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의사의 처방 입력 및 간호사의 처방 확인

정규처방
추가/응급처방

담당의 prn 실시확인

 담당의사가 직접 환자의 약/주사를 처방

 한다.
 담당의사가 직접 환자

 의 약/주사 처방을 한다.

 prn 실시 확인을

 한다.

 담당간호사는 의사처방의 내용을 확인 후 

 처방을 받는다.

 a. 의사의 처방을 완전히 이해한 후 받으며 

  모르는 약에 해서는 어떤 약물인지 확인

  한다.

 b. 환자상태나 전날 order와 비교해서 의문

  이 제기될 때는 담당의사에게 확인한다.

 c. self madication의 투약 유무도 확인한다.

 담당간호사는 추가 

 처방을 확인한다.

 입력한 처방이 OCS

 를 통하여 병동 약국

 으로 전달된다.

 각 병동에서 입력한 처방이 OCS를 통하여 

 병동 약국으로 전달된다.

 입력한 처방이 OCS

 를 통하여 병동 약국

 으로 전달된다.

  (2) 투약 전 준비사항

주사약 업무 경구약 업무

 투약은 반드시 준비한 간호사가 시행하며, 투약 

 원칙을 준수한다.

 (환자명, 약명, 용량, 시간, 주입경로)

 투약은 반드시 준비한 간호사가 시행하며, 투약 

 원칙을 준수한다.

 (환자명, 약명, 용량, 시간, 주입경로)

 약국에서 약을 수령하면 처방을 참조하여 환자

 명, 약명, 용량을 확인하고, 이상이 있으면 즉시 

 약국에 연락하여 확인, 조정한다.

 약국에서 약을 수령하면 처방을 참조하여 환자

 명, 약명, 용량을 확인하고, 이상이 있으면 즉시 

 약국에 연락하여 확인, 조정한다.

 주사약인 경우 투약라벨을 준비한다.  경구약인 경우 투약카드를 준비한다.

 a. 처방 변경이 없는 경우에는 전일의 투약카드

 를 다시 사용하여도 무방하다. 단, 투약카드가 

 해독이 어려울 정도로 손상된 경우에는 새로 

 준비한다.



주사약 업무 경구약 업무

 투약라벨과 전산처방을 조하여 확인한다. 

 (매 duty시작시)

 투약카드와 전산처방을 조하여 확인한다. 

   (처방 확인시)

 a. 경구약 처방이 묶음 처방 중 일부 변경된 

 경우에는 붉은펜으로 변경 또는 D/C된 약명의 

 중앙에 줄을 그어 변경 또는 D/C로 표기한다.

 약품 준비 전에 손을 씻는다.  약품 준비 전에 손을 씻는다.

 약 준비시 투약 라벨을 통해 환자명, 등록번호

 날짜, 약명, 용량, 시간, 경로가 일치하는지 확인

 하고 약품을 준비한다.

 약 준비시 투약카드를 통해 환자명, 등록번호, 

 날짜, 약명, 용량, 시간, 경로가 일치하는지 확인

 하고 약품을 준비한다.

 double check 하기로 한 약은 투여전 반드시 

 투약라벨을 통해 처방과 약명, 용량, 용법, 경로, 

 주입속도 등을 확인하고 두명의 간호사가 투약 

 라벨에 co-sign한다.

 a. double check가 필요한 약품은 Heparin,

  Insulin, Dopamine, Dobutamine이며, 약의 

  조제 전부터 투약을 완료할 때까지 전과정에 

  걸쳐 담당간호사 아닌(경력1년 이상) 1인의 

  간호사와 함께 확인한다.

 b. 2인의 간호사의 확인 내용

   처방확인

   용량계산은 2인이 각각 따로 계산

    (필요시 basal weight 확인)

   약 준비시 용량 확인

    (dilution/reconstitution 제제 포함)

   주입속도 계산

    (nomogram/infusion chart포함)

   infusion pump setting 확인

 Bag이나 bottle에 혼합하여 사용할 때 주의를 

 요하는 약물이 어떤 약인지 확인한다.

 (흡착력, light shield)

 투약라벨은 약 mix 직후 부착한다.

 투약 직전 투약라벨을 통해 환자명, 등록번호

 날짜, 약명, 용량, 시간, 경로가 일치하는지 확인

 한다.

 투약 직전 투약카드를 통해 환자명, 등록번호

 날짜, 약명, 용량, 시간, 경로가 일치하는지 확인

 한다.



  (3) 투약시행

주사약 업무 경구약 업무

 투약 전 손을 씻는다.  투약 전 손을 씻는다.

 투약 전 환자를 확인한다.  투약 전 환자를 확인한다.

  환자의 이름을 불러 확인함과 동시에 투약 라벨

  과 비교, 환자명을 확인한다.

 약의 효능과 주의사항 및 부작용을 환자에게 

 설명한 후 투여한다. (정신과 환자 및 환자가 

 알아서 안되는 경우에는 제외)

 약의 효능과 주의사항 및 부작용을 환자에게 

 설명한 후 투여한다. (정신과 환자 및 환자가 

 알아서 안 되는 경우에는 제외)

 투약은 반드시 준비한 간호사가 시행한다.

  blood return과 IV site를 확인 후 투약한다.

 투약은 반드시 준비한 간호사가 시행한다.

  경구약은 먹을 때까지 곁에서 지켜보며 특히

  설하, 질내, 직장내, L-tube로 투여되는 약은 

  간호사가 직접 투여한다.

  환자 부재시 약을 침상 주변에 놓고 나오지 

  않으며, 투약 시간임을 알리는 안내판을 놓아

  두며, 환자가 자리에 돌아온 이후 다시 투여

  한다.

  물약, 침전이 생기는 약은 흔들어 투여한다.

  (4) 투약기록

   ① 투약 후 간호사 서명을 한다.

