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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의 차이를 만드는 기술 

속이 깊다는 것은 미처 보지 못하고 미처 손길이 닿지 않는 곳까지 배려하는 

마음입니다. 공간을 벗어나더라도 그 공간 안에 계속 머물러 있게 만든다는 

것은 바로 속 깊게 배려하는 마음이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당신을 깊이 

감동시킬 수 있는 유혹의 기술은 어렵지 않습니다. 단1초라도 그 순간만큼은 

머무는 누군가의 행복을 위해 존재하는 최상의 공간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고 

그것은 바로 보이지 않는 곳부터 손길이 닿지 않는 곳까지 첨단의 기술력을 

최대한 끌어낸, 따뜻한  배려를  느낄  수 있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수많은 연구와 

테스트를 거쳐 알아낸 것이 있습니다. 기술은 보여지는 것이고 아름다움은 

느껴지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보지 못하고 느끼지 못했던 차이, 그것이 카펫의 

진실이고 그것이 PURGOTEX의 진심입니다. 공간의 차이를 만드는 기술, 

깊은 감동은 당신이 신경 쓰지 않았던 가장 낮은 곳에서부터 시작됩니다.

BE  DEE P LY  MOVED



Easy-to-clean flocked carpet

‘PURGOTEX’

The dense surface allows easy removal of contaminants, dusts and stains 

with a powered brush vacuum machine or diluted mild detergent.

Features

The Flocking System Harmlessness

Restoration Ability Outstanding Durability

Flocked carpet’ s water-proof feature, not only 
blocks bacteria breeding and pollution caused by 
humid, but also prevents smell, dust and foreign 
substances. Due to all these advantages, flocked 
carpet is usually applied in the environment 
which requires high level of cleanliness such as 
hospitals, kindergartens and nursing homes.

Flocked carpet’ s 80,000,000 fibers/m2 high 
density surface provides 99% indentation-
resilience, making almost no indentation marks 
by heavy load furniture pressures. 

Distinguished from tufted carpet, flocked carpet 
even if stabbed by sharp objects, there is nearly   
no damage to the carpet surface.

High density vertical pile structure with 80,000,000 fiber/㎡- of nylon 6.6

excellent abrasion resistance, stain resistance and anti-bacteria properties

Digital-printed design pattern -customized colors and designs are available

Comfortable walking and excellent acoustic properties

Flocked carpet Tufted carpet Flocked carpet Tufted carpet

It is featured for its 80,000,000 fiber/㎡ dense file 
surface which is 10 times denser than the tradi-
tional carpet. Flocked carpet outstands in its 
excellent durability and resilience and its dense 
structure prevents pollutants from penetrating 
into carpet and helps maintaining the perfect 
environmental cleanliness. 

PURGOTEX
Due to the 100% vertically independent pile, the average life time of flocked 

carpet(more than 10 years) is much better than normal carpet(2~3years). 

After the installation, there is no ‘Fray(Edge Curling)’ in our carpet.

So, you can always feel the effects of brand new carpet.

Vertically High Density Structure

PURGOTEX Tufted carpet

세척하기 쉬운 신개념 플로킹 카페트
푸르고텍스

푸르고텍스는 1㎡당 8,000만개의 나이론 원사가 심어진 고밀도 수직파일 구조로 

오염 및 먼지등이 하부로 침투하는 것을

막아주기 때문에 순한세제 또는 진공 청소기로 오염 물질이 쉽게 제거 가능한  신개념의 카페트입니다.

제품특장점

The Flocking System Harmlessness

Restoration Ability Outstanding Durability

Flocked Carpet은 발수처리되어 수분 오염을 막고
박테리아 서식을 억제할 뿐 아니라 이로 인한 냄새,먼지 및 
이물질을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특성은 병원, 
유아시설, 양로원 등 청결이 요구되는 시설에도 
적합합니다.

Flocked Carpet은 고밀도 수직파일 구조로 무거운 하중 
및 가구 압력에 의한 자국이 잘 남지 않으며 99%의 
복원력을 보여줍니다.

Flocked Carpet은 Tufted carpet과 비교할때
날카로운 물체에 의하여 발생할 수 있는 손상을 최소화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1㎡당 8,000만개의 나이론 원사가 심어진 고밀도 수직파일 구조 | 

탁월한 마모강도 및 내 오염성, 내 항균성

Digital-printed 디자인 패턴   |   주문제작 디자인 및 칼라가능

보행성 및 흡음성 우수

Flocked carpet Tufted carpet Flocked carpet Tufted carpet

 Flocked Carpet은 1㎡당 약 8천만개의 나일론 원사가 
심어진 고밀도 수직 파일구조입니다. 이는 전통적인 
Tufted Carpet과 비교할 때, 10배 이상 촘촘한 파일 
밀도로 오염 물질이 하부로 침투하는 것을 막아주기 때문에 
청결한 환경유지, 뛰어난 내구성 및 복원력을 보여줍니다.

PURGOTEX
푸르고텍스는 100% 독립된 수직파일 구조로 일반 Carpet의 평균 수명(2~3년)에

비해 10년 이상 사용 가능한 제품입니다. 설치 후 시간의 흐름에 따라 발생되는 

Fray현상(이음매 부분에 심이 풀려 밀려 올라감)이 전혀 발생하지 않아 늘 새것과 같은 느낌이 지속됩니다.

