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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ckground : For a drug to be approved in a specific patient group, valid results are required through
extensive clinical researches. However, it is often challenging to develop a drug for neonates due to distinct characteristics and limitations of clinical trials, making it often unavoidable to use off-label drugs
in neonates. The objectiv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use of off-label drugs in neonatal intensive care unit (NICU) in a single institution in Korea.

Methods : All neonates admitted to NICU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Children’
s Hospital between
January and June 2017 were retrospectively studied. Demographic data and patient medication profile
were collected for the study. All the drugs were investigated with respect to: indications, dose, treat투고일자 2019.1.26; 심사완료일자 2019.2.25; 게재확정일자 2019.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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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nt route, duration of treatment, contraindications and warnings specified in the specific marketing
authorization, and classified as licensed or off-label according to their licensing status.

Results : 226 neonates were subjected to the study. Of the 226 neonates, 137 (60.6%) were preterm
infants and 89 (39.4%) were term infants. Of the 1,797 prescriptions, 1,366 (76.0%) were used off-label
drug, 155 (8.6%) were‘Approved for neonatal and pediatric period but off-label use for dose and/or frequency’
, 651 (36.2%) were‘Off-label for neonatal period but on-label for pediatric period’
, 481 (26.8%)
were‘Undetermined approval state for neonates and pediatric’
, and 79 (4.4%) were‘Contraindicated for
neonates and pediatric’
.

Conclusions : Off-label drug use rates were as high as 76% of total prescriptions. Thus, the NICU
pharmacist should be alert to this, and put more efforts to examine prescriptions, provide appropriate
information through various literature reviews, and closely monitor drug side effects. In addition, further research should be done to obtain clinical evidence for the use of 'off-label drugs' in neonates.

[Key words] Infant, Newborn, Intensive care unit, Neonatal, Off-label use

신생아는 출생 후 첫 4주 동안의 아기를 뜻하며, 신생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고 해외에서는 신생아에 대한

아기에는 급격한 성장과 발달을 통해 많은 생리학적 변

약물 사용 현황을 분석하는 연구가 활발히 수행되고 있

화가 일어난다. 신생아는 신체가 미성숙하고 생리학적

다. 해외의 여러 보고에 따르면, 신생아중환자실에서

인 변화로 인해 성인과는 다른 약동학적 특성(흡수, 분

비승인(unlicensed) 약물이 처방되거나 허가 외(off-

포, 대사, 배설)을 나타낸다. 그러므로, 신생아에서 약

label)로 사용된 처방 비율이 34~80%였고, 신생아중

물 사용 시에는 이러한 약동학적 특성을 고려하여 약물

환자실에 입실한 신생아의 70~97%가 적어도 하나 이

1),2)

을 선택하고 용량 및 투여간격이 결정되어야 한다.

상의 비승인 약물 또는 허가 외로 사용된 약물을 처방

신생아에서 주의 깊은 약물 사용이 필요하나, 실제 신

받은 적이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6)-11)

생아 진료 현장에서 사용되는 많은 약물들이 신생아에

국내에서는 신생아 대상의 임상시험 활성화를 위한

대해 안전성과 효능이 입증되지 않은 채 사용되고 있

대책 등의 논의는 있어 왔지만,12) 국내 신생아에 대한

다. 신생아를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을 찾아보기 어려운

약물 사용 현황을 직접적으로 조사한 연구는 거의 없다.

이유는 신생아 및 소아를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이 취약

이에 본 연구는 단일 상급종합병원 신생아중환자실

계층으로 여겨지는 대상을 피험자로 한다는 윤리적인

에서 사용되는 약물의 사용 현황을 파악하고, 신생아

문제가 있고, 소아가 소수 집단이어서 제약회사에서 수

에 대한 허가 외 사용 약물의 빈도를 분석해 보고자 하

익 상의 문제로 임상연구 투자에 주저하는 경향이 있기

였다.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신생아와 소아들이 배제된 채 약
물이 승인되고 있는 실정이다.3),4)

연구 방법

한편, 여성의 출산 연령이 높아지고 난임 시술이 증가
되면서 신생아 중 미숙아 및 다태아가 차지하는 비율이

1. 연구대상 및 기간

증가하고 있다.5) 이에 따라, 신생아를 대상으로 한 약
2017년 1월부터 2017년 6월까지 서울대학교어린이

물의 안전성과 효능에 대한 연구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
고 있다.

