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용 산소발생기

비타옥시 510

사용설명서

목차
1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 ................................................................................................................. 3

2

소개 및 사용목적 .......................................................................................................................... 4

3

설치시 주의 ...................................................................................................................................... 5

3.1

전원관련 주의.............................................................................................................................................. 6

3.2

사용시 주의 .................................................................................................................................................. 7

3.3

청소/보관시 주의 ....................................................................................................................................... 8

3.4

제품의 개봉 .................................................................................................................................................. 9

3.5

각부분의 명칭............................................................................................................................................ 10

4

산소발생기 사용 방법 ........................................................................................................................... 11

4.1

사용전 확인사항 ....................................................................................................................................... 11

4.2

사용방법 ....................................................................................................................................................... 15

4.3

기기관리 및 청소요령 ................................................................................................................ 19

5

문제 해결 ........................................................................................................................................ 21

6

제품의 규격 .................................................................................................................................... 22

7

제품의 보증 .................................................................................................................................... 23

2

1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
산소발생기를 사용하시기 전에본 안내서의 안전수칙을 꼭 읽으시기 바랍니다.사용자의 안전을
지키고 사고로 인한 인명 및 재산상의 손해 및 불편을 막기 위함이므로, 반드시 읽고 올바르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심볼의 설명

위험 /경고

심각한 부상이나 사망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한 중요한
안전 정보입니다.

금지

제품의 취급, 사용시 금지해야 하는 행위에 관한 정보입니다.

주의

상품 사용시 손상을 방지하기 위한 정보입니다.

참고

사용 및 관리/정비시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내용입니다.

경고!
산소발생기 주위에서는 항상 금연해야 합니다.

안전하고 편리한 사용을 위해, 이 안내서를 찾기 쉬운 곳에
보관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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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개 및 사용목적
비타옥시510 (VitaOxy510) 산소발생기를 사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발생기를 작동하기 전에 이 설명서에 있는 모든 정보를 읽고 이해해야 합니다
의사가 산소를 처방하는 이유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심장, 폐, 기타 호흡기 질환으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자 중 많은 수는 가정, 병원 또는 의료 시설에서 호흡기를 관리해 주는 보조 산소 치료
요법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산소는 우리가 숨 쉬는 실내 공기의 21%를 차지하는
가스입니다. 우리의 몸이 제 역할을 하려면 산소가 끊임없이 공급되어야 합니다. 실내
공기에서 충분한 양의 산소를 공급받지 못할 경우 의사가 보조 산소 치료를 처방하게 됩니다.
산소는 중독성이 없는 약품이며, 의사는 환자의 상태를 개선하는 데 충분한 정도의 산소
유량만 처방합니다. 승인되지 않은 산소 치료는 위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 주십시오. 이
제품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의학적인

상담이

필요합니다.

산소

장비를

공급하는

장비

제공업체에서 처방받은 유량을 설정하는 방법을 알려줄 것입니다.
산소 발생기란 무엇인가?
산소 발생기는 1970 년대 중반에 소개되었으며 오늘날 가장 편리하고 안정적인 보조 산소
공급 장치가 되었습니다. 평균적인 환자는 산소 발생기 없이 매일 12 병/실린더의 산소를
제공받아야 합니다. 산소 발생기는 필요한 모든 산소를 자체 생산하므로 외부로부터 공급받을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우리가 숨쉬는 공기는 약 21%의 산소, 78%의 질소, 1%의 기타 가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비타옥시 510 제품에서 실내 공기는 분자체라고 불리는 재생 흡착 물질을
통과합니다. 이 물질이 질소와 기타 가스에서 산소를 분리합니다. 이 결과, 고농축 보조 산소가
환자에게 끊임없이 공급될 수 있습니다.
참고: 비타옥시 510 제품을 사용할 때 실내 산소가 고갈될 위험은 전혀 없습니다.
사용목적
화학반응이나 여과, 흡착 등 물리적인 방법에 따라 호흡용 산소를 공급하는 기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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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설치시 주의

