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포지엄 I : 미생물, 인간과 환경

환경 내 항생제 내성 세균 및 유해성에 관한 국내 조사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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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홍

항생제 환경 노출현황

라와 같거나 약간 높게 나타났다. 그 중에서도 Chlortetracycline은
(동물용 항생/항균제) 최고 5.404 ug/L, Sulfathiazole은(동물용 항

최근 항생제 사용량의 증가로 인간의 건강을 위협하는 질병 들

생/항균제) 최고 1.882 ug/L로 상대적으로 다른 의약물질보다 높

이 생겨나고 있으므로 항생제 혹은 항생제 내성 미생물을 검출하

게 검출되었다. 미국 FDA의 조사결과 하천 수 환경 생태계에 영향

는 생태유해성 및 보건 유해성에 대한 평가가 중요해졌다.

을 미치는 의약물질의 최저 농도는 1 ug/L이기에 상기의 항생제는

2006년 국립환경과학원이 발간한 '환경 중 의약물질 분석방법

이미 하천 환경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연구 및 노출실태조사' 보고서에 의하면 무분별한 항생제 남용과

현황을 고려하여보면 현재 우리나라의 항생제 남용 문제와 그것의

그것의 자연계 내의 잔류가 항생제 내성 미생물을 야기시킨다고

자연 노출에 관한 문제가 시급함을 알 수 있다.

하였다. 그리하여 이로인한 수질오염에 따른 문제를 해소하고 효
과적인 관리방안을 강구하기 위하여, 의약품 생산량(Table 1) 등

환경 내 항생제 내성률 현황

을 고려하여 우선 관리대상 물질을 선정(Table 2)하여 이들의 환
국내에서 이루어진 환경 내 항생제 내성 미생물에 대한 연구는

경 내 잔류량을 조사한 결과를 보였다.
그 결과 4대강(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유역에서 조사대상

해외에 비해 아직 초기 단계라고 볼 수 있다. 2006년 식품의약품

의약물질 27종 중 5종이 검출되었고, 오염수준은 미국 등 다른 나

안전청에서 '환경 중 항생제 내성균 모니터링(강과 하천을 중심으
로)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이 연구는 샘플 채취를 전국적 규모로

Table 1. 식약청 분류 610 항목 중 106종 항생제 의약물질 총 생
산량 (2004년) (국립환경과학원, 2006)

1
2
3
4
5
6
7
8
9
10

성분명

품목수 순생산량(kg) 총생산금액(천원)

Amoxicillin
Cefaclor
Cefradine
Cefadroxil
Midecamycin
Cefatrizine
Rifampicin
Ribostamycin
Ceftezole
Bacampiciline

213
171
81
69
16
17
19
37
76
9

161,273.69
44,962.16
34,701.94
23,654.17
13,492.04
12,269.38
10,190.08
8,888.62
7,315.46
6,998.92

190,828,607
102,962,554
24,248,893
19,925,423
4,598,866
5,945,889
3,736,037
7,583,697
30,941,819
2,989,623

해서 한강 ․ 금강 ․ 낙동강 ․ 영산강 유역의 샘플과 하수종말처리장

의 축산폐수 유입수․방류수 그리고 생활하수 유입수․방류수를 채취
하여 실험을 수행하였는데, 채취된 샘플에서 Salmonella spp.,

Campylobacter coli/jejuni를 제외하고 Escherichia coli, Staphylococcus aureus, Enterococcus faecalis, Enterococcus faecium,
Salmonella spp., Campylobacter coli/jejuni를 동정 할 수 있었다.
이 중 E.coli의 경우 한 가지 이상의 항생제 내성을 보인 균은
72.5%이며, 네 가지 이상의 항생제 내성이 있는 다제 내성균은
35.3%이었고, S. aureus의 경우 한 가지 이상의 항생제 내성을 보
인 균은 88.6%이며, 네 가지 이상의 항생제 내성이 있는 다제 내성

