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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emergenceofantibiotic-resistantpathogensisa serious clinicalproblem in the

treatmentofinfectiousdiseasesthatincreasemortality,morbidity,hospitalizationlength,and

thecostofhealthcare.Inparticular,Streptococcuspneumoniaeisamajoretiologicpathogen

ofpneumonia,sinusitis,otitismedia,andmeningitis.Asthedefinitionofpenicillinresistance

toS.pneumoniae wasrecently changed,macrolide-resistantS.pneumoniaeisamajor

resistantpathogeninthecommunity.Infectionscausedbyantibiotic-resistantstrainsare

associatedwithincorrectuseofantibioticsandcriticalclinicaloutcomes.Fortheappropriate

useofantibioticstotreatinfections,physiciansalwaysshouldhaveup-to-dateinformationon

thecurrentepidemiologicstatusofantibioticresistanceforcommonpathogensandtheir

susceptibilitytoantimicrobials.Appropriateselectionofantimicrobials,strictcontrolofinfection,

vaccination,anddevelopmentofafeasiblenationalpolicyofinfectioncontrolareimportant

strategiesforthecontrolofantimicrobialresistance.Thisreview articlefocusesonthe

currentstatusofantibiotic-resistantS.pneumoniaeincommunity-acquiredpneumoniain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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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폐렴사슬알균(Streptococcuspneumoniae)은

지역사회폐렴(community-acquiredpneumonia)

의 가장 요한 원인균으로 페니실린이 개발되

면서 치료에 어려움이 없었으나 1967년 기 지

확장증에서 처음 페니실린내성 균주가 확인

된 이후 내성률은 꾸 하게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95년 폐렴사슬알균의 페니실린

에 한 내성률이 70∼77%,세균의 최소억제

농도 (minimalinhibitoryconcentration,MIC)

2mg/L이상의 고도 내성이 33%로 세계 최고

수 으로 알려졌으며,
1-3
폐렴사슬알균의 약제

내성은 페니실린뿐만 아니라 다른 항생제에

한 내성도 동시에 증가하고 있는 것이 실이다.

이 은 국내 지역사회폐렴의 원인균으로

폐렴사슬알균(drug-resistantStreptococcus

pneumoniae,DRSP)의 약제내성 황과 임상

의미에 하여 기술하고자 한다.

본    론

1.약제내성의 정의

폐렴사슬알균에 한 약제내성의 정의는 주

로 미국의 NationalCommitteeforClinical

LaboratoryStandards(NCCLS)의 기
4
을 따

랐는데 국내에서 이루어진 연구 역시 이를

용하 다.1)페니실린의 경우 감수성(MIC≤

0.06mg/L), 등도 내성(MIC0.12-1.0mg/L),

고도 내성(MIC≥ 2.0mg/L)으로 구분되었으

며,2)세팔로스포린인 경우(cefotaxime으로)

감수성(MIC≤ 1.0mg/L), 등도 내성(MIC

2.0mg/L),고도 내성(MIC≥ 4.0mg/L)으로

구분되었다.그러나 페니실린에 한 내성기

은 뇌수막염의 치료결과를 기 으로 정해졌기

때문에 추신경계 질환이 아닌 폐렴에 직

용하여 치료결과를 측하기 어렵다는 주장

들이 있었으며,폐렴사슬알균에 한 임상

치료결과가 실험실에서 이루어지는 내성기 과

맞지 않다는 연구결과가 계속 발표되면서 2008

년 비 추신경계감염에 한 페니실린 내성을

정의하는 MIC기 을 2.0mg/L 이상에서 8

mg/L이상으로 상향 조정하게 된다.3)마크

로라이드는 에리스로마이신으로 감수성(MIC

≤ 0.25mg/L), 등도 내성(MIC0.5mg/L),

고도 내성(MIC≥1.0mg/L)으로 구분하며,4)

