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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ckgrounds and Objective : In the drug information center (DIC) of hospitals, there are two ways of
providing drug information. One is passive provision, i.e. answering drug-related inquiries from health
care professionals. The other is active provision, i.e. according to the need for providing information.
With respect to active provision of drug information in DIC, there are the drug handbook, CDSS (Clinical
Decision Support System) drug information, newsletter, and so on. The objectiv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Q & A records as a method for assessing the utilization of active medical information.

Methods : The drug information resources, among cases of providing drug information by DIC were all
analyzed. The Q & A records that were taken by the DIC over the period of January to December 2016
were analyzed for various parameters such as status of inquirer, classification of inquiry, drug inquired
and drug information resources. Additionally, analysis was also carried out on whether the answers
could be provided within in-hospital drug information resources.

Results : 1,600 inquiries were collected for analysis. Most of inquirers were nurses (88.1%). Most of the
classification of inquiries were stability/compatibility (28.6%), administration/dosage (17.6%) and drug
availability (12.2%) and the most of inquiries by dosage form was injectable drugs (65.7%). 45.1% of
answers could be provided within in-hospital drug information resources as references, and CDSS dru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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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ormation and the CMC drug handbook were the most used resources, making up 79.9% of the total.
Among injectable drug related inquiries, most were in 22.3% of parenteral nutrition products, 17.1% of
vaccines. For parenteral nutrition products, inquiries about ingredients/preparations (47.5%), stability/
compatibility (35%) were the most common. For vaccines, the DIC received inquiries on drug availability
(26.9%), prescription code (23.9%) and administration/dosage (17.9%).

Conclusions : According to the analysis, a great number of inquiries were from nurses and were about
injectable drugs. For the in-hospital drug information resources, the CMC drug handbook and CDSS
drug information were mostly used.

[Key words] Drug information, Drug information center (DIC), Q & A, Drug information resource

의약정보 제공은 약사의 기본적인 의무이자 역할로,

서 40.52%, 0.916시간에서 2.37시간으로 유의하여 증

의약품 사용에 대해 체계적으로 평가된 근거중심의 정

가하여 연간 질의응답에 소요된 시간은 차이가 없는 것

보를 정확하게 효율적으로 제공함으로써 환자 치료의

으로 보고되었다.11) 단순질문 한 건당 답변에 소요된 시

1)-6)

간은 20~33분으로 10년 사이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며

의료기관에서 의약정보 제공업무는 의사, 약사, 간호

2004년 복합질문 한 건당 답변에 소요된 시간은 2.37

사, 환자로부터의 다양한 질문에 응답하는 질의응답을

시간으로 단순질문 0.38시간 대비 긴 시간이 소요되었

기본업무로 하며, 질문자의 요구에 따라 정보를 제공하

다. 반면, 국내 한 종합병원에서는 5년간의 질의응답을

는 수동적인 방법과 필요성에 의해 자발적으로 정보를

분석해 보았을 때 의약정보실에서 제공하고 있는 의약

제공하는 능동적인 방법으로 나눌 수 있다.7) 전자에 의

정보원으로 쉽게 확인이 가능한 단순질문 비율이 지속

한 의약정보 제공은 전화 등을 통한 질의응답이 대표적

적으로 증가하는 양상을 보여, 이런 질문을 줄임으로써

이며, 후자는 의약품의 필수 정보 또는 다빈도 질문이

복합질문에 대한 답변을 비롯하여 제공되는 의약정보

예상되는 분야에 대해 의약품집, 뉴스레터 등을 발간하

의 질을 높일 수 있다고 보고하였다.12)

질을 높이고, 치료결과를 개선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한편, 의료기관 내 의약정보실의 업무는 매우 다양하

는 것이 해당된다.
인터넷과 다양한 정보 매체의 발달로 환자와 보건의

여 본원에서도 의약정보 제공을 비롯하여 약품식별, 약

료인들은 각종 질병에 대한 정보와 최신 의약정보를 손

사위원회 관련 업무, 신규약제 사용안내, 신약모니터링

쉽게 접할 수 있게 되었으나 인터넷에서 확인되는 온라

등의 업무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 중 의약정보 제공 업

인 정보는 검증되지 않은 내용을 포함할 수 있기 때문

무는 질의응답과 CDSS (Clinical Decision Support

에 정보활용에 앞서 일정한 기준에 따른 질 평가가 필

System) 약품정보 제공, 전자편람, 뉴스레터, 주사제

요하다.7) 따라서 의약정보실 내에서 질의응답 업무는

정보 책자 발간 및 의약품 관련 정보 게시 등 다양한 방

여전히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문의내용이 복합적

법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거나 문헌평가, 정보제공자의 판단이 필요한 경우 답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질의응답 사례와 원내 의약정보

변에 소요되는 시간이 유의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

원의 접근성을 분석하여 의약정보 제공 업무의 효율성

져 있다.8)-11) 미국의 한 의약정보센터에서는 1995~

개선을 위한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하였다.

