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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국제 기준에 따른 안전한 무균주사조제
박애령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약제부

병원 내 약제부서에서 이루어지는 주사제 무균조제

이 적절하지만, 우리나라의 현실에 맞는 주사제 무균

의 대부분은 항암제와 같은 위해약물(hazardous

조제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수립된다면, 업무를 수행하

drug)을 대상으로 하게 된다. 위해약물의 무균조제는

는 데 많은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한국병원

철저한 안전장치를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행해질 경

약사회에서는 주사제 조제 및 사용에 대한 국내외 가

우, 조제자는 물론, 약제를 투여받는 환자와 병원 내

이드라인을 참고하여 우리의 상황에 맞는‘주사제 무

관련 직원에게 위해를 가하고 병원 환경을 오염시켜

균조제 가이드라인’
의 제정을 진행 중이며, 이를 통해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안전한 무균조

병원 약사들이 주사제를 투여받는 환자의 안전지킴이

제를 위한 국제기준 및 지침을 토대로 각 병원의 표준

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

업무절차를 수립하고,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위해약

다.

물 조제와 관련하여 국제적으로 공인된 기준으로는 미
국약전 General Chapter 800 (이하 USP <800>)1)과

1. USP <800>의 제정 배경

국제 종양약학전문가학회(International Society of
주사제 무균조제의 대상이 되는 위해약물에는 항암

Oncology Pharmacy Practitioner, ISOPP)의 항암
2)

제 무균조제 관리에 대한 기준 등이 있으며, 본고에서

제와 항바이러스제, 호르몬제, 생물학적제제 등이 포

는 USP <800>을 중심으로 위해약물에 대한 안전한 무

함될 수 있으며, 이들은 발암성, 최기형성, 발달독성,

균주사조제 관리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생식기독성, 저용량 사용시 장기독성, 유전자독성을

USP <800>은 기존의 주사제 무균조제에 대한 chap3)

유발할 수 있다. 따라서, 이를 취급하는 약사, 간호사,

ter인 USP <797> 을 기반으로 하여, 주사제와 경구제

의사 등 의료 종사자에게 위해약물의 노출과 관련한

를 포함한 모든 제형의 위해약물을 안전하게 취급하기

문제는 민감하면서도 중요한 이슈가 될 수 있다. 이러

위한 전 과정을 다룬 새로 제정된 기준이라고 볼 수 있

한 약물을 안전하게 취급하기 위한 무균조제 가이드라

다. 약사를 포함한 병원 종사자와 환자의 안전 보장 및

인은 위해약물의 노출을 최소화하는데 그 목적이 있

4)

환경 보호에 대해 중점적으로 다룬 것이 특징이다.

다.

ISOPP standard는 종양약학 업무 발전 및 약사교류

미국약전위원회는 의약품, 식품, 건강기능식품의 질

를 활발히 하기 위한 목적으로 종양약료 실무자 중심

과 안전성, 효과를 증진시키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기

으로 결성된 국제 학회에서 발간한 항암제 무균조제

준을 제∙개정하는 비정부 과학기구이며, 기준의 제정

가이드라인으로, 기존의 전 세계 규정, 기준, 가이드라

과 개정은 각각의 전문가위원회를 통해 이루어지게 된

인, 지침들을 참고로 하여 제정되었다.

다. USP <800>은 기존의 주사제 조제에 대한 기준인

각 의료기관의 주사제 무균조제에 대한 지침은 국제

USP <797>과 NIOSH (National Institute for

기준 등을 토대로 각 병원의 실정에 맞게 수립하는 것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미국산업안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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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NIOSH* list of antineoplastic and other hazardous drugs in healthcare settings5)
Category

Drug

Group 1

항암제(생식기 독성 포함)

Group 2

NIOSH criteria�를 한 가지 이상 충족시키는 비항암제(생식기 독성 포함)
(예, azathioprine, carbamazepine, cidofovir, cyclosporine, dexrazoxane, estrogen, ganciclovir,
lenalidomide, micofenolate mofetil, phenytoin, tacrolimus, thalidomide, valganciclovir…)

Group 3

적극적인 피임법 수행 중인 남녀 또는 임신, 수유 중인 여성에게 생식기 독성 유발하는 비항암제
(예, acitretin, clonazepam, finasteride, fluconazole, misoprostol, oxytocin, paroxetin, plerixafor,
ribavirin, testosterone, tretinoin, voriconazole, warfarin, zoledronic acid…)

* NIOSH = National Institute for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
NIOSH criteria: 발암성, 최기형성, 발달독성, 생식기독성, 저용량 사용시 장기독성, 유전자독성

건원) Alert,5) ASHP (American Society of Health-

12개월마다 점검하고, 신약이 사입되거나 기존 약제

6)

System Pharmacists, 미국병원약사회) 가이드라인

의 제형이 변경될 경우 목록에 반영되어야 한다.

