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투여경로 투여가능한 약물 적응증

 정맥내 투여
 심페소생술중 사용되는 모든 

 약물
 모든 심정지 환자

 기관내 투여
 epinephrine,atropine, 

 lidocaine,naloxone

 정맥로가 없는 심정지

 환자

 골간투여
 심페소생술중 사용되는 모든 

 약물
 정맥로가 없는 6세이하

 제대정맥으로 

 투여

 심페소생술중 사용되는 모든 

 약물
 분만직후의 신생아

 심장내 투여
 심페소생술중 사용되는 모든 

 약물
 직접심장을 압박하는 중

Ⅴ. 응급약물

▣ 응급치료에 있어서 약물의 사용은 긴박한 상황에서 환자의 생명유지와 안정,  

   각 장기의 기능회복 및 유지, 나아가 치료기간 단축 합병증의 예방과 급성기

   통증완화를 목적으로 사용되어질 수 있다.

▣ 응급약물투여방법

[심폐소생술중 약물 투여경로]



약품명(상품명) 작용기전/적응증 용량 및 경로 주의사항

Atropine

0.5㎎/1㏄1@

 교감 신경 억제제      

 서맥, 수술 중 분비물

＆ 평활근 control

 0.5㎎-1㎎을 매 5분마다

 반복 투여

 심정지시 1㎎을 즉시 

 투여 후 반복투여

 부작용 :

 안압 상승, 피부 건조, 

 동공 확대, 심실 세동,

 빈맥, 기관지 분비물 감소 

 응급 상황 시 E-tube로 

 투여가능

Epinephrine

0.1㎎/1㏄1@

 심박동수, 

 심근 수축력 강화

 심장과 뇌의 혈류

 증가 시킴

 anaphylactic reaction

 cardiac arrest

 IV : 0.5㎎-1㎎을 5분마

 다 반복 투여

 E-tube : 10㏄ N/S에

 희석하여 사용

 부작용 : 

 중추흥분장애, 혈압상승,

 심전도 변화

 응급 상황 시 E-tube로 

 투여 가능

Sodium 

Bicarbonate 

(Bivon)

 8.4% 20mEq

/20㏄ 1@   

 

   

 metabolic acidosis교정

 산혈증

 체액 산성화 방지

 비뇨질환의 소염

 초기용량 1mEq/kg로

 투여하고 10분 간격으로 

 0.5mEq/kg의 용량으로

 투여

 울혈성 심부전 부종,

 Na 정체, 감뇨증, 

 우울증에는 신중 투여

 calcose와 함께 투여안함

 (침전물 생김)

 사용 후 충분히 flushing

 후 다른 약물 투여

 extravasation시chemical

 cellulitis, necrosis일으킴

calcium 

gluconate 

(calcose)

2g/20㏄ 1@

 심근 수축력 강화

 hypocalcemia 

 asysole, 서맥

 hyperkalemia

 magnesium

 toxicity로 인한

 심호흡 억제 시 

 해독제로 사용

 2-4㎎/㎏10분 간격으로

 반복투여
 부작용 : 

 급속정맥 투여시 심계항진

 홍조, 발한, 열감, 서맥

 Bivon과 함께 투여하지 

 않는다(침전물 생김)

 extravasation시 necrosis

Lidocaine

1% 200㎎

2% 400㎎

4% 800㎎

 1 vial

 퓨지킨 섬유의 

 자율성 억제

 급성심근허혈질환에서 

 동반된 심실빈맥,

 심실 세동, 

 심실 기외 수축에

 매우 효과적

 심실의 전기 자극 역치를 

 증가시켜 항부정맥 효과

 IV bolus :

 1㎎/㎏로 시작하여 

 5-10분간 반복투여

 IV infusion : 

 1g/250㏄ or 10㎎/㏄희

 석하여 infusion dosage

 가0.5-4㎎/min 되도록 

 투여

 부작용: 

