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fety Padlock
Safety Padlock System
개별키 타입 / KD (Keyed Different System)
모든 자물쇠는 오직 한개의 열쇠로만 제어가 가능하며 기타 다른 자물쇠와 서로 호환이 되지않습니다.

동일키 타입 / KA (Keyed Alike System)
각 패드락(자물쇠)에는 각각의 키가 있으며, 모든키는 동일하고, 한 그룹내의 모든 패드락(자물쇠)을 열 수 있습니다.

개별키 & 마스터키 타입 / (Keyed Different & Master Key System)

동일키 & 마스터키 타입 / (Keyed Alike & Master key System)
동일키 그룹을 여러그룹으로 분류. 분류된 그룹을 제어 할 수 있는 하나의 Master Key를 제작 모든 그룹을 제어하며,
서로 다른 그룹은 각자의 열쇠로 상호 호환이 되지않습니다.

개별키 타입

동일키 타입

(Keyed Different System)

(Keyed Alike System)

개별키 & 마스터키 타입

동일키 & 마스터키 타입

(Keyed Different & Master Key System)

(Keyed Alike & Master key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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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fety Padlock

지정한 한 그룹내의 모든 자물쇠를 임의 제작한 하나의 열쇠로 제어 가능하며, 각 자물쇠의 개별 열쇠로는 그룹내 어떤
자물쇠도 호환이 되지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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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fety Padlock
Safety Padlock SUS Shackle / 안전 자물쇠 (서스고리)
비전도 & 정전기 방지처리된 소재의 몸체
고강도 특수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재질
특수 고열처리된 SUS 고리
사용온도 : -20℃ ~ 90℃ (몸체기준)

특허등록제품

몸체사이즈

고리높이

고리두께

45mm(H) × 40mm(W) × 18mm(D)

38mm(H)

6mm(D)

Safety Padlock

Color

개별키 타입

동일키 타입

개별키 & 마스터키 타입

동일키 & 마스터키 타입

Red

LSL400S-RED-KD

LSL400S-RED-KA

LSL400S-RED-MKD

LSL400S-RED-MKA

Yellow

LSL400S-YEL-KD

LSL400S-YEL-KA

LSL400S-YEL-MKD

LSL400S-YEL-MKA

Blue

LSL400S-BLU-KD

LSL400S-BLU-KA

LSL400S-BLU-MKD

LSL400S-BLU-MKA

Orange

LSL400S-ORA-KD

LSL400S-ORA-KA

LSL400S-ORA-MKD

LSL400S-ORA-MKA

Green

LSL400S-GRE-KD

LSL400S-GRE-KA

LSL400S-GRE-MKD

LSL400S-GRE-MKA

White

LSL400S-WHI-KD

LSL400S-WHI-KA

LSL400S-WHI-MKD

LSL400S-WHI-MKA

Purple

LSL400S-PUR-KD

LSL400S-PUR-KA

LSL400S-PUR-MKD

LSL400S-PUR-MKA

Sky blue

LSL400S-SKB-KD

LSL400S-SKB-KA

LSL400S-SKB-MKD

LSL400S-SKB-MKA

Brown

LSL400S-BRO-KD

LSL400S-BRO-KA

LSL400S-BRO-MKD

LSL400S-BRO-MKA

Black

LSL400S-BLA-KD

LSL400S-BLA-KA

LSL400S-BLA-MKD

LSL400S-BLA-MKA

Safety Padlock Nylon Shackle / 안전 자물쇠 (나일론고리)
비전도 & 정전기 방지처리된 소재의 몸체
고강도 특수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재질
특수 Nylon 복합수지
고리가 휘어지나 파손되거나 부러지지않음
사용온도 : -20℃ ~ 90℃ (몸체기준)
몸체사이즈

고리높이

고리두께

45mm(H) × 40mm(W) × 18mm(D)

38mm(H)

6mm(D)

Col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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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등록제품

개별키 타입

동일키 타입

개별키 & 마스터키 타입

동일키 & 마스터키 타입

Red

LSL400N-RED-KD

LSL400N-RED-KA

LSL400N-RED-MKD

LSL400N-RED-MKA

Yellow

LSL400N-YEL-KD

LSL400N-YEL-KA

LSL400N-YEL-MKD

LSL400N-YEL-MKA

Blue

LSL400N-BLU-KD

LSL400N-BLU-KA

LSL400N-BLU-MKD

LSL400N-BLU-MKA

Orange

LSL400N-ORA-KD

LSL400N-ORA-KA

LSL400N-ORA-MKD

LSL400N-ORA-MKA

Green

LSL400N-GRE-KD

LSL400N-GRE-KA

LSL400N-GRE-MKD

LSL400N-GRE-MKA

White

LSL400N-WHI-KD

LSL400N-WHI-KA

LSL400N-WHI-MKD

LSL400N-WHI-MKA

Purple

LSL400N-PUR-KD

LSL400N-PUR-KA

LSL400N-PUR-MKD

LSL400N-PUR-MKA

Sky blue

LSL400N-SKB-KD

LSL400N-SKB-KA

LSL400N-SKB-MKD

LSL400N-SKB-MKA

Brown

LSL400N-BRO-KD

LSL400N-BRO-KA

LSL400N-BRO-MKD

LSL400N-BRO-MKA

Black

LSL400N-BLA-KD

LSL400N-BLA-KA

LSL400N-BLA-MKD

LSL400N-BLA-MK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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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fety Padlock
Safety Padlock SUS Shackle / 안전 자물쇠 (소형/서스고리)
비전도 & 정전기 방지처리된 소재의 몸체
고강도 특수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재질
특수 고열처리된 SUS 고리
사용온도 : -20℃ ~ 90℃ (몸체기준)
몸체사이즈

고리높이

고리두께

39mm(H) × 34mm(W) × 17mm(D)

37mm(H)

4.5mm(D)

