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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urrent Analysis on Alert Override Reasons of Pregnancy
Contraindication in the Drug Utilization Review system
and the Policy Impl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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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the patterns of alert override reasons for the pregnant women and
to find ways to improve the Drug Utilization Review (DUR) system. The target of the study was the texts data about Grade
1 and M drugs after pregnant contraindication DUR check of institutions from January to December 2016. In this study, we
extracted the key texts of alert override reasons and categorized them into the standard items. In order to figure out the
pattern of alert override reasons in respect of whether the criteria was appropriate for the reasons or not, they were classified into the umbrella concepts which were named as operational definitions. Descriptive statistics was carried out using
R program for empirical analysis of the cases described alert override reasons during pregnancy contraindication DUR
check. In conclusion, the number of the clinics was 332, the most in the institutions describing alert override reasons. Moreover, ‘insufficient reason’ was 38.9%, the most among the patterns of alert override reasons, and there were many ‘meaningful reason (30.9%)’ and ‘clerical mistake (27.2%)’ in the following order. In addition, ‘insufficient reason’ of the tertiary
hospitals was 37.4%, the most among them, and ‘clerical mistake’ of the clinics was 11.6% in the following order. Among
the ingredients of pregnancy contraindication that corresponded to the significant reason, dydrogesterone oral agents
accounted for the highest, 46.1%.
Keywords retrospective drug utilization review, pregnancy contraindication, alert override reason

의약품안전정보서비스인 Drug Utilization Review (DUR)는

보험심사평가원은 DUR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사후관리
한다.2)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의사와 약사에게 의약품
적정사용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 시스템은 의사와 약사가

DUR은 약물요법을 표준화하여 지역간 또는 처방의사간 환자

의약품을 처방하고 조제할 때 의약품 안전성과 관련된 정보를 실

진료 수준 차이를 줄일 수 있으며, 예방 가능한 약물 이상반응으

시간으로 제공하여 이상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의약품을 사전에

로부터 환자안전을 지킬 수 있는 제도로서, 국민보건향상을 위

1)

점검할 수 있도록 해준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의약품안전

해 필수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3) 현재 국내 DUR은 한방 진료

관리원은 DUR 금기와 주의 등 의약품 적정사용 정보를 개발하

분야를 제외하고 전국 요양기관에서 처방 · 조제 받은 환자에게

여 제공하고,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 정보에 따

병용 · 연령 · 임부금기 의약품, 안전성 관련 사용중지 · 사용주의

라 의약품이 적절하게 사용되는지를 관리 · 감독한다. 특히 건강

의약품, 용량 · 투여기간 · 분할 등 주의 의약품, 노인주의 의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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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처방전간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1)
DUR 경고가 발생하면 의사와 약사는 처방 · 조제를 변경해야
하고 점검 시 부득이하게 처방 · 조제할 경우 예외사유를 기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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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한다.「의약품 병용금기 성분 등의 지정에 관한 규정」에 의

외사유를 수집하여 기재된 예외사유 패턴을 분석하고, 그 결과

해 임부금기 등급에 따라 사유기재 여부가 다르다. 임부금기 1

를 바탕으로 임부금기와 관련한 DUR 시스템의 개선방안을 모

등급 의약품은 예외사유를 기재해야 하고 2등급 의약품은 기재

색하고자 하였다.

가 불필요하다. M등급 의약품이란 상병에 따라 1등급 또는 2등
급 여부가 달라져 사유기재 여부도 그에 따라 달라진다.4)

연구방법 (Study Methods)

DUR은 그 적용시점에 따라 전향적, 후향적, 그리고 동시적
DUR로 분류한다.3,5,6) 현재 국내에서는 동시적 그리고 전향적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방법

DUR을 실시하고 있다. 후향적 DUR은 특정 환자집단을 대상으

본 연구의 대상은 2016년 1월부터 12월까지 1년간 요양기관

로 이미 약물처방이 일어난 후에 그 처방내용을 평가하는 것으

이 임부금기에 대한 DUR 점검을 완료하여 전송한 자료 중 예

로 약물처방 및 조제내용의 적절성을 평가하여 의사와 약사에게

외사유를 기재한 임부금기 1등급과 M등급 의약품에 대한 자료

시정하도록 조치함으로써 향후 약물처방을 개선할 수 있다.5)

