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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전 주의사항
구입하신 DreamStar 제품을 사용하시기 전에 본 설명서를 주의 깊게 읽어 보시고
주의사항을 충분히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양압기의

안전사항
WARNING 경고:























본 양압기 DreamStar 는 의사의 처방전 없이 사용하는 것을 금하며, 의료진의 동의 없이 처방된 양압기
설정을 변경하지 마십시오.
설명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장치를 사용하시고, 의료진의 의견이 설명서보다 우선합니다.
본 양압기는 생명유지장치가 아닙니다.
본 DreamStar 양압기는 공기호스(Circuit), 마스크, 피팅(fittings) 악세서리와 함께 사용하여야 하며,
의료인이 추천하거나 양압기 공급업체가 제공하는 제품을 사용해야 합니다.
사용중인 양압기나 마스크와 같은 구성품이 고장 또는 손상되었다면 양압기 공급업체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양압기를 임의로 변,개조하거나 내부를 열면 고장의 원인이 됩니다. 서비스 센터와 연락하세요.
본 양압기는 분리형 전원코드를 사용합니다. 전기 코드가 잘 연결되어 있는지 확인 바랍니다.
양압기가 멀티 콘센트에 연결된 경우, 멀티콘센트에 다른 양압기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가동중 USB 연결은 반드시 공급업체만 할 수 있습니다.
양압기를 청결한 장소에서 수평으로 위치하시고, 다른 전자양압기의 옆이나 위에 올려놓지 마십시오.
공기분사구가 막히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양압기의 공기배출구나 연결호스를 의도적으로 막지 마십시오.
감전사고 방지를 위해 제품과 전원코드를 물기에서 멀리하시고, 양압기와 전원 액세서리를 건조한 곳에서
사용하세요.
양압기의 전원코드를 불이나 열기가 있는 부분으로부터 멀리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산소공급을 하고자 한다면, 설명서에 따라 산소 사용시 주의사항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발화의 위험이 있는 기체 옆에서 사용하지 마시고, 특히 단독 또는 복합적 발화성 물질 근처에서는
가습기능을 사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스크 사용준비가 되면, 양압기의 공기배출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공기를 지속적으로 배출시켜주는
마스크 날숨 배출구를 절대 막지 마십시오. 양압기가 작동되면, 발생된 공기는 마스크의 통기 구멍을 통해
배출됩니다. 양압기가 작동하지 않으면, 반드시 마스크를 벗으십시오. 마스크 내의 신선한 공기가
불충분하여 배출된 공기를 재호흡할 위험이 있으며 몇 분 내로 환자에게 위험을 줄 수 있는 상황을 초래할
수 도 있습니다.
양압기 작동에 결함이 있을 때 환자가 비강마스크를 사용하고 있었다면, 양압기저항은 환자가 기계를 통해
숨을 내 쉴 수 있도록 충분히 낮으며, 입으로도 숨을 쉴 수 있는 반면, 안면 마스크(full face mask) 사용시,
마스크는 반드시 질식방지 밸브가 있어야 합니다.
정전이나 양압기고장시 마스크를 반드시 벗습니다.
침대위에 길게 튜브를 놓지 마십시오. 수면 중 머리나 목을 감을 수 있습니다.
양압기를 어린이, 애완동물, 유해곤충으로부터 멀리하세요.

워터챔버를 사용하는 경우 주의사항










워터 챔버 사용시, 물이 양압기 내부로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기 바랍니다. 제품이 영구 손상되므로
항상 평평한 곳에서 기울이지 않고 놓습니다.
워터 챔버의 바닥가열판은 열을 발생시키므로 손이 닿지 않도록 주의 합니다.
가습기는 반드시 사용 전에 세척하여야 하며, 31 페이지 “유지보수” 를 따라 세척합니다.
양압기를 이동할때는 반드시 가습기는 비우고 합니다.
가습기에 물을 채울 때는 양압기에서 떨어져 채웁니다. 양압기에 물이 묻지 않도록 합니다.
챔버에서 물이 샐 경우, 양압기를 사용하지 마시고 가스킷을 교체하거나 서비스센터의 점검을 받습니다.
가습기능은 실내온도가 35˚C 보다 높으면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환자에게 전달되는 공기온도가 43˚C 를
넘을 경우 인체 상기도의 화상 위험이 있습니다.
가습기를 작동할 경우, 양압기성능에 약간의 차이가 있을수 있습니다.
가습기의 커버가 바르게 조립되어 있지 않으면 공기가 샐 수 있으며 처방된 압력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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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UTION 주의






양압기가 가습기없이 사용하는 경우 가열가습 기능은 사용할 수 없으나 양압기의 가열판은 계속 작동할수
있습니다. 반드시 히팅 레벨을 최저(0)로 하시고 사용하세요.
전원코드에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양압기를 바닥에 놓을 경우 먼지나 침구 옷과 같은 물체로 인해 공기흡입구가 막히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모든 전자의료양압기처럼 DreamStar 양압기는 전자파의 영향을 받을수 있습니다(휴대 전화, Wifi).
DreamStar 제품군 장비는 AM, FM 또는 방송용 안테나 근처에 있을 때마다 올바른 작동 확인을 위해
제어되어야 합니다.

사용범위
DreamStar 제품은 30kg 이상의 수면 무호흡으로 고통 받는 환자의 자발적 호흡을 위한 양압기며. 가정
의료 환경 또는 수면 센터에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DreamStar™ 장비는 CT 스캐너, MRT 장비, RF 수술 의료기기 또는 운송선(육지, 해상, 항공)으로부터
가까이에서 사용하기 적절하지 않습니다.

사용금지
아래 조건의 환자에게는 본 양압기의 사용을 금합니다.


