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ink
Safety

RX(알엑스) 반사지 국내상표

REFLOMAX
CATEGORY
㈜리플로맥스는 마이크로 프리즘 재귀반사 기술분야에서 혁신(Only One)과 최고의 품질
(Better)을 추구하는 ISO9001 & ISO14001 인증 제조회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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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판용 반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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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시설물용 반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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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용 반사지 (반사띠/후부반사판)

04

번호판용 반사지

05

개인안전용 반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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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션&액세서리

표지판은 운전자에게 중요한 도로 정보를 제공하고 주야간 시인성을 개선하여 안전
한 도로환경을 제공합니다.

건설현장 또는 도로 보수 상황에 사용되는 삼각콘, 볼라드용에 적용된 반사 제품은
시선을 유도하여 안전을 지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차량용 반사띠 혹은 후부반사판은 높은 반사 성능으로 어두운 환경 속에서도 차량
의 위치를 확인시켜주며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합니다.

번호판용 마이크로 프리즘 반사 필름은 엠보싱 작업이 용이하며 높은 품질의 번호
판 제작에 적합합니다.

고휘도 반사테이프는 안전확보가 필요한 다양한 형태의 전문인력 및 작업자용 안전
복, 안전조끼에 적합합니다.

신발, 의류, 가방 외에도 손목밴드, 암밴드, 반사고리 등 각종 액세서리에 적합합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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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용 반사지
(반사띠/반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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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명

프리즘형 광각 초고휘도 반사지
RX™ MC-11000™ (유형-11)
프리즘형 초고휘도 반사지
RX™ SG-9000 (유형-9)
프리즘형 초고휘도 반사지
RX™ SG-8000 (유형-8)
조명용 광투과형 초고휘도 반사지
RX™ SG-8001T
프리즘형 고휘도 반사지
RX™ HIP-4000 (유형-4)
프리즘형 고휘도 반사지
RX™ HIP-4100 (유형-4)
투명 EC 필름(Electro Cut 필름)
RX™ EC-1000
맞춤형 표지판용 반사 스티커
RX™ Ready Made
시선유도봉 반사지
RX™ TAC™ / RX™ NEO-TAC™
연질 고휘도 반사지
RX™ FX-HIP
인쇄용/배너용 고휘도 반사지
RX™ PBR-PSA / CLARO™
타포린 연질 고휘도 반사지
RX™ XGR-타포린™
차량용 반사띠(한국 KC인증 / 유럽 / 인도)
RX™ KC / ECE-104
차량용 반사지(미주)
RX™ DOT-C2
차량용 후부반사지
RX™ 국내 KC / ECE-70-01
차량용 반사띠 이지필™
EZPEEL™

Car License
Pl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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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필름식 번호판용 반사지
KCNP

Personal
Safety

19

KS K ISO 20471, EN ISO 20471, ANSI/ISEA 107 Level 2 RX™ TRG-500 / EFT-500 / PGT-500 / PFT-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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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 K ISO 20471, EN ISO 20471, ANSI/ISEA 107 Level 2 RX™ PGT-FB / PFT-F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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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휘도군 반사테이프 RX™ AGT / RGT | 고휘도군 반사천테이프 RX™ AGT-FB / ECO-P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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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17353 규격충족, 무독성 PVC RX™ AGR-PF | RX™ AGR-Sparkle / AGR-Sh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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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17353 규격충족, 친환경 NON-PVC RX™ ENFREN | RX™ ENFREN-Sparkle / ENFREN-Shine
(주)리플로맥스 고유의 모자이크 패턴 반사필름
RX™ XGR
무독성 PVC 줄무늬 패턴
RX™ PGR
비규격용 PVC 반사필름
RX™ RGR
반사안전 고리
THINK SAFETY

번호판용 반사지

경찰복/ 안전복/
안전조끼/ 반사우의

Fashion &
Accessory

신발/의류/가방/
액세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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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판 & 안전시설물용 반사지

(주)리플로맥스 GlodianTM 의 Traffic Control 제품군은 표지판, 무단횡단
방지펜스, 시선유도봉, 교통콘, 공사 및 임시작업 안내판에 적합합니다.

주요용도
•표지판
•무단횡단방지펜스/어린이 보호구역
•시선유도봉
•교통콘

㈜리플로맥스는 고품질의 다양한 재귀반사 필름을
제공 합니다. 당사의 재귀반사 필름은 국내 도로 교
통 표지판 규격인 KS T 3507(해외 ASTM D4956)에
적합한 제품입니다.
㈜리플로맥스는 KS T 3507(해외 ASTM D4956)에
서 분류하는 유형-11, 유형-9, 유형-8, 유형-4, 유형-1
을 준수하는 재귀반사 필름을 제공하며, 먼 가시거리
에서의 반사성능이 높은 공사구간표지판 혹은 도로
교통표지판에 매우 적합한 제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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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즘형 광각 초고휘도 반사지

Full Cube Grade Reflective Sheeting

MC-11000
(KS T 3507 유형-11)

