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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f Need for Medication Education and Efficient Policies
for Elderly Patients in an Aging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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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The elderly are more likely to have chronic medical conditions that require multiple drug therapies. Purposes
of this study are to reveal necessity of elderly patient education by pharmacists, and to induce appropriate policy. We carried
out literature research. Taking several drugs together increases risk of drug interactions and adverse reactions. We suggest
that pharmacists have the legal authority to monitor prescription for efficient drug management, pharmacovigilance system
be efficiently operated, and medication education fee be provided to allow pharmacists give more time to the elder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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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러나라는 그동안 지속적인 생활수준 향상과 보건 • 의료기

고 있었으며, 그 중에서 54% 정도는 3가지 이상의 만성질환을

슬의 발달로 평균수명의 연장과 함께 노인인구가 크게 늘어났다.

앓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거의 절반 정도의 노인이 중복 • 과

1960년도에는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견체 인구의 2.9%에 불과

다 의료 ■의약품 소비계층으로 볼 수 있다.^>이처럼 고령화됨에

했으나 1999년에 6.8%, 2000년에는 7.2%로 7년 전에 이미 고령

따라 노인환자둘의 만성질환이 중가하면서 복용하는 약물의 수

화 사회로 진입 하였다. 2005년 3분기 노인진료비 현황을 보면

도 늘어나고 있다. 따라서 다제복용으로 인한 노인환자의 부작

3분기까지 약국을 방문한 노인환자 수는 연인원 5천70만 명으로

용 발생 비율이 높아질 뿐 아니라, 처방오류, 복약 불이행 등 약

2004년 같은 기간 보다 5백 28만 명이 증가하였다. 전체 건강보

물투여와 관련된 문제점둘이 빈번하게 지적되고 었다.

험에서 차지하는 노인환자 비율도 2004년 15.8%에서 1년 사이

또한 생리기능이 저하되어 있는 노인환자의 복용 약물의 수가

17.2%로 1.4%가 늘어났다.

증가함에 따라 약값 비중은 증가함oil 도 조제료 비중은 하락하고

1962년 Schwartz의 약물복용 실태 연구에 의하면 한 가지 이

약사의 복약지도 하는데 소요 시간과 노력은 더욱 요구되는 상

상의 만성 질환을 앓고 있는 60세 이상의 노인환자 178명 중

황<>1다. 정부통계률 기준한 분석에 따르면® 2002년도와 2003년

42%가 3~9개의 처방약을 복용하고 있다고 보고한 바 있다.2)

도 각 분기별 약국조제수가 및 약값 비율을 비교한 결과 2002년

Baum 등과 LeSage에 의하면, 미국의 경우 65세 이상 노인인구

도 1/4분기 조제료는 4,562원이었고, 약값은 8,455원이어서 각각

가 전체 인구의 12%를 차지하며 게다가 이들이 복용하고 었는

의 비율이 35.05%와 64.95%였지만 2003년도 같은 기간에는 조

처방약은 전체 처방약의 약 30%를 차지한다고 밝히고 있다.3

제료 4,534원에 32.92%와 약값 9,238원에 67.08%로 전년대비

또한 '전국 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 조사결과'에 의하면, 우리

조제료 비중은 2.13% 하락하고 약값 비중은 거꾸로 2.13% 증가

나라는 견체 노인의 90.9%가 1가지 이상의 주요 만성질환을 앓

한 것^

나타났다. 약값은 일반적인 경영상황에서 비교할 경

우 원자재를 뜻하므로 원자재의 가격상승은 수익부분이 되어야
할 조제료의 상대적 하락이나 수지악화 압박을 의미한다.
*본 논문에 관한 문의는 저자세게로
(전화) 02-820-5614 (팩스) 02-826-8756

외국에서는 최근 10년 동안 노인을 대상으로 한 의약품 이용
파 관련된 다양한 연구들이 활발히 진행되어 왔다. 그러나 우리

(E-mail) udsohn@ca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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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러세서는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한 의약품의 이용실태률
연구한 논문이나 노인에 대한 복약지도 활성화 방안에 대한 연
구는 많지 않다. 따라서 본 연구는 새로운 사회 현상인 '고령화'
에 따른 노인들의 의료이용 실태와 노인 질환과 관련된 제반 사
대해 알아 보고, 생리기능 저하로 인한 약물 사용상의 문제
점과 다제복용에 의한 약물간 상호작용 및 약물 부작용 발생 가
능성 증가 등, 여러 위험에 노출된 노인 환자서)게 약사의 복약지
도가 필요한 이유와 활성화 방안에 대해 고찰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노인인구

비울

연구 방법

1994년

본 연구는 여러 통계자료와 문헌을 참고하여 고령화에 따른
의료이용 실태률 조사하였고 노인 환자의 복약 실태는 어떤 상
태이며, 의약품을 사용하면서 발생하는 문제점과 그 대책은 무

1997년

2000년

2003년

2004년

Fig. 1 - Percentage of elderly persons over 65 years of age (%).
자료 : 통계청, 장래 인구추계, 각 연도.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통계연보, 각 연도.
국민건강보험공단, 65세 이상 노인 의료이용설태 분석결과,
보도자료(2005, 3.21).