Table 2. 항생제 등 인체 및 동물용 의약물질 17개 항목 (국립환경과학원, 2006)
구분

조사대상 의약물질

인체

항생제 (4개)
소염제 (3개)
진통/해열제 (1개)

트리메소프림, 에리스로마이신
이부프로펜, 디클로페낙-나트륨, 나프록센
아세타미노펜

동물

항생/항균제 (8개)

설파메톡사졸, 설파메타진, 설파티아졸, 클로테트라시크린, 옥시테트라시클림,카바독스,엔로플록삭신,
시프로플로삭신
타이로신

성장 촉진제 (1개)
총계

17개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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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은 14.3%이었다. E. faecium과 E. faecalis는 한 가지 이상의 항

때문에 환경시료에 존재하는 저영양 상태의 미생물들을 배양 분리

생제 내성을 보인 균은 97.2%이며, 네 가지 이상의 항생제 내성이

해 낼 수 없었다.
이러한 기존의 미생물 배양 방법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저영

있는 다제 내성균은 33.3% 분리되었다.
해외의 경우를 보면 중국 Beijing의 Wenyu River에서 E. coli

양성 세균을 배양하는 연구 방법(황경숙 등, 2004)이 선행 된 바

를 분리하여 9가지 항생제에 대해서 내성률을 조사하였다. 그 결

있다. 그러나 선행 기술은 음용수 내 미생물 유해성 진단을 위한

과 약 48.7±8.7%가 한 가지 항생제에 대해서 내성을 갖는 것으로

검사 방법 개발이었으나 보건유해성에 관련된 항생제 내성이나 병

조사 되었다. 그리고 ampicillin, tetracycline, sulfamethoxazole-

원성 미생물들에 대한 정보는 제공하지 못하는 것이 국내외 현황

trimethoprim 세 항생제에 내성을 갖는 E. coli는 13.8%, am-

이다.

picillin, tetracycline, sulfamethoxazole-trimethoprim, levoflox-

상기와 같은 연구 배경으로 본 연구진에서는 다양한 물 환경

acin, gentamicin 다섯 항생제에 내성을 보이는 미생물은 2.1% 정

시료에서 미생물 유해성 진단을 위해 저영양성에서 고영양성까지

도가 분리되었다. 특히 sulfamethoxazole-trimethoprim, tetra-

의 다양한 영양조건하에 항생제 내성 미생물을 배양․검출하는 새

cycline, ampicillin에서 높은 항생제 내성률을 보였고, 그들의 내

로운 방법을 개발하였다. 본 연구에서 고안된 개발 내용은 국내특

성을 일으키는 sul(Ⅰ), sul(Ⅱ), sul(Ⅲ) (이상 sulfamethoxazole

허로 출원되었다(박준홍 외, 2007; 특허등록번호 : 10-0775034호)

resistant gene), tet(A), tet(B), tet(M) (이상 tetracycline resistant

실험은 고영양 물질, LB를 10 , 10 , 10 , 10 배 희석하고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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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4

gene), TEM (이상 ampicillin resistant gene) 유전자를 검측해 내

µg/mL의 tetracycline을 투여 하여 배지를 만들고 평판 확산법을

었다. 그리고 tet(M)과 tet(A)․tet(B) 유전자와의 혼합형을 검측 해

이용해서 다양한 시료 내에서, 항생제 내성 미생물 유해성을 평가

냄으로 E. coli의 tet(M) 유전자는 다른 미생물로부터 수평이동을

하였다. Table 3은 다양한 물 환경시료에서 음용수, 축산분뇨, 청

통해 전해진 것이라는 것을 밝혔다. 그리고 강물안의 sulfame-

계천수, 황사빗물 시료를 플레이트에 접종해서 배양 분리 해 낸

thoxazole-resistant E. coli를 사람과 동물의 분변 속 미생물의

콜로니의 수를 세어 그 수를 나타낸 것이다.
우선 LB의 농도에 따라 배지의 영양등급을 나누어 보았다.

