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론

항생제 사용관리 프로그램(antimicrobial stewardship 

program, ASP)은 항생제의 종류, 용량, 투여기간, 투여 경

로를 포함하여 가장 적절한 항생제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

해, 항생제 사용의 적정성을 측정하고, 개선하도록 고안된 

통합적 중재활동이다[1]. ASP의 목적은 환자의 치료결과

를 개선하고, 자원활용을 최적화하며, 항생제 내성을 감소

시키는 것이다[2]. 항생제 내성은 전 세계적으로 심각한 문

제 중 하나이며, 의료기관에서 ASPs를 활성화하여 항생제 

사용을 최적화하는 것은 항생제 내성을 해결하기 위한 핵

심전략 중 하나이다[3]. 세계보건기구를 포함하여, 유럽연

합, 미국, 영국, 호주 등 많은 국가들이 항생제 내성 극복을 

특집4

498  대한의사협회지

FOCUSED ISSUE OF THIS MONTH 
J Korean Med Assoc 2022 August; 65(8):498-504

pISSN 1975-8456 / eISSN 2093-5951

https://doi.org/10.5124/jkma.2022.65.8.498

498

498-504

Kwon KT
Antimicrobial stewardship programs

항생제 사용관리 프로그램

항생제 사용관리 프로그램의 실행항생제 사용관리 프로그램의 실행
권 기 태

경북대학교 의과대학 내과학교실

Implementation of antimicrobial stewardship 
progra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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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ckground: The antimicrobial stewardship program (ASP) is a coordinated intervention designed to improve 
and measure the appropriate antibiotics use by selecting an optimal antibiotic drug regimen, including dosing, 
therapy duration, and administration route. The implementation of ASPs decreases the consumption, cost, and 
adverse effects of antibiotic use. Additionally, it improves the clinical outcomes, and decreases Clostridium difficile 
infection and antimicrobial resistance. 
Current Concepts: To overcome the antimicrobial resistance and implement ASPs worldwide, various efforts are 
underway, such as enacting ASP guidelines, developing core elements for ASP implementation, introducing ASPs 
to the healthcare accreditation system, and providing healthcare facilities with adequate incentives to implement 
ASPs. In Korea, ASP guidelines were published in September 2021, and core elements for ASP implementation 
are being developed at the time of writing. However, there is a shortage of personnel required for the ASP 
team, including healthcare workforce and infectious disease specialists for leading the team Moreover, financial 
support for ASP implementation in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 is not provided yet. The awareness of 
hospital leadership and clinicians prescribing antibiotics for ASP implementation is still low. The reimbursement 
system establishment and workforce for ASPs are prerequisite for the implementation of ASPs. 
Discussion and Conclusion: At the national level, it is necessary to provide financial support for ASPs in 
healthcare facilities, nurture the healthcare workforce in performing ASPs, and advocate ASP education and 
public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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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전략으로 ASPs를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3]. 

우리나라도 항생제 내성을 극복하기 위한 전략으로 2016년

에 제1차 국가 항생제 내성 관리대책을 수립하고 5년간 수

행하였으며, 2021년 11월에는 제2차 국가 항생제 내성 관

리대책을 수립하여 추진 중이다[4,5]. 제2차 국가 항생제 

내성 관리대책의 첫 번째 주요 분야는 항생제 적정 사용이

며, 의료기관에 ASP 도입 및 추진이 중점 분야에 포함되어 

있다[5]. 2021년 9월에 대한항균요법학회, 대한감염학회 

및 한국병원약사회가 협력하여 ‘한국에서의 ASP 적용 지

침’을 출판하였으며, 의료기관에 이 지침을 성공적으로 도

입하기 위한 핵심요소들을 개발하고 있다[3,6]. 또한 대한

항균요법학회와 대한감염학회는 질병관리청의 지원을 받아 

항생제 사용관리에 대한 유트브 공개 교육자료를 개발하였

으며, 일반인용, 의료인 기본, 의료인 심화, 한국형 ASP 지

침 요약으로 구성하여 학회 홈페이지(https://www.ksat.

or.kr/board/list.html?code=ss_basic)에서 제공하고 있

다[7].

