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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표산업주식회사는 한국구두약의 대명사인
말표구두약으로 대표되는 생활용품과 건물관리용품,
자동차용품 부문에서 반세기에 걸쳐 광택제,
세제 업계를 선도해온 전문기업이라는 점에
커다란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원과 신뢰를 바탕으로 일관되게 추구해온
「아름다운 생활 환경의 조성」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창사이래 축적된 전문기술역량과 경험을 결집하여
새로운 생활문화의 PARADIGM에 적합한 제품을 제공하여

CREATE A BETTER
LIVING ENVIRONMENT

고객 여러분께 더욱 가까이 다가가고 나아가
세계시장에서도 인정받는 기업이 되도록
꾸준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환경을 먼저 생각하는 경영정신으로 새로운 역사를

60여 년간 축척된 전문기술과 경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생활문화를 선도하는 제품으로 고객 여러분을 만나고
세계시장에도 인정받는 기업이 되도록 말표산업은
오늘도 꾸준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만들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며 지속적인 사랑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건물관리용품

주방위생세척제

세탁세제

바닥광택제 . 목재바닥용 광택제/이형제
왁스 박리제 . 다목적 세정제 . 농축세제
금속 광택제 . 코팅광택제 . 유리세정제
물비누 . 손세정제 . 화장실용 세정제

식기세척기 세제/린스 . 고농축 세제/린스
스케일 제거제 . 담금제 . 기름때 제거제
채소 과일 세척 살균제

액상 세탁세제 . 친환경 세탁세제
염소중화제 . 염소계 표백제
계면활성제 첨가제 . 알칼리 부스타
섬유유연제 . 산소계 표백제

건물관리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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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닥광택제
엠피스노바

코팅 88
용량 : 3.75*4ea

바닥용 광택제
엠피스노바는 고성능의 바닥 광택제로써 뛰어난 광택력과 강한
지구력으로 노동력과 시간, 비용을 줄여주며, 스크래치, 스커프,
오염 등에 강한 효과를 볼 수 있으며, 특히 통행량이 많은 장소 혹은
공장 바닥에 적합합니다.

리커버

용량 : 5L*2ea

UHS 바닥왁스용 코팅제
리커버는 오래된 왁스 바닥 표면의 손상과 저하된 광택을
재코팅이나 박리작업 없이 회복시켜 줌으로써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바닥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엠피쇼우

용량 : BIB 18.75L

최고급 바닥 광택제
엠피쇼우는 별도로 설계 개발된 폴리머를 사용하여 개발된
프리미엄급 Dry Bright 최고급 바닥 광택제로써 스크래치, 스커프,
오염 등에 강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엠피스프라임

용량 : BIB 18.75L

UHS전용 바닥 광택제
엠피스프라임은 UHS전용 바닥 광택제로써 노동력과 시간, 비용을
줄여주며, 스크래치, 스커프, 오염 등에 강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용량 : 18.75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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엠피스라이드

용량 : 18.75L

바닥용 광택제

경제형 바닥용 광택제

코팅88은 특수 수지가 함유된 고급형 바닥 광택제로써 도막이 매우
견고하여 통행이 많은 건물바닥에 적합하며, 건조가 빠르고 광택과
선명도가 오랫동안 지속됩니다.

엠피스라이드는 밝은 광택과 견고한 내구성을 가지고 있으며,
노동력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경제형 바닥 광택제 입니다.

엠피스샤인은 향상된 내구력과 쉬운 작업 여건을 제공하며, 다양한
바닥에 적용되는 경제적인 바닥 광택제 입니다.

엠피스퀸

엠피스탑

우드피니쉬

용량 : 18.75L

용량 : 18.75L

용량 : BIB 18.75L

엠피스트라는 많은 통행량에도 코팅막의 내구력이 뛰어나 시간과
노동력을 절약해주며, 광도과 좋고 오래가며 고속 광택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바닥용 광택제

목재 바닥 광택제

엠피스퀸은 특수 수지의 고급형 바닥 광택제로써 도막이 매우
견고하여 신발 자국과 같은 때나 긁힘 등으로부터 통행이 많은
건물 바닥을 오랫동안 잘 보호하여 줍니다. 또한 건조가 빠르고
좋은 광택과 선명도가 오래 지속됩니다.