genotyping 분석을 통해 사람으로부터 기인한 것이라는 것을 밝혔

Kuznetsov (1979)와 Poindexter (1981)는 1-15 mg/L의 유기탄소

다.(Hu et al., 2008)

원을 함유하는 배지에서 자라는 미생물을 저영양성 미생물이라 정

다양한 영양조건에서 항생제내성 미생물 배양방법
개발 및 적용

의하였는데, 본 연구에서 사용된 LB 배지는 1리터당 15,000 mg의
유기탄소원을 함유하므로 LB를 희석시키지 않은 플레이트는 고영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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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 LB를 10 , 10 배 희석시킨 플레이트는 중영양성, LB를 10 ,
자연에 존재하는 대부분의 미생물은 유기물이 극히 적은 저영

10 배 희석시킨 플레이트는 저영양성 배지라고 정하였다. 이와 같

양성 상태에서 살고 있고, 저영양 상태의 미생물들은 고영양 상태

은 방법을 반영하여 예를 들어 보면, A라는 시료의 열(列)의 항생

에 노출되면 생장하지 않을 수도 있다. 특히 영양분이 극히 적은

제를 포함하고 있는 LB를 10 , 10 배 희석시킨 플레이트에서 콜로

환경(1-15 mg/L)에서 자랄 수 있는 미생물을 저영양성 미생물이라

니가 확인되었다면 포괄적으로 그 시료에는 항생제 내성 저영양성

고 한다(Kuznetsov et al., 1979; Poindexter, 1981). 하지만 현재

미생물이 존재함을 보일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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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미생물 유해성 분석은 대부분 고영양성 배양 배지를 사용하는

축산폐수 내 미생물의 항생제 내성 여부를 증명하기 위해

배양 의존적 방법을 사용하고 있는데 고영양성 배지를 사용하기

tetracycline이 함유된 배지에서 콜로니를 분리 해 16S rDNA 분석

Table 3. 다양한 물환경 시료에서 검측된 미생물 수 (Unit : CFU/mL)
LB concentration

drinking water

swine manure

Cheonggye cheon

Asian dust rain

CFU* without Antibiotic

LB 100
LB 10-1
-2
LB 10
-3
LB 10
LB 10-4

0
2,600
2,740
2,590
2,340

6,700,000
2,400,000
1,200,000
1,000,000
1,200,000

467
3,400
4,433
3,300
2,067

242,000
254,000
288,000
245,000
282,000

CFU with Antibiotic
(Tetracycline)

LB 100
LB 10-1
LB 10-2
-3
LB 10
LB 10-4

0
0
0
0
0

133,333
20,667
1,667
5,867
4,633

0
0
0
0
0

7,100
5,940
4,530
4,355
2,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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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Identified Bacteria from Swine Manure and Their Characteristics
Genus

Characteristics

References

Bacillus

눈, 폐질환, 식중독 원인균. Vacomycin, Clindamycin, Aminoglycosides, Reboli et al. (1989)
Imipenem, Penicillin에 내성이 있음
Weber et al. (1988)
Dryde and Kramer (1987)
Slimans et al. (1987)
Isaacson et al. (1976)

Vagococcus

인간 질병의 원인균
Clindamycin, Lomefloxacin, Ofloxacin에 내성이 있음

Teixeira et al. (1997)

Staphylococcus

균혈증, 심장 내막염, 요로감염증, 눈병, 골수염의 원인균, 식중독 원인균

Kloos and Bannerman (1994)