가연성 가스가 있거나 누설,혹은 누설 가능성이 있는 곳에는 설치하지 마십시오.
화재 혹은 폭발의 위험이 있습니다.
직사광선,열기구,습기가 많은 곳에는 설치하지 마십시오. 산소발생기의 성능이
저하되거나,감전의 위험이 있습니다.
이 기기는 가정용입니다.산업현장 등 연기 혹은 먼지가 많은 곳에서 사용하지
마십시오.화재 혹은 고장의 위험이 있습니다.
경사진 곳이나 울퉁불퉁한 곳을 피하여 평평한 곳에 움직이지 않도록
설치하십시오.이상 소음이 생기거나 기기고장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제품의 뒷면에는 공기를 흡입하고 배출하는 구멍이 있습니다.벽에서 최소
20cm이상 간격을 두고, 그 사이에 장애물이 없게 설치하십시오.그렇지 못할 경우
산소 발생 효율이 떨어지거나 기기 고장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산소를 발생시키는 주요부분품은 제조원이 정한 점검 및 교체 기간에 따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교체하여야 한다.

산소를 발생시키는 주요 부분품으로 인해 분진이 발생되는 경우, 사용을
중단하고, 판매점 또는 수입업체에 연락하여 조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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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전원관련 주의
전원선을 잡아 당기거나 젖은 손으로 전원선 혹은 기기를 만지지
마십시오.감전이나 화재의 위험이 있습니다.
손상되었거나 헐거운 전원 콘센트를 사용하지 마십시오.감전이나 화재의 위험이
있습니다.
전원선을 무리하게 구부리거나 무거운 물건을 위에 두지 마십시오.감전이나
화재의 위험이 있습니다.
산소발생기를 끌 때는 꼭 기기의 전원 버튼을 눌러 끄십시오.전원 플러그를 빼서
끌 경우 기기가 손상될 수 있습니다.
산소발생기에서 타는 냄새,연기 혹은 이상 소음이나 진동이 생기는 경우 즉시
제품의 전원을 끄고 서비스제공자나 대리점에 연락하십시오.
산소발생기를 임으로 분해하거나 수리하지 마십시오.고장으로 의심되면 구입
대리점이나 서비스센터에 의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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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사용시 주의
산소의 사용량과 시간은 의사의 지시에 따르십시오.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할 경우
인체에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사용 중 불편함이 느껴질 경우 즉시 의사의
지시를 받으십시오.
산소발생기를 담배 등 인화 물질로부터 최소 1.5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서
사용하십시오.화재의 위험이 있습니다.
산소발생기의 공기 흡입구나 배출구를 막지 마십시오.또 손가락이나 이물질 등을
넣지 마십시오.제품고장이나 부상의 위험이 있습니다.
밀폐된 공간에서 사용하지 마십시오.기기의 성능이 저하되거나 인체에 해로울 수
있습니다.만일 불가피 할 경우사용 공간을 자주 환기시켜 주십시오.
반드시 필터를 끼운 채로 사용하십시오.필터 없이 가동하는 것은
기기고장,수명단축의 원인이 됩니다.
산소발생기에 살충제나 기타 가연성 스프레이를 뿌리지 마십시오.기기가 고장
나거나,사용자가 스프레이를 흡입하게 되어 몸에 해로울 수 있습니다.

어린이의 손에 닿지 않게 관리하십시오.고장 및 사고의 위험이 있습니다.

기기를 임의로 분해,수리,개조하지 마십시오.고장,사고,감전,화재 등의 위험이
있습니다.반드시 서비스센터를 통하여 수리하시기 바랍니다.
산소발생기 가동 중에는 커버를 열지 마십시오.기기윗면의 필터와 액세서리
수납공간 커버도 꼭 닫도록 하십시오.
기기내부에 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하십시오.감전,고장,또는 화재의 위험이
있습니다.

기기 위에 액체류를 올려놓지 마십시오.감전,고장또는 화재의 위험이 있습니다.