엠피스탑은 도막이 매우 견고하여 신발자국과 때가 잘 타지 않으며,
건조가 빠르고 바닥에 광택 및 보호막을 형성하여 좋은 광택이
오랫동안 지속됩니다.

엠피스우드피니쉬는 고성능의 수용성 목재전용 광택제로써 뛰어난
광택력과 강한 지구력으로 노동력과 시간, 비용을 줄여주며
스크래치, 스커프, 오염 등에 강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엠피스컴

뉴존왁스

페이스트 왁스

용량 : 18.75L / 3.75L*6ea

용량 : 18.75L

고급형 바닥용 광택제

목재바닥용 광택제, 이형제

엠피스컴은 엄선한 특수폴리머를 사용하여 제조되어 저항력 및
광택지속력이 우수하며, 광택의 선명도 유지, 긁힘 방지는 물론
고르게 잘 퍼져 재코팅이 쉬우므로 노동력이 절약되는 우수한
제품입니다.

뉴존왁스는 향상된 내구력과 쉬운 작업 여건을 제공하며, 다양한
바닥에 적용되는 경제적인 바닥 광택제 입니다.

페이스트 왁스는 목재 바닥용 광택제로써 뛰어난 내수성과 방오성을
가진 유성타입의 왁스이며, 이형제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엠피스테이

엠피스가드

포렉스샤인

용량 : BIB 18.75L

용량 : 18.75L

병원전용 최고급 광택제(저취성 왁스)
엠피스프라임에스는 특별히 엄선한 특수폴리머를 사용하여
제조되어 광택도 및 광택지속 효과가 우수한 바닥광택제입니다.
엠피스프라임에스를 사용함으로써 바닥의 외관상 광택 및
아름다움이 증대될 뿐만 아니라 각종 트래픽으로부터 저항력이
증대되어 발자국 발생이나 스크래치 등을 예방 시켜주며 나무바닥을
제외한 모든종류의 바닥에 사용이 가능합니다.

용량 : 3.75L*4ea

신개념 UHS겸용 바닥용 광택제

경제형 바닥용 광택제

유리, 금속 코팅 광택제(목재 및 다용도)

엠피스테이는 전통적인 방법과 UHS System을 겸용할 수 있으며,
건조시간이 빠르고 냄새가 적고 스크래치, 스커프 등에 내구력이
뛰어날 뿐만 아니라 여러 번의 코팅작업으로 광택상승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엠피스가드는 향상된 내구력과 쉬운 작업 여건을 제공하며, 다양한
바닥에 적용되는 경제적인 바닥 광택제 입니다.

포렉스 샤인은 목재, 유리, 가구, 스텐 등 다용도 표면 광택제로써
다양한 표면에 사용이 가능하며 사용시 상쾌한 레몬 잔향으로
작업이 즐거워집니다.

용량 : 18.75L / 3.75L*6ea

코팅77은 도막이 매우 견고하여 신발자국과 때가 잘 타지 않으며,
건조가 빠르고 바닥에 광택 및 보호막을 형성하여 좋은 광택이
오랫동안 지속됩니다.

용량 : 18.75L

바닥용 광택제
용량 : 18.75L

용량 : 18.75L

바닥용 광택제

엠피스베이스
엠피스프라임에스

용량 : 1L*6ea

바닥용 광택제(저취성)

바닥 광택제
프리미엄 UHS겸용 바닥광택제

용량 : 18.75L

바닥용 광택제

코팅 77
엠피스트라

엠피샤인

엠피스노바는 고성능의 바닥 광택제로써 뛰어난 광택력과 강한
지구력으로 노동력과 시간, 비용을 줄여주며, 스크래치, 스커프,
오염 등에 강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청결함과 함께 바닥재의 특성을 살려 주는 맑은
광택으로써 건물의 품위와 건강미가 더욱 돋보이게
하는 말표왁스는 깨끗한 환경을 생각하는
건물관리방법과 다양한 관리 용품을 제공합니다.

