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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ckground : As medication errors can cause serious harm to patients, preventing and avoiding them is important. Recently, a series of medication errors associated with taking dexamethasone at the wrong frequency occurred in patients with multiple myeloma in St. Mary’s
Hospital. To prevent medication errors, the pharmacy improved the overall process including
medication preparation, labeling, patient education, and monitoring. This study aimed to evaluate the effectiveness of these changes and the need for additional action.

Methods : The improvements included changing the educational materials, including labeling,
and increasing the number of medication counseling sessions. Medication counseling was conducted three times. The first was before starting the medication, the second was 2~3 days after
starting medication, and the third was at the end of the first cycle of treatment. Assessment
of medication awareness (usage, drug information, 3 points each) and compliance (based on
Morisky’s scale, 5 points) was done at each counseling session.

Results : The mean age of the study population was 60.8 years. The mean score of medication
usage awareness at the 1st, 2nd, and 3rd sessions was significantly increased (2.13, 2.97, 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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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pectively, p<0.001). The mean score of medication information awareness at the 2nd and
3rd sessions was 1.72 and 1.75, respectively (p=0.872). The medication compliance at the 2nd
counseling was higher in the group with medication usage awareness scores of 3 (n=49) than in
the group with scores of 2 (n=2; p<0.001).

Conclusion : Medication counseling could enhance the awareness of medication usage and the
compliance. However,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awareness of medication information after repeated education. These results suggest that additional improvement in packaging and clear labeling could be more helpful than enhancing drug information education.

[Key words] Multiple myeloma, Weekly dexamethasone, Medication counseling, Compliance

의약품 사용 과오 중 많은 수는 환자에게 영향을 거

고용량을 주 1회 혹은 주 2회 복용하게 된다.13) 또한

의 미치지 않은 채 발견되지 않고 지나가기도 하나 환

감염 예방 목적의 항생제와 항바이러스제, 혈전 예방

자에게 심각한 위해를 일으킬 수도 있기 때문에 가볍

을 위한 아스피린을 주기적으로 복용하는 등 투약 스

게 취급되어서는 안되며,1) 처방, 조제, 투약 및 복용

케쥴이 복잡하여 정확한 복용법 준수가 어려울 수 있

등 여러 단계에서 일어날 수 있고 근본 원인이 다양

기 때문에 복약 순응도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14),15)

하므로 효과적인 예방을 위해서는 다중 전략이 필요
하다.

최근 본원에서 다발골수종 환자가 dexametha-

2018년 국내에서 류마티스관절염 환자가

sone을 정해진 요일이 아닌 매일 복용하는 사고가 연

주 1회 복용하도록 처방된 methotrexate를 매일

이어 발생함에 따라 약제부에서는 환자안전사고 예방

복용함으로써 복용량 초과로 인한 혈소판감소증으로

활동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사고 발생의 원인 파악 및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에 의료기관평가인

환자안전 증진을 위한 개선활동을 실시하였다. 다발

증원 환자안전본부에서는 환자안전 주의 경보를 발

골수종의 복잡한 치료 약물 투여 스케쥴과 높은 고령

령하고, 처방, 준비/조제, 투약 단계에서 시행할 재

환자 비율을 고려할 때 환자의 복용법 숙지와 이행이

발방지 대책을 발표하였다. 이와 같이 약물 관련 안

어려운 상황임을 파악하였고, 환자가 복용법을 충분

전사고는 발생 전 미리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며, 실

히 인지하여 정확한 투약으로 이어지도록 하기 위하

제로 많은 의료기관에서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여

여 2019년 5월부터 조제 및 투약, 복약상담, 모니터

러 개선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정확한 처방과

링에 이르는 전반적 프로세스 개선을 시행하였다.

2),3)

조제가 이루어지더라도 환자가 복용 단계에서 용법/

본 연구에서는 dexamethasone을 복용하는 다

용량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거나 지키지 못할 경우

발골수종 환자를 대상으로 한 프로세스 개선 활동의

에도 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환자를 대상으로

효과를 평가해보고 이를 바탕으로 추가적인 업무개

한 교육 강화를 포함한 예방 활동도 이러한 개선활동

선 방향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에 포함되어야 한다.