2004년의 10년간 질의응답에 대해 분석해보았을 때
시간이 흐름에 따라 전체 문의건수는 4,463건에서

연구 방법

1,549건으로 유의하게 줄어들었으나 복합질문 비율 및
복합질문 한 건당 답변에 소요된 시간은 각각 9.59%에

1. 연구설계 및 조사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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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월부터 12월 사이에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
병원 의약정보실에서 수행한 질의응답 제공사례 중 질

련 정보, 의료기관 인증평가 관련 의약품 정보 등 다양
한 내용을 수록하고 있다.

의응답기록지 내 질문자, 질의응답 내용 및 답변 시 참

본 연구는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에서 수행된

고자료로 활용한 의약정보원이 기록된 사례를 대상으

단일기관 후향적 연구로서, 본원의 institutional re-

로 하였다.

view board (IRB) 승인을 받아 진행하였다(과제번호:

질의응답기록지의 내용을 바탕으로 질문자, 문의 유

KC17EESI0532).

형, 문의 의약품, 질의응답 시 참고문헌으로 사용된 의
약정보원을 조사하였고, 질문자가 환자 및 보호자인 경

2. 평가지표

우는 제외하였다. 질문자는 직군별로, 문의 유형은 질
문 내용을 바탕으로 분류하였다. 문의 의약품은 원내에

1차 평가지표는 전체 질의응답 사례 및 원내 의약정

서 사용 중인 의약품인 경우 원내 의약품 분류 기준에

보원 내 응답가능 사례의 문의 유형, 문의 의약품, 질의

따라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로 재분류하였다. 대분류

응답 시 참고문헌으로 사용된 의약정보원에 따른 빈도

는 투여 경로에 따른 분류로 내복제, 주사제, 외용제로

를 분석하는 것이었다.

나누었고, 중분류 및 소분류는 의약품의 작용기관, 작

2차 평가지표는 직군별(의사, 간호사, 약사) 원내 전

용기전 및 효능에 따라 세분화하여 기재하였다. 의약정

산프로그램에서 온라인 의약정보원으로의 접근성을 분

보원 중 의약정보실에서 능동적인 방법으로 제공하고

석하는 것이었다.

있는 CDSS 약품정보, 전자편람, 원내 주사제 정보책
자, 약제부 e-뉴스레터, 의약품 게시 정보는 원내 의약

3. 통계분석

정보원으로 평가하였고, 원내 주사제 정보책자 외의 원
내 의약정보원은 모두 원내 전산프로그램 내에서 활용

1차 평가지표는 Microsoft Excel 2010을 이용한 기

가능한 온라인 의약정보원이었다. 참고로, 원내 의약정

술 통계를 실시하여 빈도와 백분율로 나타내었다. 한

보원을 좀더 상세하게 살펴보면 CDSS 약품정보에서

가지 질의응답 사례 내에서 문의 유형, 문의 의약품, 질

는 허가사항을 비롯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

의응답 시 참고문헌으로 사용된 의약정보원이 다수인

평원) 보험급여기준, 심평원 DUR (Drug Utilization

경우 그 빈도는 각각을 1건으로 평가하였다.
2차 평가지표는 접근 단계 수로 표시하였다.

Review, 의약품 처방조제지원서비스) 정보, 대체가능
약품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며, 전자편람은 원내에서 사
용 중인 의약품 등재 목록 체계에 따라 통일된 형식으

