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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Animal poisoning has been occurred in Korea. However, the lack of the data about animal poisoning in
Korea makes clinicians and diagnostician difficult to obtain information on poisoning cases. In this paper, we tried
to gather information about animal poisoning from 1974 to June 2013 in Korea. Animal and Plant Quarantine Agency
(QIA) record database were used to examine recent trends in animal poisoning. The analysis showed that the cattle
was reported to be the most common species involved in animal poisoning and botulinum toxin constituted the primary
group of toxicants. Animal poisoning occurred frequently on January and in Gyenggi-do. Although the data present
in this manuscript is a little, it will be helpful to understand the general trend of animal poisoning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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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임상증상이나 부검소견 없이 일시에 폭발적인 발생 양상을
보이므로 신속하고 정확한 진단을 통하여 중독 원인을 제거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신속하고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는 중독성 질병에 대한 실
태조사 및 진단 연구가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한
국 동물의 중독성 질병 발생상황에 대한 파악이 필요하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국내에서 동물의 중독성 질병에 대한 보
고가 많지 않은 상태이다. 그러므로 이 논문에서는 1974년부
터 2013년 6월까지의 한국 동물의 중독성 질병 발생 동향을
파악하여 동물의 중독성 질병 진단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

독성을 나타내어 생체에 기능장애를 일으키는 물질을 중
독물질이라고 정의하는데 이러한 물질이 동물에 독작용을 나
타낼 때 중독성 질병이라고 한다 [20].
중독성 질병은 전염성 질병, 창상, 종양과 같은 다른 질병
들과 비교하여 흔하지 않은 질병이지만 [7] 발생하면 집단폐
사가 일어날 수 있으며, 전염성 질병과 같이 급속도로 퍼지
지는 않지만 원인물질을 제거하지 않으면 지속적으로 발생
하여 가축에 큰 피해를 입힐 수 있다.
중독성 질병은 다른 질병과 비교하여 진단이 어렵다. 중독
성 질병 의심 사례에서 중독물질이 입증되는 경우는 20~
30%에 지나지 않는다. 이는 어떤 중독물질이 나타내는 작용
이 다른 중독물질에 의해서도 같은 양상으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중독성 질병의 진단을 위해서는 임상증상, 역학상
황, 병리학적 검사, 중독물질 분석 등을 고려해야 한다 [8].
최근 한국에서 소의 중독성 질병으로 의심되는 사례가 지
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실태조사 및 원인규명
이 미흡한 실정이다 [19]. 중독성 질병은 폐사로 인한 축산
농가의 경제적 손실에 그치지 않고 축산식품의 안전성에도
위협요소로 작용하게 된다. 특히 중독성 질병은 주목할 만한

재료 및 방법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중독성 질병으로 진단된 사례를 이
용하였다. 축종은 소, 돼지, 사슴, 개, 고양이, 토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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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였다. 단, 소금 중독과 같이 병리조직 소견이 명확한 경
우에는 결과에 포함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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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Distribution of species in poisoning cases (1974~June
2013).

Table 1. Toxic classes involved in poisoning cases (1974~
June 2013)
Toxicant

No.of case (%)

Botulinum toxin
Pesticide
Salt
Nitrate
Lead
Urea
Alcohol
Acetic acid
Arsenic
Chloride
Cyanide

43 (42.6%)
25 (24.7%)
9 (8.9%)
9 (8.9%)
7 (6.9%)
3 (3.0%)
1 (1.0%)
1 (1.0%)
1 (1.0%)
1 (1.0%)
1 (1.0%)

Total

101 (100%)

Fig. 2. Seasonal distribution in poisoning cases (1974~June 2013).

Table 2. Toxic classes involved in poisoning cases of other
species (1974~June 2013)
Animal

중독성 질병을 축종별, 중독물질별, 계절별, 지역별로 나누
어 정리하였다. 소의 중독성 질병은 중독물질별, 계절별, 지
역별로 세분화하여 정리하고, 소 이외 축종들의 경우에는 중
독물질별로 정리하여 비교해 보았다.
Deer

과

축종별 중독성 질병 발생상황
1974년부터 2013년 6월까지 농림축산검역본부 질병진단과
에서 중독성 질병으로 진단된 건수는 총 101건으로 소의 중
독성 질병 발생이 72건으로 전체 건수의 71.3%를 차지했다.
개의 중독성 질병은 15건(14.8%)으로 돼지의 7건(6.9%)보다
약 2.14배 빈번하게 발생했다. 사슴과 토끼의 중독성 질병은
3건(3.0%)으로 돼지의 중독성 질병의 반에도 미치지 못했으
며 고양이에서는 1건(1.0%)의 중독성 질병만 기록되어 있었
다 (Fig. 1).
중독물질별 중독성 질병 발생상황
중독물질에서 보툴리눔 독소가 43건(42.6%)으로 두 번째
로 흔한 중독물질인 살충제(25건, 24.7%) 보다 약 1.7배 많
은 건수를 차지했다. 나머지 중독물질은 전체 건수의 10%에
미치지 못했다. 5~10% 사이 중독물질은 3개로 소금(8.9%),