제품 특징
•실크 스크린 인쇄, UV & 라텍스 인쇄
Watermark
MC 10 Years
•백색, 황색, 적색, 녹색, 청색 : 10년 내구성 보증
•형광연두, 형광노랑 : 7년 내구성 보증
MaxCube™
•형광주황, 주황 : 3년 내구성 보증
•줄무늬타입, 다이아몬드 실링
•KS T 3507 유형-11, ASTM D4956 Type-11, AS/NZS 1906.1:2017 Class900, JIS Z 9117 Type 2-A-a & 2-A-b 규격 부합
제품
GlodianTM MC-11000

색상
백색, 형광연두, 황색, 형광주황, 주황,
적색, 녹색, 청색, 갈색, 형광노랑

인쇄
실크 스크린
UV
라텍스

제품 사이즈
1,230mm x 45.7m

포장
40롤 / 1 팔레트
320롤 / 20ft 컨테이너

제품용도

•표지판 - 넓은 도로 등의 다양한 교통환경과 고령화 사회의 교통약자의 시인성 개선에 적합한 제품입니다.

색상

MC-11001
백색

※ 실제 색상과 100%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MC-11002
형광연두

MC-11003
황색

MC-11004
형광주황

MC-11005
주황

MC-11007
적색

MC-11009
녹색

MC-11011
청색

MC-11015
갈색

MC-11016
형광노랑

▲Full Cube 현미경 사진

Glodian™ 일반 반사지
(유형-1)

Glodian™ HIP
(유형-4)

Glodian™ MaxCube™
(유형-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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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즘형 초고휘도 반사지

Superfine Grade Reflective Sheeting

SG-9000
제품 특징
•실크 스크린 인쇄, UV & 라텍스 인쇄
Watermark
•백색, 황색, 적색, 녹색, 청색 : 10년 내구성 보증
SG 10 Years
•형광연두, 형광노랑 : 7년 내구성 보증
•형광주황, 주황 : 3년 내구성 보증
•민무늬타입, 다이아몬드 실링
• KS T 3507 유형-9 , ASTM D4956 Type-9, AS/NZS 1906.1:2017 Class900, JIS Z 9117 Type 2-A-a & 2-A-b 규격 부합
제품
GlodianTM SG-9000

색상
백색, 형광연두, 황색, 형광주황, 주황,
적색, 녹색, 청색, 형광노랑

제품 사이즈
1,230mm x 45.7m

인쇄
실크 스크린
UV
라텍스

포장
40롤 / 1 팔레트
320롤 / 20ft 컨테이너

제품용도

•표지판 - 넓은 도로 등의 다양한 교통환경과 고령화 사회의 교통약자의 시인성 개선에 적합한 제품입니다.

색상

※ 실제 색상과 100%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SG-9001
백색

SG-9002

SG-9003

형광연두

황색

SG-9004
형광주황

SG-9005
주황

SG-9007

SG-9009

적색

SG-9011

녹색

청색

SG-9016
형광노랑

프리즘형 초고휘도 반사지

Superfine Grade Reflective Sheeting

SG-8000
제품 특징
•실크 스크린 인쇄, UV & 라텍스 인쇄
Watermark
•백색, 황색, 적색, 녹색, 청색 : 10년 내구성 보증
SG 10 Years
•형광연두 : 7년 내구성 보증
•형광주황, 주황 : 3년 내구성 보증
•줄무늬 타입, 다이아몬드 실링
•KS T 3507 유형-8, ASTM D4956 Type-8, EN12899-1 Class RA2, GOST 32945 Class 3, JIS Z 9117 Type 2-A-a & 2-A-b 규격 부합
제품
GlodianTM SG-8000

색상
백색, 형광연두, 황색, 형광주황, 주황,
적색, 녹색, 청색

인쇄
실크 스크린
UV
라텍스

제품 사이즈
1,230mm x 45.7m

포장
40롤 / 1 팔레트
320롤 / 20ft 컨테이너

제품용도

•표지판 - 넓은 도로 등의 다양한 교통환경과 고령화 사회의 교통약자의 시인성 개선에 적합한 제품입니다.

색상

SG-8001
백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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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 색상과 100%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SG-8002
형광연두

SG-8003
황색

SG-8004
형광주황

SG-8005
주황

SG-8007
적색

SG-8009
녹색

SG-8011
청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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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용 광투과형 초고휘도 반사지

Superfine Grade Reflective Sheeting for Translucent Signs

SG-8001T

제품 특징
•실크 스크린 인쇄, UV & 라텍스 인쇄
•10년 내구성 보증
•줄무늬 타입, 다이아몬드 실링
• KS T 3507 유형-8, ASTM D4956 Type-8, EN12899-1 Class RA2, GOST 32945 Class 3, JIS Z 9117 Type 2-A-a & 2-A-b 규격 부합
제품
GlodianTM SG-8001T

색상
백색

인쇄
실크 스크린
UV
라텍스

제품 사이즈
1,230mm x 45.7m

포장
40롤 / 1 팔레트
320롤 / 20ft 컨테이너

제품용도

•도로교통 표지판 - 다양한 교통환경에서 운전자에게 도로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도로교통 표지판에 사용됩니다.
내부조명 표지판에 적합하게 디자인 된 제품입니다.

