industry Glove, Chemical 

Glove는 각각의 산업현장에 맞는 안전 

요소와 작업 효율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작업자의 건강과 안전 – 유한킴벌리 

글러브는 안전보건공단의 인증을 만족하며, 

EN 374/388 등 CE, ANSI 등의 별도 규정을 

준용하여 최적의 안전성을 담보합니다. 2

생산성과 효율 – 유한킴벌리의 폭넓은 

글러브 Solution은 다양한 산업현장에서 

최적의 글러브 선택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유한킴벌리 글러브는 

편안함, 통기성의 최적 조건을 구현하여 작업 

피로를 감소시켜 생산성을 향상시킵니다.

2.  안전보건공단 인증 품목 및 CE, ANSI 인증은 개별 

품목별 확인 필요

Fact: Our
solutions:

Your 
benefits:

크린가드* 글러브, 잭슨세이프티* 글러브

주요 사용처

• �물건운반, 기계정비, 와이핑, 공구작업, 아웃도어, 

원예, 일반 가정용 등 다양한 작업환경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1
 NBR 폼 코팅을 적용하여 탁월한 내유성/내마모성으로 

편리한 작업이 가능합니다.

2
  스판원사를 사용하여 탁월한 신축성, 손의 피로도 

감소와 우수한 착용감을 제공합니다.

3
특허염색공법과 셀코팅으로 빠른 수분/땀배출, 

통풍효과가 탁월합니다.

4 장갑 착용시에도 스마트폰 터치가 가능하여 편리합니다.

5
유럽 EN기준 마모, 찢김 최상위 등급 획득으로 내구성이 

입증되었습니다.

크린가드*

G40 NBR 글러브

편안한 착용감!  

탁월한 작업성!

제품명 제품코드 L XL 프레임 제품포장

크린가드* G40  

NBR 글러브
44181 44182   멜란지 1켤레/1백, 100켤레/케이스

제품명 제품코드 L XL 프레임 제품포장

크린가드* G40  

NBR 글러브
44184 44185   블루 1켤레/1백, 100켤레/케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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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러브

제품명 제품코드 L XL 프레임 제품포장

크린가드* G40 NBR Normal 44181 44182   멜란지 1켤레/1백, 100켤레/케이스

크린가드* G40 NBR Normal 44184 44185   블루 1켤레/1백, 100켤레/케이스

크린가드* G40 NBR Normal 44190 44191   레드 1켤레/1백, 100켤레/케이스

제품 특장점

• 천연고무로 제조되어 부드럽고 편안합니다 .

• 손에 정확히 밀착되어 세밀한 작업이 가능합니다.

• 좌우 구분이 없고 끝단 말이 처리로 인해서 사용이 편리합니다.

크린가드*

G10 PFE 라텍스 글러브

음식물 
접촉 가능

제품명 제품코드 규격 (손바닥 가로 넓이/총 길이) 제품포장

크린가드* G10 PFE  
라텍스 글러브

44121 XS (7cm / 24cm) 100개/1카톤, 10카톤/1박스

44122 소형 (8cm / 24cm) 100개/1카톤, 10카톤/1박스

44123 중형 ( 9.5cm / 24cm) 100개/1카톤, 10카톤/1박스

44124 대형 (11.1cm / 24cm) 100개/1카톤, 10카톤/1박스

제품 특장점

• 착용감이 부드럽고 편안합니다.

• 얇은 두께로 땀 발생이 적고, 정확한 밀착성으로 정밀한 작업이 가능합니다.

• AQL 1.5 수준의 핀홀 관리를 통해 제품 신뢰성이 높습니다.

• 진한 파란색으로 식품 작업 중 글러브 인입 시, 구별이 용이합니다.

음식물 
접촉 가능

크린가드*

G10 아틱블루 글러브

제품명 제품코드 규격 (손바닥 가로 넓이/총 길이) 제품포장

크린가드* G10 
아틱블루 글러브

4413880 소형 ( 8cm / 24cm) 200개/1카톤, 10카톤/1박스

4413780 중형 ( 9.5cm / 24cm) 200개/1카톤, 10카톤/1박스

4413980 대형 (11cm / 24cm) 200개/1카톤, 10카톤/1박스

주요 사용처

• 식가공 제조/서비스, Research & LAB,  제조업 경작업, 제약, 화장품 제조 

주요 사용처

• 식가공 제조업, 푸드서비스, Research & LAB 

제품 특장점

• 손에 정확히 밀착되어 세밀한 작업이 가능합니다. 

• 좌우 구분이 없고 끝단 처리로 인해서 사용이 편리합니다. 

• AQL 1.5 수준의 핀홀 관리를 통해 제품 신뢰성이 높습니다.