기기에 과도한 충격을 가하지 마십시오.파손,고장,또는 화재의 원인이 됩니다.

기기 사용 중에는 콧줄을 바닥에 내려놓지 마십시오.화재의 위험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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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제품과 함께 사용하도록 지정되지 않은 특정 가습기의 사용 및 부분품의
사용은 성능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가습기 등 수분을 많이 방출하는 제품과 가까이에서 사용하지
마십시오.고장,성능저하 또는 화재의 원인이 됩니다.

3.3 청소/보관시 주의
외관 및 필터 등을 청소하기 전에 먼저 기기의 전원을 끄도록 하십시오.감전이나
부상을 예방합니다.
제품에 물을 직접 뿌리지 마십시오.또 알코올,벤젠,시너 등을 사용하지
마십시오.기기가고장나거나,변질, 변색, 변형 등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기기에 윤활유나 그리스를 사용하지 마십시오.고장으로 의심되면 서비스센터에
문의하십시오.

기기는 직사광선이 들지 않는 건조하고 서늘한 곳에서 가동 혹은 보관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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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제품의 개봉
제품을 개봉할 때에는 날카로운 도구의 사용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제품 사용 전 박스 안에 다음의 내용물을 확인하십시오.

산소발생기 본체

1대

가습기 물병

1개

나잘캐뉼라(콧줄) 2m 2개

물통연결줄

(* 위 사진들은 원래 크기비율대로 보이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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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각부분의 명칭
(1) 전면부

1. 가습물통

2. 유량계 조절 다이얼
3. 유량계

4. 산소토출구 (가습물통과 호스로 연결함)
5. 이동용 손잡이

6. 전원스위치, LCD표시창, 시간설정 버튼
7. 이동용 바퀴

(2) 후면부

1. 과부하 방지용 안전장치
2. 가습물통 고정밴드

3. 2차 박테리아 필터

4. 전원코드 및 플러그

(3) 옆면부

5. 1차 흡기필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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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표시부
1. LCD 표시

2. 시간설정 감소버튼
3. 시간설정 증가버튼
4. 시간설정 셋팅버튼
5. 전원표시 램프
6. 알람표시 램프
7. 전원 스위치

8. 알람음소거버튼

4 산소발생기 사용 방법
4.1 사용전 확인사항

(1) 설치 조건 및 사용환경
경고: 화기, 열기, 불꽃 등으로부터 최소 1.6 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하십시오.

-

경사지지 않고 평평한 곳

공기 흡입구 및 배출구를 막지 않는 곳, 벽이나 장애물로부터 최소한 15cm이상
떨어진 곳
습기가 없고 공기가 오염되지 않은 곳

온도 섭씨 10도 이상 30도 이하 / 습도 20~65% 이하의 장소 이를 벗어난
환경에서는 산소발생 능력이 떨어지거나 부품수명의 감소 혹은 기기 고장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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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원

- 전원플러그는 반드시 220V 전용콘센트에 단독으로 꽂으십시오.
- 1차필터를 꼭 장착하고 사용하여야 합니다.
- 설치 및 사용시 캐뉼라 선이 꼬이거나 눌리지 않게 하십시오.

-

스위치가 달린 콘센트에 꽂지 마십시오.

전원플러그를 빼고 꽂을 때는 꼭 본체의 전원 스위치를 먼저 “OFF” 위치로 끄고
조작하십시오.

기기를 사용할 때에는 항상 필터가 청결한지 확인해야 하며,또한 주기적으로 청소하여
청결을 유지해야 합니다.

가습물통의 표시선까지 물을 채워 주십시오.물이 표시선을 넘거나 너무 부족하지 않게
유지 하십시오.
물통은 매일 청소하여 청결하게 유지하세요.

캐뉼라(산소관)를 가습물통 상단의 산소 토출구에 연결하십시오.

