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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Dysphagia associated with geriatric diseases such as dementia and Parkinson’s disease demands powdered
medicine which increases workloads in community pharmacies. This study was conducted to investigate the current
practice status of pulverizing into powder drug formulation in community pharmacies. On-line and off-line surveys were
conducted on 288 community pharmacists using a questionnaire consisting of 22 items from April to May, 2016. 51.7%
of respondents had 1-9 prescriptions per month for powdered medicine for adults, and 24.7% had zero. The more
prescriptions a general hospital prescribed, the more powdered medicine for adults (p<0.001) and the longer the
prescription days (p<0.001). The time required for preparing before- and cleaning after-dispensing was usually 3 to 5
minutes and that for dispensing was also 3 to 5 minutes per prescription. An additional ≥7 minutes were needed for the
inappropriate prescription, mostly due to formulation prohibited for grinding (52.8%). 86.1% of community pharmacists
thought that preparation of powdered medicine for adults was more difficult than that of children, and 96.9% thought that
it needed reimbursement charge. Of them, 61.8% suggested the higher level of current reimbursement charge for children.
65.3% agreed to designate compounding pharmacy for long-term (more than 30 days) powdered medicine for adults. In
conclusion, increased dispensing time and difficulty for powdered medicine for adults with dysphagia require a continuous
open discussion about rational compensation for the service provided by community pharmacists.
Keywords Community pharmacist, pharmacy service, dispensing, powdered medicine, reimbursement

서 론(Introduction)

들 질환자 중 연하곤란 비율은 11-81%로 보고되고 있다.

4)

연하곤란 환자들은 가루약이나 액상으로 된 약은 복용 가능

우리나라 총 인구대비 65세 이상의 고령인구가 2015년 12.8%

하지만 이들 환자가 복약하는 의약품들은 대부분 고형의 정제

에서 2025년에는 20.0%, 2035년에는 28.7%로 증가할 것으로 전

나 캡슐제로 공급되고 있기 때문에, 의사가 처방하는 이들 질환

망된다. 이와 같은 고령인구의 증가는 노화와 연관성이 높은

을 앓는 외래환자들의 의약품은 지역약국에서 조제하는 과정에

1)

치매와 파킨슨, 뇌졸중 등의 질환을 앓는 노인환자 증가와 관련

서 분쇄하여 산제화하는 과정을 필요로 한다. 지역약국에서 고

된다. 노인환자들은 연하곤란으로 인하여 고형으로 된 정제나

형제제의 산제화 과정은 처방된 약제의 용법에 따른 약물들의

캡슐제형의 약제를 삼키기 어려운 경우가 많으며, 50세 이상 노

계수와 분쇄, 분포 업무에 따른 시간과 노력 투입 뿐 아니라, 분

인의 연하곤란 유병률은 16-22%로 보고되고 있다. 연하곤란을

쇄과정 전후의 검수과정을 거치기는 하지만 산제화과정의 오류

발생시키는 노인질환에는 치매, 파킨슨, 뇌손상이 포함되며, 이

가 발생할 경우 이를 확인 또는 조치할 수 없는 위험이 뒤따른

2)

3)

다. 또한 의약품의 제형 및 특성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산제 처
†

방이 부적절한 의사 처방이 빈번하며, 이 경우 산제조제의 부

#
Corresponding author
Hyun Soon Sohn, College of Pharmacy, CHA University, Pocheon-si,
Gyeonggi-do, 11160, Korea
Tel: +82-31-881-7171. Fax: +82-31-881-7077
E-mail: sohn64@cha.ac.kr

적절성에 대해 환자와의 협의가 필요하다. 이처럼 고형제 처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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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의 산제조제는 전 과정에 있어 고려해야 할 사항이 많고 복잡
하고 위험하기도 하여 지역약국 약사의 조제업무 난이도나 조
제시간의 증가를 유발하는 중요한 문제점이 되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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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산제 조제의 어려움을 개선하기 위하여 병원약국을 중