을 참고로 하여 위해약물의 전반적인 관리에 대한 내용

NIOSH 목록은 잠재적인 노출의 다양성에 따라 세

을 중심으로 2014년 3월에 처음 발표되었고, 지속적인

그룹으로 분류할 수 있다(Table 1).

수정작업을 거쳐 2019년 12월에 공식적인 최종본이 발
표될 예정이다. 기존의 다른 기준이나 지침과 달리

2) 위해약물의 주요 노출경로

USP <800>은 기준의 시행 여부에 대해 미국 식약처와
주정부 약사위원회 등에 의해 규제를 받는다는 특징이

위해약물의 체내 유입은 주로 피부, 점막, 흡입, 주

있다. 본고에서는 현재까지 발표된 내용을 토대로 소개

사, 섭취를 통해 이루어지며, 이 약물을 다루는 모든

하고자 한다.

과정 중에 또는 오염된 표면의 접촉을 통해 위해약물
에 노출될 수 있다. 즉, 약품의 원내 인수과정, 조제,

2. USP <800>의 주요 내용

투여, 환자 돌봄, 누출, 이송, 폐기 등 모든 과정에서
잠재적인 노출의 위험성을 갖게 된다(Table 2).

USP <800>은 위해약물의 병원 내 입고에서부터 보
관, 준비, 조제, 투여에 이르는 모든 과정을 다루고 있

3) 시설 및 설비

다. 위해약물 목록, 노출 경로, 위해약물 취급자의 책
임, 시설∙설비, 환경관리, 개인보호장구, 의사소통 프

위해약물을 취급하는 구역에서는 위해약물의 취급

로그램, 교육 및 훈련, 약품의 입고∙라벨링∙패키징∙

장소임을 알리는 경고 문구와 출입제한구역 표식을

이송∙폐기, 조제, 투여, 청소∙소독, 누출 시 처리, 문

부착하여 승인을 받은 사람만 출입하도록 한다. 음압

서화, 표준작업지침, 의학적 추적감시 등 총 18개 항목

이 유지되고, 환기시설 내 모든 전원은 UPS (unin-

으로 구성되어 있다.

terruptible power supply, 무정전 전원장치)를 사
용해야 한다.

1) 위해약물 목록
가. 보관
각 의료기관은 항암제와 항바이러스제, 호르몬제

위해약물의 인수는 중립압 또는 음압실에서 시행

등을 위해약물로 지정해서 관리해야 하며, NIOSH

하며, 무균조제실 및 양압실에서는 피하고, 작업시

목록을 참고할 수 있다. 위해약물로 지정된 목록은

항암제 전용 장갑을 착용한다. 위해약물은 지진 등

- 384 -

박애령 : 국제 기준에 따른 안전한 무균주사조제

Table 2 Potential opportunities of exposure based on activity
Activity

Potential opportunity of exposure

Receipt

HD* residues present on drug container, dosage units, outer container, work surface, or floors

Dispensing

Counting or repackaging tablets and capsules

Compounding/
other manipulations

Crushing or splitting tablets or opening capsules
Weighing or mixing components
Constituting or reconstituting powdered or lyophilized HDs*
Withdrawing or diluting injectable HDs from parenteral containers
Expelling air or HDs* from syringes
Deactivating, decontaminating, cleaning, and disinfecting areas contaminated

Administration

Generating aerosols during administration (injection, irrigation, oral , inhalation, topical
application)
Priming an IV (intravenous) administration set

Patient-care

Handling body fluids (urines, feces, sweat, vomit) or contaminated clothing, dressings, and linens

Spills

Spill generation, management, and disposal

Transport

Moving HDs*

Waste

Collection and disposal of hazardous waste

* HD = hazardous drug

의 재난상황 발생시에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zation) class 7의 기준을 충족하는 클린룸과 전실

수납장을 갖춰야 하고, 12-ACPH (air changes

로 구성되도록 한다(Table 3).7)

per hour, 공기순환 최소유속) 이상의 환기설비와

클린룸은 다른 장소와 물리적으로 구분되어 있고,

외부 배기시설을 갖춘 음압실에 보관한다. 냉장약

외부 배기시설을 갖추며, 30-ACPH의 공기순환과

품도 음압실 내 위해약물 전용 냉장고에 보관하고,

상시 음압을 유지해야 한다. 무균조제실 내의 압력

무균조제실 내에 냉장고를 설치할 경우 냉장고 뒷

은 인접 지역에 비해 0.01~0.03 inch of water

면 압축기가 배기관과 인접하도록 배치한다.

