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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ramadol is a frequently prescribed opioid analgesic for moderate to severe pain. However, tramadol has the
potential for misuse by patients and leads to many adverse opioid effects such as central nervous system depression,
respiratory depression, and death. Therefore, in December 2017, the 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 announced the
contraindications for tramadol in pediatric patients under the age of 12 years.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the prescribing trends of tramadol in pediatric patients in Korea. To identify prescriptions that included tramadol, we used
the 2017 and 2018 databases of the Health Insurance Review and Assessment Service - Pediatric and Adolescent Patient
Sample. Among patients under the age of 12, the number of prescriptions per million patients was recorded according to
inpatient stay and outpatient visits. The results obtained for 2017 and 2018 were compared to evaluate change. The number
of prescriptions for patients under the age of 12 were 2,360 (8.33%) and 2,696 (10.24%) per million patients for inpatient
stay and 25,959 (91.60%) and 23,618 (89.70%) per million patients for outpatient visits in 2017 and 2018, respectively.
Compared to 2017, in 2018, the tramadol prescription for inpatient stay increased, whereas it decreased for outpatient
visits. However, the proportion of tramadol prescription remained high in the clinic. Therefore, our findings suggest the
need to promote awareness to reduce the inappropriate use of tramadol in pediatrics.
Keywords Tramadol, pediatrics, prescription pattern, safety alert

서 론(Introduction)

진통제, 3단계 강한 통증에는 모르핀, 옥시코돈, 펜타닐 등 강한
마약성 진통제의 단계별 사용을 권고하고 있다. 미국을 포함한

트라마돌은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합성 진통제로써 1977년

해외국가에서는 16세 이상의 소아·성인을 대상으로 급성 통증

독일에서 처음 시판된 이후 오랜 기간동안 사용되어오고 있다.

에 5일 이내로 단기간 사용에 대해 허가하였으며, 마약성 진통

트라마돌은 비마약성과 마약성 두 가지 기전으로 진통작용을 하

제로 분류하여 면밀히 관리하고 있다.2) 미국식품의약국(Food and

는 약제이다. 비마약성 작용으로 세로토닌의 분비를 자극하고

Drug Administration, FDA)에서는 2017년 4월, 12세 미만의 어

노르에피네프린과 세로토닌 재흡수를 억제해 통증에 효과를 보

린이가 트라마돌을 복용할 경우 호흡이 느려져 호흡곤란 발생

이거나, 마약성 작용으로 µ-opioid 수용체에 작용해 통증을 억제

하거나 사망에 이를 수 있다며 12세 미만에서의 사용을 금기하

하는 작용기전으로 통증을 완화한다.1)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는 서한을 발표하였다.3) 우리나라에서도 트라마돌은 비스테로이

Organization)의 약물사용 지침에 따르면, 통증의 강도에 따라 1

드성 소염진통제 등으로 잘 조절이 되지 않는 통증을 조절하기

단계 약한 통증에는 아스피린, 아세트아미노펜 등의 비마약성

위해 소아청소년에서 널리 사용되어온 약물이다. 하지만 식품의

진통제, 2단계 중간 통증에는 트라마돌, 코데인 등 약한 마약성

약품안전처는 미국 FDA의 트라마돌 함유 제제 관련 안전성 정
보에 대한 검토결과에 따라 허가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2017년 12월 7일 허가사항 변경안을 마련하여 트라마돌의 12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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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만 연령금기에 대한 사전예고를 하였다. 이후 2019년 5월 22
일 식약처 연령금기 고시(제 2019-41호) 품목으로 지정되어 12
세 미만의 소아청소년에 대한 투여가 금지되었다.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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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라마돌의 국내 허가사항에 기재된 효능효과는 ‘중등도-중증

