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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습목적 및 목표

 

 1. 심혈관집중치료실의 기본적인 정보와 특성을 알 수 있다.

 2. 심혈관집중치료실의 운영체계를 알 수 있다.

 3. 심혈관질환 환자 간호 시 요구되는 환자의 평가 도구를 알 수 

있다.

 4. 심혈관 질환 환자의 환자안전지침을 알고 수행 할 수 있다.

 5. 심혈관 집중치료실에서의 응급상황 시 간호를 할 수 있다.

 6. 심혈관 집중치료실 환자의 기본간호를 할 수 있다.

 7. 심혈관 집중치료실 감염관리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고 실시할 

수 있다.



327호 328호

         

Ⅰ. 심혈관계 집중치료실 소개

◈ 심혈관계 집중치료실을 집중치료실과 심혈관계 입원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심혈관 집중치료실 내부구조도 ◇ 



<심혈관 집중 치료실 간호사실>
   

◈ 집중치료실은 환자상태를 관찰&감시할 수 있는 monitor가 bed side있으며 모든 

모니터는 central system으로  간호사실에서 관찰&감시가 가능 

◈ 주로 순환기계&호흡기계 환자 들이 입원하시고 관상동맥 조영술 전후처치를 

담당

◈ 인력구성 - 수간호사 및 책임간호사, 부책임간호사, 간호사 총 9명으로 구성 

◈ 가동병상수-집중치료실 9 bed, 입원실 6 bed로 구성

       

병동 구분 호실 총병상수

심혈관

집중

치료실

2인실 302

15

2인실 303

5인실 327

6인실 328

  



       
Ⅱ. 특수검사

      

1. 심전도( EKG : Electrocardiogram )

1) 정의 : 심장의 전기-생리학적 이해를 통하여 진단할 

수 있는 심장의 부정맥(비정상적인 리듬)을 확인하는 

데는 가장 쉽고 정확한 방법. 

2) 목적

• 진단이나 기록을 위한 심장의 전기적 활동을 기록

• 심근 경색을 진단

• 심장전도체계의 기능 파악

• 부정맥을 확인, 감별

• 약물이나 전해질의, 심장의 전기적 활동체계에 주는, 효과를 판단

   

3) 심전도 찍는 법

• 환자에게 검사의 목적과 방법을 설명한다.

• 환자를 똑 바로 눕힌다.

• 기계를 환자의 발치 또는 환자의 어깨 쪽에 위치하게 한다.

• 전극의 개수를 확인 한다 (흉부유도 6개, 사지유도 4개)

• 전극이 위치할 부위의 피부에 물에 적신 거즈로 닦는다.

• 10개의 lead 를 환자에게 연결 한다.

• 심전도 기계를 작동시켜 심전도를 찍는다.

• 환자의 상태와 반응을 사정하여 심전도 결과를 기록한다.

• EKG 를 정리하여 제자리에 둔다.



2. 심장초음파 검사 ( ECHO: Echocardiogram )

1) 심장 초음파 검사의 정의

• 심장에 초음파를 보내어 되돌아오는 반사파를 수신하여 심장의 상태를 화상에 

나타내는 것을 관찰하는 검사법

• 심맥관계 질환의 진단보조                       

• 판막의 움직임 진단

• 심방 및 심실의 크기와 상태 진단                

• 혈류의 움직이는 양과 속도 진단

• 심장의 구조와 기능을 알아보기 위한 검사

2) 심장초음파검사의 효용

   * 검사대상

• 흉통, 심전도 상의 이상소견이 있는 경우

• 흉부 X-선 촬영시 심장의 비대가 관찰된 경우

• 심방, 심실, 판막, 대동맥과 같은 심장의 구조에 문제가 있는 환자

• 선천성 심질환

• 관상동맥 질환자

• 심근 질환

• 심낭 및 심외막의 삼출액 진단

* 검사방법

• 반듯하게 누운 상태에서 검사를 하게 되며 세가지 검사 방법에 따른 차이 없이 

동일진행

• 심 초음파 검사를 하는 동안 대개 심전도 검사를 같이 시행

• 소요시간 30분 안팎 (보통 1시간을 넘기지는 않음)



3. 경동맥 초음파 검사 ( IMT: Intima-Media Thickness )

