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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ckground : Patients in surgical intensive care unit (SICU) commonly receive numerous intravenous drugs and are supported by parenteral nutrition. Thus, patients are often exposed to
drug-nutrient interactions and incompatibilities. Compatibility issues with parenteral administrations are crucial for practitioners as it could impact clinical outcomes.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valuate the appropriateness of drug administration by investigating drug-nutrient interactions and compatibility and to assess drug users’ recognition and experiences related
with ICU pharmacist serv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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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thods : A retrospective evaluation of drugs and nutrients in all prescriptions of patients admitted to the SICU during June 2017 was performed using electronic medical records. Then, in
from September to October 2017, the drug administration routes were checked in patients who
received total parenteral nutrition (TPN) in the ICU and drug adjustments were performed if the
combination was inappropriate. Questionnaires were distributed to SICU nurses responsible
for administering drugs for one week to assess the recognition and required pharmacy service
regarding drug-nutrient compatibility.

Results : In this study, 247 intravenous drug-nutrient interactions were identified from 18,350
combinations between drugs and nutrients. Fifteen interactions were recorded as “consideration of therapeutic correction” by the Lexicomp online® standard and all were interactions
between calcium and ceftriaxone. The drug route study revealed 18 incompatibilities in intravenous drug-nutritional combinations, of which were ‘no concomitant data’ on the basis of the
Lexicomp online®. In the nurses’ questionnaire conducted after the pharmacists’ interventions,
86.7% were aware of Y-site incompatible drugs and 16.7% experienced witnessing sedimentation or foreign materials. The required clinical pharmacy service was easy access to acquire
information regarding compatibility.

Conclusion : Findings from our study show that pharmacists’ interventions were necessary to
determine drug modification of drugs or routes of drug administration. Additionally, the questionnaire confirmed the need for development of information access services regarding drug
administration.

[Key words] Surgical intensive care unit, Drug-nutrient interaction, Drug-nutrient compatibility

중환자실(Intensive Care Unit, ICU) 입원 환

의 상호작용과 배합적합성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

자는 임상 상태 변화가 잦고 약제 사용의 면밀한 모니

각 상황에 맞는 적절한 약물과 투여 경로 선택이 중요

터링이 필요한 환자군이다. 특히 초기 영양 상태 불

하다.2),5)

1)

량, 장기 금식 등으로 인한 영양지원을 위해 TPN

이러한 처방 오류 및 투약 오류를 감소시키기 위해

(Total Parenteral Nutrition)을 사용하는 경우

약사의 적극적인 중재를 고려해볼 수 있으며, 이전

가 많으며 다양한 약물을 동시에 투여하는 경우가 많

Joanna E Klopotowska 등의 연구에서는 중환자

다. TPN 사용 환자에서 많은 종류의 약물과 TPN

실 약사의 참여에 의해 처방 오류가 감소함을 보고하

의 영양 구성 성분 간의 상호작용은 기대하는 효과를

였고6) 국내 연구에서도 중환자실 전담약사의 처방 조

얻는 데 장애물이 되고 독성을 나타낼 수 있다. 또

정 활동으로 부적절 처방 감소 및 회피비용 발생이 보

한, 약물과 TPN 투여시 배합적합성을 고려한 적절

고되었다.7),8) 또한 내과계 중환자실과 소아 중환자실

한 투여 경로 선택이 필요하나 그렇지 못한 경우 침전

환자를 대상으로 한 각각의 약물 상호작용 모니터링

형성 등의 가능성으로 약물과 TPN의 안정성 및 유효

및 평가 연구에서 약사의 약물 상호작용과 부작용 모

성에 문제를 일으킬 위험이 있다. 따라서, 중환자실

니터링의 필요성이 강조되었다.9),10)

2)

3)

4)

에 입원한 환자에게 TPN 사용시 정맥 약물-영양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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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 안전사용서비스(DUR, Drug Utilization Review)에서 병용금기목록을 설정해 관리하고 있으나
한정적이며, 배합금기에 대한 정보는 제공하고 있지

Table 1 Classification of risks of drug interactions based on the Lexicomp onlineⓇ
standard

않다. 그러므로 아직 인식도가 낮은 TPN과의 상호

위험 등급

작용 및 배합적합성에 대하여 약사의 적절한 조정이

A; 알려진 상호 작용 없음

필요하다.

