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 저

항균제 사용에 대한 감염내과의사의 의견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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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Restricted Antimicrobial Ag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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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ckground : Many strategies have been developed to guide more appropriate and cost-effective
antibiotic use in hospitals. This study was done to evaluate compliance and short-term impact of
targeted antibiotic advisory consult implemented in our hospital since October 2002.
Materials and methods : A total of 339 prescriptions in 187 patients were retrospectively reviewed
and antimicrobial utilization density was compared quarterly from January 2002 through June 2003.
Results : Overall, 85.6% of prescriptions were inappropriate, with 73.7% being inappropriate for
therapeutic regimens and 100% for prophylactic regimens. Overall compliance was 46.5%. The compliance was higher in the medical services than in the surgical services (64.2% vs. 43.1%, P=0.005)
and for therapeutic use than for prophylactic use (54.7% vs. 36.5%, P=0.001). From 1Q 2002 to 2Q
2003, use of aminoglycosides was reduced from 269.1 AUD to 171.8 AUD, and that for antipseudomonal cephalosporins from 112.1 AUD to 64.5 AUD (both, P<0.01). Overall, inpatient use of
parenteral antibiotics was decreased from 770.8 AUD to 626.8 AUD (P<0.01).
Conclusion : Targeted antibiotic advisory consult resulted in substantial reduction in antibiotic use
despite relatively poor compliance. This type of antibiotic control program can be an alternative for
hospitals with limited human resources trying to implement an antibiotic policy.
Key Words : Antimicrobial control, Consult, Compliance
되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감염내과의사가 자문하여 항균

서

론

제 사용의 적절성을 판단하고 협진의뢰서를 이용하여 적
절한 항균제 사용을 권장해왔다. 그러나 이러한 권고에

전세계적으로 항균제 내성의 문제가 심각하게 인식되

강제성이 없고 감염내과의사의 의견에 대한 담당의사의

고 병원에서 부적절한 항균제 사용에 대한 관심이 고조

반응이 추적되지 않아 이러한 항균제 관리방법에 대한

되고 있다(1, 2) 이에 병원마다 여러 방법으로 항균제 사

효용성을 판단할 수 없었다. 이 연구에서는 일부 대상이

용을 관리하고 제한해왔다(2-5). 그 중 하나가 concurrent

된 항균제 사용의 적절성을 평가하고 그 사용에 대한 감

antibiotic review를 통하여 사용 중인 항균제의 적절성을

염내과의사의 협진에 대한 담당의사의 반응을 알아보았

판단하고 감염내과의사의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다(6-9).

으며 항균제 사용량의 변화를 추적하였다.

동산의료원에서는 2002년 10월부터 일부 항균제가 투여

재료 및 방법
접수 : 2004년 1월 8일, 승인 : 2004년 3월 10일
교신저자 : 김백남, 서울시 노원구 상계7동
인제의대 상계백병원 감염내과
Tel : 02)350-1453, Fax : 02)950-1954
E-mail : kimbn@sanggyepaik.ac.kr

164

감염과 화학요법 : 제 36 권 제 3 호 2004년

1. 연구대상의 선택
2002년 10월부터 2003년 3월까지 총 629건의 처방사례

에 대하여 감염내과의사가 항균제 사용의 적절성에 대하

3. 항균제 사용량의 비교

여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 중 2/3수준인 400개의 처방사

2002년 1월부터 2003년 6월까지 입원 환자에서 정주용

례를 무작위로 추출하여 소아환자, 혈액종양내과 환자 등

항균제 사용량을 antimicrobial utilization density (daily

을 제외하고 의무기록이 입수가 가능한 환자에서 특정

defined dose (DDD)를 1000환자일로 나눈 값)로 환산하

항균제(glycopeptides, carbapenems, antipseudomonal ce-

여 분기별로 비교하였다. Anatomical Therapeutic Che-

phalosporins, aminoglycosides) 사용에 대하여 의견을 제

mical classification분류체계에 들어 있지 않은 항균제는

시한 187명의 환자에서 339건의 처방사례를 후향적으로

성인을 기준으로 한 일일 투여량을 DDD로 삼았다(12).

분석하였다.