심각한 수포성 폐기종, 기흉에 의한 복합 폐기종



뇌폐색, 뇌출혈환자, 최근 인후두 수술한 자



저혈류, 저혈압, 부정맥, 심부전



탈수증



과다출혈, 급성 부비동염, 중이염, 또는 천공고막증



기관절개

부작용
본 DreamStar 제품을 사용하는 동안, 아래 증상이 있는경우 전문 의료인과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기도건조, 비강건조, 피부문제, 콧물, 출혈, 귀통증, 주간졸음, 방향감각상실, 기억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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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품
DreamStar 제품은 아래의 구성품을 제공합니다.
[기본공급품목]

[옵션품목]
아래 품목은 필요에 따라 추가로 구매하여 사용할수 있습니다
구매를 원하실 경우 공급업체와 연락하시고 동봉된 개별 설명서에 따라 사용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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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소개
DreamStar 제품은 사용자 맞춤 액세서리로 구성되어 있으며 통합(110~220V) 전원 사용이 가능합니다.

제품보기
그림 1 - 전면부

1
2
4

3
5

1

화면

2

왼쪽버튼

양압기정보나 메뉴를 보는 화면
화면 왼쪽 아래에 나타나는 심볼을 선택하는 버튼

3

오른쪽버튼

화면 오른쪽 아래에 나타나는 심볼을 선택하는 버튼

4

Ramp 시작버튼 / 메뉴버튼

Ramp 기능으로 들어가며, 메뉴창의 설정값을 선택하는 버튼

5

전원 on/off 버튼

전원버튼이며, 메뉴에서 나가는 기능 버튼

그림 2. 측면 부

그림 3. 후면부 (가습기 미장착)

8
11
9
10
7 6
6

전원연결구

7

외부 베터리 포트

전원코드 연결구
외부 베터리나 차량용 시거잭 전원선에 연결되는 부위

8

공기필터

먼지유입 방지필터

9

가열판

가습기 가열판으로써 가습기내의 물을 데우는 기능.

10

USB 연결구

의료진이나 공급업체만 사용함.

11

메모리 카드 연결구

메모리 카드를 삽입하는 연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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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가습기없이 커버를 씌운 양압기. 후면부

그림 5. 가습기를 장착한 양압기. 후면부

12
2
13

12
2
14
2
15

2

15
2

2

12

공기 배출구

튜브가 연결되는 공기배출구

13

워터 챔버

가습용 가습기. 물의 최대용량 눈금있음.

14

커버(옵션)

빈커버 (가습기가 없는경우)

15

공기 흡입구

빈커버 공기흡입구

심볼 보기
심볼

설명

심볼

설명

전원버튼

Ramp 시작버튼 / 선택 버튼

왼쪽버튼

오른쪽버튼

낙수물 방수정도

폐기물 분리수거

전기절연 2 급양압기

전기안전 BF 타입양압기

DC 전원공급

저장 및 열기

설명서 참조

경고

CE 의료양압기 허가기준

대기압

보관온도: -20°C to +60°C

상대습도

취급주의

습기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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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설치
기본설치
1. 가습기의 설치

뒷면 아래쪽을 먼저걸고 앞쪽으로 기울여 끼웁니다.

2. 환자용 호스의 연결

환자용 호스를 가습기 상단의 공기배출구와 연결합니다.
(회전어뎁터가 있는경우 미리 연결합니다 )

회전 어뎁터 없는경우

회전어뎁터 있는경우

3. 마스크를 준비하고, 환자용 호스의 반대편 끝부분에 연결합니다.
4. 전기코드로 전원 을 연결합니다.

8  제품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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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전원이 연결되면 스크린이 켜지고 언어설정 모드가 나타납니다.

우측

또는 좌측

제어버튼을 눌러 해당 언어를 검색합니다.

언어가 선택되면 전원버튼
다시한번 이 버튼

을 눌러 저장합니다.

을 누르면 메인화면으로 돌아갑니다.

6. 스크린은 시간과 날짜를 보여주며, 양압기는 작동준비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WARNING 경고
가습기가 정확히 장착되지 않으면 공기가 샐 수 있으므로 주의.

차량용 시가잭 사용시
본 양압기는 또한 옵션 케이블인 차량용 시거잭으로 12V DC 전원을 사용할수 있습니다.


시거잭전원선을 제품의 외부 베터리 포트에 연결하고 다른 쪽은 시거잭 소켓에 바로
연결합니다.(그림 2)

그 다음은 표준설치순서에 따라 5 에서 6 까지 동일하게 계속 진행 하십시오.
CAUTION 주의



12V DC 전용입니다.
24VDC 시가잭에는 절대 연결하지 마십시오.

Note 양압기가:
배터리로 작동되는 경우, 가습기능을 사용할 수 없으며, 설정버튼을 누르면 다음의 화면이 표시됩니다.

배터리로 가동될 경우
가습기는 작동하지 않습니다.

DreamStar Info, Au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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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법
가습기에 물 채우기

"Push" marking
누름

1. 양압기 전원을 끄고 환자 공기튜브를
제거합니다. “Push” 표시가 된 부분을
손으로 누르고 가습기를 분리합니다.

2. 장치에서 가습기를 제거합니다.
앞으로 당김

3. 가습기튜브구멍을 통해
알칼리수 X

최대용량표시(Max.)가 있는 부분까지 물을 채웁니다. 식염수 X

4. 가습기를 역순으로 다시 장착합니다.

CAUTION 주의





가습기의 최대용량이 넘지 않도록 합니다.
물 외에 다른 것을 첨가하지 않습니다.
생리식염수나 알카리수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실온수를 사용하시고 뜨거운 물이나 냉각수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사용시작
1. 사용설명서 대로 마스크를 착용합니다. Auto ON 기능을 설정하면, 양압기는 마스크에서 첫
호흡을 하는 동시에 자동으로 작동 됩니다. (DreamStar Auto 자동양압기의 경우)
2. Auto Off 인 경우에는, 마스크착용후 전원버튼

을 누르면 양압기가 작동됩니다.

3. 만약 “MASK UNPLUGGED” 가 스크린에 나타난다면, 마스크가 잘 연결되지 않은 것입니다. 공기가
새는부분이 없이 마스크를 다시 잘 착용하시고, 전원버튼

이나 램프 버튼

을 누릅니다.