엇인지를 종합적으로 도출헤내고자 하였다. 또한 약국에서 노인
환자 케어룰 위해 필요한 대책에 관해 노인환자에 대한 접근 방
안을 중심으로 연구하고 그 결과를 고찰하식 결론을 구하였다.

만 명(적용인구 5.5%)에서 2004년 말 375만 명(7.9%)으로 58%,

연구에 기초자료로 활용된 통계는 국가기관에서 공식적으로

점유율은 2.4% 증가 하였으나, 같은 기간 진료비는 5,511억 원

발표한 통계자료률 기초로 하였고, 조사기간은 2004년을 기준으

(점유율 11.3%)에서 5조 1,364억 원(22.8%X으로 9.3배, 점유율은

로 하였으며 따라서 10년간의 통계의 경우는 1994년부터 2004

11.5%나 증가하였다(Fig. 1).®-®

년까지률 기간으로 삼았다. 분석에 기초로 삼은 통계자료는 우

건강보험에서 부담한 노인환자의 보험급여비는 3조 8천억 원

리나라의 65세 이상의 노인을 조사대상으로 한 것이다. 이 외에

으로 전체급여비의 23.8%를 차지하였다. 이는 전체인구에서 노

도 국내외의 각중 논문과 국가기관의 통계자료, 약사법, 국민건

인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에 비해 노인 진료비 지출이 약 3배 이

강보험법 및 문헌 등을 이용하였다.

상 높은 수치다. 이 같은 증가세는 앞으로도 지속될 견망이어서
향후 고령화에 따른 진료비 급증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
으로 나타났다(Table

연구결과 및 고찰

노인들의 연간 진료버 및 의료이용 횟수(1994년~2004년) 65세 이상 노인 1인당 연간 진료비는 1994년 234,155¥1에서 2004

고령화에 따른 노인 의료이용 실태 조사
65세 이상 노인인구 버율과 노인 진료실적(1994-2004년) -

년 140만 2,142원으로 지난 10년 동안 약 6배가 증가하였다(Fig.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매년 꾸준한 증가추세률 보여 1994년 237

2). 이는 같은 기간의 의약품 및 의료용품에 대한 소비자물가지

Table I - Number of elderly persons and Annual medical expenses (1000 persons, 100 million won)
구분
적용
인구

진료비

65세 이상
65세 미만
계
65세 이상
65세 머만
계

급여비

65세 이상
65세 미만
계

1994년

1997년

2000년

2003년

2004년

2,369 (5.5%)
40,889

2,696 (6.0%)
42,229

3,019 (6.6%)
42,877

3,541 (7.5%)
43,562

3,748 (7.9%)
43,624

43,258

44,925

45,896

47,103

47,372

5,511 (11.3%)
43,461

12,236 (13.9%)
67,803

22,555 (17.5%)
106,567

44,008 (21.1%)
163,412

51,364 (22.8%)
173,696

48,972

88,039

129,122

207,420

225,060

3,598 (11.6%)
27,490

8,309 (14.4%)
49,195

15,821 (18.0%)
72,072

32,757 (22.1%)
114,795

38,411 (23.8%)
122,894

31,088

57,504

87,893

147,552

161,305

주) 적용인구는 연도 말, 진료비 급여비는 지급기준.
자료: 국민건강보험 , 건강보험통계연보, 각 연도.
국민건강보험공단, 65세 이상 노인 의료이용실태 분석결파, 보도자료(2005. 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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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 Average annual medical expenses per elderly person
(10,000 won).
자료 : 국민건강보험, 건강보험통계연보, 각 연도.
국민건강보험공단, 65세 이상 노인 의료이용실태 분석결과,
보도자료(2005.3.21).

Fig. 3 - Annual average number of patient days per elderly person
(days).
자료 ：국민건강보험, 건강보험통계연보, 각 연도.
국민건강보험공단, 65세 이상 노인 의료이용실태 분석결과,
보도자료(2005.3.21).

수(2005년 : 100 기준으로 1994년 : 87.16, 2004년 : 99.036) 상

(303%), 의원 29만 6,821원(21.2%), 병원 11마 5,713원(8.3%)의

승이나 전체소비자물가지수(2005년 ; 100 기준으로 1994년

순이었다.

