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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ckground: A pharmacist’s participation in medical rounds in intensive care unit (ICU) is becoming popular
nowadays. In this study, we investigated the effect of pharmacologic intervention by a pharmacist’s participation in
medical round in ICU on prevention of adverse drug events (ADEs).
Methods: From March 2011 to July 2011, the intervention data were obtained by participating in medical round two or
three times a week, and by reviewing electronic medical records of patients admitted to surgical ICU. The incidence,
cause, and type of ADEs were noted, respectively. Expected cost avoidance was calculated from interventions, which were
considered to be preventive of ADEs. The acceptance rate of pharmacologic interventions was noted.
Results: Among 2781 patients, a total of 159 intervention data were collected in 90 patients. Recommendation for drug
dosage adjustment or monitoring in patients with potential overdose and sub-therapeutic dose made up 82% of the total
interventions. In 8% of interventions, initiation of drug therapy was recommended. 83% of the interventions were accepted
and the acceptance rate of interventions within 24 hrs was 58%. The rate of the interventions, which were considered to
be preventive of ADEs was 62%. Expected cost reduction obtained by preventing ADEs was 25,867,083￦ during a
5-month period.
Conclusions: A pharmacist’s participation in physician rounds in ICU was associated with prevention of ADEs and subsequent reduction of the cost in drug therapy.
Key Words: adverse drug events, clinical pharmacist, economics, intensive care unit, interventions.

서

외 유럽 및 아시아에서도 이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

론

지고 있는 실정이다.[1,5] 국내에서도 한국병원약사회 주최
중환자 약물치료에 약사가 참여하는 것이 임상 및 경제

로 2003년부터 중환자 약물치료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지고

적 측면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은 여러 논문

있으나 그 효과에 대한 연구는 미진한 상황이다. 이에 본

을 통하여 증명되어 왔다.[1-5] 특히 약사의 처방중재가 약

연구에서는 한 대학병원 외과계중환자실 약사의 처방중재

물유해반응을 예방함으로써 환자의 재원기간을 줄일 수 있

내용을 분석하여 약물유해반응의 예방 또는 완화에 기여한

다는 결과가 여러 연구를 통해 보고된 바 있다.[6] 이러한

처방중재의 빈도를 알아보고 또한 처방중재로 얻어지는 비

사실을 바탕으로 2000년 미국 중환자의학회와 임상약학회

용 절감효과를 확인하고자 한다.

에서는 중환자 약사 업무에 대한 지침을 발표하였으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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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지던트약사 과정을 수료하였으며, 한국 병원약사회에서

하였다. 의료진이 처방중재를 반영한 시점을 24시간, 48시

주관하는 임상약학후과정 중환자약물치료분야를 수료, 그 후

간, 72시간을 기준으로 각 시점마다 처방 중재의 반영률을

1년 동안 외과계중환자실에서의 임상약사 경력이 있다. 또

조사하였다.

한 명의 약사는 인턴약사 과정을 수료하였으며, 연구 기간

약물유해반응 예방 여부와 관계가 있는 처방중재는 기존

동안 외과계중환자실 중환자약물치료 레지던트 약사 과정

논문의 분류기준을 참고하여 3가지로 분류하였다.[2] 약물유

중에 있었다. 처방중재는 두 약사의 검토 후 수행되었다.

해반응 발현 가능성이 있는 처방에 대해 약사의 중재로 인

외과계중환자실은 총 32 침상으로 구성되었고 환자들의

해 약물유해반응이 예방되었을 경우 ‘잠재적(potential)’, 예방

구성은 외과계 수술을 받고 수술장에서 중환자실로 입원한

가능했던 약물유해반응이 이미 실제로 발현 되었으나 처방

환자와 병실에서 술 후 합병증이 발생하여 또는 동반 기저

중재 후 완화되었을 경우 ‘예방가능/발현(preventable/actual)’,

질환의 악화로 내과적 치료가 요하는 환자가 대부분이었다.

