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0일간 세탁 후 사용해도
효능이 그대로!

은나노마스크



01. 제품소개

30일간 사용해도
효능이 그대로!



은나노란 무엇인가?
나노기술의 새로운 첨단과학으로 개발한 은 용액으로 은 순도 99.9%이상의 순수한 은이온(Ag+)이

나노입자로 몇개씩 뭉쳐 정제수에 분산(콜로이드 상태)되어 있는 용액을 말합니다.

인체에 무독성, 무자극성
나노실버는 순수한 실버의 초미립자를 사용한 천연항균 / 제균제로 인체에 무해합니다.

중금속 시험성적 “불검출”

지속성과 안정성
나노실버는 휴발성과 용출이 없고 나노입자(3~5nm) 특유의 강한 결합력을 가지고 있어

꾸준한 지속성과 내구성을 가지고 있으며 고온에서도 안정성을 갖고 있습니다.

확실한 항균/제균 메커니즘
나노실버는 3~5nm 초 미립자로 유해균에 직접 작용하여 유해균의 세포막을 직접 녹이고

유해균의 전자 전달계를 방해해서 제균합니다.

원적외선 시험성적 완료 “탈취 및 항균”����

02. 은나노 I 항균 I 안전성



03. 에어로실버

광범위한 항균 / 강력한 제균효과
Aerosilver는 화농성 질환 땀냄새의 원인균인 포도상구균, 폐렴의 원인균인 폐렴균, 호흡기 질환의

원인균인 레지오넬라균, 전염성이 강한 병원성 대장균인 O-157, 유아 어린이의 진무름의 원인균인

요소부패균 등 약 650가지의 유해균 및 박테리아, 곰팡이균 등을 제거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aerosilver는 짧은 시간에 포도상구균과 폐렴균,내성이 강한 MRSA의 성장을 감소시키는데 도움을 줍니다.



04. 제품비교

MADE IN KOREA

원단부터 재단, 디자인까지
100% 국내 제작

MK 은나노마스크는 원단 제조시 은나노 원사로 직조하기 때문에

원단 자체에 은이온이 있어 지속적인 세탁 후에도 반영구적으로

기능할 수 있으며, 약 650여가지의 유해균 및 박테리아,

곰팡이균 등을 제거한다. (권장사용 30일)

안심!

은나노 항균 원사 34% 이상 함유

3D, 패션, 연예인 마스크 등 겉모양만 비슷한

일반 면마스크에는 어떤 기능도 없으며, 인증 또한 없다.

중국산 또는 저가형 나노원단의 경우 원단을 만든 후

항균처리를 하는 후가공 방식으로

장기세탁 및 사용시 기능이 저하된다.

주의!

저가형 유사제품은 은나노 함량 8~15%

1. 저렴한 원사로 해외제작
2. 중국산 원사로 국내제작
3. 국내산이라고 표기 후, 원산지 중국



05. 제품포장

단품 (1개)

(150*210)

INBOX (50개입)

(152*202*212)

OUTBOX (600개입)

(475*420*440)



06. 수출 I 기부 · 납품

수출 가능한 공산품 마스크

우체국 EMS · DHL 기준   특송 1-2일 배송  &  세관 2-3일 소요

해외 국내
미국 : 뉴욕, 아틀란타, LA, 플로리다, 버지니아, 워싱턴 등 

남미 : 브라질, 페루, 칠레 등

유럽 : 독일, 프랑스, 터키, 이탈리아, 이스라엘 등

아시아 : 일본, 필리핀, 인도, 미얀마, 타지키스탄, 중국, UAE 등

기타 : 캐나다, 잠비아 등

서울 용산구청, 강서구청, 구로구청, 양천구청, 경기도 김포시청

대한체육회, 대한민국 국가대표 선수촌, NH농협, 해군3함대 등

대한적십자사, 복지TV, 원주경찰서 등 관공서 및 초중등 학교

여의도순복음교회 등 150여개  교회 및 단체 (엔젤스헤이븐 등)



