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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ffect of Clinical Pharmacist’
s Interven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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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1 Yonsei-ro, Seodaemun-gu, Seoul, 03722, Republic of Korea

Background : Patients admitted to an intensive care unit (ICU) present with diseases and conditions
of high severity and are at high risk of adverse drug events (ADEs). In previous studies, pharmacist’
s
intervention has been shown to reduce the length of ICU day and enhance clinical effects. Since May
2015, a pharmacist has attended rounds in the medical ICU (MICU) at a severance hospital.

Methods : From January 2014 to December 2014 and from January 2016 to December 2016, the
intervention data were analyzed and clinical effects were estimated by reviewing the electronic medical records of patients admitted to the MICU.

Results : During 2016, the number of interventions for MICU was 1202, which is significantly more
than that for 2014, when 850 (70.7%) interventions were performed through individual review; also,
the rate of acceptance in 1202 was higher than that in 2014. The most common intervention type was
dose adjustment (589, 49%), followed by drug recommendation (250, 20.8%) and unnecessary prescription (124, 10.3%). The result of evaluating the clinical effects showed that the length of stay in
the MICU tended to be shorter (9 days vs. 5 days, p 0.001) and the ICU mortality rate decreased
(29.0% vs 22.1%, p=0.002).

Conclusions : The applications of interventions through individual review have been more read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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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cepted by physicians than those through data processing. Participation of the pharmacist in the
ICU team was associated with appropriate drug use and clinical efficacy of patients.

[Key words] Intensive care unit, Interventions, Pharmacist

연구 배경 및 목적

는 영양협진 의뢰된 환자에 대해 의사, 약사, 간호사,
영양사가 다학제적으로 환자의 영양상태를 평가하고

중환자실 재실환자는 다양한 약제 사용으로 인해 약

영양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전산으로 협진의에게 전달하

물상호작용의 위험에 노출되기 쉬우며 질환의 중증도

는 방법이다. 환자별 검토의 경우 팀활동 시 이뤄지는

및 기저상태 부전 등으로 인해 약물이상반응이 나타나

처방중재로, 매일 회진 전 약사가 당일 해당 중환자실

1)

는 빈도가 높다고 알려져 있다. 중환자 약물치료에 약

환자의 처방을 모두 검토하여 회진 시 중재내용을 처방

사가 참여하는 것이 처방오류를 줄이고, 임상 및 경제

의와 직접 논의하는 방법이다.

적 측면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 여러 선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한 단일 상급종합병원에서 약사

행연구를 통해 증명되었다.2)-5) 특히 약사의 회진참여는

의 내과계 중환자실 팀활동 참여 전후로 시행한 처방중

처방중재 반영률을 높이고 예방 가능한 약물이상반응

재활동에 대하여 중재내용을 비교해보고, 약사의 참여

을 줄일 수 있다고 보고된 바 있다.6) 또한 국내에서 진

가 미치는 임상적 영향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행된 연구에서도 약사의 중환자실 회진 참여 및 처방중
재활동으로 부적절한 처방 건수와 약물이상반응이 감

연구방법

7)

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에서 실시

1. 연구 대상

하기 시작한 중환자실 적정성 평가 항목에 약사가 포함
된 다학제 간 회진항목 등 중환자약료 분야에서 약사

본 연구는 내과계 중환자실 팀활동 참여 전인 2014년

역할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면서, 국내 한 상급종합병원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기간과 팀활동 참

내과계 중환자실(Medical Intensive Care Unit,

여 후인 2016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기

MICU)에서도 2015년 5월부터 약사가 팀활동에 참여

간동안 내과계 중환자실에 입실한 환자를 대상으로 하

하여 매일 회진참석, 처방 검토 및 중재업무, 약사∙타

였다. 동일 환자가 2회 이상 내과계 중환자실에 입실한

직종 및 약대생 교육, 정맥영양지원, 약물정보제공, 약

경우 퇴실시간과 재입실시간 간격이 48시간 이상이면

물이상반응 모니터링 등의 업무를 하고 있다.

개별 환자로 간주하였다.

