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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록 

액종양환자는 다양한 약물로 이루어진 항암화학요법과 

조 모세포이식 등의 방법을 이용하여 치료를 받는다. 한 이들에게는 

질환  약물치료에 의하여 오심, 구토, 막염, 감염, 통증 등의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를 리하기 한 보조요법으로서도 많은 

약물이 필요하다. 이 듯 복잡한 약물치료는 약물과 련된 여러 

문제 (Drug-related Problems, DRPs)을 수반하게 되며, 이를 해결하기 

하여 임상약사는 약물 련 재(Drug-related Intervention, DRI)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임상약사가 액종양환자를 

상으로 시행한 약물 련 재의 경향을 약물별로 분석하고, 그 임상  

유의성을 제시하여 임상약사에 의한 약물 련 재 서비스의 가치를 

평가하고자 하 다.  

2008년 5월부터 2013년 8월까지 시행한 약물 련 재 건수  재의 

반 률에 해서 연도별 추이를 분석하 다. 약물 련 재가 필요하 던 

문제의 종류  그 원인을 분석하기 하여 Pharmaceutical Care 

Network Europe (PCNE)의 분류체계를 이용하 다. 이를 활용하여 

문제(Problem), 원인(Cause)의 분포를 빈도로 나타내었고, 상세분석을 

하여 문제/원인 조합의 빈도를 분석하 다. 한 항암제와 보조약물에 

하여 약물별로 문제, 원인, 문제/원인 조합의 빈도를 분석하 다. 

약물 련 재의 가치를 평가하기 하여 임상  유의성(Clinic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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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gnificance)을 6  척도를 이용하여 평가하 고, 이를 반 률과 함께 

약물별, 문제/원인별 빈도로 분석하 다. 

연구기간 동안 시행된 1,159건의 약물 련 재는 연도별로 증가하는 

추이를 보 으며, 이  84.5%가 반 되었다. 약물별로는 항암제 련 

재가 91건(6.5%), 보조요법 련 재가 823건(59.2%)이었으며, 그 

에서도 항균제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 다. 약물 련 재가 

필요하 던 문제의 종류는 치료의 유효성(53.2%)이 가장 높은 빈도를 

보 으며, 치료비용(14.2%)은 낮은 빈도를 보 다. 특히 항암제의 경우 

치료의 비용과 련된 재가 매우 낮은 빈도로 나타났으며(1.1%), 

항구토제는 치료의 비용과 련된 재가 비교  높은 빈도로 

나타났다(68.5%). 약물 련 재가 필요하 던 원인은 주로 약물 

선택(39.3%)과 용량선택(34.6%)이었으며, 각각 항구토제와 항균제에서 

특히 높은 비율을 차지하 다. 문제/원인 조합에서는 부 한 

약물투여방법으로 인하여 약물치료의 효과가 최 화되지 않은 것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 으며, 부 한 약물 조합으로 인하여 약물치료의 

효과가 최 화되지 않아 시행된 재는 가장 유의하 다. 이는 약물별 

분석에서도 비슷한 경향을 보 다. 부분의 약물 련 재는 

유의하 으며(79.6%), 항암제의 경우에는 31.9%가 매우 유의하 다. 본 

연구에서 임상약사는 약물치료의 유효성, 안 성  비용과 련하여 

약물별로 다양한 재를 실시하 으며, 특히 보조요법과 련한 재를 

높은 빈도로 시행하 다. 이처럼 약물치료의 임상 , 경제  성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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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상시키기 한 약사의 재는 유의미한 가치가 있음을 확인하 다. 본 

연구의 결과는 약료서비스의 질 향상  로세스 개선에 유용하게 

사용될 것으로 기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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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액종양질환 

 

암(cancer 는 malignancy)은 끝없이 분열하여 주  조직에까지 

침윤할 수 있는 비정상 인 세포의 질환을 말한다
1
. 암의 치료는 크게 

수술치료(surgery), 항암화학요법(chemotherapy), 방사선 

치료(radiotherapy), 생물학  치료(biologic therapy)로 구분되며, 질병의 

상태가 국소 일 때에는 외과  수술치료  방사선 치료와 같은 국소 

치료가 매우 효과 이다
2
. 

그 에서도 액종양(hematologic malignancy)은 골수 는 면역계 

내의 세포에서 시작된 암을 뜻하며, 백 병(leukemia), 림 종(lymphoma), 

다발성 골육종(multiple myeloma, MM) 등이 그 이다
1
. 액종양은 

신  질환이므로 국소치료보다는 신  항암화학요법이 주된 

치료법으로 여겨지고 있으며
2
, 부분의 액종양에서 유일하게 완치를 

가능  하는 치료법으로는 조 모세포이식(hematopoietic stem cell 

transplantation, HSCT)이 알려져 있다. 조 모세포이식에서도 

처치요법(conditioning regimen)으로서 고용량의 항암화학요법을 

시행하며, 이를 통해 골수에 있는 암세포를 제거하여 이식된 자가 는 

공여자의 조 모세포가 생착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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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 인 항암화학요법을 해서는 하나의 항암화학요법제(이하 

항암제)를 사용하는 경우는 드물고, 종양세포의 이질성과 약제 내성의 

발달을 고려하여 다양한 항암제의 조합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부분이다
2
. 이러한 경우, 수 개의 항암제가 하나의 regimen을 이루어 

정해진 날짜에 맞추어 환자에게 합한 용량으로 투여된다. 항암제의 

용량은 주로 환자의 체표면 (body surface area, BSA)을 기반으로 하며, 

일부 항암제는 환자의 체 (body weight) 는 사구체여과율(glomerular 

filtration rate, GFR)에 따라 용량을 계산하기도 한다. 이는 치료역이 

좁은 항암제의 유효성과 안 성을 모두 확보하기 해서이다.  한 

독성반응을 유의해야 하는 약물  하나인 항암제는 medication error와 

련된 사망의 원인 약물  두 번째로 꼽힌다
3
. 

 

1.2 액종양질환의 약물치료와 그 합병증 

 

항암제는 다양한 약물이상반응(adverse drug reactions, ADRs)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액종양환자의 치료성과를 향상시키기 

하여 이러한 약물이상반응을 포함한 합병증(complications)을 

최소화하는 것은 항암치료 못지 않게 요하다
4
. 때문에 합병증을 

해결하기 한 보조요법(supportive care) 역시 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이에 해서도 많은 약물들이 사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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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 오심  구토 

항암제에 의한 오심/구토(chemotherapy-induced nausea and vomiting, 

CINV)는 항암제와 련하여 나타나는 흔하고 고통스러운 부작용  

하나이다. CINV는 삶의 질을 심각하게 떨어뜨릴 뿐 아니라, 추후 치료에 

한 순응도를 불량하게 만든다
5
. 이러한 CINV는 항암제  그 사체에 

의하여 chemoreceptor trigger zone(CTZ), 구토 추, 장 에 분포된 

많은 신경 달물질의 수용체가 활성화되면서 나타난다
5
. 이들 수용체의 

자극은 타액 추, 복부 근육, 호흡 추  뇌신경을 통하여 구토를 

유발한다
6
. 여기에 주로 여하는 신경 달물질은 세로토닌(5-

hydroxytryptamine[5-HT]), 도 민(dopamine)이 있고, 이 외에도 

아세틸콜린(acetylcholine), 코르티코스테로이드 (corticosteroid), 

히스타민(histamine), 카나비노이드(cannabinoid), 아편(opioid), 뉴로키닌-1 

(neurokinin-1[NK-1])등이 있다
7-9
. CINV는 이를 방하기 한 한 

항구토제가 투여되지 않으면 70-80%까지 나타날 수 있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
10
. 따라서 항구토제를 이용한 CINV의 방은 매우 요하다. 

이를 하여 항암제의 구토유발 험도에 따라 NK-1 antagonist, 5-HT3 

receptor antagonist, metoclopramide, steroid 등의 약물을 방  

항구토제로 사용할 수 있다. 

 

1.2.2 막염 

막염(mucositis)은 세포를 감소시키는(cytoreductive) 항암요법 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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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치료로 인하여 발생하는 흔한 합병증으로서
11
, 장 을 통틀어 

막 표면에 염증 는 궤양이 생기는 증상을 말한다
12
. 이는 막세포의 

분열속도가 빨라, 세포 독성이 있는 항암제의 향을 쉽게 받기 때문에 

나타난다. 막염으로 인한 통증은 환자의 식이 섭취를 힘들게 하는 

요인이 되며, 심한 경우 감염의 원인이 될 수 있다. 특히 

조 모세포이식을 받은 환자에서 WHO grade 3이상의 막염이 75%로 

흔하게 보고되는데, 이는 세포독성이 강한 처치요법(conditioning 

regimen)을 사용할 뿐 아니라, 이식편 숙주질환(graft-versus-host 

disease, GVHD)을 방하기 하여 methotrexate를 투여하기 때문이다
13
. 

최근 보고된 체계  문헌고찰 결과에 따르면
14
, 생리식염수, 

탄산나트륨(sodium bicarbonate), 클로르헥시딘(chlorhexidine), 

인산칼슘(calcium phosphate) 각각을 희석한 함수제(mouthwash) 는 

리도카인(lidocaine) 등을 함유한 혼합제제를 이용한 함수제는 막염을 

방하고 치료하는 데에 있어서 근거가 부족하 다. 한 막염으로 

인한 통증을 리하기 해서는 경피  펜타닐(transdermal fentanyl)이 

유효할 수 있음을 권고하 다
15
. 그리고 조 모세포이식 환자를 상으로 

keratinocyte growth factor인 palifermin이 막염 방에 하여 승인을 

받은 바 있다. 

 

1.2.3 감염질환 

감염질환은 암환자에 있어서 유병률과 사망률의 요한 원인이 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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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증이다
16
. 투여한 항암제에 의하여 백 구와 같은 액세포를 

활발하게 생성하는 골수의 기능이 억제되거나, 조 모세포이식 이후 

장기간 면역억제제를 복용하면 면역기능이 하되어 심각한 감염질환이 

발생할 수 있다
16
. 그 에서도 주된 면역기능을 담당하는 호 구가 

감소된 상태인 호 구감소증(neutropenia)은 항암화학요법을 진행 인 

암환자에 있어서 감염질환이 발병하는 주요 험인자(major risk 

factor)로 인식되어 왔다. 특히 이들 환자에서는 감염의 진행이 빠르고 

특이한 의학  상태로 인하여 비감염과 감염 사이의 감별이 어렵기 

때문에, 경험  항생제의 한 투여가 매우 요하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는 호 구감소성 발열(neutropenic fever 는 

febrile neutropenia)환자에 한 경험  항생제 진료지침이 발표된 바 

있다
17
. 감염 합병증의 험도는 Multinational Association for Supportive 

Care in Cancer (MASCC)의 험지수  그 외 임상  지표를 종합하여 

평가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하여 호 구감소증 환자  감염 합병증의 

험이 등도 이상인 것으로 평가된 환자에게는 방  항균제로서 

fluoroquinolone계 항생제를 사용하도록 권고하 다. 뿐만 아니라, 

장기간의 호 구감소증이 상되는 환자에게는 posaconazole, 

fluconazole, itraconazole 경구액, 용량 amphotericin과 같은 

항진균제도 방 으로 사용할 수 있다. 한 Herpes simplex virus 

청검사에서 양성을 보인 몇몇 환자에 있어서는 방  항바이러스제가 

사용되기도 한다. 만약 호 구감소증 환자가 발열 등의 증상을 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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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증상이 나타난 즉시 경험  항균제를 투여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감염 합병증의 험도가 낮은 

환자에게는 경구 항균제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로서는 ciprofloxacin과 

amoxicillin/clavulanic acid의 병합요법이 권장된다. 험도가 낮지 않은 

환자에게는 주사 항균제로서 녹농균(Pseudomonas)에 한 항균력이 있는 

항균제를 재빠르게 투여할 것이 권고되고 있다. 

