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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of Contents3M은 보이지 않는 안전까지 생각합니다.
3M은 작업현장의 보이지 않는 안전까지 고려한 Total Solution을 제공하기 위해
끊임없는 연구와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혁신적인 기술을 적용한 최고의 제품을 지원하는 한국쓰리엠은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작업환경과
당신의 건강을 약속드립니다. 

이제 당신의 안전을 생각한 3M만의 성능을 직접 느껴 보십시오



안면부 여과식 방진마스크
Disposable Respirator

3M™ 쿨플로우™ 배기밸브의 효과는 3M의 특화기술입니다.
적외선 온도계로 측정한 사진을 보면 배기밸브가 없는 오른쪽 사진은 
더운 공기가 신속히 빠져나가지 못하므로 내부 온도가 상승하여 
붉은색으로 표시됩니다. 
왼쪽의 배기밸브가 있는 마스크는 숨을 내쉴 때 더운 공기가 외부로 
신속히 배출되므로 내부의 온도가 낮아지는 것을 보여줍니다.

3M™ 쿨플로우™ 배기밸브 부착시

온도가 낮다(파란부분) 온도가 높다(붉은부분)

3M™ 쿨플로우™ 배기밸브 미부착시

초정전 필터 
25000 볼트 이상의 초고압 전류로 정전처리된 
필터는 3차원 구조로 입자를 포집하여 오히려 
숨쉬기는 편안하고 수명이 오래 가도록 설계 
되었습니다.

 3M 방진마스크에는 아래의기술들이 집약되어 있습니다.

3M 제품에 적용된 신기술들

냄새 제거용 활성탄 첨가 
쓰리엠만의 독특한 기술로 미세화된 
최첨단 활성탄을 첨가하여 작업시 
발생하는 냄새를 제거해 줍니다.

안면부 밀착처리 
부드럽고 밀착이 잘되는 소재를 채택하여 
착용감이 우수합니다.

M 자형 노우즈 클립
코부분의 형태에 맞게 인체 공학적으로 설계된 
M자형 클립은 적은 압력으로도 콧등을 완벽하게 
밀착하여 줍니다.

난연성 커버
난연성(Flame Resistant)을 위한 특수 
필터 및 보호층으로 설계되었습니다.

3M™ 쿨플로우™ 배기밸브
3M만의 특화 기술로 제작된 배기 밸브는 마스크 내부의 습기나 더운 공기를 
일방향으로 배출하여 쾌적한 작업을 가능하게 합니다.

미세조절 가능 머리끈 
조절이 가능한 머리끈입니다.

오일성 액상대응 필터 
액체가(오일 성분 포함) 마스크 표면에 묻지 
않도록 특수처리된 표면은 필터의 수명을 
더욱 연장시켜 줍니다.

다른 3M 안전보호구와의 맞춤 디자인
3M만의 혁신적인 디자인으로 설계되어 보안경이나 
다른 보호장비를 동시에 착용해도 불편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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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급 방진마스크 
    1) 분진/미스트 
    2) 분진/미스트 (특수 흡착층 첨가 )
2. 1급 방진마스크 
    1) 분진/미스트/용접흄 
    2) 분진/미스트/용접흄 (특수 흡착층 첨가 )
3. 특급마스크 
    고효율 HEPA 

3M 은 세계 최초로 컵스타일의
안면부 여과식 방진마스크를 개발하여
호흡보호구의 혁신을 이루어 냈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방진성능과 힘든 작업에서도
오래 지속되는 편안한 호흡은 3M의 약속입니다.



분진/미스트 Dust / Mist

2급 방진마스크나에게 맞는 방진마스크 고르는 방법

사용가능 작업장소

·모든 제조업의 분진 발생 작업장소에서 사용가능.
·원료취급, 장비의 점검 수리, 청소 등.
·광물, 석탄, 철광석, 밀가루, 금속, 목재, 꽃가루 등 입자상 물질이 발생하는 작업 등

2 급

8605
·한국인의 얼굴형에 잘 맞게 설계된 컵스타일 디자인
·소단위 포장 (10개/박스)
·신축성이 뛰어난 머리끈

8710L
·한국인의 얼굴형에 잘 맞게 설계된 컵스타일 디자인
·우수한 착용감과 내구성을 갖춘 머리끈

8710G
·한국인의 얼굴형에 잘 맞게 설계된 컵스타일 디자인
·우수한 착용감과 내구성을 갖춘 머리끈
·표면이 회색으로, 이물질이 묻어도 쉽게 더러워지지 않음

8110S
·미국 NIOSH N95 등급
·작은 얼굴형에 맞는 소형 사이즈
·조절가능한 노즈클립으로 높은 밀착도 제공

8210
·미국 NIOSH N95 등급
·초음파 융착 방식의 머리끈 부착

8812K
·한국인의 얼굴형에 잘 맞게 설계된 컵스타일 디자인
·3M™ 쿨플로우™ 배기밸브 부착 - 더운 공기를 빠르게 배출하여 쾌적한 마스크 내부
·우수한 착용감과 내구성을 갖춘  머리끈

9102

·가로형 접이식 디자인
·정확한 착용을 도와주는 조절 탭
·착용 중 의사소통을 용이하게 해주는  V 자형 주름
·넓고 부드러운 노즈클립으로 높은 밀착도 제공
·얼굴 크기에 따른 두 가지 사이즈  (일반형 : 9102 / 소형 : 9102S)

예

예

9332K+

예 예

8833(P3)8233(N100) 8293(P100)

8514

방진 2급 마스크 사용 가능 장소

8214

석면취급장소 혹은 베릴륨 등과 같이 독성이 
강한 물질들을 함유한 분진 등이 발생하는 
장소인가요? (방진 특급 마스크 착용장소)

방진 특급

방진 1급

방진 2급

아니오

아니오

예

예

예

아니오

8922C

8512

8840A

8577

8576

프리미엄 마스크를 
찾으세요?

9322K+

8822

마스크를 자주 쓰고 벗는 
작업조건인가요?

예접이식을 찾으세요?

아니오

아니오

안전모와 함께 
착용하세요?

아니오

9310K+

9002V

8812K

9914

9913K 8247

8246

예 예

예

예

예

예

아니오

아니오

아니오

아니오

온도가 높은 작업장이거나
더 숨쉬기 편한 마스크를 찾으세요?

8210 86058710L 8710G

더 숨쉬기 편한 마스크를 찾으세요?

온도가 높은 작업장이거나
더 숨쉬기 편한 마스크를 

찾으세요?

산성계열 냄새

머리끈 조절이 
필요한가요?

접이식을
 찾으세요?

예

예

예

예

8922

산성계열 냄새

접이식을 찾으세요?

아니오

아니오

아니오

아니오

아니오

페이스실이 있는 
마스크를 찾으세요?

예

작업현장에서 냄새가 발생하여 
활성탄층이 첨가된 마스크가 

필요한가요?

머리끈 조절이 필요한가요?

금속흄 등의 열적 혹은 기계적 분진이 발생하는 
장소인가요? (방진 1급 마스크 착용장소)

작업현장에서 냄새가 발생하여 활성탄층이 
첨가된 마스크가 필요한가요?

프리미엄 마스크를 찾으세요?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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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가능 작업장소

·2급 방진마스크 사용 가능한 작업장소 포함. 
·용접, 주물, 단조, 주조, 제련, 제강 등 금속가공, 그라인딩, 샌딩, 청소, 절단 작업 등
·광물, 석탄, 철광석, 밀가루, 금속, 목재, 꽃가루 등 입자상 물질이 발생하는 작업 등

1 급

8822
·한국인의 얼굴형에 잘 맞게 설계된 컵스타일 디자인
·우수한 착용감과 내구성을 갖춘 머리끈
·3M™ 쿨플로우™ 배기밸브 부착 - 더운 공기를 빠르게 배출하여 쾌적한 마스크 내부

8922

·한국인의 얼굴형에 잘 맞게 설계된 컵스타일 디자인
·우수한 착용감과 내구성을 갖춘 머리끈
·3M™ 쿨플로우™ 배기밸브 부착 - 더운 공기를 빠르게 배출하여 쾌적한 마스크 내부
·부드러운 페이스실 적용
·고리를 이용한 손쉬운 착용 

8840A

·한국인의 얼굴형에 잘 맞게 설계된  컵스타일 디자인
·쉽고 빠른 착용 방식
·조절가능한 머리끈
·3M™ 쿨플로우™ 배기밸브 부착 - 더운 공기를 빠르게 배출하여 쾌적한 마스크 내부

9322K+

·3단 접이식 디자인
   - 음각된 패널로 보안경 김서림 최소화
   - Chin tab을 추가해 착용성 편리  
·3M™ 쿨플로우™ 배기밸브 부착  - 더운 공기를 빠르게 배출하여 쾌적한  마스크 내부
·착용감이 뛰어난 노즈폼
·개별포장

8322

·유럽 CE 인증 FFP2 등급
·3M™ 쿨플로우™ 배기밸브 부착 - 더운 공기를 빠르게 배출하여 쾌적한 마스크 내부
·안면밀착도를 높이고, 얼굴의 압박을 줄여주는 와이드실(Widesealing) 적용
·조절가능한 M 클립으로 높은 밀착도  제공

8511

·미국 NIOSH N95 등급
·3M™ 쿨플로우™ 배기밸브 부착 - 더운 공기를 빠르게 배출하여 쾌적한 마스크 내부
·안면밀착도를 높이고, 얼굴의 압박을 줄여주는 와이드실(Widesealing) 적용
·조절가능한 M 클립으로 높은 밀착도 제공

8512

·미국 NIOSH N95 등급
·안면밀착도를 높이고, 얼굴의 압박을 줄여주는 와이드실(Widesealing) 적용
·3M™ 쿨플로우™ 배기밸브 부착 - 더운 공기를 빠르게 배출하여 쾌적한 마스크 내부
·조절가능한 머리끈

분진/미스트/용접흄 Dust / Mist / Welding Fume

1급 방진마스크

2 급

9002V

·세로형 접이식 디자인
·3M™ 쿨플로우™ 배기밸브 부착 - 더운 공기를 빠르게 배출하여 쾌적한 마스크 내부
·안면부 형상을 고려한 곡면구조로 착용감 우수
·개별포장

9310K+

·3단 접이식 디자인
    - 음각된 패널로 보안경 김서림 최소화
    - Chin tab을 추가해 착용성 편리  
·착용감이 뛰어난 노즈폼
·개별포장

사용가능 작업장소

·모든 제조업의 분진 발생 작업장소에서 사용가능.
·원료취급, 장비의 점검 수리, 청소 등.
·광물, 석탄, 철광석, 밀가루, 금속, 목재, 꽃가루 등 입자상 물질이 발생하는 작업 등
·건설업, 농업등 입자상 물질과 냄새가 동시에 발생하는 작업 등
    * 8246 : 유리식각, 제지공정, 알루미늄 제련, 양조작업 등 입자상 물질과 산성계 냄새가 동시에 발생하는 작업에서 사용 가능

2 급

9913K
·냄새제거 흡착층 첨가
·한국인의 얼굴형에 잘 맞게 설계된  컵스타일 디자인

9914
·냄새제거 흡착층 첨가
·한국인의 얼굴형에 잘 맞게 설계된  컵스타일 디자인
·3M™ 쿨플로우™ 배기밸브 부착 - 더운 공기를 빠르게 배출하여 쾌적한 마스크 내부

8246
·산성계 냄새제거 흡착층 첨가
·미국 NIOSH R95 등급

8247
·냄새제거 흡착층 첨가
·미국 NIOSH R95 등급

분진/미스트 (특수흡착층 흡착층첨가)  Dust / Mist with Nuisance Od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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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효율 HEPA 필터

특급 방진마스크
사용가능 작업장소

·2급 방진마스크 사용가능 작업장소 포함. 
·용접, 주물, 단조, 주조, 제련, 제강 등 금속가공, 그라인딩, 샌딩, 청소, 절단 작업 등
·광물, 석탄, 철광석, 밀가루, 금속, 목재, 꽃가루 등 입자상 물질이 발생하는 작업 등
·주조작업, 건설업, 농업 등 입자상 물질과 냄새가 동시에 발생하는 작업 등
    * 8576 : 유리식각, 제지공정, 알루미늄 제련, 양조작업 등 입자상 물질과 산성계 냄새가 동시에 발생하는 작업

1 급

9913V

·냄새제거 흡착층 첨가
·3M™ 쿨플로우™ 배기밸브 부착
   - 더운 공기를 빠르게 배출하여 쾌적한 마스크 내부
·한국인의 얼굴형에 잘 맞게 설계된 컵스타일 디자인
·착용감이 뛰어난 노즈폼

8922C

·냄새제거 흡착층 첨가
·한국인의 얼굴형에 잘 맞게 설계된 컵스타일 디자인
·우수한 착용감과 내구성을 갖춘 머리끈
·3M™ 쿨플로우™ 배기밸브 부착 - 더운 공기를 빠르게 배출하여 쾌적한 마스크 내부
·부드러운 페이스실 적용
·고리를 이용한 손쉬운 착용

8576

·산성계 냄새제거 흡착층 첨가
·미국 NIOSH P95 등급
·3M™ 쿨플로우™ 배기밸브 부착
   - 더운 공기를 빠르게 배출하여 쾌적한 마스크 내부
·안면밀착도를 높이고, 얼굴의 압박을 줄여주는 와이드실(Widesealing) 적용
·조절가능한 M 클립으로 높은 밀착도 제공

8577

·냄새제거 흡착층 첨가
·미국 NIOSH P95 등급
·3M™ 쿨플로우™ 배기밸브 부착
   - 더운 공기를 빠르게 배출하여 쾌적한 마스크 내부
·안면밀착도를 높이고, 얼굴의 압박을 줄여주는 와이드실(Widesealing) 적용
·조절가능한 M 클립으로 높은 밀착도 제공

8514

·냄새제거 흡착층 첨가
·난연성 커버웹 적용
   (용접, 토치 절단,  브레이징, 납땜, 금속 혼입, 스테인리스/아연/알루미늄 작업 등에 적합)
·3M™ 쿨플로우™ 배기밸브 부착
   - 더운 공기를 빠르게 배출하여 쾌적한 마스크 내부
·4개의 스마트 조절 탭으로 자유로운 머리끈 길이 조절

8214

·냄새제거 흡착층 첨가 (오존 발생지역 및 작업환경에서의 오존 냄새 제거)
·난연성 커버웹 적용
   (용접, 토치 절단, 브레이징, 납땜, 금속 혼입, 스테인리스/아연/알루미늄 작업 등에 적합)
·3M™ 쿨플로우™ 배기밸브 부착
   - 더운 공기를 빠르게 배출하여 쾌적한 마스크 내부
·4개의 스마트 조절 탭으로 자유로운 머리끈 길이 조절
·부드럽고 밀착도 높은 페이스실 (Faceseal)

사용가능 작업장소

·2급 및 1급 방진 마스크 사용가능 작업장소 포함
·용접, 제약 공정, 합금 성형, 가공 작업 등
·납, 비소, 카드뮴, 석면 등 입자상 물질이 발생하는 작업 등
·연구소, 발전소 등 고위험성 분진 발생 작업장 등

특급

8833

·유럽 CE 인증 FFP3 등급
·3M™ 쿨플로우™ 배기밸브 부착
   - 더운 공기를 빠르게 배출하여 쾌적한 마스크 내부
·안면밀착도를 높이고, 얼굴의 압박을 줄여주는 와이드실(Widesealing) 적용
·조절가능한 M 클립으로 높은 밀착도 제공

9332K+

·3단 접이식 디자인
    - 음각된 패널로 보안경 김서림 최소화
    - Chin tab을 추가해 착용성 편리  
·3M™ 쿨플로우™ 배기밸브 부착
   - 더운 공기를 빠르게 배출하여 쾌적한 마스크 내부
·착용감이 뛰어난 노즈폼
·개별포장

8233

·미국 NIOSH N100 등급
·3M™ 쿨플로우™ 배기밸브 부착
   - 더운 공기를 빠르게 배출하여 쾌적한 마스크 내부
·부드럽고 밀착도 높은 페이스실 (Faceseal)
·조절가능한 머리끈
·개별포장

8293

·미국 NIOSH P100 등급
·3M™ 쿨플로우™ 배기밸브 부착
   - 더운 공기를 빠르게 배출하여 쾌적한 마스크 내부
·부드럽고 밀착도 높은 페이스실(Faceseal)
·조절가능한 머리끈
·개별포장

분진/미스트/용접흄(특수 흡착층 첨가) Dust / Mist / Welding Fume With Nuisance Od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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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M 방독용 정화통
5~20Å사이의 미세 세공이 잘 발달된 총 세공면적의 넓이가 탁월한 활성탄으로 만들어 집니다.
잡기 힘든 다양한 산업용 용제, 3M의 진보된 기술을 직접 느껴 보십시오.

활성탄의 현미경 사진 활성탄의 구조 3M 정화통의 세공적용 분포도

세공반경(Å)

5~20Å 사이의 미세 세공이 잘 발달되어 
가스 흡착력이 좋음

※대부분의 가스/증기는 5~20Å사이의 미세 세공
(micropore)에 흡착되며 Mesopore와 Macropore는
수질정화 등 액체처리에 효과가 있습니다.

Macropore

(구경 > 500Å)

Micropore

(구경 >20Å)

3M 호흡보호구 선택 가이드

오염물질 파악

농도파악

예

예

예

예

예

예

아니오

아니오

아니오

아니오

아니오

아니오

공기 정화식 사용금지.
SCBA를 사용하시오.

공기 정화식 사용금지.
SCBA를 사용하시오.

적합한 필터를 부착한 
반면형 3M 호흡보호구

적합한 필터를 부착한 
전면형 3M 호흡보호구

후드/헬멧과 적합한 
필터를 결합한  

3M 전면형 송기마스크나 PAPR

농도를 모릅니까?

산소 결핍의 
가능성이 있습니까?

<18%

농도가 TLV®/ PEL의
10배 이상입니까?

농도가 TLV®/ PEL의
100배 이상입니까?

농도가 TLV®/ PEL의
1000배 이상입니까?

농도가 IDLH를 
초과합니까?

정화통의 수명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1. 유해물질의 특성
2. 유해물질의 농도
3. 호흡률
4. 습도
5. 온도
6. 활성탄의 구조

정화통의 수명예측 방법

1. 수학적인 계산 모델:
   (http//csrv.3m.com/csrv)
2. 경험에 의한 대략적 방법
3. 실험실 테스트
4. 현장 테스트
5. 잔여 수명 결정 테스

(cc/g)

Mesopore

(20A > 구경 > 500Å)

필터 및 정화통 직결식 호흡보호구
Reusable Respir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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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흡보호구 면체와 정화통 및 필터를 결합하여 착용할 수 있는

3M™ 필터 및 정화통 직결식 호흡보호구
반면형 및 전면형, 단구형과 양구형으로 구성된 3M™ 필터 및 정화통 직결식 호흡보호구는 발생하는
유해 물질에 따라 선택의 폭이 매우 넓어 작업 현장의 다양한 요구 사항을 만족시켜 줄 수 있습니다.
작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분진, 흄, 가스 및 증기 등 여러 가지 산업용 유해물질로부터
작업자를 보호하는 3M™ 필터 및 정화통 직결식 호흡보호구로 더욱 안전하게 작업 하세요.

3M Service Life Software

쓰리엠의 혁신적인 기술로
정화통의 사용 수명 및 교환 주기를
살펴 보세요!

1. 6000 시리즈 
2. 3000 시리즈 
3. 7700 시리즈 



3M™ 7500 시리즈 반면형 면체는 가장 우수한 실리콘 소재로 밀착감을 극대화 하였습니다. 또한  장시간 사용시에도 편안하게 
착용할 수 있어 보다 향상된 생산성을 제공합니다.

양구형 마스크 Dual Facepie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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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형 면체

3M™ 7500 시리즈 마스크

3M™ 6500 시리즈 마스크
3M™ 6500 시리즈 반면형 면체는 실리콘 재질의 우수한 착용감과 내구성을 동시에 제공합니다. 또한 얼굴에 꼭 맞는 낮은 
디자인으로 편안한 착용감을 제공합니다.

·부드러운 실리콘 재질로 편안한 착용감 제공
·다양한 얼굴에 맞는 보다 향상된 밀착감 제공

·3단계로 조절 가능한 머리 지지대
·내구성이 강한 고탄력 머리끈

·7501 (소형)
·7502 (중형)
·7503 (대형)
·7522 (컴팩트 형)

·안전모 착용시 보다 편라하게 마스크를 쓰고
   벗을 수 있는 Drop Down 기능 제공

·하방식 배기 밸브
·낮은 배기 저항
·덥고 습한 작업장에서도 열기 및 땀의 배출이 용이
·교체 가능한 배기 밸브로 최적의 성능 제공

실리콘 면체

머리끈 및 머리 지지대

다양한 얼굴 형태에 맞춘 4가지 타입

3M™ Drop Down

3M™ Cool Flow™ 배기 밸브

·3단계로 조절 가능한 머리 지지대
·내구성이 강한 고탄력 머리끈

·세척 등 관리가 매우 간편함
·낮은 높이의 디자인으로 최대의 시야  확보
·용면접 등과 함께 착용시 최적의 편안함 제공

·6501/QL (소형)
·6502/QL (중형)
·6503/QL (대형)

·편안하면서도 확실한 밀착감과 편안함, 보호도를
    동시에 제공
·내구성이 강한 특수 실리콘
·내열성 강화로 고열의 작업장에서도 변형 없이
    장시간 사용 가능

·안전모 및 보안경 등과 함께 착용시 보다 편리하게 
    마스크를 쓰고 벗을 수 있게 설계

머리끈 및 머리 지지대

일체형 면체 디자인

다양한 얼굴 형태에 맞춘 4가지 타입

실리콘 면체

QL (Quick Latch) 기능

·하방식 배기 밸브
·낮은 배기 저항
·덥고 습한 작업장에서도 열기 및 땀의 배출이 용이
·교체 가능한 배기 밸브로 최적의 성능 제공

3M™ Cool Flow™ 배기 밸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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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구성 및 밀착성을 
    동시에 갖춘 머리끈
    및 머리 지지대
·간편하게 조절
    가능한 6개의
    머리끈 버클

·안경 착용자를 위한
    도수 렌즈 거치대

·스카치가드™ 처리로
    페인트 및 화학물질로부터
    렌즈를 보호함

·음성 전달판 기능으로
    대화가 용이함

·하방식 배기 밸브
·낮은 배기 저항
·덥고 습한 작업장에서도 
    열기 및 땀의 배출이 용이
·교체 가능한 배기 밸브로
    최적의 성능 제공

헤드 밴드 및 지지대

FF-400-20 스펙타클 키트

3M™ Scotchgard™ 처리된 렌즈

음성 전달판

3M™ Cool Flow™ 배기 밸브

페인트 등으로 부터 오염된 렌즈

3M™ FF-400 프리미엄 전면형 면체는 편안함과 내구성 및 가시성을 극대화 하였습니다. 3M™ Scotchgard™ 기술이 적용된 
대형 렌즈로 최적의 시야를 제공하며 부드럽지만 내구성 강한 실리콘 소재로 편안한 착용감을 제공합니다.

3M™ FF-400 시리즈 마스크

·FF-401 (소형)
·FF-402 (중형)
·FF-403 (대형)

다양한 얼굴 형태에 맞춘 3가지 타입

15 16

3M™ 6000 시리즈 마스크
3M™ 6000 전면형 및 반면형 면체는 가볍고 편안한 착용감을 제공하며 
3M™ 2000 시리즈 방진 필터 및 3M™ 6000 시리즈 정화통과 결합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쉽게 착용이 가능하도록 간편하게 조절 가능한
    4개의 머리끈 버클

·6700 (소형)
·6800 (중형)
·6900 (대형)

·6100 (소형)
·6200 (중형)
·6300 (대형)

·초경량 면체 82g
·세척 등 관리가 매우 간편함

·일체형 헤드 밴드
·4부분에서 조절이 가능
·쉽게 교체가 가능한 머리끈 결합 방식

·안경 착용자를 위한 도수 렌즈 거치대

·부드러운 실리콘 재질로 보다 편안한 착용감 제공
·다양한 얼굴에 맞는 보다 향상된 밀착감 제공

머리끈 및 머리 지지대

다양한 얼굴 형태에 맞춘 3가지 타입

다양한 얼굴 형태에 맞춘 3가지 타입

일체형 면체 디자인

헤드 밴드

6878 스펙타클 키트

실리콘 면체

·하방식 배기 밸브
·낮은 배기 저항
·덥고 습한 작업장에서도 열기 및 땀의 배출이 용이
·교체 가능한 배기 밸브로 최적의 성능 제공

3M™ Cool Flow™ 배기 밸브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인증 특급 방진 필터
·일반 분진, 용접, 금속 주물, 주조 및 단조 등 금속흄이 발생하는 작업
·미스트 발생 작업
·베릴륨, 석면, 방사능 분진 등 독성 분진 발생 작업

2091K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인증
·저농도, 유기화합물용, 할로겐용, 황화수소용, 아황산용, 암모니아용
·미국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의 인증에 따른 포름알데히드용

6006K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인증
·저농도, 유기화합물용, 할로겐용, 아황산용
·미국 산업안전 보건연구원의 인증에 따른 수은 증기용

6009S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인증
·방진·방독 겸용
·저농도, 유기화합물용, 할로겐용, 황화수소용, 아황산용, 암모니아용,
   특급 방진

60928K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인증
·방진·방독 겸용
·중농도, 유기화합물용, 할로겐용, 황화수소용, 시안화수소용, 
   아황산용, 암모니아용, 특급 방진
·전면형 마스크에만 결합하여 사용

6099

·스프레이 작업장의 Pre-Filter
·한국 산업안전 보건공단 인증필 제품

5N11/5P71 - 501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인증 1급 방진 필터
·일반 분진, 용접, 금속주물, 주조 및 단조 등 금속흄이 발생하는 작업
·미스트 발생 작업

2071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인증
·저농도 유기화합물용

6001K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인증
·저농도, 저농도, 할로겐용, 황화수소용, 아황산용

6002K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인증
·저농도, 유기화합물용, 할로겐용, 황화수소용, 아황산용

6003K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인증
·저농도 암모니아용

6004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인증
·저농도 유기화합물용
·미국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의 인증에 따른 포름알데히드용

6005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인증 특급 방진 필터
·일반 분진, 용접, 금속 주물, 주조 및 단조 등 금속흄이 발생하는 작업
·미스트 발생 작업
·베릴륨, 석면, 방사능 분진 등 독성 분진 발생 작업
·유기용제 냄새 및 오존냄새 제거 (방독 마스크로 사용 금지)

2097K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인증 1급 방진 필터
·일반 분진, 용접, 금속 주물, 주조 및 단조 등 금속흄이 발생하는 작업
·미스트 발생 작업
·유기용제 냄새 및 산성가스 냄새 제거(방독 마스크로 사용 금지)

2078K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인증 특급 방진 필터
·일반 분진, 용접, 금속 주물, 주조 및 단조 등 금속흄이 발생하는 작업
·미스트 발생 작업
·베릴륨, 석면, 방사능 분진 등 독성 분진 발생 작업
·2091K 대비 더욱 향상된 호흡 저항 및 수명 제공
·네팅(Netting) 커버웹으로 더욱 향상된 내구성 제공

2291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인증 1급 방진 필터
·일반 분진, 용접, 금속 주물, 주조 및 단조 등 금속흄이 발생하는 작업
·오일성 분진 및 오일 미스트 발생 작업
·501 리테이너와 결합하여 6000 시리즈 정화통과 함께 사용

5P71

·필터 결합용 리테이너

501

5N71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인증 1급 방진 필터
·일반 분진, 용접, 금속 주물, 주조 및 단조 등 금속흄이 발생하는 작업
·미스트 발생 작업
·501리테이너와 결합하여 6000 시리즈 정화통과 함께 사용

7093C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인증 특급 방진 필터
·절곡형 다중 표면 필터
·경량 플라스틱 케이스로 더욱 향상된 내구성 제공
·유기용제 냄새 및 산성가스 냄새 제거 (방독 마스크로 사용 금지)
·2000 시리즈 대비 더욱 향상된 필터 성능 및 긴 수명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인증 특급 방진 필터
·일반 분진, 용접, 금속 주물, 주조 및 단조 등 금속흄이 발생하는 작업
·미스트 발생 작업
·베릴륨, 석면, 방사능 분진 등 독성 분진 발생 작업
·유기용제 냄새 및 오존냄새 제거 (방독 마스크로 사용 금지)
·2097K 대비 더욱 향상된 호흡 저항 및 수명 제공
·네팅(Netting) 커버웹으로 더욱 향상된 내구성 제공

2297

양구형 방진 필터 / 방독 정화통 | Filters / Cartrid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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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구형 마스크 Single Facepiece

단구형 면체

3M™ 단구형 면체는 오염이 심하지 않은 장소에서 쾌적하게 사용이 가능하며 3M™ 3000 시리즈 정화통 및 
1700 시리즈 방진 필터와 결합 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1200 단구형 면체

3200 단구형 면체

·초경량 단구형 면체
·일체형 헤드밴드로 쉽게 착용 가능
·원터치식 필터 및 정화통 결합
·방독 / 방진 겸용 혹은 단독으로

·오염이 심하지 않은 장소에 쾌적하게 사용
·부드러우며 내열성이 좋은 TPE 재질
·원터치식 필터 및 정화통 결합
·시야 확보가 용이하며 가벼운 소재로 편안한 착용감 제공
·방독 / 방진 겸용 혹은 단독으로 사용가능



3M™ HF-50 시리즈는 실리콘 재질로 다양한 얼굴혀에 맞는 디자인, 우수한 밀착감 및 편안한 착용감을 제공합니다.
3M™ 3000 시리즈 정화통 및 1700 시리즈 방진 필터와 결합하여 최적의 성능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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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독 정화통 

방진 필터

1700 홀더

·오염 분진을 더욱 확실하게 막아주는 완벽한 실링 처리
·원터치 방식의 간편한 필터 홀더 잠금 장치
·인체공학적으로 디자인 된 흡입 그릴
·오염 분진은 물론 용접 시 발생하는불꽃의 유입도 방지

활성탄
3M만의 독특한 기술(Depth Loading)로 미세화된 최첨단 
활성탄을 첨가하여 용접시 발생하는 냄새 및 가스를
제거해 주면서도 숨쉬기가 매우 편안합니다.

정전 필터
초고압 전류를 흘려서 만든 정전 필터는 기존의 
mechanical 필터와는 달리 흡기 저항이 낮으면서도 
수명이나 효율성은 더욱 우수합니다.