는 Part C로 넘어가도록 하였다. 성인 산제 처방의 조제방법에

심으로 산제 투약 시 시간 소요에 따른 인력운용방안, 산제화가

대한 질문에서는(문항 7번) 조제방법별 포장기(목측법, 스틱형

불가능하거나 주의해야 하는 약물의 분류, 조제 업무의 효율성

산제분할기, 반자동 산제포장기, 전자동 산제포장기)를 그림으로

을 높이기 위한 방안 등에 대한 선행연구가 있었다. 그러나 전

제시하였다. 산제 처방 1건당 소요시간에 대한 질문(문항 8번과

체적으로 산제 처방건수를 보면 지역약국에서의 성인 산제 조

9번)은, 직접 조제에 소요되는 시간과 준비 및 정리에 소요되는

6)

제건수가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만, 정작 지역약국

시간을 분리하여 응답하도록 하였다. 산제 조제 경험에 비추어

에서의 산제 조제 업무의 관리 및 현황에 대한 연구와 평가는

보았을 때 산제화에 부적절한 사례들은 무엇이고 이들은 어느

부족한 실정이다.

정도 되는지 질문하였다(문항 10번과 11번). 부적절한 산제 처

한편, 소아 환자 조제에 비해 성인의 산제 조제에 소요되는

방은 제형의 특성상 분쇄하면 안 되는 약물, 인습성이 강한 약

인력 및 시간이 더 많음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는 2019년에 이

물, 분쇄 시 맛과 냄새가 환자에게 거부감을 주는 약물, 그리고

르러서야 수가가 신설 되었다. 또한 성인 산제 조제료 수가가

산제 대체 제형이 있는 약물에 대한 산제 처방으로 정의하였다.

7)

신설되었지만 여전히 일선 약국에서는 시행과정의 문제점들을

그리고 부적절한 산제 처방에 대해 처방자에게 확인하거나 환

지적하고 있다. 이미 일본의 경우 연하곤란 환자용 제제, 분산

자와 협의하는 비율과 그러한 조치에 필요한 시간이 어느 정도

제/과립제/유아용제제 등에 대해 세분화하여 각각 가산되는 수

되는지 질문하였다. 그리고 성인산제조제 문제와 관련하여 가장

가가 책정되어 있고, 미국에서는 조제약국(compounding pharmacy)

큰 애로사항을 추가인력문제, 설비보강문제, 처방자와의 협의문

에서 산제 조제와 같은 특수 조제에 수가가 책정되어 있는 것

제, 소비자불만 등으로 나누어 질문하였다.

에 비하면 국내 성인 산제 조제 수가 제도는 조제일수와 상관

한편, Part C는 성인 산제 처방조제에 관한 약사들의 의견(4

없이 일정한 가루약 조제 수가, 가루약 조제에 대한 의사의 표

개 문항)을 묻는 부분으로서, 산제 조제 소요시간과 조제 이후

기가 있어야만 조제 수가가 인정되는 것과 같이 아직 미흡한 점

의 검수 불가로 인해 특별한 주의가 필요한 측면을 고려하여 조

이 많다.

제수가 가산이 필요한지, 소아 가산율과 비교하여 어느 정도의

우리 사회의 고령화는 앞으로 노인 연하곤란 환자 증가로 이

수가가 적절한지, 소아 산제와 비교할 때 조제난이도를 0(쉬움)

어질 것이고 이는 다시 성인산제 조제에 대한 수요를 계속 증

-10점(어려움) 사이에 어느 수준이라고 보는지, 30일 이상 장기

가시키게 될 것이다. 이는 지역약국의 산제 조제에 따른 부담

간의 대용량 성인 산제 조제를 해당 여건을 갖춘 약국을 중심

증가를 의미하므로 현 실태에 기반하여 보다 현실적이고 구체

으로 서비스하도록 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질문하였다.