4. 수면중 움직임을 충분히 따라갈 수 있게 튜브가 엉키지 않도록 잘 위치시킵니다.
5. 스크린에 나타날 여러가지 심볼들은 페이지 12 에 요약되어 있습니다.

10  사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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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사용하는 양압기에 가습기가 있으면 가습기가 자동적으로 작동됩니다. 아래 그림과 같이, 막대
그래프 상의 가습온도 레벨을 왼쪽/오른쪽 제어버튼을 눌러
증가, 또는
감소할 수
있습니다. (1~10 단계. 표준 5)

WARNING 경고
전원 공급이 중단되었다 재 가동 될 경우, 양압기는 중단 전 설정된 모드로 작동을 재개합니다.

사용종료
1. 마스크를 제거합니다.
2. 제품의 전원버튼

을 약 3 초간 눌러 끕니다.

마스크특징 - 사용중 마스크를 벗는경우 (언플러그드 기능)
사용자의 마스크가 제거되었다면, 양압기는 자동적으로 저출력 모드로 전환됩니다. 사용자가
마스크를 재 착용하였거나, 전원버튼
또는 램프버튼
을 눌렀을 경우 출력을 정상화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30 분 후 작동을 멈춥니다. 이 기능은 사용자가 수면 중 잠시 침대를 벗어날 때
사용됩니다.

메뉴 들어가기
양압기 전면에 있는 4 개의 버튼은 사용자가 양압기의 메뉴 세팅을 할수있으며, 각종 파라미터를
설정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파라미터 설정은 양압기가 작동대기상태나 작동중 할수 있습니다.
설정 파라미터는 그룹화 된 스크린 페이지에 나타납니다.


처방에 관한 항목세팅



날짜 시간 변경



작동기록



알림

메뉴설명
각 스크린 페이지는 ;


첫째줄 - 항목제목



4 개줄 - 4 개 개별항목과 설정값들



마지막줄 - 바뀐 설정값이나, 페이지 정보,
이동페이지 등의 다양한 심볼을 보여줍니다.

DreamStar Info, Au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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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볼 설명
심볼

C

LEAK

설명

심볼

설명

양압기 정보 접속

양압기 세팅 접속

다음페이지로 이동

이전 페이지로 이동

설정값 높힘

설정값 낮춤

가습 기를 작동 안시킨 경우,
양압기가 베터리 전원에 연결된
경우

가습기가 작동중.
가열중에는 아이콘이 깜빡거림

파라미터가 수정 가능

파라미터가 수정 불가능하며, 정보
확인만 가능

기능 작동중

Feature disabled. 기능 미작동

YES.

NO.

타임램프 기능(T.Ramp) 설정됨
가동중엔 깜박거림

인덱스 램프기능(I.Ramp) 설정됨
가동중엔 깜박거림

CPAP 모드 (수동모드)

A

Auto-CPAP 모드 (자동모드)

작동이력 기록중

Reminder 기능이 종료될 때
깜빡거림

컴포트 보정기능 (날숨압
약화)작동중

메모리 카드 작동중.
메모리 카드가 없으면 깜빡거림.

압력누설상태표시: OK, +, ++, +++,
++++
베터리가 연결됨

DD/MM/YYYY

날짜표시 일/월/년도 순
리모트 콘트롤이 연결됨

양압기 작동에러표시.
에러코드와 심볼이 번갈아 보임

양압기특징
DreamStar Info 모델은 공기지속 모드(CPAP) , 즉 양압기가 일정한 압력 레벨로 밤새도록 공기를
제공합니다.
DreamStar Auto 모델은 공기지속 모드(CPAP) 또는 자동모드(Auto-CPAP)로 운용이 가능하며, 수면 중
사용자의 호흡을 모니터링하여 환자에게 적절한 공기압을 제공합니다.
본 양압기는 통합된 전원공급 기능과 가습기능이 장착되어 (Evolve 제품)
다양하게 구성이 가능합니다.

있으며, 제품 구입시

양압기는 환자가 알림기능(Reminder 설정)을 이용하여 필터나 마스크의 교체시기, 제품점검,
메모리카드 다운로드 사항을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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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mp 램프기능
램프 기능(T.Ramp)은 환자가 잠들기까지 공기압을 편안한 저압(컴포트압력) 에서 시작하여 세팅된
시간동안 세팅압력까지 서서히 올려주는 편리한 기능입니다. (컴포트 압력) 세팅시간은 0~45 분까지
5 분단위로 세팅가능합니다.
인덱스 램프기능은 (I.Ramp) 편안한 저압 (컴포트 압력)에서 치료를 시작하여 잠이든 순간을 자동으로
감지하여 세팅압력으로 올려주는 기능입니다.

Pressure Alter 압력 수정
의료진이나 공급사만 세팅변경할수 있으며,  1 cmH2O 단위로 처방압력을 조절하는 기능입니.

Note:
이 기능은 CPAP 모드에서만 가능합니다.

Comfort Calibration + 컴포트 보정 (C C+)
컴포트 보정 기능(C C+) 은 숨을 들이쉴때는압력을 높이고, 반대로 숨을 내쉴때는 압력을 낮추어
편안하게 호흡할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능입니다.

양압기 이동시
양압기의 전원을 빼고 악세서리를 분리시킨 후 이동용 가방에 넣습니다.
반드시 가습기를 본체로부터 분리하시고 물을 비웁니다. 제품 상단의 “Push” 버튼을 눌러 본체로부터
가습기를 분리시키고, 아래 page 38 “세척 및 관리” 설명서에 따릅니다. 가습기와 본체를 이동용
가방의 제자리에 넣습니다.
CAUTION 주의



양압기 내부로 물기가 들어가면 고장의 원인이 됩니다.
가습기는 반드시 완벽하게 물을 제거하여 분리하시고 이동하셔야 합니다.