결

과

2. 항균제 사용의 적절성과 순응도의 판정
항균제 사용의 적절성은 The Sanford guide to anti-

1. 항생제 처방 형태

microbial therapy와 일반적인 권고를 참고하여 판정하였

총 339건의 처방사례 중 감염증이 발견되지 않거나 예

다(10, 11). 연구대상이 되는 항균제나 다른 항균제가 같

방적으로 사용된 사례는 173건(51.0%)이었다. 감염증이

은 환자에게 중복 처방되었을 경우 각각에 대하여 판정

있는 처방사례에서의 감염부위의 분포는 Table 1과 같다.

하지 않고 처방 전체를 판정하였다. 항균제 사용에 대한

진료과별로는 외과계에서 285건(84.1%)이 처방되었고

의견은 유지, 변형, 투여 종료 등으로 나누었으며, 이러한

내과계에서 54건(15.9%)이 처방되었다. 용도별로는 치료

의견을 제시한 지 만 3일 이내 이에 대한 담당의사의 순

적인 사용이 186건(54.9%), 예방적인 사용이 153건(45.1

응도를 추적하였다. 3일 이내 퇴원한 경우는 판정을 유보

%)이었다. 항균제별로는 glycopeptide계열의 항균제 사용

하였다.

이 60건, carbapenem계열의 항균제는 12건, 3세대(antipseudomonal) cephalosporin계열의 항균제는 122건, aminoglycoside계열의 항균제 사용이 248건이었다. 항균제별
로 부적절한 처방사례는 Table 2와 같다. 부적절한 사례

Table 1. Site of Infection
Site of infection

Number of cases (%)
(N=339)

는 전체 처방사례의 85.6%에 달하며 내과계와 외과계에
서 각각 83.3%, 86.0%의 처방사례가 부적절하였다. 외과
계열에서 예방적 항균제로 사용되고 있는 3세대 cephalo-

No evidence of infection
(including prophylaxis)
Abdomen
Lower respiratory tract
Skin and soft tissue
Bone and joint
Fever
Urinary tract
Central nervous system
Bloodstream
Genital tract
Pericardium

173
52
40
32
12
8
7
6
5
3
1

(51.0)
(15.3)
(11.8)
( 9.4)
( 3.5)
( 2.4)
( 2.1)
( 1.8)
( 1.5)
( 0.9)
( 0.3)

sporin계열의 항균제와 aminoglycoside계열의 항균제가
포함된 항균제 처방은 일반적인 권고에 부합되지 않아
모두 부적절한 것으로 처리되었다.
치료적인 사용이 부적절한 경우 그 근거는 Table 3에
나열되어 있다. 가장 흔한 이유는 불필요한 병합요법의
사용이거나 적응증이 아닌 항균제의 투여이었다.

Table 2. Inappropriateness of Antibiotic Regimens
All
Overall
Use
Therapeutic
Prophylactic
Service
Medical
Surgical

Antibiotic regimen containing
Glycopeptide

Carbapenem

Antipseudomonal cephalosporin

Aminoglycoside

290/339 (85.6%)

38/60

10/12

102/122

225/248

137/186 (73.7%)
153/153 (100%)

38/60
0/0

10/12
0/0

49/69
53/53

89/112
136/136

45/54 (83.3%)
245/285 (86.0%)

0/0
38/60

1/1
9/11

10/14
92/108

41/48
184/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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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Reason for Inappropriateness of 186 Therapeutic Antibiotic Regimens
Antibiotic regimen containing
Glycopeptide

Carbapenem

N=38
7
5
2
12
1
13
0

Duration : too long
No dose adjustment
Inappropriate dose
Wrong choice
Toxicity or allergy
Antibiotic (or antibiotic combination) unnecessary
Less expensive or more narrow-spectrum drug available

Aminoglycoside

N=10

Antipseudomonal
cephalosporin
N=49

3
1
2
2
0
4
0

6
0
0
12
2
27
14

10
3
4
30
2
54
12

N=89

*

There may be more than one reason for inappropriateness of each antibiotic regimen.

Table 4. Compliance of Antibiotic Advisory Consults
Suggestions (acceptance rate,%)

Overall
Service
Medical
Surgical
Use
Therapeutic
Prophylactic

Overall acceptance rate (%)

P value

Maintain

Modify

Discontinue

49 (95.9)

95 (44.0)

195 (34.9)

46.5

9 (100)
40 (95.0)

30 (50.0)
65 (41.0)

15 (71.4)
180 (32.0)

64.2
43.1

0.005

49 (95.9)
0

94 (43.3)
1 (100)

43 (31.0)
152 (36.1)

