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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원심분리방식자동혈액성분분리장치(6R5725. ALXY Component Collection System)

■ 제품명 : ALXY Component Collection System

■ 품목명 : 원심분리방식자동혈애성분분리장치

■ 모델명 : 6R5725

■ 사용목적 : 혈액에서 적혈구, 백혈구, 혈장, 혈소판 등의 일부 성분을 분리 추출하고 나머지는 혈액

제공자에게 되돌려주는 원심분리방식기구로서, 분리된 성분은 수혈되거나 주사용 혈액제품을 만드는 데

에 사용한다. 

■ 사용방법

 1) 사용전의 준비사항

  (1) 메인 데이터 입력 스크린에 접속한다. 필요하다면, 메인 데이터 입력스크린에 접속하

      기 위해 check button 또는 new procedure button을 누른다.

  (2) 메인 데이터 입력스크린의 operator ID prompt 바로 밑에 있는 operator ID button을 

      누르면 문자 숫자식의 키패드가 있는 스크린 오버레이가 나타날 것이다.

  (3) 키패드를 사용하여 사용자 확인 정보를 입력한다. 

  (4) 계속하려면 check button을 누른다. 사용자 정보 입력이 끝나면 operator ID button안

      에 체크마크가 나타날 것이다. 스크린 왼쪽 상단의 입력내용이 맞는지 확인한다.

  (5) kit data prompt 탭 키 부분이 밝게 보이지 않을 경우 탭 키를 누른다.

  (6) kit data button을 누른다. 

  (7)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키트 정보를 입력한다. : 

   • 키트 바코드를 스캐닝하거나

   • 일회용 키트 제품 코드 : 4R5701을 손으로 입력한다. 

  (8) 계속하려면 check button을 누른다. kit data button 안에 있는 ALYX Red Icon을 누

     르면 메인 데이터 입력 스크린에 ALYX Red kit이 선택되었음이 표시될 것이다. 

2) 사용방법 및 조작순서

  키트 장착

  (1) 터치 스크린에 load kit prompt라고 나오는지 확인한다. 

  (2) 원심분리기 문을 연다. 

  (3) 키트의 수축 포장을 제거한다. 

  (4) 기기의 우측에 있는 키트 서포트를 들어 올린 다음, 키트 트레이를 키트 서포트 위에 

      놓는다. 

  (5) 생리식염액을 생리식염액백 저울에 건다. 

  (6) 적혈구 보존액과 항혈액응고제는 키트 트레이 아래로 밀어 넣어 적혈구 보존액을 플

      랫폼에, 항혈액응고제는 항혈액응고제 저울 위에 놓는다. 이때 용액 포트가 기기의 뒷

      면을 향하도록 놓아야 한다. 

  (7) 백혈구 제거 필터를 백혈구 제거 필터 고정기내 홈에 넣고 고정기를 닫는다. 

  (8) 적혈구 보관 백 회로에서 종이 스트립을 제거한 다음, 기기 앞쪽에 있는 저장  백 헤

      어에 건다. 적혈구 보간 백 쪽의 클램프 두 개가 모두 열려 있는지 확인한다. 

  (9) 원심분리기 캐리어를 돌려, 두개의 움빌리커스 가이드가 왼쪽에 오고, 빗장이 정면에 

      오도록 한다. 탭을 누리고 빗장을 잡아당겨 연다.

  (10) 움빌리커스 포인칭이 기기의 정면을 향하도록 하고, 분리 챔버를 캐리어 안으로 밀

       어 놓는다. 

  (11) 빗장을 닫는다. 

  (12) 움빌리커스를 위로 집어 캐리어의 움빌리커스 가이드 안에 넣는다. 

  (13) 청색 튜빙 엘보를 광학센서에 놓고 홈에서 빛이 나는지 확인한 다음, 움빌리커스 끝

       부분을 움빌리커스 홀더에 눌러 놓는다. 

  (14) 키트 트레이를 들어올린 다음 원심분리기 문을 닫는다. 

  (15) 키트 트레이에서 남은 백과 공혈자 회로를 제거한다. 

  (16) 카세트 구획의 문을 역로 카세트를 키트 트레이에서 제거한 다음 트레이를 버린다. 

  (17) 카세트 윗부분에 있는 탭과 기기의 카세트 가이드를 나란하게 놓는다. 

  (18) 카세트를 제 위치에 살짝 밀어 넣는다. 카세트가 기기의 6개 카세트에 맞게 들어갔는지 

       확인한다. 

  (19) 공혈자 및 항혈액응고 회로를 공기 감지기에 장착한다. 

  (20) 모든 튜빙을 확인한다. 

  (21) 카세트 구획의 문을 닫는다. 

  (22) 인-프로세스 백을 인-프로세스 저울에 건다. 

  (23) 적혈구백을 적혈구 저울에 건다. 

  (24) 혈장백을 혈장 저울에 건다. 

  (25) 공혈자 회로에서 종이 스트립을 제거한다. 

  (26) 공혈자 회로와 샘플링 팩에 연결된 회로의 클램프를 잠근다. 

  (27) 키트가 정확하게 장착되었는지 확인한다. 

  키트 확인 및 프라임

  (1) check button을 눌러 키트가 기기에 놓여 있는지 확인한다. clamp donor 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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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ompt가 나타날 것이다. 

  (2) 공혈자 회로와 샘플링 팩에 연결된 회로의 클램프가 잠겨 있는지 확인한다. 

  (3) check button을 눌러 공혈자 회로의 클램프가 잠겨 있는지 확인한다. 터치 스크린 위

      에 kit check icon이 나타날 것이다. 또, 키트 확인을 위해 남은 시간을 알려줄 것이다. 

