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recision FlowTM

작동 지침 설명서



2 페이지  2011/10/11        3003323 A 개정판 신규 PF    SKOIM 2011/10/11        3003323 A 개정판 신규 PF    SKOIM  3 페이지

기호목차 페이지

  기호 3

 1절  지시, 경고 및 주의 4

 2절 개요 6

 3절  작동 원리  7

 4절  제어부, 디스플레이 및 연결부 8

 5절  작동 모드 11

 6절  최초 조립 12

 7절 설치 13

 8절  조정  17

 9절  환자와 연결  17

 10 절  작동 지침 18

 11 절 일회용 환자 회로 교체 19

 12 절  경보 20

 13 절  작동 종료 23

 14 절  정기 점검 23

 15 절  세척 및 소독 24

 16 절  사양 25

  부록:
  신호음 특성 27
  소프트웨어 모드 28
  EMC 사용지침  29

Vapotherm Inc.는 이 제품을 작동 설명서에서 제공하는 지침에 따라 사용할 
경우 유럽 의회 지침 93/42/EEC 의료 장치 지침을 준수함을 선언합니다.

이 기호는 전기 및 전자 장비 폐기물을 분류되지 않은 생활 폐기물과 함께 
폐기해서는 안되며, 별도로 수거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장비 폐기에 
대한 정보는 제조회사의 승인된 담당자에게 문의하십시오.

자세한 내용은 다음 연락처에 
문의하십시오.
Vapotherm In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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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도 일련번호 범위

    1 2008 PF-00001001-P ~ PF-00001627-P

    2 2009 PF-00001628-P ~ PF-00002739-P

    3 2010 PF-00001001-P ~ 일련번호 라벨 표시

Precision FlowTM 패키지 내용물: 
  Precision FlowTM 장치

  작동 지침 설명서

  빠른 참조 안내서

  전원 코드

  산소 센서 전지

  공기 및 산소 주입구 미립자 방출장치 및 커넥터

  미국만 해당 - 공기 및 산소 호스

Vapotherm 일회용품에는  
0.1% 미만의 DEHP가 
포함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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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호

Vapotherm Inc.는 이 제품을 작동 설명서에서 제공하는 지침에 따라 
사용할 경우 유럽 의회 지침 93/42/EEC 의료 장치 지침을 준수함을 
선언합니다.

이 기호는 전기 및 전자 장비 폐기물을 분류되지 않은 생활 폐기물로 함께 

폐기해서는 안되며, 별도로 수거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장비 폐기에 

대한 정보는 제조회사의 승인된 담당자에게 문의하십시오.

Vapotherm 튜브 제품에는 의료용 튜브를 유연하게 하기 위한 가소제로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디에틸헥실 프탈레이트[DEHP: Di-(2-

Ethylhexyl) Phthalate]이 들어 있습니다. 이 의료용 튜브는 의료용 호흡 

가스를 전달하기 위한 용도로 제작되었으므로 화학적 추출 성분이 포함된 

물질을 보관하기 위한 용도로는 사용하지 마십시오. 다음은 유럽 위원회

(European Commission)에서 발표한 내용입니다.

“신규보건위험과학위원회(SCENIHR: Scientific Committee on 

Emerging and Newly Identified Health Risks)에서 일반인 및 의료적 

절차를 진행 중인 환자에 대한 DEHP 노출 정도를 평가한 결과, 경우에 따라 

그 노출 정도가 상당하고 동물 연구에서 관찰된 유독량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물 연구 결과 조산으로 태어난 수컷 신생아가 유독량 이상의 

DEHP에 일시적으로 노출될 경우 생식에 관계된 독성을 일으킬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우려가 더 크다고 볼 수 있다. 의학적 치료 과정에서 DEHP에 

노출될 경우 인체에 유해한 영향을 미친다는 결정적인 과학적 증거는 아직 

없지만, 확실한 임상적, 역학적 증거가 없다고 해도 의학적 치료 과정에서 

특별히 과도한 양의 DEHP에 잠재적으로 노출될 경우 인체에 유해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점차 높아지고 있다.” – 2008년 SCENIHR 발표 

자료

임산부와 수유기 여성들은 병원에서 호흡 치료를 할 경우 태아나 아이에게 

발생할 수 있는 영향을 고려해야 합니다. 일반인의 경우 음식물 섭취와 공기 

흡입을 통해 매일 프탈레이트에 노출됩니다. 의학적 치료 과정에서의 노출 

정도는 지정된 치료 방법과 치료 기간에 따라 크게 좌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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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절   지시, 경고 및 주의

일반적인 지시사항 및 금기사항.
기본 지시사항:
Precision Flow™는 병원, 의원 및 가정에서 신생아/영아, 소아 및 성인 환자 관리를 위해 
외부로부터 주입되는 호흡 가스에 따뜻한 수분을 추가하기 위한 용도로 제작되었습니다. 이 
장비는 의료용 공기와 산소가 혼합된 가스에 열과 수분을 추가하고, 일체형 산소 분석기를 
통해 공기/산소가 정확하게 혼합되도록 무결성을 보장합니다. 유량은 분당 1 - 40리터이며 비강 
캐뉼라를 통해 주입됩니다.
금기사항:
일반:
가습이 금지되는 모든 상황(미국호흡치료협회의 임상 실무 지침을 참조하십시오).
비강 캐뉼라에 대한 특이사항:
콧구멍이 폐색되거나 결함이 있는 환자는 이 시스템을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경고 및 주의

경고는 환자나 사용자에게 유해한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주의는 장비 손상, 오작동 또는 부정확한 작동으로 이어질 수 있는 조건을 가리킵니다. 
참고는 보다 효율적이고 편리한 작동이 가능한 강조점을 가리킵니다.

시간을 내어 이 설명서에 나열된 경고, 주의 및 참고사항을 숙지하십시오. 여기에는 안전 
고려사항, 특별 요구사항 및 규정이 포함됩니다.

Vapotherm 직원 또는 공식 교육 문서에 의해 교육받지 않은 누군가가 제품을 작동하거나 
점검하여 오작동이 발생한 경우 제품 사용자가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합니다.
Precision Flow™의 부품을 취급할 때는 항상 병원 감염 관리 지침 또는 표준 예방 조치를 
따라야 합니다. Vapotherm은 또한 사용자에게 질병 관리 센터(CDC)의 간행물: Guidelines for 
Maintenance of In-Use Respiratory Therapy Equipment(사용 중인 호흡기 치료 장비의 점검 
지침) 및 Guidelines for Prevention of Nosocomial Pneumonia(병원내 폐렴 예방 지침)를 따를 
것을 권고합니다.

일반경고
이 장치는 미연방법에 따라 의사에게 판매하거나 의사의 주문에 의해서만 판매할 수 있습니다. 이 
장치는 훈련받은 조작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장치는 지속적으로 공급되는 호흡 가스를 제공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가습 
장치입니다. Precision Flow™는 인공호흡기가 아니며 생명 유지 장치로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산소는 연소를 돕습니다. 이 장치는 불꽃, 기름이나 윤활유 또는 가연성 물질 가까이 또는 
주변에서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장치에 대한 서비스는 자격을 갖춘 공인 서비스 기술자만 수행할 수 있습니다.
부상을 방지하기 위해, 환자가 장치에 연결되어 있을 때는 Precision Flow™에 대한 서비스를 
시도하지 마십시오.
장치가 손상되거나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때는 사용하지 마십시오. Vapotherm 또는 해당 지역의 
Vapotherm 대리점에 문의하십시오.
전원 코드가 손상된 경우 작동하지 마십시오.
장치를 켜 둔 채로 자리를 비우지 마십시오.
시스템에 물을 공급하는 증류수 백 외에 물 속이나 주변에서 Precision Flow™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사용 전에 Precision Flow™가 기울어져 넘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장치 밑 부분이 바닥에서 
102cm를 넘지 않도록 위치를 정하고, 견고한 IV 링겔대에 단단히 고정해야 합니다.

1절  지시, 경고 및 주의

일회용 환자 회로의 모든 연결 부분이 적절히 고정되었는지 확인하십시오. 

카트리지, 일회용 물 유로 및 전달 튜브에는 단일 환자 전용 라벨이 부착되어 있으며 단일 환자에 
사용한 후 30일이 지나면 교체해야 합니다. 소독하거나 재사용하려고 시도하지 말고 지역 및 연방 
규정에 따라 폐기하십시오. 미국 이외 지역에서는 해당 국가 또는 국제 규정을 따르십시오.

증류수 공급장치 또는 깨끗한 가스 공급장치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박테리아 감염의 위험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 무균 방식을 사용하십시오.
 • 가스 공급장치는 환자에 대한 유해성을 예방하고 Precision Flow™™ 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  
  깨끗하고 건조한 의료용 가스를 공급해야 합니다.

Precision Flow™ 는 지속적 기도양압공급치료(CPAP) 장치가 아닙니다. 기도 압력을 전달하거나 
모니터링할 수 있는 제어 장치가 없습니다. Precision Flow™ 는 폐쇄된 시스템에서 압력을 
전달하기 위해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장치가 설정 온도에 도달할 때까지는(온도 디스플레이가 깜박임을 멈출 때까지는) 환자에게 
연결하지 마십시오. 장치가 응축된 습기를 제거할 준비가 될 때까지 기다림으로써 환자가 
차갑거나 부분적으로 가습된 가스로 인해 불편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보조 산소를 제공하기 위해 Precision Flow™ 를 사용하는 경우 추가적인 환자 모니터링이 
필수적입니다.

Precision Flow™ 는 MRI와 호환되지 않습니다.
장치에는 병원 등급 전원 코드가 함께 제공됩니다. 다른 코드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연장 코드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신뢰할 수 있는 접지를 위해 코드는 "병원 등급" 또는 "병원 전용"으로 표시된 
콘센트에 연결해야 합니다. 접지 연결에 대해 의심스러운 점이 있으면 장치를 작동하지 마십시오.
의료용 전기 장비에는 전자파 방사와 관련하여 특별한 예방 조치가 필요합니다. 휴대용 및 
이동성 RF 통신 장비는 의료 장비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Precision Flow™  가까이에서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예비 배터리는 장치에 공급되는 AC 전원이 중단된 경우에만 임시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작되었습니다. 배터리가 완전히 방전된 후에는 장치가 작동하지 않으며 환자를 위한 가스 
흐름이 중단됩니다. 배터리가 방전된 후 경보나 디스플레이 표시기가 표시되지 않습니다. 
배터리는 환자 수송용으로 고안되지 않았습니다.

일반 주의사항

시스템을 작동하기 전에 이 설명서를 읽고 이해하십시오.

대기 모드를 포함하여 물 공급 장치가 사용 중이 아닐 때는 물이 유입되어 손상되지 않도록 
클램프로 물 공급을 차단합니다.

의료 장비를 취급할 때는 항상 무균 방식(손 세척 및 연결점 접촉 금지 포함) 및 표준 예방 조치를 
따라야 합니다. 환자와 접촉하게 되는 경우 항상 표준 예방 조치를 따라야 합니다.
장치를 덮지 마십시오. 통풍구를 막으면 장치가 손상될 수 있습니다.
금기사항:
 • Precision Flow™ 를 물에 담그지 마십시오.
 • Precision Flow™ ™ 를 증기나 가스로 소독하지 마십시오.
 • 표백제로 닦지 마십시오.
부드러운 증류수 백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딱딱한 병을 사용할 경우 Vapotherm이 승인한 
통풍 뚜껑을 사용해야 합니다.
참고: Precision Flow™ 는 가스 주입구 압력이 4 psi(28 kPa) 정도로 낮은 상태에서도 제한된 
성능으로 작동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정된 전체 범위의 가스 흐름 및 산소 비율을 위해서는 
두 가스 주입구 압력이 모두 40 psi(276 kPa) 이상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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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절   지시, 경고 및 주의

일반적인 지시사항 및 금기사항.
기본 지시사항:
Precision Flow™는 병원, 의원 및 가정에서 신생아/영아, 소아 및 성인 환자 관리를 위해 
외부로부터 주입되는 호흡 가스에 따뜻한 수분을 추가하기 위한 용도로 제작되었습니다. 이 
장비는 의료용 공기와 산소가 혼합된 가스에 열과 수분을 추가하고, 일체형 산소 분석기를 
통해 공기/산소가 정확하게 혼합되도록 무결성을 보장합니다. 유량은 분당 1 - 40리터이며 비강 
캐뉼라를 통해 주입됩니다.
금기사항:
일반:
가습이 금지되는 모든 상황(미국호흡치료협회의 임상 실무 지침을 참조하십시오).
비강 캐뉼라에 대한 특이사항:
콧구멍이 폐색되거나 결함이 있는 환자는 이 시스템을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경고 및 주의

경고는 환자나 사용자에게 유해한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주의는 장비 손상, 오작동 또는 부정확한 작동으로 이어질 수 있는 조건을 가리킵니다. 
참고는 보다 효율적이고 편리한 작동이 가능한 강조점을 가리킵니다.

시간을 내어 이 설명서에 나열된 경고, 주의 및 참고사항을 숙지하십시오. 여기에는 안전 
고려사항, 특별 요구사항 및 규정이 포함됩니다.

Vapotherm 직원 또는 공식 교육 문서에 의해 교육받지 않은 누군가가 제품을 작동하거나 
점검하여 오작동이 발생한 경우 제품 사용자가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합니다.
Precision Flow™의 부품을 취급할 때는 항상 병원 감염 관리 지침 또는 표준 예방 조치를 
따라야 합니다. Vapotherm은 또한 사용자에게 질병 관리 센터(CDC)의 간행물: Guidelines for 
Maintenance of In-Use Respiratory Therapy Equipment(사용 중인 호흡기 치료 장비의 점검 
지침) 및 Guidelines for Prevention of Nosocomial Pneumonia(병원내 폐렴 예방 지침)를 따를 
것을 권고합니다.