처방중재가 이뤄지는 방법은 약물사용평가(Drug
Utilization Review, 이하 DUR), 정맥영양지원

2. 자료수집 및 연구방법

(Nutrient Support Team, 이하 NST), 환자별 검토
크게 세 가지로 나눠진다. DUR의 경우는 심평원 프로

해당 상급종합병원 약무국에서는 처방중재를 시행한

그램과는 별개로 진행되는 in-store DUR 자동처방검

처방에 대해 처방중재항목을 정리하여 기록하고 있으

토 system으로써 원내 전산프로그램을 통해 상호작

며, 이 기록을 바탕으로 2014년, 2016년 내과계 중환

용, 용량검토, 노인, 중복, 임산부, 수유, 소아, 알러지,

자실 입실환자에 대한 처방중재 내용에 대하여 분석하

간/신기능, 진단명의 11개 모듈로 점검하여 약사의 확

였다. 또한 임상적 영향 평가를 위하여 대상자의 전자

인이 필요한 처방이 수집되면 이를 약사가 검토하여 전

의무기록(Electronic Medical Record, EMR)을 통해

산으로 의사에게 해당내역을 전달하는 방법이다. NST

후향적으로 조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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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대상의 기본특성의 파악을 위하여 성별, 연령,

② 약제 추천: 가격이나 적용상의 편의와 같은

신장, 체중, 입실 시 Acute Physiology and Chronic

사유로 다른 약제로 변경을 권고하는 경우

Health Evaluation Ⅱ (APACHE Ⅱ) score를 조사하

③ 불필요처방: 불필요한 약제사용으로 중단을

였다.

권고하는 경우

처방중재 활동에 대한 평가 항목으로 중재 건수, 중재
반영률, 중재 방법, 중재 유형, 중재 약물군을 비교하였

④ TDM: 혈중농도 모니터링이 필요한 약물에
관하여 TDM을 권장하는 경우

고, 임상적으로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중환자실

⑤ 상호작용: DIF (Drug Information Frame-

재실일수, 사망률, 항생제 사용일수, TDM (Therapeutic

work)-Korea 바탕으로 상호작용등급에 따

Drug Monitoring) 시행여부를 조사하였다.

라 1~9등급으로 나눠진 약물-약물 상호작용
에 대해 중재하는 경우

1) 처방중재 활동평가

⑥ 중복: 동일 성분 또는 치료군 약물의 중복에
대해 중재하는 경우

가. 중재 건수

⑦ 누락: 치료시 필요 약물이 누락된 경우

① 내과계 중환자실 전체 처방건수 대비 처방중
재 건수

⑧ 질병금기: 특정 질병을 가진 환자에게 주의를
요하는 약물에 관해 중재하는 경우

② 전병동 처방중재 건수 대비 내과계 중환자실
처방중재 건수

⑨ 제형: 환자 상태에 적절한 제형의 변경을 권
고하는 경우
⑩ 부작용: 약제로 인한 부작용이 의심되어 사용

나. 중재 반영률

중단을 권고하는 경우

처방중재 건수 대비 중재내용이 실제로 처방에

⑪ 기타: ①~⑩에 속하지 않는 처방중재

반영된 건수의 비율을 비교하였다.
마. 중재 약물군
다. 중재 방법

처방중재 대상약물을 AHFS (American Hos-

① DUR: 의사의 처방 중 원내 처방검토 전산 프

pital Formulary Service) 기준에 따라 분류하

로그램을 통해서 약사의 처방중재가 필요한

여 비교하였다.

처방들이 선별되면 약사가 검토하여 필요시

① Antihistamine drugs

처방의에게 전산으로 중재내용을 전달하는

② Anti-infective agents

방법

③ Autonomic drugs

② NST: NST 협진대상 환자의 영양지원계획에

④ Cardiovascular drugs

대해 검토하면서 중재가 필요한 처방에 대하

⑤ Central nervous system agents

여 협진의에게 전산으로 중재내용을 전달하

⑥ Electrolytic, Caloric, water balance

는 방법

⑦ Respiratory tract agents

③ 환자별 검토: 팀활동시 해당 전담약사가 내과

⑧ Gastrointestinal drugs

계 중환자실 입실환자의 처방을 전부 검토하

⑨ Hormones and synthetic substitutes

여 회진시 처방의에게 중재내용을 직접 전달

⑩ Immunosupressive agents

하는 방법

⑪ Vitamins
⑫ 기타: ①~⑪에 속하지 않는 약물

라. 중재 유형
① 용법/용량: 적응증이나 신기능에 따라 권장되
는 용법/용량을 따르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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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Patient characteristics
2014

