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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목적

·본 제품은 거동이 불편한, 집중치료환자에게
   외부 요인으로부터 환자의 피부를 보호하는 
   보호막을 형성하여 감염으로부터 보호합니다.
·환자에게 바디케어를 제공합니다.

제품 특징

·피부보호 효과
·알로에 추출물
·無-라텍스, 라놀린, 알코올
·Vitamin E(피부에 공급)
·청결, 부드러움, 진정 효과
·카모마일 추출물로 피부개선 효과
·無 파라벤

사용방법

·제품의 포장에서 한 장씩 꺼내어 
   원하는 부위에 닦아 사용합니다.

구성

·아쿠아, 알란토닌, 알로에 성분, 카모마일 허브,
   글루코네이트, 구연산, 디메티콘 코 폴리올,
   에틸렌 디아민 테트라 아세트산, 글루코사이드,
   비타민B,E, 이멀진 폴리소르베이트. 포스폴리피드, 
   글리세린

포장 단위

·12 / 25 / 50장

피부 보호(실금, 대변, 욕창)용 물티슈

BARRIER CREAM INCONTINENCE PERINEAL CLOTHS

사용목적

·본 제품은 거동이 불편한, 집중치료환자에게
   외부 요인으로부터 환자의 피부를 보호하는 
   보호막을 형성하여 감염으로부터 보호합니다.
·환자에게 바디케어를 제공합니다.

제품 특징

·3% 디메치콘 함유(피부보호제)
·피부 보호 효과
·알로에 추출물
·無-라텍스, 라놀린, 알코올
·청결, 부드러움, 진정 효과
·상처 케어 도움
·욕창 환자에게 도움
·일어서거나 말릴 필요 없음
·無파라벤

사용방법

·제품을 손에 끼우고 원하는 부위에 닦아 사용합니다.

구성

·디메티콘 코 폴리올, 라우릴 글루코사이드, D-판테놀. 
   알란토인, 알로에 베라, 폴리소르베이트20, 
   에틸렌 디아민 테트라 아세트산, 구연산, 
   토코페릴 아세테이트(비타민E), 클로헥시딘 디글루코네이트, 
   글리세린, 카모마일 추출물

포장 단위

·10장 / 1팩

피부 보호 워시 글러브(장갑Type)

WASH GLOVES WITH BARRIER C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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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목적

·본 제품은 거동이 불편한, 집중치료환자에게
   두피와 모발 케어를 제공합니다.

제품 특징

·알로에 추출물
·無-라텍스, 라놀린, 알코올
·프로비타민B5 와 비타민E 모발에 영양 공급
·청결, 부드러움, 진정 효과
·사용후 드라이 및 자리이동이 不필요
·두피의 죽은 세포들을 제거.
·無 파라벤

사용방법

·제품을 머리에 씌우고 두피와 모발을 문지르듯 
   마사지 (머리 감듯이)합니다.

구성

·아쿠아, 알란토닌, 알로에 성분, 카모마일 허브, 
   글루코네이트, 구연산, 디메티콘 코 폴리올,
   에틸렌 디아민 테트라 아세트산, D-판테놀, 
   비타민E, 인지질 제품.

포장 단위

·1팩

워시 캡(모자) - 샴푸 캡

WASHCAP - SHAMPOO CAP

사용목적

·본 제품은 정밀한 공정을 통해 살균 스펀지로 
   최적의 피부보습을 제공합니다.

제품 특징

·일어설 필요 없음
·청결과 상쾌함을 유지
·청결, 부드러움, 진정 효과
·부드러운 촉감
·無파라벤

사용방법

·제품에 물은 조금 뭍힌 후 몸에 사용합니다.
·마른 천을 이용해 닦아줍니다.

구성

·아쿠아, 황산나트륨, 코코넛 오일, 코코베타인, cocomide DEA, 
   소디움 클로라이드. 글리세린, 에틸렌 디아민 테트라 아세트산, 
   구연산, 메틸리솔시아솔리논, cl42090(염료), 헥실신나말, 
   부틸페닐 메틸프로피오날, 리나롤, 벤질 살리실레이트,

포장 단위

·20×12cm 20장

일회용 살균 세정 섬유

DISPOSABLE HYGIENIC CLEANING FI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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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목적

·실금, 대변, 소화액으로 인한 
   피부 손상을 보호합니다.
·상처 고름 등의 마찰로 인한 
   피부 손상을 보호합니다.

제품 특징

·피부 보호 효과
·무색(투명한)
·산소 및 수분 투과가능
·알로에 추출물
·청결, 부드러움, 진정 효과
·無 파라벤

사용방법

·제품을 사용할 부위로부터 15cm거리를 두고 
   스프레이를 분사하여 줍니다.

구성

·디실록산, 트리메틸실록실리케이트

포장 단위

·50ml / 100ml

피부 보호 스프레이

BARRIER SPRAY

사용목적

·본 제품은 살균용 손 세정 거품 비누로써 
   박테리아와 감염으로부터 보호합니다.
제품 특징

·박테리아 박멸! / 손의 청결 유지!
·pH5.5로 피부의 부담감 DOWN!
·無 파라벤, 트리클로산, 슬레스
사용방법

·처음에 물과 함께 손을 씻는다.
·거품을 한번 손에 짜낸다.
·거품을 이용해 손을 비벼준다.
·사용 후 깨끗이 행궈준다.

사용목적

·본 제품은 살균용 손 세정 거품 비누로써 
   박테리아와 감염으로부터 보호합니다.
제품 특징

·pH5.5로 피부의 부담감 DOWN!
·완벽한 청결 제공
·사용하기 편리함.
·보통의 물비누 보다 더 경제적!
·손, 얼굴 등 화장한 얼굴 등에 사용가능.
·어린 아이, 노약자, 환자 들도 사용가능.
사용방법

·처음에 물과 함께 손을 씻는다.
·거품을 한번 손에 짜낸다.
·거품을 이용해 손을 비벼준다.
·사용 후 깨끗이 행궈준다.

Product Code KAF WA1500 Product Code KAF WA250

살균용 손 세정 거품비누손 세정 거품비누

손 세정 거품 비누

HAND WASH FOAM SOA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