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OPP BOX TAPE

SBT - STRONG BOND OPP TAPE (ROHS 인증)

특징 및 설명

840F - FOOD GRADE OPP PACKAGING TAPE (FDA 승인)

인쇄 테이프 (PRINTED OPP TAPE)

국산 아크릴 테이프 (ACRYLIC BOND OPP TAPE)

제작형 OPP 테이프 (CUSTOM OPP TAPE)

국내 환경에 맞게 특수 제조된 아크릴계열 점착제로서 낮은온도에서도 충분한 점착력이 나오는 High 

grade 제품 입니다.

FDA 승인 제품으로서 식품관련업체에서 사용하기 적합합니다.

점착성이 우수하면서 풀림성이 양호하기 때문에 경,중량의 박스포장에 적합하며 수작업에서 자동포장까

지 여러가지 용도에 알맞는 다양한 규격의 제품을 갖추고 있습니다.

투명성이 좋고 점착성이 우수합니다. 잘 풀리고 잘 끊어지지 않아서 가정 및 사무실에서 경량 및 중량의 

박스포장은 물론 다양한 용도로 사용 하실 수 있습니다.

포장용 인쇄테이프는 적은비용으로 귀사의 제품 홍보효과를 소비자나 거래처에 가장 직접적 또는 간접

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최상의 마케팅 광고 방법 입니다.

서경테이프에서 직접 제조하는 아크릴 점착제를 사용한 OPP 테이프 입니다. 기존에 아크릴 테이프와 

다르게 점착제 냄새가 나지 않으며, 접착력 및 인장력이 뛰어난 제품 입니다.

사용자에 작업 환경과 용도에 맞춰 원하시는 규격으로 제작이 가능합니다. 서경테이프의 다양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뛰어난 품질의 테이프를 제작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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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IFICATION

TYPE 점착제 두께 폭 길이 포장단위 색상

수동용

SBT(합성)

55mic 48mm 40M ~ 80M 50 ROLL

CLEAR, BROWN

62mic 48mm

40M ~ 50M 50 ROLL

자동용(기계용) 1000M 5 ROLL

수동용 ACRYLIC

55mic

48mm 40M ~ 50M 50 ROLL CLEAR, BROWN

62mic

수동용

Rubber 65mic 12mm ~ 75mm

40M ~ 100M 50 ROLL CLEAR, BROWN, ALL COLOR

자동용(기계용)

500M 10 ROLL CLEAR, BROWN

1000M 5 ROLL CLEAR, BROWN

용도 모든 박스포장, 냉동스티로폼 등 접착이 가능한 모든 소재에 사용이 가능함.



실리콘 코팅 처리를 하여 테이프 작업 시 풀리는 소리가 전혀나지 않아 조용한 환경에서 작업이 가능한 

제품이며, 접착력 또한 뛰어난 제품 입니다.

물리적으로 특수가공 처리를하여 일반 OPP 테이프와 비교하여 소음이 확실하게 줄어들어 보다 조용한 

환경에서 작업이 가능한 제품 입니다. 

특수가공처리를 하여 칼,가위같은 도구없이 손으로 쉽게 잘라 쓸 수 있는 테이프 입니다.

사무실,학교,관공서 등에 사용되는 스카치 테이프 입니다.

이삿짐 업체용으로 이삿짐업체 특성상 점착제의 잔사(자국)가 남지 않아 피착제의 오염을 방지 합니다.

05

SPECIFICATION

TYPE 점착제 두께 폭 길이 포장단위 색상

저소음 테이프

SBT(합성) 65mic 48mm 45M 50 ROLL CLEAR

무소음 테이프

친환경(바이오) 친환경(바이오)테이프 등 특수테이프는 문의 부탁드립니다.

용도 모든 박스포장, 냉동스티로폼 등 접착이 가능한 모든 소재에 사용이 가능함.

문구사무용 테이프(OFFICE TAPE)

이지컷 테이프(EASYCUT TAPE)

익스프레스용 테이프(REMOVAL TAPE)

저소음 OPP 테이프(LOW NOISE OPP TAPE)

무소음 OPP 테이프(NO NOISE OPP TAPE)

친환경(바이오) OPP 테이프

특징 및 설명

특징 및 설명
특수 OPP원단으로 필름이 완전분해가 되는 친환경 소재의 테이프 입니다.