B; 작업 필요 없음

현재 중환자실 담당 약사는 매일 다학제 회진에 참
여하여 약물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나, 중환자실에서

C; 치료 모니터링

상주하지는 않아 약물 상호작용과 배합적합성에 대한

D; 치료 수정 고려

문의를 답변하는 방식으로 정보를 제공하였다. 이에

X; 병용 방지

TPN을 투여 받았던 환자를 후향적으로 모니터링하
여 정맥 투여 약물-영양 간 상호작용이 얼마나 많이

TPN 사용력이 있는 환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이

발생하는지 알아보고자 하였으며, 이후 정맥 투여 약

중 외과계 중환자실 팀의료 대상이 아니었던 신경

물과 TPN의 실제 투여 경로를 약사가 모니터링하여

과, 신경외과, 소아청소년과는 제외하였다.

배합 부적합한 경우 조정 활동을 시행해보고자 하였

- 배합적합성 평가 : 2017년 9월 27일부터 10월

다. 또한, 중환자실의 투약 시행자를 대상으로 한 조

27일까지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외과계 중환자실

사를 통해 배합적합성에 대한 경험 및 인식 현황을 파

에서 재실한 만 19세 이상의 환자 중 약사의 모니

악하고 이와 관련된 약료 서비스에 대한 의견을 알아
보고자 하였다.

터링 시에 TPN 투여 중인 환자를 대상으로 하였

연구방법

었던 신경과, 신경외과, 소아청소년과는 제외하

다. 이 중 외과계 중환자실 팀의료 대상이 아니
였다.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외과계 중환자실 환자를 대상
으로 정맥 투여 약물과 TPN 사용력을 후향적으로 조

2) 배합적합성에 따른 약물 투여 경로 조정과 투약

사하여 약물-영양 간 상호작용을 파악하였다. 이후

시행자의 배합적합성에 대한 인식과 요구되는 약료

약물-영양간 배합적합성을 파악하기 위해 약 한 달간

서비스 연구

매 근무일 오전에 중환자실 입실 환자의 정맥 투여 약
물과 영양의 투여 경로를 조사하였다. 배합적합 근거
가 없는 경우 외과계 중환자실 담당약사가 다학제 회
진, 병원 내 메신저, 유선 연락 등을 통해 약물 투여
경로를 조정하였다. 투약 시행자의 배합적합성에 대

2017년 10월 기준으로 외과계 중환자실에 근무하
고 있는 간호사를 대상으로 하였다. 단, 근무 기간이
3개월 미만이거나 장기휴직 등으로 부재중인 간호사
를 제외하였다.

한 경험 및 인식 현황을 파악하고 약료 서비스에 대한
의견 조사를 실시하였다.

2. 자료 수집 및 연구 방법
1) 정맥 투여 약물-영양 간 투여 적절성 연구

1. 연구 대상

먼저, 정맥 투여 약물-영양 간 투여 적절성 연구 중

1) 정맥 투여 약물-영양 간 투여 적절성 연구

상호작용 파악은 2017년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

- 상호작용 파악 : 2017년 6월 1일부터 6월 30일
까지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외과계 중환자실에
서 24시간 이상 재실한 만 19세 이상의 환자 중

지의 후향적 전자의무기록 검토를 통해 조사하였다.
TPN 투여중인 환자의 당일 처방약을 대상으로 하였
고 조사한 투약력 검토를 위해 Lexicomp on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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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Drug-nutrient incompatibilities listed in formulary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Bundang
Hospital
TPN과 배합금기 Y-site Compatibility (2-in-1)

TNA 제제와 배합금기 Y-site Compatibility (3-in-1)