를 추출한 것이다. 전송년월이 2016년 1월부터 12월까지의 DUR

그러나, 국내 후향적 DUR은 연구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있지

점검자료에서 점검이 미완료된 건(예; 처방 · 조제 중 중단한 경

않기 때문에 보다 적극적으로 후향적 DUR을 시행하여 효과적

우), 완료된 점검을 취소한 건(예; 처방 · 조제 후 해당 내역을 취

3)

인 정책을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한편, 국내 저출

소한 경우), 예외사유가 공란인 건, 요양기관기호가 없는 건은 대

산 환경에서 건강한 세대 계승과 임부금기 의약품의 사용관리란

상에서 제외하였다(Fig. 1).

점에서 임부금기 예외사유 분석이란 후향적 DUR 연구는 중요
한 의미를 갖는다.

또한, 해당 기간 동안 임부금기 점검을 완료하여 심사평가원
에 전송된 예외사유 자료에서 임부금기 의약품의 현황을 파악하

실제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2016년 의료기관 종별 DUR 정

고자 하였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2016년까지 「의약품 병용

보제공률’ 현황에서 임부금기 처방 경고에 대한 보건소의 처방

금기 성분 등의 지정에 관한 규정」에서 고시한 임부금기 성분

변경률이 7.6%로 저조하여 이에 대한 실태파악이 필요하다고 제

과 보건복지부가 고시하는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7)

기된 바 있다. 처방변경률을 제고하기 위한 다양한 연구가 진

에서 임부금기 성분에 해당하는 주성분코드를 매칭하여 현황을

행되고 있으나, 이와 관련한 예외사유 연구는 충분하지 않다. 기

분석하였다.11,12)

존 예외사유 분석 연구들8-10)은 대상 요양기관 수가 한정되어 연
구규모가 작은 한계점이 있거나 약물상호작용, 중복처방의 예외
사유에 대한 연구들이었다.

조작적 정의와 분류
요양기관에서 기재한 임부금기 예외사유는 의사와 약사가 임

이에 본 연구는 2016년 국내 요양기관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부에게 임부금기 의약품을 사용한 이유를 자유롭게 기술한 텍스

에 전송한 DUR 점검자료 중 임부금기 의약품의 처방 · 조제 예

트 형태다. 이에 다양한 기술문으로부터 경고 기각 사유를 한눈

Fig. 1 − Data selection process
*DUR : Drug Utilization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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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알 수 있도록 key text를 추출하였다. 그리고 동일한 목적을

예외사유는 경고 기각 사유를 기술하지 않고 단순한 문구 및 문

의미하는 key text를 정형화된 항목으로 범주화하였다. 예를 들

자들로 표기한 경우를 말한다. 다섯째, 부적절 예외사유는 임부

면, ‘유산 방지’, ‘조산 방지’, ‘유 · 조산 방지’, ‘유산을 막기 위

금기와 관련 없는 다른 사유로 경고를 기각한 경우이다. 예외사

해’ 등의 표현들을 '유산 또는 조산 방지'라는 문구로 단일화하였

유의 조작적 정의와 분류에 대한 적절성은 심사평가원 임상약학

다(Table 1).

전문가 3인과 산부인과 전문의 2인의 심층 인터뷰를 통해 확인

또한 이 범주화 내용이 기각 사유로써 적절한지 판단하기 위

하였다.

8-10)

해 기존 연구

를 참조하여 조작적 정의를 내린 상위개념으로

분류하였다. 첫째, 유의미 예외사유는 임부금기 의약품일지라도

자료분석방법

예외적으로 임부에게 치료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를 일컫는다. 둘

임부금기 DUR 점검에 대한 요양기관 종별 예외사유 기재건

째, 불충분 예외사유는 임상적 필요에 의해 사용하였다고 기술

수, 임부금기 성분별 예외사유 기재건수 등을 분석하기 위해 R

했으나 사용 목적 언급이 미흡한 경우를 말한다. 셋째, 임부표기

통계 프로그램(R3.4.4) 등을 이용하여 기술통계를 실시하였다.

