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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생제 내성균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지킨다
- 관계부처 합동으로 제2차 국가 항생제내성관리대책 수립 -

☞

항생제 내성
항생제 내성이란 세균이 특정 항생제에 저항력을 가지고 생존하는 능력을 의미함.
항생제에 내성을 갖는 세균에 사람이나 동물이 감염되면 기존에 사용하던 항생제의 효과가 줄어
들어 해당 항생제로는 치료가 어렵게 됨.

□ 보건복지부 장관 권덕철 는 항생제 내성 전문위원회 및 감염병 관리
위원회 의결을 거쳐 월 일 「제 차 국가 항생제 내성 관리대책」을
(

)

11

8

2

수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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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생제는 감염병의 치료제로, 항생제에 듣지 않는 내성균 출현 및
확산은 국민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

○

특히 항생제 내성균은 사람, 농·축·수산, 식품, 환경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발생·전파되기에 범부처 대응이 필요하며, 국가 간 인적·물적 교류
과정에서 확산할 가능성이 높아, 국제공조가 필수적이다.

□ 항생제 사용량은 항생제 내성균 발생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19년

국내의 인체 항생제 사용량은 경제협력개발

기구(OECD) 29개국 중 3번째로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 2019년 항생제 사용량(DID(DDD/1,000명/일) >

국가 네덜란드 핀란드 이탈리아 스페인
사용량
9.5
14.7
21.7
24.9

한국
26.1

터키
31.9

그리스
34.1

(자료원: OECD Health Statistics 2021)

○ 또한 비인체 축·수산
(

)

분야 항생제 사용량도 타국가와 비교하여 많으며*,

세계보건기구(WHO) 지정 최우선 중요 항생제** 사용량이 증가
추세에 있다.

* 축산물생산량 반영 사용량(mg/PCU, ’13) : 한국 188, 일본 78, 덴마크 28
(국가 항생제 사용 및 내성-가축, 축산물; 사이언스 2017)
** 최우선 중요 항생제는 가축에서 항생제 내성균 발생시,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수
있다고 판단되는 항생제로, 한국에서 사용 증가(92톤(’13) 155톤(’20)) 추세

→

□

국내에서는 매년 인체 항생제 총사용량, 주요 상병 항생제 처방률을
확인하고 있다.

○

그러나 항생제 사용에 대한 체계적인 모니터링을 통한 내성률
추이 분석, 연령별·상병별·항생제 종류별 세부적 항생제 사용 분석과
전략 마련 등은 부재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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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인체(축수산) 분야 역시, 매년 축종별 항생제 판매량을 확인하고

·

있으나, 수의사 수산질병관리사 처방관리시스템을 통한 정확한
항생제 처방·사용 실태 파악이 필요한 실정이다.

□ 항생제 내성률 도 인체 및 비인체 모두에서 선진국과 비교하여 높다
*

.

* 분리된 세균 중 해당 항생제에 내성을 가진 세균의 비율

○ 항생제 내성균 치료에 사용할 수 있는 주요 항생제 반코마이신
(

,

카바페넴 등)의 내성률 및 감염 보고 건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

→

* 반코마이신 내성 장알균 내성률은 26.0%(’07) 34.0%(’17) 40.9%(’19)로 증가
카바페넴 내성 장내세균속균종은 ’10년 국내 첫 보고 이후 보고 건수 급증하여, ’20년
18,904건 발생

○ 특히 요양병원의 주요 항생제 내성률이 종합병원과 비교하여 유의
하게 높았으며, 증가하는 추세가 확인되었다.
< 2019년 종합병원과 요양병원 항생제 내성률 비교 >

○ 축산 분야의 경우

,

항생제 과다 사용 축종(돼지, 닭)에서 항생제

내성률이 선진국에 비해 높았다.

* WHO 지정 최우선 중요항생제 내성률(닭 대장균, 한국&덴마크 ‘19년, 일본 ’17년)
제3세대 세팔로스포린계(%) : 한국 13.2, 일본 4.6, 덴마크 0.6
플로르퀴놀론계(%) : 한국 78.3, 일본 16.7, 덴마크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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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생제 내성균 발생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는 지난

「제 차
1

」을

항생제 내성 관리대책(2016~2020)

년,

2016

수립하여 내성균

감시체계를 적극적으로 도입하였고, 다음과 같이 그 성과가 확인되었다.

