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harmaceutical

제약 산업
작업자들을 위한
보호 솔루션

누구에게나
안전한 귀가를
기다리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듀폰은 전 세계 제약업 종사자들의 니즈에 부합하는 혁신적
인 보호 솔루션과 기술 지원을 제공하는 데에 그 어느 때보
다 집중하고 있습니다.

작업자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 저희의 일이기에, 제약업 작업

자들은 듀폰을 개인 안전보호의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로 만
들어 준 듀폰의 뛰어난 임직원들과 혁신적인 제품을 믿고 의
지할 수 있습니다.

듀폰은 업계 최고의 광범위한 개인 보호구(PPE) 솔루션과

전 세계 개인 보호구 전문가, 기술 전문가 및 제조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어 모든 작업자들이 직장 내 다양한 위험 요

소에 안심하고 대면할 수 있도록 보호하며 편안함은 물론

다양한 제약 환경에서 각 제품의 오염을 관리하는 수단을 제공
합니다.

듀폰의 브랜드
Tyvek® IsoClean®

Tyvek® IsoClean® 은 건조 입자, 미생물,
액체를 차단하고 오염을 관리하는 클린룸과
같은 제어된 환경에서 사용하도록 개발되어
내구성, 편의성, 경량성이 뛰어난 다양한 종류의
일회용 전신보호복을 제공합니다.

Tyvek®

DuPont™ Tyvek® 전신보호복은 소재에
내장된 방어벽을 통해 저농도 무기질 액체 및
에어로졸로부터 보호하고 고체 입자가 달라
붙는 것을 막습니다.

Tychem®

DuPont™ Tychem® 보호복은 광범위한
화학 위험물질에 대해 완전한 내화학성을 제공
하는 듀폰의 보호 솔루션입니다.

Nomex®

DuPont™ Nomex® 는 열, 화염, 아크 플래
시 보호에 대한 전 세계의 표준에 부합하거나
그 이상의 검증된 보호 솔루션 포트폴리오를
제공합니다.

Kevlar®

DuPont™ Kevlar® 로 제작한 장갑은 업계
최고의 절단 보호와 열·화염 보호를 실현하
는 동시에 손의 움직임을 제한하지 않는 편안
하고 우수한 착용감을 자랑합니다.

작업자들과
작업 환경은
정말로 보호받고
있나요?
다양한 의약품 제조 산업에서는 화학적, 생물학적, 기계적 위험 및 열과

화염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수단이 필요합니다. 특히 클린룸과
실험실 등 통제된 환경에서 수행되는 공정에서는 완성품과 공정이

잠재적 오염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작업자들이 대면하는 위험 요소로부터 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최고의 제품 품질을 보장하는 것은 듀폰의 역할입니다.

듀폰 개인 안전 사업부는 작업자와 제품 및 작업 환경을 안전하게 지켜주는
광범위한 개인보호구 솔루션 포트폴리오와 독보적인 전문성 및 심도 깊은
지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듀폰의 개인보호구 솔루션은 클린룸 등급의 GMP(우수 의약품 제조
관리 기준) 요건을 충족하면서, 전 세계 보호 및 성능 기준을 초과하

여 충족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듀폰의 개인보호구 솔루션은 귀사의
전체 오염 관리 전략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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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event

각각의 위험요소에 대처하기
위해 선택한 개인보호구 기록

위험 요소 제거 방법 평가
가능한 대안 마련

근로자에게 구체적인 위험과
개인보호구에 대한 인식 제고

엔지니어링 프로세스 혹은 운
영 상 변화에 따른 위험요소
감축

근로자들에게 정확한 개인보
호구 사용법 교육

Protect

위험요소 대처에 적절한 PPE 선택

PPE가 작업 환경의 성능 및 쾌적성
요건에 부합하는지 확인
PPE 는 최후의 보호 수단임을 명심

Multiple workplace
hazards in a
dynamic work
environment
제약업은 제조 공정이 매우 다양하고 복잡합니다. 화학물질 및 생물
학적 물질 취급, 클린룸 및 제어 환경에서의 작업, 폭발 구역에서의
작업, 중장비 사용 등 다양한 제조 공정이 포함됩니다.

Research and
development

APIs manufacturing
and intermediates
manufacturing

그렇기 때문에 용도에 따라 사용해야 하는 개인보호구도 매우 다양
합니다. 듀폰은 연구개발 실험실, API 제조, 최종 의약품 개발 등 각
제조 공정 단계에서 사용할 수 있는 개인보호구를 제공합니다.

