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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보호원소비자보호원 설립목적설립목적

19861986년년 개정개정((제제22차차))된된 소비자보호법에소비자보호법에
의해의해 19871987년년 77월월 11일에일에 설립된설립된 재정경제재정경제
부부 산하산하 특수공익법인특수공익법인

소비자의소비자의 기본기본 권익을권익을 보호하고보호하고 소비생소비생
활의활의 합리화를합리화를 도모하며도모하며 나아가나아가 국민경국민경
제의제의 건전한건전한 발전에발전에 기여토록기여토록 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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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원인원: 30: 30명명

시험장비시험장비 : : 약약 6060억원억원, 615, 615종종

미생물분석기미생물분석기,  Real,  Real--Time PCRTime PCR
PFGE, LC/MS. GC/MS. PFGE, LC/MS. GC/MS. 

ICP. ICP. 전자파측정기전자파측정기 등등

시험검사소시험검사소 일반일반 현황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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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검사소시험검사소

어떤어떤 일을일을 하나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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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81928년년 영국의영국의 Alexander Alexander 
FlemingFleming ::페니실린페니실린 명명명명

푸른곰팡이푸른곰팡이((PenicilliumPenicillium
notatumnotatum))의의 용균작용용균작용

항생제는항생제는 현대의학의현대의학의 최대최대
의의 업적업적, , 기적의기적의 약약



내성균내성균 증가증가 원인원인

각종각종 항균항균 제품제품((비누비누, , 로션로션 등등))

식용동물식용동물((축축∙∙수산수산)) 성장촉진성장촉진

사람의사람의 질병질병 예방예방 및및 치료치료

식용동물식용동물 질병질병 예방예방 및및 치료치료

농업에서의농업에서의 항생제항생제 사용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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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상의지구상의 생물들생물들 가운데가운데 가장가장 큰큰 것것 : : 푸른푸른 고래고래
11××1010

88

g.g.

가장가장 작은작은 것것 : : 세균세균 11××1010--1010 gg

환경에환경에 적응하는적응하는 능력이나능력이나 유연성이유연성이 매우매우 뛰어남뛰어남..

세계를세계를 지배하고지배하고 있는있는 것은것은 머리가머리가 좋은좋은 인간도인간도, , 
덩치덩치 큰큰 동물들이동물들이 아니고아니고 바로바로 세균이라세균이라 해도해도 과과
언이언이 아님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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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균의세균의 항생제항생제 저항성저항성 획득획득

생물체의생물체의 큰큰 특징특징 환경에환경에 적응하며적응하며 살아살아
남을남을 수수 있는있는 방향으로방향으로 변이변이

세균은세균은 환경에환경에 적응하는적응하는 능력이능력이 다른다른 생생
물체에물체에 비해비해 무척무척 빠름빠름

유전자변이를유전자변이를 통해통해 항생제를항생제를 쓸모쓸모 없게없게
하는하는 다양한다양한 능력을능력을 획득획득, , 항생제를항생제를 사용사용
해도해도 죽지죽지 않게않게 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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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균의세균의 항생제항생제 저항성저항성 획득획득

균의균의 빠른빠른 증식증식, , 획득된획득된 내성유전자내성유전자 전달전달
등등 내성균내성균 생성은생성은 기하급수적으로기하급수적으로 증가증가

생산된생산된 내성균내성균 배설물배설물 ∙∙ 오폐수오폐수 ∙∙ 지표수지표수
등등 자연환경을자연환경을 오염오염

이이 환경환경 속에서속에서 자란자란 식용동물식용동물 ∙∙ 농작물농작물
을을 사람이사람이 섭취하는섭취하는 등등

다양하고다양하고 유기적인유기적인 관계에관계에 의해의해 내성균내성균
이이 더더 생성생성 전달됨전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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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생제항생제 사용과사용과 그그 연관연관 관계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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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생제사용과항생제사용과 내성균내성균 생성생성 정비례정비례 관계관계

