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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ckground and purpose : Clinical pharmacists are core members of a multidisciplinary team in critical care, playing a pivotal role in improving patient treatment. The responsibility of pharmacists for
pharmacotherapeutic outcomes in South Korea has increased over the years. However, different interventional approaches or points of view in regard to patient medication exist among pharmacists, especially new team members.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set up principles of medication interventions, to develop an evidence-based checklist to minimize the difference of intervention levels, and to
standardize tasks in interventions provided by pharmacists.

Methods : After a comprehensive review of the literature, guidelines and protocols, the relevant items
were identified. They were then structured in the form of a checklist. The consistency of the checkl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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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s checked by a group of pharmacists involved in critical care. Cronbach’
s alpha, a measure of internal
consistency, was used to validate the checklist. Pharmacists’satisfaction with the checklist was assessed
using Likert scales as a questionnaire survey.

Results : We established an evidence-based checklist composed of seven categories for use in pharmaceutical interventions in critical care. A total of 69 pharmacists completed a questionnaire surveying
satisfaction with the checklist. Consistency between two groups of pharmacists was 99.3 percent. The
reliability of the checklist was Cronbach’
s alpha 0.899, which validated the checklist. There was high
satisfaction (4.32 on the Likert scale) with the checklist among pharmacists.

Conclusions : The checklist may provide a useful tool for clinical pharmacists to conduct a highly-specialized critical care pharmaceutical intervention with evidence-based reliability.

[Key words] Clinical pharmacist, Multidisciplinary team, Critical care pharmacy intervention,
Evidence-based checklist

중환자실에 입실하는 목적은 생명 현상이 위협받고

평가를 수행하고 이에 맞는 적합한 중재가 이루어지도

있는 환자에게 병원이 가진 모든 의료 역량을 집중하여

록 해야 한다. 이러한 약물 치료 전반에 대한 치료효과

소생의 기회를 주고자 함이다. 즉, 중환자가 회복되어

의 적절성과 이상반응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적

퇴원하는 것이다. 중환자실에서 의사, 약사, 간호사, 호

절한 중재를 통해 중환자를 위한 약물 치료효과를 극대

흡전문 치료사, 영양사 등 각 분야의 전문가가 팀을 이

화 하고 약물로 인한 이상반응 발생을 최소화하여 최적

루어 함께 문제를 해결할 때 환자에게 최상의 치료를

의 치료효과에 기여하게 된다.1),4)

제공할 수 있다. 다학제팀(multidisciplinary team)

중환자실 회진 참여 약사는 약물 처방 오류 검토와 수

활동으로 이루어지는 중환자 임상 약제 서비스 업무는

정, 약물 정보 제공, 대체 약물치료법 제안, 약물 상호

각 환자의 개별적인 상태를 기본으로 환자 치료에 사용

작용 확인, 약물동력학 업무 등과 같은 임상지원업무를

되는 약물 전반에 대해 모니터링하고 의료진과의 원활

통해 중환자의 치료성적을 향상시키고 치료비용을 절

한 업무와 정보 공유를 통해 최적의 치료효과를 제공하

감할 수 있다. 약사의 임상지원 활동과 환자 사망률의

는 것이 목표이다.1)-3)

상관관계는 이미 Bond 등의 2001년 연구에서 증명된

중환자실 회진 참여 약사는 다학제팀의 필수 일원으
로 중환자의 다양한 특성을 이해하고, 한 가지 이상의

바 있다. 연구에 의하면, 침상 대비 임상약사의 인원이
증가할수록 입원 환자 대비 사망자수가 감소하였다.5)

장기 부전을 가진 환자에게 약물을 투여할 때 고도의

Kane 등의 2003년 연구에 따르면 중환자실 약사의

약물치료 전문 지식이 필요하다. 또한 장기 기능 장애

약물중재활동이 약물 이상반응 감소, 약물 처방 오류

에 따른 용량 조절, 복합적인 약물 요법에서 발생할 수

감소, 인공호흡기 연관 폐렴 감소 등과 같은 측면에서

있는 약물 상호작용 및 약물 이상반응의 감시와 예방활

환자 치료성적 향상을 가져왔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진

동을 해야 하며, 경구 섭취가 불가한 환자에게 있어서

정제 지침에 따른 진정제 사용, 중복 처방 또는 부적절

영양 평가를 토대로 정맥 영양 공급을 고려하거나 정맥

한 치료의 중단, 약용량과 횟수, 투여 경로의 조정, 약

영양 수액 투여 시에는 다수의 다른 정맥 투여 약물 간

동학적 자문, 적절한 항생제 추천과 용량 조정에 대한

배합 금기와 안정성을 확인해야 하며, 병원 감염의 예

약사의 임상지원 활동을 통하여 환자의 치료비용도 절

방과 치료에 참여하여 약물치료와 관련된 모든 부분을

감되었음을 밝혔다.6)

적절하게 검토한다. 이를 통해 약사는 정확한 약물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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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도가 높은 환자의 약처방을 중재에 대하여 의료진

이에 본 연구에서는 중환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약물

의 요구도가 높았으며 약사의 약물처방 중재에 대한 의

처방 검토 항목 원칙을 설정하고 대표 양식으로 필수점

료진의 수용률도 약 97%에 달하였다.7)

검 항목을 개발하여 약물처방 검토 시 누락을 최소화하

미국 중환자의학과회와 미국 임상약학회는 중환자

고 특히 처음 중환자약료 업무를 수행하게 되는 약사들

약사 업무의 영역을 정의하는 보고서를 2013년 발표하

에게 중환자 약처방 검토 시 필요한 업무 표준화를 도

였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중환자 회진 참여 약사는 임

모하고자 하였다.

