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DS

약물 알레르기 점검 서비스
약물 임상의사결정지원 시스템
(Clinical Decision Support System for Medication Safety)

약물 임상의사결정지원 시스템(Clinical Decision Support System for Medication Safety)

- 약물 알레르기 CDS 표준기능 -

⚫ K-CDS 약물 알레르기 점검 서비스는 한국보건의료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전자의무기록
표준프레임워크* 서비스

* 전자의무기록 표준프레임워크는 표준 가이드를 제시하여 전자의무기록시스템 구축 및 EMR 인증을 받고자 하는
업체와 의료기관의 부담 완화하고 의료기관 간의 격차 해소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합니다.

⚫ 국제표준 기반*의 원격 약물 임상의사결정지원(CDS, clinical decision support) 시스템으로
환자안전 및 진료연속성 지원

* HL7 CDS Hooks(FHIR 기반의 임상의사결정지원 기술규격), ISO IDMP(identification of medicinal products)(의약품
식별 표준용어체계)

⚫ 의료기관의 EMR과 지식기반 룰엔진을 활용하여 국가 차원의 약물 알레르기 점검* 기능
제공함으로써 약물 부작용 예방

* EMR의 환자 병력정보(알레르기, 진단명, 검사결과 등)는 DUR에서 점검(주로 약물 상호작용)하지 못하는 약물알레르기, 약물-진단명, 약물-검사결과 점검을 위한 약물 CDS 구축을 가능하게 하며, '21년은 항생제 알레르기
점검기능 제공

본 자료는 한국보건의료정보원 및 ㈜퍼스트디스의 허가 없이 배포 또는 복사를 금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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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물 알레르기 CDS 시스템 필요성

⚫ 전세계적으로 의약품의 소비과정에서 일어나는 각종 사고를 줄이고자,
- 의료기관은 의약품의 처방·조제·투약 단계에서 환자 안전상의 문제를 발견하고 이를 의료인에게 알려주어 최선의 의사결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임상의사결정지원(CDS)」시스템을 EMR의 핵심 기능으로 도입하고 있습니다.

⚫ ISO에서는 CDS 시스템 개발에 필요한 지식정보 데이터베이스[1]와 의약품 안전사용을 위한 경고 가이드[2]에 대한 국제표준을
제시하고 있고,
- 한국보건의료정보원은 CDS 시스템을 개발 사용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을 지원하기 위해 EMR 표준프레임워크 서비스를 통해
우선적으로 약물 알레르기 CDS 표준기능을 보급 확산하고 있습니다.
⚫ 약물 알레르기 반응에 의한 약물유해반응(ADR)은 전체 ADR 사례의 5~10% 정도를 차지하고 있으며[3], 심각한 경우 치명적인

아나필락시스를 유발할 수 있어, 이전에 과민반응을 보인 환자에게 다시 관련된 약이 처방·조제되지 않도록 점검하여 사전에
예방할 수 있어야 합니다.
Reference: [1] ISO 22703 Requirements for Medication Safety Alerts
[2] ISO 22756 Requirements for a knowledge base for clinical decision support systems to be used in medication related processes
[3] Beringwe, 1994 : Dipro, 1992, Goust, Virella, 1993

약물 알레르기 상호작용 CDSS 요구사항
⚫ 20년도 표준화사업에서 도출한 환자의 약물 알레르기 상호작용 점검을 위한 단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Step1
Step 2
Step 3

Step 4

환자 알레르기 데이터 기록 (환자 약물 알레르기 정보 관리)
약물이 처방되기 전에 환자 알레르기 데이터(알레르기 약품/성분 및 반응/심각도) 정보가 저장되어 있어야함

알레르기 약물/성분 식별 데이터베이스화 및 최신 약품마스터와 매핑
알레르기로 등록된 약물/성분이 처방된 약품/성분과 동일하지 않더라도 화학적으로 유사한 약물군(Allergen group), 교차반응(crosssensitive allergen group)을 포함한 약물-알레르기 상호작용이 있는지 검사할 수 있도록 데이터베이스 개발 및 최신 의약품 마스터와 매핑
필요