54.7
36.5

0.001

*

†

*

Between medicine and surgery
Between therapeutic use and prophylactic use

†

2. 순응도
항균제 사용에 대한 감염내과의사의 의견에 대한 담당
의사의 반응을 Table 4에 분석하였다. 전체적인 순응도는
46.5%이었고 내과계에서 외과계에 비해 순응도가 더 높
았으며(64.2% vs. 43.1%, P=0.005), 치료적 사용인 경우
예방적 사용인 경우에 비해 순응도가 더 높았다(54.7%
vs. 36.5%, P=0.001). 항균제 처방의 유지나 변경보다는
투여 종료를 권고한 것에 순응도가 낮았다.
3. 항생제 사용량
2002년 1월부터 2003년 6월까지 분기별로 정주용 항균
제 사용량을 비교하였을 때, 연구대상 항균제 중 aminoglycoside계열 항균제는 2002년 1사분기 때 269.1 AUD에
서 2003년 2사분기 때 171.8 AUD로(P<0.01), antipseudomonal cephalosporin계열 항균제는 112.1 AUD에서

Figure 1. Change in utilization of restricted antimicrobial
agents. AP3CS : antipseudomonal third-generation cephalosporins, CP : carbapenems, GP : glycopeptides, AG : aminoglycosides

2사분기 때는 626.8 AUD로 감소하였다(P<0.01).

64.5 AUD로(P<0.01) 감소하였다(Figure 1). Carbapenem
계열 항균제의 사용은 10.3 AUD에서 12.8 AUD로 증가

고

찰

하였으나(P<0.01), glycopeptide계열 항균제의 사용에 의
미 있는 변화는 없었다. 입원환자 전체에서 정주용 항균

전세계적으로 심각하게 인식되고 있는 항균제 내성의

제의 사용은 2002년 1사분기 때 770.8 AUD에서 2003년

문제는 우리나라도 예외일 수는 없다. 항균제 내성의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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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는 직접적으로 항균제 사용량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높지도 않았고 실제 항균제 사용을 강제적으로 막지는

알려져 있다(13, 14). 특히 3세대 cephalosporin계열의 항

않았는데도 항균제 사용량의 감소가 관찰되었다. 또한 전

균제는 장내 정상 세균총에 영향을 미쳐 내성균의 출현

체적으로 항균제의 사용이 감소하였다. 이는 이러한

과 전파를 촉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5).

antibiotic advisory consult를 통한 교육과 계몽의 간접적

이 연구를 통하여 일부 항균제의 부적절한 사용이 파
악되었는데, 특히 다른 계열의 항균제나 다른 3세대
cephalosporin계열의

항균제(non-antipseudomonal

ce-

인 영향 때문으로 추정된다.
항균제 관리에 감염내과의사가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
하지만, 항균제의 적절한 사용을 유도하는 것은 감염내과

phalosporins)가 투여되어도 되는 상황에서 ceftazidime

의사에게 달성하기 어려운 하나의 도전이다. 이 연구에서

혹은 cefoperazone과 같은 3세대 cephalosporin 계열의 항

와 같이 순응도를 평가하는 것은 항균제관리프로그램의

균제(antipseudomonal cephalosporins)가 부적절하게 치료

기술적인 질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이다(27). 이 연구에

적으로 혹은 예방적으로 흔히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

서 일부 항균제 사용에 대한 감염내과의사의 의견을

었다. 또한 예방적 목적으로 aminoglycoside계열 항균제

46.5%의 담당의사가 수용하였다. 한편 영국에서 시행된

와의 병합요법이 널리 사용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

연구에서는 감염내과의사의 의견을 57.6%가 수용하였다

다. 이러한 예방적 항균제 사용 양상은 과거 조사와 크게

(26). 미국에서 이 연구와 비슷한 항균제관리방법을 이용

다르지 않다(16-18). 과거 한 병원에서 시행된 연구에서

한 전향적 연구에서는 순응도가 84%이었다(6). 순응도에

는 예방적 항균제의 사용이 적절한 경우는 61.1%이었다

이런 차이가 있는 이유는 이 연구에서 대상 항균제의 예

(18). 같은 연구에 의하면 항균제의 치료적인 사용에서도

방적 사용이 흔했으며 권고에도 예방적 항균제 사용 습

적절한 경우는 내과에서 87.6%, 소아과에서는 39.3%이었

관을 지속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담당의사로부

다(18). 또다른 조사에 의하면 적응증에 따라 치료적 항

터 직접 설문조사를 받았다면 순응도가 낮은 실제 이유

균제 사용이 훨씬 더 부적절하기도 하였다(19).