색상

SG-8001T
백색

※ 실제 색상과 100%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프리즘형 고휘도 반사지

High Intensity Prismatic Grade Reflective Sheeting

HIP-4000
제품 특징
•실크 스크린 인쇄, UV & 라텍스 인쇄
•백색, 황색, 적색, 녹색, 청색, 갈색 : 10년 내구성 보증
Watermark
•형광연두 : 7년 내구성 보증
HIP 10 Years
•형광주황, 주황 : 3년 내구성 보증
•모자이크 타입, 벌집무늬 실링
• KS T 3507 유형-4, ASTM D4956 Type-4, AS/NZS 1906.1:2017 Class400, EN12899-1 Class RA2, GB/T 18833 Class 4, GOST
32945 Class 2, JIS Z 9117 Type 2-A-a & 2-A-b 규격 부합
제품
GlodianTM HIP-4000

색상
백색, 형광연두, 황색, 형광주황, 주황,
적색, 녹색, 청색, 갈색

인쇄
실크 스크린
UV
라텍스

제품 사이즈
1,230mm x 45.7m

포장
40롤 / 1팔레트
320롤 / 20ft 컨테이너

제품용도

•도로교통 표지판 - 다양한 교통환경에서 운전자에게 도로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도로교통 표지판에 사용됩니다.

색상

HIP-4001
백색

※ 실제 색상과 100%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HIP-4002
형광연두

HIP-4003
황색

HIP-4004
형광주황

HIP-4005
주황

HIP-4007
적색

HIP-4009
녹색

HIP-4011
청색

HIP-4015
갈색

7

2022 Reflomax
Product Catalog

Traffic Control | Permanent Sign
프리즘형 초고휘도 반사지

High Intensity Prismatic Grade Reflective Sheeting

HIP-4100
제품 특징
•실크 스크린 인쇄, UV & 라텍스 인쇄
•백색, 황색, 적색, 녹색, 청색, 갈색 : 10년 내구성 보증
•형광연두 : 7년 내구성 보증
Watermark
HIP 10 Years
•형광주황, 주황 : 3년 내구성 보증
•줄무늬타입, 다이아몬드 실링
•KS T 3507 유형-4, ASTM D4956 Type-4, AS/NZS 1906.1:2017 Class400, EN12899-1 Class RA2, GB/T 18833 Class 4,
GOST 32945 Class 2, JIS Z 9117 Type 2-A-a & 2-A-b 규격 부합
제품
GlodianTM HIP-4100

색상
백색, 형광연두, 황색, 형광주황, 주황,
적색, 녹색, 청색, 갈색

제품 사이즈
1,230mm x 45.7m

인쇄
실크 스크린
UV
라텍스

포장
40롤 / 1 팔레트
320롤 / 20ft 컨테이너

제품용도

•도로교통 표지판 - 다양한 교통환경에서 운전자에게 도로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도로교통 표지판에 사용됩니다.

색상

※ 실제 색상과 100%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HIP-4101
백색

HIP-4102

HIP-4103

형광연두

황색

HIP-4104

HIP-4105

형광주황

주황

HIP-4107
적색

HIP-4109
녹색

HIP-4111
청색

HIP-4115
갈색

투명 EC 필름(Electro Cut 필름)

EC Film, Transparent Color Cuttable Film

EC-1000
제품 특징
•뛰어난 컷팅성
•10년 내구성
제품
GlodianTM EC-1000

색상
투명, 황색, 적색, 녹색, 청색, 갈색, 남색

제품 사이즈
1,230mm x 45.7m

내구성
10년

제품용도

•도로교통표지판, 안내표지판, 도로명주소, 건물번호판
플로터 & 평판 커팅하여 EGP, HIP, SG 시리즈 반사지 위에 합지하여 도로교통 표지판 및 도로명판, 건물 번호판용으로 사용됩니다.

색상

EC-1001
투명

8

※ 실제 색상과 100%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C-1003
황색

EC-1007
적색

EC-1009
녹색

EC-1011
청색

EC-1015
갈색

EC-1017
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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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atalog

맞춤형 표지판용 반사 스티커

Customized Traffic Sign Sticker

Ready Made
제품 특징
•Pre-cut 및 내면인쇄
•맞춤형 인쇄 & 재단된 도로교통표지 스티커
(주)리플로맥스만의 내면 인쇄기술은 보다 오래 이용할 수 있게 색상변화와
스크래치로부터 잉크를 보호해줍니다.

시선 유도봉 반사지

Metalized Flexible Sheeting for Delineator

TAC™/ NEO-TAC™

제품 특징
•내오염성
•고성능 증착형 연질 프리즘형 반사지
•1 년 내구성
•KS T 3507 유형-3, ASTM D4956 Type-3
제품
GlodianTM TACTM

색상
은색

인쇄
실크 스크린, 솔벤

제품 사이즈
1,240mm x 50m

포장
24 롤 / 1 팔레트

GlodianTM NEO-TACTM

은색

실크 스크린, 솔벤

1,240mm x 50m

24 롤 / 1 팔레트

제품용도

•시선유도봉, 델리네이터, 교통콘 - 시선유도봉, 델리네이터와 같은 도로교통시설물에 사용됩니다.
TAC-500 (은색) NEO-TAC (은색)

무단횡단 방지펜스용 연질 고휘도 반사지

Flexible High Intensity Prismatic Reflective Sheeting

FX-HIP
제품 특징
•뛰어난 연질성으로 곡면 적용에 적합
•내충격성
•강한 내구성
•KS T 3507 유형-3, ASTM D4956 Type-3
제품
GlodianTM FX-HIP

색상
백색, 황색

인쇄
실크스크린, UV,
라텍스

제품 사이즈
1,230mm x 45.7m

포장
40롤 / 1 팔레트
320롤 / 20ft 컨테이너

제품용도

•무단횡단 방지펜스, 중앙분리대, 보행자 안전펜스
도로위의 차선분리대, 시선 유도봉과 같은 도로교통시설물에 사용됩니다.

