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001295 rev C      05/2020

KO

Serres 

석션백 시스템 사용 설명서



www.serres.com

Serres 석션 백 시스템은 의료 시술 과정에서 환자로부터 발생하는 체액과 분비물을 흡입하여 

처리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제품을 설치하고 시술을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본 사용 설명서를 주

의깊게 읽어 보십시오. Serres 석션백 시스템은 반드시 이 제품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설치 및 

사용해야 하며, 제조사가 지정한 용도로만 사용해야 합니다. 지시 사항에 반하는 용도 사용은 금

지되어 있습니다. 제품이 본 사용 설명서 상의 지시 사항과 다른 방식 및/또는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 제조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이 시스템은 흡입된 체액을 환자에게 다시 주입하는 시술

에 사용하도록 승인받지 않았습니다. 본 석션 백은 샘플 또는 시료 추출 목적으로 사용을 승인받

지 못했으며, 오직 흡입과 처분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품을 사용하기 전에 항상 

시스템의 구성품이 모두 제대로 갖춰져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결함이 있는 제품의 사용은 엄격히 

금지합니다. 

시스템은 기본적으로 석션백 그림 A(1회용), 석션통, 그리고 석션통의 회색 직각 커넥터 그림 

B(재사용 가능)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석션백과 석션통의 부피는 제품 모델에 따라 1,000 ml, 

2,000 ml 또는 3,000 ml입니다. 석션백 시스템의 여러 구성 요소에 관한 상세한 설명은 그림 C를 

참조하십시오.

C1 앵글 커넥터(회색, 석션통에 연결되어 있음)

C2 환자 쪽 연결 커넥터(흰색, 석션백에 연결되어 있음)

C3 시리얼 포트(여러 개의 백을 일렬로 연결할 때 사용)

C4 환자 쪽 연결포트 플러그

C5 넘침 방지 장치

C6 들어올리는 손잡이

석션백에는 여러 가지 다른 버전이 있으며, 설치 방식은 각각 다를 수 있습니다. 반드시 올바른 

버전에 해당되는 사용 설명서를 읽도록 하십시오. “액세서리”라는 제목의 별도 사용 설명서에 본 

시스템에서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액세서리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주의!  Serres 석션백 시스템에는 Serres 정품 및 액세서리만 서로 호환이 됨으로 Serres 정품을 

사용하셔야 합니다.
주의!      표시가 있는 석션백 및 제품은 모두 1회용품으로 재사용은 엄격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시스템 구성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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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석션통 설치 방법

석션통을 수직 방향으로 브래킷에 끼웁니다 그림 1.

석션통을 설치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브래킷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레일형, 벽 부착, 테

이블 및 침대형 모델). 석션통은 이동식 Serres 트롤리에 부착된 홀더에 장착할 수도 있습니다. 진

공 장치에서 나오는 튜브를 석션통 후면에 있는 회색 앵글 커넥터에 연결합니다.

2. 단일 석션백 설치 방법

2.1 포장 및 테이핑되지 않은 버전

석션백을 펼쳐서 석션통 안에 넣습니다. 그림 2.1

2.2 포장 및 테이핑된 버전

석션백을 있는 그대로 석션통 안에 넣거나 그림 2.2,  위 2.1에 나와 있는 설명에 따라 설치합니

다.

주의! 석션백은 크기가 동일한 석션통 안에 설치해야 합니다.

주의! 석션백 필름이 석션통과 뚜껑 사이에 끼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시스템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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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석션백 여러 개 설치하는 방법

(일렬로 연결)

흡입되는 액체량이 많은 경우, 시리얼 튜브, 

진공장치 쪽 튜브 및 T 커넥터 을 사용해 Serres 

석션백 여러 개를 연결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림 3.1

- 석션백들을 각 석션통에 넣은 다음 뚜껑 한가운데를 

눌러 석션백을 통에 부착합니다. 듀얼 필터 석션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마지막 통③에 

넣어야 합니다.

- 그림 3.2에 보이는 것처럼, 회색 앵글 커넥터(②번 및 ③번 통)을 분리한 다음 석션백의 시리얼 

포트(①번 및 ②번 백)를 엽니다.

- 그림 3.3에 나와있는 대로 별도의 T 커넥터와 튜브를 사용해 석션통들을 서로 연결합니다. 가위

를 사용해 튜브를 적당한 길이로 자릅니다.

