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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만성콩팥병(chronic kidney disease, CKD) 환자들은 잦은 입원

율, 높은 사망률 및 유병률을 보이며 말기신부전(end-stage renal 

disease, ESRD)으로 진행될수록 복잡한 증상과 합병증

(complications)이 발병하는 경향을 지닌다. 만성콩팥병 환자들은 

만성콩팥병의 원인질환뿐만 아니라 많은 합병증 및 병존질환

(comorbid diseases)을 지니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NKF-K/DOQI 가이드라인에서는 이러한 합병증과 별도로, 병존질

환을 정의하고 병존질환은 다시 만성콩팥병 원인 질환, 만성콩팥병

과 무관한 질환 및 심혈관계 질환으로 분류한다. 

만성콩팥병 환자에서 신기능이 감소할수록 다양한 합병증이 발생

하는 경향을 지니므로, 조기 진단과 함께 합병증 및 병존질환에 대

한 적절한 약물치료를 통해 말기신부전으로의 진행을 예방하거나 

지연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약물관련문제란, 환자에게 있어 최적의 치료결과 달성에 잠재적 

또는 실제로 해를 미칠 수 있는 약물치료와 관련한 사건(events) 

또는 환경(circumstances)을 의미하며, 입원환자에서는 약물 처방 

및 투약 오류로 인해 부적절한 약물 사용이 빈번하게

 발생한다. 약물관련문제는 입원 시 이상반응의 흔한 원인으로서 

유병률 및 사망률, 재원기간, 의료비용의 증가에 유의한 영향을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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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만성콩팥병 환자에서도 다제약물병용

(polypharmacy), 신기능에 따른 약 용량 조절, 약물 비순응

(nonadherence) 이력, 약력의 불일치(medication record 

discrepancy)와 같은 원인으로 인해 약물관련문제 발생 위험이 높

다. 

약물관련문제를 확인하고, 예방 및 해결하는 것은 약료서비스의 

과정의 핵심이며, 다학제적인 접근을 필요로 한다. 임상약사는 약료 

전문가로서 의사, 약사, 간호사, 영양사로 구성된 다학제적 팀 의료

(multidisciplinary team care, MTC)를 통해 약료서비스를 제공한

다. 선행 연구에서 만성콩팥병 환자를 대상으로 임상약사가 수행하

는 약료서비스는 임상적 치료 효과뿐만 아니라, 순응도 개선, 비용 

감소, 입원율 감소, 삶의 질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만성콩팥병 환자 대상 약료서비스는 약력관리, 약력의 불

일치 조정, 치료적 모니터링 권고, 환자에게서 약물관련문제를 도출

하고 약물관련중재를 수행하는 일반적인 약료서비스에서, 약사가 조

절하는 빈혈 관리 프로그램과 같은, 질환-특이적인 약물요법 관리 

서비스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임상약료서비스를 포함하고 있다.

서울대학교병원 신장내과 병동에서는 임상약사가 2008년부터 다

학제적 팀 환자치료에 참여하면서 임상약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임상약사에 의해 도출된 약물관련문제에 대해 의료진을 대상으로 

약물관련중재(drug related intervention, DRI)를 수행한 이력은 

체계화된 PCNE (Pharmaceutical Care Network Europe) 분류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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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를 이용하여 원인과 문제 유형에 따라 전향적으로 기록하고 있다.

현재까지 만성콩팥병 환자를 대상으로 임상약사의 역할을 분석하

기 위한 연구들은 있어왔으나, 대부분이 말기신부전 투석환자를 대

상으로 연구하였고, 검증된 도구를 이용하여 만성콩팥병 환자의 약

물관련문제의 특성을 분석하고, 약물관련중재의 임상적 유의성을 평

가한 연구는 전무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3차 의료기관에 입원

한 만성콩팥병 환자를 대상으로 임상약사가 도출한 약물관련문제에 

대해 수행된 약물관련중재의 임상적 유의성을 평가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2009년 1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서울대학교병원 신

장내과 병동에 입원한 만성콩팥병 환자에 대해서 수행한 모든 약물

관련중재를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기간 내 수행

된 복약상담, 치료적 모니터링 및 약물관련중재 건수를 분석하였고, 

만성콩팥병 합병증, 병존질환과 관련한 약물관련중재는 PCNE 분류

체계의 원인과 문제 유형을 결합하여 분석을 시행하였다. 중재의 임

상적 유의성은 Overhage et al. (1999) 기준을 이용하여 평가했으

며, 중재의 임상적 유의성이 가장 높은 질환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약물관련중재 분석을 수행하였다. 

4년 간 임상약사에 의해 3,908건의 약물관련중재가 이루어졌고, 

환자 1인 당 약 0.95건의 중재가 발생하였다. 가장 높은 빈도로 중

재가 이루어진 약물관련문제는 ‘적응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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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치료가 되지 않은 경우’로 전체 중재 중 37.28%를 차지하였

다. 만성콩팥병 합병증과 병존질환 모두에서, 약물관련문제의 문제 

유형의 빈도는 치료효과, 이상반응, 치료비용 순으로, 원인 유형의 

빈도는 약물의 선택, 용량의 선택, 물류(logistics) 순으로 높게 나

타났다. 다빈도 중재가 이루어진 상위 10개 합병증 및 병존질환에 

대해 중재 유형을 분석했을 때, 합병증에서 CKD-MBD (28.0%), 

병존질환에서는 위장관계 증상 조절 및 위궤양 예방요법(25.44%)

에 대해 가장 많은 중재가 이루어졌고, 모두 ‘적응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치료가 되지 않은 경우’약물치료를 권고하는 중

재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전체 약물관련중재에 대해 임상의가 수용한 중재의 비율은 

84.88%였으며, ‘매우 유의한’ 수준의 중재는 ‘어느 정도 유의

한’, 또는 ‘유의한’ 정도의 중재에 비해 수용률이 더 높았다. 만

성콩팥병 합병증 및 병존질환 간 약물관련중재의 유의성은 통계적

으로 유의하게 다른 경향을 나타냈다(p<0.001). 연구에서 가장 중

재의 빈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난 CKD-MBD와 빈혈, 두 합병증에 

대해 수행된 중재는 유의성 또한 가장 높았다. 

본 연구에서 만성콩팥병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임상약사가 수행한 

약물관련중재는 치료의 유효성, 이상반응, 비용 측면에서 다각적으

로 이루어졌으며, 대부분의 중재는 ‘임상적으로 유의한’ 정도로 

평가되었다. 본 연구 결과를 통해 만성콩팥병 합병증 및 병존질환별 

임상적으로 유의한 중재 유형을 분석할 수 있으며, 연구 결과는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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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콩팥병 환자 대상 근거중심의 약물관련중재 프로토콜 및 가이드

라인을 개발하는 데에 활용될 수 있다.

중재의 빈도와 임상적 유의성이 가장 높았던 CKD-MBD와 빈혈

에 대해서는 향후 임상약료서비스의 유효성과 장기적인 임상적 지

표의 연관성을 입증하기 위한 전향적 연구의 설계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주요어: 만성콩팥병, 약물관련중재, 임상약사, 약료서비스, 합병증, 

병존질환

학  번: 2012-2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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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1. 만성콩팥병 환자의 특성

만성콩팥병(chronic kidney disease, CKD) 환자들은 높은 사망

률 및 잦은 입원, 기대 여명 감소를 보이며1 말기신부전(end-stage 

renal disease, ESRD)으로 진행될수록 복잡한 증상과 합병증

(complications)이 발병하는 경향을 지닌다. 만성콩팥병 환자들은 

만성콩팥병의 원인질환뿐만 아니라 많은 합병증 및 병존질환

(comorbid diseases)을 지니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신장 기

능이 감소할수록 신장의 내분비(endocrine) 및 외분비(exocrine)

선 손상으로 인해 다양한 합병증이 발생하고 그 중증도가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낸다.2 NHANES III 조사3에 따르면 20세 이상의 성인 

만성콩팥병 환자에서 사구체여과율(glomerular filtration rate, 

GFR)이 감소할수록 평균 만성콩팥병 합병증 수가 유의하게 증가 

(p < 0.001)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만성콩팥병 환자에서 흔하게 발생하는 합병증에는 고혈압, 빈혈, 

영양결핍, 신성 골이영양증(chronic kidney disease-mineral 

bone disorder, CKD-MBD), 신경병증 등이 존재하며, 기존의 코

호트 연구4,5를 통해 사구체 여과율 범위에 따라 주요 합병증의 유

병률이 보고된 바 있다. 고혈압은 신기능이 감소하기 시작하는 비교

적 초기 단계인 GFR 90ml/min/1.73m2 미만에서, 빈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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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ml/min/1.73m2 미만, 고혈압은 60ml/min/1.73m2 미만, 저알부

민혈증(hypoalbuminemia), 대사성 산증, 고인산혈증

(hyperphosphatemia) 및 이차성 부갑상선기능항진증(secondary 

hyperparathyroidism)은 45ml/min/1.73m2 미만, 그리고 

25(OH)vitamin D 결핍증은 30ml/min/1.73m2 미만에서 유병률이 

급격히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낸다.2

따라서 만성콩팥병 1-2단계(GFR > 60ml/min/1.73m2)에서는 

원인질환을 밝히고 치료를 시작함으로써 만성콩팥병의 진행을 지연

하고, 3단계 이상에서는 질환이 진행되면서 나타날 수 있는 대사성 

산증, 전해질 불균형, 빈혈, CKD-MBD 등의 합병증에 대한 조사와 

함께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만성콩팥병 4단계 이상 환자에서는 

투석, 이식과 같은 신대체요법(renal replacement therapy, RRT)

에 대한 준비를 시작하고 말기신부전으로 투석 또는 이식을 하게 

될 경우에도 여러 합병증 및 심혈관계 질환에 대한 치료의 적절성

을 유지해야 한다.6

 NKF-K/DOQI (National Kidney Foundation–Kidney Disease 

Outcomes Quality Initiative) 가이드라인7에서는 이러한 합병증과 

별도로, 병존질환을 정의하고 병존질환은 다시 특성에 따라 1) 만성

콩팥병 원인 질환, 2) 만성콩팥병과 무관한(unrelated) 질환 (예, 

만성폐쇄성폐질환(COPD), 위식도역류성질환(GERD), 알츠하이머병 

등) 및 3) 심혈관계 질환(cardiovascular disease)으로 분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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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만성콩팥병 합병증(CKD-complications)

1.1.1. 만성콩팥병 환자에서의 고혈압

고혈압은 만성콩팥병 환자에서 심혈관계 위험을 높이는 일반적인 

위험 인자이며, 만성콩팥병 2-3단계 환자에서 고혈압은 새로운, 또

는 재발성 심혈관계 질환 발생 위험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보고된

다.8 특히, 수축기 혈압은 말기신부전 투석환자에서 호흡수

(respiratory rate, RR) 또는 이완기 혈압보다 심혈관계 사망률 증

가와 강한 상관관계를 지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환자의 생존율에 

관련한 역학조사 결과에 따르면 U 커브 관계(U-shaped 

relationship)를 보여 고혈압뿐만 아니라 과도한 저혈압이 생명 예

후를 악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난다.9 만성콩팥병 환자에서 혈압을 조

절하기 위해서 칼슘 길항제, 안지오텐신 변환효소 억제제

(angiotensin converting enzyme inhibitor, ACEI), 안지오텐신 

수용체 길항제(angiotensin receptor blocker, ARB), 베타 차단제

(beta blocker), 알파 차단제(alpha blocker)를 단독 또는 병용해

서 사용할 수 있으며, 특히 ACEI, ARB는 심혈관계 합병증 예방에 

우월한 것으로 밝혀진 바 있다. 약물 치료 또는 투석 중 빈번하게 

발생하는 저혈압은 혈관의 반응성 저하, 혈역동학적으로 불충분한 

보상에 의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원인을 알고 이에 대한 적절한 

예방 및 치료를 시행하는 것이 중요하다.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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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만성콩팥병 환자에서의 당뇨

당뇨는 만성콩팥병의 주요 원인질환으로서 당뇨병성 신병증

(diabetic nephropathy, DMN)으로 인한 말기신부전으로 진행에 

영향을 미치며, 말기신부전 환자에서는 이식 후 면역억제제 사용으

로 인해 당 조절의 이상, 이식 후 당뇨(post-transplant diabetes 

mellitus, PTDM)가 발생할 수 있어, 당 조절의 중요성이 강조된다. 

만성콩팥병 당뇨환자에서 사구체 여과율이 감소하게 되면, 인슐린의 

청소율(clearance) 또한 감소하여 저혈당 발생 위험이 높아지게 되

고 항당뇨약제의 용량 조절을 필요로 하게 된다. 낮은 공복 혈당 및

/또는 당화혈색소(HbA1c)는 총 사망률(all-cause mortality) 및 

심혈관계 사망률 감소와 유의하게 연관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바 

있으며,11 KDIGO (Kidney Disease: Improving Global 

Outcomes) 가이드라인에서는 혈압 조절, 항혈소판 요법

(antiplatelet therapy), 지질강하제의 사용 등 심혈관계 위험인자의 

조절을 함께 고려하며 혈당을 조절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2 

1.1.3. 만성콩팥병 환자에서의 빈혈

빈혈은 만성콩팥병이 진행됨에 따라 발생하며 발생 기전은 다양

하나 (예, 철분, 엽산, vitamin B12 결핍, 위장관계 출혈, 중증 부갑

상선항진증, 전신 염증, 적혈구 수명 감소), 만성콩팥병-특이적인 

주요 원인은 조혈호르몬 결핍(erythropoietin-deficiency)으로 볼 

수 있다.11 조혈호르몬은 신장의 사이질 섬유모세포(interstit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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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broblast)에서 분비되어 골수에서 적혈구 세포의 성숙 및 분화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만성콩팥병 환자에서 요세관사이질 섬유화

(tubulointersititial fibrosis)가 진행되면서 조혈호르몬 생성능이 감

소하고, 빈혈이 나타나게 된다. 만성콩팥병 환자에서 발생한 빈혈에 

대한 대규모 연구들12-16을 통해 낮은 헤모글로빈 수치는 높은 입원

율, 심혈관계 질환 발생, 인지 능력 저하, 사망률 지표와 연관되어 

있음이 증명된 바 있다.

1.1.4. 만성콩팥병 환자에서의 이상지질혈증

이상지질혈증은 심혈관계 질환의 유병률 및 사망률의 주요 위험 

인자로서 만성콩팥병 환자에서 흔하게 나타난다. 일반적으로, 고지

질혈증의 발생은 신기능이 감소하거나 단백뇨가 증가함에 따라 증

가하며, 중성지방 및 LDL 콜레스테롤의 증가는 신기능의 악화와 비

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1 만성콩팥병 환자를 대상으로 전향적 

대규모 무작위배정 연구를 수행한 SHARP (Study of Heart and 

Renal Protection)17 결과에 따르면 simvastatin/ezetimibe 병용요

법을 통한 LDL 콜레스테롤의 감소가 관상동맥질환 감소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를 바탕으로 만성콩팥병 4단계 이상인 

환자에서는 심혈관계 위험인자에 따른 지질강하제의 사용이 권고되

고 있다.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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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 만성콩팥병 환자에서의 신성 골이영양증

신장은 인(phosphorus)을 배출하는 동시에 25(OH)vitamin D를 

hydroxylation을 통해 활성화시키는 기관으로서, 신기능이 감소함

에 따라 칼슘/인 대사의 이상이 나타나고, 낮거나 높은 골 전환

(bone turnover)으로 인해 대사성 골 질환(metabolic bone 

disease)이 발생하게 된다. 칼슘 수치의 감소는 칼슘 농도에 반응하

는 부갑상선 호르몬(parathyroid hormone, PTH) 분비를 증가시켜 

이차성 부갑상선기능항진증을 유발하고, 높은 인 수치와 이차성 부

갑상선기능항진증의 발생은 만성콩팥병 환자의 혈관 석회화에도 영

향을 주어 부정맥, 좌심실 비대 등의 심혈관계 부작용을 높이며, 사

망률을 증가시킨다.18 따라서 이를 예방하기 위해 CKD-MBD 환자

에서는 칼슘/인/PTH/비타민 D를 조절하는 균형 있는 약물요법이 

요구된다. 

1.1.6. 만성콩팥병 환자에서의 대사성 산증

신장은 산의 배출에 대한 적응 반응으로 혈중 중탄산염(serum 

bicarbonate) 농도가 감소하는 기전을 일차적으로 예방하는 역할을 

수행하는데, 사구체 여과율이 40ml/min/1.73m2 미만으로 감소하면 

대사성 산증이 빈번하게 발생하게 된다. serum bicarbonate 농도

가 22mmol/ml 미만으로 감소하는 것은 만성콩팥병의 예후 및 사망

률 증가와 연관되어 있으며, 반대로 serum bicarbonate 농도 

32mmol/ml 이상은 신기능과 무관한 사망률 증가에 기여하는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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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알려져 있다.2 가이드라인에 따라 특별히 금기사항이 없다면, 만

성콩팥병 환자에서 serum bicarbonate 농도가 정상 범위 미만으로 

감소했을 때 경구용 bicarbonate 보충 요법이 추천된다.2 

1.1.7. 만성콩팥병 환자에서의 고요산혈증

고혈압과 당뇨, 당뇨 위험 인자를 지닌 환자에서 혈중 요산 농도

의 증가는 빈번하게 발생하며, 고혈압이 있는 만성콩팥병 환자에서

는 전신 혈압의 증가 및 신장 혈관의 수축으로 인해 요산 수치가 

상승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Weiner DE et al. (2008)19에서는 

사구체 여과율 및 크레아티닌(creatinine, Cr)을 기반으로 회귀모델

을 설계했을 때, 요산 수치가 높을수록 만성콩팥병 발생 위험이 상

승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odds ratio 1.07 [95% CI, 1.01 – 
1.14]), Ishani A et al. (2006)20은 높은 요산 수치가 신장 질환

의 발병(incidence)보다는 신기능의 감소를 반영하는 지표로서 이

용될 수 있음을 시사하였다.

