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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요 약
  

  의약품 이상반응 모니터링의 자발적 이상반응신고 제도가 효과적으로  

운  되었을 경우 매우 경제적으로 의약품의 이상반응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활성화되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의약품 이상반응 시범병원으로 선정된 1개 대학병

원에서 실시 후의 반응에 관한 연구로서 보고된 자료를 증상별, 진료과별, 

보고 건수를 분석하고 의사, 약사 10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여 

의약품 이상반응 보고의 불이행에 미치는 요인들을 알아보았다.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의약품 이상반응 모니터링 위원회가 활동하기 시작한 2001년 5월부터 

OCS로 보고하기 시작한 2002년 1월까지 서류 혹은 전화보고 건수가 5건 이

었으며 OCS보고를 시작한 2002년 1월부터 10월까지 보고 건수는 본 논문에

서 ‘선호하는 보고방법’에서 ‘OCS를 통한 보고’가 전체 100명중 74%로 응답

하 듯이 총 9건이 전산보고 다.

 이상반응 모니터링의 필요성, 조직에 대한 개인의 충성도, PC 사용연수 및 

PC활용능력, 일반적인 사항은 직종에 관계없이 높은 인식도를 보 고, 교육

이수 유무와 모니터링 시범기관임을 인지여부, 교육이수 유무와 모니터링팀 

구성 인지여부는 접한 관련이 있었다.

  이상반응을 보고하지 않은 주된 이유는 ‘보고하는 방법 및 절차를 몰라서’, 

‘업무가 바빠서’, ‘별다른 해결책이 없을거 같아서‘ 순으로 나타나 교육이 보

고에 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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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이상반응 발현시 보고 안한 이유가 업무량이 많은군이 업무량이 적은

군에 비하여 6.1배 높게 나타나 주 보고군의 업무량이 보고에 향을 미치는 

또 하나의 중요한 요인이었다      

  이상의 결과로 의약품 이상반응 모니터링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는 지속

적이고 다각적인 교육, 홍보가 필요하다. 또한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보고

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주 보고군의 업무량과 보고 체계의 연관성에 관하여 

지속적인 연구를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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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서론

1. 연구배경 및 의의

국민소득과 의료수준이 향상되면서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의료와

관련된 정보욕구가 증대됨에 따라 의약품의 안전성과 유효성의 문제가 사회

적 관심사로 자주 거론되고 있다.

의약품은 여러 공산품과 달리 인간의 건강과 생명유지에 없어서는 안될 

사회 복지적 소비재로 생명과 직결되는 만큼 무엇보다도 안전성과 유효성의 

확보가 요구된다.(안보숙, 1999) 이를 위해 정부에서는 허가 전에 의약품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토하고 있으나 의약품의 약리 작용은 사회 문화적 배

경이 다른 종족간, 식생활 습관이 다른 개체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동

일인의 경우에도 건강상태 또는 환경조건 등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날 수 있

기 때문에 기대하는 주작용은 물론 그에 수반하는 이상반응 등을 미리 정확

하게 예측하기는 어렵다. 그러므로 이미 허가를 받아 시판되고 있는 의약품

일지라도 불특정 다수인의 사용경험에 따른 이상반응에 대한 정보를 지속적, 

체계적으로 수집하여 분석, 평가하고 그 약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신속하

게 제공함으로써 사용자로 하여금 안전대책을 미리 강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보건복지부,1993). 또한 의사 및 약사들도 의약품 이상반

응에 대하여 피상적으로만 인식하고 있으며 보고대상 정도를 정확히 이해하

지 못하고 보고의 번거로움으로 보고를 기피하는 경향이 있어 원활한 보고

가 이루어지지 않은 실정이며, 선진국의 문헌 정보만을 이용하고 있다고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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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김미라, 1998). 지금까지 의약품 이상반응 모니터링 

체계에 관한 연구로는 의약품 이상반응 모니터링의 모형을 제시하고 1년동

안 적용하여 보고에 미치는 향을 보았던 종합병원의 의약품 모니터링 활

성화를 위한 모형제시와 결과분석(안보숙, 1999)이 있었다. 그러나 병원에서 

주 보고자인 의사와 약사의 공식적인 팀이 구성되어 있지 않았고 약제부 주

관으로 부분적으로 적용한 결과 으며, 공식적으로 병원 OCS와의 연결이 안

되어 있는 상태 다.  또한 의약품 이상반응 제도를 비교하 던 의약품 안전

성 정보관리 제도의 활성화 방안 연구(경훈표, 1993)에서는 의약품 이상반응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전산망의 필요성에 대하여 언급하고 전산화의 필요성

을 제시하는데 의의가 있었으며 의약품 이상반응 보고에 대한 전국병원 대

상으로 의사, 약사를 무작위 추출하여 이상반응에 대한 인식도와 개선방안을 

제안한 의약품 부작용 보고에 대한 의사 및 약사의 인식도와 관련된 요인 

연구(김신실, 1993)는 정부의 행정조치 및 병원의 안전대책강구 등 제도적 

측면에서의 문제점과 인식도 제고를 위한 방안에 그쳤다. Extranet을 이용한 

의약품 부작용 모니터링 시스템(김미라 1998)은 이상반응 모니터링 시스템 

개발 및 구축으로 기술논문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적용후 보고 내용도 비공

식적인 한시적인 분석 결과 다.

  본 연구에서는 서울의 1개 대학부속 시범병원에서  공식적인 의약품 이상

반응 모니터링 위원회를 구성하여 실제 운 을 하면서 나타나는 보고에 대

한 반응을 분석하고 의약품 이상반응 모니터링의 활성화를 위하여 저조한 

신고에 신고율에 미치는 결정적인 요인을 분석함으로서 의약품의 올바른 사

용을 위한 제반 여건을 조성하여 타 병원으로 확대 적용하는데 있어서 참조 

할 수 있는 것에 연구의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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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목적

의약품이상반응 모니터링 시범 선정병원에서 시범운  후의 반응에서 부

정적 요인으로 작용하는 원인을 사용자중심으로 분석하여 이의 발전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국내 의약품 이상반응 모니터링제도의 활성화 및 제도적 정착

화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구체적인 연구목적은 다음과 같다.

세부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의약품 이상반응 모니터링 시범기관에서의 운  후 신고된 자료

         를 분석하여 문제점을 도출한다.

   둘째, 의약품 이상반응 보고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본다.

   셋째, 의약품이상반응 모니터링시스템의 시범운  후 방안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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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이론적 배경

1. 의약품 이상반응 모니터링 제도

가. 정의

의약품 이상반응 모니터링 제도란 시판 후 의약품 사용 경험에 의한 새로

운 정보 등을 효율적으로 수집, 평가, 전파함으로써 의약품을 바르게 알고 

올바르게 사용하는 합리적인 의약품 사용 관행을 정착시키기 위한 것으로, 

주로 이상반응 정보를 수집, 평가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함으로써 그

러한 정보를 인지하지 못하고 의약품을 사용하여 나타날 수 있는 피해 발생

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이다(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1998).

나. 목적

약사법상 의약품 이상반응 모니터링 제도는 의약품의 안전성에 관한 정보

를 체계적으로 신속, 정확하게 수집, 분석 및 평가하여 적절한 안전대책을 

강구함으로써 국민 보건 향상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식품의약

품안전청 고시,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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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종류

현재 국제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의약품 이상반응 정보 수집 방법은 다음

과 같이 크게 여섯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1998).

1) 자발적 모니터링 제도 (Spontaneous or voluntary reporting system)

의약품 사용 결과 이상반응 등이 인지되었을 때 의사나 약사가 자발적으

로 보고하도록 요구하는 제도로서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외국에서 흔히 시행

되고 있는 방법이다. 

2) 강제적 모니터링 제도 (Mandatory or compulsory monitoring system)

의사 또는 병원으로 하여금 이상반응 발견시 보고하도록 법제화하는 방법

으로 이 방법에 의한 보고 제도는 정보량은 많으나, 의사의 의료행위에 압박

감을 줌으로써 협조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보고 내용에 편견이나 선입관이 

포함되기 쉽다는 단점이 있다. 

3) 규제적 모니터링 제도 (Regulatory monitoring system)

법에 의하여 의약품 제조업소가 자사제품에 관한 이상반응 정보 등을 수

집하고 보고하는 제도로서 세계보건기구 소속 국제의학기구협의회에서 주관

하는 모니터링 제도가 대표적인 예이며, 우리나라와 일본은 신약에 대하여 

적용하고 있다. 

4) 집중적 모니터링 제도 (Intensive monitoring system)

자발적 모니터링, 강제적 모니터링 또는 규제적 모니터링 방식의 공통된 

결점인 정보의 신뢰성과 정량적 검토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개발된 방법으로 

원칙적으로 훈련된 의사, 간호사, 약사 등으로 모니터링 팀을 구성하여, 약물 

사용경험자를 분모로 하고 이상반응이 확인된 환자를 분자로 하여 조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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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이다. 

5) 기록 모니터링 제도 (Record linkage monitoring system)

개별환자에 관련되는 모든 의무기록을 수집, 검토하는 방법으로 환자에 

대한 가정의의 입원기록, 외래기록, 접종기록 및 사망기록 등이 포함되는 이 

방법은 종합적인 의료시설을 갖춘 안정된 지역에서 가능하며 스코틀랜드, 아

일랜드, 스웨덴, 노르웨이 등지에서 실시하고 있다. 

