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325

http://dx.doi.org/10.14400/JDC.2016.14.6.325

수술 방항생제 적정  평가의 주기별 융합 변화 연구

양 *, **

건양 학 학원 병원행정 리학과*, 건양 학  과학 학 병원경 학과**

Convergence Research on Periodic Changes in the Quality

Assessment of Surgical Prophylactic Antibiotics

Sae-Yie Yang
*
, Kwang-Hwan Kim

**

Dept. of Hospital Management, Konyang Graduate School
*

Dept. of Hospital Management, College of Medical Science, Konyang University
**

  약 본 연 는 개 학병원  수술 방항생제 사용  실태 및 적정  평가 주 별 변  , 향후 수술 
방항생제 사용 및 평가 지 에 한 료  마 하는 것  목적  시행 었다. 양 여 적정  평가가 시

행  첫해  2007  1차 평가  2008 , 2009 , 2010 , 2012 , 2014  조사 간  정하 다. 본 연  
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양 여 적정  평가 료  용하 , 수술, 수술, 담낭절제술  평가지  
  여시  1항목, 항생제 택 3항목, 여 간 2항목  연도별 변   하 다. 결과, 항생제 
여 수는 수술  경우, 2007  13.5 에  2014  1.5  감 하 고, 수술  2007  12.8 에  2014  
1.5  감 하 다. 담낭절제술 또한 2007  6.9 에  2014  0.6  감 한 것  나타났다.  같  결과  

, 수술 방항생제 사용  질적 향상  하여 료진들  충  받아들  수  만한 고사항(또는 지 )
 마  및 그러한 고사항  적  배포  전달  한  필 할 것  생각 다. 어 병원  스스  
애  파악하여 개 할 수 도  니 링 제도 실시  고 해 볼 수  것 다.

주제어 : 수술 방항생제, 양 여 적정  평가, 항생제 여 간, 수술  감염, 료  질 리

Abstract  This study was conducted to provide the base line for the use of prophylactic antibiotics and the 
standard of antibiotic use and the evaluation based on analysis of current use, quality assessment and periodic 
changes of prophylactic antibiotics in a university hospital. We chose the year 2008, 2009, 2010, 2012, and 
2014 as the study periods since the primary evaluation on the first year of implementation in 2007. For this 
study, healthcare benefit quality assessment data from the Health Insurance Review and Assessment Service was 
used. We analyzed the differences each year of treatment period; one category for initial treatment timing, three 
categories for selecting antibiotics, and two categories for the length of treatment from multiple evaluation 
indices of gastric surgeries, colorectal surgeries, and cholecystectomy. The analysis revealed the followings: 
Regarding length of antibiotics treatment, total days of treatment decreased  down to 1.5, 1.5, and 0.6 days in 
the year 2014, from 13.5, 12.8, and 6.9 days in the year 2007, for gastric surgeries, colorectal surgeries, and 
cholecystectomy. Based on these outcomes, the efforts to devise efficient delivery and distribution of the 
recommendations or indices which medical staff could adhere for quality improvement of the prophylactic 
antibiotics would be necessary. Also implementing monitoring system to help the hospitals to acknowledge their 
own faults may be helpf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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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술부 감염은 병원 감염의 가장 흔한 원인 하나

다[1]. 수술부 감염은 입원기간 연장, 항생제 부작용,

항생제 내성률 증가에 따른 의료비 상승을 래하며, 질

병 이환율과 유병률과 사망률을 높인다[2]. 수술부 감

염은 체 병원 내 감염에서 2-3번째로 높고( 한병원감

염 리학회), 입원환자에게 발생하는 부작용 14%를

차지한다[3].

수술부 감염을 방하기 해서는 기 에 부합하는

항생제를 선택하여 정확한 용법과 용량을 한 기간

사용하는 것이 매우 요하다[3]. 병원 감염의 발생 항

생제 내성균주의 출 을 감소시키기 해서는병원 감염

감시체제가 잘 기능하고 있는지, 항생제가 실제로 어떻

게 사용되고 있는지 그 사용량 사용 양태를 찰하고

리할 수 있어야 한다[4]. 수술부 감염을 이고자 하

는 노력은 질환 이환율과 사망률을 임과 동시에 환자

와 의료기 의 경제 인 부담을 감소시킬 수 있다[2].