을 해 보았고, 그 결과를 Table 4에 나타냈다. 대표적으로

Bacillus, Vagococcus, Staphylococcus가 분리되었다. Table 4에
서 보는 바와 같이 Bacillus와 Vagococcus는 특정 항생제에 대해
이미 내성을 갖고 있다고 알려져 있고, Staphylococcus는 인간에
게 여러 질병을 안겨주는 병원성 미생물로 알려져 있었으며 다양
한 항생제에 대해 내성을 갖는 것으로 보고되어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개발된 방법이 미생물 유해성 평가에 적용될 수 있음을
보이고 있다.
이 검측능을 가지고 영양 정도에 따른 축산폐수 내 미생물의
분포를 보았다. 흔히 다량의 유기물이 있다고 판명된 축산분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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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Miller and Varel, 2003) 저영양성인 10 , 10 플레이트에서 배
양된 미생물이 전체 미생물 중 약 17.6%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본 연구에서 개발한 방법이 항생제 내성 미생물을 분리 해 내는데
있어서 통상적으로 실험실에서 쓰는 고영양성 환경은 물론, 기존
에 검출할 수 없었던 저영양성 항생제 내성 미생물까지 배양분리
가 동시에 가능함을 보인다.
황사빗물 또한 본 연구에서 개발한 방법으로 분석 해 보았다
(Table 3). 그 결과 황사 빗물 내에는 항생제 내성을 띄는 미생물
들이 영양정도에 관계없이 황사빗물에 골고루 분포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 결과는 황사 내에 항생제 내성이 있는 미생물의 존재
를 보여주는데, 이와 같은 방식으로 황사의 유해성을 실험적으로
증명 한 기존 연구는 보고 된 바 없다. 이는 황사의 유해성을 보다
객관적으로 제시할 수 있게 되었음을 시사한다.
황사비의 초기강우 내에 존재하는 미생물의 동정결과로 LB를
-2

10 배 희석한 플레이트에서 Variovorax가 검출 되었는데, 이들은
중금속이 많이 함유된 토양이나 폐광산에서 서식한다고 이미 알려
져 있다(Piotrowska-Seget et al., 2005). 또 황사 빗물에 많은 중금
속이 포함되어 있고(김형철 등, 1995), 중금속에 내성이 있는 저영

Figure 1. Microbial risk evaluation of antibiotic resistant microorganisms in Asian dust rain.

산폐수와 황사빗물 내 항생제 내성 미생물에 의한 유해성 정도를
정량적으로 비교 분석하였다(Figure 1). 두 시료의 정량적인 유해
-1

성 분석을 위해 Table 3의 축산폐수, 황사시료에 대해서 100, 10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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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10 , 10 의 각각의 플레이트에서 나타난 콜로니를 합하였다.
유해성 비교 분석 시 그 기준은 1 mL에 존재하는 미생물의 수로
정하였으므로, 총 합계 데이터를 5로 나누어 표준화시켰다. 황사
빗물 초기 강우 내 항생제 내성 미생물의 콜로니 수(262,200/mL)
는 축산폐수(2,500,000/mL)에 비해서 낮다. 그렇지만 배양된 전체
미생물에 대한 항생제 내성을 가진 미생물의 상대적 비율은 황사
빗물의 경우(1.86%)가 축산폐수보다(1.33%) 높은 것을 알 수 있
다. 이는 인체가 같은 양의 미생물에 노출 된다면, 황사빗물 내
미생물 유해성이 축산폐수보다 높다는 것을 시사한다.

하수처리장 내 다제 항생제 내성균의
배양검출 및 분리

양성 미생물에 대한 연구가 이미 보고 된 바 있는 것으로 보아

하수처리장은 자연과 매우 밀접한 시설이다. Fig. 2는 하수처리

(Wyszkowska and Wyszkowski, 2002), 본 연구에서 사용된 방법

프로세스를 간략하게 표현해주는 그림이다. 하수처리장을 이루는

으로 LB가 희석된 플레이트에서 황사 빗물에서 저영양성 미생물

각종 하수․슬러지․방류수에는 많은 미생물과

을 검측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항생제에 대해 내성을 갖는 미생물 유해성이 높다고 확인된 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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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소, 의약물질이 섞여있다. 이 곳의 미생물들은 이것들을 영
양분으로 살아가고, 유입된 의약물질에 의해 내성을 갖기 시작한