알려지지 않은 과민반응과 같이 발현가능성을 예상할 수 없

외과계중환자실은 개방형시스템(open system)으로 운영되고

었던 약물유해반응이 발현되었고 중재 후 완화되었을 경우

있으며 중환자전담의 2명, 고년차 마취통증의학 전공의 1명

에는 ‘예방불가/발현(non-preventable/actual)’으로 분류하였다.

이 주간에 상주하였다. 담당약사들은 주당 2−3회 정도로

이들 처방중재에 대해서는 약물유해반응을 회피함으로써

환자 회진에 직접 참여하였고 참여 못할 시에도 환자 파악

절감되는 비용을 계산하였다. 절감비용의 계산 방법은 이전

및 약물 처방에 대한 감시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

연구를 참고하였다.[2] 약사의 처방중재가 이루어지지 않았

환자 및 중재약물 관련 정보를 전자의무기록지(electric-

을 때 예상되는 약물유해반응의 발현율을 기존 문헌을 바

medical record)의 처방중재기록지를 통하여 후향적인 방법

탕으로 조사하였다.[2,9] 조사한 발현율은 예상 비용 계산의

으로 수집하였고, 각 처방중재내용은 기존 논문에서 인용한

간소화를 위해, 문헌에 나타나는 약물 유해반응에서 가장

분류기준을 이용하여 그 사유 및 유형에 따라 분류하였다

발생빈도가 높은 것을 채택, 기존 논문에서 차용한 기준값

(Table 1).[7,8] 처방중재는 단문메시지서비스(short message

0, 0.01, 0.1, 0.4, 0.6을 사용하여 가장 가까운 값을 채택하였

service, SMS), 병동 및 주치의에 대한 전화를 통하여 전달

다. 예를 들어, vancomycin의 과용량에 의한 신장 장애의 발
현율이 문헌에서 21%, 즉 0.21로 나타날 경우, 기준값에서
가장 가까운 0.1을 채택하여, 예상 비용 계산에 사용하였다.

Table 1. Demographic Data
Patients characteristics
Gender (M/F)
Age (yr)
Height (cm)
Weight (kg)
Department (n)
General surgery
Neurosurgery
Lung surgery
Obstetrics and gynecology
Orthopedic surgery
Otolaryngology
Neurology
Internal medicine
Co-medical problems
Cardiac problem
Respiratory problem
Kidney dysfunction
Liver dysfunction
Cause of admission
Postoperative care
Hemodynamic instability
Respiratory failure
Monitoring of consciousness
Sepsis
Electrolyte imbalance
Data is expressed as mean ± SD or the number.

실제로 약물 유해반응이 발생한 경우, 즉 ‘예방가능/발현’,
(N = 90)

‘예방불가/발현’에 분류되는 처방중재에 대해서는 약물유해

48/42
60 ± 16
160 ± 9
57 ± 12

반응의 발현율을 1로 설정하였다. 2009년에 동일의료기관에

37
30
10
4
4
2
2
1
24
37
45
23
54
13
11
7
4
1

서 약물유해반응을 경험한 환자와 경험하지 않은 환자 간의
총 급여 진료비 차액에 대한 연구가 있어,[10] 이 진료비 차
액(1,182,225원)에 각각의 약물유해반응 발현율을 곱하여 예
상 절감 비용을 산출하였고 그 합을 예상 절감 비용 총액으
로 정의하였다. 앞서 언급한 vancomycin 과용량에 의한 신장
장애의 경우, 발현율 0.21에 가장 가까운 기준값 0.1에 진료
비 차액을 곱하여, 약사의 처방중재에 의해 약물유해반응을
회피하였을 때 약 12만원이 절약 될 것이라 예상할 수 있다.