이 논문에서는 ASP의 개념과 필요성, 방법과 효과, 실행

을 위한 핵심요소에 대해 고찰하고, 우리나라에서 ASPs가 

효과적으로 실행되기 위한 전제조건을 살펴보고자 한다.

ASP의 개념과 필요성

항생제 사용관리(antimicrobial stewardship)라는 용어는 

1996년 McGowan과 Gerding [8]에 의해 미국에서 처음 사

용되었다. McGowan과 Gerding에 따르면, 이 용어는 선한 

steward(청지기)의 복음에 대한 주일 강론과 교회에 정기적

으로 봉사하는 선한 청지기 되기 또는 청지기 직분이라는 

용어의 사용에서 영감을 받았으며, 그들은 항생제를 사용할 

때, 불필요한 사용을 피하여 적절하게 사용하고, 재생 불가

능한 귀중한 자원으로 항생제를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

하고 싶었다고 한다[9]. 이후에 미국과 유럽의 항생제 내성 

예방에 대한 지침에 항생제 사용관리라는 용어가 포함되면

서 널리 사용되게 되었다. 사전적 의미로는 (1) 청지기의 직

분, 직무 및 의무, (2) 어떤 일을 지휘, 감독, 관리, 특히 신중

하고 책임 있는 관리를 뜻한다. 항생제 사용관리는 (1) 항생

제의 사용 통제와 용량, 기간, 투여 경로를 포함하여 가장 적

절하게 선택하는 치료, (2) 부작용과 항생제 내성과 같은 의

도하지 않은 결과를 최소화하면서 환자의 치료결과를 개선

하는 목적, (3) 적절한 항생제 사용을 측정하고 개선 및 촉진

하는 일련의 통합적 중재, (4) 정책, 지침, 감시, 교육, 감사

와 같은 다면적 접근, (5) 항생제 내성 출현을 예방하는 핵심 

구성요소, (6) 불필요한 사용을 방지하고, 표적화되고 제한

된 치료를 제공하는 현명한 항생제 사용으로, 현재의 효과와 

미래세대가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극대화하는 책임 있는 사

용 등의 의미로 여러 문헌들에서 사용되었다[9]. 이러한 항

생제 사용관리를 실현하는 여러가지 통합적 중재활동을 항

생제 사용관리 프로그램이라고 한다.

항생제 사용의 증가와 부적절한 항생제 사용은 항생제 내

성의 증가로 이어지고, 증가된 항생제 내성은 다시 광범위 

항생제의 사용과 부적절한 항생제 사용을 증가시키는 악순

환을 반복한다. 이러한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적정한 항생

제 사용을 유도하여 환자의 임상적 예후를 호전시키고, 비용 

상승, 항생제 내성균 출현, Clostridioides difficile에 의한 장

염 등과 같은 항생제 사용에 의한 부수적인 피해(collateral 

damage)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항생제 사용관리 프로그램을 

실행할 필요가 있다.

2019년에 400 병상 미만의 병원(6개 요양병원, 3개의 급

성기 병원, 1개의 정형외과 병원)에 입원한 환자들을 대상으

로 항생제 처방의 적정성을 평가하였을 때, 병원 간 항생제 

처방 형태가 다양하였으며, 총 30.6%가 부적절하게 항생제

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10]. 그리고, 2018년에 

국내 20개 의료기관의 입원 및 외래 환자를 대상으로, 투여 

목적에 따른 항생제 처방의 적정성을 평가하였을 때, 수술의 

예방적 항생제는 54.4%가 부적절하였고, 시술이나 장기 이

식, 면역 억제제 투여에 대한 예방적 항생제는 29.5%가 부

적절하였으며, 치료적 항생제는 20.5%가 부적절하였다[11]. 