고밀도 수직 파일 구조

PURGOTEX Tufted carp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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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패턴 및 칼라

청결성

오염물질이 섬유조직 속으로 들어가지 못해 항상 청결한 상태로 사용 가능 합니다.

물청소 방법 1 오물을 걷어낸다.

2 물과 세제를 섞은 후 스펀지로 문지른다.

3 헤라로 비눗물을 걷어낸다.

4 마른 수건으로 닦아낸다.

제품 구조도_카펫타일 Nylon 66

접착층

기재

PVC 1st Layer

PVC 2nd Layer

치수안정층

PURGOTEX

다양한 패턴 및 칼라로 인테리어성 탁월 (주문제작 디자인 및 칼라 가능)

오피스 빌딩, 헬스케어, 호텔, 학교, 도서관, 공항, Shop 등공간타입

인증마크
®

1 2 3 4 5

Various pattens and colors

Cleanliness

Due to the high density of structure, it is difficult for the pollutant to penetrate.
So, you can always use the carpet as good as new.

Clean up the Flocked Carpet 1. Sweep the pollutant.

2. Apply the floor with diluted mild detergent.

3. Sweep the floor using a comb, mop it with dry towel.

Structure Map_Tile products Nylon 66

Adhesive

Substrate

PVC 1st Layer

PVC 2nd Layer

Reinforced
Fiberglass Layer

PURGOTEX

Excellent interior performance with various patterns and colors 
(Customized patterns and colors are available)

office building, health care, hotel, school, restaurant, library, airport, retail shop, etcApplication

Certification mark
®



무한한 가능성이 열려있는 창조의 공간은 

미지의 세상을 

탐험하는 순간의 두근거림 까지도 담고 있어야 합니다.  
The space of creation opened to infinite possibility 

should include momentary thrills for exploring the unknown world. 

Jungle 102-G Jungle 101-GJungle 501-G Jungle 104-G

FLOCKED CARPET

PURGOTEX

PURGOTEX



가장 자연스럽고 안정된 공간이 가장 혁신적인 공간이라는 사실. 

불편함, 부조화의 차이를 만들지 않는 차이가 

첨단을 꿈꾸는 당신이 알아야만 하는 기술력의 진실입니다. 

The difference which can not make the difference between 

the inconvenience and disharmony is the truth about the technology should 

be known to you who are in a dream of high-tech. 

City 101-G City 502-GCity 801-G City 501-G

FLOCKED CARPET I PURGOTEX

City 601-GCity 701-G

City 301-G

PURGOTEX

City 103-G City 602-G



모던의 정의는 단순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깊이에 있습니다.

얼마나 더 견고하게 얼마나 더 안전하게 만들어 졌느냐 
A definition of modern is not in the simplicity, but in the profundity.

The matter is how much more strongly and safely made.

M Bamboo 101 M Bamboo 102M Bamboo 601 M Bamboo 801

M Bamboo 501 M Bamboo 502

PURGOTEX

FLOCKED CARPET I PURGOTEX



누구나 반할만큼 겉으로 화려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속까지 화려하다는 것은 

누구나 인정할 수밖에 없는 안정성과 견고함에서 나옵니다.    

It could be magnificent externally with everybody can be charmed. 

But the internal brilliance is from the stability 

and solidity which everybody couldn't help but approve. 

Glam 102-G Glam 501-GGlam 401-G Glam 101-G

Glam 801-G Glam 103-G

FLOCKED CARPET

PURGOTEX

PURGOTEX



가장 편안하고 안락하다는 느낌을 받는다는 것은 

기술력, 그 눈부신 

찬란함이 빛나는 공간이라는 뜻입니다. 
A feeling of comfort and safe means the technology, 

the space with shining brilliance. 

Rainbow 101-G Rainbow 102-GRainbow 106-G Rainbow 105-G

Rainbow 104-G

FLOCKED CARPET

PURGOTEX

PURGOTEX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도 보이게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 

순간순간 기술의 완성도를 

느낄 수 있는 즐거움으로 채워드립니다.   

A thinking that makes something invisible into visible. 

It fulfills you with the pleasure which can 

feel the completion of technology momentarily. 

Panda 401-G Panda 801-GPanda 101-G

FLOCKED CARPET

PURGOTEX

PURGOTEX



비울수록 아름다워지는 공간의 미학을 추구한다면

절제미의 풍요로움을 

담아낼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If you investigate esthetics of spaces through emptiness, 

it should include an abundance of moderation.

Zen 801-G Zen 101-GZen 102-G Zen 103-G

FLOCKED CARPET I PURGOTEX

Zen 401-G Zen 701-GZen 601-G

PURGOTEX



누구에게나 잘 먹힌다는 것은 적어도 

그 공간 안에서 만큼은 즐겁고 행복하다는 뜻입니다.  

PLAY PACMAN
Being eaten up by everybody means at least in 

that place people can be happy and delighted. PLAY PACMAN! 

