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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 revised some errors regarding Table 5 and 6 in the article as the corrigendum.
Because it is not official and may be changed in the revision due out in June 2019, Table 5 and 6 should be deleted and do
not refer to it.
We apologize for any inconvenience that this may have caused.

1. p35
Before correction
2018년 개정안에서의 주요 변화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볼 수 있다. 첫째로는 CSP의 투여에 대한 내용이 제외되었고, 둘째, 위
험도가 category 1, 2 두 단계로 구분되었으며, 마지막으로는 개봉 또는 needle-punctured된 CSP의 저장에 대한 가이드가 구체화
되었다.
After correction
2018년 개정안에서의 주요 변화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볼 수 있다. 첫째로는 CSP의 투여에 대한 내용이 제외되었고, 둘째, 위
험도가 category 1, 2 두 단계로 구분되었으며, 마지막으로 개봉 또는 needle-punctured된 CSP의 저장에 대한 가이드가 구체화되
었다. 다만, 추후 개정될 2019년 개정본에서는 최종 내용이 변경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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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p36 Table 5, 6 삭제
3. p36∼37
Before correction
Category에 따른 BUD는 Table 5와 같으며, 멸균방법, 멸균시험 여부, 보존제 추가 여부 등에 따라 세분화된 BUD가 제시되어 있
다. 기존의 medium-risk에 해당되었던 PN은 category 2에 해당되며, 실온에서 4일, 냉장보관 조건에서 9일의 BUD를 갖는다. 2008
년 1차 개정본에서 제시하는 BUD와 비교해보면, 실온에서의 BUD는 길어지고, 냉장에서의 BUD는 동일하다.
Category에 따른 설비와 장비에 대한 모니터링과 조제자에 대한 점검 등에 대한 주기는 Table 6에서 제시하고 있고, 기존의 low-,
medium-risk CSP의 경우 연 1회, high-risk CSP의 경우 6개월마다 시행을 권고하였던 media-fill test와 glove fingertip test는
category와 상관없이 6개월마다 시행하도록 변경되었다.
After correction
Category에 따른 BUD는 멸균방법, 멸균시험 여부, 보존제 추가 여부 등에 따라 세분화되어 제시되어 있다. 기존의 medium-risk
에 해당되었던 PN은 category 2에 해당되며, 실온에서 4일, 냉장보관 조건에서 9일의 BUD를 갖는다. 2008년 1차 개정본에서 제시
하는 BUD와 비교해보면, 실온에서의 BUD는 길어지고, 냉장에서의 BUD는 동일하다.
Category에 따른 설비와 장비에 대한 모니터링과 조제자에 대한 점검 등에 대한 주기는 기존의 low-, medium-risk CSP의 경우
연 1회, high-risk CSP의 경우 6개월마다 시행을 권고하였던 media-fill test와 glove fingertip test는 category와 상관없이 6개월마
다 시행하도록 변경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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