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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ress yourself

유아 안전잠금장치
BABY SAFETY LOCKS

BBSL01

유아 안전잠금장치
BABY SAFETY LOCKS

BBSL02

SAMBOTEC



HISTROY

2009.10.08. 삼보텍 설립
2009. 10. 08 Established Sambotec

이마트 PB 제품 금형 개발 및 제품 생산
Developed produced E-mart PB product molds 

노브랜드 제품 금형 개발 및 제품 생산
Developed and produced No Brand product molds

홈플러스 제품 금형 개발 및 제품 생산
Developed and produced HomePlus product molds

아마존닷컴·국내외 오픈마켓 유통
Distributed products via Amazon.
com and other Korean and international
online open markets

유아안전잠금장치 특허등록
Registered the patent for a child-safe lock product

롯데마트 제품 금형 개발 및 제품 생산
Developed and produced Lotte Mart Product molds

의자 발 커버 특허 출원 및 등록
Applied for and registered the
patent for a chair foot cover product

삼보텍은 사람을 바탕으로 기술과 문화를 융합하여 보다 나은 생활에 
보탬이 되며 휴식을 취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제품을 제조하여 고객만족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제품을 디자인하여 금형 개발 및 제작 그리고 
사출까지 직접함으로써 원가절감 및 사용자 중심의 플라스틱 제품 개발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삼보텍은 소비자들의 니즈에 부합하는 제품들의 
지속적인 개발과 다양한 사회공헌을 통해 고객과 직원, 사회가 함께 
발전하는 기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Sambotec aims to combine technologies and cultures, bringing 
improvements to lifestyles of the customers. By manufacturing reliable 
products that can offer rest and relaxation, the company focuses on 
generating customer satisfaction. Sambotec independently designs its 
products, in addition to developing, manufacturing, and injecting molds 
in its own facilities to reduce costs and create plastic products for the 
customers. Sambotec will continue its effort to develop products that 
meet various consumer needs and provide social services in various 
ways, thereby growing into a company that facilitates the mutual devel-
opment of the customers, employees, and the community.

CERTIFICATION

THE FIRST CHOICE
FOR YOUR CHILD

내아이를 위한 첫번째 선택



www.bebesafeproduct.com

BABY
SAFETY LOCKS
유아안전잠금장치 3종



BBSL02
MATERIAL : ABS,SPRING

BBSL01
MATERIAL : ABS, TPE, SPRING

제품 중간에 있는 밴드는 어디에나 붙일 수 있게 
유연하여 제품 장착시 편리함을 제공합니다.

The band at the middle of the product can be 
flexibly attached anywhere, allowing the product to 
be conveniently attached in many places.

원터치 장식장 잠금장치의 왼쪽의 튀어나온 바를
ON / OFF로 위 아래로 움직여 잠금과 열림기능을 
합니다.
To lock or unlock, the user can toggle the on/off bar 
that protrudes from the left side of the one-touch 
display cupboard lock. 

원터치 장식장 잠금장치의 왼쪽의 튀어나온 바를
ON / OFF로 위 아래로 움직여 잠금과 열림기능을 
합니다.
To lock or unlock, the user can toggle the on/off bar 
that protrudes from the left side of the one-touch 
display cupboard lock. 

BBSL03
MATERIAL : ABS,SPRING

GRAY WHITE GRAY WHITE GRAY WHITE

유아안전잠금장치
Baby Safety Locks

모서리 보호대
coner protector

창문손잡이
Window handle

의자 발 커버
chair Leg caps



BABY SAFETY LOCKS

유아안전잠금장치

BBSL01

BBSL02

BBSL03



원터치 다용도 밴드 잠금장치 특징

FEATURES OF MULTI-USE
ONE-TOUCH BAND LOCK

집안의 가구 등의 서랍, 가전제품, 씽크대 등의 쉽게 열리는 
문은 호기심이 많은 아이들의 놀이 대상이 되므로, 잠금장치 
사용으로 우발적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지진 
발생시 서랍이 열리는 현상을 방지합니다. 제품 사용시 
강력하게 잠금 기능을 하며, 특수 시트 사용으로 쉽게 
떨어지지 않습니다. 제품 뒷면의 특수 시트 사용으로 접착 
부위에 강력하게 붙으며, 제품 제거시 시트 뒷면에서 나오는 
본드 잔상과 오염물이 전혀 남지 않고, 아주 깨끗하게 
제거됩니다. 

