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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립스 고객 여러분들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이 전세계적으로 확산됨에 따라 필립스는
현장에서 환자 진료를 위해 고군분투하고 계신 의료진들에게 도움을 드리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필립스는 지금의 예측 불가능하고 어려운 상황을 병원과 의료진들이 잘
대응하여 위기를 극복하실 수 있도록 급성 또는 만성 호흡부전 환자 치료에 필요한
종합적인 솔루션을 보유하고 있으며, 전세계 고객들이 당사의 솔루션에 쉽게 접근하고
올바르게 사용하실 수 있도록 그 어느 때보다 고객들과 밀접하게 소통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본 문서를 통해 아래와 같이 필립스 호흡기 치료 제품의 권장 사용법과 세척 및 소독
정보를 제공해 드리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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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침습적 양압환기 (NIV) 관련 권장 사항 및 병원 내 전염 예방법
필립스 인공호흡기의 세척 및 소독방법
필립스 인공호흡기 세척 밎 소독에 대한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FAQ)

비침습적 양압환기 (NIV) 관련 권장 사항 및 병원 내 전염 예방법
인공호흡기 관련 일반적인 권장사항:
1. 코로나 19 에 감염된 환자에게 인공호흡기 치료를 고려할 때 급성 저산소혈증 호흡부전
관리에 관한 일반적인 원칙을 따르십시오.
2. 병원과 보건부 정책에서 규정하는 감염 통제 조치를 준수하여 치료 중에 코로나 19
바이러스의 전파를 방지하십시오. 세계보건기구(WHO)와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환자에게 음압 격리실을 적용하고 의료진은 장갑, 가운 및 마스크를 사용할 것을
권장합니다[3-4].
3. 저산소혈증 호흡부전 환자에게 고유량 비강 캐뉼라(HFNC: high-flow nasal cannula)를
적용하는 경우, 바이러스의 공기 전파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비강 캐뉼라 위에 착용할
마스크를 제공하십시오. 환자 상태 악화 시, 기관 내 삽관과 기계환기 치료가 적시에
적용되어야 합니다[8-9].

_

날짜:
페이지: 2

4. 만성 폐쇄성 폐질환 급성 악화(COPD exacerbation)와 같이 경미한 저산소혈증과
고탄산혈증이 있는 환자에게 지속성 기도 양압 치료(CPAP) 또는 이중형 기도양압 치료(Bilevel PAP)가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8-10] 다음 사항을 고려하십시오.


적합한 크기의 안면형 마스크 (가능할 경우 헬멧형 마스크) 사용. 비강 마스크 또는 비강
필로우 마스크는 권장되지 않습니다.



공기 배출구에 필터가 설치된 듀얼림(dual limb) 인공호흡기 사용.



필립스 인공호흡기에서 싱글 림(single limb) 방식의 튜브를 적용하는 경우, 필립스 NIV
튜브에 호기용 필터를 장착 후 사용[11].



환자의 상태가 악화될 경우 적시에 기관 내 삽관 및 기계환기 치료 적용

5. 급성 호흡부전을 겪는 코로나 19 감염 확진 또는 의심 환자가 비침습적 양압 환기로 치료되지
않을 경우, 기관 내 삽관을 적용한 기계환기 치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8-10].
치료에 관한 결정은 구체적인 임상 상태와 가용한 리소스를 고려하여 의료진과 환자가 함께
내려야 합니다. 본 문서상의 권장사항은 기존의 국가적인 지침이나 병원 프로토콜을 대체하지
않으며, 발표된 공공지침 및 의료 문헌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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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립스 인공호흡기의 세척 및 소독방법
인공호흡기 세척 및 소독에 관한 권고사항:
인공호흡기 세척 지침:
세척제를 부드럽고 보풀이 없는 천에 적시거나 일회용 세척 티슈를 사용하십시오. 천이나
세척 티슈는 충분히 젖어 있되 액체가 밑으로 떨어지지 않아야 합니다. 세척제를 적신 천 또는
티슈로 인공호흡기의 전체 외부 표면과 터치스크린을 닦으십시오.