07. 최우수상품

최 우 수 상 품

34,633명 5,487명는 약 4만회원이 가입 된 

으로 선정되었습니다.최 우 수 상 품비영리단체 한국소비자평가센터 에서



08. 관공서 기부 I 납품현황 ①

▲ 서울특별시 용산구청   I   성장현 구청장▲ 서울특별시 강서구청   I   노현송 구청장 ▲ 경기도 김포시청   I   정하영 시장▲ 서울특별시 구로구청   I   이 성 구청장



08. 관공서 기부 I 납품현황 ②

▲ 경찰병원   I   이승림 병원장

▲ 국회의원   I   황운하

▲ 보훈병원   I   허재택 병원장

▲  대한체육회   I   김승호 사무총장

▲  복지TV  I   최규옥 회장

▲ 대한민국 국가대표선수촌   I   신치용 선수촌장

대한민국 국가대표 선수촌

▲  대한적십자사   I   조남선 혈액관리본부장

▲ 국회의원  I  한정애



08. 관공서 기부 I 납품현황 ③

▲ 의정부시청  I  안병용 시장

▲ 사단법인 한기범희망나눔   I    한기범 회장▲ 성남시재향경우연합회   I   염덕길 회장

▲ 여의도순복음교회   I   이영훈 목사 ▲ 충청남도청   I   양승조 도지사

▲ 강서교구협의회 회장   I   김의식 목사

강서교구협의회

▲ 엔젤스헤이븐  I  조준호 대표 (은평천사원)

대한민국재향경우회 (성남시연합회)

▲ 원주경찰서   I   김진환 서장



09. 환경오염 “마스크 쓰레기”

2차감염

길거리에 버려진 마스크··
세균, 침, 바이러스 공기 중 노출 위험··

해양오염

바다로 마스크 쓰레기 유입··
해양생물 위험, 수질오염 심각··

동물위협

마스크 쓰레기 먹이로 오인··
야생동물의 생명에 심각한 위협··

1일 1회 사용하고, 500년 썩는

일회용마스크 소재 폴리프로필렌



10. 친환경 마스크

미국식품의약국(FDA)에서 DEVICE 1 (의료)  인증!

약 650여 가지의 박테리아 및 곰팡이균을 강력제균!
(일회용 마스크 안쪽 면에 바이러스·침·이물질 등이 묻어 위생적으로 2차 감염 노출)

최소 30일 이상 사용으로 심각한 환경오염 문제의 대안!

‘100% Aerosilver 원단’으로 위생적이고 간편한 분리배출!
(버려진 후에도 제균하므로 2차 감염 및 환경오염으로부터 안전)



11. 인증 · 시험성적서 ①



11. 인증 · 시험성적서 ②



12. 특허 (상표 · 디자인)

무단으로 마스크 패턴 복제 및 도용시 민형사상의 법적책임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원번호  I  디자인 30-2020-0025897
                   상표 40-2020-0099835
출원번호  I  상표 40-2020-0099838

마스크 패턴 (디자인)

저작권 침해 법령

  저작권 침해 관련 법령 제136조(권리의 침해죄) 제1항 제4호

 “재산적 권리,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등 2차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저작권 침해 법령2

  저작권 침해 관련 법령 제136조 제1항 제4호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13. 제품정보

제품의 특징
1. 호흡이 원활하여 편안한 일상생활 가능

2. 3중필터 구조로 먼지, 바이러스 침투 방지

3. 장시간 사용해도 귀가 편안함

4. 세탁 시 재사용 가능

사용상 주의사항
1. 제품에 힘과 열을 가하여 변형하지 마십시오.

2. 마스크 안쪽에 휴지와 수건 등을 넣고 착용하지 마십시오.

3. 마스크 착용으로 호흡이 불편한 경우 사용을 중지하고,

     필요시 의사와 상의하십시오.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품질표시
1. 제품명: 마스코리아 파동에너지 은나노마스크

2. 재질: aerosilver원단

3. 원산지/원산재: 한국

4. 제조원: 주식회사 에프지아크스

5. 판매원: 주식회사 에프지아크스  /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57길 26, 비전타워 별관 2층

6. 유통기한: 제조일로부터 3년

7. 소비자상담실: 1544-428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