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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ckground : In neonates, frequent changes in dosing intervals and dosage can increase the risk of
medication errors. In addition, patients in Neonatal Intensive Care Unit (NICU) are highly dependent
on total parenteral nutrition (TPN) which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interventions made by pharmacists. Although the role of ICU pharmacists in improving clinical outcomes has been documented,
there is little report on economic impact of such interventions in Korea.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valuate interventions made by NICU pharmacists and describe cost avoidance and cost savings.

Methods : From March 1 to August 31, 2016, a retrospective evaluation was conducted by analyzing
clinical intervention records from prescription review, TPN consults, and Clinical Pharmacokinetic
Consultation Service (CPCS) reports delivered by pharmacist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Bundang
Hospital. The level of intervention outcome severity was graded by three independent pharmac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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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valuators and the economic impact was determined by calculating cost avoidance and cost saving.

Results : During the study period, a total of 608 clinical interventions were performed, TPN was
involved in 482 (79.3%) interventions and the number of intervention activities related to prescription
review was 81 (13.3%). The most frequent interventions related to prescription review were‘incorrect
dose and interval (46.1%)’
, followed by‘incorrect administration schedule’and‘consult for medication information and treatment plan’
. Antibiotics were the most frequently associated with medication errors (52%). The prescriber’
s acceptance rate of pharmacist recommendations was 95.2%. Total
cost avoidance for 6 months was 175,863,624 won and total cost saving for 6 months was 75,033 won.

Conclusions : This study showed reduction of medication errors and medical expenses in a Korean
hospital. However, further study is needed to demonstrate the contribution of clinical pharmacists to
improvement of clinical and economic outcomes more comprehensively.

[Key words] Neonatal Intensive Care Unit, Pharmacist Interventions, Cost Avoidance, Cost Savings

연구의 배경 및 목적

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국내에서 중환자 치료팀의 일원으로서 수행하는 약

신생아에서는 사용 가능한 약물이 제한적이고 재태

사의 중재와 관련된 연구는 다양하게 보고된 바 있으

주수 및 체중에 근거한 용량 및 용법 변경이 빈번하다.1)

나, 신생아중환자실 전담약사의 중재 및 경제적 효과

이에 따라 재태 주수 및 체중 변화에 의한 복잡한 용법

분석은 미미한 실정이다.4) 이에 본 연구에서는 신생아

및 용량으로 인하여 투약오류의 빈도가 증가된다고 보

중환자실 전담약사의 중재 활동을 평가하고 이에 따른

2)

고된 바 있다. 또한, 신생아중환자실에 입원한 미숙아

회피비용을 산출하여 경제적 효과를 확인하고자 하였

들은 소화 효소 불균형, 미숙한 흡수 기전, 비축된 영양

다.

부족, 다양한 질환으로 인해 영양 불량의 위험이 높
다.3) 따라서 원활한 성장을 위한 체계적인 영양지원은

연구 방법

신생아 치료의 중요한 측면이며, 경구 영양으로 완전히
1. 연구 대상

이행될 때까지 정맥영양이 필요하다.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신생아중환자실은 2003년 개원
과 함께 18병상으로 진료를 시작하였고 2013년에는 신

본 연구에서는 2016년 3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분

생아집중치료지역센터로 지정되어 35병상으로 확장하

당서울대학병원 신생아중환자실에 입원한 모든 환자를

였다. 신생아중환자실은 전담약사 1명과 레지던트약사

대상으로 하였다.

1명이 담당하여 개원초기부터 현재까지 약력관리, 처
방 중재 및 약물이상반응 모니터링, 정맥영양(Total

2. 중재 기록 수집 및 분석 방법

Parenteral Nutrition, TPN) 및 임상약동학자문, 약
품 정보 제공 등 다양한 업무를 협업하고 있다. 약사의

1) 중재 내용 및 대상 약물 분류

신생아중환자실 팀의료 활동에 따른 처방 및 임상업무
중재는 원내 전자의무기록 시스템의 문의내역에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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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Classification of clinical interventions by the level of outcome severity
중재의 심각성

환산 지수

정의

잠재적 치명적 결과 초래

1

생명에 치명적인 상태가 유발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 (예, 심폐소생술, 사망, 수술)

