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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This study was conducted to investigate the changes in the pig productivity after ban of antibiotics growth 

promoter in commercial pig farms. A total 74 pig farms that herd size is from less than 100 sows to more than 500 

sows were selected for survey. Changes of pig productivity before/after ban of antibiotics were analyzed by comparing 

with our survey results and report of KPPA (Korean Pork Producers Association, 2013). In the results, no difference 

on pig productivity was observed by herd size among our survey farms. Live born piglets have been raised as time 

passes since 2003, and then it reach to 10.6 head per sow in 2012. The numbers of weaning piglet tended to increase, 

but sow turnover ratio was found to be a tendency to decrease after ban of antibiotics in our survey results. There was 

no effect of using antibiotics on mortality of pre- and post- weaning. Marketing per sow per year (MSY) does not be 

improved because the post-weaning mortality was maintained at a high level, despite live pig born and weaning piglet 

have increased after 2003. In conclusion, a ban of antibiotics growth promoter does not directly affect to pig productivity, 

but it needs the efforts to reduce the mortality of post-weaning for improvement of pig productivity. We suggest that 

this data will be useful to swine industry as the fundamental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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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1928년 Alexander Fleming에 의해 처음 페니실린이 발

견된 이래로 항생제는 인간 및 동물에서 발생된 질병을 치

료하기 위한 목적으로 급속히 발전하였다.  1940년에 항생

제가 성장촉진 효과를 가진다는 사실을 발견한 이후, 축산

업에서 질병의 치료 및 억제, 성장을 향상하는 물질로서 

매우 중요하게 인식되었으며, 약 50여년 동안 전 세계에서 

유용하게 이용되었다(Dibner and Richards, 2005). 성장촉

진용 항생제는 가축 체내에서 영양소 이용률을 높여 사료

효율을 개선하며(Zimmerman, 1986), 장내 미생물 균총을 

변화시키고, 소장 면역체계의 발달을 유도하여 질병으로부

터 가축을 보호하여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등의 긍정적인 효

과를 나타내었다(McCracken and Gaskins, 1999). 양돈분

야에 있어서도 다양한 항생제가 일당증체량 향상 및 사료효

율을 개선시키며(Jensen et al., 1955; Juke et al., 1950), 

번식성적 향상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가진다고 보고 하였다

(Hays et al., 1978; Ruiz et al., 1968; Zimmerman, 1986).

하지만, 2000년대 이르러 과도한 항생제의 오남용은 항

생제 내성 세균을 증가시키고(Chantziaras et al., 2013), 

항생제의 치료효과 감소 및 축산물 내 잔류 등의 부작용이 

대두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항생제 사용이 규제되고 있다

(Dixon, 2000). 우리나라에서도 2004년부터 가축사료 내 

항생제 사용을 제한하기 시작하여 2011년 7월 1일부로 사

용을 전면금지 하였다. 다만, 농장에서 수의사의 처방 등 

상황을 고려하여 일부 소수로 정해진 동물용의약품만을 사

용할 수 있도록 규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생산성 저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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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Herd size and pig work experience of farmers on questionnaire survey target.

Herd size

(sow heads)

Pig work experience, year
Total

< 5 5-10 11-15 16-20 > 21

Farms (%)

< 100 1(5.0) 2(10.0) 4(20.0) 4(20.0) 9(45.0) 20(100%)

100∼200 - 3(9.7) 6(19.4) 6(19.4) 16(51.6) 31(100%)

200∼300 - 1(10.0) 2(20.0) 2(20.0) 5(50.0) 10(100%)

300∼500 - 2(28.6) 1(14.3) 3(42.9) 1(14.3) 7(100%)

> 500 - 1(16.7) 1(16.7) - 4(66.7) 6(100%)

Total 1(1.4) 9(12.2) 14(18.9) 15(20.3) 35(47.4) 74(100%)

Data are No. of farms and rate.

우려하여 생균제, 효소제, 한방약재, 각종 추출물, 생리활

성 물질 등 다양한 항생제 대체 사료첨가제들이 개발되고 

있으나(Thomke and Elwinger, 1998), 그 효과가 항생제

에 비해 미미한 수준이거나, 양돈농가에서 경제적인 이유

로 적극적인 사용을 꺼려하고 있는 실정이다. 성장촉진용 

항생제 사용이 금지됨에 따라 육성비육돈의 경우 증체량 

감소, 사료효율 저하 등의 부정적인 영향이 예상되며, 번식

돈에 있어서도 산자수 감소, 이유 전후 폐사율 증가 등의 

번식성적 저하가 초래될 수 있으나, 아직까지 항생제 사용

전후의 실제 양돈 농가의 생산성적을 비교한 연구보고는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사료 내 성장촉진용 항생제 사용금지 

전후의 실제 양돈농가에서 생산성의 변화를 조사하고자 실

시하였다.