1744/1744C 방진 필터

3301K-55 / 3301K-100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인증
·최저농도 유기화합물용
·활성탄 용량 55cc / 100cc

3311K-55 / 3311K-100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인증
·방진·방독 겸용
·최저농도 유기화합물용, 2급 방진
·활성탄 용량 55cc / 100cc

3303K-100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인증
·최저농도, 유기화합물용, 할로겐용, 황화수소용, 
   아황산용

1744 / 1744C 필터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인증필 제품
·분진, 미스트 및 흄 차단
·유기용제 냄새 및 오존 냄새 제거 (1744C)

7711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인증
·2급 방진필터

774
·7711 필터 결합용 리테이너

3000 시리즈 방진 필터 / 방독 정화통

·부드러운 실리콘 재질로 보다 편안한 착용감 제공
·다양한 얼굴에 맞는 보다 향상된 밀착감 제공

·슬림한 일체형 머리끈
·쉽게 조절이 가능한 머리끈 결합 방식

·3M™ 3000 시리즈 정화통 및 1700 시리즈 
   방진필터와 결합

·하방식 배기 밸브
·낮은 배기 저항
·덥고 습한 작업장에서도 열기 및 땀의 배출이 용이
·교체 가능한 배기 밸브로 최적의 성능 제공

실리콘 면체

헤드 밴드

원터치식 결합 방식

3M™ Cool Flow™ 배기 밸브

3M™ HF-50 시리즈 마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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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M의 정전기술이 만들어낸 7700시리즈 방진필터

낮은 호흡저항과 높은 필터 효율을 동시에 드립니다.

3M의 우수한 활성탄 적재 기술력으로 탁월한 정화통 수명을 보장합니다.

7744C 방진필터
·분진 / 미스트 / 흄 / 냄새 제거용 활성탄 첨가
·용도 : 용접, 납땜, 금속주물, 주조, 단조 등 흄 분진 및 냄새 발생작업장
·한국 산업안전 보건공단 인증필 (1급)

7744 방진필터
·분진/미스트/흄 
·용도 : 용접, 납땜, 금속주물, 주조, 단조 등 흄 분진 및 미스트 발생작업장
·한국 산업안전 보건공단 인증필 (1급)

7700 시리즈 단구형 마스크  Single Facepiece

방독 정화통

7011K - 100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인증
·방진·방독 겸용
·최저농도 유기화합물용, 2급 방진

7711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인증
·2급 방진필터

7007K - 100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인증
·최저농도, 유기화합물용, 할로겐용, 황화수소용, 아황산용

774
·7711 필터 결합용 리테이너

7001K - 100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인증
·최저농도 유기화합물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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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71K/7772K 방진 면체

·실리콘 재질로 편안한 착용감 제공

·용접면 등과의 간섭을 최소화 하고 원활한 시야 확보가 가능한 디자인

·내구성이 뛰어난 고탄력 머리끈 및 안정적이며 간편한 머리끈 조절 기능

·3M™ Cool Flow™ 배기밸브로 배기저항을 최소화 하며 작업시 발생하는 열기,   

   땀 및 이산화탄소가 바깥으로 쉽게 배출 되도록 설계

·내충격성 및 내화학성이 좋은 특수 플라스틱 사용

·방진면체: 7771K (소/중형) / 7772K (중/대형)

7701K /7702K 방독 면체

·실리콘 재질로 편안한 착용감 제공

·용접면 등과의 간섭을 최소화 하고 원활한 시야 확보가 가능한 디자인

·내구성이 뛰어난 고탄력 머리끈 및 안정적이며 간편한 머리끈 조절 기능

·3M™ Cool Flow™ 배기밸브로 배기저항을 최소화 하며 작업시 발생하는 열기, 

   땀 및 이산화탄소가 바깥으로 쉽게 배출 되도록 설계

·내충격성 및 내화학성이 좋은 특수 플라스틱 사용

·방독면체: 7701K (소/중형) / 7702K (중/대형)

방진 필터

7700 시리즈 방진 / 방독

사용 가능 작업장
·페인팅
·자동차 제조
·화학공장
·제약
·석유화학
·원자력 발전소
·시설 관리부
·1차 금속 가공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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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식 마스크 선택 가이드

전동식 마스크

1.헤드탑

2.연결튜브

3.터보유닛 및
  필터 & 카트리지 

TR-600 전동마스크 (방진·방독)TR-300+ 전동마스크 (방진) 쥬피터 전동마스크 (방진·방독)

PP P A2P A2BEKPP & Odor P + Odor A1P

ABE1P ABE2K1HgP

P 분진

A 유기

B 무기

E 산성

K 암모니아

S-133 S-433 S-533 S-655 S-657S-333G

M-306 M-407M-107S-857S-757

BT-20 BT-30 BT-40

S-855

전동·송기식 마스크
Powered Air Purifying Respirator/Supplied Air Respirator

오염된 공기가 있는 작업장에서
작업자에게 깨끗한 공기를 공급하는 것은 필수 요소입니다. 
3M은 거친 작업장서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솔루션의
전동, 송기식 보호구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1. 전동식 마스크 ( Powered Air Purifying Respirator)
전동식마스크는 오염된 공기를 흡입한 후, 필터로 여과시켜 깨끗한 공기를 작업자에게 공급합니다.
양압식 보호구로 숨쉬기가 매우 편안하고 습기가 없는 쾌적한 상태에서 작업이 가능하며, 보호도가 높아
열악한 환경에서도 안전하게작업자를 보호합니다.

2. 송기식 마스크 (Supplied Air Respirator)
송기식 마스크는 오염 물질을 알 수 없거나 매우 위험한 유해 요인이 있는 작업장에서 외부의 공기 공급원
(컴프레셔, 공기저장 탱크)으로부터 깨끗한 공기를 공급하여 근로자의 호흡기를 보호합니다.



2. 연결 튜브 선정

1. 헤드탑 선정

S-srs 헤드탑 (헤드 커버 & 후드)

S-srs 헤드탑 종류 및 특징

Msrs 헤드 기어(헤드커버 및 헬멧)

3M™ Versaflo™
M-400 Series Helmets

●편안한 착용감. 넓은 시야 확보. 우수한 보호 성능
●다양한 작업장, 작업 형태에 따라 적합한 헤드탑 선택이 가능 
●한국 산업안전 공단(KOSHA) 및 유럽 (CE) 인증 
●안면부를 보호함과 동시에 제품에 종류에 따라 목, 어깨까지 보호 가능
●프리미엄 헤드서스펜션으로 착용감이 우수하고 풍부한 유량 공급 제공 및 유량 공급 위치 변경 가능

●편안한 착용감. 넓은 시야 확보. 우수한 보호 성능
●다양한 작업장, 작업 형태에 따라 적합한 헤드기어 선택이 가능
●한국 산업안전 공단(KOSHA) 및 유럽 (CE) 인증 
●머리를 보호함과 동시에 제품에 따라 안면부, 머리, 목, 어깨까지 보호 가능
●경량형 디자인 (무게 분산)

탁월한 공기 공급
 -저소음
 -업그레이드된 편안함

프리미엄 헤드 서스펜션

Protection factor > 1,000
(송기식, 전동식과 연결시)

얼굴, 목, 어깨까지
보호 가능

·탁월한 시야 확보 
·김서림 방지
·보안경과 호환 가능

슬림하고 가벼운 후드  
 loose Fitting

열린상태 닫힌상태

Premium Suspension (머리 지지대)
·Suspension을 커버와 분리할 수 있어
   후드의 커버를 자주 교환해서 사용하는
   작업장에 적합
·사용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공기 흐름 조절 가능

* 이중 Shroud (가슴덮개) : 보호복 혹은 작업복 안으로 공기가 이동할 수 있어 몸 전체에 송풍 가능

S series   특징 타입
이중

 Shroud 
(가슴덮개)*

머리 지지대 
Protection 

factor
(보호도)

색상 재질 

S-133 ·기본형 헤드 커버 헤드커버 고정형 25 White
Cover: Polypropylene coated 
non-woven polypropylene
Visor: PETG

S-333G 
·기본형 헤드 커버
·견고하고 보풀이 발생하지 않는
    (Low-linting) 재질

헤드커버 고정형 25 Gray
Cover: Polyurethane coated
knitted polyamide
Visor: Coated polycarbonate

S-433 
·머리 및 목, 어깨까지 보호 가능하며
   착용이 간단한 기본형 후드.

후드 고정형 1,000 White
Cover: Polypropylene coated 
non-woven polypropylene
Visor: PETG

S-533 

·머리 및 목, 어깨까지 보호 가능하며
   착용이 간단한 기본형 후드.
·견고하고 부드러우며 보풀이 발생하지 않는
   (Low-linting) 재질

후드 고정형 1,000 White
Cover: Polyurethane coated
knitted polyamide
Visor: Coated polycarbonate

S-655 
·프리미엄 머리지지대가 포함된 기본형 후드. 
·편안하고 부드러운 니트 목 밴드

후드 프리미엄 1,000 White
Cover: Polypropylene coated 
non-woven polypropylene
Visor: PETG

S-657 
·S-655와 동일한 기능
·이중 Shroud (가슴덮개) 처리

후드 V 프리미엄 1,000 White
Cover: Polypropylene coated
knitted polyamide
Visor: PETG

S-757 

·S-657과 유사하지만, 페인트(Paint) 작업공정에 
   최적화된 최적화된 후드 소재 (페인트 over 
   spary시 후드가 페인트를 흡수하여 바닥이나 
   작업자에게 떨어지는 것을 방지)

후드 V 프리미엄 1,000 White
Cover: Polypropylene coated non-
woven polypropylene
Visor: PETG

S-855 

·KapplerⓇ ZytronⓇ 200 재질에 Multi-layer 
   barrier 필름 처리된 내화학성 후드. 
·솔기부분은 테이핑 처리되어 액상 화학물질의 
   침투를 방지

후드 프리미엄 1,000 Gray
Cover: Zytron 200
Visor: Coated polycarbonate

S-857 
·S-855와 동일한 기능
·이중 Shroud 처리

후드 V 프리미엄 1,000 Gray
Cover: Zytron 200
Visor: Coated polycarbonate

튜브 재질 특징

BT-20 폴리우레탄
강도가 증가된 스프링을 사용하여 기존 QRS 튜브의 내부 스프링이 잘 눌리는 단점을 보강
S모델 73.5cm, L모델 96.5cm

BT-30 폴리우레탄
BT-20 S/L 에서 내부 스프링을 제거하고 탄성을 부여해 길이가 유동적으로 조절됨.
착용시 늘어나고 사용시에는 길이가 적절하게 줄어듦 (52.5cm ~ 85cm)

BT-40 고무
기존의 QRS 러버를 대체하는 모델로 내화학성이 요구되는 작업장에 적합하나
무겁고 고무특유의 냄새가 남 (84cm)

M-107

·경량형 헤드커버. 안면부 및 제한적 머리 보호 가능.
·통기성을 위한 헤드캡 탈,부착 가능 
·폴리카보네이트 재질의 바이저

M-306

·헬멧 타입. 한국 산업안전 보건공단 안전모 인증 (A 타입)
·무게 중심을 고려한 디자인. 6 Strap 머리끈으로 착용시
   안정감이 있고 편안함.
·폴리카보네이트 재질의 바이저

M-407

·헬멧 타입. 한국 산업안전 보건공단 안전모 인증 (A 타입)
·폴리카보네이트 재질의 바이저. 6 Strap 머리끈으로
   착용시 안정감이 있고 편안함
·내염성 소재(Nomax)의 커버

공기의 공급 방향 전환 가능

내화학 및 스크래치 
방지용 바이저

탁월한 전방 및
하방 시야 확보

무게 중심을 고려한 디자인 설계

(제품명 : M-407)

(제품명 : S-655)

사용자 머리에 맞게
조절이 쉽고 간편한

머리 지지대

내염성 소재(Nomax)의 커버

목, 어깨, 가슴까지
보호가능

QRS(Quick release swivel)
연결 방식 : 빠르고 간편한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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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람기능 : 더욱 쉽고 편해진 알람기능

2단계 유량 모드

버튼 2번 누름 : 고유량 단계로 이동

High FlowStandard Flow

2 x Press

3가지 알람 기능
디스플레이
경보음
진동

�
�
�

� LED 디스플레이를 통해 사용전 배터리 잔량을 확인
� 배터리 작동 시간 최대 19hr

다양한 필터 및 정화통
분진
분진 + 냄새제거 흡착층
분진 + 저용량 유기증기용 정화통
분진 + 유기 + 무기 + 산성용 정화통
분진 + 유기 + 무기 + 산성 + 암모니아 + 수은용 정화통

�
�
�
�
�

손쉬운 세척
터보 유닛 본체 및 배터리 물 세척 가능�

� 3단계 유량 모드로 작업자가 원하는 유량으로 선택이 가능
� 터보 유닛의 유량 보정이 필요 없음 (No Calibration)
� 필터 교체 표시를 통해 작업자가 필터 교체 시기를 확인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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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터 및 정화통 / 배터리(Battery) / 액세서리(Accessory)

3. 터보 유닛 및 필터 선정

TR-300+

3M™ Versaflo™ Powered Air Turbo

3가지 HEPA 필터 옵션
 - 분진
 - 분진 및 유기용제 냄새 제거

자동 유량 공급 방식 185~ 205 LPM
(유량 보정이 필요 없음)

슬림하고 가벼운 디자인

저용량 (5시간) 
고용량 (10시간) 배터리

필터 확인 Window

저전압, 저유랑 알림(소리 및 LED )

배터리 잔류량 표시 (LED)

●가볍고 슬림한 디자인
3M 전동식 호흡보호구 중 가장 가볍고 슬림하며,
곡선형 디자인으로 장시간 편하게 착용할 수 있습니다.
(필터 및 고용량 배터리 부착 시 1095g)

●일정 유량 자동 공급
최신 전자 제어 시스템으로 185lpm~205lpm의 유량을 안정적으로
공급합니다. 배터리 잔량이 적거나 필터에 분진이 누적된 경우에도
유량이 자동으로 185lpm~205lpm으로 보정됩니다.

●저유량, 저전압 경고 및 배터리 잔량 표시 기능
배터리 잔량 부족 또는 유량 부족(필터 수명 종료 등의 이유)시
경고음 및 LED 알람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배터리
잔량을 LED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방진 전동식 호흡보호구

TR-600

전동식 본체

유량 확인

필터 및 정화통

필터 커버

벨트

배터리
배터리 충전기

제품 특징 및 장점

제품 구성

사용자를 위한  스마트 인터페이스

배터리 잔량 표시

유량 표시

전원버튼

필터 교체 시기 표시
(필터 수명) High Flow

205 lpm
Standard Flow

185 lpm

버튼 2번 누름 : 중유량 단계로 이동

Standard FlowHigh Flow

2 x Press

●강력한 배터리 성능
리튬이온 배터리는 가볍고 빠르게 충전할 수 있으며,
충전 시 완전 방전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표준형 배터리는 평균 5시간,
고용량 배터리는 평균 10시간 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유지 보수 및 세척이 용이
손쉽게 배터리, 필터를 탈부착할 수 있으며, 벨트와 터보의 표면이 
매끄러워 간단히 표면을 닦아서 세척할 수 있습니다.
투명창을 통해 커버를 열지 않고 장착된 필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양하게 이용 가능한 옵션
 - Spark Arrestor : 용접/그라인딩 작업 시 스파크에 의한 위험 및      
                            뜨거운 외부 물질이 내부로 침입하지 않도록 방지

3가지 알람 기능으로 쉽게 전동식 마스크의 상태 확인이 가능
� 배터리 저 전류   � 저유량    � 필터 교체 시기

경고음경고 램프 Low flow

Low battery

전
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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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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벨트

TR-325
기본형 벨트

TR-327
세척이 쉬운 벨트 (Easy-Clean)

TR-326
가죽 벨트

가방

TR-329 어깨끈 BPK-01 백팩

배터리

TR-330
표준형 배터리(5시간 사용)

TR-332
고용량 배터리 (10시간 사용)

배터리

TR-341E 배터리 1개용 충전기 TR-344E 배터리 4개용 충전기

필터 (Filter)

TR-3600
프리필터 

TR-362
스파크(Spark) 방지용
프리 필터

TR-3802E
분진용 특급 필터
+ 유기증기 냄새 제거층

TR-3712E
분진용 특급 필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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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 및 장점

● 각종 분진 (Dusts), 미스트 (Mists), 흄 (Fumes)

● 석면 등의 독성이 강하거나, 위험도가 높은 분진을 발생하는 곳.

무게

전면형면체 620g / 모터와 에어브로워 230g /밧데리팩 740g/ HEPA Filter 120g /합계 1.7 kg

밧데리 성능

● 충전용 니켈 카드뮴 전지

● 일회 충전으로 7시간 연속사용 가능

● 1년 또는 250회 충전 및 사용 보증

팬의 수명

● 1,000 시간 사용 가능

검정 및 사용 한도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전동식호홉보호구 안전인증제품

     (인증번호: 09-AV4CW-0001)

● 미국 NIOSH(미국 산업 안전보건 연구원) 검정 득

● 허용 농도 1,000배까지 사용 가능

사용상의 제한

● 산소의 농도가 18%이하(미국 규정 19.5%)이하의 장소

시스템의 특징

● 양압식 호흡보호구이며, 계속적인 공기 공급으로 호흡이 편하며,

    답답하지 않다.

● 전동식 호흡보호구이므로 보다 높은 보호도를 제공.

● 타 제품에 비해 경량이며, 구조가 단순하며, 작업성이 좋음. 

● 석면 제거/철거 작업에 적합

● 필터교환 용이

쥬피터 (Jupiter)

필터 및 정화통 / 배터리(Battery) / 액세서리 (Accessory)

6800PF 전동식 호흡 보호구

●방진, 방독 겸용 전동식 호흡 보호구
●한국 산업안전공단 및 유럽 CE  인증 제품
●방폭 인증 제품 (방폭 배터리 부착시)
●인체 공학적 설계 (가볍고 착용이 편리함)
●풍부한 유량 공급 및 손쉬운 유량조절

Decon벨트 ( Jupiter 연결용 )

●저유량 및 저전압 경고기능 (소리 및 LED)
●작업환경에 따라 선택 가능한 3 가지 필터
●착용감이 우수하고 세척이 용이한 벨트
●어깨끈 및 백팩 옵션 (무게감 개선)

저전압, 저유랑 알림 (소리 및 LED )

정기적인 유량 보정 (Calibration) 필요

3가지 필터 옵션  
 - P (분진)
 - A2P (분진+유기)
 - A2BEKP (분진 + 복합)

방폭 배터리 및 pouch kit으로 
방폭 작업장에서 사용 가능
 - 저용량 (4시간)
 - 고용량 (8시간) 배터리

인체공학적 디자인 

세척이 용이한 Decon belt

필터 및 정화통 (Filter &Cartridge) 벨트 (Belt) 배터리 & 충전기 (Battery & Charger)

Decon Belt 기본형 벨트 배터리 (4시간용 / 8시간용 / 방폭)

P
방진 특급 필터

A2P
방진 특급 필터 + 유기용제

A2BEKP
방진 특급 필터 + 산성 + 암모니아 + 유기용제+ 무기

TR-329 어깨끈 BPK-01 백팩 Jupiter 충전기

●인체공학적 디자인으로 최상의 편안함 제공
●오염 물질 세척 및 소독 용이
●뛰어난 내구성과 내마모성

●내화학성이 뛰어나 화학물 취급 작업장에 적용 가능
●난연성 재질로 고온 작업장에 적용 가능
●소재: Ethyl Vinyl Acetate

유량 조절 버튼

배터리 잔량 표시

경고 램프

유량 표시

전원 버튼

면체 결합 모드

필터 교체 시기 표시 
(필터 수명)

시작 유량 : 185 LPM
버튼 1회 누름 : 중유량 단계(2단계)로 이동 
버튼 2회 누름 : 고유량 단계(3단계)로 이동
버튼 3회 누름 : 저유량 단계(1단계)로 이동

3가지 알람 기능으로
쉽게 전동식 마스크의
상태 확인이 가능
� 배터리 저 전류
� 저유량 
� 필터 교체 시기

진동

3단계 유량 모드   제조자 최초 설계 (MMDF) :  170 lpm

사용자를 위한  스마트 인터페이스

알람기능 : 더욱 쉽고 편해진 알람기능

경고음

필터 및 정화통 제품명 필터 및 정화통 사진 필터 커버 사진

방진 TR-6710E

방진 + 산성 및 유기냄새 제거용 필터 TR-6820E

방진 + 저용량 유기가스용 정화통 (A1P) TR-6110E

방진 + 유기 + 무기 + 산성용 정화통 (ABE1P) TR-6130E

방진 + 고용량 유기가스용 정화통 (A2P) TR-6310E

방진 + 유기 + 무기 + 산성 + 암모니아 + 수은용 정화통 (ABE2K1HgP) TR-6580E

제품명 TR-630 TR-632

제품 설명 리튬 이온 배터리
저용량

리튬 이온 배터리
고용량

사진

작동 시간
* 유량 모드 및 필터에 따라 차이 발생 6~12 hours 8~19 hours

충전 시간 < 3.5hours < 3.5hours

배터리 잔량 표시 YES YES 

무게 450g 670g

TR-630
Standard
Battery

TR-632
High Capacity 

Battery

Standard Flow
All Filters 6-12 9.5-19

P 10-12 15-19

Mid Flow
All Filters 5.5-11.5 8.5-15

P 9.5-11.5 14.5-15

High Flow
All Filters 4.5-9.5 7-14.5

P 8.5-9.5 13.4-14.5

LED 디스플레이를 통해
사용전 배터리 잔량을 확인

다양한 필터 및 정화통

한층 더 업그레이드 된 배터리 성능

전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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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식 마스크 선택 가이드

S-133

S-757

S-657S-655

M-306 M-107 M-407

S-533

S-857 

S-433

S-855 

S-333G

SA-1000 프런트(front)형 SA-2000 백(back)형 

헤드탑

연결튜브

듀얼 에어라인 시스템

유량 조절 밸브

고압 호스

필터 및 압력 조절 장치

SA튜브 연결 헤드탑

BT-20 S/L BT-30 BT-40

6800 전면형 면체FF400 전면형 면체 6200 반면형 면체 7502 반면형 면체

V-300
(Air Regulationg
Valve Assmbly)

공기공급용 고압호스

W-9435-25 (7.5m)
W-9435-50 (15m)
W-9435-100 (30m)

W-2929-25 (7.5m)
W-2929-50 (15m)
W-2929-100 (30m)
코일형 고압호스

에어필터 및 압력 조절 장치

W2806

V-199
(BT튜브 연결 시 필요)

3M 듀얼 에어라인 시스템 (Dual Airline Supplied Air Respirator)

공기 정화 및 압력조절 장치

압력내구한도 150 psig static (10.3 bar) 

권장 입력압력 90 – 120 psig (6.2 – 8.3 bar) 

최대유량 1416 lpm at 105 psig (7.2 bar) 

출력압력 0 – 105±5 psig (0 – 7.2±0.34 bar) 

입력온도 20 – 65 °C 

크기 359 mm (L) × 121 mm (W) × 362 mm (H)
W-2806 W-2811 교체용 필터

시스템 설치 방법

*상기 압력범위는 벨브의 수와 무관함 예) V-300 벨브를 1 개 연결하든 3 개 연결하든 똑같이 30 – 35 pisg 유지

공기 공급원 (컴프레서 혹은 에어라인) 부터 마스크 까지 시스템 전체를 결합한다.

공기를 공급시키고 W-2806 패널의 압력게이지를 확인한다.

사용하는 벨브 (V-300 혹은 SA-1000/2000) 별로 아래 표를 참조하여 요구되는 각 압력범위에 맞도록 Regulator 를 

조절한다.

만약 압력범위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공기공급원의 출력이 너무 부족한 것이 아닌지 확인한다. 

시스템이 압력범위 내에서 정상작동하면 필터 교환주기를 수립해야 한다.

최초 일주일에는 1 일에 한번씩 원통형 필터 케이스를 열어 필터가 변색되지 않았는지 확인한다.

그 후부터는 1 주 단위로 필터의 상태를 점검한다. 예를 들어 8 주 사용 후 필터가 변색되었다면 8주 단위로 필터를

교환주기를 수립하고 지속적으로 필터를 교환한다.

또한,  사용 중 필터가 변색되지 않았더라도 흡입되는 공기에서 원래 없었던 냄새가 난다면 필터의 수명이

다한 것이므로 교환해 준다.

3M 면체와 직접 연결되는 Tight fitting 타입으로 안면부 누설률이 낮아 보호도 높음. 
※Protection factor > 1,000 (송기식과 연결시)

SA-1000 (Front)
(공기조절 밸브 포함)

SA-2000 (Back)
(공기조절 밸브 포함)

1. 

2.

3.

4.

5.

6.

7.

8.

벨브 호스길이 압력범위 

V-300 25, 50, 100 ft 30 – 35 psig 

SA-1000/2000

25 ft 16 – 24 psig 

50 ft 17 – 26 psig 

100 ft 18 – 27 psig 

송기식 마스크

면체 : 반면형 또는 전면형 면체 

공급 유량 : 4 to 8 CFM

2가지 타입의 공기공급 호스
Front 타입 (SA-1000)
  몸 앞쪽(가슴쪽)으로 호스가 위치
Back 타입  (SA-2000)
  몸 뒤쪽(등쪽)으로 호스가 위치

공기 조절 밸브

설치 방법 동영상
송기식 마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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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력보호구
Hearing Protection 모든 작업자의

소중한 청력을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사이즈의 청력보호구와
3M 청력보호 토탈솔루션을
경험하세요!
첫번째, 가장 먼저 작업자의 소음환경을 측정합니다.
두번째, 직업 환경을 고려한 보호구 선정을 하고,
세번째,  청력보호구 밀착검사시스템을 이용하여
주어진 환경에 맞는 보호도를 확인하십시오.

위의 세단계는 지속적 소음인식(Noise awareness)과
청력보호구의 올바른 착용법 및 작업자의 청력보호를 위한 
동기부여 등으로 지원해야 합니다.

3M 청력보호 토탈 솔루션  Detect – Protect – Validate는
완전한 모델로서 청력보존의 토탈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Detection(측정)
소음노출도를 측정하고 탐지하는 것이
어느 정도의 청력보호가 필요한지
알 수 있는 첫번째 스텝입니다.

Protection(보호)
청력을 보호하고 커뮤니케이션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 각 작업자들에게 알맞은 보호구를 
선정하여 편안한 솔루션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Validation(확인)
3M은 청력보호구의 밀착테스트를 권장합니다. 
밀착테스트를 통해 보호구의 올바른 사용법을 
교육하고, 소음 감쇠치를 측정하여 작업자들이 
충분한 청력보호를 받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력손실은 100% 예방가능합니다.
3M제품으로 당신의 소중한 귀를 보호하세요.

3M 소음성난청 캠페인

1. 귀마개 
2. 귀덮개



원하지 않는 소리인 소음과 듣기엔 좋지만 큰 소리는 내이인
달팽이관속의 청세포를 파괴합니다. 
소음에 오랫동안 노출된 후 청세포가 파괴되는 모습입니다.

소음성 난청은 고통없이 진행되며, 느낄 수도, 볼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서서히 실제로 진행되고, 한번 손상된 청세포는 어떠한 치료로도
회복이 불가능합니다. 100dB의 소음에 노출된 사람에게서 청력 손실이 실제로 일어난 예입니다.

좋은 청력보호구는 어떤 것일까요?
좋은 보호구는 실제 현장의 소음이 어떤 주파수 특성이 있는지를 
먼저 조사한 후 선택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는 대화음역의 소리는 
작게 감소시켜 의사소통을 보장하고, 고주파의 기계음과 저주파역의 
환경음을 되도록 많이 감소시켜야 합니다. 

좋은 청력보호구의 선택과 함께 올바른 사용과 관리는 청력보호프로그램의 완성에 필수적인 사항입니다.
각 개인의 귀에 잘 밀착되도록 올바르게 착용하세요.

귀마개 착용방법

20 250 500 2000 8000 20,000
(Hz)

대화음역

환경음역

가청음역

착용후 귀마개가 점차 복원되는 모습

3M의 다양한 청력보호구는 각 사업장의 소음 특성에
가장 적합한 종류를 선택할 수 있게 합니다.

(dB)

(Hz)

3. 소음으로 심각하게 파괴된 청세포 4. 소음으로 인해 완전히 파괴된 청세포

1. 정상 청세포 2. 소음에 노출된 초기의 청세포

소음감소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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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자에게 청력보호구를 지급할 때 무엇을 기준으로 결정하시나요?
만약, 귀마개의 인박스에 적힌 NRR값으로 청력보호구를 결정한다면, 
모든 작업자에게 정확한 보호도를 제공하기 어렵습니다.
모든 사람의 귀 모양은 다양한 모양과 사이즈로 이루어져 있고,
각자 필요한 청력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PAR(개인별 차음률) 값을
측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Pass(통과)” 는 청력보호구가 
알맞게 착용되어있고 충분한 
보호도를 작업자에게 제공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Fail(실패)” 는 청력보호구가 
올바르게 착용하지 않았거나, 
작업자의 귀이도에 맞지 않는
타입 혹은 사이즈의 청력보호구를 
사용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모든 작업자는 다릅니다. 모든 직업도
환경이 상이합니다.  모든 귀도 다른 
모양입니다. 각 작업자의 PAR를 확인하여 
청력보호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법규를 지키고 있는지 보장할 수 있습니다. 
3M의 새로운 솔루션 ‘EARfit Dual-Ear 
Validation System’으로 쉽고 빠르게
테스트 해보세요.

EARfit Dual-Ear Validation System은
귀마개와 귀덮개의 효과를 측정하여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객관적인 데이터를 
제공합니다. 양쪽 귀를 동시에 측정할 수 있기 
때문에, 올바른 착용이 보호도에 미치는 
중요도를 설명하고 교육하는데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청력보호구 시장의 리더로, 3M은 
토탈솔루션을 제공합니다. EARfit장비는 
귀마개 뿐만 아니라 귀덮개까지
모두 측정이 가능하며, 사용하기 
편리합니다. 빠르고 손쉽게 작업자의 PAR
를 측정하여 청력보존프로그램을 
운용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127페이지를 참조하세요.

·양쪽귀 동시에 측정가능, 귀덮개 측정가능
·빠르고 명확한 결과
·7가지 주파수 모두 테스트
·매끄러운 소프트웨어 통합
·과학적이고 정성적인 테스트
·컴팩트한 디자인

Pass. Fail.

PAR
(개인별 차음률)로
시작하세요.

PAR이 무엇인가요?

밀착테스트가 가장 중요합니다.