잠재적 심각한 결과 초래

0.6

CPCS 대상 약물 처방 오류, 심각한 독성 유발 가능한 경우 (예, 추가 검사, 약물 투
여, 입원기간 연장)

잠재적 중요한 결과 초래

0.4

CPCS 대상 약물 이외 약물 처방 오류, TPN 및 CPCS 의뢰, 즉각적인 해가 발생하
지 않으나 관찰이 필요한 경우(예, 약물상호작용, 처방누락)

잠재적 미미한 결과 초래

0.1

약품 정보 제공, 환자에게 해가 유발되지 않는 오류

중요하지 않음

0

*CPCS: Clinical Pharmacokinetics Consultation Service, 임상약동학자문

및 임상약동학자문 등의 중재 기록을 원내 전자의무기

계를 Table 1과 같이 정의하였다.6) 특히, 신생아중환자

록의 문의 내역 등을 통해 후향적으로 수집하였다. 수

실에서 임상약동학자문 대상 약물이 많이 쓰이며, 해당

집 항목에는 대상 약물, 중재 내용 분류, 중재 세부 내

약물은 치료역이 좁아 사용에 주의가 필요하고 중재를

용, 약물 보험상한가, 복용기간, 중재 소요시간, 중재

통해 투약오류를 예방이 가능하므로 관련내용을 심각

수용 여부가 포함되었다.

한 결과 초래로 정의하였다. 중재의 심각성 분류는 레

중재 내용은 원내 문의내역 분류체계를 기반으로 정
맥영양지원, 용량/용법 오류, 임상약동학자문, 투여 스

지던트약사가 수행하고, 10년 이상 임상 업무를 수행
한 약사 2명이 2, 3차 검토를 하였다.

케줄 오류, 약품정보 및 치료계획 공유, 부적절한 투여
기간, 상호작용 가능성, 약물이상반응 가능성으로 구분

3. 비용분석

하였다. 부적절한 투여기간은 원내 신생아중환자실 치
료 지침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로 정의하였다. 약물 분

비용분석은 국내 의료제도에 맞게 수정 보완하여 본

류는 Anatomical Therapeutic Chemical (ATC)

원에서 이용 가능한 자료에 의거하였으며, 화폐단위를

code 분류체계를 기준으로 하였다.

기준으로 한 비용을 성과측정 도구로 설정하였다.

2) 중재의 심각성 분류

1) 기초비용 산출

각 중재내용은 본 연구에서 설정한 심각성의 정도와

신생아중환자실 전담약사의 인건비는 중재 행위에

정의에 따라 분류하고 심각성의 정도는 환산지수를 설

소요된 총 시간과 중재 행위 시행 약사의 시간당 급여

정하여 수치화하였다(Table 1). 환산지수는 국내외에

를 곱하여 계산하였다. 약물 복용 기간은 각 해당 약물

서 수행되었던 기초 연구를 참고하였고, 중재가 없었을

의 실제 복용 기간으로 수집하였으며, fluconazole은

경우 발생할 약물이상반응의 가능성을 수치화한 환산

실제 복용 기간 수집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해당

지수는 중재의 심각성 분류에 따라서 각각 1, 0.6, 0.4,

약물의 권장 투여용법인 4주간 주 2회 투여를 감안하

0.1, 0으로 설정되었다.4),5) 심각성 분류 정의는 World

여 투여기간을 8일로 산정하였다.

Health Organization (WHO) 가이드라인에 근거한
분당서울대학교병원 환자안전예방보고를 기준으로 하

2) 회피비용 산출

였으며, 신생아중환자실의 특성에 맞게 일부 수정 보완
하여 새로운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중재 심각성 분류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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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되는 경우에 계산되었으며, 중재가 없었을 경우 연

연구 결과

장 입원 일수에 신생아중환자실 평균 1일 입원비와 중
재의 심각성 환산지수를 곱해 산출되었다. 이 때, 중재

1. 대상 환자 특성

가 없었을 경우 연장 입원 일수는 국내 참고자료가 없
어 1일로 가정하였으며, 평균 1일 입원비는 연구기간

2016년 3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분당서울대학교병

내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신생아중환자실 1일 평균 입원

원 신생아중환자실에 입원한 환자는 총 238명으로 평

비를 병원수가 기준으로 수집했다.

