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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In this study, trends in the sales of antimicrobials for use in livestock facilities and fisheries from 2003
to 2012 were investigated with regard to antimicrobial group, antimicrobial usage, and animal species. The overall
amount of antimicrobials sold each year from 2003 to 2007 was 1,500 tons, after which they decreased, with the
lowest sales being 936 tons in 2012. The total volume of antimicrobials used for feed additives decreased markedly
by 94% from 2003 to 2012, which was mainly attributed to banning of feed additives. However, antimicrobial
consumption through self prescription by farmers for disease prevention and treatment increased by 25% from 2003
to 2012. The largest volume of antimicrobials sold was for use in pigs (48~57%), followed by poultry (18~24%),
fisheries (11~25%), and cattle (5~8%). Tetracycline was the highest selling antimicrobial, followed by penicillins
and sulfonamides, although the overall sale of all three antimicrobials gradually decreased over the study period.
This study demonstrated that the total consumption of antimicrobials has gradually decreased since 2008.
Nevertheless, usage by nonprofessionals increased, which can ultimately cause emergence and spread of antimicrobial
resistance. Thus, early establishment of veterinary prescription guidelines for prudent use of antimicrobials is urgently
needed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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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축산업에서 가축 질병을 치료하고 예방하기 위한 항생제

사용은 필수적이며 축산업 발전에도 많이 기여했다. 그러나

항생제 오, 남용에 따른 내성균 출현으로 최근에는 가축의

질병 치료에 어려움이 증가하고 있다 [1]. 또한 가축 유래

항생제 내성균은 가축 또는 축산물 등을 통해 사람으로 전

달되어 사람의 중요한 질병 치료율을 저하할 수 있어 공중

보건학적으로 매우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다 [1, 17, 18].

World Health Organization(WHO)/Food Agriculture Organi-

zation(FAO)/World Organization for Animal Health(OIE)의

전문가들은 축산분야의 항생제 내성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현

황파악을 위해 우선 나라별로 항생제 사용과 내성에 대한 체

계적인 조사를 시행할 수 있는 국가 차원의 모니터링 시스

템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17].

특히 항생제 및 항생제 내성균의 위해도를 분석하고, 항생

제 사용 지침의 효과를 평가하고, 지속해서 항생제 사용에

대한 경향을 추적하는 등 항생제 내성 관리 정책을 결정하

는 데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항생제 사용에 대한 자료는 필

수적이다.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사용량 자료를 얻기 위

해 OIE에서는 항생제 사용량에 대한 모니터링 방법을 제시

하고 있으며, 항생제 계열별, 접종 경로별, 축종별 그리고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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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 유형별(젖소 또는 육우 등), 동물 일령(사육단계)별 등 세

부적으로 조사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16].

덴마크 [4], 노르웨이 [13], 스웨덴 [16]을 비롯한 유럽 국

가들은 축산 분야 항생제 사용에 대한 모니터링을 국가 차

원에서 구축하여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대부분 나라에

서 항생제 함량을 대상으로 조사하며, 조사방법은 자료 제공

(입력) 기관, 항생제 분류 시스템(anatomical therapeutic

chemical, ATC) 적용 여부, 축종 및 투여 경로 등 나라별로

다소 차이가 있다 [4, 5, 12, 13, 14]. 

우리나라에서도 2001년 한국동물약품협회에서 자체 개발

한 종합관리시스템인 성분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국내 축

산 및 수산용으로 판매되는 항생제에 대해 용도별, 축종별,

항생제별로 판매량을 조사하고 있으며 2001년부터 2003년

9월까지의 결과는 하 등 [9]이 보고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2003년부터 2012년까지의 국내 축산 및 수산용 항생제 사용

현황과 정부에서 추진해온 항생제 사용 관리 정책 추진에 따

른 사용량 변화 등을 분석하였다. 

재료 및 방법

2001년 한국동물약품협회에서 개발한 종합관리시스템인 성

분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2003년부터 2012년까지 국내

축산용 및 수산용으로 판매된 항생제를 조사하였다 [2]. 

자료입력 

동물용 항생제 판매실적이 있는 국내 총 218업체(74개 제

조업체, 144개의 수입업체)에서 종합관리시스템-성분통계 프

로그램에 품목별로 판매량을 입력하고 품목별 항생제 함유

량은 active ingredient(AI) 값으로 산출하였다. 