병원 신생아중환자실(neonatal intensive care un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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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Decision tree to classify licensing status of the drugs

NICU)에 입실하여 1가지 이상의 약물을 처방 받은 환

은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대상자 중 48시간 이내에 사망

대상군은 재태기간에 따라 37주 이전에 출생한 신생

또는 전동된 경우는 제외하였다. 이 연구는 서울대학교

아들을 미숙아군으로, 37주 이후에 태어난 신생아들을

병원 연구윤리의원회의 승인을 받아 진행하였다(IRB

만삭아군으로 분류하였다. 신생아중환자실 재원기간

No. H-1708-162-880).

동안 미숙아는 생후연령 44주까지, 만삭아는 생후 31
일까지의 약물 사용을 분석하였다.

2. 조사방법

연구기간 동안 사용된 모든 약물은 적응증, 투여경
로, 용량 및 용법 등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 온라인

대상 환자의 전자의무기록 자료를 후향적으로 분석

의약도서관13)의 허가사항과 비교하여 (1)신생아 사용에

하였다. 환자 기본 특성으로 재태기간, 출생 시 체중,

대한 허가 약물, (2)신생아, 소아에 대한 허가는 있으나

성별, 1분 및 5분 아프가 점수(Apgar score)를 수집하

용량/용법에 대한 허가 외 사용, (3)소아에 대한 허가는

였고, 처방 약물 관련 정보로는 유효성분, 투여간격, 허

있으나 신생아에 대한 허가가 없는 약물, (4)신생아와

가 적응증, 제형, 투여경로, 용량, 치료기간, ATC 코드

소아 모두에게 허가가 없는 약물, (5)신생아, 소아에 대

(anatomical therapeutic chemical classification

한 금기약물, 총 5가지로 분류하였다(Fig. 1).

system), 투여시작 나이 및 체중 등을 수집하였다. 각
환자에서 동일한 목적으로 2회 이상 처방된 약물은 1

신생아에서 신독성을 일으킬 수 있는 약물들은 여러
문헌을 검토하여 다음과 같이 선정하였다.14)-17)

건으로 기록하였다. 정맥영양 제제, 혈액 제제, 산소 치

: antibacterials (ampicillin, amikacin, gentam-

료, 광선 치료, 수술 중 사용된 약물, 진단을 위한 약물

icin, piperacillin, vancomycin), antifung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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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Demographics and clinical characteristics of the patients (N=226)
Total

Preterm infants

Term infants

226

137 (60.6%)

89 (39.4%)

male

115 (50.9%)

69 (50.4%)

46 (51.7%)

female

111 (49.1%)

68 (49.6%)

43 (48.3%)

226, 34.8±4.4

137, 32.0±3.5

89, 39.0±1.3

28

23, 25.9±1.4

-

≥28 and

32

29, 30.0±1.1

-

≥32 and

37

85, 34.4±1.2

-

-

89, 39±1.3

2175.3±886

1637.0±603.2

3003.8±547.2

0-7

138 (64.5%)

96 (73.3%)

42 (50.6%)

8-10

76 (35.5%)

35 (26.7%)

41 (49.4%)

(no data: 12)

(no data: 6)

(no data: 6)

0-7

52 (24.4%)

45 (34.4%)

7 (8.5%)

8-10

161 (75.6%)

86 (65.6%)

75 (91.5%)

(no data: 13)

(no data: 6)

(no data: 7)

N
Gender, n (%)

Gestational age (weeks) n, mean±SD

≥37
Birth weight (g), mean±SD
Apgar score 1st min, n (%)

Apgar score 5th min, n (%)

(amphotericin B), nonsteroidal anti-inflamma-

다. 모든 통계에서 P값이 0.05 미만일 때를 통계적으

tory drug (ibuprofen), paracetamol (acetamino-

로 유의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phen), diuretics (spironolactone, furosemide)
연구기간 동안 처방된 신독성 발생 가능 약물의 사용

