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성능 3중 필터
에어클린 일회용 마스크

저희 비엔에프 마스크는 100% 국내 제조로 이루어져
더욱 안심하고 사용할 수있습니다.  

필요할때마다 1개씩 뽑아쓰는
티슈형 포장으로 매일매일
깨끗하게 사용하세요.

국내 최고의 전문 의류 검사 기관
KATRI 에서 다양한 시험을 통과한
안전한 마스크입니다.

#일회용 #위생적 #뽑아쓰는 #국내제조

17.5cm (오차 ± 0.2cm)*

9.5cm

제품명 : 비엔에프 에어클린 일회용 마스크

전성분 : 폴리프로필렌 부직포(겉감),멜트블로운 부직포(MB)필터,

폴리프로필렌 부직포(안감), 폴리프로필렌 피복철사(코편), 나이론(머리끈)

제조 및 판매원 : 주식회사 비엔에프코퍼레이션

경기도 군포시 공단로 140번길 52, 9층 914,915,916호

(당정동, 에이스 하에티크시티군포)

규격규격 : 17.5cm x 9.5cm(오차 ± 0.2cm)          제조일자 : 별도표기

제조국 : 대한민국                                               사용기한 : 별도표기

* 본 제품에 이상이 있을 경우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에 의거 교환 또는 환불 받으실수 있습니다.

제품 정보

1. 수건, 휴지 등을 사용하여 호흡기를 감싼다음 그 위에 착용하지 마십시오.

2. 찌그러뜨리거나 변형하여 사용하지 마십시오.

3. 마스크 안쪽이 오염되었을 경우에는 사용하지 마십시오.

4.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는 사용하지 마십시오.

5. 세탁하여 사용하지 마십시오.

6. 임산부, 호흡기  심혈관 질환자, 어린이, 노약자등 착용으로 

       호흡이 불편한 경우 사용을 중지하고 

     의사 등의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용시 주의사항

착용전 앞, 뒤 확인하세요 !

착용 방법

STEP 1

코 지지대를 위로 하여 밴드를 
양쪽 귀에 걸고 마스크를 착용하세요.

코 지지대를 눌러 콧등에
잘 밀착되도록 합니다.

안면에 틈이 없는지 확인하면서
공기 누설을 확인합니다.

STEP 2 STEP 3

탄탄한 이어밴드

동그랗고 부드러운 재질의 밴드로 

신축성이 강하고 좁은 접촉 면적으로 인해

장시간 착용해도 귀가 아프지 않습니다. 

기능성 코 지지대

기능성 프레임으로 

견고하며 얼굴에 밀착시켜

안경 김서림 또한 최소화합니다.

3단 접이식 구조

3D 입체형으로 

장시간 착용하여도 

전혀 불편하지 않습니다.

디테일 컷 

Point 5

* 자체 실험

“                                     ”

방수 & 외부 먼지 방어 효과를 보여주기 위한 자체 실험

방수 & 외부 먼지 방어 효과를 보여주기 위한 자체 실험

대중교통을 

자주 이용하시는분 !

외출이 

잦으신분 !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모두 !

심플하고 깔끔한 디자인으로

완성도가 높은 제품입니다.

Point 4

STEP 1 STEP 2

STEP 3 STEP 4

Point 3

멜트블로운(MB)필터는

폴리프로필렌(PP)과 같은 열가소성 고분자를 용융하여

노즐을 통해 압출을 방사하는 부직포 필터입니다. 

내부 필터

외부 필터

[이어밴드]

국내밴드로

장시간 착용시에도 편안함

[기능성 코 지지대]

코 모양에 맞춰 조정 가능하며 흘러내림 방지 및 김서림 방지

이어밴드      신축성이 좋은 국내 밴드로 장시간 착용시에도 귀가 편안함

기능성 코 지지대       코 지지대가 있어 맞춤 착용을 할 수 있음

3중 구조                겉감과 안감사이에 MB필터 부착

순수 국내 제조        중국산 저가 제품이 아닌 순수 국내 제조 마스크

[3중 구조]

3중 구조 마스크로 MB필터 부착

Point 2

이렇게 사용하세요! 

Point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