에 따른 환자단위 층화계통 추출하여(약 100만명) 대상 환자들

의 급·만성 통증’이고, 12세 이상의 소아-성인을 대상으로 필

의 해당년도 요양개시일 기준으로 1년간 청구된 진료내역을 표

요 이상의 장기간 투여를 하지 않도록 권고하고 있다. 트라마돌

본 추출한 후 비식별화 조치하여 구성한 데이터셋이다.8) 우리나

사용상의 주의사항으로 ‘트라마돌은 모르핀형(µ-opioid)의 정신

라는 단일 의료보험으로 전국민의 처방 청구자료가 수집되기 때

적, 육체적 의존성을 유발할 수 있다.’고 기재되어있지만, 현재

문에 대상 환자는 우리 나라 소아청소년 인구의 대표성을 갖고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 등 분류번호에 관한 규정’에 따른 의

있다. 데이터셋은 명세서 일반내역, 진료내역, 상병내역, 원외처

약품 분류는 해열·진통·소염제로 되어있다. 국내에서 수행된

방내역으로 구성되어 있어 수진자의 특성, 주상병, 입원 또는 외

자발적 부작용 신고제도를 통한 약물유해반응 사례를 분석한 연

래로 발생하는 모든 행위 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며 요양기관현

구5)에서 가장 많은 유해사례 보고가 된 의약품 분류가 해열·

황정보 또한 데이터셋에 포함되어 수진자가 이용한 요양기관의

진통·소염제이며 그 가운데에서도 트라마돌 성분제제가 차지

종류를 함께 분석할 수 있다.9)

하는 비중이 가장 많았다. 미국에서는 트라마돌을 알프라졸람,

본 연구의 연구대상 약물인 트라마돌은 현재 트라마돌염산염

로라제팜과 같이 schedule IV substance로 분류하여 관리를 하고

단일제제, 트라마돌과 아세트아미노펜 복합제 형태로, 주사제와

있지만 국내에서는 알프라졸람, 로라제팜은 향정신성의약품으로

경구제가 사용되고 있다.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라 건강보험심사

분류하여 관리하는 반면 트라마돌 성분 제제는 해열·진통·소

평가원에서 제공하는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에

염제로 분류되어 관리가 소홀한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하였다.

수록되어 있는 단일제와 복합제를 제형 상관없이 연구대상 약

트라마돌의 처방현황 분석을 수행한 국내외 선행연구들이 있

제로 선정하였다. 연구 대상 청구건은 2017년도, 2018년도 각각

었다.4,6-7) 국내에서 실시된 단일 상급종합병원에서의 트라마돌

1년간 입원 및 외래에서 트라마돌을 처방한 모든 청구건을 대

처방현황에 대한 분석 연구 는 전자의무기록의 후향적 검토를

상으로 하였다.

4)

통해 12세 미만 소아환자에서 트라마돌 주사의 처방에 대해 분
석하였으며, 분석결과 소아혈액종양내과, 소아정형외과, 소아호
흡기 알레르기내과에서 처방이 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또다른

자료분석방법
2017년과 2018년 소아청소년환자 데이터셋에 포함된 환자 수

국내 트라마돌 처방현황 분석 연구6)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환자

는 각각 976,313명, 949,354명이었다. 2017년과 2018년에 트라마

표본코호트를 이용하여 외래방문 환자 가운데 트라마돌을 1회

돌을 처방받은 환자수와 처방건수를 동일한 전체 환자수 기준

이상 처방받은 비암성통증 환자를 대상으로 트라마돌 처방의 양

으로 비교하기 위하여 각 연도의 데이터셋에 포함된 환자를 100

상과 처방요인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2012년부터 2013년까지

만명 기준으로 환산한 환자수와 처방건수를 분포와 함께 제시

2년간 전체 트라마돌 복용 환자 가운데 14세 이하 환자는 1.58%

하였다. 트라마돌을 처방받은 20세 미만의 모든 환자와 명세서

를 차지했으며, 트라마돌을 처방받는 환자수는 매년 꾸준히 증

를 연령, 성별, 요양기관 지역, 요양기관 종별, 입원과 외래로 구

가하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미국에서 수행된 트라마돌 처방을

분하여 2017년과 2018년 처방건수와 전체 20세 미만 환자수와

분석한 연구7)에서는 12~64세 인구 1,000명 당 트라마돌의 처방

처방건수에서 각각이 차지하는 비율을 비교하였다. 또한, 12세

량은 2012년에 비해 2015년 22.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하 환자의 트라마돌 처방이 있는 모든 명세서를 입원과 외래

가정의학과, 내과에서 가장 많은 처방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분

로 구분하여 연령 구간별, 성별, 요양기관 지역, 요양기관 종별,

석되었다.

