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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een Heart Copper Mask
특징 Characteristic

ABCC의 항균, 항염 섬유인 구리 섬유는 동(황산구리)성분에 의한 99.9%의 항균과 0.893 ㎛ 원적
외선 방사 기능, 자외선 차단 등의 강력한 항균력으로 세균 감염 예방과 호흡기 보호 및 상쾌함
까지 고려한 미래형 섬유입니다.
Copper fiber of ABCC , a patented antibacterial and anti-inflammatory fiber, is a future fiber
that considers prevention of bacterial infection, respiratory protection, and refreshing with

strong antibacterial power such as 99.9% antibacterial effect by copper component, 0.893 μm
far infrared ray radiation function, and UV protection.

항균 구리 마스크 구조
Antibacterial copper mask structure



겉감 – 네오플랜(NEOPRENE) 원단 사용
Outer fabric – using NEOPRENE fabric



안감 – 동(구리)섬유 원단 사용
Inner fabric – using copper fiber fabrics

Green Heart Copper Mask
특징 Characteristic
⊙ 호흡기 질병의 감염 예방에 탁월하다
Excellent for preventing infection of respiratory diseases.

⊙ 미세먼지, 유해물질 (각종 세균) 감염원 차단, 호흡기 보호 기능
Fine dust, harmful substances (various bacteria) infection control, respiratory protection function.
⊙ 물세탁이 가능한 반영구적 마스크 ( 30회 이상 )
Water washable semi-permanent mask. ( Over 30 times )

⊙ 99.9% 항균, 0.893 ㎛ 원적외선 방사율 및 소취율 탁월
Antibacterial bacteria 99.9% , 0.893 ㎛ far-infrared radiation rate and deodorization rate.
⊙

특허 받은 동(구리)원단으로 한국에서 제작한 마스크
Made in Korea mask of patented copper fabric.

⊙ 블랙, 화이트, 다크 그린, 블루 등 4가지 컬러로 스타일리쉬하고 세련된 이미지
Stylish & refined image in 4 colors including black, White , Dark Green, and Blue.
⊙ 네오플랜 원단은 구김이 거의 가지 않으며, 탄력과 쿠션이 좋고 투습을 막아주며 단열효과가 있음
Neoprene fabric is rarely wrinkled, has good elasticity and cushion, prevents moisture, and has insulation effect.

Green Heart Copper Mask
특징 Characteristic
⊙ 인체 얼굴에 맞게 디자인 된 인체공학적 마스크로 얼굴을 빈틈없이 편하게 감싸준다
The ergonomic mask, designed to fit the human face, covers the face comfortably

⊙ 원사 사용으로 자외선 99%까지 차단
Use functional fabric to block up to 99% of UV rays.
⊙ 빠른 건조로 쾌적하게 사용
Use pleasantly with fast drying.
⊙ 냄새 원인이 되는 세균 번식 억제
Inhibition of bacterial reproduction that causes odor
⊙ 신축성이 탁월하여 남여공용
Excellent flexibility for male and female use.

Green Heart Copper Mask
주의사항 Precautions for Use
⊙ 뜨거운 물이 아닌 30도 이하의 미지근한 물로 세탁하세요.
Wash under 30 degrees lukewarm water, not hot water.

⊙ 손세탁을 권장합니다.
Hand wash is recommended.
⊙ 직사광선을 피해 기계 건조를 하지 마시고 그늘에서 자연 건조하세요.
Do not dry the machine to avoid direct sunlight and dry it naturally in the shade.
⊙ 염소표백제 사용을 피하고 중성세제를 사용하세요.
Avoid chlorine bleach and use neutral detergent.
⊙ 다림질 하지 마세요.
Don't iron it
⊙ 용도 이외의 사용을 하지 마십시오
Do not use it for any purpose other than its intended

Green Heart Copper Mask
특징 Characteristic

필터 교체
불필요!
Replace Filter
Unnecessary!
물 세탁
가능!
Water washing
Possible!
경제적
예스!
Economical
YES!
항균력
지속!
Antibacterial activity
Continue!