건물관리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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왁스 박리제

존스트립

존스트립프로

용량 : 5L*2ea

바닥 왁스 박리용 고농축 바닥 박리제
존 스트립 프로는 고성능 바닥 박리제로 빠르게 흡착되고 한번의
작업으로 박리가 가능하며 여러가지 희석비율로 사용 가능하여
세제를 여러 번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뛰어난 성능을 갖춘 경제적인
박리제입니다.

용량 : 18.75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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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렉스DC

용량 : 3.75L*6ea

카페트 크리너

경제형 바닥 박리제

건물 바닥용 강력 다목적 살균 세척제

카페트 전용 세정제

존스트립은 경제형 바닥왁스 박리제로써 광택제를 벗겨내는데
효능이 극히 좋으며, 희석률에 따라 광택제 또는 피막제를
벗겨낼 수 있습니다.

포렉스 디씨는 강력한 세척력으로 찌든 때 제거와 살균효과,
광택 보호기능을 가진 다목적 살균 세척제로 모든 표면에
사용 가능합니다.

카페트크리너는 특수 거품 처리방법으로 카페트의 오물과 먼지의
탁월한 세척력을 가지며, 세척 후 카페트의 유연성을 높여주고
수명을 연장시켜 줍니다.

다목적 세정제

포렉스빅

손세정제

용량 : 18.75L

공장바닥용 강력 공업용 수성세제

포렉스프리

용량 : 18.75L

용량 : 18.75L

포렉스FC

용량 : 18.75L

프리미엄 바닥 박리제

고농축 건물 바닥용 다목적 세제

포렉스프리는 프리미엄 바닥 왁스 박리제로써 린스가 필요없는
경제적인 초고속 박리제입니다.

포렉스 에프씨는 여러가지 잡다한 때를 효과적으로 제거 해주는
다목적 세제로써, 규산염이 가미된 비이온 합성세제로 모든
세척대상물을 효과적으로 세척해 줍니다.

포렉스빅은 강력 공업용 수성세제로써 공장내 기계부품 및 공구,
기계장비 등에 묻은 기름때의 세척 뿐만 아니라 방청효과를 줍니다.

포렉스솝 AB

용량 : 3.75L*6ea

항균거품형 손세정제
포렉스솝 에이비는 주방용 손 세정 항균 물비누로 안전하면서
위생이 요구되는 지역에 필수적인 제품입니다.

Dr.Horse 다목적세정제

용량 : 500ml*12ea

저취/저자극 강력 다목적 세정제

포렉스퓨어

용량 : 18.75L

UHS 크리너

용량 : 18.75L

비유독 바닥 왁스 박리제

건물바닥용 린스가 필요없는 경제성 농축 세제

포렉스퓨어는 특수건강진단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박리제입니다.
모든 종류의 광택제 박리작업에 광범위하게 사용할 수 있는
강력하고 안전한 왁스 박리제입니다.

UHS크리너는 모든 표면에 더러운 때를 효과적으로 제거해 주며,
작업 후 린스가 필요없는 경제적 농축 세제로써 건물관리 시스템에
효과적일 뿐만 아니라 작업 시간과 사용비용을 절감해 줍니다.

닥터홀스 다목적세정제는 바닥, 벽면, 오븐, 렌지 후드 등 모든 곳의
기름때를 완벽히 제거해줍니다.
전용 거품타입 스프레이건을 사용하여 적은 양으로도 효과적인
세정을 도와주며, 호흡기와 피부의 자극을 최소화하였습니다.

포렉스마일드

용량 : 3.75L*6ea

손 세정용 고급 물비누 (컬러:진주/핑크)
포렉스 마일드는 주방용 손 세정 고급 물비누로 고품질의
계면활성제 성분의 효율적 활성작용으로 오물을 신속하게
분리시키며 부드러운 감촉을 남기고 피부에 손상을 주지 않으며
상쾌함과 지속적인 향기를 느낄 수 있는 제품입니다.