연구 결과

유지기간, 허가상태 분류, 처방빈도 등을 수집하였고,
미숙아와 만삭아에서의 약물 사용 현황을 비교 분석하

1. 환자의 기본정보 및 임상적 특성

였다.
2017년 1월부터 2017년 6월까지 서울대학교어린이
3. 통계 분석

병원 신생아중환자실에 재원한 환자 중 본 연구에 포함
된 대상은 총 226명으로, 이 중 재태기간 37주 이전에

통계 프로그램은 SPSS ver. 22.0 (SPSS Inc.,

출생한 미숙아는 137명 (60.6%), 37주 이후에 출생한 만

Chicago, IL, USA)을 이용하였다. 분석한 결과값은

삭아는 89명 (39.4%) 이었다. 전체 환자 중 남아는 115명

평균±표준편차 혹은 빈도로 나타내었다. 미숙아군과

(50.9%), 여아는 111명 (49.1%)이었다. 평균 재태기간

만삭아군의 비교에서는 Chi-square test를 이용하였

과 출생 체중은 각각 34.8±4.4주, 2175.3±886 g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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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Licensing status of the drugs prescribed to the patients (prescriptions, n=1,797)
Licensing status

Drug names

Prescriptions
n (%)

신생아 허가사항대로
사용한 약물

Vitamin K, caffeine citrate, fe (III) hydroxide-polymaltose complex,
alprostadil, poractant alfa, ambroxol (IV), tosufloxacin tosylate hydrate,
vecuronium, hepatitis B immunoglobulin, milrinone, ibuprofen (IV),
beractant, ampicillin/sulbactam, ceftriaxone, clindamycin, nafcillin,
sodium phenylbutyrate

신생아, 소아에 대한
허가는 있으나 용량/용법
에 대한 허가외 사용

Gentamicin, vancomycin, amikacin, cefotaxime, metronidazole (IV),
digoxin

155 (8.6%)

소아에 대한 허가는
있으나 신생아에 대한
허가가 없는 약물

Tobramycin, multivitamin, folic acid, furosemide, piperacillin/tazobactam,
remifentanil, cefazolin, ibuprofen (PO), meropenem, salbutamol,
ambroxol (PO), hydrocortisone (IV, PO), nystatin, phenobarbital (PO),
ofloxacin, fluconazole, human immunoglobulin, nitroprusside,
acetaminophen, acetylcysteine (IV), amoxicillin/clavulanate,
aspirin encapsulated, budesonide, filgrastim, ipratropium, levetiracetam (PO),
amphotericin B, dexamethasone (PO), lansoprazole, theophylline, acyclovir,
benzathine penicillin G, bosentan, cefepime, cefixime, domperidone,
esomeprazole, hyaluronidase, isoniazid, lactobacillus, lactulose, phenytoin,
zinc sulfate monohydrate

651 (36.2%)

신생아와 소아
모두에게 허가가 없는
약물

Tocopherol, ampicillin, midazolam, dopamine, dobutamine, epinephrine,
spironolactone, mupirocin, acetylcysteine (nebulizer), famotidine,
levothyroxine sodium, nitroglycerin, insulin (human), norepinephrine,
atenolol, sildenafil (20 mg), timolol maleate, amiodarone (PO),
fluorometholone, fusidic acid, adenosine, aminophylline, esmolol,
hydrocortisone (외용), levetiracetam (IV), phenylephrine, treprostinil,
iloprost, labetalol, pyridoxine (vitamin B6), rasburicase, sotalol, urokinase,
anhydrous liquid lanolin, desoxymethasone, dexmedetomidine, enoxaparin,
fosphenytoin, hydrochlorothiazide, ketamine, l-arginine, l-carnitine,
loteprednol, mecobalamin, metronidazole (PO), nicardipine, propiverine,
ranitidine, thiopental, tranexamic acid, vasopressin

481 (26.8%)

신생아, 소아에
대한 금기약물

Methylprednisolone (IV), dexamethasone (IV), phenobarbital (IV),
ursodeoxycholic acid, propacetamol, amiodarone (IV), enalapril,
sildenafil (50 mg), prednicarbate, propranolol, dexamethasone/
polymyxin B sulfate, fentanyl, lorazepam, atropine sulfate, cobamamide
(vitamin B12), fluocinonide, ketorolac tromethamine, silver sulfadiazine

431 (24.0%)

79 (4.4%)

IV, intravenous; PO, per os (by mouth)
Listed in descending order of frequency of administration

었다(Table 1).