19281928년년 페니실린이페니실린이 개발됨으로써개발됨으로써 감염증의감염증의 주주
원인균원인균 포도상구균포도상구균 제거제거

19401940년년 페니실린을페니실린을 환자에게환자에게 대량으로대량으로 사용하사용하
기기 시작하면서시작하면서 19411941년년 페니실린에페니실린에 내성을내성을 가가
진진 포도상포도상 구균이구균이 검출검출

19421942년년 30%, 195030%, 1950년년 70%70%의의 포도상포도상 구균이구균이
페니실린에페니실린에 내성을내성을 가지게가지게 되었고되었고 현재는현재는 세계세계
적으로적으로 페니실린에페니실린에 감수성이감수성이 있는있는 균균 주는주는 5% 5% 
미만에미만에 불과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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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를우리를 위협하는위협하는 슈퍼박테리아슈퍼박테리아

세균의세균의 저항에저항에 맞서맞서 계속적으로계속적으로 인류는인류는
메티실린메티실린, , 반코마이신반코마이신 등등 새로운새로운 항생제항생제
를를 개발개발

인류가인류가 새로운새로운 항생제를항생제를 개발하기개발하기 위하위하
여여 최소최소 1010년의년의 기간이기간이 필요하다면필요하다면 세균세균
은은 항생제항생제 노출된노출된 11년년 정도면정도면 내성능력내성능력
을을 갖게갖게 됨됨..

애초부터애초부터 이이 싸움의싸움의 승리는승리는 세균세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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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를우리를 위협하는위협하는 슈퍼박테리아슈퍼박테리아

그래도그래도 수많은수많은 과학자들이과학자들이 계속해서계속해서 새새
로운로운 항생제를항생제를 만드는데만드는데 많은많은 노력노력

하지만하지만 시간이시간이 흘러흘러 갈수록갈수록 현대의학은현대의학은
끊임없는끊임없는 세균의세균의 도전도전 앞에서앞에서 점점점점 그그 힘힘
을을 잃어잃어 가고가고

세계세계 곳곳에서곳곳에서 슈퍼박테리아가슈퍼박테리아가 등장하면등장하면
서서 의료계가의료계가 초긴장초긴장 하고하고 있고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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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를우리를 위협하는위협하는 슈퍼박테리아슈퍼박테리아

몇몇몇몇 전문가들은전문가들은 수년수년 안에안에 새로운새로운 신무신무
기의기의 항생제가항생제가 개발되지개발되지 않으면않으면 항생제항생제
가가 개발되지개발되지 않았던않았던 시절로시절로 돌아가게돌아가게 될될
것이라는것이라는 예측을예측을 내놓고내놓고 있음있음

미국미국 FDAFDA에서는에서는 2121세기세기 공공보건에공공보건에 가가
장장 큰큰 위협을위협을 끼치는끼치는 것은것은 암도암도 에이즈도에이즈도
아닌아닌 바로바로 강력한강력한 항생제항생제 내성균이라내성균이라 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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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들의일반인들의 내성균에내성균에 대한대한 잘못된잘못된 인식인식

나는나는 병원에도병원에도 잘잘 안가고안가고, , 항생제항생제 약도약도 잘잘 안안
먹으니까먹으니까 항생제항생제 내성균과내성균과 상관없지상관없지 ??
–– 답은답은 아님아님

–– 모든모든 사람들에게사람들에게 관계가관계가 있음있음

–– 내성균의내성균의 문제는문제는 그그 사람이사람이 항생제를항생제를 사용하고사용하고 안안
하고의하고의 문제가문제가 아니라아니라 균균 자체가자체가 벌써벌써 특정특정 항생제항생제
에에 대해서대해서 저항하는저항하는 능력을능력을 가지고가지고 있다는있다는 것것

–– 내가내가 항생제를항생제를 안안 먹어도먹어도 다른다른 곳에서곳에서 생긴생긴 내성균내성균
이이 내내 몸에몸에 침입하면침입하면 항생제에항생제에 효과를효과를 보지보지 못하는못하는
것은것은 이전에이전에 항생제항생제 사용을사용을 한한 사람과사람과 똑똑 같음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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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국내 20022002년부터년부터 종합적인종합적인 연구실시연구실시