기재오류는 임부가 아닌 자에게 투여한 경우이다. 넷째, 무의미
Table I − Categorization of alert override reasons
Class
Meaningless
reason

Category

prescription, outpatient, personal affairs, etc.

Simple letters

a, p, fffgghtyu, etc.

Prescription change

order change

Ingredient duplication

business trip for a long period, travel, etc.

Drug-drug contraindication
Inappropriate
Multiple prescriptions of low
reason
strength

Insufficient
reason

Significant
reason

Clerical
mistake

Key texts of alert override reasons

Absence of reasons

no combination, etc.
control of dose, self-control of dose, control of medicine, etc.

Inappropriate reasons

no contraindication, implementation due to no appetite suppress, etc.

No substitute

no other medicines available or no effect, no alternative medicine to treat, etc.

Clinical needs

control of symptoms, aim of treatment, in need, etc.
(only mention of the necessity)

PRN

prescription pro re nata (PRN), etc.

Benefit outweighs harm

benefit outweighs harm, gravida health is the priority, etc.

Prevention of miscarriage or
premature birth

prevention of miscarriage, pregnancy maintenance, bleeding in early pregnancy, prevention
of uterine contraction, threatened abortion, prevention of preterm birth, etc.

Delivery

delivery, use during delivery, treatment before surgery, use during surgery, induced labor,
cervical dilation, contraction, normal delivery, etc.

Assisted reproductive
technology

artificial insemination, IVF, fertilization, hormone therapy after fertilization

Clinical needs

the mention of specific treatment purpose

Induced abortion

ectopic pregnancy, expected abortion, etc.

No gravida

no gravida, no childbearing age, no maternity, etc.

Postpartum

uterine contraction after delivery, bleeding after delivery, uterine contraction after surgery,
pregnancy end, etc.

Abortion

stillbirth, abortion, missed abortion, incomplete abortion, curettage, etc.

Ovulation

superovulation, hypermenorrhea, sterility, amenorrhea, menstruation induction, etc.

Contraception

contraception, postcoital contraception

Menopause

menopausal women, menopause treatment, etc.

Polycystic ovarian syndrome

polycystic ovarian syndrome, PCO

HRT

hormone replacement therapy (HRT)

Menstruation

premenstrual syndrome, menstrual p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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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개소(3.6%), 상급종합병원 33개소(3.5%), 보건기관 21개소
(2.2%)였다(Table 2). 요양기관 종별로 봤을 때, DUR 점검을 했

일반적인 특성

던 요양기관 종별 대비 임부금기 예외사유를 기재한 요양기관 종

2016년 1월부터 12월까지 1년간 DUR 임부금기 점검을 완료

별의 비중이 가장 높은 것은 상급종합병원(76.7%)이었다.

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전송한 자료 중 임부금기 예외사유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2016년까지 고시된 임부금기 성분수는

를 기재한 요양기관은 총 948개소이며, 각각 의원 332개소

669개이며 해당 주성분코드는 3,440개였다. 그 중 1등급 성분수

(35.0%), 약국 296개소(31.2%), 병원 175개소(18.5%), 종합병원

는 80개, M등급 성분수는 4개이며 1등급에 해당하는 주성분코

Table II − Characteristics of target institutions
Institution type

(unit: place (%))
Numbers of
total institutionsa

Numbers of
target institutionsb

The ratio of
target/total institutions

43 (0.1)

33 (3.5)

76.7%

Tertiary hospital
General hospital

295 (0.4)

91 (3.6)

30.8%

3,104 (4.2)

175 (18.5)

5.6%

Clinic

28,863 (39.2)

332 (35.0)

1.2%

Dental hospital & Clinic

17,085 (23.2)

-

-

3,461 (4.7)

21 (2.2)

0.6%

Pharmacy

20,781 (28.2)

296 (31.2)

1.4%

Total

73,632 (100.0)

948 (100.0)