1,797건을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온라인의약도서관 자
료를 참고하여 허가사항을 분석하였다(Table 2).

2. 신생아중환자실 처방 약물의 허가상태

신생아중환자실에서 처방된 약물 중에서 신생아에
대한 허가사항대로 처방된 약물은 총 431건으로 전체

연구기간 동안 대상 환자에게 처방된 전체 처방

처방의 24.0%였고, 허가 외로 사용된 약물은 총 1,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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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Licensing status of the drugs prescribed to preterm infants and term infants
Total

Preterm infants

Term infants

1,797

1,236

561

On-label, n (%)

431 (24.0%)

306 (24.8%)

125 (22.3%)

Off-label, n (%)

1,366 (76.0%)

930 (75.2%)

436 (77.7%)

226

137

89

224 (99.1%)

136 (99.3%)

88 (98.9%)

Prescriptions, n

Infants, n
Off-label drug use, n (%)

A, Alimentary tract and metabolism; B, Blood and blood forming organs; C, Cardiovascular system; D, Dermatologicals; G, Genito-urinary system and
sex hormones; H, Systemic hormonal preparations; J, Anti-infective for systemic use; L, Antineoplastic and immunomodulation agents; M, Musculoskeletal system; N, Nervous system; R, Respiratory system; S, Sensory organs; V-Various

Fig. 2 Distribution of the off-label drugs according to the anatomical therapeutic chemical classification
system (n=1,366 prescriptions)

건으로 전체 처방의 76.0%를 차지하였다(Table 3). 허

3. 허가외 사용 약물의 ATC 코드에 따른 분포

가 외 사용 약물을 세부적으로 분류해보면 소아에 대한
허가는 있으나 신생아에 대한 허가가 없는 약물의 비율

신생아중환자실에서 처방된 허가외 사용 약물을

이 가장 높았다(651건, 36.2%). 그 다음은 신생아와 소

ATC 코드에 따라 약물의 계열별로 분류하여 분석하였

아 모두에게 허가가 없는 약물(481건, 26.8%), 신생아,

다(Fig. 2). 전신작용 항감염제 계열이 가장 많은 비율

소아에 대한 허가는 있으나 용량/용법에 대한 허가 외

을 차지하였고(24.5%), 그 다음으로 소화관 및 대사

사용(155건, 8.6%), 신생아, 소아에 대한 금기약물(79

(17.8%), 심혈관계(16.1%), 감각 기관(13.4%), 신경계

건, 4.4%) 순이었다.

(8.4%) 순이었다. 전신작용 항감염제의 허가 외 사용은

신생아중환자실에 재원 중 적어도 1가지 이상의 허가

총 334건으로 신생아, 소아에 대한 허가는 있으나 용

외 사용 약물을 받은 적이 있는 환자는 전체 226명 중

량/용법에 대한 허가외 사용 비율이 45.5%(152건)로

224명으로 99.1%였다.

가장 높았고, 소아에 대한 허가는 있으나 신생아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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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Most commonly prescribed drugs with potential renal side effects
Preterm infants, N=137

Anti bacterials

P*

N (%)

Mean
duration (day)

N (%)

Mean
duration (day)

65 (47.4%)

4

17 (19.1%)

4.9

Amikacin

18 (13.1%)

5.3

5 (5.6%)

2.2

Gentamicin�

64 (46.7%)

3.7

16 (18.0%)

4.8

Piperacillin§

32 (23.4%)

6.4

17 (19.1%)

6.7

0.448

20 (14.6%)

6

13 (14.6%)

5.7

0.999

2 (1.5%)

4

-

-

-

15 (10.9%)

2.8

4 (4.5%)

2.8

0.088

1 (0.7%)

1

1 (1.1%)

1

0.758

6 (4.4%)

PO: 17.2

14 (15.7%)

PO: 8.5

0.003

29 (21.2%)