연구 결과

로 허가사항 위주의 의약품 정보를 요약해 놓은 온라인
상의 의약품집이다. 원내 주사제 정보책자는 의약정보

1. 연구대상의 특성 및 질문자

실 내 주사제 관련 문의가 많다고 판단되어 2014년에
병원 내 사용 목적으로 발간한 오프라인 형태의 책자

연구대상 질의응답 사례는 총 1,636건으로, 그 중 질

로, 주사제의 기본투여경로, 점적정맥주사 시 희석방법

문자가 환자 및 보호자인 36건을 제외하고 1,600건의

(희석용매, 희석농도, 투여속도 포함), 안정성 및 주의

질의응답 사례가 분석 대상이 되었다. 전체 질의응답

사항을 비롯하여 전해질주사제 투여 정보, TPN과 주

사례 중 원내 의약정보원만이 참고문헌으로 사용된 사

사제의 혼합 안정성 정보, 투여 시 차광이 필요한 주사

례는 45.1%(721건)이었고, 질문자는 직군별로 분석 시

제, 백신 투여 정보 등을 수록하고 있다. 뉴스레터는 신

대부분이 간호사로 88.1%(1,410건)이었다(Table 1). 원

약소개, 저널리뷰, 안전성정보, 질의응답, 토막상식, 약

내 의약정보원에 의한 질의응답 사례에서도 질문자는

제부소식, 약물이상반응 등의 컨텐츠로 매월 발간하여

간호사가 89.5%(645건)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

홈페이지 내 게시하고 있으며, 의약품 게시 정보는 의

였다.

료진과 공유되는 게시판 등에 게시되는 의약품 공급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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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Status of inquirer

Inquirer

Total Q & A case
(n=1,600)

Q & A case by in-hospital drug
information resource (n=721)
No. (%)

Nurses

1,410 (88.1)

645 (89.5)

Physicians

132 (8.3)

63 (8.7)

Pharmacists

27 (1.7)

2 (0.3)

Others

31 (1.9)

11 (1.5)

Table 2 Number of drug information resources used for Q & A
Drug information
resource No.

Total Q & A case
(n=1,600)

Q & A case by in-hospital drug
information resource (n=721)
No. (%)

1

851 (53.2)

580 (80.4)

2

381 (23.8)

139 (19.3)

3

203 (12.7)

2 (0.3)

4

102 (6.4)

-

5

39 (2.4)

-

6

11 (0.7)

-

Missing records

13 (0.8)

-

Total

2,891/1,587case

864/721case

Mean

1.8/case

1.2/case

2. 질의응답 시 참고문헌으로 사용된 의약정보원

경우에서 1~2개의 원내 의약정보원을 참고문헌으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질의응답 사례에서 사용된 의약정보원 수는 기

전체 질의응답 사례에서 사용된 의약정보원의 이용

록이 누락된 13건의 질의응답 사례를 제외하고 총

횟수는 CDSS 약품정보(725회, 25.1%), 전자편람(419

2,891개로, 질의응답 사례 한 건 당 평균 1.8개이었다

회, 14.5%), Drugdex(386회, 13.4%), Lexicomp on-

(Table 2). 1~3개의 의약정보원이 참고문헌으로 사용

line(310회, 10.7%) 순으로 많았고, 원내 의약정보원의

된 사례가 89.7%(1,435건)로 대부분을 차지하였고, 1

이용횟수는 전체의 48.8%(1,412회)를 차지하였다

개의 의약정보원만 사용한 경우는 53.2%이었다. 원내

(Table 3). 원내 의약정보원에 의한 질의응답 사례에서

의약정보원에 의한 질의응답 사례에서 사용된 의약정

사용된 의약정보원의 이용횟수는 CDSS 약품정보(365

보원 수는 총 864개로, 질의응답 사례 한 건 당 평균

건, 42.2%), 전자편람(326건, 37.7%), 의약품 게시 정

1.2개의 의약정보원이 사용되었고 2건을 제외한 모든

보(114건, 13.2%) 순으로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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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Drug information resources
Total Q & A case
(n=2,891)

Drug information resource

Q & A case by inhospital drug
information resource
(n=864)
No. (%)

In-hospital
drug
information
resources

CDSS drug information*

725 (25.1)

365 (42.2)

The CMC drug handbook*

419 (14.5)

326 (37.7)

In-hospital web posted drug information*

149 (5.2)

114 (13.2)

In-hospital injectable drug information handbook�

113 (3.9)

55 (6.4)

6 (0.2)

4 (0.5)

Drugdex*

386 (13.4)

-

Lexicomp online*

310 (10.7)

-

230 (8.0)

-

135 (4.7)

-

Records from manufacturer

117 (4.0)

-

Records stored in DIC�

29 (1.0)

-

Lexi-comp’
s Drug Information Handbook�

16 (0.6)

-

256 (8.9)

-

E-newsletter*

EMR Drug Master*
Other drug
information
resources

�

Handbook on Injectable Drugs
�

Others

CDSS: clinical decision support system, CMC: catholic medical center, EMR: electronic medical record,
DIC: drug information center, * online resource, � offline resource

3. 문의 유형별 건수

질의응답은 81.0%(1,667건)이었고, 나머지는 원내 미
사용 의약품이거나 문의 의약품이 정해져 있지 않은 질

전체 질의응답 건수는 총 1,749건이었고, 문의 유형별

의응답이었다.