개별키 타입

동일키 타입

개별키 & 마스터키 타입

동일키 & 마스터키 타입

Red

LSL300S-RED-KD

LSL300S-RED-KA

LSL300S-RED-MKD

LSL300S-RED-MKA

Yellow

LSL300S-YEL-KD

LSL300S-YEL-KA

LSL300S-YEL-MKD

LSL300S-YEL-MKA

Blue

LSL300S-BLU-KD

LSL300S-BLU-KA

LSL300S-BLU-MKD

LSL300S-BLU-MKA

Orange

LSL300S-ORA-KD

LSL300S-ORA-KA

LSL300S-ORA-MKD

LSL300S-ORA-MKA

Green

LSL300S-GRE-KD

LSL300S-GRE-KA

LSL300S-GRE-MKD

LSL300S-GRE-MKA

White

LSL300S-WHI-KD

LSL300S-WHI-KA

LSL300S-WHI-MKD

LSL300S-WHI-MKA

Purple

LSL300S-PUR-KD

LSL300S-PUR-KA

LSL300S-PUR-MKD

LSL300S-PUR-MKA

Sky blue

LSL300S-SKB-KD

LSL300S-SKB-KA

LSL300S-SKB-MKD

LSL300S-SKB-MKA

Brown

LSL300S-BRO-KD

LSL300S-BRO-KA

LSL300S-BRO-MKD

LSL300S-BRO-MKA

Black

LSL300S-BLA-KD

LSL300S-BLA-KA

LSL300S-BLA-MKD

LSL300S-BLA-MKA

Safety Padlock

Color

특허등록제품

Safety Padlock Nylon Shackle / 안전 자물쇠 (소형/나일론고리)
비전도 & 정전기 방지처리된 소재의 몸체
고강도 특수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재질
특수 Nylon 복합수지
고리가 휘어지나 파손되거나 부러지지 않음
사용온도 : -20℃ ~ 90℃ (몸체기준)

Color

특허등록제품

몸체사이즈

고리높이

고리두께

39mm(H) × 34mm(W) × 17mm(D)

37mm(H)

4.5mm(D)

개별키 타입

동일키 타입

개별키 & 마스터키 타입

동일키 & 마스터키 타입

Red

LSL300N-RED-KD

LSL300N-RED-KA

LSL300N-RED-MKD

LSL300N-RED-MKA

Yellow

LSL300N-YEL-KD

LSL300N-YEL-KA

LSL300N-YEL-MKD

LSL300N-YEL-MKA

Blue

LSL300N-BLU-KD

LSL300N-BLU-KA

LSL300N-BLU-MKD

LSL300N-BLU-MKA

Orange

LSL300N-ORA-KD

LSL300N-ORA-KA

LSL300N-ORA-MKD

LSL300N-ORA-MKA

Green

LSL300N-GRE-KD

LSL300N-GRE-KA

LSL300N-GRE-MKD

LSL300N-GRE-MKA

White

LSL300N-WHI-KD

LSL300N-WHI-KA

LSL300N-WHI-MKD

LSL300N-WHI-MKA

Purple

LSL300N-PUR-KD

LSL300N-PUR-KA

LSL300N-PUR-MKD

LSL300N-PUR-MKA

Sky blue

LSL300N-SKB-KD

LSL300N-SKB-KA

LSL300N-SKB-MKD

LSL300N-SKB-MKA

Brown

LSL300N-BRO-KD

LSL300N-BRO-KA

LSL300N-BRO-MKD

LSL300N-BRO-MKA

Black

LSL300N-BLA-KD

LSL300N-BLA-KA

LSL300N-BLA-MKD

LSL300N-BLA-MK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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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fety Padlock
Safety Padlock Long Shackle / 안전 자물쇠 (긴고리)
비전도 & 정전기 방지처리된 소재의 몸체
특수 도금처리된 녹방지용 고리
사용온도 : -20℃ ~ 90℃ (몸체기준)

특허등록제품

몸체사이즈

고리높이

고리두께

45mm(H) × 40mm(W) × 18mm(D)

68mm(H)

6mm(D)

Safety Padlock

Color

개별키 타입

동일키 타입

개별키 & 마스터키 타입

동일키 & 마스터키 타입

Red

LSL400L-RED-KD

LSL400L-RED-KA

LSL400L-RED-MKD

LSL400L-RED-MKA

Yellow

LSL400L-YEL-KD

LSL400L-YEL-KA

LSL400L-YEL-MKD

LSL400L-YEL-MKA

Blue

LSL400L-BLU-KD

LSL400L-BLU-KA

LSL400L-BLU-MKD

LSL400L-BLU-MKA

Orange

LSL400L-ORA-KD

LSL400L-ORA-KA

LSL400L-ORA-MKD

LSL400L-ORA-MKA

Green

LSL400L-GRE-KD

LSL400L-GRE-KA

LSL400L-GRE-MKD

LSL400L-GRE-MKA

White

LSL400L-WHI-KD

LSL400L-WHI-KA

LSL400L-WHI-MKD

LSL400L-WHI-MKA

Purple

LSL400L-PUR-KD

LSL400L-PUR-KA

LSL400L-PUR-MKD

LSL400L-PUR-MKA

Sky blue

LSL400L-SKB-KD

LSL400L-SKB-KA

LSL400L-SKB-MKD

LSL400L-SKB-MKA

Brown

LSL400L-BRO-KD

LSL400L-BRO-KA

LSL400L-BRO-MKD

LSL400L-BRO-MKA

Black

LSL400L-BLA-KD

LSL400L-BLA-KA

LSL400L-BLA-MKD

LSL400L-BLA-MKA

Safety Padlock (Brass) / 안전 자물쇠 (녹방지용)
특수 도금처리된 녹방지용 소재의 몸체
SUS OR BRASS 고리 선택가능
사용온도 : -40℃ ~ 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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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용신안등록제품

몸체사이즈

고리높이

고리두께

38mm(H) × 40mm(W) × 16mm(D)

23mm(H)

7mm(D)

Color

개별키 타입

동일키 타입

개별키 & 마스터키 타입

동일키 & 마스터키 타입

SILVER(SUS)

LSL40S-KD

LSL40S-KA

LSL40S-MKD

LSL40S-MKA

BRASS(SUS)

LSL40B-KD

LSL40B-KA

LSL40B-MKD

LSL40B-MK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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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lve Lockout

배관 내용물에 따른 색상 규정 (OSHA)
적색 제품은 화재관련 (소방용수 등) 배관밸브에 사용
황색 제품은 고위험 액체관련 (인화성, 독성 등) 배관밸브에 사용
청색 제품은 저위험 액체/기체관련 (에어, 음용수 등) 배관밸브에 사용
투명 제품은 기타 배관밸브에 사용

디자인등록
실용신안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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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lve Lockout

녹색 제품은 저위험 액체관련 (이동성, 냉각수, 보일러급수, 기타물 등) 배관밸브에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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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lve Lockout
실용신안등록제품

Diaphragm Valve Lockout / 다이어프램 밸브 잠금장치
케미칼 서스(Chemical SUS)밸브 전용 잠금장치
수입 특수 수지 사용으로 내화학성이 매우 우수함
투명 제품으로 내부 밸브 상태 확인 가능
유격없는 디자인으로 체결 및 타 밸브의 간섭이 없음.