 

1.2.4 통증 

액종양환자에서의 통증은 과소평가되어 왔으나
18
, 이들 역시 

고형암환자와 마찬가지로 다양한 종류의 통증을 경험하고 있다
19-23

. 

이들의 통증은 기  암, 합병증, 진단 과정, 는 치료  재에 의하여 

발생할 수 있다. 기  암에 의한 통증은 백 병 세포의 골수(bone 

marrow, BM) 는 비탈회골(mineralized bone)내 존재
24
, 는 다발성 

골육종(MM)의 경우에는  용해
25
로 인한 골통으로 흔히 나타난다. 

림 종 환자의 경우 림 종이 척추체(vertebral bodies)를 침범한 경우 

척수 압박으로 인한 통증이 나타날 수 있다
19
. 한 액종양환자들은 

감염에 취약하여 통증을 동반한 감염질환을 나타내기도 하는데, 

칸디다(Candida)에 의한 구내염, 생식기 헤르페스(genital herpes), 상 

포진(herpes zoster), 상 포진 후 신경통(postherpetic neuralgia)이 그 

이다
19
. 동종조 모세포이식(allogeneic HSCT)을 받은 환자라면 

장 계 GVHD로 인하여 내장통증(visceral pain)을 호소하게 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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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19
. 한 진단과정에서 요추천자(lumbar puncture), 골수 흡입  

생검(BM aspiration/biopsy)에 의해서 일시 인 통증이 나타난다
26
. 그리고 

bortezomib, thalidomide,  vincristine 등은 신경병증성 통증(neuropathic 

pain)을 유발하는 것으로 잘 알려진 약물이다
27-29

. 호 구 수를 

회복시키거나, 조 모세포를 동원하기 하여 사용되는 

과립구집락자극인자(granulocyte-colony stimulating factor, G-CSF) 역시 

골수 팽창에 의하여 골통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30
.  

이러한 통증을 조 하기 해서는 국제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WHO)에서 제시한 진통제 사다리에 따라, 진통제를 투여할 

수 있다
31
. 즉, 경한 통증의 경우에는 acetaminophen  비스테로이드성 

항염증제(non-steroidal anti-inflammatory drugs, NSAIDs)와 같은 

비마약성 진통제를 사용할 수 있으며, 등도 이상의 통증에서는 마약성 

진통제(opioid)를 이용한다. 한 신경병증성 통증인 경우에는 

항우울제(antidepressants), 항경련제(anticonvulsants), 스테로이드 등을 

진통 보조제로 고려할 수 있으며, 골성 통증의 경우에는 

비스포스포네이트계(bisphosphonates) 는 칼시토닌(calcitonin)을 

진통보조제로서 고려해볼 수 있다
32
. 

 

1.2.5 장 계 합병증 

마약성 진통제는 변비를 유발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Vincristine 등의 항암제 한 변비를 부작용으로 나타낼 수 있다.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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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비는 암환자에 있어서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약물이상반응으로 보고된 

바 있다
33
. 마약성 진통제로 인한 변비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방  

변비약으로서 자극성 완화제(stimulant laxative)를 사용하되, 변 

연화제(stool softener)를 추가하여 사용할 수 있다. 만약 사용 인 

마약성 진통제의 용량이 증가할 경우, 완화제의 용량 역시 증가시킬 

것이 추천된다
31
. 만약 변비가 발생한다면 변 연화제 는 완화제의 

용량을 하게 증량할 수 있으며, 마약성 진통제의 사용을 이기 

하여 진통보조제의 사용을 고려해 볼 수 있다. 한 

수산화마그네슘(magnesium hydroxide), 비사코딜(bisacodyl), 

락툴로오스(lactulose)등의 변비약 는 장운동 진제를 추가할 수도 

있다
31
. 뿐만 아니라, 항암화학요법에 포함된 고용량의 

코르티코스테로이드는 소화성 궤양  소화불량과 같은 증상을 유발할 

수 있다
34
. 이에 해서는 치료기간 동안 히스타민-2 수용체 

길항제(histamine-2 receptor antagonists, H2RA) 는 

로톤펌 해제(proton pump inhibitor, PPI)의 한 사용이 

권고된다
34
. 

 

1.2.6 종양용해증후군 

효과 인 항암치료에 의해서 종양용해증후군(tumor lysis syndrome, 

TLS)이 발생할 수 있다
34
. TLS란, 악성세포가 빠르게 용해되면서 많은 

세포 구성성분들이 갑작스럽게 액으로 분비되어 나타나는 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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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란을 통칭한다
35
. 즉, 에 세포 내 성분이 많이 존재하게 되는 

것으로 고인산 증(hyperphosphatemia), 고요산 증(hyperuricemia), 

고칼륨 증(hyperkalemia), 요독증(uremia)으로 특징지어 진다
36
. 이는 

이차 으로 신 세뇨 에 요산(uric acid) 는 인산칼슘(calcium 

phosphate)의 결정이 침 되어 신기능을 악화시키게 되어 성 신부 을 

발생시키며, 그 외에도 부정맥, 발작, 근육 조 의 소실을 일으키고, 

심하면 사망에 이르기도 한다
37
. 때문에 TLS는 방하는 것이 가장 

요하며, 이에 Cairo-Bishop등이 연령, 종양의 종류  백 구 수 등에 

따라 험도를 측하는 도구를 개발하 다
38
. TLS를 방하고 치료하기 

해서는 세포 내 산물의 원활한 배설을 하여 수분을 충분히 공 할 

것과 해질을 자주 검사하여 극 으로 교정할 것이 권고되고 있다
37
. 

한 험도평가를 통하여 고 험군일 경우에는 rasburicase를, 등도 

험군일 경우에는 allopurinol을 사용할 수 있다
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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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약물 련문제 

 

1.3.1 약물 련문제의 정의  분류 

환자의 약물치료와 련한 문제 에 사용되는 용어는 매우 다양하며, 

이  약물사용의 과정과 임상  성과를 모두 나타내는 용어로서 가장 

흔히 사용되는 것은 Drug-related Problems (DRPs) 즉, 

약물 련문제이다
39,40

. 이는 약물치료의 기 성과를 실제로 는 

잠재 으로 방해하는 상황으로 정의된다
41
. 약물 련문제는 불충분한 

치료  용량, 약물의 상호작용, 환자의 불순응 등에 의해 발생할 수 

있으며, 치료의 유효성을 감소시킨다
40
. 한 약물이상반응에 련된 

약물 련문제는 2차 인 유병률과 사망률을 증가시키며, 의료비용을 

증가시키는 결과를 래할 수 있음이 보고되어 있다
42,43

. 

때문에 약물 련문제를 리하기 하여 그 실태에 한 분석이 

필요하 고, 이에 따라 많은 연구자들이 약물 련문제의 분류체계를 

고안하 다. Strand et al.은 1990년에 약물 련문제의 분류를 처음으로 

제안하 으며
44
, 1995년에는 약물 련문제의 원인(cause)과 

문제(problem)를 구분한 체계가 제시되었다
45
. 이외에도 임상약사가 

약물 련문제의 분석하기 한 연구에서 여러 분류체계를 설계한 바 

있으나
46-48

, 이들은 검증을 거치지는 못하 다
40
. 한 연구에서는 

약물 련문제의 분류체계가 갖추어야 할 기 을 정하여 여러 분류체계를 

평가하 고, 그 결과 가장 구조화되고 타당성 있는 분류체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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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armaceutical Care Network Europe (PCNE)의 분류체계를 

제시하 다
49
. PCNE classification ver.6.2 는 문제(problem), 원인(cause), 

재(intervention), 성과(outcome) 역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  

약물 련문제의 특성을 악할 수 있는 역은 문제 역과 원인 

역이다. 문제 역  하 역에 한 상세 내용은 [Table 1]와 

같으며, 원인 역  하 역에 한 상세내용은 [Table 2]와 같다
41
. 

 

[Table 1] Problem domain in PCNE classification 

Domain Code Subdomain 

Treatment 

effectiveness 

1.1 No effect of drug treatment/therapy failure 

1.2 Effect of drug treatment not optimal 

1.3 Wrong effect of drug treatment 

1.4 Untreated indication 

Adverse 

reactions 

2.1 Adverse event (non-allergic) 

2.2 Adverse event (allergic) 

2.3 Toxic adverse drug-event 

Treatment  

costs 

3.1 Drug treatment more costly than necessary 

3.2 Unnecessary drug-treatment 

Others 

4.1 
Patient dissatisfied with therapy despite optimal 

clinical and economic treatment outcomes 

4.2 Unclear problem/complaint 

4.3 Treatment effectiveness and adverse event 

* 4.3 was added in this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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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Cause domain in PCNE classification 

Domain Code Subdomain 

Drug selection 

1.1 Inappropriate drug 

1.2 No indication for drug  

1.3 
Inappropriate combination of drugs, or drugs and 

food 

1.4 
Inappropriate duplication of therapeutic group or 

active ingredient    

1.5 Indication for drug-treatment not noticed 

1.6 Too many drugs prescribed for indication 

1.7 More cost-effective drug available 

1.8 
Synergistic/preventive drug required and not 

given 

1.9 New indication for drug treatment presented 

Drug form 2.1 Inappropriate drug form    

Dose selection 

3.1 Drug dose too low  

3.2 Drug dose too high   

3.3 Dosage regimen not frequent enough   

3.4 Dosage regimen too frequent   

3.5 No therapeutic drug monitoring   

3.6 
Pharmacokinetic problem requiring dose 

adjustment 

3.7 
Deterioration/improvement of disease state 

requiring dose adjustment 

Treatment 

duration 

4.1 Duration of treatment too short   

4.2 Duration of treatment too long    

Drug use/ 

Administration  

Process 

5.1 
Inappropriate timing of administration and/or 

dosing interval 

5.2 Drug underused/under-administered (deliberately) 

5.3 Drug overused/over-administered (deliberately) 

5.4 Drug not taken/administered at all 

5.5 Wrong drug taken/administered   

5.6 Drug abused (unregulated overuse)   

5.7 Patient unable to use drug/form as directed 

Logistics 6.1 Prescribed drug not avail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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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Prescribing error   

6.3 Dispensing error   

Patients 

7.1 Patient forgets to use/take drug 

7.2 Patient uses unnecessary drug  

7.3 Patient takes food that interacts 

7.4 Patient stored drug inappropriately 

Others 
8.1 Other cause  

8.2 No obvious cause  

 

이러한 PCNE classification은 이미 여러 연구에서 사용된 바 있다
50-57

. 

먼 , 이상지질 증을 동반한 제2형 당뇨환자에 있어서 약물 련문제를 

분석한 연구에서는, 약물 선택(26.1%), 상호작용(18.0%)이 흔한 문제로 

나타났으며, 약물 련문제의 원인 약물은 압강하제(25.3%)와 

지질강하제(24.0%)가 가장 높은 빈도를 차지하 다
50
. 제2 형 당뇨환자를 

상으로 한 다른 연구에서는 치료실패(Therapy failure)가 38.7%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 다
56
. 그리고 폐경후 골다공증이 있는 여성에 

있어서 비스포스포네이트 사용과 련된 약물 련문제로는 

약물이상반응(adverse drug events, 83.1%)이 가장 흔하게 보고되었다
53
.  