Green Heart Copper Mask
구조 Structure
부드러운 네오플렌 원단
Soft neoprene fabric

생활방수 기능
Waterproof function

[겉감]
Outer fabric
 겉감 : 구김이 잘 가지 않고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네오플렌 원단의 마스크
Outer Fabric : Mask of NEOPRENE fabric that does not wrinkle easily and can be used semi-permanent

항균 동(구리)섬유
Antimicrobial copper fiber

편안한 착용감
Comfortable fit

[안감]
Inner fabric
 안감 : 항균 효과가 입증된 그래핀 동(구리) 섬유 원단을 사용한 마스크

Inner Fabric : Mask with using proven antibacterial effect GRAPHEN copper fiber fabric

Green Heart Copper Mask
구조 Structure

Droplet

[안감]
Inner fabric

[겉감]
Outer fabric

Green Heart Copper Mask
디자인 Design



세련되고 깔끔한 인체공학적인 3D 디자인
Stylish and neat ergonomic 3D design



장시간 사용에도 편안한 착용감 유지
Remain comfortable to wear even after prolonged use



인체 얼굴에 맞게 디자인 된 인체공학적 마스크로 얼굴을 빈틈없이 편하게 감싸준다
The ergonomic mask, designed to fit the human face, covers the face comfortably

Green Heart Copper Mask
크기 Size

높이 Height

폭 Width

Size

폭
Width

X

높이
Height

S

14cm X 11cm

M

17cm X 13cm

L

20cm X 15cm

※ There may be some errors depending on the size measurement method.

Green Heart Copper Mask
크기 Siz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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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 Width

Siz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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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re may be some errors depending on the size measurement method.

Green Heart Copper Mask
색 color

White

Dark Green

Navy

※ 향후 다양한 색상이 출시될 예정이다.
※ Various colors will be released in the future.

Ivory

Green Heart Copper Mask
인증내용 Certification



2012.07.17 : 섬유처리용 황산구리 조성물 및 도전성 나이론 섬유의 제조방법 (특허 제 10-1167860)
Copper sulfate composition for fiber treatment and Method for producing conductive nylon fibers
(Patent No. 10-1167860)



2018.04.13 : 편물원단 30회 세탁 후에도 항균 99.9% 인증
Antibacterial 99.9% certification even after washing 30 times of piece fabric



2020.02.28 : 구리원단 방사율 0.893㎛ 인증
Copper fabric emissivity 0.893㎛ certified



2020.03.05 : 구리원단 포도상구균, 폐렴간균 항균 시험 99.9% 감소 인증
Copper fabric Staphylococcus aureus, pneumococcal antibacterial test 99.9% reduction certification



2020.03.10 : 편물원단 동(구리)섬유 정균 감소율 99.9% 인증
99.9% certification of bacteriostatic reduction rate

Green Heart Copper Mask
특허 Patent
특허청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 KIPO

Green Heart Copper Mask
시험성적서 Test Report

Korea Apparel Testing & Research Institute (KATRI)

Korea Far Infrared Application Evaluation Research Institute

Green Heart Copper Mask
시험성적서 Test Report

항균시험
동(구리) 원단 (초기)
포도상구균 (Staphylococcus aureus ATCC 6538)
Antibacterial test
Copper fabric (early)
Staphylococcus (Staphylococcus aureus ATCC 6538)

항균시험
동(구리) 원단 (18시간 후)
포도상구균 (Staphylococcus aureus ATCC 6538)
Antibacterial test
Copper fabric (after 18 hours)
Staphylococcus (Staphylococcus aureus ATCC 6538)

Green Heart Copper Mask
시험성적서 Test Report

항균시험
동(구리) 원단 (초기)
폐렴균 (Klebsiella pneumoniae ATCC 4352)
Antibacterial test
Copper fabric (early)
Pneumococcus (Klebsiella pneumoniae ATCC 4352)

항균시험
동(구리) 원단 (초기)
폐렴균 (Klebsiella pneumoniae ATCC 4352)
Antibacterial test
Copper fabric (early)
Pneumococcus (Klebsiella pneumoniae ATCC 4352)

Green Heart Copper Mask
참조 NOTE
How to stop coronavirus, copper knows 코로나바이러스를 막는 방법, 구리는 알고 있다.
사스(SARS, 중증급성호홉기증후군), 메르스(MERS, 중동호흡기증후군), 그리고 2019년 12월에 중국 우한에서 처
음 발견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2019-nCoV)는 모두 코로나바이러스의 변종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인간보다
는 동물에게 영향이 큰 병원체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에게는 가벼운 호흡기와 소화기 감염을 일으키는 정도지
만, 사스나 메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처럼 간혹 종을 뛰어넘는 변종들이 출현하여 인간을 위협하기도 합니다.
2020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확진자가 급속하게 증가함에 따라 세계보건기구(WHO)가 비상사태를 선포했습
니다. 과학자들도 검사법과 백신 및 치료제를 개발하는데 박차를 가하고 있지요. 그러나 백신과 치료제의 경우

