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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ckground : Clinical pharmacists have participated in a multidisciplinary team of doctors,
pharmacists, nurses, and nutritionists at the Trauma Intensive Care Unit (TICU) of the National Medical Center since June 2019. This study was conducted to analyze drug interventions and
drug information provided by the pharmacist, and evaluate the appropriateness of antibiotic
prescriptions and nutritional support.

Methods : We reviewed TICU daily rounds reports from July to September 2019. To evaluate
the appropriateness of antibiotics and nutritional support, we retrospectively investigated and
compared the medical records before their participation (from March to May 2019) and after
(from July to September 2019). We reviewed the bacterial susceptibility testing results, antibiotic dosages, and nutritional support for the daily requirements of calories and protein, then
considered them appropriate if all criteria were m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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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ults : Sixty-two daily rounds were conducted on 48 patients with the pharmacists. There
were 89 drug interventions and 72 cases of drug information services. Seventy (78.7%) interventions were accepted, which included 21 (23.6%) cases of therapeutic drug monitoring, 15
(16.9%) cases of nutritional support, and 13 (14.6%) cases of renal dosage adjustment. Of the
drug information services conducted, 18 (25.0%) cases concerned the names of available drugs
with the correct ingredients, 11 (15.3%) cases were related to the drug dosing regimen, and
eight (11.1%) cases pertained to adverse drug events.
There were 12 patients over the 3-month period from March to May and 39 from July to September 2019. There were 164 appropriate cases of antibiotic prescriptions out of 197 (83.2%)
from March to May and 406 out of 474 (85.7%) from July to September 2019. There were 175
appropriate cases of nutritional support out of 265 (66.0%) from March to May and 394 out of
491 (80.2%) from July to September.

Conclusion : The appropriateness of antibiotic prescriptions and nutritional support was increased after pharmacists’ participation in the TICU multidisciplinary team. This study had
a limitation in assessing exceptional clinical conditions given the nature of the retrospective
review.

[Key words] Antimicrobial stewardship, Pharmacist-driven, Nutrition support

중환자(Critically ill patient) 치료의 목적은 신

우리나라에서도 2000년대 초부터 일부 의료기관

체 중요 장기의 급성 기능장애로 생명의 위협을 받는

에서 중환자실 다학제 팀에 전담약사를 배치하여 다

환자를 대상으로 의사, 간호사, 약사, 영양사, 재활

양한 약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중환자실 약사가

치료사 등의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이 최선의 치료를

제공하는 약료서비스는 회진 참여, 약물 요법 검토

수행하여 최선의 효과, 즉 환자의 회복을 도모하는 것

및 중재, 치료약물 모니터링(Therapeutic Drug

이다.

Monitoring, TDM) 자문, 약물상호작용 확인, 약

1)

중환자는 다발성 장기부전 등으로 복합적인 약물 요

물 이상반응 인과관계 확인 및 이력검토 등을 포함한

법을 시행하는 경우가 많아 환자의 상태에 따른 용법

다.3) Lee H 등이 2019년도에 발표한 메타분석 연구

및 용량 조절, 약물 상호작용, 약물 이상반응 등 고도

에 따르면, 중환자실 약사가 팀 의료에 참여한 경우에

의 약물 치료 전문지식이 필요하다. 또한, 경구 섭취

환자의 사망률 감소, 중환자실 재원 기간 감소, 예측

가 불가한 환자에게 정맥 영양 공급을 지원하기 위해

가능하거나 예측 불가능한 약물 이상반응의 발생이

적절한 영양 평가, 투여 경로 및 제제의 선택과 정맥

감소하였다.4)

