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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립스 리콜 서비스 절차 FAQ 

 

1. 리콜 내용 및 일정은 어떻게 되나요? 

1) 리콜 내용: 이번 리콜은 본체만 수거하게 되며(가습기, 튜브, 마스크 미포함. 환자분들께 

본체 회수 방법 제공됨. Appendix 1번 참고), 양압기의 흡음재뿐만 아니라 공기 흐름에 노

출된 주요 부품, 즉 양압기 모터, 일반필터, 미세필터 등 Airpath Assembly에 대한 전면 교

체/수리 서비스를 진행합니다. 이어 기기 소독, 클렌징 및 성능 검사 완료 후 필증 마크를 

부착한 기기를 보내 드릴 예정입니다. 

 

  

2) 리콜 일정:  

i. (필립스 직접 렌탈 + 대리점 렌탈 포함) 모든 필립스 양압기 사용/구매 환자분들

에게 리콜 레터 및 리콜 서비스/기기 회수 요청에 대한 알림 문자가 발송되었고 

기기 회수 개시하였습니다.  

ii. 렌탈 계약 유지 중이신 모든 환자분들 대상으로 기기 회수와 함께 교체 작업을 8

월말부터 시작해 매일 약 7백개를 교체하려 준비중에 있습니다.  

iii. 미국 본사의 부품 공급 일정, 환자분들께서 기기 회수에 적극 협조해 주셔야 일정

을 단축할 수 있기에 전사적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 리콜 진행 절차 

1) ‘기기 지속 사용 중이신 분’ 과 ‘기기 사용 중단하신 분’에 대해 진행 절차가 다르기에 리

콜 안내 문자를 통해 구분해 접수 받고 있습니다. (Appendix 1번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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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기 지속 사용 중이신 환자분 대상: 서비스 완료된 제품이 준비되는 대로 연락 드리고, 

약속 잡아 원하시는 현장에서 기기 교체해드릴 예정입니다.  

 

즉 본인 기기가 아닌 교체된 기기와 맞바꾸는 형식이 될 것이며 1번에서 설명 드린 대로 

본체 부품 중 공기 흐름에 노출된 거의 모든 부품을 교체하고 소독 클렌징 해서 보내 드

리는 절차인 점에 대해 설명 드릴 예정입니다. 만약 설명을 들으시고도 본인 기기를 서비

스 받기를 원하신다면 기기 사용을 중단하시고 저희 쪽에 기기를 보내 주셔야 서비스 가

능함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3) 기기 사용 중단 중이신 환자분: 이미 기기 사용을 중단하신 상황이시고 저희가 제공해드

릴 수 있는 어떠한 필립스 양압기 또한 1번에서 설명 드린 리콜 서비스가 완료되어야 제

공 가능하므로, 리콜 서비스 기간 동안 대체 장비에 대한 제공은 어렵습니다.  

 

i. 본인 기기를 꼭 받고자 하시는 경우에 대한 절차: 기기 회수를 위한 주소 입력 등 

정보 받아 택배사 전달 → 택배사 통해 기기 회수 → 1번에 설명 드린 리콜 서비

스 + 처방 받으신 압력값 대로 재세팅해 리콜 서비스 완료된 본인 기기를 택배로 

전달. 드림맵퍼나 케어오케스트레이터 모뎀 연동 등은 셀프 연동 하시도록 자료 

첨부할 계획이나, 추가 설명 및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고객센터를 통해 전화 또

는 영상 등을 통해 지원하겠습니다.  

 

ii. 리콜 서비스 완료된 기기가 있다면 본인 기기가 아니어도 상관없는 경우: 필립스 

뿐만 아니라 각 대리점에서 현재 가지고 있는 재고나 회수된 기기 등에 대한 교

체가 완료되는 대로 순차적으로 교체, 환자 분 기존 사용하시던 기기와 맞교환. 

본인 기기로 서비스를 받는 것과 시간 상 차이가 없는 경우 본인 기기로 서비스 

받으시도록 진행할 예정입니다.  

 

 

3. 장비 회수하여 리콜 진행하게 되면 소요되는 기간은? 

기기를 지금 보내셔도 실제 교체 및 출고까지는 별도 시간이 걸리기에 기기 보내신 후 얼마가 소

요된다고 특정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8월 말부터 리콜 작업을 시작해 매일 7백개를 교체해 다

시 환자에게 교환 혹은 맞교환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진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 리콜로 인한 부품 교체 완료 후 사용상 안전함을 증명하는 인증서 또는 확인서를 받을 수 있나요?  

이번 전 세계 리콜 자체가 환자를 최우선으로 하는 필립스의 제1 원칙에 근거해 시작된 것입니

다. 또한 이슈가 된 흡음재뿐만 아니라 모터 등 전체 airpath assembly 전체를 교체하는 것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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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동일한 원칙에서 결정된 것입니다. 따라서 1번에서 설명 

드린 필립스 글로벌 본사 공정에 맞게 서비스 완료 후 필증 마크 부착한 기기를 받아 보실 수 있

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필증 마크가 부착된 기기는 1번에서 설명 드린 모든 공정을 다 거친 것임

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추가로, 어떤 공정 과정을 통해 어떤 부품이 교체가 되었는지 환자분들이 쉽게 이해하실 수 있는 

설명 자료와 필립스 코리아 수면 및 호흡기 사업부 대표 서명이 들어간 레터를 첨부해 발송해드

리겠습니다.  

