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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기 흡입구 필터 세척 및 교체하기
정상적으로 사용할 때, 회색 폼 필터는 적어도 2주에 한 번씩 세척하고 6개월에 한 번씩 새 필터로
교체해야 합니다. 흰색 초미세 필터는 일회용이며 30일밤 동안 사용한 후 또는 더러워 보이면 그 전에
교체해야 합니다. 초미세 필터는 세척하지 마십시오.
1. 장치가 작동 중이면, 기류를 중단합니다. 장치를 전원에서 분리합니다.
2. 필터 가운데를 살짝 조이면서 장치 밖으로 잡아당겨서 필터를 케이스 밖으로 꺼냅니다.
3. 필터가 깨끗하고 손상이 없는지 검사합니다.
4. 온수와 연성 세제로 회색 폼 필터를 세척합니다. 세제가 남아 있지 않도록 깨끗이 헹구어냅니다.
5. 다시 설치하기 전에 필터가 공기 중에서 완전히 마르도록 합니다. 폼 필터가 찢어지거나 손상된 경우
교체하십시오. Philips Respironics가 제공한 필터만 교체용 필터로 사용해야 합니다.
6. 흰색 초미세 필터가 더럽거나 찢어진 경우, 교체하십시오.
7. 필터를 다시 설치합니다. 해당되는 경우 흰색 초미세 필터를 먼저 삽입니다.

1. 호흡기 세척하기
매 환자가 사용하기 전후에 그리고 필요한 경우 보다 자주 호흡기 외부 표면을 세척해야 합니다.
1. 장치 플러그를 빼고, 필요에 따라 물과 연성 세제로 적신 깨끗한 천으로 앞면 패널과 케이스 외부
표면을 닦습니다.
2. 세척 후 장치와 튜브에 손상이 있는지 점검합니다. 손상된 부품은 교체합니다.
3. 전원 코드를 꽂기 전에 장치가 완전히 건조되도록 합니다.

2. 여러 사용자를 위해 세척하기

4. 재사용 가능 튜브 세척하기
1. 처음 사용하기전에 그리고 그 후에는 매일 재사용 가능 튜브를 세척합니다
2. 유연 튜브를 장치에서 분리합니다.
3. 따뜻한 물과 연성 세제로 된 용액으로 튜브를 부드럽게 씻습니다.
4. 깨끗이 헹군 후 공기 중에서 마르도록 합니다.
5. 튜브에 손상이나 마모(균열, 미세한 갈라짐, 찢어짐, 구멍 등)가 있는지 점검합니다.
필요 시 폐기하고 교체합니다.
참고: 가열식 튜브 세척 방법은 가습기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이 장치를
여러
사용자에게
사용하는
경우,
다른
사람이
장치를
사용할
때마다
박테리아
필터를
폐기하고
경고 경고:
: 이 장치를
여러
사용자에게
사용하는
경우,
다른
사람이
장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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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마다
박테리아
필터를
폐기하고
교체하십시오.
교체하십시오.

감전을 방지하기 위해, 장치 세척 전에 항상 벽 콘센트에서 전원 코드를 빼십시오
손상된 부품이 있거나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경우 절대로 장치를 작동하지 마십시오.
계속해서 사용하기 전에 손상된 부품을 교체하도록 하십시오.

이 장치를 여러 사용자에게 사용하는 경우, 새 사용자가 사용하기 전 매번 다음의 단계를 모두 수행하여
장치를 세척하십시오.
1. 세척하기 전에 장치 플러그를 뺍니다.
2. 장치 외부만을 세척합니다. 다음 세제 중 1가지를 사용하여 천으로 장치의 외부를 세척합니다.
• 연성세제
		
• 3% 과산화수소
		
• 91% 이소프로필 알코올
		
• 70% 이소프로필 알코올
		
• 식초(산도 5%)
		
•물
		
• 염소표백제, 가정용, 5.25% 차아염소산나트륨을 물로 1:5로 희석
		
• DisCide 타월렛
		
3. 세척 후 장치 및 모든 회로 부품에 손상이 있는지 점검합니다. 손상된 부품은 교체합니다.
4. 전원 코드를 꽂기 전에 장치가 완전히 건조되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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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척 전
주의사항

