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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제품은 3B Scientific 와 TruCorp Ltd 이 공동 개발한 제품 입니다. 본 제품을 사용하기 전에 
사용설명서를 주의 깊게 읽어주시길 바랍니다..제품을 정확하게 구동시키는 방법과 사용상의 궁금한 
사항을 해결해드릴 것 입니다. 

CPRLillyAIR 는 심폐소생술(CPR) 및 기도관리 술기를 배울 수 있습니다. 본 시뮬레이터는 AHA  
(미국심장협회) 및 ERC (유럽소생협회)의 최신 지침을 따르고 있습니다. 내구성 강한 소재, 사용자 편의성 
및 현실감 있는 시나리오를 제공합니다. 학교 및 교육기관의 의학훈련 및 응급처치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성인 인명구조 알고리즘에 관한 필수 특징인 인공호흡 및 흉부압박에 관한 방법을 습득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특징:

•  흉부압박에 관한 이상적인 압박점을 찾기 위한 
필수적인 해부학적 특징 및 토르소 모형 

• 인공호흡 환기 가능 
 
• 구강대 구강 및 구강대 비강 소생법 가능 
 
•  기도관리 테크닉을 위한 사실적인 해부학적 

내부구조  

•  실제 인체에 대한 훈련 환경조성을 위하여 5cm
깊이의 흉부 스프링 탄성 구현  

• 기도확보를 위한 머리 기울이기 

• 압박깊이점을 사운드로 알림  

•  소모성 호흡 주머니를 갖추어, 위생적이며 
청결히 관리하기에 용이  

•  CPRLillyAIR는 독립된 두 개의 챔버로 된 
호흡계 구조로 인해 마네킹 내부에 물맺힘 또는 
오염을 최소화하여 사용자로 하여금 위생적으로 
사용 가능케 함

CPRLillyAIR를 개발하는 동안 사용자 
편의성 및 위생, 단체훈련에 적합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안면마스크는 식기세척기에도 세척 
가능하며 부속품을 별도 구매할 수 
있습니다. 최대한 연습참가자의 위생을 
위하여 각자의 마스크 및 소모성 목 
주머니를 활용 합니다. TruCorp 상급 
기도관리 헤드는 시나리오 훈련에 맞추어 
빠른 교환이 가능하나, 구강대 구강 
호흡법은 적용되지 않으며 오직 기구를 
활용한 기도관리 용입니다.

• 1 TruCorp 상급 기도관리 헤드
•  1 CPRLilly헤드 시뮬레이터와 5안면 하부 

마스크 (치아 포함) 
• 25 목 주머니
•  1 보관 케이스

•  1 트랙슈트
• 1 TruCorp 윤활액 용기
•  1 안드로이드 태블릿 PC
•  1 충전용 플러그 아답터

구성품

› 소개

상급 기도관리 헤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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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CPRLillyAIR 상급 기도관리 헤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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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안전 사용 정보):

•    첫 사용 전에, 파워팩을 활용하여 안드로이드 태블릿과 CPRLillyAIR을
 완충합니다!
  충전 중에는 LED불빛이 오렌지색으로 빠르게 깜빡거립니다. 오렌지색 

불빛이 천천히 깜빡거리면 배터리가 완충된 것 입니다. 대략 3시간 가량 
소요됩니다.

• 호기로 인한 내부 습기 방지를 위하여 목 주머니를 삽입합니다.

•  목 주머니는 비가 오는 환경의 외부에서 교환하시면, 내부 순환 구조에 물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CPRLillyAIR가 손상 될 수 있습니다.

•  제품 사용 중, 잡음이 들리는 것은 시뮬레이터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 합니다.

› 조립 / 설치

› 조립 (준비 및 활용)

• 안면마스크 제거 • 새로운 주머니 삽입 • 안면마스크 부착 • 안면마스크 세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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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뮬레이션을 위한 헤드 보정
1. 헤드를 평평한 면에 중립자세로 두고 전자장치를  
 재구성합니다. 

2.  헤드 보정이 되고 새로운 시뮬레이션 시작이 
가능하면 메시지가 보입니다. 

