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FFS600시리즈 

전면형 호흡기보호구 

실리콘 면체 

FFS600시리즈는 양구형 전면형 면체로서 견고한 필터 결합부위와 스크

래치 및 김서림 방지 코팅이 된 내충격성의 폴리카보네이트 재질의 투

명창을 가지고 있습니다. 4개의 지지점을 갖는 머리끈과 실리콘 안면접

촉부로 인해 편안한 착용감과 향상된 밀착도를 제공합니다. FFS680 

Medium, FFS690 Large 이렇게 두가지 사이즈로 선택 가능합니다. 적절

한 사용을 위해서 아래의 지시사항을 잘 따르고 본 설명서는 차후 필

요시 계속 참조하십시오. 

I. 주의 

1. 본 설명서에 기재된 필터와 정화통은 산소를 공급하지 않습니

다. 산소가 충분한 적절한 환기가 이뤄지는 공간에서 사용하십

시오. 폭발의 위험이 있는 공간에서 사용하지 마십시오. 

2. 유해물질의 종류와 농도에 따라서 적절하게 필터와 정화통이 

선정되어야 합니다. 

3. 한 개의 면체에는 두개(한 쌍)의 필터나 정화통이 결합되어야 

합니다. 

4. 절대로 일산화탄소에 대한 노출을 보호할 목적으로 사용되어

서는 안됩니다. 

5. 호흡기 보호구는 수정 혹은 변형되어서는 안됩니다. 



6. 본 제품은 컨테이너, 우물, 하수도나 환기가 잘 되지 않는 밀폐

된 공간에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 

7. 안면부와 호흡기보호구의 밀착을 저해하는 수염이나 기타요소

가 있을 경우 사용하지 마십시오. 

8. 호흡기보호구가 손상되거나, 숨쉬기 힘들거나, 통증이나 어지러

움이 느껴질 경우 작업공간을 벗어나십시오. 

II. 사용 전 

1. 호흡기보호구 면체가 모든 요소(끈과 머리고정대 뭉치, 흡기밸

브와 배기밸브, 개스킷)가 갖춰져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2. 호흡기보호구에 찢어짐, 변형, 파인 흔적, 이물질 등이 존재하

지 않는 지 확인하고, 존재 시 해당 부분을 폐기하십시오. 

3. 사용하는 필터 또는 정화통이 사용목적에 적절하게 선정되었

는지 확인하십시오. 

4. 면체에 결합되는 필터 또는 정화통이 좌측과 우측에 같은 형

식의 제품이 결합되었는지 확인하십시오. 

III. 결합방법 

1. 필터 나 정화통의 결합부분을 면체의 결합부분에 정렬시킵니

다. (그림1) 

2. 정렬된 상태에서 시계방향으로 돌려 체결합니다. (그림2) 

3. 다른 방향의 필터 나 정화통에 대해서도 같은 방법으로 체결

합니다. 

IV. 착용과 밀착 



1. 네 개의 머리끈을 모두 최대 길이로 늘입니다. 

2. 면체의 하단부를 사용자의 턱과 우선 밀착시킨 후 머리카락을 

뒤로 넘기면서 얼굴전체에 밀착시킵니다. 면체의 안면밀착부가 

머리카락 없이 사용자 얼굴의 피부에 닿아야 합니다. 

3. 얼굴에 면체가 고정된 상태에서 머리끈을 사용자 머리 뒤로 

넘깁니다. (그림3) 

4. 2개의 목끈을 먼저 당기고 그 후 2개의 머리상부 끈을 당깁니

다. (그림4) 너무 세게 밀착되지 않고 편안하면서 밀착이 잘 되

는 상태 까지만 끈을 당깁니다. 끈을 풀어야 할 경우 머리끈 

뭉치에 있는 클립을 위로 올리십시오. 

V. 밀착확인 

양압 밀착확인 

배기밸브를 손으로 막고 숨을 부드럽게 내쉽니다. 이때 면체 내부

가 살짝 부풀어 오르고 공기는 새지 않아야 합니다. 