Pacman 601-G Pacman 105-GPacman 801-G Pacman 104-G

Pacman 101-G Pacman 102-G

FLOCKED CARPET

PURGOTEX

PURGOTEX



M Bamboo 102 801

102 501

M Bamboo



M Bamboo 801  I  102  I  101

ZENM Bamboo 801

801 501

102

M Bamboo

도요타 서울지사 VIP실, 한국   한세이, 필리핀   

안성 미래원, 한국   

SBS 목동사옥   

SBS 목동사옥   SBS 목동사옥   



PURGOTEX

VOCs Emission Test Acquired the highest A+ standard 

of Europe ISO 16000-3 for Eco-friendliness

Test Results 

Formaldehyde

TVOC

2

555.7

0

24.6

< 10

< 1000

Measured conc

after 3 days

Measured conc

after 28 days

Limit conc for A+

Classification(㎍/㎥)

Environment-friendly

TVOCs and Formaldehyde Emission Test Results 

Green Certificate
Acquired environment-friendly certification 

for indoor air quality process

TVOCs mg/㎡.hr 0.146 < 0.4mg/m2h 

Toluene mg/㎡.hr 0.009 <  0.08mg/m2h

Formaldehyde mg/㎡.hr 0.001 <  0.120mg/m2h

Test Unit Results
Standard

(7days after)

Comply with European Standard EN 14041 

for consumers' safety, health, and environmental protection 

Fire-safety and slip-resistance performance retention 

CE Certificate

Test Results

Characteristic Test Results Direction of the 

production

Dynamic
coefficient of
friction

longitudinally

<transversally

0.51

0.46

0.53

0.49

0.51

0.47

0.50

0.49

0.51

0.49

Obtained data value Arithmetic mean

0.48

0.51

[ * Laboratory: Air Quality Sciences /  Notified Body : CRI (Carpet Rug Institute)] 

Acquired environment-friendly certificate 

of U.S.A Indoor Air Quality Process for carpet

TVOCs Emission Test Results 

Green label plus

Certificate

TVOCs  AND Analytes Measured Value

TVOCs

Standard

500 ㎍/㎡hr 150 ㎍/㎡hr

PURGOTEX

휘발성유기화합물
방출량 테스트

유럽 ISO 16000-3 규격으로 최상위 친환경 등급 A+ 획득

테스트 결과

Formaldehyde

TVOC

2

555.7

0

24.6

< 10

< 1000

Measured conc

after 3 days

Measured conc

after 28 days

Limit conc for A+

Classification(㎍/㎥)

친환경성

TVOCs & 포름알데히드 방출량 테스트 결과
환경표지인증

실내 공기질 공정 시험 기준 (환경부고시 제2010-24호)에서 친환경 인증 획득

TVOCs mg/㎡.hr 0.146 < 0.4mg/m2h 

Toluene mg/㎡.hr 0.009 <  0.08mg/m2h

Formaldehyde mg/㎡.hr 0.001 <  0.120mg/m2h

Test Unit Results
Standard

(7days after)

EN14041기준으로 소비자의 안전과 건강, 위생, 환경보호와 관련된 유럽 규격 조건 준수 

화재안전성과 미끄럼방지성능 보유

CE인증

테스트 결과

[ * 인증기관 : TZUS Praha ]

[ * 시험기관 : C.R.E.T ]

Characteristic Test ResultsDirection of the 

production

Dynamic
coefficient of
friction

longitudinally

<transversally

0.51

0.46

0.53

0.49

0.51

0.47

0.50

0.49

0.51

0.49

Obtained data value Arithmetic mean

0.48

0.51

[ * 시험기관 : Air Quality Sciences / 인증기관 : CRI (Carpet Rug Institute)] 

[ * 인증기관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미국 카펫 실내 공기질 시험에서 친환경 인증 획득

TVOCs 방출량 테스트 결과

그린라벨플러스인증

TVOCs  AND Analytes Measured Value

TVOCs

Standard

500 ㎍/㎡hr 150 ㎍/㎡hr

[ * Laboratory : C.R.E.T ]

[ * Notified Body: TZUS Praha ]

[ * Notified Body: Korea Environmental Industry &Technology Institute ]



Antibiosis

PURGOTEX

Certificate of Sanitary 

Finish Assurance
Staphylococcus aureus Bacillus

Exterminating 99% of Colon bacillus, staphylococcus, Klebsiella 

pneumoniae after cultivating with antibiosis. (Applying with AATCC 174)

[ PURGOTEX ]

Antibiotic treated

(99% exterminated)

[ Others ] 

Antibiotic untreated

(No extermination)

[ PURGOTEX ]

Antibiotic treated

(99% exterminated)

[ Others ] 

Antibiotic untreated

(No extermination)

Harm of House Mites

Comply with

 International standards

ISO 14001

ISO 9001

OHSAS 18001
Acquired Quality Management System (ISO9001), 

Environmental Management System (ISO14001), 

Health and Safety Management System (OHSAS18001) 

Inhabitation

Suppression 

of Dust mites

PURGOTEX (Flocked Carpet) Common Textiles Carpet
:not supplying adaptive environment for Mite habitation 
 (temperature, humid)

Mites in Carpets

Flock diameter 
0.04mm 15denier
Space between 
Flocks 0.07mm

*Flocked Carpet with 80,000,000/㎡ adhesive flocks 400%

  flocked surface, 
  it prevents water 
  drops from entering the carpet.

  the warm and easy-living 
  environment in carpet.  
*Following picture shows 
  the most smallest mite: 0.2mm

항균성

PURGOTEX

위생가공보증업체인증
황색포도상구균 폐렴간균

대장균, 황색포도상구균, 폐렴간균, 녹농균 배양 후 99% 박멸

[ PURGOTEX ]

항균처리 됨(99% 박멸)

[ PURGOTEX ]

항균처리 됨(99% 박멸)

[대조카페트]  

항균미처리 됨(박멸안됨)

[대조카페트] 

항균미처리 됨(박멸안됨)