column 범위의 음압을 유지할 것을 권장한다. 전실
은 일반구역에서 무균조제실로 통과하기 위한 공간

나. 조제

이고, 환기설비 이외에 싱크대를 갖추고 있어야 한

무균조제는 특정 시설과 설비 기준을 요구하는데,

다. 전실 내 싱크대의 위치는 클린룸으로 들어가는

환기시설을 갖춘 무균작업대 등의 조제용 기본 장

입구에서 최소 1 m 이상 떨어져 있어야 한다. 클린

비(containment primary engineering control,

룸과 전실의 내부 공기는 헤파필터를 통해 공급되

C-PEC)와 이러한 조제 장비가 위치한 보통 클린룸

어야 한다. 무균조제실 내 압력을 상시 확인할 수

이라고 불리는 무균조제실(containment second-

있는 지압계를 설치하고, 오염을 최소화하기 위해

ary engineering control, C-SEC)을 필요로 한

바닥, 벽면, 천정은 먼지가 쌓이지 않고 세척이 용

다. 위해약물 주사제 조제용 무균조제대는 외부로

이한 소재로 마감할 것을 권장한다. 무균조제실로

배기되는 class 2 이상의 BSC (biological safety

들어가는 문은 한쪽이 열려 있는 경우 반대쪽이 열

cabinet, 생물학적 안전캐비넷)를 의미하고, 무균조

리지 않도록 하는 inter-locking 기능을 갖추도록

제실은 ISO (International Standards Organi-

한다. 클린룸 안에서는 먼지 발생에 의한 오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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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Cleanroom classifications by International Standards Organization (ISO) and Federal standards 209E
Class Name
Maximum concentration limits (particles/m3 or ft3) for
particles ≥ 0.5 ㎛ shown

Class Name
ISO Class

U.S. FS 209E

ISO, m3

FS 209E, ft3

3

Class 1

35.2

1

4

Class 10

352

10

5

Class 100

3,520

100

6

Class 1,000

35,200

1,000

7

Class 10,000

352,000

10,000

8

Class 100,000

3,520,000

100,000

Fig. 1 Containment ventilated enclosure for non-sterile compounding in Seoul St. Mary’
s Hospital

최소화하기 위해 비품 보관을 최소로 하며, 가운을

가 되어야 하며, 가능한 외부 배기시설을 갖출 것을

갈아입거나 약품 포장지 제거 등의 행위를 하지 않

권장한다(Fig. 1).

는다.

또한, 위해약물 조제 시 가능한 CSTD (closed-

본 기준에서는 주사제뿐 아니라 경구용 항암제의

system drug-transfer device, 위해약물 누출방

산제 조제 등 위해약물의 노출의 위험이 있는 경우

지기구)를 사용할 것을 권장하며, 투여 시에는 수액

에도 class 1 이상의 BSC 또는 배기후드에서 조제

세트와 규격이 맞는 CSTD가 있을 경우 반드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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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Engineering controls for hazardous drug compounding and storage
Heating Ventilation and Air Conditioning (HVAC)
Cleanliness Temperature
Classification
and
humidity
Nonsterile
compounding
USP <795>

Sterile
compounding
USP <797>

C-SEC�

HD¶
Cleanroom
(Buffer room)

ISO**
Class 7,
with fixed
wall

Anteroom
(adjacent to
HD¶
cleanroom)

ISO**
Class 7,
with fixed
wall

20℃
25-50%
relative
humidity

HD¶ Storage
Areas
USP <800>

Total
ACPH*

Relative
pressure to
adjacent
area

Pressure
Area
HEPA�
monitoring
exhaust
filtered
device
installed ventilation supply air

≥ 12

Negative
(0.01~0.03
inches of WC§)

Required

≥ 30

Negative
(0.01~0.03
inches of WC§)

Required

≥ 30

Positive
(0.02 inches
Of WC§)

Required

≥ 12

Negative
(0.01~0.03
inches of WC§)

Required

Required

Required

Required

* ACPH = air changes per hour
�
HEPA = high efficiency particulate air
�
C-SEC = containment secondary engineering control
§
WC = water column (0.01 inch of water column = 2.5 Pa)
¶
HD = hazardous drug
** ISO = International Standards Organization

를 사용하도록 지침을 정하고 있다. CSTD는 약물

위해약물의 조제나 투여 시 두 겹의 항암제 전용 장

의 조제나 투여 시 기포나 증기의 누출을 막고 바늘

갑을 착용하며, 특히 주사제 조제 시 바깥쪽 장갑은

을 통해 약액이 새어 나오는 것을 방지하여 조제자

멸균 제품을 사용하도록 한다. 장갑은 30분마다 또는

와 투여자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환경의 오염을 막

착용 중 찢어지거나, 구멍이 나고, 오염이 발생할 경

을 수 있는 기구이다. 물론, 이를 통해 약물의 노출

우 즉시 교체해야 한다. 가운은 앞면이 막히고, 소매

을 완전히 막을 수는 없지만, 감소시킬 수는 있다.

