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약품 관리에 있어서 인가된 관계자에 
한해 공유를 지원 경로 지원

AccessRx 시리즈 약물 투여 카트는 환자의 병상 옆에서 약물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운반 및 투여할 수 
있는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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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물 투여 
워크스테이션

최대 보관함  
수

12 24 12

가변식  
서랍 옵션 ü ü ü
교환식  
약물 카세트 ü
개별 잠금식 환자처방별 
서랍 ü ü
HIS에 대한 소프트웨어 
링크 ü
마약류 지정 서랍 옵션 ü ü ü
투약 환자별 보관함  
지정

자동 수동 수동

항균제가 첨가된 카트 
표면 처리 ü ü

*카세트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ü

주요 이점

개별 잠금식 보관함 
및 서랍

교환식 약물 카세트

실시간 BCMA  
지원

중앙 집중식 또는  
분산식 약물 보충  
워크플로우 지원

5년 보증의 고급  
Li-Nano 기술환자 약물 보안 및 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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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물 투여 
워크스테이션

병상 옆에서 약물 보안 및 가시성
• 환자 ID 바코드를 스캔하여 개별 잠금식, 환자 별 서랍에 접근 가능

• 실시간 병상 약물 관리, 바코드 환자 식별 및 직접 eMAR API 액세스를 
통해 BCMA 프로세스를 간소화하고 중복 투여를 줄이고, 정확성 향상

• ADT(Admission/Discharge/Transfer) 인터페이스를 사용하여 환자 
서랍이 자동으로 할당되므로 시간이 많이 걸리고 오류가 발생하기 쉬운 
수동 서랍 라벨링이 필요 없음 

• 일관된 사용자 인증을 위해 병원의 Active Directory 활용

• 가변식 서랍 디스플레이 필드를 통해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맞춤형 설계 
가능

워크플로우 간소화
• 개별 잠금식 서랍에서 최대 12명의 환자에 대한 환자 별 약물을 보관 및 

추적함으로써 ADC에서 소요되는 이동 및 시간 감소

• 신속한 약물 투여를 촉진하기 위해 무선 네트워크를 통해 카트로 
전송되는 ADT 및 환자 주문

• 자동 조제 캐비닛에서 소요되는 이동 및 시간 감소

약국에서 환자 병상 사이에서 인가된 관리에 
따른 약품 공급을 지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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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물 투여 
워크스테이션

102mm(4인치) 

서랍 사양

152mm(6인치) 

서랍 사양

규제 약물  
전폭 서랍 사양

치수 
폭 
높이 
깊이 
체적

 
91.4mm(3.6인치) 
238.8mm(9.4인치) 
55.9mm(2.2인치) 
1213cm3(74in3)

 
142.2mm(5.6인치) 
238.8mm(9.4인치) 
55.9mm(2.2인치) 
1885cm3 (115in3)

 
271.8mm(10.7인치) 
228.6mm(9인치) 
50.8mm(2인치) 
3195cm3 (195in3)

약물 및 공급 요건을 충족하는 시스템을 구성. 

다양한 약국 공급 유형에 따른 약사를 위한 
다양한 제어 및 유연성 제공 
• Active Directory 호환 사용자 관리, 차량 관리 및 시스템 구성을 

허용하면서 보고서에 대한 액세스를 제공하는 브라우저 기반 
AccessManagerTM 콘솔

• 가변식 시간 기반 액세스 제어를 통해 잘못된 시간에 약물이 투여되는 
투여의 위험을 줄이고 미사용 약물을 약국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

• 선택형 약품 주문 인터페이스 – Rx MD는 환자 약품 주문 필러의 역할을 
하며 주문이 처리되었는지 확인 가능 

• 이송 및 퇴원 환자에 대한 보안 약국 이메일 알림 메시지

확장 가능하고 집중화된 소프트웨어 아키텍처 및 
통합
• 다중 조직 확장형 아키텍처 - 2 병상 클리닉에서 다중 시설 의료 

시스템으로 확장 가능 

• 부서별 권한과 같이 의료 시스템 액세스 권한을 설정하는 기능

• 기업 보고 가능

• 엔터프라이즈 다중 시설 배포

• HL7 호환, ADT 인터페이스(환자 인구 통계) 및 RDE 인터페이스(약국 
승인된 주문)

• 가변식 인터페이스 엔진으로 HIS와 간편하게 통신

• TouchPoint Medical의 전문 서비스 팀의 프로젝트 관리, 설치 및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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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물 투여 
워크스테이션

운반 카트
• 모든 운반 카트에는 잠금식 탬버 도어가 포함됨

• 모든 운반 카트에는 확장 핸들이 포함됨

• 잠금장치 옵션에는 키 잠금장치 또는 eLock이 포함됨

• 단일 폭, 프론트 로딩 옵션

• 이중 폭, 사이드 로딩 옵션

교환식 카세트
• 모바일 워크스테이션 또는 월 마운트에서 간편하게 직접 재입고

• 2, 3 또는 4층 크기 및 다양한 보관함 크기와 공급 서랍 옵션으로 제공

• 층당 최대 2.2kg(5.5lbs)의 적재 등급

• 600mm x400mm 카트 또는 (ISO 3394 모듈식 시스템) 캐비닛에 맞는 컴팩트 한 
저장공간 

중앙 집중식 약물 조제로 효율성 및 보안 강화

바퀴형 AccessRx Exchange™ 워크스테이션
• 필요할 때마다 언제든지 간편하게 재입고하십시오.  약국에 쉽게 보충할 

수 있으며 카트에서 직접 또는 교환 가능합니다.