1.3%

Hospitalc

Health centerd

a

The current state of institutions which check the Drug Utilization Review (DUR) once more during 1 month, December 2016 (source:
The current state of DUR check 2016)
b
The institutions described the text of alert override reasons corresponding pregnancy contraindication during DUR check.
c
Hospitals include long-term care hospitals.
d
Health centers include the branch office of health centers and health care centers.
Table III − Classification of alert override reasons
Class

(unit: case (%))
Category

Cases

Meaningless reason

Absence of reasons
Simple letters
Prescription change

834 (1.6)
346 (0.6)
9 (0.02)

Inappropriate reason

Ingredient duplication
Drug-drug contraindication
Multiple prescriptions of low strength
Inappropriate reasons

309 (0.6)
90 (0.2)
29 (0.1)
12 (0.02)

Insufficient reason

No substitute
Clinical needs (only mention of the necessity)
pro re nata (PRN)
Benefit outweighs harm

19,381 (36.3)
985 (1.8)
259 (0.5)
114 (0.2)

Significant reason

Prevention of miscarriage or premature birth
Delivery
Assisted reproductive technology
Clinical needs (mention of specific treatment)
Induced abortion

13,550 (25.4)
1,580 (3.0)
860 (1.6)
413 (0.8)
64 (0.1)

Postpartum
No gravida
Abortion
Ovulation
Contraception
Menopause
Polycystic ovarian syndrome
Hormone replacement therapy
Menstruation

8,403 (15.8)
2,899 (5.4)
2,824 (5.3)
130 (0.2)
80 (0.1)
77 (0.1)
39 (0.1)
32 (0.1)
24 (0.02)

Clerical mistake

Total

53,343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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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는 614개, M등급에 해당하는 주성분코드는 44개였다. 이 중에

통계적 분석

서 임부금기 경고를 기각하고 예외사유를 기재한 후 처방 · 조제

1) 요양기관 종별 예외사유 기재 기관수

하여 연구대상 자료에 포함된 1등급 성분수는 58개, M등급 성

요양기관 종별 임부금기 예외사유를 기재한 기관수는 Table 4

분수는 4개이며, 1등급에 해당하는 주성분코드는 165개, M등급

와 같다. 예외사유 유형별 최대 기관수를 갖는 종별은 유의미한

에 해당하는 주성분코드는 11개였다.

예외사유의 경우 의원(153개소), 불충분한 예외사유는 종합병원
(21개소), 임부표기 기재오류는 의원(198개소), 무의미한 예외사
유는 약국(76개소), 부적절한 예외사유는 종합병원(36개소)이었다.

예외사유의 분류와 범주화
임부금기 경고를 기각한 예외사유의 key text를 정형화된 항
목으로 범주화하였다. 그리고 범주화 내용을 예외사유 유형별로

2) 요양기관 종별 예외사유 기재건수

분류하였다. 분류한 결과는 Table 3과 같다. 불충분한 예외사유

요양기관 종별, 예외사유 유형별 기재건수를 알기 위하여 R

(38.9%)가 가장 많았으며, 유의미한 예외사유(30.9%)와 임부표

통계 프로그램(R3.4.4)을 이용하여 교차분할표를 작성하였다(Table

기 기재오류(27.2%)가 그 다음 순으로 많았다.

5). 전체 예외사유 기재건 중 상급종합병원의 ‘불충분한 예외사

Table IV − Numbers of target institutions by institution types and classes of alert override reasons

(unit: place)

Classes of alert override reasons
Institution type

Meaningless
reason

Inappropriate
reason

Insufficient
reason

Significant
reason

Clerical
mistake

Total

Tertiary hospital

20

12

16

26

27

33

General hospital

39

36

21

56

81

91

Hospitala

43

28

11

89

150

175

Clinic

39

30

5

153

198

332

Health centerb

2

-

-

-

20

21

Pharmacy

76

31

13

38

176

296

Total

219

137

66

362

652

948

a

Hospitals include long-term care hospitals.
b
Health centers include the branch office of health centers and health care centers.
Table V − Cross tabulation of institution types and classes of alert override reasons

(unit: case, (n/table total %))

Classes of alert override reasons
Institution type

a

Meaningless
reason

Inappropriate
reason

Insufficient
reason

Significant
reason

Clerical
mistake

Total

Tertiary hospital

297
(0.6)