상 전문가, 교육자, 연구자, 관리자로서 역할을 수행해
야 하며 그 특징에 따라 기본(fundamental) 업무, 지

연구 방법

향(desirable) 업무, 최적(optimal) 업무로 나누어 기
술하였다. 기본업무는 환자에게 안전하게 약물이 전달

중환자 약물치료 처방 중재 현황 및 유형 분석, 중환

될 수 있는 활동으로 약물동력학 모니터링 업무, 주사

자 약물치료 전반에 대한 문헌검색, 가이드라인, 저널

제 안정성, 약물 정보 제공 등이 포함된다. 지향 업무는

리뷰 및 프로토콜 검토, 필수점검 항목 설정, 개발된 필

중환자에게 전문화된 중재 업무로 임상적 기능이 추가

수점검 항목에 대한 유용성과 만족도 설문조사 순서로

되어 환자에게 약물치료 유지 여부 결정, 환자 또는 의

진행되었다.

사에게 치료적 중재 업무 상담 및 자문, 중환자실에 필
요한 프로토콜 작성 등의 업무가 포함된다. 최적 업무

1. 중환자 약물처방 중재 현황 및 유형 분석

는 최상의 치료결과를 얻기 위해 환자 치료에 있어 기
본업무와 지향업무가 접목된 형태로 약사의 헌신적인

삼성서울병원에서 수행중인 중환자 약물처방 중재

노력이 포함되어 최적의 치료를 위한 결정에 참여하고

현황을 파악하고, 병원 전산시스템 변경으로 인한 간섭

환자와 보호자에게 제공되는 정보를 제공하여 의사의

효과를 배제하기 위해 병원 전산시스템 변경 시점,

조력자로서 역할을 하고 중환자실에 새로운 약물치료

2016년 7월 이전인 2016년 1월~6월까지 중환자실 회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의 업무가 포함된다.8)

진 약사의 약물 중재 건수와 중재내역을 조사하였다.

중환자실 약물처방 검토는 환자에게 안전하고 효과
적인 치료를 제공하기 위해 매우 중요한 업무로 약물처

2. 근거기반 필수점검 항목 적절성 검토 및 설정

방 검토 단계에서 발생한 오류를 중재하지 못할 경우
환자에게 치명적인 위해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약

삼성서울병원 임상 전문약사 그룹에 의해 근거 기반

물처방을 검토할 때 약사 개인의 역량과 숙련도 차이가

한 자료를 검토하여 필수점검 항목을 설정하였다. 필수

있을 수 있고 신규 약사가 업무를 수행할 경우에는 중

점검 항목 작성은 문헌 검색을 토대로 임상 전문약사들

환자 약물처방 검토 업무에 적응하는 데 시간이 소요되

이 최신 가이드라인과 저널 등을 리뷰하여 실제 업무와

어 업무 효율화에 장애를 줄 수 있다. 따라서 약사의 중

접목하고자 하였다. 중환자 약물치료 처방 중재 현황

환자 약물처방 검토 업무를 정확하고 신속하며, 일관되

및 유형을 분석하여 중환자 약물치료 전반에 대한 문헌

게 수행할 수 있도록, 개인의 업무 능력의 차이를 최소

검색이 이루어 졌고, 가이드라인, 저널 리뷰 및 프로토

화함으로써 약물처방 검토 시 누락과 오류를 최소화하

콜을 검토한 후 중환자 약물치료 필수점검 항목을 설정

여 중환자실 회진 참여 약사의 약물처방 검토 업무를

하고 대표 양식으로 필수점검 항목을 작성하였다. Fast

표준화하는 것이 필요하며 2014년부터 건강보험심사

hug라는 연상기호(feeding, analgesia, sedation,

평가원에서 실시된‘중환자실 적정성 평가’
에서도 다

thromboembolic prophylaxis, head-of-bed ele-

직종 회진 일수 비율지표에서 중환자실 진료는 다학제

vation, stress ulcer prevention, glucose control)

접근이 필요하므로 의사와 간호사 포함 약사, 영양사

를 통해 중환자실에서 환자 치료 시 가장 중요한 확인

등 여러 직종의 전문가들이 팀을 이루어 환자 진료에

점에 대해 알려진 바가 있다.9) 이에 대해 약물치료 관

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세부기준을 마련하였다.

점에서 평가하기 위해 FASTHUG-MAIDENS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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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를 hypoactive 또는 hyperactive delirium, M에

분류하였으며, 중환자 경험의 있음/ 없음, 지역은

대하여 medication reconciliation, A는 항생제, I는

서울/ 경기/ 부산/ 기타지역으로 분류하였다. 각

적응증, D는 약물 용량, E는 전해질, 혈액학 또는 다른

응답 그룹간의 비교 분석을 위하여 범주형 변수에

검사 결과, N은 약물상호작용, 알러지, 중복 또는 부작

는 Chi-squared test와 Fisher’
s exact test를,

용 없음, S는 약물 중단 날짜)하여 약물 관련 문제점을

연속형 변수에는 t-test, ANOVA를 실시하였으

규명하는데 이 도구를 사용한 경우가 사용하지 않은 경

며 통계적 유의성 여부는 p-value

우 보다 총 평균 규명된 약물 관련 문제점이 유의하게

하였다. 설문 문항의 내적 일치도는 Cronbach

많음으로 밝혀져(77.1% vs 52.5% p 0.001), 이 도구

alpha를 측정하여 평가하였다. SAS version 9.4

10)

사용의 유용성을 나타내었다. 이에 위 도구를 참고하

0.05로 판단

를 사용하였다.