유리 세정제
포렉스오프

용량 : 18.75L

포렉스 아쿠아

용량 : 3.75L*4ea

실버링

용량 : 18.75L / 3.75L*6ea

포렉스솝

18.75L / 3.75L*6ea

강력 바닥 박리제

건물 바닥용 고농축 세제(화강석, 대리석)

유리세정제

손 세정용 경제형 물비누 (컬러:그린/핑크)

포렉스오프는 강력 바닥 왁스 박리제로써 기타 수지 광택제를
벗겨내는데 효능이 좋으며, 희석률에 따라 광택제 또는 피막제를
벗겨낼 수 있습니다.

포렉스 아쿠아는 고농축 중성세제로 냄새가 적고 자극적이지 않아
안전하며 VCT타일, 화강석, 대리석에 사용 가능합니다.

실버링은 탁월한 세척력을 가진 강력 유리세정제로써, 유리를 맑고
선명하게 관리해 줍니다.

포렉스솝은 손 세정용 경제형 물비누로써 공공장소의 화장실, 호텔,
주방 등 다양한 곳에서 핸드솝 디스펜서에 넣어 사용할 수 있으며,
간편하게 유지관리가 가능합니다.

CR-1

스위퍼에스

실버글라스

포렉스솝에스

용량 : 18.75L / 3.75L*6ea

용량 : 18.75L

용량 : 500ml / 600ml

용량 : 18.75L

바닥 왁스 박리제

다목적 세정제

다목적 유리세척제

손 세정용 물비누

씨알-1은 모든 왁스류의 피막을 쉽게 벗겨낼 수 있는 바닥 왁스
박리제로써, 광택제 뿐만 아니라 기초 피막제도 박리 할 수 있습니다.

스위퍼에스는 물로 세척 가능한 모든 표면에 사용이 가능하며,
계면활성제의 특수작용으로 세정표면을 부식시키지 않으며 심하게
고착된 기름때나 찌든때도 구석구석까지 침투 분해시켜 깨끗이
제거시켜줍니다.

실버500,600은 유리에 묻은 먼지, 기름때, 손때, 지문 등
잘 지워지지 않는 때를 강한 세정작용으로 분해해주는 강력
유리세정제 입니다. 닦은 후 재 얼룩이 잘 생기지 않으며 먼지의
재부착 방지 효과를 줍니다.

포렉스솝에스는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접할 수가 있어 항상 오염에
감염되기 쉬운 손을 항상 말끔하게 씻어주어 늘 깨끗한 상태의
손 위생환경을 유지해 줄 뿐만 아니라 보다 밝고 깨끗하며 건강한
생활을 가져다 줍니다.

포렉스 퀵

CR-2

용량 : 18.75L

경제형 왁스 박리제
포렉스퀵은 고농축 왁스 박리제로써 기타 수지왁스를 벗겨내는데
효능이 좋으며, 광택제 또는 피막제를 벗겨낼 수 있습니다.

용량 : 18.75L

수용성 다목적 세정제
씨알-2는 다목적 세정제로써, 일반바닥, 벽, 타일, 목재, 철재 등
다양한 곳에 사용할 수 있으며, 지워지지 않는 때도 효과적으로
제거해 줍니다.

카페트크리너
카페트EX크리너

폼솝

18.75L / 3.75L*6ea

거품형 손 세정제
용량 : 3.75L*4ea

고농축 저기포성 카페트 EX 크리너
카페트 이엑스 크리너는 카페트 전용 고농축의 경제적인 세제로
재오염을 방지하여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고 거품이 잘 일지 않아
사용이 편리하고 장비 내부를 보호하며 울 및 합성소재에 모두
적합합니다.

폼솝은 손 세정용 거품비누로서 사용시 풍부한 거품으로 손의
오염물을 깨끗하게 제거해 줍니다.

건물관리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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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스테인레스세정제
크리나지

용량 : 18.75L/ 3.75L*6ea

화장실세제
볼베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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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기세척기용 전용세제
용량 : 18.75L/ 1L*6ea

하이지 세이프

위생세척제

식기세척기용 헹굼보조제
용량 : 18.75L

하이지 린스100

용량 : 18.75L

구리, 니켈, 크롬 강철류 광택제

화장실용 세정제

식기세척기용 세척제

경제형 식기세척기용 헹굼보조제

크리나지는 금속의 찌든 때나 녹물 등을 제거하여 금속 본래의
광택을 되살려 주는 금속 광택제 입니다.