II. 재료 및 방법

1. 조사대상

조사는 전국에서 설문참여의사를 밝힌 양돈농가 74개소

를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대상농가의 사육규모와 양돈경력

은 Table 1에 나타내었다. 사육규모는 모돈 100-200두 농

가가 31개소로 가장 많았으며, 100두 미만 농가가 20개소, 

200-300두 10개소, 300-500두 7개소, 500두 이상 사육

농가가 6개소였다. 양돈경력은 21년 이상 농가가 35개소로 

가장 많았으며, 10년 이상 20년 미만의 양돈 경력은 38개

소, 5년 미만의 농가는 사육규모 100두 이하에서 1개소가 

설문에 참여하였다. 전체 조사농가의 85%가 10년 이상의 

양돈경력을 가진 농가였다.

2. 조사기간 및 조사항목

조사는 2012년 1월부터 2012년 10월까지 실시하였으며, 

조사방법은 본 기관에서 제작한 설문지에 기재하는 방식으

로 이루어졌다. 

조사항목은 모돈의 산자수, 이유두수, 이유 전/후 폐사

율, 모돈회전율, 연간 모돈 두당 출하두수(MSY, marketing 

sows per year)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3. 항생제 사용금지 전후 성적 비교자료

항생제 사용금지 전후의 양돈농가 성적비교는 2013년 

사단법인 한국양돈협회(이하 한돈협회; Korea Pork Producers 

Association, KPPA, 2013)의 보고자료를 인용하여 본 연

구의 조사결과와 비교 분석하였다. 한돈협회의 항생제 사

용금지 이후의 조사는 2012년 1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전

산기록을 해온 농가를 선별하고, 이중에서 주요지표가 기

록되어 있는 농장 462개소를 선정하여 자료를 분석하였다

(KPPA, 2013). 사육규모에 따른 생산성적에 대한 통계분

석은 일반선형모델(GLM; generalized linear model)에 

의한 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SPSS 17.0).

III. 결과 및 고찰

1. 사육규모별 생산성적 비교

다양한 사육규모별 농가들을 대상으로 설문참여 의사를 

밝힌 74개 농장에 대한 성적을 제공받아 분석에 이용하였

다. 조사대상 농가들의 사육규모 수준은 모돈 100두 미만



Young-Hwa Kim / Investigation on changes in pig farm productivity after ban of antibiotics growth promoter in commercial mixed feed

CNU Journal of Agricultural Science 42(3), 2015. 9 225

Table 2. Distribution of live born after a ban on use of antibiotic growth promoters

Herd size

(sow heads)

Live born, heads
Total

9 9.5 10 10.5 11 11.5 12 Mean

Farms (%)

< 100 3 (15.0) 2 (10.0) 1 (5.0) 7 (35.0) 4 (20.0) 2 (10.0) 1 (5.0) 10.4 20 (100)

100∼200 1 (3.2) 1 (3.2) 6 (13.4) 9 (29.0) 4 (12.9) 3 (9.7) 7 (22.6) 10.8 31 (100)

200∼300 - - 5 (50.0) 4 (40.0) - 1 (10.0) - 10.4 10 (100)

300∼500 - 1 (14.3) 1 (14.3) 3 (42.8) 2 (28.6) - - 10.4 7 (100)

> 500 - - 2 (33.3) - 1 (16.7) 2 (33.3) 1 (16.7) 11.0 6 (100)

Total 4 (5.4) 4 (5.4) 15 (20.3) 23 (31.1) 11 (14.9) 8 (10.8) 9 (12.1) 10.6 74 (100)

Data are No. of farms and rate.

Table 3. Distribution of weaned piglets after a ban on use of antibiotic growth promoters.