손상 또는 마모의 징후가 있는지 전기 코드 및 케이블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십시오.
손상된 경우 사용을 중단하고 교체하십시오.
수리 및 조정은 반드시 Philips Respironics 공인 정비 직원만이 수행해야 합니다.
공인되지 않은 사람이 정비하면 부상을 입거나, 보증이 무효화되거나, 또는 비용이 많이 드는
장치 손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장치를 액체에 담그거나 액체가 케이스 또는 흡입구 필터 안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하십시오.
호흡기를 증기 고압 멸균 처리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호흡기가 파손됩니다.
호흡기 시스템을 세척할 때 강력한 세제, 연마성 세척액 또는 솔을 사용하지 마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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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필터가 깨끗하고 손상이 없는지 검사합니다.
4. 온수와 연성 세제로 회색 폼 필터를 세척합니다. 세제가 남아 있지 않도록 깨끗이 헹구어냅니다.
필터를 다시 설치하기 전에 공기 중에서 완전히 말립니다. 폼 필터가 찢어지거나 손상된 경우 교체
합니다. Philips Respironics가 제공한 필터만 교체용 필터로 사용해야 합니다.
5. 아래 그림과 같이 필터를 다시 설치합니다.

Trilogy 100
Trilogy 200
세척 및 소독 가이드

참고: 젖어 있는 필터를 절대로 장치에
설치하지 마십시오. 아침에 필터를 세척
하고 시스템과 함께 제공된 두 개의 폼
필터를 번갈아서 사용하여 세척한 필터
를 완전히 건조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3. 공기 흡입구 통로 폼 교체하기

1. 호흡기 세척하기
호흡기의 외부 표면과 탈착식 배터리 팩(사용하는 경우)의 외부는 매 환자 사용 전후 그리고 필요한
경우 더 자주 세척해야 합니다.
1. 장치 플러그를 빼고, 필요에 따라 물과 연성 세제로 적신 깨끗한 천으로 앞면 패널과 케이스 외부
표면을 닦습니다.
•물
		
• 비눗물 또는 연성 세제
		
• 과산화수소(3%)
		
• 이소프로필 알코올(91%)
		
• 10% 표백제 용액(10% 표백제, 90% 물)
		
2. 호흡기 케이스나 탈착식 배터리 팩으로 액체가 들어가지 않도록 하십시오. 세척 후에는 부드러운
마른 천으로 남아 있는 세척액을 닦아냅니다. 디스플레이를 닦을 때는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연마성 세척액은 디스플레이에 흠집을 낼 수 있습니다.
3. 전원 코드를 꽂기 전에 장치가 완전히 마르도록 합니다.

공기 흡입구 통로 폼 교체 빈도는 해당 기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폼을 교체하려면 다음의 절차를 이행
하십시오.
1. 드라이버를 사용하여 아래 그림과 같이 나사 4개를 풀어 공기 흡입구 통로 덮개를 분리합니다.
공기 흡입구 통로 덮개

드라이버로 나사 4개 제거

공기 흡입구 통로 덮개
분리하기
2. 손으로 회색 폼 공기 흡입구 통로를 분리합니다. 제거된 공기 흡입구 통로가 아래 그림에 나와 있습니다.

2. 공기 흡입구 필터 세척 및 교체하기
정상적으로 사용할 때, 회색 폼 필터는 적어도 2주에 한 번씩 세척해야 하며, 6개월에 한 번씩 또는
필요한 경우는 더 자주 새 필터로 교체해야 합니다.

공기 흡입구 통로 삽입부

1. 장치가 작동 중인 경우 버튼을 눌러 기류를 중지합니다. 장치를 전원에서 분리합니다.
2. 아래 그림과 같이 필터 가운데를 살짝 조이면서 장치 밖으로 잡아당겨서 필터를 케이스 밖으로
꺼냅니다.