Acyclovir: 즉시 백색침전

Acyclovir: 즉시 백색침전

Amphotericin B: 솜털 같은 침전

Amphotericin B: 황색 침전

Cefazolin sodium: 즉시 침전

Cyclosporine: 침전 생성

Ciprofloxacin: 황갈색 변성

Dopamine HCl: 즉시 침전생성

Cisplatin: 황갈색 변성

Doxorubicin HCl: 즉시 유제분리

Cyclosporine: 침전 생성

Fluorouracil

Cytarabine (ARA-C): 즉시 혼탁

Ganciclovir sodium

Doxorubicin HCl: 즉시 혼탁

Haloperidol lactate

Fluorouracil (5-FU): 즉시 혼탁

Hydromorphone HCl: 즉시 유제 분리

Furosemide: 침전생성

Lorazepam

Ganciclovir sodium: 즉시 백색침전발생

Midazolam HCl: 즉시 유제 분리

Methotrexate sodium: 1시간내 혼탁

Morphine sulfate (15 mg/ml): 즉시 유제 분리

Metoclopramide HCl: 즉시 혼탁

Nalbuphine HCl: 즉시 유제 분리

Midazolam HCl: 백색 안개 같은 침전 발생

Ondansetron HCl: 즉시 유제 분리

Mitoxantrone HCl: 즉시 혼탁

Phenobarbital sodium: 즉시 유제 분리

Potassium phosphate: 혼탁

Potassium phosphate: 즉시 유제 분리

Sodium bicarbonate:소량 안개 같은 침전 발생
TNA: Total Nutritional Admixture
< Reference >
1. Compatibility of Medications with 3-in-1 Parenteral Nutrition Admixtures. JPEN.1999 ;23(2):67-74.
2. Injectable drugs 15th edition
3. Micromedex

의 ‘상호작용’을 이용하였으며, 정맥 투여 약물과 영

구성 성분과 약물 간 배합적합성을 판단하였다.

양 구성 성분 간의 상호작용을 A, B, C, D, X의 위
험 등급별로 분류하였다(Table 1).20)

2) 배합적합성에 따른 약물 투여 경로 조정

두 번째로, 정맥 투여 약물-영양 간 투여 적절성 연
구 중 배합적합성 평가는 2017년 9월 27일부터 10월

Compatibility chart의 4가지 분류 중 투여 적합

27일까지 휴일을 제외한 매일 일정한 시간에 중환자

을 나타내는 경우를 제외한 모든 경우 및 원내 배합금

실로 1명의 전공약사가 방문하여 약 30분간 TPN을

기 약물 목록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해 투여 분리를 원

사용하는 환자의 TPN과 각 약물의 실제 투여 경로와

칙으로 하여 약물 투여 경로 조정을 수행하였다. 원내

Y-site 여부 전반을 관찰하였다. 이후 Lexicomp

배합금기 약물 목록은 다음과 같다(Table 2).

online®의 ‘Trissel’s™ 2 Clinical Pharmaceutics Database’와 원내 의약품집 부록 중 ‘TPN/
TNA 제제와 배합금기 약물 목록’을 근거로 하여 영양

3) 투약 시행자의 배합적합성에 대한 인식과 요구
되는 약료서비스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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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Questionnaire of recognition and required pharmacy service about drug-nutrient
compatibility
1. 해당하는 연령대에 체크해 주십시오.
① 20~29세

② 30~39세

③ 40~49세

④ 50~59세

⑤ 60세 이상

2. 간호직 총 근무 기간과 ICU에서의 근무 기간을 기입해 주십시오.
- 총 근무 기간

- ICU 근무 기간

3. 약물-TPN 상호작용이나 TPN 사용 환자에서 Y-site 투여가 불가능한 약물이 있는지에 대해 알고 계신지 체크해 주십시오.
①예

② 아니오

4. 투약 시 배합 가능 여부에 대해 어느 경로를 통해 문의하시는지 체크해 주십시오. (중복 체크 가능)
① 약제부 문의

② ICU 전담약사 문의

④ 원내 전산 활용(Medi-span 등)

③ Micromedex, lexicomp 등의 참고 문헌

⑤ 기타

5. BestCare system > [의약품집(부록) 설정] > TPN/TNA 제제와 배합금기 약물 목록 화면을 알고 계셨는지 체크해 주십시오.
①예

② 아니오

6-1. TPN 사용 환자에서 Y-site를 통해 약물 투여 시 이물이 발생한 것을 목격하거나 침전이 생겼던 적이 있는지 체크해 주십시오.
① 예 (→ 6-2번 문항)

② 아니오

6-2. 경험이 있으시다면 경험하신 횟수를 적어주십시오.
① 1~3회

② 4~6회

③ 7~10회

④ 10회 이상

7. 다음 약물 중 2-in-1/3-in-1 TPN 투여 시 주의를 요했던 경험이 있는 약에 체크해 주십시오. (중복 체크 가능)
① Acyclovir