COVID-19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임상시험까지 오랜 시간과 큰 비용이 요구되기 때문에 현 단계에서는 바이러스의 전파를 줄여 감염을 예방할 수
밖에 없습니다. 예방에는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요? 답은 의외로 주변에서 자주 접하는 구리(Copper, Cu)에서 찾
을 수 있어요. 구리는 바이러스의 전파를 효과적으로 차단하는 금속으로, 구리 섬유로 만든 마스크를 사용하면
감염 예방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SARS (Severe Acute Respiratory Syndrome), MERS (MERS, Middle East Respiratory Syndrome), And the new coronavirus (2019-nCoV),
first discovered in December 2019 in Wuhan, China, is a variant of the coronavirus. The coronavirus is a pathogen that affects animals
more than humans. In general, it causes mild respiratory and digestive infections in humans, variants that sometimes exceed species,
such as SARS, MERS, and new coronavirus, sometimes threaten humans. As of 2020, the World Health Organization (WHO) declared
an emergency as the number of new coronavirus epidemics rapidly increased. Scientists are also accelerating the development of
testing methods and vaccines and treatments. However, vaccines and treatments require a long time and large cost until clinical trials,
so at this stage, the spread of the virus must be reduced to prevent infection. What are the ways to prevent it? The answer is
surprisingly found in copper (Cu), which is often encountered around us. Copper is a metal that effectively blocks the transmission of
viruses. If masks made of copper fiber are used, infection prevention effects can be expected.

Green Heart Copper Mask
참조 NOTE
Medical Uses of Copper in Antiquity 고대 구리의 의학적 용도

O

고대 구리의 의료적 이용

구리의 의학적인 사용은 알려진 가장 오래된 책 중 하나인 스미스 파피루스
에서 발견되었다. 파피루스(Papyrus)는 기원전 2600~2200년 사이에 기록 된
이집트의 의학 문서로, 가슴 상처를 소독하고 식수를 소독하기 위해 구리를
사용했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다.

O

Medical Uses of Copper in Antiquity

The first recorded medical use of copper is found in the Smith Papyrus,
one of the oldest books known. The Papyrus is an Egyptian medical text,
written between 2600 and 2200 BC, which records the use of copper to
sterilize chest wounds and to sterilize drinking water.
에드윈 스미스 파피루스
(Edwin Smith Papyrus)
고대 이집트의 의학 서적

https://www.copper.org/publications/newsletters/innovations/2000/06/medicine-chest.html

Green Heart Copper Mask
참조 NOTE
Using copper to prevent the spread of respiratory viruses
구리를 사용하여 호흡기 바이러스 확산 방지
O

구리를 사용하여 호흡기 바이러스 확산 방지

구리 및 다양한 구리 합금 (통칭 '항균 구리')에서 코로나바이러스는 신속하게 비활성화되었다. 구리에 노출 된 바이러스는 되돌

릴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파괴되었으며, 연구자들은 호흡기 바이러스의 확산을 줄이고 공중 보건을 보호하기 위해 공동 영역과
모든 집단 모임에서 항균 구리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다. - 사라 워 네스 박사
O

Using copper to prevent the spread of respiratory viruses

On copper, and a range of copper alloys – collectively termed ‘antimicrobial copper’ – the coronavirus was rapidly inactivated.
Exposure to copper destroyed the virus completely and irreversibly, leading the researchers to conclude that antimicrobial copper

surfaces could be employed in communal areas and at any mass gatherings to help reduce the spread of respiratory viruses and
protect public health. - Lead researcher Dr Sarah Warnes

구리와 구리 합금 표면에서 관찰된 바이러스의 급속한 비활성화와 되돌릴 수 없는 파괴 현상은 효과적인 살균 방법 및 긍정적인
임상 결과와 함께 구리 합금 표면이 이러한 바이러스의 전염을 통제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 빌 키빌 교수

The rapid inactivation and irreversible destruction of the virus observed on copper and copper alloy surfaces suggests that the
incorporation of copper alloy surfaces – in conjunction with effective cleaning regimes and good clinical practice – could help control
transmission of these viruses. - University of Southampton Professor Bill Keevil

https://www.southampton.ac.uk/biosci/news/2015/11/10-using-copper-to-prevent-the-spread-of-respiritory-viruses.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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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NOTE

https://aem.asm.org/content/77/5/1541

Contact killing of microbes by copper surfaces
구리 표면에 의한 미생물 접촉 사멸
Species
살모넬라균

Salmonella enterica

Application method

Killing time, RT a

Wet, 4.5 × 106 CFU b

4h

캄필로박터균 Campylobacter jejuni

Wet, 4.5 ×

대장균 O157 Escherichia coli O157

Wet, (3-4) × 107 CFU c

65 min

대장균 O157 Escherichia coli O157

Wet, 2.7 × 107 CFU c

75 min

Wet, (1-1.9) × 107 CFU c

45 min

메티실린 내성 황색포도알균 d (NCTC10442) d (NCTC10442)