   ② 투약이 안 된 경우에는 사유를 기록한다.

   ③ 예정된 시간에 투여되지 않은 경우에는 실제로 투약된 시간을 적고 서명한다.

   ④ 투약 후 효과와 부작용을 관찰하여 간호기록에 기록하며, 부작용이 있는 경우 보고한다.

  (1) 체형과 다른 용량으로 처방되는 경우 특히 용량에 주의하도록 한다.

   ① 같은 약제에 포장단위가 다른 약물이 여러개 있을 때(용량이 틀린 경우) 주의한다.

   ② 약품명과 상품명이 비슷하거나 다른 약물의 이름과 비슷한 경우 주의한다.

   ③ 약의 모양이나 포장이 비슷한 경우 주의한다.

  (2) 금식인 경우에도 처방을 확인하여 필수적인 경구 투약의 실시여부를 확인한다.

     (except madication)

  (3) 인계직후 반드시 순회하여 주입속도를 확인하며, 다음 경우 주기적으로(근무조마다 

   2회이상) 재확인한다.

   ① infusion(syringe)pump를 처음 setting할 때



   ② 수술 및 검사 후

   ③ 약 교환 후

   ④ 전동 후

   ⑤ 알람으로 setting을 바꿀 때

  (4) 혼합하여 여러번 사용할 수 있는 vial 약품은 환자이름, 혼합한 날짜, 시간, 용량:()㏄

   mix, 혼합한 간호사명을 표시하여 냉장보관하며 정해진 기간 동안만 사용한다.

  (5) ampule로 된 주사약이 기간이 오래 되어 글씨가 닳거나 지워졌을 경우 또는 약명 

   스티커가 떨어진 경우에는 사용하지 않으며, 사용하고 남은 ampule은 버린다.

   (마약, 향정약 제외)

  (6) labelling이 안된 채 재어 둔 약물은 사용하지 않는다.

  (7) placebo도 의사의 처방 하에 투여한다.

  (8) 환자가 self로 가져온 약은 자가 투약 의약품 관리 지침에 따른다.

  (9) 2개 이상의 IV line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line이 혼동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10) 정주용과 비정주용(L-tube, irrigaion 용액 등) route를 함께 갖고 있는 환자의 경우

   에는 line이 혼동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1) 마약 처방

   ① 의사처방을 확인 후 마약처방전을 전산 출력하여 환자명, 병명, 주소, 약명을 확인

    하고 의사서명을 받는다.

   ② 평일 정규 처방인 경우 병실에서 입력된 처방이 전산을 통해 전달되면 약국에서 병동

    으로 9시~10시 사이에 직접 마약을 전달하며 이때 처방 단위를 확인하고 미리 출력시

    켜 놓은 마약처방전에 cosign한 후 마약과 교환한다. 정규처방 이외의 마약처방이 발생

    시에는 간호단위에서 보조원(용원)이 직접 마약처방전을 가지고 약국으로 가서 수령 후 

    cosign하고 가져온다.

   ③ 담당간호사는 수령시 반드시 마약 장에 별도로 기록하고 마약장에 보관한다.

  (2) 마약 투여

   ① 마약 투여시 5 Right 확인한다. 

    (Right Pt. Right drug, Right dose, Right time, Right route)

   ② 환자의 이름을 부름과 동시에 확인한다.

   ③ 투약의 목적과 부작용에 해 설명한다.

   ④ 투약 전 환자의 상태를 확인한다. (Morphine-호흡수)

   ⑤ 마약 장, 의사처방, 간호기록에 투약에 해 기록한다.



   ⑥ 환자에게 투여시 반드시 마약 장에 기록하고 잔량은 약액이 흐르지 않도록 ampule

    입구를 plaster로 잘 붙인 다음 비닐에 넣어 마약장 내에 보관한다.

  (3) 마약보관

   ① 마약은 매 근무조마다 인수인계한다.

   ② 마약장은 항상 이중을 잠그고 마약 외에 다른 것은 보관하지 않는다.

   

  (1) 투약시간(간호단위에 따라 시간이 다를 수 있음)

투여횟수 경구약 주사약

1회 8A 9A

2회 8A, 6P 9A, 9P

3회 8A, 1P, 6P 9A, 4P, 9P

4회 8A, 1P, 6P, 10P 4A, 9A, 4P, 9P

종류 1회 2회 3회 4회

항결핵제
경구 7A 7A, 5P 8A, 1P, 6P

주사 7A

항전간제
경구 8A 8A, 6P 8A, 1P, 6P

주사 9A, 9P 9A, 4P, 9P

Digoxin
경구 8A 8A, 6P

주사 6A, 2P, 10P

Prednisolone 경구 8A 8A, 6P 8A, 1P, 6P

Warfarin 경구 1P

혈압 강하제
경구 8A 8A, 6P 8A, 1P, 6P

주사 9A 9A, 9P 9A, 4P, 9P

이뇨제 경구 7A 7A. 5P

소화성 궤양제 경구 9A 9A, 9P 7A, 11A, 5P, 10P



  (2) 투약과 관련된 용어

용어 뜻 용어 뜻 용어 뜻

a.c. 식전 prn 필요시 I.P. 복강내

p.c. 식후 stat 즉시로
I.D. 피내

b.i.d. 1일2회 q6h 6시간마다

I.T. 척추내t.i.d. 1일3회 S.L. 설하

q.i.d. 1일4회 P.L. L-tube로
I.V. 정맥내

q.d. 1일1회 P.R. 항문내

I.M. 근육내q.h. 매시간 P.V. 질내

h.s.
1일1회 

취짐전에 복용
q.o.d.