호흡기를 때와 먼지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재사용 가능 폼 흡입구 필터를
사용해야 합니다.
필터가 제대로 작동하도록 하려면
필터를 정기적으로 씻고 손상 시에는
교체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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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 흡입구 통로 폼
꺼내기

공기 흡입구 통로 덮개

공기 흡입구 통로 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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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폼의 큰 원형 절개부를 장치의 공기 흡입구 통로 삽입부 상단에 있는 원형 연결부에 정렬시키면서
새 공기 흡입구 통로 폼을 슬롯에 끼웁니다. 공기 흡입구 통로 폼이 단단하게 제자리에 고정되었는지
확인합니다.
4. 공기 흡입구 통로 덮개를 다시 덮고 드라이버로 나사 4개를 고정합니다. 모든 나사가 단단하게
제자리에 있는지 확인합니다.

4. 환자 회로 세척하기
병원 및 가정에서 재사용 가능한 회로를 세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박테리아에 감염된 회로는 사용자의
폐를 감염시킬 수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호흡 회로를 세척합니다. 일회용 회로를 사용하는 경우
정기적으로 폐기하고 교체합니다.

기류 호기 장치를 사용하는 경우)는 호흡기에 연결된 채로 둘 수 있습니다.
2. 사용한 박테리아 필터를 커넥터에서 부드럽게 똑바로 잡아당겨 호흡기에서 꺼냅니다. 박테리아 필터
폐기에 대해서는 제조업체의 라벨 및 해당 기관의 감염 통제 지침을 따르십시오.
3. 새 박테리아 필터를 부착합니다. 박테리아 필터의 양쪽 끝에 있는 구멍의 크기는 서로 다릅니다.
그림과 같이 더 큰 구멍을 호흡기 측면의 기체 출구 포트에 끼웁니다.
경고 : Philips Respironics는 장치를 침습성 요법에 사용할 때마다 또는 호흡기를 여러 명의 환자에게 사용하는 경우
주배선 출구에 박테리아 필터 (부품 번호 342077)를 사용할 것을 권장합니다.

4. 환자 회로를 연결합니다. 유연 튜브의 호흡기 쪽 끝을 박테리아 필터에 끼웁니다.
호흡 회로 연결

회로 세척은 해당 기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Philips Respironics는 정상 조건에서는 일주일에 두 번,
필요에 따라 더 자주 세척을 실시할 것을 권장합니다. 환자가 24시간 내내 장치를 사용하는 경우, 보조
호흡 회로를 마련하여 하나를 세척할 때 다른 회로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면 편리할 수 있습니다.
주의 : 호기 장치, 환자 회로 및 기액 분리기는 깨끗한 비멸균 상태로 공급됩니다. 이러한 부품의 세척 및 소독은 개별기관의  
절차를 따라야 하며 각 부속 장치에 대해 Philips Respironics에서 제공한 지침을 준수해야 합니다.

박테리아 필터

새 박테리아 필터
설치하기

5. 재사용 세척 지침
일주일에 두 번 환자 회로를 세척하거나 해당 기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1. 장치에서 회로를 분리한 다음 세척을 위해 회로를 분해합니다. 손을 철저히 씻습니다.
2. 액체 식기세척용 비누와 같은 연성 세제를 사용하여 회로의 모든 접근 가능한 표면을 세척합니다.
알코올을 사용하여 세척하지 마십시오.
3. 남아 있는 모든 세제를 제거하도록 수돗물로 회로를 헹굽니다.
4. 일반 식초와 증류수를 1대 3의 비율로 섞은 용액을 준비합니다. 처음 만드는 평균적인 양은 식초 0.5
리터 대 증류수 1.5리터입니다. 실제 양은 개별 필요성에 따라 다릅니다. 양에 관계없이 비율은 반드시
1대 3이어야 합니다. 회로를 이 용액에 한 시간 동안 담가 놓습니다. 수돗물로 회로를 완전히 헹굽니다.
5. 회로를 깨끗한 수건에 놓아 마르게 합니다. 물기를 닦아 내지 마십시오.
회로는 반드시 완전히 건조한 후 보관해야 합니다.
6. 회로가 마르면 재조립합니다. 비닐 봉지 또는 먼지가 없는 곳에 보관합니다.
7. 사용하기 전에 변질된 부분이 있는지 구성 요소를 점검합니다.

