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lectronics 

전자·반도체 산업을 위한 
보호 솔루션



누구에게나  
안전한 귀가를  
기다리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듀폰은 전 세계 전자 산업 종사자들의 니즈에 부합하는 혁신
적인 보호 솔루션과 기술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그 어느 때보
다 중하고 있습니다.

작업자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 저희의 일이기에, 듀폰은 전자 
산업의 종사자 여러분의 신뢰할 수 있는 개인 안전보호 파트
너가 될 수 있도록 뛰어난 임직원들과 함께 혁신적인 제품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업계 최고의 개인 보호구(PPE) 솔루션, 전 세계적인 개인  
보호구 전문가 네트워크, 기술 전문가 네트워크, 제조 네트 
워크를 광범위하게 보유하고 있는 듀폰은 모든 작업자들이 
당연히 받아야 하는 보호와 편안함을 제공하여 작업 현장에
서 일어날 수 있는 위험 요소를 겁내지 않고 대면할  수 있도
록 도와줍니다.



석유 및 가스
산업

비상 대응 상황 화학 산업

듀폰의 브랜드

Kevlar®

DuPont™ Kevlar® 로 제작한 장갑은 업계  
최고의 절단 보호와 열·화염 보호를 실현하는  
동시에 손의 움직임을 제한하지 않는 편안하고 

우수한 착용감을 자랑합니다. 

Nomex®

DuPont™ Nomex® 는 열, 화염, 아크 플래시 
보호에 대한 전 세계의 표준에 부합하거나 그 

이상의 검증된 보호 솔루션 포트폴리오를 
제공합니다. 

Tyvek®

DuPont™ Tyvek® 전신보호복은 소재에 
내장된 방어벽을 통해 저농도 무기질 액체 및 

에어로졸로부터 보호하고 고체 입자가 달라붙는 
것을 막습니다. 

Tychem®

DuPont™ Tychem® 보호복은  광범위한  
화학 위험물질에 대해 완전한 내화학성을 

제공하는 듀폰의 보호 솔루션입니다.



Chemical spill
clean-up

비상 대응 상황 Industrial
manufacturing

and cleaning

TYPE 5-B EN 14126

전자 산업 작업자들은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도 건강에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독성·유해 화학물질, 초미세금속분말, 방사선,  
소음 등 전자 산업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직업위해요소는 거의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근로자들을 이러한 위험요소로부터 보호하는 것이 듀폰의 핵심 
업무입니다. 듀폰 개인안전 사업부는 심도 깊은 지식과 독보적인  
전문성, 그리고 광범위한 개인보호구 솔루션 포트폴리오를 기반으로 
작업자들의 안전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작업자들은  
정말로 보호받고 
있나요?



EN 14126

EN 14126

EN 14126

듀폰의 개인보호구 솔루션은 미국화재예방협회(NFPA), 국제안전 
장비협회(ISEA), 유럽표준-국제표준화기구(EN-ISO) 등 보호 및 성능과 
관련된 전 세계의 표준에 부합하거나 넘어서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듀폰은 위험평가부터 실행에 이르는 의사결정 과정을 돕기 위해 
4P 전략을 제안합니다.

Predict
각각의 운영 부문에 필요한 모든 
활동 분석

각각의 활동과 관련된 모든 잠재적 
인 위험 파악

위험의 심각도와 발생가능성 파악

Provide
각각의 위험요소에 대처하기 
위해 선택한 개인보호구 기록

근로자에게 구체적인 위험과 
개인보호구에 대한 인식 제고

근로자들에게 정확한 
개인보호구 사용법 교육

Protect
위험요소 대처에 적절한 PPE 선택

PPE 가 작업 환경의 성능 및 쾌적성 
요건에 부합하는지 확인

PPE 는 최후의 보호 수단임을 명심

Prevent
위험 요소 제거 방법 평가

가능한 대안 마련

엔지니어링 프로세스 혹은 운영 상 
변화에 따른 위험요소 감축



TYPE 5-B EN 14126

PPE for 
every  
process 
DuPont products and PPE solutions are identified by our licensees’ branded names.