여 실무자들의 의견을 포함하여 내용의 정확성을 자료
원, 가이드라인, 논문 등에서 공통된 내용이 언급되는

연구 결과

지 확인 후 실정에 맞게 필수점검 항목을 설정하였다.
1. 중환자 약물처방 중재 현황 및 유형 분석
3. 개발된 근거 기반 필수점검 항목에 대한 유용성 평가
중환자실 회진 약사는 중환자 9,337명의 필수점검
1) 근거 기반 필수점검 항목에 대한 유용성 평가

103,171건을 2016년 1월에서 6월까지 검토하였으며
이중 7,785건(7.5%)의 약물 처방 중재를 시행하였다.

① 분석기간 및 대상 : 2017년 7~8월 삼성서울병원

중재유형으로는 영양집중지원(53.0%), 약물용량과 용

에 입원한 내과계 중환자실, 외과계 중환자실 환자

법 중재(19.8%), 약물동력학 모니터링(12.3%), 약물이

25명 대상으로 필수점검 항목을 적용하였다.

상반응 평가(6.6%), 약물 투여방법과 제형 변경(5.5%),

② 약물처방 검토 일치도 : 개발된 근거 기반 필수점

약물 상호적합성 평가(1.4%), 기타(0.8%) 순으로 많았

검 항목에 대해 유용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필수점

다. 중재약물군은 정맥영양수액(47.9%), 항균제(26.7

검 항목에 대하여 3년 이상 업무를 수행한 약사(전

%), 중추신경계약물(2.8%), 조혈, 지혈, 혈액응고관련

문약사)와 신규약사를 1쌍으로 하여 약물처방 검

약물(2.3%), 심혈관계약물(1.4%) 순으로 많았다. 이 결

토 결과에 대한 일치도(%)를 평가하였다.

과를 바탕으로 중환자 담당 약사가 영양집중지원, 항균
제, 약물사용의 원칙과 중환자실 빈용 약물, 약물동력

4. 근거 기반 필수점검 항목에 대한 만족도 조사

학 모니터링 등을 많이 중재하고 있음을 파악하였다.

① 업무를 수행할 약사의 만족도에 대해서 한국병원

2. 필수점검 항목 설정

약사회 소속 중환자 관련 업무를 담당하거나 계획
에 있는 약사 69명을 대상으로 총 14문항의 5점

필수점검 항목으로 총 7항목이 설정되었다. 항목은

리커트 척도를 측정하고자 2017년 4월부터 7월

1)약제검토 기본11)-21), 2)항균제22)-24), 3)스트레스 궤양예

동안 설문조사(부록 1. 중환자실 임상약사의 약물

방 약제25)-33), 4)심부정맥혈전 예방 약제34)-42), 5)약물동

처방 검토 시 필요한 근거 기반 필수점검 항목 개

력학 모니터링43)-46), 6)진통∙진정∙섬망 조절제47)-54),

발연구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7)영양집중지원이었다55)-62)(Table 1). 각 항목에 대해 7
명의 중환자실 회진 담당약사가 독립적으로 문헌을 검