국제표준규격준수

ISO 14001

ISO 9001

OHSAS 18001

품질경영시스템(ISO9001), 

환경경영시스템(ISO14001), 

보건및안전경영시스템(OHSAS18001) 획득

[ * 인증기관 : FITI시험연구원 ]

진드기 서식 억제

푸르고텍스 (Flocked Carpet) 일반적 직물 카펫

진드기 서식에 적합한 환경(온도, 습도) 제공을 막음 카펫 내부에 서식중인 진드기

Flock 직경 0.04mm 
15데니어
Flock 사이 공간 
0.07mm

*평방미터당 flock 약 8천만개 부착된 flocked Carpet 400%

•매우 조밀한 flock 밀도로, 표면장력에 

   의해 수분(물방울)이 카펫 내부로 

   침투하지 못함.

•진드기가 활동하기 좋은 따듯한 

   카펫 내부로 들어갈 수 없음 

* 본 그림 진드기 최소길이 

   0.2mm로 표현

진드기의 유해성

진드기 서식 억제에 탁월한 효과
‘푸르고텍스’

알레르기 질환 주범‘집먼지 진드기’퇴치법은?

보도자료  I 기사입력 2011.05.03 (21:29)

TV NEWS

집먼지 진드기의 먹이는 사람의 비듬이나 피부 

각질입니다. 먹이가 많은 이불이나 베개 같은 

침구류와 일반 카페트에 주로 살면서 사람에게 

각종 알레르기를 유발합니다.

Q : 제 아들이 오랫동안 천식, 비염과 같은 알레르기성 
질환을 앓고 있어요.
                        강경주[알레르기성 비염환자 어머니]

A :우리 주위에는 많은 알레르기 물질이 있는데 이물질
이 몸속에 들어오면 몸 안에서는 알레르기 항체를 
만들게 되고요. 이 때문에 코, 눈, 피부, 기관지 등이 
반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알레르기를 일으키
는 전형적인 물질이 먼지와 집먼지 진드기 입니다.
         장광천[건강 보험 일산 병원 소아 청소년과 교수]

우리나라 초등학교와 중학교 신입생 2명 가운데 1명은 알레르기 

질환에 시달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질병관리본부 조사 결과 

무려 40% 이상이 알레르기 비염 환자였고, 아토피 피부염도 각각 

20%와 12%가 앓고 있었습니다. 알레르기 질환의 가장 주된 

원인은 바로 ‘집먼지 진드기’입니다.  초등학교 1학년생의 32%, 

중 1학생은 무려 42%가 집먼지 진드기 알레르기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결국 주 원인인 집먼지 진드기를 없애는 것이 

중요하겠죠  ~ 중략 ~

V 출처:http://news.sbs.co.kr/section_news/

news_read.jsp?news_id=N1000907590

How to Exterminate ‘House Mite' ? 

| Report Inputting  2011-05-03 21:29

TV NEWS

Dandruff and Dead skin cell is one of the best 
food for dust mite.They usually live in blankets, 
pillows as well as traditional carpets and cause 
many kinds of allergies to peoples.

Q : My Son is suffering from allergic nasal 
inflammation for a long time. How should 
I take care of my son?

A : There are so many allergic substances 
around us. When some allergic substances 
enter our body, the body makes antibodies 
to protect ours and the process of making 
antibodies,it occurs some side effects 
like sneeze, rash, etc. And the typical type 
of allergic substances are dust and dust mite 
such as Jang Gwang-Chun and Pediatrician.

It is reported that one of every two middle high school students 
suffers from allergic diseases. The research conducted by Korea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shows that  among 
the diseases, allergic rhinitis accounts for more than 40% is, 
atopic dermatitis respectively accounts for 20% and 12%.

The main reason of allergic diseases precisely is ‘House Mite’.  
32% of First-year students in Primary school,  42% in junior 
middle school are suffering from house mite allergy. Finally it is 
important to exterminate the main culprit, house mite.. ~~ 
Omitting...

V The source: http://news.sbs.co.kr/section_news/news_
read.jsp?news_id=N1000907590

Superexcellent effect 

on inhibiting 

the growth environment 

of dust mites ‘PURGOTEX’ 



내마모성

난연성

내구성

PURGOTEX

*Mean critical radiant flux  8.9kW/ [ * 시험기관 : APL Australia Pty Ltd ]

EN13501-1의 Bfls 1의 등급 (8KW/㎡ 이상) 획득

Critical Radiant Flux

(kW/㎡)

Smoke Development 

Rate (%, min)

SPECIMEN Length #1 Length #2 Length #3 Mean

9.2 9.2 8.3 8.9

197 193 217 202

- Median appearance retention after   5000 cycles: 4

- Median appearance retention after 25000cycles: 3.5

*일광견뢰도: 햇빛에 의해 변색되지 않는 정도

* 국내 소방법(400ds이하)에 만족, 방염합격필증 보유

Index r=3.9

비고 : 중 보행을 위한 카펫 분류 ‘EN 1307 규격’의 요구 사항 만족

의자바퀴회전에 의한 마모도 평가

[ * 시험기관 : C.R.E.T ]

의자바퀴회전테스트

테스트 결과

화염전파 & 연기밀도 테스트 결과  

[ * 시험기관 : Laboratoire Textile Du Cambresis ]

Ref Societe: PURGOTEX tile

Ref. Lab: A2240

Colour fastness to light index

1 to 8

> 6

일광견뢰도

유럽카펫규격에서 중보행용 최우수 등급(class 33) 획득

일광견뢰도(NF EN ISO 105-B02)에서 6급 이상 획득

*본 샘플북의 사진은 실제 제품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로트별 색상차가 발생할 수 있음.