결

과

연구 기간 동안 2,781명의 환자의 처방이 검토되었으며, 90명
의 환자에 대하여 159건(32건/월, 1.1건/일)의 처방중재가 수행
되었다. 환자 기본 정보는 Table에 제시한 바와 같다(Table 1).
중재사유(cause of intervention)로는 과용량(potential overdose)이 56%로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였으며, 저용량(subtherapeutic dose)이 두 번째로 많았고, 그 외에 약물치료가 필요
하나 약제가 전혀 투여되지 않은 상태(untreated disease-state),
부적절한 약물선택(inappropriate drug choice), 약물유해반응의
발현(adverse drug event) 순이었다. 중재 형태로는 약물용량

Types

1
6
1
1
2
2
2
1
5
1
13
1
1
4
1
1
8
10
1
3
2
1
6
2
1
2
1
1
2
27
8
40
1

2
1
1
1
15
4
25
1

1
2

6
2

1

1
1
1
5
1
12

4
1
1

1
1
3
14

1

3
2

1
8

2

1
1

2

2

1

7

4

1

2

1

1

2

1

1

1

1
1

1

1

1

1

1
6
1
1
2
2
2
1
5
1
13
1
1
4
1
1
8
10
1
3
2
1
6
2
1
2
1
1
2
27
8
40
1
4

16

2
1
1

2
1
2
1

8
10

13
1
1
2

1
1
1
5

1

1

7
34
1

2

2

1

2

5
1

1

7

4

1

2

1

1

1

1

1

1

1

1
1

1
1

1

1

1

Total
A
B
C
D
E
F
G
H
Total
a
b
c
d
e
f
g
(n = 159) (n = 89) (n = 42) (n = 13) (n = 7) (n = 2) (n = 2) (n = 2) (n = 2) (n = 159) (n = 75) (n = 55) (n = 13) (n = 6) (n = 5) (n = 2) (n = 3)

Causes

A: potential overdose; B: subtherapeutic dose; C: untreated disease state; D: inappropriate drug choice; E: adverse drug event; F: inappropriate combination; G: inappropriate frequency;
H: failure to receive drug; a: drug dosage adjustment; b: recommendation of monitoring; c: suggest initiation of drug therapy; d: recommendation of alternative drug therapy; e: suggest
discontinuing drug therapy; f: drug frequency adjustment; g: provision of drug information; TPN: total parenteral nutrition.

Aceclofenac
Amikacin
Aminophyllin
Ampicillin/sulbactam
Carbamazepine
Cefazolin
Cefotetan
Ciprofloxacin
Colistimethate
Digoxin
Famotidine
Fluconazole
Ganciclovir
Imipenem
Itraconazole
Levetiracetam
Levofloxacin
Meropenem
Nifedipine
Phenytoin
Piperacillin/tazobactam
Ranitidine
Sucralfate
Sulfamethoxazole/trimethoprime
Tacrolimus
Tamipool
Teicoplanin
Tigecycline
Tobramycin
TPN
Valproic acid
Vancomycin
Warfarin

Drug

Table 2. Causes and Types of Pharmacologic Interven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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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drug dosage adjustment)과 약물농도 검사의 추천(recom-

을 보이고 있다.