응 병상에서 임상약사의 서비스를 평가한 연구에서는 약물치료가 

필요이상으로 비싼 문제(Drug treatment more costly than necessary, 

27%)와 약물치료의 유효성이 최 화되지 않은 문제(Effect of drug 

treatment not optimal, 24%)가 높은 비율로 나타났고, 원인 약물은 

심 계 약물이 26%, 소화   사 련 약물이 23%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 다
51
. 한 임상약사가 발견한 감염 병동에서의 약물 련문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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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물의 과용량(23%)  용량(15%)이 높은 빈도로 나타났고, 원인 

약물은 항응고제(29.5%), 제산제(19.6%), 당강하제  인슐린(17.9%), 

항생제(17%), 진통제  항염증제(10.7%), 해질(5.3%) 순으로 비율이 

높았다
58
.  

노인환자를 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약물을 투여하지 않음(Drug not 

taken/administered at all)이 35%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 고, 

약물은 심 계 약물(33%)이 높은 빈도로 나타났다
55
. 요양원 환자를 

상으로 하여 임상약사에 의하여 탐지된 약물 련문제는 잠재 인 

상호작용(32%)이 가장 높은 비율을 보 으며, 다음으로 약물의 

과용량(17%)이 높은 빈도로 나타났다. 이러한 약물 련문제의 원인이 된 

약물은 소화   사 련 약물, 신경계 약물, 심 계 약물 순으로 

그 비율이 높았다
54
.  

한 환자의 순응도를 돕기 한 “Medicines Use Review” 서비스를 

시행하며 발견된 약물 련문제로는 비알 르기성 약물이상반응(Non-

allergic adverse events, 48%)과 약물치료의 유효성이 최 화되지 않은 

문제(Effect of drug treatment not optimal, 27%)의 빈도가 높았으며, 그 

원인으로는 환자가 약물복용을 잊어버린 경우(Patient forgets to 

use/take drug, 33.3%)의 비율이 가장 높았다
52
. 학병원의 두 병동을 

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잠재 인 상호작용(16.4%)  약물의 

과용량(14.5%)과 련한 약물 련문제가 높은 빈도로 나타났다
57
. 이처럼 

몇몇 연구에서는 약물 련문제를 체계 으로 악함에 있어,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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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물을 약효군으로 분류하 다
50,51,54,55,58,59

. 약물의 분류기 은 부분의 

연구에서 WHO의 Anatomical Therapeutic Chemical (ATC) code
60
를 

이용하 다. 

 

1.3.2 액종양환자의 약물 련문제 

1.1 과 1.2 에서 언 한 로 액종양환자들은 복잡한 약물치료를 

투여 받게 된다. 복잡한 약물치료를 받게 되면 약물이상반응, 처방 오류, 

불순응, 약물 상호작용 등의 가능성이 높아져 약물과 련된 부정 인 

상황을 경험하게 될 수 있다
61
. 조 모세포이식을 받은 소아 환자를 

상으로 약물 련문제를 발견하고 그에 하여 임상약사가 재를 

실시한 연구에서 약물이상반응(23.8%), 치료되지 않은 응증(Untreated 

indication, 17.5%), 약물 투여 실패 는 부 한 투여방법(17.0%) 등이 

약물 련문제로 보고된 바 있다
59
. 재가 필요하 던 약물은 부분이 

항균제(29.0%)와 항암제(28.0%) 다. 이와 유사하게 백 병  

조 모세포이식 입원환자를 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치료를 최 화하고 

독성을 최소화하기 하여 재를 실시하 으며, 련 약물은 역시 

항암제(30%)  항생제(13%)가 부분이었다
62
. 한 종양환자를 

상으로 약물 련문제를 분석한 연구 결과, 치료되지 않은 응증(32%), 

부 한 약물(17%), 불필요한 약물치료(15%)가 부분으로 나타났다. 

특히 약물에 따라 약물 련문제의 경향이 달라지기도 한다. 항암제와 

련해서는 항암제의 용량, 투여 일정  투여 제형 등의 오류로 인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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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물 련 재를 실시하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
63
. 액  종양환자를 

상으로 항암제의 medication error를 분석한 결과, 용량(40.6%)이 

원인으로서 가장 높은 빈도로 나타났으며, 안 성(43.1%)이 우려되는 

약물 련문제가 부분이었다
64
. 한 액종양을 포함한 종양환자에서 

항구토제인 ondansetron와 련한 문제는 응증, 용량, 치료 기간과 

연 되어 있는 경우가 부분이었다
65
. 그리고 진통제와 련해서는 변비 

 구토에 한 방 요법을 하지 않을 경우 그 odds ratio가 각각 5.25, 

4.67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66
. 이와 같은 약물 련문제는 그 종류와 

원인에 따라서 문제를 해결하기 한 재가 다양해진다. 따라서 문제의 

종류와 원인의 조합을 통하여 어떠한 재가 가능한지 측해볼 수 

있다. 이에 PCNE classification의 Problem과 Cause의 가능한 조합과 

해당 문제를 해결하기 하여 약사가 할 수 있는 재를 다음과 같이 

고안해보았다[Table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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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Possible combinations of problems/cause and pharmacists' action to resolve Drug-related 

Problems 

Problem Cause Action taken by pharmacists 

1.1 No effect of drug 

treatment/therapy 

failure 

1.1 Inappropriate drug Recommend physicians to add or 

change to more potent drugs 

1.2 Effect of drug 

treatment not 

optimal 

1.3 Inappropriate combination of 

drugs, or drugs and food 

Recommend physicians to change to 

alternative drugs 

2.1 Inappropriate drug form Recommend physicians to change to 

alternative drug form 

3.1 Drug dose too low Recommend physicians to escalate 

drug dose proper to indication 

3.2 Drug dose too high Recommend physicians to reduce drug 

dose proper to indication 

3.3 Dosage regimen not frequent 

enough 

Recommend physicians to shorten 

dosing intervals 

3.5 No therapeutic drug monitoring Recommend physicians to monitor 

serum concentration of the drug 

3.6 Pharmacokinetic (PK) problem 

requiring dose adjustment 

Recommend physicians to escalate 

drug dose proper to resolved PK 

problems 

3.7 Deterioration/improvement of Recommend physicians to escal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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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ease state requiring dose 

adjustment 

drug dose proper to deteriorated 

disease state 

4.1 Duration of treatment too short Recommend physicians to add the drug 

5.1 Inappropriate timing of 

administration and/or dosing 

interval 

Consult patients(or caregivers) about 

when to take the drug 

5.7 Patient unable to use drug/form 

as directed 

Consult patients(or caregivers) about 

how to take the drug 

1.3 Wrong effect  

of drug treatment 

1.1 Inappropriate drug Recommend physicians to discontinue 

the drug 

5.1 Inappropriate timing of 

administration and/or dosing 

interval 

Consult patients(or caregivers) about 

when to take the drug 

1.4 Untreated indication 1.5 Indication for drug-treatment 

not noticed 

Recommend physicians to add 

necessary drugs 

1.8 Synergistic/preventive drug 

required and not given 

Recommend physicians to add 

synergistic/ preventive drugs 

1.9 New indication for drug 

treatment presented 

Recommend physicians to add 

necessary drugs 

4.1 Duration of treatment too short Recommend physicians to add the drug 

2.1 Adverse event  

(non-allergic) 

1.1 Inappropriate drug Recommend physicians to discontinue 

the dru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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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Inappropriate combination of 

drugs, or drugs and food 

Inform physicians of the risk and 

recommend to change to alternative 

drugs 

1.8 Synergistic/preventive drug 

required and not given 

Recommend physicians to add 

preventive drugs 

3.2 Drug dose too high Recommend physicians to reduce drug 

dose 

3.4 Dosage regimen too frequent Recommend physicians to lengthen 

dosing intervals 

3.5 No therapeutic drug monitoring Recommend physicians to monitor 

serum concentration of the drug 

3.6 Pharmacokinetic (PK) problem 

requiring dose adjustment 

Recommend physicians to escalate 

drug dose proper to aggravated PK 

problems 

2.2 Adverse event 

(allergic) 

1.1 Inappropriate drug Recommend physicians to discontinue 

the drug 

2.3 Toxic adverse drug-

event 

1.1 Inappropriate drug Inform physicians of the toxic event 

and recommend to discontinue the 

drug 

1.3 Inappropriate combination of 

drugs, or drugs and food 

Recommend physicians to change to 

alternative drugs 

1.8 Synergistic/preventive drug Recommend physicians to ad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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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quired and not given preventive drugs 

3.2 Drug dose too high Inform physicians of the toxic event 

and recommend to reduce drug dose 

3.4 Dosage regimen too frequent Inform physicians of the toxic event 

and recommend to lengthen dosing 

intervals 

3.1 Drug treatment 

more costly than 

necessary 

1.4 Inappropriate duplication of 

therapeutic group or active 

ingredient 

Recommend physicians to discontinue 

the duplicated drug 

1.6 Too many drugs prescribed for 

indication 

Recommend physicians to discontinue 

unnecessary drugs 

1.7 More cost-effective drug 

available 

Recommend physicians to change to 

more cost-effective drugs 

3.7 Deterioration/improvement of 

disease state requiring dose 

adjustment 

Recommend physicians to reduce drug 

dose proper to improved disease state 

3.2 Unnecessary drug-

treatment 

1.2 No indication for drug Recommend physicians to discontinue 

the drug 

4.2 Duration of treatment too long Recommend physicians to discontinue 

the drug 

4.1 Patient dissatisfied 

with therapy despite 

2.1 Inappropriate drug form Recommend physicians to change to 

alternative drug f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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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timal clinical and 

economic treatment 

outcomes 

3.4 Dosage regimen too frequent Consult patients(or caregivers) about 

when to take the drug 

5.7 Patient unable to use drug/form 

as directed 

Consult patients(or caregivers) about 

how to take the drug 

4.3 Treatment 

effectiveness and 

adverse event 

3.5 No therapeutic drug monitoring Recommend physicians to monitor 

serum concentration of the drug 



22 

 

1.4 임상약사의 약료서비스 

임상약사는 종양환자를 상으로 약물정보제공, 치료  약물 

모니터링(therapeutic drug monitoring, TDM), 가이드라인 개발  

업데이트, ADR 모니터링  보고, 복약상담과 같은 약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61,62,67-69

. 그 에서도 항암제  보조요법을 포함한 

다양한 약물과 련된 문제를 해결하기 하여 1) 약물치료를 검토하여 

잠재 인 혹은 실제 인 약물 련문제를 발견하고, 2) 실제 인 

약물 련문제를 발견할 시에 이를 해결하며, 3) 잠재 인 

약물 련문제를 방하는 약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40
. 실제로 이러한 

약물 련 재(Drug-related interventions, DRIs) 서비스를 보고한 

연구들이 존재한다
58,59,62,63,70,71

. 이는 약물이상반응을 방  리하기 

하여 보조요법에 한 지침을 따르도록 하며, 약물 상호작용을 

최소화하고 환자의 순응도를 높이는 의미에서 수행될 수 있다
72
. 