주의! T 커넥터와 진공장치 쪽 튜브는 재사용 가능하며 수술 사이에 교체할 필요가 없습니다.

www.serr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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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리얼 튜브를 시리얼 포트 구멍으로 조심스럽게 끼워 넣어 다음 석션백의 환자 쪽 연결 커넥

터에 연결합니다. 그림 3.4

최상의 성능을 위해서는 일렬 연결에 진공 시프트를 사용하면 최대한으로 액체 용량을 늘릴 수 

있습니다.

4. 석션백 펼치는 방법

진공 기능을 사용해 석션백을 설치합니다. 그림 4    진공장치를 켜면

서 동시에 뚜껑 한가운데를 가볍게 누릅니다. ①    석션백이 곧게 펼쳐 지면 손가락을 사용해 환

자 커넥터를 닫아서, ②   뚜껑이 석션통에 꼭 맞게 닫히도록 합니다.

주의! 사용하기 전에 진공 상태가 만들어졌고 석션백이 완전히 부풀려졌는지 확인하십시오.

환자 쪽 연결 튜브를 환자 쪽 연결 커넥터에 연결합니다.

이제 시스템 사용 준비가 완료되었습니다.

이 진공원은 시술이 즉시 시작되지 않으면 끌 수 있습니다.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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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입 기능을 켜면 액체가 석션백 안으로 흘러들어갑니다. 석션백은 시술이 끝날 때까지, 또는 석

션백이 가득 찰 때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기기는 인체에서 흡입된 액체와 분비물의 양을 측정

하기 위한 것입니다. 흡입 용기의 눈금은 흡입된 물질의 양을 밀리리터 단위로 표시합니다. 석션통

에 있는 눈금에 흡입된 액체의 부피가 표시됩니다. 눈금의 정확도는 +/- 100 ml입니다. (진공 기

능이 켜져 있는 경우에 한함).

Serres Suction Bag System 사용자는 환자의 체액 또는 분비물에 접촉하지 않도록 적절한 안전 

예방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석션백 사용 방법

석션백 중에는 흡입된 액체를 응고시키는 응고제가 들어 있는 버전들이 있습니다. 그림 5   사전 

겔화 상태의 석션백의 사용법은 일반 석션백과 유사합니다. 흡입된 액체의 부피를 측정할 때는 

석션통에 표시되는 눈금은 석션백에 들어 있는 응고제를 포함한 양이라는 점에 유의하십시오.

1l 사전 겔화 석션백: 25 ml

2l 사전 겔화 석션백: 50 ml

3l 사전 겔화 석션백: 85 ml

또한, 석션통 눈금의 정상 허용 오차에 유의하십시오. 별도의 봉지 형태 응고제를 사용하거나 별

도의 분말 형태로 판매하는 고화제를 사용하는 경우, 액체 1리터당 25g / 35ml를 사용하시면 됩

니다. 시리얼 포트를 통해 석션 백에 응고제를 넣고 포트를 닫으십시오. 고형제 포장에 적혀 있는 

경고 문구에 유의하십시오.

석션 백을 부드럽게 쥐어짜면 

응고제와 액체가 더 잘 섞여 

응고가 촉진됩니다.

주의! 사전 겔화 석션백을 일렬 연결 방식으로 사용하는 경우, 진공 장치는 반드시 시술을 진행하

는 동안 계속 켜져 있어야 합니다.

주의! 응고제가 포함된 석션 백 내용물을 하수관이나 Serres Nemo 배출 장치에 비워서는 안 됩

니다.

주의! 응고제를 먹지 마십시오. 들이마시거나 눈에 닿지 않도록 하십시오. 응고제는 수분이 닿을 

경우 미끄러워지는 성질이 있어, 바닥에 쏟을 경우 넘어질 수 있습니다.

응고제가 들어 있는 석션백의 사용(사전 겔화 상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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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입 시술이 완료되고 나면 환자 쪽 연결 튜브와 환자 쪽 연결 커넥터(또는 직선 커넥터 또는 트

윈 커넥터), 그리고 (사용한 경우) 시리얼 튜브의 연결을 해제합니다 그림 6.1. 석션백 뚜껑에 있

는 환자 쪽 연결 커넥터 플러그를 사용해 연결을 차단합니다. 일렬 연결의 경우 플러그로 시리얼 

포트를 막습니다. 그림6.2   마지막으로, 진공 소스를 끕니다. 손잡이를 잡고 석션백을 꺼냅니다. 

