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uraPro™

ASTM F1506 NFPA 2112 CGSB 155.20 ISO 11612 IEC 61482-2*
인증
* 인증 진행 중

DuPont™ DuraPro™ 원단 기술은 석유 및 가스 , 유틸리티 , 석유화학 , 
광업 , 제조 및 운송 산업의 작업자들에게 합리적인 가격으로  
아크 플래시 및 열에 대한 믿을 수 있는 보호를 제공합니다 .

DuraPro ™ 는 >8 cal/cm2 ATPV 의 아크플래시 보호력을 제공하며 ,  
NFPA 2112 인증을 받았습니다

색상
실제 색상과 유사합니다 .

네이비 레드

오렌지 다크 그린 카키

로얄 블루

중량
6.5 oz/yd2 / 220 g/m2

섬유 혼방
Aramid, cotton, modacrylic

인열저항 및 마모저항

물에 씻기거나 마찰에  
사라지지 않는  

내재적인 보호력

아크 플래시 , 열 및  
화염에 대한 보호 기준을  

충족합니다

합리적인 보호력과 
성능

효과적인 보호

아크 플래시 돌발적 화재

위험 요소



제품 안전 정보는 요청 시 제공됩니다 . 모든 데이터는 인증및 DuPont 내부 실험을 거친 것입니다 . 데이터는 실험실마다 다를 수 있습
니다 .

이 정보는 제품에 대한 듀폰의 현재 지식에 기반합니다 . 이정보는 사용자가 시행할 실험에 대한 제안을 하기 위해 제공하는 것이며 , 
사용자의 특정 목적에 적합한 제품을 선택하는 것에 있어서 사용자가 직접 시행할 필요가 있는 그 어떠한 실험도 대체하지 않습니다 . 
이 정보는 새로운 정보나실험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실제 사용 조건에서의 모든 변수를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  
듀폰은이 정보를 사용하는 것과 관련하여 그 어떠한 보장도 하지않으며 ,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이 자료의 그 어떠한 것도 듀폰의  
특허권을 침해하여 운영하거나 권고하는 라이선스로간주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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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 테스트 기준 단위 DuraPro™

직물 구조 — — 능직

중량 — oz/yd2 (g/m2) 6.5 (220)

아크 등급 
(아크 열 성능 값 [ATPV])

IEC 61482-1-1 
ASTM F1959

cal/cm2 >8 (8.1)

마네킨 화염 테스트 NFPA 2112 TPBI (%) 16.9

DuraPro™ 원단 보호 성능

특징 테스트 기준 단위 DuraPro™

직물 구조 — — 능직

중량 ASTM D3776 oz/yd2 6.5

인장 강도 (Grab test) ASTM D5034
날실 (lbf)
씨실 (lbf)

127
87

인열강도 (Elmendorf) ASTM D1424
날실 (lbf)
씨실 (lbf)

8
7

5회 세탁 후 구조적 안정성 AATCC 135
기계 (%)

크로스 (%)
<3
<3

DuraPro™ 일반 물리적 특징 (ASTM, NFPA)

특징 테스트 기준 단위 DuraPro™

직물 구조 — — 능직

중량 ISO 3801 g/m2 220

인장 강도 ISO 13934-1
날실 (N)
씨실 (N)

972
696

인열강도 ISO 13937-2
날실 (N)
씨실 (N)

13.6
15

5회 세탁 후 구조적 안정성 ISO 5077
기계 (%)

크로스 (%)
<3
<3

DuraPro™ 일반 물리적 특징 (ISO, EN)

NEC, NESC, NFPA 70E 및 OSHA 요건에 따라 아크 플래시 보호에 사용하기에 적합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