 

1.4.1 임상약사의 약물 련 재 서비스 

실제로 외래 액/종양환자를 상으로 빈 , 항응고, 항암화학요법, 

변비/설사, 오심/구토, 통증 등에 하여 약물이상반응의 방, 약물의 

추가  단, 용량 조 , 실험실  는 약물동태학  모니터링, 경구-

주사제 환과 련한 폭넓은 재를 수행한 연구가 보고되었다
70
. 그 

결과, 약물의 추가  단을 필요로 하 던 재의 부분은 

보조요법과 련된 것이었으며, 용량 조 이 필요하 던 재는 항암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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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빈 을 리하기 한 것이었다
70
. 특히 항암제 처방에 해서는 투여 

시각, 장기의 기능에 따른 용량 조정  보조요법에 하여 검토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62
.  

항암제에 의한 오심과 구토를 리하기 하여 증상  항구토요법의 

응증, 용량, 사용 기간과 련한 한 사용을 모니터링하며, 

의료기 의 지침과 처방이 상이할 시에 재를 수행하 다
62,65

. 한 

임상약사는 통증과 련하여 환자에게 합한 진통제의 선택, 통증을 

조 하기 한 용량 조   이상반응의 최소화, 경구 약물로의 환과 

련한 업무를 수행한다
62
. 특히 구내염 환자의 통증을 조 하기 하여 

경구 투약 가능 여부를 고려한 진통제의 선택과 련한 업무도 수행되고 

있다
62
. 이러한 진통제를 사용하는 환자에게는 한 bowel regimen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모니터링하며
62
, 제산제로 흔히 사용되는 H2RA에 

하여 비경구 투여의 성  그 비용, 그리고 경구 환에 한 

확인 업무를 수행한 연구가 있다
73
. 

 

1.4.2 약물 련 재 서비스의 성과 

이러한 서비스는 약물치료의 최 화를 통하여 임상  성과를 향상시킬 

뿐 아니라, 의료비 감소와 같은 경제  성과와도 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62,63,65

. 소아 조 모세포이식 환자를 상으로 

약물 련 재를 실시한 연구에서 처방의(physicians)의 승인이 

필요하 던 재의 93.5%가 받아들여졌으며, 부분의 재가 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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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에 정 인 향이 있었고, 7.6%의 재는 경제 인 향 한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57
. 한 액종양환자를 상으로 약사가 

처방오류를 수정하기 한 약물 련 재를 수행한 결과 97.0%가 

처방의에 의하여 반 이 되었으며, $19,696의 회피비용이 발생하 다
63
. 

한 항암제와 련한 medication error를 발견하여 재를 수행한 결과, 

재가 필요하 던 부분의 오류가 3-4등 의 심각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재의 88.7%가 반 되었다
64
. 

백 병  조 모세포이식 입원환자를 상으로 임상약사의 

약료서비스에 하여 보고한 연구에서는, 97%의 약물 련 재가 

반 되었다
62
. 특히 항구토제와 련된 약사의 서비스는 5-HT3 receptor 

antagonist의 지출을 60% 감소시켰으며, dopamine-receptor antagonist  

diphenhydramine의 사용을 증가시켰고, 약물사용평가에서 임상약사는 

연간 30~50만 달러의 항구토제 비용을 감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62
. 

암환자 상의 한 연구에서는 항구토제와 련한 재를 수행한 결과, 

처방이 의료기 의 지침과 일치하는 비율이 재를 수행하지 않은 군에 

비하여 24.4% 높았으며, 부 한 항구토제 사용에 의한 지출은 58% 

($Can 757 vs. 1814) 었다
65
.  

뿐만 아니라, 마약성 진통제를 사용하는 환자를 상으로 방  

항구토제를 권고한 결과, 오심의 발생률을 11%, 구토의 발생률을 12% 

감소시켰으며, 방  변비약을 권고하여 변비의 발생률을 27% 

감소시켰다
66
. H2RA의 경구 환에 하여 임상약사가 업무를 수행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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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H2RA 치료기간이 감소하 으며, 이를 통하여 연간 53,950달러가 

감됨을 보고하 다. 한 약물 용량이 부 한 경우가 통계 으로 

유의하게 감소하 다
73
. 

이러한 임상약사에 의한 재 서비스의 가치는 임상  유의성(Clinical 

significance)에 의해서 평가될 수도 있다. 암 병동 입원환자를 상으로 

약사의 재서비스에 하여 임상  유의성을 5 의 리커트 척도(Likert 

scale)로 평가한 결과, 항암제 조제약사에 의한 재는 48%가 매우 

유의하 고, 병동 약사에 의해서는 50%가 유의하 다
74
. 

리커트 척도에서 더 발 하여 Overhage et al.은 세부 평가 기 을 

제시함을 통해 임상약사에 의한 서비스의 가치를 타당성 있게 평가할 

척도를 개발하 고[Table 4]
75
, 이 척도는 각 연구에서 수정과 보완을 

거쳐 다양한 환자군을 상으로 사용된 바 있다. 먼  노인 환자를 

상으로 약물 련 재의 가치를 평가한 연구에서 53.4%의 재가 

유의함으로 평가되었으며, 38.1%의 재는 은 유의성을 보이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76
. 소아환자를 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64.7%의 재가 

유의하 고, 16.7%는 매우 유의하며, 14.9%는 유의성이 은 것으로 

나타났다
77
. 특히 소아 환자 상의 약물 련 재는 72.5%가 

유의하거나 매우 유의한 것으로 분류되었다
78
. 한 산부인과 환자를 

상으로 약물 련 재를 시행한 결과, 85.9%가 유의한 재로 

평가되었고, 2.3%는 매우 유의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79
. 그리고 호스피스 

환자를 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각 임상  유의성에 수를 부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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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식(극히 유의함=1, 매우 유의함=2, 유의함=3, 어느 정도 유의함=4, 

유의하지 않음=5, 유해함=6)을 사용하 으며, 그 결과 3.22±0.70로 

부분의 재가 유의함에 가깝게 평가되었다
80
. 

 

[Table 4] Criteria for clinical significance of Drug-related interventions 

임상  유의성 설명 

극히 유의함 

Extremely significant 

� 극히 심각한 결과 는 잠재 으로 치명 인 

상황에 련된 권고 

매우 유의함 

Very significant 

� 주요 장기의 잠재  혹은 존재하는 부  

� 심각히 유해한 약물 상호작용 는 기의 

회피에 련된 권고 

유의함 

Significant 

� 비용, 편리함 뿐만 아니라 환자 는 문서 

기반의 근거와 련된 삶의 질을 포함하여 환자 

치료에 있어서 조  더 수용가능하며 

수 (즉, 표  치료)으로서의 권고 

어느 정도 유의함 

Somewhat significant 

� 권고에 의한 한자의 이득은 해석에 따라 

립 일 수 있음 

� 처방의, 간호사 등 다른 보건의료직능인이 처방 

에 약사로부터 정보 는 상세 설명을 얻음 

유의하지 않음 

No significance 

� 정보 제공의 의미만 있음.  

� 환자에 특이 이지 않은 권고 

유해함 

Adverse significance 
� 부 한 권고; 유해한 결과를 야기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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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연구의 범   목  

 

실제로 서울 학교병원 액종양내과에서도 2008년부터 

액암환자에게 투여되는 약물치료의 유효성과 안 성을 향상시키기 

하여 임상약사가  의료에 참여함으로써 다양한 약료서비스를 

수행하고 있다. 먼  의료진의 회진에 참여하여 환자의 약물치료 계획에 

해 악하며, 의료진의 약물정보 요청에 히 응답한다. 한 

환자에게 항암화학요법  퇴원 약에 한 자세한 상담을 제공하고 

있으며, 약물치료를 검토하여 약물 련문제를 발견할 시에 한 

재를 실시하고 있다. 특히 2012년 8월부터는 의료진과 환자에 한 

임상약사의 근성을 향상시키기 하여 병동 내에서 업무를 수행하기 

시작하 다. 이를 통하여 환자의 약물 련문제를 발견하여 이를 

해결하기 한 노력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이와 같이 액종양환자를 상으로 수행한 약물 련 재는 국외에서 

연구된 바 있으나, 재까지 한국에서 성인 액종양환자를 상으로 

약물 련 재를 분석한 연구는 없다. 뿐만 아니라, 이들의 약물치료에 

한 임상약사의 약물 련 재의 가치를 평가한 연구는 무하다. 한 

체 약물 련 재와 련된 원인약물의 비율을 분석한 연구는 

존재하나, 약물 련 재의 종류와 그 임상  유의성을 주요 약물군에 

따라 세부 으로 분석한 연구는 수행된 이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약물 련문제를 해결하기 하여 의료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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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등을 상으로 수행하는 약사의 모든 활동’을 약물 련 재로 

정의하고, 액종양환자를 상으로 시행한 약물 련 재를 심으로 

약물별 경향을 체계 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한 약물 련 재의 

임상  유의성을 약물 련 재의 분류  약물계열에 따라 제시함으로써 

임상약사에 의한 재 서비스의 가치를 평가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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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방법 

2.1 연구 상 

  

본 연구는 2008년 5월부터 2013년 8월 사이에 항암화학요법, 

조 모세포이식, 합병증의 리 등을 목 으로 서울 학교병원 

액종양내과에 입원한 환자의 약물치료를 검토하여 약물 련 재를 

실시한 내역을 상으로 하 다. 

 

2.2 연구 내용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분석을 시행하고자 하 다.  

1. 체 약물 련 재의 종류  원인에 한 분석 

1) 체 약물 련 재의 종류 분석 

2) 체 약물 련 재의 원인 분석 

3) 체 약물 련 재의 종류와 원인의 조합에 한 분석 

2. 항암제  보조요법 약물의 약물 련 재의 종류  원인에 한 

분석 

1) 약물별 약물 련 재의 종류 분석 

2) 약물별 약물 련 재의 원인 분석 

3) 약물별 약물 련 재의 종류와 원인의 조합에 한 분석 

3. 약물 련 재의 임상  유의성에 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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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체 약물 련 재의 임상  유의성  반 률 분석 

¡ 주요 약물 련 재의 임상  유의성  반 률 분석 

2) 약물별 약물 련 재의 임상  유의성  반 률 분석 

¡ 약물별 주요 약물 련 재의 임상  유의성  반 률 분석 

 

2.3 자료 수집 

 

약물 련 재 서비스 제공날짜, 환자명, 재의 분류  상세 내용, 

반 여부에 하여 Microsoft® Excel 에 향 으로 기록한 내용을 

바탕으로 2008년 5월부터 2013년 8월까지 총 64개월 동안 임상약사가 

실시한 모든 약물 재내역을 수집하 다. 반 은 재 후 48시간 이내에 

재 내용이 반 된 경우로 정의하 다. 

  

2.4 자료 분석 

 

2.4.1 체 약물 련 재의 종류  원인에 한 분석 

 

약물 련 재가 필요하 던 문제의 종류와 그 원인을 PCNE 

classification version 6.2
41
의 문제 역(Problem domain)과 원인 

역(Cause domain)을 이용하여 각각의 빈도로 분석하 다. 한 

약물 련 재의 경향에 한 상세 분석을 하여 문제 하 역(Probl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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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domain)과 원인 하 역(Cause subdomain)을 조합하여 문제/원인 

부호(Problem/Cause code, 이하 P/C code)를 생성하여 이들의 빈도를 

분석하 다.  

 

2.4.2 항암제  보조요법 약물의 약물 련 재의 종류  

원인에 한 분석 

 

약물 련 재의 경향에 한 자료 분석은 와 동일하다. 약물의 

분류는 Anatomical Therapeutic Chemical code (ATC code)
60
를 참고로 

하여 항암제와 보조요법 약물로 나 어 세부 인 분석을 진행하 다. 