 

5. 박테리아 필터는 어디서 구입할 수 있고, 설치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안전성이 보장되어 있나요? 

지난주 목요일 7월 8일 업데이트 된 본사 최종 지침에 근거, 양압기에 대한 박테리아 필터 장착

은 권장되지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Appendix 2번 참고) 

 

 

[Appendix] 

1. 환자분들께 발송된 리콜 서비스를 위한 기기 회수 등 알림 문자 메시지 (필립스 직접 렌탈 환자 

대상/ 대리점에게도 기기 회수 시작 하시도록 안내 나간 상태이며 환자들에 대한 문자 알림 등 

통해 기기 회수 개시한 것으로 전해 들었습니다) 

소중한 고객님께, 

필립스 양압기 부품 교체/수리 서비스에 대해서 안내 드립니다.  

필립스는 양압기의 흡음재와 공기 흐름(air flow)에 노출된 주요 부품(양압기 모터, 일반필터, 미세

필터 등)에 대해 전면 교체 및 수리 서비스를 진행합니다. 이어 기기 소독, 클렌징 및 성능 검사 

완료 후, 필증 마크를 부착한 기기를 보내 드릴 예정입니다.   

 

고객님의 기기 사용 현황에 따라, 아래 링크에 접속하셔서 리콜 서비스 접수를 부탁드립니다.  

1. 기기 사용 중단 없이 계속 사용  

2. 부품 교체 전까지 기기 사용 중단  

 

서비스 신청 링크 : http://naver.me/FyeIy5zb 

 

https://eur01.safelinks.protection.outlook.com/?url=http%3A%2F%2Fnaver.me%2FFyeIy5zb&data=04%7C01%7C%7Cf624b76820bd4db6d27308d94503b1b4%7C1a407a2d76754d178692b3ac285306e4%7C0%7C0%7C637616704425995528%7CUnknown%7CTWFpbGZsb3d8eyJWIjoiMC4wLjAwMDAiLCJQIjoiV2luMzIiLCJBTiI6Ik1haWwiLCJXVCI6Mn0%3D%7C1000&sdata=8QjvGMrFBwq9hVHGLvKKx6w1GAOjjBBIJo6BksotkXQ%3D&reserved=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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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리콜 조치로 인해 해당 기기를 사용하시는 환자분들께 심려와 불편을 끼쳐 드려 진심으

로 죄송합니다. 

7월 말부터 시작하여, 최대한 신속한 리콜 서비스가 시행될 수 있도록 전사적으로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사의 부품 공급 사정에 따라서 다소 지연될 수 있는 점 사전에 양

해 부탁드립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필립스 슬립케어 고객센터 (080-500-0004) 또는 카카오채널 상담 (카

톡에서 ‘필립스 슬립케어 서비스’ 검색 후 채널 추가 후 채팅 상담) 통해 연락 주시면 성심껏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2. 박테리아 필터에 대한 업데이트 

1) 박테리아 필터 사용은 잠재적으로 성능이 저하된 흡음재 폼의 분해 입자에 대해 보호해줄 수 

있으나, 효과적인 사용을 위해서는 설계, 기술적 측면 등 여러 기타 요인들이 고려되어야 합니다. 

 

2) 박테리아 필터 사용을 고려할 경우, 튜브 및 마스크와 같은 모든 부속품들을 포함한 전체 

시스템을 고려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장치 작동 시 최적의 성능을 위하여 공급자가 튜브 

사이즈를 시스템 상에 입력하게 됩니다. 필터 사용이 고려되는 경우, 적절한 사용에 대하여 

공급자가 함께 참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이러한 요소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포함됩니다:    

a. 박테리아 필터는 제조사별 제품 사용 지침 (IFU)에 따라 권장 교체 주기 내에 사용되어야 

합니다. 권장 교체 주기 이후의 사용은 오프라벨 사용으로 간주됩니다. 

b. 박테리아 필터 사용 시, 공기 저항으로 인하여 장치 성능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c. 튜브 사이즈 또한 공기 저항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15mm 혹은 22mm 튜브와 같이 

내경이 큰 튜브가 박테리아 필터와 함께 부착 가능하나, 박테리아 필터 사용에 대해서는 

의사와 상의하십시오.  

 

4) 12mm 튜브와 같이 내경이 작은 튜브에서는 성능이 감소될 수 있습니다. 

5) 가온 튜브 또한 박테리아 필터와 함께 사용할 수 없습니다. 

6) 따라서 필립스는 양압기에 박테리아 필터를 장착해 사용하는 것을 권장하지 않습니다. (2021 년 

7 월 8 일 최종 결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