메모리 카드 사용
양압기에 저장된 가장 최근의 양압기사용기록을 저장해서 PC 에서 그 기록을 볼수 있습니다.
새로운 세팅데이터를 양압기로 보내 업데이트 할 수 있습니다. 메모리 카드 사용설명서 참조.
양압기가 구동되고 있다면, 메모리 카드를 카드 콘넥터에 삽입하기전에 전원을 끄시기 바랍니다. 심볼
이 디스플레이 헤드 오른쪽에 나타납니다. 이 심볼이 깜빡이면, 카트 삽입이 잘못되었거나
위아래 방향이 바뀌었나 카드 구동이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다시 재삽입 하시고, 여전히 심볼이
깜빡거리면 공급사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세팅 업데이트
공급사가 양압기 세팅을 업데이트 하기위해 메모리 카드를 사용하는경우, 양압기는 카드를 꽂으면
자동적으로 업데이트를 시작합니다. 본 업데이트 세팅은 한번만 가능합니다.

데이터 저장
데이터 저장은 카드를 양압기에 삽입한 순간 자동적으로 시작됩니다.
데이터가 저장이 완료되면, 양압기에 메시지가 “DOWNLOAD FINISHED. REMOVE MEMORY CARD”
라고 표시됩니다.
다운로드용 메모리 카드는 공급사에 의해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Notes:



백업데이터와 업데이트 세팅 기능은 양압기가 스탠바이 상태일때만 가능합니다.
작업완료후 양압기에서 카드를 빼지 않으면, 양압기는 작동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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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값 세팅방법 (수동양압기 /
DreamStar Info)
메뉴 들어가기
메뉴세팅을 위해서는 오른쪽버튼
있습니다.

을 누르면 세팅심볼

이 나타납니다. 대기모드에서만 할수

In the Settings page display:


심볼

은 파라미터 설정을 변경할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심볼

은 파라미터 설정을 변경할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o

램프버튼

을 눌러 원하는 파라미터 설정을 선택합니다.

o

나

를 눌러 파라미터 값을 조절 할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 돌아가려면 램프버튼
다른 페이지로 이동하려면
이전 페이지로 돌아가려면

이나 전원버튼

을 눌러

을 선택합니다.

을 눌러

세팅메뉴에서 나가려면 전원 버튼

을 누릅니다.

을 선택합니다.

을 누르거나, 30 초간 기다립니다.

Note:
아래 페이지는 설정 값 예시입니다.

Step 1: 가습기 온도 세팅
가습기능은 공급사에 의해 세팅됩니다.






화면 :



버튼을 눌러 다음으로 이동하거나,

 다음 페이지로 이동하려면



화면 :
버튼을 눌러
설정한다

버튼을
누른다



나
를 눌러
원하는 값으로 바꾼다.

을 눌러 메인화면 으로 돌아간다.

버튼을 누른다

Note:
시가잭을 사용할 경우는 가습기능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13 페이지 – 시거잭 케이블 사용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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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2: 기능세팅
램프기능이나 압력변환기능은 공급사에 의해 세팅되어야 한다.






화면

화면
버튼을 눌러
원하는
파라미터로
이동






버튼을 누르면 화면 아래로 ,

나

버튼으로 값 변경.

버튼을 눌러 다음 파라미터로
이동

버튼을 누르면 메인화면으로 이동.

버튼을 누르면 다음 화면으로 이동.

C.C. + ( Comfort Calibration + = 컴포트 압력) : 날숨시 압력을 감소시켜 편안한 호흡을 하도록 한다.
Comfort pressure: 램프기능이 시작될 때의 압력
Ramp time: 최초 시작된 컴포트 압력으로부터 처방된 압력까지 도달하는데 걸리는 시간
Set pressure: 처방압력은 공급사에 의해 세팅됨. 1 cmH2O 단위로 수정할 수 있다.

Step 3: 세팅값 표시

화면

Prescribed P (처방압력) : 의료인에 의해 처방된 압력
Ramp type (Ramp 타입) : T.Ramp(타임램프) 또는 I.Ramp (인덱스 램프)
Max ramp time (최대램프타임) : 공급사에 의한 세팅됨
C.C. + ( Comfort Calibration + = 컴포트 압력) :



는 ON 상태임.

버튼을 눌러 다음 페이지로 이동한다.

화면

Pressure Alter (압력수정) :



는 압력수정가능.

버튼을 눌러 다음 페이지로 이동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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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4: Reminder 사용자 알림
사용자에게 알려주는 내용 : 필터 교체날자. 마스크 교체날자, 서비스 받을 날자, 메모리카드 사용한
날자

화면

알림내용 과 알림날자.



버튼을 눌러 다음 페이지로 이동.

Step 5: Clock 시간 세팅
시간세팅은 양압기가 대기상태 일때만 가능함.






화면



화면
버튼으로 시간 변경
버튼을 눌러
원하는 곳으로
이동




버튼을 누르면 화면 아래로 ,

버튼을 눌러 분 변경

버튼을 누르면 메인화면으로 이동.

버튼을 누르면 다음 화면으로 이동.

Step 6: Miscellaneous 기타 세팅






화면



화면

버튼으로 언어 변경

눌러
원하는곳으로
이동

버튼으로 다음 이동
버튼으로 선명도
변경

Language 언어
Contrast 선명도

는 AUTO ON 기능 사용여부

*AUTO ON 기능: ON/OFF 버튼을 누르지 않아도 마스크를 쓰면 자동으로 시작하는 기능




버튼을 누르면 화면 아래로 ,

버튼을 누르면 메인화면으로 이동.

버튼을 누르면 다음 화면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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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값 세팅방법
(자동양압기/DreamStar Auto)
메뉴 들어가기
메뉴세팅을 위해서는 오른쪽버튼
할수 있습니다.

을 누르면

세팅심볼

이 나타납니다. 대기모드에서만

In the Settings page display:


심볼

은 파라미터 설정을 변경할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심볼

은 파라미터 설정을 변경할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o

램프버튼

을 눌러 원하는 파라미터 설정을 선택합니다.

o

나

를 눌러 파라미터 값을 조절 할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 돌아가려면 램프버튼
다른 페이지로 이동하려면
이전 페이지로 돌아가려면

이나 전원버튼

을 눌러

을 선택합니다.