Herd size 

(sow heads)

Weaned piglets, heads
Total

8 8.5 9 9.5 10 10.5 11 Mean

Farms (%)

< 100 1 (5.0) 2 (10.0) 1 (5.0) 8 (40.0) 8 (40.0) - - 9.5 20 (100)

100∼200 - - 1 (3.2) 15 (48.4) 8 (25.8) 5 (16.1) 2 (6.5) 9.9 31 (100)

200∼300 - 1 (10.0) 3 (30.0) 3 (30.0) 3 (30.0) - - 9.4 10 (100)

300∼500 - 1 (14.4) - 3 (42.9) 3 (42.9) - - 9.6 7 (100)

> 500 - - 2 (33.3) 2 (33.3) 1 (16.7) - 1 (16.7) 9.7 6 (100)

Total 1 (1.4) 4 (5.4) 7 (9.5) 31 (41.9) 23 (31.1) 5 (6.8) 3 (4.1) 9.7 74 (100)

Data are No. of farms and rate.

Table 4. Distribution of mortality of suckling piglets after a ban on use of antibiotic growth promoters.

Herd size 

(sow heads)

Mortality of suckling piglets, heads
Total

0.5 0.8 1.0 1.2 1.5 1.7 2.0 Mean

Farms (%)

< 100 7 (35.0) 4 (20.0) 4 (20.0) 1 (5.0) 2 (10.0) 2 (10.0) - 0.9 20 (100)

100∼200 4 (12.9) 7 (22.6) 13 (41.9) 6 (19.4) - - 1 (3.2) 1.0 31 (100)

200∼300 2 (20.0) 2 (20.0) 5 (50.0) 1 (10.0) - - - 0.9 10 (100)

300∼500 1 (14.3) 2 (28.6) 3 (42.9) 1 (14.3) - - - 0.9 7 (100)

> 500 2 (33.3) - 3 (50.0) 1 (16.7) - - - 0.9 6 (100)

Total 16 (21.6) 15 (20.3) 28 (37.9) 10 (13.5) 2 (2.7) 2 (2.7) 1 (1.3) 0.9 74 (100)

Data are No. of farms and rate.

에서부터 500두 이상까지 다양한 사육규모 분포를 나타내

었다. 사육규모별 생산성적을 분석한 결과는 각 항목에 대

한 농가의 수와 비율로 나타내었다. 통계분석 결과, 모든 

항목에 대하여 사육 규모 사이의 통계적 유의차는 관찰되

지 않아 결과표에 통계분석결과는 표시하지 않았다(p value: 

산자수, 0.192; 이유두수, 0.082; 이유 전 폐사, 0.928; 이

유 후 폐사, 0.749; 모돈회전율, 0.274; MSY, 0.519).

조사대상 농가 전체의 평균 실 산자수는 10.6두로 조사

되어(Table 2), KPPA (2013)에서 보고한 자료와 동일한 

것을 확인하였다. 두수별 비율은 10.5두가 31.1%로 가장 

높았고, 10두, 11두, 12두 및 11.5두가 각각 20.3%, 14.9%, 

12.1%, 10.8% 순이었다 규모별로는 모돈 500두 이상 농가

가 11두로 가장 높았고, 100-200두는 10.8두였으며, 나머

지 다른 사육규모에서는 10.4두로 관찰되었다.

이유두수는 Table 3에 표시하였다. 전체 농가의 평균 이

유두수는 9.7두 였으며, 그 중 9.5두와 10두가 각각 41.9%

와 31.1%였고, 9두, 10.5두, 8.5두, 11두 순이었다. 규모별

에서는 모돈 100-200두가 9.9두로 가장 높았고, 가장 낮은 

이유두수는 사육규모 200-300두 그룹에서 9.4두로 나타

났다. 사육규모 사이에 통계적 유의차는 없었지만, 유의수

준이 0.08로 관찰되었다.

Table 4와 5에서는 이유 전후의 폐사두수를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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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Distribution of number of mortality post-weaning after a ban on use of antibiotic growth promoters

Herd size

(sow heads)

Mortality of weaned piglets, heads
Total

0.5 0.8 1.0 1.2 1.5 1.7 2.0 Mean

Farms (%)

< 100 2 (10.0) 5 (25.0) 4 (20.0) 3 (15.0) 4 (20.0) 1 (5.0) 1 (5.0) 1.1 20 (100)

100∼200 4 (12.9) 8 (25.8) 8 (25.8) 9 (29.0) - 1 (3.2) 1 (3.2) 1.0 31 (100)

200∼300 4 (40.0) 1 (10.0) 2 (20.0) 1 (10.0) 1 (10.0) - 1 (10.0) 1.0 10 (100)

300∼500 2 (28.6) - 3 (42.9) 1 (14.3) 1 (14.3) - - 1.0 7 (100)

> 500 1 (16.7) 1 (16.7) 2 (33.3) 1 (16.7) 1 (16.7) - - 1.0 6 (100)

Total 13 (17.6) 15 (20.3) 19 (25.7) 15 (20.3) 7 (9.5) 2 (2.7) 3 (4.1) 1.0 74 (100)

Data are No. of farms and rate.