수술부 의 감염을 감소시킬 목 으로 항생제를 투여

할 때 이를 수술 방항생제라 한다[5,6]. 수술 방항생

제 투여에 한여러 지침이 제시되어 있으며, 지침에 따

라 하게 방항생제를 투여하면 수술부 감염 발생

률을 의미 있게 낮출 수 있다[5,6,7,8,9,10,11]. 이러한 권고

에도 불구하고, 임상에서 수술 방항생제 사용은 아직

부족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연구에 따르면 권고 이

행율은 28-70%로 악되고 있다[12,13,14,15].

국내 수술 방항생제 사용의 정성 평가연구에 의

하면, 권고지침 순응도가 외국에비하여 매우 낮아 1%에

미치지 못한다[16,17].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는 련

지표를 마련, 수술 방항생제의 사용실태를 악하고

한 사용을 도모하기 하여 2007년부터 “수술의

방항생제 정성 평가”를 주기 으로 실시해오고 있다

[18]. 첫 평가에서는 8개 수술을 상으로 시작하 지만,

2014년도 6차 평가에서는 15종류의 수술로 확 하 다.

평가 항목으로는 항생제의 최 투여시기, 선택 투여

기간 등을 포함한다. 한, 피부 개 1시간 이내 투여

율, 아미노 리코사이드 항생제나 3세 이상 세팔로스

포린 투여율, 2가지 이상 항생제 병용 투여율, 평균 투여

일수 등을 평가지표로 활용하고 있다[19]. 본 연구는 1개

학병원을 상으로 수술 방항생제 사용의 실태

정성 평가 주기별 변화를 분석, 향후 수술 방항생제

사용 평가 지침에 한 기 자료를 마련하는 것을 목

으로 한다.

1.1 연 상

연구 상은 한 역시의 K 학병원에 입원하여 수술

방항생제 평가 상 수술을 받은 환자를 상으로 조사

하 으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평가한 수술 방항

생제 정성 평가자료를 사용하 다.

평가자료는 수술 방항생제 정성 평가 시작 첫해

인 2007년 1차 평가, 2008년 2차 평가, 2009년 3차 평가,

2010년 4차 평가, 2012년 5차 평가, 2014년 6차 평가 기간

에 평가 상 수술을 받은 환자를 상으로 하 으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성성 평가 항목 수술 방항

생제 정성 평가에 해당하는 15 수술 에서, 체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수술, 장수술, 담낭 제술을

연구 상 수술로 정하 다.

1.2 연 방법

본 연구를 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요양 여 정

성 평가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을 시행하 다.

수술, 장수술, 담낭 제술의 평가지표 최 투

여시기 1항목(피부 개 1시간 이내 최 방항생제

투여율), 항생제 선택 3항목(Aminoglycoside 계열 투여

율, 3세 이상 Cephalosporin 계열 투여율, 방항생제

병용 투여율), 투여 기간 2항목(퇴원 시 항생제 처방률,

방항생제 총 투여 일수)의 연도별로 변화 추이를 분석

하 다. 각 항목에 한 산출식은 다음과 같다.

* 피부 개 1시간 이내 최 방항생제 투여율 =

피부 개 1시간 이내에 비경구로 방항생제를

처음 투여 받은 환자 수/ 방항생제를 투여 받은

체 환자 수 X 100

* Aminoglycoside 계열 투여율 = Aminoglycoside 계

열 항생제를 투여 받은 환자 수 / 방항생제를 투

여 받은 체 환자 수 X 100

* 3세 이상 Cephalosporin 계열 투여율 = 3세 이

상 Cephalosporin 계열 항생제를 투여 받은 환자 수

/ 방항생제를 투여 받은 체 환자 수 X 100

* 방항생제 병용 투여율 = 2개 계열 이상의 항생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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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투여 받은 환자 수/ 방항생제를 투여 받은

체 환자 수 X 100

* 퇴원 시 항생제 처방률 = 퇴원 시 항생제를 처방받

은환자수/ 평가 상수술을받은 체환자수X 100

* 방항생제총 평균투여 일수 = 방항생제를투여

받은 환자의 병원 내 투여 + 퇴원처방 총 항생제 투

여일수/ 방항생제를투여받은 체환자수X 100

1.3 방법

분석은 통계 로그램 R을 이용하여 산통계 처리하

다. 분석방법으로는 연도별 수술 건수 빈도 분석, 피부

개 1시간이내최 방항생제투여율, Aminoglycoside

계열 투여율, 3세 이상 Cephalosporin 계열 투여율,

방항생제 병용 투여율, 퇴원 시 항생제 처방률, 방항생

제 총 평균 투여일을 각각의 산출식에 맞게 산출하 다.

