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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과계 중환자실 전담 약사의 진통 진정 프로토콜 관리
및 중재에 대한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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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ffect of Pharmacist’
s Intervention and Management of Pain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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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ckground : An ICU pharmacist plays a pivotal role in promoting adherence to protocolized analgo-sedation strateg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validate the impact of a pharmacist’
s intervention on clinical outcomes in a medical ICU.

Methods : The pharmacist reinformed physicians and nurses in the use of the protocol, emphasizing
intermittent analgesic dosing prior to starting continuous infusions and daily sedation interruption.
Additionally, formal audit and feedback were conducted regularly. In the control group, 145 admissions were collected retrospectively over a 3-month period from February to April 2014. In the intervention group, 141 admissions were reviewed prospectively over a 3-month period from June to
August 2014.

Results : After intervention, duration of ICU stay or mechanical ventilation did not change signfiicantly (median: 2.9 days vs. 3.2 days; 3.5 days vs. 3.8 days, respectively). Although there was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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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end toward increased continuous opioid use (median total dose per patients: 9,512.5 mcg vs. 10,266.7
mcg) and decreased used of benzodiazepine and propofol (median total dose per patients: 1,318.5 mg
vs. 190.7 mg; 5,587.5 mg vs. 2,653.3 mg, respectively), differences were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However, the proportion of days deeply sedated was decreased (Richmond Agitation Sedation Scale 4, -5: 25.7% vs. 20.0%). The proportion of days awake without being delirious or having coma showed
a trend of increase (negative Confusion Assessment Method for ICU: 50.0% vs. 57.0%). Furthermore,
the proportion of comatose days was decreased (35.2% vs. 24.1%, p

0.041).

Conclusions : A pharmacist’
s intervention for implementing the sedation protocol did not significantly decrease the duration of stay in the ICU or mechanical ventilation, although it might minimize
deep sedation and delirium.

[Key words] ICU pharmacist, Analgosedation, Sedation protocol, Pain control

다.3)

연구배경

그동안 삼성서울병원 내과계 중환자실에는 PAD 가
중환자는 기저 질환, 침습적 치료 혹은 외상 등의 요

이드라인을 바탕으로 Vanderbilt 대학에서 제언한 진

인에 의해 통증을 느끼고 불편함을 호소한다. 뿐만 아

통 진정 프로토콜을 번역하여 사용 중이었다(Fig. 1).4)

니라 치료를 위해 삽입한 장치 및 모니터링 장비와 간

그러나 기존 프로토콜은 약제의 선택이나 구체적인 용

호 처치 행위도 통증을 야기할 수 있다. 조절되지 않은

량 지침이 모호하여 의료진마다 프로토콜에 대한 해석

통증과 불안은 혈역학적 불안상태, 조직 손상, 면역기

이 다르고, 약제 투여를 중단 또는 감량하여 환자가 자

능 저하, 스트레스성 심근병증, 섬망 등을 초래할 수 있

발적으로 각성하는지 확인하는 시도(Spontaneous

고, 장기적으로는 외상 후 스트레스 증후군(posttrau-

Awakening Trial, SAT)의 기준이 통일되지 않아 시

matic stress disorder)의 발생과 연관이 있다.1),2) 따라

행이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서 중환자실(intensive care unit, ICU)에서는 적절한

이에 2014년 2월부터 4월까지 내과계 중환자실 전담

수준의 진통과 진정 상태를 유지하여 중환자의 안전과

약사의 제언을 바탕으로 프로토콜을 개정하였고, 5월

편의를 도모하고, 섬망 발생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

한 달 간 본격적인 교육을 실시하며 유예 기간을 둔 후,

다.

6월부터 변경된 프로토콜을 적용하기 시작하였다.