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지역약

마지막으로 Part D는 응답자의 기본 정보(4개 문항)를 물었다.

국에서 시행되는 성인 외래환자의 산제 처방조제 현황을 파악
하고, 약사들이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을 살펴보고자 수행되었다.

대상자 및 설문조사 실시
본 설문조사는 현재 지역약국에 근무 중인 약사들을 대상으

연구방법(Research Methods)

로 실시하였다. 개발된 설문문항을 구글독스를 활용한 온라인

설문지 개발
본 연구는 설문조사로 수행되었다. 설문지는 지역약국 약사의

월까지 약사 SNS 채널을 통해 온라인 설문지를 배포하고, 해당

인식조사와 관련된 선행연구문헌 과 현재 지역약국에 근무하

육 현장을 방문하여 연수교육에 참여한 약사들을 대상으로 서

8,9)

설문지와 서면 설문지 2가지 방식으로 하여 2016년 4월부터 5
기간 동안 2개 지역(경기도와 광주광역시)의 지역약사회 연수교

는 약사들의 현장경험 및 의견을 반영하여 설문지를 자체개발

면 설문지를 배포한 후 작성 완료된 설문지를 회수하였다. 본

한 후 조사대상자 집단에 해당하는 지역약국 약사 5명에게 파

연구는 차의과학대학교 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심사에 따라, 심

일럿조사를 실시하고 설문조사 연구방법 관련 전문가 2인의 감

의면제를 승인받았다(1044308-201904-HR-023-01).

수를 거쳐, 설문문항의 취지가 정확하게 표현되고 이해하기 쉽
도록 설문지를 수정 보완 및 확정하였다(부록 1. 설문지).
설문지는 총 22개 문항으로 구성되었고 수집하려는 정보의 특

자료 분석
설문지를 통해 수집된 정보는 Microsoft Excel 2010 프로그램

성별로 4개 Part (응답자가 근무하는 약국의 규모 및 특성, 응답

에 통합하였다. 각 설문항목별 응답에 대하여 범주형 자료는 빈

자 약국의 성인산제 조제 현황, 응답자의 성인산제 조제에 관한

도분석을 수행하여 응답자수와 %를 제시하였고, 연속형 자료는

인식, 응답자의 기본 정보)로 구분하였다.

자료의 특성에 따라 평균과 표준편차 또는 중앙값과 범위를 제

Part A는 약국 규모 및 외래환자 처방전 조제 현황(4개 문항)

시하였다. 성인 산제 처방건수와 처방일수에 영향을 미치는 인

을 묻는 문항들로서, 응답자 약국의 처방전 비중이 얼마나 되는

자에 대한 분석과 성인 산제 조제 난이도에 영향을 미치는 인

지 처방전 발급 주요 의료기관 종별은 어딘지를 물었다.

자에 대한 분석은 chi-square test로 분석되었다. 성인 산제 조제

Part B에서는 성인 산제 처방조제 현황(10개 문항)으로서, 월

수가 가산 기준을 현행 소아 가산 기준보다 높아야 한다고 답

평균 성인 산제 처방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묻고, 없는 경우에

변하거나, 장기 성인 산제처방에 대하여 조제약국을 지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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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에 동의한다고 답변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응답자의 성별, 연

Table 1. Respondents’ sociodemographics and pharmacy condition

령, 약국 특성은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모
든 자료는 SPSS (IBM Statistics, USA)을 이용하여 통계분석을

187

Characteristic
Total No. of respondents

실시하였고 결과의 유의수준은 0.05를 적용하였다.
Sex

결 과(Results)
응답자의 특성 및 약국규모와 처방조제 현황
총 288명이 본 설문에 참여하였으며, 본 설문조사에 참여한
대상자의 특성 및 약국규모와 처방조제 현황은 Table 1과 같다.