투여 약물 간의 배합금기, 안정성 등에 대한 정보가

또한 Kane SL 등의 2003년 연구에 따르면, 진정

필요하다. 이와 같은 중환자 약료서비스에 대한 인식

가이드라인에 따른 약물 사용, 부적절한 치료 및 중복

이 국내외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00년 미국 중환

처방의 중단, 투여 경로의 조정, 적절한 항생제 추천

자 의학회(Society of Critical Care Medicine,

및 용량 조절 등의 중환자실 약사의 약물중재활동 결

SCCM)와 미국 임상 약학회(American College

과, 중환자의 재원기간과 환자의 치료비용을 감소시

of Clinical Pharmacy, ACCP)는 중환자 약사

켰다.5)

업무를 정의하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국립중앙의료원 약제부에서는 2016년 2월부터 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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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약사, 영양사를 구성원으로 하는 내과계 중환자

1) 자료수집 항목

실(Medical Intensive Care Unit, MICU) 다학
제 팀 활동에 주 2회 참여하고 있다. 팀 활동 시에는

일일회진보고서를 바탕으로 2019년 7월 1일부터

환자 상태에 대한 약력 검토와 함께 약물요법에 대해

9월 30일까지의 TICU 전담약사에 의한 약물중재내

토의하고 적절한 영양공급을 계획한다.6) 또한, 2019

용 및 약물정보제공 내용을 정리, 분류하였다. 또한

년 7월부터는 외상중환자실(Trauma Intensive

전담약사 배치 이전인 2019년 3월에서 5월까지 기간

Care Unit, TICU)에 전담약사를 배치하였다. TICU

동안 연구 대상 기준에 해당하는 12명과 전담약사 배

전담약사는 외상센터 의료진과 함께 주 5회 오전 회

치 이후인 2019년 7월에서 9월까지 기간 동안 연구

진에 참여하여 환자의 상태, 투여중인 약물 등을 직접

대상 기준에 해당하는 39명의 EMR을 후향적으로 조

확인하고 오후에도 변화하는 환자 상태를 확인하고

사하였고, 항생제 사용 및 영양지원의 임상적 효과를

변경되는 약물요법을 추가적으로 검토하는 등 보다

평가하였다.
연구 대상의 기본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성별, 나

적극적이고 실제적인 중환자 약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이, 키, 체중, TICU 입실 시 Acute Physiology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TICU 전담약사의 약물 중재 및
약물 정보 제공 내용에 대해 분류하고, 전담약사 배치

and Chronic Health Evaluation(APACHE) Ⅱ
score를 조사하였다.
항생제 처방 적절성 평가를 위하여, 환자에게 투여

전후로 TICU 재원 환자 대상으로 한 항생제 처방과

한 항생제 종류와 용량 및 용법, 균 감수성 결과, 병

영양지원의 적절성을 비교 평가하고자 한다.

용 약제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였다. 그리고 해당 항생
제의 적절성 평가를 위하여 환자의 신기능 검사 결과

연구방법

(혈청크레아티닌, 크레아티닌 청소율, 사구체여과
율), Alanine Aminotransferase (ALT), As-

1. 연구 대상

parate Aminotransferase (AST), 백혈구수,
전담약사 배치 이전인 2019년 3월부터 5월까지와

Procalcitonin, 체온 등의 자료 또한 수집하였다.

전담약사 배치 이후인 2019년 7월부터 9월까지 국립

영양지원 적절성 평가를 위하여, 환자의 키 및 체

중앙의료원 TICU에 입원한 18세 이상의 환자 중

중, 알부민 수치에 따른 영양평가, 처방된 Paren-

TICU 전담약사에 의해 제공된 약물 중재내용을 대상

teral Nutrition (PN), Enteral Nutrition

으로 하였다. 약물 중재내용은 TICU 전담약사의 일

(EN) 제제의 종류 및 투여속도, 1일 총 공급열량 및

일 회진보고서를 바탕으로 하였고, 환자의 처방, 검

단백질량 등의 자료를 수집하였다.