볼 베터는 산성 세제로서 표면 부착이 잘 되고 화장실에 닦기 힘든
물때, 녹 제거와 살균 및 악취를 제거하는 강력 살균 세제로
공중시설에 사용하는 변기 세제 입니다.

하이지세이프는 환경표지인증제품으로 자동식기세척기에 쓰이는
액체농축 세척제입니다. 모든 용기에 안전하게 사용 하실 수 있으며,
확실한 세정력으로 스케일 형성을 억제하고 경비를 절감시켜 줍니다.

하이지린스100은 자동식기 세척기에 쓰이는 경제형 헹굼 보조제로
물이 급속히 마르며, 광택이 나고 얼룩이 전혀 남지 않습니다.
행주로 인한 세균감염의 위험을 줄여줍니다.

포렉스SSC

포렉스뉴트럴

하이지 브이크린2

하이지 린스파워

용량 : 540ml*12ea

용량 : 18.75L/ 1L*6ea

용량 : 18.75L/ 3.75L

용량 : 18.75L

스테인레스 세정, 광택제

화장실용 세정제

식기세척기용 세척제

식기세척기용 헹굼보조제

포렉스 에스에스씨는 스테인레스 스틸과 같은 금속, 에나멜이
칠해진 표면, 플라스틱의 세척, 광택 및 표면보호에 사용하는
세정제 입니다.

포렉스 뉴트럴은 화장실 및 욕실에 닦기 힘든 얼룩, 때, 녹 및
곰팡이를 효과적으로 제거하며 살균과 악취를 제거하는 욕실용
다목적 중성세정제 입니다.
*작업환경측정/특수건강검진 제외대상

하이지브이크린2는 환경표지인증 받은 프리미엄급 조리기구
세척제로 1종 원료만을 엄선하여 제조 된 식기세척기용 세척제입니다.

하이지 린스 파워는 식기세척기 헹굼 보조제로 높은 세정효과 및 건
조력이 탁월하여 린스 후 얼룩이 남지 않아 식기에 광택을 주며
행주로 인한 세균감염의 위험을 줄여줍니다.

포렉스 NC

하이지 크린SD

하이지 린스에스플러스

용량 : 18.75L

용량 : 18.75L

18.75L / 3.75L*4ea

화장실 및 건물바닥용 다목적 중성세제

경제형 식기 세척 세제

고급형 식기세척기용 헹굼 보조제

비이온 계면활성제로 조제 된 포렉스 엔씨는 딱딱한 표면과 화장실,
기타시설물을 세척할 수 있는 다목적 중성 세정제로써 여러종류의
때를 효과적으로 제거해 줍니다.

하이지크린 에스디는 경제형 식기 세척기용 세척제로써 강력한
세척력으로 세균이 번식하는 스케일의 형성을 방지하며 소량으로
최대의 세척효과를 제공해 경비를 절감해 줍니다.

하이지린스 에스 플러스는 자동식기 세척기에 쓰이는 고농축
헹굼 보조제로 건조력이 우수하며 경수에서도 광택이 나고 얼룩이
전혀 남지 않으며 행주를 쓰지 않아 보다 나은 세정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하이지 파워 디터전트

고농축 린스 HCR-8

돌세척 관리 용품
스톤크리너

용량 : 3.75L*6ea

대리석, 화강석 등 일상관리
스톤크리너는 대리석, 화강석 및 세라믹 바닥용 일상관리용
세정제로 돌바닥에 손상을 최소화 하며 오염은 효과적으로
제거해줍니다.