SocioAge
demographics

성별로는 여성이 183명(63.6%)으로 남성보다 다소 많았고, 연령

73.3%를 차지하였다. 1일 평균 처방전 조제건수는 100건 미만

Pharmacist’s
position

이 43.8%로 가장 많았으며, 주요 처방전 발급기관이 의원인 경
는 시간 비율은 중앙값이 70.0%였고, 80% 이상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38.2%를 차지하였다.

Number of
daily working
pharmacists

성인 산제 처방 조제 현황

(149명)은 월 평균 성인 산제 처방 건수가 1-9건이었고, 아예 0
건인 경우도 24.7% (71명)를 차지하였다. 0건인 응답자를 제외
한 217명의 약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성인 산제 처방조제 현황
은 Table 2와 같다. 성인 산제 처방전당 평균 처방일수는 ‘10일

방전의 처방일수는 79.7%의 경우가 30일분 이상의 장기 산제
처방인 것으로 나타났다.
성인 산제 처방의 조제 방법은 약사가 직접 수동조제 하는
‘목측법’이 54.8%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두 번째로 높
은 비율로 응답자가 많았던 것이 ‘반자동 산제포장기’를 사용하
는 응답자로 26.3%였다. 분포가 정밀하지만 속도는 느린 ‘산제
전자동 포장기’의 경우 3.7%로 장기산제처방을 취급하는 소수
약국만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5 (1.7)

20-29

37 (12.8)

30-39

80 (27.8)

40-49

94 (32.6)

50-59

57 (19.8)
17 (5.9)
3 (1.1)

Pharmacy owner

160 (55.6)

Employed pharmacist

123 (42.7)
5 (1.7)

1

116 (40.3)

2

95 (33.0)

3

35 (12.1)

≥4

38 (13.2)
4 (1.4)

Median (range)

균 성인 산제 건수는 Fig. 1과 같다. 응답자 근무약국의 51.7%

수되는 약국일수록 성인 산제 처방 조제건수가 많고, 처방일수

183 (63.6)

Missing

Missing

설문에 참여한 응답자 근무약국에서 한 달 동안 조제되는 평

가 길었다(p<0.001). 또한, 종합병원급 의료기관에서 발행된 처

Women

Missing

우가 61.4%였다. 전체 약국업무 중 처방약 조제 업무에 소요하

되는 장기 성인 산제 처방도 모두 30.5%로 낮지 않은 비율을

100 (34.7)

Missing

를 차지했고 약국에 근무하는 하루 평균 약사 수는 1-2명이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상급 의료기관의 처방이 많이 접

288
Men

≥60

대는 40대가 94명(32.6%)으로 가장 많았다. 개설약사가 약 55.6%

분 미만’이 50.9%를 차지하였으며, 처방일수가 “30일분 이상”

n (%)

Pharmacy
condition

% of time
consumed for
dispensing of
drug
prescriptions
(%)

70.0 (1-99)

≥80

110 (38.2)

60-<80

88 (30.6)

40-<60

45 (15.6)

20-<40

20 (6.9)

<20

11 (3.8)

Missing

14 (4.9)

<100

126 (43.8)

100-199
Average no. of 200-299
daily
300-399
prescriptions
≥400

92 (31.9)

Missing

2 (0.7)

34 (11.8)
12 (4.2)
22 (7.6)

General hospital
Major prescriber Hospital
of dispensing
Clinic
drug
Missing

55 (19.1)
53 (18.4)
177 (61.4)
3 (1.1)

산제의 ‘조제 준비 및 정리’와 ‘조제’에 필요한 시간에 대한
응답은 3분 이상-5분 미만이 각각 26.3%로 가장 많았다. ‘준비
및 정리’에 소요되는 시간에 대한 응답은 3분 미만이라는 응답

부적절한 성인 산제 처방 현황
한 달 동안 부적절한 성인 산제 처방을 받는 수가 1건 이상

이 17.5%로 다음으로 많았으며, ‘조제’에 소요되는 시간에 대한

인 215명의 약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부적절한 산제 처방 현황

응답은 20분 이상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21.2%로 다음으로 많이

의 결과는 Table 3과 같다. 부적절한 산제 처방 비율은 5% 미

나타났다.

