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Ⅴ. 수액의 종류

  ① 전해질 용액

 ■ 생리식염 주사액(0.9%Normal Saline N/S)  

  Na와 Cl을 각각 154mEq/L 씩 함유하는 등장액으로서, 308mOsm/L의 삼투압을 나타냄. 

  세포외액과 유사한 조성을 가지므로 응급수액제로 사용할 뿐만 아니라 주사제의 

용해희석제로도 사용됨

성분함량  Sodium chloride 9mg(1000ml중) 

약리작용

 1. 세포외액 결핍량의 보정 

 2. Cl결핍의 보급 : 호흡성 acidosis의 회복기, 

   이뇨제 사용 후나 수술 후의 저 Cl 혈증성alkalosis에 Cl결핍에 대한 보급작용

효능․효과  수분결핍시의 보급, 전해질(Na, Cl)결핍시의 보급, 주사제의 용해희석 

사용상의

주의사항

 1. 신중투여

   1) 순환기계 기능장애가 있는 환자

   2) 신장애가 있는 환자

   3) 저단백혈증이 있는 환자

 2. 부작용

   대량 급속투여에 의해 울혈성심부전, 부종, 산증(acidosis), 혈청전해질이상 

 

0.9% N/S 0.45% N/S



■ 하트만용액 (Hartmann's solution H/S)

 혈장과 유사한 전해질 조성을 가진 수액으로서 탈수 및 수술시의 수분 및 전해질 보급용으로 

 사용하는 수액제제(Na 130mEq/L, K 4mEq/L, Ca 3mEq/L, Cl 110mEq/L)  

성분함량

 Calcium chloride 20mg 

 Dextrose 5g 

 Potassium chloride 30mg 

 Sodium chloride 600mg 

 Sodium lactate 620mg 

약리작용

정상 세포외액과 가장 근접한 조성을 갖고 있어 세포 외액 상실 시에 그 보급용으

로 사용되며, 생리 식염액에서 문제가 되었던 saline acidosis나 Ca, K 저하를 일

으킬 위험성이 적음

효능․효과
 환혈액량 및 조직간액의 감소시의 세포 외액의 보급, 보정, 대사성 산증

(acidosis)의 보정 

사용상의

주의사항

 1. 금기

   젖산혈증 환자

 2. 신중투여

   1) 신질환에 기인하는 신부전 환자

   2) 심부전 환자

   3) 고장성 탈수증 환자

   4) 폐쇄성 요로질환으로 인해 요량이 감소하고 있는 환자

   5) 심한 간장애 환자

 3. 부작용

   대량 급속 투여시 뇌부종, 폐부종, 말초의 부종이 생김

 4. 적용상의 주의

   1) 칼슘을 함유하고 있으므로 구연산을 가한 혈액과 혼합하면 응혈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주의

H/S H/D



 ② 당질 수액제

 ■ 포도당 주사액 (5%,10%dextrose D/W)

 일반적으로 당질수액은 허약, 위급 및 빈사상태의 치료를 위해 필요한 제제.

 인체에 정맥 투여한 영양, 강심, 해독의 의의와 함께 수분 및 칼로리 보급 의 목적으로 

 사용됨

성분함량
 Dextrose 50g (1000ml)

 Dextrose 100g 

약리작용

 1. 칼로리 보급 : 유지수액으로서 칼로리 보급뿐만 아니라 2차적인 단백절약작용

 2. 수분 보급 : 포도당이 완전히 산화되면 포도당을 녹이고 있던 

    물이 대사수(Free Water)로 남게 됨

 3. 고칼륨혈증: 혈청칼륨치를 저하시켜, 고칼륨혈증의 일시적인 응급처치로사용

효능․효과

  탈수증 특히, 수분결핍시의 수분보급,  약물·독물중독, 주사제의 용해희석제

  <포도당 주사액 10%, 15%, 29%, 30%,5 0%>

  고칼륨혈증, 순환허탈, 저혈당시의 당보급

  뇌부종, 쇽, 심질환(G.I.K 요법)

  그 외 비경구적으로 수분·영양 보급을 필요로 하는 경우, 당뇨병 진단용  

사용상의

주의사항

 

 1. 포도당 함유제제를 정맥 주사하는 환자는 치아민(비타민B1)소모율이 높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치명적인 치아민 결핍을 초래