mendation of monitoring)이 82%를 차지하였다(Table 2). 그

중환자는 질환의 중증도가 높고 장기 재원의 경우가 많

외 48시간 이상 기계 호흡기를 적용하는 환자에게 스트레스

으며 많은 약물을 동시에 사용하기 때문에, 일반 환자에 비

성 궤양 예방을 위한 약제 적용 시작을 추천(suggest ini-

해 처방오류와 잠재적인 약물유해반응에 약 2배 가량 많이

tiation of drug therapy)하거나, 특정 약물유해반응의 위험성

노출되어 있다.[11,12] 약사가 중환자 약물치료에 참여하여

이 있는 환자에게 관련 유해반응의 발현빈도가 높은 약제가

처방중재를 할 경우, 이를 예방함으로써 긍정적인 효과를

투약되는 경우에는 보다 안전한 약물로의 변경을 추천(re-

얻을 수 있다는 결과가 여러 연구를 통해 보고되었다. Klo-

commendation of alternative drug therapy)하였다. 또한 증세가

potowska 등은 약사가 중재를 할 때 처방오류가 환자 재원

호전된 후 사용기간을 초과하여 투여 중인 약물의 중단을

일수 1,000일 당 190.5건에서 62.5건까지 줄어들었다고 보고

추천(suggest discontinuing drug therapy)하거나, 약물동력학 측

하였고,[1] Leape 등의 연구에 따르면, 약사가 중환자 약물치

면에서 농도 의존적인 효과발현을 보이는 약물의 경우 1일

료에 참여할 경우 처방오류에 의한 약물유해반응의 발현은

1회 용법(once-daily dose) 등으로 투여 간격 조정(drug fre-

환자 재원 일수 1,000일당 10.4에서 3.5건, 약 66%까지 감소

quency adjusment)을 추천하였다. 전체 처방중재의 56%가 신

하였다.[13] 또한 약사의 중재는 2차적으로 비용 절감 측면

기능변화 및 신 대체요법을 받는 환자에서 발생하였다.

에도 공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Kopp 등은 약사가 처

처방중재와 자주 관련된 약물 종류는 항생제가 57%, 경

방중재를 할 경우, 약물유해반응의 예방을 통해 4.5개월 동

정맥영양요법(total parenteral nutrition, TPN)이 17%, 스트레

안 약 28만 달러의 비용 절감을 기대할 수 있다고 보고 하

스 궤양 예방이 13%로 나타났다(Table 2). 약물 용량 과다

였고,[2] Katona 등에 의한 다른 연구에서는 약사와 간호사

가능성이 가장 흔히 나타난 약물은 vancomycin (25%)이었으

가 처방중재를 했을 때 1년에 약 55만 달러의 비용이 절감

며, TPN (17%), famotidine (8%)순서로 나타났다.

될 수 있음이 보고되었다.[8] 다른 연구들과 마찬가지로 본

총 159건의 처방중재 중 18건의 처방중재는 환자의 사망

연구 또한 약물유해반응 감소로 인한 비용절감이 월간 약

으로 중단되었고 141건의 처방중재 중 24건이 의료진에 의

오백만원 정도임을 보이고 있어 이러한 긍정적인 효과를 국

해 수용되지 않았다. 처방중재의 의료진에 의한 수용 비율

내에서 처음으로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겠다.

은 83%로 조사되었으나, 24시간 이내 수용 비율은 58%이었
다(Table 3).

앞서 언급한 것처럼 중환자는 임상 상태 변화가 잦으며,
특히 장기 부전이 진행하는 경우에는 신 대체요법, 체외막

전체 159건의 처방중재 중에서 약물유해반응을 예방하였

산소화요법 등의 환자 체내 약물 동태에 영향을 미치는 기

다고 판단된 처방중재는 97건(과용량: 89, 부적절한 약물선

기의 적용이 불가피한 경우가 많고, 사용하는 약물의 종류

택: 5, 부적절한 약물 조합: 2, 부적절한 약물 투여 횟수: 1),

가 많아 약물 간의 상호작용도 빈번하게 나타난다. 이러한

이미 일어난 유해반응을 완화시켰다고 판단된 처방중재는

이유로 중환자의 경우에는 보다 적절한 약물용법 적용을

2건으로 총 99건의 처방중재가 약물유해반응을 예방 혹은

위해서 상태변화에 따라 약물의 용법을 지속적으로 변경할

완화함으로써 비용 절감에 기여하였을 것으로 생각되었다.

필요가 있다. 한 연구에 따르면, 신기능에 문제가 있는 중

이를 통한 예상 절감 비용은 5개월간 총 25,867,083원(5,173,

환자는 일반 환자에 비해 16배나 약물 유해반응을 겪기 쉽

416원/월)으로 기대되었다(Table 4).

