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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ckground : The significance of the pharmacist’s clinical role has been demonstrated through
several studies, and its importance is further emphasized through medication therapy management in hematology. Although many hematology clinical pharmacists operate in various
hospitals domestically and abroad, few studies have evaluated the value of the pharmacists’
prescription interventions. The only domestic study to analyze the prescription interventions
by hematology clinical pharmacists was published in 2014. However, it does not use the current
revised classification criteria. Thus,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re-examine the prescription interventions of hematology clinical pharmacists in the current clinical context.

Methods : The details of drug-related interventions were studied among patients admitted to a
hospital’s hematology department July 2018-June 2019. The intervention cases were analyzed
using the Pharmaceutical Care Network Europe (PCNE) version 9.0 criteria to determine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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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of prescription interventions, the cause of drug-related problems, and if accepted. The
Overhage criteria was applied to assess the significance of the interventions.

Results : A total of 394 cases of drug prescription intervention were identified for analysis. The
study results revealed that the most prescription-mediated drugs were antiemetics (15.3%),
followed by antibiotics (13.4%), and antifungal agents (10.2%). According to the PCNE, the
most frequently observed prescription intervention was “Effect of drug treatment not optimal
(36.3%)”. The most frequent cause for the prescription intervention was “No or incomplete drug
treatment in spite of existing indication (31.3%)”. The prescription intervention was accepted
in 68.5%, of which 94.7% had clinical significance.

Conclusion : This study confirmed that the clinical pharmacist in hematology conducts various
and clinically significant interventions which optimize patient care. Thus, the results affirmed
the positive/health-promoting role of the clinical pharmacist and we expect such results to
serve as a basis for increasing in awareness of the role and importance of the clinical pharmacist.

[Key words] Hematology, Clinical pharmacist, Prescription intervention, Medication therapy
management

혈액암은 혈액이나 조혈기관, 림프절, 림프기관 등

위해 약사의 참여가 필요하다.

에 발생한 악성종양으로 주로 항암화학요법을 통해

본원 혈액내과 임상약사는 모든 혈액내과 입 퇴원

치료한다.1) 항암화학요법을 통한 치료는 항구토제,

환자의 복약상담을 실시하며 상담 전 항암제 및 보조

항생제 및 부신피질호르몬제 등 다약제 사용으로 인

요법을 포함한 모든 약물을 검토하여 약물 관련 문제

해 처방오류 발생의 위험이 높고 약물 상호작용 및 이

를 발견하여 예방하거나 해결하고 있다. 그 외에도 약

상반응이 나타날 빈도수가 높다. 또한 대부분의 혈

물 부작용 모니터링 및 보고, 약물정보제공 등을 시행

액암 환자는 노인이므로 심혈관 질환, 위장관 및 류마

하고 있으며, 월 1회 혈액내과 conference에 참석

티스 질환과 같은 동반 질환에 대한 약물을 같이 투여

하여 의료진과 긴밀한 유대관계를 형성하여 proto-

받을 가능성이 높고, 간과 신장의 기능이 연령에 따라

col 정립을 하고 있다. 혈액내과 임상약사의 필요성

감소하게 되므로 약물의 대사 및 배설 능력이 저하되

은 국제학회 치료지침과 선행연구 결과들에서도 강

어 약물 독성 발생 위험이 증가된다.2) 앞서 언급한 바

조되고 있다. 유럽 조혈모세포이식학회(European

와 같이 혈액암 환자에서는 약물 상호작용, 약물이상

Society for Blood and Marrow Transplan-

반응, 처방오류의 가능성이 높다.3) 실제로 3차 종합

tation, EBMT)에서는 조혈모세포이식 과정에 숙

병원의 처방오류 발생 건수를 진료과별로 분석한

련된 약사의 역할이 중요하고 임상약사들이 모든 화

Yoo SH 등의 연구에서, 전체 처방오류 539건 중 혈

학요법을 검토하여 세포독성 약물의 적절한 조제와

액내과가 102건(18.7%)으로 상위 세 번째를 차지했

투여를 가능하게 해야 하며 이를 위해 혈액내과 임상

으며, 진료과별 총 항암제 처방건수에 대한 오류율 또

약사의 필요성을 명시하고 있다.5) 또한 Chan A 등

한 2.2%로 네 번째로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혈액

은 림프종 다학제팀 내 약사 처방중재의 임상적 영향

내과에서 항암제 치료의 최적화와 부작용의 최소화를

력을 평가한 연구에서 1년 동안 116명의 환자를 대상

위한 약물사용검토가 중요하며 이 역할을 수행하기

으로 실시된 295건의 약사 처방중재 중 23%가 약물

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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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문제의 해결과 경제적 비용 절감, 원활한 업무