② Amiodarone

③ Cefazolin

④ Ciprofloxacin

⑤ Dopamine HCl

⑥ Ertapenem

⑦ Furosemide

⑧ Lorazepam

⑨ Metoclopramide

⑩ Midazolam

⑪ Morphine sulfate

⑫ Phenytoin

⑬ Sodium bicarbonate ⑭ 기타
8. 약물-영양 배합 가능 여부에 관해 약제부로부터 원하는 service가 있다면 적어주십시오.
9. 마지막으로 외과계 중환자실 담당약사의 중재와 기타 활동 이후 약물 상호작용/배합적합성에 관한 변화된 점이 있다면 적어주십시오.

한 달간의 배합적합성 평가 및 약물 투여 경로 조정

회의 승인 하에 시행되었으며(IRB No. B-1709-

활동 종료 후 투약 시행자의 배합적합성에 대한 인식

418-305) 피고용자가 포함되는 연구로 연구대상자

파악을 위해 2017년 10월 30일부터 11월 3일 동안

를 보호하기 위한 방안은 다음과 같았다.

간호사를 대상으로 하는 간단한 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대상자 모집을 목적으로 동의서 취득 또는 설문

수집된 자료는 빈도와 백분율로 분석하였다. 내용은

지 배부 시간 이외에 외과계 중환자실 근무 간호사와

다음과 같다(Table 3).

개인적으로 만나지 않았으며 조사 전 동의서 취득 과
정은 연구담당자가 직접 수행하였다. 해당 연구자 및
공동연구자는 분당서울대학교병원 간호본부에 속해

3. 피험자 보호

있지 않으며 연구담당자는 중환자실 간호사의 고용주
본 연구는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임상시험윤리위원

가 아닐 뿐 아니라 위계상 상위에 있지 아니하며 잠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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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Basic characteristics of drug-nutrient interaction study patients

Table 6 Basic characteristics of questionnaire subjects

특성

특성

대상 수(n=33)

성별(명)

대상 수(명)

외과계 중환자실 총 근무 인원

74

남자

24

근무기간 3개월 미만

13

여자

9

병가

2

나이(세, mean±SD)

65.6±12.9

조사 응답자 수

진료과(명)

30

연령 분포

외과

17

20~29세

19

흉부외과

12

30~39세

11

산부인과

3

중환자실 근무 기간

비뇨기과

1

3개월 이상 1년 미만

4

중환자실 재실 기간(일, mean, range)

6(1-52)

1년 이상 3년 미만

8

일일 사용 정맥 투여 약물(개, mean±SD)

9.5±4.3

3년 이상 5년 미만

5

5년 이상 10년 미만

9

10년 이상

4

Table 5 Basic characteristics of drug-nutrient compatibility study patients
특성

대상 수(n=14)

가에 영향을 끼치지 않았다. 동의서 취득 과정은 중환
자실 간호사에게 서면을 통해 연구에 대한 설명을 한

성별(명)
남자

10

여자

4

나이(세, median±SD)

뒤 결정을 내릴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동의서를 한꺼
번에 취득하여 동의를 거부한 간호사가 누구인지 식
별할 수 없게 하였다. 조사에 대한 답변은 중환자실에

72.2±12.4

서 공개적으로 진행하는 방식 대신 개인적으로 설문

진료과(명)

지를 취득하여 답변한 뒤 같은 장소에 놓는 방식으로

외과

6

흉부외과

6

비뇨기과

1

이비인후과

1

진행하였다. 연구대상자에게 전달된 설문지 9문항
중 나이와 근무 연수에 관한 문항은 5지선다로 단계
별로 구성하였다.

연구결과

중환자실 재실 기간(일, median, range) 13.5(1-46)
일일 사용 정맥 투여 약물(개, median±SD) 11.5± 4.2
중심정맥관 보유자 수(명)

1. 연구 대상의 특성

12

정맥 투여 약물-영양 간 투여 적절성 연구 중 상호작
용 연구 대상자 수는 6월 한 달간 총 33명, 배합적합
성 연구 대상자 수는 10월 한 달간 총 14명이었다.

적인 압력을 행사할 수 없었다.
동의서를 읽고 답변을 작성하지 않더라도 해당 간호

환자의 기본 특성은 다음과 같다(Table 4, 5).