○ 인체 분야의 경우

,

급성 상기도 감염* 항생제 처방률이 개선되었고,

항생제 사용량 감소추세가 확인되었다.

* 급성 상기도 감염이란 코, 인두, 후두, 기관 등에 발생한 감염성 염증 질환
(급성 비염, 급성 중이염 등)으로, 흔히 감기라고 부름

○ 감염예방관리료 가 신설되어 의료기관 내 감염 예방활동을 촉진
*

하였으며, 의료기관 시설 기준과 격리실 이용 수가를 개선했다.

* 의료감염 예방과 관리를 위한 건강보험수가

○

국제기준

시험법에

Kor-GLASS

○

따른

항생제

다제내성균

감시체계인

를 구축하였다.

비인체 분야의 경우, 생산·유통단계 축수산물 항생제 내성균
검사를 확대하고, 공동 연간보고서를 발간하였다. 또한 수의사·
수산질병관리사 처방대상 항생제 품목 수도 확대*하였다.

→

→

* 수의사(20종 79종), 수산질병관리사(4종 10종)으로 확대

□

정부는 제1차 대책의 이행 결과로부터 시사점을 도출하여, 제1차

「

대책을 고도화하고 보완하는 제2차 국가 항생제 내성 관리대책

」을 수립하였다

(2021~2025)

.

○ 정부는 전문가 및 관련 부처 보건복지부
(

,

질병관리청,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환경부, 식품의약품안전처)로 구성된 항생제내성포럼을
통해 제2차 대책의 세부과제를 도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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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가 및 범부처 논의를 통해 마련된「제 차 국가 항생제 내성 관리
대책
」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

(2021~2025)

.

① 꼭 필요한 곳에 항생제 양·종류를 적정하게 사용하여, 항생제

○

내성균의 발생을 줄인다.
의료기관이 항생제를 적정 사용할 수 있도록, 항생제 사용 관리
프로그램과 의료기관 항생제 사용량의 분석·환류 시스템을 구축한다.

○

상·하기도 항생제와 수술 예방적 항생제에 대한 항생제 적정성
평가를 지속하고, 평가 하위기관에 대한 지원활동을 강화한다.

○

축·수산분야에서는 항생제 판매량 관리체계의 정확도를 높이고,
수의사·수산질병관리사 처방관리시스템을 활성화하여, 항생제 적정사용을
위한 관리시스템을 고도화한다.

○

항생제 내성에 대한 인식·행동 개선을 위해 대상별(처방자, 소비자,
축산업자, 수산업자 등) 교육·홍보 콘텐츠를 개발 및 보급한다.

② 감시체계 강화와 적극적 감염관리로, 이미 발생한 항생제
내성균 확산을 억제한다.

○

인체 항생제 내성균 감시체계 통합 활용을 추진하고 비인체 항생제
내성균 검사를 강화하여, 내성균 감시체계를 확대한다.

○

의료관련감염 관리 및 의료관련감염 집단발생 대응을 위한
교육과정을 개발·운영하고, 감염관리위원회와 감염관리실 설치를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

중소·요양병원, 의원급 의료기관의 감염관리 역량 향상을 위해
의료관련감염 기술지원 네트워크를 확대하며, 감염예방관리료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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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및 의료기관 인증 참여 확대를 통해 중소·요양병원 감염관리
활동을 촉진한다.

○

급성기병원과 지역사회 중소·요양병원 간 환자 이송 시 환자가
보유한 내성균 정보 공유를 위해, 진료 의뢰·회송체계를 구축한다.

○ 내성균 확산 방지를 위해 가축 사육 및 수산 양식 환경을 관리하고

,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 등 식품의 안전관리기준을 확대 적용한다.

③ ①, ② 목표 달성을 위해 연구 개발을 적극 지원하고, 항생제
내성관리 협력체계를 활성화한다.

○

사람·동물·환경·식품이 연계된 다부처 항생제 내성균 공동대응
연구를 통해 항생제 내성균 실태조사 및 전파양상을 규명한다.

○

내성균 신속 진단도구 및 항생제 내성균 치료제(새로운 항생제
및 대체 치료법 등) 개발을 적극 지원한다.

