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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균제 관리팀에서 약사의 업무 개발 및 확대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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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ckground : Pharmacists are key members of the Antimicrobial Stewardship Program (ASP) team
playing a critical role in improving antimicrobial use. A pharmacy intervention program built in the
hospital electronic medical records for ASP (ASP-EMR) was developed and the sustained impact of
the pharmacist-enhanced ASP was described in this study as measured by antimicrobial use and
costs and the proportion of inappropriate antimicrobial prescriptions.

Methods : An interrupted time series with segmented regression analysis was conducted in 3
stages; 1-preintervention; 2-pharmacists’participation in ASP without ASP-EMR and 3-pharmacists’participation in ASP with ASP-EMR. Using EMR data from a tertiary care hospital, the information on the prescribed antimicrobial agents was extracted 2009-2016. The pharmacist-enhanced
ASP intervention started in March 2012. Prospective audit and feedback were triggered by ASP-EMR
and the program was led by 1 clinical pharmacist and 1 pharmacy resident. Changes in the outco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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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re compared before and after the pharmacist intervention with or without ASP-EMR.

Results : The development of pharmacy intervention program via ASP-EMR was completed in May
2016. After the pharmacist-enhanced ASP intervention, the rate of broad spectrum antimicrobial
agents decreased as measured by daily defined doses (DDDs)/1,000 inpatient days (120.1 in Stage 1 and
103.5 in stage 3). In Stage 3, inappropriate duplication of anaerobic coverage was decreased as compared to Stage 1 as measure by days of therapy (DOT)/length of therapy (LOT) (1.13 in Stage 1 and 1.01
in Stage 3). The intervention on the intravenous (IV)-to oral conversion of quinolones increased the
proportion of oral ciprofloxacin prescription and the estimated cost avoidance from interventions was
4,291,797 won in Stage 2 and 5,208,979 won in Stage 3.

Conclusion : The implementation of the pharmacists’participation in ASP at a tertiary care hospital
in Korea was associated with a positive impact on antimicrobial use, spending, and inappropriate prescriptions.

[Key words] Antimicrobial stewardship program, Intervention, Antimicrobial agents

었음을 보였다.3) 그러나, 국내 보건의료환경에서는 항

연구 배경 및 목적

균제 관리팀 내 약사의 활동이 아직 활발하지 않은 실
2007년 미국감염협회에서 Antimicrobial Ste-

정이다. 분당서울대학교병원 항균제 관리팀에 의한

wardship Program (ASP)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이후

ASP 활동은 2012년에 시작하여 연도별로 점진적으로

전세계적으로 ASP 의 중요성이 대두되며 여러 병원에

처방중재 영역을 확대해 나갔으며, 2016년 6월부터

서 부분적으로 가이드라인을 도입하기 시작했다.1) 항

ASP Electronic Medical Records (ASP-EMR) 개발

균제 관리팀에서 약사의 중요성 또한 부각되며 약사의

후 이를 이용한 활동을 시행하였다(Table 1). 실제

역할과 효과에 대한 여러 논문들이 발표되었다.2)

ASP 활동 시 한정된 인력, 업무시간, 정보 접근 제한

Apisarnthanarak의 연구에서는 감염 질환 관련 일련

성 등과 같은 제약사항이 있었으므로, 이를 고려하며

의 교육을 수료한 감염전문약사가 자문업무와 같은 적

효율성 향상을 목표로 하여 ASP-EMR을 개발하였다.

극적인 ASP 업무 수행을 하였을 때 약사에 의한 업무

이에 본 연구는 항균제 관리팀에서 약사의 중재 활동

를 시행하지 않은 그룹보다 환자의 재원기간이 감소되

및 ASP-EMR 개발로 인한 효과를 기술하고, 나아가

Table 1 The pharmacist-enhanced antimicrobial stewardship activities and types of intervention made 20122015 in Seoul National University of Bundang Hospital
연도(년)

업무 내용

2012

감염내과와 중환자 진료부 감염회진 참여, 중환자실 재원 환자 항균제 처방 적절성 평가

2013

항혐기성균 항균제 중복 처방시 전자의무기록 입원경과에 단일 항균제로 투여 변경 권고 기록

2014

감염내과 임상회진 참여 확대 및 일반병동 재원 환자 항균제 처방 적절성 평가

2015

퀴놀론 계열 및 메트로니다졸 주사제 투여 환자를 대상으로 임상적 상황 고려하여 가능한 경우 경구제로 투여
경로 전환 권고 사항 전자의무기록 입원경과에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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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P 약사 역할 모델을 제시하고자 계획되었다.