캐뉼라 선은 연결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필요시 더 긴 캐뉼라선으로 교환하여
사용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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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작판넬 설명

번호

명칭

설명

1

LCD Display

2

감소 버튼

작동시간 감소를 위한 버튼

3

증가 버튼

작동시간 증가를 위한 버튼

4

N/S 버튼

Display 모드 조절 버튼 (선택버튼)

5

Power Indicator

전원 on/off를 나타내 주는 표시 등

6

Alarm indicator

경과시간, 산소 농도 ,작동시간을 나타내는 표시부

알람 여부를 나타내주는 표시 등으로 작동실패, 경고 상황
발생 시 적색등 점등
7

Power Switch

8

Mute 버튼

전원 스위치

소리 경보를 일정시간 멈추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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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명칭

1

타이머

표시

설명
제품을 일정 시간 작동시키기 위한 타이머 기능이 있으며 이
기능 사용 시 디스플레이에 다음과 같은 표시가 나타남

경고 발생 시 소리 경보를 줌
2

알람
경고 발생 시 소리 경보를 주지 않음

Normal
3

제품이 정상적으로 작동함을 나타냄

기기 상태
제품의 경고 상황을 나타냄

산소의 농도가 82% 이하임을 의미함

4

산소농도

산소의 농도가 82% 초과임을 의미함

경과 시간 /
5

경과 시간을 나타냄 (HH:MM)
"00:00"

잔여 시간

타이머를 설정한 경우, 잔여 시간을 나타냄 (HH:MM)
정상작동 10초 후부터 시간 측정을 시작하며 기기의 총 작동

6

총 작동시간

“00000”
시간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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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명칭

표시

설명

Pressure abnormal

압력 이상 시 나타나는 적색 표시등
설정유량 이하의 유량이 나올 때 나타나는 황색

Low flow
표시등
7

오류내용 표시
System high temp

100℃ 이상인 경우 나타나는 적색 표시등

NTC Sensor Error

온도센서 이상 시 나타나는 황색 표시등

* 여러 알람이 발생하면 높은 우선순위에 따라 표시되며, 교대로 표시됨.

4.2

사용방법

1. 사용전의 준비사항
1) 다음과 같은 곳에 산소발생기를 설치합니다.
(1) 경사지지 않고 평평한 곳
(2) 공기 흡입구 및 배출구를 막지 않는 곳 :벽이나 장애물로부터 최소한 15cm 이상떨어진 곳
(3) 습기가 없고 공기가 오염되지 않은 곳
(4) 직사광선의 영향을 받지 않는 곳
(5) 온도 10℃~30℃이하, 상대습도 20-65% 이하의 장소
이를 벗어난 환경에서는 산소발생 능력이 떨어지거나 부품수명의 감소 혹은 기기 고장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2) 제품 위에 잡화나 물, 오일 컨테이너 혹은 다른 덮개를 올려두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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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품 바닥에는 아무것도 없어야 합니다. 작동 중 바닥 환기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제품이
과열 되어 정상 기능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4) 매우 추운 곳이나 더운 곳에 보관되어 있었던 경우, 제품 사용 5시간 전에 사용할 장소의
실내 온도와 비슷한 곳에 꺼내 놓아야 합니다.
2. 조작방법
1) Humidifier 과 cannula를 제품 패키지에서 꺼냅니다.
2) Humidifying bottle을 시계 반대방향으로 돌려 cap을 제거합니다. 증류수를 표시된 부분 까지
채워 넣고 cap을 닫습니다.
※ Humidifying bottle 에는 증류수나 냉각시킨 끓인 물을 사용해야 합니다.
3) Humidifier cap 과 bottle 이 잘 체결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20초간 Humidifier 의 outlet
을 검지 손가락으로 막고 만약 flowmeter내부에 있는 검은 공이 바닥으로 떨어지면, 손을 떼
고 “츄” 소리가 나는지 확인합니다. 소리가 난다면 Humidifier cap 과 bottle 이 제대로 결합된
것이고, 소리가 나지 않는다면 새는 부위가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4) 증