  (4) 모든 용액백(생리식염액, 적혈구 보존액 및 항혈액응고제)의 캐뉼라를 부러뜨린다. 캐

      뉼라는 각 용액백의 인렛에 있다. 캐뉼라를 완전히 부러뜨리기 위해, 양손에 쥐고 한

      쪽을 90도로 꺾은 다음 반 방향으로 구부린다. 

  (5) check button을 눌러 모든 캐뉼라가 부러뜨려졌는지 확인한다. 터치 스크린 위에 

      prime icon이 나타날 것이다. 

  공혈자 및 절차 정보 입력

  (1) donor/procedure ID button을 누른다. 문자 숫자식의 키패드 오버레이 스크린이 나타

      날 것이다. 

  (2) 키패드를 사용하여 공혈자 확인 정보를 입력한다. 

  (3) 정보를 정확하게 입력했으면 check button을 누른다. 

  (4) gender button을 누른다. 버튼에 male icon이 나타날 것이다. 버튼을 다시 누르면 

      female icon으로 바뀌게 된다. 공혈자의 성별에 맞는 아이콘인지 확인한다. 

  (5) height button을 누른다. 숫자식 키패드 오버레이 스크린이 나타날 것이다. 

  (6) 키패드를 사용하여 공혈자의 키를 인체로 입력한다. 

  (7) 공혈자의 키를 정확하게 입력했으면 check button을 누른다. 

  (8) weight button을 누른다. 숫자식 키패드 오버레이 스크린이 나타날 것이다. 

  (9) 키패드를 사용하여 공혈자의 몸무게를 파운드로 입력한다. 

  (10) 공혈자의 몸무게를 정확하게 입력했으면 check button을 누른다. 

  (11) bct/hgb button을 누른다. 숫자식 키패드 오버레이 스크린이 나타날 것이다.

  (12) 키패드를 사용하여 공혈자의 헤마토크릿(%) 또는 헤모글로빈(g/dL)을 입력한다. 

  (13) 공혈자의 헤마토크릿을 정확하게 입력했으면 check button을 누른다. 

  정맥천자 실시

  (1) 공혈자 회로가 정맥천자 부위에 닿을 수 있을 만큼 공혈자가 기기에 가까이 있는지 확

      인한다. 

  (2) 압력 커프가 적당한 위치에 있고, 잘 부풀어 오르며 편안한지 확인한다.  

  (3) 정맥천자에 적당한 정맥을 선택하여 표준 수술절차에 따라 정맥천자 부위를 처리한다. 

  (4) 정맥천자를 실시한다. 

  (5) 바늘을 공혈자의 팔에 고정하고 check button 을 누른다. 터치스크린에 take 

      samples prompt가 나타날 것이다. 

  (6) 샘플링 팩에 연결된 회로의 클램프를 열고 전혈을 샘플링 팩에 수집한다. 원하는 샘플 

      양이 모이면, 샘플링팩 회로의 클램프로 잠그고 회로를 접착한다. 샘플링 팩 회로를 

      접착한 후, 팩은 키트와 함께 두거나 키트와 분리하여 둔다. 

  (7) check button을 눌러 전혈이 샘플링 팩에 수집되었는지 확인한다. 터치 스크린에 

      open clamp prompt가 나타날 것이다. 

  (8) 공혈자 회로의 클램프를 열고  draw button을 눌러 클램프가 열려 있는지 확인한다. 

      압력 커프가 자동적으로 부풀어 올라 사전에 정해진 압력까지 올라가면, 공혈자 채혈

      단계로 들어가 메인 수집 스크린이 나타날 것이다. 

  (9) 진공 수집관을 샘플링 팩에 연결된 튜브 홀더에 삽입하여 가능한 한 빨리 샘플을 얻는다. 

  수집 과정 모니터링

  1) 채혈 단계

     채혈하는 동안 기기의 각 측면에 있는 공혈자 디스플레이의 donor squeeze icon에 불

     이 들어오면, 공혈자는 손을 쥐었다 폈다 함으로써 혈액 흐름을 도와주어야 한다. 

     수집 시작시, 기기는 키트를 혈액으로 프라임하여 이미 키트에 들어있던 다른 용액을 

     제거한다. 공혈자로부터 전혈을 채혈하기 때문에 항혈액응고제를 WB : AC = 11 :1로 넣는다.

     채혈하는 동안 항혈액응고제를 처리한 혈액은 인-프로세스 백과 분리 챔버로 동시에 

     들어간다. 원심분리기가 항혈액응고제를 처리한 전형을 혈장과 적혈구로 분리한다. 혈

     장 펌프는 혈장을 분리 챔버로부터 끌어올려 혈장백으로 넣고, 무거운 세포 성분은 분

     리 챔버에서 밀어 내어 적혈구백으로 넣는다.

  2) 반혈 단계

     반혈하는 동안, 인-프로세스 백의 혈액은 원심분리기로 보내어 프로세싱을 하고, 수집

     된 혈장 및 생리식염액은 공혈자에게 반환된다. 

     혈장과 생리식염액을 공혈자에게 재주입하고, 인-프로세스 백의 항혈액응고제 처리 전

     혈을 프로세싱한 후, 기기는 다음 채혈 단계를 시작한다. 이러한 채혈-반혈 단계의 과

     정은 수집이 끝날 때까지 계속된다. product volume icon은 적혈구백에 수집된 적혈구

     의 양을 지속적으로 보여준다. 