보조요법 약물에는 제산제, 항구토제, 변비약, 해질 보 제, 항균제, 

항진균제, 항바이러스제, 진통제가 포함되었다. 1건의 약물 련 재에 

2개 이상의 약물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약물별 분석에서는 

복을 포함하여 약물 1개당 1건의 약물 련 재를 가진 것으로 

분석하 다. 

 

2.4.3 약물 련 재의 임상  유의성에 한 분석 

 

1) 체 약물 련 재의 임상  유의성  반 률 분석 

 

약물 련 재의 임상  유의성은 Overhage et al.
75
에 의하여 고안된 



32 

 

척도를 이용하 으며, 유의할수록 높은 수를 부여하 다(극히 유의함= 

4 , 유해함=-1 ). 이는 액종양내과 담당 약사 2명과 항암제 조제 

약사 1명이 독립 으로 평가하 다. 3명의 약사 모두 임상약학 교육을 

이수하 으며, 액종양내과 담당 약사 2명은 액종양내과 병동에 

입원한 환자의 증상, 실험실  검사 결과  투여약제에 하여 

모니터링하는 업무를 각각 2년, 4년간 수행해왔다. 한 항암제 

조제약사는 1년간의 임상약사 수련과정을 거쳤으며, 항암제 조제  

임상 업무를 3년간 수행하 다. 약물 련 재의 반 률은 체 

약물 련 재  반 된 약물 련 재의 비율로 나타내었다. 주요 

약물 련 재는 P/C code가 높은 빈도로 나타나는 항목을 추출하여 

나타내었고, 이들 재의 임상  유의성 수의 평균값과 반 률을 

비교하 다. 

 

2) 약물별 약물 련 재의 임상  유의성  반 률 분석 

 

항암제와 보조요법 약물에 하여 각 약물별로 약물 련 재의 임상  

유의성을 평가하 으며, 그들의 임상  유의성 수의 평균값과 

반 률을 비교하 다. 한 각각의 약물계열에 해서도 P/C code가 

높은 빈도로 나타나는 항목을 추출하여 이들 재의 임상  유의성 

수의 평균값과 반 률을 비교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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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통계 분석 

 

연도에 따른 약물 련 재 건수  약물별 비율의 변화는 linear by 

linear association을 통하여 확인하 다. 병동 내 근무여부와 반 률간의 

련성을 확인하기 하여 Pearson’s chi-square test 는 Fisher’s 

exact test를 이용하 다. 약물 련 재의 경향과 임상  유의성을 

분석하기 하여 기술 통계를 사용하 고, 각 약물 련 재가 

필요하 던 문제의 종류  원인의 빈도, 원인 약물의 빈도, 임상  

유의성의 빈도를 n수와 백분율(%)로 나타내었다. 한 임상  유의성을 

약물 련 재의 종류별로 비교하기 하여 한 종류의 재가 가지는 

임상  유의성을 평균으로 나타내었다. 모든 통계 분석은 SPSS version 

21 (SPSS Inc., Chicago, IL) 로그램을 활용하 고, 통계분석의 결과는 

p-value가 0.05보다 작은 경우를 통계 으로 유의하다고 정의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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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 결과 

 

2008년 5월부터 2013년 8월까지 3,121명 환자의 처방을 상으로 

약물 련문제에 한 재서비스를 제공하 다. 환자들의 평균 나이는 

51.02세 으며, 이들은 액종양질환으로 백 병(37.1%), 골육종(20.7%), 

림 종(19.9%) 등을 가지고 있었다 [Table 5].  

 

[Table 5] Baseline characteristics 

Characteristics (n=3121) 

Age (year) – mean±S.D. 51.02±16.05 

Gender  

Male – n (%) 1727 (55.3) 

Female – n (%) 1394 (44.7) 

Underlying hematologic diseases – n (%)  

Leukemia 1158 (37.1) 

Myeloma  646 (20.7) 

Lymphoma 621 (19.9) 

Myelodysplastic syndromes 204 (6.5) 

Aplastic anemia 108 (3.5) 

Idiopathic thrombocytopenic purpura 53 (1.7) 

Others 258 (8.3) 

Hematopoietic stem cell donors 73 (2.3) 

Length of stay (day) – median (range) 20 (2-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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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의 처방에 하여 1,159건의 약물 련 재를 시행하 으며, 1건의 

약물 련 재에 2개 이상의 약물이 련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 이들에 

한 복을 포함하면 1,391건이 시행되었다. 체 약물 련 재 건수는 

연도별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Figure 1].  

 

 

 
[Figure 1] Number of Drug-related Interventions by year at each 

medication cla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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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물 련 재의 약물별 분포를 살펴보면, 항암제 련 재가 

91건(6.5%), 보조요법과 련된 약물에 한 재가 

823건(59.2%)이었으며, 기타 약물에 해서는 477건(34.3%)의 재가 

이루어졌다[Table 6]. 보조요법 에서도 항균제가 318건(22.9%)으로 가장 

높은 빈도를 보 으며, 제산제 159건(11.4%), 항구토제 76건(5.5%), 

변비약 79건(5.7%)과 같이 장 계 약물과 련된 재도 높은 빈도로 

이루어졌다. 한 이러한 약물별 분포를 연도에 따라 분석한 결과, 

항균제와 항구토제와 련한 재 건수의 해당연도 내 비율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통계 으로 유의하게 증가하 다(각각 p=0.002, p<0.001) 

[Figure 1]. 

 

[Table 6] Distribution of Drug-related Interventions by each medication 

class 

Medication class (ATC code) Number of DRIs (n, %) 

1) Antineoplastic agents (L01) 91 (6.5) 

2) Supportive medications 823 (59.2) 

Acid related drugs (A02) 159 (11.4) 

Antiemetics (A04) 76 (5.5) 

Drugs for constipation (A06) 79 (5.7) 

Mineral supplements (A12) 53 (3.8) 

Antibacterials (J01) 318 (22.9) 

Antimycotics (J02) 58 (4.2) 

Antivirals (J05) 35 (2.5) 

Analgesics (N02) 54 (3.2) 

3) Others 477 (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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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물 련 재의 반 률은 체 약물 련 재 1,159건에 하여 

84.5%로 나타났다[Table 7]. 그 에서 처방의를 상으로 약물처방의 

변경을 유도한 재 954건 에서는 783건(82.0%)이 반 이 되었으며, 

약물 투여를 담당하는 간호진을 상으로 약물투여의 지시를 변경한 

재 149건 에서는 146건(98.0%)이 반 되었다. 한 체 

약물 련 재의 반 률  처방의 상 재의 반 률은 임상약사가 

병동 내에서 근무한 이후 통계 으로 유의하게 증가하 다(각각 p=0.014, 

p=0.001) [Figure 2]. 

 

[Table 7] Acceptance rate by Intervention type 

Interventions 
Accepted  

(n, %) 

Total  

(n) 

Overall DRIs 979 (84.5) 1159 

Intervention proposed to physicians 783 (82.0) 954 

Instruction of use changed 146 (98.0) 149 

 

 
[Figure 2] Changes in acceptance rate of DR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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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체 약물 련 재의 종류  원인에 한 분석 

 

1) 체 약물 련 재의 종류 분석 

 

체 약물 련 재가 필요하 던 문제의 종류에 한 분포를 살펴보면 

Table 8과 같다. 치료의 유효성이 문제인 경우가 617건(53.2%)으로 가장 

높은 빈도로 나타났으며, 안 성  비용이 문제인 경우는 각각 

322건(27.8%), 165건(14.2%)으로 나타났다. 한 치료의 유효성과 

안 성에 모두 문제가 있었던 경우를 포함하여 기타에 분류된 

약물 련 재는 55건(4.7%)이었다. 

 

[Table 8] Distribution of Drug-related Interventions in Problems 

Problem 
Number of DRIs 

(n, %) 

1 Treatment Effectiveness 617 (53.2) 

2 Adverse reactions 322 (27.8) 

3 Treatment costs 165 (14.2) 

4 Others 55 (4.7) 

Total 1159 (100.0) 

 

  



39 

 

2) 체 약물 련 재의 원인 분석 

 

체 약물 련 재를 원인별로 살펴보면, 약물의 선택이 원인인 

재가 462건(39.3%)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용량선택(401, 34.6%), 

약물투여방법(171, 14.8%)이 원인인 빈도가 높게 나타났다[Table 9]. 

반면, 환자, 단순오류 등이 원인인 재는 매우 게 나타났다. 

 

[Table 9] Distribution of Drug-related Interventions in Causes 

Cause 
Number of DRIs 

(n, %) 

1 Drug selection 462 (39.3) 

2 Drug form 20 (1.7) 

3 Dose selection 401 (34.6) 

4 Treatment duration 73 (6.3) 

5 Drug use/administration process 171 (14.8) 

6 Logistics 17 (1.5) 

7 Patient 0 (0) 

8 Others 15 (1.3) 

Total 115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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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체 약물 련 재의 종류와 원인의 조합에 한 분석 

 

체 약물 련 재  가장 빈도가 높았던 10개의 P/C code를 Table 

10에 나타내었다. 이를 살펴보면, 부 한 약물의 투여 시각  

간격으로 인하여 약물치료의 효능이 최 화되지 않을 것이 우려되어 

실시한 재 즉, P1.2/C5.1가 152건(13.1%)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한 

신기능과 같은 약물동태학  변화로 인하여 약물치료의 안 성이 

우려되어 실시한 재(P2.1/C3.6)가 124건(10.7%)으로 두 번째로 빈도 

높게 나타났다. 그 외에도 약물치료에 한 새로운 응증이 생겼으나,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필요하 던 재(71, 6.1%), 상승/ 방 

약물이 필요하나 투여되고 있지 않아 약물치료의 안 성이 우려되어 

실시한 재(70, 6.0%), 약물에 한 응증이 없어 불필요한 약물치료를 

단할 것을 권고한 재(67, 5.8%)  약물동태학  변화로 인하여 

약물치료의 효능이 최 화되지 않을 것이 우려되어 실시한 재(59, 

5.1%)등도 높은 비율을 차지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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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0] Frequent combinations of Problems and Causes of Drug-

related Interventions 

Problem Cause 
Number of 

DRIs (n, %) 

1.2 Effect of drug 

treatment not optimal 

5.1 Inappropriate timing of 

adm* and/or dosing 

intervals 

152 (13.1) 

2.1 Adverse drug event 

(non-allergic)  

3.6 Pharmacokinetic problem 

requiring dose adjustment 
124 (10.7) 

1.4 Untreated indication 1.9 New indication for drug 

treatment presented 
71 (6.1) 

2.1 Adverse drug event 

(non-allergic)  

1.8 Synergistic/preventive 

drug required and not 

given 

70 (6.0) 

3.2 Unnecessary drug-

treatment  

1.2 No indication for drug 
67 (5.8) 

1.2 Effect of drug 

treatment not optimal  

3.6 Pharmacokinetic problem 

requiring dose adjustment 
59 (5.1) 

1.2 Effect of drug 

treatment not optimal  

3.3 Dosage regimen not 

frequent enough 
54 (4.7) 

1.2 Effect of drug 

treatment not optimal  

3.1 Drug dose too low 
44 (3.8) 

1.4 Untreated indication 1.5 Indication for drug-

treatment not noticed 
44 (3.8) 