2016

680

882

남 (명)

403 (59.3)

540 (61.2)

여 (명)

277 (40.7)

342 (38.8)

나이 (세)

53±27.2

55±25.0

0.926

신장 (cm)

148.1±34.9

152.3±28.7

0.530

체중 (kg)

52.3±21.4

53.9±20.3

0.445

25±8.5

25±9.6

0.529

환자수
성별

APACHEⅡ score (점)

p-value

0.434

*Numeric N(%), Ordinary Mean±SD

가. 중환자실 재실일수

Statistics ver. 23.0(IBM Co., Armonk, NY, USA)

내과계 중환자실 입실과 퇴실사이 일수, 퇴실과

을 통하여 분석하였으며, 유의수준은 p 0.05로 설정

재입실의 시간 간격이 48시간 미만이면 처음 입

하였다.

실일과 마지막 퇴실일로 재실일수를 산정하였다.
임상연구심의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
나. 중환자실 사망률

IRB) 승인

중환자실 입실한 환자수 대비 중환자실 내에서
본 연구는 소속 병원의 IRB 심의를 통과하였다(과제

사망한 환자수의 비율

번호 4-2017-1053).
다. 광범위항생제 사용일수
대상약제: colistin, imipenem+cilastatin,

연구결과

linezolid, meropenem, piperacillin+tazobac1. 연구 대상의 특성

tam, teicoplanin, vancomycin
라. Vancomycin 투여시 TDM 시행 분석

한 상급종합병원 내과계 중환자실에 재실했던 2014

① Vancomycin 사용한 환자수 대비 TDM 시행
한 환자수

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680명, 2016년 1월 1일
부터 12월 31일까지 882명을 연구 대상으로 하였다.

② Vancomycin 전체 투여일수 대비 TDM 시행
횟수

연구대상 중 2014년 남성 403명(59.3%), 여성 277명
(40.7%), 2016년 남성 540명(61.2%), 여성 342명
(38.8%)으로 두 군 모두 남성의 비율이 더 높았다

통계분석

(p=0.434). 연령의 평균은 2014년 53±27.2세, 2016
중재군에서 55±25.0세(p=0.926), 신장 및 체중 평균

연속형 변수에 대해 t-test, Mann-Whitney test,

은 2014년 148.1±34.9 cm, 52.3±21.4 kg, 2016년

범주형 변수에 대해서는 Chi-square test 또는

152.3±28.7 cm, 53.9±20.3 kg 이었다(각각 p=0.530,

Fisher’
s exact test를 이용하였다. 수집된 모든 자료

0.445). 입실 시 APACHEⅡ 점수 평균은 2014년 25

는 Microsoft office Excel 2016과 IBM SPSS

±8.5점, 2016년 25±9.6점으로 나타났다(p=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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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수집항목에 대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

지 않았던 불필요처방, TDM, 중복 관련 중재 비율도

었다(Table 1).

2016년에는 각각 124건(10.3%), 58건(4.8%), 44건
(3.7%)로 높게 나타났다(Table 2).

2. 팀활동 시행 전후 처방중재 비교분석

중재 유형별 중재 반영률은 2014년 기타 및 누락관련
처방중재에 대해 4건 모두 반영되어 100%였으며, 상

1) 중재 건수

호작용 25건 중 5건(20%), 용법/용량 108건 중 15건
(13.9%) 순으로 나타났다. 2016년에는 TDM 관련 중재

내과계 중환자실 전체 처방건수 대비 처방중재 건수

가 58건 중 55건(94.8%)으로 가장 높았고, 상호작용

는 2014년 176,703건 중 140건(0.1%)에서 2016년

58건 중 51건(87.9%), 누락 32건 중 28건(87.5%), 불

183,627건 중 1,202건(0.7%)로 유의하게 증가하였고

필요처방 124건 중 108건(87.1%) 순으로 나타났다

(p 0.001)(Table 2), 전병동 처방중재 건수 대비 내과

(Table 3).