로는 안정성/혼합가능성(500건, 28.6%)에 대한 문의가

전체 질의응답 사례에서 원내에서 사용 중인 문의 의

가장 많았으며 이어 투여경로/용량/용법(307건, 17.6%),

약품에 대한 질의응답 건수를 제형별로 분류하였을 때

병원 내 사용 여부(213건, 12.2%) 순이었다(Table 4). 원

주사제에 대한 문의가 65.7%(1,095건)으로 가장 많았

내 의약정보원을 사용한 질의응답 사례 총 820건에 대

고, 이어 경구제(492건, 29.5%), 외용제(80건, 4.8%)

한 문의 유형은 병원 내 사용 여부(153건, 18.7%), 안정

순이었다(Table 5). 문의 의약품을 효능별로 분류해 보

성/혼합가능성(134건, 16.3%), 성분/함량(127건, 15.5%),

았을 때 경구제에서는 내분비 및 대사 약물(160건,

투여경로/용량/용법(97건, 11.8%) 순이었다.

32.5%), 순환기계 약물(65건, 13.2%), 신경계 약물(60
건, 12.2%), 감염증 치료제(59건, 12.0%) 순으로 나타

4. 의약품별 질의응답 건수

났고, 외용제에 대한 문의는 피부과 용제(23건, 28.8%),
안과 용제(18건, 22.5%), 호흡기계 약물(12건, 15.0%)

전체 질의응답 사례에서 의약품별 질의응답 건수는

순이었다(Table 6, 7). 주사제에 대한 문의는 내분비 및

총 2,057건으로, 이 중 원내 사용 중인 의약품에 대한

대사 약물(265건, 24.2%), 수액제(188건, 17.2%), 감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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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Classification of inquiry

Classification of Inquiry

Total Q & A case
(n=1,749)

Q & A case by in-hospital drug
information resource (n=820)
No. (%)

Stability/Compatibility

500 (28.6)

134 (16.3)

Administration/Dosage

307 (17.6)

97 (11.8)

Drug Availability

213 (12.2)

153 (18.7)

Ingredients/Preparations

141 (8.1)

127 (15.5)

Alternative medicine

109 (6.2)

78 (9.5)

Pharmacology/Pharmacotherapeutics

92 (5.3)

56 (6.8)

Prescription Code

56 (3.2)

49 (6.0)

Indications/Contraindications

48 (2.7)

33 (4.0)

Drug Interactions

34 (1.9)

8 (1.0)

Adverse Effects

31 (1.8)

6 (0.7)

Pregnancy/Lactation

26 (1.5)

3 (0.4)

Brand Name/Manufacturer

18 (1.0)

15 (1.8)

Medication Use Evaluation

13 (0.7)

4 (0.5)

Pharmacokinetics

12 (0.7)

1 (0.1)

Medical Insurance Criteria

11 (0.6)

5 (0.6)

2 (0.1)

1 (0.1)

136 (7.8)

50 (6.1)

Total Q & A case
(n=1,667)

Q & A case by in-hospital drug
information resource (n=614)

Toxicology/Poisoning
Others

Table 5 Inquiry by dosage form

Dosage Form

No. (%)
Oral
Topical
Injectable

492 (29.5)

222 (36.2)

80 (4.8)

42 (6.8)

1,095 (65.7)

350 (57.0)

증 치료제(184건, 16.8%), 생물학적 제제(131건,

약품별 질의응답 건수는 제형별로 분류해 보았을 때는

12.0%) 순으로 많았다(Table 8).

전체 질의응답 사례와 동일하게 주사제(350건, 57.0

원내 의약정보원에 의한 질의응답 사례에서 문의 의

%), 경구제(222건, 36.2%), 외용제(42건, 6.8%) 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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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Inquiry by efficacy clssification for oral drugs

Efficacy Clssification

Total Q & A case
(n=492)

Q & A case by in-hospital drug
information resource (n=222)
No. (%)

Endocrine & Metabolic

160 (32.5)

95 (42.8)

Cardiovascular

65 (13.2)

27 (12.2)

Neurological

60 (12.2)

31 (14.0)

Anti-infective

59 (12.0)

20 (9.0)

Gastrointesinal

48 (9.8)

20 (9.0)

Hematological

26 (5.3)

8 (3.6)

Others

74 (15.0)

21 (9.5)

Table 7 Inquiry by efficacy clssification for topical drugs

Efficacy Clssification

Total Q & A case
(n=80)

Q & A case by in-hospital drug
information resource (n=42)
No. (%)

Dermatological

23 (28.8)

15 (35.7)