사결과 등은 전자의무기록(Electronic Medical
Record, EMR) 자료를 바탕으로 하였다. 해당기간

2) 항생제 처방 및 영양지원 적절성 평가방법

에 TICU에 입원하여 치료받았으나, 외상센터 의료
TICU 전담약사 참여 전후 항생제 처방의 적절성

진의 담당 환자가 아닌, 즉 전담약사의 약물 중재 서

평가를 위해, 균 감수성 결과, 적응증 및 신기능, 체

비스를 받지 않은 환자는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본 연구는 환자의 전자의무기록 조회를 통한 후향적

중에 따른 용법 및 용량, 같은 계열의 항생제 병용 여

관찰연구로서 환자의 정보를 이용하기 위하여 국립중

부를 검토하였다. 해당 환자의 TICU 재원일 중 항

앙의료원 기관생명윤리위원회(Institutional Re-

생제가 한 종 이상 처방된 일자별로 평가를 하였고,

view Board, IRB)로부터 연구계획서를 승인받은

항생제가 한 종 이상 처방된 일자를 합하여 총 처방

후 진행되었다(연구번호: H-2004-116-004).

일수로 합산하였다. 항생제 처방 검토 시, 모든 평가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 ‘적절함’으로 평가하였다.(기

2. 자료수집 및 평가방법

준: Lexicomp, The Sanford guideline 20197))
영양지원 적절성 평가를 위해서 환자에게 처방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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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Baseline characteristics of patients
Before
2019.3~5 (N=12)

After
2019.7~9 (N=39)

Male (N, (%))

10 (83.3)

28 (71.8)

Female (N, (%))

2 (16.7)

11 (28.2)

Age (year, mean±SD)

63±11

53±19

Body weight (kg, mean±SD)

63±14

64±131)

Height (cm, mean±SD)

166±8

167±72)

APACHE Ⅱ score (mean±SD)

10±5

9±5

Traumatic brain injuries

7 (58.3)

13 (33.3)

Trauma related fractures

4 (33.3)

14 (35.9)

Trauma related lung disease

1 (8.3)

3 (7.7)

Traumatic other internal organ injuries

0

7 (17.9)

Gastrointestinal inflammation

0

1 (2.6)

Others

0

1 (2.6)

Main diagnosis (N, (%))

SD: standard deviation, APACHE: acute physiology and chronic health evaluation
1)

자료없음: 1명

2)

자료없음: 2명

PN, EN 제제를 검토하였고, 역시 해당환자의 TICU

적으로 유의하다고 평가하였다.

재원일 중 입원 또는 수술 후 48시간을 제외한 일자별
로 평가하였다. 환자에게 PN, EN, 경구식이가 처방

연구결과

된 일자를 합하여 총 처방일수로 합산하였다. 영양지
원 적절성 검토 시, 환자에게 제공된 영양지원이 환자

1. 환자특성

의 일일 목표 열량 및 단백질량(기준: American
Society for Parenteral and Enteral Nutri-

전담약사가 배정되기 전인 2019년 3월에서 5월까

tion, ASPEN guideline 20168))에 모두 부합되

지 TICU에 재실한 환자는 총 59명이었고 그 중 외상

는 경우를 ‘적절함’으로 평가하였다.

센터 담당 환자, 즉 연구대상 환자 수는 총 12명, 전
담약사가 배정된 후인 2019년 7월에서 9월까지
TICU에 재실한 환자는 총 67명이었고 그 중 연구대

3. 통계분석

상 환자 수는 총 39명이었다(Table 1).
모든 자료는 평균±표준편차 또는 수(%)로 나타내

2019년 3월에서 5월까지 연구대상 환자군 중 7명

었고 통계학적 분석은 SPSS version 24.0 (IBM

(58.3%)이 Traumatic brain injuries로 가장

Co., Armonk, NY, USA)을 사용하였다. 연속형

많았고, 7월에서 9월까지 연구대상 환자군 중 14명

변수는 Student’s t-test를, 범주형 변수는 Chi-

(35.9%)이 Trauma related fracture로 가장 많

square test 또는 Fisher’s exact test를 시행하

았다.

