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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의원님께서는 오랜 외교관 생활을 하신 것으로 02. 의원님께서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간사, 법안

인물 포커스

새누리당 / 심윤조 국회의원

심사소위원장 등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신데요,

인지 궁금합니다.

그동안의 의정활동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

국회의원이 되기 전 30여 년 간 외교관으로서 세계

니다.

곳곳에서 국익우선외교에 전념해 왔습니다. 기억에

지난 2012년 4월, 강남주민들의 큰 사랑을 받으며

남는 일이 많습니다만 그중에 몇 개만 꼽으면, 91

국회에 입성하여 이후 사랑방 좌담회, 타운홀미팅

년~94년 간 일본 근무 시 북한 핵문제 반발 및

등을 통해 지역구인 강남 발전과 국가 현안을 챙기며

김일성 사망으로 인해 북한 문제에 본격적인 관심을

주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갖게 되었고, 위안부 문제와 관련한 고노 담화

국회에서는 30여 년 간 외교관으로 활동한 경험을

발표를 현장에서 지켜보았습니다. 또한 전후 반성의

살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 시절 중국 특사단의

표본이 된 무라야마 담화 발표 시 외교부 동북아

일원으로 활동하였고, 한일의원연맹 상임간사 및

1과장(일본 담당)으로 근무했던 경험이 국회에

김무성 당 대표 방미 수행 등 미국, 중국, 일본과의

들어와 한일의원연맹 상임간사를 하게된 배경이

의원외교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저는 중국의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후에는 워싱턴에서 의회 및

부상, 미국의 아시아 재균형 정책, 일본의 우경화

정무 담당을 하고 청와대 외교비서관과 북미국장을

등으로 인해 동북아 정세가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

하면서 한미동맹 강화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있는 상황하에서 의회차원 외교활동의 역량이 더욱

이러한 과정에서 통상 증진과 재외동포정책은 늘

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외교와

빼놓을 수 없는 중요 관심사였습니다. 특히 포르투갈

국내정치는 불가분’이라는 생각으로 의원 외교활동에

및 오스트리아에서의 대사 시절, 코트라, 주재상사

매진하여 동북아 주변국과의 협력 관계 구축과

및 현지기업들과 긴밀한 업무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대한민국의 국익 증진을 위해 매진할 것입니다. 지금

주오스트리아 대사 시절에는 한인동포사회의 숙원

이 순간에도 정치적으로 탄압받고 굶주림으로 고통

사업인 한인문화회관 개관 사업을 추진하여 이임

받고 있는 북한 동포들을 위하여 외교통일위원회

직전인 2011년 1월에 기공식을 했던 기억이 지금도

간사로서 이번 19대 국회에서 북한인권법이 통과될

새롭습니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동물용의약품 산업이 탄탄한 경쟁력을 가지고
세계무대를 상대로 2020년 수출 5억불
달성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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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윤조 국회의원은
서울대학교 외교학과를 졸업하고 11회 외무고시에
합격하여 외교통상부 차관보, 주포르투갈 대사, 주
오스트리아 대사, 외교통상부 북미국장, 대통령
비서실 외교통상비서관 등 30여 년 간 외교관
으로 활동하였다. 이후 2012년 제19대 새누리당
서울 강남(갑)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어 국회 외교
통일위원회 위원, 새누리당 재외국민위원회 위원
장, 새누리당 서울 강남(갑) 당원협의회 운영위원
장으로 활동 중이다.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기억에 남는 일은 무엇

04
05

인터뷰

05. 저희 동물약품협회에서는 해외 시장개척 활동 시 06. 현재 정부에서는 통일을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03. 현재 동물용의약품 산업은 축산산업의 동반산업이며 04. 또한 현재 국산 동물용의약품은 중국의 자국 산업

현지 공공기관을 통해 실정 파악과 협조 체계구축을

있으며 의원님께서도 주도인 역할과 활동을 하고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사관이나 KOICA등과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남북 축산업

긴밀한 협조관계 유지를 위한 의원님의 도움 말씀을

협력방안 및 대북 협력방안을 위한 의원님의 활동

부탁드립니다.