Ophthalmic

18 (22.5)

10 (23.8)

Respiratory

12 (15.0)

3 (7.1)

Cardiovascular

5 (6.3)

2 (4.8)

Endocrine & Metabolic

4 (5.0)

3 (7.1)

18 (22.5)

9 (21.4)

Others

Table 8 Inquiry by efficacy clssification for injectable drugs

Efficacy Clssification

Total Q & A case
(n=1,095)

Q & A case by in-hospital drug
information resource (n=350)
No. (%)

Endocrine & Metabolic

265 (24.2)

82 (23.4)

Solutions

188 (17.2)

87 (24.9)

Anti-infective

184 (16.8)

44 (12.6)

Biological & Immunologic

131 (12.0)

64 (18.3)

Cardiovascular

66 (6.0)

9 (2.6)

Hematological

64 (5.8)

14 (4.0)

Neurological

60 (5.5)

15 (4.3)

137 (12.5)

35 (10.0)

Oth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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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Table 5). 효능별로 분류한 질의응답 건수는 문의

고찰

유형별 질의응답 건수와 유사하게 다빈도 문의 의약품
의 종류는 유사하나 다빈도 문의 의약품 간 빈도 순서

질의응답 업무는 의약정보실을 운영하고 있는 의료

에는 차이가 있어 경구제에 대한 문의에서는 내분비 및

기관에서 이루어지는 가장 기본적인 업무 중 하나로 미

대사 약물(95건, 42.8%), 신경계 약물(31건, 14.0%),

국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의료기관 내 의약정보실에서

순환기계 약물(27건, 12.2%) 순으로 많았고, 외용제에

도 1960년대부터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업무이

대한 문의는 피부과 용제(15건, 35.7%), 안과 용제(10

다. 수년 전 국내 종합병원에서 다년간 의약정보실의

건, 23.8%) 순이었다(Table7, 8). 주사제에 대한 문의

질의응답 업무 현황에 대해 분석한 바 있으나 상급종합

는 수액제(87건, 24.9%), 내분비 및 대사 약물(82건,

병원에서의 질의응답 업무 현황에 대한 연구는 부족하

23.4%), 생물학적 제제(64건, 18.3%), 감염증 치료제

여 업무의 효율성을 평가하고 개선하기 어려운 상태

(44건, 12.6%) 순으로 나타났다(Table 8).

이다.

세부적으로는 원내 의약정보원을 사용한 질의응답

본 연구의 목적은 상급종합병원에서 수동적 의약정

사례에서 다빈도 문의 의약품 가운데 주사제는 수액제

보 제공에 해당하는 질의응답 사례 및 능동적으로 제공

중 영양수액류 및 TPN류(78건, 22.3%), 생물학적 제

하고 있는 의약정보원에 대한 접근성을 분석하는 것이

제 중 능동면역 제제(톡소이드 및 백신)(60건, 17.1%),

었다. 연구결과 질문자는 간호사가 거의 90%로 대부분

내분비 및 대사 약물 중 전해질 제제(38건, 10.9%)가,

을 차지하였으며, 질의응답 사례는 답변 시 사용된 의

경구제는 내분비 및 대사 약물 중 항당뇨병제제(51건,

약정보원 종류에 따라 전체 질의응답 사례와 원내 의약

23.0%)에 해당하는 문의가 31.5%를 차지하였다. 다빈

정보원에 의한 질의응답 사례로 구분하여 분석하였고

도 문의 의약품에 대한 문의 유형으로는 주사제 중 영

전체 1,600건의 질의응답 사례 중 721건(45.1%)이 원

양수액 및 TPN류에서는 성분/함량(38건, 47.5%), 안

내 의약정보원에 의한 질의응답 사례로 나타났다. 질의

정성/혼합가능성(28건, 35%), 능동면역제제에서는 병

응답 시 참고문헌으로 사용된 의약정보원은 사례 한 건

원 내 사용여부(18건, 26.9%), 약품코드(16건, 23.9%),

당 평균 1.8개로 CDSS 약품정보, 전자편람, Drugdex,

투여경로/용량/용법 (12건, 17.9%), 그리고 전해질에서

Lexicomp online 순으로 나타났으며, 질문 유형은 안

는 안정성/혼합가능성 (34건, 87.2%)에 대한 문의가

정성/혼합가능성, 투여경로/용량/용법, 병원내 사용 여

많았고, 경구제 중 항당뇨병제제에서는 성분/함량에

부에 관한 문의가 가장 많았다. 원내 의약정보원에 의

대한 문의가 가장 많았다(41건, 75.9%).