부 등을 동일 화면에서 실시간 검토 가능한 EMR을 구
현하였으며, 업무의 효율성 증가를 목적으로 오더내역,

1. 항균제 관리팀 약사 활동(Fig. 1)

ASP 모니터링 화면, TDM 화면, 처방중재 화면 등을
바로 연동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하였다.

항균제 적절성 평가는 2인의 약사가 각 1일 2시간씩
항균제 투약내역 자료를 이용하여 시행하였다. 항균제

연구방법

적절성 검토 항목은 임상적 상황에 따른 용량∙용법 적
절성, 항균제 부작용 발생 여부, 약물상호작용, thera-

1. 연구 대상 및 기간

peutic drug monitoring (TDM)시행 여부, 경험적 항
균제의 경우 배양균에 따른 적절한 항균제로 변경 여부,

본 연구는 2009년 6월부터 2016년 8월까지 분당서

항혐기성 항균제 불필요한 중복 사용 여부, quinolone

울대학교병원에 입원하여 항균제를 처방 받은 환자를

계열∙metronidazole 주사제를 경구제로 전환 가능

대상으로 항균제 관리팀 활동 수행 전후, ASP-EMR

여부 등이다. 이에 대해 검토하고 필요시 진료과와 상

개발 전후에 항균제 관리팀 약사 활동에 의한 항균제

의하여 중재하며, 광범위한 항균제 사용을 최소화하고

관리 효과를 분석하였다. 연구 대상을 항균제 관리팀

불필요한 항균제를 장기간 투약하는 것을 피하기 위한

활동 전, ASP-EMR 개발 전 항균제 관리팀 활동시기,

모니터링 업무를 하고 있다.

ASP-EMR 개발 후 항균제 관리팀 활동시기로 비교
분석하였다.

2. ASP-EMR 개발
2. ASP 활동 평가 지표
ASP-EMR은 2016년 2월에 개발 시작하여, 동년 6
월부터 이를 이용한 항균제 관리팀 활동을 시작하였다.

항균제 관리팀 활동 전후 항균제 사용 적절성 변화와

ASP-EMR은 기존의 항균제 사용현황만 조회 가능했

ASP-EMR 개발 전후 ASP-EMR 효율성 평가를 위해

던 EMR을 항균제 투약 환자의 식이, 체중, 신기능, 신

3 종류의 지표를 선정하였다.

대체요법 여부, 수술일, 감염내과 타과의뢰, TDM 여

Fig. 1 The flow chart of pharmacist-enhanced antimicrobial stewardship activities
in Seoul National University of Bundang Hospital

- 32 -

김형숙 : 항균제 관리팀에서 약사의 업무 개발 및 확대 방안

1) 지표 I. 광범위항균제/전체항균제 사용량, 항균제 처
방중재 내역 및 수용률

만의 소아, 소아청소년과 환자를 제외하고 ciprofloxacin의 주사제, 경구제 사용량을 DDD 값으로 나
눈 값을 재원환자 1,000명당 값으로 산출하여 비교 분

지표 I은 약사의 항균제 항목별 처방중재 건수 변화

석하였다.5) 또한, 항균제 관리팀 활동 이후에 ASP-

및 처방 중재 수용률을 항균제 관리팀 활동 전, ASP-

EMR 개발 전후로 ciprofloxacin 주사제를 경구제로

EMR 개발 전후 세 기간으로 2009년, 2015년, 2016년

전환하는 처방중재가 필요했던 환자 중 실제 처방 중재

각해 6월부터 3개월을 선정하여 비교 분석하고, 전체

율, 수용률 및 경제성 효과를 산출하였다.6)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항균제 사용량 대비 광범위 항균
제 사용량을 daily defined dose (DDD)1 값으로 나눈

3. 분석 방법

값을 재원환자 1,000명당 값으로 산출하여 비교 분석
하였다.4),5)

통계 분석은 SPSS 21 ver. (SPSS Inc., Chicago,
IL, USA)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교차분석의 카이제곱

2) 지표 II. 항혐기성 항균제 중복 처방중재

검정과 student t-test 검정을 이용하여 95% 신뢰구
간에서 유의성을 판단하였다.