3M을 선택해야 하는 이유

3M™ EARfit Dual-Ear
Validation System
(청력보호구 밀착검사시스템)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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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0/1130

Earsoft
Neon

품 명

품 명

특 징

특 징

28dB 

28dB

33dB

귀이도가 작은 사람용

귀이도가 큰 사람용

부드러운 재질

EZ FitTM

품 명 특 징

31dB
E-A-Rsoft®

GrippersTM

E-A-Rsoft®
 FXTM

·훨씬 부드러운 소재
·재질 : 폴리우레탄(PU)
·착용이 더욱 쉽도록 끝으로 갈수록
   작아지는 사이즈
·작은 크기의 귀에도 우수한 밀착
·귀안의 압박감이 작아 탁월한 착용감
·분실위험과 끈의진동을 줄인 부드러운
   편조형 연결끈(1130)

·높은 차음률
·재질: 폴리우레탄(PU)
·부드러운 소재로 편안한 착용감
·Yellow Neon 색으로 눈에 잘 띄어서
    귀마개의 착용여부를 쉽게 판단할 수 있으며 
    분실방지효과제공

·높은차음률
·재질 : 폴리우레탄(PU)
·부드러운 소재로, Flanged(가장자리 테두리)가 
    된 디자인
·편안한 착용감을 주며 착용 후에도 귀이도에서 
    서서히 빠지는 현상이 없음

33dB

·귀이도(귓구멍)가 작은 사람을 위한 귀마개
·재질 : 폴리우레탄(PU)
·낮은 압력과 부드러운 소재로 편안한 착용감

·
·
·

·

귀이도(귓구멍)가 큰 사람을 위한 귀마개
재질 : 폴리우레탄(PU)
Flanged(가장자리 테두리)가 된 디자인으로,
착용 후 귀에서 서서히 빠지는 현상이 없음
부드러운 소재로 편안한 착용감

Corded

Corded

Corded

Uncorded

Uncorded

Classic

1100/1110

품 명CordedUncorded 차음률(NRR)

차음률(NRR)

차음률(NRR)

차음률(NRR)

29dB

29dB

일반형

3M은 작업자들의 소중한 청력을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사업장에 폭넓게 적용될 수 있는

고품질 청력보호구를 제공합니다.
착용감이 편하고 간편한 3M 귀마개를 체험하세요.

귀마개 EarPlugs 

32dB

특 징

·재질 : 폴리우레탄(PU)
·항오염표면의 부드러운 소재
·항알러지성 소재
·눈에 잘 띄는 오렌지색
·분실위험과 끈의진동을 줄
   부드러운 편조형 연결끈(1110)

·재질 : PVC
·세계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귀마개
·생활방수로 땀 흡수를 최소화하여
   복원력을 오랫동안 유지
·피부자극 최소화
·높은 보호도와 편안함을 제공

·피부자극을 최소화
·재질 : 폴리우레탄(PU)
·부드럽고 낮은 압력으로 착용감이  
   좋고 편안하다
·높은 차음률

※ Taperfit 2 제품은 Family 제품군으로 한 사이즈만
사용할 경우에는 NRR값이 상이합니다.
Regular or Large 한가지 사이즈만 사용 - 28dB
Regular & Large 사이즈 동시 사용 – 32dB 
(사용자의 귀이도에 맞게 두가지 사이즈를 모두
사용하시는 것을 권장해드립니다.)

TaperFit®

3M 소음성난청 캠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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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sh-Ins 

품 명 특 징

28dB

30dB

25dB

·

·

·

·

착용전 작게 말 필요가 없이
바로 삽입 가능한 손잡이형 귀마개
귀마개를 만질 필요가 없어
오염의 우려가 낮고 위생적임
점점 가늘어지는 모양으로
다양한 귀이도에 잘 맞음
부드러운 타입으로 편안함 제공

·

·

착용전 작게 말 필요가 없이
바로 삽입 가능한 손잡이형 귀마개
귀마개를 만질 필요가 없어
오염의 우려가 낮고 위생적임

Push-Ins
with

Grip Rings

EXPRESS®

·

·

·

·

착용전 작게 말 필요가 없이
바로 삽입 가능한 손잡이형 귀마개
귀마개를 만질 필요가 없어
오염의 우려가 낮고 위생적임
EAR Form™ Polymer 특허재질로,
재사용 귀마개보다 편안한 착용감
2011년 제15회 보호구, 방호장치
품질대상 우수상 수상

Push-Ins(손잡이가 있는 귀마개)

·손잡이가 있어 착용전 손으로 말아 가늘게 만들 필요가 없어 편리하다.

·착용이 쉽고 위생적이다

·빠르다(손으로 말아 귀이도에 넣어 부풀어 오를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다)

특징

CordedUncorded

·PVC 재질로 귀안에서의 압박이
   크지 않아서 편안한 착용감

Classic
SuperFit30

착용선이 있는 귀마개는
올바르게 착용을 했는지
알려주는 혁신적인
귀마개로 눈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잘못 착용한 예>
 착용선이 보임

<올바른 착용>
착용선이 보이지 않음

착용선 귀마개

품 명 특 징

30dB

·부드러운 폴리우레탄 재질

CLASSIC
(클래식) 리필

EAR SOFT Neon
(소프트네온) 리필

Classic Superfit
(클래식 수퍼핏) 리필

1100 리필

1120 리필

EAR Soft 
SuperFit

3M™ 원터치 프로
귀마개 디스펜서

33dB

3M™ One Touch™ Pro
Earplug Dispenser

디스펜서 및 리필통 종류

CordedUncorded 차음률(NRR) 차음률(NRR)

·
·

·
·

업그레이드된 정확한 디스펜싱 기능
ABS 플라스틱을 적용한 견고하고
세련된 디자인
벽에 고정시키거나 세워서 사용가능
3M 기존 귀마개 리필통과 호환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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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드밴드형 귀마개

품 명 특 징

·간섭없이 편안한 밴드형 귀마개
·귀마개 교체가능

·특허받은 밴드디자인은 다양한
   머리크기에 잘 맞음
·귀마개 교체가능
·3 가지 위치로 착용이 가능

E-A-Rcaps®

E-A-R-flex

NRR : 17dB (턱밑)

NRR : 25dB
(3가지 위치모두 동일)

Classic

Combat Arms 
4.1

EarSoft Express Ultra Fit(재사용)

금속탐지 귀마개 Metal Dectatable

품 명

특수 귀마개

품 명 특 징

·
·
·
·
·

군용 프리미엄 귀마개
사격 등의 충격소음을 감쇄하여 청취가능
직관적이고 편리한 스위치 작동 및 보관용기 특허기술
귀마개 사이즈 선택 가능(Small, Medium, Large)
듀얼모드(Open/Close)로 청력보호

Ultra Fit®

Ultra Fit® 

with case

1260/1270

1261/1271

재사용 귀마개

품 명 특 징

25dB

25dB

CordedUncorded 차음률(NRR) 차음률(NRR)

·

·
·

세척이 잘 되는 재질로 된
재사용 귀마개
재질 : 실리콘
3단 날개로 인하여 다양한
귀이도 사이즈에 맞게 디자인됨

Case 있는 모델은 ‘with case’가
명시되어있음

※

·

·
·

·

세척이 잘 되는 재질로 된
재사용 귀마개
재질 : 실리콘
3단 날개구조가 외이도에
안전하게 밀착되어 다양한
귀이도 사이즈에 맞게 디자인됨
항알러지성 소재

Case 있는 모델은 1261과
1271 임

※

Open Mode : 격발음 등 충격음으로 부터 보호와 동시에 주변소리 청취가능(감응형 보호) SNR 16dB

Close Mode : 일반형 귀마개 모드 SNR 28dB

제품소개영상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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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1A
헤드밴드형
NRR : 22dB

X3A
헤드밴드형
NRR : 28dB

X5A
헤드밴드형
NRR : 31dB

X2A
헤드밴드형
NRR : 24dB

X4A
헤드밴드형
NRR : 27dB

X1P3E
헬멧 부착형
NRR : 21dB

X3P3E
헬멧 부착형
NRR : 25dB

X5P3E
헬멧 부착형
NRR : 31dB

X2P3E
헬멧 부착형
NRR : 24dB

X4P3E
헬멧 부착형
NRR : 25dB

X Series

X1

X3

X5

X2

X4

귀덮개 Ear Muff

X Series는 성능과 편안함 측면에서 가장 뛰어난 프리미엄 귀덮개입니다.

● 차음 성능이 뛰어나면서도 귀덮개 컵이 얇고 가벼움
● 뛰어난 내구성 및 내화학성으로 오래 사용할 수 있음
● 착용이 쉽고 장시간 착용해도 편안함 
● 선명하고 눈에 띄는 색상, 뛰어난 디자인
● 헤드밴드 부분이 두 줄로 나뉘어 있어 무게를 분산하고 머리에 열과 땀이 차는 것을 방지함
● 헤드밴드에 절연성능 탑재로 감전의 위험 최소화

● 절연성/경량형
● 귀덮개 컵이 얇아서 다른 보호구와 동시 착용이 편리

● 절연성/경량형
● 중간 소음 및 고소음 작업장에서 착용 가능

● 절연성/경량형
● 차음률이 매우 높아 고소음 작업장에서 착용 가능 
● 귀덮개 컵이 두꺼우나 편안하고 가벼움

● 절연성/경량형
● 귀덮개 컵이 얇아서 다른 보호구와 동시 착용이 편리

● 절연성/경량형
● 중간 소음 및 고소음 작업장에서 착용 가능
● 차음률 대비 귀덮개 컵이 가장 슬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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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9 Series

H9A
헤드밴드형
NRR : 25dB

H9P3E
헬멧부착형
NRR : 23dB

·98dBA까지 사용가능
·경량형
·넓은폼 쿠션으로 표면압력이 낮아 편안함

H6 Series

H6A/V
헤드밴드형
NRR : 21dB

H6B/V 
머리뒤로 넘기는 타입
NRR : 21dB

H6P3E/V
헬멧부착형
NRR : 21dB

H6F/V
폴더형
NRR : 21dB

·95dBA까지 사용가능
·경량형
·넓은폼 쿠션으로 표면압력이 낮아 편안함

H7 PTL

H7A-PTL
헤드밴드형
NRR : 26dB

H7P3E-PTL
헬멧부착형
NRR : 25dB

·버튼을 누르면 외부소리나 대화음을 들을 수 있는 전자식 귀덮개
·대화를 하기 위해서 귀덮개를 벗을 필요가 없다
·경제적인 전자식 귀덮개

※하루8시간 기준해서 300번까지 버튼기능을 사용할 수 있고,
   한번 눌렀을때 30초 동안 기능함
※주의 : 300번 이상 사용시 노출수준이 법적기준을 넘게 노출됨

H7P3E
헬멧부착형
NRR : 24dB

H7B
머리뒤로 넘기는 
타입
NRR : 26 dB

H7A
헤드밴드형
NRR : 27dB

H10 Series

H7 Series

H10P3E
헬멧부착형
NRR : 27dB

H10B
머리뒤로 넘기는 타입
NRR : 29dB

H 시리즈 귀덮개 : Optime™ Alert System

▶ ANSI 에서 사용하고 있는 청력보호구 선택 가이드라인으로, Optime 숫자는 TWA 최대노출수준에 대한 가이드라인 입니다.
    (예: Optime 98의 경우, 소음 노출수준 98dB(A)까지 사용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 일반적으로 사용자에게 적합한 귀덮개를 찾는 것은 중요한 결정입니다. 너무 낮은 소음감소율은 청력손실을 
    야기하며, 너무 높은 소음감소율은 과잉보호를 야기하여 사용자가 목소리, 경고음 등을 들을 수 없어 오히려
    귀덮개를 쓰지 않게 만들 수 있습니다.

H10A
헤드밴드형
NRR : 30dB

·105dBA까지 사용
·특허받은 이중컵 스타일로 가장 높은 차음률 제공
·최고/최저 주파수 차음효과

·101dBA까지 사용
·절연귀덮개 사양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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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드밴드형 넥 밴드형 헬멧 부착형

3M Peltor™ WS™ LiteCom Pro III 
라이트콤 프로3

● 무전기가 내장되어 있는 프리미엄 무전기용 귀덮개
● 소음발생 현장에서 청력보호와 동시에 대화/무전 통신 필요시 사용
● 일반형 / 방폭형

- 디지털/아날로그 무전기사용가능

- 전자감음기능 : 청력보호와 동시에 주변소기 인지가능

- 블루투스 연결가능

- 통신가능거리 : 약 2Km(장애물 제외시)

- 주파수 설정범위: 403-470MHZ(UHF)

- 70개 채널 설정가능

- 출력 파워 설정가능(200/20/10mW)

- 방폭 검정

- NRR : 헤드밴드형 28dB , 넥밴드형 28dB,헬멧부착형 25dB

무전기 내장형 전자감응 귀덮개

특징

펠터 커뮤니케이션 솔루션
Peltor™ Communication solution

아날로그/ 디지털통신

70개 채널설정가능

(403-470MHZ(UHF)

편리한 옵션기능

헤드밴드형, 넥밴드형,

헬멧부착형

스테인리스 스틸 와이어 헤드밴드

일정한 압력으로 눌러주는

편안한 착용감

청력보호

NRR : 28데시벨

배터리

충전식 리튬이온 배터리

전자감음기능

주변소리와 전자감응기능을 위한 

마이크로폰

VOX(Voicd Operated Transmisson)

주변소리와 전자감응기능을 위한

마이크로폰 음성인식기능으로

두손이 자유롭게 무선통신가능

위생적인 부품관리

쿠션및 폼라이너교체

Blutetooth 연결

멀티로 연결가능

사용편리성

음성가이드제공

외부장비연결잭

스마트폰,라디오등 연결가능

노이즈켄슬링, IP68 방수등급마이크

지금까지는 청력보호구 착용시
대화나 주변소리 청취가 불가능했습니다. 
청력보호와 동시에 주변소리를 듣고, 대화까지
가능하게 하는 프리미엄 청력보호구 3M™ PELTOR™.
이제 펠터 커뮤니케이션솔루션이 제공하는 안전하고
효율적인 프리미엄 솔루션을 경험하세요. 

청력보호와 동시에 주변소리를 듣고, 인지할 수 있어 안전합니다!
시끄러운 고소음현장에서 깨끗하고 효율적인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합니다!

 소음성난청을 예방하는 'The Sound Solution', PELTOR™를 통해
 안전하고 효율적인 청력보호구를 완성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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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13H221A MT13H221P3E

MT13H220A MT13H220P3E

ProTac™ III Slim & ProTac™ III Headset
전자감응 귀덮개

Protac III Headset

Protac III Slim Headset

● 합리적인 가격의 전자감응 귀덮개로 청력보호와 동시에 주변소리 청취가능
● 청력보호와 전자감응기능을 최적화한 컵스타일의 디자인 적용

- 소음으로부터 청력보호와 동시에 주변소리 청취가능한 귀덮개
- 전자감응기능 탑재(Level Dependent)
- 음성안내 시스템 적용, 주변소리 볼륨조절 가능
- 외부기기를 스테레오 3.5mm 잭에 연결하여 음악청취 등 가능(MP3, 스마트폰)
- 2XAA 알칼라인 베터리 / 약 100시간 사용가능
- 배터리 저전압 경고 기능 / 4시간 미사용시 자동전원 Off
- 땀으로부터의 부식 가능성 최소화한 내부 메인보드 디자인
- 형태에 따른 2가지 타입 적용 : 헤드밴드형 / 헬멧부착형
- 차음률에 따른 2가지 제품 : Protac III / Protac III Slim
- Protac III Headset 차음률(SNR) : 32dB(헤드밴드형), 31dB(헬멧부착형)
- Protac III Slim Headset 차음률(SNR) : 26dB(헤드밴드형), 25dB(헬멧부착형)

<제품소개영상>
전자감응 귀덮개

특징

Peltor™ LEP-100(Level Dependent Earplug) / TEP-100 (Tactical Earplug) 
전자감응 귀마개

● 초경량/초소형 전자감응 귀마개로 청력보호와 동시에 대화가능
● 스마트 충전박스를 통해 안전한 보관과 자유로운 충전가능

- 2단계(TEP-100)/3단계(LEP-100)로 볼륨조절이 가능한 전자감응기능 탑재 귀마개
- 리튬이온 베터리 내장되어 최대 16시간 사용가능
- 충전 및 보관용 스마트박스로 편리한 사용(무게 총 272g)
- 방수기능으로 안전한 사용 (IP67등급(TEP-100), IP54등급(LEP-100))
- 한가지 버튼으로 편리한 조작(On / Off / Mode selection)
- 귀마개(Eartip) 종류 및 사이즈 선택가능
- 귀마개별 차음률 NRR : 23dB(Ultrafit™), 30dB(Skull Screw™)

LEP-100

TEP-100

Skull Screw™

전자감응 귀마개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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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ltor™ Tactical XP Flex 
택티컬 엑스피 플렉스

Peltor™ MT 시리즈

● 소음발생 현장에서 청력 보호와 동시에 대화/무전 통신 필요 시 사용
● 주파수 대역별로 소리의 크기를 조절할 수 있는 이퀄라이저 기능 탑재

- 소음감쇠형 마이크(Noise cancelling microphone)와 소음감응기능(Level dependent function) 탑재
- 음성안내 메뉴로 외부 음량 및 좌우밸런스 조절, 이퀄라이저 기능
- PTT버튼 장착
- 저전압경고 및 자동종료기능(2시간 미사용시 자동 꺼짐)
- 무전기 종류별 Flex cable 선택이 가능
- 무전기연결방법: 직접 연결하는Flex cable 형태(-77)와PPT 아답터(-07)를 통해 연결하는  2가지 타입 
- NRR : 헤드밴드형 25dB, 넥밴드형 24dB, 헬멧 부착형 22dB

- 귀덮개로 청력을 보호하는 동시에 소음감쇠형 다이나믹 마이크 적용하여 원활한  무전통신 가능
- 부드러운 쿠션과 특수 스테인리스 재질 사용으로 편안함과 내구성을 동시에 실현
- PTT버튼 장착
- 무전기 형태에 따른 다양한 Flex cable 제공
- 무전기연결방법: 직접 연결하는Flex cable 형태(-77)와PPT 아답터(-07)를 통해 연결하는  2가지 타입
- NRR : 헤드밴드형 25dB, 넥밴드형 24dB, 헬멧 부착형 21dB

무전기 연결형 전자감응 귀덮개

무전기 연결형 귀덮개

특징

특징

MT1H7F2-77
헤드밴드형

MT7H79A
헤드밴드형

MT1H7B2-77
넥 밴드형

MT7H79B
넥 밴드형

MT1H7P3E-77
헬멧 부착형

MT7H79P3E
헬멧 부착형

Peltor™ WS Protac XP / WS Headset XP
블루투스(Bluetooth) 헤드셋

● 전자감응기능 내장(WS Protac XP only)되어 청력보호와 동시에 주변소리 청취가능
● 블루투스 기능 내장되어 스마트폰 등 연결하여 전화 및 음악감상

- 블루투스 A2DP 프로파일 적용하여 스마트폰 연결시 High Quality Stereo Sound로 음악청취
- 스마트폰과 페어링하여 작업중에도 헤드셋으로 전화 수신 가능
- 소음제거(Digital Noise Reduction)기능 적용하여 깨끗한 대화가능
- Advanced VOX(Voice Operated Transmit)적용하여 깨끗한 대화가능
- AA베터리 사용하며 헤드셋 작동 시간은 24hr ~ 150hr(블루투스 기능 사용여부에 따라 변동)
- 베터리 부족 알람기능(Low Battery) 탑재
- 차음률 SNR 기준 31dB
- 헤드밴드형, 넥밴드형, 헬멧부착형 선택가능

특징

MT15H7AWS5 MT15H7AWS5-01 GB

WS Protac XP(전자감응기능 포함)

WS Headset XP(전자감응기능 미포함)

MT53H7AWS5 MT7H7AWS5-01 G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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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Selection guide를 통해 나에게 맞는 커뮤니케이션 솔루션 제품을 선택하세요. 

Communication solution Selection Guide

Peltor™ Symbols by Function
기능별 로고를 통해 쉽게 제품을 선택하세요.

Level Dependent
전자감응형

Two-way Communication Headset
무전기 연결형

BluetoothⓇ 
블루투스

Built-in Communication Radio
무전기 내장형

FM Radio 
라디오

YES YES

NOYES

NOYES

청력보호구 착용시 대화가 통하지 않아

불편하신가요? 

작업시 무전기나

모바일폰을

사용중이다.

모바일폰 or 무전기 중

주 사용 통신기기

Mobile
Phones YES

YES

PMR's NO

NO
동시에

양방향 통신이

필요하다.

기본청력보호구 /

청력보호와 동시에

음악감상이 필요하다.

무전기 미사용.

안전한 작업을 위해 대화하고 주변상황의

소리를 들어야 한다.

전자감응 헤드셋

무전기 연결형 헤드셋

블루투스 헤드셋 블루투스 헤드셋

라이트콤 프로 2

블루투스 /

라디오헤드셋

일반형 귀마개

/귀덮개

Peltor™ SportTac
스포텍 전자감응 귀덮개

- 순간적인 큰 소음으로부터 청력 보호
- 라디오 연결 가능
- 두가지 색(레드/블랙) 캡이 들어있어 교체하여 사용 가능
- 귀덮개 컵이 얇고 가벼워 오래 착용해도 편안함
- 접이식으로 보관과 이동이 용이
- SNR 26dB

특징

MT16H210F-478-RD

HRXS220A HRX220P3E

Peltor™ WorkTunes™ Pro Headset
FM 라디오기능 내장 귀덮개

<제품소개영상>

- 고소음으로부터 청력보호 
- FM 라디오 기능 내장 귀덮개(디지털)
- 내장형 안테나(Built-in) 적용
- 외부기기를 스테레오 3.5mm 잭에 연결하여
   음악청취 등 가능(MP3, 스마트폰)
- Dual Shell 디자인 적용하여 내부 메인보드 내구성 최적화
- 음성안내 메뉴 적용(볼륨조절, 수신주파수조절, 주파수 저장(5개))
- 2XAA 알칼라인 베터리 적용 / 약 40시간 사용
- 배터리 저전압 경고 기능 / 4시간 미사용시 자동전원 Off
- 형태에 따른 2가지 타입 적용 : 헤드밴드형 / 헬멧부착형
- WorkTunes™ Pro 차음률(SNR) : 32dB(헤드밴드형), 31dB(헬멧부착형)

특징

Peltor™ Tactical XP
택티컬 엑스피 전자감응 귀덮개

- 소음감응기능으로 청력 보호와 동시에 외부와 원활한 대화 가능
- 음성안내 메뉴로 외부 음량 및 좌우밸런스 조절,
   이퀄라이저 (주파수 대역별 소리 크기 조절)기능
- 저전압 경고 및 자동 종료 기능(2시간 미사용 시 자동으로 꺼짐)
- NRR : 헤드밴드형 25dB, 넥밴드형 24dB, 헬멧 부착형 22dB

특징

MT1H7P3E2
헬멧부착형

MT1H7B2
넥 밴드형

MT1H7F2
접이식 헤드밴드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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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보안경
김서림 발생시 미세한 물방울이 렌즈에 맺혀
시야를 방해하여 작업에 불편함을 줄 수 있음

스카치가드 안티-포그 코팅
김서림 발생시 낮은 접촉각을 유지시켜
물방울을 넓게 퍼지게 하여 밝은 시야 확보 가능

보
안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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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경 선택 가이드

렌즈 색상 선택 가이드

위해요인 파악

일반 목적용

스타일 밀착 편안함

특수 목적용
특수목적

실내/실외 고열

화학물질
튐

비산먼지

충격보호 충격보호이상

렌즈색상
차단/감소되는

빛의 색
가시광선 투과율 적용 작업 또는 환경 장점

무색(투명) 없음 85% 이상 일반적인 눈보호용 물리적 충격에 강함

노란색, 호박색(황색) 보라색/파란색 85~92% 제품검사, 흐리거나 안개낀 환경 시야를 더 선명하게 보이게 함

분홍색,주황색 녹색 50% 제품검사 시야를 더 선명하게 보이게 함

녹색,회색 빨간색 Shade에 따라 다름
Shade에 따라 가스용접, 절단, 납땜, 주조,
용광로 작업

자외선, 적외선, 가시광선 차단에
효과적임

회색,갈색,황동색 모두 10~25% 실외작업(선글라스 용도)
햇빛에 의한 눈부심의 방지에

효과적임

미러,색깔있는 미러 모두 10~25% 실외작업(선글라스 용도)
햇빛에 의한 눈부심의 방지에

효과적임

파란색 노란색 35~65%
"눈부신 빛 차단에 매우 유용함 
노란색 빛이 많은 환경에서 눈의 피로를 줄여줌"

실내작업시 눈부심 방지에
효과적임

실내/실외 모두 50%
"실내와 실외를 자주 드나드는 작업 
(항만하역, 지게차, 건설 작업 등)"

실내/실외 작업시 눈부심 방지에
효과적임

Protective Eyewear

보안경

3M의 철저한 품질기준과
혁신을 통하여 우수한 품질의 보안경을
만나보십시오.
더욱 다양해진 제품으로 근로자 분들의 안전파트너로
끊임없이 노력하겠습니다.

� 3M 스카치가드 김서림방지 코팅은 일반적인 김서림 방지 코팅에 비해서 더 긴 지속지간과 효과적인 성능을 부여합니다.

� 미국 보안경 및 보안면 안전규격 ANSI Z87.1 규정을 만족합니다. 국내 KCS 규정보다 까다로운 고속충돌시험을 통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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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명 및 특징
렌즈색상

투명 회색 노랑색 실내외용(I/O) 미러

Virtua

Virtua©
·범용적인 스타일
·경량형 디자인 -1oz(28.35g) 이하
·범용의 코받침
·렌즈 : 김서림 방지 코팅 (Antifog 코팅)

11329 11330 11516

Virtua Sport©
·얼굴에 잘 맞도록 유연성 있는 코받침
·편안한 착용감을 위한 이마보호 쿠션과 안경다리 캡
·렌즈: 김서림 방지 코팅 (Antifog 코팅)
·이마보호 쿠션
·부드럽고 편안한 코받침

11384

품명 및 특징
렌즈색상

투명 회색 노랑색 실내외용(I/O) 미러

비엑스 (BX)

·편안한 착용감
·동양인에 잘 맞는 디자인
·넓은 시야
·렌즈 : 김서림 방지 코팅 (Antifog 코팅)
·다리길이 조절
·부드럽고 유연한 코받침
·렌즈 각도 조절

BX Gray Frame©
11380

BX Blue Frame©
11471

11524 11472

엑스 스포츠(X Sports)

X Sports©
·스포티한 디자인
·다양한 얼굴모양에 맞게 조절이 가능한 디자인
·시야가 넓은 렌즈
·렌즈 : 김서림 방지 코팅 (Antifog 코팅)
·부드럽고, 조절이 가능한 코받침
·시야가 넓고 렌즈 각도 조절
·스포츠 그립 안경다리

15176 15177 15178

Secure FIT
렌즈색상

SF-401AF SF-402AF SF-410AS

·동양인 얼굴에 잘 맞는 디자인
·탄성이 좋은 안경테(3M특허)로 착용감 극대화 
·부드러운 코 받침으로 오래 착용해도 편안함
·흘러내림을 완화한 코받침 디자인
·경량제품으로 편안함 증대 (19g) 
·보호도가 높은 디자인 / 범용형 디자인
·렌즈코팅 : 김서림 방지 코팅 (Antifog 코팅), 
                   안티스크래치
·재질 : 폴리카보네이트 UV 99.9% 보호

품명 및 특징
렌즈색상

투명

1000 시리즈 & 2700 시리즈

1611©
·이마보호 및 측면보호 기능
·일반안경 위에도 겹쳐 쓸 수 있음

1611

1710©
·다리 길이 조절 기능(4단)
·측면 덮개가 있어 이물질의 침투를 막아주는 기능

1710

2700©
·높은 안전성을 위한 이마보호 및 측면보호 기능
·일반 안경 위에도 겹쳐 쓸 수 있음

2700

2720©
·가볍고 편안함에 충실한 디자인
·현대적 감각의 디자인

2720

2730©
·다리 길이 조절 기능(4단)
·경사각 조절 기능
·부드러운 재질의 귀 터치
·부드럽고 통풍이 되도록 설계된 코 받침
·측면 덮개가 있어 이물질의 침투를 막아주는 기능

2730

2740©
·다리 길이 조절 기능(4단)
·경사각 조절 기능
·부드러운 재질의 귀 터치

2740

2750©
·다리 길이 조절 기능(5단)
·부드럽고 통풍이 되도록 설계된 코 받침

2750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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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명 및 특징
렌즈색상

투명

큐엑스(QX)

QX 3000©
·안경위에 겹쳐 쓸 수 있음
·다리길이 조절 가능
·측면 커버가 좋음
   (모두 투명렌즈를 사용하여 시야 확보가 좋다)
·렌즈 : DX™ 코팅
·선택사항 : Standard / Secure Grip
·렌즈에 접촉되지 않는 다리 부착(특허)

12115

교체용 투명 렌즈 QX 
3000 AF

12132

누보 (NUVO)
NUVO©
·1960년대부터 이어온 복고풍 디자인
·측면보호
·렌즈 : 김서림 방지 코팅 (Antifog 코팅)
·Readers (+1.5, +2.0, +2.5) : 돋보기렌즈 가능
·이마보호대
·부드럽고 조절가능한 코받침
·부드러운 안경다리, 다리길이 조절

11411
NUVO Reader© 

1.5/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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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소레이브(Nassau Rave)

Nassau RAVE©
· 프리미엄 보안경·내구성 좋음
· 측면 커버가 좋음
· 편리한 디자인
· 렌즈 : DX™ 코팅
· (특허)혁신적인 통기구멍·다리길이 조절
· 렌즈 각도 조절
· 얼굴을 감싸는 디자인

14450
Nassau Rave 5.0

14460

Nassau Rave 3.0

14459

용접용 플립 업

Flip Up 3.0

40427

보
안
경

AP

품명 및 특징
렌즈색상

투명 회색 노랑색 실내외용(I/O) 미러

AP - 100©
·제품명 : 3M™ AP-100
·동양인을  위한 디자인
·부드러운 코받침
·땀에의해 흘러내림방지를 위해 디자인된 코받침
·경량제품으로 오래 착용해도 편안함
·보호도가 좋은 범용형 보안경
·렌즈코팅 : 김서림 방지 코팅 (Antifog 코팅)
· 재질 : 폴리카보네이트

AP - 200©
·동양인 얼굴에 잘 맞고 세련된 디자인
·5종의  용접용 필터 인증제품
·다양한 얼굴에 맞도록 코받침 조절 가능
·얼굴 측면까지 감싸는 디자인으로 보호도 높음
·렌즈교체 가능
·제품종류(CLEAR, W1.2,W1.7,W2.0,W3.0,W5.0)
·렌즈재질 : 폴리카보네이트
·렌즈 코팅 : 김서림 방지 코팅 (Antifog 코팅)

AP - 300SG©
·동양인 얼굴에 잘 맞고 세련된 디자인 (프리미엄 보안경 ) 
·다양한 얼굴에 맞도록 코받침 조절 가능
·오래 착용해도 편안한 안경다리 / 코받침
·얼굴측면까지 감싸는 디자인으로 보호도가 높음
·렌즈교체 가능
·렌즈칼라 종류 : 투명, 엠버, 회색, 오렌지
·렌즈재질 : 폴리카보네이트 
·렌즈 코팅 : 김서림 방지 코팅 (Antifog 코팅)
·UV : 99.9 % 차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안전 인증, 미국 ANSI 인증