117
(0.2)

19,929
(37.4)

775
(1.5)

867
(1.6)

21,985
(41.2)

General hospital

465
(0.9)

182
(0.3)

727
(1.4)

2,496
(4.7)

2,542
(4.8)

6,412
(12.0)

Hospitala

197
(0.4)

60
(0.1)

41
(0.1)

5,552
(10.4)

4,566
(8.6)

10,416
(19.5)

Clinic

92
(0.2)

37
(0.1)

16
(0.0)

5,702
(10.7)

6,168
(11.6)

12,015
(22.5)

Health centerb

3
(0.0)

-

-

-

33
(0.1)

36
(0.1)

Pharmacy

135
(0.3)

44
(0.1)

25
(0.0)

1,943
(3.6)

332
(0.6)

2,479
(4.6)

Total

1,189
(2.2)

440
(0.8)

20,738
(38.9)

16,468
(30.9)

14,508
(27.2)

53,343
(100.0)

Hospitals include long-term care hospitals.
Health centers include the branch office of health centers and health care centers.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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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 Distribution of alert override reasons by institution types. The mosaic plot of R statistic program visualizes the classes of alert override
reasons by institution types.

유’ 기재건수가 37.4%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는 의원의 ‘임

적절한 예외사유, 불충분한 예외사유 순으로 높은 빈도를 보였

부표기 기재오류’가 11.6%였으며, 의원과 병원의 ‘유의미한 예외

다. 의원은 임부표기 기재오류와 유의미한 예외사유가 대부분이

사유’가 각각 10.7%와 10.4%였다.

었고, 무의미한 예외사유, 부적절한 예외사유, 불충분한 예외사

상급종합병원은 불충분한 예외사유가 19,929건으로 가장 많았

유는 각 백 건에 미치지 못했다. 보건기관은 임부표기 기재오류

으며, 임부표기 기재오류, 유의미한 예외사유, 무의미한 예외사

33건, 무의미한 예외사유 3건으로 미미한 수준이었다. 약국은 유

유, 부적절한 예외사유 순으로 높은 기재건수를 보였다. 종합병

의미한 예외사유, 임부표기 기재오류, 무의미한 예외사유, 부적

원은 임부표기 기재오류, 유의미한 예외사유, 불충분한 예외사유,

절한 예외사유, 불충분한 예외사유 순으로 빈도가 높았다. 요양

무의미한 예외사유, 부적절한 예외사유 순으로 많았다. 병원은

기관 종별 예외사유 유형에 대한 R 통계프로그램의 모자이크플

유의미한 예외사유, 임부표기 기재오류, 무의미한 예외사유, 부

롯은 Fig.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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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VI − Top 5 ingredients of significant reason
Class

No.

Significant
reason

Ingredient (dosage form)

Cases

Ratio

1

dydrogesterone (oral)

7,594

46.1%

2

hydroxyprogesterone (injection)

3,097

18.8%

3

micronized progesterone (oral)

1,785

10.8%

4

oxytocin (injection)

1,174

7.1%

5

(micronized) progesterone (injection)

1,160

7.0%

57 including estradiol (oral)

1,658

10.1%

others

Total

16,468
(100.0%)

Table VII − Significant reason's categories of top 5 ingredients
Ingredient (dosage form)

dydrogesterone (oral)

hydroxyprogesterone
(injection)

micronized progesterone
(oral)

oxytocin (injection)

micronized progesterone
(injection)

No.

Category

Cases

Ratio

1

Prevention of miscarriage or premature birth

7,574

99.7%

2

Clinical needs

15

0.2%

3

Delivery

3

0.04%

4

Assisted reproductive technology

1

Prevention of miscarriage or premature birth

2

2

0.03%

3,000

96.9%

Assisted reproductive technology

86

2.8%

3

Clinical needs

11

0.4%

1

Prevention of miscarriage or premature birth

1381

77.4%

2

Assisted reproductive technology

401

22.5%

3

Delivery

2

0.1%

4

Clinical needs

1

0.1%

1

Delivery

1,172

99.8%

2

Clinical needs

2

0.2%

1

Prevention of miscarriage or premature birth

1,113

95.9%

2

Assisted reproductive technology

43

3.7%

3

Clinical needs

3

0.3%

4

Delivery

1

0.1%

Total

7,594
(100.0%)