미국미국 19961996년부터년부터 체계적인체계적인 연구연구 실시실시
국내국내 20022002년까지년까지 각각 부처별부처별, , 학계학계 별로별로 연구연구
실시실시, , 국가전체가국가전체가 공동의공동의 목적을목적을 향한향한 통합통합 연연
구구 미미 구축구축
한국소비자보호원한국소비자보호원 20022002년년 77월월 국민국민 섭취빈도섭취빈도
가가 높은높은 식품식품(212(212종종))에에 오염된오염된 대장균군과대장균군과 식식
중독균중독균 분리분리 내성율내성율 조사조사 발표발표..
–– 식품에서식품에서 분리된분리된 대장균군대장균군 93% 93% 항생제항생제 내성내성
–– 식중독균의식중독균의 내성율도내성율도 심각한심각한 수준수준
–– 발표발표 직직 후후 국가항생제안전관리사업국가항생제안전관리사업 수립되어수립되어 연구연구

실시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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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비 임상임상 항생제항생제 사용사용

CDCCDC는는 매년매년 미국에서미국에서 55천만천만 파운드파운드 항생제항생제 생생
산산 그그 중중 약약 40% 40% 사육에사육에 사용사용

–– 이중이중 20% 20% 가축가축 질병치료질병치료, , 나머지는나머지는 성장촉진성장촉진 및및 예예
방방

최근최근 인체용인체용 항균물질항균물질 뿐만뿐만 아니라아니라 농농∙∙수수∙∙축축에서에서
사용되는사용되는 항균물질로항균물질로 인한인한 내성세균의내성세균의 출현은출현은

사람은사람은 물론물론 해당해당 산업산업 및및 환경에까지환경에까지 광범위한광범위한
피해를피해를 줄줄 수수 있다는있다는 우려가우려가 미국미국, , 유럽유럽 등등 선진선진
국을국을 비롯비롯 전세계적으로전세계적으로 확산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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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별용도별 항생제항생제 사용실적사용실적((국내국내))

766,411766,411741,881741,881670,619670,619408,068408,068배합사료제조배합사료제조

116,507116,507127,174127,174109,721109,72172,40572,405수의사처방수의사처방

년년 도별도별 판매실적판매실적(kg)(kg)

1,594,9401,594,9401,541,2731,541,2731,438,5331,438,533968,275968,275계계

712,022712,022672,218672,218658,193658,193487,802487,802
자가치료자가치료

예방예방 등등

‘‘0101‘‘0202‘‘0303’’04. 904. 9월월용도용도

자료출처자료출처 : : 국가국가 항생제항생제 내성내성 안전관리안전관리 사업사업 자료자료
((국립수의과학검역원국립수의과학검역원 정석찬정석찬, 2004),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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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환경축산환경 중중 항생제항생제 내성균내성균 모니터링모니터링
(2003(2003년년))

연구내용연구내용

–– 전국전국 1010개개 지역에서지역에서 소소, , 돼지돼지, , 닭닭 농가농가 선정선정

–– 동물의동물의 분변분변, , 퇴비퇴비, , 토양토양, , 밭밭, , 농부농부 손손, , 하천하천 등등 총총
농장농장 별별 1010개개 샘플샘플 수거수거

–– 분리대상분리대상 균균
Salmonella Salmonella sppspp.  .  E. coli, S. E. coli, S. aureusaureus, E. , E. faeciumfaecium, E. , E. faecalisfaecalis, , 
C.  C.  jejunijejuni,  ,  C. coliC. coli

–– 항생제항생제 감수성검사감수성검사 : Disc Diffusion Method: Disc Diffusion Method와와 일일
부부 중요중요 균에균에 대해서는대해서는 MIC MIC 실시실시