일반경고
이 장치는 미연방법에 따라 의사에게 판매하거나 의사의 주문에 의해서만 판매할 수 있습니다. 이 
장치는 훈련받은 조작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장치는 지속적으로 공급되는 호흡 가스를 제공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가습 
장치입니다. Precision Flow™는 인공호흡기가 아니며 생명 유지 장치로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산소는 연소를 돕습니다. 이 장치는 불꽃, 기름이나 윤활유 또는 가연성 물질 가까이 또는 
주변에서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장치에 대한 서비스는 자격을 갖춘 공인 서비스 기술자만 수행할 수 있습니다.
부상을 방지하기 위해, 환자가 장치에 연결되어 있을 때는 Precision Flow™에 대한 서비스를 
시도하지 마십시오.
장치가 손상되거나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때는 사용하지 마십시오. Vapotherm 또는 해당 지역의 
Vapotherm 대리점에 문의하십시오.
전원 코드가 손상된 경우 작동하지 마십시오.
장치를 켜 둔 채로 자리를 비우지 마십시오.
시스템에 물을 공급하는 증류수 백 외에 물 속이나 주변에서 Precision Flow™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사용 전에 Precision Flow™가 기울어져 넘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장치 밑 부분이 바닥에서 
102cm를 넘지 않도록 위치를 정하고, 견고한 IV 링겔대에 단단히 고정해야 합니다.

1절  지시, 경고 및 주의

일회용 환자 회로의 모든 연결 부분이 적절히 고정되었는지 확인하십시오. 

카트리지, 일회용 물 유로 및 전달 튜브에는 단일 환자 전용 라벨이 부착되어 있으며 단일 환자에 
사용한 후 30일이 지나면 교체해야 합니다. 소독하거나 재사용하려고 시도하지 말고 지역 및 연방 
규정에 따라 폐기하십시오. 미국 이외 지역에서는 해당 국가 또는 국제 규정을 따르십시오.

증류수 공급장치 또는 깨끗한 가스 공급장치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박테리아 감염의 위험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 무균 방식을 사용하십시오.
 • 가스 공급장치는 환자에 대한 유해성을 예방하고 Precision Flow™™ 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  
  깨끗하고 건조한 의료용 가스를 공급해야 합니다.

Precision Flow™ 는 지속적 기도양압공급치료(CPAP) 장치가 아닙니다. 기도 압력을 전달하거나 
모니터링할 수 있는 제어 장치가 없습니다. Precision Flow™ 는 폐쇄된 시스템에서 압력을 
전달하기 위해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장치가 설정 온도에 도달할 때까지는(온도 디스플레이가 깜박임을 멈출 때까지는) 환자에게 
연결하지 마십시오. 장치가 응축된 습기를 제거할 준비가 될 때까지 기다림으로써 환자가 
차갑거나 부분적으로 가습된 가스로 인해 불편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보조 산소를 제공하기 위해 Precision Flow™ 를 사용하는 경우 추가적인 환자 모니터링이 
필수적입니다.

Precision Flow™ 는 MRI와 호환되지 않습니다.
장치에는 병원 등급 전원 코드가 함께 제공됩니다. 다른 코드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연장 코드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신뢰할 수 있는 접지를 위해 코드는 "병원 등급" 또는 "병원 전용"으로 표시된 
콘센트에 연결해야 합니다. 접지 연결에 대해 의심스러운 점이 있으면 장치를 작동하지 마십시오.
의료용 전기 장비에는 전자파 방사와 관련하여 특별한 예방 조치가 필요합니다. 휴대용 및 
이동성 RF 통신 장비는 의료 장비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Precision Flow™  가까이에서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예비 배터리는 장치에 공급되는 AC 전원이 중단된 경우에만 임시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작되었습니다. 배터리가 완전히 방전된 후에는 장치가 작동하지 않으며 환자를 위한 가스 
흐름이 중단됩니다. 배터리가 방전된 후 경보나 디스플레이 표시기가 표시되지 않습니다. 
배터리는 환자 수송용으로 고안되지 않았습니다.

일반 주의사항

시스템을 작동하기 전에 이 설명서를 읽고 이해하십시오.

대기 모드를 포함하여 물 공급 장치가 사용 중이 아닐 때는 물이 유입되어 손상되지 않도록 
클램프로 물 공급을 차단합니다.

의료 장비를 취급할 때는 항상 무균 방식(손 세척 및 연결점 접촉 금지 포함) 및 표준 예방 조치를 
따라야 합니다. 환자와 접촉하게 되는 경우 항상 표준 예방 조치를 따라야 합니다.
장치를 덮지 마십시오. 통풍구를 막으면 장치가 손상될 수 있습니다.
금기사항:
 • Precision Flow™ 를 물에 담그지 마십시오.
 • Precision Flow™ ™ 를 증기나 가스로 소독하지 마십시오.
 • 표백제로 닦지 마십시오.
부드러운 증류수 백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딱딱한 병을 사용할 경우 Vapotherm이 승인한 
통풍 뚜껑을 사용해야 합니다.
참고: Precision Flow™ 는 가스 주입구 압력이 4 psi(28 kPa) 정도로 낮은 상태에서도 제한된 
성능으로 작동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정된 전체 범위의 가스 흐름 및 산소 비율을 위해서는 
두 가스 주입구 압력이 모두 40 psi(276 kPa) 이상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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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절 개요

Precision Flow™ 는 비강 캐뉼라를 통한 고유량 가습 호흡 치료 시스템입니다. 이 시스템에는 
Vapotherm의 핵심 가습 기술이 전자식 혼합기 및 유량 제어장치와 통합되어 있습니다. 물과 
가스 유로가 모두 탈부착이 가능한 일회용 환자 회로에 통합되어 있습니다. 
특징

 • 환자 회로는 분리 가능하며 일회용입니다.
  소독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 환자 간 최소 중단 시간: 일회용품 교환 시 소요 시간
  5분 미만

 • 산소/공기 혼합기 내장

 • 전자 유량계 및 제어장치 내장

 • 자가 테스트 및 자가 보정

 • AC 전원 공급이 중단된 경우 내부 예비   
  배터리가 유량과 산소 비율을 15분 이상   
  유지합니다. 배터리 충전에는 2시간이 걸립니다.
 • 모든 내부 센서에서 자가 보정 및 자가 모니터링
  가능

 • 버튼 하나로 장치를 시작하고 중단할 수 있습니다

 • 전면 패널의 단일 설정 제어 누름식 다이얼을
  사용하여 온도, 유량 및 산소 비율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 모든 값과 경보가 색상으로 구분되는 단일 대형  
  패널에 표시됩니다

 • 유량 범위 1-40 lpm
 • 두 개의 40 psi(276 kPa) 가스 공급원을 사용하는  
  경우 산소 비율을 21%에서 100%까지 완전하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

 • 주입구 가스 압력 범위는 4-85 psi(28-586 kPa)
  입니다

 • 단일 가스 작동 - Precision FlowTM는 주입구 가스 압력을 감지하고 필요한 수요 및 
  사용 가능한 공급을 기준으로 흐름을 혼합합니다. 공급 압력에 따라 FiO2 및 전달되는
  흐름이 결정됩니다.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는 경우 경보가 울립니다

 • 가스 주입구 압력이 낮으면 최대 유량 및 산소 비율 설정이 주입구 압력과 일치하도록  
  자동으로 감소합니다

 • 카트리지 유형을 자동으로 감지합니다. 저유량 카트리지가 설치된 경우 최대 유량 설정이 
  자동으로 감소합니다

 • 작동 준비 시간이 5분 미만입니다

 • 증류수가 표준 스파이크를 사용하여 일회용 물 유로에 연결됩니다

 • 전원 요구사항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전원 코드만 바꾸면 어디서나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정기 점검: 가스 방출장치 필터는 6개월 간격으로, 산소 센서는 1년에 한 번 교체합니다

3절   작동 원리

Precision Flow™ 는 호흡 가스를 가온, 가습하여 비강 캐뉼라를 통해 1 - 40 lpm의 유량으로 
전달합니다. 장치에는 전자식 혼합기 및 산소 비율과 전체 가스 흐름을 독립적으로 설정할 수 
있는 유량 센서가 통합되어 있습니다.
Precision Flow™ 는 두 부분으로 구성됩니다.
본체
• 본체에는 전자식 혼합기, 유량 제어장치, 일회용 물 유로를 모니터링하기 위한 원격 센서를 
포함하여 모든 전기 및 전자 부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본체에는 물 유로가 없고 가스 
유로에도 실온 상태의 건조한 가스만 들어 있기 때문에 내부 세척이나 소독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 산소와 공기의 유량은 질량 유량 센서에 의해 측정됩니다. 작동 소프트웨어는 조작자가 설정한 
목표 유량 및 산소 비율에 도달하기 위해 필요한 각각의 유량을 계산합니다. 시스템은 가스 
관의 비례식 솔레노이드 밸브를 조정하여 가스 흐름을 적절히 제어합니다. 산소 센서는 혼합 
가스를 모니터링하고 목표 비율과 측정된 비율 간에 차이가 있으면 신호를 보냅니다. 산소 
센서는 전원을 켤 때와 24시간마다 산소를 사용하여 자동으로 보정됩니다.

• 본체에서 실행되는 펌웨어는 센서를 사용하여 가스 압력, 수온을 모니터링하고 물 회로의 
공기 누출을 감지합니다(기포 감지기). 정상 범위를 벗어나는 파라미터가 있을 경우 경보가 
표시됩니다. 기타 표시기는 예비 배터리의 낮은 충전량, 설치된 카트리지 유형을 표시합니다. 
펌웨어의 상태 및 변동에 대한 설명은 부록을 참조하십시오.

• 2 시간 동안 충전한 내부 예비 배터리는 AC 전원 공급 없이도 설정된 유량과 산소 혼합을 15분 
이상 유지할 수 있습니다. 배터리는 조작자가 교체할 수 없습니다.

경고: 예비 배터리는 장치에 공급되는 AC 전원이 중단된 경우에만 임시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작되었습니다. 배터리가 완전히 방전된 후에는 장치가 작동하지 않으며 환자를 위한 가스 

Precision Flow™

흐름이 중단됩니다. 배터리가 방전된 후 경보나 디스플레이 표시기가 표시되지 않습니다. 
배터리는 환자 수송용으로 고안되지 않았습니다.

일회용 환자 회로

• 일회용 환자 회로(DPC: Disposable Patient Circuit)는 일회용 물 유로, 증기 이동 카트리지,
  전달 튜브로 구성됩니다. 순환되는 물과 가스 흐름의 상태는 본체와 일회용 물 유로 간의
 인터페이스를 통해 원격으로 감지됩니다.
• 증기 이동 카트리지(VTC: Vapor Transfer Cartridge). 카트리지 내부에서는 혼합 가스가 
 특별히 개발된 폴리머로 만든, 수백 개의 평행하고 속이 빈 섬유의 루멘(lumen) 사이를
 통과합니다. 따뜻한 물이 섬유 주위를 순환하며 섬유 물질을 통해 증기로 발산되어 각 섬유
 사이를 통과하는 가스 흐름으로 전달됩니다. 대부분의 가습기와 달리 이 장치에는 물과 가스
 흐름 간에 직접적인 접촉이 없습니다. 가스 흐름은 설정 온도에서 카트리지를 증기로 가득
 채웁니다.
 참고: Vapotherm Inc.에서 승인한 카트리지만 사용하십시오.
• 환자 전달 튜브. 가온, 가습된 가스는 가열된 3중 루멘 전달 튜브의 중심을 통과합니다. 중심
 루멘은 내부 루멘의 온도를 유지하고 레인아웃(rain-out)을 최소화하기 위해 온수를 순환하는
 2개의 외부 루멘으로 둘러 싸여져 있습니다. 짧은 전용 비강 캐뉼라가 전달 튜브의 끝에
 연결되어 가습된 호흡 가스를 환자의 콧구멍에 전달합니다.