감전을 방지하기 위해, 장치 세척 전에 항상 벽 콘센트에서 전원 코드를 빼십시오
손상된 부품이 있거나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경우 절대로 장치를 작동하지 마십시오.
계속해서 사용하기 전에 손상된 부품을 교체하도록 하십시오.
손상 또는 마모의 징후가 있는지 전기 코드 및 케이블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십시오.
손상된 경우 사용을 중단하고 교체하십시오.

세척

수리 및 조정은 반드시 Philips Respironics 공인 정비 직원만이 수행해야 합니다.
공인되지 않은 사람이 정비하면 부상을 입거나, 보증이 무효화되거나, 또는 비용이 많이 드는
장치 손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장치를 액체에 담그거나 액체가 케이스 또는 흡입구 필터 안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하십시오.
호흡기를 증기 고압 멸균 처리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호흡기가 파손됩니다.
호흡기 시스템을 세척할 때 강력한 세제, 연마성 세척액 또는 솔을 사용하지 마십시오.

6. 재사용 가능한 호기 장치 세척하기
환자 회로에서 호기 장치를 분해합니다. 호기 장치와 함께 제공된 자세한 세척 지침을 따르십시오.

7. 박테리아 필터(선택 사항) 교체하기
박테리아 필터를 꺼낸 후 새 필터로 교체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유연 튜브를 박테리아 필터에서 부드럽게 똑바로 잡아당겨 빼냅니다. 근위 튜브(능동 PAP 또는 능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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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verFlo
세척 및 소독 가이드

장치 세척 및 유지 보수
경고 : 청소를 수행하기 전에 장치를 분리해야 합니다.

● Service
		 the EverFlo / EverFlo Q Oxygen Concentrator contains no user-servicable parts.
		
Warning: Do not remove the covers of this device, Servicing must be referred to
		 an authorized and trained Philips Respironics home care provider.

주의 : 습기가 너무 많으면 장치가 올바르게 작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How to Contact Philips Respironics
● 청소
		 외장 케이스는 젖은 헝겊으로 주기적으로 닦아내십시오.
필터 도어는 외부 공기가 유닛으로 유입될 수 있는 작은 구멍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소 1주일에 한번, 젖은 헝겊으로 닦아내고 구멍 부위가 막히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가습기를 사용하는 경우, 제조사의 지침에 따라 기기를 세척하십시오.

		
		
		
		

To have your device serviced, contact your home care provider. If you need to 		
contact Philips Respironics directly, call the Philips Respironics Customer Service
department at 1-724-387-4000 or Philips Respironics Deutschland at +49 8152
93060. You can also use the following addresses:
Respironics
1001 Murry Ridge Lane
Murrysville, PA 15668
USA

Respironics Deutschland
Gewerbestrasse 17
82211 Herrsching
Germany

		 Visit the EverFlo web site at: www.everflo.respironic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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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mplyGo
세척 및 소독 가이드

2. 천을 세제 및 물 용액으로 축여 케이스의 겉면을 깨끗하게 닦으십시오.
● AC 및 DC 전원장치/연결 코드
		 AC 및 DC 전원장치와 연결 코드는 필요한대로 청소해야 합니다.
1.  청소 전에 코드를 기구로부터 차단하십시오.
2.  천을 사용하여 순한 가정용 세제로 코드를 청소하고 닦아서 말리십시오.
● 캐뉼라 및 튜브
		 제조업체 및 담당 홈 케어 공급자가 지시한 대로 캐뉼라와 튜브를 청소한 후에 재설치하십시오.

1. 본 기구 및 충전식 배터리 청소
경고 : 감전 방지를 위해 SimplyGo 커버를 제거하지 마십시오. 커버는 인가받은 서비스 요원만 제거해야 합니다. 커버에
직접 액체를 바르지 마십시오. 알코올, 용제, 광택제 또는 유성 물질은 가연성이므로 본 기구에 사용하지 마십시오.

주의 : 제어기, 케이스의 내부 또는 산소 튜브 커넥터 안으로 액체가 들어가게 하지 마십시오. 이 문제가 발생하면 홈 케어
공급자에게 연락하여 도움을 받으십시오.