균 재태 주수는 35.4주였고, 이 중 37주 미만의 미숙아
가 154명으로 만삭아보다 많았다. 남자가 146명
(61.3%)으로 여자 92명(38.7%) 보다 많았으며, 다태아

3) 절감비용 산출

가 71명으로 29.8%를 차지하였다. 대상 환자의 평균
절감비용은 직접적인 환자 비용부담이 감소하는 경

출생체중은 미숙아에서는 1.9 kg, 만삭아에서는 3.1

우에만 산출되었으며, 1일 처방 약가와 약물 복용 기간

kg으로 1.2 kg의 차이를 보였다. 출생 시 신체상태 평

을 곱한 값에서 신생아중환자실 전담약사 인건비를 뺀

가 점수인 Apgar score는 생후 1분에 평균 6.8점, 5분

값으로 계산되었다. 1일 처방 약가는 급여상한가를 기

에 8.2점이었다. 부진단명을 포함한 평균 진단명 수는

준으로 하였다.

5.7개였고, 주진단명에서 preterm infant가 120건으
로 가장 많았고, respiratory distress of newborn,
neonatal jaundice가 뒤를 이었다. 재원 일수의 중간

각 비용 산출식은 다음과 같다.

값은 12일(범위: 1일-133일)이었다(Table 2).
a) 기초비용
인건비 = 중재 행위에 소요된 총 시간 X 중재 행위를

2. 중재 활동 분석

시행한 약사의 시간당 급여
b) 회피비용

1) 중재 내용 및 대상 약물 분류

회피비용 = 중재의 심각성 X 중재가 없었을 경우 연장
6개월의 연구기간 동안 수행된 중재는 총 608건으로

되었을 입원 일수 X 평균 1일 입원비
c) 절감비용

총 처방건수(19,658건) 대비 3.1%이었다. 총 608건의

절감비용 = (1일 처방 약가 X 약 평균 복용 기간) - 인

중재 중 출생체중 1.5 kg 미만의 저체중 출생 신생아

건비

대상으로 수행된 중재는 406건으로 전체 중 66.8%를
차지했다. 406건의 출생체중 1.5 kg 미만의 저체중 출

4. 통계학적 분석

생 신생아 대상의 중재에서 정맥영양지원이 354건
(87.2%)으로 가장 많았다(Table 4).

기술학적 통계 분석은 SPSS version 21.0 (SPSS
Inc., Chicago, IL, USA)을 이용하여 수행하였다.

중재 대상 약물은 고영양수액제가 482건(79.3%)으로
가장 많았고, 임상약동학자문 대상약물이 주로 포함된
54건의 항균제(8.9%), 19건의 심혈관계약제(3.1%)가

5. 피험자 보호

뒤를 이었다(Fig. 1). 중재 내용은 정맥영양지원이 482
건(79.3%)으로 가장 많았고 용량/용법 오류가 47건

본 연구는 분당서울대학교병원에서 수행된 단일기관

(7.7%), 임상약동학자문이 45건(7.4%) 이었다(Table

후향적 연구로, 본원의 기관윤리심의위원회(Insti-

3). 45건의 임상약동학자문 중재에서 vancomycin이

tutional Review Board, IRB)로부터 연구 승인을 받

26건(57.8%)으로 가장 많았고, digoxin이 16건

아 진행하였다. [IRB No. B-1609/364-101]

(35.6%), phenobarbital이 2건(4.4%), phenytoin이
1건(2.2%)으로 뒤를 이었다. 중재에 대한 의료진의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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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NICU inpatients baseline characteristics (N=238)
특성

평균값 (비율)

재태 주수 (주)

35.4 ± 3.3

Preterm ( 37주) (명, %)

154 (64.7%)

Term (≥37주) (명, %)

84 (35.3%)

남자 (명, %)

146 (61.3%)

여자 (명, %)

92 (38.7%)

성별

다태아 (명, %)

71 (29.8%)

출생 체중 (kg)

2.3 ± 0.8

Preterm ( 37주) (kg)

1.9 ± 0.6

Term (≥37주) (kg)

3.1 ± 0.5

Apgar score (Total: 10점)
1분 (점)

6.8 ± 1.9

5분 (점)

8.2 ± 1.6

진단명 수 (개)

5.7 ± 2.8

상위 5개 진단명
Preterm infant (N= 120, 50.4%)
Respiratory distress of newborn (N= 19, 8.0%)
Neonatal jaundice (N= 15, 6.3%)
Transient tachypnea of newborn (N= 8, 3.4%)
Feeding cyanosis (N= 8, 3.4%)
재원 일수 (일)

12 (1-133)

*Data are presented as Mean ± SD or Median (Min.-Max.)