제품번호

제품규격

50101 (소형)
50102 (대형)

45mm(내경) × 49mm(높이) × 31mm(홀)
51mm(내경) × 36mm(높이) × 43mm(홀)

Valve Lockout

신제품

Butterfly Valve Lockout / 나비밸브 잠금장치

특허등록제품

케미칼 서스 (Chemical SUS) 밸브 전용 잠금장치
수입 특수 복합수지 사용으로 내화학성이 매우 우수함
투명 제품으로 내부 밸브 상태 확인이 편리함
밸브에 맞게 유격없는 디자인으로 제작
밸브에 체결 및 타 밸브의 간섭이 없음
3가지 사이즈로 배관 사이즈에 맞게 대응
설치가 편리하고 우수함
제품번호

제품규격

50103 (소형)

40mm(내경) × 18mm(높이) / ⅜”

50104 (중형)
50105 (대형)

49mm(내경) × 22mm(높이) / ¾”

신제품

69mm(내경) × 27mm(높이) / 1”

Plug Valve Lockout / 핸들제거밸브 잠금장치
4가지 사이즈
소형사이즈로 이동이 편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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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번호

제품규격

LSL-41
LSL-42
LSL-43
LSL-44

홀직경 22mm
홀직경 23mm ~ 34.9mm
홀직경 44mm ~ 53.9mm
홀지경 55mm ~ 63.5mm

9

Valve Lockout

Gate Valve Lockout / 게이트밸브 잠금장치 투명
(불투명)
사용온도 : - 20℃ ~ 70℃
OS & Y 또는“Rising Stem”밸브에 적합한
중앙부분 제거하여 사용 가능
밸브 핸들 0.9cm 이상의 밸브 핸들에서 체결가능
5가지 사이즈

Valve Lockout

제품번호

제품규격 / 핸들 직경 지름

322011

1"

322012

2.5" ~ 5"

322013

5"

322014

6.5" ~ 10" (165mm ~ 254mm)

322015

10" ~ 13" (254mm ~ 330mm)

~ 2.5" (25.4mm~ 63mm)
(63mm ~ 127mm)

~ 6.5" (127mm ~ 165mm)

Gate Valve Lockout / 게이트밸브 잠금장치
(불투명)
Zenex TM 복합소재 본체
내화학성과 내열성 (-57℃ ~ +177℃)
오작동을 방지할 수 있도록 밸브 손잡이를 완전히 시건 가능
OS & Y 또는“Rising Stem”밸브에 적합한 중앙부분
제거하여 사용 가능
5가지 사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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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번호

제품규격 / 핸들 직경 지름

322001

1" ~ 3"

(25㎜ ~ 76㎜)

322002

2" ~ 5"

(50㎜ ~ 127㎜)

322003

4" ~ 6.5" (101㎜ ~ 165㎜)

322004

6" ~ 10" (152㎜ ~ 254㎜)

322005

8" ~ 13" (203㎜ ~ 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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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lve Lockout
NEW GAS Cylinder Lockout / 신형 가스 실린더 잠금장치
실린더 탱크 밸브 시건용
좁은 공간에서도 알맞은 사이즈
견고한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재질
오작동을 방지할 수 있도록 밸브 손잡이를 완전히 시건 가능

제품번호

제품규격

50000Y
50011Y

내경 70mm / 폭 내경 28mm / 홀 20mm & 42mm
내경 80mm / 폭 내경 35mm / 홀 20mm & 38mm

GAS Cylinder Tank Lockout / 가스 실린더 탱크 잠금장치
실린더 탱크 밸브 시건용
밸브 작동에 손쉽게 차단
좁은 공간에 알맞은 크기
구멍지름 : 38 mm

Valve Lockout

최대 직경 80mm까지 모든 고압가스 밸브에 시건 가능

견고한 엔지니어링플라스틱 재질

제품번호

제품규격

322019

길이 75mm × 폭 30mm × 홀 38mm

GAS Cylinder Lockout / 가스 실린더 잠금장치
견고한 재질로 제작 내구성 및 화학약품에 강하고
고압의 기체 분사로도 열리지 않는 구조
고압 GAS Cylinder 밸브에 적용 가능
밸브 핸들지름 SIZE 76mm 이상 제품에 적용 가능
제품번호

제품규격

8251

내경 102mm / 외경 114.5mm,
중심구멍 30mm / 내부 높이 88mm

Pressurised GAS Cylinder Lockout / 고압가스 밸브 잠금장치
Zenex TM 복합소재 본체
내화학성과 내열성(- 57℃ ~ +177℃)
오작동을 방지할 수 있도록 밸브 손잡이를
완전히 시건 가능
최대 직경 76mm까지 모든 고압가스 밸브에
적용 가능
1개 패드락으로 기물을 시건 가능
제품번호

제품규격

322009

길이 75mm × 폭 30mm × 홀 38mm

www.lsltech.co.kr

11

Valve Lockout
Adjustable Gate Valve Lockout / 크기 조절 게이트밸브 잠금장치
3단계 너비 조정으로 1인치에서 6.5인치 밸브 손잡이까지 잠금 가능
견고한 엔지니어링플라스틱 재질
보관과 휴대 용이
사용온도 : -25℃ ~ 90℃

Valve Lockout

제품번호

제품규격

322010

길이 134mm × 폭 105mm × 홀 36.3mm

Adjustable Valve Lockout / 길이조절 밸브 잠금장치
폴리프로필렌 수지 사용 / 핸들이 제거된 4/1에서 5" 사용가능
9mm 고리 패드락 사용가능

제품번호

제품규격

322000

Suitable for 6.35 to 140mm flange ball valve

Rotation Valve Lockout / 회전밸브 잠금장치
독특한 설계로 밸브에서 레버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볼밸브 제품에 적용가능
잠금장치는 두 부분으로 나누어지며,
케이스 부분은 견고한 나일론 재질이며,
내부는 SUS 304 재질로 이루어져 내구성이 강하며,