EN 1073-2*
Class 1 EN 14126

이용가능한 개인보호구 종류
작업자들은 화학물질 및 용제로부터 몸을 보호하기 위해 전신보호복을 
착용합니다. 듀폰의 개인보호구 솔루션은 작업자들에게 뛰어난 성능의  
보호력을 제공합니다.

Tychem® 4000 내화학 앞가운 

Tychem® 4000 내산 가운은 광범위한 무기/유기 화학물질의 투과 (permeation)를 
방어하는 보호력을 제공합니다. Tychem® 4000 내산 가운은 화학물질 취급, 환경정화
작업, 비상 대응 상황에 매우 적합합니다.

Tychem® 2000 내화학 테이프

Tychem® 2000 내화학 테이프의 화학물질 침투 방지 성능은 Tychem® 2000 
보호복과 동일하며 장갑, 부츠, 호흡보호구, 지퍼 부위에 테이핑할 수 있도록 
제작되었습니다.

Tychem® 6000 전신보호복, 토시, 앞치마

Tychem® 6000 은 다양한 화학물질의 침투를 탁월하게 차단하며, 독성이 있는 
수많은 산업용 유기 화학물질, 고농도 무기 화학물질(가압 조건 포함), 입자성 물질, 
생물학적 위험, 특정 화학작용제로부터 작업자를 보호합니다.

Tychem®  보호복과 함께 착용할 수 있도록 특수 제작된 Tychem® 액세서리는 
위험 물질에 보다 많이 노출되는 신체 부위에 대한 보호력을 더욱 강화합니다. 

Cat. III

EN 1149-5

Type 4 Type 6Type 5

T3
Type 3

6

Photolithography
Semiconductor, light-emitting 
diode (LED)

빛을 사용하여 기판에서 포토마스크 
의 패턴을 포토레지스트로 감광시키 
는 공정

업무
웨이퍼 표면 세정

포토공정 코팅

현상

화학물질 이송 작업

위험요소
화학물질 노출 
(무기 화학물질, 알코올, 유기용제)

For a full list of PPE solutions,ut
visit SafeSPEC™. 



EN 1073-2*
Class 1 EN 14126

이용가능한 개인보호구 종류
작업자들은 화학물질 및 용제로부터 몸을 보호하기 위해 전신보호복을 
착용합니다. 듀폰의 개인보호구 솔루션은 작업자들에게 뛰어난 성능의  
보호력을 제공합니다.

Tychem® 2000

Tychem® 2000 은 Tyvek® 의 강도를 활용합니다. 더불어 고분자 표면 코팅 방법
을 적용하여 가압 조건 속에서도 다양한 무기 화학물질과 생물학적 위험 요소를 우
수하게 차단합니다.

Tychem® 2000 내화학 테이프

Tychem® 2000 내화학 테이프의 화학물질 침투 방지 성능은 Tychem® 2000 
보호복과 동일하며 장갑, 부츠, 호흡보호구, 지퍼 부위에 테이핑할 수 있도록 
제작되었습니다.

Tychem® 6000 

Tychem® 6000 은 다양한 화학물질의 침투를 탁월하게 차단하며, 독성이 있는 
수많은 산업용 유기 화학물질, 고농도 무기 화학물질(가압 조건 포함), 입자성 물
질, 생물학적 위험, 특정 화학작용제로부터 작업자를 보호합니다.

Etching 
Semiconductor, liquid-crystal 
display (LCD), LED 

제조 과정에서 웨이퍼 또는 기판의 
표면에서 화학적으로 막을 제거하는 
공정

업무
습식 에칭

건식 에칭

화학물질 이송 작업

위험요소
화학물질 노출(무기 화학물질)

For a full list of PPE solutions,ut
visit SafeSPEC™. 