격일로

(2일 1회) 복용
S.C. 피하

  

용어 뜻

IV 정맥내 주사

IM 근육내 주사

ID 피내주사

IVS 정맥주사 Side

AST Skin Test후 주사

SC 피하 주사

OU 의사의 지시에 따라 양안에 넣으세요

OD 의사의 지시에 따라 오른쪽 눈에 넣으세요

OD 의사의 지시에 따라 왼쪽 눈에 넣으세요

  (3) 용량계산

   ① 주입속도 계산(20gtt당 1㎖의 set 사용시)

   
a. 분당 방울수 = 

1일 주입량(㎖) × 방울/㎖

24시간 × 60분

   
b. 1방울 점적에 걸리는 시간(초) = 

24시간×60초×60초

1일 주입량(㎖) × 방울/㎖

    

    예) 1일 1,000㎖ 수액 주입시 → 13.8방울/분(4.32초에 1방울 주입)

     * 분당 방울수 = 1,000×20 / 24×60 = 13.8방울/분

     * 1방울 점적에 걸리는 시간 = 24×60×60 / 1,000×20 = 4.32초에 1방울



시간당 주입량
(㎖/hr)

1분당 방울 수
(ggt/min)

1방울 점적시 
소요시간(sec/gtt)

1일 
총 주입량

5 1.7 36

10 3.3 18

15 5 12

20 6.7 9 500㎖

25 8.3 7.2

30 10 6

40 13.3 4.5 1ℓ

50 16.7 3.6

60 20 3 1.5ℓ

80 26.7 2.3 2ℓ

100 33.3 1.8

125 41.7 1.4 3ℓ

150 50 1.2

200 66.7 0.9

250 83.3 0.7

     사례

  * Nacl 0.9% lℓ 1bag 1회 IV처방시 : 1.5초에 한 방울이 떨어지도록 setting

  * Dextrose 10% 1ℓ 1bag 2회 IV처방시 : 2.25초(2~3초)에 한 방울이 떨어지도록 setting

    예) 60㎖/hr 주입시 모니터링 방법

     ✓ 1분당 방울수 : 20방울/min

     ✓ 1방울 점적시 소요시간 : 3초에 1방울

   ② 용량계산시 주의해야 할 점

    a. 사용단위

약물 사용단위

Insulin IU

Heparin IU

Dopamine, Dobutamine, Nitroprusside ㎍/㎏/min

Isoproterenol, Norepinephrine ㎍/min

Octreotide, Somatostatin ㎍/hr

Aminopnylline ㎍/㎏/hr

Diltiazem, Isosorbide dinitrate(Isoket), Omeprazole ㎎/hr

Lidocaine, Procainamide ㎎/min

Fentanyl ㎍/㎏



    b. 약물 자체의 Volume 고려

  (4) 약물의 혼합시 주의사항

   ① 혼합시 Crystal 생성 주의 약물   

약물 주의사항

Acyclovir, Ambroxol

Bromhexine, Diazepam

Diphenylhydantoin

Erythromycin, Ranitidine

IVIG + Heparin

Bivon + Calcium gluconate

* 약물과 약물 주입 사이에 N/S flushing을 충분히 

  한다.

* TPN 제제의 경우 Calcium 포함 여부를 확인

  → calcium 포함시 Bivon 혼합하지 않음

   

   ② 용매선택이 제한된 약물

D5W만가능 N/S만 가능 증류수만 가능

Aldesleukin

Amphotericin B

Bactrim(SMX TMP)

Irinotecan

Norepinephrine

Filgrastim(G-CSF)

Oxaliplatin

Taxol

Yutopar

Bleomycin

Cisplatin

Diphenylhydantoin

Etoposide

Gemcitabine

Melphalan

Mitomycin

GM-CSF

Erythromycin

   ③ 혼합 용기를 제한해야 하는 약물

Bottle에 혼합해야 하는 약물

(PVC 흡착)

Bag에 혼합해야 하는 약물

(Glass 흡착)

Carmustine, Cyclosporine, Nitroglycerin, 

Paclitaxel, Teniposide

(PVC 수액세트를 사용할 경우 발암물질이 생성

되므로 반드시 3시간 이상 투약시에는 특수 제작

된 Non-PVC tubing set를 이용하여 주입한다.)

5-FU



  (5) 약물 투여시 주의사항

   ① 투약전 사정

약물 사정 약물 사정

Digoxin

Morphine, Pethidine

Warfarin

PR

RR

PT

Heparin

혈압약

Insulin

aPTT

BP

BST

   

  ② Single line으로 투여해야 하는 약물

 Albumin                      Dobutamine                TPN           

 Aminophylline                 Dopamine                 항암제

 Amphotericin B               Eglandin                   혈액제제

 Cyclosporine                  Nitroprusside

   ③ Bolus로 주면 안되는 약물

항생제 전해질 보급제 기타

Acyclovir Sodium bicarbonate Amihophylline

Amphotericin B Calcium gluconate Cyclosporine

Amikacin KC1 Dopamine

Astromycin MgSO4 Dobutamine

Clindamycin NaC1 Diphenylhydantoin

Gentamycin Gabexate

Imipenem Isosorbide dinitrate(ISDN)

Piperacillin Nitroglycerin

Teicoplanin Nitroprusside

Tobramycin 응급시는 제외 Oxytocin

Vancomycin Phenobarbital

  (6) Skin test 방법

   ① 항생물질 주사제의 Skin test는 일반적으로 약품을 N/S에 희석해야 약 300㎍/㎖의

    농도로 0.02㎖를 피내주사한다.

   ② 조액으로 N/S 0.02㎖를 반 쪽 전완 안쪽 또는 동일한 전완 시험부위에서 3~4㎝

    떨어진 부분에 피내주사하여 비교

   ③ 판정방법



    Positive 판정은 팽진직경 또는 발적직경이 각각 판정수치 이상의 경우 및 시험액의

    반응이 조액에 비해 명확하게 강한 경우, 팽진에 위족(Pseudopod)이 생긴 경우,

    환자가 구내 이상감, 두통, 안명홍조, 변의, 현훈, 이명 등의 명확한 자각 증상을 나타낸 

    경우로 한다.