1.2 Effect of drug 

treatment not optimal  

1.3 Inappropriate combination 

of drugs, or drugs and 

food 

39 (3.4) 

* administration is abbreviated to ad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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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항암제  보조요법 약물의 약물 련 재의 종류  원인에 

한 분석 

 

1) 약물별 약물 련 재의 종류 분석 

 

약물 련 재가 필요하 던 문제의 종류 분포를 약물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Table 11]. 항암제와 보조요법 약물 모두에서 치료의 

유효성, 이상반응, 비용 순으로 빈도가 높게 나타났다. 특히 항암제의 

경우, 비용에 문제가 있어 실시한 재(1, 1.1%)의 비율은 보조요법 

약물(134, 16.3%)에 비하여 상 으로 낮았다. 한 보조요법 약물에 

한 세부분석 결과, 부분의 약물에서 역시 치료의 유효성에 문제가 

있어 실시한 재의 비율이 높았으나, 항구토제의 경우에는 치료의 

비용에 문제가 있는 비율이 68.5%로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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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1] Distribution of Problems in antineoplastic agents and supportive medications 

Medication class 

Treatment 

Effectiveness 

(n, %) 

Adverse 

reactions 

(n, %) 

Treatment 

costs 

(n, %) 

Others 

(n, %) 

Total 

(n, %) 

1) Antineoplastic agents 58 (63.7) 28 (30.8) 1 (1.1) 4 (4.4) 91 (100.0) 

2) Supportive medications 455 (54.1) 207 (25.2) 134 (16.3) 37 (4.5) 823 (100.0) 

Acid related drugs 82 (51.6) 35 (22.0) 39 (24.5) 3 (1.9) 159 (100.0) 

Antiemetics 2 (2.6) 24 (31.6) 50 (68.5) 0 (0) 76 (100.0) 

Drugs for constipation 47 (59.5) 25 (31.6) 6 (7.6) 1 (1.3) 79 (100.0) 

Mineral supplements 47 (88.7) 4 (7.5) 2 (3.8) 0 (0) 53 (100.0) 

Antibacterials 190 (59.7) 69 (21.7) 27 (8.5) 32 (10.1) 318 (100.0) 

Antimycotics 35 (60.3) 16 (27.6) 7 (12.1) 0 (0) 58 (100.0) 

Antivirals 19 (54.3) 15 (42.9) 1 (2.9) 0 (0) 35 (100.0) 

Analgesics 23 (51.1) 19 (42.2) 2 (4.4) 1 (2.2) 45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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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약물별 약물 련 재의 원인 분석 

 

다음으로 약물별 약물 련 재의 원인 분포를 살펴보면, 항암제와 

련된 약물 련 재는 약물선택(32, 35.2%)  약물투여방법(26, 

28.6%)이 주된 원인이었으며, 부분의 보조요법 약물에서는 

약물선택(274, 33.3%)  용량선택(300, 36.5%)이 원인인 빈도가 높게 

나타났다[Table 12]. 그 에서도 제산제(49.1%), 항구토제(75.0%), 

변비약(43.0%), 해질 보 제(34.0%), 항진균제(37.9%)가 포함된 

약물 련 재는 약물의 선택이 원인인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 항균제, 항바이러스제는 용량선택(각각 66.4%, 77.1%)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 으며, 진통제의 경우에는 약물선택(33.3%)  

용량선택(33.3%)이 모두 높은 비율을 차지하 다. 반면, 변비약과 해질 

보 제의 경우에는 약물의 투여방법(각각 44.3%, 66.0%)이, 항구토제의 

경우에는 치료기간(21.1%)이 원인인 비율 한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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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2] Distribution of Causes in antineoplastic agents and supportive medications 

Medication class 

Drug  

selection 

(n, %) 

Drug  

form 

(n, %) 

Dose  

selection 

(n, %) 

Treatment 

duration 

(n, %) 

Drug use/ 

administration 

process (n, %) 

Logistics 

(n, %) 

Others 

(n, %) 

Total 

(n, %) 

1) Antineoplastic 

agents 
32 (35.2) 0 (0) 25 (27.5) 0 (0) 26 (28.6) 5 (5.5) 3 (3.3) 91 (100.0) 

2) Supportive 

medications 
274 (33.3) 9 (1.1) 300 (36.5) 45 (5.5) 182 (22.1) 7 (0.9) 6 (0.7) 823 (100.0) 

Acid related 

drugs 
78 (49.1) 2 (1.3) 22 (13.8) 12 (7.5) 44 (27.7) 0 (0) 1 (0.6) 159 (100.0) 

Antiemetics 57 (75.0) 0 (0) 2 (2.6) 16 (21.1) 1 (1.3) 0 (0) 0 (0) 76 (100.0) 

Drugs for 

Constipation 
34 (43.0) 0 (0) 5 (6.3) 3 (3.8) 35 (44.3) 1 (1.3) 1 (1.3) 79 (100.0) 

Mineral 

supplements 
18 (34.0) 0 (0) 0 (0) 0 (0) 35 (66.0) 0 (0) 0 (0) 53 (100.0) 

Antibacterials 44 (13.8) 0 (0) 211 (66.4) 7 (2.2) 56 (17.6) 0 (0) 0 (0) 318 (100.0) 

Antimycotics 22 (37.9) 4 (6.9) 18 (31.0) 2 (3.4) 10 (17.2) 1 (1.7) 1 (1.7) 58 (100.0) 

Antivirals 6 (17.1) 0 (0) 27 (77.1) 1 (2.9) 0 (0) 1 (2.9) 0 (0) 35 (100.0) 

Analgesics 15 (33.3) 3 (6.7) 15 (33.3) 4 (8.9) 1 (2.2) 4 (8.9) 3 (6.7) 45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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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약물별 약물 련 재의 종류와 원인의 조합에 한 분석 

 

각 약물에 하여 주요 약물 련 재의 P/C code를 나타내면 Table 

13과 같다. 항암제  보조요법 약물 모두에서 가장 빈도가 높게 

나타났던 재의 종류는 P1.2/C5.1로서, 약물투여방법의 부 성으로 

인하여 약물치료의 효능이 최 화되지 않을 것이 우려되어 실시한 

재 다(각각 28.6%, 20.9%). 한 항암제에서는 P1.2/C1.3의 재 한 

높은 빈도로 나타났는데(18.7%), 이는 약물의 부 한 조합에 의하여 

약물치료의 효능이 최 화되지 않을 것이 우려되어 실시한 재 다. 

이는 제산제  항진균제에서도 높은 빈도로 나타났다. 반면, 

보조요법에서 두 번째로 빈도가 높았던 재의 종류는 신기능과 같은 

약동학  상태가 변화됨에 따라, 치료의 유효성과 안 성을 향상시키기 

하여 용량조 이 필요하 던 재 으며(18.6%), 주로 항균제  

항바이러스제에서 많이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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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3] Frequent combinations of Problems and Causes of main Drug-related Interventions 

Medication class 
Main DRIs Number of DRIs 

(n, %) P/C code Description 

1) Antineoplastic 

agents 

1.2/5.1 Inappropriate timing of adm/dosing -> Effect not optimal 26 (28.6) 

1.2/1.3 Inappropriate combination of drugs -> Effect not optimal 17 (18.7) 

2) Supportive 

medications 

1.2/5.1 Inappropriate timing of adm/dosing -> Effect not optimal 172 (20.9) 

1.2or2.1/3.6 PK problem -> Effect not optimal, adverse reaction 153 (18.6) 

Acid related 

drugs 

1.2/5.1 Inappropriate timing of adm/dosing -> Effect not optimal 44 (27.7) 

1.2/1.3 Inappropriate combination of drugs -> Effect not optimal 26 (16.4) 

Antiemetics 2.1/1.8 Preventive drug not given -> Adverse reaction 23 (30.3) 

3.2/1.2 No indication for drug -> More costly 22 (28.9) 

Drugs for 

Constipation 

1.2/5.1 Inappropriate timing of adm/dosing -> Effect not optimal 35 (44.3) 

2.1/1.8 Preventive drug not given -> Adverse reaction 20 (25.3) 

Mineral 

Supplements 

1.2/5.1 Inappropriate timing of adm/dosing -> Effect not optimal 27 (50.9) 

1.3/5.1 Inappropriate timing of adm/dosing -> Wrong effect 8 (15.1) 

Antibacterials 1.2or2.1/3.6 PK problem -> Effect not optimal,  adverse reaction 104 (32.7) 

1.2/5.1 Inappropriate timing of adm/dosing -> Effect not optimal 56 (17.6) 

Antimycotics 1.2/5.1 Inappropriate timing of adm/dosing -> Effect not optimal 10 (17.2) 

1.2/1.3 Inappropriate combination of drugs -> Effect not optimal 6 (10.3) 

1.2/3.1 Dose too low -> Effect not optimal 6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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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tivirals 1.2or2.1/3.6 PK problem -> Effect not optimal,  adverse reaction 20 (57.1) 

Analgesics 1.3/1.1 Inappropriate drug -> Wrong effect 7 (15.6) 

2.1/3.2 Drug dose too high -> Adverse reaction 7 (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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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약물 련 재의 임상  유의성에 한 분석 

 

1) 체 약물 련 재의 임상  유의성  반 률 분석 

 

약물 련 재 서비스의 가치를 임상  유의성으로 평가한 결과를 

Figure 3에 나타내었다. 체 약물 련 재 1,159건  922건 즉, 

79.6%가 유의하 으며, 67건(5.8%)은 매우 유의하 다.  

 

 
[Figure 3] Number of Drug-related Interventions by clinical signific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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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약물 련 재의 임상  유의성  반 률 분석 

 

주요 약물 련 재의 임상  유의성과 반 률은 아래 Table 14와 

같다. 가장 높은 빈도로 나타났던 P1.2/C5.1 재는 

‘유의함(Significant)’에 가까운 임상  유의성을 보 으며, 반 률은 

96.1%로 매우 높았다. 두 번째로 높은 비율을 차지한 P2.1/C3.6 재 

역시 ‘유의함(Significant)’의 임상  유의성을 보 으며, 81.5%가 

반 되었다.  

한 P3.2/C1.2 재는 ‘어느 정도 유의함(Somewhat 

significant)’에서 ‘유의함(Significant)’사이의 임상  유의성을 보여 

주요 약물 련 재  임상  유의성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주요 

약물 련 재  임상  유의성이 두 번째로 낮게 나타난 재는 

P1.4/C1.9 재 으며, 반 률은 67.6%로 가장 은 비율이 반 됨을 알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재 P1.2/C1.3은 ‘유의함(Significant)’에서 

‘매우 유의함(Very significant)’사이의 임상  유의성을 보여 주요 

약물 련 재  가장 유의성이 높았으며, 반 률 역시 94.9%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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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4] Clinical significance and Acceptance rate of main Drug-

related Interventions 

Problem domain Cause domain 
Overall 

sig. 

