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니메드TM 720G 인슐린 펌프
휴대폰으로 펌프의 데이터를 

확인하세요

예측 경보로
효과적인 당뇨병 관리1

미니메드TM 720G 인슐린 펌프

• MiniMed 720G 인슐린 펌프에는 송신기와 스마트 폰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송신기는 별도 판매 구성품입니다.
• 보다 자세한 설명은 제품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이 제품은 ‘의료기기’이며, ‘사용상의 주의사항’ 과  ‘사용방법’을  잘 읽고 사용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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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측 경보로  
효과적인 당뇨병 관리1

미니메드™ 720G 인슐린 펌프로 
시작하세요.

*앱 화면은 사용하는 휴대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 품 명 MiniMed™ 720G 인슐린 펌프

품 목 명 체외용인슐린주입기

사용목적  본 제품은 모든 연령대의 당뇨 환자에게 인슐린을 투여하기 
위한 장치로 기저(Basal) 인슐린(사용자 선택가능한 비율)과 
볼루스(Boluses) 인슐린(사용자 선택가능한 양)을 지속적으로 
전달할 수 있으며, 호환 사용하는 센서인 체내형의료용전극(수인21-
4202호)을 통해 피하 세포 간질액에서 측정한 포도당 값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추세를 볼 수 있는 장치이다.

메드트로닉코리아(유)    주소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534 글라스타워 17층
전화 : 02-3404-3600  

한독    주소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32 한독빌딩
전화 : 02-527-5455
홈페이지 : http://handokmedtronicmall.co.kr

• MiniMed™ 720G 인슐린 펌프에는 송신기와 스마트 폰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송신기는 별도 판매 구성품입니다.
• 보다 자세한 설명은 제품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Selected Product Information

Referecne 
1. MiniMed 720G Insulin pump 허가증 (as of 2022-04-22)



연속당측정 
(CGM)
송신기가 5분마다
당 수치를 측정하고 
펌프에 자동으로 
전송합니다.

미니메드™ 
모바일 앱
현재 당 수치를 
나타내고 휴대폰에서 
혈당 추세를 
확인합니다.

미니메드™ 720G 
인슐린 펌프*

CGM과 연결되어 
고혈당과 저혈당을 
30분 전에 예측합니다.

주입  
세트
가늘고 유연한 튜브 
형태의 캐뉼라를 통해 
인슐린을 지속적으로 
정확하게 주입할 수 
있습니다.

아큐-첵 가이드 
링크 혈당측정기
혈당수치가 센서 교정을 
위해 자동으로 펌프에 
전송됩니다.

미니메드™ 720G 
시스템 소개

미니메드™모바일 앱
펌프의 데이터와
알람을 휴대폰에서
확인합니다.

케어링크™커넥트 앱
최대5명과 실시간으로
펌프 데이터 공유가
가능합니다.

케어링크™자동 업로드
미니메드 모바일 앱을 통해
편하게 펌프의 데이터를
업로드합니다.

미니메드™ 720G 시스템은 연속당측정 시스템이 통합된 센서 연동형 인슐린 펌프입니다.
미니메드™ 720G 시스템은 5분 단위로 포도당 수치를 측정하여 당 수치가 목표 범위에서 벗어날 것으로 예측되면 
사전 알람으로 적극적으로 저혈당과 고혈당에 대처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저혈당과 고혈당을 미리 예측합니다.1

저혈당과 고혈당 발생 30분 전
맞춤형 알람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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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OS와 Android™ 모두 사용 가능합니다. 

* 제조 당시 및 레저버와 주입 세트가 올바르게 삽입되었을 때 펌프는 방수 기능이 있습니다. 
펌프는 최대 3.6미터 깊이의 수중에서 최대 24시간 동안 보호됩니다. 맞춤화된 베이잘 설정

30분 단위로 베이잘 용량을 설정하고  
8개의 베이잘 패턴을 만들 수 있습니다.

세밀한 인슐린 용량 주입 
최소 0.025단위로 주입할 수 있습니다.

볼루스 마법사
필요한 볼루스 인슐린 용량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컬러 디스플레이와 디스플레이 옵션
5단계로 화면 밝기를 설정하거나 현재 환경에 맞게 
자동으로 조정되도록 할 수 있습니다.

활성인슐린
현재 작용 중인 볼루스 인슐린 용량을  
트래킹할 수 있습니다.

소리 및 진동 옵션
필요에 따라 소리 및 진동으로 알람을 받을 수  
있으며, 포도당 경보도 무음 처리할 수 있습니다.

미니메드™ 720G 인슐린 펌프의 특장점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