• 일회용 물 유로(DWP: Disposable Water Path). 일회용 물 유로에는 물통, 펌프, 카트리지와
 전달 튜브의 연결부, 본체에 대한 센서 인터페이스가 들어 있습니다. 물은 가열판을 지나 전달
 튜브의 외부 루멘을 통해 퍼올려집니다. 순환된 물은 특별히 설계된 증기 이동 카트리지의
 외부 재킷을 통과하며 그 중 일부는 가스 흐름으로 유입되면서 증기로 손실됩니다. 물과 가스
 흐름 간에 직접적인 접촉이 없습니다. 물은 그런 다음 다시 펌프 저장통으로 돌아옵니다.
 가열기 전력이 설정 온도를 자동으로 유지합니다. 물은 증류수 백에서 회로로 흘러 들어가
 증기 이동 카트리지에 증발로 손실된 수분을 보충합니다. 순환된 공기는 소수성 필터
  섬유막을 통해 대기 중으로 방출됩니다.
작동 모드에 대한 설명은 5절을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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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절 개요

Precision Flow™ 는 비강 캐뉼라를 통한 고유량 가습 호흡 치료 시스템입니다. 이 시스템에는 
Vapotherm의 핵심 가습 기술이 전자식 혼합기 및 유량 제어장치와 통합되어 있습니다. 물과 
가스 유로가 모두 탈부착이 가능한 일회용 환자 회로에 통합되어 있습니다. 
특징

 • 환자 회로는 분리 가능하며 일회용입니다.
  소독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 환자 간 최소 중단 시간: 일회용품 교환 시 소요 시간
  5분 미만

 • 산소/공기 혼합기 내장

 • 전자 유량계 및 제어장치 내장

 • 자가 테스트 및 자가 보정

 • AC 전원 공급이 중단된 경우 내부 예비   
  배터리가 유량과 산소 비율을 15분 이상   
  유지합니다. 배터리 충전에는 2시간이 걸립니다.
 • 모든 내부 센서에서 자가 보정 및 자가 모니터링
  가능

 • 버튼 하나로 장치를 시작하고 중단할 수 있습니다

 • 전면 패널의 단일 설정 제어 누름식 다이얼을
  사용하여 온도, 유량 및 산소 비율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 모든 값과 경보가 색상으로 구분되는 단일 대형  
  패널에 표시됩니다

 • 유량 범위 1-40 lpm
 • 두 개의 40 psi(276 kPa) 가스 공급원을 사용하는  
  경우 산소 비율을 21%에서 100%까지 완전하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

 • 주입구 가스 압력 범위는 4-85 psi(28-586 kPa)
  입니다

 • 단일 가스 작동 - Precision FlowTM는 주입구 가스 압력을 감지하고 필요한 수요 및 
  사용 가능한 공급을 기준으로 흐름을 혼합합니다. 공급 압력에 따라 FiO2 및 전달되는
  흐름이 결정됩니다.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는 경우 경보가 울립니다

 • 가스 주입구 압력이 낮으면 최대 유량 및 산소 비율 설정이 주입구 압력과 일치하도록  
  자동으로 감소합니다

 • 카트리지 유형을 자동으로 감지합니다. 저유량 카트리지가 설치된 경우 최대 유량 설정이 
  자동으로 감소합니다

 • 작동 준비 시간이 5분 미만입니다

 • 증류수가 표준 스파이크를 사용하여 일회용 물 유로에 연결됩니다

 • 전원 요구사항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전원 코드만 바꾸면 어디서나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정기 점검: 가스 방출장치 필터는 6개월 간격으로, 산소 센서는 1년에 한 번 교체합니다

3절   작동 원리

Precision Flow™ 는 호흡 가스를 가온, 가습하여 비강 캐뉼라를 통해 1 - 40 lpm의 유량으로 
전달합니다. 장치에는 전자식 혼합기 및 산소 비율과 전체 가스 흐름을 독립적으로 설정할 수 
있는 유량 센서가 통합되어 있습니다.
Precision Flow™ 는 두 부분으로 구성됩니다.
본체
• 본체에는 전자식 혼합기, 유량 제어장치, 일회용 물 유로를 모니터링하기 위한 원격 센서를 
포함하여 모든 전기 및 전자 부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본체에는 물 유로가 없고 가스 
유로에도 실온 상태의 건조한 가스만 들어 있기 때문에 내부 세척이나 소독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 산소와 공기의 유량은 질량 유량 센서에 의해 측정됩니다. 작동 소프트웨어는 조작자가 설정한 
목표 유량 및 산소 비율에 도달하기 위해 필요한 각각의 유량을 계산합니다. 시스템은 가스 
관의 비례식 솔레노이드 밸브를 조정하여 가스 흐름을 적절히 제어합니다. 산소 센서는 혼합 
가스를 모니터링하고 목표 비율과 측정된 비율 간에 차이가 있으면 신호를 보냅니다. 산소 
센서는 전원을 켤 때와 24시간마다 산소를 사용하여 자동으로 보정됩니다.

• 본체에서 실행되는 펌웨어는 센서를 사용하여 가스 압력, 수온을 모니터링하고 물 회로의 
공기 누출을 감지합니다(기포 감지기). 정상 범위를 벗어나는 파라미터가 있을 경우 경보가 
표시됩니다. 기타 표시기는 예비 배터리의 낮은 충전량, 설치된 카트리지 유형을 표시합니다. 
펌웨어의 상태 및 변동에 대한 설명은 부록을 참조하십시오.

• 2 시간 동안 충전한 내부 예비 배터리는 AC 전원 공급 없이도 설정된 유량과 산소 혼합을 15분 
이상 유지할 수 있습니다. 배터리는 조작자가 교체할 수 없습니다.

경고: 예비 배터리는 장치에 공급되는 AC 전원이 중단된 경우에만 임시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작되었습니다. 배터리가 완전히 방전된 후에는 장치가 작동하지 않으며 환자를 위한 가스 

Precision Flow™

흐름이 중단됩니다. 배터리가 방전된 후 경보나 디스플레이 표시기가 표시되지 않습니다. 
배터리는 환자 수송용으로 고안되지 않았습니다.

일회용 환자 회로

• 일회용 환자 회로(DPC: Disposable Patient Circuit)는 일회용 물 유로, 증기 이동 카트리지,
  전달 튜브로 구성됩니다. 순환되는 물과 가스 흐름의 상태는 본체와 일회용 물 유로 간의
 인터페이스를 통해 원격으로 감지됩니다.
• 증기 이동 카트리지(VTC: Vapor Transfer Cartridge). 카트리지 내부에서는 혼합 가스가 
 특별히 개발된 폴리머로 만든, 수백 개의 평행하고 속이 빈 섬유의 루멘(lumen) 사이를
 통과합니다. 따뜻한 물이 섬유 주위를 순환하며 섬유 물질을 통해 증기로 발산되어 각 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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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멘은 내부 루멘의 온도를 유지하고 레인아웃(rain-out)을 최소화하기 위해 온수를 순환하는
 2개의 외부 루멘으로 둘러 싸여져 있습니다. 짧은 전용 비강 캐뉼라가 전달 튜브의 끝에
 연결되어 가습된 호흡 가스를 환자의 콧구멍에 전달합니다.

• 일회용 물 유로(DWP: Disposable Water Path). 일회용 물 유로에는 물통, 펌프, 카트리지와
 전달 튜브의 연결부, 본체에 대한 센서 인터페이스가 들어 있습니다. 물은 가열판을 지나 전달
 튜브의 외부 루멘을 통해 퍼올려집니다. 순환된 물은 특별히 설계된 증기 이동 카트리지의
 외부 재킷을 통과하며 그 중 일부는 가스 흐름으로 유입되면서 증기로 손실됩니다. 물과 가스
 흐름 간에 직접적인 접촉이 없습니다. 물은 그런 다음 다시 펌프 저장통으로 돌아옵니다.
 가열기 전력이 설정 온도를 자동으로 유지합니다. 물은 증류수 백에서 회로로 흘러 들어가
 증기 이동 카트리지에 증발로 손실된 수분을 보충합니다. 순환된 공기는 소수성 필터
  섬유막을 통해 대기 중으로 방출됩니다.
작동 모드에 대한 설명은 5절을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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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절  제어부, 디스플레이 및 연결부4절 제어부, 디스플레이 및 연결부

 1. 배터리 부족 또는 충전 중
  2. 일회용 물 유로 결함 또는 부재

  3. 증기 이동 카트리지 유형

  4. 증기 이동 카트리지 결함

  5. 가스 공급장치 결함

  6. 상태 LED
  7. 작동/대기 버튼(아래 참고사항 참조)

앞면보기

1. 접이식 운반 손잡이

2. 다기능 디스플레이:
 • 산소 %, 유량 및 온도 설정 값을
  표시합니다
 • 아이콘이 경보 상태를 표시합니다
3. 경보 묵음:
 • 버튼을 누르면 최대 2분간 경보를 
  끌 수 있습니다
 • LED는 하나 이상의 경보가 묵음   
  상태라는 것을 표시합니다
4. 설정 제어 누름식 다이얼:
 • 누르면 조정할 변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회전하면 새 값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 다시 누르면 값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5. 슬라이딩 도어:
 • 앞으로 밀면 일회용 물 유로를 설치하거나 
  제거할 수 있습니다
6. 상태 표시등:
 • 노란색 - 대기 중
 • 녹색으로 깜박임 - 출력이 설정과 일치하지  
  않음(예: 작동 준비 시)
 • 녹색 계속 켜짐 - 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함
7. 작동/대기 버튼:
 • 물과 가스를 연결한 후 장치를 시작할 때 
  누릅니다

 8.  설정 제어 누름식 다이얼

 9.  경보 묵음 버튼

 10.  경보 묵음 LED
 11.  일반 결함

 12.  물 부족

 13.  튜브 막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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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Precision FlowTM 에는 켬/끔 스위치가 없습니다. 장치의 전원 플러그를 벽면 콘센트에 
꽂아 배터리를 완전히 충전된 상태로 유지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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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절 제어부, 디스플레이 및 연결부4절 제어부, 디스플레이 및 연결부

뒷면보기

1. 슬라이딩 도어
 • 앞으로 밀면 일회용 물 유로를 설치하거나 제거할 수 있습니다
2. 통풍구
3. 산소 센서 접근 패널(아래 참고사항 참조)
4. 링겔대 클램프
5. 전원 코드 연결 및 퓨즈 홀더
6. DISS 또는 NIST 산소 연결부
7. DISS 또는 NIST 공기 연결부
8. 가스 주입구 필터 및 방출장치

참고: 산소 센서 전지에 유성 펜을 사용하여 유효기한을 적으십시오. 유효
기한은 포장에서 꺼낸 후 1년 간입니다.

경고: 가열판은 
뜨거울 수 있습
니다!

일회용물유로를위한도킹스테이션

화살표는 광학 센서 포트의 위치를 표시합니다.

포트를 긁거나 문지르지 마십시오. 
유기 용제나 표백제를 바르지 마십시오.

1

2

3

4

5

6

7

8

5절  작동 모드

모드 조치 표시등색상
절전 절전 모드에서 표시됨, 가스 흐름 없음 노란색
대기 입력 파라미터를 조정할 수 있음, 가스 흐름 없음 노란색

작동 설정 온도까지 가열함, 가스 흐름
장치가 설정 점에서 작동함, 가스 흐름

녹색으로 깜박임
녹색 계속 켜짐

소프트웨어 작동 모드에 대한 설명은 부록을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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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가스 주입구 필터 및 방출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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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은 포장에서 꺼낸 후 1년 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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뜨거울 수 있습
니다!

일회용물유로를위한도킹스테이션

화살표는 광학 센서 포트의 위치를 표시합니다.

포트를 긁거나 문지르지 마십시오. 
유기 용제나 표백제를 바르지 마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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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절  작동 모드

모드 조치 표시등색상
절전 절전 모드에서 표시됨, 가스 흐름 없음 노란색
대기 입력 파라미터를 조정할 수 있음, 가스 흐름 없음 노란색

작동 설정 온도까지 가열함, 가스 흐름
장치가 설정 점에서 작동함, 가스 흐름

녹색으로 깜박임
녹색 계속 켜짐

소프트웨어 작동 모드에 대한 설명은 부록을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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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절  설치

7-1. 전원 코드가 아직 연결되지 않았으면 연결합니다.
7-2. IV 링겔대 고리에 증류수를 매답니다.
7-3. 증류수의 가장 낮은 지점 하단에서 IV 링겔대에 장치를 
 부착합니다.
 참고: Precision Flow™ 의 산소 및 공기 공급 주입구 
이음쇠는 가스 전용으로 정확한 연결을 보장합니다.

경고: 장치의 무게는 5.4kg입니다. 장치는 낙하로 인한 
부상이나 손상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해 장치 밑 부분이 
바닥에서 102cm를 넘지 않도록 하여 5개의 바퀴가 
장착된 IV 링겔대에 단단히 고정해야 합니다. 고정식 
레일 지지대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7-4. 산소 및 공기 공급 호스를 정확한 주입구에 연결한
 후 벽면 콘센트에 연결합니다.

7-5. 일회용 물 유로, 카트리지 및 전달 튜브가 들어 있는   
 포장 주머니를 열고 이들 부품을 다음과 같이 
 조립합니다.
  7-5-1. 고유량 또는 저유량 증기 이동 카트리지를 
  그림과 같이 일회용 물 유로에 설치합니다. 
  카트리지는 위쪽 방향으로 끼워 넣을 수도 
  있습니다. 카트리지 포트를 일회용 물 유로의 
  구멍에 맞추고 단단하게 눌러  제 자리에 끼웁니다.

6절  최초 조립

일부 부속품은 사용하기 전에 Precision Flow™ 장치에 설치해야 합니다. 이들 부속품은 보통 
국가별로 다르기 때문에 본체와 별도로 포장되어 제공됩니다. 전원 코드는 후면 패널의 IEC320 
호환형 콘센트에 연결됩니다.

6a. 산소 센서 설치

주의: 산소 센서는 밀봉된 포장에 들어 있습니다. 
포장을 열면 센서가 산소를 감지하므로 1년 후 
교체해야 합니다. 장치를 사용할 때까지는 포장을 
열지 마십시오. 산소 센서 전지에 유효기한을 적어 
두십시오.

 1. 접근 패널에서 고정 나사 3개를 제거합니다. 패널을
  장치 밖으로 당겨 뺍니다.

 2. 산소 센서의 나사 단부를 포트에 삽입하고 조여서 
  제자리에 고정합니다. 센서는 손을 사용하여 
  고정해야 합니다. 도구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3. 센서 케이블을 커넥터에 연결합니다. 덮개를 다시 
  끼웁니다. 나사를 지나치게 조이지 마십시오.

6b. 주입구 가스 필터 방출장치 부품

가스 필터와 방출장치는 산소 센서와 함께 별도의 용기에 담겨 제공되며 처음 사용하기 전에
설치해야 합니다. 필터와 방출장치 부품에는 본체와 연결되는 신속 분리 이음쇠 및 산소 또는 
공기 호스용 DISS 가스 이음쇠가 있습니다.