Acceptance 

rate(%) 

1.2 

Effect of drug 

treatment not 

optimal 

5.1 

Inappropriate timing of 

adm and/or dosing 

intervals 

2.03 96.1 

2.1 
Adverse drug event 

(non-allergic)  
3.6 

Pharmacokinetic 

problem requiring dose 

adjustment 

2.00 81.5 

1.4 Untreated indication 1.9 
New indication for drug 

treatment presented 
1.76 67.6 

2.1 
Adverse drug event 

(non-allergic)  
1.8 

Synergistic/preventive 

drug required and not 

given 

2.00 87.1 

3.2 
Unnecessary drug-

treatment  
1.2 No indication for drug 1.6 88.1 

1.2 

Effect of drug 

treatment not 

optimal  

3.6 

Pharmacokinetic 

problem requiring dose 

adjustment 

2.00 88.1 

1.2 

Effect of drug 

treatment not 

optimal  

3.3 
Dosage regimen not 

frequent enough 
2.06 81.5 

1.2 

Effect of drug 

treatment not 

optimal  

3.1 Drug dose too low 1.98 86.4 

1.4 Untreated indication 1.5 
Indication for drug-

treatment not noticed 
1.86 81.8 

1.2 

Effect of drug 

treatment not 

optimal  

1.3 

Inappropriate 

combination of drugs, 

or drugs and food 

2.54 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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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약물별 약물 련 재의 임상  유의성  반 률 분석 

 

약물별 약물 련 재의 임상  유의성을 Table 15에 나타내었다. 

항암제와 련된 재는 보조요법 약물과 련한 재에 비하여 매우 

유의한 정도의 재가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항암제 31.9% vs. 보조요법 

약물 5.2%). 보조요법 련 약물 재의 부분(85.8%)이 유의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그 에서도 제산제와 항진균제는 매우 유의한 평가된 

재가 비교  많았다(각각 18.2%, 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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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5] Clinical significance of Drug-related Interventions in antineoplastic agents and supportive 

medications 

Medication class 

Extremely 

significant  

(n, %) 

Very 

significant 

(n, %) 

Significant 

(n, %) 

Somewhat 

significant 

(n, %) 

No 

significance 

(n, %) 

Total 

(n, %) 

1) Antineoplastic 

agents 
0 (0) 29 (31.9) 51 (56.0) 5 (5.5) 6 (6.6) 91 (100.0) 

2) Supportive 

medications 
0 (0) 43 (5.2) 706 (85.8) 69 (8.4) 5 (0.6) 823 (100.0) 

Acid related drugs 0 (0) 29 (18.2) 123 (77.4) 7 (4.4) 0 (0) 159 (100.0) 

Antiemetics 0 (0) 0 (0) 76 (100.0) 0 (0) 0 (0) 76 (100.0) 

Drugs for 

constipation 
0 (0) 0 (0) 72 (91.1) 7 (8.9) 0 (0) 79 (100.0) 

Mineral 

supplements 
0 (0) 2 (3.8) 48 (90.6) 3 (5.7) 0 (0) 53 (100.0) 

Antibacterials 0 (0) 2 (0.6) 270 (84.9) 45 (14.2) 1 (0.3) 318 (100.0) 

Antimycotics 0 (0) 8 (13.8) 45 (77.6) 4 (6.9) 1 (1.7) 58 (100.0) 

Antivirals 0 (0) 1 (2.9) 34 (97.1) 0 (0) 0 (0) 35 (100.0) 

Analgesics 0 (0) 1 (2.2) 38 (84.4) 3 (6.7) 3 (6.7) 45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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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물별 주요 약물 련 재의 임상  유의성  반 률 분석 

 

약물별 주요 약물 련 재의 임상  유의성과 반 률은 Table 16과 

같다. 항암제  보조요법에서 높은 빈도를 보 던 P1.2/C5.1 재는 

임상  유의성은 ‘유의함(Significant)’에 가까웠으며, 높은 

반 률(항암제 84.6%, 보조요법 97.1%)을 보 다. 한 항암제와 일부 

보조요법 약물에서 많은 비율을 차지하 던 P1.2/C1.3 재는 임상  

유의성은 ‘매우 유의함(Very significant)’에 가까웠으며, 반 률(항암제 

88.2%, 제산제 92.3%, 항진균제 100.0%) 역시 매우 높았다. 그리고 

보조요법에서 주요하게 나타난 신기능에 따른 용량조 과 련한 재는 

‘유의함(Significant)’정도의 임상  유의성을 보 으며, 

반 률(89.5%)은 비교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방약물이 락되어 

추가를 권고하 던 P2.1/C1.8 재는 항구토제와 련된 경우에는 

반 률이 91.3%로 높았다. 반면, 마약성 진통제 등의 사용에 하여 

방  변비약을 권고하 던 경우에는 반 률이 75.0%로 비교  낮았다. 

진통제와 련된 재는 부 한 약물선택으로 인하여 잘못된 효과가 

나타날 것이 우려되었던 P1.3/C1.1와 약물 과용량으로 인하여 

이상반응이 우려되었던 P2.1/C3.2가 높은 빈도로 나타났으며, 이들은 

임상  유의성은 ‘유의함(Significant)’으로 비슷하 으나, 반 률은 

각각 57.1%, 100.0%로 상이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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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6] Clinical significance and Acceptance rate of Drug-related Interventions in antineoplastic agents 

and supportive medications 

Medication class 
Main DRIs Overall 

Sig. 

Acceptance 

rate (%) P/C code Description 

1) Antineoplastic 

agents 

1.2/5.1 Inappropriate timing of adm/dosing -> Effect not optimal 2.19 84.6 

1.2/1.3 Inappropriate combination of drugs -> Effect not optimal 2.88 88.2 

2) Supportive 

medications 

1.2/5.1 Inappropriate timing of adm/dosing -> Effect not optimal 2.03 97.1 

1.2or2.1/3.6 PK problem -> Effect not optimal, adverse reaction 2.00 89.5 

Acid related 

drugs 

1.2/5.1 Inappropriate timing of adm/dosing -> Effect not optimal 2.14 97.7 

1.2/1.3 Inappropriate combination of drugs -> Effect not optimal 2.88 92.3 

Antiemetics 2.1/1.8 Preventive drug not given -> Adverse reaction 2.00 91.3 

3.2/1.2 No indication for drug -> More costly 2.00 90.9 

Drugs for 

Constipation 

1.2/5.1 Inappropriate timing of adm/dosing -> Effect not optimal 2.00 100.0 

2.1/1.8 Preventive drug not given -> Adverse reaction 2.00 75.0 

Mineral 

Supplements 

1.2/5.1 Inappropriate timing of adm/dosing -> Effect not optimal 2.00 96.3 

1.3/5.1 Inappropriate timing of adm/dosing -> Wrong effect 2.00 100.0 

Antibacterials 1.2or2.1/3.6 PK problem -> Effect not optimal,  adverse reaction 2.01 91.3 

1.2/5.1 Inappropriate timing of adm/dosing -> Effect not optimal 2.00 96.4 

Antimycotics 1.2/5.1 Inappropriate timing of adm/dosing -> Effect not optimal 2.00 90.0 

1.2/1.3 Inappropriate combination of drugs -> Effect not optimal 2.83 100.0 

1.2/3.1 Dose too low -> Effect not optimal 2.0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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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tivirals 1.2or2.1/3.6 PK problem -> Effect not optimal,  adverse reaction 2.00 90.0 

Analgesics 1.3/1.1 Inappropriate drug -> Wrong effect 2.00 57.1 

2.1/3.2 Drug dose too high -> Adverse reaction 2.0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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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논의  고찰 

 

본 연구에서는 2008년 5월부터 2013년 8월까지 시행된 약물 련 재 

기록 내역을 바탕으로 액종양환자에서의 약물 련 재를 약물별로 

체계 으로 분석하여 그 경향을 구체 으로 악하 다. 한 

약물 련 재의 임상  유의성과 그 반 률로부터 임상약사에 의한 재 

서비스의 가치를 평가하 다.  

 

 

4.1 연구 결과의 해석 

 

약물 련 재 건수는 연도에 따라 증가하는 양상을 보 다. 특히 

2012년 8월을 시작으로 임상약사가 업무시간 동안 병동 내에서 근무하게 

되면서 재 건수가 더욱 증가하 다. 이를 통하여 약물치료 리에 한 

임상약사의 역할이 더욱 활발해지고 있으며, 이에 임상약사의 병동 내 

근무가 정 인 향을 미칠 수 있음을 유추할 수 있었다. 

액종양환자의 약물 련 재를 반 으로 분석한 결과, 보조요법 

약물과 련한 재가 항암제 련 재에 비하여 9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항암제로 인하여 발생하는 여러 합병증을 리하기 한 

보조요법에서 약물 련 재의 빈도가 높음을 시사하며, 선행연구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보고된 바 있다
81
. 그 에서도 항균제와 련된 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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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 다. 이는 액종양환자들이 

항암화학요법을 투여 받은 이후 호 구가 감소하여 감염에 취약해짐에 

따라, 경험  항균제를 다빈도로 처방 받기 때문으로 설명할 수 있겠다. 

이 역시 선행연구에서 동일한 경향을 보 다
59
. 뿐만 아니라, 항균제와 

련된 재가 체 약물 련 재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연도에 따라 

통계 으로 유의하게 증가하 다(p=0.002). 이는 2011년에 ‘국내 자료를 

근거로 한 호 구감소성 발열 환자의 경험  치료 지침
17
이 발간됨에 

따라, 이를 근거로 하여 활발한 재를 실시할 수 있던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리고 항구토제 련 재 역시 체 약물 련 재에 한 

비율이 연도에 따라 유의하게 증가하 다(p<0.001). 이러한 결과는 본 

연구 에서 2012년에 ‘ 액종양환자 상 항구토요법의 개별화  

표 화 방안’을 고안해내면서 약물 련문제를 더욱 체계 으로 발견할 

수 있었던 것으로 사료된다. 체 약물 련 재 1,159건  의료진에 

의하여 반 된 비율은 84.5% 다. 이는 종양환자 는 액종양환자를 

상으로 한 기존의 연구
62,63,74,75,82

를 도는 수 이다. 그러나, 반 률은 

임상약사의 병동 내 근무 이후에 통계 으로 유의하게 

증가하 으며(p=0.014), 특히 처방의에 의한 약물 처방 변경의 승인 

비율이 유의하게 증가하 다(p=0.001). 이는 병동 내에서 근무함에 따라, 

환자  의료진에 한 근성 향상을 통해 약물치료의 계획을 잘 

악하여 극 인 재가 가능해진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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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1 체 약물 련 재의 종류  원인에 한 분석 

 

반 으로 약물 련 재가 필요하 던 문제의 종류는 약물치료의 

유효성이 가장 빈도가 높았으며, 이상반응과 비용에 련된 

약물 련 재도 지 않은 빈도로 나타났다. 이로써, 임상약사의 

약물치료 모니터링은 약물치료의 임상 , 경제  성과를 향상시키는 

것에 기여할 수 있음을 유추할 수 있었다. 한 다른 환자군을 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약물 련 재가 필요하 던 문제의 경향이 

액종양환자와는 다른 양상을 보 다.  비스포스포네이트 제제를 

사용하는 폐경후 골다공증 여성을 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약물이상반응과 련된 약물 련문제가 가장 흔하게 나타났으며
53
, 응  

병상에서는 약물치료가 필요이상으로 비싼 경우가 높은 빈도로 

나타났다
51
. 이를 통하여 환자군에 따라 약물 련 재의 종류가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약물 련 재는 약물의 잘못된 선택이 원인인 비율이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용량 선택과 약물투여방법이 오류 던 비율이 높았다. 

약물선택에 원인이 있었던 재에 한 세부분석 결과, 방  약물이 

락된 경우와 응증이 없으나 약물치료가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가 

높은 빈도로 나타났다. 용량선택이 원인이었던 경우는 신기능  

간기능과 같이 약동학  상태가 변화됨에 따라, 약물의 용량 조 이 

필요하 던 문제가 가장 높은 빈도로 나타났다. 한 약물투여방법은 동 



 

60 

 

시간  투약 시 약물의 흡수를 감소시킬 수 있는 두 가지 약물의 투여 

시간 간격을 두지 않은 경우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 다.  

