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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유민a*, 고민지a*, 박효정a, 이재현a, 이용석a, 이후경a, 김정미a, 조양현b, 민명숙a†
삼성서울병원 약제부a, 삼성서울병원 심장외과분과b

Analysis of Clinical Pharmacist Interventions
in the Cardio-Surgical Intensive Care Unit
You Min Sohna, Min Ji Koa, Hyo Jung Parka, Jae Hyun Leea, Yong Seok Leea, Hu Kyung Leea,
Jeong Mee Kima, Yang Hyun Chob and Myung Sook Mina†

Department of Pharmaceutical Services, Samsung Medical Center,
81 Irwon-ro, Gangnam-gu, Seoul, 06351, Republic of Koreaa
Department of Thoracic and Cardiovascular Surgery, Samsung Medical Center,
Sungkyunkwan University School of Medicine, Seoul, Republic of Koreab

Background : It has been reported that clinical pharmacists’ participation in the multidisciplinary intensive care unit (ICU) team reduces the number of medication errors and improves
the clinical outcome. However, studies assessing the role of pharmacists in a cardio-surgical
ICU (CSICU) are limited.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pharmacologic interventions and
identify pharmacologic problems that require pharmacist intervention in a CSICU.

Methods : The research was conducted by retrospectively reviewing the electronic medical
records of patients aged 18 years or older who were admitted to the CSICU of Samsung Medical
Center from April 1 2019 to June 30 2019.

Results : During the study, the clinical pharmacist monitored 12,021 drug prescriptions for 205
patients and conducted 379 pharmacologic interventions. The most common pharmacologic in*손유민과 고민지는 공동 제1저자로서 본 논문에 동등하게 기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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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rvention recommended by the pharmacist was nutritional support (19.0%), followed by therapeutic drug monitoring (TDM) (18.5%) and provision of drug information (14.8%). The most
frequently mediated group of drugs was antibiotics (31.1%), and the causes for pharmacologic
intervention of antibiotics were mostly TDM (51.7%) and inappropriate dosage (20.3%). The
intervention rate of ‘pain, sedation and delirium-related drugs’ was 17.2%, while the intervention rate of ‘antiarrhythmics, anticoagulant, and antiplatelet agents’ was 13.2%. The most
common reason for intervention in both groups was missed prescriptions, followed by adverse
drug events and inappropriate dosages. The acceptance rate of intervention was 92.2%.

Conclusion : Clinical pharmacists’ participation in the ICU has enabled active drug prescription monitoring, proper nutrition support, and TDM. The acceptance rate of intervention is
high. The CSICU requires pharmacologic intervention of pain, sedation and delirium-related
drugs specific to critically ill patients, as well as drugs indicated for cardio-surgery.

[Key words] Clinical pharmacist, Intervention, Cardio-surgical intensive care unit

중환자는 질병의 중증도가 높아 다약제가 동시 투여

한편, 삼성서울병원에서는 2017년부터 임상약사

되거나 고위험 약물이 빈용되는 경우가 많고, 약동학

가 심장외과 중환자실의 다학제 팀 회진에 참여하여

적 특성이 변화하며, 재원기간이 연장된다. 이러한

처방 검토 및 중재 업무를 시행하고 있다. 2019년 4

특성으로 인해 처방 오류 및 약물 이상반응이 발생할

월 1일부터는 임상약사 1명이 전담하여 다학제 회진

가능성이 높다. 중환자의 약물치료에 임상약사가 참

에 주 3회 정기적으로 참여하면서 더 적극적인 중재

여함으로써 처방 오류 및 예방 가능한 약물 이상반응

업무를 시행하고 있다.