참고: 산소와 공기 필터용 신속 분리 튜브는 크기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잘못 연결할 수 
없습니다.

경고: 절대 주입구 가스 필터 없이 Precision Flow™ 장치를 작동하지 마십시오. 주입구 가스 
흐름의 미립자가 질량 유량 센서에 돌이킬 수 없는 손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가스 주입구 필터 설치

 1. 본체 뒷면의 가스 주입구 커넥터에서 보호 테이프를 제거합니다.

 2. 필터 부품을 정확한 커넥터 구멍에 완전히 물리고 딸깍 소리를 낼 때까지 단단히 밀어
  넣습니다. 필터를 회전할 수는 있지만 밖으로 당길 수는 없습니다. 사용 중일 때, 필터
  용기는 수직방향(유리 면이 아래로)으로 있어야 합니다.

본체에서 가스 주입구 필터 부품 제거

참고: 일반적으로 필터와 방출장치 부품을 제거할 필요는 없지만 필터를 먼저 분리하면 운반과 
포장이 더 쉽습니다.

 1. 필터 부품을 본체 안으로 누릅니다.

 2. 잠금 링을 제 자리에 댄 상태에서 본체 뒷판에 대고 다시 누릅니다.

 3. 필터 부품을 똑바로 당겨 꺼냅니다.

산소 센서 접근 패널 산소

공기

링겔대
클램프

일회용
물유로

카트리지

포트 카트리지설치됨일회용
물유로
구멍

전원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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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절  설치

7-1. 전원 코드가 아직 연결되지 않았으면 연결합니다.
7-2. IV 링겔대 고리에 증류수를 매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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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상이나 손상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해 장치 밑 부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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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착된 IV 링겔대에 단단히 고정해야 합니다. 고정식 
레일 지지대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7-4. 산소 및 공기 공급 호스를 정확한 주입구에 연결한
 후 벽면 콘센트에 연결합니다.

7-5. 일회용 물 유로, 카트리지 및 전달 튜브가 들어 있는   
 포장 주머니를 열고 이들 부품을 다음과 같이 
 조립합니다.
  7-5-1. 고유량 또는 저유량 증기 이동 카트리지를 
  그림과 같이 일회용 물 유로에 설치합니다. 
  카트리지는 위쪽 방향으로 끼워 넣을 수도 
  있습니다. 카트리지 포트를 일회용 물 유로의 
  구멍에 맞추고 단단하게 눌러  제 자리에 끼웁니다.

6절  최초 조립

일부 부속품은 사용하기 전에 Precision Flow™ 장치에 설치해야 합니다. 이들 부속품은 보통 
국가별로 다르기 때문에 본체와 별도로 포장되어 제공됩니다. 전원 코드는 후면 패널의 IEC320 
호환형 콘센트에 연결됩니다.

6a. 산소 센서 설치

주의: 산소 센서는 밀봉된 포장에 들어 있습니다. 
포장을 열면 센서가 산소를 감지하므로 1년 후 
교체해야 합니다. 장치를 사용할 때까지는 포장을 
열지 마십시오. 산소 센서 전지에 유효기한을 적어 
두십시오.

 1. 접근 패널에서 고정 나사 3개를 제거합니다. 패널을
  장치 밖으로 당겨 뺍니다.

 2. 산소 센서의 나사 단부를 포트에 삽입하고 조여서 
  제자리에 고정합니다. 센서는 손을 사용하여 
  고정해야 합니다. 도구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3. 센서 케이블을 커넥터에 연결합니다. 덮개를 다시 
  끼웁니다. 나사를 지나치게 조이지 마십시오.

6b. 주입구 가스 필터 방출장치 부품

가스 필터와 방출장치는 산소 센서와 함께 별도의 용기에 담겨 제공되며 처음 사용하기 전에
설치해야 합니다. 필터와 방출장치 부품에는 본체와 연결되는 신속 분리 이음쇠 및 산소 또는 
공기 호스용 DISS 가스 이음쇠가 있습니다.

참고: 산소와 공기 필터용 신속 분리 튜브는 크기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잘못 연결할 수 
없습니다.

경고: 절대 주입구 가스 필터 없이 Precision Flow™ 장치를 작동하지 마십시오. 주입구 가스 
흐름의 미립자가 질량 유량 센서에 돌이킬 수 없는 손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가스 주입구 필터 설치

 1. 본체 뒷면의 가스 주입구 커넥터에서 보호 테이프를 제거합니다.

 2. 필터 부품을 정확한 커넥터 구멍에 완전히 물리고 딸깍 소리를 낼 때까지 단단히 밀어
  넣습니다. 필터를 회전할 수는 있지만 밖으로 당길 수는 없습니다. 사용 중일 때, 필터
  용기는 수직방향(유리 면이 아래로)으로 있어야 합니다.

본체에서 가스 주입구 필터 부품 제거

참고: 일반적으로 필터와 방출장치 부품을 제거할 필요는 없지만 필터를 먼저 분리하면 운반과 
포장이 더 쉽습니다.

 1. 필터 부품을 본체 안으로 누릅니다.

 2. 잠금 링을 제 자리에 댄 상태에서 본체 뒷판에 대고 다시 누릅니다.

 3. 필터 부품을 똑바로 당겨 꺼냅니다.

산소 센서 접근 패널 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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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절  설치7절 설치

7-5-2. 필요할 경우 전달 튜브를 그림과 같이 일회용 물 유로에 맞춥니다. 제 자리에 
    단단히 눌러 고정합니다.

7-6. 일회용 환자 회로 삽입:
  7-6-1. 도어를 앞쪽으로 밀어서 열면 도킹
   스테이션이 노출됩니다.

  7-6-2. 일회용 환자 회로의 손잡이를 그림과
   같이 전달 튜브가 아래를 향하도록
   하여 잡습니다 .

  7-6-3. 일회용 환자 회로를 도킹
   스테이션 안으로 멈출 때까지 아래를
   향해 밀어 넣습니다.

  7-6-4. 확실히 제 자리에 들어가도록 아래로
   단단히 누릅니다.

참고: 슬라이딩 도어가 쉽게 닫히지 않으면 카트리지가 올바로 설치되고 일회용 물 유로가 
도킹 스테이션에 완전히 삽입되었는지 확인하십시오.

주의: 장치가 작동하는 동안 일회용 환자 회로를 제거하지 마십시오.

  7-6-5.  멈출 때까지 도어를 뒤쪽으로 밀어 닫습니다.

완전히삽입하십시오. 두걸
쇠모두딸깍소리를내며닫
혀야합니다.

끼울수있도록조립된
일회용회로

물주입구튜브

튜브클램프

스파이크

환자전달튜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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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절  설치7절 설치

7-5-2. 필요할 경우 전달 튜브를 그림과 같이 일회용 물 유로에 맞춥니다. 제 자리에 
    단단히 눌러 고정합니다.

7-6. 일회용 환자 회로 삽입:
  7-6-1. 도어를 앞쪽으로 밀어서 열면 도킹
   스테이션이 노출됩니다.

  7-6-2. 일회용 환자 회로의 손잡이를 그림과
   같이 전달 튜브가 아래를 향하도록
   하여 잡습니다 .

  7-6-3. 일회용 환자 회로를 도킹
   스테이션 안으로 멈출 때까지 아래를
   향해 밀어 넣습니다.

  7-6-4. 확실히 제 자리에 들어가도록 아래로
   단단히 누릅니다.

참고: 슬라이딩 도어가 쉽게 닫히지 않으면 카트리지가 올바로 설치되고 일회용 물 유로가 
도킹 스테이션에 완전히 삽입되었는지 확인하십시오.

주의: 장치가 작동하는 동안 일회용 환자 회로를 제거하지 마십시오.

  7-6-5.  멈출 때까지 도어를 뒤쪽으로 밀어 닫습니다.

완전히삽입하십시오. 두걸
쇠모두딸깍소리를내며닫
혀야합니다.

끼울수있도록조립된
일회용회로

물주입구튜브

튜브클램프

스파이크

환자전달튜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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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고: 5-40 lpm 유량의 경우 고유량 카트리지, 1-8 lpm 유량의 경우 저유량 카트리지를 
사용하십시오.

7-7. 전원 코드를 연결하고 모든 디스플레이 표시등을 확인합니다. Precision Flow™ 가 자가
 테스트를 실행합니다.

 • 모든 아이콘과 숫자 디스플레이가 몇 초간 켜집니다

 • 내부 센서와 제어 시스템을 점검합니다

 • 결함이 감지되지 않으면 장치가 대기 모드에 들어갑니다

 • "물 부족" 아이콘이 일회용 물 유로에 물이 없음을 나타냅니다

 • 상태 LED가 노란색입니다

7-8.  제어 설정 누름식 다이얼을 누르거나 한쪽 방향으로 회전하면 대기 모드에서 디스플레이가
 켜집니다.
7-9.  묵음 버튼을 눌러 밝고 희미한 디스플레이사이에서 밝기를 
 변경합니다(이 기능은 경보가 활성화되지 않은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7-10. 증류수를 연결하기 위해, 스파이크 뚜껑을 제거하고 
 70-90% 이소프로필 알코올을 사용하여 스파이크를  
 닦습니다. 스파이크를 증류수의 스파이크 포트에 
 손이 직접 닿지 않도록 하여 단단히 끼웁니다. 물 주입구  
 튜브의 클램프를 풀어 물이(200 ml 이상) 일회용 물 
 유로에 흘러 들어가고 "물 부족"경보가 사라지도록
 합니다.
 
7-11. 작동/대기 버튼을 눌러 가스 흐름, 펌프 및 
 가열기를 시작합니다. 초기 디스플레이에 아무것도

표시되지 않을 경우에는 두 번 누르십시오.    
장치가 일회용 물 유로 및 펌프를 테스트할 때 삐 

 소리가 나는지 확인하십시오(아래 참고사항 참조).
7-12. 모든 테스트를 통과하면 장치가 작동 모드에   
 들어갑니다. 물이 순환되어 전달 튜브를 
 채웁니다. 유량, 온도 및 산소 %의 숫자 디스플레이 
 3개가 초기 공장 출하 시 설정 또는 마지막으로 
 사용된 설정을 표시합니다. 장치가 원하는
 온도에 도달하면 상태 LED가 깜박이다가 계속해서 녹색으로 표시됩니다.
시동에 대한 참고사항:
  • 작동/대기 버튼을 누르면 장치가 감지 모드에 들어갑니다. 프롬프트 소리가 나고 일회용
  물 유로 아이콘이 약 5초간 깜박입니다. 
  이 모드에서 장치는 일회용 물 유로를 검사하고 카트리지가 있는지, 일회용 물 유로가 
  있는지, 물 수위가 정확한지 확인합니다. 그런 다음 물 펌프에 전력이 공급됩니다.
   5초 후 장치는 물 펌프가 작동을 시작해서 올바른 속도로 작동 중인지 확인합니다.
  • 물 시스템이 채워질 때까지 "물 부족" 아이콘이 간헐적으로 깜박일 수 있습니다.
  • 순환된 기포는 방출시 가스가 물 용기가 아니라 DWP 상단의 섬유막을 통해 배출되기  
  때문에 보이지 않습니다.
  • 장치가 대기 모드에 있을 때는 언제나 주입구 튜브를 클램프로 잠가서 일회용 환자

회로로 유입되는 물의 흐름을 중단하십시오.
설정을 조정하는 방법: 8절 (조정)을 참조하십시오

경보 및 문제 해결 정보: 12절 (경보)를 참조하십시오

8절 조정7절 설치

유량, 산소 % 및 온도는 모두 전면 패널 중심의 설정 
제어 누름식 다이얼을 사용하여 조정할 수 있습니다.
8-1.  조정 모드에 들어가려면 설정 제어 누름식
 다이얼을 눌렀다가 놓습니다. 표시된 값이
 깜박이며 조정을 위해 선택되었음을 표시합니다.
 누름식 다이얼을 반복해서 누르면 유량, 산소 %,
 온도 간을 돌아가며 선택할 수 있습니다.
8-2. 선택된 변수를 변경하려면 원하는 값이 표시될
 때까지 누름식 다이얼을 회전합니다. 이 값을
 입력하고 다음 변수를 선택하려면 누름식 다이얼을
 다시 누릅니다.
8-3. 누름식 다이얼을 5초간 회전하지 않으면 장치가
 정상 작동 모드로 돌아갑니다. 조정 모드에 다시
 들어가려면 누름식 다이얼을 다시 누릅니다. 설정
 중 하나가 선택되고 표시된 값 중 하나가 깜박이지
 않는 경우에는 누름식 다이얼을 회전해도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설정에 대한 참고사항:
  • 가스 주입구 압력이 40 psi(276 kPa)보다 작으면
  지정된 전체 범위의 유량 및 산소 혼합 가스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Precision Flow™가 실제
  주입구 압력을 감지하고 도달 가능한 값의 범위를
  계산합니다. 조작자가 이 범위를 벗어난 값을 설정하려고 
  하면 경보가 울립니다.
 • 산소가 연결되지 않은 경우 혼합기 설정이 21%로 고정됩니다. 공기가 연결되지 

 않으면 설정이 100%로 고정됩니다. 조작자가 다른 값을 설정하려고 하면 신호음이 
 울립니다.

 • 고유량 카트리지가 설치된 경우 유량을 5 lpm 미만으로 설정할 수 없습니다.
 • 저유량 카트리지가 설치된 경우 유량을 8 lpm을 초과해 설정할 수 없습니다.
조정에 대한 참고사항:

• 유량 설정을 급속하게 변경한 후 순간적인 온도 변화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작동 준비 중에는 온도 디스플레이에 설정 값이 아니라 실제 온도가 표시됩니다.
• 작동 모드에서는 디스플레이에 유량, 산소 % 및 온도의 현재 설정 값이 표시됩니다.
• 설정 제어 누름식 다이얼은 속도에 민감합니다. 증가량이 클 때는 빠르게, 적을 때는 
느리게 회전하십시오.

