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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국 문 초 록 

 

 

서론: 전자의무기록에 기반한 약물감시 시스템을 개발하고 

적용하여 능동적 약물 감시를 가능하게 하는데 목적이 있다. 약물 

감시의 다음의 4 가지 구성요소 1) 약물감시를 위한 데이터 수집 

(Data collection), 2) 약물 부작용 탐색 (ADR Signal detection), 

3) 약물 부작용 평가 (ADR Signal assessment), 4) 약물 부작용 

이해 및 예방 (Understanding)에 대하여 각 구성요소에 필요한 

항목을 정의하고 전자의무기록 기반의 약물감시를 적용한다. 

 

방법: 본 연구는 이러한 약물감시의 구성요소의 

탐지·평가·해석·예방 등 약물 감시의 요소에 입각하여 

전자의무기록을 활용한 약물감시 시스템을 개발 하였다. 또한 

일회성 분석이 아닌 약물감시에 대한 프레임워크를 구성함으로써 

약물 부작용 연구의 확장 및 유지가 가능하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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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약물감시를 위한 데이터 수집 (Data collection): Sentinel 

Comon data model(CDM) 및 OMOP Comon data model(CDM) 기반으로 

한국형 공통 데이터 모델 (Korea Common data model: K-CDM)을 

설계 하였다. K-CDM 을 통해 전자의무기록을 이용한 약물 부작용 

데이터 수집에 대한 기반을 마련한다.  

 

2) 약물 부작용 탐색 (ADR Signal detection): 전자의무기록의 

진단정보 데이터와 간호데이터를 활용한 약물부작용 탐색 

알고리즘인 MetaLAB 과 MetaNurse 를 개발하였다. 기존에 연구되고 

있는 전자의무기록을 이용한 약물 부작용 연구는 대부분 진단검사 

데이터를 가지고 진행되는데, 약물 부작용의 범위가 다양하기 

때문에 진단검사 데이터만을 이용하여 약물 부작용을 탐색하기에는 

한계점이 존재한다. 본 연구에서는 전자의무기록의 진단검사 

데이터와 간호데이터를 이용한 약물 부작용 탐색을 위한 알고리즘 

인 MetaLAB, MetaNurse 를 개발하고 서울대학교병원 데이터에 

적용하였다. 또한 분석된 약물 부작용 시그널에 대한 FAERS 

데이터와 비교하여 평가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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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약물 부작용 평가 (ADR Signal assessment): 표준용어체계에 

기반한 약물 부작용 시그널 분석 방법론을 제시하였다. 약물 

부작용 알고리즘으로부터 생성된 다양한 시그널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ADR Reference set 이 필요하다. 여러 기관에서 ADR 

Reference set 을 생성하여 평가하고 있지만 약물 부작용을 

정의하는 용어가 다르므로 여러 기관에서 분석한 결과를 해석 및 

평가하기가 어렵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ADR 

Reference set 을 기반으로 표준용어체계를 활용하여 약물 및 

부작용의 평가를 위한 Reference standard for Adverse drug 

reaction (RS-ADR)을 개발 및 적용하였다. 

 

4) 약물 부작용 이해 및 예방 (Understanding): 약물부작용의 이해 

및 예방을 위해 MetaNurse 알고리즘을 활용한 결과 중 의미 있는 

시그널이 있는 약물-부작용을 탐색 하였다. 또한 MetaNurse 의 

결과에서 Bisacodyl-Cardiovascular disorder 에 대한 유의한 

시그널을 확인 하고 Cardiovascular disorder 질환이 있는 

환자군에서의 Bisacodyl 처방 유무에 따른 분석 및 Cardiovascular 

disorder 질환이 없는 환자군에서의 Bisacodyl 처방 유무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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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을 수행 하였다. 차트 리뷰를 통하여 의미 있는 시그널을 

파악하여 약물의 적절한 사용을 위한 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결과: 약물 감시를 위한 데이터 수집 방법으로 기존의 Common data 

model 을 기반으로 K-CDM 을 개발하고, 약물 감시를 위한 데이터 

수집이 가능하게 하였다. 약물 부작용을 탐색하기 위해서 

서울대학교병원의 전자의무기록을 이용하여 MetaLAB, MetaNurse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Organ class 별 약물 부작용을 탐색하였다. 

탐색한 약물 부작용을을 평가하기 위한 Reference standard for 

adverse drug reaction (RS-ADR)을 구성하여 약물 부작용을 

평가하였다.  

 

결론: 본 연구를 통하여 전자의무기록을 이용한 약물감시시스템의 

적용을 검토해 볼 수 있다. 약물감시는 약물 처방 단계와 조제 

단계에서부터 미리 부작용 발생 가능성을 파악하여 예방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 또한 약물 안전 정책에 대하여 안전성 관련 

분석과 평가를 위한 자료들을 생성해야 한다. 본 연구를 통해서 1) 

전자의무기록을 통한 약물감시체계를 정립 할 수 있으며,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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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안전성 정보를 관리 할 수 있고, 3) 국제 약물 감시체계와 

협력을 강화할 수 있다. 

 

주요어: 약물감시, 약물 부작용, 표준용어체계, 약물 부작용 

알고리즘, 시판 후 감시, 전자의무기록, 약물 부작용 평가 

 

학 번: 2012 - 305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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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1. 연구의 배경과 의의 

 

약물 감시를 위한 연구로는 다양한 연구들이 존재한다. 

기존의 약물감시연구는 자발적 부작용 보고제도, 재심사재도, 

의약품 적정 사용 평가제도 등이  있다. 자발적 부작용 

보고제도는 식약처에서 ‘의약품 등의 안전성 정보처리 

규정’에 따라서 자발적으로 유해사례를 보고 하는 제도 

이다. 또한 재심사 제도는 제약 회사에서 신약을 시판 한 

이후 안전성, 유효성 자료를 매년 식약처에 보고 하는 제도 

이다. 기존의 약물 감시는 주로 자발적 보고(Adverse Event 

Reporting System)로 진행 되었다. 자발적 보고는 의사, 

간호사, 환자 등이 부작용을 직접 보고 하는 방식이며, 

보고된 부작용에 대해서 인과성평가를 진행하여 약물의 

안전성에 대한 방법을 모색하는 방법이다. 자발적 

부작용신고제도는 시판 후 약물의 실마리정보 검색 에 중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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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할을 해왔다. 하지만 의약품 부작용 자발적 보고의 

인식률은 10% 미만으로 나타났다. 또한 1988 년부터 

부작용보고제도가 운영되기 시작하였지만 이 후 10 년 동안 

보고 되는 부작용의 건수가 수십 건이었다. 최근 보고 건수가 

증가하고 있지만 인구 대비 보고되는 부작용 건수가 적고, 

또한 보고자료의 내용들을 살펴보면 주로 허가사항에 반영된 

부작용이거나, 임상적으로 경증의 부작용이기 때문에 중증 

약물부작용을 파악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다[1]. 또한 

이러한 시판 후 감시 (Postmarket Surveillance: PMS) 및 

자발적 부작용 보고제도는 유해사례 인식상의 문제, 

과소보고의 문제, 삐뚤림, 약물부작용보고의 질 등 

자발적보고자료의 한계가 존재한다[2]. 국외의 자발적 

보고자료의 활용 동향으로는 1978 년붵 스웨덴의 웁살라 

모니터링 센터(Uppsala Monitoring Center)에서 전 

세계로부터 약물유해사례를 보고받고 있다[3]. 사례 보고 

관리 프로그램인  VigiFlow 를 제공하여 국가약물감시센터가 

인터넷을 통해 보고 하도록 되어 있다. 미국 FDA 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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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0 년부터 자발적부작용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매년 

60 만 건 이상의 부작용이 접수 되고 있으며, 영국에서도 1964 

년부터 황색카드체계(Yellow Card Scheme)를 구축하여 의사와 

제약업체가 약물유해사례를 보고하고 있다[4]. 하지만 이러한 

방법의 한계점으로는 과소 보고와 삐뚤림 분석 등이 있다. 

또한 전체 약물처방 정보를 알 수 없기 때문에 분모 정보를 

파악하는데 한계를 가지고 있으며, 약물 복용에 대한 정보가 

충분하지 않고 적절한 비교군이 없다는 제한점이 있다.  

 

2. 의약품 부작용 예방의 필요성 

 

약물감시의 중요성을 살펴 보면 1961 년에 임신 중 

입덧치료제로 탈리도마이드를 복용한 여성이 팔다리가 없는 

사지결손증(phocomelia) 기형아를 출산하는 “The 

thalidomide disaster”가 발단이 되었다. 그 이후에 유사한 

사례가 계속적으로 보고 되는 등 결과적으로 탈리도마이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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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한 부작용을 겪은 환자들은 전 세계 46 개국에서 

12,000 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5]. 또한 전 세계적으로 

약물부작용이 주요 사망 원인의 상위를 차지하고 있다. 

폐질환, 당뇨, 에이즈, 페렴, 교통 사고 보다 더 높은 

사망률을 나타낸다[6]. 미국에서는 연간 200 만 례의 

약물유해반응이 발생하고, 10 만 명이 사망하고 관련 

의료비용도 연간 4.8 조원으로 추정된다[7]. 병원 입원 환자의 

경우 30%가 약뮬 치료로 인한 약물 부작용을 경험하였으며. 

치명적인 약물 부작용도 0.32%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 

되었다[8]. 

 

3. 약물감시(Pharmacovigilance) 

 

가. 빅데이터 기반 약물감시  

기존에 종이차트에 기록했던 환자의 기존 병력, 건강 상태, 

진찰, 입/퇴원기록 등 환자의 모든 정보를 전산화하여 입력, 

관리, 저장하는 형태인 전자의무기록의 사용이 빠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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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어나고 있다[9]. 이러한 전자의무기록을 통한 약물 감시 

연구는 기존의 자발적 보고에서의 과소 보고의 한계점을 보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약물 부작용을 연구함에 있어서 

2009 년부터 전자의무기록을 이용한 약물 부작용 탐색이 

진행되고 있다. 초기의 방법으로는 약물에 대한 특정 부작용 

셋(ADE Set) 선정하여 이미 정의한 특정 부작용이 나타나는지 

확인하는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최근의 연구들은 

전자의무기록을 이용한 약물 부작용 알고리즘에 대한 연구가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알고리즘을 평가하는데 

있어서 특정 약물 및 특정 부작용에 대해서만 탐색 

가능하다는 한계점이 존재한다. 또한 알고리즘에 대한 평가를 

하고자 할 때 이미 구성된 셋을 통해서만 진행되기 때문에 

약물 부작용 탐색 알고리즘의 적절한 평가 또한 어렵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약물 부작용 사례가 대두됨으로써 

전자의무기록을 통한 약물 부작용의 중요성이 증가 되고 

있지만 체계적인 분석 방법론이 정립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 

또한 최근에 약물의 안전성에 대한 분야를 약물 감시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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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로 정의하여 많이 사용되고 있으며, 정의는 다음과 같다. 