계획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한국동물약품협회는 현지 실정 파악 및 해외시장 조사

통일의 잠재력이 극대화되기 위해서는 철저한 준비와

등을 위하여 외국에 있는 우리 공공기관 등과 상호 업무

대비책 마련이 필요한 만큼 향후에도 한반도 평화통일을

교류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급변하는 세계시장

위한 초당적인 지지를 얻고, 국민적 공감대를 넓혀 나가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동물약품협회가 앞으로도

는 것이 필요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통일대박론’과

외부와 원활한 교류활동을 지속해 수출국에 대한 정보

‘드레스덴 선언’ 이후 국내에서는 통일에 대한 국민적

필수산업으로 올 해 2억 1천만불, 2020년에는 수출

보호 정책으로 인하여 국산 동물용의약품을 중국에

5억불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등록하는 것이 매우 어려워 중국 시장 개척을 위한

보셨을 때 동물용의약품 업체들이 노력해야 할 사항은

정부의 특별 지원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이에 대한 조언 부탁드립니다.

세계 경제가 침체되어 있는 어려운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수출 여건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다양한 분야의

국내 동물용의약품 산업은 최근 5년간 연평균 26%의

국내 산업이 관세 절감 등 한-중 FTA로 새로운 전환

집권여당의 핵심 구성원부터 다가오는 통일을 철저히

수출성장률을 보이며 무궁무진한 성장 가능성을 보이고

점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에 동물용의약품 산업의

준비하고자 새누리당 통일경제교실을 시작해 책임연구

있습니다. 또한 베트남 등 주변 아시아 국가의 축산업이

수출 시장 확대를 위한 중국 시장 진출 모색은 매우

지속적으로 성장·발전하고 있고, 아세안 관세협정 덕분

시의적절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중국 축산업은 지속

에 무관세로 제품수출이 가능해졌습니다.

적인 성장으로 동물용의약품 산업의 거대 시장으로 자

그만큼 동물용의약품의 수출시장 전망은 매우 밝다고

리 잡고 있지만 현재 국내 동물용의약품의 허가·등록요

생각됩니다. 이러한 해외 수출시장을 지속적으로 확대

건 문제가 수출장벽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기 위해서는 상대국과의 교류가 절실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중국과의 교류·협력

정부 및 민·관이 함께 상대국과의 인적네트워크를

이 필수적입니다. 협회는 수출에 실패한 업체와 향후 중

구축하여 소통을 통해 국가 간 수출 장벽이 되고 있는

국 시장에 진출하고자 하는 업체들의 건의사항을 취합

부분들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하여 정부에 건의해 한·중 정부 간 규제 완화 및 교역 증

한편, 동물용의약품의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업체에서는

대를 위한 협의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R&D분야 및 시설 투자를 통해 신약 개발 및 고품질의

정부는 중국의 동물용의약품 등록절차 및 규정 담당 공

제품을 개발해야 합니다. 국내 동물용의약품 업계의

무원과의 워크숍 진행 등을 통해 국내 업체들과 소통할

제조 기술이 비교적 뛰어나긴 하나, 신약 개발에는 많은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야할 것입니다.

투자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세계 시장에서 국가 간

저 또한 동물용의약품 산업이 탄탄한 경쟁력을 가지고

경쟁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 정부는 R&D 분야 및 시설

세계무대를 상대로 2020년 수출 5억불을 달성할 수

개보수 등에 업체가 투자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하며,

있도록 국회 차원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지지가 확산되었고, 한반도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동물용의약품 산업에

통일이 주목받기 시작했으며, 국제사회에서는 북한의

대한 홍보 및 관심 제고를 위하여 SNS와 이메일 등

열악한 인권에 대한 관심이 나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다양한 채널을 활용하고, 인적네트워크 구축 및 확대를

이러한 국내·외의 분위기에 발맞추어 저희 새누리당은

위해 노력해야할 것입니다.

위원으로 18개월간 활동하였습니다.

통일경제교실에서는
동물용의약품 산업
관련 남북 축산업
협력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도 마련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제 38강에 걸쳐 통일경제, 대북정책, 산림, SOC,
철도, 보건의료, 영유아 등 한반도의 평화통일을 위한 각종
쟁점과 현안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새로운 시즌으로 돌아올 통일경제교실에서는 동물용
의약품 산업 관련 남북 축산업 협력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07.

마지막으로 국내 동물용의약품 업계 종사자 분들
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아직까지 KOTRA의 동물용의약품 수출지원 부분은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부분에서는 초기 단계에 있다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점점 동물용의약품 부분이 수출
유망 분야로 거듭나고 있는 만큼 해당 분야의 해외
수출 및 신규 시장개척 지원이 더욱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후 관련 지원이나 참여 가능 사업이 확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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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에서는 이 분야에 아낌없이 지원해야 합니다.