을 눌러

세팅메뉴에서 나가려면 전원 버튼

을 누릅니다.

을 선택합니다.

을 누르거나, 30 초간 기다립니다.

Note:
아래 페이지는 설정 값 예시입니다.

Step 1: 가습기 온도세팅
가습기능은 공급사에 의해 세팅됩니다.






화면 :
버튼을
누른다





화면 :
버튼을 눌러
설정한다

버튼을 눌러 다음으로 이동하거나,

 다음 페이지로 이동하려면



나
를 눌러
원하는 값으로 바꾼다.

을 눌러 메인화면 으로 돌아간다.

버튼을 누른다

Note:
시가잭을 사용할 경우는 가습기능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13 페이지 – 시거잭 케이블 사용시 참조)

DreamStar Info, Au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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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2: 기능세팅
CPAP 수동모드
아래 기능들은 공급사에 의해 세팅되어야 한다.






화면



화면

를 눌러 원하는 값으로
바꾼다.

버튼을 눌러
원하는
파라미터로
이동한다

버튼을 눌러 다음으로 이동.

를 눌러 원하는 값으로
바꾼다.




버튼을 누르면 화면 아래로 ,

버튼을 누르면 메인화면으로 이동.

버튼을 누르면 다음 화면으로 이동.

C.C. + ( Comfort Calibration + = 컴포트 압력) : 날숨시 압력을 감소시켜 편안한 호흡을 하도록 한다.
Comfort pressure: 램프기능이 시작될 때의 편안한 낮은 압력
Ramp time: 최초 시작된 컴포트 압력으로부터 처방된 압력까지 도달하는데 걸리는 시간
Set pressure: 처방압력은 공급사에 의해 세팅됨. 1 cmH2O 단위로 수정할 수 있다.

AUTO 자동모드
아래 기능들은 공급사에 의해 세팅되어야 한다.






화면



화면

를 눌러 원하는 값으로
바꾼다.

버튼을 눌러
파라미터를
설정한다

버튼을 눌러 다음으로 이동.
를 눌러 원하는 값으로
바꾼다




버튼을 누르면 화면 아래로 ,

버튼을 누르면 메인화면으로 이동.

버튼을 누르면 다음 화면으로 이동.

C.C. + ( Comfort Calibration + = 컴포트 압력) : 날숨시 압력을 감소시켜 편안한 호흡을 하도록 한다.
Comfort pressure: 램프기능이 시작될 때의 편안한 낮은 압력
Ramp time: 최초 시작된 컴포트 압력으로부터 처방된 압력까지 도달하는데 걸리는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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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3: 세팅값 표시
CPAP 수동모드

화면

Prescribed P (처방압력) : 의료인에 의해 처방된 압력

Ramp type (Ramp 타입) : T.Ramp(타임램프) 또는 I.Ramp (인덱스 램프)
Max ramp time (최대램프타임) : 공급사에 의한 세팅됨

C.C. + ( Comfort Calibration + = 컴포트 압력) :



는 ON 상태임.

버튼을 눌러 다음 페이지로 이동한다.

화면

Pressure Alter (압력수정) :



압력수정가능.

버튼을 눌러 다음 페이지로 이동한다.

Auto 자동모드

화면
Ramp type (Ramp 타입) : T.Ramp(타임램프) 또는 I.Ramp (인덱스 램프)
Max ramp time (최대램프타임) : 공급사에 의한 세팅됨
Min. Pressure: 최저압력
Max. Pressure: 최고압력



버튼을 눌러 다음 페이지로 이동한다.

화면
C.C. + ( Comfort Calibration + = 컴포트 압력) :
는 기능 ON 상태.
Command on IFL : 약호흡인 경우 압력을 자동으로 높이는 기능
Max. P on apnea : 수면무호흡시 공급할 최대압력.
Pres. Decrease : 압력을 낮추는 속도. FAST(빠르게) SLOW (천천히)



버튼을 눌러 다음 페이지로 이동한다.

DreamStar Info, Au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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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4: Reminder 사용자 알림
사용자에게 알려주는 내용 : 필터 교체날자. 마스크 교체날자, 서비스 받을 날자, 메모리카드 사용한
날자

화면

알림내용 과 알림날자.



버튼을 눌러 다음 페이지로 이동.

Step 5: Clock 시간 세팅
시간세팅은 양압기가 대기상태 일때만 가능함.






화면



화면
버튼으로 시간 변경
버튼을
원하는
이동




버튼을 눌러 아래로 이동

눌러
곳으로

버튼을 누르면 화면 아래로 ,

버튼으로 분 변경

버튼을 누르면 메인화면으로 이동.

버튼을 누르면 다음 화면으로 이동.DreamStar Auto or DreamStar Auto Evolve

Step 6: Miscellaneous Settings 기타 세팅




화면


화면

눌러
원하는곳으로
이동
Language 언어
Contrast 선명도


버튼으로 언어 변경
버튼으로 다음 이동
버튼으로 선명도 변경
는 AUTO ON 기능 사용여부

AUTO ON 기능: ON/OFF 버튼을 누르지 않아도 마스크를 쓰면 자동으로 시작하는 기능


버튼을 눌러 페이지 하단으로,



버튼을 눌러 메인메뉴로 이동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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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튼을 눌러 이전페이지로 이동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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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사항
General Information 일반사항
양압기가 대기상태일 때,

우측버튼을 눌러 스크린 상의 심볼

을 선택한다.


화면
Hour counter: 양압기가동 총시간
Total use: 마스크를 착용하고 양압기를 실제로 사용한 총시간
Tot.Session Nbr: 마스크를 착용하고 양압기를 실제로 수면시 사용한
총횟수

버튼을 눌러 다음 페이지로 이동한다.