약품명
시험방법 판정(Positive)

용해액 농도 투여량 조액 판정
시간

발적
직경

팽진
직경

천연 Penicillins

Penicillin G sodium
5U/㎖를 작은 수포가 생길 정도의
양(0.01~0.02㎖)만 피내주사

N/S 
0.02㎖

15분후
조액보다 5㎜이상 더 큰 

발진 및 팽진 생성

Benzathin Penicillin G
10,000 U/㎖를 작은 수포가 생길
정도의 양만 피내주사

N/S 
0.02㎖

10~15
분후

발적 and/or 팽진생성 소양
증, 수포의 크기증가, 팽진
(직경20㎜이상 및 위족생성)

합성 Penicillins

Ampicillin
Ampicillin+
Sulbactam
Nafcillin

N/S or WI 300㎍/㎖ 0.02㎖ N/S 
0.02㎖

15분후 조액보다 5㎜이상 더 
큰 발적 및 팽진 생성

Piperacillin+Tazobactam N/S or WI 300㎍/㎖ 0.02㎖
N/S 

0.02㎖
15분후

15~20㎜
이상

9~10㎜
이상

Cephalosporins

Cefazedone,Cefazolin
Cefepime,Cefminox
Cefotaxime
Cefotetan,Cefotiam
Cefoxitin,Ceftazidime
Ceftezole,Ceftazidime
Ceftriaxone,Cefuroxime
Flomoxef 등

N/S or WI 3㎎㎖ 0.02㎖ N/S 
0.02㎖

15~30
분후

15~20㎜
이상

9~10㎜
이상

Beta-lactams

Aztreonam
Ertapenem
Imipenem
Meropenem
Panipenem

N/S or WI 300㎍/㎖ 0.02㎖ N/S 
0.02㎖

15~30
분후

15~20㎜
이상

9~10㎜
이상

Others

L-Asparaginase
N/S or 
5DW

20 U/㎖ 0.1㎖ 60분 발적, 팽진의 발생

Antithymocyte
globulin

N/S 50㎕/㎖ 0.1㎖
N/S
0.1㎖

60분
직경 10㎜ 이상의 구반
또는 홍반

Fluorecein sodium 
10%

10% 0.05㎖
30~60
분

Salcatonin N/S 10 U/㎖ 0.1㎖ N/S 15분후



  (7) 투약방법

   ① 주사방법에 따른 특성 비교

    a. 흡수속도 : 정맥주사 > 근육주사 > 피하주사 > 피내주사

피내주사 피하주사 근육주사 정맥주사

목적
알러지 

검사

인슐린이나

헤파린 등 

약물

피하나 피내로 주사할 수 없는 

자극성 약물이나 더 많은 

약물투여

수액이나 응급약물투여 또는 다른 

방법으로 투여할 수 없는 약물의 

투여

주사기

크기
1㎖ 1, 2㎖ 2, 2.5, 5㎖ 약물의 형태와 용량에 따라 다양

바늘의

길이
1~2㎝ 1.5~1.8㎝ 2.5~5㎖

나비바늘 : 1인치

혈관카테타(angio catheter):

1~1½인치

바늘의

굵기
26~27G 25~27G 20~23G

나비바늘 : 18~21G

혈관카테타(angio catheter):

16~24G

주사

용량

0.01~

0.02㎖
1.5㎖

1회에 5㎖이하 (삼각근 1㎖, 

둔부 퇴 3~5㎖)
주입용량에 제한 없음

    b. 주사형태에 따른

   ② 근육주사

    a. 주사부위

성인
유아 및

학령기 소아
영아

측둔근(Ventral gluteal muscle)

삼각근(Deltoid muscle)

퇴직근(Rectus femoris muscle)

외측광근(Vastus lateralis muscle)

둔근(Dorsal gluteal muscle)

측두근

퇴직근

삼각근

외측광근

퇴직근

측둔근 :

7개월 이상인

경우



    b. 주사방법 및 주의점

주사방법 주의점

∎측둔근(ventral gluteal muscle) ∎방법

  환자를 편안한 자세로 하고 사지를 상전장골극에 중지

 를 배측부로 움직여 장골능 아래로 내린다.

  장골능, 시지, 중지에 의해 형성된 삼각형을 주사 부위

 로 사용한다.

  환자가 누워있는 바닥면에 수직으로 삽입한다.

∎ 퇴직근(rectus femoris muscle) ∎특징

  중요한 혈관과 신경이 지나가지 않는다.

  지방층 두께가 얇아 촉지가 잘되고 개인차가 많지 않다.

∎방법

  안전한 자세를 취한다.

  2.5㎝이상의 긴 바늘은 사용하지 않는다.

  퇴의 2/3, mid 1/3 l점 상부외측을 사용한다.

  무릎을 향해 아래쪽으로 45°각도로 바늘을 삽입한다.

∎외측광근(vastus lateralis muscle) ∎특징

  비교적 신경과 혈관의 분포가 없다.

  7개월 미만의 영아에서 좋은 부위이다.

∎방법

  복와위나 앙와위로 눕힌다.

  전자로부터 측부 퇴관절부 아래까지 부위를 사용 한다.

  바늘을 수직으로 2~4㎝ 삽입한다.

∎ 둔근(dorsogluteal muscle) ∎특징

  좌골신경과 퇴동맥의 손상위험이 있다.

  영아에서는 이용금지이다.

∎방법

  복와위를 이용한다.

  2.5㎝이상의 긴 바늘은 사용하지 않는다.

  1/4상부외측을 사용한다.