3.   냄새맡기 자세로 헤드가 위치하면 태블릿에 헤드 
이미지가 보이며 기도삽관 및 백마스크 환기가 
가능해집니다. 

4.  냄새맡기 자세를 취하면 시뮬레이션을 활용하기 
위한 준비가 완료 됩니다.

 

전력 충전
CPRLillyAIR 는 15볼트 소켓을 통하여 
충전합니다. CPRLillyAIR 는 150여개의 
여러국가에서 사용 가능한 아답터를 사용합니다. 
50또는 60 주파수를 주요 주파수로 100과 240
볼트 사이에서 작동합니다. 충전을 할 때에는 
항상 포함된 아답터를 이용하여 충전하시길 
권장합니다.
 

교체/배터리 교체
배터리가 방전이 되었을 경우
CPRLillyAIR와 아답터를 연결하여 사용하여 
주십시오.

미사용 시 장기보관 요령
배터리 수명을 
단축시키지 않기 
위해선 기기를 
사용하지 않을 때에 
적어도 격년에 1회는 
완충을 해야 합니다.  

배터리를 완충 하였을 경우는 LED오렌지 불빛이 
천천히 깜빡거립니다.  
 

배터리 교체
CPRLillyAIR는 수명이 긴 니켈수소 배터리를 
사용합니다. 만약 교체를 원한다면 전문가 또는 
공인된 전기 기술자의 도움을 받으십시오. 배터리 
구매는 액세서리 리스트에서 주문 요청 가능합니다.  
빨간 LED불빛이 깜빡 거리면, 배터리가 정상적으로 
설치가 안되었거나, 충분한 충전이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배터리에 관하여 문제가 발생 
된다면 본 제품의 고객서비스 담당자에게 연락 해 
주십시오

1.  목 뒤편의 버튼을 풉니다. 

2.  옷깃 위의 목 스킨을 말아서 내립니다.

 

 

3.   CPRLilly 헤드를 반시계 방향으로 돌려 
느슨하게 만들면 핀의 끝단이 나옵니다. 
 

4.  조심스럽게 잡아당기면 헤드가 몸통에서 분리가 
됩니다. 
 

5.  3가지의 연결점 제거:  
1  : 기도 연결부 
2 : PCB 검정 플라스틱 하우징 케이블 
3 : 공기압 튜빙 
위 3가지의 연결점을 분리하면 쉽게 교체할 수 
있습니다. 
 

 

6.   CPRLilly 헤드를 제거하고 기도삽관 및 
기도관리를 위한 TruCorp 상급 기도관리  
헤드를 장착합니다.

 
 
7.   CPRLilly 몸통의 목 공간에 원통형 헤드가 잘 

들어갈 수 있도록 정렬을 합니다.
 

8.   천천히 3가지의 연결점을 연결합니다. 

 

9.   천천히 핀을 돌려가며 CPRLilly 몸통에 
시계방향으로 삽입을 합니다. 
 

10.   바닥 또는 표면에 얼굴면이 수직이 될 때까지 
헤드 전체를 돌립니다.

 

11.  감아서 젖혀두었던 목 스킨을 바로 하고 목 
버튼도 단단히 체결합니다.

 
 
12.   사용할 준비가 완료되었습니다.
 

13.   헤드는 새로운 시뮬레이션을 위해 교환을 할  
때 보정이 필요합니다.

› 상급 기도관리 헤드로 교환 TRUCORP

CPRLillyAIR 상급 기도관리 헤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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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기의 전원관리 

1. 기기의 전원 켜기/끄기
CPRLillyAIR의 몸통 안에 내장된 
전자장치는 사용을 하지 않을 경우 5분 
정도 후, 자동으로 전원이 꺼지거나, 켜기/
끄기 버튼을 통해 수동으로 전원관리를 
하면 됩니다.

 
 

2.  태블릿 사용 및 프로그램 실행

 
 
 
3.  소프트웨어 탐색 

3.1. 언어 선택
앱을 실행하면 영어로 자동 실행이 
됩니다. 언어설정 창에 들어가서 원하는 
언어를 선택하여 설정하면 됩니다.