1. 연구대상

흐름의 기여도의 측면에서 4점 중 3점 이상의 임상적
중요성을 보인 것으로 평가되어 림프종 환자들에게

1) 선정기준

최적의 임상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약사의 참여
가 중요하다는 점을 시사하였다.1) Kim MG 등의 연
구에서도 혈액내과에 입원한 환자의 약물치료에 대해
약사가 시행한 처방중재 중 79.7%가 임상적으로 유
의하다고 평가되어 혈액암 환자의 치료에서 약사의
처방중재의 임상적 가치와 필요성을 보고하였다.6)
혈액내과 외 다른 진료과도 임상약사의 역할에 대
한 중요성에 대해 이미 국내외 여러 연구를 통하여 입
증된 바 있다. Kim HJ 등의 연구에서 내과계 중환
자실 팀 활동에 약사의 참여가 미치는 임상적 영향을
평가한 결과 중환자실 평균 재실 일수가 4일 짧아졌
고 사망률도 7% 감소하였다.7) 또한, 중환자실 임상
약사의 처방중재 업무 확대 전후에 부적절한 처방의
발생 빈도를 비교한 연구에서는 입원환자 1,000명당
104.22건에서 1.48건으로 부적절한 처방의 발생
빈도가 현저하게 낮아졌으며 중환자실 체류 기간과
총 재원기간 또한 유의하게 짧아진 결과를 보였다.

8)

위와 같이 여러 국내외 선행연구를 통해 임상약사
의 역할에 대한 임상적 가치가 밝혀졌고, 특히 약물
관련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혈액내과 환자에
서 임상약사의 중요성도 보고되고 있으며, 현재 국내

2018년 7월 1일부터 2019년 6월 30일까지 기간
동안 국내 한 상급 종합병원 혈액내과에 입원하여 약
물치료를 받은 환자의 처방 중에서 혈액내과 전담 임
상약사팀이 실시한 약물 관련 중재내역을 연구 대상
으로 하였다.
해당 상급 종합병원에서 전담약사 1명과 전공약사
1명으로 구성된 혈액내과 전담 임상약사팀이 혈액내
과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복약상담 전 또는 복약상담
중에 처방중재를 시행하였거나 해당 병원에서 사용중
인 약물사용평가(in store drug utilization review; FirstDIS®, DUR) 프로그램을 통해 약사의
검토가 필요한 처방으로 추출된 처방 중 실제 처방중
재를 실시한 내역을 수집하였다. DUR 프로그램은
당일 처방과 환자의 지참약 처방을 대상으로 약품명
및 적응증, 용량 및 용법의 적절성, 투약일수, 중복
처방, 약물상호작용, 약물 주의사항(임신부/수유부/
소아/노인금기 등), 신기능 및 간기능에 따른 용량 및
투여 간격의 적절성, 약물 알레르기 등 11개 모듈을
검토하여 처방중재가 필요한 처방을 추출한다.

여러 병원에서 혈액내과 임상약사가 활동하고 있음

2) 제외기준

에도 불구하고 최근 활동 중인 임상약사의 혈액내과
처방중재 양상을 보여주는 국내 연구는 부족하다. 혈
액내과 임상약사의 처방중재를 분석한 국내 연구는

9)

2008년부터 2013년까지 입원한 환자의 처방중재
를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나 2010년 처방중재 분류기
준인 Pharmaceutical Care Network Europe
(PCNE) classification version 6.2를 사용하여
분석하였기 때문에 2019년 개정된 PCNE version
9.0 분류기준을10) 반영하지 못하였다. 이에 본 연구

혈액내과 입원 환자 중 혈액내과 전담 임상약사팀이
아닌 다른 약사가 실시한 처방중재는 혈액내과 전담
임상약사의 역할에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제외하
였다. 또한 일반 병동이 아닌 중환자실 등에 입실한
경우는 중환자실 전담 임상약사가 시행했기 때문에
제외하였다.
2. 연구 설계

는 혈액내과 임상약사의 처방중재 내역을 최신의 분
류기준으로 분석하여 임상약사의 임상적 영향력을 평

1) 평가 방법

가하고, 향후 임상약사 역할 증대에 필요한 근거를 마
련하고자 한다.