퀴놀론계 항생제 시 로 록사신은 주로

MIC≥ 4mg/L인 경우를 항성이 있는 것

으로 정하는 것이 일반 이다.5

2.국내 약제내성 폐렴사슬알균에 한 연구결과

1995년 우리나라에서 폐렴사슬알균의 페니

실린에 한 내성률이 70∼77%로 발표되면서

우리 사회에 충격을 주었으며,
1-3
이는 곧 항생

제 오남용에 한 문제로 이어져 우리나라 의

료의 요한 문제로 두되었음은 물론,건강

보험정책수립에도 향을 미치게 되었다.폐렴

사슬알균이 지역사회폐렴의 주요 원인균이라는

사실 때문에 당시 폐렴치료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기도 하 다.그러나

당시 보고된 항생제 내성률 조사에 포함된 검

체는 지역사회폐렴 환자를 상으로 연구된 것

은 아니며,신체 여러 부 에서 얻어 검사실로

보내져 배양검사가 의뢰된 다양한 임상검체

(침습성 균주와 보균 균주를 포함)를 상으로

한 결과이었다.그 후 이어진 유사한 연구에서

호흡기 검체를 비롯한 액,활막액,흉수,뇌

척수액 등 모든 임상검체 (침습성 균주와 보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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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주를 포함)를 상으로 한 국내 3차 의료기

의 1999년 보고는 페니실린 내성률 79.7%,

고도 내성균의 비율은 55.4%로 약간 증가하는

경향이었다.
6
그러나 보균 균주를 제외한 실제

질병을 일으킨 침습성 균주만을 상으로 한

국내의 페니실린 내성률은 64.5%,고도 내성균

은 54.8%로 보고되어 침습성 균주보다 보균

균주의 항성이 더 높았다.
7
페니실린에 내성

이 있는 폐렴사슬알균은 다른 β-락탐계 항생

제,마크로라이드,독시사이클린,trimethoprim/

sulfamethoxazole(TMP-SMX) 등의 약제에

해서도 내성이 있는 경우가 많아 항생제 선

택에 어려움이 많은데,tetracycline에 한 내

성률은 69∼80%,TMP-SMX에 한 내성률은

45∼67%에 달한다.6

국내 지역사회폐렴의 원인균에 한 연구는

비교 증인 입원환자를 상으로 이루어졌

으며,실제 외래에서 치료받고 있는 경증 환자

를 상으로 한 연구는 거의 없는 것이 실이

다.지역사회폐렴으로 입원한 환자의 원인균으

로 폐렴사슬알균의 페니실린 내성률은 57∼

67% 정도 이고,MIC2mg/L이상의 고도 내

성은 14.3∼34.3% 정도로 보고되어,
8,9
앞에서

언 한 모든 임상검체를 상으로 한 연구에

서 나타난 결과보다는 낮았다.그러나 페니실

린은 아니지만 동일한 β-락탐계 항생제에 속

하는 세 트리악손(cefotriaxone)이나 세포탁

심 (cefotaxime)에 해서는 83∼100%의 감수

성이 있어 페니실린의 경우와는 상당히 조

이었다.8,9

폐렴사슬알균의 페니실린에 한 내성률의

증가와 더불어 마크로라이드계 항생제인 에리

스로마이신에 한 내성률 증가도 임상 으로

매우 요한데,모든 임상검체를 상으로 한

국내의 보고에 의하면 에리스로마이신에 한

내성률이 약 80%에 이른다.
6,7
에리스로마이신

보다 뒤에 개발되어 비교 새로운 마크로라이

드계에 속하는 아지스로마이신(azithromycin)

과 클라리스로마이신(clarithromycin)에 한

내성률 역시 각각 77.4%,77.4%로 매우 높았

다.
7
지역사회폐렴만을 상으로 한 경우도 이

와 다르지 않은데 에리스로마이신에 감수성이

있는 경우는 31%에 지나지 않았으며,9에리스

로마이신에 한 감수성과 페니실린에 한 감

수성과의 계는 에리스로마이신 감수성균의

3.8%가 페니실린에 하여 내성인 반면,에리

스로마이신 내성균의 51.8%가 페니실린에

하여 내성이 있어 에리스로마이신 내성균에서

페니실린에 한 내성 빈도도 높았다.7

퀴놀론계 항생제 가장 늦게 개발된 ‘호흡

기계 퀴놀론계’항생제(gemifloxacin,moxiflo-

xacin,levofloxacin)와 vancomycin,linezolid

(oxazolidinone)등은 페니실린 내성 폐렴사슬

알균에 효과 인 것으로 인정되고 있다.그러

나 fluoroquinolone의 사용이 증가하면서 일

부 국가에서 이 약제에 한 내성균이 출

하고 있는데,캐나다의 경우 성인에서 동정된

폐렴사슬알균의 2.9%,페니실린 고도 내성

폐렴사슬알균의 4.1%가 ciprofloxacin에 내성

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10
최근 국내자료

에는 gemifloxacin,moxifloxacin,levofloxacin

에 한 내성균은 아직 발견되지 않고 있으며,

시 로 록사신에 한 내성률은 6.5%로 보고

하고 있다.11 그러나 fluoroquinolone의 사용이

증가하면서 이에 한 내성률은 앞으로 계속

증가할 것으로 상된다.