② 통계분석 방법
통계분석을 위한 독립변수는 응답약사의 근무 년

토하였다. 각 참고문헌을 검토하여 실제 약물처방 중재

수, 중환자 경험 유무, 지역을 활용하였다. 응답 약

현황 및 유형을 분석하여 중환자실 회진 담당약사들의

사의 분포와 현실적 유의미성을 고려하여 약사의

합의 기반 의사결정 과정을 통하여 실제 약물 처방 검

근무 년 수는 3년 이하/ 10년 이하/ 10년 초과로

토를 수행할 때 필요한 세부점검내용을 도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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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Essential checklist for the critical care pharmacist
약제검토 기본11)-21)
1. 유의한 체중 변화를 확인한다. (kg-based dosing 약제의 총량 10% 이상의 변화 확인)
2. 신기능에 따른 약물 조절
1) AKI 발생 여부를 확인한다.
2) 신대체요법을 적용 중인지 확인한다.
3) 신대체요법이 없는 경우 Clcr (ml/min)을 계산하고 용량 점검한다.
4) 시간당 소변량(ml/kg/hr) 추이를 확인하여 변경이 필요할 수 있는 약제를 예상한다.
3. 간기능에 따른 약물 조절
Child-pugh score를 계산하고 용량을 점검한다.
Bilirubin이나 AST/ALT의 변화 추이를 파악하여 약물에 의한 상승이 의심되는지 확인한다.
4. 심장기능에 따른 약물 조절
QTc time 500 msec 이상 확인 및 기저값 대비 변화를 확인한다.
심박수 60-100회/분을 벗어나는지 확인한다.
평균동맥압(mmHg) 확인 및 적절한 약제 투여를 점검한다.
상기 항목에 대하여 약물에 의한 변화가 의심되는지 확인한다.
5. 혈액검사에 따른 약물조절
절대 호중구 수 1.5×109 /L, 혈소판 100,000 /μ
L의 기준을 참고하고 헤모글로빈은 환자 상태를 고려하여 특이
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이 있는지 점검하고 약물에 의한 변화가 의심되는지 평가한다.
6. 기타
혈당, 갑상선 호르몬, 부신피질호르몬, 체액균형(I/O) 등이 목표범위 안에 있는지 확인한다.
7. 약물상호작용
약물상호작용은 투여약제에 변동이 있을 때마다 투여중인 모든 약제를 대상으로 점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8. 치료약물 변경이 권고되거나 동시 투약 금기인 경우 담당 의사에게 알리고 대체약제를 안내한다.
9. 소아 중환자 추가 검토 항목
kg-based 약제의 최대용량 초과 여부를 확인한다.
소아와 성인의 허가사항이 다른 항목에 대하여 투여의 적절성을 확인한다.
소아에서의 특이 약물 이상반응 또는 약동학적 차이점을 확인한다.
10.신생아 중환자 추가 검토 항목
교정 주수를 확인한다.
산모의 투약력과 vaginal culture 결과를 확인한다.
항균제22)-24)
1. 감염/비감염으로 인한 발열 여부를 확인한다.
2. 감염 확인을 위한 검체가 적절하게 채취되어 검사되었는지 파악한다.
3. 감염 적응증에 따른 항균제 처방의 적절성을 확인한다.
1) 경험적 광범위 항균제 처방 적절성
2) 항균제 병용사용의 적절성
3) 항균제의 약동/약력학적(pharmacokinetics/pharmacodynamics) 특징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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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균제22)-24)
4) 초기 정주용 항균제 적용에서 경구용 항균제로의 전환 여부
4. 사용중인 항균제의 점감요법(de-escalation) 또는 점증요법을 매일 검토한다.
5. 항균제의 사용 적절성을 확인하다.
1) 투여용량
2) 투여간격
3) 투여시간
4) 투여방법
5) 희석수액
6) 전처치
7) 약물 상호작용
8) 사용시 모니터링이 필요한 검사
6. 항균제로 인한 부작용 발현 여부를 모니터링 한다.
7. 항균제 투여기간의 적절성을 파악한다.
1) 항균제 투여 중단 시기를 설정하기 위해 혈액 내 procalcitonin 농도를 확인할 수 있다.
스트레스 궤양 예방 약제25)-33)
1. 다음 위험인자를 확인한다. 둘 중 하나 해당 시 스트레스 궤양 예방 요법을 적용
1) 기계적 환기를 48시간 이상 적용
2) 24시간 이상의 응고장애를 가진 경우 (혈소판 50,000 /μ
L, INR

1.5 등)

2. 다음 중 2개 이상 해당 시 적용
심한 뇌손상, 대수술 시행 환자, 체표면적 30 % 이상의 전신화상, 급성 신부전, 급성 간부전, 패혈증, 저관류,
1년내 위장관 출혈력이 있는 경우, 장기이식 후, 궤양성 약제(nonsteroidal anti-inflammatory drugs,
aspirin, corticosteroids)
3. 스트레스 궤양 예방 약제 선택이 적절한가지 평가한다.(양성자 펌프 억제제, 히스타민 제2수용체 차단제,
sucralfate)
4. 스트레스 궤양 예방 적응증이 없을 경우 스트레스 궤양 예방 요법을 적용하지 않았는지 확인한다.
심부정맥혈전 예방 약제34)-42)
1. 심부정맥혈전의 위험요인을 확인한다.
: 기계환기, 신경근차단제의 투여, 부동상태의 지속, 척수손상, 외상 등 (표-1 참고)
2. 출혈 고위험 환자는 심부정맥혈전 예방약의 시작을 지연시키거나 투여를 중단한다.
: 침습적 시술 또는 수술의 계획, 활동성 출혈, 두개내 출혈, 응고장애, 혈소판
혈소판

50,000 /μ
L

100,000 /μ
L이면서 추가적인 출혈 위험요인이 있는 경우 등

3. 신기능, 연령, 체중 등에 따라 약제 선택 및 용량, 용법의 적절성을 평가한다.
4. 금기사항이 없다면 저분자량헤파린을 우선 선택한다.
5. 약물의 부작용 (출혈, 헤파린유도성 혈소판감소증 등)의 발생여부를 모니터링한다.
6. 기저질환 치료를 위해 투여중인 항응고제 또는 항혈소판제가 있을 경우, 유익성과 위해성에 따라 심부정맥혈전
예방약의 생략, 추가, 변경에 대하여 의료진과 상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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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부정맥혈전 예방 약제34)-42)
7. 심부정맥혈전 예방약 투여가 불가한 경우 기계적 예방(간헐적공기압박 등)의 적용여부를 확인한다.
약물동력학 모니터링43)-46)
1. 약물동력학 모니터링 대상 약물 처방 시 약물 농도 검사가 있는지 확인한다.
2. 약물동력학 모니터링 대상 약물에 대해 아래 항목을 확인한 후 약물동력학 자문에 회신한다.
1) 투여용량

2) 투여간격

3) 투여시간

4) 채혈시간

5) 투여방법

6) 희석수액

7) 약물 상호작용

8) 약물부작용
진통 진정 섬망조절제47)-54)

1. 정기적으로 통증, 불안, 섬망의 사정 여부를 확인한다.
2. 약물 중재가 필요한 통증의 유무를 확인한다.
1) 비신경병성 통증인 경우 정주용 마약진통제를 사용하였는지 확인한다.
2) 신경병성 통증인 경우 gabapentin이나 carbamazepine을 사용하였는지 확인한다.
3. 침습적인 시술 혹은 통증을 유발할 수 있는 치료를 시행하기 전 통증을 사정하고, 선제적인 치료를 실시했는지
확인한다.
4. 진통 및 진정 프로토콜에 의한 통증 조절 및 진정 수준이 적절히 유지되고 있는지 확인한다.
5. 섬망의 위험인자가 있는지 확인한다.
6. 섬망 여부를 확인하여 약제 필요성을 평가하고, 사용 중인 약제가 있는 경우 적절히 투여되고 있는지 확인한다.
영양집중지원55)-62)
1. 정맥영양 적응증을 확인한다.
2. 중심정맥관 유무를 확인한다.
3. 목표 열량 대비 공급 열량과 영양성분을 확인한다.
4. 영양공급이력을 확인한다.
1) 투여중인 수액 및 경구섭취, 경장영양, 정맥영양 공급량을 확인한다.
5. 1일 배액 및 배설량을 확인한다.
6. 신기능, 간기능에 따른 열량, macronutrients, 비타민, 미량원소 공급을 평가한다.
7. 필요한 검사결과를 모니터링 하는지 확인한다.