4),5)

본 연구의 주제인 다발골수종은 환자 수가 지속적
으로 증가하고 있는 질환으로,

6)

70세 이상의 고령

환자가 전체 환자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대표적 노
인성혈액암이다.

7)

연구방법
1. 환자교육 프로세스 개선 활동

치료 약물로는 면역조절제 또는

proteasome inhibitor에 dexamethasone을
병용하게 되는데,

8)-12)

이때 dexamethasone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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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복약상담 과정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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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법용량 인지도 평가

1차 상담

2차 상담

3차 상담

약품 정보 인지도 평가
복약이행도 평가
Fig. 1 Scheme of multiple myeloma medication counseling

Table 1 Contents of multiple myeloma medication counseling
시행일

주요 상담내용

1차상담
(대면)

항암요법 1주기 시작일

- 치료 스케쥴, 약물 명칭, 용량/용법, 주요 부작용, 주의사항 등에 대한 전반적인
교육 시행

2차상담
(전화)

항암요법 1주기 시작 후
2~3일

- 상담 시작 시 약물인지도와 복약 이행도 평가
- 인지도가 낮은 부분 재교육 시행

3차상담
(전화)

항암요법 1주기 종료시점

- 상담 시작 시 약물인지도와 복약 이행도 평가
- 인지도가 낮은 부분 재교육 시행
- 2주기에 처방변경사항 있는 경우, 추가적인 내용 상담

기존에는 항암 치료 1주기 시작일에 1회의 대면 상

약의 용법/용량을 알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질문지를

담을 시행하였다. 대면 상담은 약제부에서 제작한 항

통해 환자의 약물복용 인지도(용법/용량, 약품 정

암요법 별 복약설명서를 기본 교육자료로 하여, 환자

보)를 평가하고, 정해진 5가지 복약이행도 평가항목

에게 투여 스케쥴, 주요 부작용과 대처법, 병용 약제

을 통해 복약이행도를 평가하였으며 평가 답변이 미

와 주의사항 등을 설명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고, 상

흡한 부분은 마찬가지로 재교육을 시행하였다. 2차

담 후 평가는 시행하지 않았다.

전화상담 시기는 환자가 며칠간 스스로 약을 복용해

개선 활동은 기존 1차 대면 상담 과정을 보완하고

본 시점인 항암 1주기 시작 2~3일 후로 하였으며,

복약상담 횟수를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시행하였다

이 때 환자의 인지도와 정확한 투약 이행을 확인하고

(Fig. 1). 대면 상담 후에 교육을 바로 끝내는 것이

dexamethasone을 처방 용량을 초과하여 복용하

아니라 항암요법 별 평가지를 활용하여 환자의 인지

지 않도록 중간점검을 진행하였다. 3차 전화상담 시

도를 용법/용량 중심으로 평가하였다(Fig. 2). 평

기는 1주기 종료시점으로 하였으며, 이 때 환자의 인

가 시 환자의 답변이 미흡했던 부분은 재교육을 시행

지도와 1주기 동안의 복약 이행을 확인하고 2주기 처

하여 교육을 강화하였다. 또한, 항암 1주기 시작일

방 변경사항에 대한 교육을 추가적으로 진행하였다

에 진행하던 기존의 대면 상담에 2차와 3차, 총 2회

(Tabel 1). 각 상담 시 평가한 약물복용인지도와 복

의 전화상담을 추가적으로 시행하였다. 2차와 3차

약이행도는 복약상담 기록지에 기록하였으며, 상담

전화상담 시에는 약제 별 약품명/효능/성상과 해당

을 의뢰한 의료진에게 상담 결과를 회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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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Awareness evaluation form after the first counse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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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Modification of administration instruction including detailed information

2) 환자 교육자료 개선

작하였다(Fig. 4).