가 길며 손목이 니트 소재로 되어 있는 방수 처리된

그러나, 기구의 가격이 고가인 편이고, 그 사용에

일회용 가운을 착용한다. 조제실 내에서는 슈커버와

대한 보험수가가 인정되지 않아 국내에서는 거의

방수 처리된 팔토시를 착용한다. 약물의 누출 위험이

사용되지 못하는 실정이다.

있거나, BSC 외부에서 작업을 할 경우 고글이나 페

위해약물의 보관 및 조제에 필요한 시설과 설비에
대한 기준은 Table 4를 참고할 수 있다.

이스커버를 착용하도록 권장한다. 조제에 사용한 폐
기물은 무균조제실 내에서 패킹하여 처리하며, 항암
제 장갑이나 팔토시는 BSC 내부에서 처리하도록 한

4) 개인보호구

다. NIOSH에서 권장하는 다양한 제형의 위해약물을
조제하거나 투여할 때 갖추어야 할 개인보호구와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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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기준은 Table 5와 같으며,5) 각 의료기관에서는 이

는 경고 표식과 spill kit 사용 매뉴얼이 포함되도록

기준을 참고로 하여 각 기관의 표준업무지침을 수립

한다(Fig. 2). 누출 처리에 사용한 모든 물품은 위해

하도록 한다.

약물에 준해 폐기한다.
3. USP <800>의 특징

5) 교육과 훈련(인적자원 관리)
위해약물을 취급하는 인력을 대상으로 하는 훈련과

기존 기준과 비교하여 새로 제정된 USP <800>의 특

교육은 업무를 시작하기 전과 매 12개월마다 이루어

징을 요약하자면 시설∙설비 기준, 약품보관, 개인보호

져야 하며, 관련 사항은 문서화되어야 한다. 또한, 새

장구, 위해약물 누출방지기구 사용 등 4가지 요소에서

로운 약제나 기기를 도입하기 전과 표준업무지침의

찾아볼 수 있다.

중요한 부분이 변경될 경우 교육을 시행하고, 가임기
직원이 있을 경우 노출의 위험성에 대해 충분히 이해

1) 시설∙설비 기준

하였다는 확인을 문서로 남길 필요가 있다. 교육의 항
목은 위해약물의 목록 및 노출의 위험성 개요, 표준업

위해약물의 조제는 벽으로 구분된 무균조제실(C-

무지침, 개인보호장구 사용, 조제시설 및 설비의 이

SEC) 내의 외부 배기시설을 갖춘 조제용 기본 장비

해, 약물 노출에 대한 대응, 누출 관리, 폐기물 관리

(C-PEC)에서 수행한다. 무균조제실 내의 압력은 인

등으로 구성되도록 한다.

접 지역에 비해 0.01~0.03 inch of water column
범위의 음압을 유지해야 하며, 공기순환 최소유속은
경구용 위해약물 조제실의 경우 12-ACPH 이상 및

6) 청소 및 소독

주사용 위해약물 조제실의 경우 30-ACPH 이상을
무균조제실 및 설비의 청소, 소독은 불활성화, 오염
제거, 청소, 살균 등의 과정으로 이루어진다. 무균조

유지한다. 무균조제실 역시 외부로 직접 공기를 배출
하도록 환기 설비되어야 한다.

제대를 비롯한 무균조제실과 전실의 표면은 살균세
정제와 물로 청소하여 눈에 보이는 오염을 닦아내며,

2) 위해약물 보관에 대한 기준

소독제는 청소 및 소독의 범위에 따라 각 기관에서 정
할 수 있다. 청소, 소독 과정 중 두 겹의 항암제 전용

위해약물 보관용 냉장고가 설치된 공간을 포함한

장갑과 비투과성 일회용 가운, 고글, 마스크를 착용

위해약물의 저장소는 무균조제실과 같은 음압을 유

하며, 알콜 등의 소독제품은 분무기에 넣어 사용할 경

지하며, 위해약물은 반드시 일반약물을 다루는 장소

우 위해물질의 잔해물이 함께 분사될 가능성이 있으

와 구분된 공간에서 보관되어야 한다.