였다. 각 항목의 P-value가 0.05 미만일 때 통계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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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Appropriateness of antibiotic prescription before and after TICU pharmacist’
s
participation
평가대상 항생제 요법

Before (N, (%))

After (N, (%))

P-value

Appropriate

Inappropriate

Appropriate

Inappropriate

60 (82.2)

13 (17.8)3)

156 (94.5)

9 (5.5)4)

0.006

1 (100)

0

23 (100)

0

-

- Piperacillin/Tazobactam

34 (97.1)

1 (2.9)

85 (91.4)

8 (8.6)

0.443

- Meropenem

3 (37.5)

5 (62.5)

13 (100)

0

0.003

- Tigecycline

16 (100)

0

0

0

-

- Vancomycin

0

0

2 (66.7)

1 (33.3)

-

Combination antibiotic

50 (78.1)

14 (21.9)

127 (71.8)

50 (28.2)

0.409

- Vancomycin 포함

28 (84.8)

5 (15.2)1)

57 (85.1)

10 (14.9)2)

0.841

164 (83.2)

33 (16.8)

406 (85.7)

68 (14.3)

0.477

Single antibiotic
- Cephalosporin
- Fluoroquinolone

총 적절성 평가
1)

3건: Piperacillin/tazobactam + Vancomycin, vancomycin 감량 필요
2건: Piperacillin/tazobactam + Vancomycin, vancomycin 증량 필요

2)

2건: Cefotetan + Vancomycin, 신기능 변화로 cefotetan 감량 필요
2건: Ciprofloxacin + Vancomycin, levofloxacin 내성 균주 발현
1건: Cefotetan + Piperacillin/tazobactam + Vancomycin, 수술전 예방적 항생제로 광범위 항생제 처방
1건: Cefotetan + Piperacillin/tazobactam + Vancomycin, 신기능 변화로 cefotetan 감량 필요
3건: Ciprofloxacin + Meropenem + Vancomycin, levofloxacin 내성 균주 발현
1건: Amikacin + Ceftazidime + Piperacillin/tazobactam + Vancomycin, 수술전 예방적 항생제로 광범위 항생제 처방

3)

13건: Cephalosporine 계 항생제 내성 균주 발현

4)

4건: 예방적 항생제의 지속 사용
3건: Cephalosporine 계 항생제 내성 균주 발현
2건: 균주에 적합한 항생제의 선택 및 투여 용량 필요

2019년 3월에서 5월까지 총 처방일수 197일(건)

2. 항생제 처방 적절성 평가 결과 비교

중 단일 항생제 처방일수는 133일(건)이고 7월에서
항생제 처방 적절성 평가 결과, TICU 전담약사 배
치 이전인 2019년 3월부터 5월까지 항생제 처방일
수 총 197일(건) 중 164일(건)(83.2%), TICU 전
담약사 배치 이후인 2019년 7월부터 9월까지 항생
제 처방일수 총 474일(건) 중 406일(건)(85.7%)
이 적절하였다(Table 2). 항생제 처방 적절성을 전
담약사의 배치 전후로 비교하였을 때, 83.2%에서
85.7%로 증가하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
다(p= 0.477).

9월까지 단일 항생제 처방일수는 297일(건)이었다.
특히 3월에서 5월까지의 Cephalosporin 단독 처
방 73일(건) 중 60일(건)이 적절(82.2%)하였는데
7월에서 9월까지의 단독 처방 165일(건) 중 156일
(건)이 적절(94.5%)하여 적절성이 증가하였다(p=
0.006). Meropenem 단독 처방 또한 항생제 처방 적
절성이 37.5%에서 100%로 증가하였다(p=0.003).
Piperacillin/tazobactam 단독 처방의 적절성은
97.1%에서 91.4%로 감소하였으나 통계적으로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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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Drug information provided by TICU pharmacist (2019.7.1 ~ 9.30)