○ 원헬스

(one

-

health)*

항생제 내성균 포털시스템을 활용하여, 인체

비인체 항생제 내성균 감시정보 공유체계를 강화한다.

* 사람, 동물, 환경의 건강은 서로 불가분의 관계로, 모두에게 최적의 건강을
달성하기 위해 여러 부문이 소통·협력하는 접근법

○ 국가 항생제 내성관리 대책을 지속 추진하기 위해

,

범부처 항생제

내성 포럼, 협업과제 운영 등 항생제 내성관리를 위한 인체-비인체
분야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국제 항생제 내성
대책과 감시체계 참여를 통해 국제 공조한다.

□ 정부는

「제2차

국가 항생제 내성 관리대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매년 상·하반기에 성과지표와 분야별 세부과제를 점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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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주기적으로 개최할 항생제 내성 포럼을 통해 수정·보완할
필요가 있는 세부과제를 재정비할 계획이다.

<붙임> 1. 제2차 국가항생제 내성 관리대책 추진 전략
2. 제2차 국가항생제 내성 관리대책 추진 과제
3. 질의응답
4. 주요약어
<별첨> 제2차 국가항생제 내성 관리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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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제2차 국가 항생제 내성 관리대책 추진 전략
비

전

사람·동물·환경의 항생제 내성 관리를 통해 국민의 지속가능한 건강 달성
목

표

핵심 성과지표 목표

1

꼭 필요한 곳에 항생제 양·종류
적정 사용하여 항생제 내성균 감소

1

2

감시체계 강화와 적극적 감염관리로
항생제 내성균 확산 억제

2

주요 분야

[인체] 항생제 사용량 감소
[비인체] 항생제 판매량 감소
[인체] 항생제 내성균 6종 혈액 분리 건수 감소
[비인체] 가축 대장균 내성률 감소

중점 과제

1. 항생제 적정사용

①
②
③
④
⑤

의료기관 항생제 사용관리 프로그램(ASP) 도입·추진
항생제 적정사용에 대한 지침개발·확산 및 교육
의료기관 항생제 적정성 평가 실시
축수산 분야 항생제 적정사용
항생제 적정사용을 위한 인식 개선

2. 내성균 확산 방지

①
②
③
④

의료기관 감염예방관리 강화
의료기관 감염예방관리 지원 확대
환자 교류 시 내성균 확산 방지 강화
축수산 분야 내성균 확산 방지

3. 감시체계 강화

①
②
③
④
⑤

인체 항생제 사용량 감시체계 구축
인체 항생제 내성균 감시체계 강화
비인체 항생제 잔류 관리체계 확대
비인체 항생제 내성균 감시체계 강화
통합적인 감시체계 구축

4. 연구개발 확충

① One Health 관점 항생제 내성균 연구 수행
② 항생제 적정사용을 위한 연구 강화
③ 항생제 내성균 신속진단 도구 및 치료제 개발 강화

5. 항생제내성관리 협력체계 활성화

① 항생제 내성 해결을 위한 국내 부처간 협력체계 마련
② 항생제 내성 해결을 위한 국제 공조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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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제2차 국가 항생제 내성 관리대책 추진 과제
점 과 제



주관부처(부서)

’21 ’22 ’23 ’24 ’25

적정 사용
1-1

의료기관 항생제 사용관리(ASP) 도입·추진

1-1-1 의료기관 ASP 운영지침 개발

질병청- 항생제내성관리과

1-1-2 의료기관 ASP 수행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질병청- 항생제내성관리과

1-1-3 의료기관 ASP 활동에 대한 건강 보험 보상 마련
1-1-4 의료기관 ASP 활동에 대한 인증 영역 강화

질병청- 항생제내성관리과
(보험급여과)
질병청-항생제내성관리과
(의료기관정책과)

1-1-5 대형병원-중소병원의 네트워크 구축 시범사업 운영 질병청-항생제내성관리과

1-2

항생제 적정사용에 대한 지침개발·확산

1-2-1 항생제 사용 지침 개발 지속
질병청- 항생제내성관리과

1-2-2 항생제 사용 지침 확산 강화

1-3

의료기관 항생제 적정성 평가 강화

1-3-1 감염증별 등 항생제 사용 확인·평가

질병청- 항생제내성관리과

1-3-2 급성상·하기도감염 항생제 적정성 평가 강화

복지부-보험평가과(심평원)

