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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재해의 정도가 심한 것으로 아래에 해당되는 재해를 말합니다.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 3명 이상 발생 

- 직업성 질병의 범위는 시행령으로 위임

※입법예고한 시행령에 담긴 내용 

· 직업성 질병자의 범위 : 산재보험법상 직업성 질병을 참고하여 인과관계 명확성, 사업주의 예방 가능성, 

중대성을 고려하여 선정 

·급성중독, 독성간염, 압착증, 산소결핍증, 열사병 등 24개 질병

중대 재해란?

▶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 등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경영책임자 등을 처벌

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법입니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제1조(목적) 이 법은 사업 또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 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

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중대재해처벌법이란?

▶  50명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         

(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 50억 원 이상의 공사) : 2022.01.27 

▶  개인사업자 또는 상시근로자가 50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     

(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 50억 원 미만의 공사 ) : 2024.01.27

적용범위와 시행시기는?

1 2

3

▶  사례 : 끼임, 화재·폭발, 누출, 부딪힘, 질식, 떨어짐, 맞음, 깔림  

중대재해 사례와 원인분석

사고 원인 

➊ 유지·보수·점검 시 전원 

미차단 ➋ 작업복, 목장갑          

말림 또는 금형이나 회전날     

사이에 끼임 ➌「Lock Out 

Tag Out」또는「작업허가제」

미실시 ➍ 관리감독자 부재

끼임 화재, 폭발 누출 질식

사고 원인 

➊ 위험물질 작업절차 미준수  

➋ 황산 제조공정 주변 경고

표지 미부착 ➌ 협력업체 관리

체계 및 비상조치 훈련 미실시  

➍ 개인보호구(내산 보호구) 

미착용

사고 원인 

➊ 위험요인 파악 및 제거, 대체

방안 검토 부재 ➋ 산소 및 유

해가스 농도 미측정 및 송기

마스크 등 개인보호구 미착용 

➌ 비정형작업에 대한 작업절

차 및 관리감독자 부재 ➍ 기

본 안전수칙 미준수, 2차사고 

예방을 위한 근로자 안전보건

교육 미흡

사고 원인 

➊ 냉동설비 정기점검 부실  

➋ 폭발위험 장소에 적합한 

방폭기계·기구 미설치 ➌ 협

력업체 관리체계 부재 및 비상

조치 훈련 미실시  ➍ 화학물

질 방재작업 시 개인보호구 미

착용

출처 : 2021_산업재해통계_News Release_2020년_산업재해현황에서 발췌출처 : 고용노동부_안전보건관리체계 가이드북에서 발췌

통계로 보는 2020년 산업재해 현황

■ 주요 3대 업종별·발생형태별 2020년 사고사망자 현황

건설업 떨어짐

236명 (52%)

물체에 맞음

42명 (9%)

부딪힘

38명 (8%)

화재

36명 (8%)

깔림·뒤집힘

33명 (7%)

그 밖의 형태

73명 (16%)

전체 458명

제조업 끼임

60명 (30%)

떨어짐

41명 (20%)

물체에 맞음

24명 (12%)

폭발·파열

18명 (9%)

깔림·뒤집힘

15명 (7%)

그 밖의 형태

43명 (21%)

전체 201명

서비스업 떨어짐

34명 (28%)

부딪힘

15명 (12%)

끼임

15명 (12%)

넘어짐

12명 (10%)

사업장외 교통사고

14명 (12%)

그 밖의 형태

32명 (26%)

전체 122명

■ 업종별 통계

건설업

458명 201명 122명 67명

제조업 서비스업 운수창고 및 통신업

34명

ETC

기타산업

TOTAL

882명

■ 성별 통계 ■ 연령대별 통계

853명 29명

40세 미만

106명
137명

292명 273명

74명

40대 50대 60대 70대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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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안전보건관리체계의 시작이라 할 수 있는 
개인 보호장비와 산업용 제품을 제안합니다!!