Table 3 Appropriateness of nutrition support before and after TICU pharmacist’
s participation
평가대상 항생제 요법

Before (N, (%))

After (N, (%))

P-value

Appropriate

Inappropriate

Appropriate

Inappropriate

- PN

14 (56.0)

11 (44.0)

143 (76.1)

45 (23.9)

0.05

- PN + EN

23 (92.0)

2 (8.0)

88 (97.8)

2 (2.2)

0.206

- EN

114 (62.0)

70 (38.0)

120 (85.1)

21 (14.9)

<0.000

- 경구식이 포함요법

24 (82.8)

5 (17.2)

43 (95.6)

2 (4.4)

0.05

0

2 (100.0)

0

27 (100.0)

-

175 (66.0)

90 (34.0)

394 (80.2)

97 (19.8)

<0.000

- 처방없음
총 적절성 평가

PN: Parenteral nutrition, EN: Enteral nutrition

의하지 않았다(p=0.443).

적으로 유의하였다(p<0.000).
특히 PN 단일 처방의 경우, 56.0%에서 76.1%로
증가하였고(p=0.05), EN 단일 처방의 경우 62.0%

3. 영양지원 적절성 평가 결과 비교

에서 85.1%로 증가하였으며(p<0.000) 경구식이
영양지원 적절성 평가 결과, TICU 전담약사 배치

를 포함한 영양요법 또한 82.8%에서 95.6%로 증가

이전인 2019년 3월부터 5월까지 영양지원 처방 일수

하였다(p=0.05). PN과 EN을 병용한 영양요법은

총 265일(건) 중 175일(건)(66.0%), TICU 전담약

92.0%에서 97.8%로 증가하였으나 통계적으로 유

사 배치 이후인 2019년 7월부터 9월까지는 총 491

의하지 않았다(p=0.206).

일(건) 중 394일(건)(80.2%)이 적절하였다(Table
3). 영양지원 적절성을 전담약사 배치 전후로 비교하

4. TICU 전담약사의 처방중재 및 정보제공 활동

였을 때, 66.0%에서 80.2%로 증가하였으며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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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Analysis of pharmacist intervention (2019.7.1 ~ 9.30)
중재내용

Total (N)

Accept (N, (%))

치료약물모니터링

211)

17 (80.9)

4 (19.1)

81.0

영양지원

15

11 (73.3)

4 (26.7)

73.3

신기능에 따른 용량 조절

13

13 (100.0)

0

100.0

적응증에 따른 용법/용량

10

7 (70.0)

3 (30.0)

70.0

적응증 미해당

92)

4 (44.4)

5 (55.6)

44.4

약물유해반응 평가

7

7 (100.0)

0

100.0

상호작용

5

3 (60.0)

2 (40.0)

60.0

약제추천

3

3 (100.0)

0

100.0

제형변경

3

2 (66.7)

1 (33.3)

66.7

기타3)

3

3 (100.0)

0

100.0

Total

89

70

19

78.7

1)

Reject (N, (%))

순응률 (%)

vancomycin(15), phenobarbital(3), amikacin(1), aminophylline(1), digoxin(1)
내성균주 검출(4), 항생제 coverage 중복(1), 항생제 균동정검사 음전으로 항생제 적응증 미해당(1), albumin 적응증 미해당(1), metocloprimide 적응증 미해당

2) 

(1), ranitidine 적응증 미해당(1)
3)

병원절차, 중복, 치료계획 공유

TICU 전담약사가 회진에 처음 참여한 2019년 7월

약사가 도입되었다. 이후 더 많은 병원에서 중환자실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총 62회 일일 회진에 참여하

약료 서비스가 제공되어 2019년 기준으로 33개의 병

였고, 연구대상 환자 수는 총 48명이었다. 이 기간

원에서 중환자약료 업무를 시행 중이다.9) 또한 2014

동안 TICU 전담약사에 의한 약물중재건수는 89건,

년 중환자실 적정성 평가 항목으로 다학제 회진이 포

약물정보제공건수는 72건이었다.