66.876에서 2004년 97.32) 상승을 감안하더라도® 크게 증가한

며, 약국 15.2일, 종합병원(중합전문 포함) 5.2일 순으로 나타났

수치임을 알 수 있다. 노인 1인 당 연간진료비 140만 2천 원(비

다(Table II).가

1인 당 내원일수로는 의원이 19.9일로 가장 많았으

급여 제외)은 65세 이하 39만 8천원의 3.5배였고, 노인 1인 당

노인 환자의 업원 다발생 및 외래진료 순위 (2004년) - Table

연간 공단부담액은 104만 9천원으로 최초로 100만 원을 넘어

in에서 보면 노인 질병별 입원순위 중 1위는 노인성백내장(천 명

섰다.®>

당 27.1명), 2위는 뇌경색증(13.1명), 3위는 폐럼 (8.0명), 4위는 당

의료기관 이용횟수(입원과 외래방문일)는 노인 한명 당 1994

뇨병(7.1명), 5위는 협심증(5.3명)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65세 이

년 1233일에서 2004년 평균 35.4일(입원 4.3일, 외래 31.1일)을

상 노인이 가장 많이 입원한 질환은 노인성백내장으로 99,266명

내원하여 3배 가까이 많았으며, 우리국민 평균 14.9일(입원 1.1

이 1,178억 원의 진료비를 지출하였으며, 2위는 뇌경색(중)으로

일, 외래 13.8일)보다 2배 이상 의료기관 이용을 더 하는 것으로

47,948명이 1,127억 원, 3위는 폐렴으로 29,479명이 509억 원을

조사 되었다(Fig. 3).®■
가

지출하였다. 10위까지의 상병 중 1인 당 진료비가 높은 질환은

요양기관 종별 연간 의료이용 횟수(2004년) - Table II에서 보

대퇴골골절 423만3,643원이었고, 위의 악성신생물 341만 9,569

면 요양기관종별 노인 연간진료비는 종합병원(중합견문포함)이

원, 협심중 264만 1,247원, 뇌경색(증) 234만 9,972원의 순으로

46만 4,981원(33.1%)으로 가장 많았고, 약국이 42만 5,351원

지출액이 많았으며, 본태성:il혈압은 75만 668원으로 진료비 지

Table II - Average medical expenses and Average number of patient days per elderly person in each type of medical service group (2004 year)
(won, days)
구분

문
원
원원원 관
전병
병의병원기
계합 합 원 원과 과방의 건국
합 중 중병의 처 처한 한 보
약

1인당진료비
(점유율)
1,402,142
226,182
238,799
115,713
296,821
483
19,461
7,529
50,739
21,064
425,351

1인당
급여비
(100%)
(16.1%)
(17.0%)
(8.3%)
(21.2%)
(-)
(1.4%)
(0.5%)
(3.6%)
(1.5%)
(30.3%)

1,048,539
162,225
175,792
87,811
237,223
295
14,679
5,603
42,889
16,703
305,320

1인당 내원일
계
15.41
2.02
3.18
2.63
.9.89
0.02
1.10
0.32
3.71
2.53
.5.22

입원
4.29
0.84
1.43
1.47
0.39

0.16

외래
；
1.12
1.18
1.75
1.16
.9.50
0.02
1.10
0.16
3.71
2.53

주) 합계 1인 당 내원 얼에는 약국 처방조제 및 직접 조제일 제외.
자료: 국민건강보험 공단, 65세 이상 노인 의료이 용설태 분석 결과, 보도자료(2005.3.21).
J. Pharm. Soc.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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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III - Rankings of common diseases in elderly inpatients (2004 year)
순위

상병명

진료 실인원(명)
60099051558
^ 5 0
6 ^ 7 3
9^
0 ^9 ^

9 4 2 2 1 1 1 1 1 1

0
7 6 7
2 »2 » 4>

노인성 백내장
뇌경색(증)
폐럼
당뇨병
협심증
만성 폐질환
대퇴골의 골절
본태성 고혈압
요추 및 골반의 골절
위의 악성신생물

천명당 진료인원(명)

진료비(백만원)
117,839
112,676
50,941
34,925
50,973
29,514
65,541
11,466
15,206
49,509

27.1
13.1
8.0
7.1
5.3
4.5
4.2
4.2
4.2
4.0

1인당 진료비(원)
1,187,105
2,349,972
1,728,048
1,351,626
2,641,247
1,782,808
4,233,643
750,668
996,154
3,419,569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65세 이상 노인 의료이용설태 분석결과, 보도자료(2005.3.21).
Table IV - Rankings of common diseases in elderly outpatients (2004 year)
순위

상병명

진료 설인원(명)

1
2위
3위
4위
5위
6위
7위
8위
9위
.0위

위
감기
본태성고혈압
치아 및 지지구조의 기타장애
배통
무를관절중
요통
위염 및 십이지장염
당뇨병
노인성 백내장
알레르기성접촉피부염

1,876,093
1,182,304
972,893
684,725
629,636
562,936
511,429
476,055
387,322
336,609