사의 신상이 알려지지 않으며 고용, 계약이나 직무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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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 Classification of risks of drug-nutrient interactions based on the Lexicomp
onlineⓇ standard
위험 등급

건수

% 통계

A; 알려진 상호 작용 없음

0

0.0

B; 작업 필요 없음

1

0.4

C; 치료 모니터링

231

93.5

D; 치료 수정 고려

15

6.0

X; 병용 방지

0

0.0

247

100.0

합계

의 ‘상호작용’ 탭에서 상호작용이 검색된 건 수는 총

®

247건이었다. 상호작용 위험 등급에 따른 분류는 다
음과 같으며(Table 7) 약사의 개입이 필요한 ‘치료
수정 고려’에 해당하는 D level의 상호작용은 15건
모두 calcium과 ceftriaxone과의 상호작용이었
다. 구체적인 내용은 ceftriaxone이 calcium에
결합하여 불용성 염을 형성하고 calcium이 ceftriaxone의 부작용 및 독성을 증가시킨다는 내용이
었다.
또한, 대상 환자의 TPN과 약물의 실제 투여 경로를
모니터링하였을 때 확인된 정맥 영양 수액과 정맥 투
여 약물 간 조합 수는 총 1,524건이 도출되었다. 그
중 Lexicomp online®의 ‘Trissel’s™ 2 Clini-

Table 8 Classification of drug-nutrient
incompatibilities based on the Lexicomp
onlineⓇ standard and formulary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Bundang Hospital
약물 계열

cal Pharmaceutics Database’ 및 원내 의약품
집 배합금기 약물 목록을 기반으로 부적합하여 분리
투여를 판정하였던 경우는 총 18건이었으며 가장 많
았던 약물 계열은 analgesics이다(Table 8).
약물 계열별로 정리한 결과 배합 부적합성이 가장

건수

% 통계

Analgesics

5

27.8

Cardiovascular drugs

3

16.7

Sedatives

2

11.1

적인 사례는 tigecycline, furosemide, acetyl-

Insulin

2

11.1

cysteine, midazolam 등이었다. 해당 약물들은

Antibiotics

2

11.1

Others*

4

22.2

합계

18

100.0

많이 발견되었던 약물 계열은 analgesics였다. 배
합 부적합을 근거로 약사가 총 4건의 약물 조정 및
투여 경로 변경을 요청하였고 모두 수용되었다. 구체

투여 경로 확인 후 해당 환자 담당 간호사에게 배합적
합 데이터 부족을 근거로 익일 중환자실 회진 때 직접
분리 투여를 요청하거나 원내 메신저를 통해 투여 경
로를 조정하였다. 이 외에도 vancomycin, famotidine과 TPN의 배합적합성에 대한 문의를 답

*Others; albumin, furosemide, acetylcysteine

변했고 수혈이나 albumin 투여 중에는 TPN 투여를
약료서비스 연구의 조사 참여자 수는 30명이고 대상
군 특성은 다음과 같다(Table 6). 연령은 20대가
63%였고 중환자실에서 5년 이상 10년 미만 근무한
참여자가 9명으로 가장 많았다.

잠시 중단하여 배합 적합성을 유지하는 것을 확인하
였다.
3. 투약 시행자의 배합적합성에 대한 인식과 요구되
는 약료서비스 연구

2. 정맥 투여 약물-영양 간 투여 적절성과 약물 투여
경로 조정 수행

2017년 10월 기준으로 외과계 중환자실에 근무하
고 있는 간호사 수는 총 74명이었고 이 중 선정 기준

대상 환자의 투약 기록을 바탕으로 정맥 영양 구성
성분과 정맥 투여 약물을 조합한 결과 조합 수는
18,350건이 도출되었다. 그 중 Lexicomp online

에 해당하는 간호사 총 59명으로, 조사에 답변한 응
답자 수는 30명이었다. 약물-영양 상호작용과 배합
적합성에 대한 인식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Table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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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9 Results of questionnaire of recognition and required pharmacy service about
drug-nutrient compatibility
정맥 투여 약물-영양 간 상호작용과 배합적합성 인식 조사

수(명)