Date : 최근 마지막 세션의 날자와 시작시간

마지막세션

Usage duration : 환자가 실제 마스크를 쓰고 호흡을 하며 양압기를 운용한
시간
Average pressure : 최근 수면사용시 적용된 평균 압력
Average leak : 최근 수면사용시 의 평균 공기누설상태 ( OK, +, ++, +++,
++++.)
A.H. index : Index of obstructive apneas and hypopnoeas = 최근
수면사용시 무호흡과 저호흡 지수.
최근 수면사용한 기록을 5 회 세션까지 보여줍니다.


버튼을 눌러 다음 페이지로 이동한다.



버튼을 눌러 메뉴로 이동한다.

Note:
이 페이지는 최소 한번의 세션이 있을때 보입니다.

Reminders 파트교체시기 알림(필터, 마스크)
필터나 마스크교체시기가 되면
심볼이
로 바뀌며 깜박거립니다.
버튼을 눌러
Reminder 화면으로 가서 필터나 마스크를 교체한뒤, 교체하였다고
를 눌러 주십시오.




버튼을
누른다



버튼을 눌러
REMINDER
로 접속함.



버튼을 눌러 다음으로 또는



버튼을 눌러 메뉴를 나온다.

DreamStar Info, Auto




YES
또는 NO
(왼쪽버튼) 을 선택함.
버튼을
다음으로 이동

눌러

버튼을 눌러 페이지 위로 이동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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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소를 연결하는 경우 (옵션)
WARNINGS 경고







산소를 사용할 때는 의료진이나 공급사와 협의하십시오. 산소공급기는 양압기에서 1 미터 이상 거리를
둡니다.
산소가 있는 공간에서 흡연을 금합니다.
산소를 양압기의 공기흡입구에 분사하지마십시오.
양압기 시작과 종료시 설명서에 따라 해주시고 주의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양압기가 가동되지 않을 때는 산소발생기나 액화산소의 사용을 금합니다. 만약 양압기가 꺼져있을떄
산소가 호흡튜브를 통해 양압기 내부로 계속 들어갈 경우 화재나 제품손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산소공급량은 분당 최대 12L 이하라야 합니다.

CAUTION 주의







정해진 산소공급량은 양압기의 압력세팅이나, 환자호흡양, 마스크타입과 공기누설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산소공급을 이용할 때, 양압기내에 산소축적을 방지하는 안전밸브가 있어야 합니다.
안전벨브는 반드시 양압기와 마스크 중간에 설치되어야 합니다.
산소공급기의 설치, 세척, 유지에 관한 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시작시는 양압기 내부에 산소 축적을 막기위해 반드시 양압기를 먼저 가동된 다음, 산소발생기를
가동시켜야 합니다.
종료시는 반대로 산소발생기를 먼저 끈 후에, 양압기의 가동을 멈추어야 합니다.

Swivel outlet elbow 튜브회전연결관
사용시
튜브회전연결관 (70°도 직경 22mm ) 은 DreamStar 양압기의 악세서리 이며, 양압기와 연결하여
튜브가 원활하게 움직일수 있도록 고안되었습니다.(그림 1)
CAUTION 주의



튜브회전연결관은 반드시 처음 사용 전에 한번 세척후 사용합니다. (그림 1)
튜브회전연결관을 양압기의 공기배출구에 먼저 끼우고, 반대편을 공기 튜브에 연결합니다(그림 2).





벤트튜브

베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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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ivel outl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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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d of the patient
circuit

Outlet
conne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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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eaning and Maintenance 세척과 관리
마스크와 공기튜브에 관한 자세한 유지관리 사항은 사용자 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WARNING 경고
반드시 전원을 차단하시고, 공기튜브와 가습기를 분리하신 후 세척하시기 바랍니다.

CAUTION 주의



사용에 적합한 세척제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강한 세정제나 거친 스폰지, 거친 브러쉬는 사용하지 마십시오.

Daily 매일 세척


가습기를 비우고 깨끗한 물로 헹구어 냅니다.



가습기를 엎어놓거나 햇빛에 건조 시킵니다.

Weekly 주간 세척
1 .가습기 분해세척.
o

양압기로부터 가습기를 분리합니다.

o

중앙탭을 눌러 가습기 베이스와 덮개를 분리합니다.1

o

챔버 내 물기를 완전히 제거합니다.

o

이너 튜브 제거하기





Grip zone

Inner tubing
Upper
part

Gasket
Base

A
B

Center t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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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스럽게 클립(A)를 눌러 튜브의 잠금장치를 해제합니다. (B)



클립을 누른 상태에서 튜브를 부드럽게 잡아당겨 빼냅니다



가습기의 파트들을 따뜻한 물과 중성세제로 세척합니다. (예:
주방용 액체세제 3 방울을 물에 희석하여 사용합니다.)



세정제가 남지 않도록 파트들을 물로 잘 행구어 냅니다.



잘 건조 시킵니다.




건조가 되었으면 가습기를 재조립 합니다.
o

이너튜브를 홀에 삽입하시고 잘 고정되었는지 확인합니다.

o

챔버의 상단부를 베이스위에 놓고 앞으로 기울이고
부분을 눌러서 커버를 잠급니다.

o

양압기에 장착하기전에 물을 채웁니다.

손잡이

Notes:



가습기의 부분품들은 식기세척제로 세척할 수 있습니다. (최대 60°C / 최대 2 시간)
세균번식방지를 위해 물에 장시간 담구어 놓지 않습니다.

2.필터 세척


필터 홀더를 앞쪽으로 당깁니다. 



필터홀더에서 필터를 빼냅니다. 


Filter holder




Filter holder

Filter

Filter
holder



필터와 필터홀더를 따뜻한 물이나 중성세제로 세척한다. (예: 필터 및 필터홀더를 문지른다.)



세정제가 남지 않도록 파트들을 물로 잘 행구어 냅니다.



o

필터는 키친타올이나 헝겊으로 물기를 짜낸후 자연 건조합니다. 건조 되지 않은 필터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o

필터 홀더는 자연건조 시킵니다.