 2. 금기- 저장성 탈수증 환자

 3.신중투여

   1) 칼륨 결핍경향이 있는 환자

   2) 당뇨병 환자

   3) 요붕증 환자

   4) 신부전 환자 

5% D/W 10% D/W
         



③ 복합 수액제제

 ■ 5% 포도당 생리 식염액 (5% Dextrose & sodium chloride D/S)

  5%포도당과 0.9% NaCl이 함유되어 있는 수액제로서, 탈수증시 수분·전해질 보급 및 수술 

  전후의 수분·전해질 보급용으로 사용하는 기초수액제제(Na 154 mEq/L, Cl 154mEq/L) 

성분함량
 Dextrose 50g

 Sodium chloride   

약리작용  수분, 전해질 보급과 동시에 열량 보급작용

효능․효과  탈수증, 수분·전해질 보급, 수술전후의 수분·전해질 보급

사용상의 

주의사항

 1. 포도당 함유제제를 정맥 주사하는 환자는 치아민(비타민B1) 소모율이 높기 

때문에 순간 적으로 치명적인 치아민 결핍을 초래

 2. 신중투여

   1) 신질환에 기인하는 신부전 환자.

   2) 심부전 환자.

   3) 고장성 탈수증 환자.

   4) 폐쇄성 요로질환으로 인해 요량이 감소하고 있는 환자.

   5) 당뇨병 환자

 3. 부작용

   1) 대량 급속투여시 뇌부종, 폐수증, 말초부종, acidosis 산중독

   2) 신생아, 미숙아에 급속 투여(시간당 100mL이상)하면 산중독

   3) 혈전증

 



■ 하트만덱스액 ( 5% Dextrose & Hartmann's solution H/D)

 혈장과 유사한 전해질 조성을 가진 하트만 용액에 포도당을 함유한 수액으로서 수분전해질 

 및에너지 보급용으로 사용하는 수액제제(Na 130mEq/L, K 4mEq/L, Ca 3mEq/L, Cl 110mEq/L)

성분함량

 Calcium chloride 20mg 

 Potassium chloride 30mg 

 Sodium chloride 600mg 

 Sodium lactate 310mg 

약리작용
 하트만 용액에 5%포도당을 가한 것으로, 수액을 필요로 하는 병태에 수분 및

 전해질 보급과  동시에 에너지 보급작용 

효능․효과
 순환혈액량 및 조직간액의 감소시 세포 외액의 보급, 보정, 

 대사성 산증(acidosis)의 보정,  에너지 보급  

사용상의

주의사항

 1. 포도당 함유제제를 정맥 주사하는 환자는 치아민(비타민 B1)소모율이 높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치명적인 치아민 결핍을 초래

 2. 금기 - 젖산혈증 환자

 3.신중투여

   1) 신질환에 기인하는 신부전 환자

   2) 심부전 환자

   3) 고장성 탈수증 환자

   4) 페쇄성 요로질환으로 인해 요량이 감소하고 있는 환자

   5) 심한 간장애 환자

 4. 부작용

    대량 급속투여시 뇌부종, 폐수종, 말초의 부종

 5. 주의사항

   1) 칼슘을 함유하고 있으므로 구연산을 가한 혈액과 혼합하면 응혈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주의

   2) 인산 이온 및 탄산이온과 침전을 생성하므로 인산 또는 탄산을 함유하는 제제와 

      배합금지



■ 에스디(Sodium chloride : Dextrose S/D1:2,1:3,1:4)

성분함량

 (1:2) dextrose 3.33g 

       sodium chloride 300mg (Na 51.3mEq/L, Cl 51.3mEq/L)

 (1:3) dextrose 3.75g 

       sodium chloride 225mg (Na 38.5mEq/L, Cl 38.5mEq/L)

 (1:4) dextrose 4g 

       sodium chloride 180mg (Na 30.8mEq/L, Cl 30.8mEq/L)

효능․효과  탈수증, 수분·전해질 보급, 수술전후의 수분·전해질 보급

사용상의 

주의사항

 1.포도당 함유제제를 정맥주사하는 환자는 치아민(비타민B1) 소모율이 높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치명적인 치아민 결핍을 초래

 2.신중투여

   1) 신질환에 기인하는 신부전 환자.

