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트로펜-
자동주사기

아트로핀 주사
수신 전용

신경제 및 살충제 중독에만 사용

주의! 화학 신경 작용제 및 살충제 중독에 대한 노출에 대한 일차적인 보호는 이 용도를 위해 특별히 설
계된 마스크를 포함하여 보호복을 착용하는 것입니다.

개인은 화학 신경 인자 및 살충제 중독으로부터 완전한 보호를 제공하기 위해 아트로핀 및 프라리독심과 같은 해독제에만 
의존해서는 안 됩니다.

아트로펜 주사 후 즉시 의사의 진료를 받으십시오.-.

근육내 전용 멸균 솔루션

설명
미리 채워진 각 자동 주사기는 자가 또는 간병인 투여를 위해 특별히 설계된 독립형 장치에 해독제 아
트로핀 용량을 제공합니다. 아트로펜의 4가지 강점-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아트로펜-0.25, 아트
로펜-0.5mg, 아트로펜-1mg, 아트로펜-2mg

아트로펜 활성화 시-0.25mg은 0.21mg의 아트로핀 염기(0.25mg의 아트로핀 황산염에 해당)를 분배
합니다. 아트로펜-0.25 mg은 시트르산 완충액, 염화나트륨 및 주사용수를 포함하는 0.3 mL의 멸균 
발열원 없는 용액을 전달합니다. pH 범위는 4.0 ‒ 5.0입니다.

아트로펜 활성화 시-0.5mg은 0.42mg의 아트로핀 염기(0.5mg의 아트로핀 설페이트에 해당)를 분주
합니다.-1mg은 0.84mg의 아트로핀 염기(1mg의 아트로핀 설페이트에 해당)를 분배하고 AtroPen
은-2mg은 1.67mg의 아트로핀 염기(2mg의 아트로핀 황산염에 해당)를 분배합니다. 각 0.5 mg, 1 
mg 및 2 mg 아트로펜-글리세린, 페놀, 시트르산 완충액 및 주사용수가 포함된 0.7mL의 멸균 발열원 
없는 용액에서 아트로핀을 전달합니다. pH 범위는 4.0‒5.0입니다.

아트로펜 이후-자동 주입기가 활성화되었으므로 빈 용기는 적절하게 폐기해야 합니다(참조용법 및 투
여). 다시 채울 수도 없고 튀어나온 바늘을 집어넣을 수도 없습니다.

항콜린제(무스카린성 길항제)인 아트로핀은 백색 결정, 일반적으로 바늘 모양 또는 백색 결정성 분말
로 발생합니다. 분자량이 289.38인 물에 잘 녹습니다.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벨라도나 알칼로이드인 
아트로핀은 d- 및 l-히오시아민이 같은 비율로 혼합된 라세미 혼합물로, 그 활성은 거의 전적으로 약물
의 레보 이성질체에 기인합니다.

TITLE - ATROPINE SULFATE / ATROPEN MEDICATION PATIENT INFORMATION IN KOREAN

Source : USFDA

www.911globalmeds.com/buy-atropine-sulfate-atropen-online
https://www.accessdata.fda.gov/drugsatfda_docs/label/2004/17106s032lbl.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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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적으로 아트로핀은 1 H,5 H-Tropan-3 -ol(±) -tropate로 지정됩니다. 실험식은 C17시간23아니
삼구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임상약리학

행동의 메커니즘:
아트로핀은 일반적으로 항콜린제 또는 항부교감신경(부교감신경) 약물로 분류됩니다. 그러나 더 정확
하게는 아세틸콜린 및 기타 콜린 에스테르의 무스카린 유사 작용을 길항하기 때문에 항무스카린제라
고 합니다.

아트로핀은 신경절후 콜린성 신경이 지배하는 구조와 내인성 아세틸콜린에 반응하지만 신경지배를 받
지 않는 평활근에 대한 아세틸콜린의 무스카린 작용을 억제합니다. 다른 항무스카린제와 마찬가지로 
아트로핀의 주요 작용은 경쟁적이거나 극복 가능한 길항작용이며, 이는 효과기의 수용체 부위에서 아
세틸콜린의 농도를 증가시킴으로써(예: 아세틸콜린의 효소적 파괴를 억제하는 항콜린에스테라제를 
사용함으로써 극복할 수 있음) ). 아트로핀에 의해 길항되는 수용체는 무스카린(즉, 외분비선, 평활근 
및 심장 근육)에 의해 자극되거나 억제되는 말초 구조입니다. 신경절후 콜린성 신경 자극에 대한 반응
은 아트로핀에 의해 억제될 수도 있습니다.

