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약사회지(2018), 제 35 권 제 3 호
J. Kor. Soc. Health-Syst. Pharm., Vol. 35, No. 3, 247 ~ 253 (2018)

특집

의료기관 주사제 혼합 조제의 해외 현황
최수안
고려대학교 약학대학

최근 큰 이슈가 되었던 이대목동 사태를 통하여 주사

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하루에 정맥영양 5-10건 정도

제 안전 관리에 관심이 모아지고 주사제 혼합 조제제

조제를 위해 4명의 약사와 1명의 운영보조직이 오후

측면에서 개선의 방향을 모색하는 움직임과 논의가 활

시간을 모두 할애하고 있는 것이었다. 이는 한국의 조

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해외 사례 중

제 현실과 매우 다른 모습으로 조제량과 인력구조의

미국의 의료기관 주사제 혼합 조제의 현황을 살펴보고

다양성, 업무 분장을 통한 다단계의 처방 확인 등 눈여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하여 고찰의 기회를 가져보고자

겨볼 점들이 매우 많았다. 무균적 설비와 지침하에 여

한다.

러 단계에 걸쳐 조제를 준비하고, 조제 후 감사에 서로

우리는 어떤 문제점을 발견하면 새로운 제도를 모색

다른 약사가 배치되며 그러한 과정에 숙련된 운영보조

하거나 벤치마킹을 위해 외부로 시선을 돌려 해결책

직의 조제는 역할 분담에 중요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

을 모색하는데 익숙하다. 다만, 이러한 과정은 반드시

었다. 또한, 그사이 무균 조제 환경에 대한 기준과 준

기존의 오류 경험을 통해 개선된 제도의 배경과 현황

수의 필요성이 좀더 엄격하게 대두되었고 이러한 필요

1)

을 분석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따라서, 의료기

는 조제전문약국 등 새로운 형태의 조제 형태를 만들

관의 주사제 혼합 조제가 환자 안전이라는 대명제로

어내고 있다.2) 따라서, 주사제의 무균 조제 관련하여

좀 더 진전되어야 한다는 것에 동의한다면 앞서 동일

다양한 질관리 활동을 살펴보고 제도적 보완의 첫 단

한 오류와 개선 과정을 거쳐왔던 미국 사례를 통하여

추가 바람직한 방향을 잡도록 논의하는 과정이 필요하

조제의 주체, 대상, 인력 구조, 조제 환경, 운영 체계

겠다.

등을 살펴보아야 한다. 무엇보다 이미 앞선 경험을 통

의료기관에서 행해지는 주사 조제 과정을 살펴보면

하여 이루어진 개선 과정을 면밀히 분석한다면 향후

의사의 처방과 약사의 검토, 무균 환경과 조제 장비의

방향을 정하고 정비하는 시간을 좀 더 앞당길 수 있을

마련, 운영보조직의 숙련된 조제, 약사의 이중 감사로

것으로 사료된다.

종결된다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조제된 주사액의

다른 나라의 현황을 살펴보고자 한다면 많은 사람들

안정된 보관과 무균 조제된 주사의 성상을 유지할 수

은 대부분 주사 조제를 하는 인력과 하루에 얼마나 많

있는 병동에서의 조치와 투약까지 과정에 포함시켜야

은 양의 주사제를 조제하는지의 양적 지표들에 일차적

한다. 즉, 주사 조제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문제들

관심을 갖게 될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질문이 얼마나

은 단순히 조제 영역에서만 볼것이 아니라 전체 과정

어리석은지에 의문을 가져야 한다. 양적 지표의 집중

을 안전한 약물 사용과 관리라는 측면에서 접근해야만

은 현재 도출된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

환자 안전에 기여할 수 있는 것이다. 미국병원약사회

는 전제를 이해하고 미국의 현황을 이해하는 것이 필

에서는 2000년부터 의료기관에서의 약사 업무를 안전

요하다. 10여년 전 500병상 규모의 미국의 한 병원으

한 약물 사용의 개선과 관리라는 측면에서 기술적, 실

로 단기 견학을 다녀왔을 당시 주사 조제 현장에서 가

무적 질관리를 위한 대규모 설문조사를 영역별로 꾸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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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실시해오고 있다.3)-5) 조제 및 투약, 처방과 감사, 모

이루고 있었다. 이 중 주목할 것은 제약회사에는 나오

니터링과 교육 등 약물 사용 과정을 나누고 필수 항목

는 제품들이 모든 연령대와 적응증에 맞도록 용량별 제

을 설정하고 있으며 특히, 본고에서는 무균 주사 조제

품이 있는 것이 아니므로 주사제의 경우 소포장으로 분

실무가 가장 많이 적용될 수 있는 최근의 조제 및 투약

할하는 것이 중요한 발주 항목에 있다는 것이다. 이렇

항목을 중심으로 관련 내용을 살펴보겠다.