약물 감시란 약물의 유해작용 또는 약물관련 문제의 

탐지·평가·해석·예방에 관한 과학적 연구 및 활동을 

말한다. (CIOMS VI, ICH E2E, WHO) "약"이라는 뜻의 그리스어 

Pharmakon 과 "계속 깨어 있으면서 지켜보고 경계한다"는 뜻의 

라틴어에서 유래한 합성어이다[10]. 또한 약물감시는 

의약품의 안전성정보 수집에서부터 위해 관리에 이르기까지 

의약품의 전 주기를 거쳐서 이어지는 활동이다. IBM Watson 

Health 는 Celgene 사와 협업하여 약물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 

“Watson for Patient safety”를 개발할 예정이다. 암호화된 

전자의무기록, 청구자료, 자발적 보고자료 등을 이용하여 

약물 부작용에 대하여 탐색 가능 하다. 신약 개발 프로세스는 

위험한 요소들을 포함 하고 있으며 임상시험 단계에서 찾을 

수 있는 부작용들은 제한적이며, 시판 이후에 환자에게서 

생긴 중대한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 이를 해결하고자 하는 

부분이  “Watson for Patient safety”의 목표이다[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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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의약품 안전관리를 위한 의료기관 EMR 빅데이터 활용 

동향 

국외 사례 중 미국의 경우 FDA 는 'Sentinel Initiative'를 

통해 전자의무기록과 보험청구기록 등 기존의 데이터 

베이스를 활용하여, 안전성 문제가 제기된 의약품에 대한 

약물 역학 연구를 신속하게 진행 하고 있으며, 실마리정보 

분석 및 약물 사용 모니터링 인과성 평가 연구 등을 동시에 

수행 하고 있다[12]. 또한 FDA, PhRMA, NIH 간 협력 사업인 

OMOP(Observational Medical Outcomes Partnership)을 통해 

약물 역학연구를 위한 분석 방법을 체계화하고, 데이터 

모형을 통일하여 연구자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다각적으로 연구를 독려하고 있다[13]. 현재는 Observational 

Healthcare Data Sciences and Informatics 프로젝트로 

발전하여 운영하고 있다. 유럽의 경우 EMEA 는 

ENCEPP(European Network for Centers for 

Pharmacoepidemiology and Pharmacovigilance)을 통해 

약물역학연구를 위한 대규모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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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베이스간 호환을 가능하게 하는 시도를 하고 있다[14]. 

또한 유럽 전역의 대학, 병원 정보 기반의 약물 역학, 

약물감시센터를 광범위하게 포함하는 능동적 약물 

감시네트워크가 구성 되어 있다[15]. 또한 영국의 경우 

CPRD 를 통해 영국 복지부 산하로 운영되고 임상 연구 등을 

지원 한다[16]. 일본의 경우 미하리(MIHARI) 프로젝트를 

운영중이며, 안전성 정보 수집 및 평가 시스템 강화를 위해 

다양한 자료원을 확보 하는 등 의료보험청구자료, 병원 

전자의무기록 자료 등이 포함 되어 있다[17]. 캐나다의 경우 

CNODES 를 운영중이며 캐나다 건강보험자료와 병원 의무기록의 

연계 및 연구 네트워크를 구성하였다[18]. 

 

 Sentinel Initiative 

미국 FDA 는 의약품 안전문제를 규명하고 약물역학연구 등의 

목적으로 빅데이터의 연계의 필요성이 부각되어, 2008 년 5 월 

FDA 는 '센티넬 이니셔티브(Sentinel Initiative)' 약물안전성 

모니터링을 위한 국가전자시스템 구축을 위한 장기프로젝트를 

발표하였다[19]. 약물 시판 후 안전성 문제에 대하여 기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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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시체계를 보완 하여 능동적 모니터링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대규모 건강정보데이터베이스의 정보를 활용하여 

신속하게 의약품의 안전성 문제를 인지 및 평가 하고자 

하였다. 2010 년 7 월까지 환자 2500 만 명, 2012 년 7 월까지 

1 억명의 환자 데이터에 접근함을 목표로 하고 있다. 2009 년 

Sentinel System 의 진행을 위해 Harvard Pilgrim Health 

Care, Inc. (Harvard Pilgrim)과 “미니센티넬(Mini-

Sentinel)”프로젝트를 진행하였다[20].  

전자건강보험청구자료, 입원 및 외래환자의 의무기록, 

환자등록 자료 등을 능동적 의약품안전성모니터링을 위한 

자료원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발 및 적용 하였다. 또한 

능동적 약물감시가 보다 정확하게 수행될 수 있는 

과학적방법을 개발 및 평가를 진행하였다.  

 

 OMOP (Observational Medical Outcomes Partnership) 

다양한 출처의 관측 자료(Observational data) 통합을 위해 

산업계 및 FDA, 학교 등의 39 개 파트너가 협력한 

프로젝트이며,의약품 안전성 연구를 위한 자료를 구축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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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H(National Institute of Health)의 지원을 받아 

시작되었다[21]. 미국 내에 분산되어 있는 자료를 

표준화하고, 능동적이고 체계적인 임상자료 모니터링을 통해 

수집한 자료의 결합 가능성을 높히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OMOP 프로젝트를 통해 구축된 자료는 처방약제의 안전성, 

효과성 평가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 OMOP 은 

크게 3 가지로 구성할 수 있다. 1) Data Transformation and 

Cohorts, 2) Data Characterization and Quality Control, 3) 

Queries, Analyses and Methods 이며 각 구성 요소는 아래와 

같다,  

- Common Data Model (CDM) : 다양한 형태의 

의료정보데이터베이스에 CDM 을 이용하여 동일한 데이터 

스키마 용어표준화, 일관된 데이터 변환을 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 Vocabularies : CDM 에 기반하여 의료정보들을 

표준용어체계와 매핑하여 서로 다른 기관에서 연구 및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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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한다. (e.g. ICD-9 to SNOMED-CT or 

NDC to RxNorm). 

- Health Outcomes of Interest : 문헌 리뷰 및 자발적 보고 

자료를 통하여 약물과 건강 결과 (Health Outcomes)에 대하여 

가이드라인 문서를 제공함으로써 약물 부작용 알고리즘 

분석에서 활용 할 수 있는 지표를 제시한다.  또한  OMOP 에서 

생산한 모든 분석 결과를 공개하여 활용성을 높인다. 

 - Methods Library : intervention 과 outcome 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다양한 분석 방법을 제공하고 다양한 기관에서 

제시하고 있는 분석 방법론에 대하여 적용 가능하도록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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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구의 목적 

 

전자의무기록에 기반한 약물 감시에 대한 시스템을 개발 및 

적용하여 능동적 약물 감시를 가능하게 하는데 목적이 있다. 

약물 감시의 다음의 4 가지 구성요소 1) 약물감시를 위한 

데이터 수집 (Data collection), 2) 약물 부작용 탐색 (ADR 

Signal detection), 3) 약물 부작용 평가 (ADR Signal 

assessment), 4) 약물 부작용 이해 및 예방 (Understanding) 

에 대하여 각 구성요소에 필요한 항목을 정의 및 개발하고 

전자의무기록 기반의 약물 감시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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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약물 감시의 개념과 구성 요소 

 

 

 약물감시를 위한 데이터 수집 (Data collection): 

Common Data Model (CDM) 기반 전자의무기록을 활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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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물부작용을 위한 한국형 공통 데이터 모델 (Korea 

Common Data Model: K-CDM) 개발 하고 적용한다.  

 

 약물 부작용 탐색 (ADR Signal detection): 

전자의무기록의 진단 검사 데이터와 간호 데이터를 

활용한 약물부작용 탐지 알고리즘(MetaLAB, MetaNurse) 

개발 및 적용한다. 

 

 약물 부작용 평가 (ADR Signal assessment): 

표준용어체계에 기반하여 발생한 시그널을 해석 및 

평가 하기 위한 Reference Standard for Adverse Drug 

Reaction(RS-ADR)을 개발 한다.  

 

 약물 부작용 이해 및 예방 (Understanding): 약물 

안전성을 위해 약물부작용 탐지 알고리즘에서 유의한 

시그널을 바탕으로 환자 차트 리뷰를 통해서 약물 

부작용의 이해 및 예방을 가능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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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구 방 법 

 

 

1. 약물감시를 위한 데이터 수집(Data Collection) 

 

가. 공통 (표준) 데이터 모델: Common Data Model (CDM)  

Common Data Model (CDM)이란 observational data 의 표준화된 

포맷을 제공하는 것이 목적 이며, 각 자료들을 분석 및 

공유하기 위해서는 공통의 자료 구조로 바꾸어야 하는 것이 

필요하다. 기존에 CDM 기반으로 데이터를 교환한 사례 연구 

조사해보면 2010 년에 분산된 헬스케어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여 약물 감시를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 CDM 을 구성하고 

적용하려는 시도가 있다[22]. 또한 2014 년에 Premier, Optum, 

CPRD, CCAE, Truven Health MarketScan Medicaid (MDCD), and 

Truven Health MarketScan Medicare Supplemental (MDCR)등의 

데이터를 적용하였다[23]. CDM 의 종류로는 약물감시체계(US 

FDA Mini-Sentinel, Sentinel CDM)나 분산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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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연구(OMOP)처럼 고도 분산환경에서 자료분석을 지원하기 

위한 공동 데이터 모델이 있다. 

 

 

그림 2. Source data(GE, PHARMetrixs)를 CDM 으로 변환 하는 

과정 예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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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산형 임상연구 (OMOP) Common Data Model v5.0  

OMOP Common data model v5.0 (2015)은 크게 5개의 엘리먼

트로 구성되어 있으며 1) Standardized clinical data, 2) 

Standardized health system data, 3) Standardized 

health economics 4) Standardized derived elements, 5) 

Standardized Vocabulary 이를 통해 임상 연구용 자료 분

석이 가능하다. 약물 부작용 분석 방법론의 적용을 위한 

구조로 특히 임상연구에 중요한 약물 복용과 그 조건의 기

간(Drug era, Condition_era)의 정의를 제공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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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물감시체계 (Sentinel) Common Data Model v5.0.1 

Sentinel Common data model v5.0.1 (2016)은 11개의 테이

블로 구성되어 있으며, Sentinel 활동에 필요한 데이터 엘

리먼트 정보를 제공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  PatID 

(unique person identifier): 테이블 상의 데이터(레코드)

들은 PatID라는 고유 식별자로 연결되며, 추가적인 13개의 

요약 테이블이 생성된다. (SCDM v5.0.1 document). 