다. 그리고 물 환경 시료뿐 아니라 육지 미생에게도 gene transfer

형배지 상에 30-300개의 콜로니가 있을 때 분리와 정량화를 하였

기작을 통해 내성 유전자를 전파시킨다(Iversen et al., 2004). 그

다. 그리고 하수처리장내 항생제 내성 미생물이 하천에 끼치는 계

리고 많은 의약물질이 사용되면서 Mycobacterium tuberculosis,

절별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수행 한 실험에서는 vancomycin (100

Salmonella DT 104와 같이 두 가지 이상의 항생제에 내성을 갖는

µg/mL)을 사용하여 R2A 플레이트를 제작하였고, 상기와 같은 방

미생물이 생겨났고 그들의 유해성에 대한 연구는 이미 많이 진행

식으로 미생물을 배양하였다.

되어있다. 이에 본 연구진은 하수처리장 내 다제 항생제 내성미생

Figure 3과 Figure 4는 MacConkey agar와 R2A agar의 전체미

물에 대해 분리․동정을 실시하였다(Daly and Fanning, 2000;

생물 수에 대해 항생제 내성을 갖는 미생물 수의 비율을 나타낸

Freimanis Hance et al., 2007).

것이다. 항생제 내성 대장균을 연구한 기존 연구는 다소 다양한

먼저 하수처리장 유입수/방류수/활성슬러지 내 항생제 내성 미

범위의 항생제 내성률을 보이고 있다. Ampicillin의 경우 중국의

생물을 분석하기 위해 서울시내 한 하수처리장에서 샘플을 채취하

강물에서 E.coli를 분리해 내성 정도를 연구한 결과 7.9%의 E.coli

였다. 그리고 하수처리장내 항생제 내성 미생물이 하천에 끼치는

가 ampicillin에 대해 내성을 갖는 것으로 검측되었다(Hu et al.,

계절별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2007년 8월 22-23일(수온 22.8℃),

2008). 그리고 Kremery et al.(1989)는 슬로바키아에서 E.coli에

11월 6-7일(수온 11.5℃), 2008년 1월 22-23일(수온 -2.8℃), 5월

대한 내성률은 80% 라고 보고했다. 그 외 프랑스(Tamanai-

23-24일 (수온 23℃)에 본 연구에 필요한 하수처리장/하천 샘플을

Shacoori et al., 1995)에서는 30%, 인도(Misra et al., 1979)에서는

채취하였다. 항생제 내성을 가진 일반 미생물의 선택적 배양 분리

2%의 E.coli가 ampicillin에 대해 내성을 갖는 것으로 조사 되었다.

를 위해서 ampicillin (10 µg/mL), sulfathiazole (200 µg/mL),

tetracycline (30 µg/mL)을 문헌(Middleton et al., 2005; Hu et al.,

2008)에 근거한 농도만큼 R2A agar 배지에 섞어 항생제가 함유된

본 연구 결과에 의하면 우리나라에서 ampicillin 내성을 갖는 대장
균은 약 34.9%로 집계 되었고, 이는 다른 국가들의 경우에 비해
다소 높은 수치임을 볼 수 있다.

고형배지를 제작하였다. 장내 대장균군의 분리를 위해서는 상기의

Tetracycline의 경우 1948년에 개발되어 지난 몇 십년동안 꾸준

항생제를 MacConkey agar에 섞어 배지를 제작하였다. 그리고

히 사용된 항생제이다. 그만큼 항생제 내성률도 그람 양성균/음성

R2A의 경우 21℃에서 5일간 배양(먹는물 수질공정시험 방법,

균 모두에서 증가한다고 보고되고 있다. 1979년에 Misra et al.은

2007), MacConkey agar는 37℃에서 18시간 배양을 하였다. 한 고

tetracycline에 대한 항생제 내성률이 21%라 보고하였고 1989년에

Figure 2. 하수처리장 샘플 채취 장소.