한 질의응답 사례에서는 사례 한 건 당 평균 1.2개의 의
약정보원이 사용되었고, 2건을 제외하고는 모두 1~2

5. 원내 온라인 의약정보원의 접근성

개의 원내 의약정보원을 사용하여 답변이 가능하였으
며 CDSS 약품정보, 전자편람의 사용비율이 80.0%이

원내 의약정보원 중 온라인으로 사용 가능한 의약정

었다. 다빈도 문의 유형은 전체 질의응답 사례와 유사

보원은 CDSS 약품정보, 전자편람, 의약품 게시 정보,

하였으나 빈도에는 차이가 있어 병원 내 사용 여부, 안정

약제부 e-뉴스레터로 이 중 원내 전산프로그램 내 위

성/혼합가능성, 성분/함량, 투여경로/용량/용법에 대한

치하여 직군별 접근단계가 다른 의약정보원은 CDSS

문의 순으로 나타났다. 다빈도 문의 의약품은 제형별로

약품정보와 전자편람이 해당되었다. CDSS 약품정보

는 주사제가 가장 많았고, 효능별로 분류해 보았을 때

와 전자편람은 동일한 메뉴 내에 속해 있으나 직군별

에는 전체 질의응답 사례에서는 주사제 중 내분비 및

접근단계가 달라 약사 직군에서는 약제메인화면

약

대사 약물, 수액제, 감염증 치료제, 생물학적 제제와 경

품정보

CDSS 약품정보, 전자편람의 2단계로 접근이

구제 중 내분비 및 대사 약물에 대한 문의가 가장 많았

가능한 것에 비해, 간호사, 의사 직군에서는 진료/간호

다. 원내 의약정보원에 의한 질의응답 사례에서는 주사

메인화면

제 중 수액제, 내분비 및 대사 약물, 생물학적 제제, 경

기본정보관리

기본정보조회

CDSS 약

품정보, 전자편람의 3단계로 좀더 접근성이 떨어졌다.

구제 중 내분비 및 대사 약물에 대한 문의가 많아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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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사례와 약간의 차이를 보였다. 세부적으로는

ledgeLink를 개발하여 접속기록에 따라 정보사용자,

주사제 중 영양수액류 및 TPN류의 성분/함량, 안정성/

문의 유형, 문의의약품을 확인하고 설문조사를 시행하

혼합가능성, 능동면역제제(톡소이드 및 백신)의 병원

였다.16) 1년 간 정보사용건수는 총 7,972건으로 정보사

내 사용여부, 약품코드, 투여경로/용량/용법, 전해질 제

용자는 의사(51.8%), 간호사(29.0%) 순으로 많았고, 다빈

제의 안정성/혼합가능성, 경구제 중 항당뇨병제제의

도 문의 유형은 용량, 적응증, 이상반응이었으며 Know-

성분/함량에 대한 문의 순으로 많았으며 원내 의약정

ledgeLink를 통해 사용자의 14.9%가 의료적 의사결정

보원으로의 접근성은 약사 직군 대비 의사, 간호사에서

사항을 변경한 것으로 보고하였다.
국내에서는 1980~1990년대에 두 종합병원에서 질의

떨어졌다.
본 연구 결과는 이전에 진행된 질의응답 관련 연구와

응답 사례를 분석한 바 있으며 현재와는 많은 차이를

는 질문자, 문의 유형에서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

나타냈다.17)-19) 질문자는 외국의 이전 연구 결과와 유사

미국에서 운영되고 있는 81개의 의약정보센터를 대상

하게 의사가 가장 많았고, 다음이 간호사, 약사 순이었

으로 조사한 결과 질문자는 약사(40.6%)가 가장 높은

다. 다빈도 문의 유형은 상급종합병원에서 수년 간의

빈도를 차지하였고 다음이 의사(24.4%), 간호사(15.0

자료를 분석해 보았을 때 1980년대 초에는 재고유무,

%) 순이었으며 다빈도 문의 유형은 약물치료학(17.0%),

성분/함량, 용법/용량이었으나, 1980년대 후반에는 약

이상반응(16.2%), 약품식별(14.3%), 용량(10.1%), 상호

품식별에 대한 문의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직군별

작용(9.1%), 사용가능성(6.1%) 순이었다.13) 한편, 싱가

다빈도 문의 유형은 본 연구 결과와 유사하게 간호사에

폴에서 운영되고 있는 4개의 의약정보센터의 경우 병

서는 안정성/혼합가능성에 대한 문의가 많았으며, 질

원의 규모 및 소속에 따라 질의응답 건수 및 주 질문자

의응답에 소요된 시간은 5분 이내가 90% 이상이었다.