약력학:

아트로핀은 입과 호흡기도의 분비물을 감소시키고 호흡기도의 수축과 경련을 완화하며 중추신경계에 
대한 독성 물질의 작용으로 인한 호흡 마비를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아트로핀 유발 부교감신경 억제는 
일시적인 자극 단계가 선행될 수 있으며, 특히 미주신경 조절의 마비로 인해 특징적인 빈맥이 발생하기 
전에 소량으로 먼저 속도를 늦추는 심장에서 그러합니다. 경미한 미주신경 흥분이 발생하지만, 아트로
핀에 의해 생성되는 증가된 호흡수 및 때때로 증가된 호흡 깊이는 아마도 세기관지 확장의 결과일 가능
성이 더 큽니다. 따라서 아트로핀은 신뢰할 수 없는 호흡 자극제이며 다량 또는 반복 투여하면 호흡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적절한 용량의 아트로핀은 다양한 유형의 반사성 미주신경성 심장 둔화 또는 수축기를 없앱니다. 이 약
물은 또한 콜린 에스테르, 항콜린에스테라제 또는 기타 부교감신경 흥분제의 주사에 의해 생성되는 서
맥 또는 수축기 및 미주신경 자극에 의해 생성되는 심장 정지를 예방하거나 폐지합니다. 아트로핀은 또
한 미주신경 활동이 병인인인 경우 부분 심장 차단의 정도를 줄일 수 있습니다. 완전한 심장 차단이 있
는 일부 개인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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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발성 심실 박동수는 아트로핀에 의해 가속화될 수 있습니다. 다른 곳에서는 속도가 안정화됩니다. 
경우에 따라 다량의 용량은 방실(AV) 차단 및 결절 리듬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임상 용량의 아트로핀은 콜린 에스테르에 의해 생성되는 말초 팽창 및 혈압의 급격한 감소를 상쇄합니
다. 그러나 아트로핀을 단독으로 투여하면 혈관이나 혈압에 현저하거나 균일한 효과를 나타내지 않습
니다. 전신 용량은 수축기 혈압을 약간 높이고 이완기 혈압을 낮추며 심각한 자세 저혈압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용량은 또한 심박출량을 약간 증가시키고 중심 정맥압을 감소시킵니다. 때때로 치료 
용량은 피부 혈관, 특히 "홍조" 부위(아트로핀 홍조)를 확장하고 특히 영유아에서 땀샘 활동의 억제로 
인해 아트로핀 "열"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약동학:

아트로핀은 근육 주사 후 빠르고 잘 흡수됩니다. 아트로핀은 혈액에서 빠르게 사라지고 다양한 신체 조
직과 체액에 분포합니다. 약물의 대부분은 특히 간에서 효소 가수분해에 의해 파괴됩니다. 13~50%는 
변화 없이 소변으로 배설됩니다. 우유를 포함한 다양한 분비물에서 흔적이 발견됩니다. 아트로핀은 태
반 장벽을 쉽게 통과하여 태아 순환계로 들어갑니다.

대략적인 C최대2 mg AtroPen으로 성인에게 1.67 mg 아트로핀을 근육 주사한 후 아트로핀-전달 시스
템은 9.6 ± 1.5(평균 ± SEM) ng/ml였습니다. 평균 T최대3분이었다. 더 티½2세 미만의 소아 대상에
서 정맥 내 아트로핀의 시간은 6.9 ± 3.3(평균 ± SD) 시간입니다. 2세 이상의 어린이의 경우 T½2.5 
± 1.2(평균 ± SD) 시간입니다. 성인 16-58세 T½3.0 ± 0.9(평균 ± SD) 시간입니다. 65-75세 노인 
환자의 경우 10.0 ± 7.3(평균 ± SD) 시간입니다. 아트로핀의 단백질 결합은 혈장에서 14~22%입니
다. 아트로핀의 약동학에는 성별 차이가 있습니다.

수컷.
수컷.

AUC(0-inf)및 C최대여성이 15% 더 높았다.
아트로핀의 반감기는 여성의 경우보다 약간 짧습니다(약 20분).

표시 및 사용법

아트로펜-Auto-Injector는 콜린에스테라제 활성을 갖는 감수성 유기인 신경 작용제와 유기인 또는 카
바메이트 살충제에 의한 중독 치료에 사용됩니다.AtroPen 자동 주사기는 신경 작용제 또는 살충제 
중독의 인식 및 치료에 대한 적절한 교육을 받은 사람이 사용해야 합니다.프랄리독심 클로라이드는 아
트로핀 요법의 중요한 보조제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아트로펜-살충제 또는 신경제 중독(일반적으로 분비물 증가로 인한 호흡 곤란)의 무스카린성 증상의 
초기 치료제로 사용됩니다. 결정적인 의료 서비스를 즉시 찾아야 합니다.아트로펜-자동주사기는 유기
인 또는 카바메이트 중독의 증상(보통 눈물, 과도한 구강 분비물, 쌕쌕거림, 근육 경련 등)이 나타나는 
즉시 투여해야 합니다.-atropinization이 달성될 때까지 필요할 수 있습니다(홍조, 산동, 빈맥, 입과 
코의 건조). (보다용법 및 투여) 심한 중독에서 의식이 없는 사람에서 발작이 의심되는 경우 항경련제
를 동시에 투여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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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의 영향으로 고전적인 강장제-간대 발작이 분명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유기인계 신경작용제
와 살충제로 인한 중독의 경우 염화프라리독심과 같은 콜린에스테라제 재활성화제를 동시에 투여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금기 사항

유기인계 신경제와 살충제에 의한 생명을 위협하는 중독에 직면하여 아트로핀 사용에 대한 절대적인 
금기는 없습니다(참조:경고).

경고

주의! 화학 신경 작용제 및 살충제 중독에 대한 노출에 대한 일차적인 보호는 이 용도를 위해 특별히 설
계된 마스크를 포함하여 보호복을 착용하는 것입니다.

개인은 화학 신경 인자 및 살충제 중독으로부터 완전한 보호를 제공하기 위해 아트로핀 및 프라리독심과 같은 해독제에만 
의존해서는 안 됩니다.