류수를 넣은 Humidifier를 본체의 Humidifier socket 에 넣고
밴드로 고정시킵니다.
5) 본체의 산소 토출구(Oxygen outlet) 와 Humidifier에
각각 튜브를 끼워 둘을 연결합니다.
6) 전원을 연결하여 본체의 스위치를 켜고 Flowmeter의 ball이 뜨도록 flowmeter를 조절합니다.
7) 전원이 공급 되면 “Power" 녹색등이 켜지면서 ”삐삐-“ 하는 경고음이 울립니다.
8) 경고음이 울린 뒤 약 6분 후에 토출구로부터 기준치 농도의 산소가 공급됩니다.
9) 원하는 유량을 조절하기 위해서는 ball 이 flowmeter의 해당 표시 유량 (mark) 에 위치하도록
knob of flowmeter를 회전시킵니다.
※ knob of flowmeter를 시계방향으로 회전 시키면 유량이 감소하고 시계반대방향으로 회전
시키면 유랑이 증가합니다.
※ Health care를 위해서 Flow rate 는 1-2L/min 으로, 1일 산소 흡인 시간은 45-60분이 적절
합니다. (환자에 따른 전문의의 처방을 우선으로 합니다.)
※ Flowmeter의 적색 선 위로 ball을 올리지 않아야 합니다. 적색 선 위로 ball이 올라가게 되는
경우 산소의 순도가 감소될 수 있습니다.
10) 산소튜브의 흡기 부분을 humidifier 의 outlet 부분에 삽입하고, nasal cannula 는 환자의 귀에
걸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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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nasal tube를 환자의 콧구멍에 넣고 산소 치료 (산소 공급)을 시작합니다.
12) 만약 더 긴 tube가 필요하다면 humidifier의 outlet 에 확장 튜브를 연결하여 사용합니다.
13) 치료가 끝나면 제품의 본체의 전원 스위치를 끕니다.
※ 산소발생기를 지속적으로 사용 하지 않을 경우, 전원 플러그를 뺍니다.
14) 컨트롤 판넬에 대한 사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3. 사용 후의 보관 및 관리방법
1) inlet filter 교체

교체가 필요한 경우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교체합니다.
약 4000시간 작동 후 교체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a) 본체 뒤 필터 커버를 엽니다.
b) inlet filter을 제거하고 새 필터를 끼웁니다.
c) 필터 커버를 닫습니다..

2) 전원을 끈 후, 본체 외관을 부드러운 타올로 약간의 세제와 물을 묻혀 닦아줍니다.
3) 이 후 건조한 타올로 다시 세척합니다.
4) 공기 흡입 필터는 먼지를 걸러주는 역할을 하므로 정기적(최소 1주일에 1번) 으로 청소를 해 주
어야 합니다.
a. 왼쪽 면에 있는 filter net를 제거하고 sponge mesh를 꺼냅니다.
b. 깨끗한 물로 sponge mesh를 세척한 후 물기를 제거하고 자연 건조 합니다.
c. 완전 건조 시킨 후, 다시 본체에 조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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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ter net

sponge mesh

5) 세제로 cannula를 세척 한 후, 깨끗한 물로 완전히 닦아냅니다. 그리고 자연 건조 시킵니다.
매달 새로운 cannula로 교체 할 것을 권장합니다.
6) Humidifier에 삽입된 증류수나 냉각시킨 끓은 물은 매일 교체 해주어야 합니다.
7) Humidifier는 3주마다 세제를 사용하여 세척하고 따뜻한 물로 닦아내며 멸균, 세척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정용 살균제에 20-30분 간 살짝 담가 놓고 다시 따뜻한 물로 세척합니다.
자연건조 후 사용해야하며, 사용하지 않을 경우 clean bag에 넣어놓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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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기기의 관리 및 청소요령
기기를 청소하기 전에는 항상 전원 스위치를 끄고 전원코드를
플러그로부터 분리하십시오.