가 달라 3개의 종합병원에서는 월 평균 138~589건의

2001년 국내 병원 의약정보실 실태조사에서는 의약정

질의응답이 이루어지고, 질문자는 의사(46.6~56.5%),

보 업무의 전반적 현황에 대해 일부 파악할 수 있었는

약사(29.2~43.0%)가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

데 질의응답에서는 약품식별, 약리/약물치료학, 성분/

빈도 문의 유형은 용량(19.9~25.1%), 사용가능성(12.9

함량이 다빈도 문의 유형으로 본 연구결과와는 차이가

~15.9%), 약품식별(8.3~10.3%)이었다. 반면, 수 십 개

있었으나 약품식별에 대한 높은 요구도가 다수의 병원

의 병원과 협력하고 있는 국가기관 소속의 의약정보센

에서 전산적 의뢰/회신 시스템으로 약품식별업무 방식

터에서는 월 평균 92건의 질의응답이 이루어지고, 질

을 변경하는데 영향을 주었음을 알 수 있었다.20) 국내

문자는 약사(88.2%)가 대부분으로 문헌요청(주로 1차

한 대학의 의약정보연구소에서 의약분업 전후 질의응

14)

문헌)에 대한 문의가 50.7%를 차지하였다. 이전 연구

답의 현황을 비교한 연구에서는 의약분업 후 질의응답

에서 질의응답 시 참고문헌으로 사용된 의약정보원은

건수가 증가하였으며, 질문자는 약사(62.9%), 일반인

주로 3차 문헌으로 본 연구결과와 유사하게 온라인 의

(32.7%) 순으로 약물부작용, 안정성, 조제/제제, 용법/

약정보원으로는 Drugdex를 포함한 Micromedex

용량, 약물상호작용, 약물동력학, 임신/수유, 최기형

Healthcare Series, MEDLINE, 오프라인 의약정보

성, 치료학에 대한 문의가 유의하게 증가하였다고 보고

원으로는 AHFS Drug Information, Lexi-comp’
s

하였다(p 0.001).21) 이 외에 질의응답의 질적 평가에

Drug Information Handbook, Handbook on In-

초점을 맞춘 연구도 진행되었는데 3차 및 500병상 이

jectable Drugs 등이 빈번하게 사용되었으며 이는 본

상 47개의 의료기관 내 의약정보실을 대상으로 한 연

원에서 능동적으로 온라인 의약정보원을 제공하고 있

구에서는 특정 질문을 하고 답안의 질적 평가를 진행하

는 것과는 차이가 있었다.13)-15)

였을 때 정확한 답변을 받을 수 있었던 기관은 36%에

또 다른 연구에서 미국의 한 의료정보 회사는 18개

불과하였다고 보고하였고, 한 3차 병원에서는 정보제

외래진료 병원을 대상으로 온라인 상에서 의료진의 정

공 결과의 중요도가 큰 약리/약물치료학, 임신 수유시

보요구에 따라 환자 및 문맥 맞춤형으로 Micromedex

의 적용, 부작용 분류 질문에 대한 질의응답서를 분석

나 SkolarMD의 정보를 검색하는 프로그램인 Know-

하여 답변에 대한 질적 평가를 진행하였을 때 전반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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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우수한 정보제공업무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고하

선하는 것도 의약정보 제공업무를 개선할 방법 중 하나

였다.5)-6)

가 될 것이다. 부가적으로, Know-ledegLink 연구에

이전 연구와 본 연구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의약정보

서 의사 직군의 사용빈도가 높은 점으로 추정해 볼 때

실의 질의응답 업무는 질문자에 따라 문의 유형 및 문

본 연구에서도 의사 직군의 경우 KnowledegLink는

의의약품이 달라지는 것으로 파악된다. 본 연구에서는

아니지만 Micromedex의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단

이전 연구들과 비교해 볼 때 간호사에 의한 질의응답

순질문의 경우 의약정보실보다 접근이 편한 온라인 3

빈도가 훨씬 높았는데 이는 여러가지 원인을 고려해 볼

차 문헌을 통하여 우선적으로 의약품 관련 정보를 확인

수 있으며 연구 결과에서 본 바와 같이 약제부에서 능

하고 있을 것으로 짐작된다.