이전에 아트로핀에 대한 아나필락시성 반응이 있었고 유기인 또는 신경제 중독의 경미한 증상이 있는 
환자는 적절한 의학적 감독 없이 치료해서는 안 됩니다.

아트로펜 동안-유기인계 신경제 및 살충제에 생명을 위협하는 노출이 있는 모든 개인에게 투여할 수 있
지만 신경제 중독의 증상이 덜 심각할 때 다음 장애가 있는 개인에게는 극도로 주의하여 투여해야 합니
다. 심방 조동, 심한 협각 녹내장, 유문 협착, 전립선 비대, 심각한 신부전 또는 최근 심근 경색과 같은 
심장 리듬 장애.

1회 이상의 아트로핀(AtroPen-Auto-Injector)는 특히 노출이 많거나 증상이 심한 경우 초기에 필요
할 수 있습니다. 시간그러나 훈련된 의료진의 감독 하에 있지 않는 한 3회 이상 투여해서는 안됩니다.
아트로핀화를 유지하기 위해 고용량 노출 후 여러 시간 동안 고용량의 아트로핀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보다용법 및 투여.)

어린이와 노인은 아트로핀의 약리학적 효과에 더 민감할 수 있습니다.

호흡 곤란이 심한 경우에는 아트로핀을 사용하는 것 외에 인공 호흡이 필요합니다. 아트로핀은 호흡 근
육의 쇠약이나 마비를 회복시키는 데 신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지침

일반적인:유기인 중독자의 절박한 상태는 일반적으로 정상적인 피험자에서 관찰된 것과 같은 아트로
핀 치료의 경미한 징후와 증상을 가릴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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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트로핀은 심장 질환이 있는 사람에게 주의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기존의 전신 용량은 감수성이 있는 
사람에서 급성 녹내장을 촉발할 수 있고, 부분 유문 협착을 완전한 유문 폐쇄로 전환하거나, 전립선 비
대증이 있는 사람에서 요폐를 촉진하거나, 만성 폐 질환이 있는 개인에서 기관지 분비물을 자극하고 위
험한 점성 플러그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실험실 테스트:유기인계 신경작용제 및 살충제 중독의 치료는 실험실 테스트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시
행되어야 합니다. 적혈구 및 혈장 콜린에스테라제, 소변 파라니트로페놀 측정(파라티온 노출의 경우)
은 진단을 확인하고 질병 경과를 따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적혈구 콜린에스테라아제 농도가 
정상의 50% 미만으로 감소하는 것은 유기인 에스테르 중독에서만 볼 수 있습니다.

환자를 위한 정보:사용자가 아트로펜의 적응증과 사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
다.-, 중독 증상의 검토 및 아트로펜 작동 포함-(보다용법 및 투여).

약물 상호 작용:아트로핀과 프라리독심을 함께 사용하는 경우, 프라리독심은 아트로핀의 효과를 강화
할 수 있으므로 아트로핀을 단독으로 사용할 때보다 아트로핀화 징후(홍조, 산동, 빈맥, 구강 및 코 건
조)가 예상보다 일찍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항콜린에스테라제 중독 치료 시 다음 주의사항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비록 그것들이 아트로핀과 프
라리독심의 사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바르비투르산염은 항콜린에스테라아제에 
의해 강화되기 때문에 경련 치료에 신중하게 사용해야 합니다.

발암, 돌연변이, 생식 능력 손상:발암, 돌연변이 또는 생식 능력 손상에 대한 아트로핀의 가능성에 관
한 보고서는 문헌에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아트로핀은 단기 비상용으로만 사용되기 때문에 이러한 측
면에 대한 조사는 수행되지 않았습니다.

임신: 기형 유발 효과 ‒ 임신 범주 C:아트로핀에 대한 적절한 동물 생식 연구는 수행되지 않았습니다. 
아트로핀이 임산부에게 투여될 때 태아에 해를 줄 수 있는지 또는 이러한 약제가 생식 능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여부는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아트로핀은 분명히 필요한 경우에만 임산부에게 투여해
야 합니다.

수유부:아트로핀은 모유에서 미량으로 발견됩니다. 수유부에게 아트로핀을 투여할 때는 주의해야 한
다.

소아용:출판된 문헌에 대한 검토는 모든 소아 연령 그룹에서 유기인계 살충제 중독 상황에서 아트로핀
의 안전성과 효과를 뒷받침합니다. 시작 용량은 완전한 아트로핀화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만큼 5~20
분마다 0.05mg/kg IM입니다. (보다 이상 반응그리고용법 및 투여섹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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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용:일반적으로 고령자에 대한 용량 선택은 신중해야 하며, 일반적으로 낮은 용량 범위에서 시작하
여 간, 신장 또는 심장 기능 감소의 빈도가 더 높고 질병이나 기타 약물 요법이 수반되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입니다.