제품번호

제품규격

8214

-20℃ ~ 160℃까지 견딤
레버 치수 34mm × 49mm까지 사용 가능
중량 690g

화학물질 및 부식에 강함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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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lve Lockout
특허등록제품

Ball Valve Lockout / 볼 밸브 잠금장치 (반투명)
고강도 특수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복합수지
비전도 & 정전기 방지처리된 소재
내열성 : - 31℃ ~ 90℃
반투명 소재로 밸브상태를 확인 가능
제품 결합방식은 플라스틱 결합방식으로서 부식의 위험성 및 겨울철 파손위험 없음
밸브의 오작동을 방지할 수 있도록 밸브 손잡이를 완전히 시건가능
밸브 핸들 사이즈에 맞게 3단계로 조절하여 밸브 체결가능
제품 외관에 홀이 있어 배관에 와이어를 이용하여 고정 거치가 가능

Valve Lockout

제품 두께 : 4mm

제품 측면에“ 위험/작동금지”“DANGER /DO NOT OPERATE ”문구가 각인되어 있음
OFF 상태 시 배관사이즈 85A 까지 사용가능
ON 상태 시 배관사이즈 40A(50mm) 까지 사용가능

www.lsltech.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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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lve Lockout

배관 내용물에 따른 색상 규정 (OSHA)
적색 제품은 화재관련 (소방용수 등) 배관밸브에 사용
황색 제품은 고위험 액체관련 (인화성, 독성 등) 배관밸브에 사용
청색 제품은 저위험 액체/기체관련 (에어, 음용수 등) 배관밸브에 사용
녹색 제품은 저위험 액체관련 (이동성, 냉각수, 보일러급수, 기타물 등) 배관밸브에 사용
투명 제품은 기타 배관밸브에 사용

Valve Lockout
14

특허등록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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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lve Lockout
Ball Valve Lockout / 볼 밸브 잠금장치 (불투명)

제품번호

Valve Lockout

견고한 강화 ABS 재질
소형은 파이프 외경 1.2cm ~ 6.4cm 까지 잠금 가능
소형은 1.2cm ~ 3.1cm 파이프 직경의 볼 밸브 OPEN
상태에서도 잠금 사용가능
대형은 파이프 외경 5.1cm ~ 20.3cm 까지 잠금 가능

제품규격

321016

소 형 / Red Color

321017

대 형 / Red Color

Ball Valve Lockout / 볼 밸브 잠금장치
견고한 폴리프로필렌 재질로 제작
내화학성과 마모에 강하고 내구성이 뛰어남

제품번호

제품규격

8211

밸브 사이즈 : 0.25" ~ 2.5"

Steel Ball Valve Lockout / 스틸 볼 밸브 잠금장치
OFF 상태의 볼 밸브 잠금에 용이한 일체형 디자인
3인치 이상 밸브에 적합한 2가지 사이즈
견고한 스틸 재질
모든 주요 브랜드의 볼 밸브에 맞도록 디자인 되어 있음
볼 밸브의 크기에 따라 크게 2종류로 분류

자물쇠고리직경

최대핸들너비

321001

제품번호

0.25" ~ 1" (6mm

사이즈(밸브직경 / 파이프직경)

~ 25.4mm)

3.7mm

38.1mm

19mm

321002

1.25" ~ 3" (31.7mm~ 76.2mm)

3.7mm

53.3mm

31.7mm

www.lsltech.co.kr

최대핸들두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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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lve Lockout
Universal Ball Valve Lockout / 다용도 볼 밸브 잠금장치 (ONE 거치대)
견고한 나일론 재질로 제작하여 내구성이 아주 뛰어남
거치대를 고정하는 부분이 두 군데로 나누어져 필요 시 조절 가능
견고하게 제품을 고정시켜 제품과 밸브의 유격(공간)을
최소화하여 사용 가능한 제품

Valve Lockout

제품번호

제품규격

8212

영하 20℃ ~ 영상 160℃까지 견디며
레버 폭 19mm ~ 46mm / 두께 25mm,
중량 720g, 밸브에 사용가능

Universal Valve Lockout / 다용도 밸브 잠금장치
다용도로 사용가능 / 견고한 재질 / 사용 용이 / 경량
화학물질에 강한 금속과 나일론 재질
대형 레버 / T핸들 / 기타 잠그기 어려운 장치 Lockout 가능
버터플라이 밸브(나비형 밸브) 핸들 결속 가능
케이블은 녹슬지 않는 나일론 코팅 금속 케이블

제품번호

제품규격

제품번호

제품규격

323002

대형 UVLO 기본 Clamp

323006

대형 UVLO 기본 Clamp & 거치대

323004

대형 거치대

Butterfly Valve Lockout / 버터플라이 밸브 잠금장치
견고한 엔지니어링플라스틱 재질로 제작
내화학성과 마모에 강하고 내구성이 뛰어남

16

제품번호

제품규격

8221

밸브 사이즈 : 0.25" ~ 2.5"

www.lsltech.co.kr

신제품

Valve Lockout

블라인드 플랜지 잠금 장치
금속합금 및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재질
4개의 자물쇠를 동시에 체결가능
색상 : 적색

323102

제품번호

제품규격

323101

스템 직경 13mm ~ 19mm (½″~ ¾″)에 적용 가능

323102

스템 직경 23mm ~ 32mm (⅞″~ 1¼″)에 적용 가능

323103

스템 직경 35mm ~ 48mm (1/8″~ 1⅞″)에 적용 가능

323103

Valve Lockout

323101

조절가능한 버터플라이 밸브 잠금 장치
폴리프로필렌 재질
버터플라이 밸브 잠금장치용 받침대
직경 4mm 케이블 잠금장치와 사용가능
제품번호

제품규격

323120

조절 가능한 각도 : 15˚ ~ 36˚

소형 버터 플라이 밸브 잠금 장치
폴리 프로필렌 재질
버터플라이 밸브 잠금장치용 받침대
색상 : 빨강
직경 4mm의 안전자물쇠 및 케이블 잠금장치와 사용가능
제품번호

제품규격

323122

Valve rod diameter:
width 42mm Max opening 14.5,
height 5~35(unit:mm)

www.lsltech.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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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lve Lockout









