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침
웰오투 코호흡기를 구입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지침에서는 제품의 효율적이고 안전한 사용에 

대해 설명합니다.  따라서 올바르게 읽는 것이 중

요합니다.

경고

코호흡기를 사용하기 전에 웰오투 장치 사용
설명서도 주의 깊게 읽으십시오.

이 장치는 코가 뜨거워 질 수있는 증기를 생성

합니다.  

따라서 최저 온 도 설정부터 시작하십시오.

불편함을 느끼거나 귀, 눈 또는 상부 기도에 

통증을 느끼는 경우, 사용을 중단하십시오.

코호흡기는 개인용으로만 사용하십시오.  

아래 지침에 따라 깨끗하게 유지하십시오.

웰로투 장치 사용설명서에 언급된 금기 사항

이 있는 경우, 제품을 사용하기 전에 의사와 

상의하십시오.

사용 목적

이 제품은 웰오투 장치로 비강 증기 흡입에 사용
하도록 설계됐습니다.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마
십시오.

제품 사용 시, 웰오투 장치에서 흡입된 증기는 상

부 기도로 직접 전달됩니다.  수증기는 상부 기도 

막을 보습하여 공기질이 좋지 않거나 건조하고 

탁한 공기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자극과 혼잡을 

완화합니다.

웰오투를 사용한 비강 호흡은 비강에 진동을 일
으켜 상부 기도에서 점액 제거를 촉진합니다.

위생적 사용
이 제품은 개인적인 용도로만 사용하십시오.

사용 후에는 흐르는 물로 호흡기와 튜브를 세척

합니다.  건조하고 서늘한 곳에 보관하십시오.  

중성 세제로 자주 씻는 것도 좋습니다.

웰오투 장치 소독 프로그램으로 부품을 소독할

수도 있습니다.

청결 상태가 확실하지 않은 경우, 사용하기 전에 
항상 호흡기와 튜브를 세척하십시오.

새 코마스크와 튜브를 자주 구입하는 것도

좋습니다.

적합한 사용
코호흡기와 튜브의 포장을 풀고 흐르는 물로 헹
구고 물기를 제거합니다.

아래 그림과 같이 튜브, 마스크 및 마우스 피스를 
함께 연결합니다.

항상 최저 온도 설정으로 운동을 시작하십시오.  

그런 다음, 더 높은 온도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코가 입보다 열에 더 민감하다는 것을 기억하십

시오.  따라서 최고 온도 설정은 너무 뜨거울 수 
있습니다.  

호흡을 위해 '소독 설정' (위쪽 버튼)을 사용하지 
마십시오.

코호흡기를 사용할 때는 항상 가장 낮은 저항

설정(0)을 사용하십시오.

코호흡기를 손으로 코에 대고 날숨을 내쉬거나
들숨을 들이쉴 때 단단히 잡으십시오.

코를 통해10–20 초 동안, 날숨을 내쉬십시오.  
코호흡기에 대고 10–20 초 동안, 들숨을 쉬어서 
따뜻한 증기를 흡입합니다.  

날숨과 들 숨을5-10 회 반복합니다.

필요한 경우, 호흡 중에 코호흡기 없이 자유롭

게 호흡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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