이상 반응

주사 부위에 경증에서 중등도의 통증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아트로핀의 가장 흔한 주요 부작용은 항무스카린 작용 때문입니다. 여기에는 구강 건조, 시야 흐림, 눈
부심, 혼란, 두통, 현기증, 빈맥, 심계항진, 홍조, 요실금 또는 정체, 변비, 복부 팽만, 메스꺼움, 구토, 성
욕 상실 및 발기 부전이 포함됩니다. 무한증은 특히 더운 환경에서 열 불내성 및 온도 조절 장애를 일으
킬 수 있습니다. 더 크거나 독성이 있는 용량은 안절부절, 떨림, 피로, 운동 장애, 섬망과 같은 중추 효과
를 일으키고 환각, 우울증, 궁극적으로 수질 마비 및 사망에 이를 수 있습니다. 많은 양은 또한 순환기 
허탈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마비 및 혼수 상태에 따라 혈압이 저하되고 호흡 부전으로 인
한 사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과민 반응은 아트로핀과 함께 때때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반응
은 일반적으로 피부 발진으로 나타나며 때때로 각질 제거로 진행됩니다. 소아과에서 나타나는 이상 반
응은 성인 환자에서 발생하는 것과 유사하지만 중추 신경계 불만은 종종 더 일찍 그리고 더 낮은 용량
에서 나타납니다.

아트로핀과 프라리독심을 함께 사용하면 아트로핀을 단독으로 사용할 때보다 아트로핀화의 징후가 예
상보다 빨리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특히 아트로핀의 총 용량이 많고 프라리독심의 투여가 지연된 
경우에 해당됩니다. 의식 회복 직후의 흥분 및 조증 행동이 여러 사례에서 보고되었습니다. 그러나 프
라리독심으로 치료하지 않은 유기인산염 중독의 경우에도 유사한 행동이 발생했습니다.

Amitai et el(JAMA 1990)은 AtroPen의 안전성을 평가했습니다.-아트로펜을 투여받은 240명의 어
린이에 대한 일련의 사례에서 0.5 mg, 1 mg 및 2 mg-1990년 걸프 전쟁 기간 동안 부적절하게(즉, 신
경 작용제에 노출되지 않음). 전반적으로, atropinization의 중증도는 용량과 비선형 상관관계를 따
랐습니다. 0.045 mg/kg까지의 추정 용량은 아트로핀화의 징후를 나타내지 않았습니다. 0.045 mg/
kg ~ 0.175 mg/kg 및 0.175 mg/kg 초과의 추정 용량은 각각 경증 및 중증 효과와 관련이 있었습니
다. 불완전 주입이 의심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실제 투여량은 추정치보다 상당히 낮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고된 이상 반응은 일반적으로 경미하고 자체 제한적이었습니다. 입원이 필요한 
어린이는 거의 없었습니다. 보고된 이상반응은 동공 확장(43%), 빈맥(39%), 막 건조(35%), 피부 홍
조(20%), 온도 37.8°C 또는 100°F(4%) 및 신경학적 이상(5%)이었습니다. . 또한 국소 통증과 부기가
있었습니다. ECG가 있는 91명의 어린이에서 동성 빈맥 외에는 이상이 관찰되지 않았습니다. 22명의 
어린이는 160-190bpm의 심각한 빈맥을 보였습니다.

혼란, 혼수 및 운동 실조.
신경학적 이상은 과민성, 동요,

성인과 어린이 모두에서 아트로핀에 대한 출판된 문헌에서 다음과 같은 이상반응이 보고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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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혈관:동성 빈맥, 심실상 빈맥, 접합성 빈맥, 심실 빈맥, 서맥, 두근거림, 심실 부정맥, 심실 조동, 심실 
세동, 심방 부정맥, 심실외대성 수축, 심실외 수축, 심방 이소성 , 심실상 수축기, 수축기, 심장 실신, 동
결절 회복 시간 연장, 심장 확장, 좌심실 부전, 심근경색증, 간헐적 결절 리듬(P파 없음), P파 연장, PR 
분절 단축, R on T 현상, RT 단축 지속시간, QRS 복합체의 확장 및 평탄화, QT 간격 연장, T파 평탄화, 
재분극 이상, ST-T파 변형, 역행 전도, 일시적인 AV 해리,증가된 혈압, 감소된 혈압, 불안정한 혈압, 약
하거나 촉지할 수 없는 말초 맥박.

눈:산동, 시야 흐림, 빛에 약한 동공, 빛 공포증, 대비 감도 감소, 시력 감소, 조절력 감소, 다리 마비, 사
시, 사위, 시야각, 예각 폐쇄 녹내장, 결막염, 건성 각결막염, 실명, 눈물, 안구 건조/건조 결막, 자극받
은 눈, 눈꺼풀의 딱지, 안검염.

위장:메스꺼움, 복통, 마비성 장폐색증, 장음 감소, 복부 팽창, 구토, 위배출 지연, 음식물 흡수 감소, 연
하곤란.

일반적인:과열, 혼수, 졸음, 흉통, 과도한 갈증, 허약, 실신, 불면증, 혀씹기, 탈수, 열감, 주사부위 반응.

면역학적:아나필락시 반응.

특별 조사:백혈구 증가, 저나트륨혈증, BUN 증가, 헤모글로빈 증가, 적혈구 증가, 헤모글로빈 감소, 저
혈당, 고혈당, 저칼륨혈증, EEG의 광 자극 증가, EEG의 졸음 징후, EEG의 알파파 진행, 개방 시 차단
된 알파파(EEG) 눈.

대사:먹이기 실패.

중추 신경계:운동실조, 환각(시각 또는 청각), 발작(일반적으로 강직성 간대성), 비정상적인 운동, 혼
수, 착란, 혼미, 현기증, 기억상실, 두통, 건반사 감소, 반사과다, 근육 경련, 오피스트노증, 바빈스키 반
사/채독 반사, 긴장 과민증, dysmetria, 근육 간대, 중독 감각, 집중력 장애, 현기증, 구음 장애.