1) 정의 

인체에 무해한 초음파를 이용하여 목에 있는 큰 혈관인 경동맥의 형태학적 

이상 유무를 확인하기 위한 검사법

2) 대상

• 동맥경화증 환자 

• 심혈관질환 환자 

• 고혈압 환자 

• 당뇨병 환자 등

3) 검진목록

• 경동맥의 협착 

• 혈전(피 덩어리) 

• 혈류 상태 진단

• 뇌졸중(뇌경색)의 위험을 예측

4) 검사과정

• 베개는 베지 않고, 똑바로 누움

• 검사 부위에 윤활제 바름

• 지시에 따라 고개 돌림

• 탐촉자를 목에 대고 움직이면, 화면을 

  통해 형태학적 이상 유무 확인

  ( 소요시간 약 10분, 통증은 거의 없음)

5) 주의사항

• 검사가 끝날 때까지 움직이지 않도록 주의

• 검사후, 티슈나 타월로 검사 시 바로 윤활제를 닦음

• 특별한 주의사항이나 준비과정은 없음

• 검사 전 금식은 필요하지 않음



4. 동맥경화 측정 검사( PWV : Pressure Wave Velocity ) 

1) 정의 : 동맥경화 측정 검사는 비침습적 검사로 상지와 하지에 각각 커프를 감고 

상·하지의 혈압 차와 동맥압을 측정하여 동맥경화도 및 협착도를 바로 진단하는 

검사입니다. 

2) 검사종류

• 동맥 경화도 검사 (pulse wave velocity) :주요 동맥 혈관의 경화도 측정과 탄

력성을 평가하여 혈관의 노화도 및 혈관 나이를 평가

• 동맥 협착도 검사 (Ankle-brachial index)-혈관 

병변으로 혈관이 좁아진 정도 확인

3) 검사대상

• 고혈압     • 당뇨

• 고지혈증   • 평소 심한 스트레스를 받는 분

• 비만       • 흡연자

• 고령자 

4) 참고 및 주의사항 

• 금식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 검사 시간은 총 5분에서 10분정도 소요됩니다. 

5. 24시간 심전도 ( 24hr Holter monitoring )

1) 정의 :홀터 기록(Holter recording)이라고도 부르며, 환자의 가슴에 전극을 붙

이고 휴대가 가능한 기록기에 연결을 하여 대개 24시간∼48시간 활동중에 일어

나는 증상을 기록하고 활동의 종류, 시간등을 기록하여 일어났던 증상과 부정맥

의 연관성을 규명하는데 도움

2) 검사대상 

• 가끔 나타나는 가슴 두근거림   • 호흡곤란

• 실신                          • 흉통

• 부정맥 소견이 있는 환자에서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심장사건에 관한 위험도 

평가

• 항부정맥제 치료효과 판정

• 인공심박조율기와 삽입형 심실제세동기의 기능

• 심근허혈 등을 감시



6. 24시간 생활혈압 검사 ( ABPM : Ambulatory Blood Pressure Monitors )

1) 정의 : 환자의 몸에 혈압계를 착용시켜 24시간 연속으로 혈압을 측정하는 검사

2) 검사대상 

• 주로 고혈압의 진단

• 병원 내원시 높아지는 고혈압의 진단

• 고혈압 약물 치료중인 환자에게서 조절유무 평가등에 사용

7. 운동부하검사 ( TMT : Treadmill test )

 1) 정의 : 환자의 가슴에 전극을 부착한 후 런닝머신 벨트위에서 단계적으로 운동

의 강도를 높여 운동중 심전도, 혈압, 맥박 등의 변화를 관찰하여 심혈관 질환

을 예측 및 확진함

 2) 검사대상

 • 흉통을 호소하는 환자의 협심증 진단         • 심근허혈 중증도 평가

 • 가슴 두근거림 호소하는 환자의 부정맥 진단  • 심장치료후 효과판정

 • 심장병 환자의 일상 운동능력 평가 및 운동처방에 사용

  

3) 참고 및 주의사항 

• 금식은 필요없으며 시간은 약 30분 소요됨

• 운동하기에 편한 옷차림으로 하며 양말은 신고 검사실로 감



8. 기립경 검사 ( Head up tilt test )

1) 정의 : 환자가 경험한 실신을 검사실에서 재현하는 검사

2) 검사대상

• 심장신경성 실신을 진단하는데 필요한 검사

• 기립경 검사를 통해 혈관미주신경성 실신(vasovagal syncope)의 진단과 치료 약

제를 결정하기 위함이다.