제품명 제품코드 규격 (손바닥 가로 넓이/총 길이) 제품포장

크린가드* G10 
나이트릴 글러브

4313560 소형 ( 9.5cm / 24cm) 100개/1카톤, 10카톤/1박스

44136 중형 ( 9.5cm / 24cm) 100개/1카톤, 10카톤/1박스

44134 대형 (11cm / 24cm) 100개/1카톤, 10카톤/1박스

크린가드*

G10 나이트릴 글러브

제품 특장점

• 두꺼운 두께와 손목길이로 안전하게 사용 가능합니다 

• 손에 정확히 밀착되어 세밀한 작업이 가능합니다 

• 천연고무로 제조되어 부드럽고 편안합니다 

• 좌우 구분이 없고 끝단 처리로 인해 사용이 편리합니다

크린가드*

G10 PFE-XTRA  

라텍스 글러브

제품명 제품코드 규격 (손바닥 가로 넓이/총 길이) 제품포장

크린가드* G10 
PFE-XTRA 라텍스 글러브

44129 소형 ( 8cm / 28.5cm) 50개/1카톤, 10카톤/1박스

44127 중형 ( 9.5cm / 28.5cm) 50개/1카톤, 10카톤/1박스

44128 대형 (11.1cm / 28.5cm) 50개/1카톤, 10카톤/1박스

주요 사용처

• Research & LAB,  제조업 경작업, 제약, 화장품 제조

주요 사용처

• Research & LAB,  제조업 경작업, 준클린룸 전자/반도체산업, 검역 작업 시

※주의사항 : 라텍스 글러브는 알러지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천연 라텍스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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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러브

제품 특장점

• 고농도 화학물질 작업용 천연고무 장갑입니다.

• 긴 소매 길이, 두꺼운 두께로 보호력이 우수합니다. 

• 자동형상으로 탈착이 용이합니다.

• 화학적, 기계적 저항성이 뛰어납니다.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인증 (KOSHA) - 메탄올 외 12종 (성능수준1)

제품명 제품코드 규격(길이/두께) 제품포장

잭슨세이프티* G80 천연고무 내화학 글러브 44171 44cm / 1.1mm 12켤레/백, 48백/케이스

잭슨세이프티*

G80 천연고무 

내화학 글러브

제품명 제품코드 규격(길이/두께) 제품포장

잭슨세이프티* G80 네오프렌 내화학 글러브 44175 38cm / 0.78mm 12켤레/백, 48백/케이스

제품 특장점

• 고농도 화학물질 작업용 네오프렌 장갑입니다.

• 미끄럼�방지�패턴�처리가�되어있습니다.

• 땀�흡수를�위한�면소재�플록라이닝�처리가�되었습니다.

• 화학적,�기계적�저항성이�뛰어납니다.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인증 (KOSHA) - 메탄올 외 12종 (성능수준1)

잭슨세이프티*

G80 네오프렌 

내화학 글러브

용량/등급 : 성능수준1(메탄올 외 12종)

인증번호 : 12-AV4CS-0012

용량/등급 : 성능수준1(메탄올 외 12종)

인증번호 : 12-AV4CS-0011

JACKSON SAFETY*

Eye Protection 

●  여러 종류의 빛은 여러 망막질환과 

황반변성 질환을 일으키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  즉, 자외선에 오래 노출되면 눈의 각막과 

수정체, 망막이 손상될 수 있습니다.

●  유한킴벌리 보안경은 인체공학적이며,  

사용현장별로 시력 보호를  

극대화한 솔루션입니다.

●  유한킴벌리 보안경 솔루션은,  

생산성 향상과 작업자의 안전을 

담보하여 사용 현장 별 최적의 제품으로, 

최적의 근로환경을 만들어 줍니다.

Health and Safety – 다양한 작업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위험요소에 대한 

솔루션 선택이 가능하여 더 건강하고 

안전하게 작업이 가능합니다.

Productivity – 체형에 맞게 조절 가능한 

보안경, 작업환경에 따라 구분된 제품을 

통하여, 최적화된 생산성을 현장에서 

유지하실 수 있습니다.

Profitability – 대표사업장에서 주로 

사용하는 유한킴벌리 산업용품은 사용 

수명을 늘려줘서  불필요한 개인보호구 

교체를 막아주고 낭비요소를 제거합니다.

Fact: Our
solutions:

Your 
benefits:

잭슨세이프티* 보안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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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afety Eyewear Category 

V80 Revolution
잭슨세이프티* 

 V80 레볼루션 안전고글

Splash Protection Safety Goggles

스포티형 디자인과 김서리방지 및 정전기 방지 코팅이 강화된 

프리미엄 고글입니다.

SG-24
잭슨세이프티*  

고글 SG-24

Splash Protection Safety Goggles

탁월한 착용감과 인체공학적 디자인이 적용된 표준화된 고글입니다.

V50 Epic
잭슨세이프티*  

V50 에픽 보안경 CLR SAF/BLK

Shielded Safety Glasses

스포티형 디자인과 고품질 안티포그 기능을 강화하여,  

작업환경에 맞게 사용할 수 있는 고품질 보안경입니다.

V50 OTG
잭슨세이프티*  

V50  OTG CLR AF/CLR

Shielded Safety Glasses

안경을 착용 한 후, 사용할 수 있는 김서림 방지 코팅 기능이  

강조된 보안경입니다.

V40 Maxfire

잭슨세이프티*  

V40  맥스파이어 CLR/BLK Premium Safety Glasses

스포티형 디자인에서 더 나아가, 4단 안경다리 조절기능과  

프레임 기능성을 강화한 프리미엄 보안경 모델입니다. 