     채혈하는 동안, 사전에 정해진 반혈 속도는 return rate button에 나타난다. 기기의 정

     해진 것과 같은 속도 또는 느린 속도로 액을 돌려보낼 수 있다. : 그러나 정해진 것보다       

빠른 속도로는 액을 돌려보낼 수 없다. 속도는 각 반혈 단계의 시작시점에서 기기에           

의해 결정되며 인-프로세스 백의 항혈액응고제 처리 전혈의 양, 공혈자에게 되돌아가야 하는 액의 

양 및 기기 사용자에 의해 입력된 공혈자 파라미터에 의해 결정된다. 

  3) 조정

     절차 중에 cuff pressure button의 사용이 가능하다. 이 버튼은 사용자가 커프 압력을   

     조정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커프 압력을 조정하기 위해, cuff pressure button을 누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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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스크린 오버레이를 이용하여 압력을 조정한다. check button 을 눌러 커프 압력 조

     정을 마친다. 

     절차 중에 draw rate button의 사용이 가능하다. 이 버튼은 사용자가 채혈 속도를 조정

     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채혈 속도를 조정하기 위해, draw rate button을 누르고 스크린 

     오버레이를 이용하여 속도를 조정한다. check button을 눌러 채혈속도 조정을 마친다. 

     절차 중에 return rate button의 사용이 가능하다. 이 버튼은 사용자가 반혈속도를 조정

     할 수 있게 한 것이다. 반혈 속도를 조정하기 위해, return rate button을 누르고 스크

     린 오버레이를 이용하여 속도를 조정한다. check button을 눌러 반혈 속도 조정을 마친다. 

  4) 최종 반혈 단계 

     목표량에 도달하면 기기는 최종 반혈 단계를 시작한다. 

     최종 반혈 단계 동안, 기기는 자동적으로 과량의 혈액 성분을 공혈자에게 돌려보낸다. 

     그런 다음 기기는 생리식염액으로 키트를 세정하여 키트에 남아 있는 세포의 양을 줄인다. 

     최종 반혈 단계가 완료되면 기기는 소리를 낸다. 그런 다음, 터치 스크린에 

     disconnected donor prompt와 processing icon이 있는 절차 정보 스크린이 나타날 것이다. 

  

 공혈자 분리

  1) 공혈자 회로의 클램프를 잠근다.  

  2) 공혈자의 팔에서 압력 커프를 제거한다. 

  3) 니들을 니들 프로텍터에 밀어 넣으면서 니들을 제거한다. 니들이 니들 프로텍터로 완

     전히 커버되었는지 확인한다. 

  4) 지혈을 위해 정맥천자 부위를 눌러준다. 

  5) 정맥천자 부위 처치에 해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표준 수술 절차에 따라 공혈자를 퇴

     원시킨다. 

  제품 프로세싱

  최종 반혈 후, 터치 스크린에 절차 정보 스크린이 나타난다. processing icon은 기기가 자  

  동적으로 적혈구 보존액을 넣고 혼합물을 백혈구 제거 필터를 통해 펌핑한 다음 적혈구 

  보관백에 넣음으로써 적혈구 제품을 프로세싱함을 나타낸다. 

  약 1ml의 적혈구 보존액을 적혈구 2.1ml에 가한다. 

  수집 후 프로세싱 실시

  Burping the product

   1) 적혈구 보관백 회로의 클램프가 열려 있는지 확인한다. 

   2) 적혈구 보관백중 하나를 포트 쪽을 위로하여 살짝 눌러 공기를 다른 보관백으로 내보낸다. 

      첫 번째 백에 연결된 튜빙 전체가 적혈구로 찰 때까지(단"Y"접합부까지만) 백을 계속 

      눌러 준다. 

   3) 백의 클램프를 잠근다. 

   4) 백혈구 제거 필터 고정장치의 빗장을 연다. 

   5) 나머지 적혈구 보관백을 포트쪽을 위로 하여 살짝 눌러 공기를 백혈구 제거 필터로 

      내보낸다. 백에 연결된 모든 튜빙이 적혈구로 찰 때까지(단"Y"접합부까지만) 백을 계

      속 눌러 준다. 

   6) 남은 보관백의 클램프를 잠근다.

   7) Check button을 눌러 제품이 burp되었음을 확인한다. 

  키트 접착

  1) 백혈구 제거 필터와 "Y"접합부 사이의 회로를 접착한다. 

  2) 적혈구 보관백을 나머지 키트에서 분리한다. 

  3) 필요하다면, 용액백에 붙어있는 회로를 접착한다. 

  4) Check button을 눌러 키트가 접착되었음을 확인하고 적혈구 보관백을 제거한다. 

  제품의 무게 측정

  1) 혈장백, 적혈구 및 인-프로세스 백을 걸려있던 저울에서 제거한다. 

  2) 적혈구 보관백 하나를 인-프로세스 저울에 건다.

  3) 나머지 한 개의 적혈구 보관백을 혈장 저울에 건다. 필요하다면 적혈구 보관백의 클램

     프를 열고 적혈구 제품이 균형을 맞추도록 하여 각 보관백에 일정한 양의 제품이 들어 

     있도록 한다. 

  4) 튜빙이 "Y"에 부착된 각 적혈구 보관백의 튜빙을 접착한다. 

  5) "Y" 커넥터를 제거한다. 

  6) 튜빙의 클램프를 제거한다. 

  7) 각 적혈구 보관백에 연결된 튜빙을 접어 백의 사이드-슬릿에 넣는다. 

  8) 저울 도수를 맞춘다. Check button을 눌러 제품이 제 로 걸려 있고 무게가 측정되는

      지 확인한다. 

  9) 적혈구 보관백을 저울에 제거하고 라벨을 부탁한다. 