  환자가 누워있는 바닥면에 수직으로 바늘을 삽입 한다.

∎삼각근(Deltoid muscle) ∎특징

  접근이 용이하다.

  주사약의 양과 횟수에 제한적이다.

  액와신경이 지나가므로 신경손상이 올 수 있다.

∎방법

  견봉돌기에서 두 손가락 아래 부위에 2~3㎝되는 

 부위를 선택한다.

  근육주사부위를 손가락으로 팽팽하게 집어 올리거나 편다.

  45°각도로 바늘을 삽입한다.



 ∎ Air lock 기법

   주사바늘을 찌르기 전 0.2㏄정도의 공기를 주사기 내에 넣는다. 주사를 하는 동안 주사

   기는 아래를 향하게 되므로 공기는 용액위로 올라온다. 용액을 투입하고 바늘을 뽑기 전, 

   공기는 바늘 내에 남아 용액이 피하조직을 자극하는 것을 막는다. 약물이 피부표면이나 

   피하지방으로 새어나오는 것을 예방하는 반면 동통이나 조직손상을 일으킬 수 있다.

 ∎ Z자 주사방법

   자극성 약을 근육조직 내에 투입할 때 행한다. 주사부위를 선택한 후 피부를 둔부외측을 

   향해 강하게 잡아당긴다. 주사기 바늘을 90°각도로 찌르고 약물을 주입한 후 10초간 기

   다린다. 바늘을 뽑고 잡아당겼던 피부를 제 위치로 돌아가게 한다. 

   피부가 정상위로 돌아오고 주사바늘이 들어갔던 길이 차단되면 약물은 주사바늘이 들어

   갔던 길이나 피하조직에 스며들지 않는다.

     ③ 피내주사                          ④ 피하주사

 

   ⑤ 말초정맥주사

    a. 주사부위

     · Metacarpal Vein : 흔히 사용                 · Basilic Vein : 눈에 잘 띄지 않음

     · Cephalic Vein : 고장액, 자극성 약물, 수혈    · Accessory Cephalic Vein : 판막

     · Median Cubital Vein : 채혈, 큰 catheter 사용

     · Median Antebrachial Vein : 신경(동통), 침윤  · Distal Vein : 최후선택, 고정



    b. catheter 크기별 속도 및 용도

     ✓ 18G : 100㎖/분(수술, 응급상황, 점성이 높은 수액주입과 전혈/적혈구 수혈)

     ✓ 20G : 60㎖/분(일반적인 주입, 간단한 수술, 빠르게 주입할 필요가 없는 혈액제제)

     ✓ 22G : 35㎖/분( 부분의 주입에 적당(항생제, 느린 속도의 수액 주입), 혈장수혈)

     ✓ 24G : 22㎖/분(영유아, 소아, 노인환자

     ✓ 나비바늘 : 채혈시, 구불구불한 혈관에 사용가능하며, 정맥염이나 염증의 발생률이 낮다.

    c. 말초정맥 주사방법

     ❑ 손 씻기 및 물품 준비

     ❑ shaving은 하지 말고 필요하면 가위로 털을 잘라낸다.

     ❑ 주사부위 선정(곧은 정맥에 삽입, 관절부위는 피함, 팔 > 다리)

     ❑ 적절한 체위(혈관 확장법)

      ✓ 중력이용 : 심장보다 삽입 부위 낮게

      ✓ 주먹을 쥐었다 펴기

      ✓ Tapping : 손가락 끝으로 가볍게 두드린다.

      ✓ 온찜질 : 삽입 10~15분전

     ❑ 주사삽입 예정부위의 10~15㎝ 상부에 tourniquet를 묶는다. 동맥을 촉지하고 1~2분

        간 적용

     ❑ 알콜 혹은 베타딘으로 소독한다.(필요시 멸균장갑 착용)

     ❑ 주사바늘을 삽입하고자 하는 부위에서 사면을 위로해서 5~45°각도로 삽입

     ❑ 혈액 역류가 확인되면 catheter 각도를 감소시켜 정맥으로 삽입한다.

     ❑ tourniquet를 풀고 stylet을 뺀다. (바늘 끝부분의 정맥 위를 압박하여 출혈 방지)

     ❑ injection cap을 연결하거나 수액을 연결하고 N/S으로 관류하여 부종여부를 확인한다.

     ❑ 반창고로 고정한다.

     ❑ 처방 로 주입속도를 조절한다.

     ❑ 반창고 위에 날짜, 시간, 바늘의 크기를 기록한다.

     ❑ 주사부위는 매 2~4시간마다 관찰하고 8시간마다 기록하며 72시간마다 교환한다.

     ❑ 주사바늘 제거시, 제거한 바늘의 길이를 확인하고(catheter embolism 예방) 충분히

        지혈한다.



    d. 정맥주사 관리

수액백에 약물혼합

·손을 씻고 약물과 환자 확인 후

·소독솜으로 투약 투입구를 소독

·엄지와 검지 손가락으로 백을 지지하면서 투약

·주입구에 주사바늘을 삽입(23G 바늘 선택)

·주입백을 부드럽게 돌려 약물이 고루 섞이도록 한다.