본 기구 및 충전식 배터리의 외부 커버는 필요한 대로 청소해야 합니다:

3. 기구 보관
기구를 깨끗하고 건조한 상태로 유지될 곳에 보관하십시오.

주의 : 본 기구나 액세서리들을 -20° C 미만이나 60° C를 넘는 극온에 보관하지 마십시오.

4. 기구 폐기
유럽 공동체 지시문서 2002/96/EC에 따라 전기 및 전자 장비는 분리 수거해야 합니다. 현지 규정을
준수하여 이 장치를 폐기하십시오.

1. 청소하기 전에 본 기구를 끄고 전원으로부터 차단하십시오.
2. 배터리를 빼낸 경우, 배터리 칸과 배터리를 마른 천으로 닦으십시오.
3. 축축한 천을 사용하여 순한 가정용 세제로 본 기구 외부를 청소하고 닦아서 말리십시오. 또는
의료용 소독제를 사용하는 경우, 반드시 제조업체의 지침을 따르십시오. 소독을 위해서는
Philips Respironics는 다음 사항을 권장합니다:
• Discide Ultra 작은 수건: 제조 - Palmero,
		
www.palmerohealth.com (또는 동등품)
가습기를 사용하는 경우, 홈 케어 공급자 또는 제조업체의 지침에 따라 기구를 청소하십시오.

2. 액세서리 청소
액세서리 청소 시 아래 지침을 따르십시오.
● 운반용 케이스 및 이동 카트
		 필요한 경우, 운반용 케이스는 순한 세제를 사용하여 세탁기에서 세척할 수 있습니다.
자연 건조시키십시오. 운반용 케이스와 이동 카트를 손으로 세척하려면, 따뜻한 물과 순한 액체 식기
세제만 사용하십시오.
1.  SimplyGo 기구를 운반용 케이스나 이동 카트로부터 제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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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mplyGo Mini
세척 및 소독 가이드

2. 액세서리 세척 및 정비
● 운반용 케이스
운반용 케이스는 다음 단계대로 다달이 세척해야 합니다.
		 1.  SimplyGo Mini 장치를 운반용 케이스로부터 제거하십시오.
2.  건조하고 부드러운 짧은 솔을 사용하여 운반 케이스의 눈에 보이는 오염물을 제거한 후 닦으십시오.
3.  운반용 케이스의 외부를 세척하기 위해 순한 가정용 주방 세제 용액으로 적신 천(물이 떨어
  지지 않음)을 사용합니다. 눈에 보이는 모든 오염물을 제거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부드러운 짧은
  솔을 적셔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4. 운반용 케이스의 외부를 닦기 위해 따뜻한 물에 적신 천(물이 떨어지지 않음)을  사용하여
  '헹구십시오'
5.  케이스를 공기 중에 건조시킵니다.
운반용 케이스는 한 번만 사용하고 환자 사용 시마다 교체해야 합니다.

1. 장치 세척 및 소독
참고 : 본 제품은 본 설명서의 "세척", "소독", "액세서리 세척 및 유지관리" 항의 절차에 따라 세척 및 소독되면
다른 환자에게 사용하는 데 적합하다.
참고 : SimplyGo Mini 산소 농축기에는 사용자 정비 가능 부품이 없습니다.
모든 정비는 인가 정비 센터로 문의해야 합니다.

● 캐뉼라 및 튜브
제조업체 및 담당 장비 공급자가 지시한 대로 캐뉼라와 튜브를 청소한 후에 재설치하십시오.
		
중요: 환자가 사용할 때마다 항상 캐뉼라를 교체하십시오.
● 장치 보관
장치를 깨끗하고 건조한 상태로 유지될 곳에 보관하십시오.

경고 : 감전 방지를 위해 SimplyGo Mini 커버를 제거하지 마십시오. 커버는 인가받은 서비스 요원만 제거해야 합니다.
커버에 직접 액체를 바르지 마십시오. 알코올, 용제, 광택제 또는 유성 물질은 가연성이므로 본 장치에 사용하지
마십시오.
주의 : 제어기, 케이스의 내부 또는 산소 튜브 커넥터 안으로 액체가 들어가게 하지 마십시오. 이 문제가 발생하면 장비
공급자에게 연락하여 도움을 받으십시오.