를 더 정확히 파악할 수 있겠지만, 우리나라 정서와 문화

이 연구에서 부적절한 항균제 처방사례가 많았던 것은

를 고려하면 그러한 조사는 쉽지 않을 것으로 추정된다.

일부 항균제만 국한하여 조사하였고 적절한 항균제 처방

결론적으로 순응도가 비교적 낮은데도 이와 같은 방법

사례의 정의를 엄격하게 적용하였기 때문이다. 보통의 경

으로 항균제 사용량의 감소가 관찰되었지만, 적절한 항균

우 항균제감수성검사 결과에 따라 항균제 치료의 적절성

제 사용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을 평가하지만, 여기서는 The Sanford guide to anti-

항균제 관리 체제의 개발과 수용이 필요하다.

microbial therapy 2002의 임상 적응증에 따라 적절한 치
료를 규정하였고 불필요한 병합요법은 모두 부적절한 것

요

약

으로 평가하였다.
항균제관리프로그램은 세균내성의 전파를 예방할 뿐만

배 경 : 적절한 항균제 사용을 위하여 동산의료원에서

아니라 상당한 비용을 줄일 수 있다(1, 3, 7, 20). 병원 차원

는 2002년 10월부터 일부 항균제가 투여되는 환자들을

에서 항균제를 관리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상으로 감염내과의사가 자문하여 사용의 적절성을 판

항균제 사용 교육, 항균제 목록의 제한, 처방 방식을 통한

단하고 타과의뢰서를 이용하여 의견을 제시해왔다. 이 연

사용 제한, 항균제 사용 감사, 특정 항균제의 사용 제한,

구에서는 이러한 항균제 관리방법의 효용성을 평가하고

항균제감수성검사 결과의 보고 제한, 제약회사의 판촉활

자 감염내과의사의 의견에 대한 담당의사의 순응도와 항

동 제한 등이 있다(5, 21). 보고에 의하면 이 연구에서와

균제 사용량의 변화를 알아보았다.

같은 항균제 관리방법(antibiotic advisory consult)으로

방 법 : 2002년 10월부터 2003년 3월까지 제한항균제

항균제 사용과 그에 의한 비용, 항균제 투여 기간을 줄일

(glycopeptides, carbapenems, antipseudomonal cephalo-

수 있었으며 입원기간이 줄고 사망률이 감소하였다(6-9).

sporins, aminoglycosides)의 사용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

뿐만 아니라 이런 목적이 아닌 통상적인 감염내과의사의

187명의 환자에서 339건의 처방사례를 후향적으로 분석

협진으로도 사망과 입원기간의 증가 없이 항균제를 더

하였다. 항균제 사용의 적절성은 주로 Sanford guide to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으며(22) 병원에서 상당한 비용 절

antimicrobial therapy에 따라 판정하였으며, 만 3일 이내

감으로 비용효과적이면서도 양질의 진료를 제공할 수 있

담당의사의 순응도를 추적하였다. 2002년 1월부터 2003년

었다고 보고되었다(23-26). 이 연구에서는 순응도가 그리

6월까지 입원 환자에서 정주용 항균제 사용량을 anti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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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obial utilization density로 환산하여 분기별로 비교하였
다.
결 과 : 부적절한 처방사례는 전체의 85.6%이었으며,
치료적 사용인 경우 73.7%가 부적절하였으며, 예방적 사
용인 경우는 모두 부적절하였다. 감염내과의사의 의견에
대한 담당의사의 순응도는 46.5%이었으며, 외과계에 비해
내과계 진료과에서(64.2% vs. 43.1%, P=0.005), 예방적 사
용에 비해 치료적 사용인 경우(54.7% vs. 36.5%, P=
0.001) 순응도가 높았다. Aminoglycoside계열 항균제는
2002년 1사분기 때 269.1 AUD에서 2003년 2사분기 때
171.8 AUD로, antipseudomonal cephalosporin계열 항균
제는 112.1 AUD에서 64.5 AUD로 감소하였으며, 입원환
자 전체에서 정주용 항균제의 사용은 2002년 1사분기 때
770.8 AUD에서 2003년 2사분기 때는 626.8 AUD로 감소
하였다(모두, P<0.01).
결 론 : 순응도가 비교적 낮은데도 이와 같은 방법으로
항균제 사용량의 감소가 관찰되었지만, 적절한 항균제 사
용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항균제
관리 체제의 개발과 수용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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