6) 문헌정보 모니터링 제도 (Published information monitoring system)

전문학회의 보고, 임상소견 발표, 세계보건기구 자료, 각국 정부의 이상반

응 정보 보고서, 의약학 전문서적, 잡지 등 모든 간행된 문헌들을 통하여 이

상반응 정보를 수집하는 방법으로 이는 이미 검토 완료된 정보가 대부분이

므로 신뢰성은 인정되나 조기경고 및 신속성이 결여되기 때문에 적극적인 

모니터링 방법이라기 보다는 포괄적인 정보관리라는 측면에서 그 의의가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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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의약품 이상반응 모니터링 제도의 역사적 배경과 

  국내외 현황

가. 배경과 현황

세계보건회의(The World Health Assembly)는 1962년에 일어난 탈리도마

이드(Thalidomide)사건 이후  세계보건기구 사무총장에게 약품의 중증 이상

반응에 대한 새로운 정보를 각국의 보사당국에게 신속히 전달하게 하는 등 

전세계적으로 유통되고 있는 의약품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여러 조치들에 대한 실행 가능성을 검토해 볼 것을 요청했다(안보숙, 

1999).  

이와 같은 문제에 대한 검토는 세계보건회의가 적극적으로 앞장섬에 따라 

그후 4년 동안 계속되어 왔으며, 그 기간 동안 각 회원국가들은 의약품 개발

과정 중, 특히 허가 후 나타나는 중증 이상반응 정보에 대한 체계적인 수집 

방안을 강구하도록 요청받았다(보건복지부, 1996).

시범적 사업은 1968년에 미국 정부가 제공한 버지니아주 알렉산드리아 

소재의 한 건물에서 세계보건기구 직원에 의하여 시작되었다. 그후 세계보건

회의는 1971년 1월 제네바에 있는 세계보건기구 본부로 옮긴 후 다시 1977

년 제 30차 세계보건회의에서 스웨덴 웁살라(Uppsala)에 소재한 세계보건기

구협력센터로 이관할 것을 결정함에 따라 1978년에 이관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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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외국의 현황

의약품 이상반응 모니터링 활성화를 위한 시스템 개발은 각 국가별로 다

양하게 시행되어 왔다. 미국 FDA의 MED watch와 국의 황색 보고서 계

획(yellow card scheme) 등과 같이 잘 알려진 보고 시스템을 포함하여, 일반 

보고 네트웍(Practitioners' Reporting Network: PRN)과 같이 각 기관별로 

시행되는 보고시스템이 개발되어 있으나 활용은 저조한 실정이어서 각 국가

에서는 보고율이 저조한 원인을 알아보기 위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

다(김미라, 1998).

유럽에서는 이상반응 보고율이 저조한 원인을 알아보기 위해 의사를 대상

으로 지속적인 설문조사를 실시하 다. 그 결과 황색보고서의 비활용이 이상

반응 보고에 가장 중요하면서도 유일한 장애물로 나타났고(Belton, 1995 : 

McGettigan, 1995) ‘보고시 활용할 보고서식이 없다’는 것과 ‘어떻게, 어디에 

보고를 해야 하는 지를 잘 몰라서’가 주된 이유로 나타났다(Belton, 1997 ; 

McGettigan, 1997). European Pharmacovigilance Research Group에서는 황

색보고서를 자유롭게 활용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효과를 측정하고자 3개월 

동안 연구를 실시하 다. 연구기간 동안 이상반응 보고와 황색보고서의 활용

에 대한 교육, 홍보를 적극적으로 실시함으로써 보고율을 5배로 증가시킬 수 

있었다. 반면에 교육, 홍보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황색보고서를 손쉽게 이

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고율이 급격히 감소하 다. 이로써 보고문화를 

확립하기 위해서 보고자들의 인식도 이외에 보고에 향을 미치는 근본적인 

요인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함을 강조했다(McGettigan, 1997).

의약품 이상반응의 정보원이 되는 병원에서 이용할 보고 방법에 대한 연

구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전향적으로 이상반응을 검토하는 체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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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반응 자료를 수집하는데 가장 효과적이나(Jick, 1970), 경제적 제약으로 

인해 자발적 이상반응 보고 체계가 일반적 보고방법이 되었다. 하지만 이러

한 자발적 보고방법은 효율성과 정확성 면에서 의문이 제기되어왔다.

Case와 Guzzetti의 보고에 의하면 병원의 의약품 이상반응 보고 책임자들

이  자발적인 보고체계의 타당성에 대해 확신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다른 

보고에 의하면 자발적 보고방법보다 후향적으로 검토하는 방법에 의해 보고

된 이상반응이 많음을 보여주고 있다(Bennett, 1977 : Miwa, 1986). 의료진의 

자발적 보고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프로그램과 퇴원시 의무기록에 기입된 이

상반응을 보고하는 프로그램은 그 성과에 한계가 있었다(Berry, 1983 : 

Lucey, 1983 : Nelson, 1983 : Michelson, 1987). 병원의 의약품 정보실이 참

여한 프로그램이 다른 이상반응 보고방법보다 좋은 결과를 보 으나, 의약품 

정보실 직원이 정보를 수집, 평가 및 보고하는데 많은 시간을 소모하게 되므

로 인력의 보충 문제가 제기되었다는 연구(Michel, 1986)가 있었다. 이외에도 

의약품 정보실에서 교육받은 간호사가 의무기록지에 기록된 이상반응을 보

고하고 전담약사는 이 자료를 수집, 검토하며, 의사를 포함한 위원회에서 보

고된 이상반응을 정기적으로 검토하는, 여러 전문의료인이 하나의 팀으로 참

여하는 multidisciplinary program의 실행으로 이상반응 보고건수가 월 0.4에

서 20건으로 증가하 다는 연구도 있었다(Keith, 1989).

1987년 발표된 미국의 The Joint Commission on Accreditation of 

Healthcare Organization(JCAHO)의 병원평가 지침서에 따르면, 병원마다 이

상반응 보고에 필요한 보고서를 보유하도록 하고 있고, 약제부서와 의사, 간

호사의 공동작업을 통해 이상반응 보고를 하도록 책임을 부여하고 있다. 이

후 여러 이상반응 보고 체계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졌고  1998년 발표된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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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토대학 연구팀에 의하면 이상반응으로 인한 사망이 매년 10만명 이상이며 

미국내 사망 원인 중 5위안에 든다고 한다. 1996년 미국 상원에 의해 제약회

사가 소비자에게 의약품 이상반응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는 법률안이 상정

되는 등 이상반응 보고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이 높아지고 있다.

2) 국내 현황

우리나라에서는 약사관계법규에 의하여 의약품 등 안전성에 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신속, 정확하게 수집, 분석 및 평가하여 적절한 안전대책을 강구

함으로써 국민 보건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1985년 8월 19일자로 의약품

의 이상반응 정보수집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 고시하고 전국에 376개소의 

약국과 병원을 모니터링 기관으로 지정하고 국내의 임상정보 수집에 노력하

다. 특히 오․남용을 포함한 의약품의 합리적 사용문제가 소비자단체 등에

서 주요 현안으로 다루어지고, 국민들의 의식수준 향상으로 의약품 안전성 

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등 국내외적으로 의약품 안전관리 강화의 필

요성이 더욱 요구되고 있다. 이에 따라 1992년 4월에 세계보건기구 국제의약

품 이상반응 모니터링프로그램에 가입하 고 1992년 12월에는 세계보건기구 

국제의약품 이상반응모니터링센터의 이상반응 데이터베이스와 온라인으로 

연결하여 각 국에서 발생하는 방대한 의약품 정보를 입수하고 있으며 매년 

국제의약품 모니터링 연례 회의에 참석하여 전 세계의 의약품 안전성에 대

한 최신 정보를 교환하고 국제 협력 관계에 힘쓰고 있다(보건복지부, 1996). 

또한 협조기관의 추가, 모니터링 기관의 확대지정, 보고 양식의 대폭적인 간

소화, 의약품정보평가소분과위원회의 상설화 등 1994년 말까지 3차에 걸쳐 

고시 개정하고, 1998년에는 전국에 4,073개소의 모니터링 기관을 확대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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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으나 1998년 12월 16일, 모니터링 기관 지정 제도를 폐지하고 모든 의료

기관에서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관리 규정을 개정함으로써 활성화 

방안 마련에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이상반응 정보는 대부분이 문

헌정보나 국외자료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며 이상반응 보고자들조차 동 제

도의 중요성에 대하여 피상적으로 인식하고 있을 뿐 보고대상 정보를 정확

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으며 보고의 번거로움과 보고에 따른 책임을 염려하

여 보고를 기피하는 경향을 보이는 등, 의약품 이상반응 모니터링 제도에 대

한 이해가 전반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김신실, 1993). 따라서 자발적 모니터

링 제도를 택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외국에 비해 보고가 현저하게 미비한 실

정이며(이의경, 1992) 이미 구축된 의약품 이상반응 모니터링 제도도 제 기

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 

국내 연도별 모니터링 기관 지정 현황(표 1)과 의약품 이상반응 보고 현

황(표 2)은 다음과 같다.