3. 개발한 필수점검 항목에 대한 유용성 평가

을 실시하였다. 필수점검 항목별 점검 실시 결과, 전문
약사와 신규약사는 99.3%의 일치도를 나타내었다

개발한 필수점검 항목 7개 영역의 모든 항목별 점검

(Table 2). 전문약사는 검토항목 총 1,800건을 검토하

실시 여부에 대하여 약사 2인의 일치도를 살펴보았다.

여 100%를 검토한 반면, 신규약사의 경우 검토 항목

참여한 약사는 전문약사 2명, 신규약사 2명으로 총 환

중 전문약사에 비해 총 13건(0.7%)을 미검토하여

자 25명을 대상으로 1,800건의 필수 항목에 따라 점검

99.3%를 검토하였다. 미검토 항목을 분석한 결과 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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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The consistence between two groups of pharmacists about the checklist
구분

필수점검 항목

전문약사

신규약사

건수

O*

O

1,787 (99.3%), (p .0001)

O

X

13 (0.7%), (p .0001)

X+

O

-

X

X

-

합계

1,800 (100%)

* O 필수점검 항목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필수점검 항목에 따라 약물 처방을 점검한 경우
+
X 필수점검 항목에 해당없다고 판단하여 약물 처방을 점검하지 않은 경우

Table 3 Results of the consistence about the checklist by two groups of pharmacists
점검 항목

점검 항목수

전문약사 점검

신규약사 점검

1,800

1,800 (100)

1,787 (99.3)

1. 약제 기본

500

500 (100)

500 (100.0)

2. 항균제

425

425 (100)

420 (98.8)

3. 스트레스궤양 예방약제

125

125 (100)

125 (100.0)

4. 심부정맥 예방약제

175

175 (100)

174 (99.4)

5. 약물동력학 모니터링

225

225 (100)

225 (100)

6. 진통진정섬망 조절제

175

175 (100)

172 (98.3)

7. 영양집중지원

175

175 (100)

171 (97.7)

전체

영역 검토 항목 가운데 항균제 영역(5건), 영양집중 영

하였다. 약사들에게 필수점검 항목을 제시한 후 총 14

역(4건), 진통∙진정∙섬망 조절제 영역(3건), 심부정

문항으로 이뤄진 설문에 대해 1~5점으로 평가하는 리

맥혈전 예방 약제(1건)의 4개 영역이었다(Table 3). 이

커트 척도로 필수점검 항목의 만족도를 평가를 실시하

는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약물치료 중재부분으로

였다. 설문지(부록1)는 2개의 영역으로 구성하였고, 개

신규약사의 숙지 미숙으로 사료된다. 전문약사의 경우

발한 필수점검 각 항목에 대한 만족도 조사영역과 처방

필수점검 항목을 이해하고 수용하여 전적으로 충실히

검토 필수점검 항목 전반에 대한 만족도 조사영역으로

수행함을 알 수가 있었다. 신규약사가 필수점검 항목으

구분하였다(Table 4). 설문 중 8~14번 문항은 평가도

로 중환자 약물처방 중재를 실시할 경우 전문약사와 유

구에 전반적인 만족도 조사를 위한 것으로 만족도 설문

사한 업무를 시행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의 신뢰도 평가를 위하여 실시한 내적 일치도 측정 결
과, Cronbach alpha=0.899 (Cronbach alpha

4. 개발한 필수점검 항목에 대한 만족도 조사

로 신뢰할 만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중환자실 회진 참여 약사를 대상으로 개발된 필수점
검 항목에 대하여 병원약사 69명에게 설문조사를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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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설문에 참여한 응답자의 기본 특성(Table 5)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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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The questionnaire categories of the checklist
필수점검 체크리스트 각 항목에 대한 만족도
1) 약물검토 기본
2) 항균제
3) 스트레스 궤양 예방 약물
4) 심부정맥 혈전 예방 약물
5) 약물동력학 모니터링
6) 진통∙진정∙섬망조절제
7) 영양집중지원

필수점검 항목 전반에 대한 만족도
8) 중환자 처방검토 필수점검 항목에서 각 항목별 의미가 명료했습니까?
9) 중환자 처방검토 필수점검 항목이 이해하기 쉬웠습니까?
10) 중환자 처방검토 필수점검 항목이 귀하의 중환자약료 업무 수행 시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11) 중환자 처방검토 필수점검 항목이 신규배치 받은 약사의 업무 수행시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12) 중환자 처방검토 필수점검 항목이 업무 표준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13) 중환자 처방검토 필수점검 항목 전반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14) 중환자 처방검토 필수점검 항목을 업무 수행 시 사용해 보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Table 5 Characteristics of respondent pharmacists
중환자약료 경험
없음
구분
근무
년수