안전보건관리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며, 

경쟁력 제고의 첫걸음입니다.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이행’이란 

일하는 사람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기업 스스로 위험요인을 파악하여 

제거·대체 및 통제 방안을 마련·이행하며, 

이를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합니다. 

개인의 노력과 의지만으로는 산업재해를 예방할 수 없습니다. 

‘사람은 실수하고, 기계는 고장 난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안전보건관리체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 사고유형에 따른 유한킴벌리의 제안

끼임, 베임 화재, 폭발, 누출 떨어짐질식

끼임이나 베임 위험이

있는 기계, 기구를 

사용하는 장소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

바닥이 미끄러운 장소

절단저항 장갑 방진 마스크내화학용 보호복 & 액세서리

산업용 와이퍼 케미컬 흡착재

안전화 Future
Item!

웻테스크 와이퍼

※제품 사용 이전에 실제 작업환경에 맞는지 안전담당자와 상의 후 판단하여 사용할 것

화재, 폭발 위험이 있는

물질을 다루는 장소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장소

인체에 유해한 물질이

발생하는 장소



G70 리얼 절단저항 장갑

배경 및 목적

• 끼임이나 찢김, 뚫림, 베임 등의 위험 요소가 있는 기계, 기구를  

사용할 때 착용

• 크린가드 절단저항 글러브는 가볍고, 조작감이 우수함과 동시에  

절단저항 기능을 가져 작업자를 보호함 

대상 시장

•제조업 : 중공업(고위험 업무), 건설업, 물류업

제품명 제품코드 색상 제품포장

크린가드® G70 리얼 절단저항 장갑 M 44254 멜란지 1켤레/백, 50켤레/박스

크린가드® G70 리얼 절단저항 장갑 L 44255 멜란지 1켤레/백, 50켤레/박스

제품 특장점

일반장갑과 유사한 착용감과 그립감

최신 개정 절단저항 기준 적용

(개정된 EN388:2016 TDM-100 Test* 적용)

탁월한 내유성, 내마모성이 있는  

NBR 폼 코팅 적용

스마트기기 터치 가능

강력한 절단저항, 뚫림 저항 성능

7끼임, 베임 예방 및 일반 관리

*EN388:2016에서 새롭게 추가된 TDM테스트란?

 테스트는 칼날에 수직 방향으로 힘들 가하면서 좌우 방향으로 움직여 내피의 절단 정도를 수치화한다.

끼임, 베임 예방 및 
일반 관리

* 제품 사용 이전에 실제 작업환경에 맞는지 안전담당자와 상의 후  

판단하여 사용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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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25 와이퍼(경작업용)

41704

41702

41705

41703

41706

에어포켓 와이퍼 비용절감 시뮬레이션

1케이스 구매비용 25,000원
※ 장당 가격 : 83.3원※ 장당 가격 : 90원

24.5케이스 : 7,355장 사용

월 사용 1,645장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흡수력의 차이가 18.3% 사용량의 

차이를 만듭니다.

612,750원

L25 에어포켓 사용 시 

월 137,250원의 비용 절감!

※ 장당 흡수량에 따른 사용량 증감효과 가정 

※ 월 사용량(장당) = 월 사용 케이스 × 케이스당 장 수

18.3%

에어포켓 와이퍼 비용절감 시뮬레이션*(월 30케이스 사용기준)

※ 실제 사용 환경에 따라서 본 비용 절감 시뮬레이션 결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에어포켓 와이퍼의 향상된 흡수량과 흡수속도 비교

제품명 제품코드 제품규격(mm) 제품포장

와이프올® L25 에어포켓 와이퍼 대형 300매 41702 330 X 430 300매/카톤, 1카톤/박스

와이프올® L25 에어포켓 와이퍼 대형 100매 41703 330 X 430 100매/카톤, 6카톤/박스

와이프올® L25 에어포켓 와이퍼 중형 200매 41704 265 X 430 200매/카톤, 4카톤/박스

와이프올® L25 에어포켓 와이퍼 소형 50매 41705 240 X 300 50매/밴드, 24밴드/박스

와이프올® L25 에어포켓 와이퍼 롤 250m 41706 300 X 207 250m/롤, 1롤/박스

배경 및 목적

• 끼임이나 찢김, 뚫림, 베임 등의 위험 요소가 있는 기계정비 시 

편리하게 사용 가능

• 와이프올 L25와이퍼(경작업용)는 헝겊 보루 대비 규격화된  

품목으로 제품 사용 시 편리함 

대상 시장

•제조업(중공업, 조선, 자동차, 일반 제조업)