을 줄이고, 약물 치료 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단일 상급종합병원에서 임상약

양한 선행연구들이 있으며, 중환자실 재원 일수와 사

사의 심장외과 중환자실 다학제 팀 회진 참여 후 시행

망률과 같은 임상 결과를 개선한다는 보고도 있다.1)

한 약처방 중재 활동을 분석하고, 임상약사의 중재가

국내 타 병원의 연구에서도 내과계 중환자실에서 약

다빈도로 시행된 약물군의 처방 중재 사유에 대해 알

사의 다학제 팀 활동 이후 중환자실의 재원일수 및 사

아봄으로써 중환자에게 최적의 약물치료 효과를 제공

망률이 감소하였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되었다.

하는 임상약사의 역할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2)

심장외과 중환자실 환자들은 대부분 관상동맥 우회
로 이식술(Coronary Artery Bypass Surgery),

연구방법

대동맥 치환술, 심장이식, 좌심실보조인공심장(Left
Ventricular Assist Device) 이식 등 심혈관질환

본 연구는 2019년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삼성

의 외과적 수술치료를 시행 받은 후 관리를 목적으로

서울병원 심장외과 중환자실에 주중에 24시간 이상

입실한다. 이 환자들은 약동학적 특성이 변화하며,

재실한 만 18세 이상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처방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약물들을 투여한

동일 환자가 2회 이상 심장외과 중환자실에 입실한

다.

경우 퇴실 시간과 재입실 시간 간격이 48시간 이상이

3)

따라서 임상약사가 심장외과 중환자실 환자의

약물치료에 참여함으로써 치료효과 개선을 기대할 수

면 다른 환자로 간주하였다.

있으나, 심장외과 중환자실에서 임상약사의 처방 중
재 활동 및 그와 관련한 연구는 제한적이다.

연구대상 환자의 전자의무기록(EMR, Electronic Medical Record)을 후향적으로 검토하였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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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환자에 대한 Patient Medication Profile
(PMP)을 이용하여 처방 중재 내역을 확인하였다.

Table 1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the
study patients

연구대상의 인구학적 특성 파악을 위해 성별, 연령,

환자 특성 (mean ± SD)

체중, 신장, APACHEⅡ (Acute Physiologic
and Chronic Health Evaluation Ⅱ) score,
SAPSⅢ (Simplified Acute Physiologic Score

성별(n)

남자

139 (67.8%)

여자

66 (32.1%)

Ⅲ) score, Initial SOFA (Sequential Organ

연령(yr)		

63±12.6

Failure Assessment) score, 평균 재실일 수,

체중(kg)		

66.2±13.6

신장(cm)		

164.2±9.8

APACHEⅡ* score

25.4±7.7

SAPSⅢ score		

48.2±12.2

CRRT (Continuous renal replacement therapy) 또는 ECMO (Extracorporeal membrane
oxygenation) 시행 환자 수를 조사하였다.
임상약사의 약처방 중재 활동 평가 항목으로 중환자

†

실 재실 기간 중 처방 검토 건수, 중재 건수, 24시간

Initial SOFA score

이내 중재 수용률, 중재 약물군, 처방 오류의 유형 및

평균 재실 일 수		

3.8일

CRRT§ (n)		

18 (8.8%)

ECMO (n)		

6 (2.9%)

그에 따른 중재 유형에 대해 조사하였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중재 약물군에 따른 중재 사유를 분석하였
다. 이 때 처방 검토 및 중재의 건수는 의약품 1품목

‡

‖

8.4±3.9

당 1건으로 산정하였으며, 중재 건수에 EMR 상 의

*APACHEⅡ, Acute Physiologic and Chronic Health Evaluation Ⅱ;

사의 자문 의뢰가 들어와 임상약사가 수행한 영양 지

Organ Failure Assessment; §CRRT Continuous renal replacement

원 자문과 약동학 자문의 건수를 포함하였다. 영양 지

†

SAPSⅢ, Simplified Acute Physiologic Score Ⅲ; ‡SOFA, Sequential

therapy; ‖ECMO, Extracorporeal membrane oxygenation

원 자문은 임상약사가 장관외 영양(PN, Parenteral nutrition)의 적절성을 평가하고, PN이 필요
할 경우 중심정맥영양 또는 말초정맥영양의 초기 조