그림 6.3

주의! 석션백을 막기 전에 진공 소스를 끄면 안 됩니다.

주의! 재사용 가능 석션 캐니스터, 회색 직각 커넥터 또는 실리콘 진공 튜브를 폐기하거나 불필요

하게 제거하지 마십시오.

시술 종료 후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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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집컵은 석션백 안에 설치되며, 흡입된 액체에

서 샘플을 채집하는 데 사용됩니다. 석션백의 흰

색 앵글 커넥터를 연결 해제한 다음, 채집컵을 

환자 커넥터에 연결합니다. 환자 쪽 연결 튜브를 

컵 뚜껑의 앵글 커넥터에 연결합니다. 시술 진행 

중에 샘플이 컵의 바구니 안에 채집됩니다.

샘플 채집이 완료되면 환자 쪽 연결 튜브와 앵글 

커넥터의 연결을 해제하고 연결부를 닫습니다. 

(컵 뚜껑의 작은 플러그).

석션백에서 채집컵 연결을 해제한 다음 컵을 뒤

집습니다. 필요한 경우 하단 연결부를 통해 포르

말린을 주입한 후 연결부를 닫습니다. (컵 뚜껑

의 넓은 플러그).

Serres 채집컵 2

정확한 양의 흡입 액체가 필요한 경우 석션백과 

함께 계량컵을 사용합니다. 이 기기는 인체에서 
흡입된 액체와 분비물의 양을 측정하기 위한 것입

니다. 측정 컵의 눈금은 흡입된 물질의 양을 밀리

리터 단위로 표시합니다. 계량컵의 정확도는 최대 

50 ml까지는 ± 5ml, 그 이상은 ± 10 ml입니다. 

계량컵을 석션백의 뚜껑에 바로 세운 상태로 매

단 다음, 그림 8 에 따라 튜브를 연결합니다. 환자 

튜브를 계량컵 가운데 있는 앵글 커넥터에 연결

합니다. 시술 진행 중에 진공 장치 연결을 해제하

지 않고 컵 내용물을 석션백 안으로 비울 수 있

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컵을 브래킷에서 들어올

려 기울이면 됩니다.

Serres 계량컵 2

그림 8

그림 7

액세서리
(반드시 구입 가능 여부를 리셀러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www.serres.com

바닥에서 흐른 액체를 흡입할 때는 Serres 

Splash-Vac을 사용하면 됩니다. 튜브를 석션백의 

환자 쪽 연결 커넥터에 연결하십시오.

주의! Splash-Vac의 튜브는 PVC 플라스틱 소재

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 제품은 의료 기기가 아니며, 따라서 CE 표시

가 없습니다.

Serres Splash-Vac 2

직선 커넥터는 구멍이 넓은 환자 쪽 연결 튜브를 

사용해야 할 때 사용합니다. 석션백의 환자 쪽 

연결 커넥터를 직선 커넥터로 교체할 수 있습니

다.

직선 커넥터 2

그림 9

그림 10

트윈 커넥터는 석션백에 환자 쪽 연결 튜브 2개

를 동시에 연결할 때 사용합니다. 흡입 중에 환

자 쪽 연결 튜브 1개는 닫아둘 수 있습니다. 석

션백의 환자 쪽 연결 커넥터를 트윈 커넥터로 교

체할 수 있습니다.

트윈 커넥터 2

그림 11

박테리아 필터는 석션통과 진공 장치 사이에 설

치해, “IN” 표시가 석션백 시스템 쪽을 향하도록 

합니다. 필터는 박테리아와 바이러스를 

99.9999% 걸러냅니다. 필터는 30일 마다 교체해 

주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흡입력이 감소합

니다.

필터 제조사: GVS Filter Technology UK

박테리아 필터

그림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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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기 필터는 연기가 심하게 나는 수술 중에 석션백이 일찍부터 막혀 석션백이 넘치는 것을 막는 

데 사용합니다.

주의! 연기 필터의 용도는 연기 흡입이 아니며, 연기가 실내 공기 중으로 방출되는 것을 막아 주

지 않습니다.

석션통의 회색 앵글 커넥터를 T 커넥터 또는 Serres 밸브로 교체한 다음 석션백 시리얼 포트를 엽

니다. 그림 17   연기 필터를 시리얼 포트 안으로 밀어넣어 필터가 제자리에 들어가도록 합니다. 

이제 석션통 후면에서 연기 필터 튜브를 T 커넥터 또는 밸브에 연결합니다.