 
 
 
 
 
 
 
 
3.2. 기능 메뉴
다음과 같은 초기화면이 보여집니다. 
CPRLillyAIR에 연결될 때 심장 아이콘은 
빨간색으로 전환 됩니다. 표시창의 
연결상태를 확인 하십시오.

앱은 오프라인 상태로 
CPRLillyAIR에 연결 없이 
실행됩니다. 몇 가지 기능은 
연결이 꼭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 시뮬레이션 소프트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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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새로운 시뮬레이션 시작

3.3. 설치/블루투스 연결 해제 
새로운 CPRLillyAIR을 연결할 경우에는, 
설정 기능을 통해 블루투스 삭제 또는 
설치를 합니다. 본 제품은 하나의 태블릿에 
오직 한 대의 CPRLillyAIR만 연결 
됩니다.

CPRLillyAIR 상급 기도관리 헤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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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디스플레이/평가 그래프

3.5. 데이터 송출
CPRLillyAIR의 전원이 꺼져 있으면 
데이터 송출이 가능하며 블루투스 연결은 
비활성화 됩니다. 

CPRLillyAIR가 연결되어 있으면, 프린트 
아이콘은 비활성화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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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박
한 주기에 30회 이하의 흉부압박이 이루어지면, 나머지는 0포인트에 해당합니다.
한 주기에 30회 이상의 흉부압박이 이루어지면, 추가 압박은 평가되지 않습니다.

압박빈도
한 주기에 30회 이하의 흉부압박이 이루어지면, 완전히 수행한 압박 회수만 회수에 포함됩니다. 한 주기에 30회 이상의 
흉부압박이 이루어지면, 추가압박은 평가되지 않습니다. 심박수 값은 첫 2회 흉부압박 후에 보여집니다; 즉 초기에는 0으로 
표시됨. 평균 압박주기는 모든 압박을 실행 후 결과값이 나옵니다.

호흡량
한 주기에 2회 이하의 인공호흡이 이루어지면, 나머지는 0포인트에 해당합니다.
한 주기에 2회 이상의 인공호흡이 이루어지면, 추가 인공호흡은 평가되지 않습니다.

인공호흡 압력
한 주기에 2회 이하의 인공호흡이 이루어지면, 나머지는 0포인트에 해당합니다.
한 주기에 2회 이상의 인공호흡이 이루어지면, 추가 인공호흡은 평가되지 않습니다.

초록색

In mm In %

하한선 >=50 >=83

상한선 ∞ ∞

하위 노란색 초록색 상위 노란색

심박수 심박수 심박수

하한선 >=85 >=95 >105

상한선 <95 <=105 <115

하위 오렌지색 하위 노란색 초록색  상위 노란색 상위 오렌지색

In ml/s In % In ml/s In % In ml/s In % In ml/s In % In ml/s In %

하한선 >=360 >=45 >=384 >=48 >=464 >=58 >608 >76 >=624 >=78

상한선 <384 <48 <464 <58 <=608 <=76 <624 <78 <664 <83

하위 오렌지색 하위 노란색 초록색 상위 노란색

In cm H²O In % In cm H²O In % In cm H²O In % In cm H²O In %

하한선 >=10,56 >=48 >=12,54 >=57 >=14,3 >=65 >18,7 >85

상한선 <12,54 <57 <14,3 <65 <=18,7 <=85 <=19,14 <=87

CPRLillyAIR 상급 기도관리 헤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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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  초록색

부정확     빨간색

빨간색   노란색 초록색

<50% <=50% <=80%

머리 기울이기
머리 기울이기는 인공호흡 아이콘에 연결 되었을 때 평가됩니다. 편안한 앙와위 자세에서 23도 정도의 머리 기울이기 
자세를 취하면 태블릿 화면에서 초록색 불빛이 들어옵니다. 노란색 아이콘 색으로 변하면 평가는 시작 됩니다.