색상

FX-HIP (백색)

FX-HIP (노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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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ffic Control | Temporary Work Zone Sign

인쇄/배너용 고휘도 반사지

Digital Printable Work Zone & Guidance Sign

PBR-PSA / CLARO™

제품 특징
•디지털 인쇄 (솔벤, UV인쇄)
•연질 고휘도 반사지
제품
GlodianTM PBR-PSA

색상
백색

모양
벌집무늬

인쇄
실크 스크린, 솔벤

제품 사이즈
1,240mm x 30m

내구성
1년

GlodianTM CLARO

백색

격자무늬

실크 스크린, 솔벤

1,220mm x 50m

1년

제품용도

•광고용 배너, 임시 안내표지판 - 고품질의 인쇄성, 고휘도 반사성능을 제공하며, 공사구간용 임시표지판 및 광고용 배너에 사용됩니다.

색상

PBR-PSA-01
백색

CLARO-01
백색

※ 실제 색상과 100%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타포린 연질 고휘도 반사지 | Tarpaulin Backed Flexible Sheeting

XGR-타포린™

제품 특징
•타포린 백킹 반사지
•연질 고휘도
•고강도성
•실크 스크린 인쇄, 솔벤인쇄, UV인쇄
•3년 내구성
•ASTM D4956 Type 4, KS T 3507 Type 4 for XGR-타포린 TM 규격 부합
제품
GlodianTM XGR-타포린TM

색상
백색

제품용도

모양
돗자리무늬

패턴
실크 스크린
솔벤
UV

•배너, 현수막, 고속도로 2차사고방지 캠페인 현수막
타포린이 합지되어 배너, 현수막 용도로 사용될 수 있는 고강도 반사타포린입니다.
한국도로 공사 고속도로 2차사고 방지 캠페인 현수막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색상

XGR-타포린 TM
백색

※ 실제 색상과 100%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0

제품 사이즈
920mm x 30m

포장
24롤 / 1 팔레트

차량용 반사지(반사띠/반사판)

(주)리플로맥스 GlodianTM의 Vehicle Marking 제품군은 야간 운
전자에게 뚜렷하고 밝은 시야를 제공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합니다.

주요용도
•윙바디 등의 화물차
•일반 중소형 화물차
•덤프트럭, 트레일러, 탱크로리의 전면, 측면,
후면에 부착하여 주야간 시인성을 확보

(주)리플로맥스 GlodianTM 차량용 반사띠 시리즈는 견고
한 표면을 가진 트럭과 트레일러용 안전 반사띠입니다.
탁월한 반사율을 제공하여 야간 안전을 향상 시키며 손
쉬운 부착 및 내구성을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Glodian TM Conspicuity 마킹 시리즈는 다양한 유형의 트
럭 및 트레일러에 모두 적용 할 수 있는 완벽한 솔루션을
제공하며 또한 다양한 고객의 요청에 따라 고객 맞춤형
로고 인쇄가 가능합니다.
국내 KC인증, ECE-104, AIS-090 및 FMVSS 108 표준요
구사항을 능가하는 자사 제품을 소개합니 다.

2022 Reflomax
Product Catalog

Vehicle Marking
차량용 반사띠(한국 KC 인증/유럽/인도)

Vehicle Conspicuity Tape for Truck & Trailer

KC / ECE-104 / AIS-090

KC, ECE-104

제품 특징
•국내 KC & ECE 104 class C 인증서 획득
•손쉬운 사용 및 부착
•손쉬운 제거(부착된 제품 제거 시 깨져 떨어지지 않습니다)
•엣지 실링 처리(방수 및 방진효과)
•뛰어난 주간 시인성
•내구성 10년
•내화학성

제품
GlodianTM VC-E4H/I9H

색상
백색, 황색, 적색

제품 사이즈
50mm x 50m

포장
박스(mm) : 430(W)x405(L)x270(H)
16롤 / 1박스
42박스 / 1팔레트

박스 무게
박스당 22.5kg

Reflomax VC-E4 차량용 반사띠는 합성필름으로 씰링된 프리즘으로 구성된 재귀반사 시트이며, 국내 KC마크 또는 ECE 104 규격용으
로 인쇄된 필름입니다.