SPECIAL OPP TAPE

OPP BOX TAPE



STRETCH FILM & PROTECTION FILM

스트레치필름(공업용랩)

보호테이프

 TYPE 두께 폭 길이 포장단위 색상

저점착,일반점착 40 ~ 45Mic
1000mm

150 ~ 200M

2 ROLL

CLEAR, BLUE

500mm 4 ROLL

고점착 45Mic
1000mm 2 ROLL

500mm 4 ROLL

엠보 45Mic
1000mm 2 ROLL

500mm 4 ROLL

주문제작 폭 사이즈는 컷팅하여 조절 가능합니다.

SPECIFICATION

SPECIFICATION

TYPE 두께 폭 길이 포장단위 색상

수동용
(핸드랩)

10Mic (기능성)

500mm 300M ~ 500M 4 ROLL CLEAR

12Mic (기능성)

15Mic

18Mic

20Mic

25Mic

자동용
(기계용)

20Mic
500mm 1000M ~ 2500M 1 ROLL CLEAR

25Mic

용도 콘테이너 적재 수출 포장, 창고 보관용 제품, 수송용 제품, 가전제품 등

특징 및 설명

특징 및 설명

제품 포장시에 박스나 기타재료가 필요없고 포장 후 제품식별이 가능합니다.

알루미늄, 스테인리스, 플라스틱, 동판 등의 표면에 스크래치가 생기지 않도록 보호합니다.

투명성 및 광택성이 우수하고 연신율과 신축성이 뛰어나 소비량이 절감 됩니다.

장비, 가전제품의 표면, 도장처리된 제품을 스크래치와 오염이 생기지 않도록 보호합니다.

외부습기 이물질 차단효과, 비와 눈으로부터 제품을 보호합니다.

파레트 적재시 물건의 흔들림을 방지합니다.

보호테이프는 붙이기도 쉽고, 잔사가 남지 않습니다. 스트래치필름과는 다르게 다른 재질

에도 잘 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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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면 테이프
화지 양면 테이프(DOUBLE SIDED TISSUE TAPE)

필름 양면 테이프(DOUBLE POLYPROPYLENE TYPE)

PE 폼 양면테이프(POLYETHYLENE DOUBLE-COATED FOAM TAPE)

아크릴 폼 양면 테이프(ACRYLIC DOUBLE-COATED FOAM TAPE)

V-BOND(MOUNTING TAPE)

종이 기재를 사용한 양면테이프(핫멜트,아크릴 점착제) 입니다.

폴리프로필렌 기재를 사용한 양면테이프 입니다.

손으로 쉽게 절단이 가능하며, 표면이 거칠고 굴곡진면에도 사용이 가능한 제품입니다.

DOUBLE SIDED TAPE

SPECIFICATION

TYPE 점착제 폭 길이 색상

화지 양면 테이프 Hot melt, Acrylic 12mm, 24mm, 48mm 5M ~ 500M CLEAR

필름 양면 테이프 Hot melt, Acrylic 12mm, 24mm, 48mm 5M ~ 500M CLEAR

PE 폼 양면 테이프 Hot melt, Acrylic 24mm, 48mm 2M WHITE

아크릴 폼 양면 테이프 Acrylic 10mm, 20mm, 48mm 1.5M , 16.5M CLEAR

V-BOND Acrylic 18mm 1.5M , 5M BLACK

Acrylic Foam을 기재로 한 양면테이프로 진동 및 충격에 매우 우수한 성능을 발휘하여 강한 점착력 

및 높은 stress성을 보유 Body side molding 및 소형 Die Cutting제품(외장)에 적합하게 사용됩니다. 

또한 단열성과 방음 성능이 탁월하여 산업용 뿐만 아니라 일반용, 차량용에 이르기까지 그 적용범

위가 매우 다양 합니다. (하이패스 부착용, 자동차 엠블럼 부착 등)

가정용,사무용,산업용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사용 가능하며 2kg 무게까지 견디는 초강력 양면

테이프 제품 입니다.

천/면 테이프

면마스킹(우벤) 테이프

SPECIFICATION

특징 및 설명

특징 및 설명

강한 점착력으로 중량물의 결속시 편리하며, 인조 섬유를 기재로 점착제를 두껍게 도포한 천면 테이프

는 거친 표면에도 강한 점착력과 유지력을 가지고 있어서 중량물 포장에 적합하며, 손으로 쉽게 커팅할 

수 있어서 사용이 편리 합니다.