함됨에 따라 중환자실 담당 약사의 중요성 또한 증대

총 중재건수 89건 중 순응건수는 70건(78.7%)이

되고 있다. 실제 많은 병원에서 중환자실 담당 약사가

었고, 중재 내용 중 TDM에 관한 사항은 21건(23.6

약료서비스를 제공하여 임상적으로 긍정적인 결과를

%), 영양 지원 관련 중재는 15건(16.9%), 신기능에

보인 연구들이 꾸준히 나오고 있으며10),11), 중환자실

따른 용량 조절이 13건(14.6%), 기타 40건(44.9

임상약사의 약물 처방 검토 시 필요한 필수점검 항목

%)이었다(Table 4).

개발에 대한 연구로 표준화된 중환자 약료 서비스 제

총 약물 정보 제공 72건 중 원내의약품 및 사용 가능

공의 가능성 또한 높아지고 있다.12)

여부가 18건(25.0%), 용법 및 용량 관련은 11건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립중앙의료원 외상중환자실

(15.3%), 약물 유해반응 평가가 8건(11.1%), 기타

전담약사의 팀 활동 참여 이후에 제공한 약료서비스

35건(48.6%) 이었다(Fig. 1).

에 대해 분류하고 항생제 및 영양지원 적절성에 대해
평가하고자 하였다.
먼저 2019년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약물 중

고찰

재 내용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것은 치료약물
1994년 삼성서울병원, 1996년 서울아산병원에서

모니터링(TDM)에 대한 것으로 해당 약물은 van-

중환자실 담당약사 업무가 시작되었으며, 2003년에

comycin이 15건으로 가장 많았고(71.4%), 이외

는 분당서울대학교 병원에서도 신생아 중환자실 담당

에 phenobarbital, amikacin, aminophy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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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ne 그리고 digoxin이 있었다(Table 4). 특히 항

항생제 처방이 적절함으로 평가된 2제 이상의 처방

생제 적절성 평가 결과를 같이 분석하였을 때, van-

일(건)은 총 처방일 수 64일(건) 중 50일(건)(78.1%)

comycin TDM을 통해 환자에게 투여되는 용량을

에서 전담약사 배치 이후에 총 처방일 수 177일(건)

적절히 조절하여 적정 trough level에 도달하도록

중 127일(건)(71.2%)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왔으나

기여하였다. 전담약사 활동 이전인 3월에서 5월 사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p=0.409)(Table 2).

의 vancomycin을 포함한 병용 처방일수 33일(건)

이는 중환자의 특성상 중증의 질환으로 항생제를 변

중 적절하지 않음으로 평가를 받은 5일(건) 중 3일

경 및 2제 이상 병용하는 경우가 많고, 적절성 평가

(건)이 vancomycin의 상용량을 넘는 용량으로 초

단위인 하루 안에 항생제를 추가 또는 변경하는 과정

기 투여가 되었다(Table 2). 이후 trough level이

이 포함되어 처방의 복잡성이 증가되어 있으며, 각

47.5 mcg/ml로 측정되었다. 또한, 나머지 2일(

각의 항생제 처방이 모두 적절한 경우에 해당 처방일

건)은 vancomycin trough level이 9.6 mcg/

(건)을 적절함으로 평가하였기 때문에 적절성을 획득

ml으로 증량이 필요하지만, 용량을 유지하여 적절하

하기가 어려웠을 것으로 사료된다.

