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리 채워진 안전 주사기를 사용하여 직접 FRAGMIN 주사를 놓는 방법

손가락으로 블리스터 포장에서 주사기를 꺼내려하지 마십시오.
1단계 ~ 3단계에 표시된 대로 올바른 취급 방법에 대한 지시 사항을 따르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바늘의 
안전 장치가 해제되어, 주사기가 사용 가능하지 않게 될 수 있습니다. 

계속

1단계
블리스터 포장에서 종이 
뒷면을 완전히 벗깁니다.

3단계
주사기를 꺼내기 위해 
블리스터 포장 가운데에서 
측면을 잡아당겨 블리스터 
캐비티를 넓힙니다. 그러면 
블리스터에서 주사기가 
나옵니다.

4단계
손을 씻습니다.

주사법

2단계
평평한 표면(예: 테이블) 위 
3 ~ 5cm 사이에 열린 면이 
아래를 향하도록 포장을 
돌립니다.

6단계
주사 부위를 깨끗하게 
닦습니다.

알코올 패드로 주사를 
놓을 부위를 닦은 후 
말립니다.

7단계
신체 가까이에 주사기를 
들고 FRAGMIN 투약분을 
주사할 준비를 합니다.

사용 중에는 어떤 
경우에도 바늘 가드 작동 
클립을 만지지 마십시오. 
그러면 바늘의 안전 
장치가 해제되어, 주사를 
놓기 전에 바늘이 오므라들게(뒤로 빠짐)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주사기가 사용 가능하지 않게 됩니다.

5단계
주사 부위를 선택합니다. 

선호되는 주사 부위는 
아랫배입니다. 근육 조직에 
주사하지 않도록 주의하며 
허벅지 측면에 FRAGMIN을  
주사할 수도 있습니다. 
표시된 대로 각각의 후속 
주사를 위해서는 복부나 
허벅지에서 다른 부위를 
선택합니다.

8단계
바늘 덮개를 분리합니다.

바늘 덮개를 분리하려면 
꽉 당겨야 합니다. 전량 
투여를 보장하기 위해 
주사 전에 미리 채워진 
주사기에서 작은 기포를 
제거하지 마십시오.



10단계
FRAGMIN을 투여합니다. 

우세손으로 엄지와 가운데 
손가락 사이에 연필처럼 
주사기를 잡습니다. 
잡아당긴 피부에 바늘을 
수직으로 넣을 수 있는 
데까지 넣습니다. 넣은 후, 
바늘이 움직이면 안 됩니다. 

직접 주사할 경우, 집게 손가락으로 피스톤을 누릅니다. 
다른 사람에게 주사를 놓을 경우, 엄지 손가락으로 
피스톤을 누릅니다.

11단계
바늘을 빼고 바늘 가드를 
작동시킵니다. 

주사기의 모든 내용물을 
주입했으면, 피부를 계속 
잡아당기고 피스톤을 
아래로 유지한 상태로 
바늘을 뺀 다음 피부를 
놓습니다. 

피스톤을 놓고 전체 바늘이 막힐 때까지 주사기가 장치 
내부에서 위로 올라가게 합니다. 전체 용량이 투여될 
때까지 바늘 가드가 작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9단계
피부를 잡어서 당깁니다.

엄지와 집게 손가락으로 
잡은 피부에 바늘을 
삽입해야 합니다. 
주사하는 동안 이렇게 
계속 피부를 잡고 있어야 
합니다.

12단계
FRAGMIN이 투여된 후. 

주사 부위를 5-10초 이상 
탈지면으로 누릅니다. 
멍이 들지 않도록 
주사 부위를 문지르지 
마십시오. 

승인된 용기에 사용한 
주사기를 버립니다. 
어린이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해야 합니다.

Fragmin.ca를 방문하여 유용한 기타 Fragmin 리소스를 확인하십시오.

FRAGMIN은 수술 시 혈액 응고(응결)를 방지하기 위해, 심정맥의 급성 혈전 형성을 치료하기 위해, 증상을 동반한 혈전을 치료하여 

암환자의 혈전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불안정한 관상 동맥 질환을 치료하기 위해, 급성 질환 발생 시 이동이 제한된 경우 위험에 처한 

환자의 응고를 방지하기 위해, 급성 신부전 또는 만성 신장병과 관련하여 혈액 투석 및 여과 장비에서 응고를 방지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주의하여 의사나 간호사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의사가 지정한 전체 기간 동안 처방된 주사를 직접 놓으십시오.

고무 바늘 보호막에는 라텍스가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전에 혹은 현재 라텍스(천연 고무)에 과민 반응을 보인 적이 있으면 

의사나 약사에게 얘기하십시오.

FRAGMIN을 맞는 동안 의사가 처방한 것 이외의 약을 복용하지 마십시오. 특정 의약품은 FRAGMIN의 항응고제 효과(예: 혈액을 묽게 하는 
효과)를 강화할 수 있으므로, 복용 중인 의약품에 대해 의사에게 말해야 합니다.

FRAGMIN은 피부의 표면 아래(피하)에 주사로 투여되며 근육 내에 투여해서는 안 됩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FRAGMIN 주사를 중단하고 의사에게 연락하십시오: 주사 부위 주변의 심한 변색, 진통이나 타박상; 명백한 원인이 
없는 멍; 코피; 입, 잇몸, 복부, 항문 또는 질의 출혈; 주사 부위의 출혈이나 수술 부위의 출혈; 알레르기 반응; 소변의 혈액; 또는 뇌졸중 

(뇌출혈) 발생. FRAGMIN을 투여하는 동안 예기치 않은 현상이 발생하는 경우 의사나 약사에게 즉시 연락하십시오.

미리 채워진 주사기를 실온(15-30°C)에 보관하십시오.

전체 투여 및 안전 정보는 제품 패키지의 소비자 정보 인쇄물을 참조하십시오.

다음 번호를 이용하여 웹 사이트 방문: 024307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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