표 1. 연도별 국내 모니터링 기관 지정현황

연도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기관수 376 376 920 1,236 2,007 3,003 3,003 3,804 4,043 4,073
지정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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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2. 연도별 국내외 이상반응 보고현황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계 367 256 748 723 565 496 418 484 281 314 237

국내 5 11 30 48 55 79 79 46 13 23 64

국외 362 245 718 675 510 417 339 438 268 291 173

타 시범병원에서의 이상반응 모니터링 현황을 각 시범병원 약제부 이상반

응 모니터링 담장자에게 2002년 11월부터 12월17일까지 전화 혹은 E-Mail로 

설문 조사하 는데 대부분 시범병원에서 보고건수가 없었으며, 대부분 시범

병원이 원내에 이상반응 모니터링 팀을 구성하고 있지 않거나 현재는 활동

을 중단하고 있는 상황으로 조사되었다(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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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타 시범병원의 의약품 이상반응 모니터링 현황

          (보고기간:2001.5.1~2002.100)

 

시범병원별 

이상반응 

모니터링

 보고 현황

보고

건수

보고

대상자

공식적인

모티터링

팀의구성 

교육횟수

및 대상자

보고

방법

외래,입원

환자

전산보고

가능한지

서울대학
병원

20 의사

약물
이상반응 
모니터링 
소위원회
및 실무팀

매회 인턴교육실시,
과별conference,
수간호사회의

/의사,간호사,약사

OCS 둘다가능

신촌
세브란스

14 의사

의약품 
이상반응
모니터링
위원회

4회  
/의사,간호사,약사

OCS 입원환자

삼성
서울병원

4 의사 없음 없음 전화 없음

이대
목동병원

0 의사 없음 없음
서류
양식

없음

중대
용산병원

0 의사 없음 없음
서류
양식

없음

가천의대
길병원

0 의사 없음 없음
서류
양식

없음

카톨릭대
강남성모병원

0 의사
있음

(현재활동안
함)

없음
전화,
약사 
조사.

없음

인제대
 일산백병원

0 의사
있음

(활성화 
안되어있음)

없음
서류
보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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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이상반응 정보 수집 방법

1) 문헌에 의한 정보수집

문헌에 의한 의약품 안전성 정보수집은 세계보건기구 등 국제기구와 세계 

각 국에서 발행하는 정보지, 의약 전문서적, 정기 간행물을 주로 하여 일간

지 등을 포함한 일체의 인쇄매체 등에 의존하고 있다. 그중 WHO로부터 받

고 있는 정보는 정부에서 WHO에 파견한 파견관으로부터 직접 받는 정보와 

WHO에서 발행한 정보지인 Drug Information, Pharmaceutical Newsletter 

등이며, 미국으로부터는 FDA가 발행하는 HHS News, Talk Paper, Drug 

Bulletin을, 일본 후생성으로부터는 의약품 이상반응 정보지를 입수하고 있

다. 그 외 Scrip지 등을 검토하여 정보내용에 따라 좀 더 상세한 자료가 필

요한 경우엔 외무부를 통하거나 해당 국가의 보건기관에 직접 자료를 요청

하여 입수하기도 한다. 

2) 임상정보 수집

 우리나라 의약품 이상반응 모니터링 제도는 의사나 약사 등 의약전문인

으로부터 의약품의 사용경험에 의한 이상반응 등의 사례를 수집하는 것으로 

의사 또는 약사가 보건복지부장관 및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보고(병원급

의 경우에는 보고 책임자를 별도로 지정함)하도록 정하고 있다. 병․의원의 

경우에는 전문의약품을 , 약국의 경우에는 일반의약품을 주 대상으로 한다. 

참고로 우리나라의 의약 전문인들이 보고하여야 하는 보고대상 정보는 의

약품안전성정보관리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98-20호, ‘98. 4.) 제 7조

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은 안전성 관련 정보로 명문화되어 있다.



- 15 -

보고대상 정보는 다음과 같다. 

∙ 새로운 이상반응

∙ 알려진 것으로 상당기간 치료가 필요한 이상반응

∙ 신중히 취급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 이상반응

∙ 오․남용으로 인한 이상반응

∙ 약물 상호작용에 관한 정보

∙ 기타 의약품 등의 안전성 관련정보(임상검사치에의 향 등)

다. 처리절차

 수집된 정보에 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취합, 검토가 필요한 경우 

에는 전문 연구기관에서 면 히 검토하여 최종적으로 학계의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게 된다. 이러한 정보의 평가는 의약

품의 유익성과 위험성 비율에 따른 유용성과 합리성을 고려하여 이루어지는

데 정보 내용이 미흡하거나 신뢰성이 부족한 경우에는 추가정보 자료를 입

수하며, 또한 인과관계 등이 불명확하거나 중대한 이상반응인 경우에는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등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한편, 정보의 분석, 평가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로는 

∙ 품목 허가 제한, 판매 제한, 자진 회수, 수거 폐기 등

∙ 효능 및 효과, 용법 및 용량,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의 변경

∙ 안전성 또는 유효성 등에 관한 조사 연구의 지시와 기타 필요한 행정  

  조치 등이 있다(보건복지부,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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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이상반응 정보에 따른 연도별 조치내용은 다음과 같다(표 4).

표 4. 국내외 이상반응 정보에 따른 조치내용

                                                          단위 : 건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계 367 256 748 723 565 496 418 484 281 314 237

허가제한 43 8 4 6 5 2 6 12 2 3 0

변경허가 78 52 113 152 174 155 100 266 171 141 75

기타 246 196 631 565 386 339 312 206 108 170 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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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범 대학병원의 의약품 이상반응 모니터링 모형 

가. 모형과 조직체계

이 모형은 자발적 보고체계를 기본으로 하고, 진단, 치료, 투약, 약품반환 

및 상담 등을 통해 환자와의 만남이 이뤄지는 의사, 약사가 주축이 되었으며

병원장의 적극적인 지원아래 2001년 5월 공식적인 의약품이상반응모니터링

팀을 구성하여 2차 확인의 절차(분석, 검증, 회신)를 통하여 의약품 이상반응

을 감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식품의약품안전청과 WHO에 의한

국가적 관리체계에 시범병원으로서 적극 동참하여 향후 의약품 이상반응

센터의 유치 및 설립을 대비하기 위한 조직 목표도 있다.

의무기록과

적정관리실

의료정보과

전담약사2명 평가의사7명 수간호사2명 의국장2명 관련과장3명

(약무과장)(예방의학교수) 간사자문

(부원장 겸 알르레기내과 교수)팀장

그림 1. 대상병원의 의약품 이상반응 모니터링 위원회 조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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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S통한 보고

(전담약사검토)

약제부 접수

 최종

 결과

 평가결과 

보고

전공의, 간호사

모니터링팀

식품의약품안전청

주치의
최종결과(서식)

(WHO 국제 의약품 

이상반응모니터링 센터)

평가결과 및      

  안전성 정보 환류
모니터링 정보 보고(서식)

의무기록과
최종결과(서식)

인과관계 

규명된것만

 보고

최종결과회신(서식)  평가결과 회신

평가의사

평가의뢰 &

검토자료(서류)

그림 2. 대상병원의 의약품 이상반응 모니터링 모형

나. 이상반응 모니터링팀 활동

∙ 2001. 5 ~ 2002.10 : 월 1회 정도 팀 모임 (15회)

∙ 2001. 9월: 서면 보고를 통한 이상반응 모니터링 시범 실시

∙ 2002. 1월 : OCS를 통한 전산보고 시스템 개발 및 구축 완료되어 본격 

   실시

∙보고 범위: 본원에서 사용한 약(임상연구약 제외)에 대한 모든 이상반응 

∙보고 방법: OCS를 통한 전산보고 시스템 (특수한 경우: 서면)

∙전산보고 시스템 개발(보고자 접근용이 위주의 화면 디자인)

    -환자명과 진찰권 번호 입력 환자 정보와 최근 사용 약 내역 자동 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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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상반응과 의심되는 약물명만 클릭하도록 함.   

   - 증상 발현일과 보고자명 기입.

   - 보고자가 이상반응 보고 후 처리되는 과정과 처리시점을 알아볼 수

     있는 아이콘 설치

- 이상반응의 증상 분류:  

  신체기관별로 분류, 가능한 한 다빈도 & 최소한 증상으로 구현

- 보고, 접수, 평가의뢰, 평가결과회신, 식약청 보고가 모두 전산시스템으

  로 처리 되도록 함.

- 보고된 모든 이상반응 data base화:

환자 개인의 의약품 이상반응 정보 구축으로 환자 내원시 주치의에게 

사전 정보 제공으로 진료에 도움을 주도록 함

다. 교육과 홍보 

효과적으로 운 하기 위해서 교육과 홍보가 필요하 다. 이에 의약품 이

상반응 모니터링위원회 주최로 2002년 12월에 교육을 2회 실시하 다. 또한 

제시된 모형을 원내 전반에 유인물로 홍보하 고, 교육대상은 임상적으로 환

자와 직접 대면하여 의약품 이상반응을 가장 먼저 발견할 수 있는 수련의 

및 약사로 하 다. 교육내용은 의약품 이상반응의 정의와 범위, 의약품 이상

반응  모니터링의 필요성, 국내외 현황, 보고해야 할 내용, 병원의 의약품 이

상반응 모니터링 흐름도와 OCS신고 방법 등이었다. 

∙2001. 12. 21 : 전공의, 약사 60명 참석(교육 2회).

∙2002. 06. 11, 12 : 전공의 대상으로 256명 참석(1, 2차 교육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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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연구방법

1. 연구의 흐름

   

 활성화 방안 제시

 이상반응 보고의 불이행에

 향을 미치는 요인분석

 인식도 및 보고방법성향

 직종별 직무관련 특성  ● 직종,근무기간,소속과,

    PC조작 숙련도)

 ●   이상반응 시범기관,

    모티너링팀 구성

    인지도  

 ● 선호 보고방법

 ● 의약품 신뢰도

 ● 이상반응에 대한 인식도

  ●  교육이수

 ●  모니터링팀 구성 인식도

  ● 신고후 불이익인식도

 ●  발현시 보고 안한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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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의 대상은 의약품이상반응 모니터링 시범기관으로 선정된 서울시 

소재 500병상이상의 대학 부속병원으로 하되 병원정보시스템을 운 중인 1

개 병원으로 하 다.