진료과목별로 처방건수를 제시하고 전체 12세 이하 환자의 처

트라마돌의 처방현황을 분석한 선행연구들은 확인할 수 있었

방건수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함께 제시하였다. 입원은 명세서

지만, 이 가운데 소아를 대상으로 입원과 외래 전체의 트라마돌

일반내역의 서식코드 기준 의과입원(02) 또는 보건기관입원(07)

처방 현황을 분석한 연구는 없었다. 이에 본 연구는 건강보험심

으로 정의하였으며, 외래는 서식코드 기준 의과외래(03) 또는 보

사평가원의 환자표본자료를 이용하여, 12세 미만의 소아청소년

건기관외래(08)로 정의하였다. 소아 연령구간은 소아청소년데이

에서 주의해서 사용해야 하는 트라마돌의 처방현황을 환자연령

터셋에서 정의된 소아청소년 연령군 변수에 따라 0-2세, 3-5세,

과 처방이 이루어지는 의료기관 종별, 그리고 주요 진료과목에

6-9세, 10-12세, 13세 이상으로 분류하여 환자수 및 처방건수 분

따른 특징을 파악해보고자 한다.

포를 제시하였다. 요양기관 지역은 요양기관현황정보의 시도코
드를 이용하여 서울, 경기도 및 인천, 충청지역(대전, 충북, 충남,

연구 방법(Research Methods)

세종), 경상지역(부산, 대구, 울산, 경북, 경남), 전라지역(광주, 전
북, 전남), 강원도 및 제주도로 6개의 지역으로 구분하여 정의하

연구자료
본 연구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제공하는 소아청소년 환

였다. 요양기관 종별은 요양기관현황정보의 요양기관종별코드를

자표본자료(HIRA-PPS) 2017년, 2018년 데이터셋(HIRA-PPS-2017-

타(나머지 모든 코드)로 정의하였다. 진료과목은 가장 많이 처

0007, HIRA-PPS-2018-0006)을 활용하였다. HIRA-PPS는 만 20

방한 상위 4개의 진료과목과 나머지로 정의하여 분포를 제시하

세 미만의 소아청소년환자를 10%의 추출비율로 성별, 연령구간

였다. 추가적으로, 의원과 병원급 이상에서 사용한 처방건수에

이용하여 상급종합병원(01), 종합병원(11), 병원(21), 의원(31),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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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서 주로 처방한 진료과목을 각각 제시하고, 증감을 산출하

2017년과 2018년 모두 의원이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병원,

였다. 선별된 환자들의 동반질환을 고려하기 위해 Charlson 동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 순으로 많았다. 2017년과 2018년 요양

반질환지수(Charlson comorbidity index, CCI)를 활용하였다.10) 데

기관 종별 처방명세서 수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이터셋에 포함된 진단명 코드를 활용하여 1년 사망을 잘 예측

(p-value<0.001). 환자의 입원 또는 외래에 따른 차이를 분석한

하는 것으로 확인된 17개 질환(심근경색, 울혈성 심부전, 말초혈

결과, 입원은 트라마돌 처방 환자수와 명세서수 모두 증가하였

관질환 뇌혈관질환, 치매, 만성폐질환, 결합조직질환, 소화궤양,

지만 외래는 환자수와 명세서수 모두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

경증 간질환, 합병증이 없는 당뇨병, 합병증을 동반한 당뇨병,

으며, 2017년과 2018년 외래와 입원 분율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반신마비, 신장질환, 백혈병과 림프종을 포함한 비전이성 고형

차이를 보였다(p-value<0.001). 트라마돌 처방을 받은 환자의 동

암, 간질환, 전이성 고형암, 후천성면역결핍증)의 유병상태를 확

반질병에 따른 건강상태 확인하기 위해 동반질환지수를 산출하

인한 뒤 각 질환의 중증도에 따라 가중치를 부여하여 동반질환

였고, 환자들의 평균값은 2017년과 2018년 선정된 환자 모두

지수를 산출하였다.