• 전원을 끄면 장치는 기본 설정으로 돌아갑니다.

9절  환자와연결

9-1. 캐뉼라를 환자 전달 튜브의 끝에 놓기 전에 원하는 설정 온도에 도달할 때까지 
 기다립니다. 설정 온도에 도달하면 녹색으로 깜박이던 상태 LED가 
 계속 켜진 상태가 됩니다.
9-2. 수위, 온도 디스플레이, 가스 유량 및 산소 비율을 확인합니다.
9-3.   비강관이 콧구멍에 꽉 끼이지 않도록 환자에 맞게 캐뉼라의 크기를 조정합니다(콧구멍
 지름의 1/2).

작동/대기
버튼

설정제어누름식다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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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고: 5-40 lpm 유량의 경우 고유량 카트리지, 1-8 lpm 유량의 경우 저유량 카트리지를 
사용하십시오.

7-7. 전원 코드를 연결하고 모든 디스플레이 표시등을 확인합니다. Precision Flow™ 가 자가
 테스트를 실행합니다.

 • 모든 아이콘과 숫자 디스플레이가 몇 초간 켜집니다

 • 내부 센서와 제어 시스템을 점검합니다

 • 결함이 감지되지 않으면 장치가 대기 모드에 들어갑니다

 • "물 부족" 아이콘이 일회용 물 유로에 물이 없음을 나타냅니다

 • 상태 LED가 노란색입니다

7-8.  제어 설정 누름식 다이얼을 누르거나 한쪽 방향으로 회전하면 대기 모드에서 디스플레이가
 켜집니다.
7-9.  묵음 버튼을 눌러 밝고 희미한 디스플레이사이에서 밝기를 
 변경합니다(이 기능은 경보가 활성화되지 않은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7-10. 증류수를 연결하기 위해, 스파이크 뚜껑을 제거하고 
 70-90% 이소프로필 알코올을 사용하여 스파이크를  
 닦습니다. 스파이크를 증류수의 스파이크 포트에 
 손이 직접 닿지 않도록 하여 단단히 끼웁니다. 물 주입구  
 튜브의 클램프를 풀어 물이(200 ml 이상) 일회용 물 
 유로에 흘러 들어가고 "물 부족"경보가 사라지도록
 합니다.
 
7-11. 작동/대기 버튼을 눌러 가스 흐름, 펌프 및 
 가열기를 시작합니다. 초기 디스플레이에 아무것도

표시되지 않을 경우에는 두 번 누르십시오.    
장치가 일회용 물 유로 및 펌프를 테스트할 때 삐 

 소리가 나는지 확인하십시오(아래 참고사항 참조).
7-12. 모든 테스트를 통과하면 장치가 작동 모드에   
 들어갑니다. 물이 순환되어 전달 튜브를 
 채웁니다. 유량, 온도 및 산소 %의 숫자 디스플레이 
 3개가 초기 공장 출하 시 설정 또는 마지막으로 
 사용된 설정을 표시합니다. 장치가 원하는
 온도에 도달하면 상태 LED가 깜박이다가 계속해서 녹색으로 표시됩니다.
시동에 대한 참고사항:
  • 작동/대기 버튼을 누르면 장치가 감지 모드에 들어갑니다. 프롬프트 소리가 나고 일회용
  물 유로 아이콘이 약 5초간 깜박입니다. 
  이 모드에서 장치는 일회용 물 유로를 검사하고 카트리지가 있는지, 일회용 물 유로가 
  있는지, 물 수위가 정확한지 확인합니다. 그런 다음 물 펌프에 전력이 공급됩니다.
   5초 후 장치는 물 펌프가 작동을 시작해서 올바른 속도로 작동 중인지 확인합니다.
  • 물 시스템이 채워질 때까지 "물 부족" 아이콘이 간헐적으로 깜박일 수 있습니다.
  • 순환된 기포는 방출시 가스가 물 용기가 아니라 DWP 상단의 섬유막을 통해 배출되기  
  때문에 보이지 않습니다.
  • 장치가 대기 모드에 있을 때는 언제나 주입구 튜브를 클램프로 잠가서 일회용 환자

회로로 유입되는 물의 흐름을 중단하십시오.
설정을 조정하는 방법: 8절 (조정)을 참조하십시오

경보 및 문제 해결 정보: 12절 (경보)를 참조하십시오

8절 조정7절 설치

유량, 산소 % 및 온도는 모두 전면 패널 중심의 설정 
제어 누름식 다이얼을 사용하여 조정할 수 있습니다.
8-1.  조정 모드에 들어가려면 설정 제어 누름식
 다이얼을 눌렀다가 놓습니다. 표시된 값이
 깜박이며 조정을 위해 선택되었음을 표시합니다.
 누름식 다이얼을 반복해서 누르면 유량, 산소 %,
 온도 간을 돌아가며 선택할 수 있습니다.
8-2. 선택된 변수를 변경하려면 원하는 값이 표시될
 때까지 누름식 다이얼을 회전합니다. 이 값을
 입력하고 다음 변수를 선택하려면 누름식 다이얼을
 다시 누릅니다.
8-3. 누름식 다이얼을 5초간 회전하지 않으면 장치가
 정상 작동 모드로 돌아갑니다. 조정 모드에 다시
 들어가려면 누름식 다이얼을 다시 누릅니다. 설정
 중 하나가 선택되고 표시된 값 중 하나가 깜박이지
 않는 경우에는 누름식 다이얼을 회전해도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설정에 대한 참고사항:
  • 가스 주입구 압력이 40 psi(276 kPa)보다 작으면
  지정된 전체 범위의 유량 및 산소 혼합 가스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Precision Flow™가 실제
  주입구 압력을 감지하고 도달 가능한 값의 범위를
  계산합니다. 조작자가 이 범위를 벗어난 값을 설정하려고 
  하면 경보가 울립니다.
 • 산소가 연결되지 않은 경우 혼합기 설정이 21%로 고정됩니다. 공기가 연결되지 

 않으면 설정이 100%로 고정됩니다. 조작자가 다른 값을 설정하려고 하면 신호음이 
 울립니다.

 • 고유량 카트리지가 설치된 경우 유량을 5 lpm 미만으로 설정할 수 없습니다.
 • 저유량 카트리지가 설치된 경우 유량을 8 lpm을 초과해 설정할 수 없습니다.
조정에 대한 참고사항:

• 유량 설정을 급속하게 변경한 후 순간적인 온도 변화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작동 준비 중에는 온도 디스플레이에 설정 값이 아니라 실제 온도가 표시됩니다.
• 작동 모드에서는 디스플레이에 유량, 산소 % 및 온도의 현재 설정 값이 표시됩니다.
• 설정 제어 누름식 다이얼은 속도에 민감합니다. 증가량이 클 때는 빠르게, 적을 때는 
느리게 회전하십시오.

• 전원을 끄면 장치는 기본 설정으로 돌아갑니다.

9절  환자와연결

9-1. 캐뉼라를 환자 전달 튜브의 끝에 놓기 전에 원하는 설정 온도에 도달할 때까지 
 기다립니다. 설정 온도에 도달하면 녹색으로 깜박이던 상태 LED가 
 계속 켜진 상태가 됩니다.
9-2. 수위, 온도 디스플레이, 가스 유량 및 산소 비율을 확인합니다.
9-3.   비강관이 콧구멍에 꽉 끼이지 않도록 환자에 맞게 캐뉼라의 크기를 조정합니다(콧구멍
 지름의 1/2).

작동/대기
버튼

설정제어누름식다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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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절 일회용환자회로교체9절 환자와연결
9-4. 환자에 적합한 크기의 캐뉼라와 카트리지를 전달 튜브에 부착합니다. 유량을 원하는 비율로
  조정하고 캐뉼라를 환자에게 맞춥니다. 유량 범위는 아래 표에 나와 있습니다.

10절 작동: 일반지침

10-1. 환자 전달 튜브 전체가 따뜻한지 점검하여 물이 기기 내에서 적절하게 순환되는지
  확인합니다. 물이 제대로 순환되는지 확신할 수 없으면 환자 전달 튜브의 기포가
  물 흐름을 가로막지 않는지 확인하십시오.
10-2. 환자 전달 튜브가 환자의 자세나 침대의 움직임에 의해 막히지 않는지 확인합니다.
 10-3. 환자의 피부와 접촉을 유지하고 캐뉼라의 노출된 부분이 침구류에 닿지 않도록 하여
  가열되지 않은 캐뉼라의 냉각을 최소화하기 위한 예방 조치를 취합니다.
10-4. 작동하는 동안 일회용 물 유로의 덮개를 밀어 닫습니다.
10-5. 주입구 가스 방출장치가 오염되었는지 확인하고 응축물이 있으면 밸브를 눌러 
  제거합니다.
10-6. 장치 뒷면의 통풍구가 막히지 않았는지 확인합니다.
10.7. 최적의 작동을 위해, 쉽게 디스플레이를 읽고 제어부에 손이 닿을 수 있는 
  거리(1m 미만)에 장치의 앞면을 마주 보고 섭니다.
참고: 유량이 5 lpm(저유량 카트리지) 미만이거나 10 lpm(고유량 카트리지) 미만인 경우 특정 
환경 조건에서 캐뉼라에 응축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응축 현상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5 lpm 미만의 유량을 사용할 경우 온도를 34°C보다 높게 설정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경고:
• Precision Flow™ 를 설치할 때는 항상 무균 방식(적절한 손 세척 및 연결점에

  대한 직접적인 손 접촉 금지 포함)을 따르고 환자에 배치할 때는 표준 예방 조치를
  따르십시오.
 • 캐뉼라가 환자의 콧구멍을 막아서는 안됩니다.
 • 비강 캐뉼라가 오염된 경우에는 교체하십시오.

참고:
  • 캐뉼라나 기타 인터페이스는 장치가 설정 온도에 도달한 경우(온도 디스플레이가    
  깜박임을 멈춘 경우)에만 환자에게 연결해야 합니다.
  • 장치가 작동을 준비하는 동안 환자 전달 튜브의 끝에 응축 물방울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정상적이며 몇 분 후 설정 온도에 도달하고 캐뉼라가 환자에   
  맞게 조정되면 사라집니다.
  • 코 주변에 일부 응축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높은 습도로 인해 코와    
  부비동에서 점액이 나올 수 있습니다. 환자에게 휴지를 제공하십시오.

일회용 물 유로, 카트리지 및 전달 튜브로 구성된 일회용 환자 회로는 단일 환자용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단일 환자에 최대 30일간 사용할 수 있지만 그 후에는 교체해야 
합니다.

 11-1. 작동/대기 버튼을 눌러 장치를 멈춥니다.
 11-2. 증류수에 연결된 물 주입구 튜브를 클램프로 잠급니다.
11-3. 도어를 앞쪽으로 밀어 일회용 물 유로가 노출되도록 합니다.

11-4. 일회용 환자 회로를 Precision Flow™ 장치 밖으로 들어올려 해당 지침에 따라 
 폐기합니다 .
11-5. 70-90% 이소프로필 알코올 천으로 도킹 스테이션을 닦습니다.

11-8. 일회용 환자 회로를 도킹 스테이션에 밀어넣고 슬라이딩 도어를 닫습니다.

11-9. IV 링겔대 고리에 새 증류수를 매답니다.

11-10. 물 주입구 튜브의 스파이크를 70-90% 이소프로필 알코올로 닦고 증류수의 스파이크 
 포트에 끼웁니다.

11-11. 장치를 다시 시작합니다.

경고:
 • 도킹 스테이션의 가열판과 일회용 물 유로는 뜨거울 수 있습니다!

• 일회용 부품을 취급할 때는 일반적인 예방 조치와 무균 방식을 
  사용해야 합니다.

주의:
• 도킹 스테이션의 센서 창을 긁거나 손상을 주지 말아야 합니다. 필요하면   

  알코올 천(70-90% 이소프로필 알코올)으로만 청소하십시오. 절대로
날카로운 도구, 연마용 세제, 표백제 또는 유기 용제를 사용하여 창을
청소하지 마십시오.

11-6. 새 카트리지, 전달 튜브 및 일회용 물 유로를 엽니다.

11-7. 카트리지를 7절 (설치)에 설명된 대로 물 유로에 설치합니다.

카트리지 캐뉼라유형 작동유량

고유량 성인 8-40 lpm

고유량 소아 5-20 lpm

저유량 미숙아, 신생아, 유아, 영유아 1-8 lpm

경고:
장치가 설정 온도에 도달할 때까지는(온도 디스플레이가 깜박임을 멈출 때까지는) 장치를 
절대 환자에게 연결하지 마십시오. 장치가 응축된 습기를 제거할 준비가 될 때까지 
기다림으로써 환자가 차갑거나 부분적으로 가습된 가스로 인해 불편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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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절 일회용환자회로교체9절 환자와연결
9-4. 환자에 적합한 크기의 캐뉼라와 카트리지를 전달 튜브에 부착합니다. 유량을 원하는 비율로
  조정하고 캐뉼라를 환자에게 맞춥니다. 유량 범위는 아래 표에 나와 있습니다.