발수/발유성

 •타사 대비 탁월한 발수 성능 유지

 •수분 오염과 이로 인한 박테리아 서식을 억제하여 청결 및 위생 관리등의 유지보수에 유리함

발수도 테스트 [* 1분 경과시 촬영 사진 ]

[A사]

즉시흡수

[B사]

1분 경과 후 흡수

[LS_Purgotex]

최소 1시간 발수 성능유지

Wear resistance

Flame resistance

Durability

PURGOTEX

*Mean critical radiant flux  8.9kW/㎡ [ * Laboratory : APL Australia Pty Ltd ]

‘Bfls 1’ Grade (More than 8 KW/㎡) by EN13501-1

Critical Radiant Flux

(kW/㎡)

Smoke Development 

Rate (%, min)

SPECIMEN Length #1 Length #2 Length #3 Mean

9.2 9.2 8.3 8.9

197 193 217 202

◆ Median appearance retention after   5000 cycles: 4

◆ Median appearance retention after 25000cycles: 3.5

*Light Fastness: The degree of color change under the influence of light 

* Satisfied with Korean Fire Prevention Law(less than 400ds),
   Acquired flame retention certificate 

Index r=3.9

Note : The result is conform in very good conditions at the requirement described in the

EN 1307 standard “Classification of pile carpets” for suitability for intensive use(A)

ASSESSMENT OF THE WEAR BEHAVIOUR

[ * Laboratory : C.R.E.T ]

Castor Chair

Light Fastness Test Results

Flammability & smoke density Test Results  

[ * Laboratory : Laboratoire Textile Du Cambresis  ]

Ref Societe: PURGOTEX tile

Ref. Lab: A2240

Colour fastness to light index

1 to 8

> 6

Light Fastness

Acquired top-class (class 33) in heavy a traffic commercial use for

EN1307 standard 

Acquired level 6 in NF EN ISO 105-B02

* The actual item may appear slightly different than printed.  Also, a little color difference can happen for manufacturing date. 

Water & Oil repellent Test for waterproof [ * after 1 min]

[A Company]

Absorbed immediately

[B Company]

Absorbed after 1 minute

[LS_Purgotex]

Not absorbed after 1 minutes



제품 확인

제품 준비

PURGOTEX PURGOTEX

정기 유지 관리

A. 본네트버핑크리닝

1. 제품 구조

2. 특징

3. 시공방법

4. 물성 자료

6. 취급시 주의사항

5. 포장 단위

- 제품에 부착되어진 라벨을 확인하여 주문하신 내역과 비교하십시오.

- 제품 포장에 붙여진 라벨에는 다음 사항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ⅰ.제품명  ⅱ.색상/패턴   ⅲ.두께, 사이즈    ⅳ.수량

- 시공 전 제품은 실내 온도에서 최소 24시간 보관해야 하고, 제품이 (디자인 및 색상) 시공되어야 하는 면적에 충분한지 확인하십시오.

- 모든 제품의 ‘Lot No’가 일치하는지 확인하십시오.

- 푸르고텍스 유지 관리 시 일반적인 세척도구와 세척제를 사용하시면 안됩니다.

- 세척제를 이용한 청소 후 세척제가 제품에 남아있지 않도록 다량의 물을 사용하여 청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세척제의 잔류로 인한 제품 오염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출입구와 같이 오염물질에 직접적으로 노출되는 곳에는 먼지떨이 매트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 진공청소: 브러시가 달린 진공청소기를 사용하여 오염 상태에 맞게 진공청소를 합니다.

W-310SE은 냄새가 적고 작업성이 용이하며

시공성을 향상시킨 수용성 

일액형 아크릴 TYPE의 접착제입니다.

1.강력한 초기접착력

2.내수성, 내알카리성, 내구력이 우수함.

3.시공성 및 저온 접착력이 우수함.

1.시공바닥면에 붙은 먼지, 녹, 기름등 불순물을 

   제거하여 주십시오.

2.접착제를 바닥에 흘린 다음 헤라로 골고루 도포 후 

   10분 ~ 20분 대기 후 들뜨지 않도록 골고루 눌러 압착하십시오.

   (사용후 잔량은 밀봉 보관 후 재 사용 가능)

3.표준도포량 : 0.25~0.35㎏/㎡(1㎏/평)

4.인화성 : 없음

1.보관은 0℃ ~ 35℃ 실내보관, 저장기간은 

   생산일로부터 6개월입니다.

2.동결되면 사용 불가하며 타물질 또는 타사 제품과 

   혼용 사용치 마십시오.

3.용구 세척은 건조 전에는 물로하며 완전 

   건조된 용구 세척은 별도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플라스틱 용기) x6EA = 1BOX(24㎏)

- 중보행 장소나 위생상 중요한 장소는 일반적으로 물청소를 해야 하며 기타 장소는  이 같은 물청소의 주기를 보다 길게 관리해도 됩니다.

- 효과적인 세척을 위해 많은 물을 사용해야 하고 사용되어지는 세척제의 희석비는 올바르게 하여야 합니다.