가. 처방중재 내역의 분류
혈액내과 전공약사 1명이 PCNE version 9.0 분

연구방법

류기준을 사용하여 처방중재 내역을 처방오류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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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하였거나 발생 가능한 약물 관련 문제(drug-re-

중재의 임상적 유의성을 평가하였다(Supplemen-

lated problem, DRP)의 종류, DRP의 원인, 중

tary Table 2). Overhage의 기준은 1999년에

재의 반영 유무에 따라 분류하였다.10) PCNE 분류의

Overhage 등에11) 의하여 고안된 척도로 임상약사

상세 내역은 Supplementary Table 1과 같다.

의 중재 서비스에 대한 가치를 평가할 수 있으며 과거

PCNE 분류기준은 크게 5가지 category (prob-

부터 현재까지 꾸준히 종양내과 및 소아과 임상약사

lems, causes, planned interventions, in-

의 처방중재의 유의성을 평가하는 연구들에서 사용된

tervention acceptance, status of the DRP)

바 있다.12)-14) 이 척도에 따라 혈액내과 전공약사 1명

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 DRP의 종류(problems)

이 약물 관련 중재를 극히 유의함(extremely sig-

는 잠재성을 고려한 문제까지 포함하며 세부 항목으

nificant)부터 유해함(adverse significance)까

로 치료의 효율성(treatment effectiveness), 안

지 6단계의 유의성으로 분류하였으며, 본 연구에서

전성(treatment safety), 그리고 기타(other)로

는 선행연구와9) 같이 Overhage 기준의 3단계인 유

나누어진다. 둘째, DRP의 원인(causes)도 잠재적

의함부터 임상적으로 유의하다고 판단하였다.

문제가 일으킬 수 있는 가능성까지 고려하였고 세부
항목으로 약물 선택(drug selection), 약물 제형

3. 데이터 수집항목

(drug form), 용량 선택(dose selection), 치료기
간(treatment duration), 약물 조제(dispens-

약물 관련 중재의 경향과 임상적 유의성을 분석하기

ing), 약물 투여(drug use process), 환자 관련

위한 항목으로 처방 내용, 오류 내용, 중재 내용, 중

문제(patient related), 환자 전원 관련(patient

재 반영 여부, 중재 약물군, 중재 건수, 중재 약사에

transfer related), 그 외(other)로 분류한다. 셋

대한 정보를 수집하였다.

째, 예정된 중재(planned interventions)는 중재
없음(no intervention), 처방 단계의 중재(at pre-

4. 통계분석

scriber level), 환자 단계의 중재(at patient level), 약물 단계의 중재(at drug level), 그 외(oth-

약물 관련 중재의 경향과 임상적 유의성을 분석하기

er intervention or activity)로 나눈다. 넷째,

위하여 기술 통계를 사용하였다. 처방중재 내역의 분

중재의 반영 여부(intervention acceptance)는

류기준인 DRP의 종류, DRP의 원인, 중재의 반영

중재 수용(intervention accepted), 중재 수용 불

여부, 그리고 임상적 유의성 평가기준인 원인 약물의

가(intervention not accepted), 그 외(other)

빈도, 임상적 유의성을 PCNE 분류기준과 Over-

로 분류한다. 마지막 다섯째인 DRP 해결여부(sta-

hage의 기준으로 분류 및 평가 후 빈도와 백분율(%)

tus of the DRP)는 알지 못함(not known), 해결

로 나타냈다. 모든 통계 분석은 Microsoft Office

됨(solved), 부분적으로 해결됨(partially solved),

Excel 2016 프로그램을 활용하였다.

해결되지 않음(not solved)으로 나눈다. 그러나 본
연구의 경우, 처방중재가 이미 시행된 처방을 대상으

5. 피험자 보호

로 선정하여 처방 단계의 중재만 분석하였으므로 위
5가지 분류 category 중 ‘예정된 중재’ 항목은 평가

본 연구는 한 상급 종합병원에서 수행된 후향적 연구

에서 제외하였고, DRP 해결 여부 또한 실제로 일어

로 본원의 기관윤리심의위원회(institutional re-

나지 않은 잠재적 DRP 상황에 대해 객관적으로 파악

view board, IRB)의 승인을 받아 진행하였다.