Anti Fog 기능이 강화되어 작업시 편안함을 제공해줍니다.잭슨세이프티*  

V40  맥스파이어 SMOKE/BROWN

V30 Nemesis VL

잭슨세이프티*  

V30 네머시스 VL CLR AF/GNM
Premium* VL Safety Glasses

스포티형 디자인과 초경량 무테렌즈로 제작되어 

장시간 작업시 편안함을 제공합니다.
잭슨세이프티*  

V30 네머시스 VL SMK/GNM

V30 Nemesis

잭슨세이프티*   

V30 네머시스 AMB/BLK

Premium* Safety Glasses

스포티형 디자인과 부드러운 착용감으로  

작업자들의 만족감을 극대화합니다.

잭슨세이프티*   

V30 네머시스 CLR/BLK

잭슨세이프티*   

V30 네머시스 CLR AF/BLK

잭슨세이프티*  

V30 네머시스 SMR/BLK

잭슨세이프티*  

V30 네머시스 IR5/BLK



고글형 보안경



일반 플라스틱 보안경

& 차광보안경

상위 제품별 모델     ▼

하위 제품별 모델      ▲

잭슨세이프티* 
보안경 선택가이드

산업용 보안경

잭슨세이프티* 
보안경 선택가이드

폴리카보네이트렌즈란? 안전한 폴리카보네이트 렌즈 사용

높은 내 충격성을 보유하고 

있으며, 안전하게 작업장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안티포그 렌즈 (김서림 방지)

안티포그 처리란 렌즈면이 물방울을 확산시키고, 코팅막 

자체에 흡수성을 갖게하여 수분을 흡수함으로써 김서림을 

방지해주는 기능입니다.

렌즈에 김이 서리는 현상은 안경 착용시 렌즈 주변이 습기가 

렌즈면에 온도변화가 심할 때 작은 물방이 되어 맺히는 

현상입니다. 추운 겨울철, 습기가 많은 여름철의 실내 온도 

차이 및 입김, 체온의 상승과 땀 배출로 인하여 김서림이 

발생하게 됩니다. 

Anti-Fog

정상적인 대기중의 

습기 상태

안티포그처리가 안된 

렌즈표면 상태

안티포그처리된 

렌즈표면 상태

렌즈

렌즈렌즈와 대기의 온도차이로 김서림 현상

렌즈빛

빛

빛

투과한 빛

투과한 빛

투과한 빛

•�일반적인 플라스틱 수지의 단점(내열성과 내충격성)을  

대폭 보완했습니다.

•�회전 운동성의 높은 카보네이트 그룹으로 인해 특유의  

유연성과 강인성을 가집니다.

•�형광등에 비추면 무지개 빛을 띠며, 가벼워서  

물위에도 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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잭슨세이프티* 
보안경 선택가이드

잭슨세이프티* 
보안경 선택가이드

Clear(투명) : 최대의 가시광선 투과가 가능하며 

주로 충격방지가 필요한 실내에서 사용합니다.

I/O(실내·실외) : 엷게 색을 넣어서 실내 또는 

그늘이 있는 곳에서 직사광선이 있는 곳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하며, 약 50%의 가시광선 투과 

가능으로 눈조절이 용이해져 눈부심이나 눈의 

피로를 줄여줍니다.

스모크 : 눈의 피로가 가장 중요한 요소일 경우 

최대의 눈부심 저하효과를 제공합니다. 약 16%의 

가시광선 투과가 가능하며 물체가 원래의 모습과 

색으로 보이며 정상적인 거리감을 유지하기 

위하여 빛을 없애줍니다.

엠버 : 이 렌즈의 집광 속성 때문에 명암이 낮은 

저조도 환경에 이상적이며 약 84%의 가시광선 

투과가 가능하며 그 특징으로 강조되는 것은 

대부분의 푸른 불꽃을 막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편광 : 빛의 반사와 굴절을 방지하여, 낚시, 주/

야간 운전시에 선명한 시야를 제공합니다.

렌즈 칼라 색상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규격 보호구 안전인증(노동부) 고시 발췌

차광도 

번호

자외선 최대  

분광 투과율
시감투과율 적외선 투과율

313nm  

(%)

365nm  

(%)

최대  

(%)

최소  

(%)

근적외부 분광  

투과율

780nm~1,400nm (%)   

1.2 0.0003 50 100 74.4 69

1.4 0.0003 35 74.4 58.1 52

1.7 0.0003 22 58.1 43.2 40

2 0.0003 14 43.2 29.1 28

3 0.0003 2.8 17.8 8.5 12

4 0.0003 0.95 8.5 3.2 6.4

5 0.0003 0.30 3.2 1.2 3.2

6 0.0003 0.10 1.2 0.44 1.7

실내작업

어두운실내/비올때

운전/레져

실내/외이동

실외작업

차광렌즈의 차광번호 선택방법 KS P 8141 차광보호구 표준규격 발취

용도                     차광도 1.2 1.4 1.7 2 3 4 5 6

용접 현장의 주변작업 ○ ○ ○ ○ ○

아크용접

피복 아크용접 ~30A ○ ○

가스 실드 아크 용접 주변작업 ○ ○ ○ ○ ○

아크 에어 가우징 주변작업 ○ ○ ○ ○ ○

가스용접 

절단작업

중금속 용접 및 납땜 (1)