게 포장과 조제부분에 숙련된 운영보조직과 전문적 시

다음의 결과는 2014년 5~8월 미국 내 일반 의료기관

설에서 이루어지는 시스템은 약사들이 처방 감사와 확

중 무작위로 선정된 1,435개 병원을 대상으로 설문조

인 과정을 조제 전후로 강화할 수 있는 여건을 확대하

사하여 약 29.7%의 응답률이 전체적으로 반영된 것이

는 효과를 가져오고 있다. 10년 전과 비교 시 오더 후

6)

다. 주사제 무균 조제와 관련하여 자동화기기의 사용

약사가 검토하지 않은 비율은 59.6%에서 21.4%로 현

은 로봇조제기구를 이용한 분할 조제(2.9%, 600병상

저히 감소하였으며 24시간 운영할 수 있는 체계를 갖

이상에서 28.3%)와 항암제 조제(0.3%, 600병상 이상

추기 위해 컴퓨터기반 검토 체계를 93%에서 갖추고 있

에서 8.7%)가 적은 비율을 보이나 이전 조사에 비하여

었다. 의료기관 약국이 운영되지 않는 시간에도 지역이

7)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기술적 측면에서 가장 많은

나 국가에서 운영하는 telepharmacy를 이용하거나

대답을 한 항목은 주사 조제 과정의 감사를 위하여 바

24시간 운영되는 주변 대형의료기관에서 업무를 대행

코드를 이용하고 있었으며(19.5%) 운영보조직의 조제

하거나 on-call 업무만 전담으로 하는 약사가 고용되

에 대한 감독을 위하여 비디오를 통한 이중 감사 체계

는 형태로 환자에게 투약 및 조제 전 이중으로 감사와

를 갖추어 약사들이 동시에 처방 감사를 시행하는 기관

확인하는 업무를 시행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10.2%에 달하였다. 가장 많은 성분을 포함하는 복

과연 현재 미국의 의료기관 무균 조제 상황은 위와 같

합 주사제인 정맥영양은 제약회사에서 상업적으로 출

은 지속적 질관리 프로그램들이 처음부터 잘 이루어졌

시된 제품의 사용이 많이 증가하였고(43%, 200병상

었는지 그 변화를 한번 되짚어보는 것이 필요하겠다.

미만에서 45-65%로 대부분을 차지고 400병상 이상에

언제부터 의료기관의 주사제 무균 조제가 일반화되었

서는 7.7-8.7%로 자체 조제가 다수를 차지함) 외부 조

는지 정확히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최초의 주사제가

제전문약국이나 기관으로 조제 발주(18.6%) 비율이 증

1926년 약전에 등재된 것을 기반으로 대략 1930~40

가하면서 자동화 혼합 주사제 조제 기계의(16.8%) 사

년대에 대용량 수액을 무균적으로 제조하였다는 것으

용이나 중력 조제(10.4%)는 감소하고 있었다. 또한,

로 그 시작을 추정하고 있다.1) 이후 다양한 주사제 형

USP 797을 기준으로 무균 환경에 대한 준수율은

태에 대한 수요와 조제 환경을 갖추어 나갈 수 있는 기

64.7%로 600병상 이상에서는 93.5%가 이를 따르고

준 및 환경이 마련되면서 최근 20년간 비약적인 발전

있어 무균 조제 시설에 대한 준수가 매우 잘 이루어지

과 더불어 현재의 시스템이 정착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세부항목으로 항암제 등 유해약물