※ 실제 색상과 100%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VC-E4H 백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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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C-E4H 황색

VC-E4H 적색

Vehicle Mar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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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용 반사띠(미주형)

Vehicle Conspicuity Tape for Truck & Trailer

DOT-C2

미국 FMVSS 108 규격 제품

제품 특징
•미국 CALCOAST 성적서(FMVSS 108규격 부합)
•손쉬운 사용 및 부착
•손쉬운 제거(부착된 제품 제거 시 깨져서 떨어지지 않습니다)
•얇고 부드러운 성질
•Pre-cut/Kiss-cut 가능
•증착 또는 엣지 실링 처리(방수 및 방진효과)
•주문형 로고 가능
•내구성 7년
•내화학성
제품
GlodianTM VC-6H/7H
(실링타입)

색상
백색 / 적색
교차

제품 사이즈
50mm x 45.7m

포장
박스(mm) : 430(W)x405(L)x270(H)
16롤 / 1박스
42박스 / 1팔레트Carton(mm)

박스 무게
박스당 22.5kg

GlodianTM VC-6M/7M
(증착타입)

백색 / 적색
교차

50mm x 45.7m

박스(mm) : 430(W)x405(L)x270(H)
16롤 / 1박스
42박스 / 1팔레트Carton(mm)

박스당 18kg

※ 실제 색상과 100%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VC-6H 백색 / 적색

VC-7H 백색 / 적색

VC-6M 백색 / 적색

VC-7M 백색 / 적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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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ehicle Marking
차량용 후부반사지

Rear Marking Tape for Truck & Trailer

국내 KC인증 / ECE-70-01 / AIS-089

운전자는 어둠과 조명이 약한 곳에서 후방 추돌 사고를 당할 위험이 커집니다.
작업 목적이나 점검을 위해 도로에서 주정차하는 모든 차량에 가시성이 높은 후부반사지를 권장합니다.

제품 특징
•국내 KC 인증, 유럽 ECE-70/70-01, 인도 AIS-089 인증서 획득
•손쉬운 사용 및 부착
•손쉬운 제거(부착된 제품을 제거 할 때 깨져서 떨어지지 않습니다)
•얇고 부드러운 성질
•방염 및 방수
•훌륭한 주간시인성
•내구성 7년
•내화학성
제품
GlodianTM VC-E7H/I8H

색상
황색

인쇄
실크 스크린
UV
라텍스

제품 사이즈
1,230mm x 45.7m

포장
40롤 / 1 팔레트

(주)리플로맥스 차량 후부반사지용 GlodianTM VC-E7은 합성 필름으로 씰링라인이 있는 감압성 점착제로 구성됩니다.
유럽 경제위원회는 적재차량, 트럭 및 트러일러에 대하여 ECE-70 제품을 부착할 것을 규정하였습니다.
(주)리플로맥스의 국내 KC/유럽 ECE-70/인도 AIS-089 인증 VC-E7 마이크로 프리즘 후부반사지를 적극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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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용 반사띠

Conspicuity Tape for Truck & Trailer

이지필™

쉽고 빠른 작업 보장

이지필 특허 등록번호 : 10-2-19-000XXXX

반사테이프

이형지

제품 특징
•손쉬운 사용 및 부착
•손쉬운 제거(부착된 제품 제거 시 깨져서 떨어지지 않습니다)
•작업능률 향상
제품
GlodianTM EZ-E4H/I9H

색상
백색, 황색, 적색

제품 사이즈
50mm x 50m

포장
박스(mm) : 430(W)x405(L)x270(H)
16롤 / 1박스
42박스 / 1팔레트

박스 무게
박스당 23kg

GlodianTM EZ-6H/7H

백색 / 적색
교차

50mm x 45.7m

박스(mm) : 430(W)x405(L)x270(H)
16롤 / 1박스
42박스 / 1팔레트

박스당 23 kg

GlodianTM EZ-6M/7M

백색 / 적색
교차

50mm x 45.7m

박스(mm) : 430(W)x405(L)x270(H)
16롤 / 1박스
42박스 / 1팔레트

박스당 18.5kg

※ 실제 색상과 100%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Z-E4H 백색

EZ-6M 백색 / 적색

EZ-E4H 황색

EZ-6H 백색 / 적색

EZ-E4H 적색

확대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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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판용 반사지

(주)리플로맥스 GlodianTM 의 번호판(CLP)용 반사지 제품군은 야간 운전
자에게 뚜렷하고 밝은 시야를 제공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합니다.
주요용도
•2륜차
•3륜차
•4륜차

㈜리플로맥스의 Glodian™ 번호판용 반사지는 내구
성과 반사성능 등 ISO 7951 규격과 전세계 각 지역,
국가별 표준에 따라 맞춤형으로 디자인 합니다.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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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필름식 번호판용 반사지

Vehicle License Plate Sheeting

KCNP

자동차 번호판

제품 특징
•강한 내구성
•대한민국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에 부합

제품
GlodianTM KCNP

색상
지역 또는 국가 표준에 맞춤

제품 사이즈
지역 또는 국가 표준에 맞춤

제품용도

•차량용 반사 번호판
※ 실제 색상과 100%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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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안전용 반사테이프

(주)리플로맥스 GlodianTM 의 Personal Safety(개인안전용) 반사
테이프 제품군은 경찰, 산업현장 작업자, 공사현장 작업자, 소방관 등
특수근무자가 착용하는 안전복에 적합합니다.

