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복잡함보다는 단순
함을 선택하세요. 

Fisher & Paykel Healthcare
의 디자인에 항상 잊지 않는 
세가지 요소는 "Comfortable, 
Simple, Users"입니다. 

 
www.fphcare.com/sleepstyle 
에서 더 자세히 알아 보십시오. 

모든 F&P의 제품들은 이세가지 요소에 
완벽히 만족될수 있도록 끊없이 개발되고 
실험하는것을 최우선 순위에 둡니다. 
기대하는 모든 기능을 완벽하고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OSA 
환자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제품을 
디자인 하는것이 F&P의 흔들리지 않는 
목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Care 
by design™으로 부르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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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의 처방에 따라 사용하세요. 지시한 대로만 사용하십시오. 
항상 사용 지침을 따르십시오. 귀하의 치료 상태 와 효과에 대해 
처방 의료진에게 문의 하십시오. 

Apple 및 Apple 로고는 미국 및 다른 국가에 등록된 Apple Inc 
상표 또는 등록상표입니다. 

Google Play 및 Google Play 로고는 Google Inc.의 상표입니다. 

Bluetooth® 단어 마크 및 로고는 Bluetooth SIG Inc. 소유의 
등록상표이며, Fisher & Paykel Healthcare는 동 마크를 
라이선스에 의거 사용하고 있습니다. 기타 상표 및 상호는 해당 
소유주의 것입니다. 

SleepStyle™, F&P Eson™, RollFit™, F&P Brevida™, 
AirPillow™, F&P Simplus™ 및 Care by design™은  
Fisher & Paykel Healthcare Limited의 상표입니다. 

특허 정보는 www.fphcare.com/ip를 참조하십시오. 

해당 의료 장치는 규정에 따라 CE 마크를 보유한 규제된 건강관리 
제품입니다.

어렵고 복잡하게 사용했던 다른 
CPAP들은 잊어버리세요. 

Fisher & Paykel Healthcare 의 
SleepStyle은 단순함에 초점을 
맞추었으므로 이제 마음 편히 
그리고 자신있게 

just start. 

양압기



Quiet and 
compact 

NOSE BREATHERS

F&P Eson™ 2 
는 F&P의 대표 
비강 마스크입니다. 
RollFit System
로 인해 편안한 
착용감을 줍니다. 

F&P Brevida™ 

는 F&P 의 
대표 필로우 
마스크입니다. 
Airpillow seal을 
적용해 공기 누출을 
최소화 합니다. 

NOSE AND MOUTH BREATHERS

F&P Simplus™ 

는 F&P의 
대표 Fullface 
마스크입니다. RollFit 
system 으로 코와 
안면에 가해지는 
압력을 최소화합니다. 

올바른 마스크를 선택 
하십시오. 

가볍고 편안하게 
시작하십시오. 

언제 어디서나 양압기 치료효
과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성공적인 CPAP 요법은 잘 맞고 사용하기 

쉬운 편안한 마스크를 고르는 것으로 부터 

시작됩니다. 

F&P SleepStyle App & Web은 CPAP치료 

효과를 매일 손쉽게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든 새로운 것의 시작은 어려울 수 있으므로 적응하는 데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CPAP 요법도 다르지 

않습니다. F&P SleepStyle™은 쉽고 완벽하게 OSA 치료 솔루션을 제공 합니다. 

App을 통하여 즉시 
CPAP 효과를 확인 
하실수 있습니다. 

매일,매주,매월 
귀하의 치료경과를 
관리 하실수 
있습니다.

CPAP 치료시 
일반적으로 발생 
하는 문제에대해 
즉각적인 해결 
방법을 확인 할수 
있습니다. 

Easy-access water 
chamber for easy filling Simple menu allows 

for easy adjustments 
to your therapy

A full range of breathing 
comfort options

World-class 
humidification is 

designed to deliver 
a comfortable therapy

9:05

상세 정보는 귀하의 의료 제공자에게 문의하거나 www.fphcare.com/sleepstyle을 방문하십시오. 

www.fpsleepstyl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