업데이트 등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빠르게 접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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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관련 단체

가축질병 청정화를 통해 국민들에게 안전한
한 축산물
공급을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5대 본부장
임경종 본부장은 전북대학교 수의과대학 졸업 후 국립동물검역소에서 공직생활을 시작해 농림축산식품부 국제
국 기술협력과와 축산국 가축위생과에 근무하며 검역·방역·위생·수의 등 각계를 두루 거치면서 국립수의과학원
부산·인천지원장, 방역과장, 축산물규격과장, 질병관리과장, 검역검사본부 축산물안전과장 근무를 하고 2015년
5월 7일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5대 본부장으로 취임했다. 임경종 본부장은 “34년간의 공직생활 경험을 토대로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가 효율적인 방역과 축산물의 위생관리를 통해 축산식품의 위생, 안전성을 향상시키고
축산업의 발전과 국민들에게 진정으로 도움이 되는
봉사하는 기관이 되도록 앞장서겠습니다”라며 가축
위생방역지원본부의 수장으로서의 계획에 대해 말한
바 있다. 임 본부장은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취임 후
제일 먼저 본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방역·위생·검역·
유통관리 사업에 대하여 추진현황 및 문제점들을
발굴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는데 많은 시간을 보냈다.
임 본부장은 “축산농장 DB현행화를 통한 농가정보의
신뢰 확보와 이를 통해 사전예방활동을 강화해 나갈
것이며 전화예찰 전문성 향상을 통한 민·관 소통기능을
확대해 정부정책을 이해시키며 축산농가들과의 상호
유기적인 방역활동을 통해 우리 농가들이 스스로 방역
활동에 임하여 자기농장을 지킬 수 있도록 역량을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임경종 본부장

집중해 나가겠습니다”라며 정부와 국민들로부터 신뢰

임경종 본부장은
전북대학교 수의과대학을 졸업하고 국립동물검역소
검역과에서 공직생활을 시작해 국립수의과학검역원
방역과장, 인천지원장, 축산물규격과장, 농림수산검역검
사본부의 축산물안전과장 등을 지냈다.

안전한 축산물 공급을 통해 국내 축산업의 경쟁력을

받는 기관으로 성장 발전하고, 가축질병 청정화 및

가축위생방역 일류기관으로의 성장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는 지난 1999년부터 정부의 가축질병근절사업을 수임하여 시료채취, 농장예찰, 초동방역팀 운영,
전화예찰사업, 축산농장 DB현행화사업 등 현장중심의 방역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고 있다. 또한 축산물위생사업은
포유류 도축검사(05년)에서 가금류 도축검사까지 확대(14년~16년)되었고, 수입축산물 현물검사(09년)도 수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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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보하고 국민보건 향상에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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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축산물을 공급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이 같은 지속적인 성장으로 ’15년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는 방역사업을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라며 앞으로도 정부의 지원과 유관단체,

추진하고 있는 방역사의 경우 지난해 농장 DB 현행화 사업을 수임하여 86명이 금년에 증원되었으며 도축검사원은 금년에

농가의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포유류 검사원 50명과 가금류 검사원 39명이 증원되는 등 전년대비 35.1% 증가한 681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다. 임
본부장은 “이를 토대로 향후 위생방역본부는 ‘가축위생방역 일류기관’으로 성장하기 위해 직원들의 역량을 향상시켜 사전
예방 활동을 강화하여 양축농가와 함께하며 질병을 저감시켜 나가고 경영선진화, 사업의 과학화, 성장동력사업 발굴
등을 통해 방역·위생·검역·유통관리사업을 추진하여 국민으로부터 사랑받는 공공기관으로 발전해 나갈 것입니다.”라며
앞으로의 계획을 밝혔다.

우수한 동물용의약품
생산과 더불어 연구개발에 힘써
적기에 제품을 공급할 수 있는
유통채널 구축 등 전사적인
노력이 필요한다고 생각됩니다.

국가방역을 위한 동물용의약품
“국내 동물용의약품 산업은 내수 침체 및 가축전염병 발생 등으로
인해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있어 어느 때보다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노력들이 필요할 때라고 생각됩니다. 그동안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노력으로 80여 개국에 1억 9천만불을 수출했지만 세계시장 규모에
비해서는 미미하다고 생각됩니다”라며 임 본부장은 동물용의약품

국방과 같은 방역

산업이 수출산업으로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정부의 해외

“방역은 국방과 똑같습니다. 내 농장을 지킬 수 있도록 축산농가와 전국조직을

수출시장 개척 사업 지원을 통해 수출 확대 등 다각적인 활성화

갖고 있는 우리 본부가 함께 힘을 합쳐 차단방역 등 효율적으로 철저하게

방안이 필요하다고 했다.