Sentinel CDM은 ‘Era’개념을 사용하지 않고 프로토콜 기 

반 자료 접근에 중점을 두고 분석 모듈 단위의 분산형 정

보 교류와 이에 따른 정책 수립 확보에 목적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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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분산형 임상연구 (OMOP) Common Data Model V5.0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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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약물감시체계 (Sentinel) Common Data Model v5.0.1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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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 Common Data Model 비교 분석 

 

기존 연구되는 CDM 에 대해서 비교해 보면 Sentinel CDM 은 

Source data 의 컨셉을 반영 하며 표준용어체계에 대한 내용이 

구성되어 있지 않다. PCORnet CDM 은 Sentinel CDM 기반 

Clinical research network 에 적용 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발 

Sentinel 

CDM 

약물감시시스템의 

구축 및 적용 

11 

Reflects concepts and 

granularity of source data 

No standardized vocabulary 

No secondary data 

aggregation tables 

PCORnet 

CDM 

Sentinel CDM 

기반 Clinical 

Research Network 

적용 

15 

Standard terminologies and 

coding systems for 

healthcare (including ICD, 

SNOMED, CPT, HCPSC, and 

LOINC) 

OMOP CDM 

임상 연구 

방법론의 적용 및 

평가 

39 

Standardized vocabularies 

Data aggregation tables 

Additional data elements 

Reference 

Model 

Purpose 

No. of 

Tables

com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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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으며, ICD, SNOMED, CPT, HCPSC, LOINC 등의 표준 용어 

체계를 활용 한다. 마지막으로 OMOP CDM 은 임상 연구 

방법론의 적용 및 평가를 위해 개발되었으며 표준 용어 체계 

활용 및 데이터 요약 테이블이 존재 한다.  

 

나. Korea Common Data Model (K-CDM)의 필요성  

Sentinel CDM의 구성을 살펴 보면 미국의 의료보험 (Medicare 

& Medicaid Services) 항목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또

한 외래 환자 및 청구 데이터 기반의 데이터 모델이기 때문에 

국내 전자의무기록에 적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또한 인종

에 대한 정보, National Drug Code, 3-digit Diagnosis 

Related Group 등과 같은 국내에서 바로 활용하기 어려운 부

분들이 존재 한다. 국내 전자의무기록에 포함되지 않은 사망 

정보, State vaccine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므로 

국내 전자의무기록에 적용을 위한 K-CDM을 설계가 필요한 상

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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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K-CDM의 목적  

K-CDM 목적은 고도 보안이 유지된 상태에서 실시간 분산형 

(1) 약물감시용 질의/분석 (Sentinel CDM, PCORnet CDM) 혹은 

(2) 임상연구용 자료분석 (OMOP CDM) 개발 및 지원을 목표로 

한다. 예를 들면, 메틸페니데이터-심혈관질환과 같은 약물 

안전 이슈가 발생 하였을 때 식약처에서 협연센터에 약물-

부작용(메틸페니데이터-심혈관질환)에 대한 질의를 전송한다. 

그 이후 협연센터에서는 각 의료기관에 해당 질의에 대한 

분석을 수행 한다. 이때 각 의료기관의 전자의무기록은 K-

CDM 기반으로 변환 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 각 의료기관의 

질의에 대한 결과 값을 협연센터로 전송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협연센터에서는 각 질의에 대한 결과 값을 

수집하여 식약처로 전송 하고 식약처는 이를 통해 근거기반 

정책 수립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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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K-CDM기반 K-Sentinel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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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약물 부작용 탐색 (ADR detection) 

 

2009 년부터 전자의무기록을 통한 약물 부작용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대부분의 연구들은 특정 약물 및 

특정 부작용에 대한 알고리즘을 개발 하였으며, 알고리즘의 

성능을 평가 하기 위한 Reference set 가 존재 하지 않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 가장 대표적으로 2012 년에 발표된 

CLAER 알고리즘 논문이 출판되었으며, 이는 10 개의 약물과 

47 개의 Lab abnormality 에 대하여 전자의무기록을 이용한 

약물 부작용 탐색 알고리즘이다. 각 470 Pair 에 대한 gold 

standard set 을 구성하였으며, 이에 대한 결과는 PPV, NPV 로 

제시된다[24] .또한 2013 년에 출판된 논문으로 

MWAS(Medication-wide association studies)에서는 CCAE 

administrative claims database, GE Centricity database 를 

이용하여 118 drugs were studied for acute liver injury, 

102 for acute myocardial infarction, 88 for acute re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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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ilure, and 91 for gastrointestinal bleeding 에 대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25]. 

 

가. 대상 약물 선정  

본 연구에서는 UN list(n=28), Beer's criteria(n=107), 

Precaution for kid(n=79) 약물 170 개를 대상으로 하였다. 

기존에 Publish 된 CLEAR 알고리즘과 비교하기 위해 Yoon et 

al.(n=4)를 추가하였다. 먼저 174 개의 약물 중 중복되는 

약물을 삭제 하고 (n=9)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사용하지 않는 

약물을 삭제 하였다. (n=24) 또한 SIDER 에 약물 부작용에 

대한 정보가 포함되지 않은 약물 (n=23)을 삭제 하였다. 

결과적으로 분석에 활용된 약물은 총 101 로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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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대상 약물 선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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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약물 부작용 선정 기준 

약물의 Insert paper 의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SIDER2 

데이터베이스를 활용 하였다.  SIDER2 에는 996 개의 약물의 

정보 및 3,209 개의 부작용의 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며, Drug-

ADR pairs (n=3,196,164) 및 Positive control (n=103,156)의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 대상으로 하는 부작용은 

SIDER2 에서 다루고 있는 부작용 전체(MedDRA PT)를 

사용하였다. (n=3,209) 이중 간호데이터 및 랩데이터로 탐색 

가능한 부작용을 매핑하여, 결과적으로  MetaNurse 는 757 개, 

MetaLAB 의 경우 117 개의 부작용을 탐색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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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대상 약물 부작용 선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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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MetaLAB, MetaNurse 알고리즘 

알고리즘은 크게 CLEAR, MetaLAB, MetaNurse 으로 구성하였다. 

CLEAR 알고리즘은 10 개의 약물과 47 개의 Laboratory 

abnormalities 를 대상으로 진행 하였으며, MetaLAB 

알고리즘은 Predefined 된 470 개의 약물 부작용 페어와 

117 개의 MedDRA PT 와 매핑된 Laboratory abnormalities 에 

대해 분석 하였다. 그리고  MetaNurse 의 경우 1,357 개의 

간호진술문과 매핑된 757 개의 MedDRA PT 에 대해서 

분석하였다. 알고리즘은 크게 5 개의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 Inclusion criteria, 2) Subject sampling, 3) 

Adjusting variables, 4) Signal refinement using ADR 

reference, 5) ADR Signal detection 으로 구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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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CLEAR, MetaLAB, MetaNurse 알고리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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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clusion criteria: 환자군을 선정하는 단계로 CLEAR, 

MetaLAB 알고리즘의 경우 대상 환자가 입원 기간 중 

대상 약물을 처방 받기 전 후의 검사 결과가 있는 

환자들만 추출 하고, 최초 검사 결과가 정상 범위에 

있는 환자들만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Subject sampling: CLEAR 알고리즘은  1: 4로 

매핑(Matched sampling)하여 환자군을 선정하였다. 

매핑에 사용된 변수로는 나이, 성별, 진료과, 진단명을 

활용하였다. MetaLAB, MetaNurse 알고리즘의 경우 대상 

약물을 처방 받은 환자를 제외한 다른 환자군을 

Comparison group 으로 구성하였다. 이는 Matched 

Sampling에서 탈락되는 환자의 수가 많고, 분석 결과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Comparison group 선정을 보완 

하였다.  

 Adjusting variables: CLEAR 알고리즘에서 활용한 

Conditional logistic regression 방법을 수행 

하였으며, MetaLAB 알고리즘은 나이, 성별, 진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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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도를 보정한 Odds ratio를 산출 하였으며, 

MetaNurse 알고리즘은 나이, 성별, 진료과, 중증도를 

보정한 Cox proportional-hazards  ratio을 산출 

하였다. 

 Signal refinement using ADR reference: CLEAR 

알고리즘 및 MetaLAB 알고리즘은 470 Predefined drug-

event pairs를 활용하여 시그널을 평가 하였고, 

MetaLAB 알고리즘 및 MetaNurse 알고리즘의 경우 

SIDER2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여 시그널 평가를 수행 

하였다.  

 ADR Signal detection: 시그널 탐색은 Lower limit of 

95% Confidence interval for Odds ratio ≥ 1 인 

경우로 정의 하였다. 또한 Benjamini-Hochberg 

method를 적용 하고,  Receiver operating 

characteristic curve (ROC) analysis를 수행하여 

결과를 제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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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약물 부작용 평가 (ADR assessment)  

 

가. 표준용어체계 매핑 (Controlled vocabulary annotation) 

다양한 결과를 초래하는 약물 부작용 연구 및 조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EMR 에 존재하는 Clinical narrative, 

Laboratory tests, Administrative information 등의 다양한 

용어를 약물을 중심으로 통합해야 하는 작업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SIDER2 에서 다루고 있는 

약물-부작용 Pair (MedDRA PT)에 대하여 전자의무기록에서 

활용 되는 약물 부작용과의 매핑을 수행 하였다. 이는 

임상현장에서 사용중인 데이터와 표준용어체계 매핑을 먼저 

수행 한 이후에 각 표준용어와의 매핑을 진행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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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EHR 과 Controlled vocabulary  annotation 개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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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와 같이 표준용어체계와의 매핑과정에서는 표준 부작용에 

여러 데이터 소스에서 부작용 신호로 사용될 수 있는 질병 

분류, 실험실  검사, 서술형 임상기록 각각을 표준용어체계를 

사용하여 연결한다.  

 

표 2. 약물부작용 데이터와 관련 표준용어체계 

ADR data types Controlled Vocabulary 

Disease 

classification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Diseases 

(ICD) 

Laboratory tests 

Logical Observation Identifiers Names and 

Codes (LOINC) 

Clinical Narrative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for Nursing 

Practice (ICNP) 

Standard Nursing Statement (SNS) 

WHO-Adverse Drug Reaction Terminology (WHO-

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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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용어체계를 활용하여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사용중인 

EHR 의 용어체계를 광범위한 약물-부작용 쌍인 SIDER 의 

부작용 용어인 MedDRA 와 연결하였다. (그림 10.) 