주요 적용제품
•경찰복
•안전조끼
•우의

(주)리플로맥스만의 고유 모자이크 패턴은 정면 각
도 뿐만 아니라 측면에서도 뛰어난 성능을 발휘하도
록 설계되었고, 입사각에서 안정적 반사 성능을 제공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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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로프리즘형 (고주파용접형)

KS K ISO 20471, EN ISO 20471, ANSI/ISEA 107 Level 2

TRG-500 / EFT-500 / PGT-500 / PFT-500

GlodianTM 마이크로 프리즘 반사테이프의 고(高)시인성의 독특한 패턴으로 다양하게 적용이 가능한 제품입니다.
안전의류에 적합한 고주파 용접테이프로 국내 KS K ISO 20471, EN ISO 20471, ANSI/ISEA 107 Level2 규격에 부합합니다.

▲ TRG 제품군

▲ EFT 제품군

▲ PGT / PFT 제품군

제품 특징
•KS K ISO20471, EN ISO 20471, ANSI/ISEA 107 규격 부합
•우천시 높은 수준의 반사성능 구현
•광각에서 높은 수준의 반사성능 구현
•TRG & EFT : (주)리플로맥스 고유의 모자이크 패턴 적용
•TRG & PGT : Shadow & Imagine 버전 적용
•EFT & PFT : -20°C 내한성
•세탁 : 60°C / 75회 (ISO6330:2012)

제품

특징

색상

제품 사이즈

세탁

GlodianTM TRG-500

Phthalate Free PVC

백색, 은색, 형광연두,오렌지

50mm x 100m

60°C / 75회

Glodian EFT-500

100% Non PVC

백색, 은색, 형광연두

50mm x 100m

60°C / 75회

GlodianTM PGT-500

Phthalate Free PVC

백색, 은색, 형광연두

50mm x 100m

60°C / 75회

Glodian PFT-500

100% Non PVC

백색, 은색, 형광연두

50mm x 100m

60°C / 75회

제품

드라이 클리닝

팩킹(Packing)

GlodianTM TRG-500

-

박스(mm) : 355(너비)x355(길이)x325(높이), 6 롤 / 1박스, 45박스 / 1 팔레트

Glodian EFT-500

50회

박스(mm) : 355(너비)x355(길이)x325(높이), 6 롤 / 1박스, 45박스 / 1 팔레트

GlodianTM PGT-500

-

박스(mm) : 355(너비)x355(길이)x325(높이), 6 롤 / 1박스, 45박스 / 1 팔레트

Glodian PFT-500

50회

박스(mm) : 355(너비)x355(길이)x325(높이), 6 롤 / 1박스, 45박스 / 1 팔레트

TM

TM

TM

TM

19

2022 Reflomax
Product Catalog

Personal Safety
마이크로프리즘형 (천타입)

KS K ISO 20471, EN ISO 20471, ANSI/ISEA 107 Level 2

PGT-FB / PFT-FB

GlodianTM PGT-FB 및 PFT-FB는 세척에 강한 천으로 뒷면을 처리한 마이크로 프리즘 반사테이프로, PFT-FB는 프탈레이트 프리 제품입니다.
PFT-FB는 내한성이 우수하고 드라이클리닝이 가능한 소재로 부드러움과 편안함을 강조한 세련된 반사테이프로 안전이 요구되는 번잡한 교통 환경, 공
사현장 근무자를 위한 제품입니다.

제품 특징
•KS K ISO 20471, EN ISO 20471, ANSI/ISEA 107 규격 부합
•우천 시 반사성능 우수
•광각 반사성능 우수
•PFT-FB : -20°C 내한성
•PGT-FB : 60°C / 75회 , PFT-FB :60°C / 100회 ( ISO6330:2012 6N)

20

제품
GlodianTM PGT-FB

특징
Phthalate Free
PVC

색상
은색

제품 사이즈
50mm x 100m

세탁
60°C / 75회

포장
박스(mm) : 355(너비)x355(길이)x325(높이)
6 롤 / 1박스, 45박스 / 1팔레트

GlodianTM PFT-FB

100% Non
PVC

은색

50mm x 100m

60°C / 100회

박스(mm) : 355(너비)x355(길이)x325(높이)
6 롤 / 1박스, 45박스 / 1팔레트

Personal Saf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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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휘도군 반사테이프

High Visibility Reflective Tapes

AGT / RGT

GlodianTM AGT & RGT는 비규격 마이크로 프리즘 반사 테이프입니다.
AGT는 정면 각도에서 500cd/(lux·m2) 이상의 높은 반사성능이 요구되는 특수 시장에서 사용됩니다.
RGT는 다양한 색상과 함께 다수의 분야에 적용됩니다.

▲ AGT 제품군

▲ RGT 제품군
제품 사이즈
50mm x 100m

제품
GlodianTM AGT

특징
Phthalate Free
PVC

색상
백색, 은색,
형광연두

GlodianTM RGT

-

다양한 색상 50mm x 100m

세탁
60°C / 75회

포장
박스(mm) : 355(너비)x355(길이)x325(높이)
6 롤 / 1박스, 45박스 / 1팔레트

-

박스(mm) : 355(너비)x355(길이)x325(높이)
6 롤 / 1박스, 45박스 / 1팔레트

고휘도군 반사테이프

High Visibility Reflective Tapes

AGT-FB / ECO-PF

GlodianTM AGT-FB 와 ECO-PF는 천으로 뒷면 처리가 되어 세척에 강한 내구성 지닌 마이크로 프리즘 테이프입니다.
AGT-FB와 ECO-PF는 정면 각도에서 500cd/(lux·m2) 이상의 높은 반사성능을 위해 설계된 단순 패턴의 프리즘 테이프입니다.