투명 엠버 회색 회색 오렌지

AP 200 AP 200-W1.2 AP 200-W1.7 AP 200-W2.0 AP 200-W3.0 AP 200-W5.0

AP-300SG AP-301SG AP-302SG AP-303SG AP-305SG

고글 투명

332AF (직접통풍)
·경제적인 고글
·충격방지용
·대부분의 안경위에 잘 맞음
·렌즈 : 김서림 방지 코팅 (Antifog 코팅) 40651

334AF (간접통풍) 
·경제적인 고글
·충격방지용 및 화학물질 튐 방지용
·대부분의 안경위에 잘 맞음
·렌즈 : 김서림 방지 코팅 (Antifog 코팅) 40661

454AF Centurion (간접통풍)
·프리미엄 고글
·충격방지용 및 화학물질 튐 방지용 
·넓은 시야 제공
·대부분의 안경위에 잘 맞음
·렌즈 : 김서림 방지 코팅 (Antifog 코팅)
·머리끈 재질: 네오프렌     

40305

452AF Centurion (직접 통풍)
·프리미엄 고글
·충격방지용 
·넓은 시야 제공
·대부분의 안경위에 잘 맞음
·렌즈 : 김서림 방지 코팅 (Antifog 코팅)
·머리끈 재질: 네오프렌   

40301

Dust GoggleGear™ (간접통기)
·렌즈의 상/하단부에 통기구멍이 있어 김서림완화
·부드러움 폼이 렌즈전체를 둘러싸고 있어 입자상물질 방지
·얼굴에 맞게 조절가능한 끈과 다리부분으로 편안함을 증대
·99.9%UV

16618

Splash GoggleGear™ (간접통기)
·가볍고, 높이가 낮아 편안함증대
·간접통기식
·DX 코팅으로 김서림,긁힘방지및 내화학성을 지님

16645

40654 (간접통풍) PC Lens
·넓은 시야 확보
·화학물질 튐 방지용
·회전식 머리밴드로 다른 보호구 사용시 편의성 제공 
·3M 나일론 헤드밴드로 내구성 강화
·코팅 : 김서림 방지 코팅 (Antifog 코팅) 
·렌즈 : 폴리카보네이트

40654

안경 겸착용

12163 12166 1611 2700

OX 1000©
·안경위에 겹쳐 쓸 수 있음
·다리길이 조절 가능
·측면 커버가 좋음(모두 투명렌즈를 
   사용하여 시야 확보가 좋다)
·렌즈 : DX™ 코팅
·선택사항 : Standard / Secure Grip
·렌즈에 접촉되지 않는 다리 부착(특허)

OX 2000 Secure Tip©
·안경위에 겹쳐 쓸 수 있음
·다리길이 조절 가능
·측면 커버가 좋음(모두 투명렌즈를 
   사용하여 시야 확보가 좋다)
·렌즈 : DX™ 코팅
·선택사항 : Standard / Secure Grip
·렌즈에 접촉되지 않는 다리 부착(특허)
·Secure-Grip™ 으로 안정된 안경다리
·다리길이 조절가능

1611©
·이마보호 및 측면보호 기능
·일반안경 위에도 겹쳐 쓸 수 있음

2700©
·높은 안전성을 위한 이마보호 및
   측면보호 기능
·일반 안경 위에도 겹쳐 쓸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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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격 흡수를 위한 내구성이 강한 이마보호대(Polyester/ABS)
·나사조임(래칫) 타입으로 머리 사이즈에 정확하고 단단하게 고정시켜줌
·머리 윗부분에 지지대가 있고, 5단계로 조절이 가능하여 편안함을 제공하며 더욱 견고하게 지지함

※평가순서 : 매우좋음>아주좋음>좋음

보안면의 특징

보안면

바이저

렌즈종류 충격 내화학성 내열성 스크래치

폴리카보네이트 매우 좋음 좋음 매우 좋음 좋음

프로피오네이트 아주 좋음 매우 좋음 아주 좋음 좋음

품명 규격 재질 특징

H4
·열가소성 제품으로 보다 효율적으로 충격 보호 가능
·머리 상단 및 후면은 핀락 (Pinlock) 타입으로 조절 가능

H8A

·열가소성 제품으로 보다 효율적으로 충격 보호 가능
·머리 상단은 핀락 핀락 (Pinlock) 타입으로 조절 가능
·정확한 밀착 및 편암함을 위한 후면 래칫 타입
   (나사 조임 방식)

W96
22.8cm x 36.8cm

두께: 2mm
프로피오네이트

WP96
22.8cm x 36.8cm 

두께: 2mm
폴리카보네이트

품명 두께 무게 특징

V2C 1mm 110g

·충격 및 화학물 튐 방지용으로 얼굴의 정면과 측면을 보호 
·내충격성 (폴리카보네이트) 이 특히 우수함
·코팅 : 김서림방지
·사용범위: -40도~+130도

V4H 1.2mm 120g

·충격 및 화학물 튐 방지용으로 얼굴의 정면과 측면을 보호 
·내충격성 (프리미엄 폴리카보네이트) 이 특히 우수함
·코팅 : 김서림방지
·절연 제품
·사용범위: -40도~+130도

V4DK 1mm 120g

·충격 및 화학물 튐 방지용으로 얼굴의 정면과 측면을 보호 
·내화학성(셀룰로즈 아세테이트) 이 특히 우수함 
·코팅 : 김서림방지(앞뒷면)
·절연제품
·사용범위: -40도~+100도

V4KK 1.2mm 120g

·충격 및 화학물 튐 방지용으로 얼굴의 정면과 측면을 보호 
·내충격성(프리미엄 폴리카보네이트)이 특히 우수함
·코팅 : 김서림방지(앞뒷면)
·절연제품, 넓은 측면커버
·사용범위: -40도~+100도

보안면
Faceshields

작업자들은 착용했을 때 편안하며,
편리하고 기능적인 안전 장비를 원합니다.
3M의 헤드기어 시스템과 페이스 실드는 까다로운
작업자들의 안전 욕구와 쾌적 조건을 충족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1. 보안면 
2. 바이저



Speedglas™ 9100XXi

SpeedglasTM를 사용하시면…

생산성 증대
자유로운 두 손으로 인해 30%~50%의 생산성

증대를 가져옵니다.

용접 품질 향상
용접시작점을 정확히 찾아주기 때문에

불량용접이 현저히 줄어듭니다.

안전성 보장 
자외선/적외선으로부터의 차단은 물론

각종 유해한 용접불꽃, 흄으로부터 안전합니다.

용접작업 중 발생되는 유해광선 및 오염물질에 노출되면 눈과 피부의 염증, 메스꺼움, 두통, 현기증, 열병, 폐암 등 시감계,

호흡계와 중추신경계에 만성적인 손상이 나타납니다. 눈, 얼굴, 그리고 호흡계 기관은 쉽게 손상될 수 있으며 특히 눈의

손상은 실명의 위험까지 있지만, 작업자들이 적절한 보호구를 착용한다면 이러한 질환들은 쉽게 예방할 수 있습니다.

믿을 수 있는 Total Safety Solution을 제공하는 3M의 자동 용접면 Speedglas™를 한번 경험해 보십시오. 

당신은 이제 안전합니다. 

·기존 9100시리즈 필터대비 더욱 선명하고, 실제에 가까운 색감 구현

·자연스러운 색감을 통해 완벽한 용접작업 가능

·New 외부버튼 : 새롭게 디자인된 silver front의 외부버튼을 통해, 

   빠르고 편안한 그라인딩 / 메모리 모드로 전환가능

·Auto ON/OFF 기능탑재 : 모션센서 적용

·새로운 디자인의 버튼과 직관적인 인터페이스

·Shade : 5,8,9-13 내부렌즈 추가로 14, 15까지 가능

최고를 위한 프리미엄 자동용접필터(New&Upgrade)

SpeedglasTM

자동 용접면

유튜브에서 영상을 확인하세요!
www.youtube.com/3MSpeedglas

Or scan this QR-code:

New 외부버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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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edglas™는 40년간의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만들어 낸
세계 최고의 자동용접면 브랜드입니다. 
전세계 천만명의 용접사가 애용하는 Speedglas™가
이제 당신의 안전을 지켜드립니다.
1. Speedglas™ 9100 시리즈

- 9100XXi(New)
- 9100
- 9100-QR
- 9100 FX

2. Speedglas™ 9100 Air 시리즈
- Adflo(PAPR)
- 9100 Air + Adflo
- 9100 FX Air + Adflo
- 9100 MP + Adflo

3. Speedglas™ SL
4. Speedglas™ 100V / 100-QR
5. Speedglas™ 10V / 10-QR
6. Speedglas™ 전체보기 / 특징별
7. Speedglas™ 악세서리
8. Speedglas™ Online : 모바일 앱, 홈페이지, SNS Site



프리미엄 자동용접면의 도약,
9100XXi

� 프리미엄 위의 프리미엄 자동용접면 9100XXi
� 더욱 향상된 광학소재사용으로 실제색감 구현
� 선명한 색감과 시야로 용접작업시 더욱 정확한 용접가능
� 기존 9100시리즈 제품에 9100XXi 필터 적용가능
� 외부버튼으로 그라인딩모드와 메모리모드 설정가능

렌즈 색깔이 더 밝고 녹색 색감이 더욱 줄어들었습니다. 전체적인
색감을 보기에 눈이 편안해졌습니다. 어두운 Shade에서도
용접소재를 더욱 실제처럼 볼 수 있습니다.

“

”

- Veteran Welder 

새로운 9100XXi 렌즈를 통해 더욱 명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기본 명암도 Shade 3 으로 상세하고 깨끗한
시야를 확보합니다.

향상된 광학소재의 색감으로, 용접작업이
훨씬 수월해 집니다.

�

�

�

용접면을 잡을 때마다, 9100XXi 헬멧은 자동으로
전원이 켜짐

마지막 사용했던 설정으로 항상 세팅값 자동저장됨

일정시간 미사용시 다시 전원이 Off 되어 배터리 절약

�

�

�

선명하고 깨끗한 색감!

9100XXi 제품체험 용접사 인터뷰

9100XXi 신제품 특징

외부버튼을 2-3초간 누르면 프리셋모드로 설정

2개의 프리셋 설정가능

어둡기(Shade), 민감도(Sensitivity), 지연(Delay)
3가지 모드 설정

실제로, 저전류 TIG용접모드와 고전류 MIG용접모드
2가지를 설정하여 사용가능

�

�

�

�

메모리모드 구현

용접작업 직후 간단히 외부버튼만 누르면
Shade 3으로 변경, 즉시 그라인딩작업이 가능

용접장갑을 벗을 필요 없이 그대로 착용상태에서
외부버튼을 누르면, 다시 용접모드로 변경이 가능

�

�

신속한 용접과 그라인딩 모드변경

모션센서탑재로 Aut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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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즈를 통한 실제색감비교 사진
 9100XX vs 9100XXi

< 9100XXi > < 9100X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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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를 위한 프리미엄 자동용접면 혁신의 안전모 결합 솔루션

Speedglas™ 9100

·최고의 프리미엄 광학필터 사용으로 완벽한 용접작업(TIG 1A 에도 반응)

·최상의 편안함을 제공하는 헤드밴드 적용으로 편안함과 안정적 무게중심 

·숨쉬는 헬멧 기능 : CO2 배출구 디자인(3M 특허)으로 편안한 호흡과 김서림 방지

·시야를 넓혀주는 사이드윈도우(SW) 디자인

·균형 잡힌 디자인으로 체감무게 최소화, 

·용접작업에 따른 헬멧의 이상적 포지션 조절 가능

·특수소재 Silver Front 적용으로 열로부터 보호, 고열과 습기에 강한 헬멧 소재

·태양보조전지 적용(9100V, 9100X)하여 더욱 늘어난 사용시간

·차광도 Shade : 5,8,9-13 / 민감도 Sensitivity : 1 ~ 5 조절가능, 그라인딩모드, 수동면모드

·지연(Delay) mode / 가접(Tack welding) mode(3M 특허)

·배터리 교환 경고기능

·확대경(1.0, 2.0, 3.0) 악세서리 부착가능

·안전모와 함께 빠르고 편안한 자동용접면 결합

·특수레일 QR(Quick Release Rail) 적용하여 용접작업 이후 빠른 탈착

·최적의 무게중심으로 편안한 착용

CO2 배출구 디자인
(3M 특허)

Speedglas™ 9100-QR

세계 최고의 렌즈 크기
(73X107mm)

저배터리 경고 기능

조작이 간편한 디지털 방식의 
유저 인터페이스

배터리 교환식 내구성을 높여주는 
멤브레인 코팅 패널

새로 추가된 Tack 
Welding 모드 (3M™ 특허)

모든 용접작업환경에 맞게 
조합 가능한 민감도/열림지연기능

·렌즈 크기 : 54 x 107mm
·Tack Welding 모드(3M™ 특허)
·8단계 차광도 선택 가능
·태양보조전지

SpeedglasTM 9100X
·렌즈 크기 : 45 x 93mm
·Tack Welding 모드(3M™ 특허)
·8단계 차광도 선택 가능
·태양보조전지

SpeedglasTM 9100V

Speedglas™ 9100XX

V X XX

45 x 93(mm) 54 x 107(mm) 73 x 107(mm)

균형잡힌 디자인으로 다양한 용접면 무게에도

최적화된 무게중심 확보

휠로 위아래 고정강도 조절가능

자외선(UV) 과 적외선(IR)으로 부터 완벽한 보호

옵션 : 용접렌즈 보호 Bar를 통해 스크래치 방지

EN 175 class B에 해당하는 내구성 확보로 

스크레치와 충격에 탁월한 보호도 제공

추가 악세서리 구매를 통해

보안경, 귀덮개를 안전모,

용접면과 함께 착용가능합니다.

·대부분의 안전모에 적용되는 QR레일

·편안하고 빠른 탈부착

QR레일을 통해 용접면을 

위아래로 위치 변경 가능.

귀와 얼굴측면 보호도 증가

옵션 : 귀덮개와 함께 착용 가능

사이드윈도우를 적용(Shade 5)하여

더욱 넓어진 시야

·CO2 배출구를 통해 편안한 호흡

·렌즈 김서림 방지역할

3M™ Speedglas™ Quick Release Rail for Safety Helmet

편안한 용접면과 안전모간 간격조절

휠버튼을 통해

용접면 위치변경 및 강도 조절

·빠르고 편안한 용접면 탈부착이 가능한 버튼적용.

·장갑착용중에도 편하게 사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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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의 시야를 확보한 9100 Flex View 버전

3M™ Adflo™ Powered Air Respirator System

3M™ Adflo™ Powered Air Respirator

Speedglas™ 9100FX

Speedglas™ 9100 Air 시리즈

용접렌즈 개폐기능 : 넓어진 그라인딩 창을 가진 용접보안면
스피드글라스 용접헬멧 9100FX는 자동차광 용접 헬멧과 일반 보안면의 기능을

동시에 가지고 있어 복합작업을 수행하는 용접사들에게 매우 필요한 자동용접면입니다.

다양한 크기와 기능의 9100 시리즈 

자동차광 용접렌즈

필터링된 Air 공급

냄새제거필터 선택가능

필터 커버를 통해 정전기 방지

프리필터를 통해 메인필터 수명증가

필터에 따른 연결튜브 선택가능 옵션

내구성이 뛰어난 모터적용

최상의 편안함을 주도록 설계된 
새로운 머리지지대

숨쉬는 헬멧 기능 : 
CO2 배출 용이 (3M™ 특허)

9100Air + Adflo

측면창(사이드 윈도우) :

차광도  5로 눈을 보호함과 동시에 시야확보

가시면적을 극대화 (17cm x 10cm)한
그라인딩용 안면 보호창

강한 기계적 내 충격성 및 고열과 
습기에 강한 재질

·Speedglas™ 자동용접면과 결합되는 프리미엄 전동식 호흡보호구

·3M 필터기술로 용접흄과 유해물질을 제거하여 깨끗한 공기를 공급, 작업효율 극대화

·리튬이온 배터리 적용하여 더욱 가볍고 빠른충전가능

·자동유량조절기능, 배터리부족 알람기능 탑재

·5단계 Filter Indicator 적용하여 필터교환시기 알림

·170 또는 200 lpm으로 유량조절가능

·9100Air, 9100FX Air, 9100MP 제품 결합가능

·완충시 8시간(Standard) ~ 12시간(Heavy-duty)사용

·배터리 Fast-charging 기술 적용하여 1시간에 80% 충전

9100FX Air + Adflo 9100MP + Adflo

유량조절기능 : 전원버튼을 통해

170 l/min 에서 200 l/min 조절.

덥고 습한작업시 생산성 향상

전원 On/Off 인디케이터

배터리 인디케이터

배터리 및 충전기 포함

가스필터 : (A1B1E1 or A2) 유기증기, 

무기증기, 산성가스 제거. 선택가능

방진필터 : 고효율 방진필터기술적용

세계 초경량 자동용접면

Speedglas™ SL

·최고의 기술력이 만들어낸 세계 초경량(360g) 자동용접면

·Speedglas™ SL(Super Light) 용접면은 최소의 무게로 최고의 성능 제공

·경량화를 통해 장기간 사용시에도 목에 가해지는 피로를 최소화

·모션센서 적용하여 자동 On/Off 기능

·신형 헤드밴드 적용하여 편안한 착용감과 조절기능

·협소한 작업현장에서도 유용한 헬멧 디자인

·내부 렌즈 추가로 차광도 Shade 13, 14 적용가능

·무게 : 360g (완제품)
·차광도 : On상태 3, 차광시 8-12
·4단계 민감도 조절 기능 
·자동 지연 기능
·자동 on/off 기능

SpeedglasTM S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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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tions Speedglas 9100 series Speedglas SL Speedglas 100 series 3M 10

용접필터 종류

9100XXi 9100XX 9100X 9100V SL 100V 10V

용접헬멧 종류

Options 안전모 결합 솔루션 Adflo 전동식 호흡보호구 연결 솔루션 송기식 연결 솔루션

용접면 시스템
구성

9100-QR 9100 FX 100-QR 3M 10-QR 9100 Air 9100 FX Air 9100 MP 9100 Air 9100 FX Air 9100 MP

3M™ Speedglas™  
Welding Helmet 9100

3M™ Speedglas™  
Welding Helmet 

9100 Air

3M™ Speedglas™  
Welding Helmet 

9100-QR

3M™ Speedglas™  
Welding Helmet 

9100 FX

3M™ Speedglas™  
Welding Helmet 

9100 FX Air

3M™ Speedglas™  
Welding Helmet 

9100 FX (with safety 
helmet)

3M™ Speedglas™  
Welding Helmet 

9100 MP

3M™ Speedglas™  
Welding Helmet 

SL

3M™ Speedglas™  
Welding Helmet 

100

3M™ Speedglas™  
Welding Helmet 

100-QR

합리적 가격의 보급형 자동용접면

합리적 가격의 경제적 자동용접면

모바일 및 홈페이지를 통해 Speedglas™ 를 만나보세요!

Speedglas™ 100

Speedglas™ 10

·작업성을 고려한 세련된 디자인으로 생산성 향상

·뛰어난 광학기술 적용하여 용접품질 향상

·5단계 차광도 조절기능으로 다양한 용접가능

·4단계 민감도 조절기능 / Delay 조절기능

·신형 헤드밴드 적용하여 편안한 착용감

·내부 렌즈 추가로 Shade 13, 14 적용가능

·안전모 결합형 100-QR 제품선택 가능

·내구성이 뛰어난 디자인으로 생산성 향상

·3단계 차광도 조절로 다양한 용접MIG, Stick, TIG (> 20 A)

·민감도 조절기능

·신형 헤드밴드 적용하여 편안한 착용감

·내부 렌즈 추가로 Shade 13, 14 적용가능

·안전모 결합형 10-QR 제품선택 가능

·차광도 : On상태 3, 차광시 8-12
·4단계 민감도 조절기능 / Delay 조절기능
·자동 지연 기능
·배터리 : 리튬 CR 2032 (2)

SpeedglasTM 100V

·차광도 : Shade3, 10-12
·민감도 : 2단계 조절 
·배터리 : 리튬 CR2032(2)

79 01 01
9100 시리즈 / Adflo 용접용가방

83 70 00
용접면 보관용 가방

95 44 10
용접 두건

3M™ Welding Helmet 10V

제품특징별

Welding Helmet Options

3M Speedglas™ 전체보기

프리미엄 눈보호

수동면 모드

사이드윈도우

안전모 기능

청력보호구 적용가능

자동켜짐

CO2 배출구 적용

Filp-up 넓은시야확보

호흡기 시스템

그래픽버전 옵션가능

* 9100XXi 적용시에만 Auto-On 기능적용

*

*

*

*

*

*

*

Speedglas™ 악세서리

Speedglas™ Online

16 90 05
머리보호대 (9100)

16 90 10 
목보호대 (9100)

16 91 00
후드

확대경렌즈
1.0 - 3.0

16 90 07
머리보호대 (9100FX)

16 40 05
가죽 귀,목 보호대 (100V)

www.facebook.com/SpeedglasGlobal

@3MSpeedglas

www.youtube.com/3MSpeedglas유투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SNS를 통해
스피드글라스를 
만나보세요!

App.speedglas.com

스마트폰과 태블릿 등 모바일기기로 접속하여

Speedglas™ 제품정보확인(영문)

·제품전체보기

·특징별 라인업

·제품선택가이드

www.3M.eu/Speedglas

Global 홈페이지를 통해

제품정보를 확인 및

용접면 사양정보제공(영문)

Speedglas™ 100V

Speedglas™ 10V

Speedglas™ 100-QR

Speedglas™ 10-Q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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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작업시 발생하는 유해인자들 파악(MSDS 등)

·각 유해인자의 물리적 상태를 파악 (기체, 액체, 입자 등)

·유해인자가 인체에 어떤 유해성을 가지는지 파악

·유해인자가 피부에 접촉되었을 때 어떤 증상이 생기는지 파악

·그 유해인자의 노출 가능성을 파악 - 접촉의 빈도 / 접촉 수준 / 접촉 시간

파악된 유해인자에 대하여 적절한 보호도를 가지는 원단을 선택하는 과정으로 물리적, 화학적, 생물학적 특성을 모두 고려해야 합니다.

·마모 저항 (Abrasion Resistance)

·열적 안전성 (Stability to Heat)

·굴곡 저항 (Flex Cracking)

·낮은 온도에서의 굴곡 저항 (Flex Cracking at Low Temps)

·인장 강도 (Trapezoidal Tear Resistance)

·터짐 저항 (Burst Resistance)

·뚫림 저항 (Pucture Resistance)

·연소 저항 (Resistance to lgition)

▶ 원단의 화학적 성질 - 원단이 가지는 화학적인 특성은 투과 실험을 통하여 쉽게 알 수 있습니다.

▶ 원단의 생물학적 성질 - 원단의 바이러스, 박테리아, 혈액을 통한 병원매개체보호를 가지는 실험을 할 수 있습니다.

▶ 원단의 물질적 성질 -  원단의 내구성을 알 수 있으며,시험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액상 케미칼이 분자 수준으로 보호복 원단을 직접 통과해 이동하는 것입니다.

◆실험방법
   EN369 -  원단의 한쪽면을 액상 케미칼에 접촉을 시킨 후 확산을 통하여 반대편에서 감지 (1㎍/cm2·min)

되는 파과시간 (Breakthrough Time)을 측정하여 원단이 가지는 해당 케미칼에 대한 보호도를 
판단합니다.

투    과  (Permeation)

1단계 | 유해 인자의 파악

2단계 | 보호복 원단의 선택

용도별 적합한 보호복 선정 절차 4 단계

◆실험방법
   ASTM F739 - EN369와 동일하며, 단지 0.1 ㎍/cm2·min 일 때를 파과된 시간으로 측정

◆실험방법
   EN14126 - 인공 혈액, 혈인성 병원균을 0~20 kPa의 압력으로 침투 테스트, 또는 황색 포도구균의
                   침투 테스트

안전 보호복
Protective Clothing

3M 보호복은 작업 현장의
유해인자로부터 당신의 피부를 보호함으로써
안심하고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75 76

보호복은 여러 조각의 원단을 이어서 만들기 때문에, 원단과 원단을 이어주는 솔기의 기능이 매우 중요합니다. 
보호복의 원단이 아무리 좋아도 솔기 처리가 제대로 안되어 침투가 일어난다면 그 보호복에 있어서 보호도는 의미가 없어지게 됩니다.

1. 스티치
두개의 원단을 실로 서로 맞물리게

재봉한 솔기로, 일반 분진용으로

쓰이지만, 미세한 입자나 액상 물질에 

대해서는 보호도가 떨어집니다.

2. 바운드
단순 재봉된 솔기 위에 원단을

한번 더 덮어씌우는 형태로

솔기의 물리적인 성질 및 보호도가

향상됨. 미세 분진 및 액상 스프레이에 

대한 보호도를 제공합니다.

3. 열접착 봉합
두 원단을 겹쳐서 열로 융착시킨

형태로 재봉을 하지 않으므로

바늘/실로 인한 구멍이 전혀 없음.

액상 물질에 대한 보호도가 높습니다.

4. 재봉 후 테이프 처리
원단과 호환되는 테이프를 열 또는

접착제를 이용하여 재봉된 부분을

덮는 형태로 액상 또는 가스상

물질에 대한 높은 보호도를 제공합니다.

3단계 | 솔기의 선택

4 단계 | 보호복 디자인의 선택

Level B / Type 1B, Type 2

Level A 수준의 호홉기에 대한 보호도를 요구하지만, 피부에 대한 보호 수준은 약간 낮은 상황일 때 착용하는 보호복.
SCBA 또는 송기마스크를 연결하여 내화학성 장갑 및 안전 장화 등을 동시에 착용합니다. 

▶ 적용
- 피부에는 큰 위험이 없지만, 호흡기 에는 IDLH 수준인 고농도 케미칼 가스/증기 등에 노출 시
- 유해 케미칼의 성분이 알려져 있으며 각 케미칼별 농도도 알고 있을 시

Level A / Type 1A

최고 레벨의 호흡기, 피부, 눈에 대한 보호도가 필요할 시에 요구되는방호 장비로 완전 밀폐된 보호복.
SCBA / 내화학성 장갑 / 내화학성 안전화 등의 일체형으로 제공되어최상의 보호도를 제공합니다.

▶ 적용
- IDLH 수준의 고농도 케미칼 가스/증기 등에 노출 시
- 피부에 매우 해롭거나 피부를 통하여 흡수될 가능성이 있는 알려지지 않은 케미칼에 대하여 노출 위험 시

Level C / Type 3 & 4

호흡기 및 피부에 대해 낮은 수준의 보호도를 요구 하는 상황에서 착용합니다.
공기 정화통식 호흡보호구에 내화학성 장갑 및 안전 장화 등을 동시에 착용합니다.

▶ 적용
- IDLH 수준 이하의 케미칼 가스/증기 등에 노출 시
- 피부 노출 시 치명적으로 해롭지 않은 오염물질에 노출 시

Level D / Type 5 & 6
최소한의 피부 보호만을 필요로 하는 수준에서 착용합니다.
호흡보호구, 일회용 장갑 및 보안경등은 선택사항으로 같이 착용가능합니다.

▶ 적용
- 대기 중에 알려진 유해인자가 없을 때
- 위험한 수준의 케미칼에 대한 튀김, 접촉할 가능성이 없을 때
- 입자상의 유해인자에 대한 방호가 필요시

성능 규정에 따른 보호복 선택

안
전
보
호
복

구       분 MG 1500 MG 2000 MG 2300 MG 2500 MC 3000 MC 4000 MC 6000

Type 1
가스 차단 보호복 (Gas tight Suits)
주위 환경으로부터 완벽하게 차단된 보호복

Type 2
비기체 차단 보호복 (Non-Gas Tight Suits)
유해인자의 유입을 막기 위해 내부에 양압식 호흡 보호구를 같이 
쓰지만, 완전히 밀폐되지 않는 보호복
Type 3
액상 차단 보호복 (Liquid Tight Suits)
강하고 방향성을 가지고 분사되어지는 액상 케미칼에 대하여
보호도를 제공하는 보호복
Type 4
스프레이 차단복 (Spray Tight Suits)
보호복에 고일 정도로 분사되는 응축된 액상 케미칼에 대하여
보호도를 제공하는 보호복

Type 5
분진 차단복 (Dry Particle Suits)
유해한 분진 입자로부터 보호도를 제공하는 보호복

Type 6
제한적 스프레이 차단복 (Reduced Spray Suits)
방향성이 없는 액상 케미칼의 분무에 대한 보호도를 제공하는 보호복

정전기 방지 EN1149
보호복의 정전기 방지 기능과 전자를 분산시키는 능력을 측정. 
표면 저항이  5x1010 OHMS 이하이어야 함.

방사능 오염 EN1073 
방사능 입자에 대한 보호도을 보여줌
테스트 방법 및 요구사항은prENISO 13984-21999 Type 5 test 와
동일함.