1.1.8. 만성콩팥병 환자에서의 전해질 및 체액 불균형

신장은 체액량 및 삼투압, 산-염기 이상 및 전해질의 항상성을 

유지하는 데에 많은 부분을 담당하고 있으며, 신장 세뇨관의 재흡수 

및 분비에 문제가 생기면 전해질과 기타 용질 농도의 이상이 발생

한다. 소변량이 감소함에 따라 체액이 저류(retention)되고, 염분 

섭취에 대한 적응 기전을 상실하게 되면 나트륨의 저류로 인해 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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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 상승을 야기할 수 있으며, 부종 및 혈압 조절을 위해 이뇨제를 

사용하게 된다.21 특히 투석을 받는 말기신부전 환자에서는 소변을 

통한 수분 배설이 거의 없으므로, 체액의 지나친 증가는 부종뿐만 

아니라 콩팥 기능을 악화시키며 심한 경우 폐부종을 일으킬 수 있

다.22 

신장을 통한 배설능이 감소된 만성콩팥병 환자에서는 과일 및 채

소에 다량 함유되어 있는 칼륨(potassium)으로 인해 고칼륨혈증

(hyperkalemia)이 빈번하게 유발될 수 있으며, 중증으로 진행 시 

근육 및 심장에 영향을 줄 수 있고23 반면, 루프계 이뇨제의 사용, 

장관을 통한 칼륨 소실 등으로 인해 저칼륨혈증(hypokalemia)이 

나타나기도 한다. 만성콩팥병 환자에서 전해질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식이 조절 및 신대체요법(renal replacement therapy, RRT)

과 같은 비 약물요법과 함께, 원인이 되는 약물을 조정하거나 전해

질을 직접 조절하는 약물학적 요법이 이루어질 수 있다.23

1.1.9. 만성콩팥병 환자에서의 영양결핍

만성콩팥병 단계가 진행될수록 환자의 영양 요구량은 변하게 되

고, 신기능 감소로 인해 단백질, 수분, 나트륨(sodium), 인

(phosphorus) 및 칼륨의 대사가 영향을 받게 된다. 충분한 영양 섭

취에도 불구하고 영양분 이용에 변화가 나타나는 경우 ‘요독성 영

양결핍(uremic malnutrition)’이 나타날 수 있고 이는 단순히 불

충분한 영양 섭취로 인한 영양결핍과 구별된다.11 만성콩팥병 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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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영양 결핍은 투석 시작 전 환자의 사망률 및 유병률을 증가시

키는 인자로서 생존과 밀접한 연관성을 지닌다.24 만성콩팥병 4-5

단계 환자들은 특히 혈청 알부민, 부종이 없는 상태의 실제 체중, 

식사 기록 점검 등을 통해 주기적으로 영양상태의 측정이 요구되며, 

적절한 원인 평가와 함께 교정이 이루어져야 한다.25 

1.2. 만성콩팥병 환자에서의 병존질환

병존질환은 일차 질환 (예, 만성콩팥병) 외에 환자가 지니고 있는 

질환으로 정의되며,3 K/DOQI에서는 이를 합병증과 구분하여 분류

하고 있다. 만성콩팥병 병존질환의 유병률에 대해 조사한 미국의 대

규모 코호트 연구(KEEP, NHANES(1999-2006))26,27에서는 고혈

압, 당뇨와 같은 만성콩팥병의 원인질환 외에 관상동맥질환

(coronary heart disease), 울혈성심부전(congestive heart 

disease), 대뇌혈관성 질환(cerebrovascular disease), 말초 혈관 

질환(peripheral vascular disease) 등의 심혈관계 질환 및 암

(cancer)이 병존질환에 포함되었다. Wei-Chih Kan et al. 

(2013)27에서는 최근 혈액 투석 및 복막 투석을 시행 받는 말기신

부전 환자를 대상으로 신 동반질환 지수(new comorbidity index, 

nCI)의 사망률 예측 인자로서의 가능성에 대해 연구하였는데, 

21,051명의 65세 이상 말기신부전 환자 코호트에서 ICD code로 

추출한 병존질환으로서 부정맥을 포함한 심혈관계 질환 이외에 만

성폐쇄성 폐질환, 위장관 출혈, 간질환, 암이 포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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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혈관계 질환은 만성콩팥병 환자에서 말기신부전으로의 진행보

다 더 빈번하게 발생하는 질환으로 알려져 있으며, 만성콩팥병은 그 

자체로서 심혈관계 질환의 위험 인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병존질

환 중 ‘만성콩팥병과 무관한 질환’과는 별도로 분류될 수 있다.2 

만성콩팥병 환자에서의 심혈관계 질환은 예방/치료가 가능한 질환인 

동시에, 사망과 관련된 주요 원인 질환으로 여겨지는데, 미국신장재

단(national kidney foundation, NKF)에서 수행한 연구 결과에 따

르면 일반 인구에 비해 만성콩팥병 투석 환자에서 심혈관계 질환으

로 인한 사망률은 10배에서 30배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28 또한, 

만성콩팥병 환자에서 합병증으로 빈번하게 나타나는 고인산혈증, 빈

혈 등은 심혈관계 질환 발생의 위험인자로 작용하기 때문에 만성콩

팥병의 합병증 조절은 장기적으로 심혈관계 질환의 유병률 및 사망

률에도 영향을 미친다.29

만성콩팥병 환자는 요독증의 악화로 인한 요독소의 축적, 영양 결

핍 등으로 인해 일차성 숙주 방어 체계에 문제가 생기고 세균성 감

염 위험이 높아질 수 있는데, 이로써 발생한 폐렴, 요로감염, 패혈증

과 같은 감염성 질환(infectious disease)은 심혈관계 질환의 위험

을 높이는 또다른 기여 인자가 될 수 있다.30 이 밖에도 만성콩팥병 

환자에서 장기 이식, 사구체 신염으로 인한 면역억제제 사용, 혈당 

조절 이상, 이차성 부갑상선 기능항진증, 투석, 감염에 대한 점막 또

는 경피적 보호막의 파괴는 면역학적 이상에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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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성 질환의 발생 위험을 높인다.31

만성콩팥병 환자에서는 만성질환을 앓게 되면서 나타나는 신체적

인 증상 및 장기간 지속적인 치료, 직업능 상실, RRT에 대한 부담

감으로 인해 우울증을 비록한 정신과적 장애가 흔하게 나타날 수 

있다.32 혈액투석을 유지하는 환자는 우울증과 관련한 증상이 더 빈

번하게 나타나며, 이는 삶의 질 감소뿐만 아니라 심혈관계 관련 사

망률 증가에도 영향을 주는데, 정신적 고충과 심혈관계 질환의 연관

성은 시상하부-뇌하수체-부신 축   

(Hypothalamic-Pituitary-Adrenal (HPA) axis)의 활성으로 인

한 염증촉진(proinflammatory) 시토카인의 분비 증가와 같은 병리

적 원인으로 설명되기도 한다.33 복막투석 환자 및 RRT를 하지 않

는 만성콩팥병 환자에서도 우울증 관련 증상은 흔하게 발생하며, 

Pagels et al. (2012)34에서는 RRT를 하지 않는 만성콩팥병 환자

가 투석을 시작하는 시점에서 건강관련 삶의 질 측정 지표

(health-related quality of life, HRQOL)가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

낸 바 있다. 

만성콩팥병이 진행될수록 tPA, PAI-1, fibrinogen과 같은 응고

관련인자의 이상은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며, 응고 관련 문제를 일으

킨다.35 만성콩팥병 환자에서 혈소판 이상을 유발하는 요독소의 증

가 및 빈혈은 반대로 출혈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으며, 그 외 다

양한 병태생리적 기전으로 인해 혈전색전성(thromboembolic) 문



12

제, 출혈성 합병증의 발생 위험이 높아진다. 따라서 ACEI, ARB, 

지질강하제, 항혈소판제를 적절히 사용하여 심혈관계 질환의 위험요

소를 조절하면서,35 신장으로 배설되는 항응고약제(anticoagulants)

의 신기능에 따른 용량에 주의하여 항응고요법을 실시하고 주의 깊

은 모니터링이 요구된다.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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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만성콩팥병 환자에서의 약물관련문제

2.1. 약물관련문제(drug related problem, DRP)

약물관련문제란, 환자에게 있어 최적의 치료결과 달성에 잠재적 

또는 실제로 해를 미칠 수 있는 약물치료와 관련한 사건(events) 

또는 환경(circumstances)을 의미하며,37 약물 투약 전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투약 오류(medication error), 일반적으로 환자에서 

예방, 진단 또는 환자의 치료, 생리학적 기능 변화를 위해 사용되는 

약 용량에서 나타날 수 있는, 의도하지 않은 약물의 이상반응

(adverse drug reaction)을 모두 포함한다.38  

2.1.1. 만성콩팥병 입원환자에서의 약물관련문제

약물관련문제는 입원을 한 환자에서 약물 처방 및 투약 오류 등

으로 인해 많이 발생하며, 특히 약물 치료가 중점적으로 이루어지는 

내과계 병동 내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된다. 

Krahenbuhl-Melcher et al. (2007)39에서 수행한 입원환자에서 

발생한 약물관련문제의 체계적 문헌고찰(systematic review)에서

는 평균적으로 모든 약물 투약 과정에서 투약 오류가 5.7% 

(range, 0.038 – 56.1%), 약물관련문제로 인한 이상반응 발생률이 

입원 환자의 6.1%(range, 0.17 – 65%)인 것으로 나타났다. 입원 

환자에 대해서는 병동 내에서 의사, 간호사, 임상약사의 모니터링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즉각적인 약물관련 이상반응을 보고할 

수 있으며, 이전에 발생한 약물관련 이상 반응 이력에  대해서는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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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으로 남기기 때문에 약물관련문제를 파악하기에 유리한 환경을 

지니게 된다.

부적절한 약물 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약물관련문제는 입원 시 

이상반응의 주요 원인으로서 유병률 및 사망률, 재원 기간, 의료비

용의 증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40-43 

Khalili H et al. (2011)44에 따르면 이러한 약물관련문제는 입원 

환자의 유병률 및 사망률의 약 6.5%와 연관된 것으로 나타나지만, 

약물관련문제의 3분의 2는 예방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입원 환

자에서 발생하는 약물관련 이상반응의 예방 가능한 비율

(preventability rate)을 조사했을 때, 중간값(median) 35.2% 

(range, 18.7 – 73.2%)가 예방할 수 있는 문제로 분석되었다.45

2.2. 만성콩팥병 환자의 약물관련문제

2.2.1. 만성콩팥병 환자에서의 다제약물병용(polypharmacy)

만성콩팥병이 진행되어 환자가 지니는 합병증의 개수는 점차 증

가하면, 이에 따라 합병증을 치료/예방하기 위한 약제의 사용 또한 

늘어나게 되는데, 기존 연구들에 따르면 투석을 하지 않는 만성콩팥

병 3 - 5단계 환자는 평균적으로 8 ± 4 개의 약물을 복용하며,46 

투석을 하는 말기신부전 환자들은 5 - 6가지의 병존질환에 대해 

평균적으로 12개 이상의 약물을 복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47

다제약물병용은 순응도가 낮은 노인환자가 대부분인 만성콩팥병 

환자에서 특히 문제가 되는데, 이러한 환자에서는 신기능에 직접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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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영향을 줄 수 있거나 다른 약물의 흡수, 대사, 분포, 배설과 관련

하여 상호작용을 일으키는 비처방 의약품, 생약제제를 병용하는 경

우가 빈번하여 약물에 의한 이상 반응이 발생할 위험이 높다.48 

2.2.2. 만성콩팥병 환자에서의 약물용량 조절

약물관련문제는 모든 단계의 만성콩팥병 환자에서 나타날 수 있

는데, 투석을 하지 않는 만성콩팥병 환자 및 투석환자에서 흔하게 

발생한다. 환자들은 잦은 모니터링을 요하는 약물 또는 변화하는 신

기능에 따라 용량 조절을 필요로 하는 약물을 복용하는 경우가 많

으며, 기존 연구들47,49-51을 통해 용량 조절의 오류가 만성콩팥병 환

자에서 가장 중요한 약물관련문제들 중 하나로 밝혀진 바 있다.

신기능이 감소하게 되면 신장으로 배설되는 약물의 축적이 일어

나게 되고 digoxin, aminoglycoside와 같은 치료역이 좁은 약물은 

특히, 축적으로 인한 독성이 유발될 수 있으므로 용량 감량 또는 투

약 간격을 늘리거나, 현 상황에서 불필요한 약물의 경우에는 중단하

는 중재가 이루어져야 한다. 또, 신기능 감소에 직접 영향을 주거나, 

신독성을 유발할 수 있는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제(NSAIDS), 프로톤 

펌프 억제제(proton pump inhibitor, PPI), ACEI, ARB 등의 약물

은 만성콩팥병 환자에서 급성신부전(acute renal failure, ARF)를 

일으키는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사용에 유의해야 할 필요가 있

다.52,53 만성콩팥병 환자에서는 사구체 신염 또는 신장 이식 후 면

역억제제를 복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cyclosporine, tacrolim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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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rolimus와 같은 면억억제제는 주로 CYP3A4, P-glycoprotein의 

기질로서 병용 투약되는 약물과의 상호작용이 우려되는 경우가 많

아, 적절한 약 용량 조절 및 대체 약물의 사용이 권고된다.54

혈액 및 복막투석, 지속 신대체요법(continuous renal 

replacement therapy, CRRT)을 시행 받는 말기신부전 환자에서는 

투석으로 의해 제거되는 약물의 영향 또한 고려해야 하며, 투석 후 

추가적 용량 투약 또는 투약 시점 변경을 통해 충분한 치료적 효과

를 얻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53

2.2.3. 만성콩팥병 환자에서의 약물 비순응(medication 

nonadherence)

대부분의 만성질환에서 질환 관리의 핵심은 매일 지속되는 약물

요법이지만, 약물에 대한 비순응은 치료 목표에 도달하는 데 주요 

장애가 된다. 약물에 대한 순응도의 감소는 질환의 악화, 사망률, 비

용 증가에도 밀접한 연관성을 지니는데,54 특히 만성콩팥병 환자에

서는 병존질환으로 인한 많은 복용 약물 개수, 복잡한 약물요법,55 

노인 환자에서 인지능 저하, 우울증으로 인한 치료 의지의 감소32와 

같은 심리적 요소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원인으로 인해 순응도의 감

소가 나타난다. 만성콩팥병 환자를 대상으로 약물의 순응도에 대해 

질적 연구(qualitative study)를 수행한 Rifkin DE et al. (2013)56

에서는 인 결합제(phosphate binder), 지질강하제, 정신과 약물

(psychiatric drugs)와 같이 환자가 복용 중에도 즉각적인 증상 변



17

화를 느끼지 못하는 약물에 대한 순응도가 낮은 경향을 보고하였고, 

투석을 시작하지 않은 만성콩팥병 환자에서는 합병증에 대해 복용

하는 약물이 신장 질환에 어떤 도움을 주는 지에 대한 인식의 부족

으로 인해, 통증이 동반되는 다른 병존질환에 비해 약물의 중요도, 

필요성을 낮게 인지하는 것도 비순응의 문제점으로 보고되었다.

2.2.4. 만성콩팥병 환자에서의 약력의 불일치(medication 

record discrepancy)

만성콩팥병 환자는 만성질환에 대한 치료 및 투석을 위해 인근 

병원 및 투석실을 장기적으로 방문하며 여러 처방의로부터 약물을 

처방 받아 복용하게 되고, 타 병원으로 이동 시 약물 치료의 변경이 

자주 이루어진다.57 이로 인해 전자의무기록(electronic medical 

record, EMR) 상 기록된 약물 처방력과 환자가 실제로 복용 중인 

약물과의 불일치(medical record discrepancies) 문제57는 매우 흔

하게 나타나며, 말기신부전 혈액투석 환자를 대상으로 약료서비스의 

효과를 평가한 Pai AB et al. (2009)58에서는 만성콩팥병 환자에서 

가장 빈번한 약물관련문제가 ‘처방력과 약물 복용력의 불일

치’(25%)인 것으로 나타났다. 약력의 불일치는 대부분의 경우, 약

물 관련 이상 반응 및 용량용법의 오류(dosing error) 등의 문제를 

유발하기 때문에59 또 다른 약물관련문제를 유발할 수 있는 잠재적 

문제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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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만성콩팥병 환자 대상 임상약료서비스

3.1. 다학제적 팀 의료(multidisciplinary team care, MTC) 내 

임상약사의 약료서비스

환자에게 발생한 약물관련 문제를 확인하고, 이를 예방 및 치료하

기 위해서는 포괄적이고 다학제적인 접근을 필요로 하는데,37 임상

약사는 의사, 간호사, 영양사로 구성된 다학제적 팀 의료 내 약료 

전문가로서 약료서비스를 제공한다. 임상약사는 환자 치료의 전 과

정에 관여하여, 약물 투약력을 검토한 후 직접 면담을 통해 약물 관

련 문제를 확인하여 해결방안을 찾고, 의료진을 대상으로 약물학적 

중재를 수행함으로써 발생한 문제를 해결한다. 또한, 잠재적으로 발

생 가능한 약물 관련 문제에 대해서는 치료적 모니터링 계획을 수

립하도록 하여 임상적 치료 및 예방효과를 향상시키는 약료를 수행

한다.60

약료서비스는 여러 국가에서 각각, 다른 용어와 방법으로 시행되

지만, 공통적으로 약물관련문제를 예방 및 해결함으로써 환자의 임

상적 상태 및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61 뉴

질랜드에서는 약료서비스를 네 가지 유형 - 조제 과정에서 환자의 

처방전 검토하여 기술적 문제(technical issues) 파악 (유형 1), 환

자의 질환에 대한 지식 및 약물 순응도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 

(유형 2), 임상적 측면에서 환자의 약물요법을 최적화하고자 시행하

는 약물 검토 (유형 3), 약사에 의한 처방 수정을 포함하는 확대된 

형태의 임상적 약물 검토 (유형 4) - 으로 분류하고 있다. 미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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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에서는 환자의 임상적 상태를 고려한 임상약사의 약물 검토 및 

약물요법의 최적화 과정을 각각, 약물 치료 관리(medication 

therapy management, MTM), 임상적 약물 검토(clinical 

medication review)로 명명하며, 다학제적 팀 의료서비스 내에서 

적극적으로 임상약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62,63

3.2. 만성콩팥병 환자 대상 임상약료서비스

기존의 연구들64,65을 통해, 만성콩팥병 환자를 대상으로 임상약사

는 다양한 유형의 약료서비스를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3.2.1. 일반적인 임상약료서비스

일반적으로 수행되고 있는 약료서비스는 치료 전 과정에 걸쳐 시

행되는데, 주로 입원, 재원 및 퇴원 시 약물의 적절성 평가, 외래진

료실, 투석병원 및 타병원에서 처방받은 최근의 약력(medical 

history), 자가 약물(self medication) 투약력 검토 및 복약과 약력

의 불일치 조정, 환자의 약물 순응도 평가, 잠재적/실제로 발생한 약

물관련문제 도출 및 약물치료관련 중재, 치료적 모니터링 권고 등이 

이루어진다.

