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P SleepStyle 부속품의 강도 높은 살균
장치를 여러 환자에게 사용할 경우에는 높은 수준의 소독 과 세척이 필요합니다. 여러 환자에게 사용한 후에는 반드시
아래의 가이드에 따라 세척 및 높은 수준의 살균 처리 하여 재 사용 하여야 합니다.
살균 전 세척 지침
1. 약한 세제를 사용하여 깨끗하고 젖은(물이 떨어지지 않는) 천과 따뜻한 비눗물로 장치 외부와 물통 덮개를 닦으십시오.
2. 직사광선이나 열을 피하여 건조 시키십시오.
3. 미지근한 비눗물이 담긴 수조에 챔버, 챔버 씰, 튜브, 아울렛 씰 및 엘보우를 담근 후 약한 세제로 깨끗이 손 세척 합니다. 눈에 보이는 모든 얼룩을
제거하십시오.
4. 깨끗한 물이 담긴 수조에 30초간 완전히 헹구십시오. 모든 비누 잔류물을 확실히 제거하십시오.
5. 깨끗한 물을 이용하여 반복적으로 헹구십시오.
6. 호흡 튜브의 양쪽 끝이 바닥을 향하도록 매달아 직사 광선이라 열을 피하여 자연 건조 시킵니다.
7. 챔버, 챔버 씰, 아울렛 씰, 엘보우를 직사광선이나 열을 피하여 건조시키십시오.

참고: 세척 후 에도 호흡튜브 안쪽에 잔류물이 남아 있는 경우, 메탈 소재가 아닌 부드러운 브러시를 사용하여 제거하십시오. 튜브를 다시 헹구십시오. 때가
제거되지 않으면 호흡 튜브를 교체해야 합니다. 본 품목을 제대로 세척하지 않을 경우 살균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F&P SleepStyle Clinician
가이드의 10.2.1 - 세척에서 세척 지침을 참조하십시오. 장치와 부속품을 세척하기 전에 본 가이드 뒷면의 경고 및 주의사항 숙지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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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강도 높은 살균은 부품당 20회 반복할 수 있으며, 이후에는 부품을 교체해야 합니다. 공기 필터는 환자 간 사용 시 반드시 교체해야 합니다.
F&P SleepStyle Clinician Guide 의 10.4장 – 필터 교체를 참조하십시오. 본 문서에 제공된 정보는 단순한 정보 제공 용이며 권장되는 방법 외의 방법을
검증하는 것은 사용자의 책임입니다. 최신 정보는 F&P SleepStyle Clinician Guide 의 10.2장 – 장치 및 부속품의 강도 높은 살균을 참조하십시오. 장치
뚜껑은 강도 높은 살균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열
1.
2.
3.
4.

소독 지침
분리한 부품을 물이 담긴 수조에 담그십시오. 표준 호흡 튜브 안에 기포가 생기지 않도록 하십시오.
수조 물의 온도를 75 °C(167 °F)로 높이십시오.
30분 동안 담가 두십시오.
직사광선이나 열을 피하여 건조 시키십시오.

참고: 세척시 발생되는 고온으로 인해 호흡 튜브가 손상 될 수 있습니다 . 엘보우, 챔버, 챔버 씰, 아울렛 씰 은 표준 호흡 튜브와 분리하여 90 °C(194 °F)의
물이 담긴 수조에서 1분 동안 열 소독 할 수 있습니다.

경고
올바르지 않은 치료법 방지 요령:
ThermoSmart 가온 호흡 튜브를 뜨거운 물에서 세척하거나 살균하지 마십시오. 이로 인해 튜브가 변형되거나 치료 압력이 약화될 수 있습니다.

약품 소독 지침
1. 분리한 부품을 CIDEX OPA, anioxyde 1000 또는 gigasept FF를 사용한 세척액에 담그십시오. 농도, 온도, 시간에 대한 제조업체의 지침을 따르십시오.
2. 호흡 튜브 안에 기포가 생기지 않도록 하십시오. ThermoSmart 가온 호흡 튜브는 부력이 있기 때문에 물에 잠기도록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예를 들면
상부가 망으로 된 금속 트레이에 담아서 넣음).
3. 최소 1분 동안 물이 담긴 통에 완전히 담가 두어 튜브의 각 부분을 철저하게 헹구십시오.
4. 반복하여 헹구십시오.
5. 직사광선이나 열을 피하여 건조 시키십시오.

SleepStyle CPAP 및 그 부속품을 세척할 때 고려해야 할 경고 사항.
전기 충격 방지 요령:
• 표백제, 알코올 또는 세제를 감귤류 또는 기타 천연 오일과 함께 사용하지 마십시오. 이러한 물질은 장치 및 부속품의 기능을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
• 장치를 물이나 다른 액체에 담그지 마십시오.
올바르지 않은 치료법 방지 요령:
위에 설명된 세척 지침에 따라서만 장치와 부속품을 세척하십시오. 세척 및 강도 높은 살균을 위한 전체 분해에 관한 정보는 F&P SleepStyle 의
Clinician Guide 10장 –여러 환자간의 사용시 세척 가이드를 참조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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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leepStyle CPAP 및 그 부속품을 세척할 때 고려해야 할 주의사항.
일반:
균열, 변형, 변색 또는 누수의 흔적이 있는 경우 장치 및 부속품을 교체하십시오. 세척 후 정기적으로 장치, ThermoSmart 가온 호흡 튜브 또는 표준
호흡 튜브, 물통, 물통 씰, 아울렛 씰, 공기 필터, 엘보우 를 검사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기 필터는 환자 간 사용 시 반드시 교체해야 합니다. 교체 부품과
관련한 자세한 정보는 F&P SleepStyle Clinician Guide 의 10.4장 –공기 필터 교체를 참조하십시오.

SleepStyle 및 ThermoSmart는 Fisher & Paykel Healthcare Limited의 상표입니다. 특허 정보는 www.fphcare.com/ip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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