0.15로 나타났다(Table 1).

본 연구에서 모든 통계분석은 SAS 9.4 (SAS Institute Inc.,

12세 이하 환자의 트라마돌 처방 명세서를 입원 명세서와 외

NC, USA)를 사용하였으며, 연도별 트라마돌 처방 환자의 인구

래 명세서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는 Table 2에 제시하였다. 인

학적 특성, 요양기관, 진료과목에 대한 chi-square test 분석을 진

구 100만명 기준 12세 이하의 2017년 명세서 28,340건 가운데

행하고 P-value 0.05 미만을 통계적 유의성 기준으로 검증하였

의과 및 보건기관 입원과 외래에 해당하는 명세서는 각각 2,360

다. 또한, 산출된 각 분율에 대해서는 표준화된 차이(Standardized

건(8.33%), 25,959건(91.60%)이었고, 2018년 명세서 26,331건에

Difference, S.D.)를 구하여 연도별 차이를 확인하였고, 산출된 값

서는 입원과 외래가 각각 2,696건(10.24%), 23,618건(89.70%)으

의 절댓값이 0.1보다 큰 경우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검증

로 나타났다. 입원은 2017년 2,360건에서 2018년 2,696건으로 약

하였다.11)

14% 증가하였지만, 외래는 2017년 25,959건에서 2018년 23,618
건으로 약 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아청소년 연령군에

연구윤리

따른 분석은 연령군별로 2017년과 2018년 차이가 입원 명세서,
외래 명세서 모두 유의하게 나타났으며(p-value<0.05), 특히 0-2

본 연구 시작 전 연구의 상세 계획을 성균관대학교 생명윤리

세 연령군의 입원 명세서 수가 2017년 559건에서 2018년 735건

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 IRB)의 승인을 받아 진행하였

으로 30% 이상 증가하였다. 표준화된 차이 검정 결과 10-12세

다[IRB No. SKKU 2020-04-019].

연령군에서 산출된 분율의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S.D.= −0.106).
성별에 따른 2017년과 2018년 트라마돌 처방은 유의한 차이를

결과 및 고찰(Results and Discussion)
2017년과 2018년 각각 트라마돌 처방을 받은 적 있는 20세

보이지 않았다. 요양기관 지역에 따른 입원과 외래 모두 2017년
과 2018년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value<0.05). 입원 명세서의
가장 큰 증가를 보인 지역은 충정지역으로 283건에서 572건으

미만 환자는 인구 100만명 당 75,600명, 75,075명이고, 트라마돌

로 102% 증가하였으며, 전라지역도 439건에서 501건으로 14%

처방 명세서 수는 인구 100만명 당 116,027건, 113,472건으로 나

이상 증가하였다. 반면 강원도와 제주도는 80건에서 59건으로

타났다. 환자의 연령별로는 12세 이하 전체 환자는 인구 100만

26% 이상 감소해 가장 큰 입원 명세서의 감소율을 보인 지역

명 당 619,400명에서 625,048명으로 증가하였지만, 이 가운데 트

이다. 외래 명세서는 모든 지역에서 감소하였으며, 서울, 경기도

라마돌을 처방받은 적 있는 환자는 19,416명(3.13%), 18,609명

및 인천 그리고 강원도 및 제주도 지역에서 10%가 넘는 감소

(2.98%)으로 감소하였고, 인구 100만명 당 트라마돌 처방 명세

를 보였다. 산출된 분율에 대한 표준화된 차이 검정 결과, 2017

서 수는 2017년엔 12,697,911건 가운데 28,340건(0.22%), 2018년

년 대비 2018년에 경기도와 인천의 입원 명세서가 유의하게 감

엔 12,957,902건 가운데 26,331건(0.20%)으로 감소하였다. 또한

소하였고(S.D.= −0.100), 충청지역의 입원 명세서가 유의하게 증

13세 이상 환자 중 트라마돌을 처방받은 환자수는 56,184명에서

가하였다(S.D.=0.251). 요양기관 종별 입원 명세서는 2017년과

56,466명으로 증가하여 2017년과 2018년 연령군에 따른 트라마

2018년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value<0.001). 특

돌 처방 환자수에서 유의한 분포의 차이를 보였다(p-value<0.001).