~70ℓ ○

70~200ℓ ○

200~800ℓ ○

방사플럭스 (3)에  

따른 용접 (경금속)

~70ℓ (4d) ○

70~200ℓ (5d) ○

200~800ℓ (6d) ○

산소절단 (2)
900~2000ℓ ○

2000~4000ℓ ○

플라즈마 절단 주변작업 ○ ○ ○ ○ ○

고열작업

고로, 강편가열로 조괴 등의 작업 ○

저로, 평로 등의 작업 ○ ○ ○

전기로 작업 ○

자외선 차단 보안경 용도

눈에 대하여 해로운 자외선이 존재하는 작업장에서 눈을 보호하

기 위하여 사용하는 제품입니다. (용접작업시 및 일반적인 화기 

사용 작업시에는 절대 사용하지 마십시요)

차광보안경(차광보호구)의 효능

눈에 대하여 유해광선(자외선 및 적외선 또는 강렬한 가시광선)

이 발생하는 작업장에서 눈을 보호하기 위한 제품입니다. 가스용

접, 용단작업, 용단의 주변작업, 용광로 작업 등에서 사용합니다.

1.   작업자 뿐만 아니라 주변 작업자, 방문자도  

유해광선으로부터 눈을 보호하기 위하여 착용해야 합니다.

2.  가시광선의 인체에 유해한 강한 빛을 저하시킵니다.

3.  아크로부터 발생하는 유해 자외선, 적외선을 차단합니다.

4.   용광로 고열의 작업에서 발생하는 유해 자외선,  

적외선을 차단합니다.

5.   아크나 용광로의 눈부신 광선을 약하게 해서 발광원의  

상태를 관찰할 수 있습니다.

100

90

80

70

60

50

40

30

20

10

0
200 250 300 350 400 (nm)

자외선 차단 그래프

차단율

(%)

주 (1) 1시간당 아세틸렌 사용량(ℓ). (2) 1시간당 산소 사용량(ℓ). (3) 가스용접 및 납땜할때 플럭스를 사용하는 경우 나트륨 580nm의 강한 광이 방사된다. 이 파장을 선택적으로 흡수하는 필터(d라 한다)를 

조합해서 사용한다. 보기) 4d라 함은 차광번호 4에 d필터를 겹친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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잭슨세이프티*

V30 네머시스 보안경

1. 부드러운 착용감을 느낄 수 있는 재질의 안경다리로 제작되어 있습니다.

2. Neck Cord(보안경 목걸이) 제공합니다.

3. 시야각이 넓은 광각 디자인을 적용하였습니다.

4. 폴리카보네이트 렌즈를 사용하여 강한 내구성을 제공합니다.

5. UV 99.9% 차단효과가 있습니다.

제품명 제품코드 프레임 렌즈 색상 규격 또는 등급 코팅처리 제품포장

잭슨세이프티* V30 네머시스 AMB/BLK 4801980 블랙  엠버 자외선용(#1.2) 12개/카톤, 1카톤/케이스

잭슨세이프티* V30 네머시스 CLR/BLK 4802080 블랙 무색 프라스틱보안경 12개/카톤, 1카톤/케이스

잭슨세이프티* V30 네머시스 CLR AF/BLK 4802180 블랙 무색 프라스틱보안경 안티포그 12개/카톤, 1카톤/케이스

잭슨세이프티* V30 네머시스 SMR/BLK 4802480 블랙 스모크미러 자외선용(#3) 12개/카톤, 1카톤/케이스

잭슨세이프티* V30 네머시스 IR5/BLK 4802680 블랙 IR5 용접용(#5) 12개/카톤, 1카톤/케이스

1 2 3 4 5

잭슨세이프티*

V30 네머시스 VL 보안경

1. 무테렌즈를 활용하여 폭넓은 시야감을 제공합니다.

2. Slip-Stop 안경다리를 이용하여 안경이 흘러내리는 것을 방지합니다.

3. Neck Cord(보안경 목걸이)제공으로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4. UV 99.9% 차단효과가 있으며, 김서림 방지 코팅렌즈를 적용하였습니다.

5. 폴리카보네이트 렌즈를 사용하여 강한 내구성을 제공합니다.

6. 초경량 무테렌즈를 적용했습니다.(25g, Nemesis 모델보다 약 20% 가벼움)

제품명 제품코드 프레임 렌즈 색상 규격 또는 등급 코팅처리 제품포장

잭슨세이프티* V30 네머시스  

VL CLR AF/GNM
4802880 건메탈 무색 프라스틱보안경 안티포그 12개/카톤, 1카톤/케이스

잭슨세이프티* V30 네머시스  

VL SMK/GNM
4802980 건메탈 스모크 자외선용(#3) 12개/카톤, 1카톤/케이스

1 2 3 5 64

보안경

잭슨세이프티*

V40 맥스파이어 보안경

1. 4단 안경다리 조절기능을 통하여 개인 체형별로 맞춤 조절이 가능합니다.

2. 이마 보호대와 연질의 코받침대를 통하여 편안한 착용감을 제공합니다.

3. 김서림 방지 및 스크래치 방지 기능이 있습니다.