4.약제내성 폐렴사슬알균의 임상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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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제내성 폐렴사슬알균의 임상 의미는 분

명하지 않다.2008년 이 까지 용된 페니실

린 감수성에 한 미국 NCCLS의 기 은 뇌수

막염의 치료결과를 기 으로 정해졌다.이 기

은 뇌수막염 치료에 요한 액-뇌 장벽을

고려하여 만들어졌는데,폐렴의 경우 이와 유

사한 장벽이 폐조직에는 없어 항생제가 폐조직

으로 바로 축 되기 때문에 뇌수막염 기 으로

만들어진 시험 내 약제감수성 결과를 실제

폐렴에 용하여 치료결과를 측하기는 어려

운 것이 사실이다.NCCLS의 기 을 용한

연구에서 페니실린 감수성균과 페니실린 내성

균의 사망률은 차이가 없었으며,폐렴의 증

도와도 련성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9,12-15

다만,페니실린 내성균 환자의 입원기간은 다

소 연장되는 경향이 있었고 폐렴의 화농성 합

병증(농흉)은 페니실린 내성균에서 더 흔하며,

HIV 감염자들은 한 항균제를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고도 내성균에 의한 사망률이 더 높

은 것으로 알려졌다.
16
그러나 MIC≥ 4mg/L

이상의 페니실린 내성균이거나 MIC ≥ 2.0

mg/L이상의 세포탁심 내성균인 경우 사망률은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17

NCCLS기 에 의한 페니실린 내성 여부가

지역사회폐렴의 임상경과 사망률에 향을

미치지 못하자, 재의 MIC가 폐렴치료의 기

이 되기에 무 낮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미

국 질병통제 방센터(Centers for Disease

ControlandPrevention)는 약제내성 폐렴사슬

알균에 한 치료연구 을 조직하여 항생제에

한 내성과 임상경과에 한 연구를 진행하

다.연구결과 MIC 0.12∼1.0mg/L인 등도

내성의 폐렴사슬알균은 경험 으로 치료하여도

실패하지 않는다고 결론을 내리고,MIC≥ 4.0

mg/L을 임상 으로 유효한 고도 내성의 기

으로 새로이 제시하게 된다.
17
실제 NCCLS기

에 따라 지역사회폐렴을 상으로 한 국내의

연구에서 페니실린 내성 폐렴사슬알균이라 하

더라도 cefotaxime,cefotriaxone,imipenem,

vancomycin에 한 감수성은 83∼100%로,

재 사용하고 있는 MIC기 이 페니실린과 세

팔로스포린 사이에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8,9즉,MIC≥ 4.0mg/L의 내성균이

아니라면 세팔로스포린을 비롯한 경험 치료

로 호 될 수 있을 것이다.실제 폐렴에 한

치료경과와 실험실에서 이루어지는 약제감수성

결과가 일치하지 않는 문제 이 있어,2008년

비 추신경계감염에 한 페니실린 내성을 정

의하는 MIC기 을 2.0mg/L이상에서 8mg/L

이상으로 조정하 다.그 결과 세계 폐렴사

슬알균의 페니실린 내성은 5% 미만으로 바

게 되었다.

페니실린에 한 내성률이 높은 지역이라

하더라도 검체의 종류나 감염 부 에 따라 내

성도가 차이 나는데, 액이나 뇌척수액에서

분리된 경우 내성균의 비율이 낮으나 호흡기

검체는 내성균 비율이 매우 높다.
14,18

호흡기

검체 에도 객담보다는 상기도에서 얻은 검체

가 훨씬 내성균 비율이 높은데,호흡기 검체에

서 분리되는 페니실린 내성균은 비록 병원균이

아닌 집락균이라 할지라도 다른 사람에게

할 수 있는 병원소가 될 수 있다.