정신과:동요, 안절부절, 섬망, 편집증, 불안, 정신 장애, 조증, 위축된 행동, 행동 변화.

비뇨생식기:배뇨 곤란, 요긴장성 방광 팽창, 요 정체, 야뇨증.

폐:빈호흡, 느린 호흡, 얕은 호흡, 호흡 곤란, 힘든 호흡, 흡기 협착, 후두염, 후두 경련, 폐부종, 호흡 부
전, 늑골하 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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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과:점막 건조, 온열 건조 피부, 홍조, 구강 병변, 피부염, 점상출혈 발진, 황반 발진 구진 발진, 반구
진 발진, 성홍색 발진, 홍반성 발진, 발한/습윤 피부, 찬 피부, 청색 피부, 타액 분비.

약물 남용 및 의존

아트로핀은 알려진 의존 가능성이 없습니다.

과다 복용

증상:

아트로핀의 심각한 과량투여는 부교감신경이 지배되는 기관의 광범위한 마비가 특징입니다. 건조한 
점막, 광범위하게 확장되고 반응하지 않는 동공, 빈맥, 발열 및 피부 홍조가 특히 두드러지며 정신 및 
신경 증상도 마찬가지입니다. 방향 감각 상실, 조증, 환각, 보행 장애 및 증상이 48시간 이상 지속될 수 
있습니다. 심각한 중독의 경우 호흡 억제, 혼수 상태, 순환기 허탈 및 사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트로핀의 치사량은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유기인 중독의 치료에서 약 2300-3300mg 이상의 누적 
용량이 수일에서 4-5주에 걸쳐 투여되었습니다. 1951년 이전에 발표된 의학 문헌에는 10개월에서 3
세 사이의 환자가 모두 아트로핀 점안액이나 연고와 관련된 환자에서 4명이 사망했다고 보고한 의학 
문헌이 있습니다. 총 추정 안과 투여량은 1.6, 2, 4, 18mg으로 단일 투여량(2mg) 또는 1-2일에 걸쳐 
투여되었습니다. 1950년 이후 현재 출판된 문헌을 검토한 결과 아트로핀과 관련된 소아 사망은 확인
되지 않았습니다. 급성 심근경색증과 관련된 서맥이 있는 상황에서 흔히 전형적인 임상 용량의 아트로
핀을 사용한 성인의 사망은 거의 없었습니다.

0.5mg의 낮은 용량으로 과량투여 시 바람직하지 않은 증상이나 반응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약물의 
고용량(흥분, 환각, 섬망 및 혼수상태)에 따라 중증도와 정도가 증가합니다. 신생아의 극도의 고열은 
0.065mg의 경구로도 보고되었습니다. 그러나 유기인 중독이 있는 경우 훨씬 더 높은 용량의 아트로
핀이 허용되며 최적의 치료에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치료:

표시된 대로 지지 요법을 시행해야 합니다. 호흡이 저하되면 산소를 이용한 인공호흡이 필요합니다. 
특히 어린이의 경우 열을 내리기 위해 얼음 주머니, 알코올 스펀지 또는 저체온 담요가 필요할 수 있습
니다. 요폐가 발생하면 카테터 삽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아트로핀 제거는 신장을 통해 이루어지므
로 가능한 한 생산량을 유지하고 증가시켜야 하지만 과량투여 상황에서는 투석이 도움이 되지 않는 것
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맥 주사액이 표시될 수 있습니다. 영향을 받는 사람의 광 공포증 때문에 방을 어
둡게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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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성 과량투여의 경우, 현저한 흥분과 경련을 조절하기 위해 필요에 따라 속효성 바르비투르산염 또는 
디아제팜을 투여할 수 있습니다. 중추 억제 작용이 아트로핀 중독 후기에   발생하는 우울증과 일치할 
수 있으므로 진정을 위한 고용량의 투여는 피해야 합니다. 중앙 각성제는 권장하지 않습니다. 아트로
핀 해독제로 1~4mg(소아의 경우 0.5~1.0mg)을 천천히 정맥 주사하여 투여하는 피소스티그민은 대
부분의 상황에서 다량의 아트로핀으로 인한 섬망과 혼수 상태를 빠르게 제거합니다. 피소스티그민은 
작용시간이 짧기 때문에 1~2시간 후에 환자가 다시 혼수상태에 빠질 수 있고 반복투여가 필요할 수 있
다. 네오스티그민(Neostigmine), 필로카르핀(Pilocarpine), 메타콜린(Methacholine)은 혈액뇌장
벽(Blood-Brain Barrier)을 통과하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인 이점이 거의 없습니다.

용법 및 투여

주의!
신경제 및 살충제 중독은 이 용도를 위해 특별히 설계된 마스크를 포함한 보호복을 착용하는 것입니
다.

화학 물질에 대한 노출에 대한 1차 보호

개인은 화학 신경 작용제 및 살충제 중독으로부터 완전한 보호를 제공하기 위해 아트로핀 및 프라리독
심과 같은 해독제의 가용성에만 의존해서는 안 됩니다.

오염된 환경에서 즉각적인 대피가 필수적입니다. 중독된 개인의 오염 제거는 가능한 한 빨리 이루어져
야 합니다.