Table 6. Distribution of sow turnover rate after a ban on use of antibiotic growth promoters

Herd size

(sow heads)

Sow turnover, rate
Total

2.0 2.1 2.2 2.3 2.4 Mean

Farms (%)

< 100 3 (15.0) 1 (5.0) 10 (50.0) 5 (25.0) 1 (5.0) 2.20 20 (100)

100∼200 2 (6.5) 2 (6.5) 12 (38.7) 12 (38.7) 3 (9.7) 2.24 31 (100)

200∼300 - - 5 (50.0) 3 (30.0) 2 (20.0) 2.27 10 (100)

300∼500 - - 2 (28.6) 4 (57.1) 1 (14.3) 2.29 7 (100)

> 500 2 (33.3) - - 3 (50.0) 1 (16.7) 2.22 6 (100)

Total 7 (9.5) 3 (4.1) 29 (39.2) 27 (36.5) 8 (10.8) 2.23 74 (100)

Data are No. of farms and rate.

Table 7. Distribution of marketing per sow per year (MSY) after a ban on use of antibiotic growth promoters

Herd size

(sow heads)

MSY
a)

Total
15 16 17 18 19 20 21 22 Mean

Farms (%)

< 100 2 (10.0) - 5 (25.0) 4 (20.0) 3 (15.0) 3 (15.0) 1 (5.0) 2 (10.0) 18.5 20 (100)

100∼200 1 (3.2) 1 (3.2) 1 (3.2) 7 (22.6) 9 (29.0) 5 (16.1) 2 (6.5) 5 (16.1) 19.3 31 (100)

200∼300 - - - 4 (40.0) 4 (40.0) 1 (10.0) - 1 (10.0) 19.0 10 (100)

300∼500 - - 1 (14.3) 1 (14.3) 2 (28.6) 1 (14.3) - 2 (28.6) 19.6 7 (100)

> 500 - 1 (16.7) - 2 (33.3) 1 (16.7) 1 (16.7) - 1 (16.7) 18.8 6 (100)

Total 3 (4.1) 2 (2.7) 7 (9.5) 18 (24.3) 19 (25.7) 11 (14.9) 3 (4.1) 11 (14.9) 19.0 74 (100)

Data are No. of farms and rate.
a)
MSY, marketing per sow per year.

평균 이유 전후의 폐사두수는 각각 0.9와 1.0두의 폐사를 

보였으며, 이유 전과 후 모두 사육규모에 관계없이 비슷한 

수준으로 관찰되었다. 두수별 비율은 이유 전에는 1.0두가 

37.9% 가장 높았으며, 0.5두가 21.6% 그 뒤를 이었다. 이

유 후 폐사 또한 1.0두가 25.7%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

로 0.8두와 1.2두가 각각 20.3%로 나타났다.

모돈 회전율은 Table 6에 나타내었다. 조사농가의 모돈 

회전율은 2.2회와 2.3회가 각각 39.2%와 36.5%였고, 2.4

회, 2.0회, 2.1회 순이었다. 규모별로는 모돈 300-500두

가 2.29회로 가장 높았고, 가장 낮은 모돈회전율은 100두 

미만 규모에서 2.20회로 관찰되었다. 전체 농가의 평균 모

돈 회전율은 2.23으로 나타났다.

모돈 연간출하두수(MSY)는 Table 7에 나타내었다. 전

체 농가의 평균 MSY는 19.0두로 관찰되었다. 두수별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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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8. Comparisons of productivity between pre- and post-ban on use of antibiotic growth promoters.

Item
Citation   data

a)
Present study

20122003 2010 2012

Live pig born per litter, head 10.1 10.6 10.6 10.6

Weaning piglet, head 9.1 9.5 9.6 9.7

Pre-weaning mortality, % 7.0 9.7 9.5 8.6

Post-weaning mortality, % 10.3 15 16.3 10.4

Sow turnover rate 2.32 2.26 2.29 2.23

MSY, head 19.6 18.5 18.6 19.0

a)
Data were quoted from Korea pork producers association (2013). The numbers of survey farm on citation data, except for MSY, 

are 142 farmers in 2003, 428 farmers in 2010, and 74 farmers in 2012. The survey farms on MSY are 35, 99, and 89 in 2003, 

2010, and 2012, respectively.