 

 Clinical Narrative(WHO-ART): WHO-ART 를 기반으로 

SIDER 에서 활용되는 MedDRA 와 Clinical Narrative 를 

연결하였다. Clinical Narrative 의 경우 

서울대학교병원의 간호기록을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전자의무기록의 간호기록은 Standard Nursing 

Statement (SNS)가 활용 되고 있으며, SNS 는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for Nursing Practice 

(ICNP)의 조합으로 이루어져 있다. 사용 빈도가 높은 

3,595 개의 SNS 와 에 WHO-ART 를 매핑하고 SNS 와 

매핑된 WHO-ART 를 MedDRA 에 매핑함으로써 SIDER 와 

SNS 를 연결하였다. 이 과정은 4 명의 임상의학 

전문가가 참여 하여 매핑하였으며, 먼저 1 인의 

전문가가 SNS 용어에 각 WHO-ART 를 매핑하였다. W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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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 와 SNS 는 1:N 으로 매핑하였다. MedDRA 와 WHO-

ART 의 매핑은 2 명의 전문가가 2 번의 Consensus 를 

구성하여 진행하였다. 1 차 단계에서는  1 인의 

가정의학과 전문의가 WHO-ART 를 MedDRA 에 매핑하였다. 

2 차 단계에서는  1 명의 다른 의사와 1 인의 약사가 

해당 매핑에 대하여 적절성 여부를 판단하였다. 적정성 

여부는 2 단계로 진행 하였다 첫 번째 단계에서는  1) 

“Correct or require minor modification”  2) 

“Require major modification”에 대한 판단을 수행 

하였고, 두 번째에서는 두 전문가가 합의를 통해 

첫번째 단계에서의 적절성을 최종적으로 정하여 MedDRA 

- WHO-ART 간 매핑을 완료하였다. 

 

 Laboratory (LOINC): 서울대병원에서 활용하는 검사와 

SIDER 의 MedDRA PT 의 연결은 LOINC 를 기반으로 

진행하였다. 이는 3 명의 진단검사의학 전문가가 수행 

하였으며, MedDRA PT 중 진단검사를 매핑 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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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작용 용어들을 추출 하여 이를 대상으로 MedDRA PT 에 

매핑 하였다. MedDRA PT 에 대하여 진단 검사와 매핑 시 

정의된 선정/배제 기준을 활용 하여 진행하였다. 그 

다음 과정으로는 MedDRA PT 에 대하여 LOINC 와 

서울대병원에서 활용하는 검사를 매핑 하였다. 각 

MedDRA PT 에 대하여 최대 6 개 까지 LOINC 와 

매핑하였으며 1:N 으로 매핑하였다. 3 명의 전문가 중 

2 인이 직접 검토 하여 MedDRA PT 와 진단 검사와 

매핑하였고, 1 차 매핑 작업 이후에 3 인의 전문가가 

직접 검토를 진행하여 매핑을 완료 하였다.  

 

 Administrative (ICD-10): 질병 분류의 경우 ICD-10 을 

황용하여 HER 의 진단명과 MedDRA PT 와 매핑 하였다. 

Corinne et al.에서 제시된 약물 부작용과 관련된 ICD-

10 (n=608)을 MedDRA 와 매핑하였다.  그 이후 UMLS 

CUI 를 기반으로 ICD-10 과 MedDRA 를 매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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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표준용어체계 매핑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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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Reference set과의 매핑 

기존 약물부작용 관련 연구에서 Reference set 으로 활용 

가능한 SIDER, OMOP Reference set, EU-ADR Reference 

standard 를 리뷰 하고 적용하였다.(표 3.) 기본적으로 

Reference set 구성을 위해 활용된 자료는 SIDER2 이며, 이 

자료는 FDA Drug label 자료로 구성 되어 있다. 또한 996 개의 

약물 및 3,209 개의 부작용으로 구성 되어 있으며 SIDER2 의 

장점으로는 시판된 모든 약물의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는 점이 

있다. 하지만 Positive conctrol 에 대한 부분만 포함되어 

있다는 점이 한계점이다. 또한 2013 년에 공개된 OMOP 

Reference set 은 약물 관련 방법론들을 평가 하기 위한 

목적으로 생성되었으며 189 개의 약물 및 4 개의 부작용이 

포함 되어 있다. 또한 2013 년에 공개된 EU-ADR 의 Reference 

standard 는 68 개의 약물 및 10 개의 부작용이 포함 되어 

있으며, MEDLINE-indexed publication 의 자료 및 Product 

label, 자발적 보고 자료 등의 결과에 대한 내용이 포함 되어 

있다. OMOP Reference set 과 EU-ADR Reference standard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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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는 Positive, negative set 이 모두 포함 되었다는 장점이 

있다. SIDER, OMOP Reference set, EU-ADR Reference 

standard 을 활용 하여 약물 부작용 연구의 결과를 평가 할 

수있는 Set 을 구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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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ADR Signal Assessment 를 위한 Reference set 

 

 

 

 

SIDER 

(Side effect 

resource, 

2013) 

OMOP 

(Reference set, 

2013) 

EU-ADR 

(Reference 

standard, 2013) 

Conceptua

l Level 

 

 

 

objective 

 

Developed a 

public, 

computer‐

readable side 

effect 

resource 

(SIDER) 

Basis for 

methodological 

research in 

evaluating 

methods 

performance in 

identifying 

drug safety 

issues 

Within the 

context of 

methods 

development and 

evaluation in 

the EU-ADR 

Project 

Resource 

FDA SPL 

labels 

Structured 

product labels 

(SPLs) 

available from 

the FDA’s 

DailyMed 

website 

MEDLINE-indexed 

publications, 

drug product 

labels, 

spontaneous 

reports made to 

the WHO's 

pharmacovigi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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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 database, 

and expert 

opinion 

DB or KB or 

data set 

All marketed 

drug’s 

information 

Knowledge 

base 

Data set Data set 

Data 

Level 

No. of 

drugs 

996 189 68 

No. of ADRs 

3,209 (MedDRA 

PT) 

4 10 

No. of 

total drug-

ADR pairs 

3,196,164 756 680 

No. of 

positive 

controls 

103,156 165 44 

No. 

of  negativ

e controls 

- 234 50 

No. of 

unknown 

3,093,008 357 5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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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ug-ADR 

pairs  

(not 

reported 

yet) 

etc 

Strength 

All marketed 

drug’s 

information 

included 

Positive, 

negative set 

included 

Positive, 

negative set 

included 

Weakness 

Not included 

negative 

controls 

Limited number 

of 

drugs and ADRs 

Limited number 

of 

drugs and ADRs 

Relation 

with RS-ADR 

Basic 

resource 

Comparison with 

SIDER 

Comparison with 

SIDER 

Future 

direction 

Data addition

(post‐

marketing 

phase) 

Other method 

evaluation 

Other method 

evalu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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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약물 부작용 이해 및 예방 (Detected ADR 

understanding) 

 

가. Identifying ADR signal 

약물부작용의 이해 및 예방을 위해 MetaNurse 알고리즘을 

활용한 결과 중 의미 있는 시그널이 있는 약물-부작용을 탐색 

하고, 이에 대한 추가 분석을 진행 하였다.   

 Bisacodyl-Cardiovascular disorder: MetaNurse의 결과 

중 알려지지 않았지만 유의한 시그널을 확인한 약물-

부작용 Pair를 추출 하였다. (그림 11.) Bisacodyl의 

알려진 부작용은 Abdominal colic, Abdominal 

discomfort, Diarrhea, Proctitis, With suppository 

use 등과 같은 위장관계 질환으로 알려져 있지만 

MetaNurse 알고리즘에서는 Circulatory falure, ECG 

abnormal, Hypertenson, Hypotension 등과 같은 

Cardiovascular disorder가 있음을 확인 하였다. 관련 

증상이 기저 질환과의 관계가 있는지 확인 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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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와 같이 분석을 수행 하였다.  

 

1) Cardiovascular disorder (-) Bisacodyl (+) vs. 

Cardiovascular disorder (-) Bisacodyl (+) 

2) Cardiovascular disorder (+) Bisacodyl (+) vs. 

Cardiovascular disorder (+) Bisacody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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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Bisacodyl-Cardiovascular disorder 의 MetaNurse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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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과 

 

1. 약물감시를 위한 데이터 수집(Data collection) 

 

가.  기존 CDM Table 분석 결과  

기존 연구인 Sentinel CDM v5.0.1.(2016)과 OMOP CDM 

v5.0.1.(2016)과 PCORnet Common Data Model v3.0 (2015)을 비교 

하였다. 기본적으로 Sentinel CDM 에 포함되어 있는 11 개의 

테이블에 대한 부분은 모두 포함 되어 있으며 다양한 

연구들에서 기존 CDM 간의 호환에 대한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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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Sentinel CDM, OMOP CDM, PCORnet CDM 의 비교 

Sentinel CDM 

v5.0.1 (2016) 

OMOP CDM v5.0 (2014) 

OMOP CDM v5.0.1  

(2016) 

PCORnet Common Data 

Model v3.0 (2015) 

11 tables 37 tables 39 tables 15 tables 

1. Enrollment 

cdm_source (MD) cdm_source (MD) Enrollment 

cohort (DE) cohort (DE) 

 

cohort definition (SV) 

cohort definition 

(SV)  

note (CD) note (CD) 

 

2. Demographic 

person (CD) person (CD) Demographic 

person_relationship (CD)

  

3. Dispending 

drug_exposure (CD) drug_exposure (CD) 

Dispending / 

Prescribing 

drug_era (DE) drug_era (DE) 

 

dose_era (DE) dose_era (DE) 

 

drug_strength (SV) drug_strength (SV) 

 

Drug_cost (HE) Drug_cost (HE) 

 

4.1 Encounter 

visit_occurrence (CD) 

visit_occurrence 

(CD) 

Encounter 

care_site (S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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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re_site_relationship 

(SD)   

Vigit_cost (HE) Vigit_cost (HE) 

 

4.2 Diagnosis 

condition_occurrence 

(CD) 

condition_occurrence 

(CD) 

Diagnosis 

condition_era (DE) condition_era (DE) 

 

  

Condition / Pro_cm 

4.3 Procedure 

procedure_occurrence 

(CD) 

procedure_occurrence 

(CD) 

Procedure 

Procedure_cost (HE) Procedure_cost (HE) 

 

5.1 Death death(CD) death(CD) Death 

5.2 Cause of Death

  

Cause of Death 

6.1 Laboratory 

Result 

lab_result (CD) Specimen (CD) Laboratory Result_cd 

lab_result_relationship 

(CD) 

Measurement (CD) 

 

6.2 Vital Signs 

observation (CD) Specimen (CD) Vital 

observation_relationship 

(CD) 

Measurement (CD) 

 

observation_piriod (CD) 

  

7. State Vacc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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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K-CDM 정의 

본 연구에서는 기존 CDM 의 장단점 비교분석 및 적용가능한 

현지화를 수행하여 K-CDM 을 2 Level 로 구성하여 진행하였다. 