지표 II는 항혐기성 항균제인 flomoxef, clindamycin 중복사용이 빈번한 이비인후과 환자를 대상

4. 피험자 보호

으로 항균제 관리팀 활동 이전의 시기 2013년 1월부터
5월, 항균제 관리팀 활동 이후의 시기 2015년 6월부터

본 연구는 분당서울대학교병원에서 수행된 단일기

8월, ASP-EMR 적용 시기인 2016년 6월부터 8월의

관, 후향적 연구로서, 본원의 기관윤리심의위원회

days of therapy (DOT)를 length of Therapy (LOT)

(Institutional Review Board, IRB)로부터 승인 받았

로 나눈 값을 통해 항혐기성 항균제 중복 사용량을 평

으며, 후향적 연구이므로 피험자의 동의는 생략하였

가하였다.5) 또한, 항균제 관리팀 활동 이후에 ASP-

(IRB No.B-1704/391-101).

EMR 개발 전후로 항혐기성 항균제 중복 처방중재가
필요했던 환자 중 실제 처방 중재율, 수용률을 분석하

연구결과

고, 이로 인한 경제성 효과를 산출하였다. 경제성 효과
1) 지표 I. 광범위항균제/전체항균제 사용량, 항균제 처

산출식은 A, B 항균제를 병용 투약하다가 B 중단 후 A
6)

방중재 내역 및 수용률

만 지속 투약하는 경우를 대상으로 산출하였다.

3) 지표 III. Ciprofloxacin 주사제 경구 전환 처방중재

전체 항균제 사용량 대비 항균제에 대한 약사의 처방
중재 건수는 항균제 관리팀 활동 전인 2009년 6월부터

지표 III은 주사항균제를 동일 성분의 경구제로 전환

8월까지 3개월간 215건, 항균제 관리팀 활동 이후인

처방중재 활동 평가를 위해 항균제 관리팀 활동 이전의

2015년 동월 810건, ASP-EMR 개발 이후 1,151건으

시기 2014년 8월부터 10월, 항균제 관리팀에서 경구제

로 약사에 의해 적극적으로 항균제 관리가 증가하였다

로 전환 처방중재에 대해 적극 활동 중재시기인 2015

(Fig. 2). 실제 항균제 관리팀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약

년 8월부터 10월, ASP-EMR 적용 시기인 2016년 6월

사 이외에도 항균제 관련 처방중재 건수가 증가하였다

부터 8월에 전체입원 환자 중 혈액종양내과, 만12세 미

(Fig. 2). 항균제 관련 처방중재의 구체적인 항목은

1

Daily defined dose (DDD): 해당 의약품의 주성분별로 주요 적응증에 대하여 70kg의 성인 1인이 1일동안 투약해야 하는 평균 유지용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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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Indicator of ASP I-Use of Broad spectrum antimicrobial agents/all of antimicrobial agents, recommendations for antimicrobial management
*DDD(Daily defined dose): 해당 의약품의 주성분별로 주요 적응증에 대하여 70 kg 의 성인 1인 이 1일동안 복용해야 하는 평균 유지용량
�

광범위항균제: Amoxicillin/clavulanate, Ampicillin/sulbactam, Piperacillin/tazobactam, Flomoxef, Moxifloxacin, Meropenem, Imipenem/cilastatin, Doripenem

Fig. 3 Indicator of ASP I- Comparison of recommendations for antimicrobial management
and rate of adh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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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Indicator of ASP II-Comparison of the outcomes after the intervention on inappropriate duplication of
anaerobic coverage prescription using ASP-EMR

시기별 항균제 관리팀 활동 내용

항균제 관리팀 활동 이후

항균제 관리팀
활동 이전

ASP-EMR 적용
이전

ASP-EMR 적용
이후

2013.1.1-.5.31

2015.6.1-8.31

2016.6.1-8.31

1.13

1.08

1.01

-

중재율 (%, 중재건수/대상건수)

-

66.7(22/33)

91.3(21/23)

0.032

수용률 (%, 수용건수/중재건수)

-

68.2(15/22)

95.2(20/21)

0.007

중재까지 걸린 시일 (일) (days, median ± SD )

-

3.0±3.1

2.0±0.7

0.015

경제성 효과� (총액, 원)