% 통계

1. 약물-TPN 상호작용이나 TPN 사용 환자에서 Y-site 투여가 불가능한 약물이 있는지에 대해 알고 계신지 체크해 주십시오.
①예

26

86.7

② 아니오

4

13.3

19

63.3

2. 투약 시 배합 가능 여부에 대해 어느 경로를 통해 문의하시는지 체크해 주십시오. (중복 체크 가능)
① 약제부 문의
② ICU 전담약사 문의

1

3.3

③ Micromedex, lexicomp 등의 참고 문헌

10

33.3

④ 원내 전산 활용(Medi-span 등)

15

50.0

⑤ 기타

1

3.3

3. BestCare system* > [의약품집(부록) 설정] > TPN/TNA 제제와 배합금기 약물 목록 화면을 알고 계셨는지 체크해 주십시오.
①예

23

76.7

② 아니오

7

23.3

4-1. TPN 사용 환자에서 Y-site를 통해 약물 투여 시 이물이 발생한 것을 목격하거나 침전이 생겼던 적이 있는지 체크해 주십시오.
① 예 (→ 6-2번 문항)

5

16.7

② 아니오

25

83.3

① 1~3회

4

13.3

② 10회 이상

1

3.3

4-2. 경험이 있으시다면 경험하신 횟수를 적어주십시오.

5. 다음 약물 중 2-in-1/3-in-1 TPN 투여 시 주의를 요했던 경험이 있는 약에 체크해 주십시오. (중복 체크 가능)
① Acyclovir

15

50.0

② Amiodarone

12

40.0

③ Cefazolin

0

0.0

④ Ciprofloxacin

4

13.3

⑤ Dopamine HCl

8

26.7

⑥ Ertapenem

7

23.3

⑦ Furosemide

5

16.7

⑧ Lorazepam

3

10.0

⑨ Metoclopramide

4

13.3

⑩ Midazolam

4

13.3

⑪ Morphine sulfate

2

6.7

⑫ Phenytoin

16

53.3

⑬ Sodium bicarbonate

18

60.0

⑭ 기타

3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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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번 문항의 약제부에 원하는 서비스에 대한 의견으

one과의 상호작용은 ‘치료 수정 고려’가 요구되는 상

로는 약품 정보 화면/간호 화면/비고란 등에 배합금

호작용이며, 국내 DUR 병용금기 항목에 포함되어

기인 약이 나타났으면 좋겠다는 응답 3건, 전자의무

있지 않아 약사의 모니터링과 처방 조정이 필요한 항

기록 상에 아이콘 혹은 색깔로 배합 적합성 표시를 원

목이다. 수술 이후 외과계 중환자실에서 다빈도로 처

하는 의견 2건, TPN과 약물이 동시에 오더 발행될

방되는 3세대 cephalosporin계 약물인 ceftriax-

경우 오더 상 ‘주의 요함’이 표시되기를 원하는 의견

one은 calcium과의 상호작용에 대하여 2007년

1건이 있었다. 이 외에도 상호작용 및 배합 적합성에

FDA의 48시간 이내 동시 투여 금지 고시가 있었으

접근하는 방법에 관하여 더 찾기 쉬웠으면 좋겠다는

나 2009년에 성인 환자의 경우 투여 경로를 분리할

의견 1건, 최신 정보를 요하는 의견 1건이 있었다. 9

경우 동시 투여 가능한 것으로 다시 고시되었으며18)

번 문항에서는 담당약사의 약물 혹은 약물 투여 경로

2009년 캐나다 병원약사회의 권고 사항에서 의료진

조정 활동 중 중환자실에 약사가 직접 방문해 경로를

은 상호작용이 적다고 알려져 있는 cefotaxime 등

추천해 주는 점이 좋았다는 의견이 있었다.

의 다른 3세대 cephalosporin계 약물로 대체하거
나 투여 경로 분리 등을 해야 한다.19)
Ondrej Machotka 등의 연구에서는 MICU

고찰 및 한계점

(Medical intensive care unit)과 SICU에서 각
본 연구는 외과계 중환자실에 입실한 환자를 대상으

각 6.82%, 2.16 %로 배합 부적절한 약물 투여가 발

로 정맥 투여 약물-영양 간 상호작용의 빈도와 심각

견되었다.13) 소아중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도를 파악하고 약물 투여 경로에 따른 정맥 투여 약

동시 투여중인 약물 대상으로 배합적절성을 평가했을

물-영양 간 배합 적합성 현황을 조사하고 약물 경로

때 배합 부적절한 경우가 8%, 약사의 자문이 필요한

를 조정하였다. 이후 정맥 투여 약물-영양 간 배합적

경우가 8%로 나타났다.14) 이는 다양한 약물을 투여

합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투약 시행자의 인식을 간

하는 중환자실에서 약사의 배합적합성 관련 약물 조

호사를 대상으로 하는 간단한 조사를 통해 파악하고

정의 필요성을 보여준다.16)

자 하였다.