1. 연구 대상의 특성

성을 결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약동학 자문은 TDM
(Therapeutic Drug Monitoring) 대상 약제에
대해 약물의 용량 및 용법을 조절하고, 약물 혈중 농
도 모니터링 시기를 결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중재 유
형은 영양 지원, TDM, 용량 및 용법 조절, 약물 시
작 권고, 약물 중단 권고, 대체 약제 권고, 약물 정보
제공, lab test 권고, 기타로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이 중 영양 지원은 영양 지원 자문과 PN의 조성 결정
을 모두 포함하였으며, TDM은 약동학 자문 의뢰가
들어온 것 이외에도 TDM 대상 약물에 대해 혈중 농
도를 기반으로 용량, 용법에 대해 중재한 것을 모두
포함하였다.

2019년 4월 1일부터 2019년 6월 30일까지 삼성
서울병원 심장외과 중환자실에 재실했던 환자 중 본
연구의 기준에 적합한 환자 205명을 대상으로 하였
다. 연구대상의 임상적 특징은 Table 1과 같다. 연
구 대상 205명 중 139명(67.8%)이 남자였으며, 환
자의 평균 연령은 63세였다. 질병 중증도 평가 지표
들은 각각 APACHEⅡ 25.4, SAPSⅢ 48.2, initial SOFA score 8.4에 해당했다. 평균 재실 일 수
는 3.8이었다(Table 1).
2. 임상약사의 약처방 중재 활동 평가

본 연구는 삼성서울병원 기관윤리심의위원회로부

1) 중환자실 재실 기간 중 처방 검토 및 중재 건수

터 승인받았으며(IRB No. 2019-07-083), 후향적
관찰 연구로서 피험자 동의는 생략하였다.

연구결과

연구 기간 동안 임상약사는 205명의 환자에 대해
12,021건의 처방을 검토하였으며, 전체 연구 대상
의 41%에 해당하는 85명의 환자에 대해 379건의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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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3%
7.65%
4.22%
3.96%
5.01%
2.11%
7.12%
5.54%
19.00%
1.06%
0.79%
0.53%
11.87%
Fig. 1 Drug classification in which pharmacist intervened

방 중재가 시행되었다. 즉, 하루에 평균 190.8건(전
체 건 수/monitored patient days)의 처방이 검

Table 2 Types of pharmacologic intervention recommended by pharmacist

토되었으며, 이 중 평균 6.0건의 처방에 대해 중재가
이루어졌다. EMR 상 의사의 자문 의뢰가 들어와 수

중재 유형

건수 (%)

영양 지원

72 (19.0%)

TDM

70 (18.5%)

약물 정보 제공

56 (14.8%)

용량, 용법 조절

51 (13.5%)

약물 중단 권고

47 (12.4%)

약물 시작 권고

44 (11.6%)

안 중재된 379건 중 항생제가 118건(31.1%)으로

대체 약제 권고

21 (5.5%)

가장 많았으며, 정맥 영양 및 경장 영양 관련 중재가

Lab test 권고

14 (3.7%)

그 다음으로 많은 비율인 72건(19.0%)을 차지하였

기타

4 (1.1%)

SUM

379 (100%)

행한 자문 업무는 영양 지원 37건, 약동학 31건이었
다. 약동학 자문 중 vancomycin에 대한 자문이 25
건이였다.
2) 중재 약물군
중재 대상 약물군을 분석해 보았을 때 연구기간 동

다. 진통·진정·섬망 관련 약물은 총 65건(17.2%),
항부정맥제·항응고제·항혈소판제는 총 51건(13.2%)
에 해당하였다(Fig. 1).
3) 중재 유형

는 등의 사유로 약물 중단(12.4%), 약물 시작

중재 유형은 영양 지원(19.0%)이 가장 많았고,

였다(Table 2). TDM의 빈도는 vancomycin,

(11.6%), 또는 약물 대체(5.5%)를 권고하기도 하

TDM (18.5%), 약물 관련 정보 제공(14.8%), 용
량, 용법 조절(13.5%) 순이었다. 적응증이 있으나

gentamicin, digoxin, tacrolimus, teicoplanin 순이었다.