부적절한 항생제 처방은 환자의 치료결과에 악영향을 끼치

고, 항생제 내성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 개선되어야 하고, 항

생제 처방 형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ASPs가 활성화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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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Ps의 실행방법과 효과

항생제 처방의 적절성을 효과적으로 높일 수 있는 근거기

반의 핵심 중재 전략은 항생제 제한과 사전 승인(restriction 

and preauthorization; front-end program)과 전향적 감

사와 피드백(prospective audit with feedback: back-end 

program)이다[6]. 핵심 중재 전략 외에 부가적인 전략으로 

악수 사용관리, 교육, 임상 진료지침, 항생제 투약 기간 최

적화, 증후군 기반 항생제 관리, 주사 항생제의 경구 항생제

로의 전환, 항생제의 치료적 약물농도 모니터링 등이 있다

(Table 1) [6].

항생제 제한과 사전 승인은 특정 항생제에 대하여 항생제

를 처방하는 의료진이 항생제를 처방하기 전에 항생제 사용

관리 전담팀의 승인을 받아 처방할 수 있게 하는 전략이다. 

환자에게 항생제 투약의 필요성을 처음부터 평가하여 적정

한 항생제를 처방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때문에, 올바른 경

험적 항생제가 투여될 확률을 높여서, 대상 항생제의 사용량

과 투약 기간을 감소시키고, Clostridium difficile infection 

(CDI)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12,13]. 하지만 이 전략이 실시

간으로 24시간 동안 수행되려면 많은 인력이 필요하고, 항

생제를 처방하는 의사와 제한하는 ASP팀 사이의 갈등이 발

생할 수 있고, 사전 승인 대상이 아닌 항생제의 사용량의 늘

어나는 풍선 효과를 유발할 수 있으며, 관리자의 숙련도에 

따라 효과의 차이를 보이는 단점이 있다. 이러한 단점을 극

복하기 위해, 항생제를 처방하는 의사의 불편함을 줄이고, 

미생물 검사결과가 나오고 임상적인 평가가 가능한 시점인, 

처방 후 3-5일에 제한을 시작하는 형태로 운영되기도 한다

[14]. 전향적 감사와 피드백은 항생제가 처방되고 일정시간

이 지난 후 관리자가 처방된 항생제의 적정성을 평가하여 처

방한 의료진과 소통하는 전략이며, 항생제 사용의 적정성 향

상, 유지 기간의 단축, 재입원율 감소, 항생제 내성과 CDI를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었다[6]. 전향적 감사와 피드백의 한 

형태로, 의사와 약사로 구성된 ASP 전담팀이 항생제를 처

방하는 의료진과 함께 회진하면서, 항생제 처방에 대한 개

별적인 피드백을 즉시 제공하는 악수 사용관리(Handshake 

stewardship)가 있다. 교육은 ASP의 핵심적인 요소로 항생

제 처방 행위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나, 수동적인 형

태의 교육은 중재 기간 중에 나타나는 일시적인 효과를 보이

며, 능동적 중재를 함께 시행하지 않으면 그 효과가 크지 않

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15,16]. 요로감염이나 지역사회획득

폐렴과 같은 특정 감염 질환에 대하여 항생제 사용에 대한 

적정성을 평가하고 관리하는 방법이 있으며, 패혈증에도 항

생제 사용관리를 적용할 수 있다[17,18].

북미, 유럽 등의 여러 나라에서 ASPs의 효과를 입증하는 

많은 연구가 있는데, ASPs는 항생제 사용량과 항생제 사용

에 따른 비용을 감소시키고, 환자의 임상적 예후를 호전시킨

다[6,19]. 또한 항생제의 독성과 알레르기 같은 이상반응을 

감소시키고, CDI도 감소시키며, 항생제 내성을 감소시킨다

[20]. 국내에서도 ASPs를 실행하여 불필요한 항생제 사용을 

감소시켰다는 연구가 있다[21-23].