아트로펜-Auto-Injector는 콜린에스테라제 활성을 갖는 감수성 유기인 신경 작용제와 유기인 또는 카
바메이트 살충제에 의한 중독 치료에 사용됩니다.아트로펜-Auto-Injector는 신경 작용제 또는 살충
제 중독의 인식 및 치료에 대한 적절한 교육을 받은 사람이 사용해야 합니다.프랄리독심 클로라이드는 
아트로핀 요법의 중요한 보조제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아트로펜-살충제 또는 신경제 중독(일반적으로 분비물 증가로 인한 호흡 곤란)의 무스카린성 증상의 
초기 치료제로 사용됩니다. 결정적인 의료 서비스를 즉시 찾아야 합니다.아트로펜-자동주사기는 유기
인 또는 카바메이트 중독의 증상(보통 눈물, 과도한 구강 분비물, 쌕쌕거림, 근육 경련 등)이 나타나는 
즉시 투여해야 합니다.-atropinization이 달성될 때까지 필요할 수 있습니다(홍조, 산동, 빈맥, 입과 
코의 건조). 심한 중독의 경우, 독의 효과로 인해 전형적인 강직-간대 발작이 분명하지 않을 수 있기 때
문에 의식이 없는 개인에서 발작이 의심되는 경우 항경련제를 동시에 투여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도 있
습니다. 유기인계 신경작용제와 살충제로 인한 중독의 경우 염화프라리독심과 같은 콜린에스테라제 
재활성화제를 동시에 투여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을 수행하는 것이 좋습니다.세 (3) 아트로펜-신경 작용제 또는 유기 인산염 살충제 중독의 위험이 
있는 각 사람에게 자동 주사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 설명된 대로 가벼운 증상에 대해 1개, 중
증 증상에 대해 2개 추가. 아트로펜 3개 이하-

환자가 훈련된 의료인의 감독 하에 있지 않는 한 주사를 사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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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자. 아트로펜의 다양한 복용량 강도-수령인의 나이와 체중에 따라 선택 가능합니다.

• 성인 및 체중 41kg(90파운드) 이상의 어린이
(일반적으로 10세 이상)

아트로펜®2mg (초록)

• 체중 18~41kg(40파운드 ~ 90파운드)의 어린이
(보통 4~10세)

아트로펜®1mg (진한 빨강)

• 체중이 15파운드에서 40파운드(7 ‒ 18kg)인 어린이
(보통 6개월~4세)

아트로펜®0.5mg(파란색)

• 체중이 7kg(15파운드) 미만인 유아
(보통 생후 6개월 미만)

아트로펜®0.25mg(노란색)

경증 증상의 치료:

하나 (1)아트로펜-2개 이상인 경우 권장경증신경작용제(신경가스)나 살충제 노출의 증상은 노출이 알
려지거나 의심되는 상황에서 나타납니다.

두 (2)추가 아트로펜®빠른 연속 주사는 첫 아트로펜 투여 후 10분 후에 권장됩니다.®피해자가 다음 중 
하나를 개발하는 경우 주사중증아래 나열된 증상. 2차, 3차 아트로펜은 가능하면 피해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관리해야 합니다.®주사.

심각한 증상의 치료:

의식이 없거나중증다음과 같은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투여세 (3)아트로펜®적절한 체중 기반 AtroPen
을 사용하여 희생자의 중간 외측 허벅지에 빠르게 연속 주사®정량.

가벼운 증상 신경 작용제 또는 살충제 노출의 위험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시야가 흐려짐, 동공 축소
- 설명할 수 없는 과도한 눈물*
- 설명할 수 없는 과도한 콧물*
- 갑자기 설명할 수 없는 과도한 침을 흘리는 등의 침 분비 증가*
- 가슴이 답답하거나 호흡 곤란
- 몸 전체의 떨림   또는 근육 경련
- 메스꺼움 및/또는 구토
- 설명할 수 없는 천명 또는 기침
- 위경련의 급성 발병
- 빈맥 또는 서맥

심각한 증상 신경 작용제 또는 살충제 노출의 위험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이상하거나 혼란스러운 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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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흡곤란이 심하거나 폐/기도의 심한 분비물
- 심한 근육 경련 및 전반적인 쇠약**
- 비자발적 배뇨 및 배변(대변)*
- 경련
- 무의식

* 이러한 증상은 때때로 건강한 영유아에서 관찰됩니다. 이 연령대에서 이러한 증상은 나열된 다른 
증상보다 덜 신뢰할 수 있습니다. 신경 작용제 또는 살충제 노출이 알려지거나 의심되는 경우 증
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 * 영아는 신경 작용제나 살충제에 노출된 직후 근육 경련보다는 근육 이완으로 졸리거나 의식
을 잃을 수 있습니다.

모든 희생자는 오염된 환경에서 즉시 대피해야 합니다. 즉시 의료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가능한 경우 
보호 마스크와 의복을 사용해야 합니다. 가능한 한 빨리 오염 제거 절차를 수행해야 합니다. 피부에 노
출된 경우 의복을 벗고 가능한 한 빨리 중탄산나트륨 또는 알코올로 머리카락과 피부를 철저히 씻어야 
합니다.

