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 목록

OEKO-TEX®
OEKO-TEX® 는 소비자와 기업이 책임감 있는 결정을 함으로써 지구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합니다.
모든 OEKO-TEX® 서비스는 세계적으로 유효합니다.
시험 기준과 제한 수치는 현재 국내 및 국제 규정을 준수합니다.

STANDARD 100 by OEKO-TEX® 는 모든 생산 단계의 공정에서 유해 물질
에 대해 시험된 섬유 제품에 대한 독립적인 인증 시스템입니다. 모든 구
성성분이 매년 변경되는 요구 조건을 충족할 경우 인증서가 발행됩니다.

MADE IN GREEN by OEKO-TEX® 는 환경친화적인 시설과 사회적으로 책
임감 있는 작업환경에서 유해 물질에 대해 시험된 재료로 만들어진 섬
유제품에 부여되는 라벨이며, 라벨 상의 제품 ID 및 QR코드를 통해 소
비자가 라벨이 부착된 제품을 추적할 수 있도록 합니다.

STeP by OEKO-TEX® 은 환경친화적이고 사회적으로 책임감 있는 섬유
및 가죽 생산시설에 대한 독립적인 인증입니다. 인증서 보유자는 핵심
성과 지표에 대한 보고를 통해 그들의 지속 가능한 노력을 투명하게
문서화하고 전달할 수 있습니다.

ECO PASSPORT by OEKO-TEX® 는 섬유의 화학물질, 염료 그리고 조제
에 대한 독립적인 인증입니다. 물질이 지속 가능한 섬유 및 가죽 생산
에 대한 특정 기준을 충족하는지에 대한 여부를 분석하는 검증 절차
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DETOX TO ZERO by OEKO-TEX® 는 연간 현황 보고서를 기반으로 섬유
체인을 따라 제조사가 화학물질 관리 및 폐수, 그리고 슬러지의 품질
이 그린피스의 디톡스 캠페인의 목표에 따라 평가할 수 있게 합니다.

LEATHER STANDARD by OEKO-TEX® 는 모든 생산 단계에서 유해 물질
에 대한 시험을 거친 가죽 제품에 대한 독립적인 인증 시스템입니다.
모든 구성요소가 매년 업데이트되는 요구 조건을 충족할 경우 인증서
가 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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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STEX
공인된 독립적인 인증 및 시험
모든 시험은 ISO 및 EN 표준에 따라 스위스에서 수행됩니다.
TESTEX 에 의해 시험되고 인증된 제품은 법적 요구 사항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장됩니다.

UV STANDARD 801

UV STANDARD 801 은 자외선 차단 기능 의류와
차양, 양산 등에 대한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인
증입니다. 최대 자외선과 가장 민감한 피부에
따라 새 제품 및 사용한 직물(젖은 상태와 늘인
상태)의 UPF를 측정합니다.

PPE Cer tif ication

TESTEX 는 개인보호장비 (PPE) 의 적합성 평가
에 대한 공인된 기관이며, 유럽 전역에서 유효
한 중 립적인 검사를 실시합니다.

Textile Testing

TESTEX 는 최신 기술을 사용하여 파이버, 원사,
부직포, 제직, 편직물 등에 포괄적인 섬유 시험
을 수행합니다. (예: 품질 비교를 위한 직물시험,
생리학 시험, 색 견뢰도, 방화 시험 등)

Round Robin Test

TESTEX 는 ISO 17043 에 따라 공인된 숙련된 시
험 제공 기관이며 색 견뢰도, 기능, 원사 및 직
물 특성에 대해 회송 시험을 수행합니다.

Proven Quality

입증된 품질은 고객 맞춤형 라벨입니다. 제조
사가 제품의 품질을 보증하기 위해 수행되었던
모든 평가에 대해 그들의 소비자에게 정보를
제공 할 수 있게 합니다. (예: 색 견뢰도, UV
차 단, 방수성 등)

보다 자세한 사항은
www.testex.com | zuerich@testex.com | +41 44 206 42 42
TESTEX AG, Swiss Textile Testing Institute, Gotthardstrasse 61, 8002 Zurich, Switzerl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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