ASPs의 실행을 위한 핵심요소

ASPs를 의료기관에 성공적으로 도입하고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ASPs를 실행할 구조와 절차가 필요하다. 2014

Table 1. Important strategies for antimicrobial stewardship program

Core strategies

Restriction and preauthorization

Prospective audit with feedback

Supplementary strategies

Handshake stewardship

Education

Guidelines and clinical pathways

Duration optimization for infectious syndromes

Targeted review of patients with specific infectious syndromes

Conversion from parenteral to oral therapy

Dosage optimization and therapeutic drug monitoring (with feedback)

Combination therapy

Streamlining or de-escalation of therapy

Clinical decision support systems/computerized physician order entry

Monitoring antimicrobial resistance and drug usage

Selective antibiotic susceptibility reporting

Microbiological alerts and rapid diagnostic testing

Adapted from Yoon YK, et al. Infect Chemother 2021;53:617-659, according to the Creative 
Commons license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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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미국 질병통제센터(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CDC)는 의료기관의 항생제 사용에 대한 개선

이 시급하다고 판단하였고, 미국 내의 모든 급성기 병원에서 

ASPs를 실행할 것을 권고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7가지 핵심요소를 제시하였다[24,25]. 미국 CDC의 

7가지 핵심요소는 리더십의 책무(leadership commitment), 

책임자 임명(accountability), 담당 약사 임명(pharmacy 

expertise), 중재의 실행(action), 추적조사(tracking), 보고

(reporting), 교육(education)이다[3]. (1) 리더십의 책무는 

의료기관의 경영자들이 의료기관에서 항생제 사용관리를 수

행하는 데에 필요한 인적, 재정적, 정보자원 기술의 지원에 

대한 내용이고, (2) 책임자 임명은 ASPs를 수행하는 전담팀

을 구성하고 이러한 팀의 리더를 임명하는 것이며, (3) 담당 

약사 임명은 항생제 사용관리를 전담할 약사를 임명하고 역

할을 부여하고, (4) 중재의 실행은 항생제를 적절하게 사용

할 다양한 중재 방법을 의료기관 실정에 맞게 활용하며, (5) 

추적조사는 항생제 사용과 중재의 효과에 대한 다양한 지표

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모니터링 하는 것이고, (6) 보고는 

항생제 사용과 중재의 효과의 지표들을 경영자와 의료인을 

포함하는 직원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며, (7) 교육은 

ASPs를 경영자, 의료인을 포함하는 직원과 환자들에게 교

육하는 것이다. 미국 CDC는 이러한 핵심요소를 병원에 가

장 먼저 적용하였고, 이후 규모가 큰 병원뿐만 아니라, 장기 

요양 시설, 외래, 소규모 급성기 병원, 자원이 제한된 의료기

관을 위한 핵심요소를 각 기관의 수준에 맞게 조정하고 별도

로 제시하여, 의료기관 전반에서 ASPs가 실행될 수 있는 기

반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다. 미국의 의료기관 인증기관인 

The Joint Commission은 의료기관 인증평가에도 이러한 

ASP 실행을 위한 핵심요소를 도입하여 활용하고 있다[26].

영국은 Antimicrobial Self-Assessment Toolkit, 

Antimicrobial Stewardship Toolkit for English Hospitals, 

TARGET (Treat Antibiotics Responsibly, Guidance, 

Education, Tools) Toolkits이라는 형태로 미국 CDC의 Core 

Elements와 유사한 프로그램들을 국가적 차원에서 운영하

고 있다[3]. 호주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essential elements 