히 의원의 입원 명세서에서 2017년엔 546건의 청구가 있었지만

2017년과 2018년 성별에 따른 트라마돌 처방 환자수와 명세서

2018년에는 860건으로 약 58% 증가해 가장 큰 변화를 보였다.

수는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처방 요양기관의 지역에

표준화된 차이 또한 유의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S.D.=0.197).

따른 환자수와 명세서수는 모두 경상지역에서 가장 높은 비율

외래 명세서의 요양기관 종별 분석한 결과는 2017년과 2018년

을 보였고, 인구 100만명 당 처방 환자수와 명세서수 모두 2017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전체 명세서의 진료과목을 분석

년보다 2018년에 감소하였다. 2017년과 2018년 요양기관 지역

한 결과,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한 진료과목은 ‘내과’이고, ‘이

별 처방 환자수와 명세서수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

비인후과’, ‘정형외과’, ‘소아청소년과’가 뒤를 이었다. 진료과목

였다(p-value<0.001) 요양기관 종별 처방 환자수와 명세서수는

상위 4개와 나머지 진료과목에 대하여 산출한 2017년과 201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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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Demographic and clinical characteristics of tramadol users and tramadol prescriptions in 2017-2018
No. of patients
2017
(n=75,600)

No. of prescriptions

2018
(n=75,075)

S.D.

2017
(n=116,027)

2018
(n=113,472)

S.D.

Age, n (%)†
0-12 years old

19,416 (25.7)

18,609 (24.8)

-0.021

28,340 (24.4)

26,331 (23.2)

-0.029

13-19 years old

56,184 (74.3)

56,466 (75.2)

0.021

87,687 (75.6)

87,141 (76.8)

0.029

Gender, n (%)
Male

41,432 (54.8)

41,126 (54.8)

-0.001

63,942 (55.1)

62,661 (55.2)

0.002

Female

34,167 (45.2)

33,949 (45.2)

0.001

52,086 (44.9)

50,811 (44.8)

-0.002

Region, n (%)†
Seoul

8,427 (11.1)

8,573 (11.4)

0.009

12,511 (10.8)

12,522 (11.0)

0.008

Geonggi-do and Incheon

18,996 (25.1)

19,174 (25.5)

0.009

27,521 (23.7)

27,497 (24.2)

0.012

Chungcheong region

10,784 (14.3)

11,035 (14.7)

0.012

16,411 (14.1)

16,952 (14.9)

0.023

Gyeongsang region

25,893 (34.3)

25,083 (33.4)

-0.018

42,125 (36.3)

39,700 (35.0)

-0.028

Jeolla region

9,581 (12.7)

9,266 (12.3)

-0.010

14,863 (12.8)

14,169 (12.5)

-0.010

Gangwon-do and Jeju island

1,918 (2.5)

1,943 (2.6)

0.003

2,579 (2.2)

2,633 (2.3)

0.006

2,075 (2.7)

1,990 (2.7)

-0.006

2,375 (2.0)

2,331 (2.1)

0.001

Type of hospital, n (%)#
Tertiary hospital
General hospital

5,771 (7.6)

5,938 (7.9)

0.010

6,422 (5.5)

6,600 (5.8)

0.012

Hospital

9,111 (12.1)

8,786 (11.7)

-0.011

11,965 (10.3)

11,263 (9.9)

-0.013

Clinic

61,332 (81.1)

60,840 (81.0)

-0.002

94,766 (81.7)

92,736 (81.7)

0.001

Others

409 (0.5)

423 (0.6)

0.003

499 (0.4)

541 (0.5)

0.007

†

Type of visits, n (%)

Inpatient with medical care

8,565 (11.3)

8,881 (11.8)

0.016

9,779 (8.4)

10,130 (8.9)

0.018

Outpatient with medical care

68,882 (91.1)

68,039 (90.6)

-0.017

106,048 (91.4)

103,103 (90.9)

-0.019

174 (0.2)

197 (0.3)

0.006

201 (0.2)

239 (0.2)

0.009

0.15 (0-11)

0.15 (0-10)