19두와 18두가 각각 25.7%와 24.3%였고, 20두와 22두도 

14.9%로 나타났다. 규모별에서는 모돈 300-500두와 

100-200두가 각각 19.6두와 19.3두였고, 100두 미만은 

18.5두로 낮았다.

모든 분석항목(산자수, 이유두수, 이유 전후 폐사두수, 

모돈회전율, 연간모돈 출하두수)에 대한 생산성적은 사육

규모에 따른 유의적인 차이가 없는 것으로 관찰되었다(p＞

0.05). 이는 본 연구에서 조사한 농가가 사육규모는 다르지

만, 생산성적이 비슷한 수준인 농가임을 증명하고 있다.

2. 항생제 사용금지 전후 생산성적 비교

항생제 사용금지 전후의 생산성적 비교는 본 조사에서 

수집한 결과와 한돈협회에서 2013년에 발표한 자료를 인용

하여 비교하였다(Table 8). 분석한 결과는 본격적으로 항

생제 사용이 금지되기 이전인 2003년의 자료(2004년, 항

생제 53종 → 25종)와 항생제 사용 전면금지시행 전년도인 

2010년 자료(2011년 7월 11일), 그리고 본 연구의 조사와 

동일한 시기(2012년)에 조사하여 보고한 자료(KPPA, 2013)

를 인용하여 나타내었다. 실산자수는 2003년 이후부터 2010

년까지 꾸준히 증가하였으며, 2010년 이후에는 10.6두를 

유지하여 항생제의 사용여부에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의 조사에서도 인용 자료와 동일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1970년대 전후로 수많은 연구자들에 의해 항

생제 사용이 실산자수를 증진시킨다는 결과들이 보고되었

다(Dean and Tribble, 1962; Mayrose et al., 1964; 

Messersmith et al., 1966; Ruiz et al., 1968). 이들의 연

구에서는 항생제의 사용은 자궁 내의 유해미생물의 수를 

감소시키고, 번식기관의 환경개선을 통하여 수정에서부터 

착상까지 수정란의 생존률을 증가시키므로 산자수를 증진

시킨다고 보고하였다. 우리의 연구결과에서는 항생제 사용

금지 이후 실산자수의 감소는 관찰되지 않았으며, 2012년

도의 실산자수는 10.6두로 2003년 10.1두 보다 0.5두 증가

하는 결과를 나타내었다. 이는 과거 연구자들의 보고시기

와 달리 최근 들어 인공수정 및 번식기술의 발전 및 전문화

된 사양기술이 항생제 사용을 금지함에도 불구하고 실산자

수를 저하시키지 않았던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2000년 

이후 MSY 향상을 위한 수단으로 산자수 중심의 육종개량

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항생제 사용금지 이후에도 실산자수 

감소의 결과는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된다.

한돈협회 자료에서 이유두수는 2003년 9.1두에서 꾸준

히 증가하여, 2010년에 9.5두, 2012년에는 9.6두로 관찰되

었으며, 본 연구의 결과에서는 인용자료보다 0.1두 높은 

9.7두로 관찰되었다. 이유 전후의 폐사율에 대한 한돈협회

의 자료는 2003년 각각 7.0%와 10.3%로 조사되었고, 2010

년에는 9.7%과 15%로 다소 증가하는 추세였으며, 2012년

에는 9.5%와 16.3%으로 2010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였

다(KPPA, 2013). 본 연구의 조사에서는 이유 전 폐사율이 

8.6%, 이유 후 폐사율이 10.4%로 관찰되어 한돈협회의 자

료보다 다소 낮은 결과를 나타내었다. 본 연구의 분석에서 

2003년 이후부터 2010년까지의 이유 전후의 폐사율은 증

가하는 경향이었지만, 항생제 사용 전면금지 전후인 2010

년과 2012년을 비교하였을 때, 비슷한 수준으로 관찰되어, 

항생제 사용여부가 폐사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이유 전후 폐사율에 대한 본 조사연