일반적인 면테이프 보다 두께가 두껍고 면사의 밀도가 높습니다. 또한 손으로 쉽게 컷팅이 가능하며 

방습,방전,접착력이 뛰어나고 점착 잔여물이 남지 않는 제품 입니다.

높은 점착력의 고무계 점착제를 사용하여 거친 표면에도 잘 붙는 제품 입니다.

스크레치와 오염으로부터 표면보호,포장용,조선소 선박의 도장용,건축보양,자동차의 임시고정용,배관

파이프의 표시용,발전소의 피복 및 배관용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되는 제품 입니다.

TYPE 점착제 폭 길이 색상

천면테이프 Rubber 12mm, 16mm, 24mm, 48mm 7M,25M GREEN,SILVER

용도 도로페인트 마킹용, 지하철 방수공사시 벤토나이트 연결, 덕트 연결 공사용

CLOTH ADHESIVE TAPE



마스킹 테이프

커버링 테이프

내열 마스킹 테이프

SPECIFICATION

SPECIFICATION

TYPE 점착제 폭 길이 색상

마스킹 테이프 Rubber
12mm , 24mm , 48mm

40M WHITE, BLUE, RED, BLACK, YELLOW, GREEN

내열 마스킹 테이프 Rubber 50M ORANGE

용도 자동차도장, 컨트롤판넬 및 전자부품의 생산공장에서의 벨팅, 건축재료 도장작업시 사용합니다.

TYPE
FILM(HDPE 10,12micron) TAPE

색상
폭 길이 폭

건축용 400mm, 650mm, 900mm, 1500mm 20M 15mm, 18mm CLEAR , BLUE

자동차용 450mm, 650mm, 900mm, 1500mm 20M 15mm, 18mm CLEAR , BLUE

용도 건축용 : 페인트 도장작업, 바닥왁스작업,인테리어 공사 등  / 자동차용 : 차량도색, 언더코팅작업 등

특징 및 설명

특징 및 설명

특징 및 설명

마스킹테이프는 페이퍼 재질로 내화학성을 가지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도장시 마스킹용으로 사용합니다.

전자,전기기기의 PCB기판의 디핑용(고열)으로 많이 사용하는 제품입니다.

마스킹 테이프는 특히 유성 성분에 강하여 주로 자동차 도장이나 컨트롤 판넬의 페인트 도장 및 전자제품 

등에 사용됩니다. 

제거시 접착자국이 남지 않고, 한번에 쉽게 제거가 가능하며, 내열성이 가장 우수한 최고급 마스킹 

테이프 입니다.

커버링테이프는 마스킹테이프에 HDPE 필름을 붙여 만들어진 특수테이프 입니다.

페인트 도장, 자동차 도색 및 보수, 대리석 바닥광택작업 및 청소 등 작업으로 인해 생기는 이물질이나 

비산먼지로 부터 집기나 벽면 등 피부착물의 보호를 위해 쓰이며, 다양한 분야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작업 용도에 따라 테이프와 필름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MASKING TAPE

COVERING TAPE

08

크라프트 테이프
특징 및 설명

특수 처리한 크라프트 원단으로 풀림성이 우수할 뿐 아니라 저온 및 고온에서의 물성도 탁월하여 여러

종류의 경,중포장,자동포장용 설비에도 작업이 양호 합니다.

환경친화제품으로 일반 천연고무계 점착제가 아닌, 친환경적인 특수 점착제를 코팅하여 100% 회수가 

가능합니다.

기재가 종이로 되어 있어 자르기가 편리하고 다양한 용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KRAFT TAPE

SPECIFICATION

TYPE 점착제 폭 길이 색상

크라프트 테이프 Rubber 48mm 40M BROWN

용도 다양한 종류의 경,중포장 수출용 Carton Box 포장으로 많이 사용하며 방습이 필요한 박스 포장에 적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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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라멘트 테이프

알루미늄 테이프

은박증착 열반사 테이프

특징 및 설명

특징 및 설명

특징 및 설명

높은 강도의 유리섬유 테이프이며 끊어지지 않으며 고하중,고밀도용으로 사용합니다.

열을 전도시키는 용도에 사용하며 일반가정에서는 싱크대 누수 방지용 등 다양한 용도에 사용됩니다.

열에 매우 강하여 높은 온도에 변색되거나, 접착력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알루미늄 재질로 강한 접착력의 테이프 입니다.

알루미늄 테이프와 다르게 인장강도가 강하며,보온,단열 작업에 적합 합니다.