-

-

Others
Charlson-Comorbidity Index,
mean (min-max)

S.D. Standardized Difference,
†
p-value <0.001, P-value was calculated using the chi-square test in both patients and prescriptions analysis between 2017 and 2018,
#
p-value <0.001, P-value was calculated using the chi-square test in prescriptions analysis between 2017 and 2018

트라마돌 처방건수는 입원과 외래 명세서 모두 통계적으로 유

차이를 입원과 외래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를 Fig. 1에 제시하

의한 차이를 보였다(p-value<0.05). 입원 환자에서 명세서수가 감

였다. 명세서 수 상위 진료과목 4개(내과, 이비인후과, 정형외과,

소한 진료과목은 ‘정형외과’이며 나머지 진료과목에서는 모두 증

소아과) 가운데 의원 입원에서는 3개 과목(내과, 이비인후과, 소

가하였다. 가장 큰 증가를 보인 입원 진료과목은 ‘소아청소년과’

아청소년과)의 처방이 2017년 대비 2018년에 50% 이상 증가한

로, 2017년 665건에서 2018년 904건으로 약 36% 증가하였다.

것으로 나타났으며, 병원급 이상의 외래에서는 모든 진료과목의

표준화된 차이 또한 ‘내과’, ‘소아청소년과’에서는 유의하게 증

처방이 2018년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하였으며(S.D.>0.1), ‘정형외과’에서의 사용은 유의하게 감소한

트라마돌은 모든 연령군에서 통증 완화의 목적으로 사용되어

것으로 나타났다(S.D.= −0.106). 외래 환자의 명세서는 ‘이비인후

왔다. 하지만 트라마돌의 소아 안전성에 대한 미입증과 소아에

과’에서만 2017년 5,517건에서 2018년 5,902건으로 약 7% 증가

게 투여한 이후 발생하는 호흡곤란, 사망 등의 부작용으로 인해

하였고, 나머지 진료과목은 모두 감소하였으며 특히 ‘정형외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17년 12월 트라마돌 사용에 대한 가이드

에서 2017년 4,370건에서 2018년 3,641건으로 약 17% 가장 큰

라인의 개정을 사전예고하고 2019년부터 12세 미만의 연령금기

폭으로 감소하였다.

품목으로 지정하였다. 본 연구는 이에 2017년과 2018년 처방현

요양기관 종류의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의원과 나머지

황을 살펴보고 차이가 있었는지 확인하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

병원급 이상(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의 진료과목에 따른

트라마돌은 20세 미만 소아청소년을 대상으로 전반적으로 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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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Number of prescription under 12-year tramadol users according to inpatients and outpatients in 2017-2018
Inpatient stays

Outpatient visits

2017

2018

2017

2018

2,360 (100)

2,696 (100)

25,959 (100)

23,618 (100)

0-2 years old

559 (23.7)

735 (27.3)

0.082

2,594 (10.0)

2,173 (9.2)

3-5 years old

335 (14.2)

6-9 years old

555 (23.5)

422 (15.7)

0.041

2,722 (10.5)

2,642 (11.2)

0.022

635 (23.6)

0.001

7,110 (27.4)

6,200 (26.3)

-0.026

10-12 years old

911 (38.6)

903 (33.5)

-0.106

13,532 (52.1)

12,603 (53.4)

0.025

1,423 (60.3)

1,631 (60.5)

0.004

14,804 (57.0)

13,444 (56.9)

-0.002

937 (39.7)

1,065 (39.5)

-0.004

11,155 (43.0)

10,174 (43.1)

0.002

Seoul

516 (21.9)

518 (19.2)

-0.066

2,038 (7.9)

1,792 (7.6)

-0.010

Geonggi-do and Incheon

688 (29.2)

667 (24.7)

-0.100

6,687 (25.8)

5,810 (24.6)

-0.027

Chungcheong region

283 (12.0)

573 (21.3)

0.251

3,429 (13.2)

3,250 (13.8)

0.016

Gyeongsang region

353 (15.0)

377 (14.0)

-0.028

9,730 (37.5)

9,068 (38.4)

0.019

Jeolla region

439 (18.6)

501 (18.6)