Level 1 은 Sentinel CDM based K-CDM 으로 Sentinel CDM 에 

포함된 11 개의 테이블 중 국내 전자의무기록에 적용 가능한 

항목들을 정의하여 8 개의 테이블로 구성하였다. Level 2 는 

OMOP based K-CDM 으로 OMOP CDM 에 포함된 5 개의 엘리먼트 중 

3 개의 엘리먼트로 구성 하였으며, Standardized Clinical 

data (n=7), Standardized Vocabularies (n=12),  

Standardized derived element (n=4)와 같다. 그림 12 와 같이 

의료기관의 전자의무기록에서 환자 정보, 투약 정보, 진단 

정보, 검사 정보 등의 데이터를 추출 하여 K-CDM 의 테이블에 

저장하고 연구자의 목적에 따라 두 가지 Level 의 K-CDM 으로 

활용 가능 하다. 또한 각  K-CDM 은 뷰테이블 형태로 구성 

되므로 원데이터의 손실 또는 변형이 없다는 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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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K-CDM 구조 

 

구축된 K-CDM 을 통해서 그림 13 과 같이 활용 가능 하다. 

서울대학교병원 이외의 다른 의료기관에서도 활용 가능 하며, 

각 전자의무기록에서 추출된 환자 데이터를 K-CDM 에 저장 

하여 연구자의 목적에 따라 K-CDM Level 1 또는 Level 2 로 

변환 할 수 있으며, 이후 본 연구에서 제시한 MetaLAB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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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taNurse 알고리즘을 적용 가능 하다. 연구자의 목적에 따라 

기존 CDM 에서 제공 하는 다양한 모듈을 활용 할 수 있다.   

 

 

그림 13. K-CDM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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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K-CDM 구축 결과  

기존 연구인 Sentinel CDM v5.0.1.(2016)을 기반으로 K-CDM 을 

정의 하였다. Sentinel CDM 11 개 테이블 중 8 개 테이블로 

구성하였다. 그림 14 와 같이 8 개의 테이블로 구성이 되어 

있으며, 각 테이블은 환자 아이디로 연결 될 수 있다. 

Enrollment, Demographic, Dispensing 테이블의 경우 

한국형에 맞도록 수정 및 보완 하였으며,  Death, Cause of 

Death, State Vaccine 테이블은 삭제 하였다. 또한 K-CDM 은 

기존 Sentinel CDM 을 기반으로 Sentinel CDM 에서 삭제한 

부분은 빨간색, Sentinel CDM 에서 한국형에 맞도록 수정해야 

할 부분은 초록색으로 재구성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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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Sentinel CDM 테이블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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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K-CDM Dispensing 테이블 예제 

Mini-Sentinel's CDM K-Sentinel's CDM 

Dispensing 

Inpatient 

pharmacy 

Dispensing - including all type of encounter 

Variable 

Name 

Variable Name Variable Name 

Values 

Description 

PatID PatID PatID 

  

 EncounterID EncounterID 

 

PatID&EncType&Provider 

&ADate 

RxDate RxADate RxADate 

  

 

RxATime RxATime 

  

NDC NDC 

   

  EDI Code 

  

  RxNorm 

  

RxSup 

 

RxSup 

 

Always coded as '1' when 

admitted 

RxAmt DxDose RxAmt 

  

 

RxRoute RxRoute 

  

 

RxUOM RxU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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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의 내용을 보면 K-CDM 의 예제를 나타내었다. 미국에서 

활용하는 NDC 코드가 포함된 항목은 삭제 하였고, 국내에서 

활용 가능한 EDI Code 를 추가 하였다. 또한 추후 분석을 

위해서 RxNorm 도 추가 하였다. Sentinel CDM 은 기본적으로 

외래 환 자 또는 청구데이터를 기반이기 때문에 

전자의무기록을 활용한 입원 환자의 정보를 포함 하는 항목을 

추가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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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약물 부작용 탐색 (ADR detection)  

 

가. 알고리즘 성능 평가 

개발한 MetaLAB, MetaNurse 알고리즘을 서울대병원 데이터를 

적용 하여 성능을 평가 하였다. 본 연구에서 약물 부작용 

성능 평가를 위한 Gold standard 는 DE pairs 와 RS-ADR 을 

활용하였다. 먼저 기존에 연구된 CLEAR 알고리즘과 

MetaLAB 알고리즘을 비교하였다. CLEAR 알고리즘에서 연구된 

10 개의 약물과 47 개의 부작용을 통해서 MetaLAB 알고리즘의 

AUC 가 더 높음을 확인하였다. CLEAR (AUC=0.55±0.06) 

MetaLAB (AUC=0.61±0.18)  MetaLAB 알고리즘의 경우 Subject 

sampling, Adjusting variables 부분을 정교화 하였기 때문에 

성능이 더 높아짐을 확인 하였다. 또한 RS-ADR 을 이용하여 

101 개의 약물과 MetaLAB 의 경우 117 개의 약물 부작용 

MetaNurse 의 경우 757 개의 약물 부작용을 탐색하였다. 그 

결과 MetaLAB and MetaNurse (0.69±0.11; 0.62±0.07)임을 

확인하였다. 그림 15 는 MetaLAB 과 MetaNurse 의 알고리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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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능을 나타내며 ROC Curve 를 그려 확인 하였다. (a)의 ROC 

Curve 중 색으로 표기한 부분은 CLEAR 알고리즘에서 사용된 

약물로 101 개의 약물의 성능과 크게 다르지 않음을 확인 

하였다. 

 

 

그림 15. 알고리즘 성능 평가 결과 (a) MetaNurse, (b) 

MetaL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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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MetaLAB 과 MetaNurse 의 알고리즘 성능 평가 

Algorithm CLEAR 

   

MetaLAB 

  

 MetaLAB 

  

MetaNurse 

  

Gold standard 

for ADRs 

DE pairsa RS-ADR 

Type of ADR 

signals 

Predefined laboratory 

abnormalities  

MedDRA PTs 

No. of target 

drugs 

10 101 

No. of ADR 

signals 

47 (from 40 tests) 117 (from 48 

tests) 

757 (from 

1,357 SNSs) 

No. of drug–

ADR pairs 

470 11,817 76,457 

No. of 

positive pairsb 

221 2,210 34,857 

No. of 

negative pairsc 

249 9,607 41,600 

AUC, not-

integratedd,e 

0.55 ± 0.06 0.61 ± 

0.18 

0.69 ± 0.11 0.62 ± 0.07 

AUC, SOC-

integratedf 

- - 0.84 ± 0.13 0.84 ± 0.09 

No. of patients 68,769 88,038 215,088 220,954 

No. of exposure 

casesg 

90,804 127,171 1,028,724 1,187,037 

Age (years)h 51.3 ± 18.9 50.7 ± 46.5 ± 23.0 46.22 ± 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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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 

Female, n (%)i 38,290 (55.67) 47,470 

(53.91) 

108,410 

(50.40) 

110,864 

(50.17) 

Disease 

severity, n (%)j

    

1 22,755 (33.08) 29,706 

(33.74) 

106,997 

(49.74) 

111,410 

(50.42) 

2 29,225 (42.49) 37,611 

(42.72) 

82,306 (38.26) 83,422 (37.75) 

3 10,485 (15.24) 12,619 

(14.33) 

19,238 (8.94) 19,824 (8.97) 

4 3,306 (4.80) 4,167 

(4.73) 

4,130 (1.92) 4,025 (1.82) 

5 2,882 (4.19) 3,747 

(4.25) 

2,304 (0.01) 2,174 (0.09) 

6 116 (0.16) 188 (0.21) 113 (0.0005) 99 (0.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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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System organ class 분석 결과 

본 연구에서는 표준용어체계와 매핑하였기 때문에 MedDRA 의 

System organ class 별  성능 평가가 가능하였다. MetaLAB 

알고리즘의 경우 6 개의 organ class, MetaNurse 의 경우 

20 개의 organ class 에 해당되는 약물 부작용을 탐색 

가능하였다. 각 System organ class 별 AUC 값을 

산출하였으며, 또한 Positive drug-ADR pair 가 있는 약물의 

수를 파악 하였다. 또한 AUC 값 산출을 위한 각 Positive / 

Negative drug-ADR pair 의 숫자를 파악하였다. 101 개의 

약물에 대한 분석 결과를 http://adr.snubi.org/에 업로드 

하여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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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System organ class 별 분석 결과 

 

SOC 

MetaLAB MetaNurse 

AUC 

Drugs 

with 

positive 

drug-ADR 

pairs 

(%) 

No. of drug-ADR 

pairs 

AUC 

Drugs 

with 

positive 

drug-ADR 

pairs (%) 

No. of drug-ADR 

pairs 

No. of 

positive 

pairs 

No. of 

negative 

pairs 

No. of 

positive 

pairs 

No. of 

negative 

pairs 

Blood and lymphatic system 

disorders 

0.79 ± 0.11 83.17 964 1,763 0.83 ± 0.16 84.16 505 606 

Endocrine disorders 0.87 ± 0.15 49.50 90 516 0.87 ± 0.17 80.20 532 882 

Hepatobiliary disorders* 0.95 ± 0.11 42.57 77 428 1.00 ± 0.00 60.40 752 662 

Investigations 0.69 ± 0.12 88.12 727 4,222 0.72 ± 0.12 97.03 2,168 3,7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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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tabolism and nutrition 

disorders 

0.71 ± 0.13 53.47 236 2,188 0.78 ± 0.15 93.07 448 1,370 

Renal and urinary disorders* 1.00 ± 0.00 35.64 115 390 0.82 ± 0.15 96.04 1,624 2,214 

Cardiac disorders 

    

0.74 ± 0.14 96.04 2,415 2,534 

Ear and labyrinth disorders 

    

0.97 ± 0.10 89.11 270 437 

Eye disorders 

    

0.80 ± 0.13 99.01 2,739 2,412 

Gastrointestinal disorders 

    

0.73 ± 0.11 98.02 4,164 4,522 

General disorders and 

administration-site 

conditions 

    

0.68 ± 0.11 98.02 1,668 1,665 

Immune system disorders 

    

0.77 ± 0.15 97.03 881 634 

Infections and infestations 

    

0.82 ± 0.15 98.02 3,985 3,186 

Musculoskeletal and 

    

0.83 ± 0.12 98.02 904 813 



66 

 

connective-tissue disorders 

Nervous-system disorders 

    

0.67 ± 0.12 99.01 2,507 3,654 

Psychiatric disorders 

    

0.71 ± 0.16 99.01 3,767 4,242 

Reproductive system and 

breast disorders     

0.95 ± 0.11 93.07 371 639 

Respiratory thoracic and 

mediastinal disorders     

0.78 ± 0.11 94.06 1,421 2,821 

Skin and subcutaneous-tissue 

disorders     

0.80 ± 0.12 99.01 1,978 1,961 

Vascular disorders 

    

0.75 ± 0.15 96.04 1,507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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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시그널 탐색 

또한 본 연구에서는 기존에 알려져 있지 않은 부작용에 대한 

탐색을 수행하였다. SIDER 기반의 RS-ADR 을 활용하여 기존에 

알려져 있지 않지만 MetaNurse 알고리즘에서 유의하게 나타난 

시그널에 대하여 탐색하였다. Bisacodyl 의 경우 

Gastrointestinal disorders 이 Insert paper 에 명시되어 

있다. MetaNurse 알고리즘에서는 Gastrointestinal disorders 

뿐 아니라 Cardiac disorders 부작용 또한 유의 하게 나타났다. 