3.2.2. 질환 관리 임상약료서비스

일반적인 범위의 약료서비스 이외에도, 만성콩팥병 환자에서 빈번

하게 발생하는 합병증을 조절하기 위해 질병 조절 프로토콜을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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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임상약사의 약료서비스가 이루어진다. 만성콩팥병 환자의 빈혈 

관리에 대해 Kimura T et al. (2004)66은 빈혈 프로토콜에 따른 

조혈제 사용 적절성 평가, 만성콩팥병성 빈혈에 대한 의료진 대상 

약물정보제공, 실험실적 수치 평가 및 약물요법의 조정 권고를 포함

한 임상약사로서의 역할을 제시한 바 있다. Leung WY et al. 

(2005)67은 제 2형 당뇨로 인한 당뇨병성 신병증 환자에게 주기적

인 실험실적 수치 모니터링, 위험인자 관리, 순응도 향상 교육, 의료

진 대상 ACEI, ARB 사용과 관련한 중재 시행을 통해 그 영향을 

평가하였으며, Viola RA et al. (2012)68에서는 주기적인 지질 수

치 모니터링, 알고리즘에 따른 용량 조절, 복약 상담 및 개인별 콜

레스테롤 관리 보고서를 통해 순응도를 평가하고, 약물 상호작용 및 

부작용을 모니터링하여 만성콩팥병 환자에서 이상지질혈증에 대한 

약료서비스의 효과를 분석하였다.

3.2.3. 환자 및 의료진 대상 약물교육 

Aburuz SM et al. (2013)69은 만성콩팥병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수행 중인 약료서비스의 영향을 평가한 연구에서 질환 및 약물요법

과 관련한 환자 교육, 환자 대상 순응도 향상 목적의 상담교육을 포

함한 약료서비스를 제공하였다. 다른 연구70에서는 빈혈 관리 프로

그램 내에서 임상약사가 조혈제의 자가 투약법과 함께, 만성콩팥병 

환자에서 나타나는 빈혈에 대해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치료유효성 

및 약물 순응도를 평가한 바 있다. Alloway RR et al. (2011)71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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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학제적 이식 팀에서의 임상약사의 역할에 대해 분석했는데, 이식 

전문 약사는 일반적인 약료서비스 외에도 신이식 환자 대상 이식 

전/후 면억억제제 교육, 이식 팀 및 주치의 대상 약물요법 교육 및 

약물관련정보 제공을 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 만성콩팥병 환자 대상 임상약료서비스의 효과

다학제적 팀 의료 서비스 내 의료인과 약사 간 협력적 관계는 보

건의료 질을 향상시키며 환자의 더 나은 치료 결과에 기여하는 것

으로 밝혀져 왔으며72,73 만성콩팥병 환자를 대상으로 수행된 연구를 

바탕으로 한 체계적 문헌고찰64에서는 임상약사의 약물관련문제 도

출 및 해결이 임상적 치료 결과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났다.

Leal S et al. (2008)74에서는 임상약사가 만성콩팥병을 지닌 환

자에 대해 적극적인 질병 조절 프로그램을 통해 혈당 조절을 했을 

때, 표준 치료 군에 비해 HbA1c 최소 2% 감소 (p < 0.001), 공복 

혈당 수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감소하는 경향 (p < 0.001)을 

보였다. 임상약사의 조혈제 교육을 통한 빈혈 관리 효과를 평가한 

Allenet B et al. (2007)75은 교육 후 환자의 조혈제에 대한 순응

도가 90% 이상으로 평가되었고, 2개월 동안 목표 헤모글로빈

(Hemoglobin, Hb) 수치에 도달하는 결과를 보였으며, Quercia RA 

et al. (2001)76에서는 빈혈 관련 프로토콜에 따른 약물사용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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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혈제를 사용 중인 환자에서 철분 상태 평가 및 중재를 통해 헤마

토크리트(haematocrit, Hct) 31% 미만인 환자의 비율이 4년 간 

유의하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p<0.002). 만성콩팥병 전문 

약사 및 영양사의 팀 의료를 기반으로 인 조절 프로토콜을 적용한 

Yokum D et al. (2008)77 연구에서는 기존의 약물 치료를 받는 

군에 비해 프로토콜에 따라 관리를 받은 군에서 유의하게 더 높은 

인 수치 감소를 나타냈다 (-0.22 +/- 0.67 mmol/L vs. +0.19 

+/- 0.32 mmol/L, P = 0.03).

이와 같이 임상적 측면 외에도, 최근까지도 여러 연구들을 통해 

임상약사의 약료서비스가 만성콩팥병 환자의 순응도 개선 및 약물 

치료에 대한 이해도 향상,78,79 삶의 질80, 입원율 및 재원기간58, 비

용 경제적 측면75에서 향상을 가져오는 것으로 밝혀졌다.

Salgado TM et al. (2013)818181는 최근, 기존의 연구에서 수행된 

만성콩팥병 환자 대상 약료서비스가 실제로 프로그램화하여 이행될 

수 있는 지 시행가능성(implementability) 여부를 분석하였다. 근거

-기반 중재(evidence-based intervention) 프로토콜과 함께 제시

되어 시행 가능한 것으로 평가된 약료서비스 가운데, 빈혈 치료, 

CKD-MBD 치료, 심혈관계 위험인자 조절, 약물의 적절성 평가 및 

조정, 환자 교육 및 순응도 평가, 비용 절감 측면에서 임상약사의 

역할이 의미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각각의 연구를 통해 임

상적으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약료서비스가 현실에서의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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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가능성을 획득함으로써 추후 약료서비스를 개선하고 개발이 필

요한 약료서비스의 범위를 파악할 수 있었다는 데에 의의를 지닌다.

5. 서울대학교병원 신장내과 임상약료서비스

우리나라 3차 의료기관의 일부 병동 내에서도 다학제적 팀 의료

의 일원으로서 임상약사가 약료서비스를 수행해오고 있다. 서울대학

교병원 신장내과에서는 2008년부터 의사, 간호사, 영양사, 약사로 

구성된 팀 의료서비스에 참여하여, 약사가 병동에 상주하며 임상약

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총 3-4명의 약사가 일주일을 주기로 교

대 근무하며, 신장내과에 입원한 만성콩팥병 환자를 대상으로 복약

상담 및 약력관리, 환자의 상태를 매일 모니터링하고 의료진 대상 

약물관련중재(drug related intervention, DRI) 및 약물정보제공과 

같은 약료서비스를 시행한다. 시행한 서비스에 대해서는 전향적인 

방법을 통해 기록해오고 있다.

서울대학교 신장내과에서 제공 중인 만성콩팥병 입원환자 대상 

임상약료서비스의 전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입원 시 24시간 이내 초기약력관리 (EMR 검토, 환자 면담, 

   타병원 연락) 및 처방약물 조정

2) 입원 환자 대상 복약상담

3) 재원 환자 대상 특수약물 (예, 사구체신염, 장기이식 환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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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역억제제) 복약상담

4) 재원 환자 모니터링 및 약물관련문제 도출

5) 의료진 대상 약물관련중재

6) 의료진 대상 약물/치료 관련 모니터링 권고

7) 의료진 대상 약물정보제공

8) 퇴원 약물 조정 및 환자 복약상담

6. 약물관련중재의 분류

6.1. PCNE 분류체계

임상약사에 의해 도출된 약물관련문제를 기록하는 것은 약료서비

스의 필수 요소로 여겨지며,60 약물관련문제의 체계적인 분류 체계

는 약사의 효율적인 약물관련중재를 가능하게 하는 지침이자 서비

스를 기록하는 도구로서 이용될 수 있다. Strand,60 ASHP 

(American society of health-system pharmacists),82 

Westerlund83 등 여러 연구자들을 통해 약물관련문제를 분류하는 

체계가 제안되어왔고, 그 중에서 PCNE (Pharmaceutical Care 

Network Europe) 분류체계84는 발생한/발생 가능한 약물관련문제

를 치료효과, 부작용, 비용 등의 기준에 따라 문제의 유형

(problem), 문제가 발생한 실제 또는 예측되는 원인(cause), 문제

를 해결하기 위해 이행된 중재(intervention), 그 결과(outcome)에 

따라 체계적으로 분류할 수 있는 도구이다. PCNE 분류체계는 계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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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분류를 통해 원인 및 문제를 세분화하여 파악할 수 있도록 하며 

이를 통해 약물관련문제의 특성 및 발생률을 파악하고, 약료서비스

를 수행한 기록을 남기는 도구로 유용하게 쓰일 수 있고, 약료서비

스의 결과를 평가하는 표지자로서 활용 또한 가능하다. 

PCNE에서 약물관련문제의 문제 유형은 4가지, 원인의 종류는 8

가지의 큰 분류로 나뉘며, 세부 분류는 각각 9개, 37개의 하위 항목

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각 항목에 대해서는 코드(code)가 부여되고, 

의미를 함께 제시하고 있다. [Table 1], [Table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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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blem Meaning
1. Treatment effectiveness 1. 치료 효과

1.1 No effect of drug treatment/therapy failure 치료에도 불구하고 전혀 효과 없음 (치료 실패)

1.2 Effect of drug treatment not optimal 약물치료 효과가 최적화 되지 않음 (효과 부족)

1.3 Wrong effect of drug treatment 잘못된 약물치료 효과

1.4 Untreated indication 치료되지 않은 적응증

2. Adverse reactions 2. 이상 반응

2.1 Adverse drug event (non-allergic) 비-알레르기성 이상 반응

2.2 Adverse drug event (allergic) 알레르기성 이상 반응

2.3 Toxic adverse drug-event 독성 이상 반응

3. Treatment costs 3. 치료 비용

3.1 Drug treatment more costly than necessary 필요보다 비싸게 치료함 (예, 저함량 배수처방)

3.2 Unnecessary drug-treatment 불필요한 약물 치료

4. Others 4. 기타

4.1 Patient dissatisfied with therapy despite optimal clinical 
   and economic, treatment outcomes

최적의 임상적, 경제적 치료 결과에도 불구하고 환자가 
치료에 만족하지 못함

4.2 Unclear problem/complaint. 불명확한 문제/불평 사항

[Table 1] Problem code and meaning on PCNE classif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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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use Meaning

1. Drug selection 1. 약물 선택

1.1 Inappropriate drug 
(incl. contra-indicated)

부적절한 약물 선택 

(금기 사항 포함)

1.2 No indication for drug 치료 적응증이 없음

1.3 Inappropriate combination of 
drugs, or drugs and food

약물, 음식과의 부적절한 조합

(상호 작용)

1.4 Inappropriate duplication of 
therapeutic group or active 
ingredient 

치료군 또는 활성 성분의 

부적절한 중복 처방

1.5 Indication for drug-treatment 
not noticed

인지되지 않은 치료 적응증

1.6 Too many drugs prescribed 
for indication

적응증에 대해 같은 계열 약물의 

과다 처방

1.7 More cost-effective drug 
available

비용-효과적인 약제를 사용하지 

않음

1.8 Synergistic/preventive drug 
required and not given 상승효과/예방적 약물의 미-투약

1.9 New indication for drug 
treatment presented

약물 치료에 대한 새로운 적응증 

존재

2. Drug form 2. 약물 제형

2.1 Inappropriate drug form 부적절한 약물 제형

3. Dose selection 3. 용량·용법 선택

3.1 Drug dose too low 저용량

3.2 Drug dose too high 고용량

3.3 Dosage regimen not frequent 
enough 투약 주기가 김

3.4 Dosage regimen too frequent 투약 주기가 짧음

3.5 No therapeutic drug 치료적 약물 농도 모니터링 

[Table 2] Cause code and meaning on PCNE classif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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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itoring (TDM) 되지 않음

3.6 Pharmacokinetic problem 
requiring dose adjustment

용량 조절을 필요로 하는 
약동학적 문제

3.7 Deterioration/improvement of 
disease state requiring dose 
adjustment

용량 조정을 필요로 하는 질병 
상태의 악화/개선

4. Treatment duration 4. 치료 기간

4.1 Duration of treatment too 
short 치료 기간 짧음

4.2 Duration of treatment too 
long 치료 기간 김

5. Drug use process 5. 약물 사용 과정

5.1 Inappropriate timing of 
administration and/or dosing 
intervals

부적절한 투여 시간 및 간격

5.2 Drug underused/
under-administered 투여 용량 부족

5.3 Drug overused/ 
over-administered 투여 용량 과다

5.4 Drug not taken/administered 
at all 약물 투약 누락

5.5 Wrong drug 
taken/administered 잘못된 약물의 복용/투약

5.6 Drug abused (unregulated 
overuse)

약물 남용 
(합법화 되지 않은 용도로 과용)

5.7 Patient unable to use 
drug/form as directed 지시대로 약물 복용하지 못함

6. Logistics 6. 물류

6.1 Prescribed drug not available 처방된 약이 원내에 없음

6.2 Prescribing error (necessary 
information missing)

처방 오류 
(필요한 정보의 누락)

6.3 Dispensing error (wrong drug 
or dose dispensed)

투약 오류 
(잘못된 약물 또는 용량 투약)

7. Patient 7. 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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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Patient forgets to use/take 
drug 약물 복용을 잊음

7.2 Patient uses unnecessary drug 불필요한 약물 복용

7.3 Patient takes food that 
interacts 상호작용 있는 음식 섭취

7.4 Patient stored drug 
inappropriately 부적절하게 약물 보관

8. Other 8. 기타

8.1 Other cause; specify 기타 원인

8.2 No obvious cause 불명확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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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PCNE 분류체계를 이용한 연구

PCNE 분류체계를 이용하여 중재를 분류함으로써 도구의 유용성 

및 중재의 특성을 분석한 연구들이 있어왔고, 그 중 Lampert ML 

et al. (2008)85은 PCNE 분류체계를 통해 3차 병원의 내과 일반

(general internal medicine), 소화기내과, 종양내과, 혈액종양내과, 

신장내과 병동에서 시행된 약물관련중재를 매일 기록하여 총 213개

의 중재를 분석했는데, 분류체계에 따라 중재를 수행함으로써 약물

관련문제의 감소 및 약물사용과 관련한 비용의 감소 (연구기간 동

안 2,058 유로(€) 또는 연간 10,731 유로 감소) 효과를 얻을 수 

있었다. 

Nielsen TR. et al. (2013)86은 3차 병원 응급 병동에서 시행한 

중재에 대해 PCNE 분류체계를 이용한 분석을 시행하였고, 두 명의 

약사가 독립적으로 PCNE 코드를 부여했을 때, 문제(P code), 원인

(C code), 중재(I code) 코드에 대한 두 평가자 간의 차이는 

kappa 값이 상당한 일치(substantial agreement)에 해당하는 범위

에 포함되어, 도구의 재현성을 증명하였다. 또한, 약사의 의료진 대

상 중재가 30분 이내에 빠르게 이루어지는 응급 병동에서도 PCNE 

체계는 시기적절하고 유용하게 적용될 수 있음을 나타냈다. 

Hatah E et al. (2013)87은 지역사회 약사의 약물 사용 검토

(medication use review, MUR)과정에서 도출된 약물관련문제를 

PCNE 분류체계를 적용하여 분류하였고, 총 886개의 약물관련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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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분석하였다. 그러나 주로 환자의 복용 행태, 약물에 대한 인식, 

순응도와 연관되어 나타나는 문제가 대부분인 MUR보다는 환자의 

임상적인 문제와 관련하여 용량 변경 및 약물 추가 등의 약물관련

중재를 수행하는 임상적 약물 검토(clinical medication review)에 

적합한 PCNE 분류체계의 특성으로 인해 46.4%의 문제가 기타

(others)로 분류되어 분석의 한계점을 드러낸 바 있다. 

Taegtmeyer AB et al. (2012)88은 2년간 신경과 병동 입원환

자를 대상으로 임상 약리학자와 약사가 도출한 494건의 약물관련문

제를 PCNE 분류체계에 따라 분류하였다. 중재를 분석한 결과, 임

상 약리학자 및 약사가 약물의 안전성을 최적화하는데 중요한 역할

을 하고 있으며,  규칙적인 처방(필요 시 처방이 아닌), 고위험 약

물 간 상호작용, 이상반응을 유발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중재가 임

상의에 의해 많은 부분 수용되었음을 밝힌 바 있다. 이와 같이, 

PCNE 분류체계는 연구 특성에 따라 조금씩 수정, 보완되며 임상 

현장에서 다양한 종류의 질환에 대해 활용되고 있다. 

PCNE 분류체계는 임상약사가 환자로부터 도출한 약물관련문제에 

대해 시행하는 약물관련중재의 내역을 전향적으로 기록하는 데에도 

이용할 수 있다. 하나의 약물관련중재 내용에 대해 PCNE 분류체계

의 P code, C code, I code를 각각 부여하고 필요에 따라 중재 시

행 후 문제가 해결된 정도 (완전히 해결됨, 일부 해결됨, 해결되지 

않음, 확인할 수 없음)를 중재의 결과(O code)로 평가하여 기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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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약물관련중재의 유의성 평가

7.1. 약물관련중재의 가치 평가도구

임상약사가 수행한 약물관련중재의 가치는 중재가 필요한 약물관

련문제의 중요도와 약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가치로 평가할 수 있

다. 지금까지 몇몇 연구89-91를 통해 약물관련문제의 중요도는 과정 

지표(process indicator), 실제로 또는 잠재적으로 환자에 나타날 

결과 등을 고려하여 척도화되었고, Hatoum HT et al. (1988)92은 

약사의 중재가 환자 치료에 미치는 잠재적 영향력을 평가하여 약료

서비스의 가치를 척도화하였다. 이후 Overhage와 Lukes는 약사가 

제공하는 임상 서비스를 평가하는데 보다 타당하고 실용적인 방법

을 개발하기 위해 선행 연구에서 제시된 방법들을 바탕으로 약물관

련중재의 유의성을 평가하는 도구를 설계하였고 (이하, Overhage 

et al. (1999))93, 중재의 유의성은 다음 두 가지 항목에 대한 가치 

평가를 통해 정의된다 [Table 3], [Table 4]. 