항 바이러스 보호력 EN14126
바이러스, 박테리아, 혈액으로 인한 각종 병원체 그리고 체액 등과 같
은 감염 매체에 대한 보호력

사이즈 선정

사이즈 신장 가슴둘레 
S 164cm - 170cm / 5'4"- 5'7" 84cm - 92cm/ 33~36"

M 170cm - 176cm / 5'7"- 5'9" 92cm - 100cm / 36~39"

L 176cm - 182cm / 5'9"- 6'0" 100cm - 108cm / 39~42"

XL 182cm - 188cm / 6'0"- 6'2" 108cm - 115cm / 42~45"

XXL 188cm - 194cm / 6'2"- 6'5" 115cm - 124cm / 45~48"

XXXL 194cm - 200cm/ 6'5"- 6'7" 124cm - 132cm / 48~51"

유럽의 규정이 전세계적으로 가장 표준화되어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EN340에서는 전신 보호복에 대한 6가지 Type을 분류하고 있으며, 각 타입별로 CE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완성된 보호복에 대해서 움직임(movement)실험과 실제 작업환경을 가상한 챔버내에서의 스프레이 실험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래 표를 참조하여 자신의 몸에 맞는 보호복 사이즈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사이즈의 선택은 착용감과 보호복의 수명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보호복 사이즈

신장

가슴둘레



▶ 성능
·Type 5&6(EN340) 검정
·정전기 방지 기능 (EN1149) 
·방사선 분진에 대한 보호도 (EN1073) 
·바이러스, 박테리아 그리고 혈액으로 인한 각종 병원체에 대한 보호도 제공
   (EN14126)

▶ 특징 및 디자인
·미세기공(Microporous) 필름 코팅이 되어 우수한 방호력 및 통풍성 제공
·바운드 방식의 솔기로 디자인되어 보호도를 최대화 함
·미세 장섬유 구조로 보푸라기(Lint)가 일지 않음
·우수한 발수 성능 - 수증기 배출이 탁월함
·분진에 대한 보호도를 높이기 위하여 양면 코팅된 지퍼 덮개
·편리한 화장실 사용을 위한 Two-way 이중 지퍼 장착 
·자유로운 동작이 가능하도록 어깨 및 다리 부분에 넉넉하게 재단된 사이즈
·투피스 디자인도 선택가능

▶ 적용사업장
·의료 및 제약 산업
·각종 수지 취급 작업장
·폐기물 처리 작업
·경찰 및 과학수사대
·일반 제조 공장
·방제 작업
·설비·보수작업

분진입자

체열 (수증기)

미세가공필름

폴리프로필렌

액상물질

특성 시험방법 결과

내마모성 (Abrasion) EN530(method2) >100, <500

굴곡저항 (Flexing) ISO 7854 1,250,000

터짐저항 (Bursting) ISO 2960 192 Kpa

인열저항 (Mean Tear) ISO 9073 48.7 N

뚫림저항 (Puncture) prEN368 10.3 N

연소저항 (Fire Retard.) ISO 6941 Pass

솔기강도 (Seam Strength) ISO 5082 146 N

EN 368 
Gutter 테스트

케미칼명 반발자수 침투율

황산  (30%) 96.70% 0.00%

CEN TC 162 / WG3 / TG3 / N85 (fabric only)

분진 크기 침투율

3 - 3.5 ㎛ 0.31%

CEN TC 162 / WG3 / TG3 / N85 (fabric only)

분진 크기 침투율
 > 3.5 ㎛
3 -1.5 ㎛

0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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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G
 
2000

보호복 외부

이중부직포

폴리프로필렌

보호복 내부체열 (수증기)

분진 액상물질

MG

 

1500

<BLUE> <석면제거 작업용 / 바운드 솔기처리>

안
전
보
호
복

▶ 성능
·Type 5 & 6 검정 (EN340)
·정전기 방지 기능 (EN1149)

▶ 특징 및 디자인
·독특한 이중 구조의 SMMS 방식으로
   미세한 분진에 대하여 방호력이 뛰어남
·뛰어난 통풍성으로 작업시 편안함 제공
·편리한 Two-Way 이중 지퍼 장착
·지퍼 보호 덮개 및 실링 테이프를 장착하여 높은 보호도 제공
·색상 - 흰색 / 청색
·투피스 디자인도 선택가능
·석면제거 작업용

▶ 적용사업장
·석면 제거 및 취급 작업장 
·제약
·수지 취급 작업장
·단열 작업
·분진 발생 작업장

·물리적 성능

·물리적 성능

·내화학적 성능

·내화학적 성능

·분진 차단력 ·분진 차단력

특성 시험방법 결과

내마모성 (Abrasion) EN530(method2) >500

터짐저항 (Bursting) ISO 2960 167 Kpa

인열저항 (Tear) ISO 9073 39N(MD) / 
7.2N(CD)

뚫림저항 (Puncture) prEN368 10.5 N

연소저항 (Fire Retard.) ISO 6941 Pass

솔기강도 (Seam Strength) ISO 5082 106 N

수증기 통과율 (WVTR) ISO 11092 6800 gsm. 
24Hr

EN 368
Gutter
테스트

케미칼명 반발지수 침투율

황산(30%) 98.10% 0.00%

니트로벤젠 99.30% 0.00%

톨루엔 95.20% 0.00%

메탄올 92.30% 0.00%

N헵탄 87.70% 0.10%

이소프로판올 93.90% 0.00%

수산화나트륨(10%) 98.50% 0.00%

EN 369
투과 테스트

케미칼명 파과시간

수산화나트륨(10%) > 480 분

수산화나트륨(40%) > 480 분



안
전
보
호
복

MG
 
2300

▶ 성능
·Type 3, 4 & 5 검정 (EN340)
·정전처리 기능 (EN1149)
·바이러스, 박테리아 그리고 혈액으로 인한 각종 병원체에 대한 보호도 제공
  (EN14126)
·방사선 분진에 대한 보호도 제공 (EN1073)

▶ 특징 및 디자인
·호흡보호구와 높은 호환성
·3-패널 후드
·이중지퍼와 이중 덮개로 보호도를 높임 
·이중 봉제 후 테이프씸 처리
·이중소매, 이중지퍼 (Plus 모델)

▶ 적용사업장
·케미칼 제조, 취급 및 운반 작업
·산업 폐기물 처리
·화학물질의 저장 탱크 청소 및 유지 보수
·독성물질의 취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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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G 2500

▶ 성능
·Type 3, 4 & 5 검정 (EN340)
·정전기 방지 기능 (EN1149)
·방사선 분진에 대한 보호도 제공 (EN1073)
·바이러스, 박테리아 그리고 혈액으로 인한 각종 병원체에 대한 보호도 제공 
   (ASTM1671, EN14126)

▶ 특징 및 디자인
·미세기공(Microporous) 필름   코팅이 되어 우수한 통풍성 제공
·케미칼에 대한 보호도를 높이기 위한 열접착 방식의 솔기 처리
·각종 유기 용제에 대한 뛰어난 방호력 제공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넉넉한 지퍼 덮개 디자인 및  실링 테이프 장착

▶ 적용사업장
·도장 작업장 
·케미칼/석유화학 공장
·제약 및 약품 처리 공정
·병원 및 수의학 관련 연구소
·의료 대응 반 (혈액, 체약, 바이러스, 박테리아 등)
·방제작업

특성 시험방법 결과

내마모성 (Abrasion) EN530(method2) >1,000

굴곡저항 (Flexing) ISO 7854 1,000,000

인열저항 (Mean Tear) ISO 9073 32.5 N
63.3 N

뚫림저항 (Puncture) prEN368 10 N

·물리적 성능

·물리적 성능

·내화학적 성능

특성 시험방법 결과

내마모성 (Abrasion) EN530(method2) <500

굴곡저항 (Flexing) ISO 7854 1,000,000

터짐저항 (Bursting) ISO 2960 56 Kpa

인열저항 (Mean Tear) ISO 9073
84 N (MD)

53 N (CD)

뚫림저항 (Puncture) prEN368 10.5 N

연소저항 (Fire Retard.) ISO 6941 Pass

솔기강도 (Seam Strength) ISO 5082 155 N

EN 368 Gutter
테스트

케미칼명 반발지수 침투율

황산(30%) 90.60% 0.00%

이소프로필알 96.90% 0.10%

구분 케미칼명 파과시간
EN 369

투과 테스트 수산화나트륨 (10%) > 480 분

ASTM F903
침투 테스트

톨루엔                      > 34 Kpa

메탄올                       > 34 Kpa

N - 헥산                     > 34 Kpa

디메틸포름아미드               > 34 Kpa

이산화황탄소                  > 34 Kpa

디에틸아민  > 34 Kpa



안
전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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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

MicrochemⓇ 3000 Plus

<이중지퍼> <이중소매>

▶ 제품 종류 : Plus, Comfort

▶ 성능
·Type 3, 4 & 5 검정 (EN340)
·산업안전보건공단 검정 (유기화합물용 보호복)
·정전기 방지 기능 (EN1149)
·바이러스, 박테리아 그리고 혈액으로 인한 각종 병원체에 대한
   보호도 제공(EN14126)
·방사선 분진에 대한 보호도 제공(EN1073)

▶ 특징 및 디자인
·최상의 보호도를 제공하는 이중 지퍼 장착 (Plus)
·소매로의 침투를 완벽하게 차단해 주는 이중 소매 디자인(Plus)
·열접착 후 테이프 처리하여 최상의 솔기 보호도 제공

▶ 적용사업장
·케미칼 제조 / 취급 / 운반
·농약 및 제초제 살포
·화학물질 저장 탱크 청소 및 유지 보수

MG 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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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능
·Type 3 & 4 & 5 검정 (EN340)
·산업안전보건공단 검정 (유기화합물용 보호복)
·정전처리 기능 (EN1149)
·바이러스, 박테리아 그리고 혈액으로 인한 각종 병원체에
   대한 보호도 제공 (EN14126)
·방사선 분진에 대한 보호도 제공 (EN1073)

▶ 특징 및 디자인
·가볍고 유연하지만 뛰어난내화학성 제공
·최상의 보호도를 제공하는 이중 지퍼 장착
·소매로의 침투를 완벽하게 차단해 주는 이중 소매 디자인
·열접착후 테이프 처리한 최상의 솔기 보호도 제공

▶ 적용사업장
·케미칼 제조 / 취급 / 운반
·산업 폐기물 처리
·화학물질 저장 탱크 청소 및 유지 보수 
·독성물질의 취급
·Level C 급의 비상대응, US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EPA)
·CBRN 대응

MC 4000

특성 시험방법 결과

내마모성 (Abrasion) EN530(method2) > 1,000,000

터짐저항 (Bursting) ISO 2960 189.2 Kpa

인열저항 (Tear) ISO 9073 67.5 N (MD)
31.2 N (MD) 

뚫림저항 (Puncture) prEN368 10 N

연소저항 (Fire Retard.) ISO 6941 Pass

솔기강도 (Seam Strength) ISO 5082 100 N

·물리적 성능

·내화학적 성능 - Page 85~89 참조

·물리적 성능

특성 시험방법 결과

내마모성 (Abrasion) EN530(method2) > 1,000,000

터짐저항 (Bursting) ISO 2960 379.2 Kpa

인열저항 (Tear) ISO 9073 142 N (MD) 
105 N (CD)

뚫림저항 (Puncture) prEN368 16 N

연소저항 (Fire Retard.) ISO 6941 Pass

솔기강도 (Seam Strength) ISO 5082 283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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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능
·Type 3검정 (EN340)
·정전처리 기능 (EN1149)
·방사선 분진에 대한 보호도 제공
   (EN1073)
·EN14594 호흡기 보호 장비
·EN1703-11998 Class 5(PF :50,000)

▶ 특징 및 디자인
·Airline Regulator & HEPA 필터 일체형
·보호복 각 지점으로 공기를 분배 하는 시스템 내장
   (우측 사진 참조)
·안셀 Barrier 글러브 일체형
·덧신 일체형
·배기 밸브를 통한 CO2 배출
·재질의 물리적/내화학적 성능은 MC 3000과 동일

▶ 적용사업장
·케미칼 제조, 취급 및 운반 작업
·산업 폐기물 처리
·화학물질의 저장 탱크 청소 및 유지 보수
·독성물질의 취급

▶ 성능
·Type 3, 4 & 5 검정 (EN340)
·정전처리 기능 (EN1149)
·바이러스, 박테리아 그리고
   혈액으로 인한 각종 병원체에 대한
   보호도 제공(EN14126)
·방사선 분진에 대한 보호도 제공
   (EN1073)

▶ 특징 및 디자인
·SCBA를 창착하여 높은 보호도를
   유지할 수 있는 보호복
·소매에 케미칼 장갑이 부착되어 있는
   일체형으로 소매로의 침투를 방지
·가볍고 유연하지만 뛰어난 내화학성 제공
·최상의 보호도를 제공하는 이중 지퍼 장착
·열접착후 테이프 처리한 최송의 솔기 보호도 제공

▶ 적용사업장
·케미칼 제조, 취급 및 운반 작업
·산업 폐기물 처리
·화학물질의 저장 탱크 청소 및 유지 보수
·독성물질의 취급
·Level B급의 비상대응, US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EPA)
·CBRN 대응

▶ 주의 사항
·화학물질에 대한 조직분해(Degradation) 및
   침투성(Permeation) 실험 결과 참조
·각 화학물질에 대한 저항도와 착용가능시간은
   화학물질의 접촉정도, 물리적 조건, 함께 존재하는 다른 화학물질의
   종류에 따라 달라짐
·사용 중에 제품이 찢어지거나 구멍이 뚫리거나 심하게 오염되었다면,
   즉시 폐기처분하고 새 제품으로 교환하여 사용

안
전
보
호
복

MC 3000 SAR

Apollo 화학 작용제 종류 화학 작용제 종류 

Mustard (HD) 겨자가스 Mustard (HD) 겨자가스 

Soman (GD)  소만 Soman (GD)  소만 

Lewisite (L) 미란성 독가스 Lewisite (L) 미란성 독가스 

Sarin (GB) 사린가스 Sarin (GB) 사린가스 

VX 신경성 맹독 가스 VX 신경성 맹독 가스 

화학물질 투과시간 (분) 

아세톤 >480분 

아세토니트릴 >480분 

암모니아 가스  >480분 

부타디엔 1,3- (가스) >480분 

이황화 탄소 >480분 

디클로로메탄 >480분 

디에틸아민 >480분 

디메틸포름아미드 >480분 

에틸 아세테이트 >480분 

N-헵탄 >480분 

염화 수소 가스 >480분 

시안화수소 >480분 

메탄올 >480분 

염화메틸 >480분 

니트로벤젠 >480분 

수산화나트륨40% >480분 

황산 96% >480분 

테트라클로로에틸렌 >480분 

THF >480분 

톨루엔 >480분 

▶ 성능
·유럽 TYPE 1a, TYPE 1a-ET(Limited use) 획득
·완전밀폐형 가스차단복
·보호복 재질: Multi-layer barrier laminate
·장갑 : Ansell Barrier + Ansell Neox (Neoprene )
·장화 : Etche Fireman Neoprene Wellington Boot (Neoprene)

▶ 주의 사항
·글러브 및 부츠는 옵션으로 제공 됩니다.
·각 화학물질에 대한 저항도와 착용가능시간은 화학물질의 접촉정도,
   물리적 조건, 함께 존재하는 다른 화학물질의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사용 중에 제품이 찢어지거나 구멍이 뚫리거나 심하게 오염되었다면,
   즉시 폐기처분하고 새 제품으로 교환하여 사용하세요.

▶ 특징
·DYNAT / YKK 가스 차단 지퍼
·PET 바이저
·무릎 부분 보강 디자인
·SCBA 내부 착용의 캡슐 디자인

※ TNO Protocol – 화학작용제 투과저항

※ EN ISO 6529: 2001 케미컬 투과저항

MC6000 gas–Tight Sui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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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미칼별 투과(Permeation) 결과

MC 3000 MC 4000

Chemical CAS Number Synonyms/Comments

Normalised 
Breakthrough 
Time (NBT)

Classification 
According to 
EN14325: 2004

Normalised 
Breakthrough 
Time (NBT)

Classification 
According to 
EN14325: 2004

Epichlorohydrin (99%) 106-89-8 >480 6 >480 6

Epoxy Hardener WH-6  (960223) n/a 리필 >480 6 >480 6

Ethanol 64-17-5
Absolute Alcohol, methylated spirits, 

ethyl alcohol
>540 6

Acetone (> 99wt%) 67-64-1
2-Propanone, Pyroacetic Ether, 

Dimethyl Ketone, 
30 2 >540 6

Acetonitrile (>99.98 wt%) 75-05-8
Ethanenitrile, Methyl 

Cyanide,Cyanomethane, 
7 0 >540 6

Acrylamide 79-06-1 >480 6 >480 6

Acrylic Acid 79-10-7 >480 6 >480 6

Acrylonitrile 75-05-8 >480 6

2-Aminoethanol (98 wt%) 96-80-0 >480 6

2-(2 Amino Ethoxy Ethanol) n/a >480 6 >480 6

Ammonia (liquid - 33°c) 1336-21-6 2 0

Ammonia Gas
 (> 99.98 wt%) 1 atmos.

7664-41-7 3 0 60 3

Ammonium Hydrogen Fluoride 1341-49-7 >480 6 >480 6

Ammonium Hydroxide 20% v/v 1336-21-6 145 4

Amylacetate 628-63-7
Isoamyl Acetate, Banana Oil, 

Amylacetic Ester, 
>480 6

Aniline 62-53-3
Aminobenzene, Aniline Oil, 

Phenylamine, Kyanol, 
>480 6 >480 6

Aqueous bacteria, staphylococcus 
aureus

n/a >480 6 >480 6

Arsenic Dust 7440-38-2 >480 6

Benlate n/a >480 6 >480 6

Benzene 71-43-2 Cyclohexatriene, Benzol, 2 0 >480 6

Benzene Sulphonyl Chloride (99%) 98-09-9 >480 6

Benzyl Chloride (99w%) 100-44-7 16 1 >480 6

Bromine (Pure, Liquid) 7726-95-6 2 0 2 0

Bromine Soln. (Sat'd) n/a 10 1

Butanol n 71-36-3 Propyl Carbinol, Butyl Alcohol, >480 6 >480 6

Butyl Acrylate n 141-32-2 15 1 >480 6

Carbon Disulfide 75-15-0 5 0 2 0

Chlorine
(> 99.8 wt%) Gas, 1 atmos.

7782-50-5 10 1 >540 6

Chlorine Water (sat'd 99.9+%) 7782-50-5 2 0 >480 6

Chloroacetic Acid
 (99wt%) (Solid-vap perm.)

79-11-8 >480 6

Chloroacetic Acid
 Ethyl Ester (99wt%)

n/a >480 6

Chloroacetyl Chloride 79-04-9 36 2 >480 6

2-Chloro-Acryl-Nitrile n/a >480 6

4-Chloroaniline 75ºC 106-47-8 >480 6

Chlorobenzene 108-90-7 >480 6

2-Chloroethanol 99% 107-07-3 >480 6

Chloroform 67-66-3 Imm 0 11 1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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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C 3000 MC 4000

Chemical CAS Number Synonyms/Comments

Normalised 
Breakthrough 
Time (NBT)

Classification 
According to 
EN14325: 2004

Normalised 
Breakthrough 
Time (NBT)

Classification 
According to 
EN14325: 2004

Chlorosulphonic Acid 7790-94-5 69 3

Chlorotoluene o n/a >480 6

Chlorotoluene p 106-43-4 >480 6

Chromium trioxide (50 wt%) 1333-82-0 Chromium (VI) oxide, Chromic Acid >540 6

Cresol m 100-84-5 Antec Farm Fluid S >480 6

Cresol-m in Water Solution (20g/l) 108-39-4 >480 6

Cresol-o in Water Solution (20g/l) 95-48-7 >480 6

Cresol-p in Water Solution (20g/l) 106-44-5 >480 6

Cyclohexylamine (>99.5% wt%) n/a 83 3

Di (aminopropyl) Amine (Diamine) n/a
N-(3-aminopropyl)-1,3-

propanediamine
>480 6

Dichloroacetone 1,1 n/a >480 6

Dichloroacetone 1,3 n/a >480 6

3,4-Dichlorobenzotrifluoride (Liquid) 526-84-7 >480 6

Dichlorodiethylether n/a >540 6

Dichloroethane 1,2 107-06-2 4 0 >480 6

Dichloroethylene trans 1,2 n/a 2 0

Dichloromethane (99.99 wt%) 75-09-2
Methylene Bichloride, Methylene 

Chloride, 
Imm 0 12 1

Diesel 68334-30-5 15 1 >480 6

Diethanolamine (99wt%) 111-42-2 >480 6

Di-Ethyl Ether 60-29-7 Imm 0 2 0

Diethylamine (99.9 wt%) 109-89-7 Imm 0 Imm 0

3-N, N-Diethylenetriamine 111-40-0 >480 6

Difluoroaniline 2,4 367-25-9 >480 6 >480 6

N,N-Dimethylacetamide n/a >480 6

2-(Dimethyl Amino) Pyridine 99+% n/a 57 2

Dimethyl Dicarbonate n/a Velcorin          >540 6

Dimethyl Sulphate 77-78-1 >480 6 >480 6

Dimethyl Sulphoxide (99+%) 67-68-5 DMSO >480 6

Dimethylamine 40% 124-40-3 >480 6 >480 6

Dimethylformamide N, N 
(>99.8 wt%)

68-12-2 DMF, DMFA, >480 6 >540 6

Dipropylene Glycol Methyl Ether 34590-94-8 >480 6

Di-tert-butyl peroxide (98 wt%) n/a >540 6

Epichlorohydrin (99%) 106-89-8 >480 6 >480 6

Epoxy Hardener WH-6  (960223) n/a >480 6 >480 6

Ethanol 64-17-5
Absolute Alcohol, methylated spirits, 

ethyl alcohol
>540 6

Ethanolamine (98wt%) 141-43-5 >480 6

Ethion n/a >480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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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C 3000 MC 4000

Chemical CAS Number Synonyms/Comments

Normalised 
Breakthrough 
Time (NBT)

Classification 
According to 
EN14325: 2004

Normalised 
Breakthrough 
Time (NBT)

Classification 
According to 
EN14325: 2004

2, Ethyhexanoic Acid 149-57-5 >480 6 >480 6

Ethyl Acetate (99.98 wt%) 141-78-6
Acetic Acid Ethyl Ester, Vinegar 

Naphtha, Acetic Ester, 
3 0 >540 6

Ethyl Benzene 100-41-4 >480 6

Ethyl Chloroacetate (99wt%) 105-39-5 >480 6

Ethyl Parathion n/a >480 6

Ethylene Chlorohydrin 99% 107-07-3 >480 6

Ethylene Diamine n/a >480 6

Ethylene Dibromide 106-93-4 >480 6

Ethylene Glycol 107-21-1 2-Ethanediol, Glycol, >480 6 >480 6

Ethylene Oxide 
(gas at ca. 1 Atmos)

75-21-8 >540 6

Fluorobenzene 462-06-6 105 3

Formaldehyde 37% 50-00-0 Formol, Formalin, >480 6 >480 6

Formic Acid 90% 64-18-6 >480 6 >480 6

Furfural 98-01-1
Pyroligneous Aldehyde, Artificial Oil 

of Ants,
>540 6 >480 6

Fyfanon (malathion) n/a >480 6

Gas Oil
 (SHELL "Heizoel HVS 300 CST")

68476-33-5 >540 6

Heptane n (99.8 wt%) n/a Imm 0 >540 6

Hexamethylene Diamine 124-09-4 >480 6

Hexamethylene Disilazane 
(1,1,1,3,3,3)

n/a >480 6

Hexane n 110-54-3 Imm 0 >480 6

Methoxyacetic Acid n/a >540 6

Methyl Chloroformate n/a >540 6

Methyl Chloride 74-87-3 >480 6

Methyl Ethyl Ketone 78-93-3 MEK, Ethyl Methyl Ketone >540 2

Hydrazine monohydrate 98% 
(containing Hydrazine, 64-65 wt%)

n/a >540 6 >540 6

Hydrobromic Acid 10035-10-6 >480 6 >540 6

Hydrochloric Acid 37% 7647-01-0 Muriatic Acid, Hydrogen Chloride, >480 6

Hydrofluoric Acid 37% 7664-39-2 Fluohydric Acid >480 6 >480 6

Hydrofluoric Acid 40% 7664-39-3 Fluohydric Acid >480 6 >480 6

Hydrofluoric Acid 60% 7664-39-3 >480 6

Hydrofluoric Acid (62-64% in urea) n/a 41 2

Hydrofluoric Acid (71-75 wt%) 7664-39-3 >540 6

Hydrogen Chloride
 (> 99.0 wt%) Gas, 1 atmos

n/a 8 0 >540 6

Hydrogen Fluoride
 (anhydrous) Gas

n/a k 58 2

Hydrogen Peroxide 35% 7722-84-1
Albone, Peroxide, Hydrogen Dioxide, 

Hydroperoxide,
>480 6 >480 6

Iodine (solid) n/a >540 6

Isopropyl Alcohol 67-63-0
2-Propanol, IPA, Isopropanol, 
Petrohol, Dimethyl Carbinol, 

>480 6 >480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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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C 3000 MC 4000

Chemical CAS Number Synonyms/Comments

Normalised 
Breakthrough 
Time (NBT)

Classification 
According to 
EN14325: 2004

Normalised 
Breakthrough 
Time (NBT)

Classification 
According to 
EN14325: 2004

Maleic Anhydride 108-31-6 >480 6

Mercury 7439-97-6 Quicksilver >540 6 >480 6

Methanol (> 99.5 wt%) 67-56-1
Methyl Alcohol, Wood Alcohol, Wood 

Naphtha, Wood Spirit
>540 6 >540 6

Methoxyacetic Acid n/a >540 6

Methyl Chloroformate n/a >540 6

Methyl Chloride 74-87-3 >480 6

Methyl Ethyl Ketone 78-93-3 MEK, Ethyl Methyl Ketone >540 2

Methyl Iodide 74-88-4 >480 6

Methyl methacrylate (>99.0 wt%) n/a >540 6

Methyl Parathion 298-00-0
dimethyl-4-nitrophenyl, 

phosphorothionate
>480 6

N,N-Dimethylacetateamide (liquid) 526-84-7 >480 6

N. Methyl Pyrrolidone 872-50-4 >480 6 >480 6

Nictotine (>99.0 wt%) n/a >540 6

Nitric Acid Conc (70%) 7697-37-2 Aquafortis, >480 6 >540 6

Nitrobenzene 98-95-3 Oil of Mirbane, Nitrobenzol, >480 6 >480 6

Octave n/a >480 6

Oleum (30% by weight) 8014-95-7

Paraffin 8002-74-2 25 1 >480 6

Perchloric Acid (30%) 7601-90-3 >540 6

Perchloroethylene 127-18-4
Ankilostin, Tetropil, 

Tetrachloroethylene, Tetracap, 
Didkene

>480 6

Petrol (unleaded) 8006-61-9 Gasoline, Benzin, 2 0 >480 6

Phenol
 (Liquified, approx 90 wt% with water)

108-95-2
Phenylic Acid, Pehnic Acid, Phenyl 

Hydroxide, Oxybenzene
>540 6

Phenol liquid @ 45°c 108-95-2 >480 6 >480 6

Phenol/Benzyl Alcohol 25/5 n/a >480 6 >480 6

Phosgene (COCI2) 75-44-5 387 5

Phosphoric Acid o 85+% 7664-38-2 Orthophosphoric Acid >480 6 >480 6

Phosphoric Pentachloride 10026-13-8 >480 6 >480 6

Phosphorous Oxychloride 10025-87-3 9 0

Phosphorus Trichloride n/a >540 6

Phthalic Anhydride (135°c) 85-44-9 >480 6

Pivalic Acid 3377-92-2 >480 6 >480 6

P-Nitrochlorobenzene 88ºC 100-00-5 >480 6

Polyethylene Glycol 200 n/a >480 6 >480 6

Pro-set 125M Resin (960217) n/a >480 6 >480 6

Pro-set 226pf Hardener (960228) n/a >480 6 >480 6

Propionaldehyde 123-38-6 70 3 >480 6

Propionic Acid 79-09-4 >480 6

Propionitrile 107-12-0 >480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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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C 3000 MC 4000

Chemical CAS Number Synonyms/Comments

Normalised 
Breakthrough 
Time (NBT)

Classification 
According to 
EN14325: 2004

Normalised 
Breakthrough 
Time (NBT)

Classification 
According to 
EN14325: 2004

Styrene 100-42-5
Cinnamol, Styrol, Vinylbenzene, 

Ethylbenzene, Styrolene, 
2 0 >480 6

Sulphur Dioxide Gas n/a 170 4

Sulphuric Acid (96 wt%) 7664-93-9 >540 6 >540 6

Sulphuric Acid 98+% 7664-93-9
Oil of Vitriol, Oleum (98%), 

Nordhausen Acid (98%), BOV 
>480 6 >480 6

SUVA HCFC-123
 (1,1 Dichloro-2,2,2 Trifluoroethane)

n/a 251 5 380 5

TEGO 51 n/a >480 6 >480 6

Tetrabutyl Methyl Ether 1634-04-4 1 0 >480 6

Tetracloroethylene 79-01-6 >480 6

Tetrahydrofuran (99.98 wt%) 109-99-9 THF Imm 0 5 0

Tetramethyl Ammonium Hydroxide 
(Sat'd)

75-59-2 >480 6

Thionyl Chloride 7719-09-07 Imm 0 2 0

Thiourea Dioxide (sat'd) 1758-73-2 >480 6 >480 6

Titanium Chloride 10049-06-6 2 0

Toluene (99.99 wt%) 108-88-3
Toluol, Methacide, Phenylmethane, 

Methyl Benzene, 
Imm 0 >540 6

Toluene 2,4 Diisocyanate 584-84-9 TDI, Nacconate 100 >480 6 >480 6

Toluidine o 95-53-4 >480 6 >480 6

Transformer Oil n/a 60 3 >480 6

Trichloroacetic Acid 98% 76-03-9 >480 6 >480 6

Trifluoroacetic Acid (99.0 wt%) n/a >540 6

Trichloroethylene 79-01-6
Algylen, Westrosol, Trimar, Trilene, 

Triline, Trielene, 
2 0 7 0

Triethylamine 121-44-8 Imm 0 5 0

Vinyl Acrylate n/a >480 6

Vinyl Benzyl Chloride n/a >480 6

Xylene m 1330-20-7 Xylol, Diethyl Benzene, 2 0 >480 6

Zinc Bromide (sat'd soln) 7699-45-8 >480 6

Propylene Oxide 99% 75-56-9 17 1

Reglone 85-00-7 >480 6 >480 6

Ripcord 52315-07-8 >480 6 >480 6

Round-Up 38641-94-0 >480 6 >480 6

Sodium Bisulphate 40% 7681-38-1 >480 6

Sodium Cyanide (satd soln) 143-33-9 >480 6 >480 6

Sodium Fluoride (satd) 7681-49-4 >480 6 >480 6

Sodium Hydroxide (aq., 40 wt%) 1310-73-1 Soda Lye, Caustic Soda, >540 6 >540 6

Sodium Hydroxide 50% 1310-73-2 Soda Lye, Caustic Soda, >480 6 >480 6

Sodium Hypochlorite 7681-52-9 Bleach >480 6 >480 6

Sodium Methylate 30% 124-41-4 >480 6

Sodium Monochloride n/a >480 6 >480 6

Sodium Silicofluoride (sat'd) 16893-85-9 >480 6 >480 6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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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세사리

MC4000 소매앞치마MC3000 소매앞치마 MC3000 앞치마 MC3000 덧신

MG1500 덧신

MG2000 덧신

MC3000 토시

덧신, 자켓, 바지, 앞치마, 토시 등 각 제품별로 다양한 디자인의 부분 보호복을 공급합니다.

레벨 A, B, C, D 는 무엇일까?

미국 OSHA의 규정은, 호흡기, 피부, 눈의 보호도에 따라 최대 A에서 최소 수준 D까지로 분류하고 있다.

