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Berkshire in UK

Lab Equipment Line

Berkshire는 40년 이상 클린룸 액세서리를 제조해 온 글로벌 리더입니다. 

Berkshire 에서 생산되는 모든 제품은 바이오필드, 제약, 반도체, 광학, 전기전자 분야에서 

다양하게 활용 가능합니다. 

ISO 9001 인증을 미국과 영국에서 모두 취득한 믿을 수 있는 품질의 제품입니다.  

Berkshire 클린룸 와이퍼(비멸균/멸균)를 레보딕스㈜에서 만나보세요.

ISO 9001:Certificate(US)

ISO 9001:Certificate (UK)

믿을 수 있는 품질! 합리적인 가격!

Catalog No. LAB-D4-1

Cleanroom Wiper

Innovative Contamination Control

레보딕스㈜ 신제품 런칭! 클린룸 와이퍼 (비멸균 / 멸균)

종류 특징 이미지

Polyester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며 먼지 발생률이 적고, 닦임성, 내약품성이 우수함

•4면의 가장자리를 레이저 컷팅하여 입자와 보풀의 발생을 최소화

Nonwoven

• 가격이 저렴하여 경제적이고 일반적으로 장비 세척이나 클린룸 내부 청소용으로  

사용

•흡수력이 좋으며 액체성분을 닦아도 잔유물이 남지 않음

Microdenier

• 고가의 극세사 원단을 사용하여 흡수력이 뛰어나며 정밀제품의 미세이물질  

제거에 용이

• 제품 표면의 미세먼지나 기름막을 제거하는데 효과적이고 높은 흡착력으로  

잔유물이 남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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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pra-Wipe 1 Choice NW 600

Material 100% 폴리에스터 55% 셀룰로오스 / 45% 폴리에스터

Construction Knitted Nonwoven

Application
• 반도체, 전기회로 제조 분야, 장비 및 포장 청소용,  

인쇄, 태양전지판 청소 등에 사용

• 제약 제조, 의료기기, 식품 제조, 실험실 장비 청소,  

세척 및 소독용액 제거 등에 사용

Feature

• 경제적인 가격

• 효과적인 오염물질 제거 가능

• 우수한 내마모성과 흡착성

• 부드러운 접촉면과 가장자리

• 뛰어난 흡수성과 내구성

• 적은 입자 수

• 일반적인 세척 및 소독 용액과 화학적 호환

• Autoclave 사용 가능

ISO Class 3~5 5~8

Part No. SW10914 CHNW60910

Size 23cm x 23cm 23cm x 23cm

Package 150 pcs x 14 packs 300 pcs x 10 packs

Gamma Wipe VP Gamma Wipe 67

Material 100% 폴리에스터 55% 셀룰로오스 / 45% 폴리에스터

Construction Knitted Nonwoven

Application

• ISO Class 3이상, USP<797>어플리케이션

• 멸균 장비 표면 세척용, 멸균 기류장치, 배리어,  

아이솔레이터 청소 등에 탁월

• ISO Class 5이상, USP<797>어플리케이션

• 무균실 세척 영역, 멸균 표면 장비 세척,  

세척 및 소독 용액 제거 

Feature

• 감마살균된 제품

• AAMI 가이드라인에 따라 10-6 수준의 감마선

   조사 및 무균 검증

• 오염 최소화를 위한 초음파 밀봉 처리

• 뛰어난 내구성과 흡수성

• 이소프로필 알코올, 페놀, 표백제 및 4차 

   암모늄 화합물을 포함한 일반적인 세척 및 소독

   용액과 화학적 호환 가능

• 감마살균된 제품

• AAMI 가이드라인에 따라 10-6 수준의 감마선

   조사 및 무균 검증

• 뛰어난 내구성과 흡수성

• 이소프로필 알코올, 페놀, 표백제 및 4차 암모늄

   화합물을 포함한 일반적인 세척 및 소독 용액과 

   화학적 호환 가능

ISO Class 3~5 5~8

Part No. GWVPST0940 GW67ST0980

Size 23cm x 23cm 23cm x 23cm

Package 20 pcs x 40 packs 20 pcs x 80 packs

Non-Sterile 
Wiper

Sterile Wipe

Cleanroom Wipe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