만인 경우가 36.7%이였으나, 20% 이상으로 응답한 비율도 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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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Inappropriate prescriptions of powdered medicine for
adults
Inappropriateness of powdered medicine for adults
Total No. of respondents who have monthly inappropriate
prescriptions of powdered medicine for adults ≥1
Inappropriate prescription rate of
powdered medicine for adults
Fig. 1. Number of monthly powdered medicine prescriptions for
adults (n=288)
Table 2. Status of compounding of powdered medicine for adults
Characteristic
Total No. of respondents who have monthly
prescriptions of powdered medicine for adults ≥1
<10
Average prescription days
per prescription (days)

217

40 (18.5)

30-59

33 (15.3)

60-89

23 (10.6)

Ocular estimation
Semi-automatic dispenser

57 (26.3)

Time required for preparing 3-<5
before- and cleaning after5-<10
dispensing per prescription
10-<20
(minutes)

≥20%

53 (24.7)
6 (2.8)

1-<3

33 (15.3)

3-<5

51 (23.7)

5-<7

44 (20.5)

≥7

77 (35.8)
4 (1.9)

8 (3.7)
57 (26.3)
54 (24.9)
39 (18.0)
29 (13.4)

<3

29 (13.4)

≥20

43 (20.0)

38 (17.5)

≥20
3-<5
Time required for dispensing
5-<10
per prescription (minutes)
10-<20

40 (18.6)

10-<20%

119 (54.8)
33 (15.2)

<3

5-<10%

10 (4.6)

Stick-type dispenser
Automatic dispenser

79 (36.7)

Missing

110 (50.9)

10-29

≥90
Powder distribution
method

n (%)

215

<5%

<1
Additional time required per
inappropriate prescriptions of
powdered medicine for adults
(minutes)

n (%)

57 (26.3)
44 (20.3)
41 (18.9)

Fig. 2. Inappropriateness and difficulties of powdered medicine
for adults

46 (21.2)

성인 산제의 체감 조제 난이도 및 장애요인
응답자의 대다수인 86.1%의 응답자가 성인 산제 조제 난이도
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부적절한 산제 처방에 대하여 처방

가 소아 산제 조제 난이도보다 높다고 답변하였다(Table 4). 성

확인이나 변경의 요청으로 7분 이상이 소요된다고 응답한 경우

인 산제 조제의 장애요인으로는 약사의 시간소요에 따른 약국

가 36.5%로 가장 많아 앞의 ‘조제 준비 및 정리’나 ‘조제’의 경

방문자의 대기시간 지연에 따른 불만이 50.0%로 가장 많았고,

우 3-5분 미만인 응답이 많았던 것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더

조제 준비와 산제 조제 및 검수에 따르는 추가 인력 문제가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Table 3). 부적절한 처

20.6%, 부적절한 산제 처방 발생 시 처방자와의 협의상의 어려

방의 종류로는 응답자의 52.8%가 제형 특성상 분쇄하면 안 되

움이 19.1%, 산제 조제를 위한 설비 및 기계의 부족 문제가

는 약물의 처방을 가장 많이 답하였고, 두 번째로는 인습성이

10.3%였다(Fig. 2). 또한 설문조사 과정에서 일부는 약물을 분쇄

강해 산제로 했을 때 보관상 문제가 생기는 약물의 처방이 31.3%

시 발생하는 미세입자로 인해 조제자의 건강에 위협이 된다는

를 차지했다. 분쇄했을 때 맛, 냄새 때문에 환자의 복용이 어려

의견도 있었다.