약물 처방이 누락되었거나, 적응증에 부적절하게 투
여되었거나, 상호작용이 있는 약물이 동시에 투여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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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Causes for pharmacologic intervention
중재 사유

락(27.5%), 부적절한 적응증(19.6%), 약물 상호
작용과 부적절한 용량(13.7%)으로 인한 중재가 다
빈도로 시행되었다(Fig. 2C).

건수 (%)

영양지원

72 (19.0%)

TDM

70 (18.5%)

처방 누락

60 (15.8%)

전체 중재 유형 중 처방 변경이 필요한 중재 유형에

용량, 용법 오류

58 (15.3%)

대해 24시간 이내 중재 수용률을 분석하였다. 이 때

적응증에 부적절한 약물

37 (9.8%)

약물이상반응

36 (9.5%)

약물상호작용

16 (4.2%)

제형 오류

9 (2.4%)

투여 경로 오류

6 (1.6%)

투여 기간 오류

6 (1.6%)

수술 전 약물 중단 실패

2 (0.5%)

기타

7 (1.8%)

SUM

379 (100%)

6) 24시간 이내 중재 수용률

약물 정보 제공(56건) 및 기타(4건 중 3건) 중재는 임
상약사의 중재가 처방 변경을 필요로 하지 않으므로
수용률 분석에서 배제하였다. 중재 320건 중 295건
(92.2%)에서 중재 수용이 이루어졌다.

고찰
중환자약료 담당 임상약사는 처방된 모든 약물요법
에 대해 전향적으로 적응증, 용량, 상호작용 등을 검
토하는 기본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또한 다학제
팀의 일원으로서 약물 프로토콜을 정비하는 등의 바
람직한 업무를 수행할 뿐만 아니라, 의료진과 협의하

중재 사유로는 영양 지원(19.0%), TDM (18.5%)
이 가장 많았다. 이 외에 약물 관련 처방 오류는 적응
증이 있으나 약물 처방이 누락된 경우(15.8%), 용량
및 용법 오류(15.3%), 적응증에 부적절한 약물, 약
물이상반응, 약물상호작용 등의 순으로 발생하여 처
방 중재가 수행되었다(Table 3). 용량, 용법 오류
중 신기능에 따른 오류는 58.6%를 차지하였다.

여 프로토콜의 효과 및 약물 경제성 평가, 연구 활동
등 최적의 업무를 수행할 것이 권고된다.4) 심장외과
중환자실의 임상 약사를 통해 적극적인 약물 처방 중
재와 적절한 영양지원 및 약동학 자문이 가능해졌으
며, 중환자약료 약사에게 요구되는 역할이 수행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연구기간 동안 임상약사는 하루에 평균 190.8건의
약 처방을 검토하였다. 처방 검토는 2019년 병원약
사회지에 게재된 ‘중환자실 임상약사의 약물처방 검
토 시 필요한 필수점검 항목 개발’의 ‘Essential

5) 중재 약물군에 따른 중재 사유
다빈도로 처방 중재가 시행된 약물군인 ‘항생제
(118건)’, ‘진통·진정·섬망 관련 약제(65건)’, ‘항부
정맥제·항응고제·항혈소판제(51건)’에 대해 처방 중
재 사유를 분석한 결과는 Fig. 2와 같다. 항생제 대
상 중재 사유는 TDM이 51.7%로 가장 많았고, 용
량, 용법 오류로 인한 중재가 22%였다(Fig. 2A).
‘진통·진정·섬망 관련 약제’는 처방 누락(21.5%),
부적절한 용량(21.5%)과 적응증에 맞지 않는 약물
투여(18.5%)가 주요 중재 사유에 해당되었다(Fig.
2B). ‘항부정맥제·항응고제·항혈소판제’는 처방 누