and strategies for antimicrobial stewardship programs이

라는 명칭으로 항생제 사용관리를 실행하는 데 필요한 구조

와 거버넌스 및 필수 전략을 제시하였다. 2019년에는 전 세

계의 항생제 사용관리 전문가들이 합의하여 항생제 사용관

리 프로그램 실행을 위한 필수요소와 체크리스트를 구체적

으로 제정하여 발표하였다[27]. 세계보건기구는 소득 수준이 

낮거나, 중간 정도 되는 국가의 의료기관에서 ASPs를 실행

하기 위한 World Health Organization Practical Toolkit을 

발표하였으며, 국가에서 필요한 필수요소와 체크리스트, 의

료기관에서 필요한 필수요소와 체크리스트를 구분하여 제시

하고 있다[28]. 국가에서 수행해야 할 필수요소는 의료기관

에서 ASPs를 진행하는 데 필요한 의료인력 확보, 훈련, 인증 

획득을 지원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

대한항균요법학회는 2021년 11월에 질병관리청의 연구비 

지원을 받아 대한감염학회, 한국병원약사회와 함께 우리나

라에서 ASPs를 실행할 수 있는 핵심요소를 개발하고 있다. 

국제 기구나 다른 나라의 핵심요소를 참고하여 우리나라 상

황에 맞게 조정하고, 의료기관에서 ASPs를 활성화할 수 있

도록 재정적 지원방안과 의료기관 인증평가의 인증기준을 

고려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의 자

문을 받아서 개발을 추진중이다.

ASPs의 실행을 위한 전제조건

2020년에 전국 150 병상 이상 217개 병원에서 ASPs에 참

여하고 있는 의사들을 대상으로 시행한 설문조사에서, 의료

기관의 ASP 활성화의 가장 큰 장애는 ASPs를 수행할 인력

의 부족이고, 두 번째는 지침이나 매뉴얼 같은 도구의 부족

이며, 세 번째는 ASP 수행에 대한 적절한 보상체계의 부족

으로 확인되었다[29]. 이에 따라 ASP 활성화에 가장 필요한 

지원은 ASP 수행 인력 확보이고, 두 번째는 ASP에 대한 보

상체계 마련이며, 세 번째는 지침이나 매뉴얼 같은 ASPs를 

위한 도구의 개발로 조사되었다.

ASPs를 실행하는 데에 필요한 가장 중요한 전제조건은 

ASPs를 실행할 전담팀을 구성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을 확보

하는 것이다. ASPs를 성공적으로 구현하기 위해서는 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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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 간호사, 미생물 학자 및 감염 예방 전문가, 정보기술 

