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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생제

는 가축 질병 치료에 없어서는 안 되는 필수 의약품이다. 그러나
축산 현장에서 항생제 오·남용으로 인한 내성균 증가로 가축 질

병 치료에 어려움이 많다. 항생제 내성균을 치료할 수 있는 새로운 항생제 개발이
어려운 현 상황에서는 사용하고 있는 항생제 효능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사람에
게 사용하는 항생제 성분이 축산에서도 사용되고 있으며, 특히 사람의 심각한 질병
을 치료하는 마지막 치료 약제인 중요 항생제도 사용되고 있다. 이들 중요 항생제의
효능을 유지하기 위해 국제기구에서는 동물에서의 신중한 사용 가이드라인을 제시
하고 엄격하게 관리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국내 양돈에서 중요 항생제
의 사용 및 내성 현황을 살펴보고, 항생제 효능을 유지하기 위한 국내·외 사용 가
이드라인을 소개한다.

1. 중요 항생제 목록
세계보건기구(WHO)는 사람 임상에서 중요성과 동물로부터 전달 위험성에 기
초하여 최우선 중요 항생제(HP-CIA, Highest Priority Critically Important
Antimicrobials) 목록을 개발하였다. 세계동물보건기구(OIE)에서도 동물에서
사용하는 항생제에 대해 전문가(수의사) 설문을 통해 중요 항생제 목록(VCIA,
Veterinary Critically Important Antimicrobials)을 개발하였다. WHO와 OIE
의 CIA 목록에 동시에 포함되는 중요 항생제는 ①제3&4세대 세팔로스포린계
(세프티오퍼, 세프퀴놈), ②플로르퀴놀론계(엔로플로사신, 마보플록사신), ③콜리
스틴이다.

2. 국내 양돈 항생제 사용 및 내성 현황
(사)한국동물약품협회에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국내 양돈에 판매된 전체 항생
제량은 2020년 501톤으로 2010년 574톤에 비해 다소 감소하였다. 판매량이 감소
한 항생제는 테트라사이클린계와 설파계로, 2010년에 비해서 약 30~40% 감소하
였다. 반면에 WHO와 OIE에서 지정한 중요 항생제인 제3&4세대 세팔로스포린계
와 플로르퀴놀론계 항생제는 10년 전에 비해 약 2∼4배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판매량이 증가한 중요 항생제들의 내성률도 증가하였다. 2020년 정상
돼지 유래 대장균의 제3세대 세팔로스포린계 항생제(세프티오퍼) 내성률은 5.5%로,
2010년 0.5%에 비해 약 10배 증가하였으며, 플로르퀴놀론계 항생제(시프로플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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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항생제 판매량과 내성률
<자료 출처 : 한국동물약품협회, 국가 항생제 사용 및 내성 모니터링-가축, 축산물(농림축산검역본부)>

신)는 13.4%로 2010년 9.0%에 비해 약 1.5배 증가하였다(그림 1).
질병에 걸린 돼지에서 분리한 병원성 세균은 항생제 내성률이 더 높게 나타났다.
2019년 돼지 설사에서 분리한 병원성 대장균의 내성률은 제3세대 세팔로스포린계
는 23.7%, 플로르퀴놀론계는 53.9%로, 양돈 현장에서 이들 항생제의 치료 효과
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3. 국제기구 및 선진국 관리 동향
국제기구 및 선진국에서는 중요 항생제의 효능을 지키기 위해 항생제 사용 가이
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 WHO에서는 식용 동물에서 이들 항생제는 질병 예방뿐
만 아니라 치료 목적으로의 사용도 금지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OIE에서는 세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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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에서는 식용 동물에서 항생제는 질병 예방뿐만 아니라
치료 목적으로의 사용도 금지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OIE에서는 세부적으로 질병 예방 목적으로 음수나 사료 첨가 금지,
질병 치료 시에는 중요도가 낮은 항생제를 먼저 사용하고 효과가 없는 경우
항생제 감수성 검사를 통해 효능을 확인한 후에 사용,
부표(라벨) 외 용도 및 성장 촉진 목적으로 사용 금지이다.
유럽의약청(EMA)에서도 중요도가 낮은 항생제를 우선 사용하고,
항생제에 효과가 없는 경우 중요 항생제는 감수성 검사 결과에 따라 사용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으로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①질병 예방 목적으로 음수나 사료 첨가 금지, ②
질병 치료 시에는 중요도가 낮은 항생제를 먼저 사용하고 효과가 없는 경우 항생제
감수성 검사를 통해 효능을 확인한 후에 사용, ③부표(라벨) 외 용도 및 성장 촉진 목
적으로 사용 금지이다. 유럽의약청(EMA)에서도 중요도가 낮은 항생제를 우선 사용
하고, 이들 항생제에 효과가 없는 경우 중요 항생제는 항생제 감수성 검사 결과에 따
라 사용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유럽 국가 및 일본 등에서도 중요 항생제를 사용할 때는 기본적으로 항생제 감수
성 검사를 통해 효능이 있을 때만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그 외 덴마크에서는 중요
항생제에 대해 세금을 중과세하거나 농가별 항생제 사용량을 산출할 시 중요 항생제
는 사용량에 가중치를 부과하는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4. 돼지 질병별 항생제 처방 가이드라인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는 질병 치료 효과는
높이고 항생제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돼
지 질병별 맞춤형 ‘항생제 선발 가이드라인’을
개발하였다. 질병별로 항생제를 1차부터 3차
까지 순차적으로 처방하도록 개발하였다. 항
생제 선정은 다음과 같은 3가지 기준을 적용
하였다. ①국내 최근 야외 분리주의 항생제
효능, ②WHO와 OIE 중요도 목록, ③외국의
처방 가이드라인 사례 등이다. 1차로 처방하

2021. 9월호

373

소화기 질병

호흡기 질병

(그림 2) 돼지 항생제 처방 가이드라인
<자료 출처 : 농림축산검역본부>

는 항생제는 국내 야외 분리 균주에 효능이 높고 사람에서 중요도가 낮은 그룹, 그
리고 마지막으로 처방하는 항생제(3차)는 WHO와 OIE에서 지정한 중요 항생제로
1~2차 항생제에 효능이 없을 때에만 사용하도록 지정하였다(그림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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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양돈 분야는 다른 축종에 비해
항생제를 많이 사용하고 내성도 높아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항생제 선택이 매우 제한적이다.
지금부터라도 양돈 현장에서
질병 치료 항생제를 선택할 때는
먼저 질병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항생제 감수성 검사 결과를 토대로
항생제 처방 가이드라인에 따라
1차 항생제부터 사용한다면
치료 효과도 높이고 중요한 항생제 효능을
지켜나갈 수 있을 것이다.

◇…◇…◇…◇
선진국들은 중요 항생제를 중심으로
엄격한 사용 제한 정책을 추진하여 항생
제 사용량이 감소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공중보건학적으로 중요한 항생제에 대해
2013년부터 수의사 처방대상으로 지정
하였으나 사용량과 내성률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국내 양돈 분야는 다른
축종에 비해 항생제를 많이 사용하고 내
성도 높아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항생제
선택이 매우 제한적이다. 따라서 지금부
터라도 양돈 현장에서 질병 치료 항생제

를 선택할 때는 먼저 질병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항생제 감수성 검사 결과를 토대로
항생제 처방 가이드라인에 따라 1차 항생제부터 사용한다면 치료 효과도 높이고 중
요한 항생제 효능을 지켜나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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