3) 검사방법 : 이 검사는 수평 상태의 기립경사 테이블에 환자를 눕히고 혈압과 심

박동수를 측정한 후 검사 테이블을 60˚∼80˚의 각도로 세운 상태에서 

10분∼60분 동안 혈압과 심박동수 관찰

4) 검사 전 준비

  • 4시간 금식

  • 주치의가 검사동의서를 받는다.

  • 18G Rt arm 에 extension 연결한 line이 필요하다.

  • Strecher car 로 이송한다   

(심혈관  조영실에서 시술시 사용한 주사제 처방함)



9. 심장혈관 컴퓨터 단층 촬영 ( Coronary Angio CT )

1) 정의 :본원에 설치된 다중채널 컴퓨터 단층촬영(MDCT)은 1회 촬영으로 64개의 

영상을 얻어 3차원 영상으로 재구성하여 움직이는 장기인 심장 및 혈관에 대한 

검사를 가능 하게함.

2) 적응증

• 심장혈관(관상동맥)을 정확하게 판단

• 말초혈관(동맥 및 정맥)에 대한 진단

• 급성심근경색증, 대동맥 박리, 폐색전증 등 응급질환에 대한 진단에 사용함

3) 검사전 처치

• 환자에게 검사에 대한 설명을 한다.

• 조영제 사용 승낙서를 받는다.

• 검사전날 자정부터 금식한다.

• 검사당일 아침 18G iv line 확보 한다

  → 3-way 를 medicut 에 바로 연결하고 NS 100ml 연결하여 keep 시킨다.

• CT 촬영 한 시간 전에 HR 측정하여 60회 이상 시 indenal 5mg po 복용한다.

  →30분전에 HR 다시 한번 측정하여 60회 이상 시 indenol 5mg po 한번더 먹인

다.

• CT 실에서 연락이 오면 NTG 1t prep 하여 CT 실로 간다.

• CT 실 도착하여 HR 60회 이하면 검사 시행한다.



10. 심근관류 단일광자 단층촬영

( Myocardial SPECT : single photon emission computed tomography )

1) 정의

• coronary 동맥 질병 진단 및 병소 부위 감별, 심근의 생존능력과 관류기능 평가

• 주입된 방사선 의약품이 혈류를 따라 정상 심근세포 내에 축적되어 경색부위 확

인 하여 심장 각 부위의 심근이 얼마나 살아남아 있는지 알 수 있고 좁아진 혈

관을 넓히거나 우회하면 얼마나 심장의 기능이 회복될 것인지를 판정하거나 환

자의 예후 판정 시 도움이 됨 

2) 적응증

• 관상동맥 질환, 관상 동맥 재건술 후의 평가

• 관상동맥질환 예후 측정

3) 금기

• 불안정형 협심증     • 천식

• 고도의 방실 차단    • 유효 혈류량 적고 저혈압 심한 환자 

4) 검사 전 처치

• 처방이 나면 핵의학 검사실에 예약 날짜 잡기

• 당일 검사는 총 두 번에 진행됨을 환자에게 설명하기

*유의사항

• 검사일 1일 전부터 검사 결과에 양향을 주는 음식물 금하기

• 담배, 카페인 함유된 식품을 금한다 

• 22G H/L + permission : 검사시 방사선 동위원소 투여 route로 쓰임 

• 검사 전 nitrate, Ca2+ channel blocker 복용 D/C 혈관을 확장시켜 필요이상으로 

혈류 증가 시킬 수 있음 

• 검사 당일 아침 식사는 오전 8시 이전에 소량만 하고 점심은 금식 한다

 (심근의 집적 비율이 높아서 선명한 영상을 얻을 수 있음. 당뇨가 있는 분은 소

량의  음식 섭취 가능)

• 검사당일 우유 2개와 삶은 계란 2개는 동위원소실에서 준비한다.