3,097
(100.0%)

1,785
(100.0%)

1,174
(100.0%)

1,160
(100.0%)

3) 유의미한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임부금기 성분

아니라 후향적 DUR을 적극적으로 시행할 필요성이 있다. 더불

유의미한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임부금기 성분에서 동일성분(주

어, 국내 저출산 환경에서 건강한 차세대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성분코드를 기준으로 1~4째자리(주성분일련번호)와 7째자리(투

임부금기 예외사유를 분석한 본 연구가 주는 의미가 크다고 할

여경로)가 동일한 성분)별로 기재건수 상위 5순위 현황을 분석하

수 있다. 또한 ‘2016년 의료기관 종별 DUR 정보제공률’ 현황7)

였다. Dydrogesterone 경구제가 46.1%로 기재건수 비중이 가장

에서 임부금기 처방 경고에 대한 낮은 처방변경률에 대한 문제

높았다. 또한, 상위 5개 성분이 유의미한 예외사유의 약 90%를

점이 제기되었는데, 그 문제의 원인과 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전

차지하고 있었다(Table 6). 5개 성분의 범주화한 예외사유와 기

초적 연구가 될 수 있겠다.

재건수는 Table 7과 같다.
연구결과에 대한 고찰

고 찰 (Discussion)

임부금기 의약품 점검은 의사와 약사가 환자에게 임신 여부를
확인한 후 임신여부란에 체크한 경우에 점검이 된다. 임부 표기

예외사유 연구의 필요성

가 잘못된 경우 불필요한 임부금기 결과가 제공될 수 있으므로

DUR은 예방 가능한 약물이상반응으로부터 환자안전을 지킬

분만 등 임신 종료 시 임부 설정 체크를 해제한 후 DUR 점검을

수 있는 좋은 제도로서 국민보건향상을 위해 필수적으로 제공되

해야 한다.1) 이러한 점을 미루어 볼 때, 임상현장에서 임신 종료

3)

어야 한다. 따라서 현재 시행하고 있는 동시적, 전향적 DUR뿐
Vol. 62, No. 6, 2018

에 맞춰 일일이 체크를 해제하지 못하거나 전산프로그램의 기록

DUR 임부금기 예외사유 분석

417

누적으로 임부표기 기재오류가 27.2%를 차지하는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DUR 메시지를 빨리 통과하기 위해 기각사유를

또한, 예외사유 기재가 부실할 수도 있을 거라는 우려와는 달

명확하게 기재하지 않은 불충분한 예외사유나 ‘ㅋㅋㅋ’ 같은 단

리, 무의미, 부적절 예외사유의 비율이 3.1% 가량으로 낮아 임

순 문자를 입력한 무의미 예외사유도 대폭 감소될 것으로 예측된다.

상현장에서 예외사유 기재를 충실히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셋째, 정형화된 데이터가 적재될수록 빅데이터로써의 활용도

있었다.

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R. Sathiyavathi는 건강관리정보가

한편, ‘대체약이 없는 치료, 필요시 투여, 유익성이 위험성을

거대하고 체계적이지 않기 때문에 통찰력 있는 정보를 생성하기

상회함’과 같이 포괄적인 의미로 기재한 불충분 예외사유로는 적

위해 빅데이터 분석을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말했다.13) 자

정한 사용 여부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없었다. 그러나 이 부분은

유기술된 비정형데이터를 정형화된 데이터로 변화하는 과정과

제도적으로 보완한다면 개선의 여지가 있다. 즉, 이제까지는 치

그 결과를 통해 다른 새로운 결과물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료 목적의 사유를 자유롭게 기술했으나, 다빈도로 사용되는 치

그럼으로써 빅데이터 분석의 지평은 더 넓어질 것으로 판단된다.

료 목적의 경우 정형화된 틀을 제공하는 것을 생각해볼 수 있겠다.

