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Ⅳ. 약물

1.  Cadiac Drugs 

성분명 

(상품명)
효능 & 효과 용법 & 용량 부 작 용

Adenosine 

(아데노코주

 6mg/2ml)

WPW 증후군을 포함하는 

발작성 상심실성 빈맥

의정상적인 동율동으로 

신속한 전환, 

심전도로 진단되지 않

는 복합형 상심실성 빈

맥의 진단.

3mg 신속히 정주(1~2초

에 걸쳐서)

->상심실성빈맥이 1~2

분이내 소실되지않으면 

6mg을 신속히 정주

->상심실성 빈맥이 1~2

분이내 소실되지 않으

면 12mg을 정주

(반드시 bolus 투여)

1도,2도 or 3도 심차단

정상적인 동율동 전환시 

심실조기수축, 

동서맥, 동빈맥, 

두통, 호흡곤란,

안면홍조, 심계항진, 

흉통,저혈압, 

천식환자에서 기관지수

축

Amiodarone 

(코다론주

150mg/3ml)

(코다론 정

 200mg)

심방 & 심실성 부정맥, 

다른 부정맥용제로 치

료되지 않는 재발성 중

증성부정맥

5mg/kg을 

포도당주사액에 

희석하여 20분~2시간에 

걸쳐 서서히 투여, 

24시간내 2~3회 

반복투여 가능

서맥, 방실전도장애,

 홍반 심부전, 

저혈압, 기관지의 경련, 

갑상선기능 저하증,

IV 주사부위 정맥 염증

Digoxin 

(디고신 주

0.25mg/1ml)

(디고신 정

 0.25mg)

울혈성 심부전, 심방세

동 &조동에 의한 빈맥, 

발작성심방성 빈맥, 심

부전 or 각종 빈맥의 

예방 및 치료

급속포화요법

: 1.0~4.0mg을 

초회 0.5~1.0mg 이후

6~8시간마다 투여 

유지요법

: 1일 0.25~0.5mg

심실성 기외수축, 

빈맥,방실블록, 

현저한 서맥,

두통, 섬망, 시각 장애

Dobutamine 

(도부란 주

250mg/5ml)

심장질환 or 심장수술

후 수축력이 저하된 심

부전증의단기간내 심박

출력 증가

2.5~10mcg/kg/min을 

IV,정맥주사시

최소 50ml이상의 포도

당이나 생리식염주사액

에 희석하여 사용한다.

빈맥, 기외수축, 발진,

과도한 혈압상승, 

발열,흉부불쾌감, 

심계항진, 오심, 

구토,기관지경련, 



성분명 

(상품명)
효능 & 효과 용법 & 용량 부 작 용

Dopamine

(도파민 주

200mg/5ml)

(도파민 주

400mg/5ml)

(도파믹스

400mg/200ml)

수술후 or 신부전으

로인한shock, 심근

경색, 울혈성심부전

으로인한 만성 심부

전증, 핍뇨, 무뇨

증, 심박출량 감소

로인한 저혈압, 

2~5mcg/kg/min을 iv, 

증증일시

 5~10mcg/kg/min

250ml or 500ml의 포

도당이나 생리식염주

사액에 희석하여 사용

한다.

심실성기외수축, 심방세

동,

심실빈맥, 사지냉감, 

불안,오심, 구토, 

복통, 두통, 복부팽만

Isoproterenol 

( 이 수 푸 렐 주 

0.2mg/1ml)

Adams-stokes 증후

군의발작시 or 발작 

반복시, 관지천식의 

중증 발작시

점적 정맥 or bolus 

정주, 심박동수, 혈압 

등에 따라 근주 or 피

하주사, 긴급시 심장

내 주사

두통, 폐부종, 심계항진,

저혈압, 빈맥, 기침, 오

심,

Adams-stokes증후군발작, 

Propafenone 

(리트모놈 정

 150mg)

(리트모놈 정

 300mg)