계 중환자실 처방중재 건수 비율은 2014년 4,623건 중
140건(3.0%), 2016년 6,821건 중 1,202건(17.6%)으로

5) 중재 약물군

나타났다.
중재유형이 상호작용인 중재건수를 제외하고 중재대
2) 중재 반영률

상 약물군을 분석해 보았을때 2014년, 2016년 모두
Anti-infective agents의 비율이 각각 62건(53.9%),

2014년에는 전체 140건 중 24건(17.1%)이였으며

530건(46.3%)으로 가장 높았다. 2014년의 경우 gas-

2016년은 1202건 중 1005건(83.6%)으로 증가하였으

trointestinal drugs 27건(23.5%), central nervous

며(Table 3),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p 0.001)

system agents 5건(4.3%) 순이었으며, 2016년에는
TPN 364건(31.8%), gastrointestinal drugs 133건

3) 중재 방법

(11.6%) 순이었다. Anti-infective agents 중 약물별
빈도는 2014년에는 meropenem이 11건(17.7%)으로

2014년에 DUR이 137건(97.9%)으로 가장 높았던 것

가장 많았고 piperacillin+tazobactam 9건(14.5%),

에 비해 2016년에는 환자별 검토 850건(70.7%), NST

levofloxacin 7건(11.3%), teicoplanin 6건(7.9%) 순

318건(26.5%), DUR 34건(2.8%) 순으로 나타났다

이었다. 2016년의 경우 teicoplanin 81건(15.3%),

(Table 2). 2014년 환자별 검토로 이뤄진 처방중재 2

vancomycin 80건(15.1%), meropenem 66건(12.5%),

건은 모두 반영되었으며, NST를 통한 중재 1건은 반영

piperacillin+tazobactam 60건(11.3%), colistin 41건

되지 않았다. DUR로 중재된 처방의 경우 137건 중 22

(7.7%) 순이었다(Table 2).

건(16.1%) 반영되었다. 2016년 중재 방법 별 반영여부
는 환자별 검토 731건(86%)으로 가장 높았으며, NST

3. 팀활동 참여 전후 임상적 영향 평가

253건(79.6%), DUR 21건(61.7%) 순이었다(Table 3).
1) 중환자실 재실일수 및 사망률 비교
4) 중재 유형
2014년 680명과 2016년 882명에서 중환자실 재실
2016년 처방중재 유형은 용법/용량이 589건(49.0%)
로 가장 많았고, 약제추천 250건(20.8%), 불필요처방

일수 중간값이 9일, 5일로 분석되었다. 이 결과는 통계
적으로 유의하였다(p 0.001)(Fig. 1).

124건(10.3%) 순이었다. 2014년 또한 가장 많이 중재

중환자실 퇴실건수 대비 중환자실 내에서 사망한 건

된 유형은 용법/용량 108건(77.1%), 상호작용 25건

으로 계산한 중환자실 사망률의 경우 2014년 29.0%,

(17.9%) 순으로 중재되었다. 2014년엔 한 건도 중재되

2016년 22.1%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으며(Table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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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Analysis of pharmacologic interventions
2014

2016

처방중재 총건수

140

1202

처방건수 대비 처방중재 건수 (%)

0.1

0.7

중재 방법 (건)

140

1202

137 (97.9)

34 (2.8)

DUR
NST

1 (0.7)

318 (26.5)

환자별 검토

2 (1.4)

850 (70.7)

140

1202

용법/용량

108 (77.1)

589 (49.0)

상호작용

25 (17.9)

58 (4.8)

질병금기

2 (1.4)

16 (1.3)

약제추천

1 (0.7)

250 (20.8)

누락

1 (0.7)

32 (2.7)

중재 유형 (건)

불필요처방

124 (10.3)

TDM

58 (4.8)

중복

44 (3.7)

부작용

13 (1.1)