약물 알레르기 상호작용 점검 룰 엔진
처방된 약물과 환자 알레르기 반응이 있는 약물간 상호작용을 자동 점검할 수 있는 룰 엔진 개발

약물 알레르기 상호작용 경고 화면 및 Alert Message
점검 결과 경고 화면의 구성 및 처방단계에서 임상의에게 제공되는 정보 메세지

Step 1. 환자 약물 알레르기 정보 관리
환자의 알레르기 데이터를 기록하기 위한 입력 요소는
3가지 입니다.
◆ 원인(유발) 약물(Allergen):
●

제품명, 성분명, 성분군 3개 항목으로 등록하도록 구분 됨

●

제품명과 성분은 검색하여 등록이 가능하며, 성분군은

1

2

항생제 성분군을 미리 데이터베이스화 된 것 중에서 선택

◆ 알레르기 증상(Allergic Reaction):
●

항생제 알레르기 반응으로 빈번한 증상 중 선택하거나
기타를 선택하여 증상을 기록

◆ 증상의 심각도(Severity)
●

Severe, Moderate, Mild, Unknown 구분

3

Step 1. 환자 약물 알레르기 정보 관리

◆ 원인(유발) 약물(Allergen):
환자의 기왕력을 제품명 (상품명)으로 등록할 경우
검색구분에 제품명 표시 후 검색어에 ＂원인 제품명” 검색
곰세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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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1. 환자 약물 알레르기 정보 관리
◆ 원인(유발) 약물(Allergen):
환자의 기왕력을 성분명으로 등록할 경우
검색구분에 성분명 표시 후 검색어에 ＂원인 성분명” 검색
◆ ISO 국제표준 성분명 식별 데이터 활용(IDMP Substance)
- 성분명은 약물 알레르기 상호작용 점검에 가장 핵심적인
의약품 속성으로 유효성분(active substance) concept을 반영함
- 기존 성분명 검색 시 여러 성분 또는 관련된 여러 제품이 검색
되는 현상을 개선 함

Specified Substance (사례)
ampicillin
ampicillin hydrate
ampicillin sodium
erythromycin
erythromycin estolate
erythromycin lactobionate
erythromycin stearate
roxithromycin
roxithromycin coated
roxithromycin coated granules

Allergen Substance
ampicillin

erythromycin

roxithromycin

ceftriaxone
성분명
5589 (IDMP 성분명)

Step 1. 환자 약물 알레르기 정보 관리
◆ 원인(유발) 약물(Allergen): 성분군 입력
환자의 기왕력을 성분군으로 등록할 경우
검색구분에 성분군 표시 후 검색어에 ＂원인 성분군”

검색 또는 화면에 보이는 성분군 선택

Cepha

◆ 알레르기 약물은 동일성분 뿐만 아니라 동일 계열에
과민반응이 나타날 수 있어 성분군 약물이 등록되면 처방
되는 약물이 동일 계열 성분인 경우 자동 점검이 가능함
Allergen Substance (사례)

Allergen Group

cefotiam
cefotetan
cephalothin
cephradine
cephalexin
cefaclor
cefotaxime
ceftriaxone
ce....

CEPHALOSPORINS

✓

STEP 2. 알레르기 약물/성분 식별 데이터베이스화 및 최신 전체 의약품마스터와 매핑
⚫ 약물 알레르기 지식 데이터베이스 구조
- 약품/성분/성분군/교차성분군에 대한 계층 구조의 DB 필요함
- 표준화된 성분명칭(식별 코드)이 약물 알레르기 점검을 위한 핵심 데이터임
교차성분군
(cross-sensitivity allergen group)

BETA LACTAM ANTIBIOTIC
베타-락탐계열 항생제

성분군
(allergen group)

성분명
(allergen substance)

제품명
(allergen product name)

PENICILLINS

amoxicillin, piperacillin, oxacillin 등

파목신, 타조브이주, 앰피크록스 등

CEPHALOSPORINS

cefaclor, cephradine, cefuroxime 등

시클러, 세프라딘 진네트 등

CARBAPENEM

imipenem, meropenem, doripenem 등

티에남, 메로펜, 피니박스 등

국내 성분 식별 코드
데이터 없음

기 개발된 퍼스트디스 DB
• 15년 이상 국내 대학 종합병원 사용 중
• 미국 의료기관, PBM 등 의약품 적적성평가 시 사용 DB
• 식약처 허가사항 및 문헌 정보 기반