증후성 상심실성 빈

맥,

증후성 심실성부정

빈맥

1일 450~600mg, 

1일 900mg까지 증량 

가능,적어도 3~4일 경

과 후 증량

서맥, 전도장애, 

심계항진, 저혈압, 

위장장애, 

간세포손상으로 간효소의 

상승,

시각장애, 두드러기, 두통

Sotalol 

(렌테블록 정

 40mg)

증후성상실성 부정

빈맥,

중증의 증후성 심실

성부정 빈맥의 치료 

및 예방

1회 40~80mg을 

1일1~2회,

유지요법으로

160~320mg 2~3회 투여 

중증의 심실성 빈맥, 

서맥, 무력증, 심계항진,

기관지경련, QT간격연장,

저혈압

Ubidecarenone 

(데카키논 정

 5mg)

울혈성 심부전

(경증-중등도)
1회 10mg, 1일 3회

오심, 구토, 설사, 발진,

심계항진, 열감, 수족냉감



2. Beta-Blocker

약명 효능&효과 용법&용량 부작용

Atenolol 

(아테놀 정

 25mg)

(아테놀 정

 50mg)

고혈압

협심증

초회량으로 1일 1회50mg

단독 or 이뇨제(thiazide계)

와 병용

최대 100mg/day

방실블록, 심계항진,

이명, 흉부압박감, 

저혈압, 사지,냉감, 

시각장애, 호흡곤란,

발진, 두통, 기관지 경련

Betaxolol 

(베탁 정 20mg)

(켈론 정 10mg)

(켈론 정 20mg)

본태성 고혈압, 

협심증

1일 1회 10mg, 

1일 최대 20mg

서맥, 호흡곤란, 

심계항진, 부정맥, 발진,

기관지 경련, 구강궤양,

심부전, 부종, 

Bisoprolol 

(콩코르 정

 2.5mg) 

(콩코르 정

 5mg)

좌심실 수축기능 

저하된 안정형 

만성심부전 치료

1회 5~10mg을 1일 1회

서맥, 심부전악화,

저혈압, 

사지냉감 or 마비, 

두통, 현기증, 

오심, 구토, 설사 

Carvedilol 

(딜라트렌 정

 6.25mg, 12.5mg

(바소트롤 정

 12.5mg)

본태성 고혈압, 

만성 안정형 협심

증, 울혈성 심부전

초기량 3.125mg 1일 2회

2주->1회 6.25mg 1일 2회

2주->1회 12.5mg 1일 2회2주

->1회 25mg 1일 2회

서맥, 완전방실차단, 두통,심

부전, 저혈압, 어지럼증,

무력감, 

사지냉감, 기침,

호흡단축과 천식발작

Esmolol 

(브레비블록 주 

100mg/10ml)

op전후 or 긴급상

황에서 심방세동 & 

심방조동

환자에 대한 심실

율의 신속한 조절

초회량 500mcg/kg/min을 

1분간 iv->다음 4분간

유지용량 50mcg/kg/min을

을 iv->4분간 유지용량을

100mcg/kg/min으로 증량

저혈압, 서맥, 실신, 어지럼

증, 두통, 

무력감, 기관지경련, 천명, 

호흡곤란, 구갈

Labetalol 

(라베신 주

 20mg/4ml)

응급성고혈압, 

급성심근경색에

 의한 고혈압,

마취시 혈압강하.

bolus 정주: 신속한 혈압강

하

요구시 50mg을 1분 이상에 

걸쳐 iv, 

최대 200mg까지 가능.