2013년 미국 중환자의학회(Society of Critical Care

본 연구에서는 중환자실 전담 약사의 중재 활동에 따

Medicine)에서 발표한 성인 중환자에서의 통증, 불안,

른 효과를 파악하고, 약사의 역할에 대해 재조명하고자

섬망의 조절에 관한 지침(Clinical Practice Guidelines

하였다.

for the Management of Pain, Agitation and
Delirium in Adult Patients in the ICU, PAD 가이

연구대상 및 방법

드라인)에서는 적절한 진통제를 사용하여 통증을 먼저
중재함으로써 불필요한 진정제의 사용은 줄이고, 가벼

1. 약사의 중재 활동

운 진정 수준을 유지할 것을 권고한다. 이를 위해 각 중
환자실 실정에 맞춘 프로토콜이나 체크리스트를 이용
하고, 팀 활동을 통한 중재 활동이 중요하다고 강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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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프로토콜의 개정 및 체크리스트의 도입

JKSHP, VOL.35, NO.3 (2018)

Fig. 1 Sedation protocol originally used in Samsung Medical Center
CPOT = Critical care Pain Observation Tool, BPS = Behavioral Pain Scale, NRS = Numeric Rating Scale, RASS = Richmond Agitation Sedation Scale,
CAM-ICU = Confusion Assessment Method of the ICU, SAT = Spontaneous Awakening Trial, SBT = Spontaneous Breathing Tr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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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 삼성서울병원 내과 중환자실에서 사용 중이

까지는 약사의 중재 전으로 대조군, 2014년 6월부터 8

던 진통 진정 프로토콜을 의료진과 함께 검토하여 다음

월까지는 약사의 중재 후 기간으로 중재군으로 분류하

과 같은 세부 항목을 개정하였다(Fig. 2).

였으며, 5월에 재실 기록이 있는 환자는 제외하여 각
해당 기간 내에 입실 및 퇴실이 모두 완료된 환자를 모

1) 마약성 진통제를 지속적 정맥점적주입(continu-

집하였다. 입실 횟수가 2회 이상인 동일 환자의 경우

ous IV infusion) 전에 간헐적으로 정맥투여

첫 1회 입실만을 선별하여 중복된 건수는 제외하였다.

(intermittent IV bolus)되는 fentanyl의 용량 및

연구 절차는 삼성서울병원 기관윤리심의사무국의 승인

횟수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급성통증을 빠르게

을 얻었으며(No.2014-09-049-003), 환자 동의서 제

조절할 수 있도록 하였다.

출은 생략되었다.

2) 지속적 정맥점적주입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환자의 상태에 맞는 약제를 선택하고 체중을 기준

3. 조사 항목 및 분석 방법

으로 시작 용량 및 증감 용량을 명시하여 조절이
전자의무기록을 후향적으로 확인하여 연령, 성별, 체

용이하도록 하였다.
3) 위와 같이 통증 조절을 했음에도 불구하고(또는 통

질량지수(body mass index, BMI), Glasgow Coma

증과 관계없이) 발생하는 섬망의 경우, haloperidol

Scale, 중환자실 입실 사유, 입실시 중증도로써 Acute

의 선제적 투여 용량을 제시하여 위급 상황에 대비

Physiology and Chronic Health Evaluation II

하도록 하였다.

(APACHE II) score와 Sequential Organ Failure

4) 매일 오전 8시경에 목표 의식 수준에 도달된 환자

Assessment (SOFA) score를 조사하였다.

는 최소한의 진통 효과를 제외하고는 진통제 및 진

1차 연구 결과로 기계 환기 적용 유무와 기계 환기 적

정제의 지속적 정맥점적주입을 중단 혹은 감량하

용 일수, 중환자실 재실 일수를 확인하였다. 2차 연구

도록 기준을 재정비하였다.

결과로 대상 환자에게 지속적 정맥 점적 주입된 경우와
간헐적 정맥 투여된 진통제 및 진정제의 총 사용량을

나. 의료진 교육과 모니터링 실시

수집하였다. 진통제는 마약성 진통제만을 대상으로 하
였으며, 모두 fentanyl 동효 용량으로 환산하였다.