5) 합병증 / 부작용 관찰

• 일시적인 chest pain     • headache 

• 가슴 떨림               • dyspnea 



11. 심장 효소검사( Cardiac Enzyme )

정의 : 세포의 손상시 효소가 혈액으로 새어나오며 혈청의 효소 농도가 증가되며 

심근 손상시 혈청내로 심장에 작용하는 특이 효소의 농도가 높아지는 원리를 이용

한 검사

1) CK- MB

- 심장 근육에만 존재하는 효소이기 때문에 MI 진단에 매우 중요한 단서가 됨

- 상승 발현시간이 3시간 이내로 24시간 안에 정상으로 회복되므로 급성 허혈 

발생 직후 검사 시 높은 수치를 보임.

- 검사방법 : EDTA tube 3cc채혈

참고치 0-4.99 ng/ml Bottle

임상적 의의 상승
급성심근경색. 심근염. 

다발성 근염.

2) Troponin I 

- 급성 허혈 발생 4-6 시간 후 상승되어 정상 회복되는데 10 -14일 정도 소요되

므로 급성 허혈 발생 후 시간이 경과 했을 때 높은 수치를 보인다. 

- Troponin I 수치의 상승은 CK-MB 만큼이나 심근 손상을 찾아내는 데 민감하다

- 검사방법 : EDTA tube 3cc채혈

참고치 0.0 - 0.06 ng/ml Bottle

임상적 

의의

급성 심근경색의 조기진단 및 미소경색 

진단 지표

상승
심근경색, 심근염,

 횡문근 융해증, 신부전



 3) Lactate dehydrogenase (LDH)

- 5가지의 동효소가 있으며 이 중 LDH1, LDH2가 심장에서 발견됨

- 이 중 LDH 1이  심근 손상의 가장 예민한 지표임

- 혈청 농도 : LDH1 > LDH 2  일 경우 심근 손상을 의미함 

- 검사방법 : Plain tube 4cc채혈

참고치 230-500IU/L Bottle

임상적 

의의

빈혈, 염증, 종양 등의 

스크리닝 검사

상승 간질환, 심질환, 악성종양

4) Myoglobin 

- 산소와 친화성이 큰 heme 단백이고 주로 심근, 골격근 세포의 세포질에 존재

- 혈중 산소를 근육조직으로 운반하는 역할

- 근세포가 장애를 받으면 Myoglobin은 혈중에 유출되고 뇨로 배설

- 이때 혈중의 Myoglobin 을 측정하여 생화학적으로 급성 심근경색증을 진단

- 경색의 조기진단에 유리하고, 혈중농도 변동 패턴은 경색잘작을 상세하게 반

영하므로 흉통이 재발된 증례에서 재발작을 포착할 수 있다.

- 검사방법 : EDTA tube 3cc채혈

참고치  0.0-48.8ng/ml Bottle

임상적 

의의
상승

급성 심근경색. 다발성 근염

피부근염. 신질환. 운동. 출산



5) NT-Pro BNP 

- 울혈성 심부전의 진단 및 정도 판정

- 심부전의 예후판정

- 치료의 반응정도

- 심근경색 이후 장기적인 예후 판정

- 심부전의 위험도가 좋은 환자의 선별검사

- 검사방법 : EDTA tube 3cc채혈

참고치 0 - 125pg/ml Bottle

임상적 

의의

심부전 진단의 

생화학적 표지자

상승
급성 신부전. 심근경색. 

협심증. 고혈압



12. 관상동맥 조영술 ( CAG : Coronary Angiogram )

1) 정의 : 심장 혈관의 막힌 부위와 심한정도를 밝혀주는 중요한 방법이며, 약물로 

치료할 것인지 관상동맥 확장술, 심혈관 성형술을 받을 것인지 등의 향후 치료방법

을 결정하는 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검사이다.

2) 목적

- 허혈성 심장질환의 진단에 가장 중요한 검사이다.

- 관상동맥의 해부학적인 협착 정도를 가장 정확하게 평가 할 수 있다.

- 좌심실의 기능 및 심장 내 국소 혈류 장애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지침이 된다.



13. 관상동맥 중재시술

1) 적응증

- 심장혈관 조영술 후 좁아진 관상동맥이 발견되면 시행한다.(stenosis >70%)

- 좁아진 관상동맥내로 가느다란 관을 이용하여 작은 풍선이나 금속 철망을 좁아

진 부위에 위치시켜 압력을 가하여 넓혀준다.

