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LOWMETER WITH HUMIDIFIER
의료용 산소혼합공급기 (SSM-FH-15)

품목허가번호 : 제인 19-4917호
문서기호-개정번호 : MU-01
ISO 9001:2015, ISO 13485:2016, 식약처 GMP 인증 제품
“본 제품의 성능과 올바른 사용방법을 알기위해
사용하시기 전에 꼭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Office 삼성엠이씨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233
(에이스하이엔드타워 9차 717호)
TEL : 02-2615-2210 FAX : 02-2615-2295

www.ssmec.co.kr

Manufacturer 삼성메디엔지니어링(주)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해안로 31번길 20, 202호
TEL : 031-494-2821 FAX : 031-494-2822

제품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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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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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
게이지 덮개
게이지 위 마게 (검정 실리콘)
게이지 (눈금프린트)
게이지 아래 씰 (흰색 실리콘)
게이지 덮개 커버(녹색띠)
게이지 덮개 씰 (흰색 실리콘)
게이지 볼 (블랙)
호스니쁠 (신주+도금)
휘슬하우징
휘슬볼(금속)
사이폰관
필터
사이폰관캡
병(쟈)
건식부품

“이 제품은 의료기기 입니다.”

제품사양 및 주의사항
사용목적 : 환자에게 공급되는 산소를 가습하여 환자가 호흡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돕는다.
사용기체 : 산소 (OXYGEN)
사용환경 : 15℃ 이상의 화기위험이 없는 환경
가습방식 : 건조한 산소가 필터와 증류수를 거쳐 가습하여 공급됨.
*유량 : 21℃에서 0~15L/min
*유량의 정확도 : 표시치의 ±15%
*안전장치 : 3.5Lpm에서 3~5초 이내 작동
*사용산소 : 의료용 산소
*사용액체 : 증류수
*가습용기 증류수 용량 :

용기 표시
FULL
WATER LEVEL
REFILL

용량
150mL
125mL
100mL

사용
최대로 들어갈 수 있는 라인
일반적인 증류수 량
증류수 리필 라인

*사용 호스 규격 : 내경 6mm
*사용압력 : 50psi
*가습도 : 3.5LPM에서 60 ~ 64%의 습도 유지
*제품사이즈 : 높이 292mm, 가로 57mm, 세로 140mm
*제품구성(동봉품) : 플로우미터 (제품 사용메뉴얼, 홈페이지 기재)
*총 중량 (본체+Bottle) : 580g
*포장단위 : 20set 1C/T

1. 세척 시 신나, 벤젠 등으로 세척하지 말아주세요. 또한 세척 장비를 사용하지 않고 임의로
세척을 진행한 경우, 제품내부의 진공조절기에 손상, 이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2. 규정된 부위에 사용해야하며 환자의 상태에 맞는 압력으로 조절하여 사용하십시오.
3. 규정된 접속구(O2, AIR)에만 사용하십시오.
4. 증류수가 REFILL라인 밑으로 내려가지 않도록 관리하십시오.
5. 가습용기의 용량을 FULL이상 채우지 마시고 사용 중에 흔들지 마십시오.

주의사항

6. 상단의 게이지 표시 볼이 최초 조절한 눈금을 유지하는지 확인 후 사용하십시오.
7. 산소를 사용하므로 불이나 화기에 가까운 곳에서는 사용하지 마십시오.
8. 제품을 던지거나 충격을 주는 것은 고장의 원인이 됩니다.
9. 제품을 개조하거나 분해하지 마십시오.
10. 사용 환경에 따라 제품의 유량이 부정확 할 수 있습니다.
11. 지정된 사용압력 이상으로 사용 시 제품의 파열 또는 오작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12. 장치가 작동하지 않을 때에는 의료진 및 관리자에게 연락을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용방법 및 보관방법
1. 본 제품은 산소를 사용하므로 화기에는 연소촉진의 위험이 있으니
화기로부터 2m이상 떨어진 곳에서 사용하십시오.
2. 주변에 발화원이 될 수 있는 것(ex : 성냥, 라이터 등)을 두지 마십시오.
3. 산소혼합공급기 가까이에서 에어졸 형태의 약품 또는 모기약, 스프레이, 가솔린, 신너 등의

