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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서 / 시험 성적서

환경과 인류를 위한 기업! 신뢰받는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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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서

KLEAN-75 알콜티슈,
손소독제 미국 FDA 인증

손소독제
미국 식약처 FDA 인증

손소독제
한국 식약처 인증

시험 성적서

멸균시험성적서 폐렴균 멸균시험성적서 MRSA균 안전기준적합확인 신고증명서

알코올 소독 제품 특징

알콜 함유율 알코올 소독 티슈, 스프레이 75% / 손소독겔 70%

중앙방역대책본부의 지침에 따르면, 70% 이상의 알코올이 함유된 소독제의 사용을 권유

편의성 / 환경친화성

포름 알데히드 / 형광물질 / 향  無첨가유해물질

포름 알데히드 / 형광물질 / 향  無첨가유해물질

알코올 소독 티슈 

미국 식약처(FDA)안전 인증제품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손소독제 

미국 식약처(FDA)안전 인증제품
한국 식약처 안전 인증제품

알코올 소독 스프레이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대용량 리필용기의 사용으로 많은 고객이 출입하는 건물의 손소독제 관리가 용이

(한번 충진시 10L용 대형 디스펜서 : 4000 - 5000회 분 사용, 18L용 캐비닛 용기 : 8000 - 9000회 분 사용) 

손소독액의 리필 사용으로 손소독제 폐기물/비용 절감효과

10L용 대형 디스펜서 사용 시 500ml 소독제 20개  분량의 플라스틱 폐기물 감소

18L용 캐비닛 사용 시 500ml 소독제 36개 분량의 플라스틱 폐기물 감소

포름알데히드

메탄올의 산화로 얻는 자극성 냄새를 갖는 가연성 무색기체로, 인체에 대한 독성이 매우 강한 물질

향(인조적으로 색과 냄새를 만드는 물질), 형광물질(중금속, 납), 포름알데하이드(메탄올) 무첨가



제품 리스트

각종 질병과 전염병 예방을 위한 위생 필수품!

손 소독 겔 알코올 소독 티슈 에탄올 함유 70%  에탄올 함유 75%

대형 펌프 용기

10매

60매

식약처 및 미국 FDA에서 안전성 인증제품으로 
알콜 및 화장품에 적용되는 인체에 무해한 
최소한의 첨가물 사용으로 사용후 끈적임 등 
잔존감이 적음

18L용 대형용량 리필 캐비넷

18L 손소독 리필통 사용

원목캐비넷으로 고급스럽고 중후한 분위기 연출

사용건물 : 호텔, 리조트, 대형빌딩 등

크기 : 가로×세로×높이 (300×300×900)

5L, 18L 등 대용량 리필용기를 사용하여 손소독제 
비용 절감 효과

대용량으로 기존 500ml의 수시 교체로 인한 
교체 피로도 감소하며 관리가 용이

여성의 핸드백 지참이 가능해 외출시 휴대가 간편하며 
손소독 후 핸드폰, 핸드백 손잡이 등을 소독할 수 있다

알콜과 정제수만을 사용한 알콜티슈로 가정 및 
생활공간, 각종 손이 사용되는 기구 등의 소독이 쉽다

소독 티슈 (10매)

소매박스 (20팩)500㎖ 소독 겔

5L 소독 겔 리필 팩

18L 소독 겔 리필 통

10L 용량 리필용기로 출입인원이 많은 건물에 용이하게 사용

5L 손소독 리필팩 보충

별도의 테이블 등 손소독제 받침대가 필요없어 깔끔한 용기, 보관이 간편

사용처 : 병원, 학교, 교회, 관공서 등

크기 : 원주름×높이 (110Ø×1100)

소독 티슈 (60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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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L용 대형 디스펜서 18L용 캐비닛



제품 리스트

무알코올 소독 티슈

알코올 소독 스프레이  에탄올 함유 75%

제품 설치 사진

대형 펌프 용기 & 캐비닛

세종시 관공서 비즈니스 센터

캐비닛 설치 방법

고속도로 휴게소 분당 예스병원 청주 예술의 전당 서울 경복 고등학교

무알코올 소독티슈

대용량 : 80매

알코올 소독 스프레이

용량 : 150㎖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승인제품

폐렴균/포도산균 살균력 99.9% 이상

여성의 핸드백 지참이 가능해 외출시 휴대가 간편하며 
손소독 후 핸드폰, 핸드백 손잡이 등을 소독할 수 있다

알코올 소독 티슈 대비
합리적인 가격대와 용량으로
오랫동안 사용이 가능하다

무알코올 소독티슈 (80매)

알코올 소독 스프레이

80매

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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