천명당 진료인원(명)
512.1
322.7
265.6
186.9
171.9
153.7
139.6
130.0
105.7
91.9

진료비(백만원)
94,752
129,644
65,615
67,525
78,256
60,927
23,234
66,655
24,199
10,810

1인당 진료비(원)
50,505
109,654
67,443
98,617
124,288
108,231
45,430
140,015
62,479
32,114

주) 지급기 준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65세 이상 노인 의료이용실태 분석결과, 보도자료(2005.3.21).
출이 가장 적었다.^^
노언 환자의 외래 다발생 진료 순위 (2004년) - Table IV의 노
인 외래 질병 순위에서 보여 주듯이 2004년 65세 이상 노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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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4원, 감기는 5만 505원 로 진료비 지출이 적었다. 천 명 당

/c
u.
1

8,231원 순 로 지출액이 많았으며, 알레르기성접촉피부염은 3만

1

릎관절증 12만 4,288원, 본태성고혈압 10만 9,654원, 요통 10만

3

료비가 가장 높은 상병은 당뇨병으로 연간 14만 15원이었고, 무

2

타장애로 97만 2,893명으로 656억 원을 지출하였다. 1인 당 진

4
-2* ^ 0
^

로 118만 2,304명에 1,296억 원, 3위는 처아 및 지지구조의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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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이 947억 원의 진료비률 지출하였으며, 2위는 본태성고혈압으

^
65세미만 인구(A)
노인인구(B)
연 도 -------------------------------- B/(A+B)
규모
증가율
규모
중가율

^^ ^ ^ ^ ^
^44^
444443

외래로 의료기관을 이용한 질환 순위 1위는 감기로 187만 6,093

Table V - Estimates of the future number of elderly people (1000
persons, %)

5.]
5.<
7.：

9.1
10.?
12.S
IS.：
19.!

자료: 통계청 장래인구 주계자료.

진료인원은 감기가 512.1명으로 전체노인의 50%이상머 진료률
받았고, 본태성고혈압은 322.7명으로 노인의 약 1/3이 진료를 받

는데 비하여, 향후 65세 미만 인구는 완만하게 감소할 것으로 에

았다. 이 도표에서 보듯이 진료 인원과 1인당 진료비로 보아 노

측된다. 이에 따라 총인구 중 노인인구 비중은 1990년 5.1%에서

인 환자의 대표적인 만성 질환은 본태성 고혈압과 당뇨병임을 알

2010년 10.9%로 20년간 2배 정도 증가하며, 그로부터 다시 15

수 있다.^

년 뒤인 2025년에는 19.9%로 다시 2배 가깝게 증가하는 반면

미래 노인 인구수 추계(1990년~2025년) - 미래의 노인인구
수는 통계청의 장래인구 추계자료를 이용,® 5년 단위로 제시하

65세 머만 인구는 2005년을 정점^ , 그 이후는 감소할 것으로
예측된다.

였다. 또 노인인구 수 번화 추세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65
세 미만 인구와 과거 자료도 1990년부터 제시하였다(Table V).

노인환자의 복약 실태

Table V에서 보는 바와 같미 노인 인구수는 계속 빠르게 증가하

노인 환자의 복약실태에 관한 연구에 따 르 면 노 인 환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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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은 병원의 처방약과 함께 건강기능식품이나 다른 약물을

호주의 시드니에서 156명의 63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1년간

병용하는 사례가 많았고(73%), 병용 시 가장 많은 사례는 건강

실시한 연구 결과에 의하면, ■참여한 노인의 43.2%가 연구기간 동

기능식품이었으며 한약, 일반 약, 다른 진료 과의 약 순으로 나

안 적어도 한번은 넘어졌으며, 2회 이상도 21.7%나 되었다.^왼 적

타났다. 대다수의 노인 환자들은 지시대로 복용한다고 답하였으

어도 2번 이상 넘어진 적이 있는 노인의 시력은 한번도 없는 노

나(93.6%), 실제는 복용을 잊거나(75%), 부작용이 일어난 경우

인에 비하여 통계적으로 유의성이 있게 약화되었으며, 특히 노

복용을 중지하거나(13.5%), 복용 중이던 약의 모양이나 색깔이

인의 '잘 넘어짐'은 물체의 삼차원적 위치를 분간하는데 필요한

번경된 경우 복용중단 흑은 번경하였다(5.7%). 또 노인 환자들은

능력인 depth perception파, 미세한 차이의 명암을 구별하는데

자신의 질병에 대한 인식이 낮아 진료 받은 과의 수만큼 병명의

필요한 능력인 contrast sensitivity의 저하가 직접적으로 관련이

수를 답하지 못하였다. 죽 자신이 앓고 있는 병에 대해 정확히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따라서 시력이 약화되어 정확히 식별이

알고 있지 못하였다. 따라서 질환과 관련 지어 약물의 치료효과

어려운 노인환자가 완전히 알 때까지 지 도 는 데 시간과 비용이

를 설명한다면 복약 순용도는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

더 많이 들더라도, 약사는 세심하게 복약 지도해야 한다.