사용 전
주의사항

인화성물질을 사용하지 마십시오.
4. 환기, 통풍을 충분히 하여 주십시오. 좁은 장소나 밀폐된 실내의 산소농도가 높아질 경우,
화재 시 급격한 폭발의 위험이 있습니다.
5. 제품관리 시 오일 (구리스 등의 각종 윤활유)사용은 제품 사용 시 발생하는 열에 의해
폭발의 위험이 있습니다, 연결을 원활히 하기 위한 기름칠을 하지 마십시오.
6. 사용 시 가습용기 밸브를 열 때, 반드시 천천히 열어주십시오.
7. 사용 후 가습용기 밸브를 잠근 후 단말구에서 해체해주십시오.
1. 제품의 아답타를 확인 후 규정된 단말구에 장착한다.
2. 게이지 표시 볼을 3.5 LPM으로 맞춘 후 가습기병 덮개의 환자 측 NIPPLE을 막고

설치방법

3~5초 이내 경고 휘슬이 작동하는지 확인한다.
3. 공급튜브 및 마스크를 산소혼합공급기에 접속시킨다.
4. 접속부의 연결을 확인하고 튜브가 꼬이거나 꺾이지 않았는지, 원활히 가습 산소가 공급되는지 확인한다.

1. ‘전문의나 간호사 등의 전문교육을 받은 자’가 환자의 상태와 필요에 따라
산소의 농도 조절을 적절히 하여 사용한다.
2. 지속적인 고농도의 산소흡입은 위험하므로 고농도 산소 흡입 치료 시
의사의 처방에 의해 환자에게 무리가 가지 않는 선에서 최단시간만 사용한다.
3. 가습기병을 돌려 가습기병 덮개를 분리한다.

조작방법

4. 표준수위(FULL)까지 증류수를 채운다.
5. 가습기병 덮개 패킹의 유무를 확인하고 조립한다.
6. 사용 전 반드시 플로미터의 노브는 닫혀있어야 한다. 열려있을 경우 잠근 후 가습용기 노브(밸브)를 연다.
7. 플로우미터 크놉을 조정하여 의사의 처방유량에 세팅하고 산소유출을 확인한다.
8. 정상적으로 증류수에 버블현상이 나타나는지 확인한다.
9. 증류수가 REFILL라인으로 떨어질 경우, 기존의 증류수를 버리고 새로 채워준다.
(위생상 리필은 좋지 않습니다.)

1. 유량계는 부드러운 천으로 닦아주고, 가습용기를 제거하여
노브(밸브)를 최대한 열고 산소를 5분정도 통과시켜 청소한다.
2. 가습용기는 부드러운 스펀지를 사용하여 세척한 후 글루콘산클로로헥시딘 0.02-0.5%의 소독액으로

세척, 소독
및 보관방법

소독한다.
3. 필터의 경우 오염이 보인다거나 딱딱해졌을 시 갈아 끼워준다.
4. 보관 시에는 유량 조절기를 시계방향으로 회전시켜 산소를 잠근다.
5. 장기간 미사용시에는 세척, 소독 방법에 따라 세척하고 비닐 또는 포장박스에 넣어 보관한다.
6. 먼지로부터 오염이 되지 않는 상온(0~40도)에서 보관한다.
7. 제품의 폐기 시 공업용 쓰레기로 분류하여 폐기한다.

▶ 일일 점검사항 : 각 접속부의 누설과 기밀, 작동상태를 사용시 간단히 점검한다.
▶ 정기

점검사항

:

장시간

사용은

제품

구성품의

노화를

불러옴으로

사용빈도에

제품의 전체 상태를 점검한다.(6개월에 1회 이상 점검 추천)

점검사항

▶ 호스, 튜브의 꺾임, 노화의 정도
▶ 가습용기 내의 필터 청결 상태
▶ 패킹, 오링(고무제품)의 변형, 노화, 갈라짐 등
▶ 유량 조절기의 상태 및 가습의 기능이 양호한가.

따라

정기적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