아래 그림을 통해 제약업의 각 영역에서 사용할 수 있는 듀폰의
개인보호구 솔루션을 확인하세요.

Final drug manufacturing,
including cleanrooms
Ex-zones and
maintenance

Protection
for every
application

이용가능한 개인보호구 종류

Final drug
manufacturing
Aseptic processes

업무

백신, 프리필드 주사제, 점안액의
무균 제조

위험요소

제품의 미생물 및 미립자 오염

근무환경

GMP A&B 클린룸

무균 제조에서는 공정과 최종 의약품을 보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운영 절차를 엄격히 하고, 적절한 장비 및 개인보호구
를 사용함으로써 오염의 위험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이와 동시에 작업
자들에게 내구성이 뛰어나고 편안한 개인보호구를 제공하여 화학적
위험이나 생물학적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보호해야 합니다.
Tyvek® IsoClean® 후드 없는 전신 작업복 IC 183 B DS

클린 가공과 감마 멸균 처리를 거쳤고, 내부 솔기는 바운드처리 했으며, 손목과
발목 부분에는 터널형 고무가 적용되었습니다.

Cat III III
Category

Type 5-B
TYPE

Type
TYPE6-B
6

EN 14126

EN 1073-2

EN 14126

EN 1073-2*
Class 2

CAT

1

ISO11137
11137-1
ISO
SAL

Helmke Drum

Tyvek® IsoClean® 후드 전신 작업복 IC 105 S CS

클린 가공과 감마 멸균 처리를 하였으며 후드, 신발 커버가 포함된 일체형 멸균
보호복입니다. 엄지 손가락 부분에 고리 형태를 적용해 더욱 안정감 있게 착용할
수 있습니다. GMP A&B 클린룸에 적합합니다.
CAT

1

ISO11137
11137-1
ISO
SAL

Helmke Drum

Tyvek® IsoClean® 신발 커버 IC 458 B MS

클린 가공과 감마 멸균 처리를 거쳤으며 Gripper™ 밑창을 사용해 미끄럼을 방지
한 신발 커버입니다. 멸균 처리를 하지 않은(벌크) 옵션도 있습니다.
EN 14126

CAT

1

Cat III III
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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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ype
PB 6
[6-B]
TYPE

EN 14126

ISO11137
11137-1
ISO
SAL

Helmke Drum

Tyvek® IsoClean® 후드 IC 668 B MS

클린 가공과 감마 멸균 처리를 거쳤고, 내부 솔기는 바운드 처리했으며, 안면
전체가 개방되어 있는 후드입니다. 멸균 처리를 하지 않은(벌크) 옵션도 있습니다.
EN 14126
CAT

1

Cat III III
Category

Final drug
manufacturing
Aseptic processes

Type
PB 6[6-B]
TYPE

EN 14126

ISO11137
11137-1
ISO
SAL

Helmke Drum

Tyvek® IsoClean® 슬리브 IC 501 B MS

클린 가공과 감마 멸균 처리를 거쳤고, 내부 솔기를 바운드처리했습니다.
손목과 상완 부분에는 터널형 고무 밴드를 적용했습니다. 멸균 처리를 하지 않은
(벌크) 옵션도 있습니다.
EN 14126

CAT

업무

1

Cat III III
Category

Type
PB 6
[6-B]
TYPE

EN 14126

ISO11137
11137-1
ISO
SAL

Helmke Drum

백신, 프리필드 주사제, 점안액의
무균 제조

중요사항 :

위험요소

클린 가공과 감마 멸균 처리를 거친 작업복과 액세서리(옵션 코드 MS 및 DS)는
입자 날림을 최소화하도록 가공한 후 접어 포장했기 때문에 ISO Class 4의
클린룸에서 무균 상태로 착용할 수 있습니다. 폴리에틸렌 라이너 2개와 함께 박스 수량을
종이상자에 담아 포장합니다. 감마선을 조사하여 멸균하며, 방사선량은 무균 보증 수준(SAL)
10-6에 해당하는 ISO 11137에 따라 검증했습니다.

