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의 위생과 안전을 생각합니다.

국내 마스크 제조 전문 기업 '에버렉스’
다년간의 위생용품 제작 및 관리 노하우를 바탕으로
더욱 위생적이며 안전한 제품으로 고객님께 다가가겠습니다.

KF94
MASK

KF80
MASK

KFAD
MASK

식약처 허가 받은 제품만 제조하는

국내 마스크 제조 전문 기업 '에버렉스’
다년간의 위생용품 제작 및 관리 노하우를 바탕으로 더욱 위생적이며
안전한 제품으로 고객님께 다가가겠습니다.

회사명

주식회사 에버렉스

본사/제조사 소재지

경기도 양주시 광적면 현석로 413번길 160 ‘에버렉스’

제조품목

KF-94, KF-80, KF-AD

제조사 규모

양주공장(2,500평)│평택공장(1,300평)│화성공장(400평)

전

화

1661 - 3663

팩

스

070-7547-4095

이메일

everlex@naver.com

홈페이지

http://www.everlex.kr
https://smartstore.naver.com/everlex

자체 기술력
생산라인
보유

철저한 품질
관리 및 생산

안정적
원자재 수급

안정적
생산량
+
안정적
품질관리

유통시스템의 최소화, 거품을 걷어내고,

품질에 투자 하였습니다.

홍보 및 유통시스템을 최소화하여, 제품과 품질이라는 본질에 집중했습니다.
생산력과 원자재에 아낌없이 투자하여 합리적인 가격을 제시합니다.

제조 관리사의 생산 원자재
전수 검수 및 자체 테스트

전문 Operator

RoHS 특정유해물질 검사

책임자 지정으로

최신식 생산설비

식약처 인정 받은

철저한 원자재 관리

철저한 시스템화

원자재 업체 제휴

철저한 위생 관리

저희 에버렉스 제품은 현장에 상주해 있는 제조관리자의
생산 원자재 전수 검수 및 제품 테스트가 매일 진행되고 있으며,
전문 Operator와 기술자들의 철저한 관리와 시스템화로
안정적인 생산량을 자랑합니다.

위생적인 환경과
철저한 공정관리로
품질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자체 품질검사가 가능한 장비보유와 관련 전문 인력이
생산되는 모든 부자재의 전수검사로 식약처 기준에 충족하는
제품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QC 실

필터 테스트

투과측정 및 효율 테스트

파우치 포장 실, 파우치 실링 실 , 패키지 포장 실
각각의 독립된 공간에서 철저한 관리하에
모든 공정 작업이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파우치 포장 실

파우치 실링 실

패키지 포장 실

에버렉스 본사는 세스코와 협약하여

제품을 위한 위생과 철저한 생산관리
국내기업인 ‘에버렉스’는 검증된 원자재와 본사에서 상시 진행되는
자체 성능 검수로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제품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설비장비 효율적 배치
작업 동선 확보
생산 집중. 품질 향상

제조관리사와 QC의
제품 테스트 진행 후
통과된 제품만 출하

에버렉스는
원자재, 생산, 출하까지,
최고의 노력을 아끼지 않습니다!!

1차

원자재 관리. 상태
검수 1차 진행

포장팀의 독립된
1인 파티션작업 공간으로
위생적인 포장 작업

2차

생산 1단계
검수 2차 진행

3차

완제품 2단계
검수 진행

자동화 시스템으로
제품의 오염요소로부터
최소한의 환경구축

완제품
출 하

에버렉스 원자재
대량의 원자재 확보와 책임자 지정관리로 우수한 품질의 제품을 만듭니다.
수시로 진행되는 자체 테스트로 제품의 안전과 우수성을 최고의 컨디션으로 유지하고자 노력합니다.

KF94 /KF80 (H-MB 필터)

KF-AD

장시간 호흡에도 우수한 내구성 과 성능 유지

Anti Droplet(미세 물방울 차단)

경쟁제품 대비 우수한 공기 투과성 (호흡 편의성

안감, 겉감, MB필터 사용으로 피부 저자극

개선) BFE 세균여과 효율 99.9%, 염화나트륨(NaCl)

순도시험(색소, 산, 알칼리, 형광증백제,

94%이상 파라핀오일 94% 이상 적합

포름알데히드)통과 액체저항성

멤브레인 특성 측정

에버렉스 필터 테스트

자사 마스크 Membrane 특성 시간 경과에 따른

(물방울이 30분 이내 떨어지지 않음)

본사 장비로 파라핀오일 투과 측정 테스트로,

액체 부피 감소 테스트

에버렉스에서 사용하는 MB필터는 97% 이상

Membrane 특성이란?