매주 1회 의료진에게 변경된 프로토콜을 설명하였고,

Benzodiazepine 계열의 진정제는 lorazepam과

처방 묶음 형식을 제시하여 적극적으로 이행할 것을 권

midazolam을 사용하였으며, 모두 midazolam 동효

장하였다. 또한 주치의의 프로토콜 순응도와 처방에 대

용량으로 계산하였다.5)-7) Propofol과 dexmedetomi-

한 간호 수행의 용이성을 파악하기 위해 체크리스트를

dine은 각각의 용량을 그대로 사용하였다. 섬망을 조

만들어 매일(월�금) 오전 회진 시간에 모니터링을 시

절하기 위해 정맥 투여된 haloperidol의 용량도 함께

작하였다(Fig. 3). 그 결과는 회진 시간에 즉각 피드백

조사하였다.
또한 통증, 진정 및 섬망 수준 평가에 대한 기록은 다

되었으며, 다빈도로 발생하는 처방 오류나 적절한 환자
사례는 게시판 알림이나 공지 사항 전달 시간을 통해서

음과 같이 수집하였다.

공유되었다. 더불어 월별 진통제 및 진정제의 사용 현
1) 통증은 1일 3회 사정하였으며, 평가 도구로는 환자

황을 파악하여 월간 회의 시간에 보고하였다.

와 의사소통이 가능하면 Numeric rating scale
2. 조사 기간 및 대상 선정

(NRS), 불가능하면 Critical care pain observation tool (CPOT)를 사용하였다. NRS는 4점 이

2014년 2월부터 8월까지 삼성서울병원 성인 내과 중
환자실(총 16병상)에 재실하였던 내과계 중환자를 대상
으로 후향적 연구를 진행하였다. 2014년 2월부터 4월

- 271 -

상, CPOT로는 3점 이상일 때 처치가 필요한 통증
이라고 간주한다.
2) 진정 수준은 마찬가지로 1일 3회 평가하였으며, 평

JKSHP, VOL.35, NO.3 (2018)

Fig. 2 Revised sedation protocol
Abbreviations as in Fig. 1.
CIV = Continuous Intravenous, NMBA = Neuromuscular Blocking Ag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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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Sedation checklist format
NMBA = Neuromuscular Blocking Agent, V/S = Vital Sign, HR = Heart rate, RR = Respiratory rate, SpO2 = Oxygen saturation, other abbreviations as
in Fig. 1.

가 도구로는 RASS (Richmond Agitation

및 ICU 재원 일수, 약제 사용량은 Wilcoxon 검정을

Sedation Scale)을 이용하였다. RASS의 목표 수

실시하였다. 범주형 변수인 통증, 진정, 섬망 평가 기록

준은 -1 � +1로 가벼운 진정 상태를 유지하는 것

은 카이 제곱 검정을 실시하였다. 자료의 표시는 중위

이며, 양의 방향으로 숫자가 증가되면 격앙된 의식

수(범위)로 하였고, p 값이 0.05 이하인 경우 유의한 것

수준을 보이고 음의 방향으로 숫자가 증가될수록

으로 정의하였다.

혼수 상태에 가까운 깊은 진정 상태로 평가할 수
연구결과

있다.
3) 섬망은 CAM-ICU (Confusion Assessment
Method of the ICU)를 이용하여 평가하였으며

조사 기간 중 입실 및 퇴실이 완료된 건수는 대조군에

양성일 경우 섬망이 있음, 음성인 경우 섬망이 없

서 2014년 2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3개월 간 156건,

음으로 판정한다. 또한 측정 당시 RASS -4, -5에

중재군에서 2014년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156건

해당하는 과진정 상태인 경우 CAM-ICU 측정 불

으로 확인되었다. 2회 이상 입실 기록이 있는 동일 환

가로 판단하고 혼수 상태로 간주한다. 본 연구에서

자의 중복 건수를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대조군은 145

는 전산 기록 수집의 한계로 1일 1회의 기록을 수

명, 중재군은 141명으로 선별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두 군간 연령, 성별, BMI 및 입실 당시 Glasgow

집하였다.