(그림 16.) 또한 Prazosin 의 경우 Insert paper 에 명시되어 

있는 gastrointestinal and cardiovascular 뿐 아니라 

metabolism and nutrition disorders 에 대한 부작용이 

유의하게 나타났다. 그림 16. 은 해당 약물을 복용한 그룹과 

복용하지 않은 그룹의 Frequency ratio 를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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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 약물 노출군과 비노출군 사이의 Frequency ratio 

(a, Bisacodyl, b. Prazosin, c. Phenylephrine, d. 

Sucralf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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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서울대병원 약물부작용 결과와 FAERS 비교 

MetaLAB 과 MetaNurse 의 약물부작용 결과 중 유의한 

시그널들에 대하여 FAERS database 와 비교 분석 하였다. 대상 

약물 101 개 중 4 개의 약물에 대하여 비교하였다. 

Bisacodyl 의 경우 Gastrointestinal disorders 부작용이 

알려져 있지만 MetaNurse 알고리즘에서 Cardiac disorders 의 

부작용 증상들이 유의한 것을 확인하였다. FAERS 데이터와 

비교해본 결과 Bisacodyl 에 대한 전체 14,645 건 중 354 건 

(2.44%) 39 개의 약물 부작용이 Cardiac disorders 와 관련된 

부작용 보고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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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FAERS Data와의 비교 결과 

Drug 

(SOC) 

No. ADRs 

No. (%) of 

reports in FAERs 

database  

ADR signals stratified by the number of of reports 

<3 reports 3~5 reports 6~10 reports 11~30 reports 

31~50 

reports 

51~100 

reports 

>100 

reports 

Bisacodyl  

(Cardiac 

disorders) 

39 ADRs in 

354 of 14,645 

reports (2.44%) 

 

Atrial hypertrophy, cardioactive drug 

level above therapeutic, cardiorenal 

syndrome, cardiopulmonary failure, 

cardiac pacemaker replacement, 

cardiolipin antibody positive, cardiac 

pacemaker insertion, cardiac flutter, 

cardiac output decreased, cardiac 

failure chronic, cardiac myxoma, 

conduction disorder (n = 12)  

Atrial tachycardia, ventricular 

hypertrophy, ventricular hypokinesia, 

cardiac asthma, cardiac failure acute, 

cardioactive drug level increased, 

cardiac valve disease, ventricular 

dysfunction, cardiac tamponade, 

dyspnoea paroxysmal nocturnal (n = 10) 

Ventricular 

fibrillation, 

cardiomyopathy,cardio

genic 

shock,ventricular 

extrasystoles,dyspnoe

a exertional,cardiac 

murmur,cardiovascular 

disorder (n = 7)  

Cardiac 

arrest,cardiac 

failure,cardiomeg

aly,arrhythmia,at

rial 

flutter,cardiac 

disorder,ventricu

lar tachycardia 

(n = 7)  

Atrial 

fibrillatio

n,cardio-

respiratory 

arrest (n = 

2)  

Cardiac 

failure 

congestiv

e (n = 1) 

 

Prazosin  

(Metabolism 

and nutrition 

6 ADRs in 

110 of 

reports(1.45%) 

Hypernatraemia, hypophosphataemia (n = 

2)  

      

Weight decreased, 

dehydration, 

decreased 

Hyperkalaem

ia (n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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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orders) appetite (n = 4) 

Phenylephrine 

(Psychiatric 

disorders) 

14 ADRs in 

398 of reports 

(4.29%) 

Confusion postoperative, mental 

disorder due to a general medical 

condition, consciousness fluctuating 

(n = 3)  

Disorientation, mental impairment (n = 

2)  

Somnolence, mental 

disorder, delirium (n 

= 3)  

Fear of death, 

confusional 

state, mental 

status changes, 

psychiatric 

symptom (n = 4)  

   

Depressio

n (n = 1) 

Emotional 

distress 

(n = 1)  

Sucralfate 

(Renal and 

urinary 

disorders) 

 

65 ADRs in 705 

of reports 

(1.99%) 

 

Urine output increased, nephritis, 

urinary tract infection pseudomonal, 

bladder spasm, bladder cancer, 

ureteric obstruction, renal cancer 

metastatic, renal artery 

arteriosclerosis, renal tubular 

acidosis, urethral stenosis, urine 

colour abnormal, urine chloride 

decreased, urine bilirubin increased, 

urine calcium decreased, urinary 

bladder haemorrhage, urinary bladder 

rupture, urinary tract infection 

fungal, glomerulonephritis, 

Proteinuria, bladder disorder, renal 

function test abnormal, renal mass, 

renal artery stenosis, renal cancer, 

urine analysis abnormal, urinary tract 

obstruction, bladder prolapse, renal 

haemorrhage, renal transplant (n = 11) 

Chromaturia, 

azotaemia, 

tubulointerstitial 

nephritis, oliguria, 

renal cell carcinoma, 

urinary hesitation, 

urinary tract 

disorder (n = 7)  

Renal disorder, 

renal impairment, 

urinary 

retention, renal 

cyst, urinary 

incontinence, 

renal tubular 

necrosis, urine 

output decreased, 

renal injury (n = 

8)  

Renal 

failure 

chronic (n 

= 1)  

  

Renal 

failure, 

renal 

failure 

acute, 

urinary 

tract 

infection 

(n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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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merulonephritis proliferative, 

bladder pain, bladder neoplasm, 

bladder dilatation, bladder 

diverticulum, bladder obstruction, 

bladder irritation, urge incontinence, 

renal tubular disorder, renal stone 

removal, renal necrosis, renal pain, 

renal haematoma, renal cortical 

necrosis, renal atrophy, renal 

arteriosclerosis, renal ischaemia (n =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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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약물 부작용 평가 (ADR assessment) 

 

가. 표준용어체계 매핑 전문가 리뷰 

 Clinical Narrative(WHO-ART): 서울대병원 SNS 총 

3,595 개와 WHO-ART Preferred term (PT) 2,161 개와 

매핑한 결과 2,277 개의 SNS 와 399 개의 WHO-ART PT 가 

매핑되었다. 그 이후 매핑된 WHO-ART 와 SIDER2 에 있는 

3,209 개의 MedDRA  PT 와 매핑 하였다. 1 차로 MedDRA 

PT 1,235 개와 WHO-ART PT 239 개가 매핑 되었고, 2 차로 

1 차 매핑이 적절히 진행되었는지 판단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MedDRA PT 1,130 개와 WHO-ART PT 267 개와 

SNS 1,934 개가 매핑되었다. MedDRA PT 와 WHO-ART PT 를 

매핑 하는 과정에서 2 명의 임상전문가가 적절성 여부를 

평가 하였으며 평가 결과는 표 9.과 같다. 2 단계에서 

2 명의 전문가의 적절성 여부를 평가한 결과  합의 된 

1,130 개의 MedDRA 에 대해서 매핑한 것으로 정의 

하였다. (Kappa score = 0.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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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boratory (LOINC): 서울대병원에서 활용하는 진단 

검사 총 2,262 개의 검사 중 같은 검사에 대하여 필터 

한 결과 1,859 개의 검사를 추출 하였다. 해당 검사와 

2,000 개의 LOINC 와 매핑한 결과 서울대병원 검사코드 

182 개와 LOINC 277 개가 매핑되었다. 이 과정은 

진단검사 전문의 2 명이 진행 하였으며,  2 차로 Cross-

check 하여 매핑을 완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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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전문가 리뷰 결과 

 

또한 매핑 결과를 전자의무기록의 각 항목 별 정리한 결과는 

그림 17.과 같다. Clinical narrative의 경우 1,130개의 

1 단계 적절성 여부 판단 

 

Evaluator B 

Appropriate Inappropriate 

Evaluato

r A 

Appropriate 824 32 

Inappropriate 293 86 

2 단계 적절성 여부 판단 

 

Evaluator B 

Appropriate Inappropriate 

Evaluato

r A 

Appropriate 1130 6 

Inappropriate 22 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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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dDRA PT가 매핑 되었으며, Laboratory tests 의 경우 939개

의 MedDRA PT가 매핑 되었으며, Disease classification의 경

우 83개의  MedDRA PT가 매핑 되었다.  

 

그림 17. 표준용어체계 매핑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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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Reference standard for Adverse Drug Reaction (RS-

ADR) 

 

약물부작용의 평가 및 평가를 위해서 Reference standard for 

Adverse Drug Reaction (RS-ADR)을 개발 하였다. RS-ADR은 크게 

4개의 파트로 구성 되어 있으며, 각 파트의 역할은 그림 

18.과 같다. Part 1 에는 각 의료기관에서 사용하는 용어들을 

표준용어체계와 매핑하는 과정이며, Part 2 에는 기존 

Reference set인 SIDER, OMOP, EU-ADR에서 제공되는 약물 및 

부작용에 대해서 Reference standard set을 구성하는 

단계이다. Part 3 에는 약물감시 분산 분석 결과를 수집 하는 

단계로 다양한 데이터 소스로부터 분석된 결과들을 수집 가능 

하다. Part 4 에는 각 약물-부작용에 대하여 meta-analysis를 

수행하는 단계이며. 각 연구가 수집 될때마다 결과가 

업데이트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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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8. RS-ADR 구성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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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1] WHO-ART (WHO ADR Reaction Terminology), LOINC 

(Logical Observation Identifiers Names and Codes), ICD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Diseases), ATC 

(Anatomical Therapeutic Chemical) Classification 

Systems를 이용한 각각 (1) Clinical Narratives, (2) 

Laboratory Results, (3) Administrative. (4) Medications 

정보의 매핑 수행. 