하기 어려워 평가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IRB number : 4-2019-0952)

나. 임상적 유의성 평가기준

연구결과

Overhage의 기준을 사용하여 약사가 시행한 처방

1. 처방중재 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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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armacist’s interventions for hematology patients
(n=851)
Exclusion criteria
1) Interventions conducted by the ICU pharmacist
during ICU care (n=292)
2) Other (n=165)
Final interventions included in analysis
(n=394)

Fig. 1 Flowchart of the study group selection process

Table 1 Distribution of prescription-mediated drugs
Prescription-mediated drugs

N (%)

1) Supportive medications

279 (59.0)

Antiemetics

72 (15.3)

Antibacterials

63 (13.4)

Antimycotics

48 (10.2)

Corticosteroids

37 (7.9)

Detoxifying agents for antineoplastic treatment

24 (5.1)

Analgesics

23 (4.9)

Antivirals

12 (2.5)

2) Antineoplastic agents

29 (6.2)

3) Others

163 (34.6)

2018년 7월 1일부터 2019년 6월 30일까지 12개

가 시행되었고 처방중재 약물군 중 주 치료제인 항암

월 동안 혈액내과 환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처방중재

제는 29건(6.2%)만 차지하였다. 약물군별 순위를

는 총 851건이었다. 그 중 혈액내과 전담 임상약사팀

살펴보면 항구토제가 72건(15.3%)으로 가장 많았

이 시행하지 않은 처방중재 457건을 제외하고 연구

고, 다음으로 항생제가 63건(13.4%), 항진균제 48

대상에 포함된 처방중재 건수는 394건이었다(Fig.

건(10.2%), 부신피질호르몬제 37건(7.9%), 항암

1).

제 29건(6.2%) 순으로 나타났다(Table 1).

2. 처방중재 약물

3. PCNE 기준에 따른 처방중재의 분류

1건의 약물 관련 중재에 2개 이상의 약물이 포함되

A. 약물 관련 문제(DRP)의 종류

어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약물별 분석에서는 중복을
포함하여 약물 1개당 1건의 약물 관련 중재를 가진 것

DRP의 종류는 ’약물치료의 효과가 최적이 아님’

으로 분석하였다. 총 471건의 약물에 대한 처방중재

143건(36.3%), ’부작용이 발생하거나 가능성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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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Classification of drug-related problems
Table 2 Causes of drug-related problem
Primary domain

Causes
No or incomplete drug treatment in spite of existing indication

Drug selection

N (%)
123 (31.2)

Inappropriate combination of drugs, or drugs and herbal medications,
or drugs and dietary supplements

39 (9.9)

Inappropriate duplication of therapeutic group or active ingredient

30 (7.6)

Inappropriate drug according to guidelines/formulary

15 (3.8)

No indication for drug

14 (3.5)

Inappropriate drug (within guidelines but otherwise contraindicated)

8 (2.0)

Drug dose too high

50 (12.7)

Dosage regimen too frequent

24 (6.1)

Drug dose too low

16 (4.1)

Dosage regimen not frequent enough

3 (0.7)

Dose timing instructions wrong, unclear or missing

2 (0.5)

No or inappropriate outcome monitoring (incl. TDM)

39 (9.9)

Necessary information not provided

24 (6.1)

Prescribed drug not available

1 (0.3)

Duration of treatment too short

2 (0.5)

Duration of treatment too long

2 (0.5)

Drug form

Inappropriate drug form (for this patient)

1 (0.3)

Drug use process

Inappropriate timing of administration or dosing intervals

1 (0.3)

Dose selection

Others
Dispensing

Treatment duration

Total		

394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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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Acceptance rates of prescription interventions according to medication classification

음’ 94건(23.9%), ’치료되지 않은 증상이나 적응증’

처방중재의 임상적 유의성 평가 결과, 극히 유의함

87건(22.1%) 순으로 나타났다(Fig. 2). 36.3%로

5건(1.3%), 매우 유의함 165건(41.8%), 유의함

가장 빈도수가 높았던 ’약물치료의 효과가 최적이 아

203건(51.7%), 어느 정도 유의함 18건(4.6%), 유

님’의 예로는 약물 용법/용량 오류 45건(11.4%),

의하지 않음 3건(0.8%), 유해함 0건(0%)으로 나타

therapeutic drug monitoring (TDM) 미시행

나, 전체 처방중재 394건 중 373건(94.7%)이 3단

10건(2.5%) 등이 있었다.