용도별 항생제 판매량 조사 

용도별 항생제 판매량은 배합사료 제조용, 자가치료 및 예

방용, 수의사 처방용으로 구분하여 조사하였다. 배합사료 제

조용은 사료 공장으로 판매된 항생제, 수의사 처방용은 동물

병원으로 판매된 항생제, 자가치료 및 예방용은 도매상으로

판매된 항생제를 대상으로 하였다. 

축종별 항생제 판매량 조사

축종은 소, 돼지, 닭, 수산용으로 구분하여 입력하였으며

각 제품의 품목 허가에 명시된 축종에 대해 제조 또는

판매업체에서 정한 사용 점유율에 따라 판매량을 입력하

였다. 

항생제별 항생제 판매량 조사

국내 축산용 및 수산용으로 판매된 모든 항생제는

Clinical Laboratory Standards Institute 2012년 가이드라인

항생제 분류(class) 기준 [3]에 따라 16개 항생제 그룹으로

조사하였다.

결 과

항생(항균)제 판매실적 총괄 

2003년부터 2012년까지 국내 축산용 및 수산용으로 판매

된 항생제는 연간 약 1,249톤(936~1,553톤)으로 조사되었다.

2003년부터 2007년까지는 약 1,368~1,553톤 판매되었으나,

2008년부터는 점차 감소하여 2011년과 2012년에는 1,000톤

이하로, 가장 판매량이 많았던 2005년에 비해서는 약 4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Fig. 1). 

용도별 항생제 판매량은 배합사료 제조용, 수의사 처방용,

자가치료 및 예방용으로 구분하여 조사한 결과, 자가치료 및

예방용으로 판매된 항생제는 약 674~839톤(평균 735톤)으

로 전체 판매량 중 46~88%(평균 59%)를 차지하여 가장

많이 판매된 것으로 나타났다. 배합사료 제조용으로는 약

27~683톤(평균 423톤)으로 전체판매량의 약 3~47%를 차지

하였으며 2007년까지는 전체 판매량의 약 40% 이상을 차

지하였으나 2008년부터 점차 감소하여 2012년에는 약 27톤

으로 약 3%를 차지하였다. 그러나 자가치료 및 예방용으로

판매된 항생제는 2003년 658톤에서 2012년 828톤으로 약

26% 증가하였다. 수의사 처방용으로는 약 82~110톤(평균

92톤)으로 전체 사용량의 약 5~10%(평균 7%)를 차지하였다

(Fig. 1). 

축종별 항생제 판매량

2003년부터 2012년까지 축산용 및 수산용으로 판매된 항

생제를 축종별로 조사한 결과, 돼지, 닭, 수산용, 소의 순으

로 판매되었다. 가장 판매량이 많은 돼지에서는 연간 약

449~874톤(평균 683톤) 판매되었으며 전체판매량의 약

48~57%(평균 55%)를 차지하였다. 닭에서는 매년 약 194~

348톤(평균 259톤)으로 전체판매량 중 약 18~24%(평균

21%), 소에서는 약 57~121톤(평균 90톤)으로 전체판매량 중

6~8%(평균 7%), 수산용으로는 약 165~275톤(평균 217톤)으

로 약 12~25%(평균 17%)를 차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연도별로 다소 차이는 있지만 대체로 가축용으로 판매된

항생제는 지속적으로 감소하였으나 수산용으로 판매된 항생

제는 판매량 및 전체 판매되는 항생제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Fig. 1. Annual sales (tons, active substance) of feed additives,
used by farmers, and veterinary pr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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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부터 지속적으로 증가추세를 나타내어 2011년부터는

닭으로 판매되는 항생제 양보다 많이 판매되는 것으로 나타

났다(Figs. 2 and 3). 가축에서 전반적인 항생제 판매량 감

소가 가축의 사육두수 감소에 의한 것인지 알아보기 위해

2003년부터 2012년까지 가축의 사육두수를 조사한 통계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1년에 돼지의 사육두수가 다소 감소

하였지만 전반적으로 증가추세를 나타내었다(Fig. 4).