 

[Part 2] SIDER와 OMOP Reference Set 및 EU-ADR의 

Reference Standard의 통합으로 약물 유해반응 참조 데이터 

세트 구성 

 

[Part 3] 분산환경에서 (1) 자발적 보고사항, (2) 건강보험 

청구자료, (3) 병원 EMR자료의 통합 질의로 drug-ADR 신호

의 평가 점수화 

 

[Part 4] 상기 분석에서 획득한 통합 데이터의 메타 분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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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한 각 drug-ADR 쌍의 평가를 통한 참조표준 구축. 사용자

의 유연한 적용을 위해 다양한 분석 파라미터를 제공. 

 

RS-ADR (Reference Standard for ADR)은 공공-민간 보건의

료 빅데이터의 체계적 분석과 메타 분석을 통해 아직 알려

지지 않았으나 신호가 존재하는 모든 drug-ADR 사이의 관계

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공함으로써 약물 유해반응 분석

의 실효성을 극대화 가능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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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 RS-ADR 예제 

 

Drug 

Drug aspirin 

ATC Code A1AD05 

 

ADR 

MedDRA PT Hypokalemia 

System organ class (SOC) Investigations 

Part 

1 

Narrative 

WHO-ART   Hypokalemia 

SNS terms at SNUH 

혈중 potassium 수

치 정상 이하임 |저

칼륨혈증 

ICNP 

'mg/dl' 'Not 

Balanced' 'Fluid 

Volume' 

Laboratory 

(max : 6) 

LOINC ID   2823_3 

LOINC Common name 

  Potassium 

[Moles/volume] in 

Serum or Plasma 

H/L/Others   L 

SNUH Lab test code   L3044 

SNUH Lab test name   Potassium (serum) 

Ajou Lab test code   35 

Ajou Lab test name   Potassi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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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ministrative 

ICD code   E87.6 

ICD name   Hypokalaemia 

Part 

2 

Evidence source 

(0 : negative controls,  

1 : positive controls, 2 : 

unknown) 

FDA product label : SIDER 1 

FDA product label + 

Literature : OMOP 

0 

FDA product label + 

Literature + Spontaneous 

data + Mechanism of 

action : EU-ADR 

2 

Part 

3 

Data partner (EHR) 

OR 

 

P-value 

 

Data partner N 

OR 

 

P-value 

 

Part 

4 

Causality assessment (1. 

Certain 

2. Probable/likely 3. 

Possible 

4.Unlikely  

5. Conditional/Unclassified 

6. 

Unassessable/Unclassifiable 

Causality assessment  Possi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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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는 RS-ADR 의 예제로 aspirin 과 Hypokalemia 에 대한 각 

파트 별 결과를 나타내었다. Part 1 에서는 전자의무기록과 

매핑된 표준용어체계에 대한 결과를 나타내었으며, Part 

2 에서는 각 Evidence source 에 대해서  0 : negative 

controls, 1 : positive controls, 2 : unknown 로 나누어 

활용 하였다. Part 3 에서는 다른 의료기관의 결과가 추가 될 

때마다 결과 값이 업데이트 될 수 있다. Part 4 에서는 Part 

3 에서 수집된 결과들을 meta-analysis 하는 단계로 

aspirin 과 Hypokalemia 에 대하여 Summary 된 결과 값을 산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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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약물 부작용 이해 및 예방 (Detected ADR 

understanding) 

 

가.  Bisacodyl-Cardiovascular disorder 리뷰  

2015 년 Gastroenterology 에 게재된 논문을 보면 심장질환이 

있는 환자들의 경우 변비 예방을 위해서 Bisacodyl 을 처방 

하는 경우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MetaNurse 의 결과에서 

Bisacodyl-Cardiovascular disorder 에 대한 유의한 시그널을 

확인 하고 Cardiovascular disorder 질환이 있는 

환자군에서의 Bisacodyl 처방 유무에 따른 분석 및 

Cardiovascular disorder 질환이 없는 환자군에서의 

Bisacodyl 처방 유무에 따른 분석을 수행 하였다. 그림 19.에 

의하면 Cardiovascular disorder (-) Bisacodyl (+) vs. 

Cardiovascular disorder (-) Bisacodyl (-)을 비교하였을 때 

Bisacodyl 처방 그룹에서의 증상이 더 높은 패턴을 보이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또한 그림 20.에 의하면 Cardiovascular 

disorder (+) Bisacodyl (+) vs. Cardiovascular disor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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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isacodyl (-)의 경우 기존에 Cardiovascular disorder 가 

있는 환자군에서도 Bisacodyl 처방 유무에 따라 

Cardiovascular disorder 관련 시그널을 확인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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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9. Cardiovascular disorder (+) Bisacodyl (+) vs. 

Cardiovascular disorder (+) Bisacodyl (-)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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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0. Cardiovascular disorder (-) Bisacodyl (+) vs. 

Cardiovascular disorder (-) Bisacodyl (-)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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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찰 

 

1. 악물감시를 위한 시스템 개발 

 

가. Korea Common data model (K-CDM) 

CDM의 선진 사례인 OMOP CDM과Sentinel CDM의 최적화 및 현지

화를 통한 한국형 공통 (표준) 데이터 모델인 K-CDM 개발하였

다. 기존 CDM의 장단점 비교 분석 및 적용가능한 현지화를 수

행 하였으며 이를 통해 국내 현황에 최적화된 K-CDM 및 ETL 

엔진의 개발과 보급을 통한 실시간 고도 분산형 약물감시체계 

구축이 가능하다. 병원 전자의무기록을 K-CDM으로 변환 하는 

과정에서일부 자료손실을 피할 수 없으며, 이는 CDM을 기반 

연구의 제한점이 있다. 본 연구의 K-CDM은 CDM 요소를 적용하

되, 특히 비정형 EMR 자료에는 EAV (Entity-Attribute-Value) 

Model 적용으로 매핑 단계에서의 자료손실을 예방 가능 하다. 

또한 변환된 데이터에 대해서는 DQM (Data character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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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a Quality Management)과정 수행이 필요하다.  

 

나. MetaLAB & MetaNurse 알고리즘 

본 연구는 기존 연구인 CLEAR 알고리즘의 한계점을 개선한 

MetaLAB과 MetaNurse 알고리즘을 개발 하였다. 고도화된 알고

리즘을 통하여 ADR 신호를 대규모 검출 하여 약물 부작용 지

식베이스를 구축하고 Drug-ADR 참조표준(RS-ADR)에 활용 하였

다. CLEAR 알고리즘은 제한적 약물과 진단 검사에만 적용 가

능한 한계가 있었으나 MetaLAB과 MetaNurse 알고리즘은 이를 

극복하여 전자의무기록에 사용되는 모든 약물과 모든 진단 검

사 분석으로 확장하였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기존의 CLEAR 

알고리즘은 “Pre-defined Gold Standard”가 필요하기 때문

에 적용 가능한 약물이 제한적이었으나 MetaLAB과 MetaNurse 

알고리즘은 전자의무기록에서 참조표준을 직접 추출하여 모든 

약물, 모든 부작용에 대한 관계를 광범위하게 평가 할 수 있

다. 또한 기존 알고리즘의 matched sampling의 한계점을 극복

하고자 Comparison group extraction을 적용 함으로써 직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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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출군/비노출군 비교하여, 나이, 성별, 진료과, 중증도를 보

정한 오즈비 및 Cox proportional hazard를 산출하였다. 분석 

과정에서 연도별 약물 처방 패턴의 변동을 보정하기 위한 

per-year 메타분석을 수행하였으며, 기존에 활용이 어려운 표

준간호진술문(Standard Nursing Statements)을 활용함으로써, 

검출 가능한 약물유해반응 범주를 대폭 향상하였다. 간호진술

문은 매우 광범위하고 일관성 있는 계측을 제공한다는 장점이 

있다[27-29]. 또한 MetaLAB은 전체 26 MedDRA SOC (System 

Organ Class) 중 6개에만 적용가능하지만, MetaNurse는 26개 

SOC 모든 범주에서 ADR 신호 검출이 가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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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RS-ADR (Reference Standard for ADR): 검출신호평가를 

위한 참조표준 

약물 유해반응 검출 알고리즘의 실험 결과의 평가를 위해서는 

모든 Drug-ADR 관계의 성립 여부에 대한 참조표준(“Gold 

Standard for ADR”)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현존하는 

가장 큰 ADR 평가자원인 SIDER 를 사용하였다. 그러나 

SIDER 는 모든 약물, 모든 부작용의 Drug-ADR 관계에 대한 

참/거짓 값을 제공하지 못하며 극히 제한된 약물 Insert 

Package 의 Drug-ADR 관계만을 제공한다는 한계점이 있다. 

MetaNurse, MetaLAB 과 같은 글로벌 알고리즘은 제한적 

SIDER 로 평가하기 어렵기 때문에 drug-ADR 평가자원인 RS-

ADR 를 다음 네 단계로 구축하여, (모든 약 vs. 모든 ADR) 

관계의 전역적 참조표준을 구축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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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1) 국제표준 용어체계 매핑 

(Step 2) 참조데이터 구축 

(Step 3) 분산형 약물 유해반응 시그널 분석 결과 수집  

(Step 4) drug-ADR 쌍의 메타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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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악물감시체계 활용 방안 

가. 의료기관 EMR 빅데이터 연계분석 활성화 가능성 

MetaLAB, MetaNurse, RS-ADR의 개발로 다기관 전자의무기록 

빅데이터 기반의 글로벌 약물 유해반응 신호검출이 가능하다. 

또한 우리 나라는 주요 의료기관의 전자의무기록 빅데이터와 

공공 보건의료 빅데이터(건보공단 국민건강정보 DB, 심평원 

보건의료정보 공개 포털) 등이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본 연구

의 결과를 활성화 가능하다. 또한 다기관 전자의무기록 및 민

간 빅데이터를 연계를 통한 통합적 약물감시체계를 구축하여, 

기존의 자발적 보고 기반 시스템의 한계를 극복 할 수 있다.  

K-CDM 기반 약물 이상사례 신호의 능동적 수집, 인과성 분석 

및 선제적 안전조치의 통합적 근거 마련이 가능하다.  