다고 보고하였다.[14] 본 연구에서도 신기능변화 및 신 대체
요법 적용에 따른 중재가 전체의 56%를 차지하였는데 그

고

이유를 이러한 중환자의 특성에서 찾아볼 수 있겠고, 이와

찰

같은 빈번한 처방변경 필요성으로 인해 약사에 의한 처방
이 연구는 외과계중환자실 담당약사의 처방중재가 약물
유해반응을 감소시키고 이로 인한 예상 절감비용이 상당함

중재가 적절한 약물 요법을 위해 필수적이라 할 수 있겠다.
의료진에 의한 처방중재 수용 비율은 전체의 83%가량으
로, 기존 연구들의 수용 비율과 유사하였다.[1,5] 수용되지

Table 3. Acceptance Rate of Pharmacologic Interventions Categorized by Time Course in 117 Patients, in Whom
Pharmacologic Interventions are Accepted
Acceptance rate

N (%)

≤24 h
24−48 h
48−72 h
＞72 h

82
12
7
16

(58)
(9)
(5)
(11)

않은 처방중재는 타병원 또는 병동으로 전원이 된 경우 그
리고 타과 자문 시 약물투여요법의 지속을 권할 때가 대부
분이었다. 처방중재 수용 비율을 24시간 이내로 한정하였을
때에는 58%에 그쳤는데, 연구대상이 외과계중환자라는 측
면에서 그 이유를 생각해볼 수 있다. 현재 본 병원의 중환
자실 담당약사는 중환자실에 상주하지 않고 여타의 장소에
서 전산 시스템을 통해 환자 상태를 살피며, 주 2−3회 회
진에 참여하면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중환자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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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Expected Cost Avoidance by Pharmacologic Interventions
a

Probability

n

0

3
2
1
28
2
1
2
12
2
2
6
1
32
1
4
20
1
2
1
1
1
1
20
5
6
2
1
5
1
14
7
5
1
1
2
1
1
99

0.01

0.1

0.4

0.6

1

c

Total

Cost avoidance
b
(￦)

Preventable ADEs by
pharmacologic Interventions

Occurrence rate of
ADE in literatures

0
Multi-vitamin-induced hypersensitivity
Aceclofenac-induced renal impairment

ND
0.000723 [15]

331,023
Sucralfate-induced conspitation
Ciprofloxacin-induced nausea and vomiting
Imipenem-induced seizure
Famotidine-induced nosocomical pneumonia
Cefotetan-induced LFT elevation
Cefazolin-induced leukopenia
Levofloxacin-induced headache
Ranitidine-induced neutropenia

0.026
0.03
0.018
0.049
0.038
0.013
0.05
0.05

[16]
[17]
[18]
[19]
[20]
[21]
[22]
[23]

0.06
0.13
0.21
0.25
0.11
0.066−0.11
0.114
0.22
0.19

[24]
[25]
[26]
[27]
[28]
[29]
[30]
[31]
[32]

0.33
0.267
0.53
0.35
0.44
0.3

[26]
[33]
[34]
[35]
[36]
[37]

0.84
0.58
0.57
0.79

[38]
[39]
[40]
[41]

3,783,120
Nifedipine-induced hypotension
Amikacin-induced renal injury
Vancomycin-induced renal toxicity (trough level 10−20 μg/ml)
Tobramycin-induced renal injury
Meropenem-induced liver injury
Teicoplanin-induced LFT elevation
Warfarin-induced bleeding
Ampicillin/sulbactam-induced eosinophilia
Digoxin-induced hypomagnesemia
9,457,800
Vancomycin-induced renal toxicity (trough level ＞ 20 μg/ml)
TPN-induced hyperbilirubinemia
TPN-induced azotemia
TPN-induced refeeding syndrome
Valproate-induced LFT abnormality
Tigecycline-induced nausea
9,930,690
TPN overfeeding related to liver failure
Colistimethate-induced renal injury
Ganciclovir-induced neutropenia
Aminophyllin-induced hypokalemia
2,364,450
TPN-induced LFT abnormality
Tacrolimus overdosing-induced seizure
25,867,083

a

In order to calculate expected cost avoidance easily, probability of ADE is assigned to 0, 0.01, 0.1, 0.4, 0.6, and 1, which is defined as
b
the nearest value among ADE rate occurring in the absence of the intervention.[2,10] Calculated using the following formula:
c
(probability×\1,182,225) × number of interventions.[2,10] ADE occurs already in two cases and is alleviated by pharmacologic interventions. ADE: adverse drug event; LFT: liver function test; TPN: total parenteral nutrition; ND: the rate is not defined.