106

CFU b

8h

유행성 메티실린 내성 황색포도알균 (NCTC11939) (NCTC11939)

Wet, (1-1.9) ×

CFU c

60 min

유행성 메티실린 내성 황색포도알균 (NCTC13143) (NCTC13143)

Wet, (1-1.9) × 105 CFU c

90 min

Wet, 107 CFU c

60 min

Wet, 2.5 × 107 CFU f

5 to 15 days g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 Scott A Listeria monocytogenes Scott A
폐결핵균 Mycobacterium tuberculosis

107

곰팡이균 칸디다 알비칸스 Candida albicans

Wet,

CFU f

60 min

폐렴막대균 Klebsiella pneumoniae

Wet, >107 CFU f

60 min

녹농균 Pseudomonas aeruginosa

Wet, >107 CFU f

180 min

아시네토박터 바우마니 Acinetobacter baumannii

Wet, >107 CFU f

180 min

>107

180 min

메티실린 내성 황색포도알균 MRSA
인플루엔자 A 바이러스 (H1N1) Influenza A virus (H1N1)

Wet,

>105

CFU f

Wet, 5 × 105 viruses h

6 h, 4-log decrease

Wet, 2.2 × 105 CFU c

24-48 h

Wet, (1-5) × 106 CFU i

30 min

C. 디피실레 휴면 포자 C. difficile dormant spores

Wet, 8 × 106 CFU i

Unaffected in 3 h

C. 디피실레 발아 포자 C. difficile germinating spores

Wet, 8 × 106 CFU i

3 h, 3-log decrease

Wet, 2.2 × 107 CFU j

120 min

C. 디피실레 (ATCC 9689) 식물 세포 및 포자
C. difficile (ATCC 9689) vegetative cells and spores
C. 디피실레 NCTC11204 / R20291 식물 세포
C. difficile NCTC11204/R20291 vegetative cells

녹농균 PAO1 Pseudomonas aeruginosa PAO1

Green Heart Copper Mask
참조 NOTE
메티실린 내성 황색포도알균 NCTC 10442 MRSA NCTC 10442

Wet, 2 × 107 CFU

75 min,

대장균 W3110 Escherichia coli W3110

Dry,

아시네토박터 존슨이 DSM6963 Acinetobacter johnsonii DSM6963

Dry, 109 CFU k

A few minutes

판토에아 스튜아티 DSM30176 Pantoea stewartii DSM30176

Dry, 109 CFU i

1 min

슈도모나스 올레오보란 DSM 1045 Pseudomonas oleovorans DSM 1045

Dry, 109 CFU k

1 min

황색 포도상 구균 DSM20316 Staphylococcus warnerii DSM20316

Dry, 109 CFU k

A few minutes

브라키박테리움 콩그라머레듐 DSM 10241
Brachybacterium conglomeratum DSM 10241

Dry, 109 CFU k

A few minutes

아스페르길루스 플라부스 Aspergillus flavus

Wet, (2-300) × 105 spores c

120 h

아스페르길루스 푸미가투스 Aspergillus fumigatus

Wet, (2-300) × 105 spores c

>120 h

검정곰팡이 Aspergillus niger

Wet, (2-300) × 105 spores c

> 576 h

푸사리움 컬모룸 Fusarium culmorum

Wet, (2-300) × 105 spores c

24 h

시들음병균 Fusarium oxysporum

Wet, (2-300) × 105 spores c

24 h

푸사리움 솔라니 Fusarium solani

Wet, (2-300) × 105 spores c

24 h

페니실리움 크리소게늄 Penicillium chrysogenum

Wet, (2-300) × 105 spores c

24 h

칸디다 알비칸스 Candida albicans
엔터로코쿠스(장내구균) 히래 ATCC 9790 Enterococcus hirae ATCC 9790

109

Wet, (2-300) ×

CFU i

105

spores c

1 min

24 h

Wet, 107 CFU c

90 min

106

디퍼런 엔터로코쿠스(장내구균) spp. Different Enterococcus spp.

Wet,

CFU f

60 min

칸디다 알비칸스 Candida albicans

Dry, 106 CFU k

5 min

사카로미세스 세레비시아(출아형효모) Saccharomyces cerevisiae

Dry, 106 CFU k

30 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