- 카펫 표면을 크리닝하는 방식입니다. 물을 많이 뿌리지 않고 표면에만 스프레이 방식의 세척으로 세척제를 살포하면서 동시에 세제작업을 하고, 

   바로 진공습식흡착방식장비로 수분을 빨아내는 방식입니다. 이 때문에 세제등이 스며드는 것을 최소화 할 수 있습니다. 

- 작업 시간이 빠르고 작업 완료 후 보송보송한 상태가 되어 바로 사용하기에도 큰 무리가 없는 방식입니다.

B. 습식크리닝 - 물과 세제를 다량 사용하고 오염물질을 불린 후 정통 포리싱 기계를 사용하여 강하게 카펫의 섬유질을 세척해 내는 방식입니다.

- 오염도가 높은 상태이거나 오염도와 상관없이 세척 방식으로 카펫 뿌리부분의 섬유질까지 세척되기 때문에 

   카펫바닥 깊숙이까지 좀 더 완벽하게 청소하고자 할 경우에 시행합니다.

- 물이 많이 사용되므로 바닥의 방수처리가 미흡한 경우에는 작업 시 세밀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시공 전에 시공 메뉴얼을 주의 깊게 읽어주십시오.

 LS전선은 다음 권장 사항을 지키지 않아 발생한 제품에 대한 결함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시공 바닥 - 바닥 상태는 평활 하고 기름, 수분, 먼지 등이 완전히 제거되어야 합니다. 

- 바닥의 습기는 4% 이하여야 하며, 4% 초과시 건조 후 시공해야 합니다. 신축 콘크리트 건물의 경우 적어도 6주 이상의 양생기간이 필요합니다.

- 시공 장소의 실내 온도는 10~35℃ 사이여야 하며 특히 10℃이하인 경우 시공을 금해야 합니다.

- 평탄하지 않거나 함몰된 부위는 퍼티 등 적당한 재료를 사용하여 보수한 후 시공하여야 합니다.

※ 콘크리트 외 바닥에 대해서는 LS전선(주)에 문의 후 대응하십시오.

주의 사항 - 이색 확인을 위해 시공 전에 라벨에 부착되어진“Lot  No.”를 확인하십시오.

- 접착제 도포 전에 제품 표면의 결함과 이색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접착제 도포 전에 연락을 주십시오.

접착제

A. 접착시공

-  푸르고텍스 타일은 아래 2가지 방법 중 택하여 시공할 수 있습니다. 

- 중 보행이나 무거운 하중이 요구되는 곳에는 접착방식으로 시공되어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예 : 바퀴 의자 사용, 안내 데스크 등 하중이 반복적으로 지속되는 곳.

B. 점착시공 -브러시나 롤러를 사용하여 바닥 전면에 점착제 도포 후 건조시켜 점착막을 형성한 후에 시공하는 방법입니다.

  제품의 움직임만을 막을 수 있도록 약한 접착력을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시공 전에 시공 메뉴얼을 주의 깊게 읽어주십시오.

 LS전선은 다음 권장 사항을 지키지 않아 발생한 제품에 대한 결함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CT-100은 초기 점착력 및 Tacky 지속력이 우수한 수성 Type의 카펫타일 

전용 점착제 입니다. 친환경건축자재 최우수등급 인증 제품입니다

1.초기 점착력 및  Tacky 지속력이 우수함.

2.기존 Latex류의 점착제 대비 독성 및 냄새가 없음

3.저장 안정성이 양호함.

1.시공 전 시공할 바닥의 습기를 확인 후 습기가 완전히 

   건조된 상태에서 시공하시기 바랍니다.

2.시공 전 시공할 바닥의 오염 및 먼지를 깨끗이 제거해 주십시오.

3.시공 장소는 최소한 13℃ 이상의 온도를 유지시킨 후 작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점착제 도포 후 10~15분이 경과한 다음 도포된 점착제의 

   표면이 투명해지는 시점에서 카펫타일을 점착시키시기 바랍니다.

5.시공시 제품을 잘 눌러 완전히 점착시켜 주시고 시공후 

   3일 경과시까지는 물의 침투를 방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CT-100은 수용성 제품이므로 얼지 않도록 

   실내(5℃이상)에 보관하여 주십시오.

1.보관은 실내 보관(0℃ ~ 35℃)을 하셔야 되며

2.유효기간은 밀폐된 상태에서 제조일로부터 6개월입니다.

3.동결되면 사용불가하며 타물질 또는 타사 제품과 혼용 사용은 금하십시오.

4.기타 의문사항은 당사에 문의하십시오.

4ℓ, 18ℓ

W-310SE (카펫타일 접착제) CT-100 (카펫타일 전용 점착제) 추천 접착.점착제 유지관리4

제품 확인 & 준비1

준비 사항2

시공방법

주의사항

시공 완료 후 제기되는 품질 불만 사항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사전에 문의 및 조치 후 시공 하십시오.

1. 사용하는 타일의 매수를 최소로 하고 가장자리 부분의 타일이 1/2이상 크기로 시공되도록 시공 면에 가로, 세로 중심선을 표시합니다.

2. 중심선을 표시할 때 교차지점은 직각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3. 중심선에 의해 4등분된 시공 면 중 시공순서를 결정하여 한 면(1/4)에 점착제를 도포합니다.

4. 양 가장자리 시공부분은 마무리 재단까지 소요되는 시간이 길기 때문에 점착제를 별도 도포하여 시공합니다.

5. 점착제 도포 시 작업속도를 고려하여 적당 면적만 도포합니다.