0

3,630 (14.0)

3,329 (14.1)

0.003

80 (3.4)

59 (2.2)

-0.073

444 (1.7)

370 (1.6)

-0.011

Tertiary hospital

541 (22.9)

538 (20.0)

-0.072

57 (0.2)

60 (0.3)

0.007

General hospital

496 (21.0)

497 (18.4)

-0.064

472 (1.8)

429 (1.8)

0

Hospital

773 (32.8)

795 (29.5)

-0.071

2,749 (10.6)

2,549 (10.8)

0.007

Clinic

546 (23.1)

860 (31.9)

0.197

22,636 (87.2)

20,540 (87.0)

-0.007

Others

4 (0.2)

5 (0.2)

0.005

44 (0.2)

40 (0.2)

0

228 (9.7)

400 (14.8)

0.158

8,910 (34.3)

7,757 (32.8)

-0.031

Total prescriptions, n (%)

S.D.

S.D.

Age†
-0.027

Gender
Male
Female
Region†

Gangwon-do and Jeju island
#

Type of hospital

Specialty†
Internal medicine
Otorhinolaryngology

158 (6.7)

182 (6.8)

0.003

5,517 (21.3)

5,902 (25.0)

0.089

Orthopedics

820 (34.8)

804 (29.8)

-0.106

4,370 (16.8)

3,641 (15.4)

-0.038

Pediatrics

665 (28.2)

904 (33.5)

0.116

3,780 (14.6)

3,534 (15.0)

0.011

Others

489 (20.7)

406 (15.0)

-0.148

3,383 (13.0)

2,784 (11.8)

-0.038

S.D. Standardized Difference,
†
p-value <0.05, P-value was calculated using the chi-square test in patients visiting both inpatients and outpatients between 2017 and 2018,
#
p-value <0.001, P-value was calculated using the chi-square test in patients visiting inpatients between 2017 and 2018

외래, 의원에서 사용이 많았다. 2018년 기준, 20세 미만의 소아

는 의원에서 환자 처방에 대한 안전성 관리가 보다 적극적으로

청소년 환자 중 약 25%의 환자가 12세 이하로 현재 연령금기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에 해당하는 환자였다. 12세 이하를 대상으로 처방된 건들만 살

진료과목에서는 내과에서의 외래 처방이 가장 많았으며, 정형

펴보면, 10-12세에서 처방이 가장 많았으며, 남성, 외래에서 처

외과와 이비인후과에서의 다수 처방되고 있었다. 입원의 경우,

방이 많은 것은 유사한 경향을 보였다. 2017년과 2018년도 20

정형외과 또는 소아과에서 주요하게 처방하였다. 단일 상급종합

세 미만 환자를 대상으로 환자수와 처방건수는 감소하였는데,

병원에서 트라마돌의 처방사례를 검토한 국내연구4)의 일반화에

연령과 입원/외래에 따라 환자수와 처방건수에 유의미한 변화가

대한 제한과 미국에서 수행된 연구7)의 경우 국가 차이로 직접

있었던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연령금기인 12세 미만을 대상으

적인 비교는 어려우나, 정형외과, 내과에서 많이 사용하는 행태

로는 진료과목과 처방연령에서 차이가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는 유사한 경향성을 보였다. 내과, 정형외과, 소아과에서 12세

연령금기 사전예고로 인해 어느정도 처방행태에 변화가 있었던

이하 환자 대상 처방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해당

것으로 보인다. 다만 가장 많은 환자들의 의료이용이 이루어지

과를 집중적으로 안전성 관련 정보를 전달할 필요가 있다. 또한

Vol. 64, No. 6, 2020

건강보험 청구자료를 이용한 트라마돌 안전성 관련 사전예고 전후 소아환자 대상 입원 및 외래 처방현황 분석

459

Fig. 1. Number of prescriptions under 12-year tramadol users according to specialty in 2017-2018. (a) Inpatients through hospitals; (b)
Inpatients through clinic; (c) Outpatient visit through hospitals; (d) Outpatient visit through clinic

이비인후과의 경우 외래에서의 20-25%의 분율을 보고 하였는

측면에서 세부적인 처방현황을 제시함으로서 의약품의 안전한

데, 2017년 대비 2018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기에, 안전성 관

사용을 위한 효과적인 정보전달을 위한 근거로 활용할 수 있다.