보인다. 이러한 발전 속에는 공공보건 영역에서 주사제

조제를 위한 음압시설, 분리된 조제 공간, 기준 요건에

무균 조제를 병원약사의 업무로 규정하고 1960년대부

맞는 무균조제대, closed-system transfer devices,

터 미국병원약사회를 중심으로 조제를 위한 안정성, 배

국제표준기구에서 제안하는 환경조건 등을 세부항목으

합금기 등에 대한 자료가 확보되기 시작한 것이 중요한

로 확인하고 있었다. 이는 일정한 수준의 무균 조제 환

계기가 되었다. 무균 조제된 주사제의 안전성 확인을

경과 장비를 갖추지 않은 경우 직접 조제보다 이가 구

위한 다양한 혈액검사의 발전, 헤파필터의 사용은 업무

비된 전문약국이나 회사에 의뢰하는 형태가 증가하고

의 확대가 가능하도록 기초를 제공하였고 지질유제 등

있는 상황을 반영하고 있다. 이렇게 외부로 발주되는

정맥영양제품의 다양화, Hickmann과 같은 중심정맥

주사제의 종류에는 매우 소용량 분할이 필요한 진통제

관 주입 필터의 개발로 좀더 안전한 조제와 투여가 가

와 척수 투여 주사제, 정맥영양, 소포장 재조제, 바코드

능해졌다. 이와 같은 주사제 무균 조제의 발전과 계기

장착을 위한 재포장 등 직접 조제와 투약, 감사 시 확인

들이 단순히 약물과 기술의 결합으로만 이루어질 수는

할 수 있는 과정을 포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주를

없었으며 지난 수십 년간 미국에서는 지속적인 조제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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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 무균 환경 관리 실패, 조제 안정성 미확보 등 다양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임을 주장하였다.12) 이는 실제

한 투약 관련 오류를 경험하면서 관련 지침과 이를 지

많은 관련 연구들을 통해 조제단계가 아닌 처방과 투여

지하는 기관 및 협회들이 확대됨으로써 가능할 수 있었

과정에서 투약오류가 발생함을 발견하였고 숙련된 조

다. 우리나라 의료기관 병원 약제부 역시 무균 조제 환

제 인력이 있다면 투약 과정 전반을 모니터링하고 확인

경의 기준을 마련하고 장비를 갖출 때 이런 지침들을

하는 과정이 환자 안전과 투약오류 개선에 훨씬 효과적

참고하고 있으며 국내에서 발간된 몇몇 지침들 역시 이

임을 간접적으로 입증하고 있다.13) 앞에서 언급하였듯

8)

운영보조직의 역할을 강조하고 이를 확대하는데 약사

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해외 사례를 통해 주사제 무균 조제나

들이 목소리를 내도록 한 주요 계기는 2010년 발표된

업무 확대를 위한 마련 요건을 갖추고 있는가에 대한

환자 보호에 대한 법령과 이의 주요한 개념으로 약사

의문을 가져야 하며 이는 환자 안전을 고려한 주사제

업무가 환자 치료 과정에 참여하는 직접적 책임을 갖도

조제에 있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겠다. 안전

록 숙련된 조제 업무의 안정화가 필수적이라는 동의에

한 주사제 조제가 가능하려면, 조제 및 환경에 대한 지

서 이루어졌다.14) 최근의 연구에서 운영보조직의 업무

침서들과 기준이 있어야 하며 무균시설과 장비, 이를

를 확대한 결과 약사들의 투약 관련 모니터링이 활발해

관리하는 과정, 풍부하고 숙련된 조제 경험이 있는 인

졌으며 교육과정을 거친 풍부한 경험을 가진 숙련된 운

력, 조제에 대한 기본과 지침을 숙지할 수 있는 교육과

영보조직이 다른 운영보조직을 관리 감독할 수 있도록

관련 인증 제도, 마지막으로 전체적인 마련 요건을 갖

역할을 확대해나가고 있다(Table 1). 물론, 이런 과정

추고 관리되고 있는지에 대한 지속적인 질관리 프로그

에는 진화된 운영보조직의 역할이 투약오류에 미치는

램을 모두 만족해야 할 것이다.9) 국내에서 이미 주사제

영향과 조제 관련 정확도를 지속적으로 측정하는 연구

무균 조제의 업무를 시행하고 있는 병원 약제부들은

들이 뒷받침되고 있으며 충분히 긍정적인 효과를 입증

관련 지침들의 준수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비용이 허

해내고 있다.15)-17) 현재 미국에서는 무균 주사 조제 환경

락하는 한도에서 장비나 시설도 가능한 갖추려는 시도

과 관리지침에 대한 준수 강화와 운영보조직에 대한 체

를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가장 뚜렷한 차이를 보이는

계적인 교육과 인증체계가 마련되면서 외부로 발주하

인력 구조의 활용과 업무개선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살

는 제도가 확대되어 가고 있다.2) 이는 조제전문약국에

펴볼 필요가 있다. 미국의 운영보조직은 약사의 전문적

서 전문등록기관으로 진화하고 있으며 점차 정부기관

교육이나 판단이 필요하지 않은 기술적 업무를 주로 담

도 이들의 감시와 감독에 주목하고 있다. 이처럼 조제

당하는 역할로 많은 부분 약물의 조제와 운반 과정에

전문약국의 확대가 가능한 가장 중요한 이유로는 관리

10)

참여하고 있다. 운영보조직들은 정식 면허를 부여받

감독 약사 외에 숙련된 운영보조직이라는 풍부한 조제

거나 인증을 통하여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추도록 하고

인력의 확보가 큰 역할을 했다고 본다.18)