방역 관리를 해야 합니다.” 임 본부장은 계속되는 가축전염병 발생으로 많은

또한 가축질병 예방을 위해 동물용의약품은 없어서는 안 될

농가들이 피해를 보았다며 가축질병 예방을 위해서는 위생적인 사양관리가

필수품이라 하며 “가축질병 예방을 위해 세균 및 바이러스의

필요하다고 했다. 이를 위해 주기적인 소독과 농장으로 출입하는 차량, 사람

유입 차단이 우선 되어야 하며, 질병 예방백신 접종을 통해

등 차단방역관리를 철저히 하여 사전예방을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가축의 질병을 사전에 예방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수한

질병 예방을 위해 예방백신 접종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했다.

동물용의약품 생산과 더불어 연구개발에 힘써 적기에 제품을

가축전염병은 여러 여건에 의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축산농가에서 가축의

공급할 수 있는 유통채널 구축 등 전사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

상태를 확인하고 가축전염병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여 조기에 신고 해 주길

됩니다”라며 동물용의약품 산업이 가축질병 예방에 많은 도움이

바란다고 하였다. “조기 신고가 이루어져 신속 조치를 한다면 질병 확산을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했다.

방지하여 경제적·사회적 손실을 최소화 할 수 있습니다. 위생방역지원본부는
의심축이 신고되면 가축방역기관 및 지자체로부터 초동방역팀 투입 요청을
받게 되고, 평상시 훈련을 통해 준비태세를 갖춘 초동방역팀이 신고농장에
신속하게 투입되어 차량·사람 통제 등 초동방역 활동을 펼침으로서 질병
확산을 방지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라며 질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축산 농가들의 신속한 신고를 부탁했다.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지난 1999년 돼지콜레라박멸비상대책본부로 시작되어
2000년 사단법인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로 인가가 되었으며,
2003년에는 특수법인으로 확대되었다. 이후 2007년에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되어 운영 중이다.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는 효율적인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는 2012년 농식품부의 세종시 이전 계획에 따라 업무 효율성 제고를 위해 동반 이전하게 되었다.
가축위생방역
신사옥은 세종시
세
아름동에 소재하고 있으며, 지상 3층 지하 1층 규모로 면적은 1,840㎡이다.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의
건물구조는 직원들의 사기진작 및 업무 효율성 향상을 위해 사무공간과 다목적강당, 회의실, 홍보실 등 쾌적한
복지공간으로 구성되었으며 휴게실, 체력단련실, 샤워실 등을 설치하여 직원들이 운동 및 여가활동을 즐길 수 있어
직원들이 쾌
쾌적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열악한 여건에 대해 임 본부장은
“우리 본부가 거대한 조직으로 성장했으나 일선현장의 일, 조직체계, 재정 등이 너무 열악하여 이를 개선해 나가는데 최선의

가축방역과 수입 축산물 검역 및 축산물 위생관리를 통하여
축산물의 위생·안전성을 향상시켜, 국민 보건 향상에 기여
하고 양축농가의 소득증대 및 국내 축산업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공공기관이다. 주요 사업으로는 가축방역, 축산물 위생,
현물검사, 유통관리 등 4개 사업이며, ‛가축위생방역지원
일류기관’을 달성하기 위해 방역위생현장에서 ‛확실한 예방,
엄정한 검색, 강력한 근절’을 적극 실천해 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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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들의 사기진작을 통한 업무 효율성 극대화

10
11

핫이슈 Ⅰ

한국 동물용의약품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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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동물용의약품산업 발전포럼 창립
한국 동물용의약품산업 발전포럼은 동물용의약품 산업이 수출 증대로 지속 성장산업으로 발전하기 위한 교류협력 강화 및 발전
이문한 전 서울대 수의대 교수, 윤효인 충남대 수의대 교수, 강석진 한국동물약품협회장, 이각모 한국동물약품공업협동조합
이사장, 곽형근 한국동물약품협회 상근부회장, 정갑수 한국동물약품기술연구원장 등 6명의 발기인이 지난 3월 발기인 대회를
개최하고 그동안 정관(안) 심의, 운영방법 협의, 회원 모집 등을 진행해 왔다.
이날 창립총회에는 동물용의약품 제조업체에 지역구를 둔 국회의원을 비롯하여 한국소비자연합회 김천주 회장, 한국농어민신문
윤주이 사장, 한국수의정책포럼 김재홍 상임대표 등 협회 (기술)자문위원과 업계 임원급 이상 회원 130여 명이 대거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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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동물용의약품 업계 대표 및 임원과 한국동물약품협회 (기술)자문위원이 주축이 되어 설립되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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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이슈 Ⅰ

