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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펌프에는 자동 프라이밍 옵션이 구비되어 있습니다  
www.infinityfeedingpump.com을방문하십시오

사용 지침 / Infinity 주입 세트만 사용하십시오

Infinity®는 Zevex, Inc.의 등록 상표입니다. Moog®는 Moog, Inc.의 
등록 상표입니다. © 2022 Moog, Inc. Moog Medical, 4314 Zevex 

Park Lane, Salt Lake City, UT 84123 미국. LS-80672-007 Rev. B

하루 24시간 주 7일 
800.970.2337로 전화하여 Moog 
직원과 직접 통화할 수 있습니다

ALARMS(경보)(추가 세부사항은 
작동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 CHEK (점검) - 프로그래밍된 대로 

주입할 수 없음(용량, 유속 또는 주입 
간격을 다시 프로그래밍하십시오)

• LOAD SET (세트 로딩) - 세트가 올바로 
로딩되지 않았음(다시 로딩하십시오)

• LOW BATT (배터리 낮음) - 배터리 낮음
(AC 어댑터 / 충전기를 꽂으십시오)

• NO FLOW IN / OUT (흐름 유입 / 배출 없음) 
- 액체 경로 막힘(막힘을 해결하십시오)

• NO FOOD (영양액 없음) - 백 또는 
세트가 비어 있음(다시 채우십시오)

• PUSH RUN TO FEED (유동을 눌러서 
주입) - 2분 넘게 펌프가 사용되지 
않았음(작동하거나 끄십시오)

• SHUT DOOR (문 닫기) - 문이 열려 있음
• ER01 - ER99 - (펌프를 끈 다음 다시 켜십시오. 

문제가 다시 발생하면 수리를 위해 문의하십시오)

1. 문을 여십시오. 실리콘 튜브가 약간 늘어나게 하면서 펌프 바퀴 주변에 
배치하십시오. 카세트를 펌프 내에 배치하십시오. 문을 닫으십시오.

2. ON/OFF(켜기/끄기) 키를 사용하여 펌프를 켜십시오. 모든 
디스플레이 부분과 경보를 확인하십시오.

3. + 또는 - 키를 사용하여 유속을 설정하십시오.
4. RATE/DOSE(유속/용량) 키를 누르십시오. + 또는 - 키를 사용하여 용량을 설정하십시오.
5. FEED INT(주입 간격) 키를 누른 후, CLEAR(지우기) 키를 사용하여 없음으로 

설정하거나 + 또는 - 키를 사용하여 주입 간격 시간을 설정하십시오.
6. VOL/TOTAL(주입량/총 주입량) 키를 눌러서 주입량을 표시하십시오. 지우기를 원하는 

경우 CLEAR(지우기) 키를 사용하십시오. VOL/TOTAL(주입량/총 주입량) 키를 다시 눌러서 
총 주입량을 표시하십시오. 지우기를 원하는 경우 CLEAR(지우기) 키를 사용하십시오.

7. PRIME(프라이밍) 키를 누른 상태를 유지하여 세트를 액체로 채우십시오. 채워지면 
PRIME(프라이밍) 키를 놓으십시오. 참고: 이 펌프에는 자동 프라이밍 옵션이 
구비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오퍼레이터 매뉴얼을 참조하십시오.

8. RUN/PAUSE(유동/일시 중지) 키를 눌러서 유동시키십시오. 
다시 누르면 일시 중지됩니다.

9. ON/OFF(켜기/끄기) 키를 눌러서 끄십시오(꺼진 상태에서 펌프는 
유속, 용량, 주입 간격 및 총 주입량을 유지합니다).

10. 배터리 충전 시 Infinity AC 어댑터 / 충전기만 사용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