3.6. 설정

손의 위치
흉부 압박 손의 위치

메트로놈 대신, “스테인 얼라이브” 곡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모드에서 CPRLillyAIR의 최신 펌웨어를 업데이트 할 수 있으며 
마네킹과 연결 된 상태에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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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소개

1. 흉부압박

a) 환자에게 말 걸기(눈 뜨기)
“마네킹에게 말 걸기”기능은(눈 뜨기) 
태블릿을 통하여 가능합니다. 이 특징은 
상급 기도관리 헤드에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b) 맥박 확인(태블릿을 통한 설정)
맥박과 눈-깜빡임은 소프트웨어를 통해 
조절되며, “설정” 및 “일반”: 메뉴에서 
교습모드를 활성화 시키면 작동됩니다.

› 실습

CPRLillyAIR 상급 기도관리 헤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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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 주변 깨끗이 하기 및 인두부 관리
기도 확보를 자유롭게 하기 위하여, 시뮬레이터 헤드는 90°로 회전이 가능합니다. 인공호흡을 실시하다 보면 내부에 이물질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목 주머니를 제거하시면 됩니다. 

알림: 날카로운 이물질 또는 날카로운 물체로 제품조립에 사용하지 마십시오. 
CPRLillyAIR의 호흡계 시스템에 손상을 입힐 수 있습니다.

c) 흉부 노출

d) 흉부 압박(커브/그래프)

3. 인공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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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PRLillyAIR의 부속품을 영유아가 삼키지 않도록 주의
• 기도삽관은 오직 TruCorp 상급 기도 모델에서만 가능
• CPRLillyAIR 헤드는 항상 주의를 기울여 사용, 보관하여야 함
• 목 주머니는 날카로운 물체를 조심(칼과 같은 종류)
• CPRLillyAIR는 화기와 가까운 곳에서의 사용을 금지.
• CPRLillyAIR는 큰 비가 오는 옥외공간에서의 사용을 금지.
• CPRLillyAIR를 물 속 깊이 담그는 행위 금지.
• 터치 화면을 날카로운 물체를 이용하여 운용 금지
• 머리 관절부: 부속품을 강압적으로 분리 금지(손상 부상 위험)
• 사용 중 잡음이 생긴다면 시뮬레이터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것을 의미
• 복부 주변은 압박을 금지합니다.
• 전자기기의 파손 위험 주의
• CPRLillyAIR는 삽입되어 있는 목 주머니에 인공호흡만을 사용 권장
• 비가 오는 환경에서 목 주머니의 교환을 권장하지 않음

› 안전 사용 정보
언어 선택은 어디에서 할 수 있습니까?
윈도우 창의 언어선택 섹션에서 가능 합니다.
 

어떻게 음성리듬을 전환 할 수 있습니까?
윈도우 창에서 100박동수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무음 버튼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습니까?
교습 모드가 활성화되어 있으면 윈도우 상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LED버튼의 불빛 색깔은 어떤 의미 입니까?
초록색 → CPRLillyAIR 의 전원이 켜졌으며 준비 완료 불빛 없음→ 
CPRLillyAIR 의 전원이 꺼짐 초록색-빨간색 불빛 깜빡임 → 배터리가 
방전에 가까움 오렌지 불빛의 느린 깜빡임→ 배터리 완충 오렌지 불빛의 
빠른 깜빡임→ 배터리 충전 중 빨간색 불빛의 빠른 깜빡임→ 기기오류
 

빨간LED 불빛이 깜빡거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USB케이블을 기기에서 분리합니다. LED버튼을 5초가량 기기의 
전원이 종료될 때까지 누릅니다. 케이블을 다시 연결하고 LED버튼을 
누릅니다. LED버튼을 몇 차례 시도하였지만 빨간 불빛이 계속 
깜빡거린다면 판매처에 문의 바랍니다.
 

심폐소생술 시뮬레이터에 어떻게 블루투스 연결을 하는가요?
태블릿 초기 상태에서 블루투스 설정을 켜면 블루투스가 활성화됩니다. 
 