▲

▲ ECO-PF
AGT-FB

제품
GlodianTM AGT-FB

특징
Phthalate Free
PVC

색상
은색

제품 사이즈
50mm x 100m

세탁
60°C / 75회

포장
박스(mm) : 355(너비)x355(길이)x325(높이)
6 롤 / 1박스, 45박스 / 1팔레트

GlodianTM ECO-PF

100% Non PVC

은색

50mm x 100m

60°C / 100회

박스(mm) : 355(너비)x355(길이)x325(높이)
6 롤 / 1박스, 45박스 / 1팔레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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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션 & 액세서리용 반사지
(주)리플로맥스 GlodianTM 의 패션 & 액세서리용 반사시트 제품군은 의류
와 신발 뿐 만 아니라 가방 등의 다양한 형태의 액세서리를 제작하는데 적합
합니다.

주요 용도
•라벨
•반사밴드
•액세서리

(주)리플로맥스 GlodianTM 의 패션 & 액세서리용 반
사시트 제품군은 의류와 신발 뿐만 아니라 가방 등
의 다양한 용품에 고유의 상표·디자인과 안전을 접목
하거나, 의류용 반사테이프, 반사고리, 반사형 슬랩밴
드, 암밴드 등의 다양한 형태의 액세서리를 제작하는
데 적합합니다.

Fashion & Access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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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17353 규격충족, 무독성 PVC

EN17353 Qualified

AGR-PF

GlodianTM AGR-PF는 EN17353 인증을 부합하는 마이크로 프리즘 반사 필름으로 EN71 Part 3
및 AZO규격에 부합하는 무독성 제품입니다.

제품 특징
•마이크로 프리즘(HARD PRISM)
•EN17353 규격 부합
•인쇄 가능
•고주파 가공
•유아용 장난감에 규격에 부합하고 프탈레이트 가소제가 없어 EN71 Part 3 & AZO 규격에 부합
제품
GlodianTM AGR-PF

색상
백색, 형광연두

표면
이염방지 (Dye-block)

제품 사이즈
470mm x 100m

포장
40롤/ 1팔레트

제품용도

•EN17353 규격에 부합하는 테이프, 라벨, 반사밴드, 액세서리 등

AGR-Sparkle / AGR-Shine

GlodianTM AGR Sparkle / Shine 제품은 독특하고 반짝이는 효과의 제품입니다.

제품 특징
•마이크로프리즘(HARD PRISM)
•고주파 가공
•후면에 Sparkling, shiny 효과
제품

색상

표면

제품 사이즈

포장

GlodianTM AGR-Sparkle

백색

반짝이는 효과의 표면

470mm x 100m

40롤 / 1팔레트

GlodianTM AGR-Shine

은색

반짝이는 효과의 표면

470mm x 100m

40롤 / 1팔레트

제품용도

•의류, 신발, 가방, 헬멧, 악세사리

AGR-Sparkle

AGR-Sh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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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shion & Accessory
EN17353 규격충족, 친환경 NON-PVC

EN17353 Qualified, Environment Friendly

Enfren

GlodianTM Enfren은 100% NON-PVC소재의( 無 프탈레이트 가소제) 친환경 소재로 고주파 용접이 가능한 제품입니다.

제품 특징
•마이크로 프리즘(HARD PRISM)
•EN17353 규격 부합
•EN71 part3 규격에 부합(어린이 장난감)
•100% Non-PVC (무독성,친환경소재)
•-20°C의 내한성
제품
GlodianTM Enfren

색상
백색, 형광연두

표면
이염방지 (Dye-block)

제품 사이즈
470mm x 100m

포장
40롤/ 1팔레트

제품용도

•EN17353 규격에 부합하는 테이프, 라벨, 반사밴드, 액세서리 등

Enfren-Sparkle / Enfren-Shine
Glodian Enfren Sparkle / Shine 제품은 독특하고 반짝이는 효과의 제품입니다.
TM

제품 특징
•마이크로 프리즘(HARD PRISM)
•EN71part3(어린이장난감) &AZOfree규격부합
•Sparkling, shiny 효과
제품
GlodianTM Enfren-Sparkle

색상
백색

표면
반짝이는 효과의 표면

제품 사이즈
470mm x 100m

포장
40롤 / 1팔레트

GlodianTM Enfren-Shine

은색

반짝이는 효과의 표면

470mm x 100m

40롤 / 1팔레트

제품용도

•의류, 신발, 가방, 헬멧, 악세사리

Enfren-Spark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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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fren-Sh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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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17353 충족 고유의 모자이크 패턴 반사필름

Distinctive Mosaic Pattern

XGR

GlodianTM XGR 은 당사 고유의 모자이크 패턴을 구현하고 EN17353, KS K IOS 20471, EN ISO 20471, ANSI/ISEA 107 규격에 부합하는
제품으로 내구성이 뛰어나며 반사성능이 오랜시간 동안 유지됩니다.