눈·호흡기 보호 피부보호

Level A
송기식마스크 / SCBA 착용 

전신캡슐형 화학보호복, 장갑, 부츠

Level B 후드형 화학보호복, 장갑, 부츠

Level C 공기정화식 마스크 후드형 화학보호복, 장갑, 부츠 (덧신)

Level D 방진마스크, 고글 보안경, 보호복, 덧신 (최소한의 피부보호)

Level A Level B Level C Level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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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15

성  능

특  징

CE Category I●

경제적이며 실용적인 보호복
통기성이 강화된 폴리프로필렌
원단으로 작업 시 편안함 제공
색상 – 흰색 / 청색

●
●

●

적용사업장

식품 및 제약
정비, 보수, 청소 작업
일반 분진 발생 작업

●
●
●

성  능

특  징

CE Type 5 & 6 검정 (EN340)
방사선 분진에 대한 보호도 제공
(EN 1073-2:2002)

●
●

통기성 및 내구성이 강화된
SMS 폴리프로필렌 원단
미세 장섬유 구조로 보푸라기가 일지 않음
편리한 Two-Way 이중 지퍼 장착
색상 – 흰색 / 청색 / 주황색

●

●
●
●

적용사업장

각종 수지 취급 작업장
단열 작업
정비, 보수, 청소 작업
의료 및 제약 산업
미세 분진 발생 작업

●
●
●
●
●

4500
안
전
보
호
복

사이즈 선정

보호복 사이즈

신장

가슴둘레 사이즈 신장 가슴둘레 
S 164cm - 170cm / 5'4"- 5'7" 84cm - 92cm/ 33~36"

M 170cm - 176cm / 5'7"- 5'9" 92cm - 100cm / 36~39"

L 176cm - 182cm / 5'9"- 6'0" 100cm - 108cm / 39~42"

XL 182cm - 188cm / 6'0"- 6'2" 108cm - 115cm / 42~45"

XXL 188cm - 194cm / 6'2"- 6'5" 115cm - 124cm / 45~48"

XXXL 194cm - 200cm / 6'5"- 6'7" 124cm - 132cm / 48~51"

XXXXL 200cm - 206cm / 6'7" - 6'9" 132cm - 140cm / 51~53"

아래 표를 참조하여 자신의 몸에 맞는 보호복 사이즈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사이즈의 선택은 착용감과 보호복의 수명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구       분 3M 4500 3M 4510 3M 4515 3M 4520 3M 4530+ 3M 4535 3M 4540+ 3M 4545 3M 4570

Type 1
가스 차단 보호복 (Gas tight Suits)
주위 환경으로부터 완벽하게 차단된 보호복

Type 2
비기체 차단 보호복 (Non-Gas Tight Suits)
유해인자의 유입을 막기 위해 내부에 양압식 호흡 보호구를 
같이 쓰지만, 완전히 밀폐되지 않는 보호복

Type 3
액상 차단 보호복 (Liquid Tight Suits)EN14605
강하고 방향성을 가지고 분사되어지는 액상 케미칼에 
대하여 보호도를 제공하는 보호복

Type 4
스프레이 차단복 (Spray Tight Suits)EN14605
보호복에 고일 정도로 분사되는 응축된 액상 케미칼에
대하여 보호도를 제공하는 보호복

Type 5
분진 차단복 (Dry Particle Suits) EN ISO 13982-1
유해한 분진 입자로부터 보호도를 제공하는 보호복

Type 6
제한적 스프레이 차단복 (Reduced Spray Suits)EN 13034
방향성이 없는 액상 케미칼의 분무에 대한 보호도를
제공하는 보호복

정전기 방지 EN 1149-5
보호복의 정전기 방지 기능과 전자를 분산시키는
능력을 측정. 
표면 저항이  5x1010 OHMS 이하이어야 함.

* *

방사능 오염 EN 1073-2
방사능 입자에 대한 보호도을 보여줌 테스트 방법 및
요구사항은prENISO 13984-21999 Type 5 test 와 동일함.

* * * * * * *

항 바이러스 보호력 EN 14126
바이러스, 박테리아, 혈액으로 인한 각종 병원체 그리고
체액 등과 같은 감염 매체에 대한 보호력

*

보호복-불꽃에 대한 보호 EN 14116
난연성 소재 보호복

*

* 표시는 해당 법규의 테스트를 모두 통과한 것은 아닙니다. 자세한 성적서는 3M 본사에 문의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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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일과 유기용매에 대한 저항성 및 우수한 통기성 동시에 제공

4532+

4535

성  능

특  징

CE Type 5 & 6 검정 (EN340)
정전기 방지 처리 (EN1149-5:2008)
방사선 분진에 대한 보호도 제공(EN 1073-2:2002)
알코올 및 오일성 액체에 대한 보호도 제공

●
●
●
●

내구성 향상과 핏을 위해 엉덩이 아래 부분에
천을 덧대어 품을 넉넉하게 처리
통기성이 우수한 재질로 쾌적하고, 편안한 느낌
제공 및 정전기 방지 코팅 처리
니트 소매, 신축성있는 손목, 발목은 편안한
착용과 자유로운 활동을 도와줌
머리 후드가 3개 패널로 이루어져 편안함 제공
편리한 Two-Way 이중 지퍼 장착 
실링 테이프가 있는 지퍼 덮개

●

●

●

●
●
●

적용사업장

페인트 스프레이
금속 산업(오일 및 그리스 취급 작업)
제약산업 (분진 및 알코올 취급 작업)

●
●
●

성  능

특  징

CE Type 5 & 6 검정 (EN340)
정전기 방지 처리 (EN1149-5:2008)
방사선 분진에 대한 보호도 제공 (EN 1073-2:2002)

●
●
●

확대된 통기 패널로 더욱 향상된 착용감 및 통기성 제공
통기성이 강화된 폴리프로필렌 원단
미세 장섬유 구조로 보푸라기가 일지 않음
소매 밴드처리로 편안한 착용감
지퍼 덮개 처리로 우수한 보호도 제공
편리한 Two-Way 이중 지퍼 장착
색상 – 청색 / 흰색 후면 패널 처리

●
●
●
●
●
●
●

적용사업장

미세분진 발생 작업장
각종 수지 취급 작업장
폐기물처리, 탱크 청소작업
경찰, 과학수사대 및 소방작업

●
●
●
●

안
전
보
호
복

4520

성  능

특  징

CE Type 5 & 6 검정 (EN340)
정전기 방지 처리 (EN1149-5:2008)
방사선 분진에 대한 보호도 제공 (EN 1073-2:2002)

●
●
●

통기성이 강화된 SMMMS 구조의 독특한 폴리프로필렌 원단
경량(43gsm)으로 편안함과 안전성을 동시에 제공
미세 장섬유 구조로 보푸라기가 일지 않음
소매 밴드처리로 편안한 착용감
지퍼 덮개 처리로 우수한 보호도 제공
편리한 Two-Way 이중 지퍼 장착

●
●
●
●
●
●

적용사업장

미세분진 발생 작업장
각종 수지 취급 작업장
경찰, 과학수사대 및 소방
단열 작업
정비, 보수, 청소 작업
의료 및 제약 산업

●
●
●
●
●
●

소매 밴드 처리로 편안함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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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Pannel 방식으로 호흡보호구 및
보안경 등에 완벽히 밀착됨

편리한 Two-Way 이중 지퍼 장착

편리한 인체 공학적 디자인으로
착용감 및 우수한 보호도 제공

미세기공 필름 코팅으로 뛰어난
보호도 및 우수한 발수 기능 제공

소매 밴드처리로
편안한 착용감 제공

미세 분진이 유입되지 않도록 
테이프 밀봉 처리

안
전
보
호
복

4545

4510

성  능

특  징

CE Type 5 & 6 검정 (EN340)
정전기 방지 처리 (EN1149-5:2008)
방사선 분진에 대한 보호도 제공 (EN 1073-2:2002)
바이러스, 박테리아 그리고 혈액으로 인한 각종 병원체에 
대한 보호도 제공 (EN14126)

●
●
●
●

부드럽고 가벼운 원단으로 착용감 향상
미세 장섬유 구조로 보푸라기가 일지 않음
소매 밴드처리로 편안한 착용감
지퍼 덮개 처리로 우수한 보호도 제공
편리한 Two-Way 이중 지퍼 장착
진공 포장으로 장기간 보관에도 제품의 변색, 변질의
우려가 없음
색상 – 흰색

●
●
●
●
●
●

●

적용사업장

미세분진 발생 작업장
조류인플루엔자, 신종플루 등의 대응 및 방역 작업 
각종 수지 취급 작업장
폐기물처리, 탱크 청소작업
경찰, 과학수사대 및 소방작업

●
●
●
●
●

성  능

특  징

CE Type 5 & 6 검정 (EN340)
정전기 방지 처리 (EN1149-5:2008)

●
●

부드럽고 가벼운 원단으로 착용감 향상
미세 장섬유 구조로 보푸라기가 일지 않음
지퍼 덮개 처리로 우수한 보호도 제공
편리한 Two-Way 이중 지퍼 장착
색상 – 흰색

●
●
●
●
●

적용사업장

미세분진 발생 작업장
각종 수지 취급 작업장
폐기물처리, 탱크 청소작업
경찰, 과학수사대 및 소방작업

●
●
●
●



4570

성  능

특  징

CE Type 3, 4, 5 & 6 검정 (EN340)
정전기 방지 처리 (EN1149-5:2008)
방사선 분진에 대한 보호도 제공(EN 1073-2:2002)
바이러스, 박테리아 그리고 혈액으로 인한 각종 병원체에
대한 보호도 제공 (EN14126)

●
●
●
●

신축성있는 손목, 발목은 편안한 착용과 자유로운 활동을 도와줌
이중지퍼와 이중 덮개로 보호도를 높힘
높은 보호도를 위해 테이프 처리한 솔기와 라미네이트
엄지 손가락 걸이가 있어서 안전하게 작업 가능 

●
●
●
●

적용사업장

화학물질 취급 작업장
각종 수지 취급 작업장
도장작업
폐기물처리, 탱크 청소
경찰, 과학수사대 및 소방

●
●
●
●
●

4570 보호복 투과저항 결과 값( Permeation Data)

Chemical Name CAS Number
EN 

성능수준
EN 14325

2-(2-aminoethoxy) 
ethanol 98%

2-(2-아미노에톡시)
에탄올 98%

929-06-6 6

2,4-Difluoroanaline 99% 2,4-이불화아닐린 99% 367-25-9 3

2-Chloroethanol 99% 2-염화 에탄올 99% 107-07-3 6

2-Ethylhexanoic Acid 99% 2-에틸헥사노익 산 99% 149-57-5 6

80% Sulphuric Acid/
Chromium salt

80% 황산/크롬 염 n/a 6

Acetic Acid 30% 
(ethanoic acid)

초산 30% 64-19-7 6

Acetone (dimethyl ketone) 아세톤 67-64-1 1

Acetonitrile (methyl cyanide) 아세토니트릴 1975-05-08 0

Acrylamide 50% solution 아크릴아미드 50% 용액 1979-06-01 6

Acrylic Acid 99% 아크릴산 99% 1979-10-07 6

Ammonium Hydroxide 30% 수산화암모늄(30%) 1336-21-6 6

Aniline 99% 아닐린 99% 62-53-3 0

Benzene 벤젠 71-43-2 0

Benzene Sulphonyl 
Chloride 99%

벤젠 설포닐 염화물 (99%) 1998-09-09 6

안
전
보
호
복

4540+

성  능

특  징

CE Type 5 & 6 검정 (EN340)
정전기 방지 처리 (EN1149-5:2008)
방사선 분진에 대한 보호도 제공
(EN 1073-2:2002)

●
●
●

통기성이 강화된 폴리프로필렌 원단
미세 장섬유 구조로 보푸라기가 일지 않음
후면 통기 패널로 더욱 향상된 착용감 및
통기성 제공
소매 밴드처리로 편안한 착용감
지퍼 덮개 처리로 우수한 보호도 제공
편리한 Two-Way 이중 지퍼 장착

●
●
●

●
●
●

적용사업장

미세분진 발생 작업장
각종 수지 취급 작업장
폐기물처리, 탱크 청소작업
경찰, 과학수사대 및 소방작업

●
●
●
●

색상 – 청색 / 흰색 후면 패널 처리●

3M™ Protective Coverall 4540+
without breathable panel

3M™ Protective Coverall 4540+ 
with breathable pan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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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울 때는 따뜻하게!!
더울 때는 시원하게!!
Outlast® 는 NASA(미국항공우주국)에서도 사용하고 있는
온도조절 신소재로써 Thermocules P.C.M(Phase Change Material)이라는 
물질이 일정한 온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열을 흡수하고 방출하여
인체를 쾌적하게 해줍니다.

신체에서 발생되는 열은 Thermocules P.C.M 속에 흡수가 되며,
흡수되어 저장된 열은 몸이 차가워질 때 다시 되돌아와서
몸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쿨베스트

99 100

440 덧신

450 덧신
4535 Type 5 & 6 원단
내구성 및 보호도 우수
PVC Non Slip 처리
색상 - 흰색

●
●
●
●

4535 Type 5 & 6 원단
폴리에틸렌 코팅으로 내구성 강화
탁월한 보호도 및 편의성 제공
발목을 충분히 덮는 디자인으로 최상의 보호도 제공
색상 - 흰색

●
●
●
●
●

442 덧신
4535 Type 5 & 6 원단
폴리에틸렌 코팅으로 내구성 강화
신축성 있는 발목 고무 밴드 처리
색상 - 흰색

●
●
●
●

안
전
보
호
복

4570 보호복 투과저항 결과 값( Permeation Data)

Chemical Name CAS Number
EN  성능수준

EN 14325

Bromine Saturated soln 포화 브롬 용액 7726-95-6 4

Carbon Disulfide 이황화탄소 75-15-0 0

Chlorine gas 99.5% 염소 가스 99.5% 7782-50-5 3

Dichloromethane 디클로로메탄 1975-09-02 0

Diethylamine 디에틸아민 109-89-7 0

Dimethyl Sulphate 98% 디메틸 설페이트 98% 77-78-1 6

Dimethylformamide (DMF) N,N-디메틸포름아미드 1968-12-02 6

Epichlorohydrin 99% 에피글로로히드린(99%) 106-89-8 0

Ethyl acetate (ethyl ethanoate) 초산 에틸 141-78-6 0

Ethylene Glycol 99.5% 에틸렌 글리콜 99.5% 107-21-1 6

Formaldehyde 10% 포름알데히드 10% 50-00-00 6

Formic Acid 96% 개미산(96%) 64-18-6 6

Furfuraldehyde 99% 퍼퓨랠디하이드 99% 1998-01-01 2

Hydrazine Monohydrate 98% 하이드라진 모노하이드레이트 (98%) 7803-57-8 6

Hydrobromic Acid 48% 브롬화수소산 48% 10035-10-6 6

Hydrochloric Acid 37% 염산 37% 7647-01-0 4

Hydrofluoric Acid (71-75wt%) 불산(71~75%) 7664-39-3 4

Hydrofluoric Acid 48% 불산(48%) 7664-39-3 6

Hydrogen Peroxide 50% 과산화수소 50% 7722-84-1 6

Isopropyl alcohol 99.5% 이소프로필알코올 67-63-0 6

Mercuric Chloride sat. soln 염화수은 포화용액 7487-94-7 6

Mercury 수은 92786-62-4 6

Methanol 메탄올 67-56-1 2

n-Hexane n-헥산 110-54-3 0

Nitric Acid 70% 질산 70% 7697-37-2 6

Nitrobenzene 니트로벤젠 98-95-3 1

o-Toluidine o-톨루이딘 95-53-4 0

Phenol 85% soln. 페놀 85% 108-95-2 6

Phosphoric Acid 85% 인산 85% 7664-38-1 6

Potassium Chromate (saturated soln) 크롬산 칼륨 (포화용액) 7789-00-6 6

Sodium Bisulphate 40% Soln. 염화 비설패이트 40% 용액 7681-38-1 6

Sodium Fluoride Saturated soln 불화 나트륨 포화용액 7681-49-4 6

Sodium Hydroxide 10wt% 수산화 나트륨 용액10wt% 1310-73-2 6

Sodium Hydroxide 40wt% 수산화 나트륨 용액40wt% 1310-73-2 6

Sodium Hydroxide 50wt% 수산화 나트륨 용액50wt% 1310-73-2 6

Sodium Hypochlorite (13% chlorine) 차염소산나트륨 용액(13% 염소) 7681-52-9 6

Styrene 스타이렌 100-42-5 0

Sulfuric Acid 30wt% 황산 30wt% 7664-93-9 6

Sulfuric Acid 93.1 wt% 황산 93.1wt% 7664-93-9 6

Sulfuric Acid 98wt% 황산 98wt% 7664-93-9 6

Tetrachloroethylene 테트라크로로에틸렌 127-18-4 0

Tetrahydrofuran 테트라하이드로퓨란 109-99-9 0

Toluene (methyl benzene) 톨루엔 108-88-3 0

Vinyl Pivalate 99% 비닐피발산 3377-92-2 1

Zinc Bromide Saturated Soln. 브롬화 아연 (포화용액) 7699-45-8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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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M™Scotchlite™반사안전조끼(프리미엄)

3M™Scotchlite™반사안전조끼(보급형)

3M™ Scotchlite™ 접이식 반사안전조끼

자사제품 타사제품

건축, 토목, 도로상 작업 및 긴급상황, 항공 물류,
해양 운송 작업시, 안전요원 및  조깅 사이클 등의
레저 활동시

건축, 토목, 도로상 작업 및 긴급상황, 항공 물류,
해양 운송 작업시, 안전요원 및  조깅 사이클 등의
레저 활동시

·재질 : Solid  (바탕재 : 100%PE, 반사재 : 70% PE, 30% Cotton)
·색상 : Lime Yellow 
·반사지 : 3M™ Scotchlite™ 반사지
·인증 : ANSI 107, EN 471 - 2종, 2급, KC 자율안전
·사이즈 : XL, 2XL

·재질 : Solid  (바탕재 : 100%PE, 반사재 : 70% PE, 30% Cotton)
·색상 : Lime Yellow 
·반사지 : 3M™ Scotchlite™ 반사지
·인증 : ANSI 107, EN 471 - 2종, 2급, KC 자율안전
·사이즈 : Free

·재질 : Solid(바탕재 : 100% PE, 반사재 : 100% PE)
·색상 : Lime Yellow
·반사지 : 3M™ 반사지
·인증 : KC 자율안전인증 2종 2급
·사이즈 : Free

제품특징

제품특징

제품특징

1. 편의성 증대를 위한 지퍼, 주머니장착
2. 내구성이 좋은 재질
3. 우수한 품질과 내구성의 3M™ 스카치라이트™ 반사지 사용

1. 우수한 품질과 내구성의 3M™ 스카치라이트™ 반사지 사용 
2. 착용이 편한 벨크로장착

1. 고품질과 내구성이 좋은 3M™스카치라이트™ 반사지 사용

2. 접고 펴기가 간편하고 보관이 편리한 안전조끼

3. 입고 벗기 쉬운 디자인과 벨크로 장착

사용처

사용처

● 2차 사고 예방을 위한

    차량 비치용

● 자전거나 야외 활동시 

    개인안전의 필수품

안전조끼
Safety Vest

1. 프리미엄 반사안전조끼
2. 보급형 반사안전조끼
3. 접이식 반사안전조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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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장갑
Hands Protection

보
호
장
갑

3M은 다양한 작업환경에 쓸수 있는
케미컬 장갑부터 다목적 장갑까지
넓은 범위의 장갑 제품군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3M 기술력과 엄격한 품질 관리를 통한 최적의 보호기능과
자유로운 착용감을 경험해 보세요.

EN388 픽토그램과 숫자 의미

EN388 안전장갑 시험항목 및 성능 수준

절삭저항 지수와 성능수준 관계

EN388 픽토그램의 2번째에 위치한 숫자가 절삭저항에 대한 성능수준을 나타냅니다.
참고로, EN388은 총 4가지 물리적 보호도에 대한 성능 수준을 나타내며,  평가 기준에 따라 성능 수준을 매기게 됩니다. 
등급의 숫자가 높을수록 높은 보호도를 제공합니다.

EN388

XXXX

CUT 3장갑은 면 시료 대비 최소 5~9.9 배 잘림 강도가 높다는 의미이고, CUT 5 장갑은 면 시료 대비 최소 20배 이상 잘림강도가 높다는 의미입니다.

X X X X

마모저항 성능수준 절삭저항 성능수준 인열강도 성능수준 뚫림강도 성능수준

시험항목 (단위)
성능수준(class)

5 4 3 2 1

마모저항 (횟수) - > 8,000 > 2,000 > 500 > 100

절삭저항 (지수) > 20.0 > 10.0 > 5.0 > 2.5 > 1.2

인열강도(N) - > 75 > 50 > 25 > 10

뚫림강도(N) - > 150 > 100 > 60 > 20

성능수준 절삭저항 지수

0 < 1.2

1 1.2 ~ 2.4

2 2.5 ~ 4.9

3 5.0 ~ 9.9

4 10.0 ~ 19.9

5 > 20



3M™ SAFE HANDERS 512 NBR Palm Coating Glove

3M™ SAFE HANDERS 533 NBR Foam Palm Coating Glove

3M™ SAFE HANDERS 523 NBR Foam Palm Coating Glove

4121

EN388 4121
Size : S - L

4121

EN388 4121
Size : S-XL

●

●

●

●

내구성 및 신축성이 우수한 폴리에스터, 스판덱스 혼합원단
기능성 NBR Foam 코팅으로 통기성 및 편안함 제공
우수한 그립감 및 내구성 제공
색상 –  남색,  빨강,  녹색

특 징

●

●

●

●

내구성이 및 신축성이 우수한 나일론 원단
기능성 NBR Foam 코팅으로 통기성 및 편안함 제공
우수한 그립감 및 내구성 제공
색상 –  검정색

특 징

4133

EN388 4133
Size : S - L

●

●

●

●

●

NBR 코팅으로 마찰, 뚫림 등에 대한 내구성이 우수하여 재사용이 가능
통기성이 강화된 폴리에스터 원단으로 작업시 편안함 제공
코팅 부위의 방수, 방유 제공
먼지와 보풀 발생이 적음
색상 –  회색  검정색

특 징

●

●

●

기름 취급 작업
금속 작업
포장, 조립 및 자재 관리 작업

적용사업장

●

●

●

일반적인 기름 취급 작업
포장, 조립 및 자재 관리 작업  
농작업 및 원예작업

●

●

●

일반적인 기름 취급 작업
포장, 조립 및 자재 관리 작업
농작업 및 원예작업

적용사업장

적용사업장

●

●

●

●

●

●

Latex Micro 코팅으로 최상의 그립감 제공
Spandex원단 사용으로 우수한 신축성 및 착용감
보온 성능이 우수한 특수 원단
특수 코팅으로 세탁하여 재사용이 가능 
장시간 사용에도 우수한 작업성 및 편안함 제공 
색상 :  남색

특 징

●

●

●

선박, 자동차 등의 금속 조립
기계, 장비 등의 유지보수 및 운반 작업
건축 및 유리 산업

적용사업장

3M™ SAFE HANDERS 525 Winter Latex Micro Palm Coating Glove

1242

EN388 1242
Size : S- XL

3M™ SAFE HANDERS 525 Latex Micro Palm Coating Glove

●

●

●

●

●

Latex Micro 코팅으로 최상의 그립감 제공
내구성 및 신축성이 우수한 나일론 원단
특수 코팅으로 세탁하여 재사용이 가능
장시간 사용에도 우수한 작업성 및 편안함 제공
색상 –  파랑색  빨강색

특 징

●

●

●

정밀 조립
기계, 금속 등의 조립
기계 작업 및 물류, 운송관련 작업

적용사업장

2142

EN388 2142
Size : S - L

Latex Micro Coating

3M™ SAFE HANDERS 543 Cut 3 NBR Foam Palm Coating Glove

●

●

●

●

●

고강도 폴리에틸렌 혼합 섬유로 기본적인 잘림 방지 기능 제공(EN388 Cut 3 등급)
마모와 절단에 강하며 재사용 가능
기능성 NBR Foam 코팅으로 편안함 제공
최상의 그립감 및 내구성
색상 –  검정색

특 징

●

●

●

선박, 자동차 등의 금속 조립
기계, 장비 등의 유지보수 및 운반 작업
건축  및 유리 산업

적용사업장

4344

EN388 4344
Size : S - XL

3M™ SAFE HANDERS 553 Cut 5 NBR Foam Palm Coating Glove

●

●

●

●

●

최고 등급의 고강도 폴리에틸렌 혼합 섬유로 보다 우수한 잘림 방지 기능 제공
(EN388 Cut 5등급)
마모와 절단에 강하며 재사용 가능
기능성 NBR Foam 코팅으로 통기성 및 편안함 제공
우수한 그립감 및 내구성 제공
색상 –  검정색

특 징

●

●

●

선박, 자동차 등의 금속 조립
기계, 장비 등의 유지보수 및 운반 작업
건축  및 유리 산업

적용사업장

4544

EN388 4544
Size : S - XL

보
호
장
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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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락 방지 솔루션
Safety at Height

전세계가 인정하는 "SAFETY-AT-HEIGHT"의 리더
안전 캠페인 및 법규 준수 (SAFETY, AWARENESS & COMPLIANCE)

업계를 선도하는 리더십 (Category Leadership)

최상의 서비스 (Service Excellence)

최상의 제품 (Product Excellence)

연간 300,000명 이상의
고소작업 전문가들이 제품 시연에 참석

전세계적으로
10,000개 이상의 유통망

미국에서 300개 이상의 제품군을 
당일 출하로 이용 가능

7개의
글로벌 제조공장

300개 이상의
유효 특허

특수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고객 맞춤형 솔루션

전세계적으로
400개 이상의 서비스 수리센터

20개의 판매 및
고객서비스 센터평균 10년의 고객서비스 경험

20,000개 이상의 다양한 제품군
ISO 9001
2008 인증

전세계 90대 이상의
추락 방지 안전 캠페인 차량 보유

200명 이상의 추락 방지 솔루션
컨설턴트

다수의 산업별, 제품별 전문가

추락방지표준위원회 및
관련 기관과의 활발한 교류

16개의
글로벌 안전교육 센터 

300,000+

20,000+

20
10,000+

300+

90+

10
400+

300+

200

16

7

추락방지 시스템의 Global No.1
최고의 전문성 (First for dedication)
추락 방지에 가장 헌신적인 기업

최고의 혁신 (First for innovation)
매년 혁신적인 신제품 출시

최고의 엔지니어링 (First for engineering)
세계 최고의 연구 개발팀

최고의 교육 (first for education)
추락 방지를 위한 다양한 전문적 교육과정 제공

최고로 폭넓은 제품군 (First for range)
20,000개 이상의 제품. 세계 최고의 종합적인 
추락 안전 솔루션 제공

추
락
방
지

솔
루
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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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I-SALA™ 와 PROTECTA™는 글로벌 No.1
추락 방지 솔루션으로, 다양하고 혁신적인 제품으로
작업자를 고소작업에서 안전하게 지켜 드립니다. 



안전그네 - ExoFit™ XP
전신 컴포트형 안전 그네

Exofit™ 안전그네는 착용시 사용자의 전신을 안전하게 감싸고, 조끼처럼 편하게 입을 수 있으며 빠르고 쉽게 착용할 수 
있습니다. 부드럽고 가벼운 소재를 사용하여 통풍 및 내구성이 우수합니다. 어깨, 엉덩이 및 다리 부위의 패딩은 빌트-인
(Build-in) 방식으로 미끄러지지 않으며 통기성이 있는 안감으로 인해 사용자가 작업하는 동안 땀으로 축축해지지 않고 
쾌적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퀵 릴리스(quick-release) 버클은 빠르고 효율적이면서도 향상된 안전을 보장합니다.

� 통기성이 우수한 소재로 습기를 신속하게 배출하여 쾌적한 상태로 유지시켜 줍니다.
� 인체공학적 디자인과 어깨, 엉덩이, 허벅지에 부착된 패딩이 착용시 최고의 편안함을 제공합니다.
� 부드럽게 처리된 가장자리는 마찰이나 쓸림을 방지하여 이동이 많은 작업중에도 편안함을 제공합니다. 
� 공구등의 추가 장비 장착에 대비하여 190kg 무게까지 가능합니다. 
� i-Safe™ 로 인해 검사 경과 추적, 재고관리 그리고 정보관리가 가능합니다. 

ExoFit™ 안전벨트

ExoFit™ XP Vest 타입 안전그네

ExoFit™ XP Vest 타입 안전그네

ExoFit™ XP 크로스오버 (Cross-Over) 타입 안전그네

ExoFit™ XP 건설용 안전그네

ExoFit™ XP 건설용 안전그네

ExoFit™ XP 타워 클라이밍(Tower Climbing) 안전그네

ExoFit™ XP 아크 플래시 (Arc Flash) 안전그네

ExoFit™ XP 아크 플래시 (Arc Flash) 안전그네

ExoFit™ XP 아크 플래시 (Arc Flash) 건설용 안전그네 

후면, 측면 D링, 퀵 커넥트 버클 (Quick connect buckle)

정면, 후면, 측면 D링, 퀵 커넥트 버클 (Quick connect buckle)

후면, 측면 D링, 퀵 커넥트 버클 (Quick connect buckle)

후면, 측면 D링, 허리벨트 및 패드, 퀵 커넥트 버클 (Quick connect buckle)

후면, 측면 D링, 허리벨트 및 패드, 텅 버클 (Tongue buckle) 다리 Strap.

정면, 후면, 측면 D링, 허리벨트 및 패드, 탈,부착이 가능한 시트, 
퀵 커넥트 버클 (Quick connect buckle)

탈부착식 Nomex®/Kevlar® 패딩, 3,000kg 하중 견딤,
나일론 웹(Web), 퀵 커넥트 버클(Quick connect buckle), Nomex®/
Kevlar® 패드 (등 및 다리 부위), 구조 루프

Nomex®/Kevlar® 웨빙(Webbing), PVC 코팅, 패스 쓰루 버클 (Pass thru buckle), 
Nomex®/Kevlar® 패드 (등 및 다리 부위)

탈부착식 Nomex®/Kevlar® 패딩, 3,000kg 하중 견딤,
나일론 웹(Web), 퀵 커넥트 버클 (Quick connect buckle), Nomex®/Kevlar® 패드 
(등 및 다리 부위), 구조 루프 및 허리 벨트

1110225
1110226
1110227
1110228

ExoFit™ XP, Vest-Style (SMALL)
ExoFit™ XP, Vest-Style (MEDIUM)
ExoFit™ XP, Vest-Style (LARGE)
ExoFit™ XP, Vest-Style (X-LARGE)

모델명 제품명

1109750
1109751
1109752
1109753

ExoFit™ XP, Vest-Style (SMALL)
ExoFit™ XP, Vest-Style (MEDIUM)
ExoFit™ XP, Vest-Style (LARGE)
ExoFit™ XP, Vest-Style (X-LARGE)

모델명 제품명

1109800
1109801
1109802
1109803

ExoFit™ XP, Cross-Over Style (SMALL)
ExoFit™ XP, Cross-Over Style (MEDIUM)
ExoFit™ XP, Cross-Over Style (LARGE)
ExoFit™ XP, Cross-Over Style (X-LARGE)

모델명 제품명

1110150
1110151
1110152
1110153

ExoFit™ XP, Construction Style (SMALL)
ExoFit™ XP, Construction Style (MEDIUM)
ExoFit™ XP, Construction Style (LARGE)
ExoFit™ XP, Construction Style (X-LARGE)

모델명 제품명

1110175
1110176
1110177
1110178

ExoFit™ XP, Construction Style (SMALL)
ExoFit™ XP, Construction Style (MEDIUM)
ExoFit™ XP, Construction Style (LARGE)
ExoFit™ XP, Construction Style (X-LARGE)

모델명 제품명

1110300
1110301
1110302
1110303

1110964
1110840
1110841
1110842

1110893
1110890
1110891
1110892

1110853
1110850
1110851
1110852

ExoFit™ XP, Tower Climbing Style (SMALL)
ExoFit™ XP, Tower Climbing Style (MEDIUM)
ExoFit™ XP, Tower Climbing Style (LARGE)
ExoFit™ XP, Tower Climbing Style (X-LARGE)

ExoFit™ XP, Arc Flash (SMALL)
ExoFit™ XP, Arc Flash (MEDIUM)
ExoFit™ XP, Arc Flash (LARGE)
ExoFit™ XP, Arc Flash (X-LARGE)

ExoFit™ XP, Arc Flash (SMALL)
ExoFit™ XP, Arc Flash (MEDIUM)
ExoFit™ XP, Arc Flash (LARGE)
ExoFit™ XP, Arc Flash (X-LARGE)

ExoFit™ XP, Construction Arc Flash (SMALL)
ExoFit™ XP, Construction Arc Flash (MEDIUM)
ExoFit™ XP, Construction Arc Flash (LARGE)
ExoFit™ XP, Construction Arc Flash (X-LARGE)

모델명

모델명

모델명

모델명

제품명

제품명

제품명

제품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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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신 안전벨트 -
PRO™ & PROTECTA  FIRST™

악세서리

PRO™ 라인 안전벨트는 편안함과 안전성을 제공함으로써 작업자의 피로도를 줄이고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무게가 가볍고 다양한 스타일 및 사이즈로
쉬운 선택이 가능합니다.

