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큰 입자도 막힘이나 흘림 없이 통과

• 100% 다공성 구조로 제품이 구멍뿐만 아니라 전체 

어플리케이터를 깔끔하게 통과하여 전달

• 커다란 색조 입자 및 글리터를 포함하는 복합적인 화장품 

조성이 쉽게 통과 

맞춤 가능한 3D 형태로 본인의 제품 차별화

• 소결 기술로 고객 특정 로고 또는 브랜딩 가능

• 중공 또는 중실 형태 이용 가능

• 재료 기술자들이 귀하의 설계를 위한 완벽한 솔루션 개발

부드럽고 매끄러워 손쉽게 발림

• 색조 화장품용 New Nubiform® 탄성중합체 재료로 

어플리케이터가 매끄러운 폼과 유사하게 느껴지지만 

100% 소결 제품의 내구성 보유

• 저자극성 옵션을 포함한 피부 친화적인 폴리우레탄 폼

• 오일 및 향수용 특수 어플리케이터 이용 가능

어떤 복합적 액체 조성 및 
표면에도 완벽 

• 눈

• 모발

• 입술

• 손발톱

• 피부

재료 과학 전문가 및 다량의 전 
세계 제조 역량
• 60년의 전 세계 제조 전문 경력 

• 전 세계 8개 제조 현장 모두 ISO 인증

흡수 필터
도포

벤트 심지확산

지속가능성: 재활용 플라스틱을 이용한 지속 
가능한 옵션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화장품 어플리케이터
다공성 폴리머로 복합적인 화장품 조성을 보다 용이하게 전달



샘플 회수 불가.샘플  
회수 가능.

아메리카 
전화: +1 770 964 1421 
info.porex.amrs@filtrationgroup.com

유럽 
전화: +49 241 9105250
info.porex.emea@filtrationgroup.com

아시아 태평양 
전화: +603 5191 3308
info.porex.apac@filtrationgroup.com

중국 
전화: +86 2685 8761
info.porex.china@filtrationgrou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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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발 및 손발톱 어플리케이터
조성 유형: 모발 및 손발톱용 국소 액상 트리트먼트
•  일관된 조성 방출

•  3D 형태 및 맞춤 가능한 액체 방출 속도로 유연한 설계

•  세럼, 오일, 염색 및 컨디셔닝 트리트먼트 등 모든 액상 

모발 제품과 함께 사용

•  소결 손발톱 관리 어플리케이터를 관리 및 코렉터펜용으로 

사용 가능

폴리우레탄 폼 어플리케이터
조성 유형: 피부용 액상 및 파우더 화장품
•  최고로 부드러운 파운데이션 발림

•  맞춤형 형태 및 색상

•  위생적: 라텍스 미함유 및 저자극성

•  다양한 첨가제 가능

•  바이오 기반 옵션

Nubiform® 탄성중합 어플리케이터
조성 유형: 입술 및 눈 용도의 액상 색조 화장품
•  색조 화장품 조성의 원활한 통과를 위한 어플리케이터

•  색조, 글리터 또는 펄의 큰 색소에 적합

•  다공성 구조로 균일한 전달 제공

•  부드러움 및 탄력

•  맞춤 가능한 형태 및 색상

글라이드 어플리케이터
조성 유형: 피부용 오일 및 향수
•  결점 없는 발림을 위한 플로스루 기술

•  맞춤 가능한 3D 형태

•  조정 가능한 공극 크기

•  항균 보호

•  색상, 텍스처 및 촉감 선택

안면 스탬프 어플리케이터
조성 유형: 피부, 눈 및 눈썹용 색조 액상 화장품
•  모세관 작용으로 피부에 액상 전달

•  캣아이 스탬프

•  눈썹 스탬프

•  맞춤 가능한 얼굴상

당사의 데모 영상 및 
기술 요약을 포함한 추가 
리소스를 확인하고 무료 
샘플 키트를 요청하십시오

화장품 어플리케이터 제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