<협착부위 확인>     ->    <풍선 확장>    ->     <철선삽입>     ->   <스텐트삽입 후>

2) 관상동맥 중재시술 종류

① 풍선확장술( PTCA : Percutaneous Transluminal Angioplasty ) 

   심혈관 조영술을 시행하면서 풍선이 부풀어 막혀있던 동맥벽에 압력을 가하여 

좁아진 혈관을 넓힌다.

② 스텐트삽입술( PCI : Percutaneous Coronay intervestion ) 

스텐트(그물망)란 관상동맥 내에 삽입하는 철망을 말하며 좁아진 혈관 속에 삽

입하여 넓힌다.

③ 약물방출 스텐트 삽입술



특수한 약물을 코팅한 스텐트를 삽입하면 빈번히 발생하는 재협착을 감소

3) 검사과정

• 검사는 팔(요골동맥)이나 다리(대퇴동맥)을 통해 검사하게 된다

① 소독 : 검사 할 부위를 소독한다.

② 방포 : 방포를 덮고 검사할 부위만 노출시킨다.

③ 국소마취 : 검사부위를 국소마취 한다.

④ 카테터 삽입 : 피부를 2-3mm 절개하여 특수한 형태의 가느다란 관을 관상동맥으

로 삽입한다.

⑤ 검사 : 조영제를 주사하여 방사선 투시영상을 보며 심장 내 혈관을 확인한다

⑥ 시술 : 관상동맥이 협착된 경우 풍선 확장술이나 스텐트 삽입술을 시행할 수 있  

 다.

⑦ 지혈 : 검사가 끝나면 카테터를 제거하고 동맥을 압박하여 지혈한다. 

         소요시간은 검사만 시행하였을 경우 30-40분가량, 시술 시 1-2시간가량 

소요 된다.

4) 심장혈관 촬영 환자의 전∙후 처치 및 간호

① 심혈관 촬영 환자의 전 처치 및 간호

- 입원 시 장신구(시계, 반지, 목걸이), 의치를 제거하고, 화장, 매니큐어는 지

운다.

- 옷은 양말 및 속옷을 벗고 환의만 입는다.

- 약물의 부작용이나 알레르기 여부에 대해 확인한다.

- 검사 전날 밤 12시 이후부터는 금식한다. 

  (단, 당뇨약을 제외 한 심장약은 소량의 물과 함께 복용하고, 타병원에서 복

용중인 약물을 확인한다.)

- 검사 방법 및 합병증에 대해 설명하고 검사 및 시술 동의서를 작성한다.

- 검사당일 시술부위 반대쪽 정맥 혈관을 확보하고, 수액을 (N/S 1000mL) 연결

한다. (대개 왼쪽에 18G)

- 대퇴동맥을 이용하여 검사 시, 감염 방지를 위해 양쪽 서혜부를 면도한다.

- 활력징후를 사정하고, 조영제 투여 용량을 결정하기 위해 키, 몸무게를 확인

한다.

- 배뇨 후 보호자와 함께 검사실로 보낸다.



5) 심혈관 촬영 환자의 후 처치 및 간호

- 침상안정을 교육한다.

- 심혈관 촬영 후 심전도를 확인한다.

- 검사 후 음식섭취가 가능하며, 검사로 인한 몸속의 조영제 배출을 위해 검사 

당일 하루동안 1~2L가량의 수분 섭취를 권장하고, 자연배뇨 여부를 확인한다.

- 동맥천자로 인해 출혈 위험성을 설명하고 검사부위를 압박한다.

   - 검사부위가 팔(요골동맥)일 경우 지혈대를 이용하여 6시간 정도 압박한다.

   

      

  - 검사부위가 다리(대퇴동맥)일 경우,

 ① 절대 안정 하여야 하며, 돌아눕거나, 앉거나, 검사부위 다리를 굽히지 않도록 

한다.

② 모래주머니를 이용하여 6-10시간정도 올려놓는다. 

  (PCI의 경우 sheath cath. 제거 후 6-10시간 동안 올려놓는다.)

  



 

③ 식사 및 대,소변도 침대에 누워서 해야 한다.

검사 당일 검사부위 혈관이 터질 수 있으므로 수저 사용이나 무거운 물건을 들

지 않도록 한다. 검사 후 검사부위 출혈, 흉통이나 호흡곤란이 있는지, 다리나 

손이 저리고 감각이 둔한지 확인한다.