제품의 미생물 및 미립자 오염

근무환경

GMP A&B 클린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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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장과 멸균

미생물 및 입자 여과 효율(BFE, PFE)

Tyvek® IsoClean® CS 원단은 미생물 여과 효율이 98.4%이고 입자 여과 효율은
67%(미립자 차단 성능이 재사용 가능한 폴리에스터 원단의 5배 이상)로, 클린룸과 작업자를
모두 보호하기에 매우 적합합니다.

이용가능한 개인보호구 종류

Final drug
manufacturing
Non-aseptic processes

업무

정제, 액체, 분말 또는 페이스트 등의 제형을 제조할 때는 의약품 조제와
관련된 다양한 작업을 수행하는 작업자를 보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공정과 제품의 오염 방지를 고려해야 하는 것은 물론, 작은 입자를 차단하면
서도 내구성과 착용감이 뛰어난 Cat III, Type 4, 5 또는 6 보호복이 필수입
니다.
Tyvek® 600 Plus

후드가 달려 있고, 솔기를 오버록으로 박아 테이프를 둘렀으며, 접착식
Tyvek® 스톰 플랩과 턱 끈이 달린 전신 작업복입니다.

Cat III III
Category

Type
TYPE4-B
4

습식 제립, 배합 및 코팅 작업

EN 1149-5

EN 1073-2

조제, 건조, 분쇄 및
혼합 작업

EN 1149-5

EN 1073-2*
Class 2

위험요소

부식성 액체, 고형 미립자 및 부유성
분진에의 노출

근무환경

GMP C&D 클린룸

Type 5-B
TYPE

Type
TYPE6-B
6

EN 14126

EN 14126

Tyvek® 400

외부 솔기 바느질 처리를 통해 누설률이 매우 낮도록 디자인된 후드가 달린
전신 작업복입니다.

Cat III III
Category

Type 5-B
TYPE

Type
TYPE6-B
6

EN 1073-2

EN 1149-5

EN 1073-2*
Class 2

EN 1149-5

Tyvek® IsoClean® 신발 커버 IC 458 B 00

비-멸균, 벌크 포장으로 제공되며, Gripper™ 밑창을 사용해 미끄럼을 방지한 신발
커버입니다.
EN 14126

Cat III III
Category

Type
PB 6
[6-B]
TYPE

EN 14126

Tyvek® IsoClean® 토시 IC 501 B 00

비-멸균, 벌크 포장으로 제공되며, 소매의 내부솔기는 바운드 처리했습니다.
손목과 상완 부분에는 터널형 고무 밴드가 적용되었습니다.
EN 14126

Cat III III
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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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ype
PB 6
[6-B]
TYPE

EN 14126

이용가능한 개인보호구 종류

API 제조의 생물학적 공정에서는 광범위한 화학물질의 투과를 차단할 수
있는 화학물질 보호복과 보호 장갑(Cat III, Type 3, 4, 5, 6)을 착용해야 합
니다.

API
manufacturing
Biological processes

Tychem® 6000 F 앞치마

화학물질 보호가 가능한 3형식 부분 보호복 앞치마 형태로 유기 화합물(벤젠, 톨루
엔, 아세톤 등)과 무기화합물에 대한 투과 저항을 갖습니다. 유기 화합물을 다루는
현장에서 적합한 보호복입니다.
EN 14126

3

T

업무

유기 화학물질 이송 작업
용제 작업
탱크/용기 청소

위험요소
API 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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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t III III
Category

EN 14126

Type
PB3[3]
TYPE

Tychem® 2000 C 앞치마

화학물질 보호가 가능한 3형식 부분 보호복 앞치마 형태로 산, 염기 등과 같은 무기
화합물에 대한 투과 저항을 갖습니다. 무기 화합물을 다루는 현장에서 적합한 보호
복입니다.
EN 14126

3

T

Cat III III
Category

EN 14126

Type
PB3[3]
TYPE

이용가능한 개인보호구 종류

API
manufacturing
Chemical processes

업무

약제 반응기 청소
동결 건조 API
품질 관리 샘플 채취

화학 공정이 사용되는 API 제조 시에는 미세 입자와 공기 및 수증기의 침투를
막고 수용성 액체와 에어로졸을 차단하는 보호복과 보호 장갑(Cat III, Type
3, 4, 5, 6)을 착용해야 합니다. 일부 공정에서는 고농도의 유기 및 무기 화학
물질도 차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Tyvek® 600 Plus

후드가 달려 있고, 솔기를 오버록으로 박아 테이프를 둘렀으며, 접착식
Tyvek® 스톰 플랩과 턱 끈이 달린 전신 작업복입니다.