 

나. 대상 약물의 확장 

본 연구에서는 대상 약물에 대하여 UN list(n=28), Beer's 

criteria(n=107), Precaution for kid(n=79)으로 

진행하였으나, 추가적으로 새로 시판된 약물들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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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이 가능하다. 새로 시판된 약물들의 경우 임상시험에서 

발견되지 못한 부작용들에 대하여 MetaLAB, MetaNurse 

알고리즘을 통하여 발생 가능한 부작용을 스크리닝 한다면 

안전한 의약품 사용이 가능하다. 또한 부작용의 빈도가 높은 

항암제에 적용 할 수 있다. 항암제를 사용함으로써 발생하는 

부작용으로는 오심과 구토, 구내염, 설사, 감염, 출혈과 같은 

부작용들을 MetaNurse 를 통해 활용 가능 하다. 또한 대표적인 

당뇨병 치료제인 DPP-4(Dipeptidyl peptidase-4, 디펩티딜 

펩티다제-4) 억제제의 경우 관절통 장애 부작용으로 미국 

식품의약품(FDA)이 안전성 서한을 발표했으며, 국내에서도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중증 및 장애를 동반한 관절통’을 

내용으로 허가사항을 변경하였다. 이와같은 안전성 서한이 

발표된 약물에 대한 적용이 가능하다[30]. 임상시험에서 

알려진 심근경색증과의 관련성에 관한 안전성 근거는 기존의 

수동적 시스템에서 감지해내기 어려운 건강효과이기 때문에 

MetaLAB, MetaNurse 로 활용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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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대상 부작용의 규칙화 

MetaLAB 및 MetaNurse 를 보다 약물 부작용의 빈도가 높고 

종류가 명확한 항암제에 적용 가능 하다. 항암제는 

항암화학용법제의 종류에 따라 부작용의 종류와 빈도와 

정도는 다르게 나타난다. 국립암센터의 항암제 분류를 따르면 

항암화학요법제의 종류를 크게 세포독성 항암제, 호르몬 

치료제, 생물학적 반응 조절제, 표적치료제로 분류하고 

나타날 수 있는 대표적인 부작용은 다음과 같이 명시하였다.  

- 세포독성 항암제 : 골수기능장애로 임한 감염 ․ 빈혈 ․ 

출혈, 위장관계 부작용(메스꺼움 및 구토, 입안염증, 

식욕저하, 설사 및 변비), 탈모 등 

- 호르몬 치료제 : 안면 홍조, 성기능 저해 

- 생물학적 반응 조절제 : 발열, 오한, 근육통 등 감기유사 

증상 

- 표적 치료제 : 표적 치료는 비교적 정상 세포의 손상을 

최소화하면서 선택적으로 암세포를 공격하기 때문에 부작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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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화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 세포독성약제과 비교시 

골수기능장애나 구토, 탈모 등의 부작용은 적음 

이와 같은 항암화학요법제의 분류에 따라 MetaLAB 및 

MetaNurse 의 약물 및 부작용 별 적용이 가능하다.  

 

라. 다기관 실시간 약물감시체계 구축 

본 연구는 기존 자발적 보고 데이터 의존에서 관찰 빅데이터 

기반으로 진행 되었으며, 기존의 임상연구, 임상 시험 기반의 

자료수집을 통한 연구에서 다기관 EMR, 청구자료, 

약물사용자료, DUR 등 관찰형 보건의료 빅데이터의 직접 

분석을 통한 전역적 연구가 가능하다. K-CDM 을 정의함으로써 

미니센티넬(Mini-Sentinel)과 같이 특정 약물에 대한 안전성 

이슈가 발생하였을 때 FDA 가 문제를 의뢰하면, 협연센터에서 

각 데이터협력기관에서 분석한 결과를 통합하는 고도 분산망 

형태의 분석체계가 가능하다. K-CDM 기반 약물 이상사례 

신호의 능동적 수집, 인과성 분석 및 선제적 안전조치의 

통합적 근거 마련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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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대성과 

 

합리적이고 안전한 의약품 사용 및 평가에 본 연구 결과를 

활용할 수 있으며, 나아가 Drug Label 에 포함된 정보들의 

근거를 마련하거나 변경 할 수 있다. 또한 약물 부작용 

탐색을 위한 약물의 우선 순위를 선정하여 새로운 안전 

정보를 파악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본 연구를 통하여 

전자의무기록을 이용한 약물감시 시스템의 적용을 검토해 볼 

수 있다. 현재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일회성 

분석이 많고 이후 약물 안전성에 대한 대책 마련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 본 연구의 결과를 기반으로 다양한 기관에 적용 

가능하며, 이후 Drug label 에 부작용 정보 수정 및 보완이 

가능하다. ADR Signal 단계에서 개발된 알고리즘에서의 

시그널 해석을 통해 Drug label 에 명시된 부작용 정보에 대한 

수정 및 보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Mini-sentinel 에서 진행하고 있는 프로세스와 

같이 국내에서도 각 기관의 분석 자료를 취합해 



 98

지역약물감시센터의 운영을 용이하게 할 수 있다. 약물 

감시는 약물 처방 단계와 조제 단계에서부터 미리 부작용 

발생 가능성을 파악하여 예방하는 방향으로 가야하며, 약물 

안전 정책에 대하여 안전성 관련 분석과 평가를 위한 

자료들을 생성해야 한다.  

1) 약물감시체계를 정립 할 수 있음.  

 - 전자의무기록 뿐 아니라 다른 데이터로도 확장이 가능함 

2) 의약품 안전성 정보를 관리 할 수 있음. 

 - 기존에 분석되고 정리 되지 않은 자료들이 많음.  

3) 국제 약물 감시체계와 협력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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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구의 제한점 

 

본 연구는 전자의무기록을 기반으로 약물 부작용을 탐색하기 

위한 방법론을 제시하는 연구로 4 가지 파트를 나누어 실제 

약물 부작용을 탐색하기 위하여 적용을 검토하였다. Data 

collection 파트에서 약물 부작용 탐색을 위한 방법인 K-

CDM 을 정의 및 활용 하였다. 약물 부작용을 탐색하기 위해서 

부족한 데이터는 추가로 K-CDM 을 정의 할 예정이다. 또한 

약물 부작용 탐색을 위한 알고리즘의 경우 간호데이터 활용을 

위해 입원 환자로 제한 하였다는 점이 있으며, 랩데이터를 

통한 약물 부작용의 경우 입원, 외래 환자를 전부 포함 할 수 

있다. 또한 알고리즘에서 기존 질환을 고려한 부분을 추가 할 

수 있다. 약물 부작용 평가의 경우 기존에 존재하는 

Reference set 을 통해 만들었으며 이후 확장 및 다른 

데이터가 추가 될 경우 결과를 추가 할 수 있다. 또한 4 개의 

약물에 대하여 FAERS 데이터와 비교 하였으나 이후 대상 약물 

101 개에 대하여 확인을 진행할 예정이다. 



 100

5. 결론  

 

본 연구를 통하여 전자의무기록 기반 약물부작용 탐색이 

가능함을 확인 하였고 이를 통해 합리적이고 안전한 의약품 

사용 및 평가 기반을 구축 할 수 있다. 또한 식약처의 허가 

사항 및 Drug Label 내용의 고도화, 실시간화가 가능할 

것이다. 현재의 약물 부작용 탐색은 일회성 연구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본 연구를 통하여 상시적 약물 안전성 

정보를 수집 및 처리 할 수 있다. 기존에 자발적 보고로 

진행되는 약물 부작용 연구에 대하여 약물 부작용 감시체계 

구축을 통하여 기존에 밝혀지지 않은 새로운 의약품 

지식베이스를 구축 할 수 있다.또한 본 연구를 기반으로 Mini 

sentinel  및 ENCePP 등 국제 약물감시 네트워크에 참여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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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troductio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nable active 

drug surveillance with the proposed methodology which is 

based on electronic medical record (EMR) drug monitoring. 

Drug surveillance of this study consists of the following 

four components: 1) data collection, 2) adverse drug 

reaction (ADR) signal detection, 3) ADR signal assessment, 

and 4) ADR signal understanding. Each component was 

performed using EMR-based pharmacovigilance. The 

importance of pharmacovigilance was noted in 1961 with 

the emergence of birth defects in extremities (phocomelia) 

of children of pregnant women who took thalidomide as a 

morning sickness remedy. Pharmacovigilance through the 

EMR has advantages. It can compensate the limitations 

from under-reporting of ADRs from spontaneous reports. 

Browsing adverse effects of drugs using electronic medic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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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ords is increasing, but a systematic analysis 

methodology is not established. 

 

Methods & Results: This study is based on four components 

of pharmacovigilance, which are analysis, monitoring, 

evaluation, and prevention. It proposes the use of 

electronic medical records for pharmacovigilance. The 

objective of the present study was to enable the expansion 

and retention of adverse drug effect research by providing 

a framework for drug surveillance. 

 

1) Data collection: The data for ADR detection was 

collected from the EMR. We propose the Korea 

common data model (K-CDM), based on the Sentinel 

CDM and the OMOP CDM , which uses EMRs for 

ADR detection. The EMR data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Hospital was converted to the K-CD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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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ucture. Data not defined in the CDM, such as 

other Case report form (CRF) will be converted 

using the entity–attribute–value (EAV) model.  

 

2) ADR signal detection: Adverse drug reaction 

detection algorithms were developed using 

laboratory and nursing data in EMRs. The majority 

of ADR studies based on EMRs used laboratory data. 

However, there are limitations in exploring ADRs 

using only laboratory data, as the range of 

detectable ADRs is confined to quantifiable ADRs. 

To compensate for this, the present study 

developed and applied ADR detection algorithms by 

navigating laboratory and nursing data in the EMR. 

(MetaLAB, MetaNur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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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ADR signal assessment: This study proposed signal 

evaluation methods for ADRs based on standard 

vocabularies (WHO-ART, MedDRA, LOINC, ICD 

etc.) In order to evaluate the various signals 

generated from the ADR detection algorithms, an 

ADR reference set is required. Therefore, this study 

developed a reference standard for ADR (RS-ADR) 

and applied this for evaluating the detected ADRs. 

 

4) ADR signal understanding: In order to understand 

and prevent ADRs, this study used the MetaLAB and 

MetaNurse algorithm to explore drug-side effects 

with meaningful signals. The results of MetaNurse 

revealed significant signals for bisacodyl related 

cardiovascular disorders. We reviewed bisacodyl 

prescriptions in patients with cardiovascular 

disorders and the presence or absence of bisacody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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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criptions in patients without cardiovascular 

disorders. Through this chart review, meaningful 

signals were identified and evaluation was made for 

proper use of drugs. We also compared ADR rates in 

FAERS data against the ADR signals obtained from 

MetaLAB and MetaNurse to evaluate the signal. 

 
 
Conclusions: Through this study, we can examine the 

application of pharmacovigilance systems using EMR. 

Pharmacovigilance should be performed during drug 

prescribing and preparation to identify and prevent 

potential side effects. It is also necessary to generate data 

for safety analysis and evaluation of drug safety policies. It 

is possible to 1) establish a pharmacovigilance system 

using EMR, 2) manage drug safety information, and 3) 

strengthen cooperation with the international 

pharmacovigilance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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