 CNS 억제, 저혈압, 진전,

 시야 몽롱, 말초혈관 확장

 고혈압, 혈관 경련 환자,

 갑상선 기능 항진증, 동맥 

 경화증, 심부전증, 당뇨병

 환자에게 투여할 때는 

 신중히 투여해야 함

 ▣ 응급약물의 용량, 경로, 주의사항



약품명(상품명) 작용기전/적응증 용량 및 경로 주의사항

Diltiazem

(Herben)

500㎎/2㏄ 1vial

 calcium channel

 blocker로 AV전도

 시간 연장 

 심근 수축력 감소

 말초혈관확장효과

 심장의 전기적 자극생

 성과 전파의 감소

 PSVT

 고혈압

 협심증 치료

 IV bolus : 

 0.6㎎/㎏ 10-30초에

 걸쳐 주입

 소아: 1-2㎎/㎏

 one set: IV후 30초

 duration : 

 10분 이내에 약효 상

 실

  금기: AV block

       sick sinus syndrome

       저혈압

Succinylcholine

(Relaxan)

500㎎  1vial

 운동신경종판에서 탈

 분극을 일으켜 콜린효

 능성 수용체와 결합

 골격근 마비

 근신경의 전달이 저지

 기관내 튜브 삽입시

 IV bolus: 0.6㎎/㎏을 

 10-30초에 걸쳐 주입

 one set: IV후 30초

 duration: 10분이내에 

 약효 상실

 저혈압, 심부정맥, 위액, 

 침샘분비 증가

 부작용: 호흡억제, 무호흡, 

 고열, 안내압 증가, 수술후 

 동통, 서맥, 심정지, 부정맥

Magnesium

( MgSO₄)

2g/20㏄ 1@

 CNS억제

 평활근, 골격근,

 심근 억제

 저마그네슘혈증시 

 자궁경련 이완제

 VT/VF 치료

 1-5g을 IM, IV

 전해질 보급시

 1일 2-4g을 수회

 분할하여 IM, IV

 부작용: 

 대량 투여시 중독

 (혈압강하, 중추신경억제,

 심박동수 억제)

 해독제: calcium gluconate

Niroglycerin

0.6㎎/1tablet

25㎎/5㏄ 1vial

 관상동맥 말초 혈관의

 혈관 평활근 이완

 협심증

 울혈성 심부전증

 SL: 0.6㎎ 1회

 5분 간격으로 3회 

 사용 가능 (혀 밑에

 넣고 녹여서 흡수)

 IV: 5-20μg/kg/min

 현훈, 구강 건조함이 나타나

 면 즉시 투여중지

 갈색병에 넣어 보관

 IV 라인도 차광해야함

 부작용: 두통, 서맥, 구토

         저혈압, 오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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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품명(상품명) 작용기전/적응증 용량 및 경로 주의사항

Digoxin

0.25㎎/2㏄ 1@

0.25mg/tablet

  심근 수축력 강화

  심박출량 증가

  심실확장기말 압력

  저하시켜 심실의

  기능개선

  AVnode 불응기를 

  감소시킴

  울혈성 심부전

  부정맥

 oral : 

 포화량 1-1.5mg,

 유지량 0.12mg/day

 IM/IV : 

 포화량 0.5-1mg,

 유지량 0.125

        -0.5mg/day

 치료 혈중 농도: 

 0.8-2.0mcg/ml

 저칼륨혈증, 점액성 부종,

 만성수축성 심막염 환자

 갑상선 기능 항진증 및 

 저하증 환자는 소량에 

 의해서도 독성을 나타낼 수 

 있으므로 주의

 투여 전 심박동수 측정

 60회이하시 투약 금지

 Digitalis toxicity

 부정맥, 식욕부진, 오심,

 구토,설사 등

Dopamine HCL

(Tropine)

50㎎/5㏄  1@

200  1@

 심수축력 증강제

 심박출량 증가

 급성 순환 부전

 (패혈증,심근경색증,   

 쇽, 심박출량감소로

 인한 저혈압 및 

 순환장애)

 울혈성심부전증

 IV: 2-5μg/kg/min,

 중증: 5-50μg/kg/min

 200㎎/200㏄ 

 800㎎/500㏄ 

 N/S 또는 5%DW를

 이용하여 사용

 부작용: 