조사된 자료는 의약품 이상반응 보고의 불이행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기 위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 으며, 설문 대상자는 비 보고군으로 

(교수직 및 연구강사 의사 26명, 전공의 70명, 약사 14명)을 선정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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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도구

가. 의약품 이상반응 보고자료의 분석

  1) 현재까지 운 성과를 알아보기 위해 보고건수를 파악하 다.

  2) 보고된 증상별로 알아보았다.

나. 설문지를 이용한 이상반응 보고에 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분석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을 측정하 다.

     직급, 근무기간, 소속과, 컴퓨터사용능력 

  2) 보고에 향을 미치는 독립변수를 추출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양

     상을 직급별로 비교하여 빈도 분석하 다.   

     대상자의 조직에 대한충성도, 경험한 이상반응의 심각도, 의약품의

     신뢰도, 보고자의 업무량, 이상반응으로 보고해야하는 내용에 대한 

     인식도, 선호하는 보고방법, 이상반응 발현시 보고안한이유, 교육 유

     무, 이상반응 모니터링에대한 필요성, 모니터링 시범기관 인지유무. 

  3) 이상반응 교육 유무를 가지고 이상반응 모니터링 시범기관의 인지여

     부 와 이상반응 모티터링 팀의 인지여부를 독립성 검정 하 다.   

  4) 이상반응 발현시 보고를 안한이유 중 빈도가 높은 변수를 추출하여 

    관련성을 알아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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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분석방법

자료의 통계분석은 SAS 8.0을 이용하여 분석하 다.

 

 가.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직무관련특성, 인식도를 빈도조사 하 다. 

 나. 변수간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교차분석을 실시하 다.

 나. 교육참석군과 교육불참군으로 이상반응 발현시 보고를 안한 이유 중  

    빈도가 높은 3가지 변수와 교차분석 및  X
2
-test를 하 다.

 다. ‘업무량이 많다’는 군과 ‘업무량이 많지 않다‘라는 군으로 이상반응 

     발현시 보고를 안한 이유 중 빈도가 높은 3가지 변수에 대하여 교차

     분석 및 X
2
-test를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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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보고에 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분석의 틀

● 인지도

- 불이익여부

- 모니터링팀

- 시범병원

- 신고범위

- 모니터링 필요성
● 교육이수 유무

● 보고안한이유

● 개인별특성

- 근무경력

- PC사용년수

- PC사용 숙련도

- 직급별

교차분석,

X
2
-test

● 직무특성

- 업무량

- 조직 충성도

- 시범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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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연구결과

                                                       

1. 보고된 자료의 분석 

가. 보고건수

2002년 1월부터 2002년 10월까지 10개월 동안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OCS

를 운 한 결과 총 9건의 OCS를 통한 이상반응 보고가 있었다. 이는 실시 

전년도 같은 기간인 2001년 1월부터 10월까지의 10개월 동안 총 5건이 보고

된 것에 비하여 1.8배 증가하 다(표 5).

표 5. 제시된 이상반응 모니터링 모형 시행 전후의 보고건수

                                                     (단위 : 건)

기간 보고건수  평균보고건수

시행 전 2001.1~2001.10(10개월) 5 5

시행 후 2002.1~2002.10(10개월) 9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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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과별 보고건수를 보면 내과계열 진료과가 가장 많은 보고를 하 다.

내과(63.6%),  소아과(9.0%), 외과(9.0%), 종양학과(9.0%) 순으로 보고되었다

(표 6). 

표 6. 진료과별 보고건수 

                                           단위 : 명(%)

진료과
기 간

계
2001.1~2001.10 2002.1~2002.10

내과 3(33.3) 6(66.7) 9(100)

소아과 2(66.7) 1(33.3) 3(100)

외과 0(0.0) 1(100) 1(100)

종양학과 0(0.0) 1(100) 1(100)

계 5(35.7) 9(64.3) 14(100)

나. 보고된 이상반응의 증상

 보고된 이상반응을 증상별로 분류하면 심혈관, 위장관, 혈액(18.8%)이 가

장 많았고 다음으로 전신반응, 신경과, 피부반응이 (12.5%), 간 및 담도

(6.3%) 로 나타났다(표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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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보고된 이상반응의 증상

                                                             단위 : 건 

증상 건수 백분율(%)             비고 

전신반응 2 12.5 발열, 전신부종, 체중증가, 

피부반응 2 12.5
전신소양감을 동반한 

피부발진

심혈관 3 18.8
이상 심박동증, 흉부통증, 

숨차다

위장관 3 18.8 오심, 구토, 설사

간 및 담도 1 6.3 간염

혈액 3 18.8
백혈구감소증, 혈소판 감소증,

혈소판 감소증

신경과 2 12.5 손발떨림, 수면장애 

계   16 100.0

다. 보고한 의사의 특성

   보고한 의사의 진료과는 알르레기내과, 감염내과, 류마티스내과, 일반외

과, 심장소아과, 종양학과이며 보고한 직급은 전원 레지던트 다.

2002년도에 보고된 9건의 신고한 의사를 추적하여 인터뷰를 하 으나 파견 

근무중인 의사가 6명이었으며, 현 근무지에서 근무하는 레지던트는 4명이었

다.

4명을 대상으로 전화 인터뷰를 한 결과 의약품 이상반응 모니터링의 교육은 

3명이 받았으며 1명은 받지않았다. 교육을 받지않은 의사는 원내 공지문과

 e-mail을 통하여 현 근무지가 시범병원이라는 것을 알고 이상반응 발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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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했다고 말했다.

4명의 보고군은 공통적으로 의약품 이상반응 모니터링의 필요성은 인식하고 

있었으며, OCS를 통한 보고시 시스템 만족도를 4점 척도(매우만족, 만족, 불

만족, 매우 불만족)로 조사했을 때 4명이 만족이라고 답을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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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설문대상자의 개인 직종은 총 응답자 100명중 교수(연구강사포함) 24명

(24%), 레지던트 40명(40%), 인턴 22명(22%), 약사 14명(14%)으로 구성되었

다. 대상자의 임상에서의 근무경력은 1년 미만에서부터 5년이상까지 다양하

게 분포되어 있었고 직종별로는 주 보고자인 레지던트는 2∼3년 근무경력이  

57.5%로 가장 많았고 인턴은 1년미만 근무경력자가 72.7%로 나타났다. 대상

자의 PC사용연수는 5년 이상 사용자가 75% 고 OCS(order comunication

system)로 보고의 접근의 용이성을 알아 보기위한 PC의 종합적인 사용능력

은WINDOWS, 한 , MS WORD, EXCEL, POWERPOINT의 사용 기준으로 

보통이 45%, 잘한다가 39% 못한다가 14%로 나타났다(표 8). 설문 대상자의 

진료과별 분포에서는 안과(14%)가 가장 많았으며 소속과 밝히지 않은 대상

자(14%)도 있었다(그림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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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진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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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신진

흉약흉진

정정흉진

소소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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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정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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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설문 대상자의 진료과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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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직급별 분류 

 단위 : 명(%)

항목 교수
레지

던트
인턴 약사 계

개인직급 24(24.0) 40(40.0) 22(22.0) 14(14.0) 100(100)

PC사용

연수

5년이하 2(8.0) 13(52.0) 6(24.0) 4(16.0) 25(100)

5년이상 22(29.3) 27(36.0) 16(21.3) 10(13.3) 75(100)

종합적인

PC조작

실력

못함 1(7.1) 8(57.1) 4(28.6) 3(21.4) 14(100)

보통 13(28.9) 19(42.2) 9(20.0) 4(8.9) 45(100)

잘함 10(25.6) 13(33.3) 9(23.1) 7(17.9) 39(100)

1년미만 0(0.0) 1(4.3) 16(69.6) 6(21.6) 23(100)

임상 에서의 

총 근무경력

1년~2년 0(0.0) 5(41.7) 4(33.3) 3(25.0) 12(100)

3년~4년 1(3.8) 23(88.5) 2(7.7) 0(0.0) 26(100)

4년~5년 1(11.1) 8(88.9) 0(0.0) 0(0.0) 9(100)

5년이상 22(73.3) 3(10.0) 0(0.0) 5(16.7) 3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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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선호하는 보고방법 및 인식도

가. 대상자의 업무량과 조직에 대한 소속감

대상자의 업무량은 정해진 시간 내에 처리하려다보면 가끔 업무에 쫓긴다는 

느낌을 받는다라는 응답이 49명으로 가장 많이 나타났고 초과근무하는 경우

가 37명 비교적 업무를 여유있게 끝마친다가 14명으로 나타났으며, 직종별로

는 주 보고군인 레지던트는 21명(52.5%)이 인턴은 16명(72.7%)이 업무에 쫒

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9).

   

표 9. 보고자의 업무량

                                                              단위 : 명(%)

보고자의 업무량 교수직 레지던트 인턴 약사 계

 초과근무하는 경우가 있다 17(45.9) 13(35.1) 3(6.1) 4(10.8) 37(100)

 가끔 업무에 쫒긴다. 7(14.3) 21(42.9) 16(32.7) 5(10.2) 49(100)

 여유있게 일을 끝마친다. 0(0.0) 6(42.9) 3(21.4) 57(35.) 14(100)

계 24(24.0) 40(40.0) 22(22.0) 14(14.0) 10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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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직에 대한 소속감은 비보고군 전체중 83%가 조직에서의 충성도를 보

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중  조직에 대한 소속감은 높지만 보고율 하

고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10).