기존의 복약 설명서 중 환자의 투약 스케쥴 부분의

2. 연구설계 및 대상 환자

설명을 보완하고 가시성을 개선하였다. 투약 스케쥴
중 해당 환자가 실제 복용해야 하는 요일과 시간을 구

본 연구는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혈액내과 다

체적으로 표기하고, 글씨 색과 배경색을 눈에 띄게

발골수종 환자 중 2019년 6월부터 9월까지 고용량

변경하였다. 또한, dexamethasone의 경우 항암

dexamethasone 병용요법을 시작하여 최소한 1

주사 일정과 dexamethasone 복용 일정을 연계하

차(대면), 2차(전화) 복약상담까지 완료한 환자를 대

여 일주일 중 환자가 복용해야 하는 일수를 구체적으

상으로 하였다. 1차 또는 2차 상담을 거부하거나 교

로 표기하였으며 ‘매일 복용하지 마세요’라는 주의

육이 완료되기 전 투약이 중지된 환자는 연구 대상에

문구를 추가하였다(Fig. 3). 약 조제 라벨의 요일

서 제외하였다.

표기 또한 개선하였다. 환자가 자신의 복용 요일을

대상 환자의 기본특성으로는 성별, 나이, 투여 받은

확인할 수 있도록 요일 스티커의 글씨크기를 늘리고

항암요법, 이전 항암치료 시행여부, 고용량 dexa-

스티커 색도 형광색으로 바꾸어 눈에 쉽게 띄도록 제

methasone 기왕력을 조사하였다. 항암 요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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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Changes in medication label

Table 2 Main medications of protocols
항암요법 약어
VwTD
VTD
KD
KRD

항암요법 약제 구성
Bortezomib (weekly) + Thalidomide + Dexamethasone
Bortezomib + Thalidomide + Dexamethasone
Carfilzomib + Dexamethasone
Carfilzomib + Lenalidomide + Dexamethasone

LD

Lenalidomide + Dexamethasone

PomD

Pomalidomide + Dexamethasone

PomCD

Pomalidomide + Cyclophosphamide + Dexamethasone

VwTD, VTD, LD, KD, KRD, PomD, PomCD

본원 다발골수종 환자의 교육 평가를 위해 만들어

총 7가지 프로토콜을 포함하였다. 각 프로토콜 별 약

진 인지도 평가지를 사용해 평가를 시행하였다. 평가

제 구성은 Table 2에 나타낸 바와 같다.

항목은 용법/용량과 약품 정보(약품명/효능/성상)

본 연구는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에서 수행된

2가지로 구성하였으며, 구성 약제별로 (dexame-

단일 기관 후향적 연구로서, 본원의 institutional

thasone, 면역조절제, 감염 예방약) 1점씩 배점(3

review board (IRB)의 승인을 받아 진행하였다(과

점 만점)하여 정확히 답변하지 못한 경우 감점하는

제 번호: KC19RESI0710).

방식으로 평가하여 점수화 하였다.

3. 평가 항목

2) 복약이행도 평가
복약이행도를 평가하는 여러 도구 중 자가 보고형

1) 약물복용 인지도 평가

- 422 -

오미란 : 다발골수종 환자의 안전한 투약을 위한 약사의 환자교육 프로세스 개선방안

평가 방법의 하나인 모리스키 스케일을 기반으로 다

Table 3 Characteristics of Patients

발골수종 환자에게 맞도록 수정한 복약 이행도 평가
항목을 이용하였으며,16) 총 5가지 항목(정확한 복용
일 준수 여부, 상담 전날 모든 약 복용 준수 여부, 복
용량 준수 여부, 복용 시간 준수 여부, 약물복용 임

Gender (N,%)

가하여 5점 만점으로 점수화 하였다.
3) 복약 상담을 통한 중재 사례 조사
Prescribed protocol
(N,%)

례를 발견하여 중재하거나 예방한 사례가 있는지 조
사하였다.
4. 평가 방법
1차 대면 상담 후와 2차 및 3차 전화상담 시작 시
환자의 약물복용 인지도와 복약이행도에 대한 평가
를 시행하여 각 점수에 대한 변화를 비교하였다. 약
물복용 인지도는 환자가 처음 교육을 받는 1차 상담

21 (40.4)

Female

31 (59.6)

Age (yr, mean ± SD) 		

의 중단 여부)에 대하여 YES(1점)/NO(0점)로 평

개선된 복약상담 방법 시행 중 실제 잘못된 복용 사

Male

이전 항암 시행 여부 (N,%)
고용량 dexamethasone
기왕력 (N,%)

60.8 ± 9.2

VwTD

17 (32.7)

PomCD

10 (19.2)

KRD

10 (19.2)

LD

6 (11.5)

KD

4 (7.7)

VD

2 (3.9)

VTD

2 (3.9)

PomD

1 (1.9)

Yes

21 (40.4)

No

31 (59.6)

Yes

24 (46.2)

No

28 (53.9)

후부터 3차 상담까지 평가하였고, 복약이행도는 환
자가 직접 약물을 복용한 후인 2차 상담부터 평가를
진행하였다.

