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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침은 환자 간 사용 시 장치를 적절하게 살균/소독해야 하는 병원이나 기타 의료 기관에서 Fisher & Paykel Vitera™ 전체 안면 마스크를 여러 환자에
게 사용할 경우를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가정에서 한 명의 환자가 마스크를 사용할 경우, 마스크 사용 지침의 "가정에서의 마스크 세척" 항목을 참조하
십시오. 
참고: 아래 표에 나열된 Vitera 마스크 부품만이 환자 간 재 사용시에 대한 본 지침에 따라 검증되었습니다.
 

마스크 부품

환자 간 사용 시 이 
부품들을 새로운 

부품으로 교체하십시오.

가열 살균
EN ISO 15883에 의거하여, 살균 온도의 오차  

범위는 -0°C 및 +5°C입니다. 화학 살균 소독

검증된  
주기 횟수90°C(194°F)에서 1분 80°C(176°F)에서 10분 75°C(167°F)에서 30분

CIDEX® OPA1,  
MetriCide™ OPA Plus2 
또는 Rapicide® OPA/283. Sterrad®4. 

F&P Vitera 전체 안면 마스크 엘보우    - - 20

F&P Vitera 헤드기어    - - 20

검증된 살균 및 소독 절차

사용 현장 마스크 위의 큰 이물질을 닦아 내거나 식수로 헹구어 제거하십시오.

분해 Vitera 사용 및 관리 안내서에 나와 있는 세척을 위한 분해 지침 및 고급 조립/분해 지침에 따라 마스크를 분해하십시오.

세척

추가적인 재처리 실시 전에는 항상 마스크를 적절히 세척해야 하며, 그렇게 하지 않으면 효과적으로 살균/소독을 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마스크 세척
제조업체의 지침에 따라 마스크의 모든 재처리 가능 부품을 미알칼리성 음이온 세제 용액(예: Alconox5)에 담그고(1% 농도로 50°C에서 10분), 장치 표면에 기포가 
없도록 하십시오. 부드러운 비금속 브러시(예: 중간 강도의 칫솔)를 사용하여 육안상 깨끗해질 때까지 최소 10초 이상 마스크 부품을 힘있게 닦으십시오. 실리콘 
밀봉과 플라스틱 덮개의 연결 부위와 같은 틈새, 구멍 및 모서리에 특히 주의하십시오. 5 리터의 순수에 담그고 10초 이상 흔들어 헹구십시오. 헹굼을 반복하십시오.

헤드기어 세척

제조업체의 지침에 따라 헤드기어 조립품을 미알칼리성 음이온 세제(예: Alconox) 용액에 담그고(1% 농도로 50°C에서 10분), 장치 표면에 기포가 없도록 하십시오. 
부드러운 비금속 브러시(예: 중간 강도의 칫솔)를 사용하여 육안상 깨끗해질 때까지 최소 30초 이상 헤드기어와 클립을 문지르십시오. 틈새, 구멍 및 모서리에 특히 
주의하십시오. 간간이 천으로 된 부분을 비틀면서 30초 이상 흐르는 물로 헹구십시오. 5 리터의 순수에 담가 30초 이상 흔들고 짜십시오. 담가서 헹구는 과정을 
반복하십시오. 필요에 따라 담가서 헹구는 과정을 반복하여 모든 세제 잔여물이 제거되도록 하십시오.

건조 직사광선을 피해 자연 건조시켜 다음 절차를 계속하기 전에 마스크 부품이 완전히 건조되도록 하십시오. 이렇게 하지 않으면 화학적 살균/소독을 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Vitera는 Fisher & Paykel Healthcare의 상표입니다.
특허 정보는 www.fphcare.com/ip를 참조하십시오.

1. Advanced Sterilization Products, division of Ethicon Inc., a Johnson & Johnson company의 제품.
2. Metrex™ Research, LLC의 제품.
3. Medivators Inc.의 제품.
4. Advanced Sterilization Products, division of Ethicon Inc., a Johnson & Johnson company의 제품.
5. Alconox Inc.의 제품.

살균 또는 소독

가열 살균 화학 살균 소독

모든 재처리 가능 부품의 경우:

본 안내서의 1면에 나와 있는 시간/온도 조합 중 하나를 사용 
하여 자동 세척 살균기에서 살균을 실시하십시오. 이 시간/
온도 조합은 600의 A0를 충족하여 EN ISO 15883과 일치하며, 
알려진 식물성 미생물의 열적 불활성화 동역학의 측면에서 
동등합니다.

- -

건조 모든 부품을 직사광선을 피해 자연 건조시키십시오.

점검 매 사용 전에 마스크의 손상 여부를 점검하십시오. 마스크 부품에 육안으로 보이는 손상이 있을 경우 해당 마스크 부품은 폐기하고 다른 것으로 교체해야 합니다. 재처리 후 변색될 수 있지만 
사용할 수는 있습니다.

재조립 Vitera 사용 및 관리 안내서에 나와 있는 마스크 조립 지침 및 고급 조립/분해 지침에 따라 마스크를 재조립하십시오.

보관 보관 전 마스크가 완전히 건조되었는지 확인하십시오. 직사광선을 피해 깨끗한 상태로 보관하십시오. 보관 온도: -20°C ~ 50°C(-4°F ~ 122°F).

일반 경고 및 주의

위의 지침은 마스크의 재사용 준비에 대해 검증되었습니다. Fisher & Paykel Healthcare는 권장된 재처리 방법을 사용할 것을 권장합니다. 다음과 같은 행동은 마스크를 손상시키거나 수명을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
• 헤드기어를 다리미질하지 마십시오.
• 알코올, 항바이러스제, 항균제, 표백제, 염소 또는 습윤제가 함유된 제품으로 마스크를 세척하지 마십시오.
• 식기 세척기로 마스크를 세척하지 마십시오. 

주의: Fisher & Paykel Healthcare 마스크가 약해지거나 갈라지면 사용을 중단하고 즉시 교체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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