제형

5 (0.4)

기타

3 (2.1)

13 (1.1)

115

1144

Antihistamine drugs

3 (2.6)

4 (0.3)

Anti-infective agents

62 (53.9)

530 (46.3)

Meropenem

11 (17.7)

66 (12.5)

Piperacillin+Tazobactam

9 (14.5)

60 (11.3)

Levofloxacin

7 (11.3)

27 (5.1)

Teicoplanin

6 (7.9)

81 (15.3)

Colistin’

5 (8.1)

41 (7.7)

Vancomycin

5 (8.1)

80 (15.1)

Autonomic drugs

3 (2.6)

2 (0.2)

Cardiovascular drugs

5 (4.3)

12 (1.0)

Central nervous system agents

5 (4.3)

20 (1.7)

중재 약물군 (건)

Anesthetics
Anesthetics 외

15 (1.3)
5 (4.3)

5 (0.4)

Electrolytics

19 (1.7)

Respiratory tract agents

1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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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strointestinal drugs

2014

2016

27 (23.5)

133 (11.6)

Hormones and synthetic substitutes

10 (0.9)

Immunosupressive agents

6 (0.5)

Vitamins

18 (1.6)
10 (8.7)

389 (34.0)

TPN

1 (0.9)

364 (31.8)

TPN 외

9 (7.8)

25 (2.2)

2014

2016

중재반영 총 건수

24

1005

처방중재 건수 대비 중재반영 건수 (%)

17.1

83.6

기타

p-value

*Numeric N(%)

Table 3 Rate of pharmacologic interventions

중재 방법 별 반영 건수

24

1005

DUR

22 (16.1)

21 (61.7)

NST

0 (0.0)

253 (79.6)

환자별 검토

2 (100)

731 (86.0)

24

1005

용법/용량

15 (13.9)

500 (84.9)

상호작용

5 (20.0)

51 (87.9)

질병금기

0 (0.0)

11 (68.8)

약제추천

0 (0.0)

190 (76.0)

1 (100.0)

28 (87.5)

중재 유형 별 반영 건수

누락
불필요처방

108 (87.1)

TDM

55 (94.8)

중복

38 (86.4)

부작용

10 (76.9)

제형

4 (80.0)

기타

3 (100)

p-value

0.001*

10 (76.9)

*Numeric N(%)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p=0.002).

Colistin, imipenem+cilastatin, linezolid,
meropenem, piperacillin+tazobactam, teico-

2) 항생제 사용일수 비교

planin, vancomycin와 같은 광범위항생제 사용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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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Length of ICU days

Table 4 Assessment of clinical effects
2014
중환자실 사망률 (%)

2016

29.0

p-value

22.1
�

0.002*
�

항생제 사용현황

환자 (명)

사용일

환자 (명)

사용일

Colistin

86

13 (7-30)

74

15 (8-25)

Imipenem+Cilastatin

45

12 (6-22)

30

9 (5-16)

0.362

Linezolid

41

10 (7-17)

17

7 (5-10)

0.012*

Meropenem

244

11 (7-19)

167

10 (6-15)

0.186

Piperacillin+Tazobactam

154

8 (6-13)

213

8 (5-14)

0.63

Teicoplanin

143

11 (6-16)

203

9 (6-17)

0.341

Vancomycin

106

11 (6-19)

79

10 (5-15)

0.165

0.682

환자별 항생제 사용현황
항생제 종류수

2±1.17

2±1.03

0.099

17 (9-37)

15 (8-30)

0.344

TDM 시행비율 (%)

53.8

79.7

0.001*

Vancomycin 투여일수 대비

0.06

0.09

0.001*

�

항생제 사용일수

TDM 횟수 (건/일)
* indicates P-value of
0.05
�
Days of antibiotic therapy, median (25%-75% percentile)
�
Numeric N(%), Ordinary Mean±S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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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비교해 보았을 때 2014년과 2016년에서 약물별 사용

별 검토를 통한 중재와 사후관리가 이루어졌고, 동일한

환자수 및 사용일수의 중간값은 colistin, piperacillin

처방오류가 DUR 프로그램으로 선별이 되었어도 추가

+tazobactam의 경우만 제외하고 그 외의 약제는

적인 중재는 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2014년

2014년 대비 2016년에서 항생제 사용일수가 감소한

환자별 검토로 이뤄진 처방중재 2건의 경우, ampho-

결과를 보였으나(Table 4), linezolid 의 경우만 통계적

tericin B 처방에 대하여 용량, 수액, 농도범위 등의 항

으로 유의하게 감소하였다(10일 vs 7일, p=0.012).

