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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생제 캠페인 세계 현황
우흥정
한림대학교 의과대학 내과학교실

The Worldwide Antibiotic Campaigns

Heungjeong Woo

The campaign for proper use of antibiotics in Korea was begun in 2011 by the

Department of Internal Medicine, Hallym University Col-

Korean Society of Infectious Diseases and the Korean Society of Chemotherapy. This

lege of Medicine, Chuncheon, Korea

article was prepared as a review of worldwide antibiotic campaigns. The European
Antibiotic Awareness Day of the European Union and Get Smart: Know When
Antibiotics Work, of the USA, are introduced here. These antibiotic campaigns
are prepared and organized by government and have partnerships with medical
association. The event known as annual awareness day or antibiotic week is held
annually and the campaign materials are available online or from printed material.
These campaigns have widened the range and depth of activity since the begining of
the campaign. Therefore, the Korean antibiotic campaign could obtain some useful
suggestions regarding successful conduct of campaign activity from these campaigns.
Key Words: Antibiotic campaign

항생제의 적절한 사용을 위해 2011년부터 국내에서 대한감염학회를 중심으로 항
생제 올바로 쓰기 캠페인이 시작되었다. 국내의 항생제내성 현실이나 의료인의 항생
제사용과 관련된 경각심의 정도 그리고 우리 국민의 항생제에 관한 전반적인 의식을
고려하면 이 캠페인을 통하여 항생제에 대한 우리의 지식과 태도의 변화가 시급한 과
제라 사료된다. 따라서 이 캠페인은 반드시 성공하여 현재 국내의 문제점을 해결해야
할 것이다. 이에 우리나라보다 좀 더 이전부터 이런 문제점을 인식하고 조직적으로 항
생제 바로쓰기 캠페인을 하고 있는 외국의 항생제 캠페인 사례를 살펴보는 것은 앞으
로 우리의 항생제 바로쓰기 캠페인의 발전과 성공에 도움을 줄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미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Get Smart와 유럽의 European Antibiotic Awareness Day
를 중심으로 외국의 항생제 캠페인을 소개하고자 한다.
European Antibiotic Awareness Day (Fig. 1)는 매년 유럽에서 11월 18일에 실
시된다. 이 캠페인의 목표는 항생제내성이 공중보건에 미치는 위협과 신중한 항생제
사용에 대한 의식을 높인다고 밝히고 있다. 이 캠페인의 주체는 European Center
for Disease Prevention and Control (ECDC)이며 제휴단체로는 European So
ciety of Clinical Microbiology and Infectious Diseases (ESCMID)와 Standing
Committee of European Doctors (CPME)가 참여하고 있다. 이 캠페인의 특징은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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럽연합의 의료관련조직인 ECDC가 전체적인 사업의 틀과 자료를 준비하고 30여개 나
라가 같이 참여하는데 각 참여국에서는 자국에 필요한 내용으로 다양한 캠페인행사
를 준비하며 ECDC가 마련해준 통일된 자료를 각각의 나라의 실정에 맞게 활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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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캠페인은 2008년 11월 18일에 처음 시작되었는데 이 때의 중심내용

심메시지는 항생제의 내성은 항생제의효과를 현재에도 위협하고 있고

은 모든 사람이 불필요한 항생제의 사용을 중지하자 였다. 2차 캠페인

미래에도 그러하며 1차 진료환자에서 항생제의 사용을 제한하는 것과

은 2009년 11월 18일에 있었는데 이때는 1차 진료의의 항생제처방이

적절하게 사용하는 것을 고무시킴으로써 항생제내성세균의 증가를 억

중점내용이었고 3차 캠페인인 2010년 11월 18일은 병원에서의 신중한

제할 수 있고 환자와 의사소통이 항생제와 관련된 캠페인의 성공의 열

항생제 사용이 주로 다루어졌다. 2011년 11월 18일은 4차 캠페인이 개

쇄 임을 강조한다. 종합병원의 항생제 처방의사에 대한 캠페인 내용은

최되었고 매년 이루어진 캠페인의 중요 내용은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캠페인 소통물과 중심메시지이며 무엇이 문제인가? 어떻게 항생제의

있다. 또한 각국에서 이루어진 사업내용을 홈페이지를 통해서 볼 수 있

사용이 문제를 일으키는가? 왜 항생제의 신중한 사용을 장려해야 하

다. 이 캠페인은 사업의 방향을 일반대중, 1차진료의 처방, 종합병원 처

는가? 어떻게 항생제의 신중한 사용을 장려 할 것인가?’ 등을 정하였

방으로 나누었다. 일반대중과 관련된 내용은 캠페인 소통물, 중심메시

다. 그리고 선전문구로는 ‘항생제는 조심해서 다루어야 한다-잘못된

지, 비디오로 만들어져 있고 중심메시지는 ‘언제, 어떻게 항생제를 써

사용은 항생제의 내성을 유도한다. 항생제사용의 목표를 정하자-항생

야 하며 왜? 나는 항생제 사용에 책임이 있는가’이다. 이 메시지의 물음

제 사용 전에 배양검사를 하자. 당신의 병원 내 항생제전문가에게 의뢰

에 대한 답변으로 기억해야 하는 문구를 제시하는데 항생제는 감기나

를 하였는가?-항생제가 효과를 보존하도록 신중하게 사용하자’로 정

독감에 효과가 없다. 항생제의 복용은 의사의 처방에 따라 적절한 방법

하였다. 또한 신중한 항생제 사용을 위한 점검표를 만들어 배포하고 있

으로 환자의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항생제의 내성을 억제하여 항

다. European Antibiotic Awareness Day는 위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생제의 효과가 오래 가도록 지키는 것은 모두의 책임이라는 메시지를