실에 비추어 볼 때, 노인 환자세 대한 약사의 복약지도는 약물순

청력약화 - 노인의 청력소실은 자연스런 노화과정에서 온 경

응도의 증가를 통한 빠른 회복과 삶의 질 향상, 의료경비 절감을

우 외에도 약물 복용과 관련된 부작용 때문에 발생한 것도 있다.

가능케 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본다.

이 중 quinidin 게열의 약물은 주로 부정맥치료에 사용되는데, 부
정맥환자가 대부분 노인인 점을 감안할 때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노인의 의약품 사용상의 문제점

약물이다.^® 청력이 약화된 노인에게 이와 같은 약물이 처방될

우리나라 국민의료비 중 약제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1994년의

경우 약사는 이에 대한 내용을 의사와 상의히여야 한다.

경우 30.3%에 이르러 OECD 주요 국가가 8.4%(미국)一20.9%

한편 청력이 약화된 노인의 경우 약간 큰소러로, 천천히 말해

(일본)의 비중을 가지고 있는 것에 비해 높다고 할 수 있 다 . 앞

야 하므로 일반 환자에 비해 약물에 대한 주의사항이나 복용방

서 언급한 바와 같이 연령 계층별 의약품 소비량을 보면 노인 계

법을 숙지시키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 또 복약지도 후 환자가

층인 65세 이상의 연령 계층에서의 의약품 소비가 상대적으로

내용을 완전히 이해하고 있는 지 feedback 과정을 통해 다시 확

더 높다.

인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러한 특별 복약지도는 노인환자의 약

노인들의 의약품 소비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다. 첫째, 노인들

물순응도를 높이며, 삶의 질 향상과 함께 의료경비도 절감시킬

온 많은 수의 의약품을 동시에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미국의 한

수 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이에 대한 추가 비용을 인정하여 적

연구는 65세 이상 노인들이 1인당 평균 5개 이상의 약을 사용한

용시켜야 한다.

다고 보고하였고/ 2> 영국에서는 75세 이상 노인의 6%가 4개 이

기억력 감퇴 - 노인환자의 기억력 감퇴는 개인차가 크지만 약

상의 약을 사용한다고 하였다. 이처럼 여러 개의 약을 동시에 사

70세가 넘으면 진행되는 현상이다. 약사의 복약지도와 관련하여

용함으로써 많은 약물관련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

문제가 되는 것은 단기기억력손상(short term memory loss)과

둘째, 노인의 생리적 기능 및 정신적 기능의 저하는 노인들이
약물관련 문제를 많이 경험하게 되는 또 다른 원인이 된다. 노인
은 약물동력학적 특성 죽, 약물의 흡수, 분포, 대사, 및 배설기능

관계 있는 것으로 약국에서 들은 내용을 집에 돌아오면 잊어버
리기 쉽다는 점이다.
셋째, 노인들은 의약품을 자신이 직접 사용할 수 없는 경우가

에서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임상적인 특성에서도 많은

많아 수발자에게 의존할 수 밖에 없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

가 었다. 특히 근린약국에 내방하는 노인 환자는 시력, 청력 등

서 정확한 투약을 위하여 노인환자 뿐만 아니라 수발자쉬1게도 이

의 감각기능이 약화되어 있는 경우가 흔하며 또한 기억력이 상

중으로 복약지도를 해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노인의 의약품 사

당 수준 감퇴되어 있으므로 약사는 이 점을 염두에 두고 복약지

용 특정으로 인한 문제점둘을 다옴의 네 가지로 분류하식 살펴

도룰 실시해야 한다."®

보고자 한다.

시력약화 - 인간은 질병이 없는 건강한 상태에서도 나의가 들

가. 다제복용 (polypharmacy)

면서 점차로 시력이 저하된다. 백내장, 녹내장 등과 같은 노인성

나라마다 정의가 조금씩 다르나 여기서는 한 번에 5개 이상의

안질환이 오면 시력은 급격히 떨어져 사물을 정확히 식별하거나

약을' 복용하는 경우률 다제복용(polypharmacy)이라고 정의한다.

작은 글씨룰 읽는데 어려움을 겪게 된다. 당뇨병이 합병된 노인

선우덕 등은 2001년 지역사회 노인의 의약품 이용실태 연구에서,

은 그렇지 않은 노인에 비해 시력 저하가 더욱 심하게 나타난다.