목을 수기검토 하던 중 이뤄진 중재 1건과 CAICU

또한 환자별로 항생제 투여이력을 분석해 보았을 때

(Cancer Intensive Care Unit) 담당약사에 의한 중재

사용한 광범위항생제의 종류는 2014년, 2016년 각각

1건이 포함되었다. 또한, 2016년에는 중재의 양적 증가

2±1.17, 2±1.03종으로 나타났고(p=0.099), 환자별

뿐만 아니라 2014년에는 중재되지 않았던 불필요처방,

총 투약일수의 중간값을 조사한 결과 2014년 17일에서

TDM, 중복 등 다양한 유형의 처방중재가 이뤄졌다.

2016년 15일로 감소하였으나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

불필요처방의 경우 TPN 중단 권유 및 증상호전 후에

지는 않았다(p=0.344).

도 지속적으로 복용하는 약제에 대한 중재사례들이 있
었고, 중복 유형의 경우 궤양 예방목적의 위장관계 약

3) Vancomycin 투여시 TDM 시행 비교

제가 중복으로 처방되는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지속적
신대체요법 적용이나 투석시행 등으로 항생제 용량/용

Vancomycin 투여한 환자 중 TDM 시행비율을 비교

법 변경이 이뤄지면서 기존의 처방과 중복되어 중재한

해 보았을 때 2014년 106명 중 57명으로 53.8%, 2016

사례도 있었다. 중재 약물군에서도 이전에는 중재되지

년 79명 중 63명으로 79.7%로 높아졌으며(Table 4),

않았던 전해질 제제나 마취제에 대한 중재도 이뤄졌다.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p 0.001).

이런 결과를 통해 약사가 팀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원내

추가적으로 vancomycin 전체 투여일수 대비 TDM

DUR 전산프로그램에서는 검토되지 않는 처방오류에

시행횟수를 비교한 결과, 2014년 1,659일 투여일수 대

대해 중재할 수 있었고, 환자처방 검토시 DUR 전산프

비 93건 시행으로 일평균 0.06건에 비해, 2016년에는

로그램이 불충분하므로 전적으로 의존하기에 한계가

1,051일에 93건으로 일평균 0.09건으로 높게 나타났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다(p 0.001)(Table 4).

부적절한 항생제 사용에 의한 사망률 및 유병률의 증
가는 이미 많은 선행연구를 통해 알려진 바 있다.

고찰

Ibrahim 등의 연구에서 중환자실로 입원하는 패혈증
환자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항생제가 부적절하게 투

이 연구는 약사의 내과계 중환자실 팀활동 참여 이후

여된 경우가 적절하게 투여된 경우에 비해 사망률이 유

처방중재 활동에 중재 건수를 비롯한 다양한 변화가 있

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8) 적절한 항생제를 선택

었고 이로 인한 임상적 효과가 긍정적으로 나타났음을

하고 용법∙용량, 투여경로, 투여기간 등을 결정하는

보이고 있다.