20년도 국제 표준 ISO IDMP 성분 체계
개발하여 성분명으로 입력 가능

KD 코드
(심평원)

ISO is updating and expanding its key identification of IDMP 5 Standards to help stem the global toll
of death and injury caused by medication errors
⚫ 의약품을 구성하는 요소 중 성분이 가장 핵심 역할을 하므로 성분을 식별하는 체계가 중요함

성분(Substance)

PhPID
제형(Pharmaceutical Dose Form)

함량 및 단위(Strength and Unit)

제품명(상품명)
IDMP 5 Standards Graphic (ISO TC 215 WG6 제공)

Step 3. 약물-알레르기 상호작용 점검 룰 엔진
⚫ 등록된 환자 알레르기 약물과 현 처방약물과 상호작용 점검 룰
- 알레르기 등록 정보가 제품명 또는 성분명 또는 성분군으로 저장되어도 현 처방 의약품 (KD 코드)과의 성분을 비교하여
상호작용을 점검함
Allergy Database

약품마스터

성분군마스터

IDMP성분마스터

교차성분마스터

Drug Allergy Rule Engine

Alert Processor
처방약품 (KD Code)
성분명
IDMP 1

성분명
IDMP 2

성분명
IDMP 3

동일약품
성분명
IDMP 4

성분명
IDMP n

동일성분
알레르기 점검

동일
약품

동일
성분

동일
성분군

교차
성분군
동일계열

약품명

성분명

성분군명

환자 약물 알레르기 등록 정보
참고자료: ISO DTS 22703 Requirements for Medication Safety Alerts: Conceptual Diagram of Alert Professor

교차성분

Step 4. 약물 알레르기 상호작용 경고 화면 및 제공 정보

약물 알레르기 경고 type

1. 동일 약품

Allergy Alert Type
1. 동일 약품
(Allergy 기록과 동일 약품 처방약인 경우)
2. 동일 성분
(Allergy 기록과 동일 성분 처방약인 경우)
3. 동일 계열
(Allergy 기록과 동일 성분군 처방약인 경우)
4. 교차 성분
(Allergy 기록과 교차성분군 처방약인 경우)

2. 동일 성분

3. 동일 계열

4. 교차 성분

Allergy Alert Message
환자가 알레르기 혹은 유해반응을 나타낸 적이 있는 약품입니다.

환자가 알레르기 혹은 유해반응을 나타낸 적이 있는 [성분명]과(와)
동일 성분입니다.
환자가 알레르기 혹은 유해반응을 나타낸 적이 있는 [OOO]과(와) 같은
계열의 성분입니다.

환자가 알레르기 혹은 유해반응을 나타낸 적이 있는 [OOO]과(와)
교차반응[BETA LACTAM ANTIBIOTC)을 일으키는 약물입니다.

약물 알레르기 CDS를 위한 병원 지원 사항

⚫ 전산적으로 약물 알레르기 상호작용 자동 검토를 위해
의료기관에서는 환자의 약물 알레르기 데이터
를 입력, 저장하는 정보 관리 기능이 필요합니다.
⚫

20년도에 한국보건의료정보원은 의료기관에서 사용할
수 있는 약물 알레르기 입력화면 표준기능을 개발하였고,

올해 병원 시스템(또는 EMR 업체 시스템) 에서 약물
알레르기 데이터 관리 표준 및 처방 약품 과의 상호작용을
자동 점검 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올해 사업 지원은 항생제 약물 알레르기 CDS만 지원하며

점차 전체 의약품으로 확대합니다

약물 알레르기 CDS를 위한 병원 지원 사항 (Alert Message)
⚫ 약물 알레르기 CDSS 연동 후 처방 완료 단계에서 약물 알레르기 점검 결과 창을 확인합니다.