넷째, 본 연구는 예외사유를 기재하는 다른 점검항목, 즉 병용
금기, 연령금기 등에서 후향적 DUR 연구의 모델이 될 수 있다.

시사점

이 연구는 특히 예외사유 분석방법에 새로운 통찰력을 줄 수 있

본 연구가 주는 가장 큰 시사점은 임부금기 의약품 중 임부에

을 것이다. 이러한 연구결과들로 DUR 시스템의 개선범위가 점

게 치료 목적으로 사용한 타당한 처방 · 조제 사유를 신규 예외

차 확대되면 의약품 사용의 안전성이 제고되고 결국 국민건강이

사유코드로 개발하는 것이다. 실제로 임부에게 치료 목적으로 사

증진될 것이다.

용된 유의미한 예외사유는 전체 예외사유 기재건수의 30.9%를
차지했다. 유의미 예외사유 중 46.1%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

제한점

하는 임부금기 성분은 dydrogesterone 경구제인데, 황체기능부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제한점이 있다.

전에 의한 불임치료와 황체호르몬 부족으로 인한 유 · 조산 치료

첫째, 본 임부금기 예외사유의 분석방법을 다른 DUR 점검 항

시 임부에게 사용한다. 이 내용은 해당 성분의 식약처 허가사항

목에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경고를 기각하기 위해 예외사

상 효능 · 효과이면서, 임부금기 예외사항으로 규정되어 있다.11)

유를 기재하는 병용금기, 연령금기의 DUR 점검은 다른 접근 방

이와 같이 사용빈도가 높은 타당한 예외사유를 코드로 개발하여

식의 분석을 요구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한국데이터진흥원은 빅

DUR 시스템에 반영한다면 다음과 같은 이점들이 있다.

데이터 분석 기법 중 텍스트 분석법인 텍스트 마이닝 수행 시 문

첫째, 후향적 DUR 평가 시 위양성(false positive) 경고에 따

화나 관습의 차이가 텍스트 데이터에 반영되므로 언어 및 국가

른 DUR 메시지를 파악함으로써 처방변경률에 대한 보정이 가

별로 다른 접근 방식의 분석을 수행한다고 설명했다.14) 하물며

능할 것으로 본다. 단순히 수치로만 봤을 때 1년간 5만 건이 넘

병용금기와 연령금기 데이터는 전혀 다른 성질의 예외사유가 기

는 1등급 임부금기 의약품이 처방 · 조제되었다는 것은 불편한 진

재되며 처방되는 대상이나 패턴이 다를 수 밖에 없다. 이 예외사

실이 될 수 있다. 하지만 그 사유를 면면히 살펴 보면 타당한 사

유들도 육안으로 면밀히 보지 않으면 분석 방향을 파악하기가 쉽

유들이었다. 유의미한 예외사유 중 유산 또는 조산 방지의 목적

지 않을 것이다.

으로 투여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둘째, 텍스트 자체만을 가지고 진료 목적을 판단하는 데 제약

만약 이런 경우 의료진이 신설된 예외사유 코드를 사용한다면

이 있다. 이는 자유롭게 기입하되 신속하게 처방점검을 하고자

임부금기 의약품의 예외적 사용에 대한 현황 파악이 좀더 분명

하는 진료 환경을 전제할 때 생각해볼 수 있다. 예를 들면, ‘출

해질 것이다. 향후 요양기관 DUR 실태점검에서 이를 활용한다

혈’, ‘자궁수축’이란 단어만 기입한 경우 어느 의약품을 처방했는

면 선택과 집중을 통해 정책 실행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겠다.

지에 따라 그 처방 의도가 다를 수 있다. ‘절박 및 습관성 유조

이는 국민건강을 지키고자 하는 DUR 목적의 완성도를 높이게

산’에 사용하는 dydrogesterone을 처방한 경우 기입한 예외사유

되는 것이다.