특성상, 환자의 급작스러운 상태 변화 등으로 인해 돌발 상

서는 직접 연락하여 전달하되 이 외의 경우에는 주로 단문

황이 일어났을 경우에는 정해진 시간에 회진이 이루어지지

메시지서비스로 전송하거나 간호사를 통해 간접적으로 전

않는 경우도 간혹 있었다. 또한, 현재 본 병원에서는 약사

달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의료진의 중재내용확인이 24시

가 중환자실에 상주하지 않고 조제 업무를 병행하기 때문

간 이후에 이루어 진 경우도 상당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에, 업무상황에 따라 회진참여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 때문

처방중재의 직접적인 전달 비율이 늘어날 경우, 적절한 때

에 의료진과 직접 만나 처방 중재 내용을 전달하는 것에

에 처방중재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커져, 중재 수용 비율이

어려움이 있고, 긴급하게 변경 적용이 필요한 오더에 한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담당 약사 활동에 대한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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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진의 인식 부족도 중재 수용에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생

타나는 비용 절감을 정확히 추측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각된다. Leape 등에 따르면, 담당 약사 활동을 의료진이 확

정확한 비용절감 효과 산출을 위해서는 각각의 약물에 대

실히 인식하였던 상황에서 99%의 중재가 수용되었음이 보

한 비교 그룹이 있는 연구가 필요하나 편의상 모든 약물유

고 되었다.[13] 이러한 인식 부족은 의료진을 대상으로 담당

해반응의 진료비에 미치는 영향은 동일한 것으로 간주한

약사 활동에 대해 지속적으로 홍보함으로써 개선될 수 있

점도 정확한 예상비용절감 산출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을 것으로 기대된다.

판단된다. 향후에는 전향적인 방법으로, 처방중재가 이루어

연구기간 동안 실제로 약사의 처방중재에 의해 약물유해

지는 집단과 이루어지지 않는 집단의 비교를 통한 약사의

반응이 완화될 수 있음도 확인할 수 있었다. 연구기간 중 1

처방중재 유무에 따른 약물유해반응의 발현빈도와 비용 차

명의 환자가 실제로 tacrolimus의 용량과다로 인해 경련을

이 산출과, 더 나아가 약물유해반응과 연관된 사망률의 비

겪었으나, 약사의 처방중재에 의해 약물 용량을 1/3로 줄인

교, 입원 일수의 절감 등 직접적인 임상적 효과의 분석이

후 증상이 완화되었다. 또한, TPN의 영양과다로 간 수치의

포함된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또한 처방중재수단이 의료진

상승을 겪었던 환자는 처방중재에 의해 의료진이 TPN 조성

의 반영율에 많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예상되는 바, 가장

을 변경 후 정상 간수치로 회복되었다. 단, 처방검토에 의

적합한 처방중재 수단을 확인하기 위해 처방중재 수단에

해서는, 처방 오류에 의한 약물유해반응 이외에 알려지지

따른 수용비율 분석이 포함되면 더욱 바람직하겠다.

않은 알러지 반응 등의 우발적인 약물유해반응은 초기에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중환자실 담당약사의 처방중재

중재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한 연구에 따르면, 사후 처방검

가 임상적으로 약물유해반응의 빈도를 감소시키고 또한 이

토를 통한 처방중재는 대부분의 약물유해반응을 탐지할 수

로 인한 예상비용절감과 같은 경제적 긍정적인 효과를 가

있으나, 약물 주입 시에 약사가 상주하며 환자 상태를 관찰

진다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었다. 중환자 약물치료에 약사

하는 것에 비해 처방중재까지의 시간이 길며, 주입 시에 나

가 참여함으로 인해 의료 안전의 확보와 질 높은 의료의

타나는 약물유해반응을 확인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보고

실현, 더 나아가 의료 경제적인 공헌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하였다.[14] 이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들에서 높

기대된다.

은 빈도로 약물유해반응을 나타내는 진통제, 항불안제와 항
응고제에 대한 처방중재가 다른 연구에 비해 적게 나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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