  키트제거

  1) 카세트 구획문과 원심분리기 문을 연다. 

  2) 분리 챔버를 원심분리기 구획에서 완전히 제거한다. 

  3) 카세트를 카세트 구획에서 제거한다. 

  4) 회로를 공기 감지기에 제거하고 카세트 구획 문을 닫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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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키트의 나머지 부분을 기기에 제거한다. Check button을 눌러 키트가 기기에서 제거되

     었는지 확인한다.

  절차 정보 기록  

  1) 사용자 ID : 마지막 사용자 ID입력

  2) 총 시간 : 첫 번째 공혈자 채혈단계 시작부터 최종 반혈 단계까지 경과한 시간을 분으

     로 표시

  3) 절차 시작 시간 : 첫번째 공혈자 시작 시간

     절차 완료 시간 : 최종 반혈 단계가 끝난 시간

  4) 절  적혈구양 : 프로세싱 전의 적혈구백에 들어 있는 절 (100% 헤마토크릿) 적혈구

     의 양을 ml로 표시

  5) 적혈구양 : 프로세싱 전의 적혈구백에 들어 있는 적혈구, 혈장 및 항혈액응고제의 총량

     을 ml로 표시

  6) 프로세싱한 전혈 : 수집 절차에서 채혈 및 분리된 공혈자 전혈의 양을 ml로 표시

  7) 적혈구 제품 양 : 적혈구, 항혈액응고제, 혈장 및 적혈구 보존액을 포함한 각 적혈구 

     보관백의 해당 총량을 ml로 표시

  8) 적혈구 보존액 양 : 각 적혈구 보관백내 적혈구 보존액의 해당량을 ml로 표시

  9) 항혈액응고제 양 : 각 적혈구 보관백내 항혈액응고제의 해당량을 ml로 표시

  10) 사용된 생리식염액 : 프라임, 반혈 단계를 위해 생리식염액백에서 제거된 생리식염액

      과 공혈자에게 과다하게 주어진 생리식염액의 총양을 ml로 표시

  11) 사용된 항혈액응고제 : 항혈액응고제백에서 제거된 항 혈액응고제의 총양을 ml로 표시

  12) 백혈구 제거 후 제품 회복 : 여과 후 적혈구 보관백에서 회복된 제품의 양을 %로 표시

  13) 여과 시간 : 적혈구 보존액과 여과에 사용된 총시간을 분:초 로 표시

              

  기기를 끔

  1) 터치 스크린 근처의 STOP버튼을 누른다. 

  2) shut down button을 누른다.

  3) yes button을 누른다. 

  4) 터치 스크린에 "Power Alyx off" 화면이 나타날 때까지 기다린다. 

  5) 기기 뒷면의 전원 스위치를 오프 위치로 바꾼다. 

  절차 정지

  채혈 및 반혈 단계 동안 데스크 존에 pause button이 나와 있다. 일시적으로 절차를 중단 

  하려면 pause button을 누른다. 혈액 분리는 계속되지만 채혈 및 반혈 단계는 일시적으로 

  중단된다. 터치 스크린의 배너 색이 절차가 정지되었음을 나타내도록 바뀐다. 

  절차가 정지하자마자 커프의 공기가 빠지긴 하지만, 사용자가 원하는 압력까지 커프에 공

  기를 넣도록 할 수 있다. up arrow button이나 down arrow button을 사용하여 커프의 압

  력을 조정할 수 있다.  up arrow button이나 down arrow button을 눌러 커프의 압력을 

  상한선이나 하한선으로 조정할 수 있다. 

  사용자는 절차가 중지된 동안 공혈자에게 생리식염액을 주도록 선택할 수 있다. 공혈자에

  게 생리식염액을 주기위해 return fluid button을 누른다. 

  스크린 오버레이에 공혈자에게 사용가능한 생리식염액의 양이 표시되나 생리식염액의 흐 

  름은 시작되지 않는다. 이 오버레이는 사용자가 실제로 공혈자에게 생리식염액을 주기 전

  에 생리식염액의 유속을 조정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다. 공혈자에게 주어지는 생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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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염액의 속도는 up arrow button이나 down arrow button을 사용하여 조정할 수 있다. 

  pause button을 누르면 공혈자에게 가는 생리식염액의 흐름이 중단된다. 

  절차를 다시 시작하려면 infuse saline 스크린의 check button을 누른다. 정지 스크린이 

  나타날 것이다. 

  메인 수집 스크린으로 돌아가려면 정지 스크린의 파란색 draw button을 누른다. 

  중지 버튼의 이해

  중지 버튼은 터치 스크린의 아래에 위치하고 절차를 끝낼 때 사용된다. 

  중지 버튼은 원심분리기를 중지할 필요가 있을 때 가장 많이 사용된다. 원심분리기를 중

  지하거나 시작하는 것이 움빌리커스에 불필요한 스트레인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절차중에 

  자주 중지 버튼을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공혈자에 연결되어 있을 때 중지 버튼을 누르면 기기가 

  ⦁ 모든 밸브를 잠그거나

  ⦁ 원심분리기를 멈추거나

  ⦁ 모든 펌프를 중지시키거나

  ⦁ 공혈자를 기기에서 분리하기 위해 공혈자 안전 클램프를 잠그거나

  ⦁ 압력 커프의 공기를 뺀다.

     중지 버튼을 눌렀을 때, 절차 종료 스크린 오버레이의 아이콘은 다음 3가지 가능한 동작

     을 나타낸다. 