제품 특장점

3배* 빠른 흡수속도로 오염물 제거

(*자사 기존 LDC L25 와이퍼 대비)

3배* 강한 마모 강도로 와이핑 시 쉽게 

찢어지지 않음

(*자사 기존 LDC L25 와이퍼 대비)

파워 스와이프 엠보싱 적용 

닦임성이 우수함

장당 절대 흡수량이 높아

사용 시 편리함

제품의 품질이 규격화 되어있어 

사용관리 시 편리함*

(*자사 품질관리 기준)

25,000원

30케이스 : 9,000장 사용

750,000원

1케이스 : 300매

L25 LDC 와이퍼

월 사용량

월 사용비용

L25 에어포켓 와이퍼
1케이스 : 300매

사용량

18.3% 
감소!

비용

년 1,647,000원 
절감!

CO2 배출량

년 33.6(kgCO2eq) 
감소!

소나무

5.1그루 
심는 효과!

* 실제 사용환경에 따라서 본 시뮬레이션 결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수 있음

* 기존 자사 LDC 제품 30CS 물량을 전환 했을 경우 장당 흡수량 기준으로 산정함

* 탄소중립 생활 실천 안내서(환경부), 한국기후·환경네트워크 사이트에서 CO
2
 저감량(연간), 나무식재효과(연간)등을 참조하여 총 장당 감소효과를 CO

2
 저감량으로 환산하여 예측함

L25 에어포켓 와이퍼 300매 대형으로 전환 시*

L25 LDC 팝업 L25 LDC 팝업

L25
에어포켓 팝업

L25
에어포켓 팝업

18.3%
*장당 흡수량 기준

사용비용 감소 효과

283.3%
와이핑 절감시간

흡수속도흡수량

※ 공인시험기관(KCL) 흡수 시간 비교 자료를 바탕으로 비교

※공인시험기관 결과 

흡수도(흡수량) g/g 측정 결과 X 자사 완제품 규격(g/g)을 통하여 산출한 결과치를 기존 제품 대비 비교 결과

* 제품 사용 이전에 실제 작업환경에 맞는지 안전담당자와 상의 후  

판단하여 사용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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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80/70 와이퍼(중작업용·반복작업)

제품명 제품코드 제품규격(mm) 제품포장

와이프올® X80 와이퍼 80매(K) 42360 220 X 430 80매/카톤, 5카톤/박스

와이프올® X70 와이퍼 152매 42314 320 X 430 152매/카톤, 1카톤/박스

와이프올® X70 와이퍼 롤 200m(블루) 42347 300 X 210 200m/롤, 1롤/박스

와이프올® X70 와이퍼 롤 215m 42323 300 X 210 215m/롤, 1롤/박스

딱 맞는 와이퍼 찾기!
다양한 용도에 맞는 와이퍼는 쉽게 찾아서

테스트 해볼 수 있고, 선택하기 편리합니다.

제품의 품질이 규격화된 유한킴벌리 와이퍼*

유한킴벌리 와이퍼는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작업 용도에 딱 맞는 제품을 찾아라!
업무에 맞는 용도별 와이퍼를 찾으시면

나에게 딱 맞는 제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적재 공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와이퍼는 규격화 되어 있어

적재 공간을 관리하기 편리합니다.

흡수력의 차이를 느낄 수 있습니다.
와이퍼는 액체, 기름 등

오염물 제거에 맞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사용 후 관리하기 쉬운 와이퍼!
유한킴벌리 와이퍼는 규격화된 품질과 높은 흡수력으로

용도에 맞게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구
매

보
관

선
택

사
용

관
리 Wipers

Rags

유한킴벌리 와이퍼는 생산성을 높이고

공간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와이퍼입니다.