과정에서 임상약사의 역할이 중요하며 이는 기존의 연

처방중재가 이뤄지는 방법을 비교해 보았을 때, 2014

구결과와도 부합한다.9),10) 본 연구에서는 약사의 팀활동

년에는 DUR을 통한 수동적 중재가 대부분이었던 것에

참여 이후 환자별 개별검토를 시행함으로써 항생제 처

반해, 2016년에는 환자별 검토나 NST를 통한 적극적

방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중재가 이뤄졌음을 확인할

중재가 확연히 늘어났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DUR을

수 있었다. 첫번째, 처방이 누락되어 중재를 통해 처방

통한 중재는 2014년 137건에서 2016년 34건으로 크게

한 사례이다. 혈액투석환자에게 투석당일 추가 투약되

감소하였다. 이는 2014년에는 DUR 프로그램으로 선

어야 하는 piperacillin+tazobactam 처방이 누락되어

별된 처방에 대한 중재가 정규근무 시간 동안 전산상으

있음을 발견하고 중재하였다. 두번째, 고용량으로 처방

로 이뤄졌으나, 2016년에는 약사가 매일 오전 회진을

되었으나 중재를 통해 감량한 사례이다. 항생제 중에선

통해 의사에게 처방오류를 직접적으로 전달하는 환자

부하용량 투여 후 유지용량으로 변경해야 하는 약제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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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colistin과 teicoplanin이다.

도록 약사에 의한 처방중재가 적절히 이뤄진 것으로 추

Colistin은 1회의 부하용량 투여 이후, teicoplanin은

정해 볼 수 있다.

3회의 부하용량 투여 이후 환자 신기능에 맞는 용량으

2016년 중재 반영률은 83.6%로 2014년 17.1%에 비

로 유지용량이 투여되어야 하는데 유지용량으로 변경

해 크게 높아져 DUR 전산프로그램을 통한 중재보다

되지 않아 중재하여 감량하였다. 세번째, 불필요하게

직접 의료진에게 전달하는 것이 중재 반영비율이 더 높

처방하여 중재를 통해 중단한 사례이다. 기존 teico-

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팀활동 참여 시 약사가 환자

planin 투여중이던 환자가 반코마이신 내성 장알균

를 개별 검토함으로써 빠르게 변화하는 환자의 현재 상

(Vancomycin-resistant Enterococci, VRE) 감염이

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료진과의 활발한 소통을 통해

의심되어 linezolid를 처방하였으나 기존의 teico-

현재 치료방법과 앞으로의 치료방향에 대한 정확한 이

planin을 중단하지 않고 병용사용하고 있음을 발견하

해를 바탕으로 처방 검토를 시행하여 도출된 중재 결과

여 중재하였다. 마지막으로 부작용 모니터링을 통해 약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팀활동 시 의료진에게 중재내

제 중단을 권유한 사례가 있었는데 meropenem로 인

용을 직접 전달하여 바로 처방변경이 가능하지만,

한 백혈구감소증이 의심되어 약제중단을 권유하였고,

DUR 전산프로그램의 경우 전산메세지로 중재내역이

meropenem 중단 후 ciprofloxacin과 tigecycline으로

전달되기 때문에 의사가 확인을 누락하거나, 확인 후

항생제를 변경하여 치료하였다. 이와 같은 사례로 환자

처방변경을 놓치는 경우, 또 뒤늦게 전달되어 환자의

별 처방검토를 시행함으로써 보다 적극적인 처방중재

상태가 변하였거나 치료방향이 바뀐 경우 등의 사례가

활동과 약물이상반응 모니터링이 이루어진 것을 알 수

발생하여 반영되지 않을 수 있다.

있었다. DUR은 모듈의 검색조건에 해당하는 처방만

중재 유형별 반영률을 살펴보면 2014년 한 건도 중재

검토대상이 된다. 예를 들어 신기능 모듈에는 크레아티

되지 않았던 TDM 관련 중재의 반영비율이 2016년에

닌 청소율(Creatitnine Clearance, CrCl)을 검색조건

는 94.8%로 높았으며, 2016년 반영률이 낮게 나타난

으로 하기 때문에 투석 또는 지속적 신대체요법과 같은

중재유형은 부작용 관련 76.9%, 질병금기 관련이

특이사항은 반영되지 않는다. 약제별 부하용량 및 유지

68.8%로 나타났다. 반영이 되지 않는 이유를 살펴보면

용량에 관한 사항이나 항생제 감수성 검사결과 또한 검

약제사용이 불가피하여 모니터링 하 기존 처방을 유지

색조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약물이상반응의 경우에도

하는 경우들이 있었다. 부작용 관련 중재의 경우는 약

DUR상에 질병금기, 약물상호작용과 같은 관련된 모듈

제로 인한 부작용에 대해 모니터링을 권고한 경우로써

이 있으나 이는 주의사용을 권고하는 소극적 중재에 그

minocycline 복용시작 후 나타난 지속적인 T.biliru-

쳤고 환자별 처방검토는 발생한 부작용에 대하여 약제

bin 상승에 대해 사용중지에 대한 고려를 권고한 경우

와의 상관관계를 파악하여 중단을 권유하는 등 적극적

가 있었다. 질병금기의 경우는 모니터링 하에 현재 투

이고 실질적인 중재가 이뤄졌다.