(1) 가습물통 (재사용 가능)

-

-

구입시 박스 안에 동봉된 물통을 사용하십시오.물통을 재구입하거나 또는 다른
물통과의 호환성에 대해서는 산소발생기 구매처나 서비스 공급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물통을 미지근한 물로 씻으십시오.이때 세제나 소독제는 사용하지 마십시오.

식용 식초와 따뜻한 물을 1:3의 비율로 섞어, 가습물통을 약 30분 가량 잠기게 두어
소독하십시오.
소독한 물통은 미지근한 물로 헹구어 사용하십시오.

증류수를 상한선 아래까지 넣어 사용하시고,장착과 사용시에 물이 넘치지 않게
주의하십시오.

(2) 캐뉼라(콧줄) /연장튜브(옵션)

캐뉼라, 마스크, 튜브 등 액세서리는 공급자의 안내에 따라 청소하거나 교체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3) 필터 스펀지

1차필터 (공기필터)는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청소하여 사용하십시오.청소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필터 스펀지를 가볍게 잡고 떼어냅니다.필터 스펀지는 기기의 우측에 있습니다.

2. 필터의 먼지를 털고 미지근한 물로 가볍게 씻습니다.필요하면 중성세제를 사용하십시오.
3. 흐르는 미지근한 물로 완전히 헹궈낸 다음 깨끗한 마른 수건 등으로 물기를
없앱니다.그늘지고 바람이 잘 통하는 장소에서 완전히 말린 다음 다시 장착하여
사용하십시오.

필터나 커넥터가 덜 마른 상태에서 기기를 사용하면
고장의 원인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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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기의 외장

기기의 외장을 부드러운 헝겊에 물을 적셔 최대한 물기를 제거한 다음 부드럽게 닦아
주십시오.
기기의 내부는 소비자나 사용자가 청소할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내부 청소를 위해 기기를 분해하지 마십시오.

(5) 주기적 점검

1. 외부 먼지필터의 청소: 일주일에 한번 이상 청소하십시오.

2. 2차필터의 교환:기기 내부에 들어 있는 2차 필터를 6개월에 한번씩 교환하십시오.
(1) 기기 뒷쪽의 필터 수납함 커버를 엽니다.
(2) 기존의 필터를 앞으로 부드럽게 당겨서 제거합니다.
(3) 원래 필터가 있던 자리에 새 필터를 같은 모양으로 부드럽게
삽입하고,확인합니다.
(4) 필터 수납함 커버를 닫고, 닫힌 것을 육안으로 확인합니다.
- 외부 먼지필터를 일주일에 한번 이상 청소하십시오.
- 2차 필터는 6개월마다 교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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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문제 해결
증상
1

2

가능한 원인

조치사항

기기가 동작하지 않는 경우:
전원 스위치를 “ON” 위치로
눌렀는데도 전원램프가
켜지지 않음. 경보음이
울리고 서비스 램프가 켜짐.

전원 플러그가 빠짐

전원 플러그가 220v 전원콘센트에
꽂힌 것을 확인한 후 다시 켠다.

정전,혹은 전원 콘센트
불량.

전기가
들어오는지,차단기가단락되었는지,확인

기기가 동작하는 경우:
전원 스위치가 “ON”위치에
있고 전원램프가 켜져
있으나,서비스 램프가 켜짐.

공기 필터가 막힘

공기 필터를 확인하고, 오염된 필터는
세척하여 사용하거나 교환 함.

제품의 써킷브레이커
동작 (옵션)

배기구 막힘

제품 판넬의 써킷브레이커 버튼을
누르고 재가동.반복시 다른 콘센트
사용 권장.

제품 바닥의 배기구 주변을
확인.배기를 방해하는 요인 제거.

산소공급관,캐뉼라,튜브 캐뉼라,튜브,마스크 관 등을
혹은 마스크 등이
분리하였을 때 산소 토출구에서
막히거나 샘.
산소가 정상적으로 나오면 캐뉼라나
튜브를 교체 혹은 청소.튜브나
케뉼라가 꺾이거나 눌린 곳이 있는지
확인.
가습물통의 불량

3
4

제품 가동 중에 낮은
진동음이 들림

노란색 저 산소경고등이
켜지거나 경고음이 발생함.