용률은 95.2%이었고 특히, 중재 내용에서 가장 큰 비중

약물의 용량 및 용법 오류였다. 또한‘중요한 결과 초

을 차지한 정맥영양지원에 대한 수용률은 100%이었다.

래’수준의 중재가 573건(94.2%)으로 가장 많았고, 이
중 정맥영양지원이 482건(79.2%)으로 가장 큰 비율을

2) 중재의 심각성 분류

차지했다.‘미미한 결과 초래’수준의 중재는 12건으로
약품정보 및 치료계획 공유(5건, 0.8%)와 부적절한 투

중재가 없었을 경우 발생할 잠재 위험성에 따른 심각

여기간(3건, 0.5%)이 가장 많았다.

성 분류는 Table 3에 설명된 것과 같다.‘치명적 결과
초래’수준의 중재 심각성에 해당하는 중재는 없었다.

3. 비용 분석

‘심각한 결과 초래’수준의 중재 심각성에 해당하는 것
은 20건(3.3%)으로 이 중 17건은 임상약동학자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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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Classification of clinical interventions according to probability of harm (N=608)

중재 내용
정맥영양지원

합계
(건, %)

중재의 심각성 건수 (건, %)
치명적
결과 초래

심각한
결과 초래

482 (79.2%)

중요한
결과 초래

미미한
결과 초래

중요하지
않음 (0)

482 (79.2%)

용량/용법 오류

47 (7.7%)

17 (2.8%)

28 (4.6%)

CPCS*

45 (7.4%)

3 (0.5%)

42 (6.9%)

2 (0.3%)

투여 스케줄 오류

9 (1.5%)

8 (1.3%)

1 (0.2%)

약품정보 및 치료계획 공유

8 (1.3%)

3 (0.5%)

5 (0.8%)

부적절한 투여기간

6 (1.0%)

3 (0.5%)

3 (0.5%)

상호작용 가능성

4 (0.7%)

4 (0.7%)

약물이상반응 가능성

3 (0.5%)

3 (0.5%)

기타

4 (0.7%)

합계

608 (100%)

0 (0.0%)

20 (3.3%)

573 (94.2%)

1 (0.2%)

3 (0.5%)

12 (2.0%)

3 (0.5%)

*CPCS: Clinical Pharmacokinetics Consultation Service, 임상약동학자문

Table 4 Classification of clinical interventions according to probability of harm in extremely low birth weight
infants (N=406)

중재 내용
정맥영양지원

합계
(건, %)

중재의 심각성 건수 (건, %)
치명적
결과 초래

심각한
결과 초래

354 (87.2%)

중요한
결과 초래

미미한
결과 초래

중요하지
않음 (0)

354 (87.2%)

용량/용법 오류

22 (5.4%)

8 (2.0%)

13 (3.2%)

CPCS*

8 (2.0%)

8 (2.0%)

투여 스케줄 오류

9 (2.2%)

8 (2.0%)

약품정보 및 치료계획 공유

3 (0.7%)

부적절한 투여기간

4 (1.0%)

상호작용 가능성

0 (0.0%)

약물이상반응 가능성

3 (0.7%)

기타

3 (0.7%)

합계

406 (100%)

1 (0.2%)

1 (0.2%)
3 (0.7%)

2 (0.5%)

2 (0.5%)

3 (0.7%)
3 (0.7%)
0 (0.0%)

8 (2.0%)

388 (95.6%)

7 (1.7%)

3 (0.7%)

*CPCS: Clinical Pharmacokinetics Consultation Service, 임상약동학자문

수를 1일로 가정하고, 신생아중환자실 평균 1일 입원비

중재는 환산지수가 0이므로 이에 해당하는 회피비용은

용 725,510원을 적용하였다.‘중요하지 않음’
수준의

0원으로 계산되었다.‘중요한 결과 초래’
에 해당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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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Classifications of medications for clinical interventions

Table 5 Cost avoidance according to the level of outcome severity
심각성 분류

건수 (건)

회피비용 (원)

치명적 결과 초래

0

0

심각한 결과 초래

20

8,706,120

중요한 결과 초래

573

166,286,892

미미한 결과 초래

12

870,612

3

0

608

175,863,624

중요하지 않음
합계

중재는 회피비용 계산식에 따라 0.4(중재의 심각성 분

으로 총 회피비용은 175,863,624원이었다(Table 5).