  ⦁ 액 반환이 수반된 종료 절차 : return fluid button을 눌러 생리식염액, 혈장, 인-프로세

     스 전혈 및 모든 수집된 적혈구 제품을 공혈자에게  되돌림으로써 절차를 종료

  ⦁ 액 반환이 수반되지 않는 절차 종료 절차 : do not return fluid button을 눌러 액이 공

     혈자에게 되돌아가는 것을 차단

  ⦁ 절차종료 명령을 취소하고 절차를 다시 시작한다. 스크린 오른쪽 하단에 있는 cancel 

     button을 눌러 절차종료 과정을 취소한다. 터치 스크린에 정지 스크린이 나타날 것이다. 

3) 사용 후 보관 및 관리방법

 1) 일반적인 관리

     (1) 정기적인 유지 보수-매일

        ① 제품을 순환하는 전원

           최소 24시간 사용하지 않는다면 제품의 전원을 OFF 시킨다. 이것은 ON될 때 제품의 시스템 

완전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로 한 자동화한 자기 검사를 실행하는 것을 허용한다.

        ② 저울 점검 수행

           제품이 ON될 때마다 저울 점검이 수행된다. 

        ③ 원심분리기 부분 닦기

           원심분리기 부분은 적어도 매일 한번은 보푸라기 없는 천에 증류수에 적셔 가볍게 짠 후 닦

아야 한다. 제품이 OFF 된 후에, 원심분리기를 하루를 마감하면서 닦는 것이 나을지도 모른

다. 원심분리기에서 형성할지도 모르는 어떤 미립자 물질이든지 제거되어야 한다. 축적될지

도 모르는 어떤 미립자 물질을 제거하는 배관 가이드 안쪽에 또한 닦아야 한다.

     (2) 정기적인 유지 보수-매월

        ① 검사/ 팬 필터(Fan filter) 청소. 팬 필터는 기계로 들어가는 공기를 정화한다. 팬 필터는 

기계의 뒤쪽과 바닥에 위치해 있다. 깨끗한 필터는 적절한 기계 성능을 위해 중요하다. 달

마다 팬 필터는 분리 검사하고 필요하다면 청소한다.

           장비 바닥의 팬 필터를 검사하거나 청소할 때 기계가 OFF로 되어있고 잠금 위치에 걸쇠가  

걸려 있는지 확인한다. 팬 필터를 접속하기 위해서 그것의 한 면을 장비에 배치한다. 장비

가  Fenwal-approved 카트에 설치할 때, 팬 필터 접속을 위해 카트 이용 지침서를 참고한

다. 팬 필터를 분리하기 위해서 필터 밑면에 손가락을 넣어 그 위치로부터 들어올린다. 팬 

필터는 휘기 쉬운 플라스틱으로 이루어져 있어 쉽게 분리 할 수 있다. 아래의 사진을 참고

한다. 

 

           먼지와 기타 다른 미립자에 하여 필터를 점검한다. 만약 필터가 더럽다면 수돗물에 필터를 

완벽하게 헹궈서 청소한다. 물기를 제거하기 위해서 필터와 휴지 사이를 천천히 눌러서 필

터를 말리거나 혹은 자연건조 시킨다. 필터는 기계에 재설치 되기 전에 완전히 건조돼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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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팬 필터를 재설치하기 위해 필터의 한 면을 안전하게 기계의 필터 홀더(the filter holder)의 

두 코너 탭(two corner tabs)으로 넣는다. 각각의 탭으로 남아있는 두 코너(corner)를 넣다. 그 

홀더가 단단히 설치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필터의 한 면을 눌러본다.

주의 : 팬 필터가 적절하게 설치되지 않으면 ALYX 기계를 작동시키지 마라.

        ② 펌프 블록 개스킷(Pump Block Gasket) 청소. 펌프 블록 개스킷은 전체 펌프 블록을 보호하

고 덮고 있으며 공기 펌핑 시스템의 필수 부품이다. 펌프 블록 개스킷은 카세트 칸막이 

안에 있고 카세트 문이 열렸을 때 보여진다. 펌프 블록 개스킷은 적어도 한 달에 한번은 

청소되어야 한다. 개스킷을 청소하기 위해서 :

       -. 살균력을 지닌 비누를 부드러운 천에 적신다. 이것으로 개스킷을 닦아 청소한다.

       -. 비누를 제거하기 위해 증류수 혹은 수돗물로 적신 부드러운 천으로 개스킷을 완벽하게 

닦아낸다.

       -. 다른 부드러운 천으로 개스킷을 닦아서 말린다.

   

           주의 : 기계의 모든 부품을 청소하기 위해 용매, 연마제 클리너 혹은 10% 이상의 표백제 

용액을 사용하지 마시오. 오직 권고된 청소용액만을 사용한다.

           주의 : 용액과 클리닝 천은 권고된 것으로 결정하기 위해 각 부품과 영역에 한 청소 지침서를 

참조한다.

        ③ 광학 센서(Optical Sensor) 청소 : 광학센서는 한 달에 한번은 청소되어야 한다. 증류수에 

적신 렌즈 천(lens cloth)이나 광학 표면 청소 천(Optical surface cleaning cloth)으로 광

학센서를 청소한다. 적신 천을 광학 센서 슬롯(slot)에 넣어 표면을 천천히 앞뒤로 문질

러 닦는다. 이 때 물기가 남아서는 안 되며 사용 전에 자연 건조시킨다.  

        ④ 원심분리기 개스킷(Centrifuge Gasket) 점검 : 개스킷은 원심분리기 칸막이 문과 원심분리기 

사이를 밀봉하는 것으로 내구성을 위해 달마다 점검되어야 한다. 개스킷에 마모가 나타난

다면(예를 들어 개스킷의 안쪽 부분에 마모가 확실한 경우) 자격을 갖춘 서비스 직원을 

불러 그것을 교체해야 한다. 장비가 적절하게 작동하는 한 장비는 사용될 수 있다.