서맥, 울혈성 심부전, 흉통, 

심장블록, 

흉통, 저혈압, 

호흡곤란, 

발진, 변비, 경련

Metoprolol 

(베타록 정

 100mg)

고혈압, 협심증, 

빈맥성 부정맥

(특히 상실성 

부정빈맥)

초기 1일 1정을 1~2회 분복,

유지용량은 1일 1~2정 분복, 

최대 1일 4정까지 가능

저혈압, 동서맥, 

방실블록, 심부전, 

기관지 경련



성분명(상품명) 효능 & 효과 용법 & 용량 부작용

Amlodipine 

(노바스크 정 5mg)

(노바스크 정 10mg)

(아모디핀 정 5mg)

(암로맥스 정 10mg)

고혈압, 

안정형 협심증

or 관상 혈관계 혈관

수축에 의한 

심근성 허혈증

1회 1회 5mg, 1일 최대 10mg

홍조, 피로, 부종, 

두통, 현기증, 

복통, 심계항진,

구강건조, 구토, 

변비, 두드러기, 이명 

Cilnidipine 

(시나롱 정 5mg)

(시나롱 정 10mg)

본태성 고혈압
1일 1회 5~10mg, 필요시 1일

1회 20mg까지 증량 가능,

간장애, 황달, 두통, 

빈뇨, 구강건조, 저혈압

Diltiazem 

(헤르벤 정 30mg)

(헤르벤 정 90mg) 

(헤르벤 주 50mg)

협심증, 

본태성 고혈압

경구투여는 1회 30mg씩 1일

2~3회, 최대 1회 90~180mg,

점적투여는 5ml이상의 N/S or

5% D/W에 용해하여 1회 10mg

을 약 3분간 천천히 IV

두통, 기침, 저혈압,

서맥, 심계항진, 

ST상승, 심전도 이상, 

부종, 울혈성 심부전, 

비염

Felodipine 

(무노발 정 5mg)
고혈압, 협심증

초기 1일 1회 5mg, 

유지용량으로 1일 5~10mg, 

1일 최대 20mg

두통, 심계항진, 

현기증, 부종, 실신,

흉부압박감, 무력감, 

간수치 상승, 

두드러기, 안구충혈

Isradipine 

(다이나서크 정 

5mg)

고혈압
1일 1회 1캅셀, 반드시 통째

로 삼키도록 한다.

두통, 열감, 홍조, 

서맥, 빈맥, 

심계항진, 

비심인성 국소 말초부종

Lacidipine 

(박사르 정 4mg)

단독투여 or 타 항고

혈압와의 병용투여에 

의한 고혈압의 치료

초회 1일 1회 2mg, 1회 4mg까

지 증량가능, 

두통, 부종, 현훈, 

심계항진, 구강건조

Lercanidioine 

(자니딥 정 10mg)
본태성 고혈압

1일 1회 10mg,

1일 최대량 20mg

두통, 홍조, 말초부종,

심계항진, 빈맥, 흉통, 

Nifedipine 

(니페론씨알 정 

40mg)

(아달락 오로스 

30mg, 60mg)

관상동맥성 심장질환

의 초기 및 장기치

료, 본태성 & 이차성 

고혈압,

니페론 씨알은 1일 1회 40mg, 

1일 최대량 80mg,

아달락 오로스는 30mg or 

60mg을 1일 1회 7~14일간

 투여하 중환자 상태를 

살피고 용량 조절, 

BUN & Cr 상승, 간수치

상승, 다뇨, 배뇨곤란, 

발기부전, 안면홍조, 

열감, 심계항진, 저혈압

Verapamil 

(이솝틴 정 240mg)

(이솝틴 주 

5mg/2ml)

협심증,  부정맥,

신성 고혈압 

본태성 고혈압 

경구투여 :1일 1회180mg or 

240mg

->효과 불충분시 1일 최대량 

480mg 범위내에서 1일 2회

점적투여: 1회 5~10mg 천천히  

폐부종, 방실블록, 

서맥,저혈압, 동정지, 

말초부종, 심계항진, 

홍조, 발진, 무력감, 

호흡곤란

3.  Calcium - Channel Blockers 



성분명(상품명) 효능 & 효과 용법 & 용량 부작용

Captopril 

(카프릴 정 25mg)