Serres 밸브의 여러 가지 다른 위치:

13 A 흡입구가 닫혀 있습니다

13 B 석션백 필터를 통해서만 흡입합니다(연기가 전혀 나오지 않을 때 사용)

13 C 석션백 필터와 연기 필터를 통해 흡입합니다(연기가 나올 때 사용)

연기 필터는 일렬 접속 방식으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연기 필터를 일렬 연결에서 마

지막 석션백에 설치하십시오. 

연기 필터 2

그림 13

13 A 13 B 13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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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rres 진공 시프트는 흡입통 2개 사이의 장치 

브래킷에 장착합니다. 진공 시프트는 흡입 라인 

2개 사이에서 진공 기능을 전환하거나, 석션백 

시스템 2개를 동시에 사용하기 위한 용도로 설

계된 것입니다. 석션통도 일렬 연결 방식에서 한 

쪽에 하나씩 쉽게 연결할 수 있습니다.

1. 진공 시프트의 커넥터를 사용해 진공 시프트

를 기기 브래킷에 장착합니다.

2. 흡입 소스의 튜브를 진공 시프트의 튜브 커넥

터에

연결합니다(그림 14, 커넥터 A).

3. 흡입통에서 나오는 튜브를 진공 시프트의 우

측(그림 14, 커넥터 B)과 좌측(그림 14, 커넥터 

C) 튜브 커넥터에 연결합니다.

Serres 진공 시프트

그림 14

www.serres.com

4. 진공 시프트는 4가지 다른 위치에 놓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주의! 반드시 래치 끝이 그림에서 보이는 것 처럼 정확하게 옆, 위 또는 아래를 향하도록 해야 합

니다.

정확하게 정렬시키지 않을 경우 흡입력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a. 그림 14.1, 흡입구 닫힘

b. 그림 14.2, 오른쪽에서 흡입

c. 그림 14.3, 왼쪽에서 흡입

d. 그림 14.4, 오른쪽과 왼쪽에서 흡입

Serres는 석션백, 진공장치와 진공 시프트 사이에 실리콘 튜브의 사용을 권장합니다.

진공 시프트의 4가지 다른 기능은 반드시 매번 사용 시 마다, 그리고 소독한 후 항상 60kPA 진공

으로 시험해야 합니다.

14.1

14.3

14.2

14.4



이 진공원 보호기는 석션 백이 잘못 설치된 경우 

체액이 진공원에 들어가는 것을 방지합니다. 진

공원 보호기를 석션 캐니스터와 진공원 사이에 

연결하십시오. 화살표가 진공원을 가리키고 있

는지 확인하십시오. 30일마다 또는 흡입력이 줄

거나 오염되었을 때 보호기를 교체하십시오.

진공원 보호기

www.serres.com

켜기-끄기 밸브는 흡입구를 열고 닫는 데 사용합

니다. 회색 앵글 커넥터 대신 켜기-끄기 밸브를 

석션통 연결부에 설치합니다. 흡입 소스에서 나

오는 튜브를 켜기-끄기 밸브 커넥터에 연결합니

다. 흡입구를 열거나(그림 16A) 차단(그림 

16B)하려면 켜기-끄기 밸브 레버를 돌리면 됩니

다.

Serres 켜기-끄기 밸브

그림 16

open 
16 A

shut off
16 B

그림 15

Serres 밸브는 연기 필터를 사용하는 경우 흡입

구를 열거나 닫을 때 사용합니다. 자세한 사용 

방법은 연기 필터 섹션을 참고하십시오. 

Serres 밸브

그림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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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rres 제어 밸브는 Serres 석션백을 개별적으로 

빠르게 사용할 수 있게 도와 줍니다. Serres 제어 

밸브는 Serres 트롤리(참조 번호: 57940, 

57941)의 통 홀더 내부에 설치합니다.

설치 방법:

- 석션통 홀더를 트롤리에서 떼어냅니다.

- 뚜껑 판을 안으로 밀어 넣어 석션통 홀더 상단 

표면에 있는 켜기-끄기 밸브 구멍(6개)을 엽니다. 

그림 18A.

- 석션통 홀더 내부에 제어 밸브를 설치한 후 제

어 밸브가 바닥에 도달할 때까지 밸브를 회전시

킵니다.

- 나사를 사용해 제어 밸브를 석션통 홀더에 고

정시킵니다.