동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원내 온라인 의약정보원보다

끝으로 본 연구는 다양한 방법으로 능동적 제공하고

의약정보실로의 접근이 용이하거나 신입 간호사 비율이

있는 원내 의약정보원의 활용도를 분석하여 의약정보

높은 점 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국내 간호대학에서 진

제공업무의 효율성을 평가해 보고자 하였으나 질의응

행된 연구에 따르면 국내의 간호사 수는 인구 100,000

답기록지만을 분석하여 원내 의약정보원의 활용도를

명당 38.3명으로 OECD 국가 평균보다 높으나 이직

역추정하는 간접적인 분석만 이루어졌다는 한계점이

및 유휴인력이 많아 2014년 기준 면허간호사 수 대비

있다. KnowledegLink 연구와 같이 의약정보원에 대

22)

실제 근무 중인 임상간호사는 45.8%에 불과하였다.

한 접속기록을 분석해보고자 하였으나 전산적인 기록

따라서 신입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원내 온라인 의약정

이 남아있지 않았고, 주 질문자인 간호사를 대상으로

보원에 대한 교육은 의약정보원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

설문조사를 시행함으로써 특정 의약정보에 대한 필요

는 방법 중 하나일 것으로 판단되며, 이와 더불어 간호

성을 파악해 볼 수 있었으나 인적, 시간적 한계로 시행

사, 의사 직군에서 온라인 의약정보원 접근성을 높이는

하지 못하였으며 질문자의 거의 90%가 간호사여서 이

방안을 시도해 볼 필요가 있다. 또한 문의의약품의 제

전 연구와는 다르게 직군별 다빈도 문의 유형은 분석하

형별 분석 결과에서 확인할 수 있었듯이 주사제 관련

지 않았다. 또한 답변소요시간에 대한 정보가 없어 원

문의가 높은 빈도를 차지하고 있어 이전에 오프라인으

내 의약정보원을 사용하여 답변이 가능하면서 복합적

로 발간한 주사제 정보 책자를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것

이거나 문헌평가, 정보제공자의 판단이 필요하지 않은

도 좋은 개선안이 될 것으로 생각되며, 본 연구 뿐만 아

단순질문의 비율은 원내 의약정보원을 사용한 사례 빈

니라 이전 연구 결과들을 고려할 때 주사제의 안정성

도 평가만으로는 간접추정만 가능하였다. 그리고 의약

및 혼합안정성 관련 정보제공에 대한 개선이 질의응답

정보실 외 임상전담약사에 의한 일부 질의응답기록은

업무의 효율성이 크게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포함되지 않아 약제부 전반에 걸쳐 진료부서에 제공하

더불어 주사제의 안정성 정보 같은 경우 3차 문헌에서

고 있는 질의응답 업무에 대한 전체 현황은 파악되지

도 오랫동안 쓰여온 일부 약제에 대해서만 다양한 안정

못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최근 국내 상

성 정보가 수록되고 있으며 새로 사용하게 되는 신약의

급종합병원의 의약정보실에서 이루어지는 질의응답 업

경우 다른 약과의 혼합안정성 자료가 없어 지속적인 의

무의 현황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연구로서 의의

약정보 제공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질의응답 업무에서

를 지닌다고 볼 수 있다.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경구제의
경우 당뇨병 치료제 관련 문의가 많았는데 이는 대부분

결론

조영제 사용 전 metformin 복용 여부를 확인하기 위
한 단순질문으로, 현재 의약품 게시 정보 내 요오드 표

본 연구결과 의약정보실 내 질의응답 업무에서 주 질

지 조영제와 병용투여 주의 약제로 metformin 함유

문자는 대부분 간호사였으며, 주사제 중 영양수액류 및

경구 혈당강하제 목록이 사진과 함께 제공되고 있으나

TPN류의 성분/함량, 안정성/혼합가능성, 능동면역제

원내 사용중인 약제 위주로 제공되고 있어 이를 간호사

제(톡소이드 및 백신)의 병원 내 사용여부, 약품코드,

를 비롯한 의료진들이 좀더 활용하기 좋은 방향으로 개

투여경로/용량/용법, 전해질 제제의 안정성/혼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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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경구제 중 항당뇨병제제의 성분/함량에 대한 문의

Factors associated with time consumption

가 가장 많았다. 향후 본 연구에서 확인된 다빈도 문의

when answering drug-related queries to

의약품에 대한 정보제공 방법과 원내 의약정보원으로

Scandinavian drug information centres: a

의 접근성을 개선하고, 원내 의약정보원의 활용도에 대

multi-centre study. Eur J Clin Pharmacol.

한 직접적인 분석이 시행된다면 좀더 의약정보 제공업
무의 효율성을 높임으로써 환자 치료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2014;70(11):1395-401.
11) Timpe EM, Motl SE. Frequency and complexity of queries to an academic drug information center, 1995-2004. Am J Heal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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