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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ld-n-Place®

카테터 고정구
착용 방법
1. IV와 동맥 카테터에 쓰이는 Luer 연결구는 삽입된 카테터에 

부착되어야 합니다.
2. 병원의 프로토콜에 따라 피부를 깨끗이 닦고 준비합니다.
3. 일부 환자의 경우 더 잘 접착되도록 제모 또는 피부 준비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4. 고정구를 부착하기 전에 피부가 깨끗하고 건조한지 확인하십시오.
5. 상부 접착부 당김(PULL) 탭을 그 두 개 띠의 천공선에 맞추어 

접히도록 뒤로 당깁니다. (A)
6. 그 고정구를 카테터/관 밑으로 미끄러뜨리듯이 넣고, 카테터 관이 

허브와 연결되고 베이스 중앙에서 연장 지점 위 중앙에 두어지는 
곳에 위치시킵니다. (B)

7. 허브의 상부를 살짝 눌러 노출된 접착부에 고정시킵니다. (B)
8. 고정구와 카테터를 그 자리에서 잡은 상태에서 바닥의 릴리스 

라이너 하나를 당긴 다음 접착부를 피부에 대고 누릅니다. 반대 쪽에 
대해 이를 반복합니다. (C)

9. 당김(PULL) 탭을 완전히 제거하여 접착 띠를 노출시킵니다. (D)
10. 하나의 접착 띠를 카테터 허브 위를 가로질러 고정시키고 접착 띠의 

상면을 살짝 누른 다음, 반대 쪽 접착 띠에 대해 이를 반복하여 V자 
형으로 고정시킵니다. (E)

11. 접착이 더 잘 되도록 만전을 기하기 위해 고정구를 꽉 누릅니다.
12. 투명 드레싱을 삽입 부위에 덮어 부착합니다.  투명 드레싱을 고정구 

전체에 덮어 둘 수 있습니다. 하지만, 드레싱 교환을 쉽게 하기 위해 
가운데까지만 고정구를 덮는 것을 권장합니다.

13. 드레싱 교환 간격에 대해 병원 프로토콜을 따르십시오. 더러워지거나 
체액으로 흠뻑 젖으면, 고정구를 교체하십시오.

고정구를 부착하는 동안에 줄 또는 관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을 주는 
테이프-스트립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거
제거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알코올 면봉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주문 정보
849 Hold-n-Place IV, 동맥 및 미드 라인 카테터 고정 

장치, 투명한 드레싱
박스당 
50개

850 Hold-n-Place IV, 동맥 및 중간줄 카테터 고정구 박스당 
50개

851 IV 스타트 키트에 Prevantics®와 함께 포함된 
Hold-n-Place IV, 동맥 및 중간줄 카테터 고정구

박스당 
50개

852 Hold-n-Place CVC, PICC 및 동맥관 고정구 박스당 
50개

853 대형 투명 드레싱이 함께 구비된 Hold-n-Place 
CVC, PICC 및 동맥관 고정구

박스당 
50개

단일 환자용. 1회용.
착용 시연 동영상을 보시려면, 
 www.dalemed.com을 방문하십시오
Dale 의료 제품은 이용하시는 병원/의료용품 공급상으로부터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천연 고무 라텍스로 제조되지 않음.
특허 www.dalemed.com/patents
Dale® & Hold-n-Place®는 미국과 유럽연합에 등록된 Dale Medical 
Products, Inc.의 상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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