1) 약물 처방오류의 중증도(severity of error in medication    

      order) (=처방수정의 중요성)

2) 약료서비스의 가치(value of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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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수정의 중요성 설명

A. 잠재적으로 치명적임

ž 치명적인 이상반응을 유발할 가능성이 큼
ž 잠재적으로 생명에 필수적인 약물의 용량이 질병
을 치료하기에 너무 적음

ž 치료역이 좁은 약물*의 과용량 (10배 이상)

B. 매우 중요함

ž 투여경로가 중증의 독성을 야기할 수 있음
ž 급성 문제가 있는 환자에서 심각한 질병치료제의 
  용량이 적음
ž 약물의 용량이 잠재적으로 독성의 혈청 약물 농도
  에 이르게 함
ž 약물이 환자의 상태를 악화시킬 수 있음 
  (주의 또는 금기와 관련)
ž 혼동되는 처방이 잘못된 약물을 조제하게 할 수   
 있음

ž 알레르기가 보고된 약물의 처방
ž 약물 과민반응에 대한 예비테스트의 누락 
ž 치료역이 좁지 않은 약물의 과용량 (10배)
ž 치료역이 좁은 약물*의 과용량 (4-10배)

C. 중요함

ž 환자의 상태에 대한 약물의 용량이 너무 적음
ž 두 가지 약물의 중복 처방
ž 약물의 부적절한 투여 간격
ž 약물 처방의 누락
ž 치료역이 좁은 약물*의 과용량 (1.5-4배)
ž 치료역이 좁지 않은 약물의 과용량 (1.5-10배)

D. 조금 중요함

ž 약물 처방의 미완성
ž 약물 제형의 부적절
ž 해당 의료기관에 입고되지 않은 약물의 처방
ž 처방이 진료지침 및 의료기관의 정책과 상의함
ž 부적합한 약어의 사용

E. 중요하지 않음
ž 의료진에 의한 의약정보제공의 요구
ž 비용 절감의 의미만 있음

[Table 3] Severity of error in medication or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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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료서비스의 가치 설명

1. 극히 유의함
ž 매우 유의한 치료적 결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경우
ž 잠재적으로 생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경우

2. 매우 유의함

ž 주요 장기(organ) 기능에 유의한 영향을 줄 수 
  있는 경우
ž 중증 약물 상호작용 또는 사용 금기를 피하도록 
  권고 하는 경우

3. 유의함

ž 약료서비스로 인해 환자 치료가 보다 더 수용가능
  하며, 적절한 수준으로 표준 치료됨.
ž 표준 치료는 적합한 참고문헌을 바탕으로 한, 근거 
  중심 기반의 프로토콜 및 가이드라인에 따른 치료
  를 의미함.
ž 비용, 환자의 편의뿐만 아니라 삶의 질을 포함하는 
  가치로 평가됨.

4. 조금 유의함

ž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약료서비스를 통해 환자가 
  얻는 이득이 크지 않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표준 가이드라인을 기반으로 하는 권고의 
  가치 수준인 3. 유의함 정도와 구분됨) 
ž 처방이 이행되기 전에 추가적인 정보 및 확인이 
  필요한 경우

5. 유의하지 않음
ž 약물관련 정보만을 제공하는 경우
ž 환자 비-특이적인 약료서비스

6. 역 유의성
ž 부적절한 약물관련중재
ž 이상 반응을 야기할 수 있는 경우

[Table 4] Value of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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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Overhage et al. (1999) 도구를 이용한 약물관련중재 유의

성 평가 연구

 Overhage et al. (1999)는 약물관련중재의 가치를 평가하는 도

구를 설계할 당시 3차 의료 기관 내 3명의 약사, 2명의 내과 전문

의로 구성된 전문가 집단에서 평가자 간 차이 (kappa value 기준)

를 측정하였고, 그 결과 높은 일치도를 보이며 측정 도구의 신뢰성

을 획득하였다. 이후 약사가 수행한 약물관련중재의 유의성을 평가

한 몇몇 연구에서도 Overhage et al. (1999)는 잘 적용되는 것으

로 나타났다. 

Bosma L et al. (2008)94은 2차 병원의 소화기내과 병동에서 임

상약사가 수행하는 약물관련중재의 가치를 평가하기 위해 

Overhage et al. (1999) 도구를 이용하였고, 그 결과 내과 전문의 

및 임상 약리학자에 비해 병원 임상약사가 수행한 약물관련중재의 

유의성이 더 높게 평가되었으며 중재 시점 전후로 임상적으로 유의

미한(relevant) 중재가 증가하는 경향 (p <0.001)을 나타냈다. 

Fernandez-Llamazares CM et al. (2012)95는 약물에 의한 이상

반응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소아 및 산부인과 병동 환자를 대상으로 

Overhage et al. (1999)를 이용하여 약물관련중재의 유의성을 평

가하였고, 그 결과 임상약사가 수행한 중재의 82%가 환자 상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산부인과 환자에 비

해 소아 환자에서는 ‘고위험’ 또는 ‘치료역이 좁은’ 약물과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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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한 약물관련문제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중재의 임상적 유의

성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더 높았다 (p<0.001). 

Fernandez-Llamazares CM et al. (2012)96에서는 2년 간 소아

과 병동에서 발생한 1357건의 처방오류에 대해 임상약사가 수행한 

약물관련중재를 분석하였고, 전체 중재 중 2.2%가 amiodarone, 

epinephrine 등, 고위험 약물의 10배 이상 용량 오류로 인한 ‘잠

재적으로 치명적인’문제에 대해 수행되었다. 가장 빈번하게 발생한 

중재는 ‘유의한’것으로 평가된 중재로, 과용량(overdose; 정상 

용량의 1.5배에서 10배)의 오류와 연관되어 있었다.  

이와 같이 Overhage et al. (1999)은 환자의 임상적 상태를 수

치를 통해 확인하지 않더라도, 수행된 약물관련중재의 가치 수준을 

정의하여 임상적 유의성을 후향적 방법을 통해 분석할 수 있음에 

의의를 지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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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연구의 필요성

NKF-K/DOQI 가이드라인에서는 만성콩팥병 초기 단계의 환자 

관리에 중점을 두고 조기 진단과 함께, 말기신부전으로의 진행을 예

방하고 진행 속도를 늦추기 위한 만성콩팥병 합병증 및 병존질환의 

조절을 치료의 목표로 하고 있다.97

현재까지 만성콩팥병 환자를 대상으로 임상약사의 역할을 분석하

기 위해 체계적 문헌고찰이 수행된 바 있으나,64,65 포함된 연구의 

대부분이 말기신부전 투석 또는 신장이식 환자 대상이었으며, 투석

을 하지 않는 만성콩팥병 3-4단계의 환자 중심의 일차 보건의료서

비스 내 약사의 역할에 대해 연구한 Patel HR et al. (2005)98는 

기저질환으로 고혈압 또는 당뇨를 지닌 환자만을 대상으로 분석을 

수행하여 한정된 환자 군에 대한 효과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만성콩팥병 환자에서 발생한 약물관련문제를 분류하고 임상

약사의 중재가치를 평가하고자 수행된 연구들 중, 일부는 연구자가 

직접 개발한 분류 체계를 사용하였거나, 중재의 평가 기준에 대해 

상세히 명시하지 않은 경우도 빈번하여65 만성콩팥병 환자를 대상으

로 신뢰성이 검증된 도구를 이용하여 약물관련중재를 분류, 평가하

는 연구가 필요하다.

특히, 국내에서 만성콩팥병 입원환자의 약물관련문제에 대해 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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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수행한 약물관련중재를 검증된 도구를 이용하여 체계적으로 분

석한 연구는 없었으며, 약물관련중재의 임상적인 유의성을 평가한 

연구 또한 전무한 실정이다.

9. 연구 목적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3차 의료기관에 입원한 만성콩팥병 환자를 

대상으로 임상약사가 도출한 약물관련문제에 대하여 수행된 약물관

련중재를 만성콩팥병 합병증 및 병존질환에 따라 분석하고, 약물관

련중재의 임상적 유의성을 평가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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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는 2009년 1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4년 간 서울대학

교병원 신장내과 병동에 입원한 만성콩팥병 환자에서 도출된 약물

관련문제에 대해 약사가 수행한 모든 약물관련중재를 분석의 대상

으로 하였다. 

2. 연구 설계

본 연구는 만성콩팥병 환자를 대상으로 임상약사가 수행한 약료

서비스에 대한 기록을 분석한 연구이다. 만성콩팥병 환자에 대한 약

물관련중재, 치료적 모니터링 권고 및 의료진 대상 약물정보제공 내

역은 전향적으로 기록해왔으며, 2009년 1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4년 간 기록된 자료를 바탕으로 후향적 분석을 시행하였다.

3. 연구 내용 및 방법

임상약사는 만성콩팥병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수행한 임상약료서

비스 내역을 매일 전산에 기록하였다. 기록된 내용을 바탕으로, 임

상약료서비스는 서비스의 종류 별로 실태조사를 시행하였고, 서비스 

중 약물관련중재는 PCNE 분류체계(version 6.2)의 문제 유형

(problem code) 및 원인(cause code)에 따라 분류한 내용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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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Laboratory level monitoring

Ÿ Iron panel (Ferritin, Iron 

saturation(%), Iron, TIBC, 

Vitamin B12, Folate)

Ÿ iPTH

Ÿ HbA1c

Ÿ TFT (T3, Free T4, TSH)

Ÿ Lipid panel 

   (Total cholesterol,

   Triglyceride, LDL cholesterol,

HDL cholesterol)

II. Therapeutic drug monitoring 

Ÿ Tacrolimus

Ÿ Cyclosporine

Ÿ Digoxin

Ÿ Vancomycin

Ÿ Amikacin

Ÿ Valproic acid

Ÿ Carbamazepine

Ÿ Theophylline

[Figure 1] Range of therapeutic monitoring recommendations

분석을 수행하였다. 

3.1. 임상약료서비스 시행 건수 분석

약물관련중재 이외에 수행된 약료서비스는 입원 및 퇴원환자 복

약상담, 특수약물(와파린(warfarin), 흡입기, 면역억제제) 복약상담, 

의료진 대상 약물정보제공, 치료적 모니터링 권고로 구성되었다. 치

료적 모니터링 권고 사항은 만성콩팥병 합병증 및 병존질환의 관리

에 필요한 실험실적(laboratory) 검사 권고, 치료역이 좁은 약물 또

는 지속적인 약물농도 모니터링이 필요한 약물의 TDM(therapeutic 

drug monitoring) 권고를 포함하였으며, 구체적인 모니터링 항목은 

[Figure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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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각의 약료서비스에 대해서는 연구기간 동안 시행된 총 건수를 

분석하였다. 약물관련중재는 총 건수와 함께, 복약상담을 수행한 환

자 수에 대한 시행된 중재 건수의 비(ratio)를 통해 환자 1인당 약

물관련중재 건수를 구하였다. 합병증 및 병존질환 별 중재건수를 분

석했을 때, 한 가지 중재에 대해 합병증과 병존질환이 동시에 연관

되어 있을 경우는 질환을 기준으로 중재 건수를 각각 포함시켜 계

산하였다.

3.2. 약물관련중재 분석 

임상약사에 의해 시행된 약물관련중재는 전체 중재에 대한 분석

과 함께, 만성콩팥병 합병증 및 병존질환 별로 나누어 분석되었다. 

K/DOQI 및 KDIGO 가이드라인의 정의에 따라 만성콩팥병 합병

증에는 고혈압, 빈혈, 당뇨, 이상지질혈증,  CKD-MBD, 대사성 산

증, 전해질 불균형, 고요산혈증, 체액 불균형, 영양결핍을 포함하였

다. 병존질환은 만성콩팥병 질병 발생 및 진행과 관련성이 적거나 

없는, 기저질환으로서 감염성 질환, 심혈관계 질환, 면역 질환, 응고

병증, 정신신경계 질환 등, 만성콩팥병 환자에서 다빈도로 나타나는 

질환뿐만 아니라 정의에 합당하며 중재와 관련된 기저질환은 병존

질환으로서 모두 분석에 포함하였다.

약물관련중재는 중재의 대상이 되는 약물관련문제의 문제 유형(P 

code), 원인(C code)별로 각각에 대한 빈도(건, %)가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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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code C code P+C code; Description

1.4 1.5 Indication without prescription

3.2 1.2 Prescription without indication

2.1 1.1 Non-allergic AE*due to inappropriate drugs

1.2 3.7 Non-optimal efficacy of drug treatment requiring 
dose adjustment

2.1 3.6 Non-allergic AE due to PK problem such as 
impaired kidney function

2.3 3.7 Toxic AE due to changed disease state requiring 
dose adjustment

1.4 1.8 Preventive/supportive care treatment not given 
appropriately

2.3 3.2 Toxic AE may occur due to overdose

1.4 6.2 Prescribing error & missed necessary medications

2.3 1.2 Toxic AE due to inappropriate drug use which 
has no indication

1.2 3.1 Drug dose is too low to be not optimal for 
treatment efficacy 

3.2 3.7 Unnecessary drug-treatment requiring dose 
adjustment

1.2 1.1 Effect of drug treatment not optimal due to 
inappropriate drugs

3.2 1.4 Unnecessary duplication of drugs requiring dose 
adjustment

2.3 1.1 Toxic AE due to inappropriate drugs

2.1 1.2 Non-allergic AE due to inappropriate drug use 
which has no indication

[Table 5] Type of DRPs: Cause combined with problem

하나의 중재는 problem code와 cause code를 결합했을 때 중재 

고유의 특성이 규정될 수 있으며, 따라서 P code와 C code를 결합

한 P+C code를 새롭게 정의하여 의미를 부여하였다 [Table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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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1.7 Costly medication therapy although more 
cost-effective drug is available

4.1 2.1 Patient dissatisfied with therapy due to 
inappropriate drug formation

1.4 6.1 Prescribed drug for treatment is not available 

2.1 1.3 Non-allergic AE due to drug interactions

3.2 3.2 Unnecessarily high dose of drug is prescribed

1.2 5.1 Effect of drug treatment is not optimal due to 
inappropriate timing of administration

2.1 3.2 Non-allergic AE may occur due to overdose

2.3 1.9 New indication for drug treatment occurred with 
toxic AE

3.2 1.6 Unnecessarily too many drugs prescribed for 
indication

1.2 6.2 Effect of drug treatment not optimal due to 
prescribing error

1.2 2.1 Effect of drug treatment not optimal due to 
inappropriate drug formation

1.2 3.3 Effect of drug treatment not optimal due to 
inappropriate dosage regimen

2.3 1.6 Toxic AE may occur due to too many drugs 
prescribed for indication

4.2 2.1 Patient medication compliance may reduce due to 
inappropriate drug formation

1.1 1.1 Therapy failure due to inappropirate drugs

1.2 1.4 Effect of drug treatment not optimal due to 
inappropriate duplication of drugs

1.2 3.6 Effect of drug treatment not optimal due to PK 
problem such as recovered kidney function

1.3 1.1 Wrong effect of drug treatment due to 
inappropriate drugs

1.2 1.3 Effect of drug treatment not optimal due to drug 
interactions

4.1 1.1 Patient dissatisfied with therapy due to 
inappropriate drugs

2.3 3.6 Toxic AE may occur due to PK problem such 
as impaired kidney function

3.2 3.4 Unnecessarily frequent dosage regi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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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3.4 Non-allergic AE may occur due to frequent 
dosage regimen

2.3 6.2 Toxic AE may occur due to prescribing error

2.3 5.1 Toxic AE may occur due to inappropriate timing 
of administration

1.2 1.9 Effect of present therapy not optimal due to 
newly found indication requiring drug treatment

1.4 1.9 Untreated indication due to newly found 
indication requiring drug treatment

2.3 3.4 Toxic AE may occur due to frequent dosage 
regimen

3.2 6.2 Unnecessary drug is dispensed due to prescribing 
error

1.4 1.1 Untreated indication due to inappropriate drugs 
prescribed

1.3 1.4 Wrong effect of drug treatment due to 
inappropriate duplication of drugs

2.1 3.7 Non-allergic AE occured due to deteriorated 
disease state requiring dose adjustment

2.1 6.2 Non-allergic AE occurred due to prescribing 
error

2.1 2.1 Non-allergic AE due to inappropriate drug 
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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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Analysis of total DRIs

a. DRI by Problems

b. DRI by Causes

c. DRI by Problem + Cause

II. Analysis of DRIs related to CKD complications

a. DRI by Problems

b. DRI by Causes

c. DRI by Problem + Cause

d. Top 3 prevalent DRIs for each CKD complication

III. Analysis of DRIs related to comorbid diseases

a. DRI by Problems

b. DRI by Causes

c. DRI by Problem + Cause

d. Top 3 prevalent DRIs for each comorbid disease

[Figure 2] The scope of DRI analysis 

만성콩팥병 합병증 및 병존질환 별 약물관련중재의 분석 범위는 

다음과 같다 [Figure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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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약물관련중재의 임상적 유의성 평가

약사가 수행한 약물관련중재의 가치를 평가하기 위해 유의성은 

Overhage et al. (1999)를 이용하여 약물 처방오류의 중증도 (처

방수정의 중요성)와 약료서비스의 가치에 따라 중재를 평가하였다.

중재의 유의성에 대해서는 신장내과 병동 내 임상약사 (2명), 일

반약사 (1명), 타 분야 전문 임상약사 (1명)이 약물 처방오류의 중

증도, 약료서비스 가치 각각에 대해 동일한 기준으로 점수를 매겼

다. 평가자 간 차이(inter-rater variability)는 weighted kappa 

statistics (Landis and Koch scale, 1977)99을 통해 평가하였다.