심하게 중독된 사람의 응급 치료에는 구강 및 기관지 분비물 제거, 기도 개방 유지, 산소 보충 및 필요
한 경우 인공 환기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아트로핀은 저산소 상태에서 심실세동과 발작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청색증이 극복될 때까지 아트로핀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Pralidoxime(사용된 경우)는 중독 직후 또는 즉시 투여하는 경우 가장 효과적입니다. 일반적으로 독
이 천천히 노화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 않거나 섭취한 독의 위장 흡수가 지연되는 것과 같이 재노출이 
가능한 경우가 아니면 노출 종료 후 36시간 이상 프라리독심을 투여하면 거의 효과가 없습니다. 흡수 
지연으로 인한 것으로 생각되는 치명적인 재발이 초기 개선 후에 보고되었습니다. 이러한 환자에게는 
며칠 동안 계속 투여하는 것이 유용할 수 있습니다.

중등도에서 중증까지 중독된 모든 환자에 대한 면밀한 감독은 최소 48~72시간 동안 지시됩니다.

의식이 없는 사람에게 경련이 의심되는 경우 디아제팜과 같은 항경련제를 투여하여 경련을 치료할 수 
있습니다. 신경 작용제와 일부 살충제의 효과는 발작의 운동 징후를 가릴 수 있습니다.

중요: 신경제 및 살충제 중독으로 대피한 피해자를 지원하는 의사 및/또는 기타 의료 직원은 피해자의 의복으로 인한 오염에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공격적이고 안전한 오염 제거가 적극 권장됩니다.

아트로펜 관리 지침®(표시된 복용량을 참조하십시오.자조 및 간병인 사용 지침이 패키지 삽입의 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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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고: AtroPen 추가 제공®실제 신경 작용제가 없는 상태에서 실수로 주사하거나 살충제 중독은 아트
로핀 과다 복용을 유발하여 일시적인 무력화(몇 시간 이상 제대로 걸을 수 없거나 명확하게 보거나 명
확하게 생각할 수 없음)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죽음을 포함하여.
심장 질환이 있는 환자는 심각한 부작용의 위험이 있을 수 있으며,

공급 방법

아트로펜®네 가지 강점으로 제공됩니다. 아트로펜®0.25mg(NDC 11704-107-01), 아트로핀 주사(아
트로핀, 0.21mg/0.3mL), 아트로펜 제공®0.5mg(NDC 11704-104-01)은 아트로핀 주사(아트로핀, 
0.42mg/0.7ml), 아트로펜 제공®1mg(NDC 11704-105-01)은 아트로핀 주사(아트로핀, 0.84mg/
0.7ml) 및 아트로펜을 제공합니다.®2 mg(NDC 11704-106-01)은 근육 주사용 멸균 용액에 아트로핀 
주사(아트로핀, 1.67 mg/0.7 ml)를 제공합니다. 아트로펜®자가 또는 간병인 관리를 위해 설계된 독립
형 장치입니다.

25시에 매장°C (77°에프); 15-30에 허용되는 여행°C (59‒86°에프)
[USP 제어실 온도 참조]

얼지 않도록 하십시오. 빛으로부터 보호하십시오.

제조 업체:
MERIDIAN MEDICAL TECHNOLOGIES, INC.

컬럼비아, MD 21046

King Pharmaceuticals, Inc.가 전액 출자한 자회사입니다.
1-800-776-3637

0001166
개정 08/04

[확정 참고 사항: 최종 패키지 삽입물에는 "자조 및 간병인 사용 지침" 지침 시트의 사본이 이 위치에 
"찢어짐"으로 포함되어야 합니다.]

-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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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조 및 간병인 지원 사용 지침.

이 지침을 따르십시오뿐아트로핀을 투여할 준비가 되면

1 단계
정확한 복용량을 사용하십시오

체중이 90파운드 이상인 성인 및 어린이
(일반적으로 10세 이상)

아트로펜 2mg-

(그린 라벨)

체중이 40파운드 ~ 90파운드인 어린이
(보통 4~10세)

아트로펜 1mg-

(진한 빨간색 레이블)
체중 15파운드 ~ 40파운드(일반적으

로 6개월 ~ 4세)의 어린이
아트로펜 0.5mg-

(파란색 라벨)

체중이 15파운드 미만인 유아. (7kg.)
(일반적으로 생후 6개월 미만) 0.25 mg 

아트로펜-(노란색상표)

2 단계
신경 작용제 및 살충제를 알고

중독 증상

신경 작용제(또는 신경 가스) 또는 살충제 노출이 알려지거나 의심되는 환경에서 다음은 신경 작
용제 중독의 경증 및 중증 증상입니다.

다음 증상이 모두 나타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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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미한 증상 심각한 증상
• 흐릿한 시야와 아픈 눈
• 눈물나는 눈*
• 콧물*
• 갑작스런 침흘림과 같은 타액 

분비 증가*
• 가슴이 답답하거나 호흡 곤란

• 몸 전체의 떨림   또는 근육 경련

• 메스꺼움과 구토
• 비자발적 분비물(폐/기도의 가

래)

• 이상하거나 혼란스러운 행동
• 호흡 곤란 또는 폐/기도의 심한 분비물

• 심한 근육 경련 및 전반적인 쇠약
**

• 비자발적 배뇨 및 배변(대
변)*

• 경련
• 무의식

영유아의 증상
* 이러한 증상은 때때로 건강한 영유아에서 관찰됩니다. 이 연령대에서 이러한 

증상은 나열된 다른 증상보다 덜 신뢰할 수 있습니다. 신경 작용제 또는 살
충제 노출이 알려지거나 의심되는 경우 증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
다.