• 키 잠금장치 또는 eLock 보안 옵션

• 카세트 교환형 시스템을 사용해서 현장에서 기존 AccessPoint™ 
워크스테이션을 간편하게 개조

• 전동식 또는 비전동식 카트에 추가 가능

• 수동 및 전기 리프트 카트 모두에서 작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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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물 투여 
워크스테이션

푸시 버튼 eLock 기능:

• 잠금장치 당 20개 코드: 19개 사용자 코드 및 1개의 관리자 
코드, 코드 길이는 4~8자리

• 7500회 사이클(확장 배터리 수명)

• ADA 준수

• 배터리 부족 표시등

• 카세트 외부에서 배터리 함에 쉽게 접근 가능

키 잠금장치 기능:

• 탈착식 잠금장치 코어

• 보안이 강화된 카세트 캐리어, 카세트 및 규제 
약물 서랍용 고유한 잠금장치/키 시리즈

• 대칭형 키잉이 있는 측면 셔터 잠금장치

유연한 잠금장치 옵션

AccessRx Exchange™ 시스템을 사용해서 기존 
AccessPoint™ 제품군을 간편하게 사용
• 기존 워크스테이션을 현장에서 개량함으로써 가동 중지 시간 최소화

• 전동식 또는 비전동식 카트에 추가 가능

• 수동 및 전기 리프트 카트 모두에서 작동

사용자의 보관 및 워크플로우 환경 설정을 
지원하도록 설계됨
• 카세트 월 마운팅 키트로 실내 약물 스테이션 워크플로우 및 

보관 지원

• 키 잠금장치 또는 eLock 보안 옵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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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물 투여 
워크스테이션

워크플로우 전반에 걸쳐 약품의 안전성 확보
• 개별 잠금식 서랍 

• 사용하기 쉬운 소프트웨어

• 다양한 약물 및 규제 약물의 보호를 위한 보관 구성

• 스모크 폴리카보네이트 4" 및 6" 서랍

• 알루미늄 잠금 보관 및 규제 약물 서랍

• 가변식 서랍 디스플레이 필드를 통해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맞춤형 
설계 가능

• 확장형 맞춤형 솔루션을 위해 AccessRx MD™ 소프트웨어 옵션을 
기존 AccessRx Secure™ 카트에 추가

약물을 투여 환자 주변에서 보관 및 
안전성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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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물 투여 
워크스테이션

20201221-BR-MedicationDeliveryCarts-KO

2층 3층 4층

잠금 
옵션 키 또는 eLock 키 또는 eLock 키 또는 eLock

치수 
폭 
높이 
깊이

595mm(24.4인치) 
244mm(9.6인치) 
395mm(15.6인치)

595mm(24.4인치) 
393mm(13.4인치) 
395mm(15.6인치)

595mm(24.4인치) 
454mm(17.9인치) 
395mm(15.6인치)

교환 카세트 옵션

잠금 
옵션 eLock eLock 키 잠금장치

eLock 또는  
키 잠금장치

eLock 또는  
키 잠금장치

용량 층 당 6개 층 당 4개 층 당 1개 2층 당 1개 2층 당 2개

치수 
폭 
높이 
깊이

80mm(3.2인치) 
75mm(3인치) 
338mm(13.3인치)

120mm(3.2인치) 
75mm(3인치) 
338mm(13.3인치)

480mm(18.9인치) 
75mm(3인치) 
338mm(13.3인치)

80mm(3.2인치) 
75mm(3인치) 
338mm(13.3인치)

80mm(3.2인치) 
75mm(3인치) 
338mm(13.3인치)

공급함 및 서랍 옵션

단일 폭  
운반 카트

이중 폭  
운반 카트

치수 
폭 
높이 
깊이

710mm(28인치) 
1452mm(57.2인치) 
591mm(23.3인치)

1020mm(40.2인치) 
1464mm(57.6인치) 
791mm(31.1인치)

운반 카트 치수

식별  
라벨 키트

디바이더  
키트

투명 스냅온 라벨 커버로 식별 
라벨을 빠르고 쉽게 변경할 수 
있습니다.

보관함에 각각 최대 11 
개의 디바이더 사용

보관함 액세서리

현장 진단 애플리케이션의 추가 액세서리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상의하려면 TouchPoint Medical 담당자에게 문의하십시오. 웹 사이트 
touchpointmed.com/contact를 방문해서 현지 담당자와 연락하십시오.

약물 및 공급 요건을 충족하도록 시스템을 구성 할수 있습 니다. 

다양한 크기와 잠금 옵션을 통해 귀하의 필요에 맞도록 약물 및 용품이 안전하게 
보관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