있음

응답자수

%

응답자수

%

응답자수

%

3년 이하

22

32.0

13

42.0

9

24.0

3년 초과 10년 이하

32

46.0

12

39.0

20

52.0

10년 초과

15

22.0

6

19.0

9

24.0

서울

30

43.5

7

22.6

23

60.5

경기

16

23.2

8

25.8

8

21.0

부산

9

13.0

8

25.8

1

2.6

기타

14

20.3

8

25.8

6

15.8

지역

p-value

0.267

0.003

설문에 참여한 약사 69명의 지역 분포는 서울 30명,

은 근거는 부족하지만 통상, 병원약사로서 업무숙련도

경기 16명, 부산 9명, 기타 14명이었고, 중환자 약물 처

가 갖춰 질 수 있는 근무 년 수를 3년, 전문성을 획득할

방검토 경험이 있는 약사는 38명(55%)명이었다. 중환

수 있는 근무 년 수를 10년 초과로 가정하여, 근무 년

자 약물 처방검토 경험이 있는 약사의 81.5%는 서울과

수를 3년 이하, 3년 초과~10년 이하, 10년 초과로 나

경기지역에 유의하게 집중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누어 비교하였다. 병원 근무 년 수에 따른 약사의 분포

(p-value=0.0026). 근무 년 수 차이에 따른 분석 기준

는 3년 이하 근무 22명(32%), 3년 초과~10년 이하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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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Ratings of satisfaction of each questionnaire questions

Table 6 Ratings of satisfaction whether critical care pharmacy experience
설문 문항

약사의 중환자약료 경험 유무에 따른 만족도 점수*

p-value

경험 없음

경험 있음

1) 약제검토 기본

4.32±0.6

4.26±0.79

0.73

2) 항균제

4.29±0.69

4.34±0.58

0.74

3) 스트레스 궤양 예방 약제

4.23±0.56

4.45±0.65

0.14

4) 심부정맥 혈전 예방 약제

4.32±0.60

4.42±0.64

0.52

5) 약물동력학 모니터링

4.26±0.63

4.32±0.66

0.71

6) 진통∙진정∙섬망조절제

4.16±0.58

4.18±0.80

0.89

7) 영양집중지원

4.23±0.56

4.39±0.68

0.27

8) 항목별 의미가 분명했습니까?

4.26±0.51

4.34±0.75

0.58

9) 이해하기 쉬웠습니까?

4.16±0.58

4.42±0.64

0.09

10) 중환자 약물치료 업무 수행 시 도움이 되겠습니까?

4.32±0.60

4.45±0.69

0.43

11) 신규배치 약사의 업무 수행 시 도움이 되겠습니까?

4.32±0.54

4.29±0.98

0.86

12) 업무 표준화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4.29±0.59

4.39±0.68

0.5

13) 필수점검 항목 전반에 대한 만족

4.26±0.58

4.39±0.64

0.36

14) 필수점검 항목을 업무수행 시 사용해보실 의향이 있습니까?

4.29±0.69

4.42±0.68

0.43

* 평균 ± 표준편차

무약사 32명(46%), 10년 초과 근무약사 15(22%)명으
로 고르게 분포되었다(Table 5).

각 문항에 대한 만족도는 5점 만점에 평균 4.32±
0.05점이었으며(Fig. 1), Table 6에서와 같이 문항별
중환자 경험 유무에 따른 만족도 응답에는 유의한 차이

2) 필수점검 각 항목에 대한 만족도

가 없었다(p-value 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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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 Ratings of satisfaction by years of hospital pharmacy working
근무년수
설문 문항

0~3년

3년 초과~10년

10년 초과

만족도 점수*

만족도 점수*

만족도 점수*

1) 약제검토 기본

4.41±0.59

4.38±0.75

3.93±0.7

0.7

2) 항균제

4.45±0.51

4.38±0.71

4.00±0.53

0.08

3) 스트레스 궤양 예방 약제

4.32±0.57

4.41±0.67

4.27±0.59

0.75

4) 심부정맥 혈전 예방 약제

4.45±0.51

4.44±0.67

4.13±0.64

0.23

5) 약물동력학 모니터링

4.27±0.55

4.41±0.67

4.07±0.7

0.24

6) 진통∙진정∙섬망조절제

4.14±0.64

4.22±0.79

4.13±0.64

0.89

7) 영양집중지원

4.27±0.55

4.41±0.67

4.20±0.68

0.54

1)~7) 부분합계

4.30±0.04

4.33±0.04

4.10±0.06

8) 항목별 의미가 분명했습니까?

4.36±0.58

4.44±0.56

3.93±0.8

0.04

9) 이해하기 쉬웠습니까?

4.27±0.55

4.38±0.71

4.2±0.56

0.65

10) 중환자약료 업무 수행시 도움이 되겠습니까?

4.41±0.59

4.56±0.56

4.00±0.76

0.02

11) 신규배치 약사의 업무 수행 시 도움이 되겠습니까?

4.41±0.67

4.41±0.84

3.93±0.88

0.13

12) 업무 표준화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4.32±0.57

4.44±0.67

4.20±0.68

0.48

13) 필수점검 항목 전반에 대한 만족

4.36±0.49

4.5±0.57

3.93±0.7

0.01

4.5±0.51

4.47±0.67

3.93±0.8

0.02

8)~14) 부분합계

4.34±0.06

4.38±0.05

4.46±0.09

1)~14) 총 합계

4.32±0.05

4.35±0.05

4.06±0.09

p-value

필수점검 항목 분류별 만족도

문항전반에 대한 만족도

14) 필수점검 항목을 업무 수행시 사용해 보실 의향이 있습니까?