     (3) 정기적인 유지 보수- 필요한 경우

        ① 터치스크린 청소 : 소량의 순한 암모니아 윈도우 클리너를 부드러운 천에 뿌려 터치스크린을 

청소한다. 손상이 일어날 수 있으므로 클리너는 직접 스크린에 뿌려서는 안 되며 이후 

자연 건조시킨다.

        ② 기계 덮개 청소 : 살균성이 있는 비누를 적신 부드러운 천으로 기계 덮개를 청소하며 이것을 

공기 탐지기와 광학센서에 닿는 것은 피해야 한다. 수돗물이나 증류수로 적신 부드러운 

천으로 기계에서 비누를 닦아낸다. 이 때 물기가 기계에 남아선 안 되며 표면은 자연 

건조시킨다. 

           주의 : 기계의 모든 부품을 청소하기 위해 용매, 연마제 클리너 혹은 10% 이상의 표백제 

용액을 사용하지 말 것. 오직 권고된 청소용액만을 사용할 것

           주의 : 용액과 클리닝 천은 권고된 것으로 결정하기 위해 각 부품과 영역에 한 청소 지침서를 

참조한다.

           주의 : 액체를 직접 기계의 덮개 뒷부분이나 saline scale 가까이 뿌려선 안 된다. 액체가 

기계 내부로 들어가게 되면 자격을 갖춘 서비스 직원에게 연락한다. 절  그 자리에서 

이것을 청소하려고 시도하지 말 것

  2) 예방 유지보수

     예방 유지보수는 12개월에 한번(1년에 한번)씩 이루어진다. 이러한 예방 유지보수는 자격을 갖춘 

서비스 직원에 의해 예정된 만기일로부터 약 45일 동안 수행되어야 한다. 이 날짜는 보통 기계가 

제조업자로부터 배송된 날로부터 설정된다. 예방 유지보수 검사는 다른 서비스를 동반하여 제공될 

수도 있다.

 

  3) 혈액이나 액체 얼룩 청소

     혈액이나 액체 얼룩을 청소하기 전에 헌혈자(donor)와 연결을 끊고 키트(kit)를 제거한다. 전원이 

OFF로 되어있는지 확인하고 전기플러그로부터 기계의 플러그를 뽑는다. 청소 지시사항은 다음과 

같이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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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카세트 칸막이 청소

  -. 공기 탐지기 청소

  -. 원심분리기 청소 

  -. 혈액응고제 스케일(scale) 청소

  -. 기계의 기타 외부 청소

     (1) 카세트 칸막이 청소

         펌프 블록 개스킷을 청소하기 위해서 상술한 섹션에 제공된 “펌프 블록 개스킷 청소”의 지시

사항에 따른다. 카세트 칸막이 문의 내부에 주머니를 청소하기 위해서 같은 단계를 사용한다.

         주의 : 기계의 모든 부품을 청소하기 위해 용매, 연마제 클리너 혹은 10% 이상의 표백제 

용액을 사용하지 말 것. 오직 권고된 청소용액만을 사용할 것

     (2) 공기 탐지기 청소

         공기 탐지기는 펌프 블록 개스킷 밑에 직접 위치해 있다.

      -. 살균력이 있는 비누용액을 면봉 끝에 조금 뿌린다.

      -. 살균력이 있는 비누용액을 묻힌 면봉을 공기 탐지기에 넣어서 모든 액체를 닦아낸다.

      -. 마른 면봉으로 물기를 제거한다.

      -. 공기 탐지기가 사용되기 전에 자연 건조되게 한다.

         경고 : 공기 탐지기 덮개와 배수로(tubing channel)는 적절한 기능을 위해 반드시 건조되어야 

한다.

         주의 : 표백제를 사용하여 공기탐지기를 청소하거나 살균하지 않는다. 이 부분에 표백제를 사용

하는 것은 손상을 유발할 수 있다.

     (3) 원심분리기 칸막이 청소

         원심분리기의 바닥에 있는 갈색 작은 조각은 누수탐지기의 역할을 한다. 액체가 탐지되면 원심

분리기는 정지하고 기계의 모든 다른 부분은 안전모드(safe- state mode)로 들어간다. 칸막이는 

청소돼야만 하고 새로운 절차를 시작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건조되어야 한다. 

         원심분리기 칸막이를 청소하기 위해서:

     -. 10% 표백제 용액에 적신 천을 이용하여 완벽하게 원심분리기 칸막이와 금속 하드웨어 

표면을 깨끗이 닦아낸다. 단, 표백제 용액이 광학센서에 접촉되게 해서는 안 된다.

     -. 증류수나 수돗물에 적신 천을 이용하여 원심분리기 칸막이와 금속 하드웨어 표면을 닦아낸

다.

     -. 원심분리기와 하드웨어 전부를 부드러운 천으로 닦아 말린다.

     -. 살균성이 있는 비누 용액을 렌즈 천이나 광학 표면 청소 천에 묻혀 원심분리기 문을 

닦는다. 그것이 깨끗하게 될 때까지 원심분리기 문을 원을 그리며 닦는다. 그 후 자연 

건조시킨다.

     (4) 혈액응고제 스케일(Anticoagulant Scale) 청소

         주의 : 무거운 물건을 혈액응고제 스케일에 놓지 말 것. 불필요한 압력을 스케일에 가하지 말 것

         간단한 청소 :

     -. 권고된 청소용액에 적신 부드러운 천으로 부드럽게 스케일 부분을 닦는다.