·수액백 label에 기록

수액백 교체 ·24시간이상 주입하지 않는다.(10% DW이상)

주입중 약물첨가

IV drip

·Y자형(shooting)세트를 이용

·23G needle 사용 주입

·항생제의 경우 적절한 농도(chemical phlebitis예방)

·충분한 소독

·주입속도 조절

·주입이 끝나면 즉시 제거

Injection cap 및

IV push

·정맥주사 놓는 법과 동일하며 끝에 Injection cap연결

·간헐적으로 생리식염수 2~3㏄로 patency를 확인

·약물주입

·생리식염수 2~3㏄로 flushing :Saline Lock

TPN

·성분, 주입속도, Total calories

·I/O, BST, 체중 check

·LFT, CBC, Ca/P, Glucose, Electrolyte, Albumin

·Infusion pump사용



    e. 합병증 예방 및 중재

합병증 예방 책 발생시 중재

국소감염
·무균술 준수

·수액 및 세트의 정기적인 교환  

·주사부위 교환

·냉찜질

조직침윤(혈관의 유출):

고장성 용액, 칼슘제제

혈관 수축제, 항암제 

투여시 흔히 발생

·가능한 한 큰 혈관 선택

·주사바늘을 안전하게 고정

·올바른 부위선정

 (관절부위는 피한다)

·필요시 부목 사용

·혈액 역류 여부 자주 확인

·수액주입 중단

·주사부위 교체

·침윤부위 상승

·냉온습포(온찜질:등장액

 냉찜질:고장액)

·규정에 따른 응급처치

 (발포성 항암제시 유의)

정맥염

(화학적, 기계적 

정맥염)

·투여속도 및 농도 적절히

·적절한 바늘 선택

·자극성 용액(KCI, 고장성

 포도당 등) 투여시 자주 관찰

·주사부위 교환

 (반 편 사지에 시행)

·색전 예방 위해 마사지 하지 않는다.

·온습찜질

주입 후 정맥염

(catheter제거 후 

48시간 이내에 발생)

·발견시 냉 또는 온찜질을 한차례 시행

·지속적인 관찰

혈종형성

·약한 피부에 tourniquet 적용

 시 낮은 압력으로 시행

·여러번 삽입을 시도하지 않는다.

·catheter제거 및 부위 압박

·혈종 커지는 것 막기 

 위해 얼음을 준다.

·혈종부위 SMC 확인

막힌 말초 catheter

·수액용기가 100㏄정도 남았을

 때 교환

·flush 용액을 적절하게

·catheter나 수액의 꼬임방지

·막힌 catheter를 flush 말것  

 (embolus가 혈류에 유입 될 수 

 있으므로)

·catheter 제거

speed shock ·주입속도 조절

·주입중단

·응급시 사용을 위해 IV는 유지

·필요시 응급조치 시행

·처방된 처치 실행

패혈증

·수액 및 기구의 오염 여부를

 최 한 확인

·무균술 엄수

·주입 시스템의 잦은 조작을   

 최 한 줄이도록 한다.

·V/S 관찰, 의사에게 보고

·catheter가 원인인 경우 제거하고 

 균배양 검사

·중심정맥관 삽입제한, fungal감염이 

 있는 경우에는 catheter 제거하지

 않는다.

·처방된 항생제 투여

과민반응

(국소/전신)

·과민반응에 한 기왕력 확인

·과민반응유발 약제의 투여시

 skin test 실시

·국소증상 조절

·응급처치



  (8) 주의를 요하는 약물

   ① CPR 약물

약명 규격 주의점

Epinephrine

1A:

1㎎/1㎖

(1:1000)

·α&β adrenergic cardiac stimulant

·D5W나 N/S으로 10㎖가 되게 희석하여 사용

  (1㎎/10㎖=0.1㎎/㎖)

·Endotracheal tube로 투여 가능

Atropine Sulfate

(Atropine)

1A:

0.5㎎/1㎖

·Anticholinergic agent

·부작용(동공확 , 심실세동, 빈맥)

·응급실 E-tube로 투약가능

Calcium

Gluconate

1A:

2g/20㎖

·Cardiac stimulant로 심근수축력 강화

·많은 양을 투여하면 안되고 서서히 주입해야 함

  (심실 흥분을 증가시키고 sinus impulse의 흥분을 감소

   시켜 bradycardia나 asystole을 유도하므로)

·Extravasation시 necrosis, abscess 발생 가능

·Bivon과 같이 투여하지 않음(침전물 형성)

Magnesium

Sulfate

1A:

2g/20㎖

10g/20㎖

·적응증

·Torsade de point

·Hypomagnesemia

·Digitalis toxicity로 인한 VT

·심정지(hypomagnesemia 또는 Torsade de point로 인한)

  : 1~2g을 D5W10㎖에 희석하여 5~20분에 걸쳐 투여

·맥박이 있는 Torsade de point 또는 hypomagnesemia

  를 갖는 AMI

  : D5W 50~100㎖에 1~2g mix 5~60분간 IV loading 

   후 0.5~1g/hr 주입

Sodium

bicarbonate

(Bivon)

1A:

8.4%

20mEq/20㎖

·Alkalizer로 cardiac arrest시 acidosis 교정

·Calcium gluconate와 함게 투여하지 않음(침전물 형성)

  사용 후 충분히 flushing한 후 다른약 투여

·Extravasation시 chemical cellulitis, necrosis, 

  ulceration을 일으킴

Lidocaine

1%:

200㎎/20㎖/V

2%:

400㎎/20㎖/V

4%:

800㎎/20㎖/V

·심실 부정맥시 사용

·Early toxicity : CNS detression

·Severe toxicity : hypotension, seizure, convulsion, coma

·Continuous infusion시 infusion pump 사용

·Initial dose는 1.0~1.5㎎/㎏ IV, 5~10분 후에 repeat

 가능, 이때 0.5~0.75㎎/㎏ 추가



약명 규격 주의점

Adenosine

(Adenocor)

1A:

6㎎/2㎖

·PSVT에 사용

·1~3초 내에 rapid injection한 후 N/S bolus injection함

·필요시 1~2분 내에 12㎎을 repeat injection함

Dopamine

심수축력

증강제

200㎎/5㎖

400㎎/5㎖

premix제제

400㎎/200㎖

800㎎/500㎖

·cardiogenic shock, CHF, Low C.O, hypotension에 사용

·infusion pump사용

·계속 주입하고 있는 route에 IV side shoothing 금지

·U/O, EKG, BP를 주의 깊게 monitoring

·large vein사용 

  : extravasation시 necrosis를 일으킬 수 있다.