련 홍보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가용한 자료원의 한계와 트라마돌이 연령금기로 지

12세 이하 인구 100만명 당 트라마돌 처방건수는 2017년 대

정된 이후의 기간에 대한 자료의 부재로 인한 한계점이 있었다.

비 2018년 입원 명세서에서는 증가하였지만, 외래 명세서에서는

우선 트라마돌은 중등도 이상의 통증에서 사용되는 용법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아환자 연령군과 진료과목에 따라

일반적인 급여 처방 이외에 응급의학과 등에서 요양급여기준 범

처방 명세서 수가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아

위를 초과한 처방 또는 비급여 처방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환자 연령군에 따른 분석결과, 입원환자의 어린 연령군일수록

2011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수행된 약제심사제도 선진화 방

2017년 대비 2018년 트라마돌 처방이 더 많이 증가하였으며 외

안 연구에 따르면, 요양급여기준 범위 초과 진료로 인한 심사조

래환자는 전 연령군에서 처방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

정이 가장 많이 일어난 약효군은 ‘해열·진통·소염제’이고, 성

아에서 트라마돌의 안전성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고, 부작용 사

분으로는 ‘tramadol HCl’이 가장 많았다. 하지만 건강보험심사평

례가 지속적으로 보고되기 때문에 소아의 통증완화를 위한 트

가원의 자료에는 비급여 진료 내역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이 내

라마돌 처방은 다른 비마약성 진통제 등으로 적절한 변경이 필

용을 분석에 반영하지 못했기 때문에 실제 트라마돌의 처방비

요할 것이나, 제한된 환경에서 호흡부전과 부작용의 면밀한 관

율보다 과소 추정되었을 수 있다. 그리고 트라마돌의 소아 사용

찰을 위해 입원에서의 처방이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에 대한 연령금기는 2017년 12월 사전예고가 된 이후 2019년 5

본 연구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소아청소년환자 데이터셋을

월부터 특정 연령대 금기 품목으로 지정되었다. 본 분석에서는

이용하여 세분화한 12세 이하 소아환자에서의 트라마돌 처방 현

2017년과 2018년 데이터를 활용하였는데, 이 기간으로는 트라마

황을 분석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소아청소년환자 데이터셋

돌의 처방 변화가 연령금기 지정으로 인한 것인지 직접적인 연

은 우리나라 전체 소아청소년 환자 10%에 해당하는 환자의 청

관성을 분석하기에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이후 기간에 대한 자

구자료를 층화추출한 것으로 우리나라 소아청소년환자를 대표

료가 활용가능해진다면 트라마돌의 소아 연령금기품목 지정으

할 수 있는 검증된 자료이기 때문에 대표성 있는 분석이라는 것

로 인한 실제 처방의 변화를 보다 더 유의미하게 분석할 수 있

에 의미가 있다. 국내 환자를 대상으로 대표성 있는 자료를 이

을 것으로 판단된다.

용한 최초의 실증분석 연구로 볼 수 있다. 환자와 의료제공자
J. Pharm. Soc.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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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론(Conclusion)
본 연구는 국내 12세 이하의 소아환자에서 트라마돌 처방의
양상을 소아연령군별, 성별, 요양기관 종별, 진료과목별로 분석
하여 2017년과 2018년의 트라마돌 처방 특징을 파악하고, 트라
마돌 연령금기 제도의 실시에 따른 영향을 보고자 하였다. 트라
마돌의 연령금기에 대한 사전예고를 전후하여 12세 이하 소아
에서 트라마돌의 입원처방건은 증가하고 외래처방건은 감소하
는 변화가 있었다. 그러나 의원에서의 처방 비중은 여전히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소아에게 치명적인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
는 트라마돌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서는 소아청소년에서 처방이
많이 이루어지는 의료기관과 진료과목을 중심으로 의약품안전
사용서비스(Drug Utilization Review, DUR) 등의 활용을 통한 처
방의 면밀한 검토 및 적절한 처방변경이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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