Figure 3. MacConkey agar 배지에서 조사한 전체 미생물 수와 항생제 내성
미생물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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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 R2A 배지에서 조사한 전체 미생물 수와 항생제 내성 미생물 분석 결과

Krcmery et al.은 30%, Tamanai-Shacoori et al.은 1995년 44%의

을 모두 첨가한 플레이트에서 염기서열 분석을 통해 분리된 미생

tetracycline 내성률을 보고하였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하수처리장

물의 계통을 보여주고 있다. 총 55개의 colony중 55% (30개)가

내 대장균군의 tetracycline에 대한 내성률은 그에 비해 현저하게

Shigella spp.이고 9% (5개) Escherichia spp. 인 것으로 나타났다.

낮음을 볼 수 있다(Fig. 4). 이와 같은 현상은 미국, 캐나다의 경우

그 외에 Citrobacter freundii, Enterobacter spp., Serratia mar-

tetracycline을 강에서 검측한 보고가 있었으나 우리나라 연구진의

cescens, Klebsiella pneumoniae, Burkholderia cepacia, Acine-

조사결과(국립환경과학원, 2006)에서는 tetracycline을 검출 할 수

tobacter johnsonn, Stenotrophomonas maltophilia, Laribacter

없었던 사례로 설명할 수 있다. Tetracycline이 자연 환경 내 잔류

hongkongensis, Elizabethkingia meningoseptica 등과 같이 병원

하지 않기에 내성 미생물을 덜 발생시키고 그로 인한 내성률이

성 세균과 유사한 미생물이 분리되았다. 그리고 R2A 배지에서 분

다른 나라에 비해 낮은 것으로 유추해 볼 수 있다.

리된 세균 모두가 병원성 미생물로 알려져 있기에 병원성을 지니

Sulfathiazole의 경우 우리나라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항생제
(국립환경과학원, 2006)임에도 불구하고 ampicillin과 tetracycline

고 있는 미생물이 그렇지 않은 미생물에 비해 항생제 내성 유해도
가 높음을 보여준다.

에 비해 항생제 내성 미생물에 대한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Sulfonamide계 항생제 중에 Sulfathiazole에 단독으로 내성을 갖는
미생물에 대한 연구는 단 한건 소개가 되었는데(Middleton et al.,

계절별 하수처리장 내 항생제 내성 미생물이 하천에
미치는 영향

2005) 캐나다의 거위의 분변에서 존재하는 Enterococcus spp. 와
E.coli의 항생제 내성을 연구한 것이었다. Enterococcus spp.의 경

하수처리장방류수․병원방류수․처리되지 않은 축산방류수 등은

우 약 70%의 미생물이 sulfathiazole에 대해 내성을 갖고, E.coli의

하천 내 항생제 내성 미생물을 발생시키는 주요 원인이라고 지적

경우 96%가 내성을 갖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동물 분변 내 미생물

되어왔다(Cook et al., 1989; Kim et al., 2007). 그리고 환경 내

의 항생제 내성률과 하수처리장 샘플 내 미생물의 항생제 내성률

미생물들의 계절별 항생제 내성률이 서로 다름은 이미 여러 선행

을 비교 분석 할 수는 없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sulfathiazole에 대

연구에서 연구되었다(Guardabassi et al., 2002; Middleton and

한 항생제 내성률이 최고 34.9%로 높았고, 이 사실은 sulfathiazole

Ambrose, 2005; Hu et al., 2008).

의 사용과 관리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Figure 6과 7은 R2A배지를 이용한 서울 시내 하수처리장 샘플/

그리고 Fig. 3과 4을 비교해 봤을 때, 하수처리장 유입수와 슬러

하천수 샘플 내 계절별 총 미생물 수와 그중 항생제 내성 미생물이

지에서는 MacConkey agar로 검측한 장내 병원성 미생물의 항생

차지하는 비율을 나타낸다. 두 경우 모두 전체 미생물의 수는 월별

제 내성률이 R2A 배지로 검측한 것보다 높았다. 그러나 하수처리

큰 차이가 없었지만, 항생제 내성 미생물의 비율은 상대적으로 기

장 방류수의 경우 R2A배지에서 더 높았다. 이는 하수처리장 방류

온이 높은 5월과 8월에 높음을 볼 수 있다. 이는 기온이 높은 여름

수나 하천 수 같이 유기물이 보다 적은 환경에서는 대장균군과

철에 항생제 내성 미생물의 유해성이 더 높기에 물놀이와 같은

같이 특정미생물의 내성정도보다는 환경에 존재하는 전체 미생물

활동에 있어서 보건 안전에 주의해야함을 보여준다.