Cat III III
Category

Type
TYPE4-B
4

EN 1149-5

EN 1073-2

EN 1149-5

EN 1073-2*
Class 2

API 노출

Type
TYPE6-B
6

EN 14126

Tyvek® 400

외부 솔기 바느질 처리를 통해 누설률이 매우 낮도록 디자인된 후드가 달린
전신 작업복입니다.

Cat III III
Category

위험요소

Type 5-B
TYPE

EN 14126

Type 5-B
TYPE

Type
TYPE6-B
6

EN 1073-2

EN 1149-5

EN 1073-2*
Class 2

EN 1149-5

Tychem® 2000

화학물질 보호가 가능한 3형식 전신보호복으로 산, 염기 등 무기 화합물에
대한 투과저항을 가졌습니다. GMP C&D 클린룸 및 화학물질 노출 작업장에서
적합합니다.

3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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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t III III
Category

Type
TYPE3-B
3

Type
TYPE4-B
4

EN 1073-2

EN 1149-5

EN 14126

EN 1073-2*
Class 2

EN 1149-5

EN 14126

Type 5-B
TYPE

Type
TYPE6-B
6

이용가능한 개인보호구 종류

R&D
Pharmaceutical and
toxicological laboratories

R&D 단계의 약제 및 유해물질 실험실에서 시행하는 다양한 작업에서는
화학물질과 생물학적 물질은 물론 동물에 의한 상처같은 물리적 부상으로
부터 작업자를 보호해야 합니다. 이러한 연구실에서 실시되는 민감한 공정
에서는 사람에 의한 오염도 차단해야 하므로 작업자는 멸균된 보호복을 착
용해야 합니다.
Tychem® 600 Plus

후드가 달려 있고, 봉제된 솔기에 테이프처리를 했으며, 접착식 Tyvek® 스톰
플랩과 턱 끈이 달린 전신 작업복입니다. GMP C&D 클린룸에 적합합니다.

업무

동물 사용
미생물 작업
물리적 및 화학적 분석
품질 관리
샘플 채취

위험요소

부식성 액체, 고형 미립자, 부유성
분진에의 노출, 동물에 의한 상처
작업자에 의한
제조 공정 오염

EN 14126

Cat III III
Category

Type
TYPE4-B
4

EN 1149-5

EN 1073-2

EN 1149-5

EN 1073-2*
Class 2

Type 5-B
TYPE

Type
TYPE6-B
6

EN 14126

Tyvek® 400

외부 솔기를 바느질 처리하여 누설률이 매우 낮도록 디자인된 후드가 달린
전신 작업복입니다.

Cat III III
Category

Type 5-B
TYPE

Type
TYPE6-B
6

EN 14126

EN 1149-5

EN 14126

EN 1149-5

Tychem® 2000 C 토시

이 토시는 길이가 50cm이며 소매와 상완에 신축성이 있는 넓은 고무 밴드를
적용했습니다. Tychem® 보호복과 함께 사용하도록 설계된 Tychem® 액세서리는 유해
물질로부터 노출이 많은 신체 부위를 더 잘 보호할 수 있습니다. 투과율에 대한 상세한
데이터는 듀폰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N 14126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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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 III III
Category

Type
PB [3-B]
TYPE
3

Tyvek® 400 실험복

EN 14126

스냅 단추가 달린 실험복입니다. 내부솔기는 바느질 처리했고 소매에는 고무밴드를
적용했습니다(터널형 아님). 주머니가 없는 카라 형태의 실험복이며 디자인은 세
가지로 제공됩니다. GMP C&D 클린룸에 적합합니다.

Cat III III
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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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가능한 개인보호구 종류

R&D
Research laboratories

업무

합성 공정
추출 공정
발효 공정

위험요소

용제와 소량의 잠재적 유해 화학물질
에의 노출
작업자에 의한 제조 공정 오염

연구실에서는 화학물질 합성, 추출 및 발효 공정 중에 잔여 화학물질이 작업
자의 피부에 닿을 위험이 있습니다. 이러한 연구실에서 실시되는 민감한
공정에서는 사람에 의한 오염도 차단해야 하므로 멸균처리 된 보호복을 착용
해야 합니다.