류에 따른 환산지수) x 1일 x 725,510원으로 계산했고,

절감비용은 직접적으로 환자의 비용부담이 감소했던

이에 중재건수인 573을 곱해‘중요한 결과 초래’
수준

10건이 대상이 되었다. 10건의 세부내용은 제형 오류(3

의 중재에 대한 총 회피비용을 계산한 결과 166,286,

건), 부적절한 복용 기간(2건), 정맥영양지원(2건) 등이

892원 이었다. 다른 심각성 분류에 해당하는 중재의

었으며, 6개월동안의 절감비용은 총 75,033원이었다

회피비용도 이와 같은 방법으로 계산하였다.

(Table 6).

6개월 동안의
‘치명적 결과 초래’
,‘심각한 결과 초
래’
,‘중요한 결과 초래’
,‘미미한 결과 초래’
,‘중요하

고찰

지 않음’수준의 중재 심각성에 해당하는 회피비용은
각 0원, 8,706,120원, 166,286,892원, 870,612원,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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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Cost savings of clinical interventions
중재 내용

건수 (건)

절감비용 (원)

제형 오류

3

33,271

부적절한 복용 기간

2

16,401

정맥영양지원

2

12,754

용량/용법 오류

1

8,317

중복 처방

1

2,491

약품정보 및 치료계획 공유

1

1,799

10

75,033

합계

록을 분석했고, 분석 내용을 기반으로 회피비용과 절감

당약사의 처방중재효과를 분석한 강민경 등의 연구가

비용을 산출하여 전담약사의 중재행위를 경제적 효과

있었으며, 과용량과 저용량이 중재의 과반수 이상을 차

로 환산하였다. 신생아중환자실 전담약사가 가장 많은

지한다고 발표했다.13) 본 연구에서는 용량/용법 오류,

중재를 한 영역은 병원약사의 고유 업무 중 한가지인

임상약동학자문 관련 중재가 정맥영양지원 다음으로

정맥영양지원이었고, 다음으로는 용법/용량 오류, 임

많이 수행되었다. Simpson 등의 연구와 강민경 등의

상약동학자문이었다. 본 연구는 중재의 경제적 효과를

연구에서 정맥영양지원을 중재 내용에 포함하지 않았

예측하기 위하여 중재 내용의 심각성을 분류했고, 6개

던 것을 감안할 때 본 연구와 상응하는 결과로 판단할

월동안의 회피비용을 산출한 결과 약 1억 7천만원으로

수 있다. 또한 Krupicka 등의 연구에서는 소아중환자

계산되었다.

실 임상약사의 중재에서 용량 변경이 가장 많았다는 결

신생아중환자실의 환자군은 발달과정에 따라 약동학

과를 발표한 바 있으며 연구 대상이 정맥영양 의존도가

적 parameter 변화, 연령 및 체중에 따른 용량 변경,

신생아보다 적은 소아인 점을 감안하였을 때 결과가 유

신생아에 대한 검증된 약물 사용에 대한 정보 부족 등

사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14)

의 이유로 medication error와 Adverse Drug Event
7)

본 연구에서 중재활동의 가장 큰 범위를 차지한 영역

(ADE)에 대한 위험군에 속한다. Kaushal 등의 연구에

은 정맥영양지원이었다. 정맥영양이 필수로 요구되는

따르면 신생아에서의 potential ADE 발생 비율이 다른

출생체중 1.5 kg 미만의 저체중 출생 신생아 대상 중재

연령대 환자군에서보다 유의하게 높았으며(p 0.001),

에서 정맥영양지원이 354건으로 406건 중 87.2%를

일반병동에 입원한 신생아보다 신생아중환자실에 입원

차지하였다. 또한, 주진단명 중 Preterm infant가 120

한 신생아에서 medication error 발생 비율이 유의하

건으로 가장 많았다. 상기와 같은 결과는 본 연구 대상

게 높았다(p 0.001).8) 이러한 이유로 Gray, Chedoe

에서 저체중, 미숙아의 비율이 높아 정맥영양의 의존도

등의 연구에서는 medication error를 감소시키기 위

가 높다는 사실을 시사한다. 실제로 본원 신생아중환자

한 방법으로 Computerised Physician Order Entry

실 전담약사는 영양집중지원 의뢰 환자의 상태를 매일

9),10)

(CPOE)와 약사의 중재를 제시한 바 있다.