3.3.1. 약물 처방오류의 중증도와 약료서비스의 가치 결합

본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94에서 수행한 방법으로 Overhage et 

al. (1999)로 각각 평가된 처방오류의 중증도와 약료서비스의 가치

를 결합하여, 약물관련중재의 유의성을 네 단계 - 매우 유의한

(very significant); 유의한(significant); 어느 정도 유의한

(somewhat significant); 유의하지 않은(no significance) - 로 

나누어 평가 하였다 [Table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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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verity of error in 
medication error &

Value of service
Significance of DRIs

B2, B3, C2 Very significant

B4, C3, C4, D2-3 Significant

B5, C5, D4, E4 Somewhat significant 

D5, E5 No significance 

[Table 6] Degree of significance of DRIs

3.3.2. 약료서비스의 가치 점수화

만성콩팥병 합병증과 병존질환에 따라 약물관련중재의 유의성을 

평가하기 위해, 질환과 관련된 약물의 위험도 (예, 치료역이 좁은 

약물) 및 용량 오류의 크기 (예, 치료역이 좁은 약물의 과용량 (10

배 이상))가 반영되는 ‘약물 처방오류의 중증도’항목은 제외하고, 

약사가 제공하는‘약료서비스의 가치’항목에 대한 평가 결과만을 

5점 척도로 점수화하여 중재에 유의성 점수(significance score)를 

매겼다 [Table 7].

모든 중재에 대해 부여한 점수는 평균 유의성 점수(mean 

significance score)로 계산되며, 만성콩팥병 합병증, 병존질환 별

로 평균적으로 중재의 유의성이 가장 높은 질환에 대해서는 해당질

환에 대해 이루어진 중재를 추가적으로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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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lue of service (Overhage et al.) Score

1. Extremely significant 5

2. Very significant 4

3. Significant 3

4. Somewhat significant 2

5. No significance 1

6. Adverse significance 0

[Table 7] Value of service scoring system 

3.4. 임상적으로 유의한 약물관련중재의 세부분석

각 질환에 대한 중재의 발생 빈도를 함께 고려했을 때, 평균적으

로 약물관련중재의 유의성이 가장 높았던 합병증에 대해서는 시행

된 약물관련중재에 대한 세부분석을 수행하였다. 약물관련중재의 유

형별 평균 유의성 점수와 함께 중재 빈도 (건, %)를 제시하여 해당 

합병증과 관련한 중재의 의미를 해석하였다. 

3.5. 약물관련중재의 수용률 평가

임상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평가된 중재의 반영률을 고려하기 위

해 약사가 수행한 약물관련중재의 임상의에 의한 수용(acceptance) 

정도를 수용률(%)로 평가하였다. 임상약사가 약물학적 중재를 시행

한 후 48시간 이내에 임상의가 중재를 반영한 경우로 정의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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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함(accepted), 거절함(denied), 평가되지 않음(not assessed)

로 나누어 평가하였다. 중재를 한 지 48시간 이내에 환자가 타 병

동으로 전동, 퇴원, 사망하여 중재의 반영여부를 측정할 수 없는 경

우는 ‘평가되지 않음’에 모두 포함하였다.

4. 통계 분석법

각 항목에 대한 약물관련중재 건수는 전체 중재 건수에 대한 백

분율(건, %)로 나타내었다. 약물 처방오류의 중증도 및 약료서비스 

가치 평가결과의 평가자 간 차이는 kappa statistics를 이용하여 구

한 kappa value로서 평가되었다 (kappa values of <0 indicate 

poor agreement; 0.00–0.20, slight agreement; 0.21–0.40, fair 

agreement; 0.41–0.60, moderate agreement; 0.61–0.80, 

substantial agreement; 0.81–1.00, almost perfect agreement). 

합병증 및 병존질환에 대한 중재의 평균적 유의성 비교를 위해, 군 

간 순위 합을 비교하는 Kruskal-Wallis 검정을 수행하였다. 통계분

석은 SPSS version 21. (SPSS, Inc, Chicago, IL, USA) 을 이용

하였고, p<0.05일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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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결과

1. 신장내과 임상약료서비스 분석

2009년 1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4년 간 신장내과 병동에 입

원한 환자 약 4076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입원환자 복약상담 건수

는 4076건, 퇴원환자에 대해서는 총 4405건의 복약상담을 시행하

였다. 연구기간동안 약물관련중재 건수는 총 3908건으로, 환자 1인 

당 약 0.95건의 중재가 이루어졌다 [Table 8]. 

치료적 모니터링에는 합병증 및 병존질환과 관련한 실험실적 수

치 (예, iPTH, iron panel, lipid panel, HbA1c, thyroid function 

test)확인과 치료역이 좁거나, 지속적인 약물 농도 모니터링이 필요

한 약물 (예, vancomycin, tacrolimus, theophylline 등)에 대한 

TDM 중재가 포함되었고, 총 134건의 모니터링 중재가 수행되었다 

[Table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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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armaceutical care service status n

Patient counseling
At admission 4076

At discharge 4405

Patient counseling 
for special drugs

Inhaler 150

Anti-coagulants 58

Immunosuppressants 128

Therapeutic monitoring recommendations* 134

Number of DRIs 3908

Number of DRIs per patients 0.95
*Laboratory level, TDM recommendation

[Table 8] Number of clinical pharmacist’s pharmaceutical care service

2. 약물관련중재가 수행된 약물관련문제의 범위 분석

만성콩팥병 환자를 대상으로 약물관련중재가 수행된 약물관련문

제를 문제(problem)와 원인(cause)에 따라 분석했을 때 문제 유형

의 주요 분류에 따라, 치료 효과(treatment effectiveness)와 관련

된 문제 58.01% (2267/3908건), 이상반응(adverse reactions) 

관련 문제 25.18% (984/3908건), 치료 비용(treatment costs) 

관련 문제 14.25% (557/3908건), 기타 2.56% (100/3908건) 순

으로 나타났다. 주요 분류에 대해 세부 분류까지 분석했을 때, 치료 

효과와 관련하여 치료되지 않은 적응증 (P 1.4: untreated 

indication, 전체 중재 건수에 대한 비율  44.60%)이 가장 높은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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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blem n (%) P code Description n (%)

P1.
Treatment 
Effectiveness

2267 (58.01)

1.1
No effect of 
drug treatment/ 
therapy failure

16 (0.41)

1.2
Effect of drug 
treatment not 
optimal

488 (12.49)

1.3
Wrong effect 
of drug 
treatment

20 (0.51)

1.4 Untreated 
indication 1743 (44.60)

P2.
Adverse 
reactions

984 (25.18)

2.1
Adverse drug 
event 
(non-allergic)

487 (12.46)

2.2 Adverse drug 
event (allergic) 2 (0.05)

2.3 Toxic adverse 
drug-event 495 (12.68)

P3.
Treatment 
costs

557 (14.25)
3.1

Drug treatment 
more costly 
than necessary 

53 (1.36)

3.2 Unnecessary 
drug-treatment 504 (12.90)

[Table 9] Distribution of total DRI by problems (P code)

율을 차지했고, 이상반응에서는 약물의 용량 조절을 통해 해소가 가

능한 독성 이상반응 (P 2.3: toxic adverse drug-event, 

12.68%)이, 비용과 관련하여 불필요한 약물 치료 (P 3.2: 

unnecessary drug-treatment, 12.90%)가 가장 빈번하게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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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4.
Others 100 (2.56)

4.1

Patient 
dissatisfied 
with therapy 
despite optimal 
clinical and 
economic 
treatment 
outcomes

70 (1.77)

4.2
Unclear 
problem/compla
int

30 (0.77)

Total 3908 (100)　 　 　 3908 (100)

약물관련문제의 원인에 따른 분석에서는 약물의 선택(drug 

selection)이 68.83% (2690/3908건)로 가장 빈도 높은 원인으로 

나타났고, 용량 선택(dose selection) (884/3908건, 22.62%), 원

내에 없는 약물 또는 처방오류를 포함한 물류(logistics) 관련

(186/3908건, 4.76%) 원인이 다음으로 높게 나타났다 [Table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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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use n (%) C code Description n (%)

C1.
Drug 
selection

2690 (68.83)

1.1
Inappropriate 
drug (incl. 
contra-indicated)

380 (9.72)

1.2 No indication for 
drug 434 (11.11)

1.3
Inappropriate 
combination of 
drugs, or drugs 
and food

52 (1.33)

1.4

Inappropriate 
duplication of 
therapeutic group 
or active 
ingredient

96 (2.46)

1.5
Indication for 
drug-treatment 
not noticed

1458 (37.31)

1.6
Too many drugs 
prescribed for 
indication

44 (1.13)

1.7
More 
cost-effective 
drug available

57 (1.46)

1.8
Synergistic/preven
tive drug 
required and not 
given

127 (3.25)

1.9
New indication 
for drug 
treatment 
presented

42 (1.07)

C2.
Drug 
form

92 (2.35) 2.1 Inappropriate 
drug form 92 (2.35)

[Table 10] Distribution of total DRI by causes (C 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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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3.
Dose 
selection

884 (22.62)

3.1 Drug dose too 
low 98 (2.51)

3.2 Drug dose too 
high 180 (4.61)

3.3
Dosage regimen 
not frequent 
enough

20 (0.51)

3.4 Dosage regimen 
too frequent 32 (0.82)

3.6
Pharmacokinetic 
problem requiring 
dose adjustment

162 (4.15)

3.7

Deterioration/impr
ovement of 
disease state 
requiring dose 
adjustment

392 (10.03)

C4.
Treatment 
duration

6 (0.15)

4.1
Duration of 
treatment too 
short

2 (0.05)

4.2
Duration of 
treatment too 
long

4 (0.10)

C5.
Drug use 
process

48 (1.23) 5.1

Inappropriate 
timing of 
administration 
and/or dosing 
intervals

48 (1.23)

C6.
Logistics 186 (4.76)

6.1 Prescribed drug 
not available 41 (1.05)

6.2
Prescribing error 
(necessary 
information 
missing)

145 (3.71)

C8.
Others 2 (0.05) 8.1 Other causes 2 (0.05)

Total 3908 (100) 3908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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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NE 분류기준에 따라 분류한 문제 유형 코드와 원인 코드를 결

합하여, 약물관련중재의 대상이 되는 하나의 문제 유형을 생성했을 

때, 발생 빈도가 높은 10가지 약물관련문제는 [Table 11]에 나타

냈다. 

전체 중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난 문제는 ‘적응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치료가 되지 않은 경우’ (P 1.4/C 1.5, 

indication without prescription; 37.28%)였고, 다음으로 ‘적응

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불필요한 약물이 처방되는 경우’ (P 

3.2/C 1.2, prescription without indication; 6.76%), ‘부적절한 

약물 처방으로 인한 비-알레르기성 이상반응 발생’ (P 2.1/C 

1.1, non-allergic adverse events due to inappropriate drugs; 

4.73%)이 상대적으로 높은 빈도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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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code Problem C code Cause P+C code; Description n (%)

1.4 Untreated 
indication 1.5

Indication for 
drug-treatment not 
noticed

Indication without prescription 1457 (37.28)

3.2 Unnecessary 
drug-treatment 1.2 No indication for 

drug Prescription without indication 264 (6.76)

2.1
Adverse drug 
event   
(non-allergic)

1.1
Inappropriate drug 
(incl. 
contra-indicated)

Non-allergic AE*due to 
inappropriate drugs 185 (4.73)

1.2
Effect of drug 
treatment not 
optimal

3.7

Deterioration/impro-
vement of disease 
state requiring dose 
adjustment

Non-optimal efficacy of drug 
treatment requiring dose 
adjustment

169 (4.32)

2.1
Adverse drug 
event   
(non-allergic)

3.6
Pharmacokinetic 
problem requiring 
dose adjustment

Non-allergic AE due to PK 
problem such as impaired 
kidney function

136 (3.48)

[Table 11] Top 10 prevalent DRIs (Cause combined with problem; P+C 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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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Toxic adverse 
drug-event 3.7

Deterioration/impro-
vement of disease 
state requiring dose 
adjustment

Toxic AE due to changed 
disease state requiring dose 
adjustment

134 (3.43)

1.4 Untreated 
indication 1.8

Synergistic/preventi-
ve drug required 
and not given

Preventive/supportive care 
treatment not given 
appropriately

126 (3.22)

2.3 Toxic adverse 
drug-event 3.2 Drug dose too 

high
Toxic AE may occur due to 
overdose 108 (2.76)

1.4 Untreated 
indication 6.2

Prescribing error 
(necessary 
information
missing)

Prescribing error & missed 
necessary medications 106 (2.71)

2.3 Toxic adverse 
drug-event 1.2 No indication for 

drug

Toxic AE due to inappropriate 
drug use which has no 
indication

102 (2.61)

*AE: adverse events



59

Problem n (%) P code Description n (%)

P1.
Treatment 
Effectiveness

1318 (55.24)

1.1
No effect of 
drug treatment/ 
therapy failure

3 (0.13)

1.2
Effect of drug 
treatment not 
optimal

333 (13.96)

1.3
Wrong effect 
of drug 
treatment

20 (0.84)

1.4 Untreated 
indication 962 (40.32)

P2.
Adverse 
reactions

633 (26.53)
2.1

Adverse drug 
event 
(non-allergic)

231 (9.68)

2.2 Adverse drug 
event (allergic) 2 (0.08)

[Table 12] Distribution of CKD complication-related DRI by problems 
(P code)

3. 만성콩팥병 합병증 및 병존질환 별 약물관련중재 

만성콩팥병 합병증과 병존질환에 따라 약물관련문제를 분석했을 

때, 만성콩팥병 합병증과 관련한 중재가 60.88% (2386/3908건), 

병존질환에 대해 39.12% (1533/3908건)의 중재가 발생했다. 

3.1. 약물관련중재의 문제 유형에 따른 분석

중재가 발생한 약물관련문제의 문제 유형 빈도는 합병증 및 병존

질환 모두에 대해 치료 효과, 이상반응, 치료 비용, 기타 순으로 나

타났으며, 전체 약물관련문제의 문제 유형에 따른 분석 결과와 분포 

경향이 다르지 않았다 [Table 12], [Table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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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Toxic adverse 
drug-event 400 (16.76)

P3.
Treatment 
costs

374 (15.67)

3.1
Drug treatment 
more costly 
than necessary 

41 (1.72)

3.2 Unnecessary 
drug-treatment 333 (13.96)

P4.
Others 61 (2.56)

4.1

Patient 
dissatisfied with 
therapy despite 
optimal clinical 
and economic   
treatment 
outcomes

50 (2.10)

4.2
Unclear 
problem/complai
nt

11 (0.46)

Total 2386 (100)　 　 　 2386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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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blem n (%) P code Description n (%)

P1.
Treatment 
Effectiveness

952 (62.10)

1.1
No effect of 
drug treatment/ 
therapy failure

13 (0.85)

1.2
Effect of drug 
treatment not 
optimal

157 (10.24)

1.4 Untreated 
indication 782 (51.01)

P2.
Adverse 
reactions

359 (23.42)
2.1

Adverse drug 
event 
(non-allergic)

263 (17.16)

2.3 Toxic adverse 
drug-event 96 (6.26)

P3.
Treatment 
costs

183 (11.94)
3.1

Drug treatment 
more costly 
than necessary 

12 (0.78)

3.2 Unnecessary 
drug-treatment 171 (11.16)

P4.
Others 39 (2.54)

4.1

Patient 
dissatisfied with 
therapy despite 
optimal clinical 
and economic   
treatment 
outcomes

20 (1.30)

4.2
Unclear 
problem/complai
nt

19 (1.24)

Total 1533 (100)　 　 　 1533 (100)

[Table 13] Distribution of comorbid disease-related DRI by problems 
(P 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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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약물관련중재의 원인에 따른 분석

3.2.1. 만성콩팥병 합병증별 약물관련중재의 분석

약물관련문제의 원인에 따른 분류에서, 만성콩팥병 합병증에 대해

서는 약물의 선택(drug selection)을 원인으로 하는 문제가 가장 

높은 빈도(1601/2386건, 67.10%)로 나타났고, 그 중에서 ‘인지

되지 않은 치료의 적응증’(C 1.5, indication for drug-treatment 

not noticed; 36.17%)가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두 번째로 높은 

비율을 나타낸 용량의 선택(dose selection)에서는 ‘용량 조절을 

필요로 하는 질병 상태의 변화’(C 3.7, 

deterioration/improvement  of disease state requiring dose 

adjustment; 15.13%)가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과용량’(C 3.2, 

drug dose too high; 4.74%)으로 인한 문제 발생이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Table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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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use n (%) C code Description n (%)

C1.
Drug 
selection

1601 (67.10)

1.1
Inappropriate drug 
(incl. 
contra-indicated)

219 (9.18)

1.2 No indication for 
drug 310 (12.99)

1.3
Inappropriate 
combination of 
drugs, or drugs 
and food

16 (0.67)

1.4

Inappropriate 
duplication of 
therapeutic group 
or active 
ingredient

69 (2.89)

1.5
Indication for 
drug-treatment not 
noticed

863 (36.17)

1.6
Too many drugs 
prescribed for 
indication

38 (1.59)

1.7 More cost-effective 
drug available 45 (1.89)

1.9
New indication for 
drug treatment 
presented

41 (1.72)

C2.
Drug 
form

59 (2.47) 2.1 Inappropriate drug 
form 59 (2.47)

C3.
Dose 
selection

586 (24.56)

3.1 Drug dose too 
low 35 (1.47)

3.2 Drug dose too 
high 113 (4.74)

[Table 14] Distribution of CKD complication-related DRI by causes (C 
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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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Dosage regimen 
not frequent 
enough

10 (0.42)

3.4 Dosage regimen 
too frequent 17 (0.71)

3.6
Pharmacokinetic 
problem requiring 
dose adjustment

50 (2.10)

3.7
Deterioration/impro
vement of disease 
state requiring   
dose adjustment

361 (15.13)

C4.
Treatment 
duration

1 (0.04) 4.2 Duration of 
treatment too long 1 (0.04)

C5.
Drug use 
process

33 (1.38) 5.1

Inappropriate 
timing of 
administration 
and/or dosing   
intervals

33 (1.38)

C6.
Logistics 106 (4.44)

6.1 Prescribed drug 
not available 34 (1.43)

6.2
Prescribing error 
(necessary 
information 
missing)

72 (3.02)

Total 2386 (100) 2386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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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 병존질환별 약물관련중재의 분석

병존질환에 대한 약물관련중재는 만성콩팥병 합병증과 마찬가지

로 약물의 선택을 원인으로 하는 문제에 대해 가장 높은 빈도로

(1099/1533건, 71.69%)로 이루어졌고, ‘인지되지 않은 치료의 

적응증’(C 1.5, indication for drug-treatment not noticed; 

38.88%)이 세부 분류 중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Table 15]. 