4. UV 99.9% 차단효과가 있습니다.

5. 베이스커브를 통하여, 세련된 디자인을 돋보이게 만들었습니다.

6. 탄력있는 프레임으로 부드러운 밀착감을 극대화시켰습니다.

제품명 제품코드 프레임 렌즈 색상 규격 또는 등급 코팅처리 제품포장

잭슨세이프티* V40 맥스파이어  

CLR/BLK
4805680 블랙 무색  프라스틱보안경 안티포그 12개/카톤, 1카톤/케이스

잭슨세이프티* V40 맥스파이어  

SMOKE/BROWN
4805780 브라운 스모크 자외선용(#3) 안티포그 12개/카톤, 1카톤/케이스

1 2 3 4

잭슨세이프티*

V50 에픽 보안경 

1. 초강력 김서림 방지 코팅이 되어 있어 안티포그 기능성이 탁월합니다.

2. 강력한 스크래치 방지 코팅처리가 되어 있어, 렌즈 품질이 탁월합니다.

3. 헤드밴드와 안경다리 2가지 타입이 적용이 가능합니다.

4. 소프트 패드, 부드러운 코받침으로 편안한 착용감을 제공해줍니다.

5. CROSS VENT 2* 통풍 기능으로 공기흐름이 원활합니다.

6. 99.9% UV 차단 효과를 제공합니다.

제품명 제품코드 프레임 렌즈 색상 규격 또는 등급 코팅처리 제품포장

잭슨세이프티* V50 에픽  

CLR SAF/BLK&RED
4820180 블랙 무색 프라스틱보안경 안티포그 12개/카톤, 4카톤/케이스

1 2 3 4 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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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경

잭슨세이프티*

V50 OTG 보안경

1. 7단 각도조절 안경테를 통하여 유연한 착용감을 제공합니다.

2. 안경다리 길이 조정기능이 있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넓은 렌즈를 적용하여, 안경위에 착용이 가능합니다.

4. 김서림 방지 기능 코팅 렌즈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5. 방탄소재 폴리카보네이트 렌즈가 적용되어 있어 내구성이 강합니다.

제품명 제품코드 프레임 렌즈 색상 규격 또는 등급 코팅처리 제품포장

잭슨세이프티* V50 OTG CLR AF/CLR 48200 무색   무색 프라스틱보안경 안티포그 12개/카톤, 4카톤/케이스

1 2 3 4

잭슨세이프티*

고글 SG-24 보안경

1. 오염물 침투를 방지하기 위하여 간접통기구(Indirect Vent)방식을 적용하였습니다.

2. 렌즈 내측면에 김서림 방지를 위한 안티포그(Anti Fog)공법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3. 렌즈 손상 방지를 위한 안티 스크래칭(Anti Scratch) 특수 코팅이 되어 있습니다.

4. 99.9% UV 차단 효과를 제공합니다.

5.  폴리카보네이트 렌즈를 사용하여, 작업 현장의 각종 오염물로부터 안면 및  

눈을 보호해 줍니다.

제품명 제품코드 프레임 렌즈 색상 규격 또는 등급 코팅처리 제품포장

잭슨세이프티* 고글 SG-24 48051 그린  무색 프라스틱보안경 안티포그 12개/카톤, 10카톤/케이스

1 2 3 4

잭슨세이프티*

V80 레볼루션 보안경

1. 편안하게 조절이 가능한 네오플렌 끈 타입으로 제작되었습니다.

2. 눈과 코 주위에 연질재질의 소재를 사용하였습니다.

3. VISICLEAR* Anti-Fog 코팅을 통하여, 긁힘 방지기능과 정전기 방지기능을 제공합니다.

4. CROSS VENT 기술이 공기의 통풍을 원활하게 해주고, 습기를 유지해줍니다.

5. 폴리카보네이트 렌즈를 적용하여 강한 내구성을 제공해줍니다.

6. 화학약품 및 액체가스 침투최소화를 위한 밀착폼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제품명 제품코드 프레임 렌즈 색상 규격 또는 등급 코팅처리 제품포장

잭슨세이프티* V30 레볼루션 BLU/CLR 48048 파란색 무색 프라스틱보안경 안티포그 1개/카톤, 30카톤/케이스

1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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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속적으로 소음에 노출되면 영구적으로 

청력에 손상이 올 수 있습니다.

●  청력의 손상은 점진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발견했을 때는 이미 회복이 

불가능 합니다.

●  작업환경에 맞는 청력보호구를 

제공함으로써,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부터 청력을 보호해줍니다.

●  유한킴벌리의 청력보호구 솔루션은, 

생산성 향상과 작업자의 안전을 

담보하여, 사용 현장 별 최적의 

제품으로, 최적의 근로환경을 만들어 

줍니다.

Health and Safety – 다양한 작업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위험요소에 대한,

솔루션 선택이 가능하여, 더 건강하고 

안전하게 작업이 가능합니다.

Productivity – 작업환경에 따라 구분된 

청력보호구 솔루션을 통하여, 최적화된 

생산성을 현장에서 유지할 수 있습니다.

Profitability – 대표사업장에서 주로 

사용하는 유한킴벌리 산업용품 브랜드는

사용 수명을 늘려줘서 불필요한 개인보호구 

교체를 막아주고 낭비요소를 제거합니다.