계인 ‘유의함’ 이상으로 유의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Fig. 4). 다빈도로 중재된 약물군별로 살펴보면 항
구토제는 67건(94.4%), 항생제는 56건(88.9%),

B. 약물 관련 문제(DRP)의 원인

항진균제는 47건(97.9%), 부신피질호르몬제는 35
DRP의 원인은 ‘약물 선택’ 항목이 229건(58.1%)
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용량 선택’ 항목이 많

건(94.6%), 항암제는 25건(86.2%)에서 유의함 이
상으로 평가되었다.

았다(Table 2). ‘약물 선택’ 항목의 예로는 약물 처
방 누락 106건(26.9%), 불필요한 약물 처방 43건

고찰

(10.9%) 등이 있었다.
본 연구는 혈액내과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혈액내과
전담 임상약사팀에 의해서 시행된 처방중재를 최신의

C. 처방중재 반영률

PCNE version 9.0 처방중재 분류기준으로 평가하
혈액내과 임상약사가 실시한 처방중재 394건 중

여 임상약사 활동의 임상적 중요성을 밝혀보고자 하

총 270건이 반영되어 중재 반영률은 68.5%였다.

였다. 연구기간 동안 혈액내과 임상약사가 실시한 총

약물군별 반영률은 항구토제에서 93.1%(66건)로

394건의 처방중재 중 DRP의 종류는 ’약물치료의 효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부신피질호르몬제

과가 최적이 아님‘이 36.3%로 가장 많았고, DRP의

75.7%(28건), 항암제 72.4%(21건) 순으로 높게

원인은 ‘약물선택’ 항목이 58.1%로 가장 많았다. 임

나타났다(Fig. 3).

상약사의 처방중재는 3분의 2 이상(68.5%)이 반영
되었으며, 전체 처방중재 중 94.7%가 임상적으로 유

4. 임상적 유의성 평가

의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본 연구를 통해 혈액내과 임

- 4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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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4 Clinical significance of prescription interventions based on Overhage criteria

상약사는 환자 치료의 최적화를 위해 중재활동을 수

lopurinol 100 mg/day 용량을 300-800 mg/

행하고 있으며, 그 중재가 임상적으로 유의한 가치가

day까지 증량이 권고됨’, 약물 제형 변경 필요의 예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PCNE는 유럽에서 제시하

로는 ‘경구 famotidine과 itraconazole 병용 시

는 분류 체계로 DRP의 원인 및 문제 파악 등을 위해

제산 작용에 의해 itraconazole의 흡수가 저해될 수

고안된 분류 기준이다.9) DRP란 약물치료를 통하여

있어 캡슐 제형보다 용액 제형의 사용이 권고됨’ 등이

원하는 임상 상태에 도달하는 것에 실제로 또는 잠재

있었으며 공통적으로 약물 변경, 용량 증가 또는 제형

적으로 방해가 될 수 있는 사건이나 환경을 뜻하며9)

변경 시 기존 약물치료보다 더 나은 효과를 볼 수 있

이미 발생했거나 예상되는 DRP를 해결하기 위하여

을 것으로 기대되어 처방중재를 시행한 경우였다.

혈액내과 임상약사가 처방중재를 실시하게 된다.

DRP의 원인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 것은 ’약

2019년에 새로 발표된 PCNE version 9.0 은 이

물 선택’이었다. 그 예로는 ‘구토 유발 가능성 중등도

전 버전의 기준에 약물로 인해 잠재적으로 나타날 수

위험군(cyclophosphamide)의 항암제를 투여할

있는 문제들까지 포함시켜 평가하도록 개선시켰다.

예정인데 항구토제 누락’, ‘allopurinol에 의해

10)

DRP의 종류를 분석한 결과 ’약물치료의 효과가 최
적이 아님‘이 143건(36.3%)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

mercaptopurine의 대사가 저해되어 혈중농도 상
승 가능’ 등이 존재하였다.