고혈압,

울혈성심부전,

MI후 좌심실기능부전

초회량은 1회 25mg으로 1

일 3회,유지량은 1회 50mg

으로 1일 3회, 증량시 2주 

이상의 간격을 두고 신중

투여, 

발진, 부종, 건선, 

이명, 두통, 간장애, 

심계항진,서맥, 기침

Enalapril 

(베아텍 정 10mg)

고혈압, 심부전,

신부전 or 저나트륨

혈증 수반 심부전

초회량은 1일 1회 5mg, 유

지용량은 1일 10-40mg을 

1-2회 분복, 이뇨제 병용

시 1일1회 2.5mg

BUN/Cr 상승, 급성신

부전,호흡곤란, 

어지러움, 두통,

심계항진, 저혈압, 

Perindopril 

(아서틸 정 4mg)

고혈압, 

울혈성심부전

안정형관상동맥질환

초회량 1일 1회 2mg, 

유지량 1일 1회 2-4mg

기침, BUN/Cr 상승, 

부종, 발진, 

성기능장애, 

두통, 무력감, 

구강건조

Ramipril 

(트리테이스 정 2.5mg)

(트리테이스 정 5mg)

(트리테이스 정 10mg) 

(라미프린 정 2.5mg)

(라미프린 정 5mg)

고혈압,

심근경색 후 심부전,

심혈관질환, 

초회량으로 1일 1회 2.5mg 

투여,2~3주 간격으로 1일 

5mg까지 증량후 1일 최대 

10mg까지 가능.

기침, 두근거림, 

부정맥,부종, 

현기증, 시각장애, 

기관지 연축, 

호흡곤란,    

4. ACE inhibitor 



성분명(상품명) 효능 & 효과 용법 & 용량 부작용

Candesartan 

(아타칸 정 8mg)

(아타칸 정 16mg)

본태성 고혈압
1일 1회 8~16mg, 

최대량은 1일 1회 32mg

빈맥, 심계항진, 

호흡곤란,발진, 

혈뇨, 불안

Irbesartan 

(아프로벨 정 150mg) 

(아프로벨 정 300mg)

본태성 고혈압,

고혈압을 가진 제2형

당뇨병 환자의 

신질환

1일 1회 150mg, 

1일 300mg까지 증량 가능

두통, 홍조, 발열, 

부종,피부염, 홍반, 

수면장애,

Losartan 

(코자 정 50mg)

본태성 고혈압,

고혈압을 가진 제2형

당뇨병 환자의 

신질환.

1일 1회 50mg, 

최대량은 1일 1회 100mg

비충혈, 부비동염, 

무력감, 흉통, 두통, 

부종, 실신

 Olmesartan 

(올메텍 정 10mg)

(올메텍 정 20mg)

(올메텍 정 40mg)

본태성 고혈압

1일 1회 10~20mg, 

1일 최대 40mg까지 증량 

가능

부종, 현기증, 

소화불량, 심계항진, 

근육통, 발진, 

급성신부전, 

두드러기

Telmisartan 

(프리토 정 40mg)

(프리토 정 80mg)

본태성 고혈압,

심혈관 질환의 위험

성감소

1일 1회 40mg, 

최대량은 1일 1회 80mg

좌골신경통, 간장애, 

구토, 저혈압, 빈혈, 

경련, 부종

Valsartan 

(디오반 정 80mg)

(디오반 정 160mg)

본태성 고혈압,

안지오텐신 전화효소 

저해제에 

불내성인 심부전

1일 1회 80mg, 

1일 160mg까지 증량가능,  

두통, 어지러움, 

비염, 인두염, 

관절통, 

5. Angiotensin ll Antagonist 

  



성분명(상품명) 효능 & 효과 용법 & 용량 부 작 용

Furosemide 

(라식스 정 40mg)

(라식스 주 20mg/2ml)

고혈압(본태성, 신성), 

심성부종

(울혈성 심부전), 

신성부종, 간성부종

(복수)