지 않음으로 평가되었다. 이에 비해 전담약사 활동 후

2019년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동안 약물 중

인 7월에서 9월 사이에 vancomycin을 포함한 병용

재 내용 중 두 번째로 많은 비율을 차지한 것은 영양

처방일수 67일(건) 중 vancomycin 관련 평가가 모

지원에 대한 것이었고, 영양지원 적절성 평가 결과를

두 적절하였고, 적절하지 않다고 평가된 10일(건)은

같이 분석하였을 때 적절성이 66.0%(175/265)에

모두 vancomycin 이외의 항생제 처방이 적절하지

서 80.2%(394/491)로 증대(p<0.000)한 것에 전

않은 경우였다(Table 2).

담약사의 중재 및 약물정보 제공 서비스가 기여했다

항생제 적절성 평가 결과 중에서 2019년 3월에서 5

고 볼 수 있다. 환자의 적절한 일일 열량과 단백질량

월까지 cephalosporin 단일 요법의 처방일수 73일

및 기저상태(당뇨, 신부전, 뇌사, 설사 등)를 고려한

(건) 중 부적절하다고 평가된 13일(건)은 모두 균 동

PN, EN 제제의 선택과 투여 속도의 조절, 비타민과

정검사 결과 투여 중이던 항생제에 내성균주가 검출

미량원소의 공급 권장 등이 이에 해당된다(Table 4).

되었지만, 해당 항생제를 지속 사용한 경우였다. 3명

2019년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기간 동안 중재

의 환자에 해당되었는데 8일(건), 4일(건) 그리고 1

가 수용되지 않은 사유로는 약물치료학적으로는 중재

일(건) 지속 사용하여 부적절하다고 평가되었다. 이

가 필요하지만, 환자의 임상상태를 고려할 때 해당 처

에 비해 7월에서 9월까지 cephalosporin 단일 요

방의 유지가 불가피한 경우도 있었다. 그 사례로는 현

법의 처방일수 165일(건) 중 부적절하다고 평가된 9

항생제 사용이 균 감수성 결과상으로는 정확히 특정

일(건) 중 3일(건)이 내성균주의 검출에도 이전 항생

균에 표적화되어 있지 않으나 환자의 체온, 실험실적

제를 지속 사용한 경우였다(Table 2). 실제로 2019

검사, 영상검사 결과 등을 고려하여 지속 사용한 경우

년 7월 1일부터 2019년 9월 30일까지의 기간 동안

이다. Fentanyl과 quetiapine의 병용 시 상호작

약물 중재 내용 중 적응증 미해당 9건 중 4건이 내성

용에 의한 중추신경계 억제 가능성이 있으나 fenta-

균주 검출로 인한 항생제 변경을 권장하는 것이었다

nyl 단독투여만으로는 환자의 동요 조절이 어려워

(Table 4).

항정신병용제의 추가 복용이 필요한 경우도 있었다.

이외에 항생제 처방 적절성 증대의 항목 중 통계적

또 Proton pump inhibitor 주사제를 경구제로 변

유의성을 보인 것은 meropenem 단일 요법이었다.

경하는 것(제형변경)에 대해 환자의 장폐색증으로 인

2019년 3월에서 5월까지 기간 동안 부적절하다고

해 흡수 정도가 예측 불가능하여 미수용한 경우가 있

평가된 3일(건)은 객담에서 검출된 녹농균 치료에

었다. 전담약사의 활동 측면에서 한계점으로는 전담

double coverage를 하지 않아 내성균 검출이 된 경

약사 1인이 활동한다는 점, 중재 및 정보 제공 활동이

우였다. 이에 비해 7월에서 9월까지 기간 동안 mer-

주간 정규시간에만 이루어지기 때문에 외상외과 환자

openem 단일 요법 처방일수 13일(건) 모두 적절하

의 특성상 야간에 입원하는 경우 초기 항생제의 선택

다고 평가되었다(Table 2).

과 항생제 변경에 있어 빠른 중재에는 어려움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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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이다.

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관찰기간을 3개월로 정하여 평가대상 환
자수가 적었고, 후향적인 EMR 기록을 평가했기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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