항생제별 항생제 판매량

축산용 및 수산용으로 판매된 항생제를 계열별로 조사한

결과, tetracycline계(평균 503톤), penicillin계(평균 183톤),

sulfonamide계(평균 148톤)의 항생제가 가장 많이 판매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판매량이 많은 tetracycline계 항생제

는 연간 약 282~724톤(평균 503톤) 판매되었으며, 2007년까

지는 약 600톤 이상이 판매되었으나 2008년부터는 점차 감소

하여 2011년부터는 약 300톤으로 약 50% 이상 감소하였다.

Fig. 2. Annual sales of antimicrobial sold (tons, active
substance) by animal species.

Fig. 3. Proportional sales of antimicrobials by animal species.

Fig. 4. Annual numbers of cattle, pigs and poultry in Denmark
as an annual average of four quarters (data of animal numbers
obtained from Statistics Korea). 

Table 1. Annual sales of antimicrobials by antimicrobial classes

Antimicrobials
Amount of antimicrobial consumption (tons, active substance)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Tetracyclines 724 699 723 630 624 471 288 284 308 282

Penicillins 130 169 229 225 267 171 151 145 155 190

Sulfonamides 181 164 200 184 183 157 92 117 100 102

Macrolides 48 49 55 74 75 69 88 91 60 56

Quinolones 33 45 53 48 57 51 37 46 51 49

Ionophores 62 57 63 51 59 47 51 36 53 48

Polypeptides 25 24 34 35 39 44 97 117 57 10

Phenicols 10 20 25 28 34 36 55 64 59 83

Aminoglycosides 79 63 72 82 94 73 51 59 46 46

Pleuromutilins 15 13 18 23 21 20 35 35 22 18

Lincosamides 10 12 14 18 16 12 6 7 8 9

Cephems 10 2 2 3 2 3 3 5 6 8

Streptogramins 4 5 5 5 5 5 8 6 3 1

Orthosomycins 5 4 4 5 5 5 6 4 1 0

Glycolipid 5 3 3 2 2 2 2 2 1 0

Quinoxalines 30 35 16 10 13 18 5 0 0 0

Others 70 5 36 34 29 27 24 30 26 34

Total 1,439 1,368 1,553 1,458 1,527 1,211 998 1,047 956 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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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 판매량이 비교적 높았던 penicillin계 및 sulfona-

mide계의 항생제는 연도별로 다소 차이는 있으나 점차 감소

추세를 나타낸 반면 phenicol계와 cephalosporin계 항생제

사용은 지속해서 증가 추세를 나타내었다. Phenicol계 항생

제 판매량은 2003년에 10톤에서 2012년에 83톤으로 판매량

이 약 8배 이상 증가하였으며 cephalosporin계 항생제 판매

량도 2004년 약 1.8톤에서 2012년에 7.8톤으로 약 4배 이

상 증가하였다(Table 1). 

고 찰

2003년부터 2012년까지 국내 축산용 및 수산용으로 판매

된 항생제는 연간 약 1,000~1,500톤으로, 2008년부터 점차

감소하여 2011년 이후에는 1,000톤 이하로, 가장 판매량이

많았던 2005년과 비교 시 약 40% 이상 감소하였다. 가축에

서 항생제 사용은 가축 사육두수, 질병발생 상황, 사육환경

등 여러 가지 요소에 의해 영향을 받기 때문에 판매된 항생

제 감소로 실제 사용한 항생제가 감소했다고 판단하기는 어

렵다. 

따라서 이러한 판매량 감소가 국내 가축의 사육두수 감소

에 의한 것인지 알아보기 위해 통계청에서 제공한 가축 사

육두수를 분석한 결과(2003~2012년), 소와 닭의 사육두수는

점차 증가하여 2012년에는 2003년에 비해 소는 약 1.77배[1

백만 9백6십 1천두(2003년)→3백만 4백7십 6천두(2012년)],

닭은 약 1.42배[1억 5백만 수(2003년)→1억 5천만 수(2012

년)] 증가하였다(Fig. 4). 그러나 소와 닭에서 항생제 사용량

은 점차 감소하여 2012년 항생제 사용량은 2003년에 비해

소는 약 40%, 닭은 약 45% 감소한 것으로 보고되었다. 따

라서 국내 가축의 사육두수 증가에도 불구하고 항생제 판매

량 감소는 실제로 가축에서 항생제 사용량이 감소한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돼지의 사육두수는 2011년을 제외한 모든 기

간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으나 항생제 판매량은 2005년에

비해 2012년에는 약 45% 감소하여 돼지에서도 항생제 사용

량이 감소한 것으로 생각된다 [2, 11]. 