No. of case (%)

Pesticide

9 (60.0%)

Rodenticide
Cyanide

5 (33.3%)
1 (6.7%)

Total

15 (100%)

Salt
Pesticide
Lead
Nitrate

4
1
1
1

Total

7 (100%)

Salt
Botulinum toxin
Lead

1 (33.3%)
1 (33.3%)
1 (33.3%)

Total

3 (100%)

Salt

3 (100%)

Pesticide

1 (100%)

Dog

Pig

결

Toxicant

Rabbit
Cat

(57.1%)
(14.3%)
(14.3%)
(14.3%)

Methomyl
Endosulfane
Carbofuran
Phosphamidon

Chlorpyrifos

Methomyl

질산염(8.9%), 납(6.9%)이었으며, 5% 이하는 6개로 요소
(3.0%), 알코올 (1.0%), 초산(1.0%), 비소(1.0%), 염소(1.0%),
청산(1.0%)이었다(Table 1).
계절별 중독성 질병 발생상황
계절별 중독성 질병 발생은 현저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
며 연중 내내 발생하고 있었다. 중독성 질병이 가장 많이 발
생한 시기는 1월(15건)이었으며 가장 적게 발생한 시기는 8
월(3건)이었다(Fig. 2).
지역별 중독성 질병 발생상황
전라북도, 광주, 부산, 울산, 대구, 대전을 제외하고 전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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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Geographical distribution in poisoning cases (1974~June 2013).

Fig. 4. Toxic classes and seasonal and geographical distribution in bovine poisoning cases (1974~June 2013).

서 중독성 질병이 발생한 것을 알 수 있었다. 경기도에서 발
생한 중독성 질병이 58건으로 다른 지역보다 7배 이상 많은
건수를 차지했다. 나머지 지역은 10건 이하로 발생했다. 경
상남도, 인천, 서울, 제주도는 3건 이하로 매우 적게 발생한
것으로 조사되었다(Fig. 3).
소 및 기타 축종의 중독성 질병 발생상황
소의 중독물질별, 계절별, 지역별 중독증 발생상황은 Fig.
4와 같다. 중독물질 중에서 보툴리눔 독소(42건, 58.3%)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두 번째로 흔한 중독물질인 살

충제는 9건으로 보툴리눔 독소 중독 건수가 약 4.7배 많았다.
그 다음으로 질산염 중독은 살충제 중독보다 1건 적었다. 나
머지 납, 요소, 소금, 알코올, 초산, 비소, 염소 중독은 5건
이하로 확인되었다. 계절별 발생상황에는 특이사항이 없었고
지역별로는 경기도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였다(Fig. 4).
기타 축종 중 개에서는 살충제와 살서제 중독이 93.3%를
차지했으며, 청산 중독은 1건에 지나지 않았다. 돼지에서는
소금 중독이 4건으로 살충제, 납, 질산염 중독(1건씩)의 4배
였다. 사슴에서 소금, 보툴리눔 독소, 납 중독이 1건씩 확인
되었다. 그 밖에 토끼에서 소금 중독 3건, 고양이에서 살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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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중독이 1건 기록되었다(Table 2).