Dobutamine

(Doburan)

1A:

250㎎/5㎖

premix제제

500㎎/250㎖

·용량계산방법 참조

·Infusion pump 사용

·IV side shooting 금지

·심박동수와 ectopic activity의 사정을 위해 EKG monitoring 

  해야 함

·부작용 : 심박동수, 혈압, 심실전위 활동의 증가, 심계항진, 

  혈압의 과다변화

Isoproterenol

(Isuprel)

1A:

0.2㎎/㎖

·Heart block이나 shock 상태에서 심장흥분제로 사용

·부작용: 부정맥, 저혈압, 심근의 산소요구량 증가

·infusion pump 이용

Verapamil

(Isoptin)

1A:

5㎎/2㎖

·심근 세포내의 Ca++이온의 유압을 억제하여 심박수 및 방실 

  전도를 느리게 함

·심한 울혈성 심부전, 2도 이상의 방실블록, 동방블록 급성

  심근경색 환자에는 금기

·β-adrenergic antagonist, AV node를 억제하는 약제와 

  병용하면 심각한 부작용 초래

Diltiazem

(Herben)

1V: 50㎎

1T: 30㎎, 

90㎎

1C: 180㎎

·calcium channel blocker

·혈관 확장작용은 Nifedipine보다 적고, 심박수에 한 효과는 

  Verapamil보다 적다.

Nitroglycerin

1V:

50㎎/㎖

1T: 0.6㎎

·Angina pectoris, CHF, BP conerol에 사용

·Only glass bottle mix

·보관시 차광용(갈색병)

·NTG는 Polyvinylchloride tubing과 결합하므로 투약시 glass

  bottle사용

·6개월이 지나면 교환하는 것이 안전, 설하에 투여시 쏴한 

  느낌이 있어야 약효가 있는 것으로 쏴한 느낌이 없을 경우 

  다른 약으로 교체해야 함

·피부 및 구강 점막을 통한 흡수가 장점막을 통한 흡수보다 잘 

  일어나므로 응급시 1T 설하로 투여한다. (5분 간격 3회 가능)

Norepine-

phrine

1A:

10㎎/㎖

·동정맥에 모두 작용하는 말초혈관 수축제

·급성 저혈압, 심정지시 사용

·Extravasation시 severe tissue necrosis발생



   ② 투약오류 주의 약물

약명 규격 주의점

Heparin

1V:

25,000 U/5㎖

20,000 U/20㎖

·Prothrombin → thrombin, fibrinogen → fibrin으로의  

  전환 방해

·Continuous infusion시 pump사용

·투약 전 aPTT 검사

·IM 투여금지(S.C.시 주로 복부 사용)

·Central line 관리시(주로 1:100 U 사용)

·Antidote : Protamine sulfate

·신경과에서는 주로 처방이 20,000 IU+N/S 1ℓ mix IV

  (Nomogram적용안됨-의사처방에 따라 용량 조절) 30㎖/hr

  로 보통 시작함

·용량계산주의 약물/투여시 단위 확인

Insulin

약품명 onset peak(hrs) duration(hrs)

Lispro/Aspart

RI

NPH

Glargine/Detemir

5~15분

30분

1~2시간

1~2시간

30~90분

2~3시간

4~12시간

없음

3~4시간

6~8시간

18~24시간

22시간

1V:

1000 IU/10㏄

(100 IU/㏄)

각종 pen type

·Aspart(초속효성)+NPH=3:7, Lispro+NPH=25:75 등의 

  혼합 제제가 있음

·정맥주입이 가능한 인슐린은 RI뿐이다.

·정맥주입시에는 insulin pump를 사용함

Potassium

chloride

(K-40)

(K-contin)

1A: 

40mEq/20㎖

(3g)

1T: 600㎎

·수액 혼합시 80mEq/1ℓ 이상으로 처방이 났을 경우 주치의

  에게 확인

·Replace Tx시 고농도로 급속히 투여할 경우 심정지 유발이

  가능하므로 농도와 주입속도 주의(Infusion pump 사용)

·Vesicant(IM 투여 금지)

Morphine

마약성

진통진경제

Morphine 

sulfate

1A:

1㎎/1㎖

5㎎/㎖

1T:

10㎎(SR)

15㎎

30㎎(SR)

Morphine HCL

1A: 10㎎/1㎖

·급만성 통증 완화, 좌심부전과 관련된 급성 폐부종에 사용

·투여 후 호흡양상 주의 깊게 관찰

·호흡수 10회 이하일 경우에는 의사와 상의 후 투여 여부 결정

·서방정은 갈아서 투여하면 안됨

·장관의 연동운동을 억제하고 항문 괄약근의 긴장을 증가시켜 

  변비를 초래하므로 예방적으로 완하제 사용

·Narcotic overdose

·경구용 투여로 호흡이 억제되는 경우는 드물고, 정맥으로 급속

  하게 투여하는 경우에 올 수 있음

·통증자체가 호흡억제를 길항하고 있기 때문에 통증이 있는 

  경우에는 발생이 드물고, 통증이 소실되면서 호흡억제가 오면 

  의심할 수 있음

·의심시 투여를 중지하고 기도를 확보하고 저산소 혈증이 의심

  되면 산소를 흡입시킴



약명 규격 주의점

Morphine

마약성

진통진경제

Morphine 

sulfate

1A:

1㎎/1㎖

5㎎/㎖

1T:

10㎎(SR)

15㎎

30㎎(SR)