     -. 증류수나 수돗물을 적신 부드러운 천을 이용하여 청소 용액을 헹궈낸다.

     -. 서서히 말린다.

     (5) 기계의 기타 외부 부분 청소

         기계의 모든 기타 부분은 승인된 모든 청소 용액을 적신 부드러운 면을 이용하여 청소될 수 

있다. 청소 용액은 수돗물이나 증류수를 적신 다른 부드러운 천을 이용함으로써 헹궈진다.

       주의 : 액체를 직접 기계의 덮개 뒷부분이나 saline scale 가까이 뿌려선 안 된다. 액체가 기

계 내부로 들어가게 되면 자격을 갖춘 서비스 직원에게 연락한다. 절  그 자리에서 이것을 청소

하려고 시도하지 말 것

■ 사용시 주의사항

   기기 사용 전에 다음 경고 및 주의사항을 반드시 읽어볼 것

 공혈자 관련 경고 및 주의

  경고 1) 공혈자가 해당 법칙 요건에 적합하고 당일 건강 상태가 양호한지 확인

       2) 체외순환 절차와 관련된 위험에는 혈액손실, 용혈, 공기 색전증 및 또는 혈액응고

          가 있다. 이러한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매뉴얼에 기술된 절차를 벗어나서는 안된다. 

  주의 : 본 품의 판매 및 주문을 의사 또는 Rx로 제한한다. 

 일회용 키트 관련 경고 및 주의

  경고 1) Fenwal에서 승인한 키트만을 사용할 것

       2) 키트 튜빙이나 카세트에 손상이 있을 때에는 사용하지 말 것

       3) 일회용으로만 사용할 것 

       4) 튜빙 회로, 카세트 또는 보관백에 액 또는 이물질이 들어있을 때에는 사용하지 말 것

       5) 맑은 액만 사용할 것 

  

  주의 1) 사용전에 키트의 온도가 실온이 되도록 할 것

       2) 수집 시작 전에 키트 장작 확인 시점으로부터 1시간까지 기기에 놓아 둘 수 있다. 

       3) 수집 전에 1시간이상 기기에 놓여 있다면 중지 버튼을 눌러 절차를 종료하고 키트



8/9       

          를 제거한다. 그런 다음 새로운 절차를 시작한다. 

       4) 캐뉼라가 부러뜨려져 있지 않고 무균 장벽이 손상되지 않는 한 재장착할 수 있다. 

       5) 카세트의 딱딱한 바깥쪽 끝 부분만 누를 수 있다. 카세트의 안쪽을 세게 누르면 

          카세트를 손상시킬 수 있다. 

 절차 관련 경고 및 주의

  경고 1) 매 수집 절차마다 사용설명서를 숙지해야 한다. 본기기는 기기 사용에 해 교육

          을 받은 숙련자에 의해 사용되어야 한다. 

       2) 정맥천자 시점까지 니들을 보호커버에서 꺼내어서는 안된다. 

       3) 수집 절차 동안 사람이 없이 기기를 혼자 내버려두어서는 안된다. 

       4) 자국 정부 기준에 따라 모든 생물학적 오염물질을 처리한다. 

       5) 프라임후 누출이 있는 키트는 모두 제거하여 폐기한다. 키트에서 누출을 감지한 

          경우에는 절차를 중지하고 재주입하지 않으며 혈액제품을 폐기한다. 

       6) 시스템 자가 확인 후 및 정맥천자 전에, 샘플링백 “Y"와 항혈액응고제 회로 ”Y“ 

          사이의 클램프를 열면 비멸균 공기가 키트내로 들어갈 수 있다. 이런 경우, 새로

          운 키트로 절차를 다시 시작한다. 

       7) 올바른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제품 수집량을 정하고 적용 가능한 법규 및 가이드

          라인을 확인한다. 

       8) 기기의 이상음이나 진동이 있을 때 또는 원심분리기에서 나온 혈장 튜빙 회로가 

          밝게 보이는 것에 따른 절차 종료시에는 액누출 또는 유출에 따른 혈액 성분을 

          재주입하지 않는다. 이러한 경우 제품은 폐기해야 한다. 

       9) 공혈자 회로에 공기 방울이 있을 때에는 적혈구 백 내용물의 수동 재주입은 안된다. 

          회로내 공기는 공혈자에게 주입되어 공기 색전증을 일으킬 수 있다. 

       10) 사용자는 모든 수동 재주입을 계속하여 모니터링한다. 수동 액 반환 중에는 공기 

           감지기가 작동하지 않는다.

       11) 시험 모드에서는 공혈자를 기기에 연결하지 않는다. 시험 모드는 혈액이 프로세

           싱 되지 않음을 확인하는 안전 확인을 포함한다. 

       12) 절차 중에 기기가 갑자기 꺼지면, 공혈자 회로의 클램프를 잠금으로써 공혈자를 

           기기에서 즉시 분리한다.

       13) 공혈자가 기기에 연결되어 있을 때에는 카세트 구획의 문을 열지 않는다. 

  

  주의 1) 액 분리 캐뉼라가 완전히 부러뜨러져 있는지 확인한다. 캐뉼라가 완전히 부러뜨

          려지지 않은 경우에는 액의 흐름을 제한할 수 있다.

       2) 시스템은 저울에 걸려 있는 백의 무게를 모니터 한다. 백을 들어올리거나 잡아당

          기면 불필요한 경보를 유발할 수 있다. 

       3) 모든 혈액과 혈장은 감염 및 생물학적 위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 다룬

          다. 항상 유출된 혈액 또는 혈장은 즉시 닦아내고 소독해야한다. 