 오심, 구토, 서맥, 두통,

 협심증,심계항진,호흡곤란, 

 소변량, 심전도,혈압을 주의

 깊게 관찰

 infusion pump사용

 폐쇄성 혈관 질환 경력이 

 있는 환자는 사지 피부의 

 온도와 색을 관찰하고 

 변화가 나타나면  주입속도

 를 줄이거나 중단

Dobutamine

(Dobuject)

250㎎/5㏄ 1@

 베타-수용체를 

 자극하는 작용

 급성 순환부전시 

 심근수축력 증강

 말초혈관 확장

 심박출량 증가

 2.5-5μg/kg/min가 

 되도록 지속적으로 

 IV 주입함

 500㎎/500㏄ N/S,

 5%DW를 이용하여

 사용

 부작용 : 

 협심증, 두통, 심계항진,

 흉통,고혈압, 다리경련,     

 고용량에서는 심실빈맥

 alkali성 주사제와 혼합 

 금기

 infusion pump사용

 심전도, 혈압, 심박동수를 

 주의깊게 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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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품명(상품명) 작용기전/적응증 용량 및 경로 주의사항

Propranolol

(Inderal)

1㎎/1㏄   1@

10㎎,40㎎/1T

 β-adrenergic      

 blocking agent

 심박동수감소

 혈압을 낮춤, 

 심장의 확장기에

 탈분극율 감소로 

 전도속도가 감소

 심장의 불응기 및 

 수축력을 감소시키는

 직접효과.

 심방과 심실의

 자율성 저하

 부정맥, 고혈압,

 협심증 

 parenteral(IV) : 

 심부전증 치료 1-3㎎

 oral: 고혈압

       80-240mg

       협심증 

       80-320mg

       부정맥 

       30-160mg

 갑자기 중단할 경우 

 심부정맥, 협심증이 발생    

 될 수 있기 때문에 며칠에

 걸쳐 감량.

 저혈당의 주요 증상인 

 심박촉진을 은폐하므로 

 인슐린의 저혈당 작용을 

 심하게 함 

 당뇨환자 사용시 주의

 부작용- 저혈압, 서맥, 두통,

 서맥, 저혈압 시에는

 atropine 1mg을 사용

 금기 : 울혈성 심부전, 

        서맥, 천식,

 기도저항을 증가시켜 

 천식환자에게는 위험

Morphine 

(MS-contin)

10㎎/㏄ 1@

10,30mg/tablet

 마약성진통진경제

 좌심부전 관련된

 급성폐부종 치료

 심근경색 관련된

 통증에 선택적 사용 

 

 

 효과를 얻을 때까지

 1-3㎎을 1-5분 이상

 천천히 매 5-30분 

 간격으로 투여함

 

 투여후 환자를 주의깊게

 관찰하고 활력증후를 

 측정 (특히, 호흡) 

 저혈압과 fainting유의 :

 투여후 supine position유지

 내성과 습관성 유의

 부작용: 호흡 억제 작용,

 저혈압, 변비

 해독제: naloxone

Norepinephrine

(Levophed)

4㎎/4㏄ 1@

 동정맥에 모두 

 작용하는 말초 혈관

 확장제

 급성 저혈압 상태 

 shock 시에 

 혈관 수축약

 심정지

 4㎎을 5%DW 1ℓ에 

 희석하여 

 초기량 8-12μg/min

 유지량 2-4μg/min의

 속도로 IV infusion

 

 vasopressor 사용 전에

 가능한 혈량의 결핍을 

 교정

 extravasation을 피하기 

 위해 큰 혈관을 사용 

 심한 조직 괴사 가능성

 부작용: 심계항진, 경련,

 혈압상승, 부정맥, 뇌출혈



- 152 -

약품명(상품명) 작용기전/적응증 용량 및 경로 주의사항

Diazepam

(Valium)

10㎎/2㏄ 1@

2, 5㎎/ 1T

 benzodiazepine계 약물

 중추,말초,자율신경계를 

 저하

 불안, 긴장의 치료,

 골격근 경련의 완화 

 급성 알콜 중독 시

 금단증상 치료, 

 경련성 장애 치료

 항불안, 항경련: 