- 석션통 홀더를 트롤리에 재설치하고 홀더 높이

를 조정한 다음, 석션통 홀더를 조입니다(그림 

18B).

- 석션통 홀더 상단에 열려 있는 구멍에 석션통 

수와 동일한 수의 켜기-끄기 밸브를 설치합니다. 

석션통 6개보다 적은 수의 밸브를 설치하는 경

우 나머지 구멍은 반드시 제어 밸브 플러그(참고 

번호 57943)를 사용해 막아 주어야 합니다. 흡입

력이 올바로 생성되려면 구멍 6개에 모두 켜기-

끄기 밸브가 설치되어 있거나 제어 밸브 플러그

로 막혀 있어야 합니다.

- 켜기-끄기 밸브에서 나오는 실리콘 튜브를 아

래 석션통의 앵글 커넥터에 설치합니다. 튜브가 

구부러져 공기 흐름을 막지 않도록 주의해 설치

합니다.

- 석션 장치의 튜브를 제어 밸브 하단 표면의 튜

브 커넥터에 연결합니다. 그림 18C

- 켜기-끄기 밸브가 잘 조여져 있는지 하나씩 확

인해 제품 기능을 시험합니다.

Serres 제어 밸브

그림 18

A

B

C

그림 18



사용 방법:

- 흡입 소스를 작동시킵니다.

- 필요한 수 만큼의 석션통과 석션백을 설치합니다.

- 켜기-끄기 밸브 1개를 I 위치로 돌려 엽니다.

- 환자 튜브를 켜기-끄기 밸브 아래의 석션백에 연결합니다.

- 석션백이 가득 차면 환자 튜브 연결을 해제하고, 가득 찬 석션백에 플러그를 끼운 다음 켜기-끄

기 밸브를 O 위치 돌려 끕니다.

- 다음 켜기-끄기 밸브를 I 위치로 돌린 다음 환자 튜브를 그 아래 석션백에 연결합니다.

충분한 흡입력에 도달하려면 한 번에 석션통 하나씩 사용하며, 켜기-끄기 밸브 하나씩 I 위치에 

두고 다른 켜기-끄기 밸브는 O 위치에 두는 것이 좋습니다.

www.serr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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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rres 석션백, 채집컵, 계량컵 및 시리얼 튜브는 모두 1회용품으로 반드시 환자 마다 교체해 주

어야 합니다. 한 환자가 장기 치료를 받는 경우, 석션백은 최소 24시간 마다 한 번씩 교체해 주는 

것을 권장합니다. 재사용 가능한 제품이 손상되었거나 제조업체에서 정한 이용 사양을 더 이상 충

족하지 못할 경우 폐기해야 합니다. 사용하고 난 제품이나 사용 중지한 제품들은 반드시 재활용 

라벨에 표시된 대로, 또는 병원별 규정에 따라 폐기 처분합니다. 응고제가 들어 있는 석션백의 경

우 절대 내용물을 하수구에 버려서는 안 됩니다.

주의! 1회용 제품의 재사용은 엄격히 금지합니다. 재사용할 경우 제품의 성능을 감소시키며 감염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사용하고 난 석션백을 취급할 때는 감염성있는 폐기물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다는 점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사용하고 난 제품의 처리

석션통과 앵글 커넥터는 세척 (95°C) 및 고압멸균 처리(121 °C)할 수 있습니다. 세척 또는 고압멸

균 처리하기 전에 회색 앵글 커넥터는 분리하십시오. 고압멸균 처리하기 전에 제품에 세제 잔여

물이 남아있지 않은지 확인하십시오. 제품을 30회 이상 고압멸균하지 마십시오. 그 외 재사용 가능

한 제품들은 살균제로 닦아냅니다.

재사용 가능한 제품의 세정

습기나 먼지가 많은 곳에 보관하지 마십시오.  1회용 제품은 라벨에 표시된 날짜로부터 유효기간

이 5년이며, 응고제가 들어있는 석션백과 응고제는 2년입니다. 

보관  



Manufacturer:
Serres Oy
Keskustie 23
FI-61850 Kauhajoki as
Finl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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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된 기호

배치 코드

카탈로그 번호

재사용하지 마십시오

비를 피하십시오

햇빛을 피하십시오

사용 지침

CE 마크

무 DEHP 기호

무 라텍스

수량

지침 매뉴얼 소책자를 

참조하십시오

소비기한

의료기기 MFGDT 
(Manufacturing dat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