운 약물 처방의 경우와 시럽이나 츄정, 패치 등 다른 제형이 있

약사가 체감하는 조제 난이도에 대하여 근무약사 수(p=0.386)

지만 정제로 처방된 경우가 각각 10.3, 5.6%를 차지하였다(Fig. 2).

와 조제건수(p=0.054)는 유의한 영향이 없었다. 반면 종합병원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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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Perceptions on the reimbursement charge for powdered
medicine for adults
Perceptions on the reimbursement charge
Total No. of respondents
More difficult
Easier

12 (4.2)

Agree

2 (0.7)
29 (10.1)
2 (0.7)

Strongly disagree

3 (1.0)

Missing

4 (1.4)

Higher

178 (61.8)

Same

100 (34.7)

Lower
Strongly agree
Agree
Disagree
Strongly disagree
Missing

OR (95% CI)
Sex

6 (2.1)
4 (1.4)
86 (29.9)
102 (35.4)
76 (26.4)
17 (5.9)

Men
Women
≥50

Age

250 (86.8)

Disagree

Missing
Designation of compounding
pharmacy for long-term
(≥30 days) powdered
medicine for adults

7.9 (1.9)
26 (9.0)

Strongly agree

Reimbursement charge level
compared to children

Reimbursement charge level compared to children
(higher vs. same or lower)

248 (86.1)

Same
Missing

Necessity of reimbursement
charge establishment for
powdered medicine for
adults

Table 5. Factors affecting the perception of pharmacists about
reimbursement charge and compounding pharmacy for longterm powdered medicine for adults

288
Mean (SD)

Difficulty of powdered
medicine for adults
compared to children

n (%)

189

0.200

1.080 (0.486, 2.398)

0.850

Age

이도를 더 어렵게 느낀다고 나타났다(p=0.005). 또한 산제 처방

<10
10-29

ref
1.832 (0.714, 4.706)

0.208

≥60

3.837 (0.943, 15.617) 0.060

Men
Women

Average
prescription days
per prescription
(days)

ref
1.379 (0.703, 2.708)

0.349

ref
0.457 (0.206, 1.013)

0.054

<40

0.457 (0.203, 1.029)

0.058

Clinic

전송에 대한 의견

p

40-49

Major prescriber

산 기준이 소아보다 높아야 한다는 의견은 주로 종합병원이나

0.021

30-59

성인 산제의 조제수가 가산 및 장기 성인 산제처방의 처방전

이 61.8%, 동등 수준 응답이 34.7%였다. 성인 산제 조제수가 가

ref

0.904

나타났다(p=0.001).

가 가산 기준으로는 현행 소아 가산율보다 높아야 한다는 응답

0.381

1.048 (0.485, 2.264)

<150
Average no. of
150-299
daily prescriptions
≥300

답변한 비율이 86.8%를 차지하였다(Table 4). 성인 산제 조제수

1.819 (0.477, 6.934)

Hospital/General
2.355 (1.136, 4.885)
hospital

≥50

의료기관의 처방을 주로 조제하는 약사들이 의원급 의료기관에

성인 산제의 조제수가 가산 필요성에 대해 ‘매우 동의한다‘고

0.246

OR (95% CI)
Sex

성인 산제 처방의 조제에 대해 상대적으로 쉽게 느끼는 것으로

ref
1.524 (0.748, 3.103)

Designation of compounding pharmacy for long-term powdered
medicine for adults
(strongly agree or agree vs. strongly disagree or disagree)

SD, standard deviation

일수가 10일분 미만은 10-30일분 미만과 30-60일분 미만에 비해

ref
1.693 (0.756, 3.787)

7 (2.4)

서 발행된 처방을 주로 조제하는 약사보다 성인 산제 조제의 난

0.817

<40

Clinic

Average
prescription days
per prescription
(days)

ref
1.077 (0.573, 2.024)