Coma Scale에는 차이가 없었다. 중환자실 입실 사유
자료의 분석은 SPSS� version 23.0 (Inc., Chicago,

도 주로 호흡기(respiratory) 관련 질환, 패혈증(sep-

IL, USA)을 사용하였다. Mann Whitney 방법으로 정

sis)으로 입원한 환자들이 대부분으로 양 군이 유사한

규성 검정 실시 후 연속형 변수인 기계 환기 적용 일수

결과를 보였다. 또한 APACHE II score와 SOF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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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Baseline characteristics of 286 patients

Age, median (*IQR)
Male, n (%)
Body mass index, median (IQR)
Glasgow Coma Scale, median (IQR)

Control (n=145)

Intervention (n=141)

p value

67 (55-75)

65 (53-74)

0.449

96 (66.2)

84 (59.6)

0.246

22.6 (20.3-25.0)

22.4 (19.8-25.1)

0.064

14 (9-15)

14 (9-15)

0.708

ICU admission diagnosis, n (%)

0.171

Respiratory

68 (46.9)

66 (46.8)

Sepsis

31 (21.4)

30 (21.3)

Cardiovascular

17 (11.7)

19 (13.5)

Neurologic

11 (7.6)

6 (4.3)

Hepatic

4 (2.8)

4 (2.8)

Renal

4 (2.8)

0

Bleeding

10 (6.9)

10 (7.1)

0

6 (4.3)

�

24 (18-31)

23 (17-29)

0.073

�

8 (5-12)

7 (4-10)

0.136

Control (n=145)

Intervention (n=141)

p value

67 (46.2)

79 (56.0)

0.097

Ventilator duration (days), median (*IQR)

3.5 (1.6 - 8.1)

3.8 (1.8 - 9.3)

0.866

ICU length of stay (days), median (IQR)

2.9 (1.8 - 7.0)

3.2 (1.8 - 8.4)

0.308

Other
APACHE II score, median (IQR)
SOFA at day 1, median (IQR)

*IQR = Interquartile range, �APACHE II score = Acute Physiology and Chronic Health Evaluation II,
�
SOFA= Sequential Organ Failure Assessment score

Table 2 Mechanical ventilator duration and ICU length of stay

Use of mechanical ventilator, n (%)

*IQR = interquartile range

score도 높은 수준으로 그 중위값은 유사하였다

중앙값 3.2일로 약사 중재 전후에도 차이가 없었다

(Table 1).

(Table 2).

연구 기간 중 기계 환기를 적용했던 환자는 대조군이

간헐적 정맥 투여된 약제의 경우 약사의 중재 활동 후

145명 중 67명(46.2%), 중재군이 141명 중 79명(56%)

환자당 투여된 1일 마약성 진통제의 사용량은 fen-

으로 집계되었으나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기계

tanyl 동효 용량으로 환산 시 증가된 것으로 확인되었

환기 적용 일수의 중앙값은 대조군과 중재군에서 각각

다(대조군 28.1 mcg vs. 중재군 35.8 mcg, p=0.035).

3.5일과 3.8일로 유사하였으며, 중환자실 재실 일수를

또한 환자당 haloperidol 투여량에는 유의한 차이가

확인하였을 때에도 대조군이 중앙값 2.9일, 중재군이

없었으나, 섬망을 조절하기 위해서 haloperidol을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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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Comparison of intermittently used drug before and after intervention
Control (n=145)

Intervention (n=141)

p value

Patients treated, n (%)

93 (64.1)

103 (73.0)

0.105

Total dose, mcg/patient

125.0 (50.0-400.0)

150.0 (50.0-450.0)

0.232

28.1 (12.2-55.5)

35.8 (17.7-80.8)

0.035

Patients treated, n (%)

32 (22.1)

16 (11.3)

0.015

Total dose, mg/patient

14.0 (5.0-30.0)

12.8 (3.8-21.0)

0.462

1.7 (1.0-2.9)

1.3 (0.5-2.2)

0.082

Opioids*

Total daily dose, mcg/patient
Haloperidol

Total daily dose, mg/patient

The data are presented as medians (interquartile range) and number (%).
*Expressed in fentanyl equivalents; includes the following medications: remifentanil, morphine, hydromorphone, and fentanyl.