므로 피해야 한다. 무균조제 중에는 청소를 피하고,
청소의 순서는 청정구역부터 오염구역 순으로 즉, 천

3) 개인보호구 착용

정에서 바닥으로, 무균조제대에서 출입구 방향으로
주사용 및 경구용 위해약물 조제 시 조제자를 보호

진행하는 것이 권장된다.

하기 위해 헤어커버, 슈커버, 2겹의 항암제 전용장갑
을 반드시 착용하며, 항암제 투여 시에도 두 겹의 항

7) 누출 관리

암제 전용장갑을 착용해야 한다. 각 의료기관은 위해
위해약물을 다루는 모든 직원은 약물의 누출 시 대
응방법과 개인보호장구 사용에 대해 적절한 교육을

약물을 다루는 모든 직원이 적절한 개인보호구를 착
용하도록 지침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받아야 한다. Spill kit는 항암제를 다루는 모든 구역
에 비치되어 있어야 하고, 누출 발생시 접근을 제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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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해약물 누출방지기구의 사용

박애령 : 국제 기준에 따른 안전한 무균주사조제

Table 5 Personal protective equipment and engineering control for handling various dosage forms
Formulation
Intact tablet
or capsule

Tablet or
Capsule

Activity

Double
Chemo-glove

Gown

Eye/face
Protection

Respiratory
Protection

Ventilation
Controls

Administration
from unit dose

X
(Single used)

X

X

X

N/A*

Cutting, crushing
; handling
uncoated tablets

O

O

X

O
(if not in a
control device)

O

Administration

X
(Single used)

X

O
(if vomit)

X

N/A*

Compounding

O

O

O
(if not in a
control device)

O
(if not in a
control device)

O

Administration

O

O

O (if vomit)

X

N/A*

Compounding

O

O

O
(if not in a
control device)

O
(if not in a
control device)

O

Administration

O

O

O
(if liquid
splash)

O
(if potential
inhalation)

N/A*

Preparation
(withdrawing
from vial)

O

O

O
(if not in a
control device)

O
(if not in a
control device)

O
(BSC§)

Administration

O

O

O
(if liquid
splash)

X

N/A*

Compounding

O

O

X

X

O
(BSC§; CSTD¶
recommended)

Administration

O

O

O
(if liquid
splash)

X

N/A*
(CSTD¶
required)

Cleaning

O

O

O

O

N/A*

Oral liquid

Topical
product

SubQ� or IM�
Injection

IV‖ solutions

Spills

* N/A = not applicable
�
SubQ = subcutaneous
�
IM = intramuscular
§
BSC = biological safety cabinet
‖
IV = intravenous
¶
CSTD = closed-system drug-transfer de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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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Chemotherapy spill kit

위해약물을 투여하는 간호사의 약물에 대한 노출을

Practice (2007) Supplement to. 2007;13:1-81.

최소화하기 위해 약물의 투여 시 누출방지기구인

3) USP Chapter <797> Pharmaceutical Com-

CSTD를 사용한다.

pounding - Sterile Preparations.
4) Seth Elsenberg. Hazardous Drugs and USP

결론

<800>. Clinical Journal of Oncology Nursing.
2017;21(2):179-187.

위해약물은 환자와 병원 내 직원의 안전을 도모하고,

5) NIOSH List of Antineoplastic and Other

환경을 보호할 수 있도록 관리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Hazardous Drugs in Healthcare Settings,

병원의 경영진과 관리자는 업무를 점검하고 시설, 설비

2016.

가 잘 갖추어지도록 관리하며, 직원들이 위해약물을 취

6) ASHP [2006]. Guidelines on Handling

급할 때 필요한 최적의 절차를 지키고 있는지 확인해야

Hazardous Drugs. Am J of Health Syst

한다. 위해약물을 다루는 직원은 위해약물로 인해 야기

Pharm. 2006;63(12):1172-1191.

될 수 있는 위험성을 인지하고, 최신 업무지침을 실무

7) ISO 14644-1: 1999 Cleanrooms and associat-

에 적용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 USP <800>의

ed controlled environments - Part 1: Classi-

기준에 맞춰 시설, 설비를 갖추는 일은 비용이 매우

fication of air cleanliness.

많이 들기 때문에 쉬운 일은 아니지만,8) 각 의료기관

8) Bruce E. Beans. USP <800> Adds Significant

이 위해약물 취급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직원과

Safety Standards. P&T. 2017;42(5):336-339.

환자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
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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