이형지가 없어 간편하게 손쉽게 부착이 가능합니다.

외벽단열재 연결 부분 이음매 시공시 주로 사용 합니다.

주로 무거운 제품을 포장하거나 가전제품의 내부 고정용을 사용되며, 온도에 따른 치수변화가 없어야 

하는곳에서 사용됩니다.

FILAMENT TAPE

ALUMINIUM FOIL TAPE

METALLIZED TAPE

SPECIFICATION

SPECIFICATION

SPECIFICATION

TYPE 점착제 폭 길이 색상

필라멘트 테이프 Rubber 12mm, 24mm, 48mm 50M CLEAR

용도 고하중제품 결속용, 무거운 제품 포장, 가전제품 내부 고정용 등

TYPE 점착제 폭 길이 색상

알루미늄 테이프 Acrylic 24mm,48mm 5M,50M Silver

TYPE 점착제 폭 길이 색상

은박증착 열반사 테이프 Rubber 50mm 50M Silver

조인트(망사) 테이프
특징 및 설명

벽의 크랙이 있는 부분에 퍼티 작업을 하기 전 사용하는 테이프 입니다.

갈라진 벽체의 테이핑과 부분을 보강할 때 사용 합니다.

석고보드,미장면의 조인트 처리에 사용 합니다.

크랙,구멍 보수용 등 다양한 분야에 사용되는 제품 입니다.

JOINT TAPE



전기절연 테이프

부틸 방수 테이프

특징 및 설명

특징 및 설명

PVC(염화비닐필름)기재를 사용한 테이프로 절연성,내열성,내용제성이 우수하여 일반 배선공사 및 전선

의 결속용으로 사용되어지며 유연성, 점착성이 우수합니다.

부틸 테이프는 자가점착형 부틸콤파운드 압출성형품으로서 붙이기 어려운 다공질의 표면이나 콘크리트

벽 등에 유용하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고체처럼 굳어져 완벽한 밀착력을 나타냅니다.

부틸 방수 테이프는 여러 산업현장에서 다양하게 누수와 방수기능을 위해 사용 됩니다.

내구,내후,감온,내열,내한,내오존,내약품성이 우수하며 균열에 대한 저항이 높고 수밀,기밀성 점착력이

우수합니다.

온도에 의한 변형이 거의 없어 전기설비나 배선절연용으로 사용합니다.

PVC INSULATION TAPE

BUTYL WATERPROOF TA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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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IFICATION

SPECIFICATION

TYPE 점착제 폭 길이 색상

전기절연 테이프 Rubber 19mm 10M BLUE, RED, BLACK, YELLOW, GREEN, WHITE

용도 전기설비, 배선절연용 등

TYPE 점착제 두께 폭 길이 색상

부틸 방수 테이프(단면)
자가점착형

0.5T ~ 2T
10mm ~ 1000mm 10M,20M BLACK

부틸 방수 테이프(양면) 0.35T ~ 5T

용도

- 금속빌딩의 지붕사이드벽 이음부위, 판넬조립시 이음매 방수용, Channel, Grazing, 트럭 트레이너본체,

   에어컨디셔너의 Duct 및 Chamber 자동차기계류, 기타금속 유리면의 기밀,수밀을 요하는 부위에 적용됩니다.

- 콘크리트 크랙방수용, 태양광판 알루미늄 조인트 방수용, 금속철의 홀방수용

- 복측유리 제조시의 간봉과 유리의 방부착용, 케노피등의 구조물 방수 부착용, 전기전선 지하매설시 방수용 등 

   건축 내외부의 방수 방음,방진 목적등에 주로 사용 됩니다.

LINE MARKING TAPE

라인 테이프

SPECIFICATION

특징 및 설명
PVC재질로 뛰어나 신축성을 가지고 있으며 내구성이 강해 통행이 많은 곳에서도 마모되거나 변하지 

않습니다. 또한 떼어내도 잔사(자국)가 남지 않습니다.

방향표시, 위치표시, 바닥 구획정리 등 다양한 곳에서 사용 됩니다.

