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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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가변식  
서랍 옵션 ü ü
교환식  
약물 카세트

개별 잠금식 환자처방별 
서랍 ü ü
HIS에 대한 소프트웨어 
링크 ü
마약류 지정 서랍 옵션 ü ü
투약 환자별 보관함  
지정

자동 수동

항균제가 첨가된 카트 
표면 처리 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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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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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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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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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