화학물질에 대한 뛰어난 내구성
화학물질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보호
투명창이 있어, 화학물질 유출여부를 육안으로 확인가능
유격 조절이 가능하여 사용 중 느슨해지는 것을 방지
설치가 편리한 디자인으로 체결 및 타 밸브의 간섭이 없음
리트머스 종이가 있어, 화학물질 누출 시 확인 가능
소형, 중형, 대형 사이즈로 구성
주문제작 가능
제품번호
LSL-FPVC-S
LSL-FPVC-M
LSL-FPVC-L

제품규격
200mm x 150mm
350mm x 150mm
500mm x 150mm

현장 적용 사진

www.lsltech.co.kr

Valve Lockout

Flange Pipe Valve Cover / 플랜지 밸브 배관 커버

Cable Lockout
특허 등록제품

Compact Cable Lockout / 콤팩트 케이블 잠금장치
작고 가벼운 몸체, 화학물질에 대한 뛰어난 내구성
부식과 온도에 대한 내구성
인체공학적 디자인 - 사용하기 편리한 제품
비닐코팅 금속 케이블 ( 4mm 지름)
체결후 Lock 유격 조정가능

Cable Lockout

3명까지 그룹 잠금작업 가능
케이블 길이 주문제작 가능

신제품

특수 나일론 복합수지
정전기방지 처리 및 난연 처리

Double Looped Cable Lockout / 양쪽 고리 케이블 잠금장치
대형 밸브에 사용가능

제품번호

제품규격 / 길이

체인보다 더 편리하게 체결이 가능함

326011

케이블 길이 / 700mm

체인보다 가벼워서 사용 & 보관이 편리함

326012

케이블 길이 / 1300mm

326013

케이블 길이 / 1900mm

326014

케이블 길이 / 2500mm

4가지 사이즈로 구성되어 있어, 밸브 핸들에 맞게 사용 가능함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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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ble Lockout
Hasp Cable Lockout / 하스프 케이블 잠금장치

제품번호

제품규격

8431

케이블 직경 5mm / 길이 2m

Universal Cable Lockout / 다용도 케이블 잠금장치

Cable Lockout

케이블 잠금장치 제품으로 사용이 간단하고 여러 밸브에
사용이 가능하며 케이블은 절연 코팅이 된 Stainless Steel
제품으로 Hasp 기능도 함께 겸할 수 있는 기능성 제품임

ABS 몸체에 직경 3mm, 길이 150mm의 SUS 케이블로 이루어 져 있으며
2개 이상이 연결된 밸브를 함께 체결할 때 사용가능

8411
비절연 케이블

8421
절연 코팅 케이블

제품번호

제품규격

8411

직경 3mm / 케이블 길이 150mm 비절연

8421

직경 3mm / 케이블 길이 150mm 절연 코팅

Cable Lockout / 케이블 잠금장치
크기에 상관없이 모든 게이트 밸브에 사용 가능
여러 개의 밸브를 하나의 장치로 제어 가능
체인보다 가벼운 장치로 사용이 편리하고 용이함
방폭 인증제품

제품번호

제품규격

326001

1.8m Cable

www.lsltech.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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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ectrical Lockout
Circuit Breaker Lockout (Big) / 대형 차단기 잠금장치
대형차단기 잠금장치
철과 알루미늄 합금 및 고강도 나일론 재질로 합성
견고하고 내구성이 좋으며 나사식 설계로 사용이 편리함

Electrical Lockout

제품번호

제품규격

8127

Oversize (대형)

Universal mini Circuit Breaker Lockout

Circuit Breaker Lockout

다용도 미니차단기 잠금장치

차단기 잠금장치

다양한 종류의 차단기에 체결이 가능한 미니 제품
차단기의 메인스위치에 적합, 나사를 손으로 조일 수
있으며 설치가 간편하고, 도구가 필요없음
모든 PadLock 제품과 작동금지 Tag와 함께 사용 가능

독창적 설계의 차단기 잠금장치
도구 없이 손으로 나사를 돌려 사용할 수 있는 타입
중형 차단기에 적용이 가능함

제품번호

제품규격

제품번호

제품규격

8113

110V ~ 480V

8126

480V ~ 600V

Circuit Breaker Lockout / 차단기 잠금장치
단극 차단기 잠금장치에 최적화 / 큰 사이즈의 스위치에도 사용가능
견고한 폴리프로필렌 재질 / 별도의 도구(드라이버)없이 사용가능
120V / 277V / 600V, 규정크기 이상의 다양한 사이즈 제공
0.7mm 직경 이상의 패드락으로 사용가능
제품번호

제품규격

325002 277V“No Hole”Breaker Lockout Device (1ea) / 소형
325003 480/600V“No Hole”Breaker Lockout Device (1ea) / 중형
325001

Oversized Breaker Lockout Device (1ea) / 대형

325004 Universal Multi-Pole Breaker Lockout Device (1ea)

325002

325003

325001

Grip Tight Circuit Breaker Lockout / 그립타이트 차단기 잠금장치
견고한 경화 스틸 / 병렬식 차단기 시건에 적합
좁은 폭 & 모든 유형의 차단기 토글 스위치에 사용가능
견고하고 간편한 시건장치

제품번호

제품규격

325012

Grip Tight Circuit Breaker Lockout for Standard Breaker toggles (1ea) / 소형

325011

Grip Tight Circuit Breaker Lockout for wide or tall Breaker toggles (1ea) / 대형
32501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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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5011

325004

Electrical Lockout

Breaker Block Bar / 차단기 블럭바

제품번호

제품규격

325055

Breaker Block Kit
(Rail 2ea, Red Bar 1ea, Green 1ea)

Electrical Lockout

고강도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별도의 홀 타공 없이 설치 가능
양면테이프 부착 가능

Plug Lockout / 플러그 잠금장치
고강도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재질
양쪽 홀이 있는 산업용 플러그 잠금장치