또한 제품의 품질이 규격화되어 있습니다.

42314

42360

42347

42323

배경 및 목적

• 끼임이나 찢김, 뚫림, 베임 등의 위험 요소가 있는 기계정비 시 

편리하게 사용 가능

• 와이프올 X80, 70와이퍼(중작업용)는 헝겊 보루 대비 규격화된 

품목으로 제품 사용 시 편리할 뿐만 아니라 반복작업을 통한  

기계정비, 기름 오물 제거에 적합함

대상 시장

•제조업(중공업, 조선, 자동차, 일반 제조업)

제품 특장점

수회 반복작업이 가능하며

쉽게 찢어지지 않음

천과 같이 부드러우며

흡수력이 우수함

고평량 원단으로 강도가 우수하며

반복 작업 시 편리함

거친표면, 솔벤트, 화학물질 

제거 시 편리함

(*자사 품질관리 기준)

* 제품 사용 이전에 실제 작업환경에 맞는지 안전담당자와 상의 후  

판단하여 사용할 것



13사고 예방 및 화학물질 관리

컴포트 핏 컵형 방진 마스크

제품명 제품코드 제품포장

크린가드® M10 Comfort Fit 컵형 방진마스크(2급) 44333 20개/카톤, 10카톤/박스

크린가드® M20 Comfort Fit 컵형 방진마스크(1급) 44335 10개/카톤, 10카톤/박스

제품 특장점

코편 Free 디자인

번거로운 코편 조정 없이 간편하게 밀착

유연한 코 부위 설계

탄성력 있는 코 부위 설계로 편안한 착용감

4단계 부드러움 적용

차별화된 부드러움으로 최적의 밀착력과 

편안한 착용감 제공

44335

44333

13사고 예방 및 화학물질 관리

배경 및 목적

• 분진 발생 장소(1급,2급) 및 금속가공 외 금속흄이 발생하는  

작업 시 착용

• 크린가드 컴포트 핏 컵형 방진마스크는 최적의 밀착력과 편안한  

착용감을 제공하며 작업자를 보호함 

대상 시장

•분진, 가스 발생의 철강, 자동차 등 중공업 제조업체

•건설현장

우수한 밀착도

누설율 감소에 초점을 맞춰 

작업 보호에 우선

접착제 미사용

접착제 미사용으로 악취로 인한 불쾌감 감소

사고 예방 및 
화학물질 관리

* 제품 사용 이전에 실제 작업환경에 맞는지 안전담당자와 상의 후  

판단하여 사용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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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착 방진 마스크

제품명 제품코드 머리끈 색상 제품포장

크린가드® M20 밀착 방진마스크(1급) 44084 Yellow 10개/카톤, 10카톤/박스

크린가드® M10 밀착 방진마스크(2급) 44085 Blue 20개/카톤, 10카톤/박스

크린가드® M20 밀착 방진마스크(귀걸이형)(1급) 44086 Yellow 10개/카톤, 10카톤/박스

크린가드® M10 밀착 방진마스크(귀걸이형)(2급) 44087 Blue 20개/카톤, 10카톤/박스

A72 내화학 보호복

제품명
제품코드

색상 제품포장 형식인증 안전인증번호
L XL

크린가드® A72 보호복 후드 43454 43455 Yellow 1벌/백, 10백/박스 KOSHA 4형식 17-AV4CX-0001, 4형식

몸체와 독립적인 밴드 연결부로 

몸체변형 방지 및 일관된 밀착력 유지

직조 스판덱스로 밀착을 위한 높은 장력과 넓은 

이어밴드를 적용하여 장시간 착용에도 편안

3단 고리 적용으로 얼굴 형태에 맞춰  

밀착 조정 가능

밴드 부위의 초음파 융착으로 

끊어짐이 적고 깔끔한 표면

한국인 얼굴형에 맞춰 성형한 인체공학적인 

디자인으로 누설 방지 및 편안한 착용감 제공

제품 특장점

SF 이중 구조

부직포와 필름지가 이상적으로 결합되어 있어 화학물질 분무방어에 적합합니다. 