Fact: Our
solutions:

Your 
benefits:

JACKSON SAFETY*

Hearing Protection 
잭슨세이프티* 청력보호구

잭슨세이프티* 
청력보호구 선택가이드

지속적으로 소음에 노출되면 영구적으로 청력에 손상이 올 

수 있습니다. 청력의 손상은 점진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발견했을 때는 이미 회복이 불가능합니다. 한번 손상된 

청력 세포는 회복되거나 재생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본인 직업의 연계성 고려 

해당 작업장의 안전부서/환경부서 문의

•�충분한 청력 보호구 종류 검토 후 제조사 확인 

제조사의 가이드라인 검토 필수

•본인에게 최대한 잘 맞는 보호구 선택

덥고 습한 외부 작업장

•작은 사이즈로 인한 보관 용이성

•�다른 PPE 제품과 함께 착용하기 쉬우며,  

귀덮개와도 함께 사용 가능

•덥고 습한 지역에서 장시간 착용 가능

•폐쇠된 공간에서의 사용 편리성

쾌적한 실내/외부 작업장

•사용자들간의 효과에 대한 편차가 적음

•대부분의 머리 크기에 착용 가능

•쉽게 착용 여부를 볼 수 있어 관리감독 편리

•부적적한 사용이나 분실의 가능성이 적음

청력 보호구 착용의 필요성

청력 보호구 선택 시 고려사항

귀마개와 귀덮개 선택의 기준

정상적인 청력 세포 소음으로 손상된 청력 세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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잭슨세이프티* 
청력보호구 선택가이드

청력 보호구 규격

규격 /등급: 산업안전보건공단 기준: 의무안전인증Ear Plugs

가장 일반적인 형태의 

귀마개. 프리몰딩 타입으로 

제작되며, 맞춤형 귀마개 

제작 가능.  

외이도에 직접 삽입됨.

Semi-insert  

Ear Plugs

헤어밴드가 착용된 귀마개.  

짝으로 구성되어  

외이도 끝에 걸쳐서 사용

Ear Muffs

부드러운 쿠션과  

함께 귀 전체를 감싸는  

헤드폰 형태의  

청력 보호구

청력 보호구의 종류

EN 352 근거 

(CE 인증의 기준.  유럽 안전,환경 보호 기준)

•80dB 미만 : 방음보호구를 반드시 지급 할 필요는 없음

•80dB 이상 : 방음 보호구를 반드시 지급하여야 함

•85dB : 보호구 지급 및 착용이 반드시 이루어 져야 함

청력 보호구 착용 기준

종류 등급 기호 성능 비고

귀마개

1종 EP-1
저음부터 고음까지  

차음하는 것

귀마개의 경우  

재사용 여부를  

제조특성으로 표기

2종 EP-2

주로 고음을 차음하고  

저음(회화음영역)은  

차음하지 않는 것

귀덮개 - EM -

※  유한킴벌리에서 취급하는 품목

※  유한킴벌리에서 취급하는 품목

잭슨세이프티* H70 방음 귀덮개 

EP-106

일반형
가벼운 무게, 부드러운 쿠션으로 장시간 편안한 착용감, 다양한 방향에서 착용 가능

• 쉽고 조정 가능한 헤드밴드 사이드 구조와  절연 재질로 안전하게 사용 가능합니다.

• 부드러운 쿠션으로 장시간 사용하셔도 편안한 착용감을 제공합니다.

•  세가지 방향에서 착용 가능하여 헬멧 등의 타 보호구와 동시 착용 가능해 편리합니다.  

(머리 위, 목 뒤, 턱 밑으로 착용 가능)

제품명 제품코드 색상 제품포장

잭슨세이프티* H70 방음 귀덮개 (EP-106) 48500 노랑 1개/카톤, 12카톤/케이스

잭슨세이프티* H10 귀마개 

어디에서나 사용 가능한 산업 현장 표준형 귀마개

• 삽입이 용이한 종형 타입으로 쉽게 눈에 띄는 일관된 디자인으로 제작되었습니다.

• 편안한 착용감, 지속적인 복원력을 유지하는 부드러운 폼으로 만들어졌습니다.

•  이중 청음 차단이 필요시 귀덮개와 더불어 사용 가능합니다.

•  사용자 기호에 따른 목걸이형 끈으로 활용 가능합니다. 

제품명 제품코드 패키지 끈유무 제품포장

잭슨세이프티* H10  귀마개 (C) 48003 폴리백 O 100조/카톤, 8카톤/케이스, 800조/케이스

H10 대용량 벌크팩
(디스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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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ientific Products

●  고도의 크린룸 공정을 요구하는 

현장에서는 청결도 관리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  잘못된 제품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소한 공정상의 오염은, 회사의 막대한 

손실 및 인명의 피해를 입힐 수 있습니다.

●  크린룸 공정의 관리를 위한 

유한킴벌리의 고품질 Scientific 제품은 

생산공정을 보호해줄 수 있는 솔루션 

입니다.

 

●  유한킴벌리 Scientific 솔루션은 

제조공정을 안전하게 보호해 줄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공정에 맞는 최적의 

제품을 제공하여, 최적의 생산성을 

유지하는 솔루션이 될 것입니다.