10절 작동: 일반지침

10-1. 환자 전달 튜브 전체가 따뜻한지 점검하여 물이 기기 내에서 적절하게 순환되는지
  확인합니다. 물이 제대로 순환되는지 확신할 수 없으면 환자 전달 튜브의 기포가
  물 흐름을 가로막지 않는지 확인하십시오.
10-2. 환자 전달 튜브가 환자의 자세나 침대의 움직임에 의해 막히지 않는지 확인합니다.
 10-3. 환자의 피부와 접촉을 유지하고 캐뉼라의 노출된 부분이 침구류에 닿지 않도록 하여
  가열되지 않은 캐뉼라의 냉각을 최소화하기 위한 예방 조치를 취합니다.
10-4. 작동하는 동안 일회용 물 유로의 덮개를 밀어 닫습니다.
10-5. 주입구 가스 방출장치가 오염되었는지 확인하고 응축물이 있으면 밸브를 눌러 
  제거합니다.
10-6. 장치 뒷면의 통풍구가 막히지 않았는지 확인합니다.
10.7. 최적의 작동을 위해, 쉽게 디스플레이를 읽고 제어부에 손이 닿을 수 있는 
  거리(1m 미만)에 장치의 앞면을 마주 보고 섭니다.
참고: 유량이 5 lpm(저유량 카트리지) 미만이거나 10 lpm(고유량 카트리지) 미만인 경우 특정 
환경 조건에서 캐뉼라에 응축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응축 현상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5 lpm 미만의 유량을 사용할 경우 온도를 34°C보다 높게 설정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경고:
• Precision Flow™ 를 설치할 때는 항상 무균 방식(적절한 손 세척 및 연결점에

  대한 직접적인 손 접촉 금지 포함)을 따르고 환자에 배치할 때는 표준 예방 조치를
  따르십시오.
 • 캐뉼라가 환자의 콧구멍을 막아서는 안됩니다.
 • 비강 캐뉼라가 오염된 경우에는 교체하십시오.

참고:
  • 캐뉼라나 기타 인터페이스는 장치가 설정 온도에 도달한 경우(온도 디스플레이가    
  깜박임을 멈춘 경우)에만 환자에게 연결해야 합니다.
  • 장치가 작동을 준비하는 동안 환자 전달 튜브의 끝에 응축 물방울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정상적이며 몇 분 후 설정 온도에 도달하고 캐뉼라가 환자에   
  맞게 조정되면 사라집니다.
  • 코 주변에 일부 응축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높은 습도로 인해 코와    
  부비동에서 점액이 나올 수 있습니다. 환자에게 휴지를 제공하십시오.

일회용 물 유로, 카트리지 및 전달 튜브로 구성된 일회용 환자 회로는 단일 환자용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단일 환자에 최대 30일간 사용할 수 있지만 그 후에는 교체해야 
합니다.

 11-1. 작동/대기 버튼을 눌러 장치를 멈춥니다.
 11-2. 증류수에 연결된 물 주입구 튜브를 클램프로 잠급니다.
11-3. 도어를 앞쪽으로 밀어 일회용 물 유로가 노출되도록 합니다.

11-4. 일회용 환자 회로를 Precision Flow™ 장치 밖으로 들어올려 해당 지침에 따라 
 폐기합니다 .
11-5. 70-90% 이소프로필 알코올 천으로 도킹 스테이션을 닦습니다.

11-8. 일회용 환자 회로를 도킹 스테이션에 밀어넣고 슬라이딩 도어를 닫습니다.

11-9. IV 링겔대 고리에 새 증류수를 매답니다.

11-10. 물 주입구 튜브의 스파이크를 70-90% 이소프로필 알코올로 닦고 증류수의 스파이크 
 포트에 끼웁니다.

11-11. 장치를 다시 시작합니다.

경고:
 • 도킹 스테이션의 가열판과 일회용 물 유로는 뜨거울 수 있습니다!

• 일회용 부품을 취급할 때는 일반적인 예방 조치와 무균 방식을 
  사용해야 합니다.

주의:
• 도킹 스테이션의 센서 창을 긁거나 손상을 주지 말아야 합니다. 필요하면   

  알코올 천(70-90% 이소프로필 알코올)으로만 청소하십시오. 절대로
날카로운 도구, 연마용 세제, 표백제 또는 유기 용제를 사용하여 창을
청소하지 마십시오.

11-6. 새 카트리지, 전달 튜브 및 일회용 물 유로를 엽니다.

11-7. 카트리지를 7절 (설치)에 설명된 대로 물 유로에 설치합니다.

카트리지 캐뉼라유형 작동유량

고유량 성인 8-40 lpm

고유량 소아 5-20 lpm

저유량 미숙아, 신생아, 유아, 영유아 1-8 lpm

경고:
장치가 설정 온도에 도달할 때까지는(온도 디스플레이가 깜박임을 멈출 때까지는) 장치를 
절대 환자에게 연결하지 마십시오. 장치가 응축된 습기를 제거할 준비가 될 때까지 
기다림으로써 환자가 차갑거나 부분적으로 가습된 가스로 인해 불편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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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절  경보12절 경보
장치의 결함 상태는 전면 패널에 표시되는 아이콘 및 신호음에 의해 표시됩니다.

• 다르게 표시되지 않는 한 결함 상태가 해결되면 경보가 자동으로 사라집니다.

• 묵음 버튼을 사용하여 우선순위가 낮은 경보는 2분간, 우선 순위가 중간인 경보는 20초간   
끌 수 있습니다(튜브 막힘 경보 제외, 이 경보는 경보가 재설정되는 5초 이하 동안만 끌 수 
있습니다). 일반 결함 경보는 끌 수 없습니다.

• 산소 공급 가스 압력이 지정된 범위를 벗어난 경우를 제외하고는 경보 상태에서도 가스 
흐름이 계속됩니다.

• 묵음 버튼 위의 노란색 LED는 하나 이상의 경보가 묵음 상태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참고: 일회용 환자 회로를 제거하기 전에 장치를 대기 모드로 전환하십시오.

경보음 우선순위

• 중간 우선순위 경보는 즉각적인 주목이 필요하며 빠르게 간헐적인    
  소리(빠른 3회의 삐 소리)를 냅니다.
  • 낮은 우선순위 경보는 가능한 한 상당히 빠른 시간 안에 주목이 필요하며 
  불규칙적으로 간헐적인 소리(느린 2회의 삐 소리)를 냅니다.
중간 및 낮은 경보 외에 Precision Flow™ 는 다음과 같은 신호음을 냅니다.
  • 장치가 작동 모드에서 대기 모드로 전환할 때는 둔탁한 소리를 한 번 냅니다

  • 제어 설정 누름식 다이얼을 누를 때는 항상 높은 음역의 삐 소리를 한 번 냅니다

  • 변경할 수 없는 설정을 변경하려고 하거나 경보 상태로 인해 작동 모드에 들어갈 수 없는  
  경우 낮은 음역의 윙윙거리는 소리를 냅니다

  • 일회용 물 유로를 테스트하는 동안에는 1회의 삐 소리가 천천히 반복적으로 울립니다

경보 표

유량디스플레이(리터/분)                산소 % 

배터리 부족
또는 충전 중

일회용 물 유로 결함
또는 부재

저유량
카트리지 설치됨

카트리지
경보

고유량
카트리지 설치됨

가스 공급

튜브
막힘

물 부족

일반
결함

온도 디스플레이(°C)

경보아이콘 신호음 표시내용 원인 조치
일반 결함
(깜박임)

중간 우선순위
끌 수 없음

센서 또는 제
어 시스템의 오
작동 

내부 부품 결함 사용자가 수정할 수 없
음: 환자 연결을 중단
합니다. 장치를 끄고 
수리를 요청합니다. 

일반 결함
(깜박임)
산소 %는 대시 
(- -)로 표시됨

중간 우선순위
끌 수 없음

산소 센서 결함 산소 센서가 고
갈되거나 결함이 
있음

장치를 꺼서 재설정합
니다. 산소 센서를 교
체합니다. 장치를 다시 
시작합니다.

튜브 막힘 
(깜박임) 

중간 우선순위
재설정 시간 중
에만 잠시 꺼짐

높은 역압(back 
pressure)

캐뉼라/전달 튜브
가 막히거나 꼬이
고, 캐뉼라가 유
량에 맞지 않거
나 DPC가 잘못 
장착됨

장애물을 치우거나, 캐
뉼라 유형을 확인하거
나 DPC를 다시 설치
합니다. 

물 부족
(깜박임)

중간 우선순위 일회용 물 유로
에 물이 없음. 가
열이나 물 순환 
없이 가스 흐름
이 계속됩니다.

증류수가 없거
나 주입구 튜브가 
막힘.

환자 연결을 중단합니
다.  증류수 백을 교체
하거나 주입구 튜브를 
똑바로 폅니다. 장치를 
다시 시작합니다.

일회용 
물 유로 
(깜박임)

중간 우선순위 일회용 물 유로
에 결함이 있거
나 감지되지 않
음. 장치가 작동
하지 않습니다.

일회용 물 유로에 
결함이 있거나, 
제대로 장착되지 
않거나 설치되지 
않음.  

일회용 물 유로가 설치
된 경우 꺼냈다가 다시 
끼워 감지기를 재설정
합니다.

배터리
충전 중
(계속 켜짐)

없음 내부 예비 배터리가 완전히 충전되지 않았습니다. 정전이 
발생할 경우 장치는 지정된 시간 중 일부 동안만 배터리를 
사용하여 작동합니다.  아무 조치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배터리 
(깜박임)

중간 우선순위 장치가 배터리 
모드에서 작동 
중입니다.  열이
나 물 순환 없
이 가스 흐름과 
혼합이 계속됩
니다.

AC 전원 공급이 
중단되었습니다.

AC 전원을 다시 연결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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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절  경보12절 경보
장치의 결함 상태는 전면 패널에 표시되는 아이콘 및 신호음에 의해 표시됩니다.

• 다르게 표시되지 않는 한 결함 상태가 해결되면 경보가 자동으로 사라집니다.

• 묵음 버튼을 사용하여 우선순위가 낮은 경보는 2분간, 우선 순위가 중간인 경보는 20초간   
끌 수 있습니다(튜브 막힘 경보 제외, 이 경보는 경보가 재설정되는 5초 이하 동안만 끌 수 
있습니다). 일반 결함 경보는 끌 수 없습니다.

• 산소 공급 가스 압력이 지정된 범위를 벗어난 경우를 제외하고는 경보 상태에서도 가스 
흐름이 계속됩니다.

• 묵음 버튼 위의 노란색 LED는 하나 이상의 경보가 묵음 상태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참고: 일회용 환자 회로를 제거하기 전에 장치를 대기 모드로 전환하십시오.

경보음 우선순위

• 중간 우선순위 경보는 즉각적인 주목이 필요하며 빠르게 간헐적인    
  소리(빠른 3회의 삐 소리)를 냅니다.
  • 낮은 우선순위 경보는 가능한 한 상당히 빠른 시간 안에 주목이 필요하며 
  불규칙적으로 간헐적인 소리(느린 2회의 삐 소리)를 냅니다.
중간 및 낮은 경보 외에 Precision Flow™ 는 다음과 같은 신호음을 냅니다.
  • 장치가 작동 모드에서 대기 모드로 전환할 때는 둔탁한 소리를 한 번 냅니다

  • 제어 설정 누름식 다이얼을 누를 때는 항상 높은 음역의 삐 소리를 한 번 냅니다

  • 변경할 수 없는 설정을 변경하려고 하거나 경보 상태로 인해 작동 모드에 들어갈 수 없는  
  경우 낮은 음역의 윙윙거리는 소리를 냅니다

  • 일회용 물 유로를 테스트하는 동안에는 1회의 삐 소리가 천천히 반복적으로 울립니다

경보 표

유량디스플레이(리터/분)                산소 % 

배터리 부족
또는 충전 중

일회용 물 유로 결함
또는 부재

저유량
카트리지 설치됨

카트리지
경보

고유량
카트리지 설치됨

가스 공급

튜브
막힘

물 부족

일반
결함

온도 디스플레이(°C)

경보아이콘 신호음 표시내용 원인 조치
일반 결함
(깜박임)

중간 우선순위
끌 수 없음

센서 또는 제
어 시스템의 오
작동 

내부 부품 결함 사용자가 수정할 수 없
음: 환자 연결을 중단
합니다. 장치를 끄고 
수리를 요청합니다. 

일반 결함
(깜박임)
산소 %는 대시 
(- -)로 표시됨

중간 우선순위
끌 수 없음

산소 센서 결함 산소 센서가 고
갈되거나 결함이 
있음

장치를 꺼서 재설정합
니다. 산소 센서를 교
체합니다. 장치를 다시 
시작합니다.

튜브 막힘 
(깜박임) 

중간 우선순위
재설정 시간 중
에만 잠시 꺼짐

높은 역압(back 
pressure)

캐뉼라/전달 튜브
가 막히거나 꼬이
고, 캐뉼라가 유
량에 맞지 않거
나 DPC가 잘못 
장착됨

장애물을 치우거나, 캐
뉼라 유형을 확인하거
나 DPC를 다시 설치
합니다. 

물 부족
(깜박임)

중간 우선순위 일회용 물 유로
에 물이 없음. 가
열이나 물 순환 
없이 가스 흐름
이 계속됩니다.

증류수가 없거
나 주입구 튜브가 
막힘.

환자 연결을 중단합니
다.  증류수 백을 교체
하거나 주입구 튜브를 
똑바로 폅니다. 장치를 
다시 시작합니다.

일회용 
물 유로 
(깜박임)

중간 우선순위 일회용 물 유로
에 결함이 있거
나 감지되지 않
음. 장치가 작동
하지 않습니다.

일회용 물 유로에 
결함이 있거나, 
제대로 장착되지 
않거나 설치되지 
않음.  