TYPE 점착제 폭 길이 색상

라인테이프 Rubber 50mm 33M WHITE, BLUE, RED, BLACK, YELLOW, GREEN, BLACK/YELLOW

용도 학원, 병원복도, 체육관, 공장, 생산현장, 물류센터등 바닥 및 주차구획선 표시



실리콘 테이프

미끄럼방지 테이프

캡톤 테이프 (Polyimide Film Tape)

특징 및 설명

특징 및 설명

특징 및 설명

실리콘 점착테이프(Adhesive Silicone Tape)는 내약품성, 내열성, 점착도가 뛰어난 제품으로 박리 후 

잔사가 남지 않으며(Masking)부위를 이물질의 침투 없이 안전하게 보호하는 우수성을 지니고 있어 사

용하고자 하는 용도에 맞게 제작이 가능합니다.

공공건물, 백화점, 빌딩 및 일반가정의 미끄러운곳(층계 등)에 간단히 부착시킴으로서 미끄럼 사고를 

예방하는 제품 입니다.

폴리이미드 필름테이프(Polyimide Film Tape)는 내열성이 우수하고 고온(200℃ ~ 260℃)에서 사용

이 가능하며 박리 시 잔사가 없습니다.

금도금, Soldering등에 주로 사용되고 다양한 점착력과 색상을 지니고있어 사용하고자하는 용도에 맞

게 제작이 가능합니다.

산업현장에서는 작업자세의 안정을 통해 작업효율향상 및 안전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제품 입니다.

안전성 : 미끄럼이 전혀 없어 안전사고 방지에 적합 합니다.

시공성 : 시공성이 우수하며 누구나 손쉽게 부착 시공 할 수 있습니다.

미관성 : 색상이 다양하며 바닥재에 따라 사용자가 원하는 색상 선택이 가능합니다.

내구성 : 강력한 접착력과 내마모성이 우수하며 장기간 사용 할 수 있습니다.

내한, 내용제, 내약품 및 내전압이 뛰어나고 우수한 절연성을 갖고 있습니다.

변압기(Transformer) 및 PCB 마스킹용, 항공부품, 전동차 특수 전자부품 절연용 등으로 사용됩니다.

SILICONE TAPE

NON-SLIP TAPE

KAPTON TA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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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IFICATION

SPECIFICATION

SPECIFICATION

TYPE 점착제 두께 폭 길이 색상

실리콘 테이프 Silicone 30 ~ 80 Mic 10mm ~ 50M RED,GREEN,BROWN

상세 사양

인장 강도 : MD 28kg / mm2 / TD25kg / mm2

내열성 : 180℃ / 30min MD 1.3% / TD 0.2%

연신율 : MD 126% / TD 148%

 ※ 상기 표기되어 있는 인장 강도, 연신율은 기본적인 수치로 관리 조건 및 특수제품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TYPE 점착제 입도 폭 길이 색상

미끄럼방지 테이프 Rubber # 60 50mm 15M BLACK, BROWN, GRAY

TYPE 점착제 두께 폭 길이 색상

캡톤 테이프 Silicone 50 ~ 70 Mic 5mm ~ 33M Yellow(Natural)

상세 사양

인장 강도 : MD ≥ 254Mpa / TD : ≥ 283Mpa

내열성 : 200℃ / 120min MD 1.3% / TD 0.2%

연신율 : MD 123% / TD 123%

UL : UL CERTIFICATION MODEL

SURFACE RESISTANCE : 1.0 x 10^6 ~ 1.0 x 10^9 

※ 상기 표기되어 있는 인장 강도, 연신율은 기본적인 수치로 관리 조건 및 특수제품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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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FLEX / LUMINOUS TAPE

TEFLON TAPE

INDUSTRIAL SPECIAL TAPE

반사/야광 테이프

테프론 테이프(씰테이프)

초고휘도 반사 테이프

특징 및 설명

특징 및 설명

열 전도 양면 테이프

클린룸 테이프

형상가공 테이프 (다이컷팅)

특징 및 설명

야간에 불빛을 받았을때 반사 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제품 입니다.

테프론으로 가공된 부드러운 테이프로 가스,오일,스팀,냉난방 배관용,고압가스관,수도관에 쓰이는 테이

프 입니다.

더블 코팅 타입으로 우수한 점착력과 유지력 높은 열전도가 가능한 제품 입니다. (UL94 V0 인증제품)

(주문제작으로 원하시는 규격으로 가공이 가능한 제품 입니다.)

클린룸 테이프(Adhesive Clean Tape)는 인쇄회로기, 클린룸(Clean Room) 등의 먼지제거용으로 사

용됩니다. 미세먼지의 흡수가 뛰어나고 이물제거 후 잔사가 남지 않는 제품 입니다.(다양한 점착력과 

사이즈로 제작이 가능하며 각종 PCB기판에 사용이 편리 합니다.)