제품번호

제품규격

325070

Electrical Plug Lockout 소형

51mm(H) × 51mm(T) × 89mm(W) × 13mm

325071

Electrical Plug Lockout 중형

65mm(H) × 65mm(T) × 118mm(W) × 20mm

325072

Electrical Plug Lockout 대형

83mm(H) × 83mm(T) × 178mm(W) × 25mm

Miniature Pin-Lock Circuit Breaker Lockout / 미니어처 핀 차단기 잠금장치
미니어처 회로 차단기 잠금장치 사용에 최적화된 제품
안전하고 효과적인 방법 / 유럽과 아시아에서 만든 차단기에
사용가능
별도 도구(드라이버)없이 사용가능 / 7mm 직경 패드락
사용가능
차단기 토글 스위치에 사용가능
전원에서전원 공급을 중단하는데 사용가능
빠르고 쉽게 사용가능
325006

제품번호

제품규격

325006

Pin out Standard Circuit Breaker Lockout Device (1ea)

325007

Pin in Standard Circuit Breaker Lockout Device (1ea)

325008

Pin out Wide Circuit Breaker Lockout Device (1ea)

325009

Tie-Bar Breaker Lockout Device (1ea)

325016

Miniature (표준) Breaker Lockout Device (1ea) / 검정탭

325017

Miniature (넓은) Breaker Lockout Device (1ea) / 빨간탭

325018

Miniature (표준) Breaker Lockout Device (1ea) / 검정탭

325019

Universal Miniature Breaker Lockout Device (1ea)

325020

Miniature Circuit Breaker Lockout Device (1ea)

325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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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5007

325017

325008

325018

325019

325009

325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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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ectrical Lockout
Circuit Breaker Lockout
견고한 강화 나일론 재질 / 크롬도금 (돌림손잡이)
돌림손잡이가 있어, 별도의 도구없이 사용가능
많이 사용되는 차단기 손잡이 폭 12mm
안전자물쇠 홀 직경 8.6mm까지 사용가능
325024W

Electrical Lockout

325024

제품번호

제품규격

325024

고정 받침대 있음

325024W

고정 받침대 없음

Simple Circuit Breaker Lockout
알루미늄 합금 재질
소형 회로 차단기에 적합

제품번호

제품규격

325026

고정 받침대 있음

Circuit Breaker Lockout
강력하고 내구성이 강화된 나일론 소재
안전자물쇠 직경 8.6mm
중형 및 소형 차단기 잠금에 적합

제품번호

제품규격

325100

안전자물쇠 최대 4개까지 체결가능

Circuit Breaker Lockout
강력하고 내구성이 강화된 나일론 소재
안전자물쇠 직경 7.6mm
중형 및 소형 차단기 잠금에 적합

22

제품번호

제품규격

325200

소형 & 중형 차단기 잠금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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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ectrical Lockout
Universal mini Breaker Lockout / 다용도 미니 차단기 잠금장치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나일론과 크롬도금된 황동 재질
다른 도구 필요없음
소형과 중형 MCCB 와 소형 차단기 잠금장치에 사용가능

제품번호

제품규격

325060

Multifunction Miniature Breaker Lockout
1 Padlock, lock shackle 〈 7mm

Electrical Lockout

신제품

Circuit Breaker Lockout (Medium) / 중형 차단기 잠금장치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나일론과 크롬도금된 황동 재질
다른 도구 필요없음
중형 MCCB 와 중형 차단기 잠금장치에 사용가능
차단기 핸들 두께 20mm

제품번호

제품규격

325061

Multifunction Circuit Breaker Lockout
1 Padlock, lock shackle 〈 7mm

신제품

Circuit Breaker Lockout (Large) / 대형 차단기 잠금장치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나일론과 크롬도금된 황동 재질
다른 도구 필요없음
중형 MCCB 와 중형 차단기 잠금장치에 사용가능
차단기 핸들 두께 20mm

제품번호

제품규격

325062

Large Type Circuit Breaker Lockout
1 Padlock, lock shackle 〈 7mm

신제품

www.lsltech.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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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ectrical Lockout
Industrial Electrical Lockout / 산업용전기 배전반 잠금장치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과 A3 아연도금
전기 배전반에 사용 가능한 잠금장치
강력한 양면 테이프 제공

Electrical Lockout

신제품

325081

325082

325083

제품번호

제품규격

325081
325082

Lock Knob switch, change over switch
Lock button switch, the lock hole of the
distribution cabinet

325083

Lock cabinet door, electrical handle hole,
low voltage drawer cabinet

325084

Lock switch handle, change over switch of
the drawer cabinet

325085

Lock Knife switch, handle switch

325085-6

Lock Knob switch, change over switch

325085-7

Lock button switch, the lock hole of the
distribution cabinet

325084

325085

325085-6

325085-7

Emergency Stop Lockout & Socket Covers / 사각 버튼(소켓) 잠금장치
강화 글라스 레진 소재
여러 버튼 스위치의 보호 커버 및 잠금장치로 사용가능
제품번호

제품규격

325086 (소형)

50mm × 47mm × 50mm

325087 (중형)

74mm × 74mm × 60mm

325088 (대형)

158mm × 64mm × 98mm

신제품
11×13

64

98

158

325086
325088

325087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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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ectrical Lockout
콘트롤러 잠금장치 (BAG)
호이스트 및 엘리베이터 컨트롤러를 잠금장치 할 수 있는 이상적인 잠금장치
내마모성 폴리에스터 원단으로 제작

충분한 공간으로 많은 종류의 운전 컨트롤러 버튼, 또는 모든 종류의
특수 대형 콘트롤러 및 액세서리등을 잠금장치 체결가능
작동금지 (경고) 태그를 같이 사용할 수 있음
제품번호

제품규격

325071-BAG

조임부분을 조정하여 6개의 자물쇠 또는 그룹잠금장치를 체결가능

325072-BAG

콘트롤러 잠금장치 / 케이블 잠금장치는 별도로 구매가능

325071-BAG

Electrical Lockout

PVC 재질의 조임부분을 조절하여 다른 작업자가 호이스트 및 엘리베이터
컨트롤러의 버튼을 조작하지 못함

325072-BAG

맨홀 잠금장치
내마모성 폴리에스터 재질
5미터 케이블 잠금장치로 맨홀 시건가능
전면에 경고 표시
제품번호

제품규격

322072

맨홀 잠금장치 / 케이블 잠금 장치는 별도로 구매가능

322073-1

맨홀 잠금장치와 같이 사용이 가능한 환기 후드

322073-2

맨홀 잠금장치와 같이 사용이 가능한 적색 후드

322073-3

맨홀 잠금장치와 같이 사용이 가능한 검정색 후드

322073-1

3220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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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072

3220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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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ectrical Lockout