40-49

<150
Average no. of
150-299
daily prescriptions
≥300
Major prescriber

p

ref
1.124 (0.561, 2.539)

0.762

0.996 (0.266, 3.725)

0.995

ref

Hospital/General
0.342 (0.154, 0.760)
hospital
<10

0.009

ref

10-29

1.539 (0.665, 3.560)

0.314

30-59

2.312 (0.883, 6.052)

0.088

≥60

1.592 (0.469, 5.409)

0.457

CI, confidence interval; OR, Odds ratio; ref, reference

병원급 처방전을 주로 조제하는 약사에서 의원급 처방전을 주
로 조제하는 약사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odds ratio [OR]=2.355,
95% confidence interval [CI]=1.136-4.885) (Table 5).

그러나 반대의견도 32.3%로 높은 빈도를 차지하였다. 장기 성

많은 시간과 인력, 설비를 필요한 장기 성인 산제처방(30일

인 산제 조제약국을 지정하는 것에 대한 동의율은 종합병원, 병

이상)에 대한 조제약국을 지정하는 것에 대하여 29.9% (86명)의

원급의 처방전을 주로 조제하는 약사에서 의원급 처방전을 주

약사들이 ‘매우 동의한다’고 응답하였다(Table 5). ‘약간 동의한

로 조제하는 약사보다 유의하게 낮았다(OR=0.342, 95% CI=0.1540.760) (Table 5).

다’는 의견도 35.4% (102명)로 동의한다는 의견이 과반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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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찰(Discussion)

인 산제 조제수가 가산 기준으로는 현행 소아 가산율보다 높아
야 한다는 응답이 61.8%였고, 동등 수준이어야 한다는 응답이

본 연구에서는 지역약국에서의 성인 산제 조제 현황 및 성인

34.7%로 나왔다. 이는 약사들이 소아 산제 조제보다 난이도가

산제 조제수가에 대한 지역약국 약사의 의견을 조사하였다. 인

높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반영된 결과이다. 하지만, 신설된 조제

구의 고령화가 가속화되면서, 성인 산제의 처방 수가 앞으로 증

수가 기준은 소아 조제수가 기준과 동일하게 마련되어 차후 수

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현 시점에서 현황 조사 및 실제 업무를

가 체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수 있다. 소아의 만 6세 이하의

담당하는 약사의 의견 조사는 중요하다. 그간 지역약국 중심의

처방에 대해 가산항목이 신설된 이후, 그와 비교하여 더 많은

산제 조제 업무의 관리 및 현황에 대한 연구는 부족했었다. 또

절차와 어려움이 있는 성인의 산제 조제 업무에 있어서는 평가

한 현장에서 성인 산제 조제의 조제수가 가산에 대한 요구는 꾸

항목이 없어 문제가 많았다. 본 연구의 결과는 그간 꾸준히 제

준히 있었으나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도 부족하였다. 본

기되어 왔던 산제 처방의 수가 신설에 대한 약사들의 요구가 반

연구는 지역약국 중심의 현황 및 의견 조사로 최초이며, 앞으로

영된 것으로 보여 진다.

의 연구 및 정책의 근거자료가 될 수 있다는데 의의가 있다.