* 평균±표준편차

병원약사 근무 년 수에 따라 3년 이하, 3년 초과~10
년이하, 10년 초과로 군으로 나눠 문항별 만족도를 비

사군에서는 높았던 반면 10년 초과한 약사군에서는 만
족도가 감소하는 경향이 관찰되었다(Fig. 2).

교하였을 때 처방검토 필수점검 항목 전반에 대한 만족
도 설문 문항 중, 필수점검 항목 의미의 명확성(문항

3) 기타 의견

8), 중환자 약물치료 업무 수행 시 유용성(문항 10), 전
반적인 필수점검 항목 만족도(문항 13), 미래 필수점검

자유로운 의견 들을 취합해 본 결과 ICU 업무를 할

항목을 사용할 의향(문항 14)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

때 환자를 파악하는 방향을 잡는데 도움이 된다, 체크

내었다(p-value

리스트를 통해 ICU에서 필요한 약제 및 약사 업무에

0.05)(Table 7).

문항별 만족도는 병원 근무 년 수가 10년 이하의 약

대해 살펴보면서 꼼꼼하게 챙길 수 있을 것 같다, 체크

- 36 -

손유민 : 중환자실 임상약사의 약물처방 검토 시 필요한 필수점검 항목 개발

Fig. 2 Ratings of satisfaction by years of hospital pharmacy working experience

리스트를 이용한다는 아이디어가 매우 좋다, 처음 배치

관련 합병증과 사망률이 감소됨이 알려졌다.66) 중환자

받은 사이트가 중환자약료인데 중환자를 파악할 때 어

실 환자는 복잡한 질환으로 중증도가 심각한 경우가 많

떤 것들을 확인해야 하는지 기본 베이스가 없는 상태에

고 일반병동 환자들보다 복잡하고 다양한 약제가 치료

서 체크리스트가 많은 도움이 된다. 항목이 세분화 되

에 사용되기도 한다. 중환자실 특성상 장기 부전 등으

어 있어 각 환자마다 모든 항목에 대해 누락 없이 검토

로 인한 약물 용량 조절이 필요하고 약물 치료학적인

를 거칠 수 있다는 점이 좋다. 새로 중환자약료 업무를

모니터링 등 약사가 집중적으로 관여하는 일이 많다.67)

시작하는 병원으로 인계 상황 없이 시작하여 막막하였

ICU 전담약사의 유무에 따라 ICU 재원일수의 감소나

는데 처방검토 항목이 있으면 업무 하는데 도움이 많이

약물 오류가 감소함 등을 나타내었다.68),69) 신대체요법

될 것 같다 등의 의견과 함께 업무 숙련도, 개인차, 진

을 적용하는 패혈증 환자에서 약물 용량 조절을 시행한

료과 차이 특성 등으로 완전한 표준화는 어려울 것이다

결과 사망률 감소는 유의하지 않았으나 ICU 재실 기간

등의 의견이 있었다.

및 항생제 투여 오류를 감소시킬 수 있었다.70)

고찰

칙을 정하여 대표 양식으로 필수점검 항목을 만들어 처

본 연구에서는 중환자 특성별 약물 처방 검토 항목 원
방 중재 시 표준화된 자문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약처
필수점검 항목(checklist)을 사용하는 주된 목적은 오

방 검토 업무에 대해 정확하고 신속하게 수행 될 수 있

류를 최소화하고 최상의 업무수행을 구현하기 위함이

도록 하고자 하였다. 이에 중환자 특성별 다빈도 약물

다.63) 미시간의 한 병원의 중환자실에서는 근거 기반한

처방검토 항목을 선정하고, 약처방 검토 필수 항목 점

필수점검 항목을 통해 카테터 관련 혈류 감염을 중재한

검에 대해 전문약사와 신규약사에서 99.3% 일치도를

결과 연구 기간 18개월 간 최대 66%의 감소가 나타났

나타내었다. 또한 69명 병원약사를 대상으로 필수 점검

64)

다.

항목에 대해 5점 리커트 척도 만족도 조사를 한 결과,

한 외과 중환자실에서는 필수점검 항목을 통해서 평

중환자 경험 유무에 따른 만족도 응답에는 유의한 차이

균 중환자실 재실 기간이 1.5일, 인공호흡기 기간이 1

가 없었으며 만족도가 평균 4.32점으로 높게 나타났다.

일 감소되고 사망률이 11.4%에서 8.3%로 감소하는 결

처방검토 필수점검 항목은 중환자실 약물치료의 기

65)

과를 나타내었다. 한 다기관 연구에 의하면 19개 필

본 업무를 개인 간의 차이나 업무 숙련도의 영향이 적

수점검 항목을 통해 외과계 중환자실에 적용하여 수술

게 하고자 개발되었다. 근무 년 수 10년 초과의 약사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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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만족도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 원인으로는 병원

적으로 확대되는 것을 기대한다. 앞으로 복잡한 약물치

약제업무를 오랫동안 수행하면서 약물처방 검토 필수

료법의 발달에 따라, 안전한 약물요법에 대해 관심과

점검 항목에 대한 인지도가 자연스럽게 습득된 것이 이

지식이 증가할수록 중환자실 약사의 역할은 더 확대될

유로 판단된다. 본 연구를 통해 도출된 약물처방 검토

것이다. 환자 특성에 따른 추가 항목 개발되어 이를 통

필수점검 항목들은 기존에 없었던 것을 개발한 것이 아

해 지속적인 임상 약료업무의 체계적인 표준화 연구가

니라, 명확히 기술되어 있지 않던 약물 처방 검토에 관

이루어지게 되면 약학의 발전과 우리나라 임상약사의

련된 내용을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변경하여 7개의 대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분류로 나누고 그 분류마다 필수점검 항목을 선별하여
소개함으로써 새롭게 중환자 약물치료 처방 중재 업무