모니터링하며 환자의 상태에 맞도록 적극적인 영양지

Simpson 등의 연구에서는 신생아중환자실 전담약사

원을 하고있다. 또한 정주원 등의 연구에서 중재가 가

의 처방 감사 및 중재 활동을 통해 medication error

장 많은 수행된 곳은 신생아과였고, 가장 비중이 컸던

의 빈도가 유의하게 감소했다고 보고했으며, 처방오류

중재 내용은 정맥영양 조성변경과 임상약동학자문 업

로 인한 medication error가 71%를 차지했고, 대부분

무였던 점이 본 연구와 유사했다.4) 양혜란 등의 연구에

용량 오류였다.2) 또한 국내에서는 외과계중환자실 담

서 영양집중지원 의뢰가 된 환자군에서 총 금식기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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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하게 감소하였고, 완전 경장영양으로 진행하기까

월동안 608건의 중재가 수행되었으며, 신생아중환자

지의 소요 시간도 유의하게 단축되었으며, TPN 전체

실 단일 부서에서만 수행된 것으로 중재 건수와 회피비

11)

투여기간도 유의하게 감소하였음이 발표되었다. 또

용 계산에 차이가 있다고 사료된다. 정주원 등의 연구

한, 오윤경 등의 연구에서는 TPN에 대하여 약사의 중

대비 적은 절감비용의 결과는 연구 대상을 다른 진료과

재가 이루어진 신생아중환자실 환자군에서 출생체중

를 제외한 신생아중환자실 환자로 제한한 것과 신생아

회복기간이 유의하게 단축되었으며 요구량에 부합하는

에게서 중재되는 약물이 상대적으로 약가가 저렴한 항

12)

따라서 신생아중환

진균제가 대부분이었던 것이 원인으로 판단된다. 또한,

자실 전담약사의 중재에서 정맥영양지원 비중이 큰 것

성장에 따른 용량의 증량을 추천하는 경우가 빈번하였

은 신생아의 성장 및 임상 경과 호전에 긍정적인 작용

던 것도 적은 절감비용의 원인이 되었다.

열량공급이 가능했음을 밝혔다.

을 한다는데 의의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중영양

본 연구의 한계점으로는 첫째, 중재의 심각성 환산지

치료료 수가는 한 환자당 1주에 1회 38,740원으로 적

수 설정에 대한 것이다. Saokaew 등의 연구에서는 총

용되고 있다. 신생아중환자실 전담약사는 영양집중지

7명의 임상약사 및 약물이상반응 전문가로 구성된 위

원팀 의뢰에 대한 회신 및 모니터링을 매일 수행하고

원회에 의해 각 약물이상반응의 빈도에 따라 중재를

있으며, 신생아의 성장과 임상 경과 호전에 미칠 수 있

분류하고 환산지수를 설정하여 이를 회피비용 계산에

는 긍정적인 영향을 고려할 때, 현재의 집중영양치료료

사용하였고, Alan 등의 연구에서는 임상약사 등으로

수가는 실제 경제적 가치보다 적게 적용되고 있다고 볼

구성된 Clinical Interventions and Financial

수 있다. 국내 39개의 상급종합병원과 32개의 종합병

Assessment Committee (CLIFAC)이 입원기간을 연

원에 대한 설문조사를 시행한 조지윤 등의 연구에서 영

장시킬 가능성을 기반으로 중재의 심각성 환산지수를

양집중지원 의뢰 건수 대비 7일 이내 사후 모니터링건

설정하여 회피비용 계산에 적용하였다.5),19) 상기 연구들

수 비율은 80% 이상이 64.1%로 나타났고, 이 결과는

은 이와 같이 여러 직종의 전문위원에 의한 중재의 심

현재 1주 1회 가산되는 수가가 업무비율 대비 적게 반

각성 환산지수 설정이 먼저 수행되었으나 본 연구에서

영되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다.15)

는 국내 기초연구를 기반으로 신생아중환자실의 실정

임상 약사의 중재의 경제적효과를 발표한 논문은 절

에 맞게 중재의 심각성 분류를 일괄 적용하였다. 또한,

감비용과 회피비용 추정을 통해 재정적인 이득을 간접

각 약물이나 중재에 따른 약물이상반응이나 재원기간

16)

미국에서 소아중환자실

연장 가능성을 개별적으로 계산, 적용하지 못하였다.