여성이 31명(59.6%)이었고, 평균 연령은 60.8±
9.2세였다. 시행 프로토콜은 VwTD가 17명(32.7
%)으로 가장 많았으며, KRD와 PomCD 10명

5. 통계분석
상담 차수와 용법/용량 인지도 및 약품 식별 인지도
점수 변화의 상관성은 각각 Fridman test와 Wilcoxons signed rank test를 사용하여 평가하였

(19.2%), LD 6명(11.5%) 순이었다(Table 3).
2. 개선 활동의 효과 평가

고, 2차 상담 시의 용법/용량 인지도 점수와 복약이
행도 점수의 상관성은 Wilcoxson rank sum
test와 Wilcoxons signed rank test를 사용하
여 분석하였다. 또한 p-value가 0.05 미만일 때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였다.

1) 약물복용 인지도
① 상담 차수에 따른 인지도 점수 변화
각 상담 차수에서 평가한 용법/용량에 대한 인지
도 점수는 1차 상담 후 2.13점(±0.91), 2차 상
담 시 2.97점(±0.18), 3차 상담 시 2.97점(±

연구결과

0.18)으로 1차 상담에 비해 2차 상담 시 유의하게
상승하였으며(p<0.001), 그 효과가 3차 상담

1. 대상 환자 기본 정보
연구대상 환자는 총 52명이었다. 전체 연구 대상자
중 32명이 연구기간 내 3차 상담까지 완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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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지 유지되었다(Table 4). 약품 정보에 대한
인지도 점수의 경우 2차 상담 시 1.72점(±1.02),
3차 상담 시 1.75점(±1.02)으로 상담 차수에

JKSHP, VOL.37, NO.4 (2020)

Table 4 Medication dosage awareness score

Mean±SD†
Median (min-max)

1st

2nd

3rd

P value 1st vs (2nd and 3rd)

2.13±0.91

2.97±0.18

2.97±0.18

2 (0-3)

3 (2-3)

3 (2-3)

<0.001*

P value for difference were determined by using Fridman test with post hoc holm procedure.
*P value is statistically significant.
†
SD ; standard deviation

Table 5 Medication information awareness score

Mean±SD*
Median (min-max)

2nd

3rd

P value

1.72±1.02

1.75±1.02

2 (0-3)

2 (0-3)

0.872

P value for difference were determined by using Wilcoxons signed rank test.
*SD ; standard deviation

Table 6 Medication awareness score according to the protocol

항암요법

1차 교육 후 인지도 (3점만점)
(용법/용량)

N

2차 상담 시 인지도 (6점만점)
(용법/용량 + 약품 정보)

Mean±SD

Median (min-max)

Mean±SD

Median (min-max)

VTD

2

1.00±0.00

1 (1-1)

4.50±0.71

4.5 (4-5)

KRD

10

2.00±1.05

2 (0-3)

4.30±1.25

4 (2-6)

LD

6

2.17±0.41

2 (2-3)

4.67±1.51

5 (3-6)

VwTD

17

2.18±0.95

2 (0-3)

4.76±0.75

5 (3-6)

PomCD

10

2.40±0.70

2.5 (1-3)

5.30±0.95

5.5 (3-6)

VD

2

2.50±0.71

2.5 (2-3)

4.00±0.00

4 (4-4)

KD

4

2.75±0.50

3 (2-3)

5.25±0.96

5.5 (4-6)

PomD

1

3.00

3 (3-3)

6.00

6 (6-6)

Mean score		

2.25

4.85

P value		

0.334

0.239

SD ; standard deviation

따른 유의한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다(p=0.872)
(Table 5).