checklist for the critical care pharmacist’
를 기준으로 하였다. 기본적인 모든 약제 검토를 포함
하여 항생제, 스트레스 궤양 예방 약제, 심부정맥혈
전 예방 약제, 약물동력학 모니터링, 진통·진정·섬망
조절제, 영양집중지원 등에서 요구되는 약물 처방 검
토를 모두 수행하였다.5) 12,021건의 처방 검토 건
에 대해 379건의 중재가 시행되어, 처방 검토 건 대
비 처방 중재 건 수는 3.2%이다. 이는 Kessemeier
의 선행연구 중 외과계 중환자실에서 임상 약사의 다
학제 회진 참여 이후의 prescribing errors/monitored medications 결과인 3.25%와 유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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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A Antibiotics
TDM :therapeutic drug monitoring

Fig. 2B Analgesics, sedatives, delirium medications

다. 선행 연구에서는 중환자실에서 임상약사의 처방

심장외과 중환자실에서의 중재 약물군의 비율은 항

검토 및 중환자실 회진 참여 이후 prescribing er-

생제가 31.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국내

rors/monitored medications가 통계적으로 유

타 병원의 선행연구들과 동일하였다.2),7) 항생제 치료

의미하게 감소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1) 연구 대

시 환자의 적응증, 신기능 등 임상 상태를 고려한 약

상군의 41%에 해당하는 환자에서 처방 중재가 이루

사의 처방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그 외에

어졌으며, 삼성서울병원에서 시행된 선행연구에 의

진통·진정·섬망 관련 약제가 17.2%이며 항부정맥제·

하면 재원 기간이 길거나 신기능 저하가 있을수록 약

항응고제·항혈소판제가 13.2%에 해당하였다. 따라

사의 중재가 많이 수행되었다.

서 심장외과 중환자실 임상약사는 심부전, 부정맥 등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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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C Cardiovascular medications
DDI : drug drug interaction, PK : pharmacokinetics

적응증과 관련된 심장 작용 약물과 더불어 중환자에

본 연구에서 따로 분류된 TDM과 용량, 용법 조절을

서 특이적인 진통·진정·섬망 관련 약제에 대한 검토

모두 약물의 용량, 용법 관련 중재 유형으로 본다면

및 중재를 모두 해야함을 확인할 수 있다.

해당 타병원의 중재 유형의 비율과 거의 유사하다. 이

중재 유형으로는 영양지원과 TDM이 각각 19.0%
와 18.5%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최적화

를 통해 심장외과 중환자실과 내과계 중환자실에서
유사하게 중재가 시행되고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된 영양요법을 제공하고 약물에 대한 약동학적 모니

임상약사의 영양 지원은 환자의 상태에 따른 PN 조

터링을 하는 것은 중환자 약물치료를 담당하는 임상

성 결정과 더불어 정맥영양의 적절성 평가를 포함한

약사의 기본적인 역할 중 일부이다.4) 타 병원 내과계

다. 전체 72건 중 29건은 경장영양을 권고하는 중재

중환자실에서 수행된 연구에서는 용량, 용법 중재가

로 경장 투여가 가능한 경우 경장영양을 정맥영양보

전체 중재 유형의 49.8%로 가장 많았으며, TDM이

다 우선시하도록 하는 ASPEN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전체 중재 유형의 5.4%를 차지하였고, 영양지원에

적절히 중재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8)

