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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팩트 나잘마스크

심플 CapFit™(캡핏)



모자처럼 착용합니다

다른 모든 마스크와 달리, F&P Evora™는 모자처럼 착용하도록 설계된 
CapFit 헤드기어가 장착되어 있으며, 이 간편하고 직관적인 동작은 

환자에게 익숙한 동작입니다.

헤드기어 구조는 씰이 매번 올바른 위치에 있게 하여 의료진과 
환자들에게 편리함을 제공합니다.

차세대 Dynamic Support 
(다이나믹 서포트)

안정적인 사이드면은 플로팅 씰과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여 마스크를 제자리에 
편안하게 유지하면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게 합니다.

컴팩트 나잘마스크

임상 연구에 따르면, 마스크 디자인의 복잡성1 과 마스크 착용의 미흡함 및  
불편함2은 환자가 마스크 착용을 위해 더 많은 시간을 소모하여야 하고 궁극적으로는 

마스크 사용을 하지 않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3

새로운 마스크를 선택할 때, 당신의 선택이 다음과 같은 부분에 시간을 
사용하는데 있어서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살펴 보십시오.

• 착용

• 교육

• 청소

• 지속적인 지원 및 동기 부여

• 마스크 문제 해결

• 후속 마스크 재조립

비즈니스 효율성 
지원

플로팅 씰
유연하고 편안한 씰을 제공하여 
코 주위를 감싸도록 합니다.

안정적인 사이드면

밤동안 계속 플로팅 씰을 제자리에 
유지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편안하고 콤팩트함

코 아래에 편안하게 안착하여 
부드러운 착용감을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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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코드  
코드 설명

EVO1SZ Evora 나잘마스크 소형 Z 모델

EVO1MZ Evora 나잘마스크 중형 Z 모델

EVO1LZ Evora 나잘마스크 대형 Z 모델

EVO1WZ Evora 나잘마스크 와이드 Z 모델

EVO1SMLZ Evora 나잘마스크 소중대* 팩

예비 부품  
코드 설명

400EVO111 Evora 나잘 씰 소형 

400EVO112 Evora 나잘 씰 중형 

400EVO113 Evora 나잘 씰 대형 

400EVO114 Evora 나잘 씰 와이드 

400FPH122 Evora 나잘 백스트랩 

400EVO121 Evora 나잘 헤드기어 

400FPH341 F&P 스위벨 화이트

400EVO171 Evora 나잘 튜브 및 프레임 

400FPH181 F&P 튜브 스트랩

* 일부 지역에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컴팩트 나잘마스크

착용 방법 

자세한 지침은 Evora 사용 및 관리 가이드의 
마스크 착용 섹션을 참조하십시오.

공간을 확인합니다

뒤쪽 스트랩을 
조절합니다

위쪽 스트랩을 
조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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