반면, 환자의 약물복용 행태가 원인인 문제는  발견되지 않았다. 

이는 본 연구가 의료진에 의하여 약물 투여가 잘 리되는 환경에 놓인 

입원환자를 상으로 하 기 때문에, 약물 복용에 한 순응도에 문제가 

있는 경우는 매우 었던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실제로 외래 노인환자 

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약물을 투여하지 않음이 원인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 는데
55
, 이는 외래 환경에서 복약 순응도에 향을 미칠 

수 있는 노인환자의 인지도 하  다양한 약물의 복용에 의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4.1.2 항암제  보조요법 약물의 약물 련 재의 종류  원인에 

한 분석 

 

항암제는 치료의 비용과 련한 재가 보조요법 약물에 비하여 매우 

낮게 나타났다(항암제 1.1% vs. 보조요법 약물 16.3%). 이는 

항암화학요법이 주로 특정 항암제들의 조합인 regimen을 형성하여 

치료에 활용되기 때문에, 비용을 이유로 동일 계열의 체 약물을 

고려하는 것이 힘들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반면에 이상반응이 우려되어 

실시한 재는 항암제에서 더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항암제 30.8% vs. 

보조요법 약물 25.2%). 이는 독성이 강한 항암제를 사용함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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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반응을 방하고 치료하기 하여 약사의 재가 필요했던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액  종양환자에서 사용되는 항암제를 상으로 

한 다른 연구에서도 안 성이 우려되는 약물 련문제가 많은 비율로 

보고된 바 있다
64
.  

한 방  항구토제는 항암제의 구토유발 험도에 따른 항구토제의 

계열  투여 일정이 진료지침에서 권고되고 있으나
5
, 항암화학요법이 

복잡하여 그 일정에 합한 항구토제를 처방하는 데에 주로 

약물 련 재가 필요하 다. 실제로 본 연구에서 항구토제는 약물치료의 

응증과 련된 약물선택, 치료기간, 용량에 있어서 주로 원인이 

발생하 으며, 이는 기존 연구에서도 비슷한 결과를 보인 바 있다
65
.  

항생제, 특히 항균제와 항바이러스제는 주로 약물의 용량과 련된 

재가 높은 비율을 차지하 다. 이는 호 구감소성 발열환자에 있어서 

합한 용량을 사용하지 않거나, 신기능 하 는 회복에 따라 용량을 

변경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반면에, 경험  항생제를 사용함에 있어 

약물의 선택과 련해서는 문제가 자주 발생하지 않았다.  

제산제는 약물의 선택이 원인인 경우가 많았는데, 이는 부분이 

부 한 약물의 조합에 의한 것이었다. 액종양환자에게 사용되는 

dasatinib 등의 약물은 산에 의하여 흡수가 진된다. 그러나 제산제의 

사용으로 인하여  내부의 pH가 증가할 경우, 이들 약물의 흡수가 

해된다. 때문에 두 약제를 함께 사용하는 것을 단하는 재를 

실시하 다. 



 

62 

 

변비약  해질 보 제의 경우에는 약물의 투여방법이 원인인 

재가 부분을 차지하 다. 이는 양이온을 함유하고 있는 이들 약물이 

다양한 약물상호작용이 나타내기 때문이다. 그 로는 양이온에 의한 

fluoroquinolone 계열의 항생제 흡수 해가 표 이다. 이러한 

경우에는 두 약물간 시간간격을 둠으로써 약물상호작용을 피할 수 있어 

이에 한 재를 실시하 다. 

그리고 진통제는 약물의 선택이 원인인 재가 많았다. 항암화학요법 

이후 골수기능 하에 의하여 소   호 구 수가 감소된 환자를 

상으로 경증의 통증을 조 하기 한 목 으로 NSAIDs를 사용하지 말 

것을 권고한 경우가 부분이다. 이는 소  응집 해 작용이 있는 

NSAIDs을 투여하는 것은 출 경향을 높일 수 있을 뿐 아니라, 

호 구감소성 환자에 있어서 감염의 징후로서 면 히 살펴야 할 발열이 

해열작용에 의하여 차폐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4.1.3 약물 련 재의 임상  유의성 

 

본 연구에서는 임상약사에 의한 재 서비스의 가치를 평가하기 

하여 약물 련 재의 임상  유의성을 평가하 다. 그 결과, 93.5%에 

이르는 약물 련 재가 ‘유의함(Significant)’이상으로 평가되어 

부분이 가치 있는 재임을 밝혔다. 특히, 항암제와 련한 재는 

‘매우 유의함(Very significant)’으로 평가된 재가 31.9%를 차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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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암제에 한 약사의 역할이 매우 요함을 유추할 수 있었다. 그리고 

약물의 부 한 조합으로 인하여 항암제  항진균제 등 치료에 

필수 인 약물의 효능이 감소될 것이 우려된 재는 유의성  반 률이 

높게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약물의 투여 시각이 부 하여 치료의 

유효성이 감소될 것이 우려된 재도, 흡수와 련된 약물상호작용을 

피하기 하여 약물 투여 시각의 간격을 둔 경우가 다수 다. 따라서 

유해한 약물상호작용(adverse drug interaction)을 방하고 해결하는 

데에 약사가 요하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 된다. 한 마약성 

진통제 등의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변비를 방하기 해 

변비약 처방을 권고한 경우는 유의성에 비하여 반 률(75.0%)이 낮게 

나타났다. 그러나 마약성 진통제 사용시 방  변비약을 처방하는 것은 

진료지침
31
에서도 권고하고 있는 바이며, 방  변비약 권고를 통하여 

변비의 발생률을 27% 감소시켰다는 연구결과
66
가 있으므로 좀 더 

극 인 재를 실시할 것이 요구된다. 

 

4.2 연구의 강   한계  

 

본 연구는 액종양환자의 약물 련 재를 약물별로 체계 으로 

분석한 첫 연구임에 의미가 있다. 기존에 액종양환자를 상으로 

약물 련 재를 분석한 연구가 존재하나, 문제의 분류체계가 명시되지 

않고, 모호하 다
59,63

.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하여 PC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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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assification을 이용한 선행연구도 이루어진 바 있으나
51,71

, 약물별 

분석이 부족하여 세부 인 이해는 불가능하 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액종양환자를 상으로 PCNE classification을 이용하여 약물별로 

약물 련 재의 종류  원인을 면 히 분석하 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임상  유의성 평가 도구는 Overhage et al.
75
에 의하여 개발되었다. 

이는 임상약사의 재 서비스에 한 가치를 평가하기 하여 여러 

연구에 사용된 바가 있다
81,82

. 그러나 이들 연구에서는 약물별 분석이 

부족하 으며, 액종양환자를 상으로 한 연구는 무하 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처음으로 액종양환자에 한 약물 련 재의 임상  

유의성을 약물별로 평가하 다. 이를 통하여 액종양환자의 주요 

약물인 항암제와 보조요법 약물에 하여 약물 련 재의 경향과 그 

가치를 구체 으로 제시하 다. 본 연구에서는 재까지 약물 련 재의 

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 도구  가장 리 사용되고 있는 ‘임상  

유의성’을 이용하여 약물 련 재의 가치를 분석하 다. 이를 이용하여 

3명의 약사가 독립 으로 평가하 으나, 평가기 의 명료성  구체성이 

부족하여 평가자의 주 인 요소가 개입될 여지가 있었다. 따라서 

객 성  타당성이 확보된 평가 도구의 개발이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임상약사에 의한 서비스를 임상 인 의미를 뛰어 넘어 궁극 으로 

환자의 임상 , 경제 , 인문학  성과에 미치는 향에 한 분석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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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연구의 의의 

 

본 연구는 액종양환자의 약물치료에 하여 약물별 특성을 고려하여 

유효성, 안 성  치료 비용과 련한 재를 활발하게 실시하여 이에 

한 약사의 역할이 필요함을 밝혔다. 한 재의 부분이 임상 으로 

유의한 것으로 평가되어 약물 련 재가 약물치료의 임상 , 경제  

성과에 기여할 수 있음을 입증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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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임상약사는 액종양환자를 상으로 약물치료의 유효성, 안 성, 

비용의 측면에서 약물  용량의 선택, 약물투여방법 등과 련된 

다양한 문제를 발견하 다. 이러한 약물 련문제는 보조요법에서 높은 

빈도로 나타났으며, 이를 해결하여 약물치료의 임상 , 경제  성과를 

향상시키기 한 약사의 재는 유의미한 가치가 있었다. 이러한 연구의 

결과는 약료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로세스를 개선시키는 데에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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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lysis of Drug-Related Probl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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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Clinical Pharmacists’ 

Interventions for Patients with 

Hematologic Malignanc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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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Patients with hematologic malignancies are administered many 

kinds of drugs to treat the underlying diseases and manage 

complications, such as nausea, vomiting, mucositis, infection and pain. 

The intricate medication therapy could be accompanied by drug-related 

problems (DRPs), and clinical pharmacists implement drug-related 

intervention (DRI) service to resolve DR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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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is study, DRIs performed by clinical pharmacists for patients with 

hematologic malignancies, were analyzed by medication class and 

clinical significance of DRIs was presented to evaluate the value of 

service. 

Method: The number and acceptance rate of DRIs, documented from 

May 2008 to August 2013, were analyzed by year. Problems and causes 

of DRIs were classified according to Pharmaceutical Care Network 

Europe (PCNE) classification. Frequencies of problems, causes and 

problem/cause combination of DRIs were analyzed overall and for 

antineoplastic agents or supportive care medications. Clinical 

significance using six-point scale and acceptance rate were shown 

overall and according to medication class and problem/cause 

combination for the value of interventions.  

Results: With annual increase, a total of 1,159 DRIs were performed 

during the study period and 84.5% were accepted. 91 (6.5%) of DRIs 

were related to antineoplastic agents and 823 (59.2%) to medications for 

supportive care, including antibacterials with the highest percentage. 

The DRIs mainly concerned treatment effectiveness (53.2%) and less 

treatment costs (14.2%). Especially, interventions related to 

antineoplastic agents were extremely low (1.1%) in costs, but 

antiemetics were relatively high (68.5%). The types of causes were 

mostly drug selection (39.3%) and dose selection (34.6%), particularly in 

antiemetics and antibacterials, respectively. In problem/ca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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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bination, ‘Effect of drug treatment not optimal’/‘Inappropriate 

timing of administration and/or dosing interval’ was the most frequent 

and ‘Effect of drug treatment not optimal’/‘Inappropriate 

combination of drugs, or drugs and food’ was the most significant. 

This trend was similar for antineoplastic agents and supportive care 

medications. Most interventions were shown to be significant (79.4%) 

and 31.9% of antineoplastic agents-related interventions were very 

significant. 

Conclusions: Clinical pharmacists implemented various DRIs concerning 

effectiveness, safety and costs, highly related to medications for 

supportive care. It is demonstrated that clinical pharmacists’ 

interventions to improve clinical and economic outcomes have 

significant value. The result of this study can contribute to improve 

quality and process of pharmaceutical care services. 

 

 

 

Keywords: clinical pharmacists, drug-related interventions, drug-related 

problems, hematologic malignancies, multidisciplinary team care, 

pharmaceutical care serv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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