SF 이중 구조로, 액체방어력이 뛰어남

부직포

필름지

탁월한 보호력 차별적인 기능성 뛰어난 착용감 비용 절감 효과

이중지퍼, 이중덮개 구조로 구성되어 

방어력 향상

이중소매 및 손목걸이 적용하여 

제품 착용 편이성을 강화함 

용량/등급 : 전신보호복, 4형식,  

성능수준 6(황산 96%, 수산화나트륨40%)

제품 특장점

배경 및 목적

• 분진 발생 장소(1급,2급) 및 금속가공 외 금속흄이 발생하는 

작업 시 착용

• 크린가드 밀착 방진마스크는 편안한 착용감과 일관된 밀착감을 

유지하며 작업자를 보호함

대상 시장

•분진, 가스 발생의 철강, 자동차 등 중공업 제조업체

•건설현장

배경 및 목적

• 케미컬 취급이 많은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개인의 신체 노출을  

방어하기 위해 착용

• 크린가드 A72 내화학 보호복은 작업자의 신체 노출을 최소화하고 

보호해 줌

대상 시장

•제조업(화학, 기름정유, 중공업 외)

* 제품 사용 이전에 실제 작업환경에 맞는지 안전담당자와 상의 후  

판단하여 사용할 것

* 제품 사용 이전에 실제 작업환경에 맞는지 안전담당자와 상의 후  

판단하여 사용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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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화학 액세서리A80 내화학 보호복

제품명
제품코드

색상 제품포장 형식인증 안전인증번호
L

크린가드® A80 보호복 후드 43452 White 12벌/백, 1백/박스 KOSHA 3형식 13-AV4CX-0007, 3형식

제품명 제품코드 제품포장 형식인증 안전인증번호

크린가드® 내화학 앞치마 44004 1개/백, 100백/박스 4형식 15-AV4CX-0038, 4형식

크린가드® 내화학 스먹 44005 1벌/백, 25백/박스 4형식 15-AV4CX-0037, 4형식

크린가드® 내화학 슬리브 43064 2개/백, 60백/박스 4형식 13-AV4CX-0009, 4형식

용량/등급 : 전신보호복 3형식 

(성능수준6 : 메탄올, N-헥산,  

수산화나트륨40%, 황산 96%)

원단 박음질 위에 Tape Sealing 

이중처리로 방어력 향상

지퍼 커버 부분을 목 부분까지 

연장해, 목 방어 가능

전면부분 솔기 무적용으로 

유해물질 노출 시 보호

제품 특장점

Inner Layer 

의류같은 느낌의 SB 소재를 적용하여  

최적의 편안함 제공

Out Flim Layer 

Saranex® 23-P 적용으로 내구성을 

높인 필름 코팅 

제품 특장점

•  안전보건공단 4형식 인증을 받은 제품

•  유해물질이 전면으로만 노출 가능한 작업장에서 사용을 권장

•  용량/등급 : 부분보호복(스먹) 4형식(성능수준 : 아세톤1수준, 수산화나트륨 40% 

6수준, 황산 96% 6수준)

제품 특장점

•  안전보건공단 4형식 인증을 받은 제품

•  유해물질이 국소 전면부위로 노출 가능한 작업장에서 사용을 권장

•  용량/등급 : 부분보호복(앞치마) 4형식(성능수준 : 아세톤1수준, 수산화나트륨 40% 

6수준, 황산 96% 6수준)

제품 특장점

•  다양한 화학물질 방어 가능

•  부드러운 재질로 착용감이 우수

•  켤레별 개별 포장이 되어 있어 사용이 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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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세토니트릴, 디클로로메탄, 이황화탄소, 톨루엔, 디에틸아민, 테트라하이드로퓨란, 

N-헥산, 에틸아세테이트 1수준)