6) 퇴원교육

- 처방된 약을 규칙적으로 복용한다.

- 저 염식이, 저콜레스테롤 식이를 권장한다.

- 금연, 금주의 필요성을 설명한다.

- 3일간은 시술부위가 감염되지 않도록 물이 들어가지 않게 주의한다.

- 일주일가량은 시술부위 손목으로 무거운 물건을 들지 않도록 하며, 오랜 시간

의 운전 및 자전거 타기 등의  무리한 운동은 피한다.

- 시술부위 출혈이 있다면, 손가락 3개릉 이용하여 10분정도 지혈하고, 지혈이 

안 될 시 병원을 방문하도록 한다.

- 시술부위가 빨갛게 달아오르거나 차가워지고, 저리다면 문의하도록 한다.



◇ CAG(관상동맥조영술) → 환자 교육용 ◇

***님 내일 관상 동맥 조영술 검사 하시죠?

그럼 지금부터 제가 검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① ***님 밤 12시부터 금식해야합니다. 

  (물도 드시면 안 되지만 심장& 혈압약은 드셔야합니다.)

  →검사 시 사용되는 조영제의 부작용으로 인해 오심, 구토 증상 등을 일으킬 수 있습

니다. 

② 검사 당일 아침에 왼쪽 팔에 혈관주사를 꽂고 수액을 맞게 됩니다.

  →검사 시 발생되는 여러 부작용에 대한 처치 위해 맞게 되며, 검사 후 조영제 배출

을 위한 도움이 됩니다. 

③ 검사 전 속옷을 제외한 환의를 입게 됩니다.

   →검사 시 응급상황에 대비해 모니터를 연결하게 되며 검사 부위가 손목 또는 사타

구니 부위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④ 검사실로 갈때, 올때는 간호사가 휠체어로 모시고 갑니다.

   →검사 후 조영제의 부작용으로 인해 어지럼증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⑤ 검사 시 보호자와 동행하여야 합니다.

   →혈관 상태에 따라 치료 방법도 바뀌게 되므로 (관상 동맥 중재술/ 성형술, 약물치

료, 관상동맥우회술 등) 보호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⑥ 검사 후 검사부위(손목 또는 사타구니부위) 사용을 자제하셔야 합니다.

  →동맥을 천자해서 검사를 하고 검사 시 사용되는 항응고제로 인해 출혈 위험성 

있습니다.

⑦ 검사 후 충분한 수분섭취와 배뇨를 하셔야합니다.

 →검사 시 사용되는 조영제의 부작용로 인해 신독성을 유발시킬 가능성 있어 소변

으로 배출시켜야합니다. 

⑧ 검사 후 심혈관계 입원실로 오시게 됩니다.

  →검사 후 발생되는 부작용 등을 관찰하며 검사 부위의 지혈 확인 후 집에 가시게 됩

니다. (소요시간은 검사 후 5-8시간 정도가 됩니다.) 



Ⅲ. Central Monitor

1. 정의

- 현재 환자의 상태가 어떤지를 알려주는 Spo2(산소포화도), BP(심박동수), ECG(심

전도)  ,pleth(호흡) 등을 실시간으로 보여주게 된다.

- 맞춰놓은 수치에 어긋나거나 기준 이하, 부정맥 등을 즉각적으로 alarm을 울리게 

하여 즉각적인 처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

  간호사 station에 설치된 화면으로 각각의 monitor조작, EKG rhythm리뷰, 

recording, V/S리뷰 등을 할 수 있다.

                                           - 

    <Monitor ON>              <Monitor stanby>          <Cental monitor화면>

2. Monitor부착방법

EASI Electrode 위치

1 E(V)갈색 5번째 늑간 높이의 흉골아랫부분

2 A(LL)빨강 "E" electrode위치와 같은 왼쪽 중앙 액와선

3 S(LA)검정 흉골의 윗부분

4 I(RA)흰색
"E" electrode위치와 같은 오른쪽 중앙 

액와선

5 N초록색
일반적으로 6번째 늑골아래에서 오른쪽 

허리사이에 어디든지 붙일 수 있다.



3. Monitor setting  

                 



4. Monitor 화면구성

           

5. Monitor key  

     



6. Smart Key

     

                              



7.  Central monitor에서 Recording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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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