마크로라이드에 한 내성균 증가는 임상

으로 매우 요한데,새로운 마크로라이드계

항생제는 폐렴사슬알균과 M.pneumoniae,C

pneumoniae,Legionella등의 비정형균에

한 항균력이 우수하여 미국감염학회나 미국흉

부학회에서 지역사회폐렴의 1차 치료제로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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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고 있다.폐렴사슬알균의 마크로라이드 내성

은 1990년 후반부터 속하게 증가하 는데,

아시아지역에서 진행된 다국가 공동연구(Asian

networkforSurveillanceofResistantPathogens,

ANSORP)에서 우리나라의 마크로라이드 내성

은 80.6% 이었으며, 국, 만,홍콩 등의 내

성률은 70∼80% 내외로 보고되었다.
19
우리나

라를 비롯한 아시아 지역의 마크로라이드 내성

은 MIC가 64-128mg/L이상인 고도 내성으

로 마크로라이드 항생제의 용량을 올려 복용하

여도 도달할 수 없는 수 인데,
19
이는 지역사

회폐렴에 마크로라이드를 단독으로 사용할 경

우 치료실패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임상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즉,우리나라에서 지역

사회폐렴에 마크로라이드 항생제를 사용할 경

우에는 반드시 항생제 감수성 결과를 참고하여

야 할 것이며,우리나라의 경우 지역사회폐렴

의 경험 치료로 항생제감수성 결과가 나올

때까지 마크로라이드 항생제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실 일 것이다.

5.약제내성 폐렴사슬알균 연구에 한 문제

지 까지 보고된 국내의 약제내성폐렴에

한 연구는 다음에 언 하는 몇 가지 문제 을

가지고 있다.첫째,기존의 연구는 폐렴으로 입

원한 환자뿐만 아니라 다른 질환의 원인균으로

확인된 폐렴사슬알균이 모두 포함되어 있으며,

질환의 원인이 아닌 보균 균주까지 포함된 경

우가 많아 이 결과를 지역사회폐렴 환자의 항

생제 선택에 바로 용하기는 곤란하다.둘째,

폐렴사슬알균에 의한 지역사회폐렴에서 약제내

성률과 임상경과를 비교한 연구가 필요한데,

국내에서 이루어진 지역사회폐렴에 한 몇몇

연구는 모두 입원환자를 상으로 한 것으로

증이거나 기 질환이 있는 환자들이 포함된

경우이다.따라서 1차 2차 의료기 에서 치

료받고 있는 비교 경증 환자의 원인균과 이들

균주의 약제내성률에 한 자료를 확보한다면

우리나라 지역사회폐렴 치료에 합한 1차 항균

제를 선택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셋째,국내

부분 병원에서 페니실린내성은 oxacillin1g

디스크 확산법을 이용하여 검사하고 있는데,

이 방법은 디스크 주 의 성장억제지름이 19

mm 이하이면 내성으로 규정하기 때문에 등

도 내성과 고도 내성을 구분할 수 없는 단 이

있다.즉 oxacillin디스크 확산법으로 페니실린

내성을 명하는 것은 MIC농도를 구할 수 없

기 때문에 임상 의미가 크지 않다는 것이다.

이는 페니실린에 한 고도 내성이 아닌 경우

기존의 β-락탐계 항균제를 사용 할 경우 잘

치료된다는 으로도 알 수 있다.

결    론

항생제 내성 균주는 증가하는데 새로운 항

생제개발은 어려운 상황이다.사회의 고령화와

이들 고령 인구의 의료기 이용이 격하게

증가하면서 감염성 질환도 증가하고 있다.과

거 폐렴을 지역사회폐렴과 병원폐렴(hospital-

acquiredpneumonia)으로 구분하던 것과 달리

지 은 병원폐렴이 병원 련폐렴(health-care

associatedpneumonia,HCAP)이라는 개념으로

확 되었는데,이러한 변화의 기 에는 약제

내성균의 확 가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따

라서 성인도 방 종을 통하여 감염성질환의

발생을 방하고 한 항생제 사용으로 내성

균 출 을 최소화해야 하며,특히 병원 내 감

염 리에 심을 가져 내성균의 를 막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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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매우 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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