Table 4 Comparison of continuously used drug before and after intervention
Control (n=145)

Intervention (n=141)

p value

Patients treated, n (%)

48 (33.1)

54 (38.3)

0.359

Total dose, mcg/patient

9,512.5 (2.642.1 - 32,862.9)

10,266.7 (3,237.5 - 48,100.4)

0.658

2,208.5 (628.0 - 6,627.2)

1,576.1 (587.4 - 5,192.0)

0.809

Patients treated, n (%)

2 (1.4)

4 (2.8)

0.390

Total dose, mg/patient

1,318.5 (237.0 - 2,400.0)

190.7 (32.6 - 412.9)

0.533

31.8 (6.4, 57.2)

18.1 (7.9, 31.5)

0.8

Patients treated, n (%)

14 (9.7)

15 (10.6)

0.783

Total dose, mg/patient

5,587.5 (395.0 - 8,119.7)

2,653.3 (192.5 - 6,665.0)

0.625

248.6 (40.6 - 671.5)

240.5 (17.7 - 462.9)

0.949

Patients treated, n (%)

18 (12.4)

14 (9.9)

0.505

Total dose, mcg/patient

215.3 (102.0 - 451.5)

389.0 (53.0 - 1,349.0)

0.955

21.8 (5.5, 70.8)

17.8 (4.2, 104.2)

0.667

Opioids*

Total daily dose, mcg/patient
�

Benzodiazepine

Total daily dose, mg/patient
Propofol

Total daily dose, mg/patient
Dexmedetomidine

Total daily dose, mcg/patient

The data are presented as medians (IQR) and number (%).
*Expressed in fentanyl equivalents; includes the following medications: remifentanil, morphine, hydromorphone, and fentanyl.
�
Expressed in midazolam equivalents; only midazolam used

치한 환자 수는 대조군에 비해 중재군에서 절반으로 감

맥 점적주입된 약제는 그 사용량이 통계학적으로 유의

소되었다(n=32 vs. 16, p=0.015) (Table 3). 지속적 정

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Table 4).

- 275 -

JKSHP, VOL.35, NO.3 (2018)

Fig. 4 Pain status before and after intervention
If Numeric rating scale (NRS) ≥ 4 or Critical pain observation tool (CPOT) ≥ 3, the patient was regarded painful.

Fig. 5 Sedation status before and after intervention
Targeted sedation level is‘Alert & Calm’
, which is Richmond Agitation Sedation Scale (RASS) -1 to +1;‘Sedated’defined as RASS -5 to -2;
‘Agitated’defined as RASS +2 to +4.

통증 평가는 약사의 중재 활동 후 중재군에서 대조군

ICU를 측정할 수 없는 상태의 깊은 진정을 경험했던

보다 처치가 필요한 통증을 호소했던 횟수의 비율이 더

환자 수는 대조군은 51명, 중재군은 34명으로 중재군

낮았다(4.9% vs. 3.0%, p

에서 더 적은것으로 확인되었다(p = 0.041) (Table 5).

0.01) (Fig. 4). 환자의 의

식 수준 평가는 중재군에서 목표 RASS를 유지했던 횟
수의 비율이 더 높았고(70.7% vs. 76.5%), 진정 상태

고찰

로 확인된 횟수의 비율은 낮았다(25.7% vs. 20.0%, p
0.001) (Fig. 5). 한번이라도 섬망이 있었던 환자 수

이 연구에서는 중환자실 진통 진정 프로토콜을 개정

는 양 군 간에 차이가 없었으나, 한번이라도 CAM-

하고 중환자실 전담 약사의 모니터링 및 중재 효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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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Comparison of pain, sedation and delirium before and after intervention
Control (n=145)

Intervention (n=141)

p value

Pain assessment
NRS performed every 8 hr, No. (%)

1,415 (53.5)

1,649 (59.3)

CPOT performed every 8 hr, No. (%)

1,229 (46.5)

1,131 (40.7)

Pain status*

0.01

Painful, No. (%)

130 (4.9)

83 (3.0)

No pain, No. (%)

2,514 (95.1)

2,697 (97.0)

2,644

2,780

0 (-5-+4)

0 (-5-+4)

Sedation assessment
No. of the RASS scores every 8 hr
RASS, median (range)
Sedation status�

0.273
0.001

Agitated, No. (%)

95 (3.6)

97 (3.5)

Sedated, No. (%)

680 (25.7)

556 (20.0)

1,869 (70.7)

2,127 (76.5)