표 10. 조직에 대한 소속감 

                                                        단위 : 명(%)

조직에 대한 소속감 교수직 레지던트 인턴 약사 계

 중요한역활을 하고 있다 13(27.7) 18(38.3) 8(17.0) 8(17.0) 47(100)

 조직에 대해서 고민한다 9(25.0) 15(41.7) 9(25.0) 3(8.3) 36(100)

 내가 받는 보수 만큼은 일한다 2(16.7) 6(50.0) 2(16.7) 2(16.7) 12(100)

 나와 조직은 별개이다 0(0.0) 1(20.0) 3(60.0) 1(20.0) 5(100)

계 24(24.0) 40(40.0) 22(22.0) 14(14.0) 100(100)

 

나. 이상반응 보고내용에 대한 인식도

   

    의약품 이상반응 발현시 보고해야하는 내용을 중복응답가능 방법으로 

조사한 결과 신약의 시판후의 이상반응 보고가 58건(19.5%)로 가장 중요하

게 생각했으며, 임상에서의 근무기간과 보고해야하는 내용의 빈도수와는 차

이가 없었다.(표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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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이상반응 으로  보고해야 할 내용에 대한 인식도(중복 응답 가능)

                                                         단위 : 건(%)

이상반응 으로

보고해야하는 내용

근무기간
계

1년미만 1~2년 3~4년 4~5년 5년이상

신약 시판후 이상반응 14(4.7) 3(1.0) 17(5.7) 2(0.7) 22(7.4) 58(19.5)

치료가 필요한 이상반응 14(4.7) 4(1.3) 18(6.1) 2(0.7) 19(6.4) 57(15.8)

약물 상호작용에 의한 10(3.4) 5(1.7) 15(5.1) 2(0.7) 16(5.4) 48(16.2) 

유통중 발생된 새로운 10(3.4) 4(1.3) 15(5.1) 2(0.7) 17(5.7) 48(16.2)

경미한이상반응 11(3.7) 8(2.7) 10(3.4) 5(1.7) 13(4.4) 47(15.8)

의약품 오남용으로인한 9(3.0) 2(0.7) 12(4.0) 3(1.0) 13(4.4) 39(13.1)

   다. 의약품 안전성에 대한 신뢰도

의약품 안전성의 신뢰도에 대한 인식은 신뢰한다가 전체 76명(100%)로 안전

성에 대하여 높은 신뢰를 하고 있었다. 약품 안전성의 인식이 높은 것과 보

고율과는 관계가 없었다. 직종별로는 교수가 79.2%, 레지던트가 77.5% 인턴 

68.2%로 의약품의 안정성을 신뢰하고 있었다.

표 12. 의약품 안전성 신뢰에 대한 인식                    단위 : 건(%)

의약품 안전성에 대한 인식 교수직 레지던트 인턴 약사 계

 신뢰한다 19(25.0) 31(40.8) 15(19.7) 11(14.5) 76(100)

 신뢰하지 않는다 5(22.7) 7(31.8) 7(31.8) 3(13.6) 22(100)

 전혀 신뢰 할 수 없다. 0(0.0) 2(100) 0(0.0) 0(0.0) 2(100)

계 24(24.0) 40(40.0) 22(22.0) 14(14.0)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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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의약품 이상반응 시범병원 과 이상반응 모니터링 팀 인지도 

 대상자에게 현 근무처가 의약품 이상반응 모니터링 시범병원인 것을 알고 

있었는지와 의약품 이상반응 모니터링팀이 구성되어 있는지에 대한 것을 조

사한 결과 40%가 현 근무처가 의약품 이상반응 시범병원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의약품 이상반응 모니터링 위원회가 구성에 대한 인지도는 27%만이 

알고 있다고 답하여 홍보가 부족하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직종별로는 주 보고군인 레지던트는 시범병원임을 26(63%)가 모르고 있었

고, 인턴도 12(54.5%)가 모른다고 응답하 다. 또한 모니터링팀 구성에 대한 

인지도는 ‘모른다’가 레지던트는 32(80.0%) 인턴은 17(77.3)로 나타나 시범병

원에 비하여 빈도가 더 낮게 나왔음을 알 수 있었다(표 13). 

표 13. 시범병원인지도와 이상반응 모니터링팀의 구성 인지여부

                                               단위 : 명(%)  

시범병원과

모니터링팀

인지여부

인지유무  교수
레지

던트
인턴 약사   계

모니터링

시범병원

인지 여부

알고있다 4(10.0) 14(35.0) 10(25.0) 12(30.0) 40(100)

몰랐다 20(33.3) 26(43.3) 12(20.0) 2(3.3) 60(100)

모니터링

팀 구성 

인지 여부

알고있다 2(33.3) 8(43.3) 5(20.0) 12(3.3) 27(100)

몰랐다 22(30.1) 32(43.8) 17(23.3) 2(2.7) 73(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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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의약품 이상반응 모니터링의 필요성

 대상자의 의약품 이상반응 모니텅링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은 97%가 필요

성에 대하여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종별로는 의약품 이상반응 

모니터링의 필요성 인식에 관하여 교수가 24(100%), 인턴이 21(96.4%), 레지

던트 38(95.5%) 순으로 나타났다(표 14).

표 14. 의약품 이상반응 모니터링의 필요성

                                                     단위 : 명(%) 

의약품 이상반응 

모니터링의 필요성
 교수직

레지

던트
인턴 약사 계

 매우 필요하다 11(24.4) 15(33.3) 7(15.6) 12(26.7) 45(100)

 필요하다 13(25.0) 23(44.2) 14(26.9) 2(3.8) 52(100)

 필요없다 0(0.0) 0(0.0) 1(100) 0(0.0) 1(100)

 생각해본적 없다 0(0.0) 2(100) 0(0.0) 0(0.0) 2(100)

계 24(24.0) 40(40.0) 22(22.0) 14(14.0) 100(100)
 

바. 의약품 이상반응 모니터링 교육참석 및 선호하는 보고방법

조사 대상자의 의약품이상반응 모니터링 교육의 참석율은 교육받지 않았던 

군이 76명(100%)으로 빈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교육대상으로 홍보를 안했던 

교수 직급에서는 100%(24명) 참석하지 않았다. 주 보고군인 레지던트 

80.0%(32명), 인턴 72.2%(16명)도 교육을 받지 않은 비율이 높았다(표 15). 



- 36 -

표 15. 교육 참석여부에 따른 직종별 현황

                                                     단위 : 명(%)

모니터링 교육  교수
레지

던트
인턴 약사   계

 받은적이 있다. 0(0.0) 8(33.3) 6(25.0) 10(41.7) 24(100)

 받은적 없다. 24(31.6) 32(42.1) 16(21.1) 4(5.3) 76(100)

계 24(24.0) 40(40.0) 22(22.0) 14(14.0) 100(100)

     

   사. 대상자의 선호하는 보고방법

 대상자의 선호하는 보고 방법으로는 ‘OCS를 이용한 전산 보고’를 74명이 

선호한다고 응답했으며 다음으로 ‘서류보고’가 18명(100%)로 나타났다. OCS

를 이용한 보고에서 주 보고군에서도 인턴 19명(86.4%) 레지던트는 26명(

65.0%)으로 OCS 프로그램을 이용한 보고방법을 선호하는 것을 알 수 있었

다.(표 16). 실제로 2002년도 1월부터 OCS 프로그램을 적용한 결과 총 9건의 

보고 건수가 OCS로 보고되어 선호하는 방법과 결과가 일치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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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6. 선호하는 보고방법

                                                   단위 : 명(%)

선호하는 보고 방법 교수직
레지
던트

인턴 약사 계

OCS프로그램으로 보고 16(66.7) 26(65.0) 19(86.4) 13(92.9) 74(100)

서무과에 비치한 

보고서작성 보고
 7(29.2) 10(25.0) 1(4.5) 0(0.0) 18(100)

전화로 직접연락 1(4.2) 2(5.0) 1(4.5) 0(0.0) 4(100)

기타 0(0.0) 2(2.5) 1(4.5) 1(7.1) 4(100)

  계 24(24.0) 40(40.0) 22(22.0) 14(14.0) 100(100)

   아. 경험한 이상반응의 심각도(복수응답)

 의약품 이상반응 발현시 대상자가 경험했던 심각도는 김신실(1993)의 연구

에서 경험한 이상반응중 43.4%가 투여중단을 요하는 심각도를 보 던 것과

는 달리 이미 알려져 있는 흔한 이상반응이 64건(38.6%)으로 가장 높게

나타나 차이를 보 으며, 의약품 이상반응에 대하여 심각한 경험을 못하 던 

것으로 나타났다(표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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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7. 경험한 이상반응의 심각도

                                                        단위 : 건(%)

경험한 이상반응의 심각도 교수
레지

던트
인턴 약사 빈도(%)

이미 알려져 있는 흔한 반응 16(25.0) 26(40.6) 11(17.2) 11(17.2) 64(38.6)

경미한 이상반응 10(28.6) 11(31.4) 9(25.7) 5(14.3) 35(21.1)

병원치료 또는 약물치료로 

소실된 이상반응
10(33.3) 8(26.7) 6(20.0) 6(20.0) 30(18.1)

다른 약도 중단해야 하는 반응 6(27.3) 9(40.9) 3(13.6) 4(18.2) 22(13.3)

사망을 포함하는

치명적인 반응
3(27.3) 4(36.4) 3(27.3) 1(9.1) 11(6.6)

이상반응을 경험하지 못함 0(0.0) 0(0.0) 2(50.0) 2(50.0) 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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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보고에 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분석

가. 이상반응 보고에 미치는 요인

이상반응 발현시 보고를 하지 않은 경험이 있다면 이유는 ‘보고하는 방법 

또는 절차를 몰라서’가 31명(30.7%)로 가장 많았고, ‘업무가 바빠서’ 26명

(25.7%), ‘보고를 해도 별다른 해결책이 없을 것 같아서’ 17명(16.8%) 순으로 

조사 되었다. 주 보고군인 레지던트와 인턴의 발현 시 보고를 하지 않은 이

유는 ‘바빠서’(시간이 없어서)가 주된 이유 음을 알 수 있다(표 18). 