-

581,065

1,131,623

-

연구대상 기간
Flomoxef, clindamycin 병용처방 DOT/LOT*

p

*DOT (Days Of Therapy): 각각 항균제 투약 일수를 모두 합한 값; LOT (Length of Therapy): 항균제 종류 수에 상관없이 투약한 투약 기간; DOT/LOT : 병용요법을 파
악할 수 있는 지표 ( 1 인 경우 병용)
�

경제성 효과 산출식 [A+B → A (B는 중단), A 단독 투약기간 C일] : B 약가(1일 상용량 기준 보험상한가) x C일 + 0.4(중재의 심각성)6) x 1일7) x 입원실료(5인실 기준 건

강보험과 본인부담금 입원실료) - 감염담당약사 시급

(Fig. 3)에 정리되어 있으며, 항균제 관리팀 활동 이전
주로 제형 오류에 관한 처방중재였으나, 이후 임상적

3) 지표 III. Ciprofloxacin 주사제를 경구제로 전환 처
방중재

상황을 고려한 적응증, 용량, 투여경로 변경 등 보다 임
상적 중요도가 높은 처방중재를 행하였으며, ASP-

항균제 관리팀 활동 이전 ciprofloxacin 사용량 분석

EMR 개발을 통해 동일한 업무시간 내에서 처방중재

결과 82.5%가 주사제인 반면, 항균제 관리팀 활동으로

가 증가하였음을 확인하였다(Fig. 2).

적극적으로 경구제로 전환하는 처방중재를 시행한 결
과 66.1%까지 주사제의 사용이 감소 추이였고, ASP-

2) 지표 II. 항혐기성 항균제 중복 처방중재

EMR 개발 이후 65.7%로 유지되는 수준이었다(Table
3). 후향적으로 경구제로 전환하는 처방중재가 가능했

불필요한 항혐기성 항균제 중복사용 빈도가 높았던

던 환자 중 실제 중재율을 분석한 결과 항균제 관리팀

이비인후과의 flomoxef와 clindamycin의 병용처방률

적극적 활동주제로 선정되었던 2015년은 90.3%,

추이를 DOT/LOT 값을 통해 항혐기성 항균제 중복 사

ASP-EMR 개발 후 시기는 66.7%로 중재율이 감소되

용량을 분석한 결과 항균제 관리팀 활동 전후로 감소추

었고(p=0.024), 중재까지 걸린 시일은 1.0일, 1.5일로

이로 나타났다(Table 2). ASP-EMR 개발 이후 중재

유의적인 차이는 없었다(p=0.152). 처방중재 수용률은

까지 걸린 시일은 3.0일에서 2.0일로 감소하였고

75.0%에서 90.0%로 향상되었다(p=0.034). 이에 따라,

(p=0.015), 평균 중재율은 66.7%에서 91.3%로 상승하

경제성 효과 추정액은 ASP-EMR 개발 전 4,291,797

였으며(p=0.032), 지속적인 항균제 관리팀 활동으로

원, ASP-EMR 개발 후 5,209,979원으로 추정되었다

처방중재 수용률 또한 95.2%로 향상되었다(p=0.007).

(Table 3).

이를 통해 기대되는 경제성 효과는 ASP-EMR 개발
전 581,065원, ASP-EMR 개발 후 1,131,623원으로

고찰

추정되었다(Table 2).
분당서울대학교병원 항균제 관리팀은 적절한 항균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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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Indicator of ASP III-The outcomes of the ciprofloxacin intravenous (IV)-to oral conversion using
ASP-EMR
항균제 관리팀 활동 이후
항균제 관리팀
활동 이전

투여경로 전환 적극
중재 시기 (ASPEMR 적용 이전)

ASP-EMR 적용
이후

2014.8.1-10.31

2015.8.1-10.31

2016.6.1-8.31

23.09(82.5)

13.54(66.1)

17.07(65.7)

-

4.91(17.5)

6.95(33.9)

8.92(34.3)

-

중재율 (%, 중재건수/대상건수)

-

90.3%(28/31)

66.7%(20/30)

0.024

수용률 (%, 변경건수/중재건수)

-

75.0%(21/28)

90.0%(18/20)

0.034

중재까지 걸린 시일 (일) (days, median ± SD)