‘출혈’은 임신초 출혈을 치료하기 위함을 추측할 수 있다. 반면,

둘째, 진료 현장에서의 편의성이 증대될 것이다. 경고를 기각

‘자궁수축의 유발, 촉진 및 자궁출혈의 치료’에 사용하는 oxytocin

하기 위해 사유를 기술하기보다 코드를 선택하여 입력하는 것이

을 처방한 경우 기입한 예외사유 ‘출혈’은 분만후 출혈에 사용하

진료현장에서의 워크플로우를 단축시키고 경고 피로(alert fatigue)

는 것을 추측할 수 있다. 또 다른 예로 ‘절박 및 습관성 유 · 조

감소에도 기여할 것으로 본다. R. Sathiyavathi는 건강정보의 디

산’에 사용하는 dydrogesterone을 처방한 경우 기입한 예외사유

지털화를 통해 임상 워크플로우를 간소화하고, 진료를 최적화하

‘자궁수축’은 자궁수축을 방지하기 위함임을 추측할 수 있다. 반

고, 의사와 환자 간의 관계를 강화하고, 비용을 절감하고, 결과

면, ‘자궁수축의 유발, 촉진 및 자궁출혈의 치료’에 사용하는

를 개선할 수 있는 깊은 통찰력을 얻을 수 있다고 했다.13)

oxytocin을 처방한 경우 기입한 예외사유 ‘자궁수축’은 분만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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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자궁퇴축부전 치료를 위해 자궁수축을 유도하는 것임을 추측
할 수 있다. 이렇듯, 의약품 성분별 효능 · 효과를 연계하여 텍스
트 의미를 판단해야 bias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 즉, 의약학적 전
문성을 가지고 텍스트를 추출하고 패턴을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
였다. 이 때 임부의 치료 목적으로 사용빈도가 높은 타당한 임부

iwt/ds/ko/useinfo/EgovDurUds.do?pageCsf=KR (accessed on
Aug 23, 2018).
3) Park, H. J., Shin, J. Y., Shin, S. M. and Park, B. J. : Current
Status of Prospective DUR System Running and Retrospective
DUR Research in European Countries. Kor. Public Health Res.
39, 2, 49 (2013).

금기 예외사유를 코드로 개발하여 DUR 시스템에 반영한다면 의

4)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Guideline for the identification

료진이 DUR 점검 시 적정한 코드를 선택할 수 있게 되고, 향후

of drug information and the operation of the DUR system

효율적으로 후향적 DUR 분석을 할 수 있겠다. 이런 점에서 본

(2017).

연구가 주는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5) Park, B. J. : Drug Utilization Review. J. Pharmacoepimemiol.
Risk. Manag. 1, 13 (2008).

결 론 (Conclusion)
본 연구를 통해 2016년 DUR 점검 자료에서 임부금기 예외사
유의 기재건수가 불충분한 예외사유 약 39%, 유의미한 예외사
유 약 31%, 임부표기 기재오류 약 27%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6) Academy of Managed Care Pharmacy: Drug Utilization
Review. (2009).
7) Dailypharm: Health centers ignore DUR, the lowest compliance with pregnancy contraindication. Available at http://
www.dailypharm.com/Users/News/NewsView.html?ID=
231622 (accessed on Aug 23, 2018).

또한 전체 예외사유 중 상급종합병원의 불충분한 예외사유 기재

8) Jang, C. : Analyzing alert overrides reasons in the Drug

건수가 약 37%, 의원의 임부표기 기재오류가 약 12%로 그 다음

Utilization Review system. Department of Biomedical

으로 많았다. 사용빈도가 높은 타당한 예외사유를 코드로 개발

Informatic, The Graduate School of Medicine, Ajou University

하여 DUR 시스템에 반영한다면 위양성 경고에 따른 처방변경
률을 보정할 수 있고 임부금기 의약품 사용과 관련한 정책을 실
행하는 데 있어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 앞으로 임부금기뿐 아
니라 예외사유를 기재하는 타 점검항목들의 후향적 DUR 연구
들이 뒤따라질 필요가 있다.

(2016).
9) Oh, O.H. : Study on the improvement of prescribers’
responses to DUR alerts produced by governmental DUR
system. Department of Pharmacy, The Graduate School, CHA
University (2017).
10) Grizzle A. J., Mahmood M. H., Ko Y., Murphy J. E., Armstrong
E. P., Skrepnek G. H., Jones W. N., Schepers G. P., Nichole 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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