       4) 절차 중에 스위치 전원을 끄게 되면 절차가 즉시 종료되고 서비스가 필요한 결과

          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주의 한다. 기기는 전원이 꺼진 상태에서는 재시작을 할 수 있다. 

       5) 백-업 건전지 공급 중에는 2차 절차를 시작하지 않는다. 

       6) 적혈구 백에서 헤마토크릿이 높은 혈액이 재주입될 때 흐름을 개선하기 위해 생

          리식염액 속도의 증가가 요구될 수 있다. 

       7) 공혈자에게서 수집된 적혈구는 비효율적인 여과 및 백혈구 제거 가능성으로 여과  

          시간이 연장될 수 있다. 여과후의 최종 제품은 잔류 백혈구와 적혈구의 품질을 

          가지고 평가해야 한다. 절차 스크린에 제품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면 메시지

          가 나타날 것이다. 

       8) 사용자가 백혈구 제거 절차를 종료했다면 적절한 양의 적혈구 보존액이 적혈구 

          제품에 추가 되어 42일간의 보관을 도와줄 것이다. 제품의 처리는 MD 또는 참여

          한 의사에게 맡겨야 한다. 

 기기 관련 경고 및 주의 

  경고 1) 원심분리기 문이 열려 있거나 손상이 되었을 경우에는 기기를 사용하지 않는다. 

       2) 카세트 구획문이 열려 있거나 카세트 구역 또는 펌프 차단 가스켓이 손상되었을 

          때에는 기기를 사용하지 않는다. 

       3) 숙련된 수리 담당자만이 기기를 수리할 수 있다. 

       4) 공기 감지기 하우징 및 튜빙 채널은 건조해야만 잘 작동한다. 

       5) 항혈액응고제 저울에 무거운 물체를 올려놓거나 저울에 불필요한 압력을 가하지 

          않아야 한다. 

  주의 1) 규정된 사용 범위를 벗어나 기기를 사용해서는 안된다. 기기를 규정된 사용 범위

          를 벗어나 보관할 경우에는, 사용 전에 안전화 시키고 실내 건조에 맞춰야한다. 

       2) 264VAC RMS 이상의 전압은 기기를 손상시킬 수 있다. 

       3) 원심분리기가 이상음을 낼 때에는 기기를 사용하지 않는다. 

       4) 디스플레이에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거나 해독이 불가능할 때 또는 기기가 터치스

          크린 명령에 반응하지 않을 때에는 기기를 사용하지 않는다. 절차동안 디스플레이에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으면, 중지 버튼을 눌러 공혈자를 기기와 분리한다. 

       5) 2개의 팬 필터가 제 로 장착되지 않으면 기기를 사용하지 않는다. 

       6) 터치 스크린은 기기의 메인 입력기구이다. 기기와 상호작용 하는 것을 제외하고 

          사용 중에는 스크린을 터치하지 않는다. 

       7) 사용 중에 담요나 다른 어떤 것으로도 기기를 덮지 않는다. 이는 환기를 방해하여 

          기기가 과열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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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수집 중에 전원 스위치가 갑자기 꺼지면, 배터리는 전원 부족에 의해  절차를 다

          시 시작할 수 없다. 

       9) 기기를 닦는데 용매, 연마성 세제 또는 10% 이상의 표백제를 사용할 수 없다. 권

          장 세제용액만 사용한다. 

       10) 공기 감지기를 세척 또는 소독하는데 표백제를 사용해서는 안된다. 이 부품들에 

           표백제를 사용하면 손상을 가져올 수 있다. 

       11) 기기 하우징 뒷면 또는 생리식염액 저울 바로 위에 액을 분무해서는 안된다. 만

           약액이 기기 안으로 들어가면 숙련된 수리 담당자에게 연락해야한다. 이 위치에 

           있는 얼룩을 제거하는 것도 해서는 안된다. 

       12) Fenwal에서 승인한 전원 코드를 사용한다. 

       13) 수집 절차를 시작하기 전에 기기의 수평인지 확인한다. 

       14) 전원 코드나 플러그가 손상되었으면 수리하려하지 말고, Fenwal에 연락하여 교체한다. 

       15) 기기 외부에 물방울이 보이면 기기를 켜지 않는다. 

       16) 기기는 적어도 하루에 한번 끄거나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꺼야 한다. 그래야만 

           기기를 다시 켰을 때 시스템 보전상태를 확인하는데 필요한 작동 자가 확인을 시

           행할 수 있다. 

       17) 폐쇄된 기기위에 액체를 두지 않는다. 

       18) 공혈자가 기기에 연결되어 있는 동안 압력 커프 및 바코드 스캐너(사용된 경우)

           만 기기의 뒷면에 있는 연결 포트에 부착되어 있을 뿐, 어떠한 기구도 연결되지 

           않음을 확인한다. 

 ■ 저장방법

    1) 작동 중 

     - 온도 : 15~32℃

     - 습도 : 10~90%RH

    2) 보관 및 운반 

     - 온도 : -40~70℃에서 15주까지

     - 습도 : 10~95%RH   

■ 수입업자 : 프레지니우스카비코리아(주), 서울시 송파구 중 로 135, IT벤처타워 동관 17층

■ 제조의뢰자 : Fresenius Kabi AG (독일, 61346 Bad Homburg)

   제조자 : Fresenius Kabi Warrendale (미국, 770 Commonwealth Drive, Warrendale, Pennsylvania, 

           15086)

■ 허가번호 : 수허10-1177호

■ 전기적 정격: 정격전압: 90~264VAC

               정격주파수: 47~63Hz

               소비전력: 1A

■ 전기충격에 한 보호형식 및 보호정도 : 1급기기, BF형기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