2. 연  결과

2.1 연도별 수술 건수

연도별 수술 건수는 다음과 같다. 6차 평가 기간

2012년이총 162건으로 수술 건수가 가장 많은해인것으

로 나타났다. 이를 수술별로 살펴보면, 수술의 경우,

2014년이 22건으로 가장 많았고 2008년에는 수술건수가

10건 미만으로 평가에서 제외되었다. 장수술은 2012년

이 46건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2008년에는 수

술건수가 10건 미만으로 평가에서 제외되었다. 담낭 제

술 역시 97건이 2012년에 시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1>.

2007 2008 2009 2010 2012 2014

Gastric Surgery 19 - 13 11 19 22

Colorectal

Surgery
16 - 13 11 46 19

Cholecystectomy 25 25 53 64 97 88

Total 60 25 79 86 162 129

<Table 1> Surgery per year

2.2 수술별 피 절개 전 1시간 내  

    방항생제 여

수술별 피부 개 1시간 이내최 방항생제투여

율은 다음과 같다. 수술의 경우 2007년 93.3% 고,

2008년에는 수술건수가 10건 미만으로 평가에서 제외되

었으며, 2009년부터 2014년까지 투여율은 100%인 것으

로 나타났다. 장수술의 경우는 2007년 100%에서2008

년에는 수술건수가 10건 미만으로 평가에서 제외되었으

며, 2009년과 2010년에 100%에서 2012년 96.9%, 2014년

85.7%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담낭 제술의 경우 6

차 평가 모두에서 투여율이 100%인 것으로 나타났다.

수술의 Aminoglycoside 계열 투여율은 2007년 38.5%

고, 수술이 없었던 2008년을 제외한 나머지 4개년도

(3,4,5,6차 평가)에서는 모두 0%로 나타났다. 장수술역

시 2007년 33.3%을 제외하고 수술이 시행된 4개년도

(3,4,5,6차 평가)에서 투여율은 0%임을 알 수 있었다. 담

낭 제술의 Aminoglycoside 계열 투여율은 6개년도(1-6

차 평가) 모두 0% 다. 수술별 3세 이상 Cephalosporin

계열 투여율을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수술의 경

우, 2007년의 투여율은 100% 으나, 2009년 57.1%로 감

소하 고, 2010년 이후에는 0%로 나타났다. 장수술은

2007년 100%, 2009년 90%, 2010년과 2012년 각각 0%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 으나, 2014년에는 7.1%로 소폭 증

가하 다. 담낭 제술은 2007년 100%에서 2008년 14.3%,

2009년 11.1%, 2010년 이후는 0%로 감소하 다. 수술별

방항생제 병용 투여율은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수

술은 2007년 100%에서 2009년 71.4%, 2010년 이후는 0%

로 감소한 수치를 보 다. 장수술의 경우, 2007년

100%에서 2009년 90%, 2010년과 2012년 각 0%로 지속

으로 감소하 으나 2014년 14.3%로 증가한 수치를 보

다. 담낭 제술의 경우 2007년 투여율은 100% 으며,

2008년 14.3%로 감소하 으나 2009년 55.6%로 다시 증

가하 다. 하지만 2010년과 2012년, 2014년에는 0%로 나

타났다<Table 2>.

2.3 퇴원시 항생제 처방

수술별 퇴원시 항생제 처방률변화는 다음과 같이나

타났다. 수술의 경우 2007년 23.1%에서 2009년 14.3%,

2010년 이후 0%로 감소하 다. 장수술은 2007년 100%

에서 2009년 80%, 2010년 이후 0%로 감소한 것으로 나

타났다. 담낭 제술의 경우, 2007년 100%에서 2008년

0%로 감소하 으나 2009년에 다시 100%로 증가하 고,

이후2010년15.4%, 2012년0%, 2014년0%로나타났다[Fig.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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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2008 2009 2010 2012 2014

Rate of prophylactic antibiotics 1 hour prior to the incision for each surgery

Gastric Surgery 93.3 - 100.0 100.0 100.0 100.0

Colorectal Surgery 100.0 - 100.0 100.0 96.9 85.7

Cholecystectomy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Rate of use of aminoglycoside and its analogues