유럽연합이 주체가 되어서 캠페인을 벌이고 있으며 유럽의 30여 국가

강조한다. 이러한 내용에 대한 과학적인 근거가 되는 참고문헌을 홈페

가 이에 동참하여 매년 11월 18일에 항생제의 내성과 신중한 항생제 사

이지에 링크해 놓았고 이런 메시지에 대한 알기 쉽게 만들어진 귀여운

용에 대한의식을 고취시키고자 매 년 같은 날 기념행사를 치르고 있다.

만화그림과 글귀가 적힌 포스터가 통일된 양식으로 각국의 언어로 번

이 캠페인은 또한 웹페이지에 일반인, 1차 진료의, 종합병원의사를 대

역되어 사용된다(Fig. 2A, 2B). 1차 진료 처방의사와 관련된 내용은 캠

상으로 각 대상 별 맞춤형 캠페인 주제를 가지고 이에 적절한 시각적인

페인 의사소통 자료와 중심메시지, 항생제내성보고서, 환자용 소책자,

도구와 중심이 되는 메시지를 전달하면서 신중한 항생제처방과 관련

환자와의 대화 소책자 등이 준비되어 있다. 일차 진료의사에게 주는 중

된 각종 소책자를 제공하여 실제적으로 환자를 진료하면서 항생제사

Figure 1. The homepage of European Antibiotic Awareness Day.

A

B

Figure 2. (A), (B) The poster of European Antibiotic Awareness 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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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을 신중히 하도록 유도하는 운동을 벌이고 있다.