표 18. 이상반응 발현시 보고를 하지 않은 이유  

                                                        단위 : 명(%)

이상반응 발현시 

보고를 하지 않은 이유
교수

레지

던트
인턴 약사 계

보고하는 방법, 절차를 몰라서 13(41.9) 12(38.7) 5(16.1) 1(3.2) 31(100)  

업무에 바빠서 4(15.4) 15(57.7) 5(19.2) 2(7.7) 26(100)

별다른 해결책이 없을 것 같아서 3(17.6) 7(41.2) 5(29.4) 2(11.8) 17(100)

이상반응경험이 없다. 2(25.0) 1(12.5) 2(25.0) 3(37.5)  8(100)

경미한 이상반응 이기에 1(20.0) 2(40.0) 1(20.0) 1(20.0) 5(100)

보고해야 하는지 몰랐다 0(0.0) 4(80.0) 1(20.0) 0(0.0) 5(100)

보고방법이 불편해서 0(0.0) 0(0.0) 2(50.0) 2(50.0) 4(100)

불이익을 당할 것 같아서 0(0.0) 1(50.0) 0(0.0) 1(50.0) 2(100)

환자의 개인적인 특성 때문에 0(0.0) 1(100) 0(0.0) 0(0.0) 1(100)

기타 1(100) 0(0.0) 0(0.0) 0(0.0) 1(100)

계 24(24.0) 40(40.0) 22(22.0) 14(14.0) 10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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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적인 의약품 이상반응 모니터링위원회를 구성, OCS를 통한 이상반응

보고시스템, 홍보 및 교육을 하 음에도 신고율이 낮은 이유에 대한 이유로

는 '교육 및 홍보부족'이 27건(24.3%), ‘업무가 바빠서’ 16건(14.4%), ‘관심이 

부족하다’ 12건(10.8%) 순으로 이상반응 보고의 신고율이 저조한 이유를 응

답하 다(표 19). 

표 19. 신고율이 저조한 요인분석

                                                           (단위 : 건)

신고율이 저조한 요인분석 교수 레지던트 인턴 약사 빈도(%)

홍보 및 교육이 부족 9(33.3) 13(48.1) 2(7.4) 3(11.1) 27(24.3) 

업무가 바빠서

(시간에 쫓긴다) 
0(0.0) 8(50.0) 3(18.8) 5(31.3) 16(14.4)

관심이 부족하다  2(16.7) 5(41.7) 3(25.0) 2(16.7) 12(10.8)

보고후 지속적인 

feed back없어서
2(33.3) 2(33.3) 0(0.0) 2(33.3) 6(5.4)

보고후 인센티브가

 있어야 한다
0(0.0) 2(40.0) 0(0.0) 3(60.0) 5(4.5)

보고하기가 귀찮아서 1(20.0) 1(20.0) 0(0.0) 3(60.0) 5(4.5)

경미한 이상반응이므로 1(25.0) 2(50.0) 1(25.0) 0(0.0) 4(3.6)

마땅한 해결책이

 없을거 같아서
2(100) 0(0.0) 0(0.0) 0(0.0) 2(1.8)

보고를 의무화 해야한다 0(0.0) 1(100) 0(0.0) 0(0.0) 1(0.9)

의사 정규교육시간에

교육해야한다
0(0.0) 1(100) 0(0.0) 0(0.0) 1(0.9)

무응답 12(37.5) 9(28.1) 9(28.1) 2(6.3) 32(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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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자의 의약품 이상반응 모니터링 교육 참석과 모니터링 팀 구성에 대

한 인지도는 교육참석을 집단 24명 중 ‘이상반응 모니터링팀의 구성을 인지

하고 있는 경우’가 15명(62.5%), ‘몰랐다’는 9명(37.5%)로 나타난 반면에 교육

을 불참한 집단 76명 중 ‘이상반응 모니터링팀의 구성을 인지하고 있다’ 12

명(15.8%), ‘몰랐다’ 64(84.2)로 나타나 통계학적으로 유의하여 모니터링팀에 

대한 인지도와 이상반응 교육은 접한 관계가 있었으며 교육의 효과가 높

게 나타난 것을 알수 있다(표 20).

표 20. 교육 참석여부 와 모니터링팀 구성에 대한 인지도 독립성 검정

                                                     단위 : 명(%)

 
이상반응 모니터링팀 구성 

인지여부 계    P값

 모니터링교육 안다 모른다

 교육 참석 15(62.5) 9(37.5) 24(100)
0.00

 교육 불참석 12(15.8) 64(84.2) 76(100)

(p<0.05)

   대상자의 의약품 이상반응 모니터링 교육 참석과 모니터링 팀 구성에 대

한 인지도는 교육참석을 집단 24명 중 이상반응 모니터링 시범병원 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는 경우’가 21명(87.5%), ‘몰랐다’는 3명(12.5%)로 나타난 

반면에 교육을 불참한 집단 76명 중 이상반응 모니터링 시범병원임을 ‘인지

하고 있다’  19명(25.0%), ‘몰랐다’ 57(75.5)로 나타나 통계학적으로 유의하여  

모니터링 시범병원에 대한 인지도와 이상반응 교육은 접한 관계가 있었으

며 교육의 효과가 높게 나타났던 것을 알수 있다(표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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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 교육 참석여부에 따른 모니터링 시범기관에 대한 인지도 독립성 검정

                                                     단위 : 명(%)

 시범기관 인지여부
계    P값

 모니터링교육 안다 모른다

 교육 참석 21(87.5) 3(12.5) 24(100)
0.00

 교육 불참석 19(25.0) 57(75.0) 76(100)

(p<0.05)

 

   교육참석여부와 불이익 인식은 교육참석을 집단 24명 중 ‘보고후 불이익

이 있을 것이다’ 6명(25.0%) ‘없을 것이다’ 18명(75.0%)로 나타났으며, 교육을 

불참한 집단 76명 중 ‘보고후 불이익이 있을 것이다’ 36명(47.4%), ‘없을 것이

다‘ 40명(52.6%)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p<0.05). 따라서 보고

후 보고자에 대한 불이익 인식여부와 관련해서는 교육의 효과가 없었던 것

으로 나타났다(표 22).

표 22. 교육 참석여부 와 보고후 불이익 인식 독립성 검정

                                                     단위 : 명(%)

  불이익이 인지여부
계    P값

 모니터링교육 있다 없다

 교육 참석 6(25.0) 18(75.0) 24(100)
0.43

 교육 불참석 36(47.4) 40(52.6) 76(100)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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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반응 발현시 보고를 못한 이유 중 가장 큰 빈도를 차지하고 있는 ‘보

고방법 및 절차를 몰라서‘(31%)의 원인 규명을 위하여 교육 이수 여부와 교

차분석 결과 ’보고 방법 및 절차를 몰라서‘ 보고를 하지 못한 이유에 대하여 

교육을 받은 군(0건)보다 교육을 받지 않은 군(29건)에서 빈도가 높게 나왔

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여 교육이수 여부와 ’보고방법 또는 절차를 몰라서

는‘  접한 관계가 있었으며 교육의 효과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두 번째 이유 ‘바빠서’(26%)는 교육을 참석한 군 중 ‘바빠서’라고 응답한 6

건 에 비하여 교육에 불참한 군은 15건으로 응답하 으므로 ‘바빠서’가 교육 

참석 유무에도 관련이 있었다. 세 번째 이유 ‘보고 후에도 해결책이 없을거 

같아서’는 교육의 효과가 높게 나타나서 교육을 참석하지 않은 군에서 비하

여 4배 높게 나타났다(표 23).

표 23. 교육이수 여부에 따른 이상반응 발현시 보고하지 않은 이유 

                                                단위 : 건(%)

 

이상반응 발현시 

보고를 하지 않은 이유
교수

레지

던트
인턴 약사

교육

이수

보고방법,절차를 몰라서 0(0.0) 0(0.0) 0(0.0) 1(10.0)

업무에 바빠서 0(0.0) 5(62.5) 1(16..7) 2(20.0)

해결책이 없을것 같아서 0(0.0) 2(25.0) 1(16.7) 2(20.0)

기타 0(0.0) 1(12.5) 4(66.7) 5(50.0)

계 0(0.0) 8(100) 6(100) 10(100)

교육

불참

보고방법,절차를 몰라서 13(54.2) 12(37.5) 4(25.0) 0(0.0)

업무에 바빠서 3(12.5) 8(25.0) 4(25.0) 0(0.0)

해결책이 없을것같아서 3(12.5) 5(15.6) 4(25.0) 0(0.0)

기타 5(25.0) 7(21.9) 4(25.0) 4(100)

계 24(100) 32(100) 16(100) 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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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반응 발현시 보고를 못한 이유 중 두 번째 큰 빈도를 차지하고 있는 

‘바빠서‘(14.4%)의 원인 규명을 위하여 대상자 업무량과의 교차분석 결과 ’바

빠서‘ 보고를 하지 못한 이유에 대하여 업무량이 적은 군(2건)보다 업무량이 

많은 군(21건)에서 빈도가 높게 나왔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여 보고자의 업

무량과 보고 못한 이유 중 ’바빠서‘는 접한 관계가 있었으며 업무가 과중

하여 이상반응 보고의 불이행으로 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두 가지 이유 ‘보고방법, 절차를 몰라서’ 와 ‘해결책이 없을거 같아서

는’ 업무량이 많은 것과 관련이 있게 나타났지만 교육이수 여부에 따른 이상

반응 발현시 보고하지 않은 이유에서 더 큰 빈도 차이를 보 기에 교육이수 

와의 관련성보다 적게 나타났다(표 24).