Delirium any day, n (%)

75 (51.7)

78 (55.3)

0.542

Coma any day, n (%)

51 (35.2)

34 (24.1)

0.041

57.0 (8.8-100.0)

0.171

2 (1-3)

0.056

Alert & Calm, No. (%)
Delirium and coma�

% of ICU days without delirium and coma, median (IQR) 50.0 (0-100.0)
Delirium and coma free days median (IQR)

2 (0-3)

NRS = Numeric Rating Scale, CPOT = Critical care Pain Observation Tool, RASS = Richmond Agitation Sedation Scale, IQR = interquartile range
‘
* Painful’defined as NRS≥4 or CPOT≥3;‘No pain’defined as NRS 4 or CPOT 3
�
‘Agitated’defined
as RASS +2 to +4; ’
Sedated’defined as RASS -5 to -2;‘Alert & Calm’defined as RASS -1 to +1
�
Regarded as present if a patient had at least once during a day.

확인하고자 하였다.

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답하였으며, 매일 진정제

많은 중환자실에서 과도한 진정제의 사용을 줄이고

투여를 중단하여 환자를 깨우는 시도를 한다는 응답자

환자의 의식을 깨워서 좀 더 빨리 기계 환기로부터 해

는 22%(225/1,019)에 불과하였다.9) 또 Tanios 등이 의

방시키고(liberating), 조기에 운동시켜서 생기를 더하

료진을 대상으로 프로토콜의 적용과 진정제 중단 시도

는(animating) 분위기로 전환되고 있으나,8) 아직까지

가 어려운 사유를 조사했을 때, 응답자 904명에서 의

실무에 완전히 적용되기에는 여러 제한점이 있으며, 그

사 처방의 부재(35%)와 의료진의 인식 부족(22%)을 대

중 하나가 진통 진정 프로토콜에 대한 의료진의 수행률

표적인 이유로 손꼽았고, 이는 연구를 시작하기에 앞서

이 높지 않다는 것이다. Patel 등이 1,384명의 의사,

삼성서울병원에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으로 지적되었

간호사, 호흡치료사, 약사를 대상으로 중환자실에서의

다.10)

진정과 섬망 치료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

Marshall 등의 연구에 따르면, 약사가 진통 진정 프

답자의 약 29%(396/1,355)가 진통 진정 프로토콜을 제

로토콜에 대한 의료진 교육을 실시하고 적절한 처방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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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를 실시하는 경우, 프로토콜에 대한 이행률을 높이고

경험했던 환자 수는 감소되었음을 확인하였다.

진정제 사용량이 감소될 뿐만 아니라 기계 환기 적용

기존에 진통 진정 프로토콜의 이행도를 높이기 위한

기간과 중환자실 및 병원 재원 일수의 단축에도 기여할

시도는 있었으나, 대부분 의사나 간호사 주도로 실시되

수 있다고 보고한 바 있다.11) 본 연구에서는 중재 전후

었고 약사가 주체가 된 경우는 드물었다. Mehta 등이

기계 환기 일수나 중환자실 재실 일수의 차이는 없었으

430명의 기계 환기 중인 환자를 대상으로 실시했던 무

나, 약사의 중재 활동 전부터도 기계 환기 일수의 중앙

작위 대조 연구도 간호 주도로 진행되었으며 중재 후

값은 3.5일, 중환자실 재실 일수는 2.9일로 매우 낮은

진정 상태나 섬망에는 큰 개선을 보이지 못했고 오히려

수치였다. 선행 연구에서는 입실시 환자의 중증도면에

진통제 및 진정제의 투여량은 증가되었다.13) Khan 등

서 이번 연구와 큰 차이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약사

의 연구에서는 약사가 관여하였으나 투여된 약제 정보

의 중재 활동 후에도 단축된 기계 환기 일수가 5.3일,

에 대해서는 조사하지 못하였으며, 섬망이나 혼수 상태

중환자실 재실 일수는 7.0일에 달하였고, 또한 국내 상

도 호전되지 못하였다.14) 본 연구에서는 약사가 능동적

급종합병원의 평균 중환자실 재실 일수가 8.8일 임을

으로 참여하여 과다한 약제 사용을 제한하고 불필요한

감안할 때 연구 시작 전부터 추가적인 단축은 어려울

깊은 진정은 피하고자 하였으며, 그 결과 약제 투여에

것으로 예상되었다.12)

대해 일관성 있는 조절이 가능했고 의식 수준의 개선에

프로토콜의 개정 후 중점적으로 강조하였던 마약성

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것으로 판단된다.

