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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O 80369-3 호환 ENFit® 연결 시스템을 갖춘 Dale® ACE* Connector®
(*소화관용 액세스 컨트롤러)
ISO 80369-3 규격을 준수한 개방 또는 폐쇄 소화관 시스템과 함께 작동합니다.

사용법
급양 절차는 Dobbhoff, PEG, PEJ, BRT 위조루, G/J, 급양 관리 세트 및 ENFit 

커넥터를 갖춘 특수 Salem Sump® 튜브를 포함하여 ENFit 형 소구경 급양 튜브와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ACE 커넥터를 소화관 급양에 사용할 시, ACE의 암 ENFit 원위 포트를 소화관 튜브의 숫 
ENFit 커넥터에 부착하십시오. 아래 a~d항 설명을 따르십시오.
a. ACE의 암 ENFit 포트(원위 쪽)를 환자 급양 튜브의 숫 ENFit 커넥터에 부착하십시오.
b. ENFit 암 커넥터를 갖춘 소화관 급양 세트를 ACE 커넥터의 숫 ENFit 포트(근위 쪽)에 

맞추어 조정하고 비틀어 돌려 조이십시오.
c. 핸들을 ON 위치로 돌려 급양 처방 영양식을 공급하십시오.
d. 급양이 완료되면 핸들을 OFF 위치로 돌리고 급양 세트를 풀어 ACE 커넥터에서 

분리하십시오.
*무풍선 PEG 튜브는 ACE 커넥터와 함께 공급되지 않은, 백색의 80369-3 ENFit 전환 커넥터 
또는 범용 어댑터를 사용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60mL ENFit 팁 관주 주사기/세척 및 액제 약 공급 절차 
안전 기능으로서, 신종 ACE 커넥터는 ENFit 팁 소화관 관주 주사기만 수용하며 카테터 
팁 주사기, 루어 팁 주사기, 루어 팁 투여 세트나 피하 주사바늘은 수용하지 않습니다.
a. 핸들을 OFF 위치로 돌리십시오.
b. ACE 커넥터를 단단히 잡은 상태에서, ENFit 암 팁 주사기를 오토-시일 주사기 투약 

포트에 맞추어 조정하고, 그 포트 안으로 밀어 넣고 꼭 맞을 때까지 비틀어 돌려 
조이십시오. - 과도하게 조이지 마십시오! 사용 전과 후에 물로 씻어 내기를 강력히 
권장합니다.

c. 액제 또는 약을 ACE 커넥터 오토-시일 주사기 투약 포트에 투여하거나 원하는 경우 위 
잔류물을 빼내십시오.

d. 주사기를 제거하십시오. 숫 ENFit 커넥터 인터페이스를 갖춘 오토-시일 주사기 투약 
포트는 자동으로 밀봉됩니다.

e. 약제 잔류물이 없어질 때까지 오토 시일 주사기 투약 포트를 통해 물로 씻어 내십시오.
f. 핸들을 ON으로 돌리십시오. 

이 제품은 ENFit 단계식 전환 커넥터와 ENFit 깔때기 커넥터와 호환됩니다.
배액 및 흡인 절차 

ACE 485 소화관 커넥터는 특별히 갖춘 ENFit Salem 섬프 튜브 및 특수 ENFit 어댑터를 갖춘 흡인 튜브와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MR Conditional (자기 공명 노출 안전)         비임상 시험 결과 Dale Medical 485 ENFit ACE CONNECTOR는 MR Conditional (자기 공명 노출 

안전) 등급이라는 것이 입증되었습니다. 이 기기를 착용한 환자는 다음과 같은 조건하에 놓여진 직후에 MR 시스템에서 안전하게 MRI 촬영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일 환자용 / 서늘하고 건조한 곳에 보관하십시오
연방법(미국)에 따라 본 장치는 의사에 의해서만 또는 의사의 주문에 따라서만 판매됩니다..
• 환자를 걸어 다니게 하기 위해, 핸들을 OFF 위치로 돌리고 급양 세트를 분리하십시오. 그러면 환자는 원하는 대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급양은 위의 

절차를 반복함으로써 필요에 따라 재개할 수 있습니다.
• 필요한 경우 병원 프로토콜에 따라 교체하십시오. 30일 이상 사용은 권장하지 않습니다.
• 이 장치가 사용법 대로 또는 예상했던 대로 기능을 수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용법에 따라 ACE 커넥터를 빈틈없이 물로 씻어내고 소화관 공급 세트를 

점검하십시오. 문제가 지속되면, 필요한 경우 병원 “소화관 급양 관리” 프로토콜에 따라, 새 ACE 커넥터와 소화관 공급 세트로 교체하십시오.
• ACE 커넥터는 주로 환자 소화관 급양을 위한 공급 방법을 제공합니다. 약물 투여 시에는, 병원 또는 의료시설의 소화관 급양 관리 프로토콜을 

따르십시오.
Dale 의료 제품은 이용하시는 병원/의료용품 공급상으로부터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미국 특허 #D8008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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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Dale Medical Products, Inc.
Dale® & ACE Connector® 는 미국 및 EU에 등록된 Dale Medical 
Products, Inc. 의 등록 상표입니다.
ENFit® 는 GEDSA의 허가를 받고 사용된 GEDSA의 등록 
상표입니다.

Dale Medical Products, Inc.
40 Kenwood Circle • Suite 7
Franklin, MA  02038-3298, 미국
전화: +1-508-695-9316
www.daleme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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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DSS GmbH
Schiffgraben 41
D-30175 Hannover, 독일

천연 고무 라텍스로 제조되지 않음

• 오직, 1.5-테슬라 및 3-테슬라의 정자기장. • 3000 가우스/cm 이하의 최대 공간 경사 자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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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HP

NON-DEHP

주문 정보
485 Dale ACE Connector®

개별 포장.
50개입 상자로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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숫 ENFit Connector를 갖춘 
급양 튜브

암 ENFit Connector를 
갖춘 소화관 급양 세트

암 ENFit 
Connector ON/OFF 핸들

ON

OFF

숫 ENFit Connector

암 ENFit 주사기를 맞추어 조정하고, 
밀어 넣고 꼭 맞을 때까지 비틀어 돌려 
조이십시오.
과도하게 조이지 마십시오

암 ENFit Connector

원위 쪽
(환자 편)

근위 쪽
(급양백 편)

숫 ENFit 
Connector를 
갖춘 오토-시일 주사기 
투약 포트

숫 ENFit 
Connecto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