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MOTEX社 중국 (직지형)

WRP社 말레이시아

Motex社 태국 Puritex社 말레이시아

MOTEX社 태국

MOTEX社 중국 (곡지형)



SIZE 5.5

SIZE 6.0

SIZE 6.5

SIZE 7.0

SIZE 7.5

SIZE 8.0

SIZE 8.5

제조사
Motex 社 / 중국
CE 인증, ISO 13485, GMP 인증

제품설명
- 사이즈별로 각각 다른 테두리 칼라가 있어 식별이 용이
- 인체공학을 도입한 직지형 모양
- 감마멸균 처리된 1조입 수술용 장갑
- 십 수 년간 각 대학병원에서 사용하여, 품질이 뛰어나고 신축성이 강함

포장상세
1조입 / 50조입 / 400조입 (1BOX)



제조사
Motex 社 / 중국
CE 인증, ISO 13485, GMP 인증

제품설명
- 사이즈별로 각각 다른 테두리 칼라가 있어 식별이 용이
- 인체공학을 도입한 곡지형 모양
- 감마멸균 처리된 1조입 수술용 장갑
- 십 수 년간 각 대학병원에서 사용하여, 품질이 뛰어나고 신축성이 강함

포장상세
1조입 / 50조입 / 400조입 (1BOX)

SIZE 5.5

SIZE 6.0

SIZE 6.5

SIZE 7.0

SIZE 7.5

SIZE 8.0

SIZE 8.5



제조사
WRP 社 / 말레이시아
CE 인증, ISO 13485 인증

제품설명
- 감마멸균 처리 1조입 수술용 장갑
- 고무 및 파우더에 의해 알레르기 반응이
   일어나는 특수 체질을 위한 제품
- 리칭2회, 파우더(無) 표면 엠보싱 처리된
   프리미엄 장갑

포장상세
1조입 / 50조입 / 400조입 (1BOX)

SIZE 6.5

SIZE 7.0

SIZE 7.5

SIZE 8.0

S SIZE

M SIZE

L SIZE

제조사
Motex 社 / 태국
CE 인증, ISO 13485 인증

제품설명
- 천연고무 라텍스 제품
- 감마 멸균 처리된 1조입 멸균 장갑
- 수술실 및 치과, 검사용 장갑으로,
   중앙공급실, 병동용으로 널리 사용됨
- 각 BOX별 색상구분이 되어 식별용이

포장상세
1조입 / 50조입 / 300조입 (1BOX)



XS SIZE

M SIZE

S SIZE

L SIZE

제조사
Puritex 社 / 말레이시아
ISO 9001, ISO 13485 인증

제품설명
- 1개입 검사용 장갑
- 뛰어난 표면처리 기술로
   최상의 착용감과 안정감을 제공
- 실험실, 연구실 등에서 편리하게 사용 가능함
- 좌,우 구분이 없어 뽑아쓰기 편리함
- 일본으로 수출되는 고품질 장갑

포장상세
1개입 / 100개입 / 1,000개입 (1BOX)

S SIZE

M SIZE

L SIZE

제조사
Motex 社 / 태국

제품설명
- 12개입 검사용 장갑
- 고무 및 파우더에 의해 알레르기 반응이
   일어나는 특수 체질을 위한 제품
- 리칭 2회, 파우더(無), 표면 엠보싱 처리된
   프리미엄 장갑

포장상세
1개입 / 100개입 / 1,000개입 (1BOX)



SKIN ANGEL

S SIZE

M SIZE

L SIZE

제조사
Motex 社
CE 인증, ISO 9001, 13485 인증

제품설명
- 1개입 100% 니트릴 제품
- Tension을 최적화하여 피로감 감소
- 독한 화학 약품에도 내성이 강함
- 장시간 착용하여도 피부 손상이 없음
- 실험실, 연구실 등에서 편리하게 사용 가능함

포장상세
1개입 / 100개입 / 1,000개입 (1BOX)





제조사
Ningbo Advan 社 / 중국
CE 인증, FDA 인증, ISO 13485 인증

제품설명
- 인체공학적인 설계로 심플하고 깔끔한 디자인으로
   사용하기 쉽고 빠른 작업이 가능하도록 설계
- R타입과 W타입의 스테플러 양쪽에 사용 가능

포장상세
1개입 / 200개입 (1Carton)

제조사
(주)블루베리엔에프티 / 국산

제품설명
- 환자의 불쾌감을 없애고,
   초음파 화상의 허상을 제거함
- COVER 끝 부분에 실리콘 오일 처리가 되어
   별도의 GEL을 사용할 필요가 없음
- 1973년 회사 설립 이후로 각 대학 병원에
   공급되어져 온 검증된 제품

포장상세
1개입 / 100개입 / 3000개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