Protecta First 안전 그네는 추락방지의 가장 기본이 되는 가치를 제공합니다. 
다양한 특성으로 인해 사용자는 자신의 기호에 맞는 모델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안전벨트 악세서리를 이용할 수 있으며,
편안함과 사용상의 편리함을 증대시킵니다.

(PSB 승인)

� 내장형 충격 표시기로 착용전 쉽게 안전 검사가 가능합니다.
� 일체형 죔줄 키퍼로 죔줄을 사용하지 않을 때 죔줄 보관이 용이 합니다. 
� 5 포인트 조정 버클 및 스프링이 적용된 버클로 신체에 더 밀착된 착용 가능합니다. 
� 일부 제품은 공구등의 추가 장비 장착에 대비하여 190kg 무게까지 가능합니다.

� 폴리에스터 웨빙 (Webbing)으로 내구성이 우수합니다.
� 조정이 가능한 후면 D링
� 5 포인트 조정이 가능하여 신체에 더 밀착된 착용 가능합니다.

PRO™ Vest 타입 안전그네

PRO™ 건설 안전벨트

Protecta First Vest 스타일 안전벨트

트라우마 안전 스트랩 (Trauma Safety Strap)

전면, 후면, D링, 패스 쓰루 버클 (Pass thru buckle)

후면 D링, 측면 D링, 텅 버클 (Tongue buckle) 바디 벨트 및 엉덩이 패드,
어깨 패드, 텅 버클 (Tongue buckle) 다리 Strap.

5 포인트 조정 가능, 후면 D링, 패스 쓰루 버클 (Pass thru buckle)

추락 상황시 작업자가 몸의 특정부위에 전달되는 압력을 완화시키기 위해
트라우마 안전 스트랩을 사용하여 분산 시킬 수 있습니다. 안전그네에
부착 가능한 타입으로 작고 가벼워 소지가 용이합니다. 

AB10212
AB10213
AB10214
AB11312
AB11313
AB11314

1191208
1191209
1191210

1390000
1390010
1390024

트라우마 안전 스트랩

PRO™ Vest-Style (SMALL)
PRO™ Vest-Style (MEDIUM/LARGE)
PRO™ Vest-Style (X-LARGE)
전면 D링 포함 PRO™ Vest-Style (SMALL)
전면 D링 포함 PRO™ Vest-Style (MEDIUM/LARGE)
전면 D링 포함 PRO™ Vest-Style (X-LARGE)

PRO™ Construction Style (SMALL)
PRO™ Construction Style (MEDIUM/LARGE)
PRO™ Construction Style (X-LARGE)

Protecta First, 전면 버클 및 후면 D링 
Protecta First, 후면 D링 및 서브 펠빅(Sub-pelvic) 스트랩 
Protecta First, 전면 및 후면 D링

모델명

모델명

모델명

제품명

제품명

제품명



1. 앵커리지의 위치 작업 반경 및 앵커리지 포인트로 부터의 거리, 추락했을 때 추락 안전 거리가 확보가 되는 구명줄의 길이를 선택.

2. 구명줄의 재질 작업 환경 및 무게를 고려하여 웹 또는 와이어를 선택.

3. 후크 옵션 작업장의 앵커리지 포인트를 고려하여 후크 (레바 후크 VS 스냅 후크) 선택.

• 산업안전보건공단 인증
• ANSI Z359.14 Class B, ANSI A10.32, OSHA 1910.66, OSHA 1926.502, Capital Safety Gen. Mfg. Req.

제품명

제품
이미지

구명줄 길이
하우징 재질
구명줄 재질
허용하중
상부 스위블
후크
충격 표시기

1.8m

10m

3100405

3590501

플라스틱

플라스틱

웹 (Web)

스테인레스

140KG

190KG

회전식

회전식

레바 후크

스냅 후크

X

6m

3590517

플라스틱
스테인레스

190KG

회전식
스냅 후크

1.8m

15m

3590015

3590551

플라스틱

플라스틱

아연도금

스테인레스

140KG

190KG

회전식

회전식

스냅 후크

스냅 후크

X

3.3m

15m

3100426

3591003

플라스틱

플라스틱

웹 (Web)

스테인레스

140KG

140KG

회전식

회전식

스냅 후크

스냅 후크

3.3m

20m

3590016

3590591

플라스틱

플라스틱

스테인레스

스테인레스

140KG

190KG

회전식

회전식

스냅 후크

스냅 후크

4.5m

25m

3590019

3590631

플라스틱

플라스틱

스테인레스

스테인레스

140KG

190KG

회전식

회전식

스냅 후크

스냅 후크

6m

30m

3100432

3590671

플라스틱

플라스틱

웹 (Web)

웹 (Web)

140KG

190KG

회전식

회전식

스냅 후크

스냅 후크

O

O

O

OO

O

OO

O

OO

올바른 안전블록 선택
충격 흡수 죔줄
특허 받은 DBI-SALA 스냅 후크는 한 손 조작이 가능한 특성 때문에 많이 사용되고 있으며
작업자의 안전을 지켜줄 뿐만 아니라 작업 생산성도 향상시켜 줍니다.. 

죔줄(랜야드)은 신축성 있는 라인으로, 양 끝의 커넥터가 추락 방지 시스템의 바디 서포트인 안전그네와
앵커리지 시스템에 연결되어 사용됩니다. 죔줄은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후면 D링에 연결되고,
어깨 사이에 위치해야 하며, 가능한 작업자 위쪽에 고정하여 추락 거리를 최소화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죔줄은 추락 발생 시에 작업자에게 가해지는 충격력을4kN(ANSI Factor 1) 이하로
감소시킴으로써 추가적인 안전성을 제공합니다.

ShockWave2™ 충격흡수 죔줄
작업자의 이동에 따라 최대 6피트까지 늘어나며, 4.5피트까지 줄어들 수 있습니다.
게이트 입구의 크기: 스냅 후크 = 3/4", 알루미늄 레바 후크: 2-1/4",
스틸 레바 후크 = 1-1/2", Saflok Max™ 후크 = 3"

1244306
1244360
1244406
1244408
1244409
1244412

6' ShockWave2™, 싱글 죔줄, 스냅 후크
6' ShockWave2™, 싱글 레그, Saflok Max™ 후크 & 스냅 후크
6' ShockWave2™, 더블 레그, 스냅 후크
6' ShockWave2™, 더블 레그, 레그 가장자리에 Saflok Max™ 후크       
6' ShockWave2™, 더블 레그, 알루미늄 레바 후크
6' ShockWave2™, 더블 레그, 스틸 레바 후크

모델명 제품명

끝 단이 재봉 처리된
직경 10.5mm의
흰색 폴리아미드 로프

모델 설명 모델 설명
AE522 Sanchoc™ 충격흡수 로프 죔줄(2.0m) AE522/15 Sanchoc™ 충격흡수 로프 죔줄(1.5m)

AE522/1 Sanchoc™ 충격흡수 로프 죔줄(1.5m) AE522/6 Sanchoc™ 충격흡수 로프 죔줄(2.0m)

AE522/3 Sanchoc™ 충격흡수 로프 죔줄(2.0m) AE525 Sanchoc™ 충격흡수 로프 죔줄(1.5m-2.0m)

AE522/13 Sanchoc™ 충격흡수 로프 죔줄(1.5m) AE532/3 Sanchoc™ 충격흡수 로프 죔줄(Y-1.8m)

AE522/5 Sanchoc™ 충격흡수 로프 죔줄(2.0m) AE532/31 Sanchoc™ 충격흡수 로프 죔줄(Y-1.3m)

충격흡수 죔줄

PROCTECTA 포지셔닝 랜야드(죔줄)는 경제적인 가격에 기본적인 옵션을
제공합니다. 로프, 웹, 체인 레바 어셈블리 중 적합한 제품으로 선택이 가능합니다.

웹 포지셔닝(Web Positioning) 죔줄 로프 포지셔닝 죔줄 레바(Rebar) 체인 포지셔닝 
나일론 웨빙, 넓이 2.5cm, 길이 1.8m 나일론 로프, 두께 1.3cm, 길이 1.8m 트위스트 링크 체인 구성으로 높은 강도와 내구성을 가지며

대형 레바 후크는 여러 구조물에 직접 연결이 가능합니다. AL305AWA    
길이 1.8m 조정 가능한
웹 포지셔닝 랜야드, 스냅 후크

1385501    
길이 1.8m 로프 죔줄,
스냅 후크

AF77710    
레바 어셈블리,
스냅 후크 & 스틸 레바 후크

웹 포지셔닝(Web Positioning) 죔줄
내장형 마모 표시기로 과도한 마모 발생 시
육안으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2.5cm 폴리에스터 웨빙, 길이 1.8m

123016 최대 길이 1.8m, 길이 조정 가능한
웹 포지셔닝 죔줄, 스냅 후크

모델명 제품명

로프 포지셔닝 죔줄
견고한 매듭의 나이론 로프.
두께 1.3cm, 길이 1.8m

1232354 길이 1.8m 로프 죔줄, 스냅 후크
모델명 제품명

레바(Rebar) 체인 포지셔닝 죔줄
회전식 트위스트 링크 체인타입으로 사용이 편하고 강도와 내구성이 뛰어나며
게이트 입구가 6.4cm인 대형 스틸 레바 후크 또는 Saflok Max™ 7.5cm 오프닝 후크는
여러 구조물에 직접 연결이 가능합니다. 

5920050

5920059

회전식 레바(Rebar) 어셈블리,
스냅 후크 & 스틸 레바 후크, 길이 52cm
회전식 레바(Rebar) 어셈블리,
스냅 후크 & Saflok Max™ 후크, 길이 61cm

모델명 제품명

포지셔닝 죔줄

DBI-SALA 포지셔닝 죔줄은 추락 방지 용도로 사용되며 매우 우수한 내구성과 안전성을 제공해 드립니다.
로프, 웹 그리고 체인 타입의 죔줄는 최상의 재질로 제작되어 품질 및 내구성이 뛰어납니다.포지셔닝 죔줄

가장 기본적인 성능의
Protecta First 충격흡수 죔줄

1390399 PSB 승인 1390398 PSB 승인

1390205
1390235
1390240
1390370
1390398
1390399

추락 제한 로프 죔줄, 스크류 잠금 방식 카라비너
더블 레그 로프, Scaffold 후크, 스크류 잠금 방식 카라비너
포지셔닝 로프 죔줄, 스크류 잠금 방식 카라비너
싱글 레그 로프, Scaffold후크, 스크류 잠금 방식 카라비너
더블 레그 로프, Scaffold후크, 자동 잠금 방식 카라비너
싱글 레그 로프, Scaffold후크, 자동 잠금 방식 카라비너

모델명 제품명

충격흡수 죔줄

111 112

1244306

1244409

AE532/3

1390399 1390398



안전블록
길이 1.8m – 6m (Web)

안전블록
길이 6m(Wire) – 30m

1 회전식 스위블

3 쉽고 편리한 보관
여러 제품을 쌓을 수 있게 디자인 되어 있어 보관이 용이

7 충격 표시기
사용전의 안전을 시각적으로 확인

5 16KN 게이트 강도

9 운반이 용이한 손잡이

6 스냅 후크
2단계 잠금 장치

10 강화 플라스틱 (또는 알루미늄) 하우징
가볍고 내구성이 우수함

4 스테인레스 스틸 케이블 구명줄
우수한 내마모성 및 내부식성으로 열악한 환경에서도 오랜기간 사용 가능

8 회전식 후크
구명줄의 꼬임을 방지

1

3

7

5

9

6

10

4
8

2

1

3

5

6

4

2

2 190KG 하중 용량
넉넉한 허용하중으로 중량물과 함께 추락하여도 안전함.

1 회전식 스위블
회전식 고리로 구명줄 꼬임을 방지

3 강화 플라스틱 하우징
가볍고 컴팩트하며 내구성이 우수함

5 충격 흡수 장치
사용전의 안전을 시각적으로 확인

6 안전한 스냅 후크
16KN 게이트 강도, 2단계 잠금 장치

4 고강도 구명줄
허용 하중 140KG의 고강도 구명줄 (웨빙 or 와이어)

2 오토락 (Auto-Lok) 카라비너
2단 잠금장치로 안전하며 앵커포인트 혹은 안전그네에 쉽게 연결이 가능함

* 구명줄, 후크의 타입, 충격 표시기 유무는 제품에 따라 다릅니다.

제품명 : 3100426

제품명 : 3590517

앵커리지 및
앵커리지 커넥터

일반적인
앵커리지 커넥터

앵커리지

앵커리지 커넥터

앵커리지는 추락 방지 시스템의 안전한 고정 포인트 입니다. 앵커리지는 작업자 당
5,000 lb.(22kN)의 하중을 견딜 수 있어야 하며, 추락 방지 시스템의 일부로 충분히
견고하게 설계 및 설치가 되어야 하며, 안전하게 사용되어야 합니다. 

앵커리지는 추락 방지를 위한 현장 설계 또는 엔지니어에 의해 보증된 앵커리지가
있는 반면(Certified Anchorage) 그렇지 않은 앵커리지도 있습니다. (빔, 트러스 및
기타 적절한 강도의 구조물들, Non-certified anchorage). 인증 받은 앵커리지는
페인트나 특수 표시로 식별되어야 하며, 현장 위치 리스트에서 관리되어야 합니다.

앵커리지 커넥터는 추락 방지 시스템을 앵커리지에 부착하는 용도로 사용되며
커넥터는 용도에 따라 매우 다양합니다. 대표적으로 앵커 슬링, 빔 클램프,
레일 슬라이더, 트롤리(Trolley) 그리고 아이볼트(Eyebolt)가 있습니다. 

여러 용도로 사용 가능한 앵커리지 커넥터는 앵커리지 구조물에
쉽게 부착할 수 있으며, 추락 사고 방지를 위해 5,000 lb.(22kN)이상의
하중을 견딜 수 있는 결합 포인트(Tie-off point)를 제공합니다.

웹 타이오프(Tie-off) 어댑터

웹 비계용 초커 (Scafford Choker) 

Kevlar® 타이오프(Tie-off) 어댑터

케이블 타이오프(Tie-off) 어댑터

패스쓰루(Pass-Thru) 타입,
폭 4.5cm폴리에스터 + 폭 7.62cm 와이드(Wide) 폴리에스터 마모 패드 

초커(Choker) 타입으로 7.6cm직경 앵커리지에 부착.
폭 2.5cm 폴리에스터

고열 환경에 이상적인 Kevlar® 웹,
패스쓰루(Pass-Thru) 타입, 폭 4.5cm 폴리에스터

패스쓰루(Pass-Thru) 타입,
O링을 포함한 9.5mm(7×19-3/8") 스테인레스 스틸 케이블

1003000
1003006
1002103
1002106

1201390
1201391

1002200
1002201
1002202

5900550
5900551

0.9m 
1.8m 
0.9m, 조절 가능
1.8m, 조절 가능

43cm 
61cm

0.9m 
1.2m 
1.8m

1.2m 
1.8m

모델명

모델명

모델명

모델명

설명

설명

설명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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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블록 액세서리
3M™ Protecta 안전블록 커버
안전블록 하우징을 보호하는 비닐 커버로 외부에 장시간 노출시
안전블록을 안전하게 보호합니다.

3590010 (6m, 10m용)
3590011 (15m용) 
3590012 (20m, 25m, 30m용)



EZ-LINE™ 수평 추락 보호 시스템
EZ-LINE™ 은 매우 신속하고 간편하게 수평 추락 시스템을 설치 및 해체를 할 수 있고, 보관이 쉬운 제품입니다.
EZ-LINE™ 의 혁신적인 디자인으로 별도의 무겁고 큰 와이어가 필요 없으며, 장비 하나로 쉽게 설치할 수 있습니다.

� 신속하고 손쉬운 설치, 내장형 윈치
� 최대 18.25m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 내장형 프리텐션(Pre-tension) 및 충격 표시기로 설치 및 검사가 쉽습니다. 
� 초경량 시스템으로 이동이 용이 합니다. 
� 2명의 작업자까지 동시에 사용 할 수 있습니다.

길이 2인 사용, 1.8m 죔줄 사용시 2인 사용, 안전블록 사용시
6.1m-9.0m 6.6m 3.0m
15.4-18.5m 7.7m 3.8m

추락 안전 거리

스틸
앵커리지 커넥터
I 빔 앵커리지 커넥터는 앵커리지 구조물에 쉽게 부착할 수 있으며,
추락 사고 방지를 위해 5,000 lb.(22kN) 이상의 하중을 견디는
결합 포인트(Tie-off point)를 제공합니다.

고정형 빔 앵커

I-빔 용 트롤리

GLYDER™ 2 슬라이딩 빔 앵커

GLYDER™ 슬라이딩 빔 앵커

빔 구조물, 방향에 관계 없이 굉장히 짧은 시간내에 쉽게 설치가 가능하며,
부착된 조정 핸들로 마무리 단계에서 조입니다. 1인용 앵커 포인트 또는
Sayfline™ 수평 구명줄 시스템을 위한 앵커로 이상적입니다. 

트롤리는 수평 빔에서 안전블록과 함께 사용되며,
사용이 간편하고 우수한 성능을 제공합니다. 마찰 없이 빔 위를
미끄러지듯이 움직이며, 작업자의 위치 이동에 따라 수평 이동을 합니다.

� 마모 패드는 금속 간 접촉을 방지하여 부드러운 작동을 가능하게 합니다.
� 라체팅(Ratcheting) 조정 시스템으로 I빔에 설치가 용이합니다. 
� 듀얼 빔 그립(Dual beam grip) 조정으로 설치 후 안정적입니다.  
� 제품 무게는 1.66kg으로 매우 가볍습니다. 
� 하중 용량 : 189Kg
� 사용 가능 사이즈 : 폭 8.9cm-35.5cm / 두께 3cm 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 빔 위의 어디라도 부착이 가능합니다.
� 양쪽 베어링은 스테인레스 스틸 재질로 내부식성이 우수해 유지보수가 거의 필요 없습니다. 
� 트롤리 가드(Trolley Guards)는 휠이 손상되지 않도록 보호합니다.
� 사용 가능 사이즈 : 폭 7.6cm-20.3cm 두께 1.7cm까지 사용 가능 합니다.

I-빔에서 완전한 수평 이동성을 제공하며 머리 위 또는 발 아래에서 부착됩니다. 
(발 아래에 부착될 경우 추락 거리가 길어 집니다.)

Glyder™ 은 Glyder™ 2 의 조정 시스템을 제외하고 대부분 유사한 특징을 가집니다.
조정 시스템은 핀으로 고정시키는 타입으로 더 큰 치수의 I빔에 맞습니다. 
사용 가능 사이즈 : 폭 15.2cm-45.7cm 두께 6.35cm 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2108406
2108407
2108408
2108410

2103147

두께 3.8cm × 폭 6.3cm - 30.4cm 이하
두께 3.8cm × 폭6.3cm - 45.72cm 이하 
두께 3.8cm  × 폭6.3cm - 61cm 이하
두께 1.3cm – 6.3cm × 폭6.3cm – 91.4cm이하

I 빔용 트롤리, 스테인레스 스틸 재질

모델명

모델명

설명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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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직 추락 방지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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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D-SAF™ 케이블  사다리 안전 시스템
Lad-Saf™ 케이블 시스템은 케이블의 앵커 역할을 하는
상부 및 바닥 브래킷으로 구성됩니다.
Lad-Saf™ 슬리브는 작업자와 시스템을 연결해주며,
사용자가 사다리를 올라갈 때 자동으로 같이 올라가고
추락 시에 슬리브를 멈춰 추락을 막아주며 사용자가
다시 사다리에 올라설 수 있도록 합니다. 사용이 쉽고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디자인되어 있으며,
사용자는 시스템을 볼트로 연결하거나 용접을 할 수도
있고, 사다리 계단에 연결되는 클램프의 사이즈 및
스타일을 선택할 수 있으며, 직선 또는 곡선 사다리를
위한 시스템을 선택할 수 있고, 그리고 목재, 콘크리트
또는 강재 구조물로의 연결에 대해서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상부 브라켓

케이블 구명선

케이블 가이드

바닥 브라켓

6116280

6110000

6110400

6100090

6116410

6110515

슬리브에 장착된 에너지 흡수 장치는
추락시의 충격을 최대 6kN 감소시킵니다.
또한 슬리브는 충격 표시기 역할도 하여
추락의 하중을 받거나 추락 방지에 사용되었을 경우
육안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3/8 인치(9.5mm) 또는 5/16 인치(8mm) 직경인
1×7 또는 7×19 케이블과 사용 됩니다.

아연도금 상부 브래킷 및 고정 장치. 시스템은 최대길이152m 까지 가능,
최대 직경 2.85cm인 사다리 가로대에 사용, 3개의 사다리 가로대에
부착되며, 상부 브라켓에 에너지 흡수 장치가 내장 되어 있음.

아연도금 케이블, 직경 3/8"(9.5mm),
1×7 타입.

비금속 케이블 가이드 및 고정장치.
최대 61m 이하 시스템에 대해 최대 직경 2.85cm인
사다리 가로대에 사용.

최대 직경2.85cm인 사다리 가로대에 사용.
2개의 사다리 가로대에 부착되며
아연도금 텐셔닝 (Tensioning) 장치 포함.
모델명 : 6160030

152.4m를 넘는 시스템에 대한 브라켓 및 고정 장치

61m를 넘는 시스템에 대한 케이블 가이드 및 고정장치

6160030 Lad-Saf×2 케이블 슬리브
모델명 설명

엔지니어링 수평 추락 방지 시스템
Uniline Safety Systems는 추락 예방 및 방지 시스템에서 세계 시장을 선도하는 제품 입니다.

UniRail 수평 추락 방지 시스템
알루미늄 재질의 레일 시스템. UniRail 시스템은 여러 작업자가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매우 강력하고 견고한 앵커리지를 제공하며 정상적인 작업 하중으로는
제품에 손상이 전혀 가지 않습니다.

� 유리창 청소원 및 건물 유지보수 엔지니어등이 외부에서 건물 정면으로 접근
� 높은 작업 구역의 통로나 기중기의 내부 및 외부 접근
� 차량 하역 작업
� 물 처리 탱크 및 저장 용기 유지 보수시 
� 해상 선박
� 윈드 터빈 엔진

� 지지대 브라켓 사이의 Span은 최대 3미터까지 입니다.
� 추락 방지가 필요한 여러 작업자들을 동시에 지지해 줍니다.
� CE, OSHA 및 AS/NZS 기준을 만족합니다. 
� 6082 T6 알루미늄 구성품은 열악한 환경에도 견딜 수 있는 고품질의 안전 시스템을 제공합니다. 
� 모든 부품들이 어노다이징(양극산화) 처리되었으며, 316 스테인레스 스틸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 제품 디자인은 구조적 하중을 감소시키며 빌딩 또는 설치되는 구조물의 구조상의 안전을 보장합니다. 
� 정교한 디자인과 고정 브라켓의 범위는 설계의 유연성을 제공합니다.
� 시스템을 통해 작업자는 지속적으로 손이 자유로울 수 있으며, 건물의 모서리와 윤곽에도 접근할 수 있습니다.

적용

특징 및 장점

Uni-8 수평 추락 방지 시스템
케이블 추락 방지 시스템

� Uni-8 추락 방지 제품은 현대식 빌딩 건축 및 리모델링 작업에 가장 적합하며, 안전성 향상을 위해서
   산업 현장에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 추락 방지 제품은 철제 빔, 콘크리트, 벽돌 그리고 다양한 지붕 구조에 설치할 수 있습니다. 
� 추락 방지가 필요한 여러 작업자들을 동시에 지지해 줍니다.

� 엄격한 테스트를 거쳐 안전하고 맞춤 설계가 가능한 추락 방지 및 억제 시스템이
   안전하게 작업자를 보호합니다.
� 최신 국제 기준을 만족하며, EN795에 의거한 CE 인증 제품입니다.
� 316개의 스테인레스 스틸 구성품은 열악한 환경에도 잘 견딜 수 있어 최고의 품질과 최고의 안전성을
   보장합니다.
� 추락 방지 장치의 세심하고 미적인 디자인은 빌딩 또는 구조물에 최소의 영향을 끼칩니다.
� 일직선 상의 에너지 흡수장치와 하중 중간 지지 브래킷은 구조적 하중을 감소시키며 빌딩 또는 설치되는
   구조물의 구조상의 안전을 보장합니다. 
� 추락 방지 시스템은 다양한 지붕 환경에 설치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형태의 지붕 앵커와 호환이 잘 됩니다.
� 추락 방지 시스템은 작업자들로 하여금 손이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도록 만들고 건물의 코너와 윤곽에도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최고의 통합적인 유연성을 제공합니다.
� 12m Span (현장 상황에 따라 다름)으로 Uni-8은 비용 대비 매우 효과적입니다.

적용

특징 및 장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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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렉시가드 (FLEXIGUARD) 솔루션 

C-프레임 시스템
C-프레임 시스템은 높은 곳에서의 작업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다목적 추락 방지 솔루션입니다. 자동차의 견인봉을
이용하거나 수동으로 이동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었으며,
기기 아래에는 약간의 공간이 있어 아웃트리거 받침대가
접근이 가능합니다. 이 시스템은 ANSI 및 CE 규격을
 만족합니다. 

모델 사용자 수 앵커 높이 레일 폭
8530319 2 4.7m 5.5m
8530246 3 6.4m 5.5m

높이가 고정된 시스템

모델 사용자 수 앵커 높이 레일 폭
8517701 2 3.8-5.85m 3m
8517705 2 3.8-5.85m 6.1m
8517707 2 5.3-8.8m 4.6m
8517709 2 5.3-8.8m 6.1m
8517711 2 6.8-11.8m 4.6m
8517713 2 6.8-11.8m 6.1m

높이 조절이 가능한 시스템

SafRig™
Flexiguard™ SafRig™ 은 작업 구역은 넓지만 작업자에 허용된 공간은
제한적인 경우 적합한 이동식 추락 방지 시스템을 제공합니다. 프레임의
크기가 작아 장치를 사용하는 동안 트럭을 나란히 주차시킬 수 있습니다.
360도 회전하는 기둥은 1.5m정도의 작업 반경을 제공하며,  작업자 1명에
대한 추락 방지가 가능합니다. 포크리프트 포켓으로 작업 장소 주위로
장치를 이동하기가 한결 더 쉽습니다 (지게차로 이동 가능). 베이스의
유형에 따라 이 시스템은 ANSI및 CE 기준을 만족하고 있습니다.

아웃트리거 베이스를 포함하는 SAFRIG

균형추 베이스 및 PPE 키트를 포함하는 SAFRIG

참조 : 모든 부품 번호는 캐나다에서도 동일합니다. 

모델 사용자 수 앵커 높이 베이스 (Base) 옵셋 (Offset)
8530607 1 6.1m 4.56mⅹ4.56m 5.36m
8530579 1 6.1m 4.56mⅹ4.56m 5.36m

모델 사용자 수 앵커 높이 베이스 (Base) 옵셋 (Offset)
8530606 1 6.1m 1.4m 5.36m
8530619 1 6.1m 1.4m 5.36m
8530595 1 6.1m 1.4m 5.36m
8530620 1 6.1m 1.4m 5.36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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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는 모든 추락 방지 프로그램에서 핵심 요소입니다.
신속하고 효과적인 구조 작업에 따라 아무런 부상을
동반하지 않는 추락사고와 작업자의 심각한 부상을
초래하는 추락사고로 극명하게 나뉘어 집니다. 추락한
작업자가 더 오랜 시간 갇혀있거나 추락한 상태로 오래
머무를수록 부상은 더 심각해 집니다. 

밀폐된 공간으로의 진입 및 구조와 관련하여, 핵심적
사항은 장비가 신속하고 완벽하게 작동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DBI-SALA™는 수십 년 동안 증명된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광범위한 구조 및 장치 라인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밀폐 공간에서의 구조

5 - 피스(piece) 결합  호이스트 (Hoist) 시스템

측면진입 시스템 (Side entry)

이동식 및 고정형 베이스(선택사항).

최신형 고정 베이스 옵션

영구적인 마운트 어플리케이션을 위한 최신형 측면 진입 시스템은
다양한 고정 베이스들과 함께 사용될 수 있습니다. 

참조 : 윈치 및 고정 베이스 장착 예
            - 이 품목들은 별도 주문해야 합니다. 



밀폐공간 진입 및 구조용 삼각대 (Tripod) 윈치 겸용 안전블록

모델 설명 높이 중량

8000000 알루미늄 삼각대 2.1m 21kg

8000010 알루미늄 삼각대 2.7m 25kg

알루미늄 삼각대
휴대용 경량 DBI-SALA 알루미늄 삼각대는 맨홀 진입 및 회귀 작업에 이상적입니다.
작업자 한 사람으로도 쉽게 설치가 가능할 뿐 아니라 운반도 가능합니다.

� 알루미늄 삼각대
� 기계 장치 부착을 위한 퀵 마운트 브래킷 (Quick-mount bracket)
� 작업 보조 또는 구조를 위한 사용 하중 157kg 
� 안전 체인이 장착된 조절식 다리
� 평평하지 않은 표면에서의 작업을 위해 각 다리에 스파이크 타입의 고무 패킹 부착
� 상부 도르래 어셈블리 모델 설명 길이 구명줄 유형 중량

8102001 SALALIFT®II 윈치 18m 6.25mm(1/4") 아연도금 케이블 16.2kg

8102009 SALALIFT®II 윈치 27m 5mm(3/16") 아연도금 케이블 15.75kg

8102005 SALALIFT®II 윈치 36m 5mm(3/16") 아연도금 케이블 16.65kg

SALALIFT® II 윈치
작업 지지 및 구조용 윈치는 무게가 가볍고 사용이 간편하며, 간단한 핸들 수동 조작으로
사람이나 물건을 상승 혹은 하강 시킬 수 있습니다. 아연도금 케이블이 표준이며,
스테인레스 스틸 및 로프도 이용 가능합니다.
� 기어비는 6:1,  평균 리프팅 속도 12.75'/Min.
� 충격 표시기를 장착한 안전 후크 및 삼각대에 부착하기 위한 퀵 마운트 브라켓 
� 사용자의 기동성을 위한 프리 휠(Free-wheel) 모드 및 추가적인 안전성을 위한 클러치
� 폴리에틸렌 하우징으로 중량 감소 및 우수한 내부식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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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품명 : Protecta 삼각대 윈치
• 모델명 : AK205AG
• 15m 스테인레스 스틸 케이블
• 허용 하중 : 140kg
• 4:1 기어비

• 제품명 : 삼각대용 도르래 
• 모델명 : AK020A1
• 알루미늄 카라비너 포함

3M™ Protecta 삼각대 구성품 (윈치 사용시)

2

3

4

5

6

7

8

9

1

1 다리 고정 장치 
2 알루미늄 재질

3 22KN 앵커리지 포인트

4 도르래 (선택 사항)

5 윈치 브라켓 (선택 사항)

6 조절 가능한 다리 : 1.35m – 2.4m
7 신축식 다리 (8단 높이 조절 가능)
8 미끄럼 방지를 위한 다리 패드
9 안전 체인

* 허용하중 : 160KG
* OSHA 및 ANSI 기준을 만족.