1일 1회 20~80mg,

최대용량은 1일 600mg

저나트륨혈증, 저칼륨

혈증,저혈압, BUN/Cr 

상승,청각장애, 빈혈, 

Indapamide 

(나트릭스 정 

1.5mg & 2.5mg)

본태성 고혈압, 

울혈성심부전에 의한 

부종

1일 1회 1.5~2.5mg, 

심한부종시에는 일주일

후 최대 5mg까지 

증량 가능

혈소판 감소, 

백혈구 감소,

간장애, 저칼륨혈증, 

저나트륨혈증, 이명, 

 Hydrochlothiazide

 (다이크로 정 25mg)
부종. 고혈압

1일 25~50mg을 1~2회 

분복

저칼륨 & 저나트륨혈

증,폐부종, 빈혈,

저마그네슘혈증, 

고칼슘혈증,  구토,

재생불량성, 두통, 

용혈성빈혈, 구역, 

저혈압,발진, 근경련

두드러기, 부종, 

Spirondactone 

(알닥톤 정 25mg)

고혈압, 저칼륨혈증, 

심성부종

(울혈성 심부전)

1일 50~100mg을 분복

저나트륨혈증, 고칼륨

혈증, 대산성산증, 

다리경련, 발기부전, 

월경불순, 발열, 

피부발진, 탈모, 

가려움, 구갈, 신경과

민, 어지럼증, 권태감, 

불안, 위출혈

Torasemide 

(토렘 정 2.5mg)

(토렘 정 5mg)

(토렘 정 10mg)

경증 & 중증도의 본태성 

고혈압, 부종

초기 및 유지 1일

2.5mg,

1일 5mg까지 증량 

최대 1일 20mg까지 

증량 

저칼륨혈증, 저혈압, 

변비, 심부전,구역,

대사성산증 악화, 

흉통, 구토, 설사,

6. diuretics 



성분명(상품명) 효능 & 효과 용법 & 용량 부작용

Isosorbide dinitrate

(이소켓 정 40mg)

(이소켓 캅셀 120mg) 

(카소딜 정 10mg) 

(카소딜 주 10mg/10ml)

협심증, 

심근경색, 

관상동맥 경화증, 

울혈성심부전 

보조요법

(이뇨제와 병용)

*경구용 
카소딜:5-10mg을 1일 3회
이소켓:20-40mg을 1일 
1-2회. 최대량 120mg을 1일 
1회
*정맥용 
성인: 2-7mg/hr의 속도로 
환자에 따라 용량을 
조절하여 점적 정맥 주사
(10mg/hr까지 증량 가능)

두통, 현기증, 

저혈압, 홍조, 

졸음, 빈혈, 

발진, 구역,

심계항진,  

구토

Isosorbide mononitrate 

(이스모 정 20mg)

관상동맥질환,

울혈성심부전 

보조요법

1일 2-3회 1회 1정

어지럼증, 

열감 홍조,

심계항진, 두통 

가려움증, 

 Molsidomine 

(몰시톤 정 2mg)

(몰시톤 정 4mg)

협심증 예방, 

유지요법
1일 1정 3회 

두통, 어지러움, 

구역, 저혈압, 

가려움증

Nicorandil 

(시그마트 정 5mg)

(시그마트 주 48mg)

경구용-협심증

정맥용-불안정협

심증

1.경구용-1일 1정 2-3회 

2.정맥용-성인: 2mg/hr으로 

점적 정주로 투여개시(N/S 

or 5% D/W 주사액으로 용해)

두통, 발진, 

어지럼증, 황달, 

간기능 장애, 

위장관 장애

Nitroglycerin 

(니트로글리세린 정 0.6mg) 

(니트로 주 10mg/10ml)

협심증 예방,

불안정형 협심증

*설하용: 흉통이 시작되고 

15분 동안 매5분 간격으로 

3정의 설하 정을 사용하고도 

흉통이 가라앉지 않고 

지속되면 병원에 가야 한다.