만성질환의 개수가 많을수록 처방약 복약경험이 높다는 것을 보

시력이 저하된 노인은 보행 중 특히 계단을 오르내릴 때 잘 넘

고 하였다.조
"* 또 1개 병원의 이용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 의

어져 대퇴골 골절이 발생하고 이로 인하여 노후 건강에 심각한

하면 입원환자의 하루 평균 처방싹의 수는 18개였고, 연령이 증

위협을 받는 경우가 많다.

가할수록 그 개수가 증가하였다.
J. Pharm. Soc. Korea

고령회에 따른 노인환자의 복익미도 필요성과 활성화 방인' 연구

분당서울대병원에서 외래 진료를 받은 65세 이상 고령자의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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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하다고 한다.2

물복용 현황을 분석한 결과/*> 65세 이상 4중 이상의 투약 환자

지난 5월부터 11월까지 6개월 동안 분당서울대병원의 노인병

수는 4,378명으로(65세 이상 약 처방 받은 외래 환자의 15.2%),

센터에 입원한 65세 이상 내과환자 250명을 분석한 결과, 노인

65세에서 96세까지 연령 분포를 보였으며(평균 72.4세), 그 중 여

돌은 평균

성 (2,521명, 57.6%)이 남성 (1,857명, 42.4%)보다 높았다. 평균 약

명)는 3개 이상의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복용 수는 6.4중(4-27중)이고 10종 이상 복용환자도 2.0%나 있

또한 만성질환의 수가 많아지면서 병원을 방문하기 전에 4개 이

었다. 특히, 2개 이상의 병원이나 진료 과롤 다니는 3,399명의 환

상의 약물을 복용하고 있는 다제(혜 IJ)복용 환자가 39%(97명)로

자 중에서 13명(0.38%)은 같은 중류의 약물을 중복처방 받았옴

노인환자에게 나타나는 약물의 과다복용에 의한 약물 이상반응

을 알 수 있었다. 또한 4종 이상의 약을 처방하는 비율이 가장

발생의 위험이 증가해 있었다. 특히 조사대상 노인 환자 중 7%(18

높은 진료 과는 뇌신경센터 (49.1%), 심장센터 (46.5%), 관절센터

명)는 만성질환 때문에 복용하는 약물에 의한 "약물유해반응"

(38.6%) 순이었고, 약 효능별 처방비율은 심혈관계 약물을 처방

(adverse drug reaction : ADR)으로 병원에 입원한 적이 있는 것

받은 환자 수가 2,497명 (57%)으로 가장 많았으며 , 혈소관 응집

으로 밝혀졌다.

억제제 (51.4%), 신경계 작용 약(45.0%), 소화기계 작용 약
(40.4%) 등의 순서였다.
노인계층에서 다제복용이 흔한 이유는 그둘에게 두 가지 이상

석 만성질환에 이환 되어 있었으며 , 78%(195

간 및 신장 기능의 저하로 약물의 대사, 배설 기눙의 장애가
있는 노인 환자에게는 만성질환에 의한 약물의 사용에 적절하고
안전한 약물요법이 수행되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 만성질환이 존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다제

다. 부적절한 처방

복용 환자에게서 약물상호작용, 약물-옴식 상호작용, 또는 약물

미국의 노인 5명 중 한 명 비율로, 향정신성의약품이나 항우

부작용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데, 어떤 약을 무슨 이유로 언

울제 등 노인에게 부적합한 의약품 처방을 받옴으로써 멍하고 불

제 복용해야 하는지 이해시키는 것이 부작용 에방의 핵심이므로
환자 교육이 이것을 예방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

안정한 상태에 이르거나 심지어 약에 취해 넘어겨 골절이 일어
나기도 한다는 연구결과가 발표 됐다.^^^ 96년 미국의 한 조사에

나. 약물유해반응(adverse drug reactions)

의하면2강
^ 65세 이상 노인둘의 약 21%인 700만 명이 노인에게는

약물유해반응은 노인들에게서 흔히 발견되며, 노인의 5% 내

부적합한 처명적인 부작용이 있는 의약품 33종 중 한가지 이상

지 35%가 이를 경험한다고 한다.^®>약물유해번응은 복용중인 약

을 처방 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하버드의대 Jerry Avom박사는

물의 수와 연령에 따라 증가한다. 노인환자둘은 연령과 관련된

노인 중의 상당수는 반감기가 짧은 향정약이나 최면진정제룰 오

생체기능상 약물의 흡수, 분포, 대사, 배설에 변화가 있고, 수용

용 또는 남용함으로써 정신을 잃고 넘어져 치명적인 골절이 발

체 반응성 감소, 항상성 반응의 저해 등 약동력학적인 번화로 약

생되곤 한다고 강조했다.™ 명백한 향정약의 부작용으로 발생한

물의 부작용이 나타나기 쉽고, 따라서 약화사고의 위험 및 높은

사고임에도 의료기관에서는 새로운 질병으로 진단하거나, 나이

경제적인 비용을 초래할 수 있다.