제품 특징
•마이크로 프리즘(HARD PRISM)
•EN17353, KS K ISO 20471,EN ISO 20471, ANSI/ISEA 107 규격 부합
•인쇄 가능
•이염 방지 기능 추가 가능
•고주파 가공
•無프탈레이트가소제, EN71Part3(어린이장난감) & AZOFree 규격부합
제품

색상

디자인

제품 사이즈

포장

GlodianTM XGR

백색, 형광연두

모자이크 패턴

470mm x 100m

40롤 / 1팔레트

제품용도

•EN17353, KS K ISO 20471, EN ISO 20471, ANSI/ISEA 107 규격에 부합하는 반사 테이프, 의류용 패치

XGR-01 백색

XGR-02 형광연두

※ 실제 색상과 100%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N17353 충족 고유의 줄무늬 패턴 반사필름

Distinctive Mosaic Pattern

PGR

GlodianTM PGR 은 독특한 줄무늬 패턴을 구현하고 EN17353, KS K ISO 20471, EN ISO 20471, ANSI/ISEA 107 규격에 부합하는 제품으
로 내구성이 뛰어나며 반사성능이 오랜시간 동안 유지됩니다.

제품 특징
•無 프탈레이트 가소제, EN71 Part 3(어린이 장난감) & AZO Free 규격부합
•마이크로 프리즘(HARD PRISM)
•EN17353, KS K ISO 20471, EN ISO 20471, ANSI/ISEA 107 규격 부합
•인쇄 가능
•이염 방지 기능 추가 가능
•고주파 가공
제품
GlodianTM PGR

색상
백색, 형광연두

디자인
줄무늬 패턴

제품 사이즈
470mm x 100m

포장
40롤 / 1팔레트

제품용도

• EN17353, KS K ISO 20471, EN ISO 20471, ANSI/ISEA 107 규격에 부합하는 반사 테이프, 의류용 패치

PGR-01 백색

PGR-02 형광연두

※ 실제 색상과 100%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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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shion & Accessory
비규격용 PVC 반사필름

Reflective PVC Film

RGR

GlodianTM RGR 은 고주파 용접 특성의 다양한 색상의 반사 PVC 필름입니다.

제품 특징
•Commercial grade
•다양한 색상
•실크 스크린 인쇄
•대형반사소재 (RGR-W)
제품
GlodianTM RGR

색상
다양한 색상

디자인
민무늬 패턴

제품 사이즈
460mm x 50m

GlodianTM RGR-W

다양한 색상

민무늬 패턴

1,250mm x 50m

포장
박스(mm) : 1,010(세로)x215(가로)x 220(높이)
2롤 / 1박스
40 박스 / 1팔레트
박스(mm) : 1,305(세로)x215(가로)x 220(높이)
1롤 / 1박스
40 박스 / 1팔레트

제품용도

•패션 & 신발 소재, 반사 액세서리, 반사 테이프, 반사 PVC 필름

색상

RGR-01
백색

RGR-02
형광연두

RGR-03
황색

RGR-04
형광주황

RGR-05
주황

RGR-06

형광주황적색

RGR-07
적색

RGR-08
형광녹색

RGR-11
청색

※ 실제 색상과 100%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RGR-13

형광핑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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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GR-14
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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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OTECTS YOUR
BELOVED

“Think Safety Reflective Pendant”
This reflective pendant makes you more visible and safe at night

44%

50.7%

어린이의 안전을 위협하는 보행
중 교통사고 / 아동 사망사고 1위
(교통사고 : 44%)

어린이의 안전을 위협하는 보행
중 교통사고 / 교통사고 유형 1위
(보행 중 사고 : 50.7%)

90%

75%

반사안전고리 착용시 보행 사망
자 90% 감소
(핀란드 통계)

반사안전고리 착용시 보행 부상
자 75% 감소
(핀란드 통계)

어린이가 잘 보이면 보행 중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공단 “2016 어린이 보행 교통사고 개선방안 보고회”의 최우선 개선방안)

그래서 저희는“Think Safety” 반사안전고리를 만들었습니다.

(Compliant to EN13356 : 보행안전 반사용품 유럽기준)

“Think Safety” 반사안전고리는 야간 시인성을 9배 개선하여 교통사고를 효과적으로 예방
할 수 있습니다.

착용후

착용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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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X(알엑스) 반사지 국내상표

(주)리플로맥스는 신뢰를 기반으로
터득한 노하우와 독자적으로 개발한
기술력을 통해 고객들에게 최고의 품질로
보답하고 나아가 세계 최고의 기업으로 발돋
움해 나가겠습니다.

주식회사 리플로맥스

본사·공장·연구소
(18525) 경기도 화성시 팔탄면 푸른들판로 1010번길 76
t) 031.8014.9700 | f) 031.8059.2130
info@reflomax.com | www.reflomax.com

영업사무소
(14353) 경기도 광명시 덕안로 104번길 17 (일직동)
광명역 M클러스터 522호
t) 031.8014.9700 | f) 02.6676.4522
info@reflomax.com | www.reflomax.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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