*정맥용: 5% D/W or N/S에 

희석하여 주입용 펌프로 

5㎍/min까지 상승시킨후 

혈압이 변화되거나 기대되는 

효과가 나타날 때까지 

3~5분마다 10㎍/min까지 

증가시킨다.

두통, 현기증, 

저혈압, 홍조, 

심박수증가, 

오심

Trimetazidime 

(바스티난 엠알 정 35mg)

협심증 예방, 허

혈로 인한 맥락망

막질환, 

혈관성 어지럼증 

& 이명 & 메니에

르병성 어지럼증

1일 2회  1정
두통, 권태감, 

발진,위장관장애

7. Vasodilators 



성분명(상품명) 효능 & 효과 용법 & 용량 부작용

Atorvastatin 

(리피토 정 10mg)

(리피토 정 20mg)

(리피토 정 40mg)

(리피토 정 80mg)

(리피로우 정 10mg)

(리피로우 20mg)   

(리피스탑 정 10mg)

원발성 고지혈증, 

심혈관계 질환의 

다중의 위험요소가 

있는 성인

1일 1-2회 10mg

내약성이 좋아 이상반

응은 대체로 경미하고 

일시적임-무력감, 

소화불량, 오심, 설사, 

변비, 두통, 불면증, 

근육통

Fenofibrate 

(리피딜슈프라 정 160mg)
원발성 고지혈증 1일 1회 160mg 

담석증, 가려움, 

피부탈진, 탈모, 

어지러움, 두통, 

무력감, 고체온,

CPK상승, 근육통, 

근 경련

Rosuvastatin 

(크레스토 정 10mg)
원발성 고지혈증 

1일1회 10mg, 4주후에 

20mg까지 용량 조절 

가능

근육통, 

변비, 

어지러움, 

오심

Simvastatin 

(심바스트 정 20mg)

(조코 정 40mg)

원발성 고지혈증, 

심혈관계 질환의 

다중의 위험요소가 

있는 성인

1일 1회 20mg

근경련, 

근육통, 

가려움,

원형탈모증

8. Antilipidemic Agents 



성분명(상품명) 효능 & 효과 용법 & 용량 부 작 용

Alteplase 

(액티라제 주 20mg/20ml)

급성심근경색증,

급성 폐색전증,

급성 허혈성 

뇌졸중

1.증상 발현 후 6시간 이내: 

100mg을 90분에 걸쳐 iv (15mg->

50mg을 30분간->35mg을 60분간),

증상 발현후  6~12시간 이내: 

100mg을 3시간 iv (10mg->50mg

을 1시간->10mg을 30분간)

2.100mg을 2시간에 걸쳐 iv(10mg

을 1~2분->90mg을 2시간에 걸쳐)

3.증상발현 후 3시간이내

(0.9mg/kg의 용량으로 총투여량

의 10%를 iv bolus후 나머지 90%

를 1시간에 걸쳐 정주)

출혈, 

심부전, 

오심, 

구토, 

두 개내 출혈

Urokinase 

(유로틴 주 50만IU)

(유로틴 주 10만IU)

뇌혈전증, 

뇌경색

급성심근경색, 

폐색전증

50~100만 단위를 관상동맥내에 

주입 또는 30분간 정주

출혈, 쇽, 발진, 

구토,두드러기, 

오심

성분명(상품명) 효능 & 용법 & 용량 부 작 용

Clexane 

(크렉산 주 60mg/0.6mg)

op후 발생하는 정맥혈전 

색전질환 예방.