모델명 : AK1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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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전식 스위블 (Swivel)

3 운반이 편리한 손잡이

7 스냅 후크
2단계 잠금 장치

10
140Kg

허용하중

360도 회전식 고리로
구명줄 꼬임을 방지

2 알루미늄 하우징
가볍고 내구성이 우수한 하우징

4 상승 또는 하강을 위한 핸들
윈치 모드시 사용

5 스위블 후크 (Swivel)
360도 회전식 후크로 구명줄 꼬임을 방지

6 충격 표시기
충격 표시기를 통해 사용 전
안전을 시각적으로 확인

8
스테인레스
스틸 케이블
내부식성 및

내마모성이 우수

9
케이블 출구

부드럽게 작동하여
마모를

최소한으로 줄임

• 모델명 : 3590498

3-way 안전블록용 블라켓

제품명 : 3591003
•
•
•

•

모드 변경에 따라 윈치 및 안전블록으로 사용 가능합니다. 
조작이 간단하고 쉽습니다.
3M 안전 블록은 충격 표시기가 있어 사용 전 장비의 안전을 
시각적으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삼각대가 위치하기 힘든 협소한 공간이나 바닥이 평평하지 않은
공간에는 삼각대 없이 단독으로 사용 가능합니다.

윈치 모드

안전블록 모드

사다리가 없는 밀폐공간에서 작업자의  하강,상승을 도움

사다리가 있는 밀폐공간에서 작업자가 편하게 사다리를 오르고 내려갈 수 있도록 간섭을
줄이고, 추락시 제동을  걸어 작업자를 안전하게 보호.



구조 및 하강 R550
Rollgliss™ R 550은 누구나 쉽게 작동할 수 있는 가볍고 작은 사이즈의 구조 및 하강 장비 입니다.
이 제품은 구조, 탈출뿐만 아니라 다양한 기능도 포함하고 있어 여러 용도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드릴 어댑터
추락한 사고자를 쉽게
끌어 올리기 위한
드릴용 어댑터.
대부분의 핸드 드릴과 
호환이 가능하며
사상자를 빠르고 쉽게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양 방향 허브
로프 하강은 한 방향을 선택하여 작동시킬 수 있으며, 한쪽 후크가 
올라가면 반대쪽 방향의 후크는 내려가게 되어, 하강 후  즉각적인 
재 사용이 가능합니다.

내구성이 우수한 로프
3/8”(9.5mm) 합성로프 

다양한 길이 선택 가능
15m ~ 152m 까지 가능
모든 제품은 로프 가방을 포함

스냅 후크 (Steel)
3/4 “ (19mm) 후크 입구 사이즈 
16KN 후크 입구 강도

사다리 브라켓
R-550 장비를 사다리에 고정하기 위한 브라켓
별도 구매.

앵커리지
카라비나 혹은 앵커슬링에
연결해서 사용 

로프 고리 
구조시 로프를 고리에
걸어서 사용하며
하강 속도를 제어 할 수 
있습니다.

듀얼(Dual) 브레이크 
구조시 로프를 고리에
걸어서 사용하며
하강 속도를 제어 할 수 
있습니다.

작고 가벼운 장비 
R 550은 구조용 장비중에서 가장 작고 가볍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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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R 550을 카리비너 혹은 앵커슬링을 이용해 앵커리지 포인트
(고정점)에 연결합니다. 
안전그네의 전면 혹은 후면에 위치한 D링과 R-550의 후크를
연결합니다. 
지상으로 안전하게 하강합니다.

비상 탈출용 (Emergency Escape)

•

•

•

•

•

R 550을 카라비너 혹은 앵커슬링을 이용해 앵커리지 포인트 
(고정점)에 연결합니다. 
R 550을 사상자의 위쪽으로 위치시킵니다.  
스냅 후크를 사상자의 안전그네 D링에 연결합니다.  
사상자를 끌어올려 최초의 연결된 죔줄 (또는 안전블록)을
느슨하게 만든 다음, 죔줄의 후크를 제거합니다.
사상자를 지상으로 안전하게 내립니다.

3자에 의한 구조 (Assisted Rescue)

•

•

•

•

•

사상자에게 접근이 어려울 때 사용합니다.
R 550을 카라비너 혹은 앵커슬링을 이용해 앵커리지 포인트 
(고정점)에 연결한 후 구조자는 사상자에게 접근합니다. 
카라비너를 사용하여 사상자를 구조자를 연결합니다.
R 550을 이용하여 작업자를 끌어올려 최초의 연결된 죔줄
(또는 안전블록)을 느슨하게 만든 다음, 죔줄의 후크를
제거합니다
사상자와 함께 지상으로 안전하게 내려 옵니다.

직접 구조 (Pick-off Rescue)

•

•

•

•

•

R550은 맞춤형 구조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R 550을 카라비너 혹은 앵커슬링을 이용해 앵커리지 포인트
(고정점)에 연결하거나 가까운 지면에 위치 시킵니다.
사장자 위의 도르래 위치시킨 후 로프를 도르래에 통과시킵니다. 
R 550을 이용하여 작업자를 끌어올려 최초의 연결된 죔줄
(또는 안전블록)을 느슨하게 만든 다음, 죔줄의 후크를
제거합니다
사상자를 지상으로 안전하게 하강시킨 후 장비를 제거합니다.

맞춤형 구조(Custom Resc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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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fety Shoe

안전화

3M™ 글라스 버블, 3M™ 스카치라이트 등

3M의  핵심 기술이 적용된 프리미엄 안전화!
3M Innovation이 최상의 안전성과 편안함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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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 유명 스포츠웨어 및 안전 의류에 사용되는
3M의 스카치라이트 반사소재는 다양한 제품에 부착되어
야간 안전성을 높여줍니다.
오랜 시간 여러 제품에 사용되며 인정받은 우수한 성능과 안전성은
야외활동 및 산업장에서 착용자의 안전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스카치라이트는 빛을 반사시키는 특수소재 입니다.
스카치라이트의 빛 반사력은 어두운 곳에서 흰색 천이 빛을 반사하는 것보다
최고 2,000배의 반사효과를 발휘하여 착용자의 안전을 지켜줍니다.

F A B R I C

제품명 3M™ Light Step S
등급 보통 작업용
재질 Upper - 합성 피혁 & 코듀라

OutSole - Rubber & Glass bubble +EVA
안전인증번호 16-AV2CR-0143
색상 Brown
치수 235mm ~290mm
제조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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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P-100 고성능 롤
롤 타입은 넓은 지역으로 퍼진 유출 기름을 

신속하게 제거하며, 오일펜스나 붐의 앞·뒤,

또는 강둑, 해안으로 밀려오는 기름을 흡착해 

환경오염을 방지합니다.

HP-156K  고성능 패드
자체 중량의 20배가 넘는 기름을 흡착할 수 

있는 고성능 패드는 해양이나 강, 도로에서의 

유출사고 발생시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며 

설치 및 페기처리가 신속하고 용이합니다.

P-FL550DD 폴드형
운반과 보관이 용이한 박스 안에 고성능 

흡착재가 접혀 있습니다. 용도에 따라 붐, 

필로우, 패드 및 롤 형태로 펼쳐서 다용도록 

사용할 수 있고, 41cm마다 절단부가 있어 

필요한 만큼 끊어서 사용합니다.

T-210 입자
입자로 구성되어 있는 T-210을 흐르는 물 

또는 좁은 수로에 유출된 기름에 다량으로 

살포하면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습니다.

T-30 필로우
필로우 타입은 작고, 가볍고, 잘 찢어지지 

않으며, 패드형 흡착재의 수용능력 이상의 

유출이 일어났을 때 이상적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T-270K 대형 붐
대형 붐 타입은 유출된 기름의 확산 억제 및 

흡착 기능을 동시에 하기 때문에 효과적인 

대처가가능하며, 강이나 해양에 장시간 떠 

있어도 가라앉거나 뒤틀리지 않는 T-270K는 

연결 고리로 원하는 길이만큼 이을 수 있습니다.

T-240 필로우
필로우 타입은 다량의 기름을 제거하는데 

사용됩니다. 자외선에 의해서 변형되지 않고, 

배 밑이나 하수구와 같이 손이 닿기 어려운

곳의 기름을 제거하는데 활용할 수 있습니다.

T-4 미니 붐
미니 붐 타입은 유출된 기름의 확산 억제  및

흡착기능을 동시에 할 수 있기 때문에 유출

사고시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습니다.

유조선 사고, 고속도로, 철도, 연안의 기름탱크, 산업오염 등 유출사고는 언제 어디서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물은 빨아들이지 않고 기름만 흡착하는 3M 유흡착재는 자체 중량의 20배 이상의 기름을 흡수하여도 물에 가라앉거나 찢어지지 않아
기름이나 유기용제 등의 유출사고가 발생할 때 신속하고 안전하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환경처 형식승인으로 그 성능을 인정받은 3M 유흡착재. 언제 어디서 일어날지 모르는 유출 사고를 효과적으로 해결해 드립니다.

유흡착재 |  Petroleum Sorbents

제품명 크기 중량 흡착력 포장단위
HP-156K 43cmx48cm 45g / 패드 1ℓ/ 패드 100패드 / Case

HP-100 96cmx44cm 10kg / 롤 190ℓ/ 롤 1롤 / Bag

T-240 35cmx63cm 1kg / 필로우 13ℓ/ 필로우 10필로우 / Bag

T-30 23cmx38cm 160g / 필로우 2ℓ/ 필로우 16필로우 / Case

T-4 7.5cm(직경)x1.2m 360g / 미니붐 4ℓ/ 미니붐 12미니붐 / Case

T-270K 20cm(직경)x3m 5kg / 붐 75ℓ/ 붐 4붐 / Bag

T-210 - 11kg / Bag 130ℓ/ Bag 1Bag

P-FL550DD 12.5cm(48cm)x15.2m 8kg / Case 119ℓ/ Case 3Box / Case
환경부 형식승인제품 : HP-156K (흡-29), T-240 (흡-47), T-270K (흡-22)

환경안전제품
Environmental Safety Products

3M 흡착재는 독특한 모세관 현상으로 자체 중량의
10~20배에 달하는 강력한 흡수력을 나타냅니다.
특수 섬유 소재를 사용하여 뛰어난 인장강도를 보이는 3M 흡착재는
다양한 종류와 형태가 있으므로 용도에 따라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3M의 첨단 기술로 개발한 안전하고 강력한 3M 흡착재, 어떤 종류의 유출이라도
깨끗이 해결해 드립니다.  

3M 흡착재는 기존에 사용되던 걸레나 모래와는 전혀 다른 고
성능 흡착재로 특수한 미세 섬유의 모세관 현상에 의해 자체 
중량의 10배~20배 정도에 이르는 액체를 빠르게 흡수할 수 
있습니다. 일단 흡수된 액체는 다시 밖으로 흐르지 않습니다.

강력한 흡착력

3M 흡착재는 미세한 기공조직을 가진 100% 합성 섬유질
로 화학적 안정성이 높아 유해반응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신속한 설치 및 폐기 처리로 작업자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흡착력이 높아 보다 청결한 작업 환경을만들어 드립니다.

미세 섬유 구조의 합성 흡착재

3M 흡착재는 기름을 처리하는 유흡착재를 비롯하여 케미컬 
흡착재, 산업용 흡착재 등 용도에 따라 종류가 다양하며 패드, 
롤,  미니붐, 필로우, 폴드 등 형태별로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크기 및 형태

고효율 기술로 만들어져 흡착력과 액체 보유력이 뛰어나고 
재사용이 가능한 3M 흡착재는 중량 0.02%의 재만 남기고 간
단히 소각처리 됩니다. 용도에 맞는 적절한 흡착재의 선택과
효과적인 사용 방법으로 폐기물을 최소화 하십시오.

폐기물의 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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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300 필로우
필로우는 다량으로 유출된 케미컬을 신속

하게 흡착함으로서 작업자를 안전하게 

보호해 드립니다.

P-500 입자
입자 타입은 이미 넓은 지역으로 확산된 케미컬

을 처리하는데 쓰이며 화학약품 운송시

완충재 및 흡수재로서 사용됩니다.

C-FL 550DD 폴드형
운반과 보관이 용이한 박스안에 고성능 

흡착재가 접혀 있습니다. 용도에 따라 붐, 

필로우, 패드 및 롤 형태로 펼쳐서 다용도로

사용할 수 있고, 41cm마다 절단부가  있어

필요한 만큼 끊어서 사용합니다.

C-RL15150DD
롤 타입은 넓은 지역으로 번진 케미컬을

신속하게 흡착할 수 있으며 원하는 길이만큼

잘라 쓸 수 있어 사용하기에 편리합니다.

P-200 미니 붐
미니 붐은 액체 유해물 보관이나 운송시 

유출된 케미컬이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억제하는데 쓰입니다.

화학 공장의 창고나 생산라인, 각종 연구실, 실험실 등 주로 화학약품을 다루는 곳에서 사용되는 3M 케미컬 흡착재. 
부피가 크고 무겁고 기계고장을 유발할 수 있는 모래를 사용할 때보다 흡착력이 강하며 빠르게 운반할 수 있고, 폐기처리가 용이합니다.
산, 알칼리 등의 액체 유해물 외에도 거의 모든 형태의 액체를 흡착할 수 있는 3M 케미컬 흡착재는 대부분의 화학물질과 결합하여도
화학반응을 일으키지 않기 때문에 작업자의 안전을 최대한 지켜드립니다.

P-110K 패드
패드 타입은 화학실험과 같이 좁은 장소에

서 이용할 수 있으며 오염된 장비나 기계를 

닦아 내는데 활용할 수 있습니다.

케미컬 흡착재 |  Chemical Sorbents

제품명 크기 중량 흡착력 포장단위

P-110K 28cmx33cm 26g/패드 0.3ℓ/패드 200패드/Case

P-200 7.5cm(직경)x1.2m 360g/미니붐 3.75ℓ/미니붐 12미니붐/Case

P-300 23x38cm 160g/필로우 1.85ℓ/미니붐 16필로우/Case

P-500 - 6.3Kg/Bag 56.5ℓ/Bag 1Bag/Case

C-RL1550DD 38.7cmx45.7m 5.5Kg/롤 117ℓ/롤 1Roll/Case

C-FL 550DD 12.5cm(48cm)x15.2cm 8Kg/Case 119ℓ/Case 3Box/Case

3M 산업용 흡착재는 절삭유, 냉각유, 윤활유, 기타 수용성 오일 등 기계 장비로부터 누출, 유출되는 각종 산업용 액체를
완벽하게 흡수하여 청결하고 안전한 작업 환경을 만들어 드립니다. 유출이 우려되는 기계 주위에 깔아만 주십시오.
사용이 간편하고   흡착력이 우수하여 신속하게 오염 물질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재사용이 가능하고 불필요한 노동력과
시간을 절감할 수 있어 매우 경제적입니다. 공장의 환경오염, 힘든 청소작업, 페기물 처리 비용, 이 모든것을 3M 산업용 흡착재가
해결해 드립니다.

M-FL550DD 폴드형M-4 미니 붐
기계 주위에 설치됨으로서 누출유의 확산을 

억제하는 기능을 하여 산업용 액체가

인근 작업 지역으로 퍼져 나가지 않도록

예방할 수 있습니다. 

M-30 필로우
흡착량이 많은 필로우는 기계 주위 유출량이

많은 곳에 사용되거나 유출의 근원지에

신속하게 투입됨으로서 유출물 처리 시간을

획기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M-PD 패드
패드 타입은 각종 기계류 및 장비류의 수용성

오일 유출시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형태로서 유출된 기름을 완벽하게 흡착합니다.

크기와 형태가 다양한 3M 유출 키트를 비상용으로 미리 비치해 놓으면 갑작스럽게 발생 할 수 있는 유출 사고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유출처리 후에는 사용한 흡착재를 동봉된 폐기비닐에 담아 드럼에 밀봉하면 안전하게 처리됩니다.
3M에서는 유해물 안전 관리를 위해 유출 처리에 관한 다양한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P-SKFL31 기름 유출 키트
폴드형 유출키트는 3M 폴드형 흡착재의 

모든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31 gallon의 유출키트는 보관이 간편하며 

긴급한 유출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습니다.

P-SKFL31 케미컬 유출 키트
드럼 자체도 물이나 각종 케미컬, 자외선에 

견딜 수 있도록 만들어 졌습니다.

HSRK210 케미컬 유출 키트
패드, 롤, 붐형 등 3M의 화학유출 대응제품이

다양하게 포함되어 있는 HSRK210 케미컬

유출 키트는 어떠한 형태의 유해물질 유출에도

작업자를 안전하게 보호하며, 손쉬운 대응이

가능하게 합니다.

바퀴가 달려있는 용기는 유출장소로 빠른 이동을

가능하게 하며, 경고 테입과 경고 사인판등은

작업장 내 모든 사람이 쉽게 유출에 대해

인식할 수 있게 하여 생명과 안전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산업용 흡착재 |  Maintenance Sorbents

유출 키트 |  Spill Kits

제품명 크기 중량 흡착력 포장단위
M-PD 40cmx52cm 63g / 패드 1ℓ/ 패드 100패드 / Case

M-RL 40cmx45m 6kg / 롤 75ℓ/ 롤 1패드 / Case

M-4 7.5cm(직경) x1.2m 360g / 미니붐 4ℓ/ 미니붐 12미니붐 / Case

M-30 18cmx38cm 160g / 필로우 8kg / Case 2ℓ/ 필로우 119ℓ/ Case 16필로우 / Case

M-FL550DD 12.5cm(48cm)x15.2m 5.5Kg/롤 117ℓ/롤 3Box / Case

제품명 내용물 크기 중량 흡착력 포장단위

P-SKFL31 키트 기름용 폴드2롤/패드30장 56.7￠x45m 10kg / 키트 117ℓ/ 키트 1키트

C-SKFL31 키트 케미컬용 폴드2롤/패드30장 56.7￠x45m 10kg / 키트 117ℓ/ 키트 1키트

HSRK210 키트 케미컬용 (대) 패드150장/필로우20개/미니붐14개 롤2개/
처리봉지10개/경고판/ 경고테이프 L99 x W66 x H79 45kg / 키트 210ℓ/ 키트 1키트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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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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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하고 편리합니다.    

    충전기, 호스, 펌프, 보정 장비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정확합니다.    

    확산의 과학적 원리를 사용하여 간단하고 효과적으로 공기중 오염물질을 채취하는 

    3M 확산 모니터는 작업장의 많은 종류의 오염물질에 대해 

    미국 산업안전보건청 (OSHA)이 요구하는 정확도(±25%)를 만족합니다.

●사용이 쉽습니다. 
    3M 모니터를 셔츠의 옷깃, 칼라, 호주머니에 간단히 부착만 해 주세요.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3M 확산 모니터는 개인(personal) 시료는 물론 공기 흐름만 충분하다면 펌프식 

    능동 측정과 같이 지역(area)과 오염원(source) 시료 채취시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3M 모니터는 측정과 자체 분석에 필요한 참고 정보를 제공합니다.

●최상의 분석을 제공합니다. 
    3M 확산 모니터는 10년간 국제 정도관리 프로그램(AIHA-PAT Program)에

   참여하고 있는 국내 최고의 분석실과 계약하여, 분석 서비스를 원하는

   고객의 요구를 만족시킵니다.

●신뢰할 수 있습니다. 
    국제 표준협회(ISO)와 미국산업보건전문가 협회(AIHA)가 인정하는, 3M의

    확산 모니터에 대한 제조와 분석에 대한 신뢰를 고객에게 드립니다.

●편안합니다. 
    3M 확산 모니터는 작고 가벼워 작업자의 활동을 제한/간섭하지 않습니다.

모니터의 확산 포집 현상

<3M 확산 모니터의 측정방법>

<3M 확산 모니터의 부품>

<엠브레인 시트의 현미경 사진>

1. 측정 현장에서 알루미늄캔의 손잡이를

   열고 유기 증기 모니터를 꺼낸다.

   모니터를 꺼낸 후 모니터 뒤쪽에 측정 

   시작시간을 적는다. 이 시점에서 증기의

   포집이 시작된다.

3. 측정 종료 시간에 이르면 동전등을

   이용하여 재빨리 플라스틱 링과

   멤브레인 시트를 분리 제거한다.

4. 알루미늄캔안에 동봉된 반투명한 

    뚜껑을 딸깍 소리나게 끼운다. 모니터

    뒤쪽에 측정 종료 시간을 기록한다.

    모니터를 알루미늄캔에 넣어 밀봉 후

    냉암소에 보관하며, 가능한 빠른 

    시간내에 분석한다.

2. 개인 시료 측정시에는 작업자의 얼굴

   근처에 모니터를 착용한다. 장소농도

   측정에서는 삼각 스텐드를 이용하여 

   모니터를 고정하여 측정하면 된다.

모니터 본체

멤브레인 시트

활성탄 패드플라스틱 링

알루미늄 캔

뚜껑

활성탄 고정부

작업환경 측정에 3M이 만든 또하나의 혁신!

3500 유기용제용 모니터
유기용제를 간단히 채취, 1층의 활성탄 흡착 

웨이퍼, 125종 이상의 유기증기에 대한

측정과 분석 가이드제공, 유효기간 18개월.

미국 산업안전 보건청 (OSHA)의

정확도 요구 만족

3520 유기용제용 모니터
2층의 활성탄 흡착 웨이퍼, 탁월한 포집 성능. 

끓는점이 낮은 휘발성 물질, 고농도 혹은

미지의 농도, 홉합 복합물질, 습도가 높은

곳을 측정할 때 사용. 특히 활성탄이 제한적인 

포집 성능을 나타내는 염화비닐, 아크릴로

니트릴, 부타니엔, 염화에틸렌등의 포집시

사용. 125종 이상의 유기증기에 대한 측정과 

분석 가이드 제공. 유효사용기간18개월.

3551 에틸렌 옥사이드 모니터 
제약회사, 병원, 화학공장에서 에틸렌

옥사이드 측정에 사용. 개인 및 지역 시료

측정에 사용가능. 8시간 평균 폭로와

15분 단시간 폭로 농도 측정에서 OSHA의

정확도 요구 만족

3721 포름알데히드 모니터  
병원, 연구실, 화학공장, 펄프/종이,

주조/주물 공장에서 포름알데히드 측정시

사용. 개인시료와 지역시료 측정 가능.

8시간 평균폭로농도 측정에서 미국

산업안전 보건청(OSHA)의 정확도 요구 만족.

확산 모니터 |Air Monitoring System

3M 확산모니터는확산 모니터
Air Monitoring System

3M의 확산 모니터는
확산의 자연원리를 이용한
과학적인 작업환경 측정 장비입니다.
다량의 기류가 없는 곳에서 가스나 증기는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확산에 의해 이동하여 흡착제 표면에서는 흡착현상으로
농도가 0이 됩니다. 
확산계수와 흡착 표면의 단면적이 펌프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1. 3500 유기용제용 모니터 
2. 3520 유기용제용 모니터 
3. 3551 에틸렌 옥사이드 모니터
4. 3721 포름알데히드 모니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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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흡보호구 밀착 검사는 근로자가 호흡보호구를 착용했을 때 얼굴과 면체의 
틈 사이로 외부 유해물질이 새어 들어가는지의 여부를 판단해주는
실험 방법 입니다.

미국의 경우 OSHA(산업안전 보건청)와 ANSI(미국표준화협회)에서
모든 근로자는 자신이 착용하는 호흡보호구로 1년에 1회 이상
밀착 검사(Fit-test)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KOSHA Code에도
 "호흡보호구의 정성 밀착 검사(최소 년 1회 이상 실시)및
 자가 밀착 검사" 항목이 새롭게 추가되었습니다.

호흡보호구 밀착 검사

●유형 : 시험물질의 맛, 냄새, 자극을 감지할 수 있는 착용자의 능력에 의존하여
            누설 여부만 알아보는 '합격/불합격' 시험

정성 밀착 검사(QLFT)

시험물질

사카린 용액
에어로졸

Bitrex 용액
에어로졸

모든 등급의 방진마스크/필터
방진필터 부착된 모든 방독 마스크

모든 등급의 방진마스크/필터
방진필터 부착된 모든 방독 마스크

미각(단 맛)

미각(쓴 맛)

3M™ FT-10

3M™ FT-30

사용감각 밀착시험키트사용가능한 호흡보호구의 종류

정량 밀착 검사(QNFT)

●유형 : 착용자의 감각과 무관하게 별도의 검사장비를 활용하여
            데이터(밀착도=Fit Factor)를 산출한 뒤, 기준과 비교하는 '합격/불합격' 시험

시험물질

일반 대기 중
분진

고효율용필터(HEPA)혹은
P100 등급의 방진필터

분진 계수기
(마스크 안쪽과
바깥쪽의 입자
농도 측정 방식)

TSI Portacount,
실험용 시약 및
악세서리 등

사용감각 밀착시험키트사용가능한 호흡보호구의 종류

3M 밀착검사(Fit-test) 솔루션

FT-10 Kit (사카린)용액
구성 - 후드, 후드받침, 분무기2, 
밀착실험 용액, 민감성 실험용액

FT-30 Kit (Bitrax)용액
구성 - 후드, 후드받침, 분무기2, 
밀착실험 용액, 민감성 실험용액

정성 밀착 검사 (QLFT)
대상 - 근로자

소요시간 - 30분/1인

Fit-test 전문가 교육 과정
대상 - 관리자
소요시간 2시간

밀착 검사 교육 서비스Fit-test Kit

정량 밀착 검사(QNFT)
대상 - 근로자

소요시간 : 30분/1인

밀착검사시스템
Fit Testing

1. 호흡보호구 밀착검사
2. 청력보호구 밀착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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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관적인 소프트웨어

테스트용 귀마개 및 귀덮개 종류

성                   능

01

02

03

특                   징

추천 적용사업장

3M™ E-A-Rfit™ Dual-Ear Software

Ear plugs or Ear muff Type

실험실이 아닌 실제 근무지에서 개인별차음률(PAR)을 얻을 수 있습니다.
테스트를 통하여 개별 근로자에게 적합한 청력보호구를 선정할 수 있으며, 청력손실의 위험으로부터 근로자를 관찰 할 수 있습니다.

무게 6.7 Kg / 크기 45.72cm X 34.29cm X 17.78 cm

3M의 다양한 귀마개 및 귀덮개로 개인의 밀착(Fit)을 측정하여
개인별 차음률(PAR)을 알려주는 청력보호구 밀착시스템 장비
� 5초 이내에 양쪽 귀 동시에 측정가능
� 귀마개, 귀덮개(H시리즈는 2016년 출시예정) 모두 측정가능
� 특허받은 소프트웨어 특화된 알고리즘으로 실제데이터를 사용하여 손쉽게 보고서 작성
� 객관적이고 정량적인 데이터 산출로 소음성난청 예방 및 작업장의 ‘청력보존프로그램’으로 활용가능

소음노출 근로자가 있는 사업장으로 정기적으로 검사 및 교육을 실시하여 청력보존프로그램 운영이 필요한 곳

근로자의 실제 착용 습관대로 착용하여, 추가적인 교육이 필요한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F-MIRE Testing으로 5초동안 7개의 주파수(125Hz-8Hz)를 테스트 하여 객관적인 데이터를 얻어냅니다.

개인별 차음률(PAR)을 측정하여 현재 사용하고 있는 청력보호구가 실제 작업환경에 적합한지 결정하며,
데이터 추적 관리가 가능하여 ‘청력보존프로그램' 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테스트용 보안경사진으로
설치 메뉴얼 제공

작고 가벼워진
보관 케이스

컴팩트하게
2층으로 구성

테스트하는 제품의 사진

기존 테스트 이력

각 귀의 차음률한눈에 쏙 들어오는
‘Quick View’탭과
양쪽 귀 차음률

� 2년마다 스피커 및 마이크로폰 교정해야 합니다. (미국)
� 교정이 필요한 스피커 및 마이크로폰은 본사로 보내주세요.
� 교정 주기가 가까워지면 프로그램에서 미리 메시지를 띄워줍니다.

<보고서 예시>

테스트용 스피커

귀이도 측정기 및 롤모델

소프트웨어 USB

스피커 스탠드 및 받침

마이크로폰 테스트용 귀마개 샘플연결선

근로자가 직접 청력보호구를 착용합니다.

Probe Test Earplug (테스트용귀마개) Probe Test Earmuff (테스트용귀덮개)

표준 주파수를 이용하여 청력보호구 밀착도의 가변성과 효율성을 분석합니다. 장비의 교정 주기

특허받은 소프트웨어와 특화된 알고리즘으로 실제데이터를 사용하여
개인별차음률(PAR)을 산출 및 보고서 작성이 가능합니다.

Product Stock Nbr Photo Packaging Q'ty

1100
Probe Test Earplug 70-0715-7777-2

EAR Soft Yellow Neon
Probe Test Earplug 70-0715-6274-1

Push-Ins
Probe Test Earplug 70-0715-6278-2

E-Z Fit
Probe Test Earplug 70-0715-6279-0

Classic
Probe Test Earplug 70-0715-6277-4

Ultra Fit
Probe Test Earplug 70-0715-6275-8

EAR Soft FX
Probe Test Earplug 70-0715-6278-2

Taper Fit
Probe Test Earplug 70-0715-6280-8

Express
Probe Test Earplug 70-0715-6272-5

50 Pair/Case

50 Pair/Case

50 Pair/Case

50 Pair/Case

50 Pair/Case

50 Pair/Case

50 Pair/Case

50 Pair/Case

50 Pair/Case

X1/2 SERIES
Probe Earmu� Kit 70-0716-9111-0

2 Pair/Case

X3 SERIES
Probe Earmu� Kit 70-0716-9112-8

2 Pair/Case

X4/5 SERIES
Probe Earmu� Kit 70-0716-9113-6

2 Pair/Case

청력보호구 밀착검사시스템 3M™ E-A-Rfit™ Dual-Ear Validation System

장비의 구성품 3M™ E-A-Rfit™ Components of the equipment

3M 청력보호구 밀착검사시스템 활용방법 소음성난청을 예방하기 위한 3가지 simple ste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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