● 세척
		 본 장치 및 충전식 배터리의 외부 커버는 개별 환자들에게 사용할 때마다 및 필요한 경우에 다음
단계에 따라 청소해야 합니다.
1.  청소하기 전에 본 장치를 끄고 전원으로부터 차단하십시오.
2.  물과 순한 주방 세제를 약간 적신 천으로 장치 외부를 닦습니다. 물기를 닦습니다.
● 소독
		 본 장치의 외부 커버는 매주 그리고 개별 환자에게 사용할 때마다 다음과 같이 소독해야 합니다.
1.  위에 제시된 바에 따라 장치를 청소하십시오.
2.  소독을 위해서는 하이포아염소나트륨이 8.25% 함유된 가정용 염소 표백제를 사용하십시오.
  물과 표백제를 9:1의 비율로 섞어서 사용하십시오.
3. 젖은 천에 표백제를 묻혀 외부 표면을 닦으십시오.
4. 2분간 표면을 젖은 채로 두십시오. 필요에 따라 물기를 닦으십시오.

14

15

CoughAssist E70
세척 및 소독 가이드

3. 환자 회로 세척하기
경고 : 환자 회로를 멸균 처리하지 마십시오. 새 환자에게 장치 사용 시 항상 새 박테리아 필터를 사용하십시오.

● 기관(병원) 사용
		 환자 회로:
호흡 호스
		
환자 인터페이스 및 어댑터:
한 명이 넘는 환자가 장치를 사용하는 경우, 반드시 회로를 교체해야 합니다.
		
박테리아 필터:
한 명이 넘는 환자가 장치를 사용하는 경우, 교차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반드시 필터를
교체해야 합니다. 필터를 세척하지 마십시오.

1. 장치 세척하기
매 환자가 사용하기 전후에 그리고 필요한 경우 보다 자주 장치의 외부 표면을 세척해야 합니다.
1. 장치 플러그를 빼고, 필요에 따라 다음 세척제 중 한 가지로 앞면 패널과 케이스 외부 표면을
닦습니다.
• 물과 연성 세제를 적신 깨끗한 천
		
• 70% 이소프로필 알코올
		
• DisCide 타월렛
		
• 10% 염소 표백제 용액
		
2. 세척 후 장치와 튜브에 손상이 있는지 점검합니다. 손상된 부품은 교체합니다.
3. 전원 코드를 꽂기 전에 장치가 완전히 건조되도록 합니다.

● 가정(개인) 사용
		
환자 회로:
호흡 호스
		
환자 인터페이스 및 어댑터:
사용 후, 호흡 호스 및 환자 인터페이스는 식기 세척기용 액체 비누와 물을 사용하여
깨끗하게 씻어야 합니다. 이 부품은 다시 사용하기 전에 반드시 완전히 자연
건조시켜야 합니다.
		
박테리아 필터:
환자로부터의 이물질이 장치에 들어가지 않도록 하는 필터는 장치가 가래 또는 응축된
수분으로 인해 막히지 않는 한 설치된 상태로 둘 수 있습니다. 필터를 세척하지 마십시오.

2. 공기 필터 세척 및 교체하기
정상적으로 사용할 때, 공기 필터는 적어도 2주에 한 번씩 세척하고 6개월에 한 번씩 새 필터로
교체해야 합니다.
1. 장치가 작동 중이면, 기류를 중단합니다. 장치를 전원에서 분리합니다.
2. 케이스에서 필터를 꺼냅니다.
3. 필터가 깨끗하고 손상이 없는지 검사합니다.
4. 온수와 연성 세제로 필터를 세척합니다. 세제가 남아 있지 않도록 깨끗이 헹구어냅니다.
5. 다시 설치하기 전에 필터가 공기 중에서 완전히 마르도록 합니다. 필터가 찢어지거나 손상된
경우 교체합니다. Philips Respironics가 제공한 필터만 교체용 필터로 사용해야 합니다.
6. 필터를 다시 설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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