의 유해도를 평가하는 것이 미생물 유해성 평가에 더 적합함을
보여준다.
Fig. 5는 R2A 미디움에 ampicillin, sulfathiazole, tetracyc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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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안천의 경우 11월을 제외한 모든 달에서 항생제내성 미생물
의 비율이 높음을 볼 수 있다. 이는 이 지역으로 흘러드는 어떤
특정한 오염원(eg. 농경지 샘플, 축산분뇨 등)이 따로 또 존재함을

64 RI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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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14

87 RI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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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29
2. Escherichia coli st. K-12 (U0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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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 R2A배지 내 ampicillin, tetracycline, Sulfathiazole에 내성을 갖는 미
생물의 계통 분석도 (Reference는 이미 알려진 세균임; Re: 방류수 샘플, RI: 유
입수 샘플)

Figure 6. 계절별 하수처리장 샘플 내 전체 미생물 수와 항생제를 포함한 플레이트에서
분리한 미생물의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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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7. 계절별 하천수내 전체 미생물 수와 항생제를 포함한 플레이트에서 분리한 미생
물의 비율

유추해 볼 수 있고 그것에 대한 역학조사는 추후 유전자 분석과

이 하수처리장과 강물이 같음을 발견하였다. 이는 하천 내 존재하

같은 방법으로 연구 되어야 할 것이다.

는 항생제 내성 미생물에 대하여 하수처리장이 하천에 끼치는 영

또한 Fig. 6과 Fig. 7에서 보듯이 하수처리장과 하천의 계절별

향력은 크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러한 데이터로 미루어 보았을 때

내성미생물의 패턴이 거의 서로 일치함을 볼 수 있다. 하수처리장

현재 우리나라의 항생제 남용 문제와 그것의 자연 노출에 관한

방류수가 하천의 항생제 내성 미생물을 발생시키는데 중요한 원인

문제는 시급히 풀어야할 과제로 남아있다.

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는 하수처리장 내 항생제 내성 미생물을
규제하여 하천의 수질 환경을 개선시켜야 함을 보여주는 단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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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가 될 수 있다.

맺 음 말
우리나라 4대강(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유역에서 조사한
의약물질의 오염수준은 미국 등 다른 나라와 같거나 약간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이렇게 환경에 노출된 항생제는 환경 내 존재하
는 항생제 내성 미생물의 심각한 유해성의 원인으로 대두되고 있
다.
환경 내 다양한 영양정도에 서사는 항생제 내성 미생물을 검측
하기 위해 본 연구진은 새로운 방법을 개발하였다. 이 방법을 가지
고 각종 환경시료의 항생제 내성 미생물 유해성 평가를 위한 기초
조사를 수행하였다. 인간의 인위적 시설물 중 환경과 밀접한 영향
을 맺고 있는 하수처리장 샘플에서 다제 항생제 내성 미생물을
분리 해냈다. 그 결과 다수의 병원성 미생물이 분리 되었다. 항생
제에 있어서는 일반 미생물 보다는 병원성 미생물이 더 내성이
강함을 보여주는 결과였다. 마지막으로 항생제 내성 미생물 오염
에 있어서 하수처리장이 강물에 미치는 영향을 계절별로 알아보았
다. 그 결과 기온이 높을 때 일수록 항생제 내성 미생물의 유해성
이 컸으며, 전체 미생물에 대해 항생제 내성 미생물의 비율의 패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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