Cat. III

EN 1149-5

Type 4 Type 6Type 5

T3
Type 3

Cat. III

EN 1149-5

Type 4 Type 6Type 5

T3
Type 3



EN 1073-2*
Class 1 EN 14126

이용가능한 개인보호구 종류
작업자들은 화학물질 및 용제로부터 몸을 보호하기 위해 전신보호복을 
착용합니다. 듀폰의 개인보호구 솔루션은 작업자들에게 뛰어난 성능의  
보호력을 제공합니다.

Tychem® 4000 내화학 앞가운 

Tychem® 4000 내산 가운은 광범위한 무기/유기 화학물질의 투과 (permeation)
를 방어하는 보호력을 제공합니다. Tychem® 4000 내산 가운은 화학물질 취급, 
환경정화작업, 비상 대응 상황에 매우 적합합니다.

Tychem® 2000 내화학 테이프

Tychem® 2000 내화학 테이프의 화학물질 침투 방지 성능은 Tychem® 2000 
보호복과 동일하며 장갑, 부츠, 호흡보호구, 지퍼 부위에 테이핑할 수 있도록 
제작되었습니다.

Tychem® 6000 전신보호복, 토시, 앞치마

Tychem® 6000 은 다양한 화학물질의 침투를 탁월하게 차단하며, 독성이 있는 
수많은 산업용 유기 화학물질, 고농도 무기 화학물질(가압 조건 포함), 입자성 물질, 
생물학적 위험, 특정 화학작용제로부터 작업자를 보호합니다.

Tychem®  보호복과 함께 착용할 수 있도록 특수 제작된 Tychem® 액세서리는 
위험 물질에 보다 많이 노출되는 신체 부위에 대한 보호력을 더욱 강화합니다. 

Wafer/displayy 
surface cleaning 
Semiconductor, LCD, LED 

초미세입자, 적은 양의 유기성초미
잔류물 또는 금속성 잔류물 등 생산 
과정 에서 발생된 모든 오염물질을 
제거하는 과정

업무
웨이퍼 표면이나 기판의 화학물질 
제거

웨이퍼 표면이나 기판의 불순물 
제거

스트리핑

화학물질 이송 작업

위험요소
화학물질 노출 (산성 물질, 알칼리성 
물질, 유기용제)

For a full list of PPE solutions,ut
visit SafeSPEC™. 

Tychem® 2000 전신보호복, 슬리브, 앞치마

Tychem® 2000 은 Tyvek® 의 강도를 활용합니다. 더불어 고분자 표면 코팅 방법
을 적용하여 가압 조건 속에서도 다양한 무기 화학물질과 생물학적 위험 요소를 우
수하게 차단합니다.
Tychem® 보호복과 함께 착용할 수 있도록 특별히 디자인된 Tychem® 액세서리
로  위험 물질에 보다 많이 노출되는 신체 부위를 더욱 잘 보호할 수 있습니다.

Cat. III

EN 1149-5

Type 4 Type 6Type 5

T3
Type 3

Cat. III

EN 1149-5

Type 4 Type 6Type 5

T3
Type 3

8



EN 1073-2*
Class 1 EN 14126

이용가능한 개인보호구 종류
조립 작업자들은 손을 보호하기 위해 절단 저항, 뚫림 저항, 내열성, 미
끄럼 방지, 민첩성이 최적의 조화를 이루고 있는 장갑을 착용합니다. 듀
폰의 개인보호구 솔루션은 최종 조립 공정 작업자들에게 뛰어난 성능의 
보호력을 제공합니다.

Assemblyy 
Consumer electronics 

가전제품 및 전자제품의 다양한 전기 
부품을 기계적으로 조립하는 공정

업무
가전제품 / 장비 프레임 결합

프레임과 전기 부품 연결

최종 제품 검사

위험요소
날카로운 모서리에 의한 절단 및 
찰과상

찔림

For a full list of PPE solutions,ut
visit SafeSPEC™. 