용량 : 18.75L

2.5L*4ea / 3.75L*4ea

식기 세척기용 세제

식기세척기용 고농축 헹굼보조제

하이지파워 디터전트는 식기세척기용 세제로 강력한 세척력 뿐만
아니라 세균이 번식하는 스케일의 형성을 방지해 줍니다.
소량으로 최대의 세척효과를 제공해 경비 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HCR-8은 자동 식기세척기에 쓰이는 고농축 헹굼 보조제로 소량 사
용으로도 건조력이 탁월하여 물이 급속히 마르며, 광택이 나고 얼룩
이 전혀 남지 않고, 행주로 인한 세균감염의 위험을 줄여줍니다.

고농축 세제 HCD-7.5

2.5L*4ea / 3.75L*4ea

식기세척기용 고농축 세척제
HCD-7.5는 고농축 식기세척기용 세척제로써 강력한 세척력으로
세균이 번식하는 스케일의 형성을 방지하며 소량으로 최대의
세척효과를 제공해 경비를 절감해줍니다.
* 전용공급장치 사용

깨끗하고 위생적인 접시와 식기는 고객으로 하여금
한층 더 즐거운 식사를 경험하도록 해줍니다.
또한 귀사의 직원들이 청결하고 안전한 작업환경에서
일하면서, 최적의 비용절감을 통해 고객 만족을
극대화시켜 드립니다.

위생세척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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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금세제

하이지오븐크리너

하이지프리속

용량 : 20KG

주방 식기용 강력 분말 담금제
하이지프리속은 침투 분해능력이 뛰어난 직쇄형 계면활성제를
적용하여 강력한 세척력을 가질 수 있도록 설계 고안 된 분말
담금제입니다. 특히 식기류에 눌러붙은 찌든 때를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도록 특별히 제조 된 강력 분말 담금제 입니다.

용량 : 18.75L/ 5L*4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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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NUFACTURER OF ALL KIND OF WAX PRODUCT

하이지스케일오프

용량 : 5KG

용량 : 18KG

산소계 분말 담금제
모든 종류의 오염과 때 제거에 효과적이며, 음식 찌꺼기 제거를 위한
스케일 방지제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효과적인 얼룩 제거를 위한
활성화 산소를 포함하고 있는 산소계 분말 담금제 입니다.
플라스틱 용기에도 안전하게 사용 가능합니다.

분말 스케일 제거제

주방용 다목적 1종 세제

주방내 묵은때를 제거하는 강력세제로 모든 종류의 기름때 성분을
짧은 시간내에 제거하며 찌든기름때나 검정때를 세척하는데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철물, 스테인레스, 도자기, 유리제품에 손상을 주지 않습니다.

하이지스케일오프는 분말의 농축 산성세제로 1종 원료인 구연산
100%로 안전한 세제입니다. 주방기구 및 식기세척기에 축적된
석회 스케일을 효과적으로 제거해주며 적은 양으로도 탁월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하이지퐁은 주방용 도구나 냄비, 접시 및 각종 크기의 부엌용
저장용기 조리기구 등에 다용도로 쓰이는 다목적 중성세제입니다.

하이지오븐크리너2

다목적세제 및 살균제

하이지50

용량 : 18.75L

용량 : 18KG

주방용 염소계 담금 세척제
하이지클로딥은 알칼리의 강력한 세척 작용으로 단백질 때를 포함한
각종 음식때를 효과적으로 제거하는 주방용 염소계 담금세제입니다.

3.75L*6ea

제4급 암모늄계 살균 소독제

하이지오븐크리너2는 환경표지인증 제품으로 특별히
산업안전보건법상 작업환경 측정 대상 유해인자 및 특수 건강진단
대상유해인자의 대상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원료만을 엄선하여
제조한 식기세척기용 2종 세척제입니다.
* 친환경

하이지포스
하이지클로딥

용량 : 18KG

주방용 오븐 및 기름때 제거용 세척제

식기세척기용 세척제

하이지옥시

하이지퐁

하이지락스

용량 : 18L

차아염소산 나트륨계 살균 소독제
하이지락스는 각종 주방의 조리지역이나 음식 준비지역의
식품접촉면을 살균할 때 사용하는 살균 소독제입니다.

하이지-50은 제4급 암모늄계 살균 소독제로써 육류 가공 및
조리 지역이나 음식 준비지역의 식품접촉면을 살균할 때 사용하는
살균 소독제입니다.

