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압산소치료기



잔고장이 없다
기존고압산소치료기는 문에서 가장 많이 고장이 납니다.
튼튼하고 안전한 전용 패킹시스템을 도입하였습니다.

냉·난방이 된다
냉방만 되던 것을 난방까지 되도록 보완하였습니다.

소음이 적다
기존 장비는 산소발생기만 적용되던 것을 실린더산소로도 사용하게끔 설치환경에 따라 
선택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음이 획기적으로 줄었습니다.

일체형 디자인
최소 공간으로 운영이 가능하게 디자인되었고, 일체형 디자인으로 사용자와 더 가까운 
위치에서 조작이 가능합니다.

슬라이딩 도어
쉽게 개폐가 가능한 2-Rail 슬라이딩 도어 방식으로 디자인되어 튼튼하고 부드럽게 움직
입니다.

인터폰 시스템
내부에 설치된 인터폰 시스템으로 캡슐 외부와 통화가 가능합니다.

5가지 압력 설정, 저장 기능
5가지 유형의 모드 설정 및 저장 기능이 있어 간단히 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터치패널 방식
터치패널 방식으로 조작이 간단하고 화면도 미려한 디자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내부제어 시스템
내부 사용자가 기기를 제어할 수 있어, 별도의 외부조작자가 필요하지 않아 편리합니다. 
(인력의 절감)

와이드 윈도우
투명하고 넓은 창으로  사용자의 상태를 파악할 수 있게 디자인 되었습니다.

안전장치 탑재
사용자가 원하는 때에 내부 압력을 1분내 배출할 수 있습니다.

당신을 위한 디자인,

당신을 위한 기술



제품 제원

항목 내용

모델명 Oxyzen-pro (의료기)

캡슐 제원(mm) 2110mm(L) × 950mm(H) × 810mm(W) ± 10%

중량 180kg ± 10%

압력설정범위 1.05 bar ~ 1.50 bar

산소농도 23.5% 이하 (실린더 산소 이용 시)

캡슐용량 1,030 Liter ± 10%

전원 AC 220V, 60Hz

소비전력 200W이하 (저전력 시스템)

산소치료기 Oxyzen-Pro(의료기) 규격서

Oxyzen은 산소의 Oxy와 참선을 의미하는 Zen의 합성어로 산소를 하면서 몸과 마음을 힐링한다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시간, 압력, 온도, 습도, 산소농도, 이산화탄소농도 디스플레이, 냉/난방 조절 노브



“사람의 모든 세포는 유산소 활동을 합니다”

고압산소요법이란 대기압인 1기압보다 높은 기압 상태에서 고농도의 산소를 공급하는 방법으로, 

인체 내 혈중 산소포화도가 높아지게 되어 수술이나 각종 질병으로 신체 밸런스가 급격히 손상된 

분들의 신체 각 세포 깊이 산소가 신속히 공급되어 통증물질 분해, 활성산소를 감소시켜 우리 몸의 

치유, 재생능력을 높여줍니다.

쉽고 간편하게, 부작용 없이 자연치유력을 빠르게 향상시키는 혁신적인 방법으로 기존 치료와    

병행시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항목 제목 세부인정사항

자586 

고압산소요법

자586 

고 압 산 소 요 법

의 급여기준

자586 고압산소요법은 동일 날 오전·오후로 나누어 시행할 경

우에는 실 처치시간을 합산하여 해당항목의 소정점수를 산정하

며, 다음과 같이 요양급여함.

- 다 음 -

가.  일산화탄소중독, 감압병(잠수병), 가스색전증, 혐기성세균

감염증(가스괴저증), 시안화물중독증, 시력소실 24시간 이

내 급성기 중심망막 동맥폐쇄, 수혈이 불가능한 경우의 과도

한 출혈에 의한 빈혈

나.  화상, 버거씨병, 식피술 또는 피판술 후, 수지접합수술 후, 방

사선치료후 발생한 조직괴사, 당뇨병성 족부궤양(Wagner 

grade 3 이상), 치료에 반응하지 않는 만성 난치성 골수염, 

두개내 농양 등에 통상 2주이내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며, 

연장 실시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사례별 인정

다.  초기 청력역치 80dB이상의 돌발성 난청환자에서 고압산소

요법을 1회 60~120분 이내로 실시한 경우 인정

고압산소요법이란?

■ 제조 ■  (주)테스크로 대전광역시 유성구 탑립동 852-1번지   TEL_ 042) 936-8923   FAX_ 042) 936-8925

■ 판매 ■  진메디칼 대구광역시 북구 유통단지로 25 5동 322호   TEL_ 053)425-4996   Homepage_ medinfracore .com

고객만족실 1588-976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