Health and Safety – 다양한 작업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소로부터 작업자들을 

안전하게 보호해줍니다.

Productivity – 작업환경 및 크린룸  

현장의 청결도에 따라 구분된 Scientific 

솔루션을 통하여, 최적의 생산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Profitability – 대표사업 현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유한킴벌리 Scientific 

솔루션은, 공정의 청결도와 작업자의 안전을 

보장해줌으로써, 제조상 공정의 오염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손실로부터

여러분을 지켜줄 것입니다.

Fact: Our
solutions:

Your 
benefits:

사이언티픽 제품

제품 특징

•  Latex Free, Static dissipative in use

• 12"(30.5cm) 길이, 멸균 개별 포장 및 2중 포장 

•  ISO Class 4(Class 10) 크린룸 환경 사용 권장

제품명 색상 제품코드 6.5 7.0 7.5 8.0 제품포장

킴테크 퓨어*G3 멸균 
STERLING* 나이트릴 글러브

Grey 44417 44418 44419 44420
1 pair/poly pouch, 30 pairs/ 
double poly bag, 10 double 

bags, 300 pairs/case

킴테크 퓨어* G3 멸균  

STERLING* 나이트릴 글러브

제품 특징

•  Latex Free, Static dissipative in use, Smooth finish

• 손끝 미끄럼 방지 처리(Non-slip/textured finish)

•  ISO Class 4(Class 10) 크린룸 환경 사용 권장

•  12"(30.5cm) 길이, 2중 포장, Power Free

제품명 색상 제품코드 XS S M L 제품포장

킴테크 퓨어*   
G3 NxT 나이트릴 글러브

white 44309 44310 44311 44312
100 gloves/bag, 

10 bags/case, 1000 

킴테크 퓨어* G3  

NxT 나이트릴 글러브

제품 특징

•  Powder Free, 손바닥/손끝 미끄럼 방지 처리

•  12"(30.5cm) 길이, 멸균 개별 포장 및 2중 포장

•   ISO Class 4(Class 10) 크린룸 환경 사용 권장

킴테크 퓨어* G3 멸균  

라텍스 글러브

제품 특징

•  Latex Free, Static dissipative in use, Enhanced grip feeling

•  손끝 미끄럼 방지 처리(Non-slip/textured finish)

•  ISO Class 4(Class 10) 크린룸 환경 사용 권장

• 12"(30.5cm) 길이, 2중 포장, Power Free

제품명 색상 제품코드 XS S M L 제품포장

킴테크 퓨어* 
G3 White 나이트릴 글러브

White 44299 44300 44301 -
100 gloves/bag,  

10 bags/case, 1000 

킴테크 퓨어* G3  

White 나이트릴 글러브

EN374-2-2003

LEVEL 2

EN374-2-2003

LEVEL 2

EN374-1-2003

EN374-1-2003

0123

0123

멸균
포장

멸균
포장

AQL 
1.5

AQL 
1.5

AQL 
1.5

AQL 
1.5

ISO Class4
(Class 10)

ISO Class4
(Class 10)

ISO Class4
(Class 10)

ISO Class4
(Class 10)

제품명 색상 제품코드 6.5 7.0 7.5 8.0 제품포장

킴테크 퓨어*

G3 멸균 라텍스 글러브
Natural 44410 44411 44412 44413

1 pair/poly pouch, 20 pairs/ 
double poly bag, 10 double 

bags, 200 pairs/case

※주의사항 : 라텍스 글러브는 알러지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천연 라텍스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Cleanroom Glov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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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특징

•  Latex Free, Static dissipative in use, Lightly roughened finish

•  Enhances grip particularly when the product is wet

•  ISO Class 4(Class 10) 크린룸 환경 사용 권장

•  12"(30.5cm) 길이, 2중 포장, Power Free

제품명 색상 제품코드 XS S M L 제품포장

킴테크 퓨어*  
G3 Blue 나이트릴 글러브

Blue - 44313 44314 44315
100 gloves/bag, 

10 bags/case, 
1000 gloves/case

킴테크 퓨어* G3 

Blue 나이트릴 글러브

AQL 
1.5

제품 특징

•  Latex Free

•  5mil(0.14mm) 두께 : 밀착력 강화, 미끄럼방지 처리

•  대용량 포장(Value-priced)

•  12"(30.5cm) 길이

킴테크 퓨어* G3 

EvT 나이트릴 글러브

제품명 색상 제품코드 XS S M L 제품포장

킴테크 퓨어*  
G3 EvT 나이트릴 글러브

white 44404 44405 44406 44407
250 gloves/bag,  

6 bags/case, 
1500 gloves/case

AQL 
1.5

ISO Class4
(Class 10)

제품 특징

• Powder Free, 손바닥/손끝 미끄럼 방지 처리

•  ISO Class 5(Class 100) 크린룸 환경 사용 권장

•  12"(30.5cm) 길이, 2중 포장

제품명 색상 제품코드 S M L 제품포장

킴테크 퓨어*  
G5 라텍스 글러브

Nature 44400 44401 44402
100 gloves/bag, 

10 bags/case,  
1000 gloves/case

킴테크 퓨어* G5 

라텍스 글러브

※주의사항 : 라텍스 글러브는 알러지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천연 라텍스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AQL 
1.5