가 들어서 일어난 사고로 보고 되곤 한다.

노인환자 4,395명의 복약실태와 처방전 상의 약물상호작용을

미국의 요양원의 노인들의 경우는 최고 40%가, 지역사회 거

연구한 논문에 의하면, 우리나라 만 65세 이상 노인환자는 한달

주 노인의 경우는 14%~37%가 부적절한 처방와i ：사용하고 있

평균 205개 약을 복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2® 이는 65세 이상

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유럽 8개국의 가정간호률 받는 노인둘

노인의 대부분이 병원을 찾는 환자인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우

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19.8%가 1개 이상의 부적절한 처방

리나라 노인은 하루에 6.8개의 약을 복용하고 있는 셈이다. 만

약을 사용하는 것으로 밝혀 졌다.^® 우리 나라의 경우도 노인의

65세 이상 노인은 월평균 1.9개과 진료와 2.5메 처방으로 평균

약물사용 현황을 조사한 결과 입원환자의 57.3%, 외 래환자의

9.2종의 약물을 월평균 22.3일 복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7.8%가 1개 이상의 부적절한 처방약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

이 가운데 약물상호 부작용 현상머 발생한 환자들은 월평균 2.5

났다.25) 이러한 수치는 외국과 비교할 때 작지 않으며, 우리나라

개과 진료에 3.3매 처방견으로 평균 13.8종 약물을 월평균 24.6

에서의 부적절한 처방도 노인들의 약물부작용에 큰 위험부담으

일을 복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전체 성인 환자의 부작용 발

로 작용할 수 있옴을 말한다.

생 비율보다 6배나 높다.

라. 복약지침의 ■!의행 (non-adherence/compliance/concordance)

영국의 한 연구에 의하면 중합병원에 입원한 노인 6명 중 1명

복약지침의 불이행은 노인들을 포함해서 복수의 질병을 가지

이 약물부작용을 경험하고 있으며, 24%에게서 심각한 수준의 약

고 있거나 복수의 약# 사 §■하는 환자서1게서 흔히 발견된다. 2001

물 부작용이 나타났다.^^^ 미국의 경우 외래환자의 약화사고에 따

년 현재 우리나라에서 복약횟수의 지침을 이행하지 않은 노인은

른 질병과 사망으로 2,000년 현재 약 1,770억 달러의 연간 손실

남자가 14.7%, 여자가 17.1%였고, 만성질환의 개수가 많아질수

이 발생되고 있는데, 이 금액은 의약품의 연간 구메가격과 거의

록 복약횟수의 지침을 더 잘 이행하거나 비숫한 정도로 이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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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복약용량의 지침을 이행하지 않은 노인은 5% 정도로 나타

려할 때, 노인의 약물관리에 적국적인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났으며, 가지고 있는 만성질환의 개수와는 상관이 없는 것으로

본 논문에서는 고령화에 따른 노인들의 의료이용실태, 복약실

나타났다.^^^ 그러나 복약지침을 따르지 않을 때 환자에게는 나

태 및 의약품 사용상의 문제점을 알아보았고, 노인의 약물관리

쁜 임상결과를 초래하고, 건강관련 삶의 질이 저하되며, 환자와

를 위해 고려되어야 할 원칙과 약물관리를 위해 필요한 인력 및

사회에게 추가적인 비용을 발생시킬 수 었다. 1993년에 미국에

제도적 장치를 다옴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처방할 때 근

서 추계한 버서1 의하면 복약지침의 불이행으로 발생한 직간접적

거를 기반으로 한 합리적인 처방을 내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인 비용이 연간 1000억 달러에 달하였다.으
®>

다. 근거중심의 합리적인 처방을 내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과

환자의 질병치료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약물에

학적 연구 방법에 의한 처방근거들을 수집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대한 복약순응도(compliance)는 필수적인 요건이다. 그러나 우리

개별적 약물에 대한 임상실험 및 약!•시판후 부작용 모니터링 분

나라에서 이루어진 관련 연구보고에 따르면 환자의 복약순응도

석자료에 대한 확보 및 공개가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져

는 약 30~70% 정도로서 약물복용이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고

야 하며, 학계에서 이루어지는 약물■역학조사연구 및 약물경제학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

연구를 활성화시켜 처방을 권장할 때는 최소한 적합성, 효과성,

의약분업의 시행 이후 국민건강보험제정의 적자가 문제가 되
고 있는 시점에서 복약불이행(non-compliance)에 따른 약제비 손

안전성, 그러고 치료효과가 부작용보다 크다는 원칙에 부합할 수
었도록 근거로 삼게 해야 한다.