1-3-3 수술의 예방적 항생제 사용관리 강화
1-4

축·수산·식품 분야 항생제 적정 사용

1-4-1 수의사·수산질병관리사 처방대상 항생제 확대

농식품부-조류인플루엔자방역과
해수부-어촌양식정책과

1-4-2 판매량 관리체계 구축

농식품부-조류인플루엔자방역과
,기획조정과
해수부- 어촌양식정책과

1-4-3 항생제 안전성·유효성 재평가

농식품부-동물약품관리과
해수부-수산방역과

1-4-4 축산용 항생제 사용제한

농식품부-동물약품관리과

1-4-5 농축수산 분야 항생제 사용지침 개발 및 보급

농식품부-세균질병과
해수부-수산방역과

1-5

항생제 적정사용을 위한 인식 개선

1-5-1 인식도 조사 결과에 근거한 국가적 캠페인 전개

1-5-2 대상별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지도

질병청-항생제내성관리과
식약처-축산물안전정책과
농식품부-조류인플루엔자방역과
해수부-어촌양식정책과
질병청-항생제내성관리과
식약처-축산물안전정책과,
의약품정책과
농식품부-조류인플루엔자방역과
해수부-어촌양식정책과

복지부-의료인력정책과
식약처-축산물안전정책과
1-5-3 전문가 양성·보수 교육에 항생제 사용 교육 강화
농식품부-방역정책과
해수부-어촌양식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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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해수부

농식품부 기획조정과
농식품부 조류인플루엔자방역과, 어촌양식

농식품부
해수부

점 과 제

주관부처(부서)

 내성균 확산 방지
2-1

의료기관 감염예방관리 강화

2-1-1 전문교육과정 및 감염관리인력 인정제도
2-1-2 내성균 집단발생 시 체계적 대응을 위한 역량 강화 질병청-의료감염관리과
2-1-3 감염관리 의무대상 의료기관 단계적 확대
2-2

의료기관 감염예방관리 지원 확대

2-2-1 의료관련감염 기술지원 네트워크 확대

질병청-의료감염관리과

2-2-2 감염예방관리료 적용 확대

복지부-의료기관정책과
보험급여과

2-3

환자 전원 시 내성균 확산 방지 강화
질병청-항생제내성관리과,

2-3-1 내성균 정보공유를 위한 진료 의뢰·회송 체계 검토 의료감염관리과
2-3-2 중소·요양병원 미생물검사 활성화를 위한 지원
2-4

농축수산 분야 내성균 확산 방지

2-4-1 친환경수산물 인증제 지원 확대
2-4-2

질병청-항생제내성관리과

축사시설현대화 및 유기·무항생제 축산물 인증제도
개선

2-4-3 축산물 영업 HACCP 의무 적용 확대

해수부-어촌양식정책과,
양식산업과
농식품부-축산경영과,
축산환경자원과
식약처-축산물안전정책과,
식품안전인증과

 감시체계 강화
3-1

인체 항생제 내성균 감시체계 확대

3-1-1

건강보험자료 공유를 통한 항생제 사용감시체계 질병청-항생제내성관리과
(심평원)
구축

3-1-2

감시대상에 적합한 항생제 사용지표 개발

3-2

인체 항생제 사용량 감시체계 구축

3-2-1
3-2-2

질병청-항생제내성관리과
농식품부-조류인플루엔자방역과

Kor-GLASS 권역 및 기관 확대를 통한 대표성 강
화
의료기관 항생제 내성균 감시를 위한 보완적 감시
체계 지속

질병청-항생제내성관리과,
약제내성연구과
질병청-항생제내성관리과,
의료감염관리과

3-3

비인체 항생제 잔류 관리체계 확대

3-3-1

잔류물질 허용목록 관리제도 도입

식약처-유해물질기준과

3-3-2

농축수산물 국가 잔류검사 프로그램 확대

농식품부-동물약품평가과
해수부-어촌양식정책과
식약처-축산물안전정책과,
농수산물안전정책과

3-4

비인체 항생제 내성균 감시체계 강화
농축수산물 및 환경 분야 항생제 내성 모니터링· 농식품부-세균질병과
해수부-병리연구과,식품위생
감시체계 강화

3-4-1

가공과

3-4-2

내성균 검사 역량 강화 및 국가 표준실험실 구 식약처-미생물과
축
환경부-상하수도연구과

3-5

통합적인 감시체계 구축

3-5-1

항생제 사용과 내성 정보 연계체계 구축

질병청-항생제내성관리과

3-5-2

One Health 개념의 감시·운영체계 강화

질병청-약제내성연구과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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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22 ’23 ’24 ’25