지하였는데, 세부 분석 결과 TDM 미시행, 약물 상

처방중재의 임상적 유의성은 약물군별로는 항진균

호작용에 의한 약효 감소나 부작용 증가, 약물 용량

제가 97.9%로 가장 높았고 항암제가 86.2%로 가장

미달, 약물 제형 변경 필요 등의 경우에 대해 처방중

낮았다. 항암제의 임상적 유의성이 낮은 이유는 항암

재가 시행되었음을 확인하였다. TDM 미시행은 대표

제 중재의 대부분이 허가와 관련된 중재로, 현재 허가

적으로 TDM을 시행하는 vancomycin, amika-

된 항암화학요법에 대해서만 처방하도록 중재를 시행

cin 등 항생제에 대한 TDM 권고 처방중재였으며,

하였기 때문이다. 유의성이 낮다고 판단된 5.3%의

약물 상호작용에 의한 부작용 증가의 예로는, ‘tam-

처방중재는 주로 환자의 특이적 상태로 인해 주치의

sulosin과 voriconazole의 병용 시 voricona-

의 임의적 판단 하에 가이드라인을 벗어난 처방에 대

zole이 강력한 CYP3A4 inhibitor로 작용하여

한 중재였다. 예를 들면 vincristine의 경우 se-

tamsulosin의 대사를 저해하고 혈중농도가 증가할

rum bilirubin >3 mg/dL의 경우 투여를 권고하

수 있어 병용을 권고하지 않음’ 등이 있었다. 약물 용

지 않는데 total bilirubin 3.4 mg/dL인 환자에게

량 미달의 예로는 ‘종양용해 증후군 예방을 위해 al-

간기능을 고려하지 않은 일반 용량으로 처방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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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해 용량 감량을 권고하였으나 bilirubin 감소

(6.5%)인데 비해 보조치료제에 대한 중재가 823건

추세이며 임상 상황 상 완전한 용량으로 투여해야 하

(59.2%)으로 높게 나타났고, 약물군별로는 항생제

는 상황이라고 답변을 받은 경우이다. 이처럼 환자 상

318건(22.9%), 제산제 159건(11.4%), 변비약 79

태에 따른 약물의 용량 및 지속 유무에 대해서 임상약

건(5.7%), 항구토제 76건(5.5%)로 보고되었다.

사가 판단한 의견과 주치의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이는 혈액내과에서 항암제로 인하여 발생하는 여러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극히 유의함으로 분류된 처방

합병증을 치료 및 예방하기 위한 약물의 처방이 많다

중재의 예로는 ‘metoclopramide에 실신 반응이

는 점을 시사한다. 그 중에서도 본 연구에서는 항구토

있었던 환자에게 해당 약물을 중단하도록 중재한 경

제와 관련된 중재가 15.3%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

우’, ‘심독성 고위험 환자에서 doxorubicin 투여 시

다.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중등도 이상의 구토 유

심독성 예방 약물이 누락되어 이에 대한 처방 권고’

발 항암제에 대하여 항구토제가 누락되거나(49건,

등의 사례가 있었다. 따라서 극히 유의함의 처방중재

10.4%) 구토 저위험 항암제에 항구토제 투여가 불필

사례는 극히 또는 잠재적으로 위중한 상황까지 갈 가

요한데 처방되는 경우(7건, 1.5%)가 다수를 차지하

능성이 있는 처방오류를 미연에 방지한 경우로서 임

였다. 혈액내과에서 시행하는 항암화학요법이 복잡

상약사 역할의 중요성을 시사한다고 하겠다.

하고 다양하여 처방의가 항암제 처방에만 초점을 맞

본 연구에서 혈액내과 임상약사에 의한 처방중재의
유의성(94.7%)은 선행연구

추었기 때문에 보조약제에 대한 관심과 정보가 부족

결과(85.5%)보다 높

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항구토제 누락이 많이 나타남

게 나타났지만 반영률(68.5%)은 선행연구(84.5%)

에 따라 반영률 또한 항구토제에서 66건(93.1%)으

보다 낮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처방중재의 시행 방

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식과 평가 방법의 차이에 따른 결과로 유추할 수 있