정맥 약물-영양 간 배합적합성 검토에서는 TPN에

중환자실 처방의 약물 상호작용을 평가한 기존 선행

대한 정맥 약물의 병용 투여에 대한 자료가 없는 경우

연구 결과에 따르면 75.9%의 처방에서 환자 상태를

가 많았다. 배합적합과 관련된 적절한 근거가 없는 경

악화시킬 수 있는 상호작용이 보고되었다.

국내

우 분리 투여가 원칙이며, 이는 약물을 주입하는 중심

에서도 2015년 발표된 내과계 중환자실 약물 상호작

정맥 카테터와 말초정맥관의 수를 증가시킬 수 있어

용 연구에서는 잠재적 약물상호작용과 중환자실 재원

혈류 감염 등 정맥관의 부작용을 증가시킨다. 한편,

일수와 사망여부의 관련성에 대해 단변량 회귀분석을

배합적합성 선행 실험 연구들에서 방법 간의 차이가

실시한 결과 처방약제수(p<0.0001), 잠재적 약물

존재하여 통일성 있는 기준을 세우기 어렵다.15) 따라

상호작용 조합의 존재 여부(p=0.02)와 조합 수

서 배합적합성 in vitro 실험 등의 추가적인 연구가

9)

(p<0.0001)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보였다.

이루어져 보다 많은 약제에 대한 자료가 모이고 통합

소아중환자실 대상 연구에서도 약물 상호작용 모니터

된 기준이 세워질 경우 불필요한 약물 투여 경로가 감

링 평가 대상 환자 59명에게 처방된 총 1,330개의

소하고 혈류 감염 등의 위험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약물에서 Micromedex® 검색 결과 205 조합, 312

약물상호작용은 처방자에게, 배합적합성은 투여시

11),12)

건의 발생 가능한 약물상호작용이 조사되었다.

한

행자에게 적절한 정보가 제공되어야 하는 중요한 정

편, TPN의 구성 성분, 약물의 농도, 각각 투여 경로

보이다. 이를 위해 DUR, 원내 프로그램 도입 등 프

에 머무는 시간 등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약물-영양

로그램을 개발해왔으나 적절한 정보를 제공하는 데에

간 상호작용이 달라질 수 있고, 이에 따라 기대되는

있어서는 아직 부족함이 있다. 상호작용에 대한 적

약효의 변화 또는 독성 발생 가능성을 야기한다.

절한 정보 제공을 위해 일정 등급 이상의 상호작용이

10)

17)

본 연구 중 발견된 15건의 calcium과 ceftriax-

우선 표출되는 시스템의 도입을 생각해볼 수 있다.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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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로 2001년 한 연구에서는 drug interaction

결론

alerting system에 등록되어 있는 처방의에게 본
인 처방 중 심각한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는 약물 상
호작용에 대해 알림이 가는 시스템을 적용한 바 있
다.21) TPN의 구성성분과 약물간의 상호작용에 대해
서도 이와 같은 시스템을 적용하면 시간, 인력적인 부
분에서 보다 효율적으로 상호작용을 감소시킬 수 있
을 것이다.
그리고 배합적합성에 대해서는 전자 기록을 통해 약
물의 실제 투여 경로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
된다면 투약시행자에게 자동으로 정보가 제공될 수

외과계 중환자실에서 다약제 사용과 정맥 영양 공급
은 환자의 치료에 기본 바탕이 되며 적절한 정맥 투여
약물 및 영양은 환자의 안전과 약물의 유효성을 확보
하는데 반드시 필요하다. 따라서 약물과 영양 간의 상
호작용과 배합적합성을 고려한 약사의 적극적인 약물
조정이 필요하고 투약 시행자를 위한 약물 정보 전산
화면이나 시스템 개발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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