Tychem® 2000 전신보호복, 슬리브, 앞치마

Tychem® 2000 은 Tyvek® 의 강도를 활용합니다. 더불어 고분자 표면 코팅 방법
을 적용하여 가압 조건 속에서도 다양한 무기 화학물질과 생물학적 위험 요소를 우
수하게 차단합니다.
Tychem® 보호복과 함께 착용할 수 있도록 특별히 디자인된 Tychem® 액세서리
로  위험 물질에 보다 많이 노출되는 신체 부위를 더욱 잘 보호할 수 있습니다.

Cat. III

EN 1149-5

Type 4 Type 6Type 5

T3
Type 3

Kevlar® 로 제작한 절단 저항 장갑과 토시

Kevlar® 로 제작한 장갑과 토시는 가볍고 통기성이 우수하며 딱딱하지 않은 것이 
특징이며 절단 저항, 뚫림 저항, 편안함, 민첩성이 뛰어납니다.

예지 보수 및 폐기물 관리
예상치 못한 장비 고장을 예방하고 불필요한 물질에서 독성/부식성 화합물
을 제거한 후 폐기하는 공정

이용가능한 개인보호구 종류
유지보수 및 수리를 담당하는 근로자는 화학물질, 용제, 전기적 위험으로부터 
몸을 보호하기 위해 전신보호복을 착용합니다.

9



EN 1073-2*
Class 1 EN 14126

Preventive  
maintenance/
wastee 
managementma
예상치 못한 장비 고장을 예방하고 
원치 않는 물질에서 독성/부식성원치
화합물을 제거한 후 폐기하는 공정

업무
전기 장비 작동, 점검, 유지보수

화학 폐기물 처리

위험요소
날카로운 모서리에 의한 절단 및 
찰과상

찔림

전기 아크

화학물질 노출

For a full list of PPE solutions,ut
visit SafeSPEC™. 

Tychem® 2000 내화학 테이프

Tychem® 2000 내화학 테이프의 화학물질 침투 방지 성능은 Tychem® 2000 
보호복과 동일하며 장갑, 부츠, 호흡보호구, 지퍼 부위에 테이핑할 수 있도록 
제작되었습니다.

Tychem® 6000 전신보호복, 토시, 앞치마

Tychem® 6000 은 다양한 화학물질의 침투를 탁월하게 차단하며, 독성이 있는 
수많은 산업용 유기 화학물질, 고농도 무기 화학물질(가압 조건 포함), 입자성 물질, 
생물학적 위험, 특정 화학작용제로부터 작업자를 보호합니다.

Tychem®  보호복과 함께 착용할 수 있도록 특수 제작된 Tychem® 액세서리는 
위험 물질에 보다 많이 노출되는 신체 부위에 대한 보호력을 더욱 강화합니다. 

Cat. III

EN 1149-5

Type 4 Type 6Type 5

T3
Type 3

중요: 듀폰의 Thermo-Man® 실물 크기 화상 평가 장치나 Arc-Man® 아크 플래시 부상 평가 장
치에서 귀사의 의류를 테스트해보고 싶으신 경우, 듀폰 대리점에 연락하여 예약하시기 바랍니
다.

ENIGMA Flash Fire 보호복

DuPont™ Nomex® Comfort 원단으로 구성된 JK GLOTECH 이니그마 방염보호복은 
특유의 영구적인 방염성능과 노멕스만의 특수한 노하우로 작업자들에게 순간적인 화염
(Flash Fire)으로부터 최대의 보호성능을 제공합니다. 또한, Nomex® Comfort 원단의 
따라올 수 없는 부드러운 촉감은 작업자들에게 보호복을 일상복으로 느끼게 합니다. 
DuPont™ Nomex® Comfort 원단은 듀폰의 엄격하고 철저한 관리시스템에 의하여 생
산되며, 보호성능과 관련된 모든 시험분석을 거친 원단으로서 안전관리자와 사용자에
게 지속적인 신뢰성을 제공합니다.