각종 테이프를 원하는 형상으로 가공(컷팅) 하는 제품입니다. (아크릴 폼, PCB보드 마스킹용, 내열 마

스킹 형상가공 등 다양한 제품으로 제작이 가능합니다.)

테프론 고유의 성질을 활용하여 윤활성과 기밀성 및 내유성, 내한성이 우수한 제품 입니다.

사용시 스팀의 온도가 150℃정도 일때도 녹지않고 밀도가 강하여 가스배관에도 누수되지 않도록 기밀

성이 뛰어난 제품 입니다.

초고휘도 반사 테이프는 특수입방면체구조 즉 미세한 프리즘을 형성하여 일반 반사테이프보다 우수한 

반사선능을 제공해 줄 뿐만 아니라 한층 더 강화된 시야각을 제공합니다.

야광테이프는 빛을 축적해두었다가 빛이 없는 곳에서 약 90분동안 발광하는 제품 입니다.

자전거,오토바이,승합차,대형버스,화물차,탑차량,헬멧,경운기,트렉터,콤바인 등 모든 차량에 사용 가능

합니다.

자전거,오토바이,승합차,대형버스,화물차,탑차량,헬멧,경운기,트렉터,콤바인 등 모든 차량에 사용 가능

합니다.

SPECIFICATION

SPECIFICATION

TYPE 폭 길이 색상

반사 테이프 12mm,24mm,50mm 3M WHITE, YELLOW, RED, BLUE, GREEN, YELLOW/BLACK(안전라인)

고휘도 반사 테이프 50mm 3M 초고휘도

야광(축광) 테이프 24mm,50mm 2M 야광

용도
자전거,오토바이,승합차,대형버스,화물차,탑차량,헬멧,경운기,트렉터,콤바인 등 모든 차량에 사용 가능합니다.

아파트 지하주차장, 공사현장에서도 사용 가능 합니다.

TYPE 폭 길이 색상

테프론 테이프 12mm 10M WHITE

용도 가스,오일,스팀,냉난방 배관용,고압가스관,수도관에 쓰이는 제품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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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PE DISPENSER

VOID TAPE

테이프 컷터기
특징 및 설명

포장작업시 효율향상에 도움을 줍니다. (플라스틱 컷터기, 철 컷터기)

견고하고 튼튼한 칼날을 사용하여 오랜기간 작업해도 칼날이 무뎌지지 않습니다.

SPECIFICATION

TYPE 폭

플라스틱 컷터기 50mm

철 컷터기 50mm , 75mm

보안 테이프(VOID TAPE)
특징 및 설명

테이프 탈착시 VOID 또는 OPEN VOID 문구가 나타나 피착면에 잔여가 남는 테이프 입니다.

봉인,보안용 테이프, 개봉흔적을 확인할 수 있으며, 재부착이 어려워 도난 및 무단개봉을 방지하는 

테이프 입니다.

FOAM COATING GLOVE

PU 코팅 장갑

NBR 폼 코팅 장갑(멀티 글러브)

특징 및 설명

특징 및 설명

우수한 내마모성과 탄성 그리고 착용감이 우수합니다.

Multi Glove(NBR Foam Coating Glove)는 NBR 폼 소재로 표면 다공처리(마이크로 피니쉬)를 하여 

편안한 착용감과 우수한 그립감을 가지고 있으며, 방유성,통기성,신축성이 뛰어난 제품 입니다.

스마트폰 터치가 가능하여 작업하다 장갑을 빼지 않고 스마트폰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양한 작업(원예/카운터/등산/낚시/운전/정밀한 작업 등)에 편안하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기능

성 안전 장갑 입니다.

통기성이 우수하며 편안함을 제공합니다.

SPECIFICATION

TYPE 코팅 재질 사이즈 색상

PU 탑 장갑 (손가락 코팅)

PolyUrethane
Polyester

Small, Medium , Lagre (S,M,L) WHITE

일반형 PU 팜 장갑 (손바닥 코팅)

Medium , Lagre (M,L)

WHITE,GRAY

고급형 PU 팜 장갑 (손바닥 코팅) Nylon WHITE,GRAY

NBR 폼 코팅 장갑 (손바닥 코팅) Nitrile Nylon Nylon : GRAY / Nitrile : BLACK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