축종별 항생제 판매량을 조사한 결과 전체 판매량 중 돼

지(평균 55%)에서 가장 많이 판매되었으며 닭(평균 21%),

소(평균 7%)의 순으로 판매되었다. 이는 다른 나라와 유사한

결과로 일본에서는 전체 판매량 중 약 54%가 돼지에 판매

되었으며, 닭(16%), 소(8%)의 순으로 보고되었다 [9]. 그러나

덴마크에서는 돼지에서 76%, 소에서 11%, 닭에서 1%로 판

매되는 것으로 보고되어 [4], 이는 나라별로 가축 사육두수,

축산사육환경 등이 다르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일반

적으로 소보다 돼지와 닭에서 항생제가 많이 사용되는 것으

로 보고되고 있으며 [1], 이는 소에 비해 이들 가축은 주로

밀집 사육되고 있어 이에 따른 스트레스 증가 및 면역력 저

하로 질병에 취약해서 항생제 사용이 많은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돼지와 닭에서는 개체치료보다는 배합사료나 음수에 혼

합하여 군 단위로 투여하기 때문에 사용량이 많은 것으로 생

각되며 축종별로 서로 다른 사육환경 시스템으로 항생제 사

용량이 차이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항생제 계열별로 판매량(연간평균)을 조사한 결과, tetracy-

cline계(503톤), penicillin계(83톤), sulfonamide계(148톤)의

항생제가 가장 많이 판매된 것으로 나타났다. 2001~2005년

까지 조사한 일본 판매량(연간평균) 결과에서도 tetracycline

계(417톤)가 가장 많이 판매되었으며, 그 외 sulfonamide계

(145톤), macrolide계(103톤), penicillin계(23톤) 순으로 판매

되어 [9], macrolide계 항생제를 제외한 다른 항생제 판매

경향은 국내와 유사하였다. 덴마크의 결과(2011년)에서도

penicillin계(36톤), tetracycline계(31톤), sulfa-TMP계(14톤),

macrolide계(12톤) 순으로 [4], 판매량은 나라별로 다소 차이

가 있었으나 항생제 종류는 대체로 유사하였다.

국내 배합사료 제조용 항생제 사용 금지 정책은 1990년

중반부터 사람에서 사용하는 항생제와 동일 제제이거나 교

차내성을 일으키는 항생제, 그리고 독성이 강한 항생제를 중

심으로 추진해오다가 2011년 7월에 항콕시듐제제를 제외한

모든 항생제를 전면 금지하였다. 금지 후 전체판매량은 2003

년에 비해 2012년에는 약 40% 감소하였으며, 2012년에는

배합사료 제조용으로는 항콕시듐제제 약 27톤만 판매된 것

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1990년대부터 성장촉진목적으로 항생제 사

용을 금지한 덴마크 등 유럽국가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났다

[6, 7]. 덴마크에서는 전체 항생제 판매량이 금지 전(1996년)

보다 금지 후(2003년)에 약 35% 감소하였으며, 스웨덴은

금지 후 2년(1986~1988년) 동안 육계에서 괴사성 장염 예

방 및 치료와 돼지의 이유단계에서 여러 가지 질병을 예방

하기 위해 사용한 항생제 증가로 판매량이 약 21% 증가하

였으나 2003년에는 다시 절반 수준(약 47%)으로 감소하였

다 [6]. 

배합사료 제조용 항생제 사용 금지 후 항생제별 사용량 변

화를 분석한 결과, tetracycline계 항생제는 2007년까지는 약

600톤 이상을 판매되었으나 2008년부터는 점차 감소하여

2011년에 약 300톤으로 2007년 이전보다 약 50% 이상 감

소되었다. 이러한 감소는 tetracycline계 항생제가 주로 배합

사료 제조용으로 사용되었으며, 배합사료 제조용 사용 금지

정책 추진으로 국내 축산용 항생제 중에서 가장 많이 감소

한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주로 치료용으로 사용되는 항생

제 중 phenicol계 항생제와 cephalosporin계 항생제 판매량

은 2003년과 2004년보다 현저하게 증가하였다. 