* * 영아는 신경 작용제나 살충제에 노출된 직후 근육 경련보다는 근육 이완
으로 졸리거나 의식을 잃을 수 있습니다.

3단계
경증 증상의 치료

첫 번째 복용량:아트로펜 1개 제공-신경 가스 또는 살충제 노출의 MILD 증상이 두 가지 이상 
발생하는 경우.도우미를 찾아 계속되거나 악화되는 증상이 있는지 확인하도록 하십시오. 즉시 
의사의 진료를 받으십시오.

추가 복용량:2개의 추가 AtroPen-빠른 연속 주사는 첫 아트로펜 투여 후 10분 후에 권장됩니
다.-피해자가 다음 중 하나를 개발하는 경우 주사중증위에 나열된 증상. 2차, 3차 아트로펜은 가
능하면 피해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관리해야 합니다.-주사.

중증 증상의 치료
의식이 없거나중증위의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투여세 (3)아트로펜-적절한 체중 기반 AtroPen
을 사용하여 환자의 허벅지 중간에 빠르게 연속적으로 주사-정량.

경고: 추가 AtroPen 제공-신경 작용제가 없는 상태에서 실수로 주사를 맞거나 살충제 중독이 발생하면 아
트로핀 과다 복용으로 인해 일시적인 무력화(명확하게 보거나 몇 시간 이상 제대로 걸을 수 없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심장 질환이 있는 환자는 사망을 포함한 심각한 부작용의 위험이 있습니다.

4단계
사용 지침2mg,

1mg, 그리고
0.5mg아트로펜-

(0.25mg 용량 지침은 아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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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플라스틱 슬리브의 홈이 있는 끝 부분을 
노란색 안전 캡 위에 끼웁니다. 아트로
펜 제거-

플라스틱 슬리브에서.

주의: 녹색 팁에 손가락을 대지 마십
시오.

(비)아트로펜을 꽉 잡아-녹색 끝이 아래로 
향하게 합니다.

(C) 다른 손으로 노란색 안전캡을 당겨 빼
냅니다.

자조 간병인 지원 (D) 조준하고 그린 팁을 아래로 똑바로 세게 
밉니다(90도°각도) 바깥쪽 허벅지에 대
해. 아트로펜-이렇게 하면 장치가 활성화
되어 약을 전달합니다.옷을 통해 주사해
도 되지만 주사 부위의 주머니가 비어 있
는지 확인하십시오.

매우 마른 사람과 어린 아이들도 허벅지
에 주사해야하지만 아트로펜을 투여하
기 전에-, 더 두꺼운 주사 부위를 제공하
기 위해 허벅지를 묶습니다.

자조 간병인 지원

(E) 주입이 완료될 때까지 최소 10초 동안 자
동 주입기를 제자리에 단단히 고정합니
다.

(F) 아트로펜 제거-몇 초 동안 주사 부위를 
마사지하십시오.
바늘이 보이지 않으면 노란색 안전 캡이 
제거되었는지 확인하고 C와 E 단계를 반
복하되 더 세게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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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 사용 후 단단한 표면을 사용하여 바늘을 아트로펜
에 대고 뒤로 구부립니다.-사용된 AtroPen을 고
정하거나-피해자의 의복에 대거나 사용한 아트
로펜을 보여주십시오.-처음 보는 의료인에게 자
동 주사기. 이를 통해 의료진은 아트로펜의 수와 
용량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자동주사기를 투여
합니다. 자신과 노출된 사람을 오염된 지역에서 
즉시 옮기십시오.

의학적 도움을 받으십시오.

0.25 MG 사용   지침
아트로펜®

(A) 노란색 튜브에서 플라스틱 캡을 제거하고 
AtroPen을 밀어-튜브에서.

주의: 녹색 팁에 손가락을 대지 마십시오.

(B) 아트로펜을 단단히 잡습니다.-검은색 끝이 아래로 향
하게 합니다.

(C) 다른 손으로 회색 안전 캡을 잡아당깁니다.

(D) 주사를 위한 더 두꺼운 영역을 제공하기 위해 허벅
지를 묶습니다. 검은색 팁을 조준하고 바깥쪽 넓
적다리에 대해 똑바로 아래로(90° 각도) 잽니다. 
아트로펜-이렇게 하면 장치가 활성화되어 약을 
전달합니다.

(E) 주입이 완료될 때까지 최소 10초 동안 자동 주입기
를 제자리에 단단히 고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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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아트로펜 제거-몇 초 동안 주사 부위를 마사지하십
시오. 바늘이 보이지 않으면 회색 안전 캡이 제거
되었는지 확인하고 D와 E 단계를 반복하되 더 세
게 누릅니다.

(G) 사용 후 단단한 표면을 사용하여 바늘을 아트로펜
에 대고 뒤로 구부립니다.-사용된 AtroPen을 고
정하거나-피해자의 의복에 대거나 사용한 아트로
펜을 보여주십시오.-다음에 만나는 의료인에게 
자동 주사기. 이를 통해 의료진은 아트로펜의 수
와 용량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자동주사기를 투
여합니다. 자신과 노출된 사람을 오염된 지역에
서 즉시 옮기십시오.

추가 의료 도움을 받으십시오.

아트로펜-Meridian Medical 
Technologies, Inc., Columbia, MD 
21046의 등록 상표입니다.
King Pharmaceuticals, Inc.의 전액 출자 자회사 
1-800-776-3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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