건조가 되면, 필터를 필터홀더에 넣은다음 원래자리에 조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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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thly 월간 세척
1. Device 본체외부세척


본체 외관을 물수건이나 세제 한방울로 티슈나 헝겊으로 닦아줍니다.



세제가 남지 않도록 새 티슈나 헝겊으로 깨끗이 닥아줍니다.

2. Air intake filters: 공기필터교체


고성능 필터 (옵션)는 세척하여 재사용할수 없습니다. 월별로 교체해주시거나 오염여부에 따라
자주 교체해 줍니다.



필터가 찢어지거나 굳은 경우 또는 교체알림이 뜨는 경우 즉시 교체하여 주십시오.

3. Water chamber 가습기 소독


가습기를 분해 세척한 후, 물과 식초를 9:1 로 섞은 물에 15 분간 담가 놓습니다.



물로 잘 행구어 식초를 완전히 제거합니다. 자연건조 시킵니다.
WARNINGS 경고






스프레이 세제를 쓰지 않습니다. 유해한 잔유물이 공기배출구나 흡입필터, 양압기내부에 들어갈 경우
호흡시 자극을 줄 수 있습니다.
0.1% 보다 높은 표백제를 사용하지 마십시오.(예:차가운 물 5 리터에 2,6 % 표백제 200 ㎖ 이하)
공기필터가 없는 상태로 양압기를 사용하시면 안됩니다.
양압기에 전원을 연결하기 전에 가열판에 물기가 없는지 확인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DreamStar Info, Au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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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vice messages 에러메시지
Code 코드

Possible cause
원인

Suggestion 해결

MASK UNPLUGGED

마스크가
연결되지 않음.

LEAK : ++ (or +++ or
++++)

공기누설을
감지함

가
스크린에서 깜빡거림

작동에러를
감지함

양압기 전원을 껐다가 다시 연결하여 재가동 해봅니다.
에러가 계속될 경우, 서비스 센터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가습기
히팅레벨 창에서
깜빡거림

가습기에러를
감지함

양압기 전원을 껐다가 다시 연결하여 재가동 해봅니다.
에러가 계속될 경우, 서비스 센터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공기튜브 연결상태를 확인합니다.
튜브연결후
을 누르면 사라집니다.
그렇지 않으면 30 분후 양압기는 자동으로 작동을
멈춥니다.
마스크, 마스크 쿠션, 마스크끈을 조절합니다.
누설차단후엔 화면에 LEAK : OK 가 나타납니다.
에러가 계속될 경우, 서비스 센터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Troubleshooting 문제해결
Problem 문제

Possible
cause 원인

Suggestion 해결

코내부가 차갑습니다.

실내온도가 낮음

실내온도를 높힌다.

배출공기가 차가움

열 손실을 줄이기 위해 공기전달호스를 덮어준다.
가습기 온도를 높인다.
서비스 센터나 의료인과 상의한다.

콧물이 납니다.

공기유량과 압력에
대한 반응

코나 목이 건조하고
따갑습니다.

공기가 건조함

가습기능을 사용하고 히팅레벨을 높혀준다.

가습기에 물이 없음
비염이나 비강충혈

가습기의 물을 채운다.
의료인과 즉시 상의합니다.

마스크 가
타이트하거나 작음

마스크 끈을 재조절 한다.
큰 사이즈의 마스크로 교체한다.

마스크성분에
알러지가 발생

마스크 사용을 중지한다.
의료인과 상의하거나 서비스센터에 문의한다.
마스크 위치를 재조정한다.

코,부비강,귀가
아픕니다.
마스크가 닿는 부위의
피부가 빨갛습니다.

눈이 건조하거나
따갑습니다.

마스크 주위에
공기누설

의료인과 상의하거나 서비스 센터에 문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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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blem 문제
흡입하는 공기가
뜨겁습니다.

공기압이 높아 호흡이
불편합니다.

양압기가 정확한
압력을 표시하지
않습니다.

수면무호흡 증상이
재발합니다.

양압기가 켜지지
않습니다.

양압기가 전파간섭을
받고 잘 작동하지
않습니다.
가습기가 가열을 하지
않습니다.

양압기에서 물이
샙니다.
공기호흡튜브나
마스크에 과도한
물방울이 맺힙니다.

가습기 바닥에 하얀색
가루가 보입니다.

DreamStar Info, Auto

Possible
cause 원인
공기필터가
오염되거나 막힘
실내온도가 너무
높음
세팅압력이 높음

램프기능 사용
않을시
압력조절기능이
CPAP 모드에서
비활성화
적정압력에
세팅되어 있지 않음
신체조건이 변해
적정압력을
변경해야 할경우
전원이 연결되지
않음.
전원이 들어오지
않음.
내부 퓨즈 단선
매우 높은 전자파
간섭

히팅레벨이 “0”인
경우
시가잭으로 연결한
경우
히팅판이 고장난
경우
내부습기문제

가습기에 물이 너무
많음.
겨울에 작은 양의
물방울은 정상임.
수증기 과도응축
수돗물 사용시 물 때

Suggestion 해결
필터를 세척하거나 교환해준다
실내온도를
낮춘다.
난방기로부터
양압기를
멀리한다.
공기압에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램프기능을 사용한다. 숨을 천천히 쉰다.
Auto 모드로 설정.
공기압이 평소와 달라진 것 같다면 서비스 센터에
연락.
계속 불편을 느낄시 서비스 센터와 상의.
램프표시기가 스크린에 나타나는지 확인합니다.
양압기 설정 절차를 참조하여 램프기능을 끕니다.
양압기 설정절차를 참조하여 Pressure Alter
(압력조절) 기능을 비활성화 합니다.
서비스 센터에서 양압기를 점검 받아야 합니다.
의료진과 상의 하시기 바랍니다.