다음으로 많은 중재가 발생한 용량의 선택 (19.44%)에서는‘용

량 조절을 필요로 하는 체내 약동학적 변화’(C 3.6, 

pharmacokinetic problem requiring dose adjustment; 7.31%)가 

가장 높은 빈도의 원인으로 분석되었고, ‘과용량’(C 3.2, drug 

dose too high; 4.37%), ‘저용량’(C 3.1, drug dose too low; 

4.11%)으로 인한 약물관련문제가 다음으로 빈번하게 발생하였다 

[Table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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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use n (%) C code Description n (%)

C1.
Drug 
selection

1099 (71.69)

1.1
Inappropriate drug 
(incl. 
contra-indicated)

161 (10.50)

1.2 No indication for 
drug 124 (8.09)

1.3
Inappropriate 
combination of 
drugs, or drugs 
and food

45 (2.94)

1.4

Inappropriate 
duplication of 
therapeutic group 
or active 
ingredient

27 (1.76)

1.5
Indication for 
drug-treatment not 
noticed

596 (38.88)

1.6
Too many drugs 
prescribed for 
indication

6 (0.39)

1.7 Morecost-effective 
drug available 12 (0.78)

1.8
Synergistic/prevent
ive drug required 
and not given

127 (8.28)

1.9
New indication 
for drug treatment 
presented

1 (0.07)

C2.
Drug 
form

33 (2.15) 2.1 Inappropriate drug 
form 33 (2.15)

C3.
Dose 
selection

298 (19.44) 3.1 Drug dose too 
low 63 (4.11)

[Table 15] Distribution of comorbid disease-related DRI by causes (C 
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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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Drug dose too 
high 67 (4.37)

3.3
Dosage regimen 
not frequent 
enough

10 (0.65)

3.4 Dosage regimen 
too frequent 15 (0.98)

3.6
Pharmacokinetic 
problem requiring 
dose adjustment

112 (7.31)

3.7

Deterioration/impr
ovement of 
disease state 
requiring   dose 
adjustment

31 (2.02)

C4.
Treatment 
duration

5 (0.33)
4.1

Duration of 
treatment too 
short

2 (0.13)

4.2 Duration of 
treatment too long 3 (0.20)

C5.
Drug use 
process

15 (0.98) 5.1

Inappropriate 
timing of 
administration 
and/or dosing  
intervals

15 (0.98)

C6.
Logistics 81 (5.28)

6.1 Prescribed drug 
not available 7 (0.46)

6.2
Prescribing error 
(necessary 
information 
missing)

74 (4.83)

C8.
Others 2 (0.13) 8.1 Other causes 2 (0.13)

Total  1533 (100) 1533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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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원인과 결합한 문제 유형에 따른 약물관련중재 분석

3.3.1. 만성콩팥병 합병증별 분석

만성콩팥병 합병증에 대해서 문제 유형과 원인을 결합하여 중재

의 빈도를 분석했을 때, ‘적응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치료

가 되지 않은 경우’(P 1.4/C 1.5, indication without 

prescription)가 36.13%로 가장 많은 중재가 이루어진 문제로 나

타났고, 다음으로 ‘최적화되지 않은 치료 유효성으로 인해 약물의 

용량 조절을 필요로 하는 경우’(P 1.2/C 3.7, non-optimal 

efficacy of drug treatment requiring dose adjustment; 

6.50%), ‘적응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불필요한 약물이 처방되는 

경우’(P 3.2/C 1.2, prescription without indication; 6.20%)순

으로 많은 중재가 이루어졌다 [Table 16]. 

3.3.2. 병존질환별 분석

병존질환에 대한 약물관련문제는 다빈도로 중재가 수행된‘적응

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치료가 되지 않은 경우’(38.88%) 

다음으로, ‘적절한 예방 및 보조요법이 없는 경우’(P 1.4/C 1.8, 

preventive/supportive care treatment not given  

appropriately; 8.22%)에 대해 예방 목적으로 약물을 추가하는 중

재가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만성콩팥병 합병증과는 다르게, 병존질환에 대한 다빈도 상위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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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code C code P+C code; Description n (%)

1.4 1.5 Indication without prescription 862 (36.13)

1.2 3.7 Non-optimal efficacy of drug 
treatment requiring dose adjustment 155 (6.50)

3.2 1.2 Prescription without indication 148 (6.20)

2.3 3.7 Toxic AE due to changed disease 
state requiring dose adjustment 132 (5.53)

2.3 1.2 Toxic AE due to inappropriate 
drug use which has no indication 97 (4.07)

2.1 1.1 Non-allergic AE due to 
inappropriate drugs 96 (4.02)

3.2 3.7 Unnecessary drug-treatment 
requiring dose adjustment 73 (3.06)

2.3 3.2 Toxic AE may occur due to 
overdose 69 (2.89)

1.2 1.1 Effect of drug treatment not 
optimal due to inappropriate drugs 67 (2.81)

2.1 1.2
Non-allergic AE due to 
inappropriate drug use 
which has no indication

60 (2.51)

[Table 16] Top 10 prevalent CKD complication-related DRIs (P+C 
code) 

개 약물관련중재 내에는 ‘신기능 저하와 같은 체내 약동학적 변화

로 인해 발생가능한 비-알레르기성 이상반응’(P 2.1/C 3.6, 

non-allergic AE due to PK problem such as impaired kidney 

function; 6.26%), ‘약물 상호작용으로 인한 비-알레르기성 이상

반응’(P 2.1/C 1.3, non-allergic AE due to drug interactions; 

2.15%) 문제가 각각, 4번째, 10번째 순위로서 포함되었다. [Table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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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code C code P+C code; Description n (%)

1.4 1.5 Indication without prescription 596 (38.88)

1.4 1.8 Preventive/supportive care 
treatment not given appropriately 126 (8.22)

3.2 1.2 Prescription without indication 116 (7.57)

2.1 3.6
Non-allergic AE due to PK 
problem such as impaired 
kidney function

96 (6.26)

2.1 1.1 Non-allergic AE due to 
inappropriate drugs 89 (5.81)

1.2 3.1 Drug dose is too low to be not 
optimal for treatment efficacy 62 (4.04)

1.4 6.2 Prescribing error & missed 
necessary medications 49 (3.20)

2.3 3.2 Toxic AE may occur due to 
overdose 39 (2.54)

2.3 1.1 Toxic AE due to inappropriate 
drugs 38 (2.48)

2.1 1.3 Non-allergic AE due to drug 
interactions 33 (2.15)

[Table 17] Top 10 prevalent comorbid disease-related DRIs (P+C 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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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만성콩팥병 합병증 및 병존질환 별 약물관련중재 분석

다빈도 중재가 이루어진 상위 10개 만성콩팥병 합병증 및 병존질

환 각각에 대해, 빈번하게 이루어진 중재 유형을 분석하였다.  

3.4.1. 만성콩팥병 합병증별 분석

만성콩팥병 합병증 중에서, CKD-MBD에 대한 약물관련중재가 

가장 높은 빈도로 (668/2386건, 28.0%) 이루어졌고, 두 번째로 빈

혈 (463/2386건, 19.40%)에 대한 중재 비율이 높게 분석되었다. 

그 밖에 고혈압 (12.41%), 대사성 산증 (10.81%), 전해질 불균형 

(7.71%), 이상지질혈증 (6.12%) 순으로 관련 중재가 발생하였다 

[Table 18]. 

각 합병증 별 빈도 높은 중재 유형은 합병증의 종류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는데, ‘적응증이 없음에도 불필요한 약물이 처

방되는 경우’발생한 중재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 ‘체액 불균

형’을 제외하고 모든 합병증에 대해 ‘적응증이 있음에도 불구하

고 적절한 치료가 되지 않은 경우’중재가 가장  많이 이루어졌다. 

CKD-MBD에서는 ‘용량 조절을 필요로 하는 독성 이상반응’

에 대해 용량을 감량하는 경우가 두 번째로 빈번한 중재 유형으로 

나타났으며 (80/668건, 11.98%), ‘용량 조절을 필요로 하는 유효

성 부족’에 대해 약물의 용량을 증량하는 경우가 다음으로 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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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69/668건, 10.33%) 중재 유형으로 분석되었다.   빈혈에 대

해서는 ‘적응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부적절한 약물이 지속됨에 

따라 비-알레르기성 이상반응이 예상되는 경우’에 대해 약물을 중

단하도록 권고하는 중재가 12.31%, ‘용량 조절을 필요로 하는 유

효성 부족’에 대해 약물 용량을 증량하는 경우가 다음으로 높은 

빈도 (30/463건, 6.48%)의 중재로 나타났다 [Table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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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lication Total (%)
Rankings of DRI prevalence; number of DRIs (%)

#1 #2 #3 

CKD-MBD 668 (28.0)
Indication without 
prescription; 
250 (37.43)

Toxic AE due to 
changed disease state 
requiring dose  
adjustment; 
80 (11.98)

Non-optimal efficacy 
of drug treatment 
requiring 
dose adjustment; 
69 (10.33)

Anemia 463 (19.40)
Indication without 
prescription; 
228 (49.24)

Non-allergic AE due 
to inappropriate drug use 
which has no indication; 
57 (12.31)

Non-optimal efficacy 
of drug treatment 
requiring 
dose adjustment; 
30 (6.48)

Hypertension 296 (12.41)
Indication without 
prescription; 
63 (21.28)

Toxic AE may occur 
due to overdose; 
49 (16.55)

Unnecessary drug use 
by inappropriate 
duplication of 
therapeutic group; 
23 (7.77)

Metabolic 
acidosis 258 (10.81)

Indication without 
prescription; 
95 (36.82)

Prescription without 
indication; 
78 (30.23)

Unnecessary 
drug-treatment 
requiring dose
adjustment; 
59 (22.87)

[Table 18] Most prevalent CKD-complication-related DRIs and rankings of DRI preval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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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ectrolyte 
imbalance 184 (7.71)

Indication without 
prescription; 
54 (29.35)

Toxic AE due to 
changed disease state 
requiring dose 
adjustment; 
43 (28.37)

Toxic AE due to 
inappropriate drug use 
which has no 
indication; 
33 (17.93)

Lipid 
abnormality 146 (6.12)

Indication without 
prescription; 
56 (38.36)

Non-allergic AE due to 
inappropriate drugs; 
14 (9.59) 

Prescription without 
indication; 
12 (8.22)

Hyperglycemia 105 (4.40)
Indication without 
prescription; 
30 (28.57)

Non-allergic AE due to 
inappropriate drugs; 
11 (10.48) 

Non-allergic AE due 
to PK problem such 
as impaired kidney 
function; 
8 (7.62)

Hyperuricemia 94 (3.94)
Indication without 
prescription; 
38 (40.43)

Non-allergic AE due 
to PK problem such 
as impaired kidney 
function; 
30 (31.91)

Prescription without 
indication; 
7 (7.45)

Malnutrition 89 (3.73)
Indication without 
prescription; 
32 (35.96)

Untreated indication 
due to prescribed 
drugs not available; 
15 (16.85)

Too many unnecessary 
drugs prescribed for 
indication; 
13 (1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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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uid
imbalance 56 (2.35)

Prescription without 
indication; 
14 (25.0)

Effect of drug treatment 
not optimal due to 
inappropriate choice of 
drugs; 
12 (21.43)

Indication without 
prescription; 
7 (12.50)

Total 2386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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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2. 병존질환별 분석

병존질환에 대해서도 같은 방법으로 분석했을 때, 위장관계 증상 

조절 및 위궤양 예방요법에 대해 가장 많은 약물관련중재 

(390/1533건, 25.44%)가 발생했으며, 다음으로 감염성 질환 

(161/1533건, 10.50%), 정신질환 (119/1533건, 7.76%)을 비롯

하여 상기도 감염 증상 조절(cough/sputum/rhinorrhea) 

(117/1533건, 7.63%), 면역질환 (113/1533건, 7.37%)에 대해서 

빈도에 근소한 차이를 보이며 중재가 이루어졌다 [Table 19]. 

만성콩팥병 합병증과 마찬가지로, 병존질환의 대부분이 ‘적응증

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치료가 되지 않은 경우’에 대해 중

재가 가장 많이 발생했으나, 감염성 질환에서는 ‘신기능 저하와 같

은 체내 약동학적 변화로 인해 발생가능한 비-알레르기성 이상반

응’(non-allergic AE due to PK problem such as impaired 

kidney function), 감염 예방요법에서는 ‘예방/보조 요법이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preventive/supportive care treatment 

not given appropriately)에 대해 가장 중재의 비율이 높았다 (감

염성 질환, 감염 예방요법 각각에 대해, 44.72%, 77.78%) [Table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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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orbid 
disease Total (%)

Rankings of DRI prevalence; number of DRIs (%)
#1 #2 #3 

GI 
disorder/ulcer 
prophylaxis

390 (25.44)
Indication without 
prescription; 
140 (35.90)

Prescription without 
indication; 
59 (15.13)

Non-allergic AE due to 
inappropriate drugs; 
35 (8.97)

Infectious 
disease 161 (10.50)

Non-allergic AE due 
to PK problem such 
as impaired kidney 
function; 
72 (44.72)

Effect of drug 
treatment not optimal 
due to PK problem 
such as impaired 
kidney function; 
13 (8.07)

Drug dose is too low to 
be not optimal for 
treatment efficacy; 
10 (6.21)

Psychiatric 
disorder 119 (7.76)

Indication without 
prescription; 
52 (43.70)

Prescription without 
indication; 
11 (9.24)

Non-allergic AE due to 
inappropriate drugs; 
7 (5.88)
Prescribing error & 
missed necessary 
medications; 
7 (5.88)

C/S/R** 
(supportive 

care)
117 (7.63)

Indication without 
prescription; 
71 (60.68)

Prescription without 
indication; 
15 (12.82)

Non-allergic AE due to 
PK problem such as
impaired kidney function; 
5 (4.27)

[Table 19] Most prevalent comorbid disease-related DRIs and rankings of DRI preval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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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mune 
disease 113 (7.37)

Indication without 
prescription; 
19 (16.81)

Non-allergic AE due to 
drug interactions; 
14 (12.39)

Drug dose is too low to 
be not optimal for 
treatment efficacy; 
12 (10.62)

Coagulopathy 102 (6.65)
Indication without 
prescription; 
43 (42.16)

Toxic AE due to 
inappropirate drugs; 
20 (19.61)

Non-allergic AE due to 
drug interactions; 
7 (6.86)

Infection 
prophylaxis 99 (6.46)

Preventive/supportive 
care treatment not 
given appropriately; 
77 (77.78)

Prescribing error &
missed necessary 
medications; 
9 (9.09)

Indication without 
prescription; 
7 (7.07)

Ophthalmic 
disorders 52 (3.39)

Indication without 
prescription; 
46 (88.46)

Prescribing error & 
missed necessary 
medications; 
30 (57.69)

-

Cardiovascul-
ar diseases 48 (3.13)

Indication without 
prescription; 
15 (31.25)

Toxic AE may occur 
due to overdose; 
9 (18.75)

Drug dose is too low to
be not optimal for 
treatment efficacy; 
5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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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M 
neuropathy 39 (2.54)

Indication without 
prescription; 
14 (35.90)

Drug treatment more 
costly than necessary 
despite more 
cost-effective drug 
is available; 
7 (17.95)

Non-allergic AE due to 
PK problem such as 
impaired kidney function;
5 (12.82)

Total 1533 (100)
**C/S/R: Cough/Sputum/Rhinorrh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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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약물관련중재의 임상적 유의성 및 수용률 평가

처방오류의 중증도 및 약료서비스의 가치에 따라 약물관련중재를 

평가했을 때 결과는 [Figure 3]에 나와 있다. 매우 유의한(very 

significant) ~ 유의한(significant) 중재는 전체 중 80.86% 

(3158/3908건)에 해당하였고,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2088건의 

중재는 처방 오류의 중증도가 유의한 (grade C), 약료서비스의 가

치 또한 유의한 (grade 3) 것으로 평가되었다.  

전체 약물관련중재에 대해 임상의가 수용한 중재 비율은 84.88%

였으며, 매우 유의한 수준의 중재 수용률은 88.46%로 어느 정도 

유의한(somewhat significant), 유의한 정도의 중재 수용률 (각각, 

84.88%, 84.79%)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으나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20]. 

합병증과 병존질환 간 중재의 유의성을 비교했을 때, 전체 유의성 

수준은 두 군 간 차이가 유의하였다 (p < 0.001). 병존질환에 대한 

중재의 3.13% (48/1533건)가 매우 유의한 중재로 평가되었고, 합

병증에 대한 중재에서의 비율 (0.25%, 6/2385건)보다 약 12배 더 

높았다. 유의한 정도의 중재는 합병증에 대한 중재의 84.57%를 차

지하였고, 이는 병존질환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의한 중

재의 비율, 합병증 vs. 병존질환; 84.57% vs. 71.49%) [Table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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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Value of pharmaceutical service and 
severity of medication error (κ=0.278; severity of 
medication error, κ=0.228; value of service)

Significance of DRIs Number of DRIs (%) Acceptance rate (%) 
Very significant (B2-3, C2) 54 (1.38) 88.46

Significant (B4, C3-4, D2-3) 3113 (79.45) 84.79

Somewhat significant (B5, C5, D4, E4) 672 (17.15) 84.88

No significance (D5, E5) 72 (2.02) 88.68
Total 3911 (100) 84.88

[Table 20] Clinical significance and acceptance rate of DR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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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gnificance of DRIs Complication-related 
DRIs, n(%)

Comorbid disease- 
related DRIs, n(%) p value 

Very significant
(B2-3, C2) 6 (0.25) 48 (3.13)

p<0.001

Significant
(B4, C3-4, D2-3) 2017 (84.57) 1096 (71.49)

Somewhat significant
(B5, C5, D4, E4) 320 (13.42) 352 (22.96)

No significance
(D5, E5) 42 (1.76) 37 (2.41)

Total 2385 (100) 1533 (100) 　

[Table 21] Comparison of overall significance of DRIs between on CKD complications 
and comorbid dise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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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유의한 중재가 다빈도로 발생한 질환에 대한 세부

분석

만성콩팥병 합병증과 병존질환에 대해서 중재의 평균 유의성 점

수에 따라 1위에서 10위까지 순위를 매긴 결과, 합병증에서 가장 

중재의 유의성이 높았던 질환은 CKD-MBD 이었고, 다음으로 빈

혈, 고요산혈증, 당뇨에 대한 약물관련중재의 평균 유의성이 높았다 

[Table 22]. 