• made with DuPont™ Nomex® Comfort fabric ; ISO 11612 / NFPA 2112

• DuPont™ Nomex® 열화상 마네킨 시험: ASTM F1930

ENIGMA Flash Fire 보호복

DuPont™ Nomex® Essential Arc 원단으로 구성된 JK GLOTECH / 이니그마 Arc 
Flash 방염보호복은 특유의 영구적인 방염성능과 노멕스만의 특수한 노하우로 작업자들
에게 순간적인 아크 플래쉬 (Electric Arc Flash) 로부터 최대의 보호성능을 제공합니 다. 
아크보호성능에 최적화된 기술로 개발된 Nomex® Essential Arc 원단은 6.5oz/yd2의 
가벼운 중량으로 HRC 2 (8cal/㎡) 이상의 성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DuPont™ 
Nomex® Comfort 원단은 듀폰의 엄격하고 철저한 관리시스템에 의하여 생산되며, 보 호
성능과 관련된 모든 시험분석을 거친 원단으로서 안전관리자와 사용자에게 지속적인 신뢰
성을 제공합니다.

• made with DuPont™ Nomex® Essential Arc fabric ; ASTM F1959 / ISO 11612

• Arc Rating (아크보호성능) : 상의 - 9.7cal/㎠ , 하의 - 9.5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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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 1073-2*
Class 1 EN 14126

이용가능한 개인보호구 종류
비상대응팀은 화염과 다양한 화학물질 및 용제로부터 몸을 보호하기 위
해 전신보호복을 착용합니다. 듀폰의 개인보호구 솔루션은 비상대응팀
에게 뛰어난 성능의 보호력을 제공합니다. 

Emergency 
responsees
화염이나 유해물질에 노출되는 작업
을 수행하는 곳에서 생명, 자산 환경
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비상 대응 
조치

업무
위험 물질 비상대응

위험요소
화학물질 노출

발화성 화학물질에 의한 화염

For a full list of PPE solutions,  
visit SafeSPEC™. 

Class 2

Tychem® 6000 FR ThermoPro

Tychem® 6000 FR ThermoPro 는 믿을 수 있는 Tychem® 의 내화학성과 
Nomex®의 내열/아크 보호 성능을 결합한 보호복으로 액체나 화학물질이 튀는 
것과 돌발적 화재 및 전기 아크에 대한 삼중 보호를 제공합니다. 산업 근로자와 
위험물질 대응 담당자를 산업용 독성 화학물질과 화학작용제로부터 보호하고, 
돌발적화재가 발생한 경우 대피 시간을 제공하며 전기 아크로부터 보호합니다.

Tychem® 10000 - 레벨A 보호복 

Tychem® 10000 은 내화학성이 탁월하며 내구성이 뛰어나 뚫림과 찢김을 
방지합니다. Tychem® 10000 은 320종이 넘는 화학물질로부터 최소 30
분 이상보호할 수 있으며 독성이 있거나 부식성이 있는 가스/액체/고체 
화학물질로부터 작업자를 보호하는 데 특화되어 있습니다.

Tychem® 10000 FR - 레벨A 보호복

NFPA 1991 (2016년판) 인증을 획득한 Tychem® 10000 FR 은 홑겹 구조로 해당 
인증을 획득한 첫 번째 특수복 중 하나입니다. Tychem®10000 FR은 Nomex®/

Kevlar® 로 제작한 특허 받은 강력 알루미늄 직물로 이루어져 있으며, 다중 
차단 필름으로 혼합 라미네이트 처리했습니다. 이처럼 여러 개의 층이 독특하게 
결합되어 탁월한 물리적 강도를 제공하며 절단 및 마모로부터 보호합니다.

Nomex® 및 Kevlar® 로 제작한 방화복

Nomex® 섬유와 Kevlar® 섬유는 대부분의 소방관용 방화복의 각 겹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 두 섬유는 함께 사용되어 안부터 밖까지 검증된 보호력과 내구성, 편안함을 
제공합니다.