점 과 제

주관부처(부서)

4-1

One Health 관점 항생제 내성균 연구 수행

4-1-1

One Health 차원의 내성균 감시 및 연구 지속

4-1-2

식품 중 내성균, 잔류항생제 연관성 조사

4-2

항생제 적정사용을 위한 연구 강화

질병청-약제내성연구과
농식품부-세균질병과
해수부-병리연구과
식약처-잔류물질과,
미생물과

4-2-1 적절한 항생제 처방을 위한 심화 연구
질병청-항생제내성관리과

4-2-2 주요 내성균의 질병 부담 및 진단·치료 효과 평가
4-3

항생제 내성균 신속 진단도구 및 치료제 개발 강화

4-3-1

내성균 신속진단을 위한 개발 지원

질병청-항생제내성관리과
약제내성연구과

새로운 항생제 및 대체 치료법 개발

질병청-항생제내성관리과,
약제내성연구과
농식품부-세균질병과
해수부-병리연구과
식약처-의약품정책과

4-3-2



내성관리 협력체계 활성화

5-1

항생제 내성 해결을 위한 국내 부처간 협력체계 마련

5-1-1

범부처 국가대책 지속 위한 체계 운영

복지부-질병정책과
질병청-항생제내성관리과

5-1-2

인체-비인체 협업체계 구축

질병청-항생제내성관리과
식약처-축산물안전정책과
농식품부-조류인플루엔자방역과,
세균질병과
해수부-어촌양식정책과,
병리연구과
환경부-상하수도연구과
농진청-연구정책운영과

5-2

항생제 내성 해결을 위한 국제 공조 강화

5-2-1

국제 항생제 내성 감시체계 참여 및 공조

5-2-2

질병청-항생제내성관리과,
약제내성연구과
농식품부-조류인플루엔자방역과
국제사회에서 항생제 내성 해결을 위한 선도적 질병청-항생제내성관리과
식약처-축산물안전정책과
역할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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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22 ’23 ’24 ’25

질의응답

붙임 3
1.

항생제란 무엇인가요?

○ 항생제는 미생물에 의한 감염 질환을 치료하기 위해 사용되는 의약품
으로 주로 세균 감염을 치료하는 약물을 말합니다.

○ 원인 세균의 종류와 감염 부위에 따라 치료에 사용되는 항생제가 다르며

,

최근 항생제 내성균이 증가하면서 같은 종류의 세균일지라도 치료가
가능한 항생제가 달라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2.

항생제 내성이란 무슨 의미인가요?

○ 항생제를 사용하면 대상 세균 중 일부에서 돌연변이 즉

,

발생(10

유전자 변이가

정도의 매우 낮은 확률)하여 항생제 효과가 없어집니다.

-5~-9

○ 항생제 투약 시 항생제에 민감한 균은 죽고

,

항생제에 내성을 보이는

일부 균들이 살아남아 증식을 하게 됩니다.

○ 항생제 내성이 발생하면 치료 가능한 항생제가 줄어들고

,

소위 ‘슈퍼

박테리아’에 감염된 경우에는 치료할 항생제가 없게 됩니다. 즉, 항생제의
사용은 내성균을 초래할 수밖에 없기에,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적절한 요법
으로 항생제를 사용해야합니다.
미생물이
항생제에 노출

3.

➡

항생제 노출되면서
감수성 균은 사라짐

➡

항생제
내성균의 증식

➡

내성 유전자 전달을 통한
내성 균의 번식·확산

항생제 내성이 왜 중요한가요?

○ 영국의

짐 오닐 보고서(‘16년)’에 따르면 매년 약

‘

만 명이 항생제

70

내성균으로 인해 사망하고 있으며, 우리 나라는 연간 약

여 명이

4,000

항생제 내성과 관련하여 사망한다는 연구결과(분당 서울대병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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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19)

○

는 항생제 내성을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WHO

경고하고 ‘조용한 팬데믹(Silent

가지 위험 중 하나로

10

으로 여길만큼 시급한 보건

Pandemic)’

문제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4.

