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abilock
기관 내관 홀더

기관 내관(크기 7.0~10.0mm)에 끼워 맞춤

붙이는 방법

A1

A2

A3

A4

1. 내관을 청소하십시오. 건조시키십시오.
2. 접착 베이스를 붙이십시오. (A1~4)

3. 넥밴드를 베이스의 훅 부분에 눌러 끼우고, 튜빙 채널이 기관
내관과 반드시 일렬이 되게 하십시오. (B)

4. 넥밴드의 양쪽 끝에 있는 파스너 탭을 열고 귀 바로 아래 높이
에서 머리를 밴드로 감싸십시오. 파스너 탭을 넥밴드의 바깥쪽
에 고정시키십시오. (C)
5. 내관을 튜빙 채널 안으로 고정시키십시오.

• 채널이 내관을 덮을 위치에서 관을 강력 접착 테이프로 1
번 감싸십시오.
• 채널을 내관을 덮어 내리 누르십시오.

• 내관과 채널을 테이프로 감싸십시오. (D)

대안의 테이핑 방법:

• 채널을 내관 쪽으로 누르십시오.

• 내관과 채널을 강력 접착 테이프로 단단히 감싸십시오. 채널
끝을 최소한 1” 넘어서까지 테이프로 감싸십시오. (D)

6. 필요한 경우 파스너 탭을 재조정하여 넥밴드를 확실하게 고
정시키십시오.
필요한 경우 테이프를 바꾸십시오.

3일 후에 또는 필요한 경우 더 빨리 접착 베이스를 바꾸십시오.

제거

피부 외상을 방지하기 위해 접착 베이스를 조심헤서 제거해
야 합니다.

내관 위치바꿈

파스너 탭을 여십시오. 접착 베이스를 아래로 잡고 넥밴드를 베이
스에서 벗겨 내십시오. 내관의 위치를 바꾸십시오. 베이스 쪽으로
다시 눌러 파스너 탭을 고정시키십시오.

B

피부 궤양 또는 피부 열상을 방지하기 위해, 붙이기 전에 환자 피
부와 의학적 상태를 평가하십시오. 매일 또는 더 자주 모니터
링 하십시오.

누그러지지 않는 압력으로 인해 입술과 피하 조직에 상처가 나는
것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기관 내관의 위치를 자주 바꾸시
기를 권장합니다.
환자 안면을 누르는 압력을 줄이기 위해 인공호흡기 튜빙을 떠받
치도록 강력히 권장합니다.
단일 환자용. 1회용.

잘 붙이기 위한 편리한 체크리스트

99 접착 베이스를 붙일 때 마다 피부를 준비시켜 놓으십시오.
99 접착 베이스를 입술 라인 바로 위에 위치시키십시오.
99 채널과 내관을 강력 접착 테이프로 나선형으로 단단히 감싸십시오.
99 반드시 채널을 최소한 2.5cm(1”) 넘어서까지 테이프로 감싸
십시오.
99 피부 손상을 최소화하도록 접착 베이스를 살살 제거하십시오.
99 인공호흡기 튜빙을 떠받치십시오.

C

도포 시연 영상을 보시려면, www.dalemed.com을 방문하
십시오.

천연 고무 라텍스로 제조되지 않음.

Dale®은 미국과 유럽연합에 등록된 Dale Medical Products,
Inc.의 상표입니다.

Dale Medical Products, Inc.
전화.: +1-508-695-9316
www.daleme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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