 2-10mg/일 2-4회

 수면, 진정

 알콜 금단증상 :첫날 

 10mg씩 3-4회,

 필요시 

 5mg/일 3-4회

 골격근이완보조제 : 

 1-2mg/일 3-4회

 IV 시 최소 3시간 침상 

 안정

 부작용 : 졸림, 피로, 

 운동 실조, 언어 장애, 두통,

 시야몽롱, 백혈구 감소증, 

 호중구 감소증

 다량 사용 후 위축증상이

 몇 주간 지속될 수 있다.

Furosemide

(Lasix)

20㎎/2㏄  1@

40㎎/1 T

 loop diuretic

 Henle고리의 

 상행각에서 Na, Cl의

 재흡수 방해

 요산 배출 억제 

 하여 과요산 혈증

 K, Ca, Mg배설 증가

 정맥 울혈과 관련된

 부종

 급성 페부종

 고혈압

 소아 :

      2~6mg/kg/day 

 성인 :

     20~80mg/day   

 반응하지 않을시

 600mg/day   

 금기 : 

 이 약에 과민성인 환자, 

 무뇨증, 전해질 실조증,

 간성혼수

 진행성 간경변증, 

 심질환이 있는 고령자, 

 심한 신기능 장애, 

 유아 당뇨시 주의하여 투여

 부작용 : 오심, 구토, 

 설사, 이명, 청각장애, 빈혈,

 백혈병, 재생불량성 빈혈,

 혈소판 감소증,

 저나트륨혈증, 저칼륨증, 

 저알칼리증

 혈중 K수치에 유의

 -특히 digoxin 투여환자



- 153 -

약품명(상품명) 작용기전/적응증 용량 및 경로 주의사항

Pentazocine

(talwin)

25, 50㎎/ 1T

30㎎/1㏄  1@

 호흡억제 작용

 진통작용

 수술 전 투약

 마취보조

 경구 :

 50㎎을 3-4시간 간격

 (최대 600㎎/일)

 주사 :

 5-30㎎을 3-4시간 간격

 (최대 360㎎/일)

 두개 외상, 두개내압 상승

 환자, 뇌병변 환자에게

 사용시 호흡억제

 호흡 억제 유발하므로 

 폐쇄성 폐질환시 주의 

 마약 중단 환자에게 

 금단 증상을 일으킴

Aminophylline

250㎎/10㏄ 

1@

 기관지 확장제

 smooth muscle,

 bronchial tube

 이완 시킴

 심박출량, 소변량

 증가 시킴

 말초혈관 확장

 기관지 천식, 폐부종  

 ․ IV bolus: 6㎎/㎏

   (소아, 성인)

 ․ IV infusion:

  소아 1.0㎎/㎏/hr

  성인 0.5㎎/㎏/hr

 정맥으로 주입시 

 반드시 infusion pump 이용

 경구 투여시에도 일정한

 간격으로 투여

 치료 혈중농도:

 10-20mcg/ml

 부작용 : 불안증, 오심,

         구토, 설사     

Midazolam

(Dormicum)

5㎎/5㏄ 1@

 benzodiazepine계 

 CNS억제제

 안정을 유도하고 

 불안을 완화

 단기간의 진단적 검사

 마취유도

 수면장애

 수술 전 진정: 

 수술 30-60분 전에

 70-80㎍/㎏을 IM

 (노인 : 30㎍/㎏ IV)

 내시경 또는

 심혈관계 처치시

 최초 : 35㎍/㎏ IV

 총투여량 : 10㎍/㎏

 호흡 억제 유발하므로

 폐쇄성 폐질환시 주의 IV후

 최소 3시간은 침상안정

 호흡과 심기능을 주의 깊게

 관찰

 -무호흡, 심정지 유발가능

Lorazepam

(Ativan)

4㎎/1㏄ 1@

0.5, 1㎎/ 1T

 benzodiazepine계 

 불안완화, 진정

 수술 전 투약

 경구:

 1일 1-4㎎을 2-3회복용

 마취 전 투약 : 