항생제 내성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요?

○ 항생제는 감염 질환을 치료하는 의약품으로

,

페니실린이 개발되었을

때 사람들은 이를 ‘기적의 약’이라고 불렀습니다. 항생제 개발 이전
의 시대에는 본인의 면역력에 따라 감염 질환의 치료 여부가 결정되
었으나, 항생제의 등장으로 감염 질환은 치료의 영역이 되었습니다.

○ 항생제 내성은 인류를 다시 항생제 개발 이전의 시대로 회귀시키고
있습니다. 즉, 항생제 내성균이 만연하게 되면 단순한 상처만으로도
생명이 위태로울 수 있으며, 오늘날 흔하게 이루어지는 각종 의료 행위
수술, 항암치료 등)들에 대해서도 감염을 두려워해야 되는 상황이

(

발생합니다.

5.

축수산 영역의 항생제 내성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
인가요?

○ 항생제 오남용은 내성균 발생을 유발하고 생태계 순환에 의해 다시
인간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 여러 연구에서도 가축의 항생제 사용과 인간의 항생제 내성 간에
상관관계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 항생제 내성 문제는 부처별 대응으로는 체계적인 관리에 한계가 있기에
에서도 원헬스 개념의 접근(전체 관련 부처 통합 관리)을 요구

WHO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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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항생제 내성이 생기지 않도록 예방하는 방법은 무엇이 있나요?
처방자: 의사, 수의사, 수산질병관리사) 꼭 필요한 곳에, 적정한 양의

(

항생제를 처방하고,

○

사용자) 감기 등 항생제 사용이 불필요한 질병에 대해서는 복용하지

(

않으며 남겨 둔 항생제를 임의로 먹지 않고, 증상이 좋아졌다고 임의
로 항생제 복용을 중단하지 않아야합니다.

○

축수산업자) 축산 및 수산 환경을 관리하여 항생제의 과다사용을 방지

(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7.

항생제 내성균의 확산(전파)을 차단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 일단 출현한 항생제 내성균은 사람간 접촉 등을 통해 전파되며

,

특히

의료기관 내 또는 의료기관 간 항생제 내성균 확산이 문제가 됩니다.
내성균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서 의료진 손씻기 등을 포함, 의료기관 내
감염예방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합니다.

○ 축수산 분야에서도 내성균 감시체계 및 내성균 검사 역량의 강화가
필요하며, 사육 환경 개선도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8.

원헬스(One

○ 원헬스란 사람

,

Health)란

무엇인가요?

동식물, 환경의 건강히 서로 밀접하게 관련되어 영향을

주고받으므로, 모든 분야가 건강 달성을 위해 함께 노력해야한다는
개념입니다.

○ 항생제 내성 역시

,

원헬스 전략으로 모든 분야가 함께 노력하여야

해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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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축산 농가에서 많이 사용되는 항생제는 무엇이며, 중요하게
관리되어야 하는 항생제는 무엇인가요?

○ 축산농가에서는 페니실린계

,

페니콜계, 테트라싸이클린계, 마크로라이

드계 항생제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 가축에서 사용하는 항생제 중 제

3,

제4세대 세팔로스포린계, 플로르

퀴놀론계, 콜리스틴은 사람의 심각한 질병 치료에도 사용되는 중요
항생제이므로 축산분야에서도 신중하게 사용해야 합니다.

우리나라 항생제 사용량은 어떤가요?

10.

○

년 국내 인체 항생제 사용량(DDD/1,000명/일)은

로

‘19

26.1

OECD

개국 중 3번째로 높습니다.
< 2019년 항생제 사용량(DID(DDD/1,000명/일) >

29

국가

네덜란드 핀란드 이탈리아 스페인

사용량

9.5

14.7

21.7

24.9

한국

터키

그리스

26.1

31.9

34.1

(자료원: OECD Health Statistics 2021)
* DDD(Defined Daily Dose): 의약품 소비량 측정단위로 성인(70kg 기준)이 하루
동안 복용해야 하는 평균 유지 용량을 의미
DID(DDD/인구1,000명/일): 인구 1,000명당 하루에 얼마의 DDD를 소비했는지 의미
(예)26.1DID: 2.61%의 인구집단이 매일 항생제를 복용하고 있다는 의미

→

○ 축수산 분야의 경우

,

타 국가와 비교하여 상당히 항생제를 많이 사용

하고 있습니다.

