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제해결 안내서

펌프에 대한 질문이나 문제해결 안내를 위해 하루 24
시간 주 7일 Moog 직원과 직접 통화할 수 있습니다.
임상 및 고객 지원 800.970.2337  
추가 정보는 infinityfeedingpump.com 을 방문하십시오

NO FOOD(영양액 없음) 경보 - 펌프 주입 세트의 재프라이밍이 필요한 경우, 재프라이밍하는 
동안 환자의 급식관에서 경장공급 어댑터를 분리할 것을 권장합니다.

펌프 주입 세트의 
백이 비어 있습니까? 예  백을 다시 채운 다음 주입 세트를 재프라이밍한 후 주입을 재개하십시오.

  아니요  

튜브에 공기가 
있습니까? 예  

펌프 주입 세트의 
백에서 공기를 

제거하였습니까?

아니요  

백 아래위가 거꾸로 되도록 뒤집고 “ ” 방울 
기호 바로 아래의 청록색 튜브를 꼭 집은 동시에 
백의 아랫 부분을 부드럽게 꽉 쥐어서 튜브를 
수동으로 프라이밍하십시오. 백과 튜브에서 공기가 
모두 제거될 때까지 이 상태를 유지하십시오.

예  

PRIME(프라이밍) 키를 누른 상태를 유지하여 
튜브의 공기가 펌프 주입 세트 카세트를 
통과하도록 한 후 주입을 재개하십시오.

참고: 펌프에 자동 프라이밍 옵션이 있는 경우, 
자세한 설명은 오퍼레이터 매뉴얼을 참조하십시오.

  아니요  

영양액이 혼합조제 
또는 분쇄 

혼합되었습니까?
예  

주입을 위해 펌프 주입 세트를 준비하기 전에 영양액을 10~15분 동안 
그대로 두십시오. 튜브에 거품이 있는 경우, 수동으로 또는 펌프로 
펌프 주입 세트를 프라이밍하여 관류한 후 주입을 재개하십시오.

  아니요  

카세트 안에 기포가 
있습니까?

예  

펌프에서 튜브를 제거한 후, 백 아래위가 거꾸로 되도록 뒤집고 방울 
기호 바로 아래의 청록색 튜브를 꼭 집은 동시에 백의 아랫 부분을 
부드럽게 꽉 쥐어서 튜브를 수동으로 프라이밍하십시오. 공기가 튜브의 
청록색 부분을 모두 통과할 때까지 이 상태를 유지하십시오.

아니요  경보가 계속되면, Moog Customer Service (800.970.2337)
에 연락하여 도움을 받으십시오.

LOAD SET(로딩 세트) 경보

문이 단단히 닫혀 
있습니까? 아니요/모름  

펌프를 끄십시오. 주입 세트 카세트를 빼내고 다시 로딩하십시오. 
문이 단단히 닫혀 있는지 확인한 다음 펌프를 다시 켜십시오.

  예  

문에 금이 갔거나 문의 
측면에 있는 탭이 
손상되었습니까?

예  
경보가 계속되면, Moog Customer Service 
(800.970.2337)에 연락하여 새 문을 주문하십시오.

아니요  
경보가 계속되면, Moog Customer Service 
(800.970.2337)에 연락하여 도움을 받으십시오.

ER01 - ER99 경보

펌프가 켜져 있는 동안 
또는 유동 상태에서 펌프 
문이 열려 있었습니까?

예/모름  
펌프를 끄십시오. 주입 세트 카세트를 빼내고 다시 로딩하십시오. 
문이 단단히 닫혀 있는지 확인한 다음 펌프를 다시 켜십시오.

아니요  
경보가 계속되면, Moog Customer Service 
(800.970.2337) 에 연락하여 도움을 받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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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FLOW IN(흐름 유입 없음) 또는 NO FLOW OUT(흐름 배출 없음) 경보

NO FLOW IN(흐름 유입 없음) - 주입 세트와 펌프 사이에서 막힘
NO FLOW OUT(흐름 배출 없음) - 펌프와 환자 사이에서 막힘

주입 세트 튜브가 
끼여 있거나 꼬이거나 

막혀 있습니까?
예  튜브에 끼임이나 꼬임이 없는지 공급 세트를 확인한 후 다시 주입하십시오.

  아니요  

문 안에 있는 탭이 
손상되었습니까? 예  

Moog Customer Service (800.970.2337)
에 연락하여 새 문을 주문하십시오.

  아니요  

카세트 용기의 압력 센서 
부위가 깨끗합니까?

아니요  면봉, 부드러운 천 또는 물에 적신 스폰지로 압력 센서 부위를 
깨끗이 닦거나, 흐르는 물로 펌프 전체를 세척하십시오. 연마성 
물질이나 유독한 화학 물질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예  

압력 센서 부위에 
눈에 보이는 손상 
징후가 있습니까?

예  
Moog Customer Service (800.970.2337)에 
연락하여 수리를 위해 펌프를 반환하십시오

아니요  

환자로부터 공급 세트를 제거합니다. RUN(실행) 키를 누릅니다. 경고 없이 펌프를 
통해 음식물이 공급되는 경우 환자의 공급 튜브가 막혀 있는지 확인합니다.

경고가 계속 울리면 펌프에서 공급 세트를 제거한 후 “ ” 기호를 부드럽게 
마사지한 다음 막힌 부분이 없어지고 유동식이 튜브를 통해 흘러 들어갈 때까지 
손으로 직접 세트를 펌핑합니다. 세트를 다시 장착한 후 다시 주입합니다.

튜브를 통해 유동식이 흘러내리지 않거나 경고가 계속 울리면 Moog 고객 서비스 
센터에 800.970.2337로 전화하여 펌프 반환 문제와 관련하여 도움을 받으십시오.

*참고: 문제를 해결하거나 경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PRIME(프라임) 키를 누르지 마십시오.

충전 문제

A/C 어댑터 충전기가 벽면 
콘센트에 꽂혀 있으며 
제대로 펌핑됩니까?

아니요/
모름  

벽면 플러그와 펌프 어댑터의 연결 상태를 점검하십시오. 
충전기의 벽면 플러그에 있는 녹색 표시등이 켜져 있어야 
하며, 펌프 디스플레이에는 전지 게이지의 E와 F 사이에서 
움직이는 막대와 함께 플러그 기호가 표시되어야 합니다. 
펌프가 완전히 충전되면 움직이는 막대가 멈춥니다.

  예  

벽면 콘센트가 제대로 기능합니까? 아니요/
모름  

콘센트가 제대로 기능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다른 장치를 콘센트에 꽂아보십시오.

  예  

충전기 어댑터가 손상된 
것으로 보입니까? 예  

Moog Customer Service (800.970.2337)
에 연락하여 새 충전기를 주문하십시오

  아니요  

핀이 구부러지거나 없는 
경우와 같이 충전기 포트가 
손상된 것으로 보입니까?

예  
Moog Customer Service (800.970.2337) 에 
연락하여 수리를 위해 펌프를 반환하십시오.

  아니요  

배터리 기호 및 전지 게이지의 
E와 F가 깜빡입니까?

예  Moog Customer Service (800.970.2337) 에 
연락하여 수리를 위해 펌프를 반환하십시오.아니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