21년도 약물 알레르기 표준 입력 창 (예시)
21년도 표준화 기능 적용 시

Alert Message 창 (예시)

약물 알레르기 CDSS 점검 결과

▪

No

구분

처방 약품

1

동일 계열

오구멘틴정625밀리그램

오구멘틴정625밀리그램

환자가 알레르기 혹은 유해반응을 나타낸 적이 있는 [Penicillins]과(와) 같은
계열의 성분입니다

- 알레르기 원인 약물 : penicillins
- 증상 : Itching(가려움)

Penicillins

- 심각도 : Moderate

Rule 엔진
(Cloud Server)

전송 데이터:
약물명, 증상, 빈도

약물 알레르기 CDS를 위한 병원 지원 사항 (Alert Message)
⚫ 약물 알레르기 CDSS 연동 후 처방 완료 단계에서 약물 알레르기 점검 결과 창을 확인합니다.

21년도 표준화 기능 적용 시

Alert Message 창

21년도 약물 알레르기 표준 입력 창

약물 알레르기 CDSS 점검 결과

▪

No

구분

1

동일 성분

처방 약품
시클러캡슐250밀리그램

2

교차 성분

키목신캡슐500밀리그램
cefaclor

시클러캡슐250밀리그램

환자가 알레르기 혹은 유해반응을 나타낸 적이 있는 [cefaclor]과(와)
동일성분입니다.
- 알레르기 원인 약물 : cefaclor
- 증상 : Dyspnea (호흡곤란)
- 심각도 : Severe

▪

 Cefaclor

키목신캡슐500밀리그램

환자가 알레르기 혹은 유해반응을 나타낸 적이 있는 [cefaclor]과(와)
교차반응(BETA LACTAM ANTIBIOTIC)을 일으키는 약물입니다.
- 알레르기 원인 약물 : cefaclor
- 증상 : Rash (발진)
- 심각도: Mild

Rule 엔진
(Cloud Server)

전송 데이터:
약물명, 증상, 빈도

ISO 국제 표준 IDMP(Identification of Medicinal Products)
식별 체계를 기반으로 항생제 약물 목록 Set 개발

IDMP 의약품 식별 체계

심평원 주성분코드

제형

주성분명칭

투여

함량

단위

213104BIJ

IJ

piperacillin sodium

주사

4

g

2

g

329500BIJ

IJ

0.25

g

4

g

0.5

g

개발 필요성
➢

piperacillin sodium
tazobactam

심평원 주성분코드로
동일 성분 식별이 불가함

주사

piperacillin sodium
329600BIJ

IJ

주사

tazobactam
제품코드

PhPID LV1

PHPID LV1

KHIC

KHIC 명

(KD)

Code

(유효성분명)

Code

(알러젠 성분)

페라씰린주4g

642304041

228

piperacillin

3811

piperacillin

타조신주2.25g

3811

piperacillin

645403690

210

piperacillin / tazobactam
387

tazobactam

3811

piperacillin

387

tazobactam

심평원
주성분코드

EDI 상품명

표준코드(KD)와 매핑됨

213104BIJ

➢ 타조신과 타조박신의

329500BIJ

IDMP 성분식별코드

(KHIC)는 주성분코드 및

주성분코드는 다르지만
KHIC 코드는 동일하여
알레르기 점검이 가능

329600BIJ

타조박신주4.5g

646802841

210

piperacillin / tazobactam

21년도 전자의무기록 표준화 지원 사업 참여 병원의 약물 알레르기 CDSS 구축 현황

67개 병원의 약물 알레르기 CDSS 구축 현황

⚫ 전체 참여 병원의 약 52%
약물 알레르기 CDSS 기능 구축

25%

➢

대부분 제품명 (KD) 입력

약물알레르기 입력 기능

➢

성분군 입력(일부 병원)

기능 없음

➢

성분명 입력 시 심평원 주성분코드(9자리) 사용

CDSS (약물알레르기 포함)

52%
23%

표준 성분명 입력이 가능해짐

기존 약물 알레르기 구현 화면과 K-CDS 비교

의약정보 제공 업체

현재

알레르기 기능
• 점검결과 알레르기 구분
없음
• 성분명 검색 시 해당
성분명만 검색이 안됨
(성분명을 갖고 있는 모든
약품명이 검색결과에 보임)
• 알레르기 약물(성분,
성분군)만을 조회할 수
있는 DB가 없음)

• 점검이 안되는 약품이
있음 (데이터 업데이트
문제 또는 DB 결여)

K-CDS
개선

4559 (IDMP)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