차단효율을 보임. 보건용 기준은 97%이상 효율

액체는 비 투과 하며 기체는 투과하는 특성

테스트 결과

(비말 및 바이러스 차단 및 숨쉬기 용이한 구조)

안정성 입증된 마스크
국내 마스크 제조기업인 에버렉스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허가 받은 제품만을 생산 하고 있습니다.

BEF 시험성적서

KATRI 피부자극 테스트 시험성적서

ISO 환경경영시스템

ISO 품질경영시스템

품목허가증
국내 마스크 제조기업인 에버렉스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허가받은 제품만을 생산 하고 있습니다.

KF94 Mask

KF80 Mask

KF-AD Daily Mask

KF-AD Smart Mask

시험성적서
국내 마스크 제조기업인 에버렉스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허가받은 제품만을 생산 하고 있습니다.

KF94 Mask

KF80 Mask

KF-AD Daily Mask

KF-AD Smart Mask

에버렉스 제품소개
everlex Product Description

4중 구조 고효율 정전필터

황사, 방역 마스크

3중 구조 고효율 정전필터

비말차단 마스크

- 황사와 미세먼지를 효과적으로 막아주는 4중 구조 고효율정전필터를 사용했습니다.

- 비말 감염원을 효과적으로 막아주는 3중 구조 MB필터를 사용했습니다.

- 4겹의 기능성 원단으로 미세먼지의 차단에 특화된 마스크입니다.

- 3겹의 기능성 원단이 비말 감염원 차단에 특화된 마스크입니다.

- 대기오염, 박테리아, 꽃가루 및 기타 유해한 입자로부터 사용자들을 안전하게 보호해 줍니다.

- 사용자의 호흡기를 안전하게 보호해 줍니다.

- 안감은 고급 ES원단 열처리 방식으로 조직이 부드러우며 피부자극 최소화 합니다.

KF94
everlex KF94 Mask(L-size)
제품명

KF94 황사.방역 마스크 (대형)

색

상

흰색

사이즈

L-size (153mm X 205mm)

구

조

3단 접이형

전성분

겉감(부직포), 지지체(부직포), 필터(부직포), 안감(부직포)
끈(폴리우레탄 나일론 끈), 코편(폴리프로필렌피복철사)

효능 . 효과

황사, 미세먼지 등 입자성 유해물질 및 감염원으로 부터 호흡기 보호

KF94 Pouch (1ea)
size : 110 x 275(mm)
weight : 9.573g

KF94 IN BOX (25ea)
size : 115 x 115x 285(mm)
weight : 307g

KF94 IN BOX (50ea)
size : 225 x 115x 285(mm)
weight : 613g

KF94 OUT BOX (500ea)
size : 595 x 470 x 305(mm)
weight : 7,515g

KF94
everlex KF94 Mask(M-size)
제품명

KF94 황사.방역 마스크 (중형)

색

상

흰색

사이즈

M-size (140mm X 185mm)

구

조

3단 접이형

전성분

겉감(부직포), 지지체(부직포), 필터(부직포), 안감(부직포)
끈(폴리우레탄 나일론 끈), 코편(폴리프로필렌피복철사)

효능 . 효과

황사, 미세먼지 등 입자성 유해물질 및 감염원으로 부터 호흡기 보호

KF94 Pouch (1ea)
size : 110 x 260(mm)
weight : 8.570g

KF94 IN BOX (25ea)
size : 115 x 115x 265(mm)
weight : 274g

KF94 IN BOX (50ea)
size : 225 x 115x 265(mm)
weight : 548g

KF94 OUT BOX (500ea)
size : 595 x 470 x 285(mm)
weight : 6,816g

KF94
everlex KF94 Mask(S-size)
제품명

KF94 황사.방역 마스크 (소형)

색

상

흰색

사이즈

S-size (132mm X 181mm)