환자를 대상으로 수행된 연구에서 24주 동안 172건의

그러나 신생아중환자실에 적용 가능하도록 심각성 분

중재가 수행되었으며 1년간 추정 회피비용은 $9,135이

류를 재설정했다는 의의가 있다.

적으로 확인했음을 보였다.

었다.14) 또한 미국의 한 소아심혈관계중환자실에서 수

둘째, 중재가 없었을 경우 연장 입원 일수에 대한 것이

행된 연구에서는 131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신기능에

다. 본 연구에서는 회피비용 산출식의 항목의 하나인 중

따른 용량변경을 통해 약 $12,000의 경제적 효과를 입

재가 없었을 경우 연장 입원 일수를 1일로 적용하였고,

17)

증했다. 상기 두 연구의 결과와 본 연구에서 사용한

이는 각 환자의 상병에 따른 상태의 심각성은 반영이 되

계산식 및 약가, 의료비 체계가 달라 비용에 차이가 발

지 않았다는 한계점이 있다. Krupicka 등의 연구에서

생했다. 정주원 등의 연구에서는 임상 전담약사가 있는

는 소아중환자실 전담약사의 중재로 인해 약물의 처방

부서를 대상으로 약사의 중재를 금액으로 수치화하여

이 중단된 경우, 절감비용을 산출함에 있어 평균 소아

발표한 바 있으며, 이 연구에서는 6개월동안 987명의

중환자실 재원일수인 2.4일을 적용했다. 하지만 환자

환자를 대상으로 4,487건의 중재가 수행되었다.4) 정주

가 2.4일 보다 길게 입원한 경우에는 재원일수를 1일로

원 등의 연구에서 회피비용은 Audrey 등이 제시한 방

적용하여 일관적이지 않은 기준으로 계산되어

법을 국내 실정에 맞게 보완하여 계산하였고, 산출된

krupicka 등의 연구 방법을 적용하는데 제한이 있었

회피비용은 약 7억 6천만원, 절감비용은 약 5천 6백만

다.14) Alan 등의 연구에서는 Diagnosis Related

원이었다.4),18) 본 연구는 정주원 등의 연구와 달리 6개

Groups(진단명 기준 환자군, DRGs)에 따른 해당 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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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평균 입원기간을 적용하여 각 환자의 진단명에 따른

4) 정주원, 강유진, 문미영 외. 임상약사 중재활동에

회피비용을 산출했다.5) 미국의 보험체계는 DRGs를 지

의한 경제성 평가를 위한 기초 연구, J Kor Soc

불단위로 한 포괄수과제가 채택되어 보건의료재정청에

Health-Syst Pharm. 2011;28(4):327-336.

서 매년 DRGs를 보완하고, 유사한 상병을 가진 환자

5) Alan HM, Kenneth JS, Julie AP et al. Cost

군 내에서 중증도나 신생아나 소아들에게 한한 질병 분

savings and avoidance from clinical inter-

류를 세분화한 체계도 구축되어 있다. 하지만 국내의

ventions. Am J health-syst Pharm. 1997;

DRGs 제도는 일부 질병군만을 대상으로 하고있어 이

54:392-396.

를 활용한 입원일수를 적용할 수 없는 실정이다. 해당

6) Adapted from Conceptual Framework for the

연구와 같은 방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신생아중환자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for Patient Safety

실 입원환자를 진단명 및 심각도에 따라 분류하는 체계

Version 1.1. WHO. 2009.

를 먼저 구축하고 그에 따른 입원일수 정보를 수집하는
연구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7) Dabliz R, Levine S. Medication Safety in
Neonates. Am J Perinatol. 2011;29(1):49-56.

다학제 팀원으로서 회진에 참여하는 병동 임상약사

8) Kaushal R, Bates DW, Landrigan C et al.

는 소아 환자에서 medication error를 감소시키는 가

Medication errors and adverse drug events

20),21)

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한가지로 알려져 있다.