ISO Class5
(Class 100)

Cleanroom Gloves

제품 특징

•  Natural rubber latex, Powder Free

•  전면 미끄럼 방지 돌기 처리 : 밀착력 강화

•  다양한 두께 선택 가능

제품명 색상 길이
두께 제품코드

제품포장
 (fingertip) XS S M L

크린가드 G10 PFE-Xtra  
라텍스 글러브

Natural
28.5cm

10 mil
(0.26mm)

- 44129 44127 44128
50 Gloves/Carton,  
10 Cartons/Case,
500 Gloves/Case

크린가드 G10 PFE  
라텍스 글러브

Natural 24.1cm
6 mil

(0.16mm)
44121 44122 44123 44124

100 Gloves/Carton, 
10 Cartons/Case,

1,000 Gloves/Case

킴벌리-클라크  
Comfort 라텍스  글러브

Natural 24.1cm
5 mil

(0.14mm)
44106 44107 44108 44109

100 Gloves/Carton, 
10 Cartons/Case,

1,000 Gloves/Case

킴벌리-클라크  

PFE 라텍스 글러브

AQL 
1.5

제품 특징

•  Latex Free, Powder Free

• 부드러운 촉감(Smooth)

• 5.9mil(0.15mm) 두께 : 밀착력 강화

•  9.5"(24.1cm) 길이

제품명 색상 제품코드 Small Medium Large 제품포장

킴벌리-클라크 
Smoot Blue 나이트릴 글러브

Blue 44113 44114 44115
100개/1카톤,  
10카톤/1박스

킴벌리-클라크

Smoot Blue 나이트릴 글러브

AQL 
2.5

Examination Glov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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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특징

• Latex Free, Powder Free, Static dissipative in use

• 0.09mm 두께 (손가락) : 손가락 미끄럼 방지 처리

• 부드러운 착용감, 대용량 포장

• 9.5"(24cm) 길이

킴테크 사이언스*  

Green 나이트릴 글러브

제품 특징

•Latex Free, Powder Free, Silicone free

•0.15mm 두께 (손가락) : 손가락 미끄럼 방지 처리

• 물기가 있는 상태의 미끄럼 방지 효과 개선

•9.5"(24cm) 길이, Static dissipative in use

킴테크 사이언스*  

Purple 나이트릴 글러브

AQL 
0.65

AQL 
0.65

제품명 색상 길이
두께 제품코드

제품포장
(fingertip) XS S M L

킴테크 사이언스* 
Green 나이트릴 글러브

Green
9.5”

(24.1cm)
0.09mm 44116 44117 44118 44119

250 Gloves/Carton, 
6 Cartons/Case,

1,500 Gloves/Case

제품명 색상 길이
두께 제품코드

제품포장
(fingertip) XS S M L

킴테크 사이언스*   
Purple 나이트릴 글러브

Purple
9.5”

(24.1cm)
0.15mm 44140 44141 44142 44143

100 Gloves/Carton, 
10 Cartons/Case,

1,000 Gloves/Case

EN374-2-2003

LEVEL 3

EN374-1-2003

0120

제품 특징

•  Latex Free, Powder Free, Silicone free

• 0.09mm 두께 (손가락) : 손가락 미끄럼 방지 처리

• 부드러운 착용감, 실험실용 기구 조작 시 용이 

•  9.5"(24cm) 길이, Static dissipative in use

킴테크 사이언스*  

Sterling 나이트릴 글러브

AQL 
0.65

제품명 색상 길이
두께 제품코드

제품포장
(fingertip) XS S M L

킴테크 사이언스*  
Sterling 나이트릴 글러브

Grey
9.5”

(24.1cm)
0.09mm 44146 44147 44148 44149

150 Gloves/Carton, 
10 Cartons/Case,

1,500 Gloves/Case

EN374-2-2003

LEVEL 3

EN374-1-2003

0120

EN374-2-2003

LEVEL 3

EN374-1-2003

0120

KIMTECH SCIENCE*     
작업에서 각 요소들은 성과에 영향을 미치며, 작업효율성과 효과성을 극대화 시키는 

핵심은 올바른 도구의 사용입니다. 와이프올*은 닦아내는 작업부터 물/기름을 

흡수하는 모든 과정의 작업들을 위해 고안되었습니다. 와이프올*은 고객들이 최고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실현하는데 도움을 주는 최고의 도구입니다.

킴테크*는 좋은 제품으로 작업환경과 사람을 모두 보호하는 것을 추구합니다.

이러한 보호를 통해 작업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위험을 줄이고, 작업 효율성을 

증대시킵니다. 킴테크*가 제공하는 가치와 신뢰를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79년간 탁월한 품질로 안전 보호장비 기준을 만들어온 안전용품의 대명사 

잭슨세이프티*는 보안경, 귀마개, 안전화, 글로브 용접면 등 오랜시간 사랑받고 있는 

안전장비 브랜드입니다.

산업현장과 일상생활에서 사용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제작된 유한킴벌리의 대표 

안전 보호구 브랜드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