인공호흡기 소독 지침:
세척제를 부드럽고 보풀이 없는 천에 적시거나 일회용 세척 티슈를 사용하십시오. 천이나
세척 티슈는 충분히 젖어 있되 액체가 밑으로 떨어지지 않아야 합니다. 세척제를 적신 천 또는
티슈로 인공호흡기의 전체 외부 표면을 닦으십시오.
다음은 필립스 인공호흡기에 대한 세척 및 소독방법이며 세계보건기구(WHO)와
질병통제예방센터(CDC)의 권고사항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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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ilogy (T100 / T200)

BiPAP A30 / BiPAP A40

세척

연한 가정용 세제

연한 가정용 세제

살균

70% 이소프로필 알코올

70% 이소프로필 알코올.

70% 이소프로필 알코올

70% Ethyl Alcohol
염소 표백제, 가정용, 8.25%
하이포아염소산나트륨, 물과
1 대 10 비율로 혼합

염소 표백제, 가정용, 8.25%
하이포아염소산나트륨, 물과
1 대 10 비율로 혼합

염소 표백제, 가정용, 8.25%
하이포아염소산나트륨, 물과
1 대 10 비율 혼합

Clorox Healthcare® Bleach
Germicidal Wipes

Cough Assist E70

DisCide Towelettes /
Wipes(세척 티슈)

Mikrozid AF Liquid from
Schuelke
Bacillol from B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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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호흡기 세척 밎 소독에 대한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FAQ)
Q1:

인공호흡기를 어떻게 세척 및 소독해야 하나요?

A1:

사용 설명서의 “세척 및 소독 지침”을 따르십시오. 설명서에 나열되어 있는 세척 및
소독제만 사용하십시오.

Q2:

코로나 19 에 감염된 환자에게 사용되는 인공호흡기 관련 새로운 권고 사항이 발표될
예정인가요?

A2:

현재 계획되어 있는 사항은 없지만, 필요 시 새로운 정보가 제공될 수 있습니다.

Q3:

병원의 감염 관리 프로토콜에 따라 필립스 권장 목록에 없는 세척 및 소독제를
사용해야 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3:

필립스 권장 세척 및 소독제 목록을 병원의 감염 관리 부서에 전달하십시오. 필립스
권장 목록에 없는 세척 및 살균제를 사용하면 플라스틱이 손상되어 균열이 발생하고
기기를 교체해야 할 수 있음을 의료진들에게 알리십시오.

Q4:

코로나 19 에 감염된 환자에게 인공호흡기 치료 시, 올바른 필터를 장착하지 않고
인공호흡기를 적용할 경우 어떻게 되나요?

A4:

환자 또는 인공호흡기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인공호흡기의 호기배출 포트에 항상
박테리아 필터를 장착하십시오. 인공호흡기 공기 흡입구에 적합한 필터를 설치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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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은 상태로 인공호흡기를 작동하지 마십시오. 필립스에서 승인하지 않은 필터를
사용하면 시스템 성능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Keredusy 의 공기 경로 살균 방법에
사용할 수 있는제품에 대해서는 Keredusy 웹사이트를 참조하십시오.
https://www.medizinservice-sachsen.de/en/files/kr1000_liste_validate_en.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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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5:

흡기용 박테리아 필터는 (특히 코로나 19 같은 바이러스 문제에) 얼마나
효과적인가요?

A5:

King Systems Corporation Virobac II® 필터의 박테리아/바이러스 필터의 여과 효율 은
99.99%를 초과합니다. 하지만 이 필터는 코로나 19 병원체에 특별히 테스트되지는
않았습니다.

Q6:

호기용 필터 장착 시 환자가 내쉰 공기를 100% 여과할 수 있나요?

A6:

적합한 호기용 필터 장착 시 호기 포트를 통해 나오는 공기는 99.99%로 여과되지만,
많은 경우 마스크 피팅 등의 원인으로 인해 의도치 않은 공기누출 (unintentional
leak)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A7.

박테리아 필터를 얼마나 자주 교체해야 하나요?

A7:

필터 교체 빈도와 시기는 환자와 용도에 따라 다릅니다. 필터를 환자가 바뀔 때마다
그리고 정기적인 간격으로 (또는 제조사에서 권장하는 주기에 따라) 교환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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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문서를 포함한 필립스 호흡기 치료 제품의 세척 및 소독가이드는 아래 링크를 통해서도
다운로드 하실 수 있습니다.
https://philips.to/covid-19-sr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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