본연

구에서도 약사의 중재로 인해 잠재적인 오류를 방지한
것에 대한 효과를 회피비용으로 계산하여 임상적으로
긍정적인 효과가 있음을 간접적으로 보였다.

in pediatric inpatients. JAMA. 2001;285(16):
2114-2120.
9) Gray JE, Goldmann DA. Medication errors in
the neonatal intensive care unit-special

본 연구의 결과는 신생아중환자실 전담약사의 중재
와 그 효과를 경제적 성과로 분석하여 제시한 것으로서

patients, unique issues. Arch Dis Child Fetal
Neonatal Ed. 2003;89(6):F472-473.

신생아중환자실 전담약사의 역할과 임상적, 경제적 기

10) Chedoe I, Molendijk HA, Dittrich ST et al.

여를 평가하기 위한 기초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Incidence and nature of medication errors

향후 이 연구를 기반으로 신생아중환자실 전담약사의

in neonatal intensive care with strategies to

적극적 중재로 인한 환자의 임상적 상태 및 안전성 개

improve safety. Drug Saf. 2007;30(6):503-

선 등의 결과를 얻고 이의 경제적 효과를 제시하는 다
수의 연구가 수행되어 임상약사의 업무 확장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된다.

513.
11) 양혜란, 최창원, 김병일 외. 신생아중환자실에 입
원한 미숙아에서 영양지원팀 활동의 임상적 의의.
Pediatric Gastroenterology, Hepatology &

참고문헌

Nutrition. 2009;12(1):39-45.
12) 오윤경, 이광섭, 이정연. 신생아 중환자실 영양요

1) 김한석, 김애란, 최병민 외. 신생아집중치료센터의
기능과 효율적 운영에 관한 연구. 보건복지부.
2012;18-24.

법치료에서 약사의 역할과 영향. Kor J Clin
Pharm. 2013;23(2):167-174.
13) 강민경, 김아정, 조윤숙 외. 외과계중환자실 담당

2) Simpson JH, Lynch R, Grant J et al. Redu-

약사의 약물유해반응 예방에 대한 처방중재효과.

cing medication error in the neonatal inten-

Korean J Crit Care Med. 2013;28(1):17-24.

sive care unit, Arch Dis Child Fetal Neonatal

14) Krupicka M.I., Bratton S.L. et al. Impact of

Ed. 2004;89(6):F480-482.

a pediatric clinical pharmacist in the pedi-

3) 김승란. 서울중앙병원 신생아중환자실에서의 약사
업무. J Kor Soc Health-Syst Pharm. 2000;
17(4):447-451.

atric intensive care unit. Crit Care Med.
2002;30(4):919-921.
15) 조지윤, 김정태, 김승란. Nutrition Support

- 290 -

김윤희 : 신생아중환자실 전담약사의 임상적 중재에 의한 회피비용 및 절감비용 분석

Team 활동현황 조사: 2016년 vs. 2005년 비교
및 NST 수가화 이후 활동현황. J Clin Nutr.
2016;8(2):38-44.
16) De Rijdt T, Willems L, Simoens S. Economic
effects of clinical pharmacy interventions; A
literature review. Am J Health-Syst Pharm.
2008;65(12):1161-1172.
17) Moffett BS, Mott AR, Nelson DP et al.
Medication dosing and renal insufficiency in
a pediatric cardiac intensive care unit :
Impact of pharmacist consultation. Pediatr
Cardiol. 2008;29(4):744-748.
18) Audrey JL, Maureen SB, Katherine KK et
al. Clinical and economic outcomes of pharmacist recommendations in a Veterans
Affairs medical center. Am J Health-Syst
Pharm. 2002;59(1):2070-2077.
19) Soakaew S, Maphanta S, Thangsomboon P.
Impact of pharmacist’
s interventions on
cost of drug therapy in intensive care unit.
Pharmacy Practice. 2009;7(2):81-87.
20) Folli HL, Poole RL, Benitz WE et al.
Medication error prevention by clinical
pharmacists in two children’
s hospitals.
Pediatrics. 1987;79(5):718-722.
21) Fortescue EB, Kaushal R, Landrigan CP et
al. Prioritizing strategies for preventing
medication errors and adverse drug events
in pediatric inpatients. Pediatrics. 2003;
111(4):722-729.

- 29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