관련된 중재 유형은 별도로 분류되지 않았다. 이러

임상 약사의 참여를 통해 심장외과 중환자실에서

한 중재 유형 비율의 차이는 분류의 차이에서 비롯된

처방된 모든 TDM 약물은 환자의 약동학적 특성이

것으로 유추된다. 본 연구에서 TDM은 EMR 상 의

고려된 용량 및 용법 조절이 가능해졌다. TDM은 적

사의 자문 의뢰건 이외에도 TDM 대상 약물에 대해

응증에 따라 목표 약물 혈중 농도를 설정하고, 용량

용량, 용법 및 약물동력학/약력학 특징에 대해 중재

및 용법과 약물 혈중 농도 모니터링 시기를 결정하는

한 것을 모두 포함하여 시행된 비율이 높았으며, 영

과정을 모두 포함한다.9) 심장외과 중환자실에서 임

양 지원 또한 별도로 분류되었다. 또 다른 타 병원 내

상약사의 TDM은 의사에 의해 100% 수용되어 처방

과계 중환자실에서 수행된 선행 연구에서는 용량, 용

에 반영되었다. 이 중 임상의의 요청으로 TDM 자문

법 중재(26.0%), 영양 지원(18.1%), 약물 정보 제

이 이루어진 경우는 31건으로, 임상약사의 다학제

공(18.1%), 약물동태학 관련 중재(9.3%), 약물 중

회진 참여 이후 약동학 자문 요청의 양적 증가 또한

단(7.8%), 시작(7.4%), 대체 약제(7.0%) 권고,

이루어졌다. 처방 중재가 이루어진 TDM 70건 중

lab test 권고(1.6%) 순으로 중재가 시행되었다.

33건(47.1%)은 감염성심내막염(infective en-

2)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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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carditis)을 적응증으로 하였으며, 이는 본 연구

였다. 항생제 관련 중재 활동은 TDM이 51.7%로

가 심장외과 중환자실 환자들을 대상으로 진행되었기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TDM 대상 약물인

때문이다. 전체 TDM 중 vancomycin이 48건,

vancomycin의 중재가 많이 이루어졌으며, 혈중 최

aminoglycoside가 12건이었다. 선행 연구에 따르

저 농도를 기준으로 약물의 용량 및 용법을 조절하였

면 임상약사가 vancomycin과 aminoglycoside

다. 이를 통해 적응증에 맞는 적절한 약물 혈중 농도

의 약물 요법을 조정하는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를 유지하며 vancomycin 유발 신독성을 예방할 수

비해 신기능 장애와 같은 약물 이상반응 더 적게 발생

있었다.9) 다음으로 항생제 관련 용량, 용법 오류가

하며, 사망률, 재원일 수가 감소한다고 보고되었

20.3%를 차지하였으며, 그 중 신기능에 따른 용량

다.10) 임상약사는 TDM 대상 약물과 관련된 약물 이

조절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가 대표적이다.

상 반응의 발생 여부도 모니터링한다. Vancomy-

신부전이 있는 중환자에서 항생제 용량 조절 시 환자

cin을 투여할 때, 목표 최저(trough) 농도가 15~

의 신기능과 감염의 적응증, 항생제의 약동학 및 약력

20 mg/L 이상이거나 신독성 약물을 병용하는 경우

학적 특징, 감염균의 항생제 감수성 등을 종합적으로

vancomycin 유발 신독성의 위험이 증가하며,

고려해야 한다. 또한 IHD (intermittent hemo-

aminoglycoside와 같은 이독성 약물을 병용하

dialysis) 또는 CRRT 등의 신대체요법을 하는 경우

는 경우 이독성 발현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관련 임상

그 종류에 따라 약물 소실에 차이가 있으므로 각 상황

증상을 확인하도록 중재한다. 또한 vancomycin

에 맞는 용량 조절이 필요하다.13) ‘진통·진정·섬망 관

>500 mg을 30분 이내에 투여할 경우 red man

련 약제’와 ‘항부정맥제·항응고제·항혈소판제’에서는

syndrome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적어도 1

공통적으로 적응증이 있으나 처방을 누락한 경우와

시간 이상 점적 투여해야 하며 고용량을 투여할 경우

약물이상반응, 용량, 용법 오류로 인한 중재가 다빈

투여시간을 늘리도록 안내하고 있다.

도를 차지하였다.