전원코드 확인
전원콘센트를 확인. 사용콘센트에 다른기구(라디오,
전등)를 연결하여 전원이 잘 공급되는지 확인합니다.
서비스센터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간섭을 일으킬 수 있는 할로겐램프, 무선전화기 등의
양압기에서 멀리하시기 바랍니다.
히팅레벨을 1~10 사이로 세팅합니다.
시가잭 전원사용시 가습기는 작동하지 않습니다.
가습기표시가 깜빡이거나 나타나지 않을 시 서비스
센터에 문의 바랍니다.

양압기의 전원을 제거하고 24 시간 동안
완전건조합니다.
전원을 다시 연결하고 양압기 구동을 체크합니다.
가습기의 물이 과도한지 확인합니다. Max.보다 낮게
물을 따라 버립니다.
히팅레벨을 낮춥니다.
양압기를 환자마스크보다 낮은곳에 놓습니다.
가습기 내부를 스폰지와 중성세제로 닦아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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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chnical characteristics 기술적 특성
Performance of the device 양압기 성능
Device pressure range:
Maximum steady limiting pressure at the patient
connection port under single fault condition:
Maximum pressure that can be set:
Ramp duration:
Sound pressure level measured in accordance
with ISO 80601-2-70:2015:
Patient-side connection aperture:
Lifetime planned for the device:
Air intake filter efficiency:

4 cmH2O to 20 cmH2O
Device adjustable in increments of 0.5 cmH2O
30 cmH2O
20 cmH2O
0 to 45 minutes  1 minute
Device adjustable in increments of 5 minutes.
30 dBA without humidifier
Conical connector 22 mm diameter
5 years (8 hours per day)
Optional high-efficiency filter.
Disposable fabric HEPA paper, which is 90%
effective for particles > 3 microns.
High Density Foam (reusable) and is 90%
effective with particles > 20 microns.

Values determined under ATPD (Ambient Temperature and Pressure, Dry) conditions.

Humidifier performance 가습기 사양
Humidification rate:
Heating time:
Pressure loss as a function of flow:
Compliance of the water chamber :
Maximum service pressure:
Maximum gas temperature delivered from
patient tubing:

> 10 mg H2O/l at the maximum setting for a leak
flow < 60 l/min
< 45 minutes
0.59 cmH2O at 1 l/sec
0.73 cmH2O at 1 l/sec with swivel outlet elbow
14.2 ml/kPa (chamber empty)
12.2 ml/kPa (chamber full)
20 cmH2O
43°C (109.4°F)

Values determined under ATPD (Ambient Temperature and Pressure, Dry) conditions.

Operating conditions 사용환경
Pressure range:
Temperature:

730 hPa to 1060 hPa
+5 °C to + 40 °C (41 ºF to 104 ºF) without
humidifier
+5° C to + 35 °C (41 ºF to 95 ºF) with humidifier

Relative humidity:
Altitude range:

between 10% and 95% without condens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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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portation and storage conditions 이동 및 보관환경
Pressure range:
Temperature:
Relative humidity:

500 hPa to 1060 hPa
-20°C to +60°C (-4 °F to +140 °F)
Up to 95% without condensation

Device electrical characteristics 전기적 특성
Universal internal electrical power with the detachable electrical power cord (which varies by
country).
Input voltage (auto-ranging):
100 - 240 VAC (-15%, +10%), at 50 or 60Hz
Maximum power consumption:
100VA at maximum setting.*
Current consumed at 20cmH2O with a 4mm
leak:
130 mA eff. at 230 VAC
DC power supply (13 V)
Voltage range allowed: 13V (-15%, +25%).
*Power consumption is based on the type of model. The DreamStar Auto Evolve with heated humidification
enabled is the highest-consumption device.

Physical characteristics 물리적 특성
Dimensions (D x W x H):
Carrying case Dimensions (D x W x H):
Weight:
Operational volume (minimal gas volume in
water chamber):
Useful volume of water chamber:
Maximum liquid fill level:

200 x 230 x 120 mm (7.8 x 9.0 x 4.7 in)
approximately with water chamber
260 x 350 x 150 mm (10.2 x 13.7 x 5.9 in)
approximately
1.5 kg (3.3 lbs) approximately with water chamber
1.4 kg (3.1 lbs) approximately with cover
811 ml
300 ml
Indicated on water chamber

CE marking
DreamStar Info, DreamStar Info Evolve : 2011
DreamStar Auto, DreamStar Auto Evolve : 2011.

Standards compliance 제조표준
Risks pertaining to this medical equipment were assessed in accordance with the ISO 14971:2012
standard, specifically with reference to global residual risk.
The DreamStar™ product range device complies with the following standards.
 Directive 93/42/CEE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concerning medical devices,
modified by the European Directive 2007/47/CE
 Directive 2011/65/EU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n the restriction of the use
of certain hazardous substances in electrical and electronic equipment (RoHS)
 Directive 2012/19/EU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n waste electrical and
electronic equipment (WEEE)
 CEI 60601-1:2012: Medical electrical equipment. Part 1: General requirements for basic safety
and essential performance
 CEI 60601-1-2:2014: Medical electrical equipment – Part 1-2: General requirements for basic
safety and essential performance – Collateral Standard: Electromagnetic disturbances –
Requirements and tests
DreamStar Info, Au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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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O 80601-2-70:2015: Medical electrical equipment -- Part 2-70: Particular requirements for basic
safety and essential performance of sleep apnea breathing therapy equipment
ISO 80601-2-74:2017: Medical electrical equipment — Part 2-74: Particular requirements for basic
safety and essential performance of respiratory humidifying equipment

Disposing 제품폐기
본제품의 폐기는 가전제품으로분류되어 있습니다.
국가별 법규에 따라 일반 쓰레기와 분리하여 폐기해주시기 바랍니다.

표시사항 – 수동양압기

표시사항 – 동양압기

30  Technical characteristics 기술적 특성

DreamStar Info, Auto

Manufacturer:

KFDA

수입원

SEFAM

조인메디칼(주)

144 AV CHARLES DE GAULLE

서울 송파구 강동대로 67

92200 NEUILLY SUR SEINE
FRANCE

02-485-3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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