고

찰

사료, 기후, 식물 종류, 동물 품종 등이 나라마다 다르기
때문에 국내 실정에 맞는 진단시스템 구축을 위해서는 국내
동물의 중독성 질병 발생상황의 파악이 필요하다.
1974년에서 2013년 6월까지 약 40년간 농림축산검역본부
에서 중독성 질병으로 진단된 건수는 101건으로 매우 적었
다. 1974~1999년에 중독성 질병으로 진단된 건수는 29건이
며 나머지 72건은 2000년 이후에 진단된 경우였다. 2000년~
2013년 6 월에 농림축산검역본부 질병진단과에 진단이 의뢰
된 건수는 13,675건으로 이 중에서 중독성 질병 건수는 72
건으로 0.5%를 차지했다. 1999년 이전에는 중독성 물질 분
석이 활발히 이루어지지 않아 중독성 질병으로 확진하기 어
려운 경우가 많았던 것으로 생각된다.
중독성 질병에 가장 많이 노출된 축종은 소였으며, 가장
흔한 중독물질은 보툴리눔 독소였고, 시기로는 1월, 지역으
로는 경기도에서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
결과에는 2011년 8월부터 2012년 7월에 경기도 포천에서 발
생한 소 보툴리즘 집단폐사 사건이 많은 영향을 미쳤다고 생
각한다. 이 폐사 사건으로 한우 414마리, 젖소 14마리, 사슴
3마리, 총 431마리의 가축이 폐사했다.
한국의 축종별 중독성 질병을 살펴본 결과, 소의 중독성
질병이 71.3%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치했다(Fig. 1). 미국과
유럽의 경우 개의 중독성 질병이 동물 중독성 질병의
70~80%를 차지한다. 이는 입으로 모든 것을 시험해 보는 개
의 습성에서 비롯된다. 개보다는 조심성 있는 습관을 가진
고양이의 중독성 질병은 11~20%를 차지한다 [1, 3, 4].
북아메리카에서 개, 고양이 이외의 다른 동물의 중독성 질
병은 드물다. 이는 가축은 제한된 구역에서 사육되기 때문이
다. 하지만 가축에서도 사료, 환기 등의 사육관리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 중독성 질병이 발생할 수도 있다 [7]. 미국의
경우 소의 중독성 질병은 0.1%를 차지한다 [12]. 유럽에서
가장 빈번하게 중독성 질병이 발생한 가축은 소(1.2~4%)였
다 [1, 6].
한국의 중독물질별 중독성 질병을 살펴보면 보툴리눔 독
소(42.6%)와 살충제 (24.7%)가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Table
2).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보툴리즘은 Clostridium
botulinum이 생산하는 신경독소인 보툴리눔 독소에 의한 중
독성 질병으로 가금류, 양, 소에서 흔히 발생하는 질병이다
[15]. 유럽과 미국에서 소, 양, 말, 조류의 보툴리즘 발생사례
가 보고되어 있으며 [2, 10, 13, 14], 한국에서는 조류의 발
생이 보고되었다 [16, 18].
중독물질 중 두 번째로 많은 비중을 차지한 살충제 중독
은 의도적 또는 비의도적 남용이나 사고에 의한 노출로 발
생한다 [17]. 앞서 보고된 바와 같이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진
단이 의뢰된 가축 및 야생조류에서 살충제 중독이 빈번하게
보고되었다 [11, 9].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진단 가능한 중독

물질이 살충제에 한정되어 있는 것도 살충제가 두 번째로 흔
한 중독물질로 조사된 이유일 수도 있다 [9].
유럽의 대부분의 축종에서 가장 흔한 중독물질은 살충제
이다. 이는 부적절하고 주의 깊지 않은 살충제 이용에 의한
결과로 보인다 [7]. 이탈리아의 경우에 동물의 중독성 질병
을 일으키는 가장 흔한 중독물질은 살충제(47.7%)이었으며,
의약품, 가정용품, 식물, 동물독소, 중금속이 그 뒤를 따랐다
[3]. 반려동물을 제외한 가축에서 흔한 중독물질을 살펴보면
벨기에는 식물, 중금속, 살충제, 프랑스는 살충제, 약물, 식물,
이탈리아는 곰팡이, 식물, 스페인은 식물, 곰팡이, 금속으로
나라별로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6].
미국에서 동물의 중독성 질병을 일으키는 가장 흔한 중독
물질은 사람 의약품(25%)이었으며, 살충제, 사람 음식, 수의
약품, 초콜릿, 가정용품(세제 등), 식물 등이 그 뒤를 따랐다
[12]. 반려동물을 제외한 가축에서 흔한 중독물질을 살펴보면,
식물에 의한 중독이 1년에 3억 5천만 달러를 넘는 경제적
손실을 가져온다는 보고가 있으며 [5] 다른 중독물질로는 곰
팡이 독소, 유기인계 및 카바메이트 살충제, 질산염, 납 등이
있다 [7].
이와 같이 한국, 미국, 유럽의 중독성 질병을 비교해 보면
빈번하게 발생하는 축종, 중독물질 등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나라별로 사육동물의 종류, 사육규모, 사육
환경 등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국내 동물
의 중독성 질병 발생상황 파악이 중요할 것이다.
현재 외국과 비교하여 한국 동물의 중독성 질병 진단에 대
한 인프라는 매우 부족하다. 중독성 질병 전문 진단기관도
존재하지 않으며, 중독성 질병에 대한 보고도 거의 이루어지
고 있지 않다. 미국에는 Animal Poison Control Center
(APCC)가 있어서 주기적으로 동물의 중독성 질병 데이터를
정리하고 있다 [7, 12]. 또한 미국의 동물질병 진단기관은 중
독성 질병 진단실험실을 가지고 있다. 반면에 유럽연합에는
동물의 중독성 질병 진단기관이 없는 실정이다 [6, 7]. 하지
만 이탈리아에는 Poison Control Centre of Milan(CAV)과
같은 동물의 중독성 질병 진단기관이 있으며 [1], 중독성 질
병에 대한 역학조사를 위해 논문을 발표하는 등 많은 노력
을 기울이고 있다 [1, 3, 6].
농림축산검역본부 질병진단과에서 중독성 질병으로 진단된
사례는 101건으로 매우 적으며 그 중 대부분은 2011년 8월
부터 2012년 7월에 경기도에서 발생한 소 보툴리즘이 차지
했다. 이 결과가 실제로 한국에서 발생한 동물 중독성 질병
을 완벽하게 대변한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한국 동물의 중
독성 질병 발생상황에 대한 첫 보고로써 의미가 있다고 생
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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