   2) 심부전 환자.

   3) 고장성 탈수증 환자.

   4) 폐쇄성 요로질환으로 인해 요량이 감소하고 있는 환자.

   5) 당뇨병 환자

 3. 부작용

   1) 대량 급속투여시 뇌부종, 폐수증, 말초의 부종, 아시도시스 수중독 

   2) 신생아, 미숙아에 급속 투여(시간당 100mL이상)하면 수중독

   3) 혈전증

 4. 일반적 주의

   1) 유아 및 고령자에게는 급속 주입이나 장시간 투여금지

   2) 고령자에의 투여시 특히 심한 심부전 및 신부전 환자에게는 순환계에의 

과부하를 피하기 위해 주의하여 투여 

   3) 과량투여시 처치는 이뇨제를 투여



 ■ 5%포도당가 NaK주(5%NaK2) 

 수액제 투여시에 혈액내 수분의 대량혼입으로 인한 Na, K전해질의 과다배출을  보상하기 

 위해 5%포도당주사액에 Na, K 전해질을 첨가한 제제로서 체내 전해질 균형을 유지

성분함량

 Dextrose 5g 

 Hydroxyethyl starch 6g 

 Potassium chloride 150mg 

 Sodium chloride 200mg (Na 77mEq/L, K 20mEq/L, Cl 97mEq/L)

약리작용

 

1)  병적인 상태에서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사되어 에너지를 공급

2) 투여 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사되어 에너지를 공급하므로 영양, 강심, 

    해독의 면에서 위급상태에 있는 환자들에게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특히 단백 절약효과가 뛰어남

 

효능. 

효과
 경구투여 불능 및 불충분시 수분·전해질 보급·유지, 에너지 보급

사용상의

주의사항

 1. 포도당 함유체제를 정맥 주사하는 환자는 치아민(비타민 B1)소모율이 높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치명적인 치아민 결핍을 초래

 2. 금기

    과칼륨혈증, 핍뇨, 아디슨병, 중증열상, 고질소혈증 환자

 3. 신중투여

   1) 과칼륨 혈증을 수반하지 않는 신부전 환자

   2)당뇨병환자

   3) 심부전 환자

   4) 폐쇄성 요로 질환에 의해 요량이 감소하고 있는 환자

 4. 부작용

    대량 급속 투여시 뇌부종, 폐수종, 말초부종, 과칼륨혈증

 5. 일반적 주의

   나트륨을 함유하므로 염저류 환자나 코르티코스테로이드 또는 

   코르티코트로핀 투여를 받는 환자는 주의하여 투여



④ 교질 용액

 ■ Dextran40-D 

성분함량
 Dextran 40 10g 

 Dextrose 5g 

효능․효과

 출혈 및 이로 인해 생기는 쇽의 치료, 수혈 절감, 혈전증의 치료 및 예방, 

 외상, 열상, 골절 등 중증 쇽 시 말초혈행 개선, 체외순환 관류액으로 

 사용하여 수술 중에  병발증의 위험 감소 

사용상의

주의사항
 1. 금기 - 울혈성 심부전이 있는 환자, 저장성 탈수증 환자 

 ■ Dextran40 

성분함량
 Dextran 40 10g 

 Sodium chloride 900mg 

효능․효과

 출혈 및 이로 인해 생기는 쇽의 치료, 수혈 절감, 혈전증의 치료 및 예방, 외상, 

 열상, 골절 등 중증 쇽 시 말초혈행 개선, 체외순환 관류액으로 사용하여 수술 

 중에 병발증의 위험 감소 

사용상의

주의사항

 1. 금기

   - 울혈성심부전이 있는 환자, 혈액량 과다상태 환자, 본제 과민증환자

⑤ 지방 유탁액

 ■I kabiven peri 1440㎖

성분함량  

효능․효과

 

   환자의 경구 혹은 위장관 영양보급이 불가능하거나 불충분 하거나 제한되어

   정맥영양요법을  실시 할 때의 영양보급

사용상의

주의사항

 1. 금기

    혈전증 환자, 중독한 간장애, 혈액응고 장애환자, 고지혈증 환자,

    ketosis를 수반한 당뇨환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