설, 질병치료가 제대로 되지 않옴에 따른 재진단과 재투약, 노동

부적절한 처방에 의한 약물조제를 에방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력의 손실로 이어지는 의료비의 낭비가 적자요인으로 지적되고

중요한 장치는 의심처방과 관련된 약사 문의에 대해 의사의 응

었다. 복약불이행의 형태는 의시■가 지시한 약물의 필요량 이상

대의무화의 법제화이다. 약사법 제 23조 제© 항(처방의 번경 및

또는 이하로 복용하는 것, 처방 받은 약을 복용하지 않는 것, 지

수정)에 의하면, 의심처방에 대하여 약사는 의사에게 확인한 뒤

정된 시간 이외에 복용하거나 지정된 날짜이전에 환자가 임의로

조제하도록 규정되어 었으나, 의사에게는 약사의 처방 문의에 대

투약을 중지하는 것 등 다양한데, 그 원인으로는 환자의 질병과

한 응대의무 규정은 없다. 이는 법체계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다

치료억물에 대한 지식부족, 부작용에 대한 두려움, 복잡한 복용

제복용이 흔한 노인의 복약지도에 걸림돌이 되고 었다. 그러므

방법, 장기적인 복용기간, 의료인의 관심과 관리부족 둥이 지적

로 복약지도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쉬 약사 문의에 대한 의사의

되었다. 약 물 ^ 세 될요한 주요내용을 갖춘 약사의 복약지도가

응대의무화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복약불이행의 개선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여러 연구에

둘째, 약물감시체계(pharmacovigilance system)가 마련되어야

서 보고 된 바 있으며, 미국과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약사"

한다. 사용하고 있는 약의 효과성과 문제점을 모니터링하는 약

의 복약지도률 필수화히셔 시행하고 있다."® 우러나라에서도 의

물감시체계를 갖추어야 하는데, 우리나라에는 아직 약으로 인한

약분업의 실시와 함께 개정된 현 약사법에서 복약지도를 약사의

사고나 이로 인한 의료이용 등의 비용 등서 추산되지 않고 있다.

의무로 규정하여 그 시행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약국에서의

우리나라는 처방우버1 대한 복약지도 의무률 약사에게 지우고 있

복약지도는 시설 및 설비의 문제, 약국운영상의 문제 등으로 현

을 뿐(약사법 제 22조 ® 항) 제도적으로 약물감시률 이률 수 있

재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그러므로 약사 복약지

는 장치는 극히 머비하다. 다만 의약품의 시관 후 안견관리 제도

도의 효율적 수행과 복약이행도의 향상을 위한 보상책이 마련되

의 일환으로 소비자, 제조업자나 병의원 및 약국, 흑은 보건의료

어야 하겠다.

관련단체의 자발적인 부작용 보고률 받는 체제를 갖고 있으나 연
간 보고건수가 약 300건에 머무는 수준이다. 이처럼 참여가 저

결

론

조한 이유는 인식 부족, 홍보 부족, 문제의 책임소재 등에 대한
제도적 보호 미비 등어 포함된다. 약물 부작용의 발생빈도, 비용,

영국과 머국 등 선진국들은 최근 '약물관리'의 개념을 도입하

고 위험 집단 등에 대한 보다 정확한 정보룰 얻기 위해서는 부

여 노인 계층의 의약품 소비의 특성과 문제점에 대해 특별한 관

작용 보고 체계에 많은 사람돌이 참며할 수 있도록 하는 방한의

심을 기울이고 었다.^ > 막물관리'란 사용자, 죽 노인환자와 의료

마련이 시급하다고 하겠다.

인 간의 협력을 통하식,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선의 결과틀 노인

셋째, 정부는 조속히 약물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

들에게 제공함으로써 체계적인 약물치료를 하는 것을 말한다. 노

다. 노인에게 부적절한 약물(Beers Criteria), 신장기능에 따른 용

인의 막물관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의약품 사용으로부터 최대한

량조절 필요약물, 분할이나 분쇄 시 약효저하 억물 등 필요한 데

의 효용을 얻는 것과, 의약품의 부적절한 사용으로 인한 불필요

이터들이 죽시 검색되어 의료인에게 알려즐 수 었어야 한다. 환

한 질병을 예방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도 노인 인구의 증가와 이

자의 전산의무기록(EMR: electronic medical record)이 전산화

로 인한 의약품 시용량 증가 및 수반되는 부정적인 결과들을 고

되어 있다면 환자쉬1게 약 처방 시 중복처방, 과 용량 처방, 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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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에 따른 노인환자의 ■복익켜도 필요성과 휠성화 방안 연구

상호작용이 있는 약물 처방 시, 보다 안견하고 적절한 약물요법

Epidemiol.

23, 158 (1988).

5) 정경희 외 : 2004년도 견국 노인 생활 실태 및 복지욕구 조사,

이 수행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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