일회용 물 유로가 설치
된 경우 꺼냈다가 다시 
끼워 감지기를 재설정
합니다.

배터리
충전 중
(계속 켜짐)

없음 내부 예비 배터리가 완전히 충전되지 않았습니다. 정전이 
발생할 경우 장치는 지정된 시간 중 일부 동안만 배터리를 
사용하여 작동합니다.  아무 조치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배터리 
(깜박임)

중간 우선순위 장치가 배터리 
모드에서 작동 
중입니다.  열이
나 물 순환 없
이 가스 흐름과 
혼합이 계속됩
니다.

AC 전원 공급이 
중단되었습니다.

AC 전원을 다시 연결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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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보아이콘 신호음 표시내용 원인 조치

카트리지 결함 중간 우선
순위

카트리지 및/또는 
DPC가 감지되지 
않음. 장치가 작동
하지 않습니다.

작동 모드: 결함
이 발생한 센서
나 카트리지가 
감지되지 않음.

환자 연결을 중단합니다. 일회
용 환자 회로를 제거합니다. 카
트리지 설치를 확인합니다.  센
서 창이 깨끗한지 확인합니다. 

낮은 우선
순위

물 순환 내 기포.  
장치가 작동을 계
속합니다.

카트리지 섬유를 
통해 과도한 가
스 방출.

환자 연결을 중단합니다. 장치
를 끕니다. 물 유로, 카트리지 
및 전달 튜브를 포함한 일회용 
환자 회로를 교체합니다.

없음 카트리지 및/또는 
DPC가 감지되지 
않음. 

대기 모드: 카트
리지 없음.

일회용 환자 회로를 제거합
니다. 카트리지 설치를 확인
합니다. 

카트리지 유형 없음 설치된 카트리지의 유형(저유량 또는 고유량)을 나타냅니다.  경보
가 아님.

가스 공급(깜박임)
가스 공급(계속 켜진
상태로 표시되고 유량 
숫자 
디스플레이가 
깜박임)

중간 우선
순위

가스 공급 압력이 
4-85 psi(28-586 
kPa) 범위를 벗어
남. 장치가 작동하
지 않습니다.

가스 공급장치 
연결이 중단되었
거나 가스가 모
두 소모되었습
니다.

가스 공급장치를 확인하고 필
요한 경우 수정합니다.

중간 우선
순위

현재 가스 공급장
치에서 선택된 유
량을 제공할 수 없
습니다.

주입구 가스 압
력이 선택된 유
량에 비해 너무 
낮음.

가스 압력을 높이거나 유량 설
정을 낮춥니다.

온도 디스플레이에 대
시(- - )가 
 깜박이고 
일반 결함 
아이콘이 
표시됨

중간 우선
순위
끌 수 부
재

온도가 범위를 벗
어남. 

과열 또는 온도 
센서 오작동. 

사용자가 수정할 수 없음: 환자 
연결을 중단합니다. 장치를 끄
고 수리를 요청합니다.

온도 숫자 디스플레이
가 깜박임 

없음 설정 온도보다 2° 
높음

사용자가 이
전 온도보다 훨
씬 낮은 설정 온
도를 입력했습
니다.

경보를 끄고 온도가 떨어질 때
까지 기다립니다. 

설정 온도보다 2° 
낮음

증류수 교체 후 
수온이 너무 
낮음.

경보를 끄고 온도가 올라갈 때
까지 기다립니다. 

13절 작동 종료

13-1. 작동/대기 버튼을 눌러 장치를 멈춥니다. 장치가 대기 모드에 들어갑니다.

13-2. 물 주입구 튜브를 클램프로 잠금니다.

13-3. 슬라이딩 도어를 열고 일회용 물 유로를 도킹 스테이션 밖으로 밀어 올려 부착된 카트리지  
 및 전달 튜브와 함께 제거합니다.

13-4. 모든 일회용품을 병원 지침에 따라 폐기합니다.

13-5. AC 전원에서 장치 연결을 끊습니다.

참고: Precision FlowTM 에는 켬/끔 스위치가 없습니다. 장치의 전원 플러그를 벽면 소켓에 꽂아 
배터리를 완전히 충전된 상태로 유지하십시오.

12절  경보
경보표

14절 정기 점검

참고: 내부 예비 배터리는 정기 점검이 필요하지 않으며 사용자가 접근할 수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Vapotherm에 문의하십시오.

14.a 산소 센서

산소 센서(부품 번호 3003011)는 매년 교체해야 합니다. 산소 센서는 장치 뒷면의 패널을 
떼어 내면 접근할 수 있으며 사용자나 생체의학 엔지니어가 몇 분 안에 교체할 수 있습니다. 
Vapotherm에서 승인한 부품만 사용하십시오.

산소 센서를 교체하려면:
1. 접근 패널에서 고정 나사 3개를 제거합니다. 
 패널을 장치 밖으로 당겨 뺍니다.

2. 케이블 커넥터를 분리합니다. 펜치로 잡고 뒤쪽으로   
 똑바로 당깁니다.

3. 센서 본체를 돌려 틀에서 분리합니다. 새 센서를   
 삽입하고 다시 조여줍니다.

4. 케이블을 연결하고 덮개를 다시 끼웁니다. 나사를 지나치게  
 조이지 마십시오.

5. 라벨을 붙여 유효기한을 표시합니다.

일반 결함 경보: 온도, 가스 흐름 및 산소 비율의 제어 또는 측정 시스템에 결함이 
발생하는 경우 일반 결함 경보가 이 아이콘으로 표시됩니다. 장치는 대기 모드로 
전환될 때까지 결함이 발생한 상태에서 가스 전달을 계속합니다. 산소 센서를 
교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장치는 공인 서비스 시설에서만 수리해야 합니다. 일반 
결함 경보는 묵음 버튼을 사용하여 끌 수 없습니다. 재설정하려면 AC 전원에서 장치 
연결을 끊은 후 작동/대기 버튼을 누르십시오.

주의: 완전히 충전된 배터리도 장치가 몇 주간 AC 전원에 연결되지 않은 경우에는 
방전됩니다. 배터리를 충전 상태로 유지하려면 장치를 한 달에 2시간 이상 AC 
전원에 연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의: 센서는 손을 사용하여 고정해야 합니다. 도구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산소 센서 접근 패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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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보아이콘 신호음 표시내용 원인 조치

카트리지 결함 중간 우선
순위

카트리지 및/또는 
DPC가 감지되지 
않음. 장치가 작동
하지 않습니다.

작동 모드: 결함
이 발생한 센서
나 카트리지가 
감지되지 않음.

환자 연결을 중단합니다. 일회
용 환자 회로를 제거합니다. 카
트리지 설치를 확인합니다.  센
서 창이 깨끗한지 확인합니다. 

낮은 우선
순위

물 순환 내 기포.  
장치가 작동을 계
속합니다.

카트리지 섬유를 
통해 과도한 가
스 방출.

환자 연결을 중단합니다. 장치
를 끕니다. 물 유로, 카트리지 
및 전달 튜브를 포함한 일회용 
환자 회로를 교체합니다.

없음 카트리지 및/또는 
DPC가 감지되지 
않음. 

대기 모드: 카트
리지 없음.

일회용 환자 회로를 제거합
니다. 카트리지 설치를 확인
합니다. 

카트리지 유형 없음 설치된 카트리지의 유형(저유량 또는 고유량)을 나타냅니다.  경보
가 아님.

가스 공급(깜박임)
가스 공급(계속 켜진
상태로 표시되고 유량 
숫자 
디스플레이가 
깜박임)

중간 우선
순위

가스 공급 압력이 
4-85 psi(28-586 
kPa) 범위를 벗어
남. 장치가 작동하
지 않습니다.

가스 공급장치 
연결이 중단되었
거나 가스가 모
두 소모되었습
니다.

가스 공급장치를 확인하고 필
요한 경우 수정합니다.

중간 우선
순위

현재 가스 공급장
치에서 선택된 유
량을 제공할 수 없
습니다.

주입구 가스 압
력이 선택된 유
량에 비해 너무 
낮음.

가스 압력을 높이거나 유량 설
정을 낮춥니다.

온도 디스플레이에 대
시(- - )가 
 깜박이고 
일반 결함 
아이콘이 
표시됨

중간 우선
순위
끌 수 부
재

온도가 범위를 벗
어남. 

과열 또는 온도 
센서 오작동. 

사용자가 수정할 수 없음: 환자 
연결을 중단합니다. 장치를 끄
고 수리를 요청합니다.

온도 숫자 디스플레이
가 깜박임 

없음 설정 온도보다 2° 
높음

사용자가 이
전 온도보다 훨
씬 낮은 설정 온
도를 입력했습
니다.

경보를 끄고 온도가 떨어질 때
까지 기다립니다. 

설정 온도보다 2° 
낮음

증류수 교체 후 
수온이 너무 
낮음.

경보를 끄고 온도가 올라갈 때
까지 기다립니다. 

13절 작동 종료

13-1. 작동/대기 버튼을 눌러 장치를 멈춥니다. 장치가 대기 모드에 들어갑니다.

13-2. 물 주입구 튜브를 클램프로 잠금니다.

13-3. 슬라이딩 도어를 열고 일회용 물 유로를 도킹 스테이션 밖으로 밀어 올려 부착된 카트리지  
 및 전달 튜브와 함께 제거합니다.

13-4. 모든 일회용품을 병원 지침에 따라 폐기합니다.

13-5. AC 전원에서 장치 연결을 끊습니다.

참고: Precision FlowTM 에는 켬/끔 스위치가 없습니다. 장치의 전원 플러그를 벽면 소켓에 꽂아 
배터리를 완전히 충전된 상태로 유지하십시오.

12절  경보
경보표

14절 정기 점검

참고: 내부 예비 배터리는 정기 점검이 필요하지 않으며 사용자가 접근할 수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Vapotherm에 문의하십시오.

14.a 산소 센서

산소 센서(부품 번호 3003011)는 매년 교체해야 합니다. 산소 센서는 장치 뒷면의 패널을 
떼어 내면 접근할 수 있으며 사용자나 생체의학 엔지니어가 몇 분 안에 교체할 수 있습니다. 
Vapotherm에서 승인한 부품만 사용하십시오.

산소 센서를 교체하려면:
1. 접근 패널에서 고정 나사 3개를 제거합니다. 
 패널을 장치 밖으로 당겨 뺍니다.

2. 케이블 커넥터를 분리합니다. 펜치로 잡고 뒤쪽으로   
 똑바로 당깁니다.

3. 센서 본체를 돌려 틀에서 분리합니다. 새 센서를   
 삽입하고 다시 조여줍니다.

4. 케이블을 연결하고 덮개를 다시 끼웁니다. 나사를 지나치게  
 조이지 마십시오.

5. 라벨을 붙여 유효기한을 표시합니다.

일반 결함 경보: 온도, 가스 흐름 및 산소 비율의 제어 또는 측정 시스템에 결함이 
발생하는 경우 일반 결함 경보가 이 아이콘으로 표시됩니다. 장치는 대기 모드로 
전환될 때까지 결함이 발생한 상태에서 가스 전달을 계속합니다. 산소 센서를 
교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장치는 공인 서비스 시설에서만 수리해야 합니다. 일반 
결함 경보는 묵음 버튼을 사용하여 끌 수 없습니다. 재설정하려면 AC 전원에서 장치 
연결을 끊은 후 작동/대기 버튼을 누르십시오.

주의: 완전히 충전된 배터리도 장치가 몇 주간 AC 전원에 연결되지 않은 경우에는 
방전됩니다. 배터리를 충전 상태로 유지하려면 장치를 한 달에 2시간 이상 AC 
전원에 연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의: 센서는 손을 사용하여 고정해야 합니다. 도구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산소 센서 접근 패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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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절  정기 점검

14.b 가스 필터 및 방출장치

주입구 가스 필터는 6개월마다 교체하는 것이 좋습니다.

필터 구성품을 교체하려면:

1. 방출장치 용기를 돌려 필터 구성품이 노출되도록 합니다.

2. 검은색 리테이닝 코어를 돌려 필터 부품을 분리합니다.

3. 오래된 필터 구성품을 당겨서 제거합니다. 새 구성품을 
 검은색 플라스틱 리테이닝 코어에 대고 눌러 설치합니다.
 V apotherm에서 승인한 부품만 사용하십시오. 알루미늄 
 와셔를 코어의 나사 단부 쪽 위에 맞춥니다.

4. 조립된 필터 구성품을 하우징에 돌려 끼웁니다. O 링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투명한 플라스틱 방출장치 
 용기를 교체합니다.

14.c 퓨즈

간선 퓨즈(GMA 2개 - 3A F250 V, 5 x 20mm)는 전원 코드 주입구 옆에 위치해 있습니다. 퓨즈에 
접근하려면 작은 일자 드라이버를 사용하여 퓨즈 칸막이 도어를 돌려 엽니다.

처음 3년의 서비스 기간에는 다른 정기 점검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사용자가 점검할 수 있는 
다른 부품은 없습니다. 내부 센서는 자가 보정을 실행합니다. 자가 보정에 실패하면 수리가 
필요한 일반 결함 상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15절  세척 및 소독

환자 회로 전체가 일회용이며 소독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일회용 물 유로를 위한 도킹 
스테이션을 포함하여 본체는 사용 후 70-90% 이소프로필 알코올 천으로 닦아야 합니다. 
Precision FlowTM 를 세척하고 소독할 때는 전원 플러그를 뽑으십시오.

참고: 도킹 스테이션의 투명 센서 포트는 깨끗해야 합니다. 센서가 명확한 신호를 수신하지 
않으면 장치가 작동하지 않습니다.