Drawers and doors on various types of home furniture, 
electronic appliances, and the sink can easily open, 
attracting curious children to play with them. Using lock 
devices can prevent unexpected accidents. The locks do 
not easily detach, thanks to the special sheet embedded 
on the product: The special sheet is on the back of the 
product, giving it a strong adhesive power to attach to 
various surfaces. No adhesive or pollutant residue 
remain when removing the product, and the surface is 
left clean.



www.sambotec.com

CONER
PROTECTOR
모서리보호대

모서리보호대 특징
테이블, 가구, 가전제품 등의 모서리 
부위에 부착하여 사용하는 제품으로 
모서리에 부딪혔을 때 오는 충격을 
완화해주는 제품으로 아이들과 성인들 
모두 사용가능하며, 가구, 가전 등의 긁힘 
방지에도 효과적입니다.



사용방법 

1.  제품을 부착할 위치를 정해 주십시요.

2. 동봉된 양면테이프 뒷면의 이형지를 떼내고 제품에 부착한 후 유리창이나 샷시에 붙여주십시요

3. 제품을 부착할 부위에 붙인 후 적당한 힘으로 눌러주십시요.     

   

CONER PROTECTOR
MATERIAL : TPE

BROWN CLEAR

FEATURES OF CORNER PROTECTOR
This product can be attached on the corners of tables and 
other furniture, as well as electronic appliances, to reduce the 
shock when bumping against the corners. It can protect both 
children and adults from the corner, in addition to effectively 
preventing furniture and electronic appliances from being 
scratched.

모서리 보호대
coner protector

1. Choose the location to attach the product.

2. Peel off the cover on the back side of the double-sided tape, attach the tape on the product, then, on the glass or sash of the window.

3. Push down the product with an adequate amount of force.

Instructions

창문손잡이
Window handle

의자 발 커버
chair Leg caps

유아안전잠금장치
Baby Safety Locks



www.chairsurfer.com

CHAIR LEG CAPS
의자 발 커버



HIT 500제품 선정
“의자발커버”
거실 마루 스크레치 방치, 소음 방지, 층간 소음 방지, 의자 사용시 편리함 제공합니다.
제품 하단에 부착되어진 원단(부직포,테프론)의 높이가 제품 옆면까지 높이 올라오게 생산하는 점은 저희 삼보텍만의 
기술이며 실제 의자에 장착하여 장시간 사용해도 제품이 빠지지 않으며, 특히 테프론(불소수지)가 잘 떨어지지 않게 
특수 본드를 사용하여 접착하였습니다.(타사 제품은 실제 사용시 잘 빠지며, 테프론(불소수지)원단이 장시간 사용시 
모두 떨어집니다.) 

Prevents scratches on wooden floors, floor noises, and noises between floors. It increases convenience when 
using chairs. Making the felt and Teflon on the bottom of the product come up to the sides is a proprietary 
technology by Sambotec. This allows the product to stay on chairs even during extended use. In particular, 
special bonding adhesives are used to prevent Teflon (fluoropolymer) from becoming detached (competitor 
products easily slip off chairs, and their Teflon (fluoropolymer) materials all come off after extended use).

CHAIR LEG CAPS

SELECTED AS A HIT 500 PRODUCT



www.chairsurfer.com

CHAIR
LEG CAPS FELT
의자 발 커버 [펠트]

FREESIZE CAP
MATERIAL : TPE, FELT, TEFLON



FELT  내수성ㆍ방수성이 있으며, 슬립성이 우수, 층간 소음을 방지해줍니다.
                  THE PRODUCT IS WATER RESISTANT AND WATERPROOF. IT SLIPS EASILY TO PREVENT NOISES BETWEEN FLOORS.