소아 산제 조제와 비교하여 체감하는 지역약국 약사의 성인

성인 산제 처방건수와 처방일수는 주변 병원이 상급 의료기

산제의 조제 난이도는 처방일수가 길수록 상급 의료기관에서 발

관일수록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고, 이는 상급 의료기관을

행된 처방전일수록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신설된

이용하는 환자일수록 약물복용이 어려우며 장기간 치료가 필요

산제 조제수가에 따르면 조제료가 처방일수에 따라 증가하기는

한 질환을 가지기 때문일 것으로 생각된다. 지역약국에서 처방

하지만 산제 조제료는 처방일수나 처방기관에 상관없이 동일하

약 조제는 주된 업무이며, 산제 조제는 일반 정제 및 캡슐제의

게 적용된다. 본 연구의 결과는 산제 조제 체감 난이도를 고려

조제 과정보다 추가적인 절차와 시간이 필요하다. 산제 처방 조

하여 처방일수와 처방기관 등의 요인이 고려된 세분화된 산제

제에 걸리는 시간에 대하여 ‘조제 준비 및 정리’와 ‘조제’에 평

조제수가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성인의 산제 조제

균 3-5분 소요된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산제 조제의 경우, 분

에 대해 수가가 책정이 되더라도 약국의 규모에 따라 현실적으

포된 산제는 분포의 균일성, 이물질 혼입여부 등의 검수 과정에

로 장기 성인 산제 조제가 어려운 약국이 있을 수 있다. 미국의

서 일반 조제의 경우보다 많은 시간과 노력을 필요로 한다. 또

조제약국, 특수조제 전문약국과 같이 일부 약국이 산제 조제 약

특히 산제의

국으로 운영되는 것에 과반수가 이에 긍정적이었으나, 부정적인

경우 조제 후 되돌릴 수 없기 때문에, 환자 및 보호자와의 조제

의견도 적지 않았다. 이 문제는 추후 지위, 약국에 따른 의견의

에 대한 의견 교류가 중요하다.

차이를 줄일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여 진다.

한 사용한 설비의 청소 정리 과정까지 필요하다.

10)

소아 산제 연구에서 다빈도 처방의약품 20품목에 대한 용법,

본 연구의 한계점으로 첫째, 온라인 설문조사는 인터넷을 잘

용량 등을 분석한 결과, 제형 변경, 소아용 용법과 용량의 부재

활용하지 않는 계층이 제외될 수 있으며, 특정 지역 약사 연수

등의 처방 상 문제점이 전체 소아 산제 처방에 있어 60% 이상

교육을 이용한 오프라인 설문조사는 대표성의 문제를 가질 수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두 방법을 모두 사용하여 각각의

11)

본 연구의 성인 산제 조제

에서도 산제 처방 중 용량이나 제형상의 오류로 문의나 확인절

단점을 보완하고자 하였다. 둘째, 설문 조사의 특성 상 회상과

차가 필요한 처방이 20% 이상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24.7%로

오가 발생할 수 있어 각 업무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조

나타나 실제 산제화가 어려운 약물의 처방으로 인한 문제가 빈

제 시간과 인건비로와 환산, 포장지와 인쇄용지 등의 소모품 비

번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부적절한 처방의 발생 시 처방기관에

용 등의 정확한 비용분석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처방전의 확인 및 변경을 요청하고 환자 또는 보호자와의 협의
하는 과정에 어려움이 많고, 일반적인 산제 조제보다 많은 시간
이 소요된다. 따라서 의약품 안전사용서비스를 이용하여 산제

결 론(Conclusion)

처방이 부적절한 약물을 팝업으로 공지하거나, 처방자에게 산제

본 연구를 통해 지역약국 약사들이 성인 산제 조제 업무에 부

처방 시 주의해야하는 약물을 교육하는 것과 같은 방안이 필요하다.

담을 느끼며 조제수가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산제의 조제는 그 특성상 전 과정에서 특별한 주의가 요구되

본 연구결과가 신설된 성인 산제 조제 수가 규정이 개선되고,

며, 분쇄 및 분포작업과 검수과정, 투약 및 복약지도까지 일반

지역약국 약사서비스의 적정한 평가와 보상에 대한 지속적인 정

정제나 캡슐제의 조제보다 복잡하다.

책논의의 기초가 될 자료로 쓰일 수 있을 것을 기대해본다.

12)

특히 성인의 경우 다양

한 동반 질환으로 복용법이 다양한 약물들을 투여 중이므로, 처
방의 복잡성이 더 증가한다. 이러한 이유로 설문조사에서 많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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