구

조

3단 접이형

전성분

겉감(부직포), 지지체(부직포), 필터(부직포), 안감(부직포)
끈(폴리우레탄 나일론 끈), 코편(폴리프로필렌피복철사)

효능 . 효과

황사, 미세먼지 등 입자성 유해물질 및 감염원으로 부터 호흡기 보호

KF94 Pouch (1ea)
size : 110 x 240(mm)
weight : 7.849g

KF94 IN BOX (25ea)
size : 115 x 115x 245(mm)
weight : 248g

KF94 IN BOX (50ea)
size : 225 x 115x 245(mm)
weight : 496g

KF94 OUT BOX (500ea)
size : 595 x 470 x 265(mm)
weight : 6,121g

KF80
everlex KF80 Mask(L-size)
제품명

KF80 황사 마스크 (대형)

색

상

흰색

사이즈

L-size (153mm X 205mm)

구

조

3단 접이형

전성분

겉감(부직포), 지지체(부직포), 필터(부직포), 안감(부직포)
끈(폴리우레탄 나일론 끈), 코편(폴리프로필렌피복철사)

효능 . 효과

황사, 미세먼지로 부터 호흡기 보호

KF80 Pouch (1ea)
size : 110 x 275(mm)
weight : 9.573g

KF80 IN BOX (50ea)
size : 260 x 115x 295(mm)
weight : 634g

KF80 IN BOX (25ea)
size : 134 x 115x 295(mm)
weight : 307g

KF80 (25ea) OUT BOX : 400ea
size : 545 x 485 x 315(mm)
weight : 4,730g

KF80 (50ea) OUT BOX : 300ea
size : 545 x 365 x 315(mm)
weight : 4,719g

KF80
everlex KF80 Mask(M-size)
제품명

KF80 황사 마스크 (중형)

색

상

흰색

사이즈

M-size (140mm X 185mm)

구

조

3단 접이형

전성분

겉감(부직포), 지지체(부직포), 필터(부직포), 안감(부직포)
끈(폴리우레탄 나일론 끈), 코편(폴리프로필렌피복철사)

효능 . 효과

황사, 미세먼지로 부터 호흡기 보호

KF80 Pouch (1ea)
size : 110 x 260(mm)
weight : 8.570g

KF80 IN BOX (25ea)
size : 115 x 115x 265(mm)
weight : 274g

KF80 IN BOX (50ea)
size : 225 x 115x 265(mm)
weight : 548g

KF80 OUT BOX (500ea)
size : 595 x 470 x 285(mm)
weight : 6,816g

KF80
everlex KF80 Mask(S-size)
제품명

KF80 황사 마스크 (소형)

색

상

흰색

사이즈

S-size (132mm X 181mm)

구

조

3단 접이형

전성분

겉감(부직포), 지지체(부직포), 필터(부직포), 안감(부직포)
끈(폴리우레탄 나일론 끈), 코편(폴리프로필렌피복철사)

효능 . 효과

황사, 미세먼지로 부터 호흡기 보호

KF80 Pouch (1ea)
size : 110 x 240(mm)
weight : 7.849g

KF80 IN BOX (25ea)
size : 115 x 115x 245(mm)
weight : 248g

KF80 IN BOX (50ea)
size : 225 x 115x 245(mm)
weight : 496g

KF80 OUT BOX (500ea)
size : 595 x 470 x 265(mm)
weight : 6,121g

KFAD
everlex KFAD Mask (L-size)
제품명

KFAD 비말 마스크 (대형)

색

상

흰색

사이즈

L-size (95mm X 175mm)

구

조

3단 접이형

전성분

겉감(부직포), 필터(부직포), 안감(부직포), 끈(폴리우레탄 나일론 끈),
코편(폴리프로필렌피복철사)

효능 . 효과

일상 생활에서 비말감염 예방

KFAD(10EA) Pouch
size : 145 x 300(mm)
weight : 43g

KFAD(10EA) OUT BOX (500ea)
size : 500 x 300 x 300(mm)
weight : 2,862g

KFAD(50EA) IN BOX (50ea)
size : 195 x 90 x 100(mm)
weight : 216g

KFAD(50EA) OUT BOX (2,000ea)
size : 500 x 470 x 400(mm)
weight : 10,568g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