16절  사양

물리적특징

치수:
 높이 300mm, 너비 200mm, 깊이 180mm(IV 링겔대 클램프 및 가스 필터 제외).
 

무게:
 5.4 Kg(일회용 환자 회로 제외)

 순환되는 물의 부피:
 약 400 ml(전달 튜브 및 카트리지 포함).
 설치:
 뒷면에 장착된 클램프는 최대 38mm 지름의 IV 링겔대에 적합합니다.
 가스 연결부:
 상호 교체 사용이 불가한 의료용 공기 및 산소용 표준 DISS 이음쇠.
퓨즈: GMA 3A F250 V 5mm x 20mm (2개)

시스템 요구사항

전원:
 100-240VAC, 50-60Hz, 작동 준비 시 약 200VA, 안정된 상태에서 약 80VA
 (유량 및 온도에 따라 다름).

예비 전원:
 4.8V 니켈 금속 수산화물 AA 배터리 (4개, 사용자 교체 불가).

가스 공급:
 주입구 압력이 4 - 85 psi(28-586 KPa)에 해당하는 의료용 공기 및 산소.

참고: 40 psi(276 kPa) 이상의 주입구 압력에서 두 가스가 모두 존재하는 경우에만 전체
 범위의 유량과 산소 비율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물:
 밀폐 용기에 미리 채워진 증류수.

성능

 온도:
 범위: 전달 튜브의 출구에서 33 - 43°C, 조정 가능
 전환단위: 1°C
 정확도: ± 2°C
 작동 준비 시간:
 설정 온도 33°C ± 2°C에서 5분 미만(대기 온도 23°C)
 가습:
 ISO8185-2007 의료용 호흡관 가습기, 101절을 준수함

 산소 비율:
 범위: 21 - 100% 산소
 정확도: ± 2%
 전환단위: 1%

주의: 방출장치 용기는 제대로 장착된 하우징 및 O 링에 
단단하게 고정해야 가스 누출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주의: 사용 중에는, 방출장치 용기가 그림과 같이 (유리 면이 
아래를 향하도록 하여) 수직 방향이어야 합니다.

주의: 표백제, 유기 용제 또는 연마용 세제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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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절  정기 점검

14.b 가스 필터 및 방출장치

주입구 가스 필터는 6개월마다 교체하는 것이 좋습니다.

필터 구성품을 교체하려면:

1. 방출장치 용기를 돌려 필터 구성품이 노출되도록 합니다.

2. 검은색 리테이닝 코어를 돌려 필터 부품을 분리합니다.

3. 오래된 필터 구성품을 당겨서 제거합니다. 새 구성품을 
 검은색 플라스틱 리테이닝 코어에 대고 눌러 설치합니다.
 V apotherm에서 승인한 부품만 사용하십시오. 알루미늄 
 와셔를 코어의 나사 단부 쪽 위에 맞춥니다.

4. 조립된 필터 구성품을 하우징에 돌려 끼웁니다. O 링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투명한 플라스틱 방출장치 
 용기를 교체합니다.

14.c 퓨즈

간선 퓨즈(GMA 2개 - 3A F250 V, 5 x 20mm)는 전원 코드 주입구 옆에 위치해 있습니다. 퓨즈에 
접근하려면 작은 일자 드라이버를 사용하여 퓨즈 칸막이 도어를 돌려 엽니다.

처음 3년의 서비스 기간에는 다른 정기 점검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사용자가 점검할 수 있는 
다른 부품은 없습니다. 내부 센서는 자가 보정을 실행합니다. 자가 보정에 실패하면 수리가 
필요한 일반 결함 상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15절  세척 및 소독

환자 회로 전체가 일회용이며 소독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일회용 물 유로를 위한 도킹 
스테이션을 포함하여 본체는 사용 후 70-90% 이소프로필 알코올 천으로 닦아야 합니다. 
Precision FlowTM 를 세척하고 소독할 때는 전원 플러그를 뽑으십시오.

참고: 도킹 스테이션의 투명 센서 포트는 깨끗해야 합니다. 센서가 명확한 신호를 수신하지 
않으면 장치가 작동하지 않습니다.

16절  사양

물리적특징

치수:
 높이 300mm, 너비 200mm, 깊이 180mm(IV 링겔대 클램프 및 가스 필터 제외).
 

무게:
 5.4 Kg(일회용 환자 회로 제외)

 순환되는 물의 부피:
 약 400 ml(전달 튜브 및 카트리지 포함).
 설치:
 뒷면에 장착된 클램프는 최대 38mm 지름의 IV 링겔대에 적합합니다.
 가스 연결부:
 상호 교체 사용이 불가한 의료용 공기 및 산소용 표준 DISS 이음쇠.
퓨즈: GMA 3A F250 V 5mm x 20mm (2개)

시스템 요구사항

전원:
 100-240VAC, 50-60Hz, 작동 준비 시 약 200VA, 안정된 상태에서 약 80VA
 (유량 및 온도에 따라 다름).

예비 전원:
 4.8V 니켈 금속 수산화물 AA 배터리 (4개, 사용자 교체 불가).

가스 공급:
 주입구 압력이 4 - 85 psi(28-586 KPa)에 해당하는 의료용 공기 및 산소.

참고: 40 psi(276 kPa) 이상의 주입구 압력에서 두 가스가 모두 존재하는 경우에만 전체
 범위의 유량과 산소 비율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물:
 밀폐 용기에 미리 채워진 증류수.

성능

 온도:
 범위: 전달 튜브의 출구에서 33 - 43°C, 조정 가능
 전환단위: 1°C
 정확도: ± 2°C
 작동 준비 시간:
 설정 온도 33°C ± 2°C에서 5분 미만(대기 온도 23°C)
 가습:
 ISO8185-2007 의료용 호흡관 가습기, 101절을 준수함

 산소 비율:
 범위: 21 - 100% 산소
 정확도: ± 2%
 전환단위: 1%

주의: 방출장치 용기는 제대로 장착된 하우징 및 O 링에 
단단하게 고정해야 가스 누출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주의: 사용 중에는, 방출장치 용기가 그림과 같이 (유리 면이 
아래를 향하도록 하여) 수직 방향이어야 합니다.

주의: 표백제, 유기 용제 또는 연마용 세제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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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절 사양 부록  

신호음 특성성능
유량:

표준 요건

다음 표준을 따르도록 설계됨:
 IEC 60601-1
 UL60601-01
 CSA C.22.2/No. 601.1
 AS/NZS 3200.1.2
 EN60601-1
 ISO 8185
 ISO 11185
 IST A-2A

환경 요건

 작동시

 대기 온도: 18-30°C
 대기 상대 습도: 0-90% RH 비응축

 대기 압력: 표준 대기 – 고압 조건에서는 사용되지 않음

 보관 및 운반시

 대기 온도: -10 - +50°C
 대기 상대 습도: 20-90% RH

경보음 압력 범위

 중간 우선순위 경보
 47 dB(장비에서 1m 거리에서 측정) 

 낮은 우선순위 경보
 45 dB(장비에서 1m 거리에서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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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2500MHz @ 3 V/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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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 61000-4-5:1995, +A1:2001 

 
 

 
EN 61000-4-6: 1996, +A1:2001 

0.15-80MHz @ 3Vrms, 
 

 
EN 61000-4-8: 1993, +A1:2001  

 
EN 61000-4-11: 2004  

Precision Flow™  Precision Flow™

부록

소프트웨어 작동 모드

위 그림에는 장치의 작동 모드가 설명되어 있습니다.

 • AC 전원에 연결 즉시 Precision Flow™  작동장치의 적절한 기능을 확인하기 위해
  POST(Power-On Self Test)가 실행됩니다.

 • POST가 성공적으로 완료되면 장치는 테스트가 실패하여 시스템이 경보를 발생하고 
  결함 모드에 들어가 시작할 수 없는 경우가 아닌 한 대기 모드에 들어갑니다.

 • 작동/대기 버튼을 누르면 Precision Flow™  가 대기 모드에서 작동 모드로
  들어갑니다. 정상 작동이 시작됩니다. 펌프, 가열기 및 가스 흐름 비율 제어 
  시스템이 시작됩니다. 센서와 경보가 활성화되고 유량, 온도 및 산소 %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 대기 모드로 돌아가려면 작동/대기 버튼을 다시 누릅니다.

 • 장치가 작동 모드에 있을 때 AC 전원 공급이 중단되면 배터리 모드에 들어갑니다. 
  배터리가 완전히 충전되어 있으면 가스 혼합 및 계량이 15분 이상 계속되지만 물은 
  순환되거나 가열되지 않습니다. 배터리가 방전되면 장치가 전원 끔 모드에
  들어갑니다. 

 • 장치가 대기 모드에 있을 때 AC 전원 공급이 중단되면 장치가 전원 끔 모드에 들어갑니다.

 • 장치가 배터리 모드에 있을 때 작동/대기 버튼을 누르면 장치가 전원 끔 모드에 
  들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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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

Vapotherm은 제품이 최초 구입자("고객")가 제품을 구입한 날로부터 1년간 각 제품과 함께 

제공되는 적절한 공식 사용 지침("지침")에 기술된 사양을 충족한다는 것을 명시적으로 

보증합니다. 이 보증에 대한 유일한 구제책은 Vapotherm이 자사의 선택에 따라 결함이 있는 

제품의 일부 또는 전체를 고객의 비용을 들이지 않고 수리하거나 교체하는 것입니다. 

Vapotherm은 고객이 제품을 구입한 날로부터 3개월 안에 이러한 제품이 운송되는 한, 해당 

제품의 일부 또는 전체를 수리하거나 교체하는 데 필요한 모든 운송 비용을 지불합니다. 그 

이후에는 고객이 운송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이 보증은 제품과 함께 제공되는 환자 순환장치나 

호스에 적용되지 않으며 제품의 남용이나 오용, 무단 수리로 인한 손상은 보증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 보증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Vapotherm 또는 Vapotherm 공인 서비스 센터에서만 

제품을 수리해야 합니다. Vapotherm 또는 Vapotherm 공인 서비스 센터가 아닌 다른 사람이 

제품을 열거나, 다른 방식으로 무단 변경하거나, 수리를 시도하는 경우 또는 교육을 받고 

정식으로 자격을 갖춘 의료 직원이 아닌 다른 사람이 제품을 작동하는 경우 여기에 기술된 보증이 

무효화됩니다.

[4.1] 절에 명시적으로 기술된 경우를 제외하고 VAPOTHERM은 이 계약과 관련하여 

VAPOTHERM에 의해 또는 다른 방식으로 제공되는 제품 또는 기타 품목에 대해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이거나, 법률적이거나 다른 방식의 어떠한 보증도 하지 않으며, 상품성 또는 특정 

목적에의 적합성에 대한 보증을 포함하여 이에 국한되지 않고 어떠한 다른 형태의 보증도 

이로써 명시적으로 부인합니다. 여기에 기술된 보증은 배타적이며 법률에 의해 제공되는 기타 

모든 보증을 대신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연락처에 
문의하십시오.

Vapotherm Inc.
198 Log Canoe Circle
Stevensville, MD 21666
USA.

전화: 410-604-3977
팩스: 410-604-3978
www.vtherm.com

RMS – UK Limited
28 Trinity Road
Nailsea, Somerset
BS484NU England

전화: +44-1275-85-88-91
팩스: +44-1275-85-88-91



30 페이지  2011/10/11        3003323 A 개정판 신규 PF    SKOIM 2010/08/13        3003323 개정판 신규 PF    SKOIM  31 페이지

보증

Vapotherm은 제품이 최초 구입자("고객")가 제품을 구입한 날로부터 1년간 각 제품과 함께 
제공되는 적절한 공식 사용 지침("지침")에 기술된 사양을 충족한다는 것을 명시적으로 
보증합니다. 이 보증에 대한 유일한 구제책은 Vapotherm이 자사의 선택에 따라 결함이 있는 
제품의 일부 또는 전체를 고객의 비용을 들이지 않고 수리하거나 교체하는 것입니다.
Vapotherm은 고객이 제품을 구입한 날로부터 3개월 안에 이러한 제품이 운송되는 한, 해당 
제품의 일부 또는 전체를 수리하거나 교체하는 데 필요한 모든 운송 비용을 지불합니다. 그 
이후에는 고객이 운송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이 보증은 제품과 함께 제공되는 환자 회로나 
호스에 적용되지 않으며 제품의 남용이나 오용, 무단 수리로 인한 손상은 보증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 보증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Vapotherm 또는 Vapotherm 공인 서비스 센터에서만 
제품을 수리해야 합니다. Vapotherm 또는 Vapotherm 공인 서비스 센터가 아닌 다른 사람이 
제품을 열거나, 다른 방식으로 무단 변경하거나, 수리를 시도하는 경우 또는 교육을 받고 
정식으로 자격을 갖춘 의료 직원이 아닌 다른 사람이 제품을 작동하는 경우 여기에 기술된 보증이 
무효화됩니다.

[4.1] 절에 명시적으로 기술된 경우를 제외하고 VAPOTHERM은 이 계약과 관련하여 
VAPOTHERM에 의해 또는 다른 방식으로 제공되는 제품 또는 기타 품목에 대해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이거나, 법률적이거나 다른 방식의 어떠한 보증도 하지 않으며, 상품성 또는 특정 
목적에의 적합성에 대한 보증을 포함하여 이에 국한되지 않고 어떠한 다른 형태의 보증도 
이로써 명시적으로 부인합니다. 여기에 기술된 보증은 배타적이며 법률에 의해 제공되는 기타 
모든 보증을 대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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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 Log Canoe Circle
Stevensville, MD 21666
USA.

전화: 410-604-3977
팩스: 410-604-3978

www.vther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