표 24. 대상자의 업무량에 따른 이상반응 발현시 보고하지 않은 이유 

                                                       단위 : 건(%)

이상반응 발현시 

보고를 하지 않은 이유
교수

레지

던트
인턴 약사 계

업무량

많다

보고방법,절차를 몰라서 13(0.0) 10(0.0) 13(0.0) 0(0.0) 26(100)

업무에 바빠서 3(0.0) 12(62.5) 4(16..7) 2(20.0) 21(100)

해결책이 없을것 같아서 3(0.0) 4(25.0) 5(16.7) 1(20.0) 13(100)

기타 5(0.0) 8(12.5) 7(66.7) 6(50.0) 26(100)

계 24(27.9) 39(39.5) 19(21.1) 9(10.5) 86(100)

업무량

적다

보고방법,절차를 몰라서 0(0.0) 2(50.0) 1(25.0) 1(25.0) 4(100)

업무에 바빠서 0(0.0) 1(50.0) 1(50.0) 0(0.0) 2(100)

해결책이 없을것같아서 0(0.0) 3(75.0) 0(0.0) 1(25.0) 4(100)

기타 0(0.0) 0(0.0) 1(25.0) 3(100) 4(100)

계 0(0.0) 6(42.9) 3(21.4) 5(35.7) 1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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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의약품 이상반응 보고의 활성화방안

  의약품 이상반응 모니터링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는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가 38건(100%)로 가장 높은 빈도로 조사되었으며, 보다 편리한 

보고방법 개선은 36건(100%),  보고자에 대한 인센티브제도 도입 26건

(100%), OCS처방시 의약품 이상반응에 대한정보 제공 18(100%), 보고에 대

한 빠른 회신 10(100%)순으로 나타났다(표 25).

표 25. 의약품 이상반응 모니터링의 활성화 방안(중복응답 가능)

                                                  단위 : 명

이상반응 보고의 

활성화 방안
교수직

레지

던트
인턴 약사 계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교육, 홍보
13(34.2) 11(28.9) 8(21.1) 6(31.6) 38(100)

보고 방법을

편리하게 개선
10(27.8) 13(36.1) 10(27.8) 3(15.8) 36(100)

보고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 
4(15.4) 11(20.8) 6(23.1) 5(19.2) 26(100)

ocs처방시 의약품  

이상반응에 대한정보 

제공

2(11.1) 11(61.1) 1(5.6) 4(21.1) 18(100)

보고한 내용에대한

빠른회신
3(30.3) 6(60.0) 0(0.0) 1(10.1) 10(100)

기 타 0(0.0) 1(100) 0(0.0) 0(0.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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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고찰

  본 연구에서는 의약품 이상반응 모니터링 시범병원에서 적용후의 보고내

용을 분석하여 낮은 신고율에 미치는 향을 알아보았다.

 본 연구의 조사 대상 시범병원은 ‘의약품 이상반응 모니터링시스템에는 스

크리닝하는 의사가 필요하다고 제시하 던 연구’(김신실, 1993)와 같이 이상

반응 모니터링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었으며 ‘모니터링 제도 중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시행하고 있는 것은 자발적 모니터링 제도’(Vorce-west,1989) 듯

이 본 연구의 조사대상 시범병원도 자발적 모니터링의 모형을 갖추고 있었

으며, ‘보고된 이상반응을 의사가 포함된 위원회에서 검토하여 보고가 활성

화되었다는 연구’(Keith, 1989)같이 이상반응 모니터링 위원회를 구성하여 보

고의 질을 높이고 있는 모형이었다.

 보고자를 의사, 약사, 간호사로 확대하여 적용했던(안보숙, 1999)것 과는달

리 본 연구 대상 시범병원의 보고 모형은 주 보고자인 의사에 초점을 맞췄

으며 약제부에서는 관련근거 및 약물 문헌고찰, 평가의사와 모니터링팀과의 

유기적인 관계를 조정하는 역할을 하며, 증상별 평가의사 7명이 인과관계를 

추적하고 보고 내용의 질을 검증하는 장치를 마련하 다. 또한 보고방법으로

는 안보숙 연구(1999)에서 제시된 ‘OCS협진’으로 보고 선호도와 실제 보고된 

방법은 서류보고로 차이가 있었던 것과는 달리 본 연구 대상의 시범병원에

서는 ‘OCS를 통한보고’의 선호도와 의 실제 보고된 방법이 ‘OCS를 통한보

고’로 동일하 다. 그러나 2001년 5월부터 보고된 건수가 총 14건으로 보고

율이 낮았으며, 의약품 이상반응 발현시 보고를 안 한 이유는 크게 세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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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 및 절차를 몰라서’, ‘바빠서’, ‘특별한 해결책이 없을 것 같아서’ 순서로 

조사되었는데 ‘보고하는 방법 또는 절차를 몰라서’, ‘어떤 약으로 인한 이상

반응인지 몰라서’, ‘바빠서’, ‘별다른 해결책이 없을거 같아서’ 순으로 조사된 

연구(안보숙, 1999)와 ‘보고해도 별다른 해결책이 없어서’, ‘보고할 의무가 없

어서’, ‘보고할 방법을 몰라서’, ‘귀찮아서’ 순으로 조사된 연구(김신실, 1993)

와 비슷한 결과가 나왔지만 표본의 차이가 있었고 본 연구 조사에서는 불이

행에 대한 이유 ‘보고방법을 몰라서’, ‘바빠서’, ‘해결책이 없을거 같아서’는 보

고에 미치는 향과 접한 관계가 있었다. 

이 결과는 의약품 부작용 모니터링의 교육과 홍보를 적극적으로 실시하

을 때 보고건수가 기존에 비해 5배 증가했던 반면, 교육과 홍보를 실시하지 

않았을 때는 황색보고서를 손쉽게 이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고건수가 

급격히 감소하 다는 연구(McGettigan, 1997)와 보고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도는 높으나 과정에 대한 인지도가 낮아 보고율이 저조했으므로 정기적인 

교육과 홍보가 보고율 상승에 큰 역할을 한다는 연구 결과(Belton, 1995)와 

일치하 다. 

  본 연구의 설문조사는 다음과 같은 제한점이 있었다.

  첫째, 자료수집대상을 16개 의약품 이상반응 모니터링 시범병원중 서울의 

1개 대학병원을 대상으로 하여 전체 시범병원의 의약품 이상반응 모니터링 

시스템을 적용 후 반응을 보기에는 무리가 있었다.

 둘째, 보고군의 표본이 작고 보고된 건수가 부족하여 보고군과 비보고군의 

불균형으로 두 집단간 비교를 할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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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Ⅵ. 결론

본 연구는 의약품 이상반응 시범병원으로 선정된 1개 대학병원에서 실시 후

의 반응에 관한 연구로서 보고된 자료를 증상별, 진료과별, 보고 건수를 분

석하고 이에 대한 보고의 불이행에 미치는 요인들을 알아보았다.

 의약품 이상반응 모니터링 위원회가 활동하기 시작한 2001년 5월부터 OCS

로 보고하기 시작한 2002년 1월까지 서류 혹은 전화보고 건수가 5건이었으

며 OCS보고를 시작한 2002년 1월부터 10월까지 보고 건수는 본 논문에서 

‘선호하는 보고방법’에서 ‘OCS를 통한보고’가 전체 100명중 74%로 응답하

듯이 총 9건이 전산보고 다.

보고군중 현 병원에서 근무중인 4명에게 전산보고 4점 척도로 만족도를 조

사한 결과 4명이 만족이라고 답했으며, 한 명을 제외한 3명은 이상반응 교육

을 이수하 다.

 이상반응 모니터링의 필요성, 조직에 대한 개인의 충성도, PC 사용연수 및 

PC활용능력, 일반적인 사항은 직종에 관계없이 높은 인식 도를 보 고, 교육

이수 유무와 모니터링 시범기관임을 인지여부(p<0.00), 교육이수 유무와 모

니터링팀 구성 인지여부(p<0.00)는 접한 관련이 있었으며, 교육이수 유무

와 보고후 불이익 인식도(p<0.43)는 교육이수 여부와 관련이 없게 나타나 교

육의 효과가 없었다.

  이상반응을 보고하지 않은 주된 이유는 ‘보고하는 방법 및 절차를 몰라서’, 

‘업무가 바빠서’, ‘별다른 해결책이 없을 것 같아서‘ 순으로 나타나 교육이 보

고에 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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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이상반응 발현시 보고 못한 이유가 업무량이 많은 군이 업무량이 적은

군에 비하여 6.1배 높게 나타나 주 보고군의 업무량이 보고에 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었다.      

  이상의 결과로 의약품 이상반응 모니터링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지속

적이고 다각적인 교육, 홍보가 필요하다. 또한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보고

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주 보고군의 업무량과 보고 체계의 연관성에 관하여 

지속적인 연구를 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 결과를 토대로 조사대상 시범병원에서 의약품 이상반응 활성화 

방안을 제안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이상반응 교육을 정기적, 지속적으로 하고 교육 및 홍보 방법을 다

양화 시켜서 이상반응 보고 방법 및 배경에 대하여 인식 시켜야 한다.