모든 항암요법 종류 간에 인지도의 유의한 차이
는 없었다. 1차 상담 후 전체 항암요법의 용법/용
량 인지도 평균인 2.25점 보다 낮은 점수를 보인
요법은 VTD, KRD, LD, VwTD regimen 이

② 항암요법 간 인지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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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 The medication compliance according to the total medication awareness
2차 상담 시 전체 인지도 총점

2차 상담 시 복약이행도
Mean±SD

≤4점 (n=19)

5점 (n=18)

6점 (n=15)

4.84±0.69

4.78±0.73

5.00±0.00

5 (2-5)

5 (2-5)

5 (5-5)

Median (min-max)

P value
0.408

SD ; standard deviation

Table 8 The medication compliance according to the medication usage awareness
2차 상담 시 용법/용량 인지도 총점

2차 상담 시 복약이행도
Mean±SD
Median (min-max)

2점 (n=3)

3점 (n=49)

2.67±1.15

5.00±0.00

2 (2-4)

5 (5-5)

P value
<0.001*

*P value is statistically significant.
SD ; standard deviation

Table 9 Intervention cases by medication counseling
해당 약제

발견된 문제

중재 내용

Dexamethasone

정확한 복용 횟수와 복용일을 잊고 원래 복용해야
하는 횟수보다 1회 더 복용함.

감염예방 약제

매일 복용해야 하는 감염예방 약제의 복용일을 덱사 당일부터 바로 약제 복용을 시작하도록 교육
메타손 복용일과 동일한 것으로 착각하여 약제를 복
용하지 않음.

었다(Table 6).

정확한 용법 재교육 및 재발 방지.
담당 의사에게 내용 알리고 추가 복용한 덱사메타손
1회분을 재처방 받을 수 있도록 안내

2차 상담 시 평가한 용법/용량 인지도 점수(3점
만점)와 약품 정보 인지도 점수(3점 만점)를 합산
하여 그 총점에 따라 총 52명의 환자를 4점 이하

2) 복약이행도

군(n=19), 5점군(n=18), 6점군(n=15)의 세 군
2차 상담 시 평가한 전체 환자 52명의 복약이행도

으로 세분하여 복약이행도를 비교한 결과, 각 군

는 평균 4.87±0.59점이었고, 중앙값(min-max)

간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p=0.408)(Table 7).

는 5(2-5)점이었다. 인지도 총점(용법/용량+약품
정보)에 따른 복약이행도와 용법/용량 인지도 점수

② 용법/용량 인지도 점수에 따른 복약 이행도

에 따른 복약 이행도 분석을 통해 환자의 인지도 점
수에 따른 복약이행도를 비교하였다.

2차 상담 시 평가한 용법/용량 인지도 점수에 따
라 총 52명의 환자를 두 군으로 세분하여 복약이
행도를 비교하였다. 용법/용량 인지도 점수가 2

① 인지도 점수 총점에 따른 복약 이행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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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인 환자군에서는 복약이행도 2.67±1.15점,

한다는 권고와도 맥락을 같이 한다.17)

3점인 환자군에서는 5.00±0.00점으로 유의한
차이를 확인하였다(p=0.408)(Table 8).

용법/용량 인지도 점수에 따른 복약이행도의 비교
를 통해 용법/용량 인지도가 높은 환자에서 복약이행
도가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고령 환자의
경우 복용법에 대한 인지도가 높은 환자에서 복약이

3) 중재 사례

행도가 더 높다는 기존의 연구 결과와 유사하며,18)
전화 상담 시 환자의 인지도와 복약 이행도 평가 후

복용법에 대한 환자의 인지도 향상이 복약 이행에도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재교육을 시행하였으며, 환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처럼 약

가 약물을 제대로 복용하지 않은 경우 대처법과 정확

사의 복약 상담은 환자의 복약이행도에 영향을 미치

한 복용 일정에 대한 교육을 진행하였다. 연구기간

는 중요한 요인 중 하나이며 반복적인 약물 교육은 환

중 환자가 약물을 잘못 복용한 사례는 총 2건으로 모

자의 약물 정보 이해도를 높이는데 기여한다.19),20)

두 2차 전화상담 중 발견되었다. 관련 내용은 Table

따라서 환자의 치료약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9와 같다. 두 경우 모두 잘못 복용한 약제의 정확한

현행과 같은 반복적인 교육이 도움이 될 것이다. 그

복용법에 대해 재교육을 시행하였다.