-

1.0±1.6

1.5±2.0

0.152

-

4,291,797

5,208,979

-

시기별 항균제 관리팀 활동 내용

연구대상 기간
Ciprofloxacin 주사제 DDD/1000 pts-day*(%)
�

Ciprofloxacin 경구제 DDD/1000 pts-day (%)

�

경제성 효과 (총액, 원)

p

*1,000명의 재원환자당 1일 상용량의 ciprofloxacin 주사제를 처방 받은 환자 수
�

1,000명의 재원환자당 1일 상용량의 ciprofloxacin 경구제를 처방 받은 환자 수

�경제성 효과 산출식[A → B, 총 B 투약기간 C일] : (A - B 약가(1일 상용량 기준 보험상한가) ) x C일 + 0.1(중재의 심각성)6) x C일 x 입원실료(5인실 기준 건강보험과
본인부담금 입원실료) + 상급종합병원 일반식 기준 1일 식비 + 주사처치료(정맥내 일시주사 1일당 일반수가 ) - 감염담당약사 시급 (C일: 중재행위가 없었을 시 연장되었을
입원 일 수는 ciprofloxacin 경구약 복용일수로 가정)

사용을 위하여 ASP에서 권고하는 항균제 관리 항목

제 관리활동이 효율적으로 이뤄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중 매해 본원의 상황을 고려하여 적합한 주제를 선정하

ASP-EMR 개발을 통해 전년도 동월대비 동일한 업무

여 중점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항균제 관리팀 일원으로

시간을 할애함에도 불구하고 TDM 여부, 투여경로 전

써 약사는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나, 국내에서

환을 위한 모니터링이 신속히 행해질 수 있어, 더 적극

는 정보의 접근 제한성, 병원약사 인력 수급의 불안정,

적인 항균제 관리가 가능하였다. Elligsen의 연구팀은

국내 의료환경에서 다학제간 소통 방법의 부족 등의 이

항균제 관리활동을 통해 중환자실에서 광범위 항균제

유로 그 활동이 국외에 비해서는 미흡한 실정으로 사료

사용량의 감소 효과를 증명한 연구를 발표한 바 있다.7)

된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고자 ASP-

본 연구에서도 ASP-EMR을 통한 항균제 관리팀 활동

EMR 개발을 통해 항균제의 적절한 사용을 위한 처방

후 전체 항균제 사용량 대비 광범위항균제의 사용은 감

중재에 필요한 정보 접근을 비교적 용이하게 하였으며,

소하는 경향을 나타냈다. 지표 II를 통해 2013년 항균

제한된 인력으로 같은 시간에 보다 더 많은 항균제 처

제 관리팀 첫 번째 적극 ASP 주제로 선정되어 지속 관

방검토를 가능케 하였다. 항균제 관리팀 활동 전, 약사

리중인 항혐기성항균제 중복 처방중재에 대해서 평가

의 처방중재가 처방의에게 구두상 전달되었으나, 환자

해보고자 하였다. 항균제 관리팀 활동 전에 비해 불필

의무기록에 항균제 관리팀의 처방중재 기록을 남김으

요한 중복 처방은 감소추이로 확인되었고, ASP-EMR

로써 처방중재 내용을 의료진이 공유할 수 있게 하였

개발을 통해 처방 중재율도 상승되어, 이로 인해 기대

다. 항균제 관리팀 활동 후 전체 항균제 사용량 증가율

되는 경제성 효과도 증가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

대비 항균제 관련 처방중재 건수 증가율이 높았고, 상

경제성 효과는 약사의 시급을 고려한 순이익으로 과하

세 중재내역 또한 적응증, 용량, 용법 변경과 같이 보다

게 추정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연장 재원일수를 1일로

임상적 중요도가 상승된 지표 I의 결과는 약사의 항균

보정하여 산정하였다. 3년에 걸친 항균제 관리팀의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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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의 말씀

은 일주일 2건 미만으로 관리되고 있다. 이를 통해 감
염내과와 약제부의 협업으로 국내에서 적절한 항균제

본 연구는 2016년도 제18회 병원약학 연구논문 공모

사용 증진을 위한 중재 활동의 성공적인 한 협력 모델

를 통해 재단법인 병원약학교육연구원에서 연구비를

을 제시하였다. 지표 III은 2015년 항균제 관리팀 적극

지원받아 수행되었습니다.

ASP 주제로 선정되었던 주사제를 경구제로의 전환하
는 처방중재에 대해서 평가해보고자 하였다. 항균제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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