  둘째, 보고자가 OCS로 보고 시 현재 입원환자로 제한되어 있는 이상반응 

모니터링 System에서 외래환자로 확대 적용하여 양적으로 보고율을 높여야 

하며 시간에 쫒기는 주 보고군인 레지던트, 인턴의 신고율을 높이기 위해서

는 별도의 인력과 시간이 배려되어야 한다. 또한, OCS 프로그램상에서 다각

적인 방법을 연구하여 신속하게 접근하여 보고 할 수 있도록 편의성을 연구

하여 개선해야 한다.

 셋째, 보고자가 이상반응 발현을 경험하 을 때 시간이 부족한 보고군이 이

중 보고하지 않도록 이미 보고된 의약품 이상반응 Database에 축적되어 있

는 의약품 이상반응 약물들을 보고시에 약품별 조회, 또는 약 처방시 의약품 

이상반응에 대한 정보공유가 가능하도록 하여 중복보고 및 약물에 관한 이

상반응을 임상에서 즉시 활용되도록 개선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상반응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주 보고군의 업무량이 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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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서 시간이 부족하다는 것과 의약품 이상반응 모니터링에 대한 교육 및 홍

보 부족이었다고 도출하 으며, 연구결과를 토대로 이상반응 모니터링 시스

템의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 다. 이는 향후 다른 시범병원의 이상반응 모니

터링 활성화에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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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1. OCS 이상반응 모니터링 시스템 이상반응 보고 입력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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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OCS 의약품 이상반응 모니터링 환자List조회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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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OCS 의약품 이상반응 모니터링 판정결과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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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설문조사서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중에도 귀한 시간을 내어 본 연구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보건정보관리학과 석사 5학기 이정헌입니다.

 제 연구는 일 대학병원에서 시행중인 의약품 이상반응 모니터링 시스템의 신고율에

 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는데 목적이 있고 본 연구의 결과로

 보고의 활성화를 위한 해결 전략을 제시 함으로서 이상반응모니터링 시스템을

 활성화시키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에 본 설문지는 대상 병원의 의약품 이상반응 모니터링 시스템을 운 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문제점 및 실태를 파악하고 의약품 이상반응 모니터링 시스템에 대한

 보고자의 인식정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구성되었습니다.

    귀하가 응답하신 내용은 의약품이상반응 모니터링시스템을 활성화 함으로서 국민건강

 을 유지하는데 기여하리라 생각됩니다. 천천히 읽고 답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연 구 자 :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보건정보관리학과   이  정  헌

   지도교수 :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보건정보관리학과   채    문  교수

본 연구 결과에 대하여 관심이 있는 분께는 연구결과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하시

는 분은 아래에 주소를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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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질문을 천천히 읽고 해당 사항에 O표 하십시오

1. 직종 및 진료과는?

  의사 _________과 ___인턴    ___레지던트    ___교수

  약사        

2. PC사용 년수는?

   1.  1년미만   2.  1년~2년   3.  3년~4년   4.   4년~5년   5.  5년이상

3. 귀하가 생각하기에 본인의 종합적인 PC 조작 실력은?

   (WINDOWS,한 ,MS WORD,EXCEL,POWERPOINT의 조작능력을 기준으로)

   1. 아주 못함  2. 약간 못함 3. 보통  4. 잘함  5. 아주 잘함

4. 임상에서의 총 근무 경력이 어떻게 되십니까?

   1.  1년미만   2.  1년~2년   3.  3년~4년   4.   4년~5년   5.  5년이상

5. 현재 담당하고 있는 본인의 업무량에 대해 평가한다면? (  )

   1. 업무량이 많아서 초과 근무 또는 다음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2. 정해진 시간 내에 처리하려다보면 가끔 업무에 쫓긴다는 느낌을 받는다.

   3. 대부분 여유 있게 하루에 할당된 업무를 끝마친다.

   4. 주어진 업무가 나의 능력에 비해 다소 쉽고 단조롭다는 생각이 든다.

6. 귀하는 평소 병원에 대해 어떤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1. 구성원으로서 의료원의 발전을 위하여 나름대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2. 가끔씩은 내가 속한 의료원의 현재와 미래에 대하여 고민한다.

   3. 나는 내가 받는 보수만큼은 일한다.

   4. 나와 조직은 별개이다.

7. 임상에서 발생되는 의약품 이상반응은 일정한 모니터링체계를 통하여 관리해  

   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1. 매우 그렇다 2. 관리할 필요는 있다. 3 필요없다  4. 생각해 본 적 없다.

8. 현재 유통되고 있는 의약품의 전체적인 안전성(safety)에 대하여 어느정도

   신뢰할 수 있습니까?

   1. 전혀 신뢰할 수 없다. 2. 신뢰하지않는다. 3. 신뢰한다. 4. 매우 신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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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혹시 임상에서 경험한 환자의 의약품 이상반응이 있었다면 그 심각도는 어떠

   했습니까?(있는대로 고르세요)

    1. 사망을 포함한 치명적인 이상반응

    2. 병원치료 또는 약물치료로서 소실된 이상반응

    3. 다른 약도 중단해야 하는 이상반응 

    4. 투여한 약물에 대하여 이미 알려져 있는 흔한 이상반응

    5. 경미한 이상반응

    6. 전혀 경험하지도, 들은바도 없다. 

10. 연세의료원이 의약품 이상반응 모니터링 지정기관이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1. 예           2. 아니오   

11. 연세의료원에 공식적인 의약품이상반응 모니터링 위원회가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1. 예         2. 아니오

12. 환자에게 사용된 의약품의 이상반응이 보고되었을 때 그 해당 의료진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1. 예.               2. 아니오

13. 의약품 이상반응 신고는 어떤방법으로 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1. 서류보고(각 병원별 서무과 서류비치)

    2. OCS를 통한 전산보고(외래,병동처방)

    3. 기타 :                                                             

14. 만약 의약품이상반응 발현시 보고를 안한 경험이 있다면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1. 보고하는 방법 및 절차를 몰라서

    2. 보고를 해도 해결책이 없을거 같아서

    3. 보고하는데 드는 시간이 많이 들어서(바빠서)

    4. 신고후 불이익을 당할거 같아서

    5. 보고하는 방법이 불편해서(이유:                            )

    6. 보고후 의약품 이상반응에 대한 정보를 받을 수 가 없어서.

    7.기타                                                    

    8. 의약품이상반응을 경험한 적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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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의약품 이상반응 모니터링 관련하여 정규 교육(예, 병원오리엔테이션, 

   직무교육, 보수교육 등)을 받으신 적이 있습니까?

    1. 예               2.아니오

16. 다음 중 의약품 이상반응으로 보고되어야 할 범위는 무엇입니까?

   (있는 대로 고르세요)   

    1. 이미 알려진 경미한 이상반응을 포함한 모든 이상반응

    2. 이미 알려진 것으로 상당기간 치료가 필요한 이상반응

    3. 신약의 시판후 이상반응

    4. 약물 상호작용에 의한 이상반응

    5. 유통중 발생된 새로운 이상반응

    6. 의약품 오,남용으로 인한 이상반응

17. 의약품 이상반응 모니터링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가장 효과적

   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1.보다 편리하게 개선된 보고방법

    2.적극적이고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

    3. 보고자에 대한 인센티브제도

    4. 보고 내용에 대한 빠른 회신

    5. OCS처방시 이상반응에 대한 정보 참조

    6. 기타

  18. 연세의료원은 공식적인 의약품 이상반응 모니터링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OCS와 연동되는 이상반응보고시스템이 개발된 상태입니다.

     그러나 많은 홍보와 교육에도 불구하고 신고율이 낮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설문에 응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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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valuation of the Adverse Drug Reaction

 Monitoring System for Hospital 

                          Jung Hun Lee

                                       Graduate School of

                                    Health Science and Management

                                    Yonsei University

                      (Directed by professor Young Moon Chae, Ph. D.)

  While the adverse drug reaction (ADR) monitoring system can improve 

patient care and save medical costs by finding out adverse drug events 

early, it is difficult to implement the system because of user resistance 

and misunderstanding. This study was conducted to investigate user 

responses to the adverse drug monitoring system that has been 

implemented at a model university hospital. Specially, this study 

examined the factors affecting the reasons for not reporting the adverse 

events and the effects of the ADR education program using questionnaire 

survey from 100 respondents.

  Results were as follo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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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ior to the introduction of the computerized ADR monitoring system 

in January 2002, 5 ADR cases were reported by phone or paper reports 

since the ADR monitoring committee was established in May 2001. And 

9 ADR cases were reported by the ADR monitoring system from 

January 10 to October 31, 2002. According to the survey, 74% of 

respondents preferred the computerized reporting system.   

  A high level of understanding of ADR monitoring system was closely 

related to the organizations, the number of years of computer experience, 

their abilities to use personal computer, and other general matters, 

regardless of their professions. A close relationship was found between 

the participation of education and an awareness of the fact that the 

study hospital has been the demonstration site designated by Korea FDA, 

and between the participation of educational program and an awareness 

of the existence of ADR monitoring committee within the hospital. 

  Major reasons why the respondents did not report the ADR events 

were 'not informed of the reporting method or procedures,' 'too busy 

with work,' 'not expect to obtain satisfactory solutions.' This indicates 

that education serves as an important factor influencing the ADR 

reporting behavior. Furthermore, heavy workload was found to be 

another reason for not reporting.

   In conclusion, it is important to strengthen the education program in 

order to change to a positive attitude toward the ADR monitoring and a 

reporting behavi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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