Switch Button Lockout / 스위치버튼 잠금장치
투명 고강도 PC 재질 / 손 쉬운 설치
스위치의 하부에 받치 설치 / 잠금과 해제가 용이함
Gear Lever Switch에 영구적 장착 / 오작동 방지

Electrical Lockout

제품번호

제품규격

8131
8132

잠금장치 홀 구멍 직경 22mm
잠금장치 홀 구멍 직경 30.5mm

Button Switch Lockout / 버튼스위치 잠금장치
각종 Push Button Switch의 오조작 방지를 위한 특수 안전 Cover
투명 사출성형으로 제작되어 외관이 미려하고 내부의 상태를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재질 : PC (Poly Carbonate)

제품번호

A

B

C

D

두께

비고

L25-SC

50mm

32.5mm

127mm

25mm

3T

원형

L30-SC

60mm

40mm

153mm

30mm

3T

원형

Button Switch Cover Lockout / EMO버튼스위치 잠금장치
갑작스런 조작으로 인한 사고를 방지
비상 스위치 잠금장치 커버
22.5mm ~ 30.5mm의 스위치에 잠금장치 가능
외부 충격에 강한 투명 엔지니어링플라스틱 재질

26

제품번호

제품규격

325031

폭 60mm × 길이 74.25mm × 깊이 60mm / 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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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sp Lockout
Nylon Group Lockout Hasps (3Hole) / 나일론 그룹 잠금장치 하스프 (3홀)
하나의 에너지원에 최대 3명까지 사용가능
하스프 잠금장치 고리 직경 9.5mm까지 체결
비전도성 나일론 재질

신제품

나일론 고리 직경 3.5mm

제품번호

제품규격

328031

Orange 샤클 3.5mm

328041

Red

샤클 3.5mm

328051

Yellow

샤클 3.5mm

328061

Blue

샤클 3.5mm

328071

Green

샤클 3.5mm

Hasp Lockout

포장단위 : 1EA

Nylon Group Lockout Hasps / 나일론 그룹 잠금장치 하스프
하나의 에너지원에 최대 6명까지 사용가능

제품번호

제품규격

하스프 잠금장치 고리 직경 9.5mm

328010

Red Color 비전도

비전도성 나일론 재질

328030

Orange Color 비전도

크기 : 178 mm (H) × 44 mm (W)
포장단위 : 1EA

www.lsltech.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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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sp Lockout

Lockout Hasp / 잠금장치 하스프
Zenex TM 복합소재 본체
전기 회로 차단기 사용에 적합
최대 직경 6mm의 샤클이 있는 패드락을 2개까지 체결 가능
뛰어난 내열성 및 내화학성

Hasp Lockout
제품번호

제품규격

328009

샤클 4mm

Group Lockout Hasps / 그룹 잠금장치 하스프

제품규격

고리직경

8311

길이 115mm × 폭 45mm

26mm

하나의 에너지원에 최대 6명까지 사용가능

8312

길이 130mm × 폭 60mm

39mm

하스프 잠금장치 고리 직경 9.5mm

8314

길이 140mm × 폭 40mm

38mm

포장단위 : 1EA

8316

길이 92mm × 폭 44mm

32mm

8321

길이 188mm × 폭 76mm

36 × 28

8311

28

제품번호

8312

8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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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16

8321

Station

Padlock Station / 안전자물쇠 보관함
견고한 일체형의 몰드형 구조 / 폴리카보네이트 소재의 재질
일반 스테이션에 비해 내열성이 2배 높으며 내충격성은 4배 높은 내구성
투명 커버로 내용물 보호 및 내용물 파악이 용이함 / 패드락으로 패드락 스테이션 잠금 가능
커버를 열린 상태로 고정 시킬 수 있음 / 벽면 장착형 제품

Station
제품번호

제품규격

330051

406mm (폭) × 311mm (길이) × 44mm (깊이) - 소형(내용물 제외)

330052

558mm (폭) × 393mm (길이) × 44mm (깊이) - 중형(내용물 제외)

330053

558mm (폭) × 558mm (길이) × 44mm (깊이) - 대형(내용물 제외)

Lockout & Tag Station / 잠금장치 보관함
기물들을 쉽게 정리 / 폴리카보네이트 소재의 재질 / 커버가 달려 있으며, 견고하고 내구성이 우수함
투명 커버로 내용물 보호 및 내용물 파악이 용이함 / 상,하단을 별도로 잠금 가능 / 16개의 행거 클립
커버를 열린 상태로 고정 시킬 수 있음 / 벽면 장착형 제품

30

제품번호

제품규격

330054

596mm (폭) × 685mm (길이) × 114mm (깊이) (내용물 제외)

330055

596mm (폭) × 393mm (길이) × 114mm (깊이) (내용물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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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tion

330001

330003

330007

330008

330010

제품번호

330005

330011

제품규격

Station

Padlock Boards / 패드락 보드

330009

330012

사이즈

330001

5패드락 / 2HASP / 2TAG 걸이

300mm × 400mm

330003

10패드락 / 2HASP / 1TAG 걸이

350mm × 350mm

330005

20패드락 / 2HASP / 2TAG 걸이

600mm × 300mm

330007

36패드락 / 2HASP / 4TAG 걸이

550mm × 600mm

330008

4패드락 / 2HASP

400mm × 280mm

330009

10패드락 / 3HASP

580mm × 360mm

330010

20패드락 / 6HASP

580mm × 660mm

330011

50패드락 / 7HASP

820mm × 900mm

330012

10패드락 / 8HASP / 각종 잠금장치 기물 설치 가능

810mm × 1220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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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ckout Tag
OSHA Lockout Tagout 규정
기타 잠금장치 없이 태그만 사용할 때 적용사항
TAGOUT은 반드시 관리자에게서 지급받아야 함
사이즈, 모양 & 색상은 표준화가 되어야 하며, 모든 작업자가 이해할 수 있어야 함
누가 태그를 사용했는지 확인되어야 하며, 기타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는 태그와는 구별되어야 함
TAG는 비, 습기, 화학물질 & 부식성 환경에서도 성능이 저하되지 않아야 함
TAG의 규정상 22kg 미만의 하중에 파손되지 않아야 함
어떠한 경우라도 관리자가 제거하지 않는다면 갑작스럽게 떨어지지 않아야 함