있으며 관련한 단체와 인증시험 운영 기관이 2014년에

마지막으로 미국의 주사제 무균 조제 현황을 통해 다

정식으로 설립되면서 비약적 발전을 이루고 있다.11) 흥

양하고 견고한 인력구조와 이를 뒷받침하는 제도들의

미로운 것은 이러한 발전과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주

존재외에 개선된 업무를 담당하고 운영보조직을 관리

체가 병원약사회 등 약사들이라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

감독할 수 있는 약사들의 교육제도가 얼마나 체계적으

이 운영보조직 제도에 대하여 조제 오류를 우려하는 등

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국내의 현실

안전한 활동인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해온 것이 사실이

은 어떠한가? 대부분의 약사들은 병원에 근무하면서

다. 이는 실제 운영보조직 제도가 수십 년간 운영되어

해당 업무를 담당하게 되면 관련되는 지식과 정보를 접

온 미국에서조차 정식 인증기관이 최근 몇년 전에 설립

하고 실제 조제 교육도 처음 받게 되는 경우가 많다. 물

되었다는 점에서 그 우려가 존재했다는 것을 반증한다.

론, 한국도 약대 교육제도의 개편으로 의료기관 필수실

그러나, 이미 1977년에 Whitney 등은 조제와 투약에

습과정을 통해 이전보다는 경험과 교육의 기회는 확대

다양한 장비와 운영보조직을 활용하는 것이 환자의 투

된 것이 사실이나 여전히 매우 미미한 수준으로 바로

약 과정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약사들의 역할을 확대할

무균 조제 환경에 노출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인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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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Expanded scope of practice for pharmacy technicians
Examples of expanded roles for pharmacy technicians
- Initiation of medication reconciliation, including obtaining and documenting patients’medication information for
pharmacists review
- Reviewing patient charts to identify medication allergies that require pharmacists follow up
- Checking dispensing by other technicians (i.e.,“tech-check-tech”
)
- Compounding routine sterile preparations in conformance with well documented procedures
- Dispensing medications with remote video supervision by pharmacists
- Scheduling outpatient clinic drug therapy management visits
- Criteria-based screening of medical records to identify patients who may require pharmacist intervention
- Preparing clinical monitoring information (e.g., international normalized ratios) for pharmacist review
- Inspecting and replenishing medication storage devices
- Management controlled substances systems
- Managing medication assistance programs
- Managing pharmacy department information technology systems, including routine management of database and
billing systems
- Supervising other pharmacy technicians

Table 2 Characteristics of Instruction in Compounded Sterile Preparations at U.S. Schools of Pharmacy
Characteristic
Course structure
Both a didactic and a laboratory component in CSPs* are offered.
CSP topics are incorporated into other course(s).
A standalone course in CSPs is offered.
Only a didactic component in CSPs is offered.
Only an experiential component in CSPs is offered.
Compounding environment
CSPs are made within a laminar-airflow hood, biological safety cabinet, or isolator.
Hood is not located in a room designed for making only CSPs.
Students gown and glove before making CSPs
CSPs are made inside a cleanroom.
Students practice making CSPs, but not within a laminar-airflow hood
Compounding experience
Students make CSPs as individuals.
Students make CSPs both as individuals and in groups.
Faculty demonstrate but students do not make CSPs at all.
Students make CSPs but only in a group.
*CSPs = compounded sterile prepar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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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Topics Covered in Lecture and Laboratory Components of Courses in Sterile Parenteral Preparation
Competency
Covered in lectures
Parenteral preparation calculations
Compounding parenteral preparations
Proper hand-washing, garbing, and gloving techniques
Aseptic technique (with media-fill validation)
Preparation of total parenteral nutrient solutions
Quality assurance of parenteral preparations
Preparation of parenteral large- and small-volume containers
Proper storage and disposal of parenteral preparations and waste
Preparation of hazardous drugs (e.g., antineoplastics)
Use of reference texts
Parenteral preparation labeling
Determining beyond-use dating
Sterilization methods
Proper documentation
Proper use of ambulatory pumps
Clinical monitoring of patients’i.v. therapy
I.V. catheter care
Environmental standards sampling maintenance and monitoring
Use of parenteral analgesia
Preparation of high-risk compounded sterile preparations (e.g., bulk nonsterile morphine sulfate)
Covered in laboratory
Compounding parenteral preparations
Preparation of parental large- and small-volume containers
Proper hand-washing, garbing, and gloving techniques
Parenteral preparation labeling
Proper storage and disposal of parenteral preparations and waste
Aseptic technique (with media-fill validation)
Parenteral preparation calculations
Preparation of total parenteral nutrient solutions
Use of reference texts
Preparation of hazardous drugs (e.g., antineoplastics)
Determining beyond-use dating
Quality assurance of parenteral preparations
Proper documentation
Proper use of ambulatory pumps
Clinical monitoring of patients’i.v. therapy
Sterilization methods
I.V. catheter care
Preparation of high-risk compounded sterile preparations (e.g., bulk nonsterile morphine sulfate)
Use of parenteral analgesia
Environmental standards sampling maintenance and monito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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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반면, 미국의 주사제 무균 조제에 관련된 학부과