전문가로 구성된 다학제 팀이 필요하고, 병원 경영진과 관련 

위원회 구성원들은 이 팀과 협력하고 지원해야 한다(Figure 

1) [6]. 그리고 이러한 다학제 ASP팀을 이끌고 ASPs를 수행

하는 데에 핵심적인 역할을 할 감염내과나 소아청소년 감염 

분과전문의가 필수적이고, 감염 약료 분과 전문 약사나 ASP 

교육을 받은 간호사의 역할도 중요하다. 하지만 현재 우리

나라에서 ASPs를 책임지고 운영할 수 있는 감염 분과 전문

의와 훈련된 임상 약사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다. 항생제를 

투여하고 있는 모든 환자들에게 ASPs를 적용한다고 가정

할 때, ASPs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전문 인력(full-time 

equivalent, FTE)은 100 병상당 1.2명(사분범위, 1.02-

1.38)이었고, 항생제를 사용하는 환자 100명당 필요한 FTE

는 2.28명(사분범위, 1.93-2.62)이었는데 반해, 전국적으

로 84개의 500 병상 이상 병원을 대상으로 시행한 조사에서 

ASPs를 수행할 FTE가 전혀 없는 기관이 94%로 조사되었다

[30,31]. 2020년 11월 기준으로 우리나라에서는 ASP 프로

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내과/소아청소년과 감염 분과 전문의

는 350여 명이었고, 감염 약료 분과 전문약사도 86명에 불과

했다[3].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ASPs를 운영할 전문가를 

양성할 수 있는 제도적인 지원책을 마련하고, 체계적으로 교

육하는 과정을 개발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

의료기관이 ASPs를 도입하여 전담팀이나 위원회 같은 운

영체계를 갖추고, 지속적으로 수행해 나가기 위해서는 국민

건강보험에 ASP 활동에 대한 수가가 도

입되는 등의 방법으로 재정적 지원이 반

드시 마련되어야 한다. ASPs의 효과는 

개별 의료기관의 수익으로 연결되기 보

다는, 국가적인 공익으로 이어지기 때문

에, 재정적인 지원 없이 의료기관 자체

적으로 ASPs를 수행하는 비용을 투입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영국처럼 ASP 

적용을 주기적으로 평가하여 그에 따른 

인센티브를 제공하거나, 호주나 미국처

럼 의료기관 인증기준에 ASP 항목을 구

체적으로 제시하여, 의료기관이 ASPs

를  수행하도록 유도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또한, 의료

기관의 경영진이나 항생제를 처방하는 의료인들의 ASPs에 

대한 인식도와 수용성을 높이기 위하여 홍보와 교육을 활성

화할 필요도 있다.

결론

ASP는 항생제의 종류, 용량, 투여기간, 투여 경로를 포함

하여 가장 적절한 항생제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항생제 

사용의 적정성을 측정하고, 개선하도록 고안된 통합적 중재

활동이다. ASP는 항생제를 적정하게 사용하도록 유도하여, 

항생제 사용량과 항생제 사용에 따른 비용을 감소시키고, 환

자의 임상적 예후를 호전시키며, 항생제의 독성과 알레르기 

같은 이상반응, CDI와 항생제 내성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

어, 전 세계적으로 ASPs를 활성화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ASP 지침을 출판하고, ASP 실행을 

위한 핵심요소를 개발하고 있다. 하지만 ASP 실행에 필요한 

전문 인력이 매우 부족하고, 재정적 지원이 거의 없으며, 경

영진이나 의료인들의 인식도도 낮아 ASPs를 위한 인프라는 

척박하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체계적으로 전문 인력을 양성

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하여야 하고, ASPs에 대한 

국민건강보험수가를 도입하고, ASPs에 대한 홍보와 교육을 

강화해야 하겠다.

Antimicrobial
Stewardship
Core Team

Hospital leadership

Support

Close 
collaboration

• Drug and therapeutics committee
• Clinical governance
• Hospital administration
• Risk management
• Infection control
• Quality improvement and patient safety

Infectious
diseases
doctor

Clinical
pharmacist

with ID
training

Clinical
microbiologist

Infection
control

professional

Nurse
(with ASP
training)

Information
system

specialist

Figure 1. Multidisciplinary team for implementation of antimicrobial stewardship program. Adapted from 
Yoon YK, et al. Infect Chemother 2021;53:617-659, according to the Creative Commons license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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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er Reviewers’ Commentary

항생제 내성에 대처하기 위한 2가지 전략으로 항생제의 적절한 

사용과 오남용 방지, 그리고 내성균의 전파를 차단하기 위한 감

염관리가 제시되고 있는데, 전자에 해당하는 내용이 이 논문에

서 제시하고 있는 항생제 사용관리 프로그램이다. 항생제 사용

관리 프로그램은 약제의 적정성을 포함한 의료 질 향상 측면에

서도 중요하지만, 항생제 내성균 대응을 위해서도 국내 의료기

관에 반드시 정착되어야 할 활동이다. 기존 의료진들에게 아직

은 다소 생소할 수 있는 개념이지만 제2차 국가 항생제 내성 관

리대책에 따르면 2025년까지 국내 모든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

원에 항생제 사용관리 프로그램을 정착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는 

만큼 관련된 분야의 발전이 예상된다. 이 논문은 임상 현장의 의

료진들이 항생제 사용관리 프로그램을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판단된다. 

[정리: 편집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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