–– 분리분리 균균 중중 일부에일부에 대해대해 PFGE PFGE 분석분석 실시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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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ultiMulti--Drug ResistanceDrug Resist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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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RE(VacomycinVRE(Vacomycin Resistant Resistant EEnterococcinterococci))

E. E. faeciumfaecium 4848균균 주주, , faecalisfaecalis 175175균균 주주,  ,  총총
223223균균 주주 분리분리

계분계분 11곳과곳과 닭닭 농장농장 주변주변 하천하천 11곳곳 분리된분리된
E. E. faeciumfaecium 2 2 균주균주 MIC 256MIC 256㎍㎍//㎖㎖, , 
VREF( 4.16%)VREF( 4.16%)

VancomycinVancomycin의의 내성유전자형내성유전자형 : : vanvanAA 형형

–– 모모 대학병원대학병원 20022002년년 11년년 동안동안 임상임상 검체검체 : VREF : VREF 
33% 33% 

–– 20022002년년 66월월~ 8~ 8월월 국내국내 1010개개 대학병원대학병원 :  VREF:  VREF

는는 8.3% ~ 61%, 8.3% ~ 61%, 평균평균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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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환경수산환경 중중 항생제항생제 내성균내성균 모니터링모니터링
(2004(2004년년))

연구내용연구내용

–– 총총 335335샘플샘플

–– 해상해상 가두리가두리,  ,  육상육상 수조식수조식 양식장양식장, , 내수면내수면 양식장의양식장의 양식양식
어어((내장내장, , 아가미에서아가미에서 채취채취) ) 및및 그그 주위주위 환경환경

–– 일반인일반인 손손 3030명명

–– 횟집수족관횟집수족관 물물 4040곳곳((지방지방 2020곳곳, , 서울서울 2020곳곳))

–– Salmonella Salmonella sppspp.  .  E. coli, S. E. coli, S. aureusaureus, E. , E. faeciumfaecium, E. , E. faecalisfaecalis, , 
VV.. choleraecholerae, V. , V. parahaemolyticusparahaemolyticus, V. , V. vulnificusvulnificus

–– 항생제항생제 감수성검사감수성검사 : Disc Diffusion Method: Disc Diffusion Method와와 일부일부 중요중요
균에균에 대해서는대해서는 MIC MIC 실시실시

–– 분리분리 균균 중중 일부에일부에 대해대해 PFGE PFGE 분석분석 실시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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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결과연구결과

균분리균분리
–– E. E. faecalisfaecalis 229229주주, , E. E. faeciumfaecium 9494주주, , S. S. aureusaureus 6565주주, , 

E. coliE. coli 5858주주, , V. V. parahaemolyiticusparahaemolyiticus 139139주주

내성률내성률
–– E. E. faecalisfaecalis 89.5%, 89.5%, 다제다제 내성률내성률 13.1% 13.1% 
–– E. E. faeciumfaecium 94.7%, 94.7%, 다제다제 내성률내성률 5.3%5.3%
–– S. S. aureusaureus 96.9%, 96.9%, 다제다제 내성균내성균 없음없음

–– E. coli E. coli 50%, 50%, 다제다제 내성률내성률 25.9% 25.9% 
–– V. V. parahaemolyticusparahaemolyticus 78.4%, 78.4%, 다제다제 내성균내성균 없음없음

VRE, VRSA, MRSAVRE, VRSA, MRSA는는 검출되지검출되지 않았음않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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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faecalisE.faecalis / / faeciumfaecium 다제다제 내성률내성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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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축산 및및 수산수산 환경에서환경에서 분리된분리된 균의균의 내성률내성률 비교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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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축∙∙수산수산 환경환경 분리분리 균균 주와주와 임상임상 분리분리 균주균주 비교비교