Tychem® 2000 C 및 Tychem® 6000 F 토시

이 토시 제품은 길이가 50cm이며 소매와 상완에 넓은 고무 밴드를 적용했습니다.
Tychem® 보호복과 함께 사용하도록 설계된 Tychem® 액세서리는 용제와 같은
유해 물질로부터 노출이 많은 신체 부위를 더 잘보호할 수 있습니다. 또한
Tychem® 2000 C 및 Tychem® 6000 F 원단으로 만든 정강이 길이의 앞치마도
있습니다. 투과에 관한 상세한 데이터는 듀폰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N 14126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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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 III III
Category

Type
PB3[3]
TYPE

EN 14126

Tyvek® 400 실험복 PL30NP

스냅 단추가 달린 실험복입니다. 내부솔기는 바느질 처리했고 소매에는 고무밴드를
적용했습니다(터널형 아님). 주머니가 없는 카라 형태의 실험복이며 디자인은 세
가지로 제공됩니다. GMP C&D 클린룸에 적합합니다.

Cat III III
Category

Tyvek® IsoClean® 실험복 270 B MS

클린룸과 실험실에서 수행되는 작업에 적합한 실험복입니다(GMP A&B). 목과 내부
솔기를 바운드 처리했고 손목 부분에는 터널형 고무 밴드를 적용했습니다. 앞부분에
스냅 단추가 있어 입고 벗기가 쉽습니다. 세탁 및 감마 멸균 처리를 완료했으며 무균
방식으로 접어 포장됩니다. 비멸균(벌크) 옵션도 가능합니다. 비멸균(벌크) 제품은
GMPC&D 클린룸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EN 14126
CAT

1

Cat III III
Category

Type
PB 6
[6-B]
TYPE

EN 14126

ISO11137
11137-1
ISO
SAL

Helmke Drum

Tyvek® IsoClean® 토시 501 B MS

클린룸과 실험실에서 적합한 토시입니다(GMP A&B). 세탁 및 감마 멸균 처리를
거쳤고, 내부 솔기는 바운드 처리했으며 손목과 상완 부분에는 터널형 고무 밴드가
적용되었습니다. 비멸균(벌크) 옵션도 가능합니다.
비멸균(벌크) 제품은 GMPC&D 클린룸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EN 14126
CAT

1

Cat III III
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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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ype
PB 6
[6-B]
TYPE

EN 14126

ISO11137
11137-1
ISO
SAL

Helmke Drum

Global
Rea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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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chnical centers

Thermo-Man® Units

Arc-Man® Units

Singapore fac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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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듀폰 개인안전사업부
safespec.dupont.co.kr
dpp.dupont.com
DuPont Personal Protection

이 정보는 듀폰이 신뢰할 수 있다고 믿는 기술적 데이터를 바탕으로 합니다. 이는 추가 정보나 경험에 따
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듀폰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으며, 이 정보와 관련하여 어떠한 의무나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필요한 개인보호구를 적절히 판단하는 것은 사용자의 책임입니다. 여기에 명시된 정보는 통제

된 조건에서 특정한 직물의 성능을 반영한 것입니다. 이 정보는 기술적 전문지식을 보유하고 있으며 구체

적인 정보 사용 조건 하에서 위험을 부담하면서 재량에 따라 평가를 수행하는 사람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마련된 것입니다. 이 정보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반드시 선택한 장갑이 의도한 용도에 맞는지 먼저 확
인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자료는 장갑 제조업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재가 닳거나 구멍이 생긴 경우,
최종 사용자는 추가적인 부상을 입지 않도록 장갑 사용을 중단해야 합니다. 사용 환경은 듀폰에서 통제할
수 없으므로 듀폰은 상품성의 보증, 특정목적의 적합성의 보증을 포함하여 제한없이 명시적 또는 묵시적

인 그 어떠한 보증도 하지 않으며, 본 정보의 사용과 관련하여 어떤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본 정보는 각종
물질 또는 그 사용과 관련하여 듀폰 또는 제3자의 상표나 특허권, 기술 정보를 침해하여 운영하거나 권고
하는 라이선스가 아닙니다. 별도의 언급이 없을 경우 ™, SM, ® 표시가 있는 모든 DuPont™, 타원형
DuPont 로고, 모든 상표와 서비스 마크는 DuPont de Nemours, Inc. 계열사의 소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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