* 축산물생산량 반영 사용량(mg/PCU, ’13) : 한국 188, 일본 78, 덴마크 28
(국가 항생제 사용 및 내성-가축, 축산물; 사이언스 2017)
-

특히, 항생제 총판매량은 ‘10~’19년 사이 900~1,000톤 대로 큰 변화 없으나,
WHO

→

지정 최우선 중요 항생제* 사용이 증가(92톤(’13)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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톤(’20)) 추세

155

* 최우선 중요 항생제란 사람에게임상적으로특히중요하다고판단되어, 가축에서내성발생
시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수 있다고 생각되는 항생제로 3·4세대 세팔로스포린, 마크로라이드,
퀴놀론, 콜리스틴 등을 말합니다.
12.

우리나라 항생제 내성률은 어떻게 되나요?

○ 메티실린 내성 황색포도알균

은 고소득 국가 중 높은 편이며,

(MRSA)

내성균에 사용하는 주요 항생제인 반코마이신(vancomycin), 카바
페넴(carbapenems) 내성률 지속 증가 추세입니다.
< 종합병원 항생제 내성률(%) >
구분

MRSA
VRE
CTX-R-ESBL-E.coli
CRAB
CRPA

2017

2018

2019

비고

53.2
47.1
48.6
34.0
39.4
40.9 E. faecium
32.4
38.6
37.1
92.1
89.0
90.3
19.5
17.8
25.8
0.7
1.4
1.0 K.pneumoniae
CRE*
0.2
0.1
0.2 E. coli
* 카바페넴 내성 장내세균속균종(CRE)은 ‘10년 국내 첫 신고 이후, ‘18년
11,954건
’19년 15,369건
’20년 18,904건으로 증가

→

→

※ 자료원 : Kor-GLASS(Global Antimicrobial Resistance Surveillance System)
- WHO에서 ’15년에 구축, ’16년에 참여하여 매년 내성률 도출

○ 축수산 분야의 경우에도

,

항생제 내성률은 선진국에 비해 높으며,

특히 항생제 과다 사용 축종(돼지, 닭)에서 높습니다.

* WHO 지정 최우선 중요항생제 내성률(닭 대장균, 한국&덴마크 ‘19년, 일본 ’17년)
제3세대 세팔로스포린계(%) : 한국 13.2, 일본 4.6, 덴마크 0.6
플로르퀴놀론계(%) : 한국 78.3, 일본 16.7, 덴마크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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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4
CRAB

CRPA

CRE

DDD

DID

G LAS S

KARMS

MRAB

MRPA

MRS A

PCU

WHO

VRE

VRS A

주요 약어
Carbapenem-Resistant

Acinetobacter baumanii

카바페넴 내성 아시네토박터
Carbapenem-Resistant

Pseudomonas Aeruginosa

카바페넴 내성 녹농균
Carbapenem-Resistant

Enterobacteriaceae

카바페넴 내성 장내세균속균종
Defined
70kg

Daily

성인

1

Dose

인이 하루 동안 복용해야 하는 항생제 평균 유지용량

DDD per 1000 Inhabitants per Day

인구

명당 1일 항생제 소비량

1000

Global

Antimicrobial

Resistance

Surveillance

System

가 추진하는 국제적 차원의 항생제 내성균 감시체계

WHO

Korea Antimicrobial

Resistance

Monitoring

System

국가 항생제 내성균 감시 네트워크 시스템(‘02~)
Multidrug-Resistant

Acinetobacter Baumannii

아시네토박터바우마니균
Mutidrug-Resistant Pseudomonas Aeruginosa

다제내성 녹농균
Methicillin-Resistant

Staphylococcus aureus

메티실린 내성 황색포도알균
Population

Correction

Unit

인구(가축) 보정 단위 (항생제 치료시 특정 개체의 체중 및 수 고려)
World

Health

Organization

세계보건기구
Vancomycin-Resistant

Enterococci

반코마이신 내성 장알균
Vancomycin-Resistant

Staphylococcus aureus

반코마이신 내성 황색포도알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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