PO: 25.9 IV: 1.2

26 (29.2%)

PO: 8.7 IV: 1.5

0.168

Ampicillin�
�

�

Vancomycin

§

Antifungal

Amphotericin B

NSAID

Ibuprofen PO§or IV□

Paracetamol

Acetaminophen§

Diuretics

Term infants, N=89

�

Spironolactone
§

Furosemide

0.001
0.068
0.001

NSAID, non-steroidal anti-inflammatory drug; PO, per os(by mouth); IV, intravenous
*Comparison of the frequency of drugs with potential renal side effects
�

신생아와 소아 모두에게 허가가 없는 약물

�

신생아, 소아에 대한 허가는 있으나 용량/용법에 대한 허가외 사용

§

소아에 대한 허가는 있으나 신생아에 대한 허가가 없는 약물

□

신생아 허가사항대로 사용한 약물

한 허가가 없는 약물이 29.6%(99건), 신생아와 소아 모

삭아로 나누어 비교하였을 때 신독성 약물의 사용빈도

두에게 허가가 없는 약물이 24.9%(83건)였다. 신생아,

는 대부분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미숙아에서 am-

소아에 대한 허가는 있으나 용량/용법에 대한 허가 외

picillin과 gentamicin의 사용빈도가 높았고(p 0.001),

로 사용한 전체 155건 중 전신작용 항감염제는 98.1%

만삭아에서 spironolactone의 사용빈도가 높았다(p=

(152건)를 차지하였다.

0.003) (Table 4).

4. 재태연령에 따른 약물 사용

길지 않았으나, 경구 이뇨제의 경우 미숙아에서 spi-

신독성 약물의 평균 유지기간은 대부분 7일 이내로
ronolactone의 유지기간이 평균 17.2일, furosemide
미숙아와 만삭아의 처방건수 중 허가 외 약물 사용은

의 유지기간이 평균 25.9일로 긴 경향을 보였다.

각각 930건(75.2%), 436건(77.7%)이었다. 허가외 약물
사용 빈도는 두 군에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Table 3).

고찰

5. 신생아중환자실의 신독성 발생가능 약물 사용 현황

기존의 여러 해외 연구들에서 신생아에게 광범위하
게 허가 외로 약물이 사용되고 있음을 보고하였다.6)-11)

신생아에게 신독성을 일으킬 수 있는 약물들은 ibu-

2005년에 발표된 체계적 문헌 고찰에 따르면, 1985년

profen IV를 제외하고 모두 허가외 사용 약물이었으

부터 2004년까지 전세계에서 수행된 신생아중환자실

며, 주된 약물군은 항생제와 이뇨제였다. 미숙아와 만

환자 대상 7개의 연구에서 허가 외 약물(unlicen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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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off-label 포함) 처방 비율이 55~80%로 나타났으

다빈도로 처방되고 있었다.6) 전신작용 항감염제의 허

며, 80~97% 환자에서 허가 외 약물이 사용되었다.10)

가상태를 분류하였을 때 신생아, 소아에 대한 허가는

비교적 최근에 유럽에서 수행된 연구들에서도 허가 외

있으나 용량/용법에 대한 허가외 사용이 45.5%로 가장

약물의 처방 비율은 여전히 높게 나타났다. 프랑스에

비율이 높았고, 전체 용량/용법에 대한 허가외 사용의

위치한 2개의 신생아중환자실에서 수행된 연구에 따르

98.1%를 차지하였다. 이는 전신작용 항감염제에서 허

면, 허가 외 사용 약물의 처방 비율이 64.7%로 나타났으

가사항이 실제 임상적으로 사용되는 것과 차이가 있음

8)