6. 점착제 도포된 부분의 중심선에서 L자 형태로 진행하여 시공합니다.

7. 점착제 도포 오픈 타임 적용 후 시공을 개시합니다.

8. 카펫타일은 전면접착과 부분접착으로 시공할 수 있고, 일반적으로 카펫타일 점착제는 시공 후에도 지속적인 점착력을 가지고 있어 부분 보수가 가능합니다.

9. 상기 내용과 동일한 방법으로 한 부분씩 시공합니다. 

- 오염물질이 떨어졌을 경우 밟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즉시 제거하여야 합니다. 오염물질이 고체인 경우 손가락으로 우선 긁어내어야 하며, 액체일 경우

   휴지 혹은 마른 수건으로 가볍게 닦아냅니다. 

- 시공 후 24시간 이내에 무거운 물건을 이동시킬 경우에는 제품 위에 보양제를 덮어 제품을 보호하여 주십시오. 

시공3

주성분

외관

점도(cps/25℃)

고형분(%)

Open Time(분)

PH

ACRYL EMULSION

유백색 점조액

CREAM상

70±2

10 ~ 20

7±1

주성분

외관

점도(cps/25℃)

고형분(%)

Open Time(분)

PH

도포량(g/3.3㎡)

ACRYL COPOLYMER

유백색 점조액

1,400 ± 200

59 ± 2

10 ~ 15

5 ± 1

400 ~ 500



Checking the product

Preparation

PURGOTEX

Periodic maintenance

A. Bonnet buffing Cleaning

1. Structure of product

2. Characteristics

3. Installation method

4. Material properties

6. Caution!

7. Application

5. Packing unit

- Check label on the product, and make sure that the product is what you have ordered. 

- The label contains the following information: 

       ⅰ.Product name  ⅱ.Color / pattern  ⅲ.Thickness and size  ⅳ.Quantity

- Keep the product at room temperature for at least 24 hours before installing. Check the design and color of the product, 

   and the area of the place.

- Make sure that all tiles have the same lot number.

- You can use ordinary cleaning tools and detergent to keep PURGOTEX in good condition. 

- After cleaning the product with detergent, make sure to wash off excess detergent with a large amount 

  of water. (Residual detergent accounts for a considerable portion of industrial pollution.) 

- Install a dust mat at the door, which is normally heavily exposed to contaminants. 

- Vacuum-cleaning: Use a vacuum cleaner with a brush to clean the carpet. 

W-310SE is a water-soluble single-compound 

acrylic glue with less smell improved workability.

1) Superior initial adhesion. 

2) Excellent water-resistance, alkali-resistance and durability. 

3) Superior workability and low-temperature adhesive force. 

1) Remove any dirt, rust, water or oil from the surface of 

    the floor. 

2) Pour glue on the floor, apply evenly with a scraper, wait 

    for 10~20 minutes, and then, press down evenly so that 

    the carpet tile should not curl. 

    (Store the remaining glue in a sealed container.) 

3) Standard amount of glue applied: 

    0.25~0.35kg/㎡
4) Flammability: None 

1) Store the glue indoors at 0℃~35℃ for no more than 

   6 months from the date of production. 

2) You cannot use the product if frozen. Do not mix the glue 

    with other materials or another manufacturer's product. 

3) Wash the tools with water before the glue is dried. 

    Contact the manufacturer for how to wash tools with 

    completely dried glue.

4kg (plastic container) x 6EA = 1BOX(24kg)

- Water-cleaning is required for places with heavy pedestrian traffic or where hygiene is a priority. 

   Water-cleaning can be done at longer intervals for other places. 

- use a copious amount of water for effective cleaning. The detergent must be mixed to its recommended concentration.

- A method of cleaning carpet mainly on the surface. With this method you spray small amountis of water on the surface and 

   apply detergent at the same time, then you vacuum the water with a suction vacuum cleaner designed for this purpose. This 

   method prevents water or detergent from sinking deep inside the carpet. 

- Bonnet buffing can be done in a short period of time, and keeps the carpet dry. You can use the carpet right after cleaning. 

B. Wet cleaning - With this cleaning method you use a large amount of water and detergent and wait until the contaminants are soaked in the water. 

   Then you use a polishing machine to wash carpet fibers hard.

- Wet cleaning is used in places with heavy contamination or regardless of the contamination level. You can even clean fibers at the 

   root of a carpet, and therefore you may use this method for thorough cleaning.

- Because a large amount of water is used, you should be careful to use wet cleaning in places with poor waterproofing. 

The manufacturer is not responsible for any claim on quality raised after installation. 

Contact the manufacturer before installation if you have any query.

Floor - The floor must be level and free from oil, water or dirt.

- Water content of the sub-floor must be not higher than 4%. If it exceeds 4%, you must have it dried before installing the 

   carpet. For a new concrete building, a curing period of at least 6 weeks is required. 

- The temperature of the site must be 10~35℃. Installation must not be done at any temperature lower than 10℃.

- The floor must be flat and level. Any uneven spot or depression must be repaired with putty or other appropriate 

method before installing the product. 

※ If you wish to install the product on any floor other than concrete, please first consult with an LS C&S sales representative. 

Cautions - To check the consistency of the color, check the "Lot No." on the label before installation.

- Before applying additives, check if there is any defect or color difference on the surface of the product. Contact the 

   service center before applying additives. 