WHO에서는 항생제 중 사람에서 중요한 감염성질병 치료

에 사용되고 대체 항생제가 없는 항생제인 (fluoro)quinolone

계, 3세대와 4세대 cephalosporin계, macrolide계 항생제를

critically important antimicrobials로 분류하고 우선으로 관리

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18]. 이들 3계열 항생제 판매

량은 macrolides계가 약 48~91톤(평균 66톤), quinolone계는

약 33~57톤(평균 47톤), cephalosporin계는 약 2~10톤(평균

4톤) 판매된 것으로 나타났다. 2000년부터 2005년까지 일본

에서 이들 항생제 연간 판매량(평균)은 macrolide계 항생제가

약 103톤, fluoroquinolone계가 약 6.5톤, cephalosporin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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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2.4톤으로 보고되어 [9], 일본에서는 macrolide계 항생제

가 많이 사용됐지만 국내에서는 fluoroquinolone계 항생제가

많이 판매된 것으로 조사되어 국가별로는 다소 차이가 있었

다. 이는 국가별로 질병 발생상황, 항생제 선호도, 질병 관리

방법, 항생제내성 관리 전략 등이 다르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우리나라에서는 2013년 8월부터 수의사 처방제가 시행되

었으나 단계적으로 도입되기 때문에 항생제는 우선 공중보

건학적으로 중요한 20종만 적용되고 있다. 또한 축주나 약품

판매업자 등 비전문가들이 자유롭게 항생제를 구입하여 사

용하는 자가치료 및 예방용 항생제 판매량은 2003년에 약

658톤(전체 항생제의 45%)이었으나 2012년에는 약 828톤(전

체 항생제의 88%)으로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항생제 사

용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WHO/FAO/OIE에서는 국제적으로 비교할 수 있고 함께

공유할 수 있는 항생제 사용에 대한 전체판매량, 축종별, 연

령별, 기간별, 지역별 판매량 자료를 표준화된 방법으로 조

사해야 하며 그 결과는 표준화된 단위로 표현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5]. 사람에서 사용하는 항생제에 대해서는 국

제적인 약물분류기준(Anatomical Therapeutic Chemical)에

따라 의약품의 일일 사용량은 DDD(Defined Daily Dose:

인구 1,000명의 성인이 소비한 항생제량) 값에 따라 사용량

을 산출하고 있다 [5, 12, 14]. 

그러나 동물은 축종별로 대사과정이나 체중의 차이가 크

기 때문에 유사한 체중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 적용하는

DDD 단위를 동물에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

다. 그 대안으로 덴마크의 항생제 사용량 프로그램인 VetStat

에서는 ADDs[animal (defined) daily dose]로 조사하고 있

다. ADD는 사용한 항생제량을 축종/일령별로 표준 체중과

하루 투여량을 반영하여 일일 투여량을 산출하므로 절대량

으로 조사한 결과에 비해 좀 더 정확하게 사용량을 산출할

수 있다 [5, 10, 14, 15]. 

항생제 내성 관리를 위한 위해도 평가, 가이드라인 설정,

정책 결정 등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나라별로 항생제 사용

에 대한 자료가 필수적이다. 따라서 좀 더 정확한 사용량 자

료를 얻기 위해서는 국내에서도 축산에서 사용하는 항생제

를 국제표준분류법에 따라 분류하고 조사 방법도 투여경로,

축종, 사육단계, 질병 등 좀 더 세분화하고 모든 처방된 항

생제를 입력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 개발 및 임상 수의사 교

육 등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의 국내 축산분야 항생제 판매량 조사 방법은 동

물용 의약품 판매업체에서 판매량을 축종별, 판매경로별, 항

생제별로 입력하고 그 결과를 분석하고 있어 연도별로 사육

두수, 질병발생, 일령, 투여경로 등에 따른 요인들을 반영하

지 못해 실제 사용하는 항생제량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

다. 따라서 추후 수의사 처방제가 정착되어 처방된 항생제에

대한 축종별, 질병별, 일령별, 처방기간별, 투여경로 등 세부

자료 등이 전산화가 되면 좀 더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결과

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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