Morphine HCL

1A: 10㎎/1㎖

·Antidote : Naloxone

  성인

 ·초기량 Naloxone 0.4㎎+N/S 9㎖→10㎖ 주사기에 재어 

   slowly IV push over 2min

 ·1~2분 내에 환자의 반응을 관찰한다. 반응이 없으면 총 

   0.8㎎까지 계속 투여

 ·환자가 눈을 뜨거나, 신체적 자극에 반응하거나, 호흡수가 

   분당 12회를 넘으면 Naloxone 주입을 즉시 중단함

  소아

 ·초기량은 0.01㎎/㎏ IV, 반응이 있을 때까지 3~4분 간격

   으로 IV, IM, SC

Pethidine

(Demerol)

1A:

50㎎/1㎖

·진통 효과 빠름, 지속시간 짧음(2~4hr)

·정맥 주사시 fainting유발 가능하므로 사용시 주의

·정맥주사시 방법

  Slowly하게 direct IV injection하거나, 수액에 mix하여 IV 

  dropping함

·투여 후 호흡 양상 주의 깊게 관찰

·암성통증같은 만성통증에는 사용하지 않음

Fentany1

Patch

(Durogesic)

마약성

진통제

1 Patch:

12㎍/hr

25㎍/hr

50㎍/hr

100㎍/hr

·피부 부착 12~24시간 후에 혈중농도 유지됨

·제거할 경우에는 17시간 후에 혈중농도가 완전히 떨어짐

·부착부위는 통증부위와 무관하며 가슴 등 평편부, 지방층이 

  적은 곳에 부착함

·72시간 마다 교체

·부착 후 날짜가 기록(특히 두 개이상 부착시)

·땀, 움직임 등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 및 자주 관찰

·떨어지면 피부에 밀착되도록 재부착

Lorazepam

(Ativan)

Benzodiazepine

계 약물

1A: 2㎎/0.5㎖

1T: 0.5㎎ 1㎎

·수술 전 투약 및 안정위해 사용

·IV 투여시 천천히 투여

·IV injection후 최소 3시간 침상 안정 → 침상난간확인, 

  낙상주의 교육

·주사약은 냉장보관

Diazepam
1A: 10㎎/2㎖

1T: 2㎎ 5㎎

·보통에서 중증도의 psychoneurotic reaction 있음

·IV injection 후 최소 3시간 침상안정 → 침상난간 확인, 

  낙상주의 교육

·Lorazepam과 모양 혼동주의

Midazolam

(Dormicum)

Benzodiazepine

계 CNS

억제제

1A: 5㎎/5㎖

    15㎎/3㎖

1T: 7.5㎎

·단기간의 진단적 검사 전 의식이 있는 환자의 안정 위해 사용

·IV injection후 최소 3시간 침상안정→침상난간 확인 낙상

  주의 교육

·호흡, 심기능 주의관찰(특히 COPD)→무호흡, 심정지 유발가능

·Antidote : Flumazenil(Benzodiazepine antidote)



약명 규격 주의점

Aminophylline
Bronchodilator

1A:
250㎎/10㎖

·TDM 상약물
·치료적 혈청농도 위한 용량 개인차 큼
 → 혈청농도 측정에 의한 적정용량 확인 후 투여
    infusion pump 사용
·부작용 : 오심, 구토, 설사, 식욕부진, 불안

Furosemide

(Lasix)

1A: 20㎎/2㎖

1T: 40㎎

·Loop diuretics

·혈중 K+치에 유의

Labetalol

(Trandate)

(Labesin)

1A: 20㎎/4㎖

   100㎎/20㎖

1T: 100㎎

·β-adrenergic blocker

·투여전, 후 BP 모니터

Digoxin

1A: 0.25㎎/㎖
1T: 0.25㎎
Syrup:
0.05㎎/㎖

·울혈성 심부전, 부정맥에 사용
·심근수축력증가 → 심박출량 증가
·심박동수 측정 후 투약(60회/분 이하시 투약 전 보고)
·신기능 사정 → 신부전은 digitalis toxicity 유발요인
·혈중 K+level사정(특히 furosemide 사용시)
  → Hypokalemia는 digitalis toxicity diffect 증가
·TDM 상약물

Amphotericin
-B

(Ambisome)
(Fungizone)

1V: 50㎎

·전해질 불균형
  → post lab(S-e, Mg) F/U후 K+, Mg+replace
·차광, 냉장 보관
·test dose 사용 후 서서히 용량 증가하면서 사용
·Ambisome은 liposomal amphotericin B로 사용시에는 
  0.45㎛의 inline filter 사용

Cyclosporine

1C: 25㎎ 100㎎
1A: 250㎎
Syrup:
 100㎎/㎖

·면역억제제
·Organ rejection 예방
·신독성, 간독성 유발가능
·BUN/Cr, bilirubin, liver enzyme 모니터
·혈중농도 모니터
·Infection sign 관찰: Fever, sore throat, chill

Mannitol

1 BTL:
15% 250㎖
15% 500㎖
20% 100㎖

·뇌압강하 이뇨제

·ICP 감소증을 15분내 관찰 가능

·fluid & electrolyte balanec, I/O, BWt. 관찰

Diphenylhy
dantoin

1A: 100㎎/2㎖
1T: 100㎎

·IV 투여시 주사부위에 따라 skin necrosis 유발 가능 

 (충분히 희석하여 큰 혈관 사용)

·강알칼리성으로 다른 성분과 배합을 금함. pH 저하시 결정 석출

·N/S으로 희석(Dextrose와 섞이면 crystal 생성)

  → 전후로 flushing후 사용

·Loading후 투여

·TDM 상약물(10~20㎍/㎖)

Warfarin
(Coumadin)
Anticoagulant

1T: 2㎎
     5㎎

·Vit-K dependent coagulation factor의 간에서의 합성 방해
·PT level F/U 및 출혈경향 관찰
·투약시간 : 7PM
  (오전에 PT 검사후 검사결과 확인 하면서 당일 용량 결정)
·Antidote : Vit-K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