Gastric Surgery 38.5 - 0.0 0.0 0.0 0.0

Colorectal Surgery 33.3 - 0.0 0.0 0.0 0.0

Cholecystectomy 0.0 0.0 0.0 0.0 0.0 0.0

Rate of use of 3rd or higher generation cephalosporin and its analogues

Gastric Surgery 100.0 - 57.1 0.0 0.0 0.0

Colorectal Surgery 100.0 - 90.0 0.0 0.0 7.1

Cholecystectomy 100.0 14.3 11.1 0.0 0.0 0.0

Rate of combined use of prophylactic antibiotics for each surgery

Gastric Surgery 100.0 - 71.4 0.0 0.0 0.0

Colorectal Surgery 100.0 - 90.0 0.0 0.0 14.3

Cholecystectomy 100.0 14.3 55.6 0.0 0.0 0.0

<Table 2> Rate of use of prophylactic antibiotics for each surgery      Unit : %

[Fig. 1] Discharge antibiotics prescription rate

2.4 수술  항생제 여 수에  항생제 

여  비

수술의 항생제 투여 일수에 따른 투여율을 비교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2007년 총 투여 일수는 13.5일 이었

고, Aminoglycoside 계열 투여율은 38.5%, 3세 이상

Cephalosporin 계열 투여율은 100% 다. 2009년 이후 총

투여 일수는 평가차수마다 연도별로 변동이 있었지만,

Aminoglycoside 계열 투여율은 0%, 3세 이상

Cephalosporin 계열 투여율 역시 2010년 이후 0%인 것으

로 나타났다[Fig. 2].

[Fig. 2] Comparison of rate of antibiotics treatment

based on the length of use for gastric 

surgeries

2.5 수술  항생제 여 수에  

    항생제 여  비

장수술의 항생제 투여 일수에 따른 투여율을 비교

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방항생제의 총 투여 일수는

2007년 12.8일에서 지속 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Aminoglycoside 계열 투여율 역시 2007년 33.3%

이후 2008년 2차 평가는 수술건수가 10건 미만으로 평가

에서 제외되었으며 2008년 2차 평가는 해당수술이 없었

으며 2009년부터 2014년 4개년도 동안 0%를 유지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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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세 이상 Cephalosporin 계열 투여율은 100%에서 90%

로 감소한 후 2014년 7.1%로 증가하 다[Fig. 3].

[Fig. 3] Comparison of rate of antibiotics treatment

based on the length of use for colorectal 

surgeries

2.6 담낭절제술  항생제 여 수에  

    항생제 여  비

담낭 제술의 항생제 투여 일수에 따른 투여율을 비

교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방항생제의 총 투여 일수는

2007년 7.9일에서 2008년 2.2일로 감소하 다가 2009년

증가한 뒤 지속 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minoglycoside 계열 투여율은 투여 일수와 계없이 6

차 평가기간 내내 0%인 것으로 나타났다. 3세 이상

Cephalosporin 계열 투여율은 100%에서 2008년 14.3%,

2009년 11.1% 2010년 이후 0%로 감소한 수치를 보 다

[Fig. 4].

[Fig. 4] Comparison of rate of antibiotics treatment 

based on the duration of use for cholecystectomy

2.7 수술별 방항생제  여 수 및 방

    항생제 병용 여  비

수술별 방항생제 총 투여 일수와 방항생제 병용

투여율을 비교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수술의 경우, 항

생제 총 투여 일수는 2007년 13.5일에서 2008년에는 수술

건수가 10건 미만으로 평가에서 제외되었으며, 2009년

2.4일로 투여일수 감소 후 2010년 3.3일증가했다가 2012

년 2.6일, 2014년 1.5일로 감소하 다. 증가에서 감소 추

세 후 소폭 증가했다가 감소하 으나 방항생제의 병용

투여율은 2009년 이후 0%인 것으로 나타났다.

장수술은 총 투여 일수는 2007년 이후 지속 으로

감소하 다. 그러나 방항생제의 병용 투여율은 2009년

90%에서 2010년, 2012년 0%로 감소한 뒤 2014년 14.3%

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담낭 제술의 방항생제 총 투여 일수는 2007년 7.9

일에서 2008년 2.2일로 감소하 지만 2009년 증가 후 감

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담낭 제술 시행 시 방항생제

의 병용 투여율은 2007년 100%에서 2008년 14.3%로 감

소한 뒤 2009년 55.6%로 증가하 으나 그 이후는 0%를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Fig. 5].