ROUND CAP
MATERIAL : TPE, FELT, TEFLON

18mm
21mm
24mm
28mm
31mm
36mm

18mm~19mm
21mm~22mm
24mm~25mm
28mm~29mm
31mm~32mm
36mm~37mm

ToleranceSize

SQUAR CAP
MATERIAL : TPE, FELT, TEFLON

21mm

24mm

28mm

31mm

36mm

21mm~22mm

24mm~25mm

28mm~29mm

31mm~32mm

36mm~37mm

ToleranceSize

FREESIZE CAP
MATERIAL : TPE, FELT, TEFLON

XS

S

M

L

21mm~24mm

25mm~29mm

30mm~33mm

37mm~40mm

ToleranceSize

BROWN DARK BROWN BROWN DARK BROWN BROWN DARK BROWN

모서리 보호대
coner protector

창문손잡이
Window handle

의자 발 커버
chair Leg caps

유아안전잠금장치
Baby Safety Locks



www.chairsurfer.com

CHAIR LEG CAPS
의자 발 커버



바닥 부분 부직포 높이를 최대화하여, 제품 사용시 벗겨지는 현상을 방지합니다.
밀착력이 우수합니다. 책상이나 의자 등을 움직일 때, 거실바닥 긁힘과 소음을 방지합니다. 
제품 바닥의 두꺼운 두께 때문에 층간 소음을 방지합니다. 가구의 이동을 편리하게 합니다. 

펠트 높이 5mm
Felt Height 5mm

밑부분 옆면까지 모두 덮여 있습니다.
The felt material comes up from the bottom to the sides.

장점 슬립성 우수, 층간 소음 방지, 제품 사용시 의자 발로부터 빠지지 않습니다.
단점 원단이 펠트이므로, 먼지 혹은 머리카락 등의 이물질이 달라 붙습니다.

The side height of the felt of maximized to prevent the product from coming off during 
use. The product has an outstanding grip and prevents scratches and noises on wooden 
floors when chairs or desks are moved. The thickness of the product prevents noises 
between floors and makes moving furnitures much easier.

STRENGTHS
High slip, prevents noises between floor, product does not come off the chairs during use

WEAKNESSES
Dust, hair, and other objects attach to the felt material.



CHAIR
LEG CAPS
TEFLON
의자 발 커버 [테프론]

특수소재 엘라스토머로 신축성이 좋으며, 
책상이나 의자 등에 밀착력이 우수합니다.

Elastomer, a special material, stretches 
easily and attaches to desks and chairs 
with high adhesion.



TEFLON  우수한 내열성·내약품성·방수성, 슬립성이 우수, 층간 소음을 방지해줍니다.
                             OUTSTANDING RESISTANCE TO HEAT, CHEMICALS, AND WATER, AS WELL AS GREAT SLIP PREVENTS NOISES BETWEEN FLOORS.

ROUND CAP
MATERIAL : TPE, FELT, TEFLON

SQUAR CAP
MATERIAL : TPE, FELT, TEFLON

FREESIZE CAP
MATERIAL : TPE, FELT, TEFLON

18mm

21mm

24mm

28mm

31mm

36mm

18mm~19mm

21mm~22mm

24mm~25mm

28mm~29mm

31mm~32mm

36mm~37mm

ToleranceSize
21mm

24mm

28mm

31mm

36mm

21mm~22mm

24mm~25mm

28mm~29mm

31mm~32mm

36mm~37mm

ToleranceSize
XS

S

M

L

21mm~24mm

25mm~29mm

30mm~33mm

37mm~40mm

ToleranceSize

BROWN DARK BROWN BROWN DARK BROWN BROWN DARK BROWN

모서리 보호대
coner protector

창문손잡이
Window handle

의자 발 커버
chair Leg caps

유아안전잠금장치
Baby Safety Locks



www.chairsurfer.com

CHAIR LEG CAPS
의자 발 커버



바닥 부분 불소수지의 높이를 최대화하여, 제품 사용시 벗겨지는 현상을 방지합니다.
불소수지의 특성상 하단에 이물질이 잘 붙지 않고 슬립성이 우수합니다.
특수소재 엘라스토머로 신축성이 좋으며, 책상이나 의자 등에 밀착력이 우수합니다. 
책상이나 의자 등을 움직일 때, 거실바닥 긁힘과 소음을 방지합니다.
제품 바닥의 두꺼운 두께 때문에 층간 소음을 방지합니다. 가구의 이동을 편리하게 합니다.

장점
펠트보다 슬립성 더 좋음, 층간 소음 방지(의자 밀고 당길시 무소음), 제품 사용시
의자 발로부터 빠지지 않음.