구의 결과가 한돈협회의 자료보다 다소 낮은(이유 전 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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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 0.9%P, 이유 후 폐사율 5.9%P) 것으로 관찰되는 이유 

중 하나는 본 조사연구의 표본과 한돈협회자료의 표본의 

차이에서 오는 결과로 생각된다. 다만, 2003년 이후 이유 

전 폐사율이 다소 증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유두수가 증

가하는 것은 실산자수가 꾸준히 증가하는 것에 의해 기인

된 것으로 사료된다. Che 등(2012)의 연구에 의하면 항생

제의 처리 여부는 이유자돈 폐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지

만, 총산자수와 실산자수의 증가로 인하여 이유 전 폐사율

이 다소 증가할 수 요인이 있다고 보고하였다. Stahly 등

(1980)의 연구에서도 항생제의 사용여부는 증체 및 사료효율

을 개선시키지만, 이유 후 폐사율을 개선하는데 효과가 없음

을 증명하였다.

모돈회전율은 2003년에 2.32였으나, 2010년에는 2.26

으로 감소하였고, 2012년에는 2.29로 다소 증가하는 경향

이었다. 본 연구의 조사에서는 모돈회전율이 2.23으로 한

돈협회의 자료와 0.06의 차이를 나타내었다. 포유기간은 

모돈회전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데, 모돈회전율이 

감소된 이유는 포유일수가 약 21.6일에서 약 25일 수준으

로 변화되어(KPPA, 2013), 1회전에 소요되는 일수가 길어

진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항생제 사용금지 전후 MSY의 

변화는 2003년 19.6두에서 2010년 18.5두로 약 1.1두 감소

하다가 2012년 18.6두로 증가추세로 돌아섰다. 본 연구에

서는 항생제 사용금지 이후 MSY가 19.0두로 조사되었다. 

산자수와 이유두수가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2003년 대비 

MSY가 개선되지 않았다. 이는 몇 가지 원인에 의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데 첫 째로는 포유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비

생산일수가 증가하였으며, 이에 따라 모돈회전율이 감소한 

것이 주요 원인일 수 있다. 두 번째로는 2003년 이후에 이

유 후 폐사율이 증가함에 따라 MSY의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음을 고려할 수 있다. 또한, KPPA (2013) 자료에서 2000

년부터 2012년까지 PSY는 지속적으로 향상되는 경향을 보

였으나, MSY의 경우에는 2002년 이후 2006년까지 감소하

였다가 2007년부터 다시 개선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고 보고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농장의 번식성적으로 대

표되는 PSY의 경우 지속적으로 향상되었으나 MSY의 경우 

소모성질병 등에 의한 이유 후 폐사가 영향을 미치고 있음

을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농장의 종합적인 생산성적의 지

표가 되는 MSY 향상을 위해서는 이유 후 폐사율 감소의 

노력이 중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결과를 종합해보면, 양돈 생산성에 대한 항생제 사용 전

면 금지의 영향은 없는 것으로 관찰되었나, 종합적인 양돈 

생산성적을 나타내는 MSY 향상을 위해 이유 후 폐사율을 

줄이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V. 결 론

본 연구는 우리나라에서 2011년 7월 가축 사료 내 성장촉

진용 항생제의 사용이 전면 금지된 후의 실제 농가에서의 

생산성의 변화를 비교한 조사연구로써 항생제 사용금지 전

후의 변화를 조사하고, 항생제 저감에 대비한 양돈 사양관

리기술 개발에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실시하였다. 조사농

가는 74개소로 모돈규모 100두 이하부터 500두 이상까지 

다양한 사육규모의 농장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결과, 조사농가들 사이의 생산성적의 차이는 발견할 

수 없었다. 항생제 사용 금지 전후의 비교는 과거 KPPA 

(2013)의 자료를 인용하여 분석하였다. 비교분석 결과에서 

실산자수와 이유두수는 항생제 사용금지 이후에도 증가하

는 경향으로 관찰되었으나, 모돈회전율은 감소하는 추세로 

나타났다. 또한 이유 전후 폐사율에 대한 항생제 사용 전면

금지의 영향은 관찰되지 않았다. 산자수와 이유두수가 증

가함에도 불구하고 2003년 이후 MSY가 크게 개선되지 않

는 것은 이유 후 폐사율이 높은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결과를 요약하자면, 항생제 사용 

전면 금지가 전체 양돈 생산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생각되며, 앞으로 양돈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는 이유 후 폐사율 저감에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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