[Fig. 5] Comparison of total duration (days) of and 

rates of combined use of prophylactic 

antibiotics among surgeries among surgeries

3. 고찰

본 연구는 1개 학병원을 상으로 수술 방항생제

사용의 실태 정성 평가 주기별 변화를 분석하여 향

후 수술의 방항생제 사용 평가 지침에 한 기 자

료를 마련하고자 시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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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의 방항생제 사용 평가 시행 자료를 이용한

국내 연구에 따르면, 제시된 권고사항에 따라 방항생

제를 투여한 경우는 0.8%에 불과하 다[16]. 73.9%에서

한 항생제가투여되었으며, 수술시작 한 시간 내

에 투여된 비율은 11.2% 다. 수술 후 24시간 내에 항생

제 투여를 단한 경우는 1.748명 에서 3명(0.2%)에 불

과하 다.

방항생제 사용의 권고사항 이행율에 한 국외 연

구에서, 항생제의선택, 사용 기간, 용량, 투여 간격 최

투여 시기가 각각 92%, 82%, 89%, 43% 50%으로

나타났다[12]. 항목 체에 한 반 순응도는 단지

28%에 불과하 다. 다른 연구에 의하면, 수술 방항

생제 종류의 한 선택은 70%로 조사되었으나, 투여

기간은 36.3%로낮아 부 한 투여 기간이권고지침 이

행 비율에 큰 향을 주었음을 알 수 있다[13]. 다른

연구에서는 항생제의 선택이 한 경우는 83.3%이고

한 시기에 투여된 경우는 76.6%로 높은 반면에, 항

생제 투여 기간이 한 경우는 35.0%로상 으로 낮

아 마찬가지로 항생제 투여 기간이 이행율에 가장 큰

향을 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6]. 가장 요한 장벽들로

는, 안내 자료배포의 부족으로 인한 인식의 결여, 인식의

부족으로 지역병원 자체 권고사항에 한의료진들의 의

학 동의 부족, 의료환경 요인 등이 포함된다[12].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는 이러한 장벽들을 최소화

하고자 “수술 방항생제 정성 평가”를 도입하 다. 평

가시행후, 항생제선택, 첫투여시기 기간등의 지표

에서 의미 있게향상되었고, 특히 항생제 첫 투여 시 이

가장 크게 개선되었다[20]. 평가제도 시행 인 2006년도

에는 피부 개 1시간 이내 최 방항생제 투여율이

12-34% 수 이었으나, 제도 시행 후인 2007년도에는 거

의 100%에 도달하 다.

6차평가 주기를 포함하여 분석한 본 연구에서도항생

제 선택 첫 투여 시기는 평가 시행 기부터 크게 개

선되었으나, 항생제 투여 기간( 방항생제 총 투여 일수)

는 평가 연도마다 차 으로 개선되는 양상을 보 다.

제도 시행 후를 비교한 국내 자료를 이용한 연구에서

도 수술의 경우 제도 시행 인 2006년도와 비교할 때,

제도 시행 첫해인 2007부터 항생제의 투여 시기 선택

지표에서는 크게개선된 반면, 총 항생제 투여 일수는 상

으로 개선 효과가 약하 다[20].

수술 방항생제는 가능하면 짧게 사용하도록 권장하

고 있다. 24시간 이내로 사용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며, 그

이상 항생제를 사용하는 것은 수술부 감염을 이는

데 이득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21,22,23]. 국내 보고에 의

하면 수술 후 방항생제를 24시간 이내에 단한 비율

은 매우 조하여, 2005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시행

한 방항생제 사용에 한 비연구에서는 0.2%로 조사

되었고, 2006년도 자료를 이용한 국내 연구에서는 0.5%

로 조사되었다[17,24].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련 지

표를 마련하여 수술 방항생제 사용 평가를 실시하기 시

작한 2007년도 자료를 이용한 연구에서는 0.6%로 비

연구에 비하면 다소 나아지기는 하 지만 여 히 조하

게 실행되고 있다[20].

일부 진료과 학회에서 수술의 방항생제 사용에

한 가이드라인을 수립하 으나, 아직도 근거 연구의 부

족으로 인하여 수술별 방항생제의 종류와 사용지침에

해서는 논란이 있고, 일부 지침은 문가들의 의견만

을 거쳐 수립되기도 한다[25].

권고사항에도 불구하고 수술 방항생제의 권고 이행

율이 조한 실정으로, 이를 극복하기 한 노력이 필요

하다. 수술 방항생제 사용의 질 향상을 하여 의료

진들이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을 만한 권고사항( 는 지

표)의 마련 그러한 권고사항의 효율 인 배포와 달

을 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더불어 병원이

스스로 장애 요인을 악하여 개선할 수 있도록 모니터

링 제도 실시를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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