66%66%----MRSAMRSA

22%22%--4.16%4.16%VREFVREF

------VRSAVRSA

임상임상**수산수산축산축산내성균주내성균주

**자료출처자료출처 : : 국가국가 항생제항생제 내성내성 안전관리안전관리 사업사업 자료자료
((연세대학교연세대학교 의과대학의과대학 이이 경경 원원,2003),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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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약품동물약품 안전성안전성 재평가에재평가에 따른따른 사용사용
제한제한 추진추진((농림부농림부))

현재현재 허가품목수허가품목수((항생제항생제): 169): 169종종 1,5051,505품목품목

배합사료제조용으로배합사료제조용으로 스피라마이신스피라마이신 등등 사용금지사용금지 (6(6
종종, , ’’03.1.1)03.1.1)

니트로퓨린계니트로퓨린계 약품에약품에 대한대한 제조제조 및및 수입금지수입금지((’’03.2.1)03.2.1)

동물용의약품동물용의약품 안전안전 사용사용 기준기준 계정계정((’’03.7)03.7)

–– 옥소린산옥소린산((돼지돼지, , 수산용수산용))등등 55종에종에 대한대한 추가추가 설정설정 또는또는 휴약휴약 기기
간간 변경변경

배합사료배합사료 첨가용첨가용 항생제항생제 사용허가사용허가 축소축소 (2005.5.1)(2005.5.1)
–– 5454종에서종에서 2525종으로종으로 감축감축 : : 미국미국 4141종종, EU 11, EU 11종종, , 일본일본 2525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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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건강한 어류어류 만들기만들기 사업사업
((노르웨이노르웨이))

정비된정비된 어류어류 방역제도방역제도((어병법어병법))

어장의어장의 적정적정 이용이용((양식면허제도양식면허제도 : : 일윤작일윤작
휴양제휴양제))

적정적정 급이급이 추진추진((사료의사료의 총량규제총량규제))

건강진단의건강진단의 의무화의무화((건강증명서건강증명서 첨부첨부 의무의무))

질서질서 정연한정연한 생산생산 및및 출하체제출하체제

생산기록의생산기록의 공개공개((품질보증품질보증 시스템시스템 도입도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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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르웨이의노르웨이의 양식생산량과양식생산량과 약제약제 사용량사용량
((국립수산과학원국립수산과학원 양식어류양식어류 포럼포럼 자료자료, 2002),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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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비 임상임상 분야분야 전략전략

항균물질항균물질 사용사용 감소키감소키 위한위한 우수영농관리우수영농관리 지침지침
도입도입 필요필요((우수사양우수사양, , 우수수의임상우수수의임상 포함포함))

항균물질항균물질 사용제한사용제한, , 수의사수의사 처방에처방에 의한의한 항균항균
제제 사용사용 제도제도 도입도입

식품생산단계를식품생산단계를 통해통해 가축에서가축에서 사람에게사람에게 내성내성
세균세균 전파전파 차단을차단을 의한의한 전략전략 수립수립 필요필요

필수필수 인체용인체용 항균물질에항균물질에 대한대한 내성세균의내성세균의 출현출현
과과 감염예방을감염예방을 위한위한 특정특정 관리전략관리전략 수립수립 필요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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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분야임상분야 전략전략
병원병원 내내 환경환경 개선개선 필요필요
–– 병원은병원은 다량의다량의 항생제를항생제를 복용복용 체내체내 내성균내성균 발생발생 가가

능성능성 높고높고 면역체계가면역체계가 약한약한 다른다른 환자에게환자에게 전이전이 가가
능능 높음높음..

–– 금년금년 의료의료 환경환경 중의중의 항생제항생제 내성균내성균 모니터링모니터링 실시실시
((환경환경, , 제도제도 보안보안 중점중점))

항생제항생제 처방율처방율 감소제도감소제도 도입도입 필요필요
–– 감기감기 환자환자 대다수가대다수가 항생제를항생제를 먹는먹는 현재의현재의 처처

방방 관행관행 하루빨리하루빨리 사라져야사라져야 함함. . 

항균제항균제 내성내성 감소를감소를 위한위한 교육교육, , 홍보홍보 및및 캠페인캠페인
운동운동 필요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