음압 밀착확인 

701, 702, 703정화통과 7N11필터는 양손으로 통기구를 숨을 들이

마십니다. (그림5) 이 때 면체 내부가 진공이 걸리면서 수축되고 

공기는 새지 않아야 합니다. 

793, 793C필터는 양손으로 필터의 외측과 내측을 누르면서 숨을 

들이마십니다. (그림9) 이때 면체 내부가 진공이 걸리면서 수축되

고 공기는 새지 않아야 합니다. 

2000필터는 양손 엄지손가락으로 필터의 중심부를 눌러 공기흐름

을 차단하면서 숨을 들이마십니다. (그림10) 이때 면체 내부가 진



공이 걸리면서 수축되고 공기는 새지 않아야 합니다. 

상기의 양압과 음압 밀착검사를 하면서 공기의 누설이 확인될 경

우 면체의 위치를 재조정하거나 끈의 길이를 재조정하십시오. 필

터 또는 정화통과 면체의 결합 또한 올바르지 않을 경우 누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밀착이 되지 않을 경우 관리자 

혹은 전무가의 도움을 받으십시오. 정확한 밀착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호흡기유해인자가 있는 지역으로 진입하지 마십시오. 

VI. 보관 

면체는 필터나 정화통이 제거된 상태에서 밀봉보관 되어야 합니

다. 면체를 50°C 이상의 열이나 직사광선에 노출하지 마십시오. 

VII. 세척 및 살균 

면체에 결합된 필터나 정화통을 분리합니다. 

젖은 수건 또는 물티슈를 이용하여 표면을 닦은 후 50°C 이하의 

물에 담가 세척합니다. 필요시 중성세제를 사용하는 것이 가능합

니다. 

미지근한 물로 헹구고 오염원이 없는 깨끗한 지역에서 건조합니

다. 

절대로 솔벤트, 강한 세제, 석유를 주원료로 하는 세제등을 사용하

지 마십시오. 

VIII. 유지보수 

호흡기보호구를 최상의 조건을 사용하기 위해서 아래 사항을 준

수해 주십시오. 



주기적으로 세척하고 완전히 건조된 상태에서 필터나 정화통과 

분리하여 밀봉보관해 주십시오. 

흡기 및 배기밸브를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항상 깨끗한 상태에서 

변형없이 유지될 수 있도록 신경 쓰십시오. 

끈의 탄성이 유지되고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필터 및 정화통 연결부분의 개스킷이나 전면부위에 이상이 없는

지 확인하십시오. 

호흡기보호구 모든 부분이 오염, 찢어짐, 깨짐, 홈이 파임이 없도

록 관리해 주십시오. 

이상이 발견될 경우 부품을 교체하거나 새제품으로 교체하십시오. 

IX. 사용기한 

FFS600시리즈 면체는 고품질의 재료로 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폴

리카보네이트 투명창, 실리콘 안면밀착부, 밸브류, 머리끈, 개스킷 

등에 변형 또는 이상이 발견될 경우 즉시 교체되어야 합니다. 

X. 사용의 제한 

필터 및 정화통의 사용은 적용가능한 법규 및 규정을 따라야 합

니다. 

XI. 보증사항 

폴리카보네이트 투명창, 실리콘 안면밀착부, 밸브류, 머리끈, 개스

킷 등이 파손 및 변형이 발생한 경우 

XII. 서비스 

제품의 수리 및 교환이 필요한 경우 또는 기타 문의 사항이 있는 



경우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파이브택 주식회사 

경기도 화성시 메타폴리스로 47-7 더블루 SPES 205호 (우편번호 

18454) 

Tel: 070-4786-0861 Fax: 050-7536-2484 E-mail: 5Tech@5Tech.co.kr 

XIII. 작성일자: 2019년 9월 5일 

XIV. 안전인증의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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