 Adhesives

A. Bonding

- Purgotex tiles must be attached completely to the floor by one of the following two methods.

- In a place having heavy pedestrian traffic or where heavy loads are expected (e.g., wheelchairs, near service elevators 

   or near an information desk), it is recommended to bond the tiles to the floor. 

B. Adhesion - This method provides an adhesive force sufficient to prevent only movement of the product.

   You should apply adhesives directly to floor with a brush or roller, and when dried the adhesive creates an adhesive film.

The manufacturer is not responsible for any claim on quality raised after installation. 

Contact the manufacturer before installation if you have any query.

Main component

Exterior

Viscosity (cps/25℃)

Solid content (%)

Open Time (min)

PH

ACRYL EMULSION

Ivory white viscous liquid

CREAM

70±2

10 ~ 20

7±1

Main component

Exterior

Viscosity (cps/25℃)

Solid content (%)

Open Time (min)

Amount to be applied (g/3.3㎡)

PH

ACRYL COPOLYMER

Ivory white viscous liquid

1,400 ± 200

59 ± 2

5 ± 1

10 ~ 15

400 ~ 500

CT-100 is a water-soluble carpet tile adhesive with superior initial 

adhesion and long-lasting tackiness. CT-100 has acquired top-level 

green construction material certification.

1) Excellent initial adhesion and long-lasting tackiness 

2) No toxicity or smell in comparison with existing latex-type adhesives. 

3) Superior storage stability.

1) Make sure that the floor is completely dry before applying adhesives. 

2) The floor must be free from contamination or dust. 

3) The place must be at least 13℃ or higher. 

4) Apply adhesives and wait for 10~15 minutes until the surface of the 

    adhesive becomes transparent, then you may attach the carpet tiles. 

5) Press down on the tiles so that they are securely attached to

    the floor. The product should not be exposed to water until 3 full days 

    after installation. 

6) CT-100 is water-soluble. Therefore, store the product indoors 

    (at 5℃ or higher) so that it will not freeze. 

1) Store the product indoors (0℃~35℃). 

2) CT-100 is valid for 6 months from the date of production if in a

    sealed container. 

3) You cannot use the product if frozen. Do not mix the glue with

    another material or another manufacturer's product. 

4) Contact the manufacturer if you have any query. 

4ℓ, 18ℓ

W-310SE (Carpet tile glue) CT-100 (Carpet tile adhesive)Recommended 

adhesives (glue) Maintenance4

Checking &

preparation of product
1

Preparation2

Carpet tile adhesive

 Installation method

Cautions

The manufacturer is not responsible for any claim on quality raised after installation. 

Contact the manufacturer before installation if you have any query.

ⅰ. Use the least number of tiles. Mark center lines on the floor so that tiles installed at the edge should  be at least 1/2 in size. 

ⅱ. When marking center lines, they should be crossed at right angles.

ⅲ. Divide the area into 4 sections with center lines, determine the installation sequence, and apply 

     adhesives to one of the sections firstly (1/4).

ⅳ. Because it takes time to finish tiles at the edge of an area, apply adhesives separately.

ⅴ. Apply adhesives for appropriate area in consideration of installation speed.

ⅵ. Install tiles from the center line and in an 'L' pattern.

ⅶ. Pay attention to the "open time" of adhesives before starting installation.

ⅷ. Carpets can be fully attached or partially attached. Adhesives maintain their adhesive force, and 

     therefore, it is possible to repair installation. 

ⅸ. Install carpets on other sections in the same manner. 

- Do not step on a contaminant, but remove it immediately. If the contaminant is solid, scrape off with a 

  finger firstly. If it is liquid, wipe it off lightly with blotting paper, tissue or soft lint-free cloth. 

- If you need to move something heavy on the floor within 24 hours after installation, make sure to 

  protect the floor with a cover. 

 Installation3

PURGOTEX



ItemNO. Standard Requirement LS Flocked Carpet Test Result

Satisfied

16 BS 4939
Static Loading Test

(정하중 시험)
97% Recover after 24hr

13 ISO 8302
Thermal resistance

(열 저항)
< 0.17㎡ KW

12 ISO 6356
Body voltage

(신체 정전기)
< 2kV

11 ASTM E 662
Smoke density

(연기밀도)
< 400ds

10
EN 13501-1

(EN ISO 9239-1)

Reaction to fire

(화염전파반응)

Bfls1

(> 8.0kW/㎡)

9 ISO 10965
Electrical resistance

(전기저항) 
> 10  Ω9

8 EN ISO 105 B02
Light fastness

(일광 견뢰도)
6

7 ISO 10361-test A
Vetterman (short / long)

(내 충격성)

       short ≥  4       

long ≥  3.5

6 EN 985
Castor chair/ Continuous use( A test)  

(바퀴의자 테스트, A 테스트)
r > 2.4

5 EN 1963
Abrasion resistance(Lisson test)

(내 마모도)
Mv <  35g/㎡ (ltr ≥  3)

4 EN 986
Curling/ Doming

(말림)
≤  2mm

3 EN 994
Staightness/ Squareness of Edge

(직각도)
< 0.15%

2 EN 986
Dimensional stability

(치수 안정성)
< 0.2%

Commercial  heavy

(중보행 용)
1 EN 685 Class 33

14 NF S31-074
Walk sonority

(보행에 의한 소음도)
< 65dB

15
ISO 140-8

EN ISO 717-2

Acoustic

(보행에 의한 소음도)
16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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