러나 3차 전화 상담 시 실시한 평가에서 확인 되었듯

이외에도 환자가 안내를 받은 복용 일정과 처방 전

이 2차 교육 후의 높은 인지도가 1주기 종료 시까지

달 사항 상에 입력된 복용 일정이 상이하여 환자가 혼

유지되므로 복약 상담의 효율과 교육 효과를 함께 고

란을 겪은 사례가 몇 건 발생하였으며, 상담 약사가

려하여 3차 상담의 유지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을

의료진에 확인 후 명확한 일정을 교육하였다. 또한

것으로 사료된다.

혈액내과와의 간담회를 통해 처방 전달 사항 상의 복

반면 약품 정보(약품명/효능/성상)에 대한 인지도

용 일정과 실제 복용 일정이 일치되게 입력하도록 협

의 경우 여러 번의 상담 후에도 유의한 증가를 보이

조 요청하였다.

지 않았다. 대상 환자가 고령으로 약품명이나 효능
등의 정보까지 기억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으며, 해당
내용의 학습 여부가 치료 효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

고찰

치지 않는다는 인식이 있음을 파악하였다. 환자가 자
본 연구는 약사의 환자교육 프로세스 개선이 다발

신의 치료 약제에 대한 정확한 약품 정보를 알고 있

골수종 환자의 안전한 투약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한

는 것은 중요하나 반복적인 교육이 환자의 약품 정보

연구로서, 환자교육자료와 복약상담 과정을 보완하

인지도 상승에는 유의미한 효과를 주지 못했으므로

고 상담 횟수를 증가시키는 개선방안 도입 후 치료

주요 약제에 대한 교육은 유지하되 환자의 투약 오류

약물에 대한 인지도와 복약이행도의 변화를 측정하

를 감소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의 접근 즉, 포장법과

였다.

조제 라벨의 표식 개선 등을 통해 환자의 인지도를 높

1차 상담 직후의 용법/용량 인지도 평가에서는
2.13점의 다소 낮은 점수를 보였으나, 평가 후 미흡

이고 투약 오류를 감소시킬 수 있는 추가적인 대안 모
색이 필요할 것이다.

한 항목에 대해 즉시 재교육을 실시하고 가독성이 향

항암 요법의 종류에 따른 인지도 차이를 비교해 보

상된 교육자료를 제공함으로써 환자의 용법/용량 인

았을 때 항암요법 간 유의한 차이는 확인할 수 없었

지도가 유의하게 향상되고 이 점수가 3차 상담까지

으나, 평균 이하의 낮은 인지도를 보인 항암 요법은

유지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는 일회성 교육만으로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었다. VTD 요법의 경우

는 환자의 인지도를 높이는데 한계가 있으며, 반복적

bortezomib 주사를 day 1, 4, 8, 11에 투여하며

인 피드백과 교육이 환자의 이해를 높이는데 중요함

그때마다 dexamethasone을 2일 복용 후 2일 휴

을 보여준다. 또한 이는 환자를 치료에 참여시켜야

약해야 하는 복잡한 스케쥴을 가지고 있으며, KRD

하며 경구 항암제를 처방 받은 환자에 대해서 스스로

요법의 경우도 carfilzomib 주사를 투약하는 주에

복용하는 약제에 대한 준비 또는 능숙도를 평가해야

는 dexamethasone을 주사제로 투여 받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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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rfilzomib을 휴약하는 마지막 주에만 경구용

단순화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며, 이처럼 환자

dexamethasone을 복용해야 하는 등 환자가 기억

교육에 국한되지 않는 다각적 접근을 통해 투약 오류

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었다. 항암요법 시 경구약 복

를 감소시키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겠다.

용 스케쥴의 복잡성이 환자의 인지도와 복약이행도
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인지도가 낮았던 항암요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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