크리드화이트

3.75L*6ea

용량 : 18.75L/ 3.75L*2ea

알루미늄에 안전한 식기세척기용 세척제

염소계 다목적 살균 소독제

하이지포스는 환경표지인증 제품으로 알루미늄에 안전한
식기세척기용 2종 세척제로 비이온성과 음이온 계면활성제가
최상으로 배합되었으며, 모든종류의 기름때와 말라붙은 음식물을
제거할 수 있는 알칼리와 금속 이온 봉쇄제가 결합되어 있습니다.
또한 알루미늄재질의 음식조리기구에 사용해도 안전하도록
배합되었습니다.
* 친환경

크리드화이트는 염소계 살균 소독제로써 과일, 야채의 살균 및
조리기구와 식기표면의 살균을 위한 액상의 살균소독제입니다.

하이지브릭

HACCP SYSTEM

18.75L / 3.75L*6ea

동식물성 기름때 제거제

하이지브라이트

3.75L*4ea

주방용 액상 담금 세제
하이지브라이트는 1종 원료 만을 사용한 액상 담금세제이며 침투
분해능력이 뛰어난 계면활성제를 적용하여 기물에 묻은 찌든 때를
심하게 문지르지 않고도 손쉽게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도록
제조 된 저기포성 액상 담금 세제입니다.

하이지브릭은 세척력을 더욱 증가시키기 위해서 침투 분해력이
강력한 무기물 알칼리제 및 고급알콜계 비이온계면활성제를 함유한
동식물 기름때 제거제로써 일반세제로 잘 지워지지 않는 스테인레스
스틸 금속식기류 및 플라스틱류 제품의 표면에 부착된 동식물성
기름때를 효과적으로 제거 해줍니다. 하이지브릭은 위생적인
주방관리에 있어 필수적인 세척제입니다.

스케일제거제
하이지딥크린

18.75L / 3.75L*6ea

주방 스테인레스 삶기용 세제

SuperDos 야채과일 살균장치

용량 : 18.75L

식기세척기용 스케일 제거제

하이지딥크린은 스테인레스 재질의 금속표면 식기류 및 각종
플라스틱 재질의 주방기구 등의 세척에도 적합하며 세척 후 표면의
부드러운 감촉은 물론 반짝이는 광택을 내주는 우수한 주방용
담금세척제 입니다. 주방 내의 기름때나 닥트에 눌러 붙은 기름때
및 각종 바닥의 찌든 기름때 등을 제거시에도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특화제품
하이지그릴크리너

하이지리무버

하이지리무버는 주방 및 식품생산에 필요한 기계와 기구에 생기는
스케일이나 경수막(라임)을 제거하는 다목적 산성 세척제이며,
자동식기세척기 내 물탱크와 제트 노즐 등을 청소해 줍니다.

크리드CIP 910(L)
용량 : 18.75L

주방용 오븐 및 기름때 제거용 세척제
하이지그릴 크리너는 주방용 오븐 및 그릴 강력 기름때 제거용 세척
제로 찌든 기름때와 그으름을 깨끗하게 최소의 노력으로 제거해줍니
다.

(균일한 ppm 유지)
크리드화이트(살균제, 식품천가물)

용량 : 20KG

비유독 스케일 제거제
크리드씨아이피910(L)은 식음료산업 전반의 다양한 CIP를 위한,
거품이 적고, 흄이 발생하지 않는 고성능의 질산/인산 성분의
비유독물 액상 스케일 제거제입니다. 자동식기세척기 내 물탱크와
노즐들을 청소해줍니다.

Hydro-MP 거품세정살균시스템

주방위생 설비 및 기기류 상담

하이지포스(거품세정제)
하이지-50(살균제)

식기세척기 판매 및 임대 문의 : (02) 524-2451

거품비누 디스펜서
포렉스솝 AB (항균거품비누)

세탁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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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UNDRY DETERGENT

세탁 주세제
롬프케어플러스

섬유유연제
용량 : 20L

롬프마일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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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NUFACTURER OF ALL KIND OF WAX PRODUCT

롬프하이포
용량 : 20L

액상 주 세탁세제

섬유 유연제

롬프케어 플러스는 모든 종류의 오염에 적합한 고농축 세탁세제로
합성 섬유나 면 혼방 직물의 오염제거에 적합 합니다.