 수술 30-45분 전 

 0.05㎎/㎏을 IV 

 불안: 0.025-0.03㎎/㎏을 

 1일 4회 IV

 IM으로 빠르고 완전하게

 흡수 드물게 IV투여

 IV시 최소 3시간 이상 

 침상안정

 주사제는 냉장보관

 2㎎을 1분 이상에 걸쳐 

 투여

Pentotal 

Sodium

500㎎ 1vial

 뇌간의 망상 활성계를

 억제하여 마취를 유도

 응급 상황 시 

 기도삽관을 위해 사용

 N/S 20㏄로 희석하여

 사용

 15-30초 이내에 

 마취 유도

 20분간 지속되나

 그후 45분 정도는

 정신상태 혼미

 투여량과 비례하여 호흡억제

 심근수축력약화로 혈압의

 일시적 하강

 금기: 중증 간 장애 및 

 신 장애, 쇽 및 대출혈이

 있는 순환계 부전환자,

 중증 심부전

 



- 154 -

약품명(상품명) 작용기전/적응증 용량 및 경로 주의사항

Mannitol 

15, 20, 25%

/100,250,500ml

 사구체 여과물 

 삼투압을 높여 물이나

 용매의 뇨세뇨관으로의

 재흡수를 방해

 뇌압강하 이뇨제

 안압감소

 전신 부종과 복수

 감소

 1회1-3kg을

 100ml/3-10분 속도

 로 점적 투여

 1일 최대량 200g

 15분내에 ICP 감소 관찰

 소변량을 주의깊게 관찰

 30-50ml/hr이상

 필요시 도뇨관 삽입

 수분을 충분히 유지 

 저혈량 증상 관찰

 전해질 균형유지

 부작용 : 발열, 폐 출혈,

 가슴 동통, 두통, 시야 몽롱,

 오심, 구토

Verapamil

(Isoptin)

5㎎/2㏄  1@

 칼슘 channel 

 blocker로 AV전도 

 시간 연장 

 심근 수축력 감소

 말초혈관확장효과

 심장의 전기적 자극 

 생성과 전파의 감소

 PSVT, WPW

 IV bolus : 

 5-10㎎을 2분 걸쳐

 주입하고 30분내에 

 반복 투여 가능

 소아 : 

 0.1-0.3㎎/㎏을 

 2분이상 서서히 주입

 AV전도를 억제하는 약물 

 병용시 서맥이 심화

 부작용: 두통, 오심 

 혈관 확장으로 인한 

 저혈압:정맥내로 주입하거나 

 수액 공급시 회복

Oxygen

 심근 허혈로 인한 흉통

 저 산소혈증

 COPD

 마스크, 비강캐뉼라:

 4-6ℓ/min

 지속적 사용 : 

 pulse oxymeter 사용하여 

 확인

 고농도로 3-5일간 사용시

 oxygen toxicity 발생

Sodium Nitro

prusside 

(Nipride)

50㎎/5㏄ 1vial

 동정맥평활근이완

 말초혈관저항감소

 급성고혈압치료

 첨부된 용매에 

 용해하여

 50㎎/5% DW 500㏄

 희석하여 정맥 주입

 초기용량 :

 0.5-1.5μg/kg/min

 유지: 3μg/kg/min

 투여 1-2분내효과

 부작용: 오심, 근육 경축,

 방향감각소실, 구토, 현훈

 반드시 IV 라인까지 차광

 약 중단시까지 혈압 관찰

 사용 직전 희석, 

 조제 4시간 경과되면 폐기

Pethidine

(Demerol)

50㎎/1㏄ 1@

 합성마약 : 

 진통 진정제

 중추신경억제

 호흡억제 작용

 효과 빠르나 지속시간

 짧다

 수술후 통증:

 50-100㎎씩 IM

 (필요시 4시간마다)

 진통목적: 25-50㎎

 IV, IM, SC

 작용시간: 2-4hr

 작용발현: 10분

 정맥주사시 심한 저혈압 유발

 IM으로 주로 사용

 장기간 사용 안함

 해독제: Naloxon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