서 권고하는 항구토제 가이드라인에 따라 보험 급여

다. 본원에서는 2009년 10월부터 원내 DUR 프로그

가 가능한 항구토제를 사용하게 되면 환자의 삶의 질

램을 통해 약사의 중재 활동이 필요한 11가지 항목에

을 명확하게 향상시킬 수 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또

대한 입원환자의 처방검토가 이루어지고 있어, 의료

한 항구토제의 경우 단기간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중

진과 직접 대면하는 회진이나 팀활동 등에 참여하지

재 시 고려해야 할 부작용이 다른 중재에 비해 적어 환

않고도 실시간 처방검토를 시행하여 DUR 프로그램

자에게 이로운 점이 더 크기 때문에 반영률이 높을 것

에 탑재된 메모창이나 유선을 통해 주치의에게 바로

으로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항암제의 처방중재 비중

처방중재를 시행할 수 있다. 따라서 낮은 중재 반영률

이 낮은 이유는 항암제의 경우 처방입력의 편의성 증

은 비대면 방식의 처방중재로 인해 의료진과 실시간

대 및 오류 예방, 항암약물 및 보조약물의 관리 등을

처방에 대해 논의하지 못하는 상황 때문에 기인한 결

위해 암종별 regimen에 따라 자동처방 가능하도록

과일 수 있다. 따라서 차후 회진 참여를 통해 처방중

개발된 프로그램인 항암약물요법 자동처방 프로그램

재 반영률을 더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chemotherapy assistant program, CAP)을

선행연구는 처방중재를 시행한 임상약사가 직접 처방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본원에서는 항암화학

중재의 유의성과 반영도를 평가한 반면 본 연구에서

요법(regimen) 처방감사를 항암제 무균조제 약사와

는 혈액내과 처방중재에 참여하지 않은 약사가 평가

전담 임상약사팀이 이중으로 하고 있다. 항암제 무균

함으로써 선행연구보다 객관성을 높인 평가 방법에

조제약사는 항암화학요법 검토와 더불어 항암제 및

의한 차이일 수 있다.

희석수액의 용량 감사를 주로 시행하고 있으며 임상

9)

본 연구에서 약물군별 중재 순위는 항구토제 72건

약사는 이에 더해 환자 상태를 반영한 용량 변경, 항

(15.3%), 항생제 63건(13.4%), 항진균제 48건

암제 변경, 보험급여 확인 등의 내용을 중재하고 있

(10.2%), 항암제 29건(6.2%) 순이었다. 선행연구

다. 항암제 무균조제약사의 중재까지 고려한다면 항

에서도9) 본 연구와 유사하게 보조치료제와 관련한 중

암제에 대한 약사의 처방중재 건수는 더 많을 것으로

재가 항암제 관련 중재에 비해 더 많은 경향을 보였

고려된다.

다. 해당 연구에서 항암제와 관련된 중재가 9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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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으로 약사가 시행한 처방중재의 영향력을 0~4점

본 연구기간 동안 혈액내과 임상약사가 실시한 총

으로 하여 평가하였는데, 23%가 4점 중 3점 이상이

394건의 처방중재는 약물치료의 효과를 최적화하기

었고 97%가 반영된 것으로 조사되었다.1) 이 연구는

위한 약물 선택에 관한 내용이 가장 많았다. 전체 처

중재의 임상적 영향력에 대해 자체 기준표를 사용하

방중재 중 94.7%가 임상적으로 유의하였으며, 중재

였고, 약물 관련 문제의 해결, 경제적 비용 절감, 원

의 68.5%가 반영되었다. 본 연구를 통해 혈액내과

활한 업무 흐름의 기여도로 분류하여 평가하였다. 약

임상약사는 환자 치료의 최적화를 위해 다양한 중재

물 관련 문제의 해결 측면에서는 ‘잠재적으로 바람직

를 하고 있으며, 그 중재가 임상적으로 유의함을 확인

하지 않은 결과에 이를 수 있는 사항(Avoid out-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는 임상약사 역할의

comes that are potentially undesirable for

중요성을 제시하고, 향후 임상약사 역할 증대에 관한

a patient)에 대한 중재’를 3점으로 하였다. 이는

근거 자료가 될 것이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Overhage 기준 중 ‘주요 장기
의 잠재적 혹은 존재하는 부전에 대한 중재’인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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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pplementaty Table 1 PCNE Classfication for Drug-Related Problems version 9.0
Domain
Problems
(also potential)

Classification
Treatment
effectiveness

Detail
No effect of drug treatment
Effect of drug treatment not optimal
Untreated symptoms or indication

Treatment safety

Adverse drug event (possibly) occurring

Other

Problem with cost-effectiveness of the treatment
Unnecessary drug-treatment
Unclear problem/complaint. Further clarification necessary