롬프마일드는 합성 섬유에 발생하는 정전기 형성을 방지해주는
섬유 유연제로써 대부분의 섬유에 사용가능 합니다.

용량 : 20L

롬프알카

용량 : 20L

롬프하이포

알카리 부스타

롬프옥시는 높은 온도에서 뛰어난 표백력을 발휘하며 세탁물의
살균 및 표백에 탁월한 산소계 표백제 입니다.

롬프알카는 섬유의 회변 및 황변을 방지 해주며 심하게 오염된
세탁물의 세탁력을 증진 시켜주는 알칼리 첨가제입니다.

계면활성제 첨가제

롬프알카-P

용량 : 45kg

알칼리 부스터

롬프케어 300

용량 : 20kg

산소계 표백제

롬프케어 알파

롬프케어 300은 일반세탁용 분말 세제로 세척력이 우수하여
터널워셔에 사용이 가능하며 섬유에 재 부착을 방지하며 거품이
적어 세탁이 용이하고 용수 절약에도 뛰어난 환경 친화적 무린
세제입니다.

롬프케어 300+

롬프페록시

용량 : 20kg

의류 세탁용 산소계 표백제

롬프뉴트럴

알칼리 부스터

용량 : 20kg

롬프옥시

용량 : 20L

롬프뉴트럴은 엄선된 원료와 특수 계면활성제를 적용한 중성
세탁세제로써 섬유에 부착된 일반오염물 및 흑탕물을 손쉽게
제거해줍니다.

롬프안티클로

롬프옥시는 높은 온도에서 뛰어난 표백력을 발휘하며 세탁물의
살균 및 표백에 탁월한 산소계 표백제 입니다.

롬프부스터는 특수제조된 계면활성제 첨가제로 기름때에 탁월한
효과를 발휘하며, 오염물질의 재침착으로부터 보호해 줍니다.

염소계 표백제
롬프엑트

용량 : 45KG

롬프엑트는 섬유용 염소계 표백제로 백색 직물에 뛰어난 표백효과를
보여주며, 호텔, 병원 등 세탁을 전문으로 하는 곳에 사용하도록
고안된 제품입니다

용량 : 20L

의류용 알칼리 및 염소 중화제
롬프안티클로는 섬유에 남아있는 알카리와 염소를 효과적으로
중화시켜 황변 현상 및 섬유 손상을 방지하는 섬유 중화제입니다.

말표산업의 세탁 세제는 직물의 위생과 깨끗함을 제공해 드리며,
오랫동안 축척된 세탁기술로 귀사의 파트너로서 효율적인
세탁과정과 만족스런 작업 결과를 보장하여 비용절감 및
우수한 품질을 통해 고객만족을 극대화 시켜드립니다.

용량 : 20L

의류용 계면활성제 첨가제

섬유용 염소계 표백제

중화제

롬프부스터

산소계 표백제

용량 : 20L

중성(흙물용) 세탁세제

롬프케어 알파는 특수제조된 효과적인 부스터로써 기름때에 탁월한
효과가 있는 의류용 액체 합성세제입니다.

롬프페록시는 산소계 살균 표백제로 세탁물의 살균 및 표백에
뛰어난 효과를 보이며 중고온에서도 그 효과를 발휘 합니다.

환경 친화적 무린 세탁세제
롬프케어 300 플러스는 고급 알콜계 비이온 계면활성제 및
알카리제를 함유한 환경친화적 무린 분말세제로써 거품이 적으며
세척력을 더욱 증가, 개선시킨 분말 세탁세제입니다.

용량 : 20L

의류용 액체 첨가제

환경 친화적 무린 세탁세제

롬프알카-피는 강력한 알칼리 첨가제로 부식 및 회변 방지는 물론
단백질 및 기름때, 얼룩 제거에 뛰어난 효과를 나타냅니다.

CREATE A BETTER
LIVING ENVIRONMEN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