진통제의 간헐적 투여가 증가됨에 따라 통증을 호소하

본 연구가 갖는 한계로는 첫째 연구 대상 환자의 의무

는 횟수의 비율이 감소되었다. 지속적 정맥점적주입 약

기록을 후향적으로 열람하여 조사하여 프로토콜의 개

제의 무분별한 사용을 지양하도록 의료진을 교육하였

정 후 이에 대한 순응도 및 위배율을 직접 조사하지는

으나, 여전히 유사한 수의 환자들이 지속적 정맥점적주

못하였다. 대신 간헐적 약제 투여량이 증가됨을 확인하

입 약제를 투여 받았고, 사용량에 있어서도 큰 변화를

여 이를 간접적으로 확인하였다. 둘째 프로토콜에는 명

보이지 않았다. 이는 암성 통증과 같이 만성 통증을 호

시되어있지 않은 진정효과를 갖는 기타 약물(비전형 항

소하는 환자들이 섞여 있는 삼성서울병원 중환자실의

정신병약제, 신경안정제, 비마약성 진통제 등)의 투여

특성과 중환자의 스트레스 상황을 개선시키기 위한 목

정보는 확인하지 못하였다. 또한 통증과 진정 점수는 1

적으로 진통제를 지속적 정맥 점적 주입하는 것이 과도

일 3회의 측정 결과를 모두 조사하였으나, 섬망 기록은

하게 진정되는 것을 우려하여 투여를 중단하거나 감량

전산적인 문제로 1일 1회만 추출할 수 있었다. 또한 프

하는 것보다 더 이득이 된다고 판단했던 경우가 많았기

로토콜 개정 전을 대조군으로 정하여 정보를 수집하였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으나, 매일 회진 참여와 처방 검토를 통해 일정 부분 영

섬망의 위험인자라고 알려진 benzodiazepine 계열

향을 받았음을 배제할 수 없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는

의 진정제는 양 군 모두 2% 내외의 환자들에게만 적용

2014년 삼성서울병원에서 중환자 재활을 필두로 시행

되었는데, 앞서 언급되었던 Marshall 등은 약 30%의

하였던 질 지표 개선(quality improvement) 활동 중

환자들에게 적용하였던 점을 고려하면 이미 굉장히 제

진통 진정 프로토콜의 개정과 그 적용에 관한 내용의

한적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11) 전체 약제 용

일부를 다루었기 때문에, 프로토콜 개정 전후 총 6개월

량 자체에는 전후 기간 차이가 없었지만, 의식이 깨어

의 연구 기간은 약제 사용량의 유의한 변화를 확인하기

있는 상태로 확인된 횟수는 늘고 깊은 진정을 보이는

에는 비교적 단기간이었을 가능성이 있다.

횟수는 감소한 점은, 체크리스트를 도입하여 대상 환자

중환자 약사 활동이 활발한 외국과 달리 아직까지 국

를 선별한 후 매일 오전 약제를 중단 또는 감량하면서

내에서는 몇몇 중환자실에만 약료 서비스가 제공되고

환자를 깨우려 노력하며, 적합한 약제로 변경하거나 추

있다. 그마저도 각 병원마다 충분하지 못한 인력과 재

가하면서 좀 더 개선된 결과를 얻은 것으로 평가된다.

정적인 지원 부족 등으로 인하여 수동적인 처방 검토에

그로 인해 섬망을 한번이라도 경험했던 환자 수는 전후

국한되어 있어 중환자 관련 업무 확대에 소극적일 수밖

기간 유사했으나, CAM-ICU를 측정할 수 없는 혼수를

에 없는 상황이었다. 미국 중환자의학회와 미국 임상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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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에서 중환자실 전담 약사의 업무 영역에 대해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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