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계 최고 레벨

제전 와이퍼제전 와이퍼제전 와이퍼

극세 폴리에스테르 와이퍼 표면을 독자적인 도전처리에 의해 제전가공。․
전자전도성을 이용 습도의 영향을 받기 어려우며 중금속을 포함하지 않음( , ,

사이즈 이하의 발생 입자 개수를５μｍ․ 개 이하１００ 로 억제。
클린 룸 정밀 가공 웨이퍼 면이나 액정 유리면 청소에 사용, , .․
표면저항　˜１０․ ７　Ω 닦은 후 대전하지 않음 먼지 재 부착 방지 효과=

도전 처리 전 도전 처리 후

도전 처리에 의한 표면 상태 변화는 거의 없습니다.※

처리전 →

←처리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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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전와이퍼 설명 사항

와이퍼 본체가 초극세 섬유의 천으로 되어있고 이것만으로도 매우1.
뛰어난 분진 먼지 제거 성능이 있습니다( ) .　
도전 처리전의 천 제전와이퍼 이 이 초극세 섬유의 천에 해당합니다( ) , .

예를 들어 토오레의 안경 닦이천 토레이시 는 폐사의 처리전 천과 같은2. ( )
초극세 섬유의 천만을 판매합니다.

당사의 제전와이퍼 도전 처리 후에 상당 는 이 초극세 섬유의 천3. ( ) ,
표면에 전자 전도성의 도전성 고분자를 특수 표면 처리한
것입니다 년의 노벨 화학상의 기술을 사용( ).２０００
섬유 형상에는 거의 변화가 없고 전도도만 으로, ‾１０－７ １０－９　Ω
설정하고 있습니다.

이 제전와이퍼의 도전성은 이온성 도전제를 도포한 상품과는 달리4. ,
습도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습니다.
이온 도전성이라면 저습도에서는 도전성을 발휘하지 못하고 고습도에서는( ,
와이퍼가 습기를 포함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당사의 제전와이퍼는 금속 증착을 한 듯한 도전성과는 달라 금속5. ,
파편이 떨어지는 사고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제전와이퍼는 도전성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물질의 표면을6. ,
닦을 마찰했을 경우에 정전기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

도전 처리한 와이퍼 하기 그래프 로는 물질 표면을 닦아도 겨우 몇 의7. ( ) Ｖ
정전기 밖에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공기중의 먼지가 재부착하는 일이　
없습니다 또한 초극세 섬유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표면에 있는 먼지의.
제거성능도 매우 우수합니다.

간단하게 시험하려면 라이트를 끈 화면 표면의 먼지를8. , PC
제전와이퍼로 닦아 보면 먼지가 재부착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
비교를 하기 위해 손수건으로도 닦아 보면 재부착의 정도를 알 수
있습니다.

와이퍼 전체에서 발생하는 먼지를 최저한으로 제어하고 있어 클래스9. ,
레벨의 클린 룸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１００

먼지가 나오기 쉬운 단부는 히트 실로 처리하고 있어 먼지가 나오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좌측 하단 그래프( )

용도 예

제전와이퍼로 청정화할 수 있는 것에 예를 들면1.
클린 룸내 정밀 기계 실리콘 웨이퍼 유리면 렌즈면 거울표면 화면, , , , , , PC ,



화면 안경 등, ,ＴＶ
반도체 복사기나 프로젝터 플라스마 화면 밀러 액정화면 보호, , , , ,
플라스틱 표면 등에 이용 가능

세탁 가능하지만 공업용도로는 추천할 수 없습니다 개인용으로2. , .
사용한다면 회는 씻을 수 있습니다.５˜１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