약을 유지하는 경우로 위장관 출혈시 투약금기약제인

중환자실 재실환자의 경우 장기부전을 동반하고 임

ibuprofen, metoclopramide 관련 중재 등이 있었다.

상상태가 변하는 경우가 빈번하여 약물이상반응의 발

임상적 영향 평가결과, 중환자실 재실일수 및 사망률

생위험이 높으며, 한 연구에 따르면 신기능이 저하된

이 2014년에 비해 2016년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

중환자는 일반 환자에 비해 16배나 약물이상반응이 발

다. 그리고 항생제 사용일수를 비교해 보았을 때

생하기 쉽다고 보고된 바 있다.11) 본 연구에서는 처방중

imipenem+cilastatin, linezolid, meropenem,

재 유형 분석 결과 가장 많이 중재된 유형은 용량/용법

teicoplanin, vancomycin의 경우 사용일수가 감소하

항목이었다. 이중에서도 신기능 저하 및 호전에 따른

였으나, colistin은 사용일수가 증가하였다. 이는 다제

적절한 약제사용에 관한 중재가 2014년 108건 중 66

내성 acinetobacter, pseudomonas 균 등의 감염 증

건으로 61.1%, 2016년 589건 중 415건으로 70.5%로

가로 인한 영향이 있을 것으로 추측된다.

가장 많았다. 이는 빠르게 변하는 임상상태 변화를 반

TDM 관련 중재내용을 분석한 결과, 전체 58건 중

영하여 적시에 약처방이 변경되어야 하는 중환자에 맞

voriconazole 3건, cyclosporine 2건, digoxin 1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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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외한 52건이 vancomycin 관련한 중재였으며, 이

기 처방중재기록은 누락되거나 오류를 포함하고 있을

중 TDM 의뢰를 권장한 경우가 26건, TDM report에

가능성이 있다. 또한 임상적 영향 평가의 경우 2014년

따른 용량 조절을 권장한 경우가 22건 이었다. 임상적

과 2016년 사이 기간 동안 약사의 팀활동 참여 뿐만 아

영향 평가를 위해 TDM 시행과 관련하여 시행여부 및

니라 중환자실 치료의 질적 향상과 같은 또다른 요인을

시행횟수를 비교해 보았을 때 시행여부는 53.8%에서

배제하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된다.

79.7%로, 전체 투여일수 대비 시행횟수는 일평균 0.06
건에서 일평균 0.09건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

Vancomycin 투여시 TDM 시행을 통해 환자의 치료
결과를 향상시키고 신독성 발생을 낮추었다는 선행연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약사의 중환자실 팀활동 참

구12),13)와 이번 연구의 TDM 결과를 종합해 봤을 때 팀

여 이후 처방중재의 변화와 이로 인한 임상적 영향을

활동의 약사 참여가 치료효과 및 안전한 약제사용에 기

확인할 수 있었으며, 중환자 약물치료에서 약사의 팀활

여했을 것이라 생각된다.

동이 환자치료에 도움이 된다는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처방중재 대상 약물군을 비교해 보았을 때, 항생제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앞으로 약사의 임상활동

차지하는 비율이 2014년 53.9%, 2016년 46.3%로 모

기여도를 명확히 규명하기 위해서는 약사의 팀활동 참

두 가장 높게 나타나 항생제 치료시 약사의 면밀한 처

여로 나타나는 경제적 비용 효과에 대해 추가적인 분석

방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내 타 병원

연구가 필요하다.

에서 외과계 중환자실 전담약사의 처방중재 활동을 주
제로 한 선행연구들7),14)과도 동일한 결과였다(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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