9)

약물상호작용과 관련된 중재로는 amiodarone-

약사 중재의 수용률은 92.2%로 국내외 외과 중환

quetiapine의 상호작용이 있었다. 두 약물 병용 시

자실 및 내과 중환자실에서 수행된 다른 연구 결과에

QTc-prolongation의 위험으로 인해 12-lead

비해 높았다.1),7),14) 삼성서울병원은 2009년 내과계

ECG상 QTc 간격을 확인하고, QTc prolonga-

중환자실 다학제 팀활동 참여를 시작으로 약사의 임

tion (남성에서 ≥470 ms 또는 여성에서 ≥480 ms

상 업무가 확대되었으며, 2013년 국내 최초로 삼성

일 때)이 발생하였을 경우 두 약물 중 하나를 중단할

서울병원의 중환자의학과가 창설되어 임상약사의 활

것을 권고하고 있다.11)

동 범위 또한 넓어졌다. 10여년간 지속된 다학제 팀

심장외과 중환자실에서 처방 오류는 적응증은 있으

활동을 바탕으로 약사의 중재 신뢰도가 구축되었고

나 약물 처방이 누락된 경우와 용량, 용법 오류가 가

이는 높은 수용률로 나타났다. 다빈도 중재유형인 영

장 많은 빈도를 차지하였으며, 이는 외과 중환자실에

양지원과 TDM은 100% 중재 수용되었으며, 수용되

서 수행된 Kessemeier의 선행연구와 유사하다.1)

지 않은 중재 총 25건 중 23건은 약물의 시작, 중단,

용량 오류 중 신기능에 따른 용량 오류가 58.6%에 해

또는 대체 약제 권고였다. 수용되지 않은 중재 총 25

당하였다. 심장 수술 후 급성 신손상(acute kidney

건 중 진통·진정·섬망 관련 약제가 8건, 항생제가 8건

failure)은 그 정의에 따라 1~30%까지 발생할 수

으로 환자의 임상 상태를 고려하여 중재가 수용되지

있다.12) 따라서 수술 후 매일 신기능 평가 지표를 모

못하였다.

니터링하며 신기능에 따른 약물의 용량 조절이 필요
하다.

본 연구는 후향적으로 EMR 및 PMP 처방 중재 기
록을 검토하여 진행되었기 때문에 중재 내용이 누락

처방 중재가 다빈도로 시행된 약물군인 ‘항생제’,

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약사의 중환자실 전담 업

‘진통·진정·섬망 관련 약제’, ‘항부정맥제·항응고제·

무 전후의 임상적 효과에 대한 비교 평가가 이루어지

항혈소판제’에 대해 처방 중재 사유를 분석하여 약사

지 않았다는 한계점이 있다.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

중재가 필요한 약물 관련 문제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

고, 본 연구는 국내 심장외과 중환자실에서의 약사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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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 중재 활동에 대해 분석한 첫 번째 논문으로 심장외

critical care pharmacy services. Society

과 중환자 약료 업무에 참고자료가 될 수 있다는 점에

of Critical Care Medicine and American

서 의의가 있다.

College of Clinical Pharmacy Task Force
on Critical Care Pharmacy Services. Crit
Care Med. 2000;28(11):3746-50.

결론

5) Sohn YM, Park HJ, Chung JE et al. De본 연구를 통해 심장외과 중환자실 임상 약사의 전

velopment of an Evidence-based Essen-

향적인 약물 검토 및 임상 업무를 분석한 결과 다양한

tial Checklist for the Critical Care Phar-

약물군에서 중재가 이루어지며, 적절한 영양지원 및

macist. J Kor Soc Healthsyst Pharm.

약동학 자문이 가능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각 약물

2019;36(1):26-46.

군에서 다빈도 중재 사유에 대해 분석하였다. 심장외

6) Kim JM, Park SJ, Sohn YM et al. Devel-

과 중환자실의 경우 심장외과 수술의 적응증과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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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therapeutic Problems and Pharmacist

약물치료 효과 개선에 도움이 되고 궁극적으로 환자

Interventions in a Medical Intensive C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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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 al. Guidelines for the Provision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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