2) ASHP Guidelines on Outsourcing Sterile

정의 교육 커리큘럼 세부항목들을 살펴보면 매우 체계

Compounding Services. Am J Health Syst

적으로 무균 조제의 개념과 환경기준, 지침, 관련 실습

Pharm. 2015;72(19):1664-1675.

등 평균 20시간에 해당하는 관련 내용을 교육받고 있

3) Pedersen CA, Schneider PJ, Santell JP.

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Table 2, 3).19) 국내에서도 이

ASHP national survey of pharmacy practice

를 바탕으로 교육제도를 점검하고 개선하는 과정이 필

in hospital settings: prescribing and tran-

요하겠으며 이는 투약 확인과 처방 감사를 정확히 해내

scribing--2001. Am J Health Syst Pharm.

는 약사의 양성뿐 아니라 운영보조직의 제도화된 도입

2001;58(23):2251-2266.

을 앞당길 수 있는 초석이 될 것이다. 더불어 약사들의

4) Pedersen CA, Schneider PJ, Scheckelhoff DJ.

보수교육과 체계적인 운영보조직의 교육과정에 대한

ASHP national survey of pharmacy practice

제도 마련과 실행도 함께 고민해야 할 것이다.

in hospital settings: dispensing and admin-

지금까지 살펴본 미국의 주사제 무균 조제 현황은 우
리에게는 이상적인 현실처럼 보일 수 있다. 그렇다면,

istration--2002. Am J Health Syst Pharm.
2003;60(1):52-68.

현재 미국은 어떠한 문제와 오류가 발생하고 있지 않는

5) Pedersen CA, Schneider PJ, Scheckelhoff DJ.

가? 전혀 그렇지 않다. 여전히 문제는 발생하고 있으며

ASHP national survey of pharmacy practice

끊임없이 이를 보고하고 공유하고 어떤 과정의 개선이

in hospital settings: monitoring and patient

필요한가에 대한 논의와 질관리 과정에 대한 노력을 지

education--2003. Am J Health Syst Pharm.

속하고 있다. 당장 매우 시급하고 위중한 주사제 무균

2004;61(5):457-471.

조제 관련 이슈가 있다면 급하게 조제만 단순히 늘려

6) Pedersen CA, Schneider PJ, Scheckelhoff DJ.

해결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하여 반드시 모든 관련 전

ASHP national survey of pharmacy practice

문가가 함께 모여 고민해야 한다. 무균 환경을 갖추고

in hospital settings: Dispensing and admin-

조제하는 것만으로 환자안전 관리가 해결될 수 있는가

istration?2014. Am J Health Syst Pharm.

도 여전히 의문이다. 직접적으로 이 부분에 직면한 약

2015;72(13):1119-1137.

사들은 지침과 표준을 통일하고 숙련된 조제 인력을 양

7) Pedersen CA, Schneider PJ, Scheckelhoff DJ.

성하고 활용할 수 있는 제도를 고안하고 관련 과정의

ASHP national survey of pharmacy practice

모니터링에 집중할 수 있도록 업무를 개선해 나가야 한

in hospital settings: dispensing and admin-

다. 또한, 모든 약사들이 동일한 인식을 가지고 출발할

istration-2011. Am J Health Syst Pharm.

수 있도록 학교의 교육에서부터 출발해야 함을 잊지 말

2012;69(9):768-785.

고 함께 고민해 보아야 할 것이다. 본고는 이러한 고민
을 위한 제도적 소개를 목적으로 하므로 운영보조직,

8) 주사제 안전사용 가이드라인. 식품의약품안전처.
2016.

무균 조제 전문약국이나 외부 조제기관 같은 새로운 형

9) Cassano AT. Parenteral nutrition training

태의 도입은 국내 현황에 맞도록 매우 세밀한 검토와

for the pharmacy team: focus on pharmacy

논의 과정을 반드시 전제해야 할 것이다.

technicians. JPEN J Parenter Enteral Nutr.
2012;36(2 Suppl):48S-50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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