병존질환에 대해서는 감염성 질환에서 평균적으로 가장 유의성이 

높은 중재가 많이 이루어졌으며, 응고병증, 면역질환, 감염 예방요

법, 심혈관계 질환 순으로 중재의 평균 유의성이 높게 분석되었다 

[Table 23]. 

약물관련중재의 빈도 순위와 평균 유의성 점수 순위를 동시에 고

려했을 때, 중재가 가장 많이 발생했으며, 평균적으로 중재 유의성

이 가장 높은 합병증인 CKD-MBD, 빈혈에 대해서 임상적으로 유

의한 상위 5개 중재 유형에 대해 분석을 수행하였다 [Table 24], 

[Table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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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 Complication Mean significance 
score of DRIs

1 CKD-MBD 2.76
2 Anemia 2.73
3 Hyperuricemia 2.72
4 Metabolic acidosis 2.69
5 Glucose control 2.68
6 Electrolyte imbalance 2.61
7 Hypertension 2.55
8 Dyslipidemia 2.5
9 Volume imbalance 2.45

10 Malnutrition 2.08

[Table 22] Rank by mean significance score of DRIs related 
to CKD-complications

Rank Comorbid disease Mean significance 
score of DRIs

1 Infectious disease 2.94
2 Coagulopathy 2.8
3 Immune disease 2.62
4 Infection prophylaxis 2.58
5 Cardiovascular disease 2.56
6 GI disorder/ulcer prophylaxis 2.36
7 C/S/R (supportive care) 2.26
8 Psychiatric disorder 2.24
9 DM neuropathy 2.21

10 Ophthalmic disorders 2.06

[Table 23] Rank by mean significance score of DRIs related 
to comorbid dise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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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an 
significance

score 
P code C code P + C code; Description n (%)

2.88 2.3 3.7 Dosage of P binder should be 
decreased due to (expected) Hypo-P 80 (11.98)

2.88 2.3 1.2
Hyper-Ca (may occur) occurred due to 
excessive dose of Ca-based P binder 
or vitamin D

52 (7.78)

2.87 1.2 3.7
Dosage of P binder should be 
increased due to continued Hyper-P 
status

69 (10.33)

2.79 1.2 1.1
Despite of continued Hyper-P status, 
P binder with low potency continued 
to use

38 (5.69)

2.77 1.4 1.5 P binder/or vitamin D were not 
prescribed for Hyper-P/Hyper-PTH 250 (37.43)

[Table 24] Top 5 significant DRIs for CKD-MB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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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an 
significance

score 
P code C code P + C code; Description n (%)

2.93 1.2 3.7 Adjustment in ESA dose may be 
warranted to achieve target Hb level 30 (6.48)

2.81 1.4 1.5
Appropriate drugs were not prescribed 
for managing iron/erythropoietin   
deficiency anemia

228 (49.24)

2.68 2.1 1.2 Skip one dose of ESA on Hb 
concentration > 11.0 g/dL 57 (12.31)

2.61 1.4 6.2 ESA/or iron were not prescribed due 
to medication error 28 (6.05)

2.59 3.2 3.2
Escalation in ESA dose was 
unnecessarily too high for the 
condition 

17 (3.67)

[Table 25] Top 5 significant DRIs for anem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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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KD-MBD와 관련하여 가장 유의한 것으로 평가된 중재 유형은 

‘질병 상태의 변화에 따라 용량 조절을 필요로 하는 독성 이상반

응’(P 2.3/C 3.7, toxic AE due to changed  disease state 

requiring dose adjustment; mean significance score 2.88)이 

예상되는 경우에 수행되는 중재로, 예를 들어 고인산혈증인 환자에

서 인결합제를 사용할 때, 인 수치가 정상범위 이하로 낮아지는 추

세를 보임에도 불구하고 용량 조절이 이루어지지 않아 저인산혈증

이 예상될 때, 미리 이를 인지하여 용량을 감량하는 중재가 발생하

였다 [Table 24]. 이와 동등한 평균 유의성 점수를 획득한 중재는 

‘적응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약물이 처방되어 독성 이상반응’(P 

2.3/C 1.2, toxic AE due to inappropriate drug use which has 

no indication; mean significance score 2.88)이 나타날 수 있는 

경우에 대한 중재로, 주로 인 수치가 높거나 칼슘 수치가 낮지 않음

에도 칼슘-기반 인결합제 또는 비타민 D 약제를 투약하던 중, 고칼

슘혈증과 같은 이상반응이 발생할 시 약물의 중단을 권고하는 경우

에 해당되었다 [Table 24]. 

빈혈에서는 철분제, 조혈제를 사용하여 빈혈 치료를 하고 있음에

도 목표 범위까지 도달하거나 잘 조절되지 않는 경우, 가이드라인 

알고리즘에 따라 용량을 조절하는 중재 (P 1.2/C 3.7, 

non-optimal efficacy of  drug treatment requiring dose 

adjustment; mean significance score 2.93)의 평균 유의성 점수

가 상대적으로 가장 높았고, 적응증이 있음에도 치료약물이 투약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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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아 anemia work-up 결과에 따라 철분제 또는 조혈제를 추가

하는 경우 (P 1.4/C 1.5, indication without prescription; mean 

significance score 2.88)가 다음으로 유의성이 높은 중재로 분석

되었다 [Table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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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의 및 고찰

본 연구는 국내에서 모든 단계의 만성콩팥병 (만성콩팥병 1-4단

계, 비투석 말기신부전, 혈액투석/복막투석 환자, 신장이식 환자) 입

원환자를 대상으로 수행된 임상약사의 약물관련중재를 체계적으로 

분석한 첫 연구이다. 이를 통해 만성콩팥병 환자의 약물관련문제 유

형을 파악, 약물관련중재의 유의성을 평가함으로써 임상약사의 역할

을 분석하고, 향후 만성콩팥병 환자대상 임상약료서비스 개선의 기

반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2009년 1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임상약사가 만

성콩팥병 환자 및 의료진을 대상으로 시행한 임상약료서비스에 대

한 건수를 분석하였다. 신장내과 병동 내 모든 입원환자에 대해 처

방전 검토 및 복약상담을 시행했으며,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3000건 이상의 약물관련문제를 도출, 환자 1 인당 약 0.95건의 약

물관련중재를 수행할 수 있었다. 

다양한 약료서비스 중, 약물치료와 관련된 모니터링은 이상지질혈

증, 당뇨, 부갑상선기능항진증, 빈혈과 같이 만성콩팥병 합병증 약물

치료와 관련한 모니터링 지표와, 치료역이 좁은 digoxin, 

tacrolimus, theophylline과 같은 약물의 농도 모니터링에 대해 주

로 중재가 이루어졌다. 만성콩팥병 환자의 약물관련문제에 대해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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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한 연구를 바탕으로 통합 분석(pooled analysis)을 수행한 

Manely HJ et al. (2005)47에서는 혈액투석 환자 395명에서 도출

된 1593건의 약물관련 문제 중 실험실적 수치 모니터링을 적절하

게 시행하지 않은 문제가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고, Grabe DW 

et al. (1997)100에서는 만성콩팥병 당뇨환자에 대한 HbA1c 측정 

중재가 두 번째로 빈번한 약물관련중재 유형으로 분석되었다. 

만성콩팥병 환자에서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합병증 및 원인질환에 

대한 실험실적 수치 모니터링은 약물 치료의 유효성과 이상반응 발

생 여부를 확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함에도 불구하고 진단이 이

루어진 이후에는 누락되는 경우가 빈번하며, 약료서비스의 일부로서 

가이드라인에 명시된 근거에 따라 치료적 모니터링 중재를 수행함

으로써 약물요법의 시작 및 치료 방향 결정에 도움을 줄 수 있었다. 

임상약사에 의해 도출된 약물관련문제는 약물치료요법의 변경 또

는 정보제공의 형태로 100% 중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문제의 유

형 파악을 통해 약사가 약물관련중재를 시행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임상적 결과(clinical outcome) 유형을 예측할 수 있다. 

PCNE 분류기준에 따라 약물관련중재의 문제 유형을 치료의 유효

성, 이상반응, 비용 및 기타로 분류했을 때, 만성콩팥병 입원환자에

서는 치료 효과(P code 1)와 관련한 문제가 약 58%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으며, 이를 통해 임상약사가 최적화되지 않은 약물요

법을 조정함에 따라 임상적 효과 개선 측면에 가장 많은 영향을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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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Aburuz SM et al. (2012)69에서는 

만성콩팥병 환자의 약물과 관련한 문제를 효과, 적응증, 안전성 측

면으로 나누어 분석했을 때 치료 효과와 관련한 문제가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고, 특히 심혈관계 질환 예방, 고혈압 조절과 관련하

여 ‘약물치료에도 불구하고 효과 증대를 위해 약물을 추가해야하

는 경우’가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적응증 관련 

문제 (예, 적응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치료가 되지 않은 경

우)가 유효성 관련 문제에 포함되는 세부 분류 중 하나로 분석되어, 

전체 유효성 관련 문제가 50%를 초과하는 높은 비율로 나타났고, 

그 중에서도 적응증과 관련된 문제가 가장 흔하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였다.

두 번째로 빈번하게 나타난 이상반응 관련 문제(P code 2)는 신

기능의 저하로 인해 약물 요법으로 인한 위험이 전반적으로 상승되

어 있는 만성콩팥병 환자에서 발생 가능한 이상반응을 예방하거나 

발생한 이상반응을 해결하는 데에 미치는 약사의 기여를 예측할 수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매일 입원환자의 상태를 모니터링하며 추이

를 파악하여 잠재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이상반응에 대해 예방적 

중재가 중점적으로 이루어졌다. 기타(P code 4)로 분류되어 있는 

항목은 주로 환자의 약물 제형, 용법에 따른 불편감 호소 및 순응도 

저하 문제(P 4.1), 경구 섭취가 가능해진 환자에서 IV 와 PO 투여 

전환101,102과 같은 문제(P 4.2)를 포함하고 있는데, 전체 약물관련

문제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낮지만 기존 연구103를 통해 환자의 약물 

순응도 개선은 환자의 편의를 개선시킬 뿐만 아니라 재원 일수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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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약제비 감소, 치료 효과 향상에 기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치료 유효성 및 비용에도 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었을 

것이다. 만성콩팥병 투석 환자 및 신이식 환자를 대상으로 제공하는 

외래 약료서비스에서는 복약순응도와 관련하여 약사의 중재 및 약

물교육이 환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평가된 바 있다.104,105 본 연구에

서 입원 환자에 대해서는 간호사에 의해 교부된 약은 환자가 모두 

복용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복용중인 전체 약물에 대한 객관적

인 순응도를 정확하게 평가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으며, 환자의 주관

적인 증상, 불편감 호소에만 의존하여 관련 중재가 발생할 수 있었

다. 따라서, 만성콩팥병 입원환자의 복약순응도에 대해 검증된 평가

도구를 활용하여 객관적인 순응도를 측정하고 약물관련중재 후 결

과 평가 또한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약물관련문제의 원인과 문제 유형을 통합하여 분석했을 때, 만성

콩팥병 입원환자에서 약물관련중재가 가장 빈번하게 발생한 약물관

련문제는 ‘적응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치료가 되지 않은 

경우(indication without prescription)’였다. Belaiche S et al. 

(2011)106에서는 만성콩팥병 3-4단계 환자가 전체 78.6%를 차지

하는 외래 기반 약료서비스에서 ‘indication without 

prescription’이 가장 빈번한 약물관련문제 (30%)로 나타났으며, 

3차병원에 입원한 혈액투석 환자를 대상으로 약물관련문제를 도출

한  Possidente CJ et al. (1999)107에서도 ‘indication without 

prescription’이 가장 높은 비율 (41.0%)을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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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 본 연구의 결과와 일치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약물관련문제에서 ‘indication without prescription’은 다음과 

같은 가능한 두 가지 경우 – 입원 이후 새롭게 발생한 합병증에 대

해 적절한 약물요법이 시작되지 않은 경우, 환자가 타 병원에서 진

단된 적응증에 대해 약물을 복용하던 중 입원을 하면서 치료가 누

락되는 경우 - 로 나눌 수 있으며, 각각의 문제에 대해 필요한 약

물요법의 시작 또는 추가가 권고된다. 

합병증 및 병존질환에 대해 여러 진료과를 방문하여 약물을 처방

을 받는 만성콩팥병 환자가 입원 시 적응증에 대한 약물 처방이 누

락되는 경우는 통합적인 약력관리의 어려움으로 복용 중인 약물과 

처방력이 맞지 않을 때, 빈번하게 발생한다. 약력의 불일치는 처방

오류의 위험도를 높이며 약물관련문제를 야기하게 되는데,54 이를 

감소시키기 위해 약사에 의한 정확한 약력관리를 통한 ‘약물 조정

(medication reconciliation)’의 중요성이 강조된다.57 최근 

medication reconciliation에 대해 수행한 체계적 문헌고찰108,109에

서는 약력관리를 통한 약물의 조정이 입원 환자에서 약물로 인한 

이상반응을 예방하고 재입원율을 감소시키는데 유의한 영향을 미치

며, 특히 이와 같은 서비스가‘약사’에 가장 의존적인 것으로 확인

되었다. Pai AB et al. (2013)110은 말기신부전 환자에서도 이와 

같은 서비스가 치료적 효과 개선 및 의료비 감소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를 강조하며 투석실-중심의 약물 관리서비스 모델에 대해 제안

한 바 있다. 이를 통해 만성콩팥병 환자 대상 임상약료서비스에서도 



94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던 초기약력관리 및 약물요법의 조정 과정

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었으며, 입원뿐만 아니라 외래 환경에서도 

medication reconciliation은 약물사용의 안전성 측면에서 중요한 

분야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에,111 퇴원 후 외래 약료서비스로 환자

의 약력을 연동·추가·변경할 수 있도록 하여 지속적인 약력관리 

서비스를 제안할 수 있을 것이다.

질환에 따라 다빈도 약물관련문제는 만성콩팥병과는 다른 경향을 

나타냈는데, 소아 환자를 대상으로 약사의 중재 업무를 분석한 

Fernandez-Llamazares CM et al. (2012)96는 총 1357건의 약

물관련문제 중 833건 (61.4%)이 digoxin, heparin, gentamycin 

등의 과용량 오류로 인한 문제였음을 나타낸 바 있고, Khalili H et 

al. (2012)44에서는 감염내과 병동 환자를 대상으로 약용량과 약물

의 선택 문제가 동시에 가장 높은 빈도를 나타냈다. 응급 병동 환자

를 대상으로 한 연구86에서는 PCNE 분류로 분석한 약물관련문제 

중, ‘비용경제적인 약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필요보다 비싸게 처

방됨(costly medication therapy although more cost-effective 

drug is available)’문제가 가장 흔한 것으로 조사된 반면, 본 연

구에서는 같은 유형의 중재가 매우 낮은 비율로 나타났다. 신장내과 

병동에서는 주로 보험 적용여부 및 약가(drug costs)와 관련한 내

용이 의료진의 정보 문의에 대한 답변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

분이며, 이는 약료서비스 내역 중 약물관련 정보제공에 포함된다. 

또한, 보험기준을 적용하여 적응증에 대한 약물 추가를 중재하는 경



95

우는 근본적인 중재의 목적이 ‘치료 유효성’과 연관되어 있어, 비

용관련 약물관련중재로 분류되는 문제는 적었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만성콩팥병 합병증 및 병존질환에 대해 각각 약물관련문제를 분

석했을 때, 문제의 유형 분포는 전체 약물관련문제 분포와 다르지 

않았으나, 원인의 종류는 서로 다른 경향을 나타냈다. 

약용량의 선택(dose selection)이 문제의 원인이 되는 경우, 만성

콩팥병 합병증은 질환의 상태 변화에 따라 약물의 용량을 조절해야

하는 문제가 가장 빈번했던 반면, 병존질환에 대해서는 체내의 약동

학적 변화, 즉 만성콩팥병 환자에서는 변화하는 신기능에 따라 약물

의 용량 조절이 필요한 경우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이는 

병존질환에서는 항생제, 항응고제, H2 receptor antagonist와 같이 

신기능에 따라 용량 조절이 필요한 약물이, 합병증에 대해서는 전해

질 및 칼슘/인 조절 약제와 같이 효과 및 부작용이 비교적 빠르게 

나타나는 약물이 빈번하게 사용됨에 따라 발생한 차이로 볼 수 있

으며 특히, 합병증 조절에 사용되는 약물은 약물사용으로 인해 새로

운 치료적응증이 발생하는 경우(new indication for drug 

treatment presented)와 관련되어있기 때문에 이상반응이 발생하

기 전 용량을 적절히 조절하는 중재가 중요하다. 

이와 같은 문제들은 허가용량을 초과하는 과용량(overdose)과 

같은 1회성 중재가 가능한 문제와는 달리, 환자의 신기능, 전해질 

수치 및 기타 이상 수치를 매일 모니터링하여 약물의 유효성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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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이상반응 발생 가능성을 판단하여 권고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입원환자에게 특이적인 중재라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만성콩팥병 합병증과 관련하여 약물관련중재의 빈도가 가장 높았

던 질환은 CKD-MBD, 다음으로 빈혈이 높게 나타났으며, Salgado 

TM et al. (2012)64에서도 이 두 가지 합병증 조절과 관련하여 약

사의 임상 활동이 가장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 바 있

다. 본 연구 팀에서는 CKD-MBD, 빈혈 조절을 위해 KDIGO, 

K/DOQI 가이드라인의 치료알고리즘과 함께 국내 보험기준에 따른 

체계적 중재를 수행하고 있으며, 만성콩팥병 환자 특이적인 중재를 

통해 다른 합병증 및 병존질환에 비해 약물요법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가 이루어졌다. 