Causes
Drug selection
(including
possible causes
for
potential problems)

Inappropriate drug according to guidelines/formulary
Inappropriate drug (within guidelines but otherwise
contraindicated)
No indication for drug
Inappropriate combination of drugs, or drugs and herbal
medications, or drugs and dietary supplements
Inappropriate duplication of therapeutic group or active ingredient
No or incomplete drug treatment in spite of existing indication
Too many drugs prescribed for indication

Drug form

Inappropriate drug form (for this patient)

Dose selection

Drug dose too low
Drug dose too high
Dosage regimen not frequent enough
Dosage regimen too frequent
Dose timing instructions wrong, unclear or missing

Treatment duration Duration of treatment too short
Duration of treatment too long
Dispensing

Prescribed drug not available
Necessary information not provided
Wrong drug, strength or dosage advised (OTC)
Wrong drug or strength dispensed

Drug use process

Inappropriate timing of administration or dosing intervals
Drug under-administered
Drug over-administered
Drug not administered at 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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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main

Classification

Drug use process
Causes
(including
possible causes
Patient related
for
potential problems)

Detail
Wrong drug administered
Drug administered via wrong route
Patient uses/takes less drug than prescribed or does not take the
drug at all
Patient uses/takes more drug than prescribed
Patient abuses drug (unregulated overuse)
Patient uses unnecessary drug
Patient takes food that interacts
Patient stores drug inappropriately
Inappropriate timing or dosing intervals
Patient administers/uses the drug in a wrong way
Patient unable to use drug/form as directed
Patient unable to understand instructions properly

Causes
(including
possible causes
for potential
problems)

Patient
transfer related

No medication reconciliation at patient transfer.
No updated medication list available.
Discharge/transfer information about medication
incomplete or missing
Insufficient clinical information about the patient.
Patient has not received necessary medication at discharge from
hospital or clinic.

Others

No or inappropriate outcome monitoring (incl. TDM)
Other cause; specify
No obvious cause

Planned
Interventions

No intervention

No Intervention

At prescriber level

Prescriber informed only
Prescriber asked for information
Intervention proposed to prescriber
Intervention discussed with prescriber

At patient level

Patient (drug) counselling
Written information provided (only)
Patient referred to prescriber
Spoken to family member/caregiver

At drug level

Drug changed t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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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main
Planned
Interventions

Classification
At drug level

Detail
Dosage changed to …
Formulation changed to …
Instructions for use changed to …
Drug paused or stopped
Drug started

Intervention
Acceptance

Other intervention
Or activity

Other intervention (specify)

Accepted

Intervention accepted and fully implemented

Side effect reported to authorities

Intervention accepted, partially implemented
Intervention accepted but not implemented
Intervention accepted, implementation unknown
Not accepted

Not feasible
No agreement
Other reason (specify)
Unknown reason

Other

Intervention proposed, acceptance unknown
Intervention not proposed

Status
of the DRP

Unknown

Problem status unknown

Solved

Problem totally solved

Partially solved

Problem partially solved

Not solved

Problem not solved, lack of cooperation of patient
Problem not solved, lack of cooperation of prescriber
Problem not solved, intervention not effective
No need or possibility to solve problem

Abbreviation : PCNE, Pharmaceutical Care Network Euro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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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pplementary Table 2 Overhage’s classification
임상적 유의성

설명

극히 유의함
Extremely significant

- 극히 심각한 결과 또는 잠재적으로 치명적인 상황에 관련된 권고

매우 유의함
Very significant

- 주요 장기의 잠재적 혹은 존재하는 부전
- 심각히 유해한 약물 상호작용 또는 금기의 회피에 관련된 권고

유의함
Significant

- 비용, 편리함 뿐만 아니라 환자 또는 문서기반의 근거와 관련된 삶의 질을 포함하여 환자 치
료에 있어서 조금 더 수용가능하며 적절수준(즉, 표준 치료)으로서의 권고

어느 정도 유의함
Somewhat significant

- 권고에 의한 환자의 이득은 해석에 따라 중립적일 수 있음
- 처방의, 간호사 등 다른 보건의료직능인이 처방 전에 약사로부터 정보 또는 상세 설명을 얻음

유의하지 않음
No significance

- 정보 제공의 의미만 있음.
- 환자에 특이적이지 않은 권고

유해함
Adverse significance

- 부적절한 권고; 유해한 결과를 야기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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