배경 및 목적

• 케미컬 취급이 많은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개인의 신체 노출을 

방어하기 위해 착용

• 크린가드 A80 내화학 보호복은 작업자의 신체 노출을 최소화

하고 보호해 줄 뿐만 아니라 편안한 착용감을 제공

대상 시장

•제조업(화학, 기름정유, 중공업 외)

배경 및 목적

• 케미컬 취급이 많은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개인의 신체 노출을 

방어하기 위해 착용

• 크린가드 내화학 앞치마, 스먹, 슬리브는 작업자의 신체 노출을  

최소화하고 보호해 줌. 장소에 맞게 선택해서 사용 가능

대상 시장

•제조업(화학, 기름정유, 중공업 외)

* 제품 사용 이전에 실제 작업환경에 맞는지 안전담당자와 상의 후  

판단하여 사용할 것

* 제품 사용 이전에 실제 작업환경에 맞는지 안전담당자와 상의 후  

판단하여 사용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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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미컬 흡착재(화학물질 제거)

제품명 제품코드 제품규격(mm) 제품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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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웻테스크 뽑아쓰는 와이퍼

제품명 제품코드 제품규격(mm) 제품포장

킴테크® WETTASK 와이퍼 270매 42152 155 X 200 270매/롤, 6롤/박스

킴테크® WETTASK 뽑아쓰는 와이퍼 롤 42153 305 X 317 60매/롤, 6롤/박스

킴테크® WETTASK 뽑아쓰는 와이퍼 및 용기 42154 305 X 317 6롤 리필+1개용기/박스

킴테크® WETTASK 뽑아쓰는 와이퍼 전용용기 57056 4개/박스

용기 리필

안전한 사용

용기가 밀폐되어 있어 화학물질에 대한 

노출 위험이 적음

와이퍼의 사용감

넓은 면적에 고평량 제품으로 표면 세척 시 

사용감이 우수함. 

V폴드 타입으로 접혀 있어 그립감이 우수함

305mm 
ⅹ

317mm

선호하는 용제 선택

맞춤형 용제(또는 화학물질)을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음

뽑아 쓰기 편리

배출구를 통하여 한 장씩 뽑아 쓰기 

편리하고 절약하여 사용할 수 있음

시각적 관리

동봉된 컬러 스티커를 용기에 부착하여 장소에 맞게  
분류 사용가능

EX)  빨간색–화장실, 세면실 / 파란색–병동, 사무실 /   
녹색–케이터링 부서, 환자 급식 / 노란색–격리 영역

제품 특장점

배경 및 목적

• 현장에서 화학물질을 효과적으로 제거 및 관리하는데 사용함. 

케미컬 취급이 많은 곳에서 사용

• 와이프올 케미컬 흡착재는 화학물질 제거 및 관리에 적합해  

화재, 폭발의 위험요소를 줄여줌

대상 시장

•제조업(화학, 기름정유, 중공업, 조선, 자동차)

배경 및 목적

• 케미컬 취급이 많은 현장 및 정비, 소독 작업 등의 작업 시  

편리하게 사용

• 킴테크 웻테스크 뽑아쓰는 와이퍼는 용기가 밀폐되어 있어  

작업자의 화학물질에 대한 노출 위험을 줄여줌

대상 시장

•제조업(화학, 기름정유, 자동차, 푸드프로세싱)

•의료기관, 시설관리(PM/FM)

소형 카톤에 포장된 패드 형태로 이동성이 

뛰어나 좁은 장소에서 사용가능

화학물질에 대한 흡수력이 뛰어나며 

흡수 후에도 쉽게 변형되지 않음

제품 특장점

폴리프로필렌으로 제작 및 특수처리를 

통하여 친유성과 친수성 액체를 동시에 

흡수가 가능함

* 제품 사용 이전에 실제 작업환경에 맞는지 안전담당자와 상의 후  

판단하여 사용할 것

* 제품 사용 이전에 실제 작업환경에 맞는지 안전담당자와 상의 후  

판단하여 사용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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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FETY FIRST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유한킴벌리의 제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