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M FF-400 시리즈 전면형 마스크

본 제품은 POLYGARD FFS600 시리즈와 성능 비교대상에서 제외되었습
니다. 해당제품은 유럽의 전면형 마스크 성능기준 EN 136 Respiratory 
protective devices - Full face masks - Requirements, testing, marking
의 Leaktightness 요구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합니다. 그래서 유럽과 또
유럽과 유사한 인증기준을 갖는 호주에서는 출시되지 못했습니다. 자
세히는 노즈컵과 배기벨브 연결부위 내구성이 인증기준 미달입니다.

따라서 금번 자료에서는 3M 6000시리즈 전면형 마스크와 POLYGARD 
FFS600 전면형 마스크를 비교하겠습니다.\

※ 한국의 경우 기본적으로는 유럽과 인증기준이 대동소이하지만
Leaktightness에 대한 요구사항은 없습니다.



3M은 1996년 6000시리즈 전면형 마스크를 출시했고 20년이 지난 지금
까지도 큰 변화없이 기존의 제품 디자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금번 자료에서는 아직도 현장에서 최고의 전면형 마스크로 인정받고 있
는 3M 6000시리즈가 POLYGARD FFS600 시리즈와 비교해서 어떤 점이
보완이 필요한지 살펴보겠습니다.



더 넓은 시아각 (Broader field of vision)

POLYGARD FFS600 시리즈는 3M 6000시리즈 전면형
마스크에 비해 컴팩트하고 직관적인 배기벨브 커버를
사용하여 착용자가 좀 더 넓은 시아를 확보할 수 있습
니다.

동일 지름의 노란색 지시선을 통해서 시아를 가리는 배기밸브 커버의 크기를 비교했습니다.



우수한 마감처리 (Excellent 
finishing)

POLYGARD FFS600 시리즈는 마스크의
전부분에 걸쳐 때가 잘 타지 않는
Texture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더불어
어두운 색상으로 사용 중 심미적인 안정
감을 줍니다. 3M 6000시리즈 전면형 마
스ㅡ의 경우 얼굴과 접촉하는 부위를 제
외하면 Texture 처리가 되어 있지 않아
쉽게 잉며되고 긁히기 쉽습니다.

우측의 POLYGARD 제품의 타공이 좀 더 매끄러우며 표면에 Texture 처리되어 긁힘이나 오염에 내성이 강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업그레이드 된 노즈컵 (Upgraded 
Nosecup)

노즈컵(Nosecup)은 마스크가 사용자의 코와
입과 접하는 영역으로서 마스크의 핵심 부
위이며 또한 전면형 마스크의 특성상 지속
사용시 주기적으로 교체되어야 하는 부품입
니다. 3M 6000시리즈 전면형 마스크 대비
POLYGARD FFS600시리즈는 혁신적인 정도
로 많은 부분을 개선했습니다.

전면형마스크에서 분리한 미사용 노즈컵입니다.



완벽한 사출성형 (Perfect Injection)

POLYGARD FFS600시리즈는 최신 사출성형
기를 사용하여 제작된 모든 부품이 완벽한
마감상태를 보입니다.

노즈컵과 전면형 마스크 본체 연결부위를 확대한 사진입니다. POLYGARD 제품이 완벽하게 마감된 표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Textured Surface

Texture 처리를 통해 표면이 매
우 깔끔하고 오염이 적습니다.

노즈컵 상단부의 Texture 처리를 하면 제품의 관리가 훨씬 쉬워질 수 있습니다.



완벽한 누설방지 (Perfect Sealing)

노즈컵에 부착된 두개의 흡기밸브는 단단
한 밸브시트가 있어야 완벽한 개폐가 가
능합니다. POLYGARD는 노즈컵에 별도의
흡기밸브 시트를 삽입하여 완벽한 누설방
지를 실현했습니다.

연질의 흡기밸브를 완벽하게 개폐하기 위해서 밸브시트를 삽입한 POLYGARD(우)와 노즈컵



우수한 내구성 (Superior Durability)

POLYGARD FFS600시리즈와 3M 6000시리즈
전면형 마스크는 동일하게 TPE(Thermo 
Plastic Elastomer) 재질을 사용하여 제조됩니
다. POLYGARD FFS600시리즈는 얼굴과 접촉
하는 부위를 좀 더 견고하게 디자인하여 장시
간 동안 노즈컵이 견고하게 얼굴과 밀착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미사용 제품의 노즈컵 비교사진, 3M 제품의 경우 안면접촉부가 너무 얇아 미사용 제품임에도 마치 변형이 일어난 듯한 모습을 보인다.
3M 제품은 생산일자가 2018년이다. 사용하지 않았음에도 단순 에이징 만으로 노즈컵 변형이 일어날 정도로 얇다.



배기밸브 (Exhalation Valve)

POLYGARD FFS600 시리즈는 3M 6000시리즈 전면형
마스크가 캔틸레버(Cantilever)방식의 배기밸브를 사용
한 것에 비해 빅사이즈 엄브렐라(Umbrella)방식의 배기
밸브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3M은 1990년대 부터 캔틸
레버 타입 배기밸브를 사용해 왔으나 2020년 출시한
HF-800시리즈 부터 다시 엄브렐라 타입으로 회귀하고
있습니다.

좌측사진이 캔틸레버 방식의 3M 6000시리즈 전면형 마스크, 우측사진이 엄브렐라 방식의 POLYGARD FFS600시
리즈 마스크 입니다.



배기밸브 용량(Exhalation Valve Capacity)

캔틸레버 방식이 벨브 사이즈는 더 크지만 실제 공기가 투과하는 캐비티 면적의 경우
두 방식이 유사하거나 엄브렐라 방식이 좀 더 큽니다.

좌측사진이 캔틸레버 방식의 3M 6000시리즈 전면형 마스크, 우측사진이 엄브렐라 방식의 POLYGARD FFS600시리즈 마스크 입니다.



배기밸브 오작동(Exhalation Valve Failure)

캔틸레버 방식의 경우 배기밸브를 장착하는 과정에서 부주의에 의한 미스 얼라인먼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오렌엔트 센서티브한 캔틸레버 방식 고유의 특징입니다.

좌측사진이 캔틸레버 방식의 3M 6000시리즈 전면형 마스크로 밸브 장착이 부정확하기 이뤄질 경우 밸브를 통한 오염물질 유입이 가능합니다.
우측사진이 엄브렐라 방식의 POLYGARD FFS600시리즈 마스크로 벨브에 방향성이 없어 어떻게 장착하던 밸브 누설이 없습니다.



장착편의성 (Easiness of installment)

캔틸레버 방식의 경우 배기밸브의 뿌리부분을 마스의 안쪽에서 잡아당겨야 하기 때문에 노즈컵을 분리해야 배기벨브 결합가능합니다.
엄브렐라 방식의 경우 푸쉬인 타입으로 쉽게 분리 결합이 가능합니다.

좌측사진이 캔틸레버 방식의 3M 6000시리즈 전면형 마스크로 안쪽에서 밸브뿌리를 잡아당겨야 장착이 가능합니다.
우측사진이 엄브렐라 방식의 POLYGARD FFS600시리즈 마스크로 누구나 쉽게 분리결합이 가능합니다.



유튜브 영상: https://youtu.be/axnpXwrRCz8

https://youtu.be/axnpXwrRCz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