Lockout Tag

TAG의 문구는“작동금지(Do Not Operate)”“밸브 열림(Valve Open)”“밸브 닫힘(Valve Close)”등

Lockout Tag / 잠금장치 태그
Lockout Tag Size

340001

340003

340004

340005

340009

340010

340022

340023

340021

32

높이: 145mm × 너비:75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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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ckout Tag
Lockout Tag / 잠금장치 태그(M)
높이: 108 mm × 너비: 56 mm

340001M

340003M

340004M

340005M

340009M

340010M

340021M

340022M

340023M

Lockout Tag

Lockout Tag Size

Lockout Tag / 잠금장치 태그(S)
Lockout Tag Size

높이: 78 mm × 너비: 39 mm

340001S

340003S

340004S

340005S

340009S

340010S

340021S

340022S

340023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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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ckout Tag

Lockout Tag / 사진부착 작동금지 태그
Lockout Tag Size

Lockout Tag

340002

높이: 145mm × 너비:75mm

340006

340007

340008

Engineering Plastic Tag /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태그
Lockout Tag Size

높이: 145mm × 너비:75mm

전기작업시 사용 /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재질 / 저온 및 상온에서 사용가능 / 열악한 환경에서도 사용가능

340501

Lockout Tag Size

340502

높이: 108mm × 너비:56mm

340503

Lockout Tag Size

높이: 78mm × 너비:39mm

전기작업시 사용 /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재질 / 저온 및 상온에서 사용가능 / 열악한 환경에서도 사용가능

340501M

34

340502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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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0501S

340502S

Lockout Tag
Lockout Valve Tag / 밸브 태그
Lockout Tag Size

340011

NEW

Lockout Tag

높이: 145mm × 너비:75mm

340012

원거리에서 밸브의 잠금, 열림 확인 가능

밸브 잠금 확인카드
특허접수번호 : 1-1-2016-0468660-12
디자인등록접수번호 : 1-1-2016-0362577-67

원거리에서 밸브의 잠금, 열림 확인이 가능합니다.
톱니 회전판을 이용하여 간편하게 잠금, 열림 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톱니 회전판의 회전 방향을 알려주는 홈(holl)이 있어서 작업자가 쉽게
취급할 수 있습니다.
밸브 고리용 와이어를 이용하여 밸브에 간편하게 설치 할 수 있습니다.
표시 문구를 다양화 하여 용도의 변경이 가능합니다.
(예: 취급주의사항 표시, 보관 및 사용물질 표시, 안전담당자 표시 등)

PUSH

제품번호

제품규격

340601

밸브 개페상태 TAG-소형

340602

밸브 개페상태 TAG-대형

PULL

누름◀

당김 ◀

임의 조작금지

임의 조작금지

설치시 : 클립을 제품 고정핀에 힘을주어 조립합니다.

임의 조작금지

탈착시 : 끈의 끝부분을 힘을 주어 당겨 분리합니다.
밸브 상태 확인!

밸브 상태 확인!

회전판의 PUSH 부분을 눌러 회전 시킵니다.

밸브 상태 확인!

PUSH

◀ 누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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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affolding Tag

Scaffolding Ta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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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affolding Tag

Scaffolding Ta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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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affolding Tag

Scaffolding Ta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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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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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affolding Tag

Scaffolding Ta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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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ckout / Tag Out

9 Steps For Lockout / Tag Out
Lockout / Tag Out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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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ralabel Sign & Printer

DURALABEL PRINTER 산업용 라벨프린터
Duralabel Sign & Printer

눈관리, 배관표식, 안전환경 관리에 적합
고장, 재해, 불량 ZERO & 시설물 관리표식, 안전표식 라벨등 각종 라벨을

Duralabel Sign & Label Printer 가 해결해 드립니다.
옥외에서도 8년 이상 변색, 탈색없이 지속되는 테이프 재질
간단하고 사용에 편리한 프린터와 프로그램
300 DPI의 고해상도와 자동 커터기능
PC와 연결하여 모든 글꼴과 사인 & 심볼을
Windows에서 사용가능
프린트 속도 : 초당 2"~3"
해상도 : 300DPI
최대 프린터 폭 : 2"~4" 출력
무게 : 3.85kg
크기 : 150mm(H) × 232mm(W) × 228m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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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w-In-The-Dark Label
Glow-in-the-dark / 축광라벨 시스템

Glow-In-The-Dark Label

축광민무늬 & 줄무늬 테이프
축광 민무늬 & 줄무늬 테이프
테이프 너비 → 5cm / 7.6cm / 10cm 선택 가능
민무늬 테이프 → 경계선 & 비상구 표시용
줄무늬 테이프 → 장애물 표시용

제품번호

제품규격

500201

너비 50mm × 길이 10m / 단색

500203

너비 100mm × 길이 10m / 단색

500205

너비 50mm × 길이 10m / 줄무늬

500207

너비 100mm × 길이 10m / 줄무늬

카탈로그에 없는 제품은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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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w-In-The-Dark Label

축광화살표 & V스타일 테이프
축광 화살표 & V스타일 테이프

Glow-In-The-Dark Label

테이프 너비 → 50 mm / 100 mm 선택 가능
화살표 테이프 → 정전 & 비상구 출구 안내용
V스타일 테이프 → 정전 & 비상구 출구 안내용

제품번호

제품규격

500301

너비 50mm × 길이 10m / 축광 화살표

500303

너비 100mm × 길이 10m / 축광 화살표

500305

너비 50mm × 길이 10m / 축광 V스타일

500307

너비 100mm × 길이 10m / 축광 V스타일

축광화살표 테이프
축광 비닐 필름

10 시간 이상 발광
정전 & 비상 탈출 시 비상구 안내 표시용

100ea / PKG

제품번호

제품규격

500308

너비 76 mm / 축광 화살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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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fety Label

Floor Marking Tape / 바닥마킹 테이프

Safety Lab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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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ze

Safety Label

Safety Label

포장단위 : 10EA / PACK
최소 주문단위 : 50PACK
주문 시 Part No, Size
지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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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fety Label

Safety Lab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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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fety Label

Safety Lab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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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fety Label

Safety Lab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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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fety Label

Safety Lab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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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fety Label

Safety Lab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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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fety Label

Safety Lab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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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CKOUT / TAGOUT
SAFETY LABEL SOLUTION

산업안전의 선두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