며, 94.8% 환자에서 허가 외 약물이 사용되었다. 이탈

을 의미한다. 실제 vancomycin, aminoglycoside계

리아에서 수행된 다기관(36개 신생아중환자실) 연구에

약물인 amikacin, gentamicin 등은 신기능과 약물의

서는 허가 외 사용 약물의 처방 비율이 73.5%로 나타

배설과의 연관성이 크고, 신생아는 월경 후 연령(post-

났으며, 87.7% 환자에서 허가 외 약물이 사용되었다.11)

menstrual age, PMA)에 따라 신기능이 크게 달라지

이 연구에서는 항감염제가 가장 흔하게 처방되는 허가

기 때문에 이러한 특성을 고려하여 용량 및 용법을 결

외 사용 약물이었으며, 나이와 투여횟수에서 허가 외로

정하여야 하나, 국내 허가사항에는 이들 약물에 대해

사용하는 비율이 높았다. 한편, 독일의 한 연구에서는

월경 후 연령에 따른 세부적인 용량 및 용법을 제시하

허가 외 사용 약물의 처방 비율이 34%로 다른 연구들

지 않고 있다. 따라서 실제 임상 현장에서는 Microme-

에 비해 상대적으로 다소 낮게 나타났는데, 이 연구에

dex DrugdexTM (Thomson, Green wood, CO, USA)

서는 나이와 용량, 적응증에 대해서만 허가 상태를 확

와 같은 약물 관련 데이터베이스나 최신 논문 등을 참

6)

고하여 처방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 허가사항과 실제 사

인하였다고 보고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단일기관의 신생아중환자실에서의 전체

용에 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처방 1,797건을 분석한 결과 76.0%가 허가 외로 사용

아일랜드의 신생아중환자실에서 수행된 선행 연구에

되고 있었다. 대다수(99.1%)의 환자에서 신생아중환자

서는 재태기간이 32주, 28주로 짧아질수록 허가 외 약

실 재원기간 중 1가지 이상의 허가 외 사용 약물을 투

물의 사용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9) 프랑스에서 수행된

여하였다. 이는 기존의 해외 연구에서의 결과와 유사하

연구에서는 재태기간에 따라 환자군을 보다 세분하여

며, 국내 신생아중환자실에서도 약물의 허가 외 사용이

허가 외 약물의 처방 빈도를 조사하였는데, 만삭아에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비해 미숙아 그룹(28주 미만, 28~36주 미만, 32~37

본 연구에서 조사된 신생아, 소아에 대한 금기약물은

주 미만)에서 허가 외 약물의 처방 비율이 45.4% vs

총 18종이었고 처방 비율은 4.4%로 나타났다. 국내 허가

67.9~73.6%로 높게 나타났으며, 허가 외 약물을 처방

사항과 미국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FDA)

받은 환자의 비율도 82.6% vs 98.6~100%로 높게 나

허가사항18)을 비교해 보았을 때 18종 중 2종[methyl-

타났다.8) 한편, 본 연구에서 만삭아와 미숙아에서의 허

prednisolone sodium succinate (IV), lorazepam (IV)]

가외 약물 처방 빈도를 비교하였을 때 77.7% vs 75.2%

만 FDA에서 미숙아 사용 금기로 되어 있었으며, 금기

로 두 군에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이는 국내와 해외

사유는 첨가제로 미숙아에게 치명적인 호흡곤란을 발

의 허가사항과 다르고, 신생아에게 허가된 약물도 월경

생시킬 수 있는 benzyl alcohol을 포함하기 때문이었

후 연령이나 미숙아 및 만삭아를 구분하여 용량 및 용

다. 실제 본원에서 사용되었던 신생아, 소아에 대한 금

법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

기약물 18종 중 5종[methylprednisolone sodium

으로 사료된다.

succinate (IV), lorazepam (IV), dexamethasone (IV),

본 연구에서 조사한 신생아에서 신독성 발생가능 약

phenobarbital (IV), amiodarone (IV)]에 benzyl al-

물들은 동맥관 개존증(patent ductus arteriosus,

cohol이 포함되어 있었으며, 나머지의 경우는 특정 연

PDA)의 치료제로 허가받은 페데아주(수입 판매원: 삼

령 금기 약물이었다.

오제약, 제조자: Merckle GmbH, Blaubeuren, Ger-

허가외 사용 약물을 ATC 코드로 나누어보았을 때 기

many)를 제외하고는 모두 허가 외 사용 약물이었다.

존의 해외연구와 유사하게 전신작용 항감염제가 가장

신독성 발생가능 약물의 유지기간은 대부분 7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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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길지 않았으나, 미숙아에서 경구이뇨제의 사용시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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