www.icjournal.org

National Committee on Quality Assurance 에서 수행하고 있는 적

미국에서는 연방정부기관인 질병관리본부(center for diseases

정진료와 관련된 항목을 개발하고 평가하는 활동도 하고 있다. 이 캠

control; CDC)가 주관하여 ‘Get Smart: Know When Antibiotics

페인은 국가의 보건기관에서 실시하는 만큼 매우 광범위하고 실질적

Work’라는 항생제적정사용과 관련된 캠페인을 하고 있다(Fig. 3). 이

인 캠페인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된다. 국민의 항생제와 관련

캠페인은 1995년 CDC가 ‘지역사회에서 적절한 항생제 사용에 대한캠

된 개념을 높이고 의료진이 이용할 수 있는 참고자료를 만들고 또한 어

페인(Campaign for appropriate antibiotic use in community)’으로

떻게 하면 행동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가를 연구하고 중앙정부뿐 아

시작되었고 이후 2003년에 현재의 이름인 Get Smart로 변경하여 현

니라 지방정부의 활동을 도와주고 대중매체에서 광고를 하며 여기에

재에 이르고 있다. 2008년 10월부터는 Get Smart About Antibiotic

서 그치지 않고 의학교육에도 교육과정을 개설하여 교육에도 개입하

Week라는 연례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항생제캠페인의 목표는 항

고 있고 병원의 질관리 항목에 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는 단기간

생제내성을 억제하는데 있다. 이 목표는 항생제를 공급하는 의료인에

에 이루어질 수 없으며 강력한 실천 의지를 가지고 장기적으로 노력하

게 적절한 처방의 지침을 제공하고 건강한 성인과 어린아이의 부모들

여야 얻어질 수 있는 내용이라 생각된다. Get Smart에서 캠페인에 이

에게 바이러스성 상기도 감염에서 항생제의 요구량을 감소시키고 상

용하기 위해서 제작된 홍보물의 종류는 브로셔, 한쪽 짜리 시트, 포스

기도 감염에서 항생제처방의 지침의 준수율을 높임을 통하여 성취하

터 등의 인쇄물과 상기도감염의 치료지침, 온라인 매체에서 이용되는

고자 한다. 이 캠페인의 대상은 환자와 항생제 제공자이며 좀 더 캠페인

podcast와비디오파일, 라디오와 텔레비전의 홍보물, 항생제주간에 사

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주요 대상을 정하였는데 나이가 어린 소아의 부

용되는 홍보물로 나눌 수 있다. 인쇄물은 주로 일반대중을 위해서 항

모 그리고 50세 미만의 성인이다. Get smart의 캠페인 활동은 크게 다

생제와 관련된 의학적인 내용을 그림과 함께 쉽게 설명하는 안내물이

섯 종류로 나눌 수 있는 데 그 첫째가 교육자료의 개발과 배포이다. 교

며 Q & A형식을 이용하기도 한다. 의료인을 위한 상기도 감염의 치료

육자료는 상기도 감염에서의 적절한 항생제 사용의 원칙과 보건교육

와 관련된 지침은 간략하게 한 쪽으로 만든 시트와 소아과 및 내과 등

과 행동의 변화에 관한 시리즈물 이다. 두 번째 중요한 활동은 지방정

의 유관단체의 전문 의학 잡지에 실려있는 종설 논문형식으로 되어 있

부의 캠페인을 재정적으로 지원하고 그 수행을 돕는 활동이다. 세 번째

으며 소아과영역과 성인영역으로 나누어져 있다. 지침의 내용은 소아

는 전 국가적인 대중매체 캠페인을 실시하는 것이며 네 번째는 의학교

영역에서는 기침의 진단과 치료, 삼출성 중이염의 진단과 치료, 상기

육에 적절한 항생제 사용과 관련된 교육과정을 넣도록 제정적으로 지

도 감염, 인두염, 급성 부비동염, 기침질환, 기관지염, 감기에서의 적정

원하고 교육과정의 내용을 제공하는 활동이다. 다섯 번째로 CDC와

한 항생제 사용의 원칙 등이 Pediatrics와 Chest 등의 의학잡지에 실려

Figure 3. The homepage of Get Smart: Know when antibiotic 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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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1-8]. 성인영역에서는 급성호흡기감염, 비특이적인 상기도감염,

체인 소아과, 가정의학과, 내과, 감염학회 등이 함께 제작하였고 그 제

급성 비 및 부비동, 급성인두염, 비합병성 급성기관지의 적정한 항생제

목과 내용이 매우 구체적이고 실용적으로 되어있다. 항생제 주간에 사

사용의 원칙과 기침의 진단과 치료라는 제목의 진료지침을 Annals of

용하는 홍보물은 매년 이루어지는 캠페인의 연례행사에서 사용되는

internal medicine, Chest 등의 잡지에 실어놓았다[2, 9-13]. 이들 지

것으로 일 주일 동안의 행사에서 사용되는 것이며 어떻게 행사를 계획

침은 정부에서 만든 것이 아니라 정부의 지원을 받아 관련되는 의학단

하고 실행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적혀있는 캠페인 계획자료, 개

Figure 4. The site of Get Smart for Healthcare.

Figure 5. The site of Get Smart: Know When Antibiotics Work on the Fa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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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보고서, 인쇄 홍보물, e-도구, 대중매체도구 등이 매년 새롭게 만들
어진다. 기존의 캠페인인 상기도염의 치료에서 불필요한 항생제의 사
용을 억제하는 것에 중점을 둔 캠페인은 지속적으로 진행하면서 최근
에는 의료기관 내의 입원환자에서 적정한 항생제 사용을 유도하기 위
한 항생제 책임프로그램(antimicrobial stewardship program)을 수
행하고 있다. 이는 Get smart for healthcare라고 부른다(Fig. 4). 이 프
로그램은 병원에서 시작하여 장기요양기관으로 범위를 확대하는 계
획을 가지고 있다. 항생제 책임프로그램은 올바른 항생제 사용, 올바른
용량, 올바른 시점 및 올바른 기간의 사용을 확립하여 환자의 치료효
과를 높이고 항생제의 내성을 감소시키며 의료비의 절감을 가져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에 사용되기 위해 개발 된 것 들은 수술의 예
방적 항생제 사용, 성인 입원환자의 항생제 승인지, 약제 사용평가지,
진균제 사용 처방지, 항생제 책임프로그램시행 요청서 샘플 등이 있고
Society of healthcare epidemiology of America의 antimicrobial
stewardship의 내용을 이용할 수 있도록 링크되어있다. 이 또한 매우
구체적이고 사용 가능한 내용을 담고 있는 자료들로 되어있다.
항생제의 적절한 사용에 대한 캠페인을 사람에서만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2004년부터는 Get Smart: Know when antibiotics work on
the farm이란 프로그램을 만들어 수의사 및 목축업에서 적정한 항생제
사용을 향상 시키기 위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Fig. 5). 이는 교육, 권고
안 및 교육물의 배포, 내성의 조절, 지방정부의 캠페인 지원, 수의학과 교
육과정의 지원, 적정한 항생제 사용의 광고 등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
다. 미국의 항생제캠페인인 Get Smart는 CDC의 주관하에 일반인, 의료
인, 의료기관, 목축업 및 수의사 등을 대상으로 매우 광범위하고 구체적
인 사업을 계속 확장하여 나가는 것이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국내에서 시작하게 된 항생제 올바로 쓰기 캠페인도 위에서 살펴 본
외국의 사례처럼 캠페인이중단 됨이 없이 유지되며 캠페인이 진행 될
수록 그 사업의 범위가 점차적으로 확대되고 그 깊이도 깊어지면서 국
가가 주도하고 의료 단체가 적극적으로 지원하며 전국민이 참여하는
운동으로 발전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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