The fluoropolymer material comes up to the side maximally, preventing the product from 
coming off during use. The fluoropolymer material does not attract dust while maintaining a 
great slip. Elastomer, a special material, stretches easily and attaches to desks and chairs with 
high adhesion. The product prevents scratches and noises on wooden floors when moving 
chairs and desks. The thick bottom of the product prevents noises between floors and makes 
it easy to move furniture.

STRENGTHS
Better slip than felt materials and prevents noises between floors (no noise when
chairs are dragged on the floor). The product does not come from the chair legs easily.

밑부분에서 옆면의 절반가량, 
테프론(불소수지)가 덮여 있습니다.

Teflon (fluoropolymer) material covers the
bottom and half of the sides of the product.



www.chairsurfer.com

CHAIR
LEG CAPS
의자 발 커버

* 의자 발 커버의 바닥 부분 원단은 펠트, 테프론(불소수지) 총 2가지로 생산됩니다.
* The material for the bottom part of the chair leg cover is either felt or Teflon (fluoropolymer).

사용방법

The product can be easily put onto the legs of chair, desk, and various other furniture.

1. 1. Check the shape and size of the furniture leg, and choose the adequate chair leg cover product.

2. 1. Wipe the bottom surface of the furniture legs.

3. 1. Align the product with the bottom of the furniture leg, and pull the cover sides to put the product in.

의자, 책상, 각종 가구의 발에 간단하게 끼워서 사용합니다.

1. 사용할 가구 발 모양과 사이즈를 확인한 후, 적합한 의자발커버를 선택합니다.

2. 의자발커버를 끼우는 밑면의 오염물을 제거합니다.  

3. 장착할 가구 발 바닥에 의자발커버의 구멍을 맞춘 후 커버 옆면을 살짝 잡아당기면서 씌웁니다.

NON-SLIP CAP
MATERIAL : PVC

Instructions



NON-SLIP CAP
MATERIAL : PVC

거실 마루 스크레치 방치, 소음 방지, 층간 소음 방지, 의자 사용시 편리함 제공합니다.
Prevents scratches on wooden floors, floor noises, and noises between floors. It increases convenience when using chairs.

9.5mm

12.7mm

15mm

18mm

21mm

24mm

9.5~10.5mm

12.7~13.7mm

15~16mm

18~19mm

21~22mm

24~25mm

ToleranceSize

DIY cap 01
MATERIAL : TPE, ABS, TEFLON, NAIL

30mm All

ToleranceSize

DIY cap 02
MATERIAL : TPE, ABS, TEFLON, NAIL

20mm All

ToleranceSize

DIY cap 01

DIY cap 02

모서리 보호대
coner protector

창문손잡이
Window handle

의자 발 커버
chair Leg caps

유아안전잠금장치
Baby Safety Locks



www.sambotec.com

WINDOW
HANDLE
창문 손잡이

사용방법

1. Choose the location to attach the product.

2. eel off the cover on the back side of the double-sided tape, attach the tape on the product, then, on the 
    glass or sash of the window.

3. Push down the product with an adequate amount of force (the glass may break when pressed down too hard). 
    

1.   제품을 부착할 위치를 정해 주십시요.

2. 동봉된 양면테이프 뒷면의 이형지를 떼내고 제품에 부착한 후

    유리창이나 샷시에 붙여주십시요.

3. 제품을 부착할 부위에 붙인 후 적당한 힘으로 눌러주십시요.

   (강하게 누를시 유리창 파손의 위험이 있습니다.)       

Instructions



WINDOW HANDLE
MATERIAL : ABS

BEIGE WHITE

창문손잡이 특징

FEATURES OF  WINDOW HANDLE

집안의 열기 힘든 유리창문, 베란다문, 샷시문 등의 미닫이 문에 간편히 설치할 수 있습니다. 제품 설치 후 
유리창에 가해지는 힘을 완화시켜줍니다. 제품 뒷면의 특수 시트 사용으로 쉽게 떨어지지 않습니다. 

The product can be easily installed on sticky sliding doors in houses. It reduces the friction on 
the sliding doors. The special sheet on the back of the product prevents it from coming off 
easily.

모서리 보호대
coner protector

의자 발 커버
chair Leg caps

창문손잡이
Window handle

유아안전잠금장치
Baby Safety Lock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