감사의 말씀

를 시작하거나 신규약사들이 균일하게 기본적 업무수
본 연구는 (재)병원약학교육연구원의 2017년 제19회

행을 하고자 개발되었다.
복잡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중환자실 대상 약물 중재
또는 처방 검토 시, 점검항목에 대해 빠뜨림 없이 확인

병원약학 연구논문 지원금으로 조성되었습니다. (재)병
원약학교육연구원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할 수 있고 필수 항목이 누락되어 적용되지 않았을 경
우에도 약물처방 추가를 권고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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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중환자실 임상 약사의 약물 처방 검토 시 필요한 근거 기반 필수점검 항목 개발
연구 관련 설문조사
안녕하십니까? 저는 삼성서울병원 약제부 손유민입니다. 2017년도 병원약학 연구 논문 관련하여
“중환자실 임상 약사의
약물 처방 검토 시 필요한 근거 기반 필수점검 항목 개발연구”
라는 제목으로 필수점검 항목을 개발하였습니다. 이에 개
발된 항목에 대해 중환자약료 분과 위원님들의 도움을 받고자 하는 것은 귀하의 중환자 약료 업무 수행 시에 도움이 될
지에 대한 만족도를 보고자 합니다. 본 설문 조사 결과를 통해, 처방 검토 누락 및 개인차를 최소화하고 업무 표준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본 연구에 답변을 주신 정보는 연구 이외의 목적으로는 사용하지 않고, 평균적 통계 데이터로만 활용할 것임을 거듭 밝
혀드리고, 연구에만 사용할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제공해주신 정보는 우리나라 중환자약료 업무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는 자료로 활용할 것임을 약속 드립
니다.
2017년 4월 21일
삼성서울병원 약제부
손유민 올림

1. 병원명 :
2. 중환자 담당 약사 명수 :
3. 귀하의 병원 근무 년수 :
4. 귀하의 중환자 약료 업무 근무 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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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중환자 처방검토 필수 항목 점검 리스트에 대한 조사입니다]
★ 5점 척도입니다.
1. 약제검토 기본
귀하께서는 약제검토 기본 항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평가이유 및 의견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매우 만족함

만족함

보통임

조금 불만스러움

매우 불만스러움

(의견 :

)

2. 항균제
귀하께서는 항균제 항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평가이유 및 의견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매우 만족함

만족함

보통임

조금 불만스러움

매우 불만스러움

(의견 :

)

3. 스트레스 궤양 예방 약제
귀하께서는 스트레스 궤양 예방 약제 항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평가이유 및 의견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매우 만족함

만족함

보통임

조금 불만스러움

매우 불만스러움

(의견 :

)

4. 심부정맥 혈전 예방 약제
귀하께서는 심부정맥 혈전 예방 약제 항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평가이유 및 의견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매우 만족함

만족함

보통임

조금 불만스러움

매우 불만스러움

(의견 :

)

5. 약물동력학 모니터링
귀하께서는 약물동력학 모니터링 항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평가이유 및 의견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매우 만족함

만족함

보통임

(의견 :

조금 불만스러움

매우 불만스러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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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진통, 진정, 섬망조절제
귀하께서는 진통, 진정, 섬망조절제 항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평가이유 및 의견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매우 만족함

만족함

보통임

조금 불만스러움

매우 불만스러움

(의견 :

)

7. 영양집중지원
귀하께서는 영양집중지원 항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평가이유 및 의견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매우 만족함

만족함

보통임

조금 불만스러움

매우 불만스러움

(의견 :

)

8. 귀하께서는 중환자 처방검토 필수 점검 항목에서 각 항목별 의미가 명료했습니까?
(평가이유 및 의견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매우 만족함

만족함

보통임

조금 불만스러움

매우 불만스러움

(의견 :

)

9. 귀하께서는 중환자 처방검토 필수 점검 항목이 이해하기 쉬웠습니까?
(평가이유 및 의견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매우 만족함

만족함

보통임

조금 불만스러움

매우 불만스러움

(의견 :

)

10. 귀하께서는 중환자 처방검토 필수 점검 항목이 귀하의 중환자 약료 업무 수행 시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평가이유 및 의견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매우 만족함

만족함

보통임

(의견 :

조금 불만스러움

매우 불만스러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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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귀하께서는 중환자 처방검토 필수 점검 항목이 신규배치 받은 약사의 업무 수행 시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평가이유 및 의견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매우 만족함

만족함

보통임

조금 불만스러움

매우 불만스러움

(의견 :

)

12. 귀하께서는 중환자 처방검토 필수 점검 항목이 업무 표준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평가이유 및 의견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매우 만족함

만족함

보통임

조금 불만스러움

매우 불만스러움

(의견 :

)

13. 귀하께서는 중환자 처방검토 필수 점검 항목 전반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평가이유 및 의견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매우 만족함

만족함

보통임

조금 불만스러움

매우 불만스러움

(의견 :

)

14. 귀하께서는 중환자 처방검토 필수 점검 항목을 업무 수행 시 사용해 보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평가이유 및 의견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매우 만족함

만족함

보통임

조금 불만스러움

(의견 :

매우 불만스러움

)

15. 중환자 처방검토 필수 점검 항목을 보신 후 선생님의 의견을 자유롭게 기재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질문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점 거듭 감사한 마음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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