유량계의 조절값이
너무 낮음

유량계 조절이 잘못 된
경우
에어필터가 막힘
배기구가 막힘

5

적색 서비스 램프가 켜지고
경고음이 발생함.

유량계 조절이 잘못 된
경우
에어필터가 막힘
배기구가 막힘

가습물통을 분리하여 산소토출구에서
산소가 정상적으로 나오면 물통을
교체하거나 청소.
유량계의 조절값을 처방전에 맞게
재조정.
제품의 가동을 중단하고 서비스
제공자나 구매처에 연락

유량계의조절값을 처방전에 맞게
재조정.

공기필터를 청소방법에 따라 세척
혹은 교환
제품 바닥의 배기구 주변을
확인.배기를 방해하는 요인 제거.
유량계의조절값을 처방전에 맞게
재조정.

공기필터를 청소방법에 따라 세척
혹은 교환
제품 바닥의 배기구 주변을
확인.배기를 방해하는 요인 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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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제품의 규격
사 양

단위

비타옥시510

LPM

1~5

1

산소 유량

3

사용전압/ 주파수

Volt /Hz

사용환경

온도/섭씨

2
4
5

토출 압력
산소 순도

6

제품무게

8

소음

7
9

Kpa

50Kpa(+-10%)

%

90%이상

220~240 /60
10~30

습도 /%

20%~65% RH

Kg

14.2

기압 /Kpa

제품크기

70~106

mm

390(가로)X 230(세로) X 600(높이)

db

가동방법

10 보관조건

45이하

Time cycle /Pressure swing

온도/섭씨

-30~70

습도 /%

15%~95% RH

기압 /Kpa

11 절연등급
12 산소 순도 경보 설정

50~106

전기적충격에 대한 보호형식 및
보호정도 2급 기기 , BF형 기기

%

82 미만

본 제품의 사양이나 외형 및 내부 디자인은 성능의 향상을 위해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경고!
안전을 위하여, 산소발생기의 사용은 반드시 의사의 지시에
따르십시오.임의적 사용,혹은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사용은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경고!
산소는 조연성가스입니다.산소발생기 주변에서는 항상
금연하십시오.특히 반경 2미터 안에는 인화성 물질,불꽃,뜨거운 물질
등을 사용하거나 두지 마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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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제품의 보증

제품 보증서
제 품 명

의료용 산소발생기

모 델 명

비타옥시510 (VitaOxy510)

보증기한

제품 출고일(판매일기준)로부터 3년

구입일자

년

월

일

고객성명
고객주소
제 조 원/허가

조선기기에서는 품목별 소비자 피해 보상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제품에 대한 보증을
실시합니다.



제품에 고장이 발생하면 서비스센터로 연락하십시오.



보증기간 내에 제품의 정상적인 사용 중 기계 제조상의 결함으로 생긴 고장에
대해서는 무상으로 수리해드립니다.



다음의 경우는 보증기간 중이라도 유상으로 수리해드립니다.


-






/ 제인 18-5039호

본 제품의 보증기간은 출고일(최초판매일)로부터 3년입니다.





조선기기㈜

사용상의 부주의

부적절한 수리나 임의 개조로 인한 고장

제품설명서에 명시된 사항을 불이행하여 생긴 고장

소모성 부품의 교체

보증기간 이후의 수리는 유상으로 처리합니다.

보증수리를 받기 위해서는 보증서 원본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본 보증은 대한민국 내에서만 적용됩니다.

보증서는 재 발행하지 않습니다.사용설명서와 함께 잘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서비스센터 연락처는 아래와 같습니다.
주 소
전 화

웹사이트

서울시 구로구 디지털로 31길 59-16
조선기기㈜ 1층 산소발생기 AS팀

02) 864-5114

www.chosuni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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