실수로 태블릿 스크린 화면에서 시작 버튼(홈 버튼)을 눌러서 
시뮬레이션 데이터를 분실하였을 때 어떻게 하는가요?
이와 같은 경우 시뮬레이션의 데이터는 분실됩니다. 프로그램을 
중지시키고 재시작해야 합니다.
 

CPRLillyAIR는 어떻게 해야 호흡을 할 수 있나요?
머리를 뒤편으로 기울이면 호흡이 가능합니다. 모형 내부의 호흡 
시스템에 공기를 채우기 위하여 목 주머니를 제거 해주십시오. 
TruCorp상급 기도관리 헤드에는 인공호흡 환기를 삼가 해주십시오!

› 제품의 기술적 정보
수치
• CPRLillyAIR (높이 x 넓이 x 깊이) 26 x 39 x 78 cm, 무게: 9 kg 

운용 조건
• 공급전압: 15 V
• 안전초저압(3등급)

운용 조건
• CPRLillyAIR 는 방말형 (보호 등급IP 45)
• 운용 온도: -10°C ~ 40°C
• 보관 온도: -20°C ~ +60°C
• 플라스틱 소재는 DIN EN 71-3/9규정의 장난감 안전 수칙을 따름
• CPRLillyAIR 는 실내 및 야외에서 사용 가능하도록 고안되었습니다
•  기도관리의 헤드부분은 라텍스 및 실리콘 고무로부터 추출한 소재로 이루어져 

라텍스 알러지가 있다면 사용을 권장하지 않습니다.

CPRLillyAIR 상급 기도관리 헤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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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관
• CPRLillyAIR는 실내온도에 건조한 장소가 보관 하기에 가장 적합합니다.
• CPRLillyAIR는  40°C가 넘는 열에 소재가 변형이 되거나 탄성을 잃어버릴 수 있으니 직사광선을 피해주시길 바랍니다.
• CPRLillyAIR를 절대 완전히 방전한 채 보관 하지 마십시오.

관리 요령
안면 피부, 마우스피스 및 공기주머니 같은 모든 부속품은 실습자와 직접 
접촉하므로 위생적이어야 합니다.

소모성 기도(목 주머니) 또한, 위생적이어야 합니다. 세척을 위해 강한 
화학성분의 세제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제품소재에 손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CPRLillyAIR의 상부피부가 만약 심하게 오염이 되었다면, 회전모드 없이 
세탁기에 최대 40°C로 세척하시면 됩니다.(예; 울 모드) 
그 외 시뮬레이터의 나머지 부속품은 비누 또는 세제로 세척하면 됩니다. 
솔벤트 성분이 포함된 세제의 사용은 표면 손상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상의로 입혀진 트랙슈트는 40°C이상 온도의 따뜻한 물에서 세탁세제로 손세탁 
또는 세탁기를 이용하십시오.

› 유지보수 및 관리

› 부속품 목록

부속품 아이템 번호

안면 상부 마스크(1개) 1017737

안면 하부 마스크 및 치아(5개) 1017738

주머니 클립  1017748 

목 주머니 (50개 세트)  1017739 

목 주머니(100개 세트)  1017743 

TruCorp상급 기도관리 헤드 1019711



©
 C

op
yr

ig
ht

 19
99

 / 
20

12
 / 

20
14

 / 
20

16
 제

품
의

 사
용

설
명

서
 및

 디
자

인
: 3

B 
Sc

ie
nt

ifi
c 

G
m

bH
, G

er
m

an
y

3B Scientific Korea Ltd.
4F, Seoun-ro 18, Seocho-gu
Seoul 06734 • South Korea
Phone: + 82-2-523-3834 • Fax: + 82-0303-3440-3835
www.3bscientific.kr • info@3bs.kr

Thai 3B Scientific Co., Ltd.
4/12 Moo 7, Soi Bangkae District Office
Kanchanapisek Rd., Bangkae Sub-District/District
Bangkok 10160 • Thailand
Phone: + 66 (0) 2-487 0500/-2 • Fax: + 66 (0) 2-487 0503
3bscientific.com • Thai3BS@3bscientific.com

A worldwide group of companie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