제조업체들은 Nomex® 섬유와 Kevlar® 섬유를 활용하여 소방관들이 직면할 수 있는 
고온 위험을 견딜 수 있게 할 뿐 아니라 소방관들이 이동성에 제약을 받지 않으면서 
임무를 완수하도록 돕는 내화성 라이너, 외투, 부속품을 제작합니다.

NFPA
1992

NFPA
1994

NFPA
1991

NFPA
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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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re here 
to help
듀폰의 강력한 웹 기반 툴인 SafeSPEC™ 은 화학 물질 위험, 실 
험실에서의 위험, 고온 위험, 전기 아크 위험, 기계적 위험 등  
각 위험요소에 따라 적절한 듀폰의 제품을 찾을 때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SafeSPEC™ 에는 모든 침투 테스트 데이터베이스가 준비되어 
있으며, 위험요소나 산업 부문을 기준으로 검색하여 여러분에 
게 딱 맞는 보호구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safespec.dupon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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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bal 
Reach

Thermo-Man® UnitsTechnical centers Arc-Man® Units

96개국에서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전 세계에 전문가가  
상주하는 기술센터를 보유한 듀폰은 고객이 적절한 개인보 
호구를 선택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듀폰의 Thermo-Man®(실물 크기 열화상 평가) 장치와  
Arc-Man®(아크플래시 부상 평가) 장치는 매력적인 시연을 
통해 안전 관리자들에게 듀폰의 개인보호구가 선사하는 내 
구성·내열성·내염성·전기 아크 보호 성능을보여줄 수 있 
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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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ngapore facility



이 정보는 듀폰이 신뢰할 수 있다고 믿는 기술적 데이터를 바탕으로 합니다. 이는 추가 정보나 경 험에 따
라 변경될수 있습니다. 듀폰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으며, 이 정보와 관련하여 어떠한 의무나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필요한개인보호구를 적절히 판단하는 것은 사용자의 책임입니다. 여기에 명시된 정보는 통제
된 조건에서 특정한 직물의성능을 반영한 것입니다. 이 정보는 기술적 전문지 식을 보유하고 있으며 구체
적인 정보 사용 조건 하에서 위험을부담하면서 재량에 따라 평가를 수 행하는 사람들이 참고할 수 있도
록 마련된 것입니다. 이 정보를 이용하고자 하는사람은 반드시 선 택한 장갑이 의도한 용도에 맞는지 먼
저 확인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자료는 장갑 제조업체에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소재가 닳거나 구멍이 생
긴 경우, 최종 사용자는 추가적인 부상을 입지 않도록 장갑 사용을중단해야 합니다. 사용 환경은 듀폰에
서 통제할 수 없으므로 듀폰은 상품성의 보증, 특 정목적의 적합성의 보증을포함하여 제한없이 명시적 또
는 묵시적인 그 어떠한 보증도 하지 않으 며, 본 정보의 사용과 관련하여 어떤 책임도지지 않습니다. 본 정
보는 각종물질 또는 그 사용과 관 련하여 듀폰 또는 제3자의 상표나 특허권, 기술 정보를 침해하여운영하
거나 권고하는 라이선스가 아닙니다.

별도의 언급이 없을 경우 ™, SM, ® 표시가 있는 모든 DuPont™, 타원형DuPont 로고, 모든 상표 와 서
비스 마크는 DuPont de Nemours, Inc. 계열사의 소유입니다. © 2021 DuPont. 06-2021-AP (06/27)

듀폰 개인안전사업부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 430

아세아타워 5층

dpp.dupont.com

dppacademy.dupont.co.kr

듀폰의 화학 보호와 클린룸 환경을 위한 보호복 제품 선택 도구
로 적합한 제품을 찾아보십시오.

safespec.dupont.co.kr

DuPontTM SafeSPECTM - We�re here to hel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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