불안정 협심증과 비Q파 

심근경색증 치료

1일 2회 12시간의 

간격을 두고 1mg/kg 

피하주사, 10일 이상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출혈, 혈종, 반상

출혈, 드물게 혈

소판 감소증, 

주사부위의 피부

괴사

Warfarin 

(와파린 정 2mg)

(쿠마딘 정 5mg)

정맥 혈전증의 예방 & 치

료 ,폐동맥 색전증의 예

방 & 치료 ,색전증에 따

른 심방세동 치료, 관상

동맥 폐색의 보조제

초기용량은 1일 2~5mg,

(정기적으로 PT/INR 

f/u) 

출혈, OT/PT상

승, 잠재성 병변

으로인한 

위장관 & 요도관 

출혈, 

Heparin 

(헤파린 주 25000IU/5ml)

혈전증의 응고예방, 폐색

전증 예방 & 치료, 심방 

세동의 예방 & 치료, 관

상동맥 폐색증, 급 & 만

성 응고장애의 진단 & 치

료, 투석시 or 실험실에

서 응고방지

5000IU 정맥주사 후 

1000~2000IU/hr 

infusion 헤파린요법 

모니터링, 

aPTT측정하여 

정상수치보다 

1.5~2.5배(50~80초)

되도록 조절한다.

출혈, 흑색변, 

혈종, 반상출혈, 

비출혈, 혈뇨, 

혈소판 감소증, 

동맥 및 정맥 

혈전증

9. Thrombolytic Agents 

10.  Anticoagulants Agents 



성분명(상품명) 효능 & 효과 용법 & 용량 부 작 용

Aspirine 

(아스트릭스 캅셀 100mg) 

(아스피린 정 100mg) ,

(아스피린 프로텍트 100mg)

(로날 정 100mg)

(로날 정 500mg)

불안정형 협심증환자의

비 치명적 MI 위험감소와

일과성 허혈발작 위험감소,

최초 M I후 재발 예방,

뇌경색 ,CABG, PCI시행후,

관상동맥혈전증 예방

1일 1회 100mg,

MI시 300mg~500mg을

초회투여후 1일 1회

100~200mg 투여

호흡곤란, 

전신홍조, 빈혈, 

혈관부종, 천식,

두드러기, 

간장애, 발작, 

위장출혈

Clopidogrel 

(플라빅스 정 75mg) 

(플라비톨 정 75mg)

(플레리스 정 75mg)

뇌졸중, MI, 

말초동맥질환시

죽상동맥경화성 증상 개선, 

1일 1회 75mg,

MI시 300~600mg을 

초회 투여후 1일 1회 

75mg을 아스피린과 

병용투여

출혈장애, 발진, 

혈액학적장애,

위장관장애,  

Abciximab 

(클로티냅 주 5mg/2.5ml)

(클로티냅 주 10mg/5ml)

경피적 관동맥 혈관확장술

시술 중 허혈성 심합병증의

예방

PTCA 시술시작 10분 

전에 0 . 2 5 m g / k g 을 

bolus후, 12시간동안

10mcg/min으로 

연속정맥주입

출혈, 

알러지 반응, 

심방성 세동, 

혈관장애, 

완전AV block 

Cilostazol 

(실타졸 정 50mg)

(프레탈 정 50mg)

(프레탈 정 100mg)

만성동맥폐색증에 의한 궤

양,동통, 허혈증상의 개선.
1회 100mg을 1일 2회

출혈, 

혈소판 감소증, 

간질성 폐렴, 

두통 

Ticlopidine 

(티클로피딘 정 250mg)

혈전과 색전의 치료와 혈류

장애 개선,

관상동맥 스텐트삽입 시술

후 아급성 혈전의 예방

1일 2정을 2회로 

분할 투여

  

혈소판 감소, 

권태감,식욕부진, 

의식장애, 

두통, 가려움증, 

출혈 

Triflusal 

(디스그렌 캅셀 300mg)

동맥경화성 기능장애 예방,

급성 심근경색의 예방, 

일과성 허혈에 의한 뇌혈관

장애 or 가역적 불완전 신

경결핍을 예방 & 증상 개선

1일 1~3캅셀 투여

연하곤란, 

소화불량, 

속쓰림, 편두통, 

구역,

결막출혈, 

반상출혈, 

청각장애 

11. Antiplatelet Agent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