병존질환에서 위장관계 증상 조절/위궤양 예방요법에 대한 중재가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난 것은 만성콩팥병 환자가 합병증 및 질환 

진행 조절 목적으로 복용하는 약물 중 변비를 유발할 수 있는 약물

(예, calcium carbonate, iron, polystyrene sulfonate calcium, 

KremezinⓇ)이 많은 점, 복막투석 환자에서 예방적 하제

(laxatives) 사용112과 연관성을 지닌다. 이에 따라 위장관계 증상조

절제가 빈번하게 사용되고, 사구체신염, 신장이식 환자와 같이 장기

간 면역억제제를 고용량 복용하는 환자에서는 항궤양용제의 사용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관련 중재가 많았던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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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중재 빈도가 높았던 감염성 질환에 대해서는 신부전 환

자에서 신기능 변화에 따른 적절한 용량변경 중재(non-allergic 

AE due to PK problem such as impaired kidney function)가 

가장 빈번하게 이루어졌는데,  Stemer G et al. (2011)113, 

Possidente CJ et al. (1999)107연구에서도 만성콩팥병 환자를 대

상으로 항생제, 항바이러스제와 관련 중재가 가장 많이 발생한 것과 

유사한 경향을 확인할 수 있었다. 입원환자에서 사용되는 항생제는 

약물관련 이상반응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은 약물로 잘 알려져 있고

114-116, 70세 이상 만성콩팥병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잠재적으로 부

적절한 약물처방 실태를 조사한 후향적 연구117에서는 부적절한 약

물처방의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 약물계열이 항생제 (21%)이며, 

신기능의 규칙적인 측정과 이에 따른 항생제 용량 조절의 중요성을 

나타낸 바 있다. 기존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축적 시 신기능에 영

향을 줄 수 있는 신배설 항생제의 용량 조정 중재를 통해 이상반응 

감소, 비용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118 이는 본 연구의 결과

에서 도출한 병존질환에 대한 중재가 유의미했음을 뒷받침한다. 

Grabe DW et al. (1997)100에서 혈액투석 외래환자 대상 약물관

련중재의 유의성을 극히 유의함(extremely significant) ~ 역 유의

성(adverse significance)의 6단계로 평가했을 때, ‘유의한

(significant) ~ 매우 유의한(very significant) 중재’의 비율은 

82.9%였다. 혈액투석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중재를 평가한 

Possidente CJ et al. (1999)107에서는 유의한 ~ 매우 유의한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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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 75.3%, Lim SB et al. (2003)119은 71%의 중재가 같은 정

도의 유의성으로 평가되었다. 환자 군 (예, 투석 전 환자, 혈액투석 

환자)의 특성과 약물관련중재의 유의성을 평가하는 기준이 다양하

기 때문에 연구 간 정확한 비교는 어려우나, 전체 중재 중 ‘유의한 

~ 매우 유의한 중재’ 비율이 80.8%였던 본 연구의 결과는 비교적 

높은 유의성 수준의 약물관련중재가 많이 이루어졌음을 나타낸다. 

반면, 본 연구에서 매우 유의한 ~ 극히 유의한 중재 비율은 낮았

는데, 낮은 원인으로는 3차 의료기관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약물이 

처방될 때 치명적인 약물부작용, 상호작용 등은 처방의가 미리 인지

하거나, 의약품처방검토 시스템을 통해 사전에 문제를 교정하기 때

문에 약사의 중재가 발생하기 전에 교정되었을 가능성과, 주소

(chief complaint)는 급성 문제로 내원했지만 만성콩팥병과 같이 

유병기간이 길고 질환의 특성이 안정된 만성질환의 경우, 약물요법

이 생명 유지와 직결되는 경우는 적은 특성 등을 고려할 수 있다. 

약물관련중재의 전체 수용률은 84.88%로 만성콩팥병 환자 대상 

선행 연구들의 체계적 문헌고찰64에서 측정된 범위(40.9% - 

100%)내 에 포함되었다. 유의성에 따른 수용률을 분석했을 때, 매

우 유의한 중재의 수용률은 유의한, 어느 정도 유의한(somewhat 

significant) 중재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으나 더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중재의 유의성이 평균 이상으로 높을 때, 처방의 

역시 이를 중요하게 여기고 치료에 반영하는 경향을 나타낸다.  

이와 함께, 능동적 약물정보제공 형태의 중재 (유의하지 않은 중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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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해당)의 높은 수용률은 중재를 필요로 하는 약물관련문제가 중

증이거나 약물 치료방향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는 않더라도 의료

진의 의사결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형태의 약물관련중재가 임상의

에게 쉽게 수용될 수 있었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만성콩팥병 합병증과 병존질환에 따라 중재의 유의성 분포를 비

교했을 때, 질환 별 전체 중재에 대해 매우 유의한 중재가 차지하는 

비율은 병존질환이 합병증에 비해 약 12배 (매우 유의한 중재 비

율; 합병증 대. 병존질환 각각, 0.25%, 3.13%) 더 높았고, 이는 병

존질환 조절에 사용되는 약물 중 와파린과 같은 항응고제, 면역억제

제, 항생제 등 약물 치료역이 좁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필요로 하

는 약물계열이 다수 포함되어 있고, 주로 다른 약물과의 상호작용으

로 인한 비-알레르기성 이상반응 발생에 대한 ‘매우 유의한 중

재’가 이루어졌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Bosma L et al. (2007)94는 1개 이상의 고위험 약물을 복용하는 

환자에 대해 약사가 수행한 약물관련중재의 가치를 평가한 연구에

서 가장 빈번한 중재 유형은 약물의 중단과 함께, 약물 간 상호작용

에 대한 중재임이 나타난 바 있다. 이 때 고위험 약물에는 

azathioprine, cyclosporine, coumarin (warfarin), gentamycin을 

포함하였다. WHO에서 정의하는 치료역이 좁은 약물120 중, 

warfarin, digoxin, valproate, clindamycin은 본 연구에서 ‘매우 

유의한’ 중재의 18.5%을 차지했으며 (data not shown), 만성콩

팥병 환자에서 사용 시 주의를 요하는 신배설, 신독성 약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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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AIDS, amikacin 등)를 모두 포괄하였을 때, 만성콩팥병 환자에

서 병존질환 치료에 사용되는 고위험 약제와 관련한 중재의 범위는 

더 넓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네 단계로 나눈 중재 유의성의 전체 순위 합은 병존질환에 비해 

만성콩팥병 합병증에서 유의하게 더 높았는데 (p<0.001), 비록 만

성콩팥병 합병증 조절에 사용되는 약제가 병존질환 치료약물에 비

해 위험도가 낮음에도 불구하고, 만성콩팥병 합병증에 대해서는 가

이드라인에서 제시한 근거를 바탕으로 약물요법의 시작 및 용량 조

절에 적극 참여하여 전반적으로 유의한 중재를 시행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질환 별 중재의 평균 유의성 분석

을 통해 상대적인 중재 유의성 크기를 비교했는데, 병존질환에서는 

중재 빈도와 유의성에 연관성이 없었던 반면, 만성콩팥병 합병증 중 

CKD-MBD, 빈혈, 두 개 질환은 가장 빈번하게 중재가 이루어진 

합병증이자 중재의 유의성 또한 가장 높았다는 점에서 약사가 수행

하는 약물관련중재의 임상적 유의성에 가치를 부여할 수 있었다. 

다빈도로 중재가 발생하고 중재의 평균 유의성이 가장 높았던 합

병증인 CKD-MBD, 빈혈에 대해 중재를 심층 분석했을 때, 두 질

환 모두에서 가장 빈도가 높았던 중재 유형은 ‘인지되지 않은 적

응증’에 대해 임상약사가 검사 수치를 통해 치료 적응증을 확인하

고 약물을 추가하도록 권고한 중재였다. 

만성콩팥병 환자에서는 합병증 조절을 통해 말기신부전으로의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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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 속도를 조절하기 위한 이른 약물요법의 시작이 권장되고, 투석 

전 환자에서 철분제, 조혈제, 비타민 D, 인 결합제의 시기적절한 사

용이 중요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121  London R et al. (2003)70은 

투석 전 만성콩팥병 환자에서 치료의 질을 높이기 위한 임상적으로 

중요한 중재 중, 조혈제의 사용을 통한 빈혈 개선을 포함하였고, 전

체 환자 중 46%가 조혈호르몬 결핍성(erythropoietin-deficiency) 

빈혈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10.5%만이 적절한 조혈제 치료를 받

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비교하여 본 연구에서는 철분 및 조

혈호르몬 결핍성 빈혈 조절을 위해 약물요법을 시작하도록 권고하

는 중재가 가장 높은 빈도로 나타났으며, 적합한 약물의 사용으로 

합병증 관리에 기여하고 있음에 의의를 지닌다. 

가장 유의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중재 유형은 CKD-MBD, 빈

혈에서 모두, 약물을 사용하는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이상반응 또는 

치료효과의 부족에 대해 프로토콜에 따른 약 용량의 조절을 중재한 

경우였고,  이는 KDIGO 가이드라인 (Anemia (2012); 

CKD-MBD (2009))122,123에서 다른 권고사항에 비해 높은 근거력 

(2B)으로 제시되어 있어, 본 중재의 유의성이 뒷받침되었다.

본 연구에서 임상약사가 시행한 약물관련중재는 단기적으로 빈혈 

지속 및 저/고인산혈증을 예방함으로써 임상적 상태 개선과 더불어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할 수 있고, 장기적으로는 빈혈과 칼슘/인 대사 

이상에 따른 혈관석회화로 인한 심혈관계 질환 발생 감소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겠다.124-127 이를 임상적으로 검증하기 위해서는 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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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의 중재로 인해 장기적인 임상 지표 또는 환자 중심의 지표의 

변화를 평가하는 체계적인 전향적 연구가 수행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몇 가지 제한점을 지니는데, 첫째, 본 연구는 중재업무

의 기록을 후향적으로 검토함으로써 중재의 효과를 합병증 및 병존

질환의 임상적 상태변화로 파악하지 못하였고, 장기적 임상 지표를 

측정할 수 없었던 점을 들 수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약물처방 

오류 및 약료서비스의 가치 측면에서 객관적인 지표를 활용하여 약

사가 수행한 약물관련중재를 평가함으로써 중재의 유의성을 간접적

으로 예측할 수 있었다.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임상적으로 유의

한 중재가 다빈도로 발생한 만성콩팥병 합병증에 대해, 약료서비스 

제공 이후의 삶의 질, 질병 진행을 포함한 장기적 임상 결과지표

(clinical outcome)를 평가하는 전향적 연구를 설계할 필요가 있다. 

두 번째, 유의성 평가 기준에 따라 중재의 유의성을 평가함에 있

어 도구의 신뢰성에 대한 문제로, 본 연구에서 사용한 Overhage et 

al. (1999) 도구는 기존 연구에서 사용한 중재 유의성 평가 도구들 

중 최근까지도 각 연구 특성에 따라 수정된 형태로 널리 사용되고 

있으며, 도구 개발 당시 의료진 및 약사가 이를 이용하여 중재를 평

가하여 검증된 방법 중 하나로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두 명의 임

상약사가 독립적으로 유의성을 평가한 뒤 하나의 중재에 대해서 연

구자 간 유의성 수준을 다르게 평가한 경우, 제 3자로서 신장내과 

임상약사 3명이 함께 의견을 공유하고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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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국내 모든 단계의 만성콩팥병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4

년간 임상약료서비스를 제공해오고 있는 임상약사의 업무를 처음으

로 분석한 연구로써, 총 3000건 이상의 약물관련문제를 도출하여 

치료 유효성, 이상 반응, 비용 및 순응도와 관련하여 빈번하게 발생

하는 문제의 특성 및 경향을 분석하였다. 또한, 만성콩팥병 환자에

서 약물사용의 특성이 서로 다른 합병증 및 병존질환으로 분류하여 

이와 연관된 약물관련문제를 체계적으로 분석했다는 점에서 타 연

구와 차별성을 지닌다.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만성콩팥병 합병증 및 병존질환별 유의

한 중재 유형을 파악하여 약물관련문제의 발생을 예방하고 발생한 

문제에 대해 유의한 중재를 수행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으며, 연구 

결과는 만성콩팥병 환자를 대상으로 근거 중심 중재의 프로토콜 및 

가이드라인을 개발하는 데에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

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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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론

만성콩팥병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4년간 임상약사가 도출한 약물

관련중재는 치료의 유효성, 이상반응, 비용 측면에서 다각적으로 이

루어졌으며, 대부분의 중재는 유의한 수준 이상으로 평가되었다. 

만성콩팥병 환자에 대해 가장 다빈도로 약물관련중재가 이루어진 

합병증은 CKD-MBD 이었으며, 병존질환에 대해서는 감염성질환에 

대한 항생제 사용 관련 중재가 가장 높은 빈도로 수행되었다. 

약물관련중재의 빈도와 임상적 유의성이 가장 높았던 

CKD-MBD와 빈혈은 만성콩팥병 환자의 주요 합병증으로서, 약물

요법에 대한 임상약사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루어졌으며, 향후 임상

약료서비스의 유효성과 장기적인 임상적 지표의 연관성을 입증하기 

위해 전향적 연구의 설계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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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nalysis of drug related problems 

and evaluation of clinical 

pharmacist’s intervention on chronic 

kidney disease patients 

Ga Hyeon Lee

Clinical Pharmacy, Department of Pharmacy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Chronic kidney disease (CKD) patients are characterized by increased 

rate of hospitalization, increased risk of mortality and morbidity, and 

progression from early to late stages of CKD results in newly occurred 

symptoms and complications. Most of the patients with CKD have a 

large number of complications and comorbid diseases as well as 

diseases which cause CKD, and National Kidney Foundation-Kidney 

Disease Outcomes Quality Initiative (NFK-K/DOQI) guideline defines 

complications, separately from comorbid diseases which have three typ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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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conditions; diseases which cause CKD, unrelated diseases, 

cardiovascular disease.

Patients with CKD are prone to develop a variety of complications, 

so early detection and appropriate medical treatment of complications 

and comorbid diseases is important to prevent or slow the progression 

of CKD to end-stage renal disease (ESRD).

A drug-related problem (DRP) is an event or circumstance involving 

drug therapy that actually or potentially interferes with desired health 

outcomes, and in hospitalized patients, DRPs frequently occurred due to 

prescribing and dispensing errors.

DRPs in hospitalized patients are the most common cause of adverse 

events, and can result in morbidity and mortality, duration of 

hospitalization and increased costs. Patients with CKD are at high risk 

for developing DRPs with most exhibiting risk factors such as 

polypharmacy, dosage adjustment of renally cleared drugs, nonadherence 

history and medication record discrepancy. 

The identification, prevention, and solution of DRPs are the core 

processes of pharmaceutical care, requiring a multidisciplinary approach. 

Clinical pharmacists are engaged in pharmaceutical care service as 

pharmacotherapy experts in the multidisciplinary team care (MTC) 

composed of physicians, pharmacists, nurses, and nutritionists. According 

to previous studies, clinical pharmacist’s pharmaceutical care service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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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tients with CKD may have positive impacts on various outcomes 

such as improved medication compliance, cost-saving, reduced 

hospitalization rate, and improved quality of life, as well as clinical 

therapeutic effects. The scope of comprehensive clinical pharmacist’s 

intervention performed in CKD patients includes disease-specific 

management service such as pharmacist-managed anemia program as 

well as common pharmaceutical care services such as medication history 

taking, therapeutic monitoring, patient counselling and provision of drug 

information for other health care professionals, and drug-related 

interventions (DRIs) on potential or actual DRPs. 

In the division of nephrology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Hospital 

(SNUH), clinical pharmacists participate in MTC service and provide 

pharmaceutical care on the ward since 2008. DRIs for health care 

professionals on DRPs which were detected by clinical pharmacists are 

documented prospectively using systematized PCNE (Pharmaceutical 

Care Network Europe) classification system.

Although several studies were performed to analyze impacts of 

clinical pharmacist’s role in CKD patients, most of the studies were 

performed on dialysis patients, and there are no studies that analyze the 

characteristics of DRPs in CKD patients and evaluate the clinical 

significance of DR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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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refor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of DRIs on DRPs 

which were detected by clinical pharmacists, divided into 

CKD-complications and comorbid diseases and evaluate the significance 

of DRIs in CKD patients hospitalized in a tertiary hospital.

In this study, subjects of analysis include DRIs in hospitalized CKD 

patients on the SNUH nephrology ward from January 2009 to 

December 2012. The number of pharmaceutical care services performed 

during the study period was counted and DRIs related to 

CKD-complications and comorbid diseases were analyzed by cause 

categories combined with problem categories PCNE classification. The 

clinical significance of the intervention was assessed using the scale 

proposed by Overhage et al. (1999), and for the disease which the 

most clinically significant DRIs performed, additional analysis of DRIs 

was implemented.

For 4 years, 3,908 DRIs were performed by clinical pharmacists, and 

the number of DRIs per patient was 0.95. The most common type of 

DRPs was ‘indication without prescription’ which was presented in 

37.28% of all performed DRIs. In both of the CKD-complications and 

comorbid diseases, the most common type of problems in DRPs were 

treatment effectiveness, adverse reactions, and treatment costs in order 

of prevalence, and the most common type of causes were dru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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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lection, dose selection, and logistics. When the types of DRIs for the 

Top 10 common CKD-complications and comorbid diseases were 

analyzed, CKD-MBD (28.0%) in CKD-complications and gastrointestinal 

(GI) symptom control & GI ulcer prophylaxis (25.44%) in comorbid 

diseases were the most common diseases associated with DRIs, and 

‘indication without prescription’ was also the most common type of 

DRPs related to the diseases.

The overall rate of acceptance of the DRIs was 84.88%, and ‘very 

significant’ DRIs were more likely to be accepted than ‘somewhat 

significant’, or ‘significant’ DRIs. There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in significance of DRIs between CKD-complication and 

comorbid disease (p<0.001). CKD-MBD and anemia which were the 

most common complications associated with DRIs were also the most 

significant DRIs performed-diseases. 

In this study, clinical pharmacists performed DRIs for patients with 

CKD in various aspects of treatment effectiveness, adverse reactions and 

treatment costs, and most of the DRIs were evaluated as ‘clinically 

significant’. 

From the results of our study, we could characterize the clinically 

significant types of DRIs in each CKD-complication and comorbid 

disease and it may be utilized on the development of pharmacist’s 

evidence-based DRI protocol and guidelines in CKD pati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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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 the most common and significant DRI-performed complications; 

CKD-MBD and anemia, further prospective studies are warranted to 

deter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efficacy of pharmaceutical care 

service and long-term clinical outcomes.

Keywords: Chronic kidney disease (CKD), drug-related intervention    

(DRI), clinical pharmacist, pharmaceutical care service, complication, 

comorbid dise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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