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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설명

시험기준

Respiratory protection is only effective if it is correctly selected, fitted and worn throughout the time 

when the wearer is exposed to hazards. 

제품은 박테리아 필터효율, 스플래시 저항성 및 미생물 청결도를 기준으로 분류됩니다. 유럽표준(Type 
I, Type II and Type IIR), 미국표준(Level 1, Level 2, Level 3). EN 14683:2014(Europe)과 21 CFR 
807 ASTM F2100 (USA) 본문은 해당 국가표준원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구성품및원료

구성품 원료

외피 스펀본드 폴리프로필렌 부직포

중간층 스펀본드 폴리프로필렌 부직포

필터미디어 MB 필터 (폴리프로필렌)

내피 수퍼 소프트 스펀본드 폴리프로필렌 부직포

코편 폴리에틸렌 플라스틱 피복 철사

이어밴드 라텍스 프리 합성 끈

보관및운송

율원 U & AD 시리즈의 유통 기한은
제조일로부터 3-5 년입니다(국가 규정에
따라 다름). 유통 기한이 제품 포장지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처음 사용하기 전에
항상 제품에 명시된 유통 기한을
확인하십시오.(명시된 일자까지 사용)

제품은 30 ° C를 초과하지 않는 온도와
80 % 미만의 상대 습도에서 깨끗하고
건조한 환경에 보관되어야 합니다. 모든
밀봉된 포장은 사용할 때까지 개봉해서는
안됩니다. 

테스트

유럽표준
EN 14683:2014

미국표준
21 CFR 807.87 ASTM F2100

Type I Type II Type IIR Level 1 Level 2 Level 3

박테리아 필터
효율(BEF), % > 95 > 98 > 98 > 95 > 98 > 98

차압
mm H20/cm², Pa/cm²

< 3.0
<29.4

< 3.0
<29.4

<5.0
<49.0

<4.0
<39.2

<5.0
<49.0

<5.0
<49.0

초미세입자 필터 효율
(0.1 micron), %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 95 > 98 > 98

스플래시 저항성/ 합성
혈액 저항성, mmHg 
Pass Result

해당없음 해당없음
120

(16.0 kPa)
80

120 160

화염 전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Class 1 Class 1 Class 1

미생물 청결도 (cfu/g) < 30 < 30 < 30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율원의 U & AD 시리즈는 일반 사용자들의 입과 코, 턱을 보호함으로써 일상생활에서 비말로부터 전염을
차단시키는데 도움을 줍니다

수술용보호마스크
U & AD 시리즈
기술데이터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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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시주의사항및사용제한

수술용보호마스크 U & AD 시리즈

▪ 사용시 항상 아래 사항을 확인하십시오.:
• 적절한 사용 환경; 
• 사이즈 및 안면밀착도; 
• 오염에 노출된 모든 기간동안 착용; 
• 필요시 교체

▪ 일회용으로 사용할 것. 사용 후 버릴 것.
▪ 착용 중 외형을 변형하거나 구기지 말 것.
▪ 착용 중 표면을 만지지 말 것.
▪ 착용 중 호흡이 불편할 경우 즉시 사용을 중단하고, 필요시 의사 등의 전문가와 상의할 것.
▪ 포장이 파손된 경우 사용하지 말 것.
▪ 가려움, 발진 등 피부 트러블 발생시 즉시 사용을 중단할 것.
▪ 수염 등 얼굴표면과 마스크 사이에 밀착을 저해하는 요소를 최대한 제거 후 사용할 것.
▪ 최초 사용 전, 항상 제품의 유통기한을 확인하고 사용할 것.

착용방법

1. 최초 착용 후 코지지대가 코 주위로 단단히
구부러지고 마스크가 턱을 덮고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2. 숨을 세게 내쉬십시오.
3. 코 주변에서 공기가 새는 경우 누설을 막기 위해 코

지지대를 다시 조정하십시오. 위의 밀착도 검사를
반복하십시오.

적절한 착용감을 얻을 수 없는 경우 오염 구역에 들어
가지 마십시오.

착용점검사항 폐기

사용한 제품 및 오염된 제품은 손이 마스크
전면에 닿지 않도록 주의하여 폐기해야
합니다. 양쪽의 이어밴드를 잡고 마스크를
안면에서 제거한 후 즉시 국가 규정에 따라
밀봉된 쓰레기통 또는 오염물 전용
쓰레기통에 폐기하십시오.

깨끗한 손으로 마스크의
주름진 면을 펴고

앞면이 밖으로 오게
합니다.

•With clean hands open the flaps of the mask.•With clean hands open the flaps of the mask.

이어밴드를 양쪽 귀에 걸고
마스크가 입과 코를 덮을 수

있도록 합니다.

•Place ear loops over ears and mask over face.•Place ear loops over ears and mask over face.

코 지지대를 구부려
얼굴에 꼭 맞도록

합니다.

마스크가 턱을 잘
감싸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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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서 및 적합성 결과는 다음 웹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 제품은 대한민국 소재 ISO 9001 : 2008 인증
공장에서 제조되었습니다. 

표시사항

중요공지
이 제품을 사용하기 전에 예상되는 적용환경 내에서 제품의 성능을 검증하기 위해 몇 가지 시험을 해 볼 것을
권장합니다. 이 문서에 포함된 모든 정보 및 사양 세부 정보는 특정 율원 제품에 고유한 정보이며 다른 제품이나
환경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문서의 내용을 위반하여 이 제품을 사용할 경우 생길 수 있는 결과는 사용자의
책임입니다. 이 문서에 포함 된 율원 제품과 관련된 정보 및 사양을 준수한다고 해서 사용자가 추가 지침(안전 규칙, 
절차)을 준수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본 사가 확인하거나 통제 할 수 없는 환경에서의 사용 결정 및 일반적으로
준수해야하는 규칙 위반의 결과에 대해 당사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율원 제품에 대한 보증 조건은 판매 계약서와 필수
및 해당 조항에 따라 결정되며 기타 보증 또는 보상은 제외됩니다.

보관 온도 범위

일회용으로 사용, 재사용하지 말 것.

포장 파손 시 사용하지 말 것.

멸균 제품이 아님.

변기에 버리지 말 것.

높은 습기 또는 비에 노출되는 곳에 보관하지 말 것.

직사광선을 피해 보관할 것.

수술용보호마스크 U & AD 시리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