6

10

7

회의원
7. 김명연 국회의원

심윤조 국회의원
회의원
6. 심윤

8

12

11

13

14

9

상근부회장 장동환 자문위원
자문위원, 심윤조 국회의원
국회의원, 강석진 회장
회장, 이각모 이사장 / 11.
12 강석진상임대표 /
10. (왼쪽부터)곽형근 상근부회장,
10
11 전경 / 12.
13. 농림축산식품부 김용상 방역관리과장 / 14. 고려대학교 우건조교수(질의응답)
김천주 회장[한
회장[한국소비자연합회]
비자연합회]
8. 김천

윤주이
사장[한국농어민신문]
이 사장[한
농어민신 ]
9. 윤

제 1차 정기포럼 개최
동물용의약품 분야의 전문성 증진 및 관련 산업과의 시너지효과 창출로 국내 동물용의약품 산업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한국
창립총회에서는 공동대표 등 임원선출과 정관의 주요 내용을 확정하였으며, 초대 상임대표로 선출된 강석진 상임대표는 「한국

동물용의약품산업 발전포럼이 지난 6월 23일 창립 후 지난 8월 20일에 서울대학교 호암교수회관에서 첫 정기포럼을 개최했다.

동물용의약품산업 발전포럼」을 통하여 정부, 관련 산업분야, 학계와의 파트너십 강화와 다양한 의견청취로 지속적인 산업 발전 방안

이번 정기포럼에는 업계 임원급 이상 회원 27명을 비롯하여 한국소비자연합회 김천주 회장, 대한수의사회 김옥경 회장, 한국

모색 및 대안 마련으로 한국 동물용의약품이 계속 세계로 뻗어 나아가 우뚝 설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고 창립 취지를 밝혔다.

수의정책포럼 김재홍 상임대표 등 협회 (기술)자문위원인 당연직 회원 14명을 포함하여 총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특히 홍문표 국회의원, 김명연 국회의원은 축사를 통해 축산업의 필수 지원 산업인 동물용의약품산업의 가치 향상과 신뢰 제고를

개최되었다.
포럼은 농림축산식품부 김용상 방역관리과장의 ‘동물용의약품 중장기 발전대책 수립계획’에 대한 발표에 이어, 서울 강남구 갑

국회의원은 한국동물용의약품 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여 지속적으로 성장·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수출 지원에 역점을 두고

심윤조 국회위원(외교통일위원회)을 특별강연자로 초청하여 ‘북한의 정세와 통일전망’이라는 주제로 강연이 진행되었다. 특히

지원 방안을 모색해 나가면서 동시에 현지 외교 공관이나 KOICA 등 공공기관과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해 나갈 수 있도록 국회

농림축산식품부 김용상 방역관리과장은 이번 강연을 통해 국제 경쟁력이 있는 제품의 생산·공급 및 수출확대를 위해 제도개선,

차원에서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R&D 지원강화 등 체계적으로 육성·지원체계를 구축할 계획으로 동물용의약품 산업 중장기 발전대책 수립을 추진함과 동시에
산업체가 중심이 된 민·관 합동 실무 T/F를 구성·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심윤조 국회의원은 북한의 정세와 통일전망을

이어, 한국소비자연합회 김천주 회장, 한국농어민신문 윤주이 사장, 한국수의정책포럼 상임대표인 서울대 김재홍 학장 등도 포럼이

주제로 특강을 진행함과 동시에 한국동물용의약품 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여 지속적으로 성장·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활성화되어 동물용의약품 산업이 축산업 분야에 있어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자리매김하고, 많은 변화의 물결 속에서도 흔들리지

KOTRA, KOICA 등 관련기관과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제2차 정기포럼은 11월

않으며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든든한 발판이 되어주길 기대한다고 하였다.

19일에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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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수출 판로 확보 등 자구적인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 업계에 정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하겠다고 하였으며, 심윤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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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이슈 Ⅱ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농림

동물용의약품 산업 중·장기 발전 대책 수립을 위한

이번 간담회를 통해 그간 동물용의약품 산업 활성화를 위한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국장 주재
동물용의약품 수출업체 CEO 간담회 개최

업무 추진현황과 평가에 대해 설명하고, 동물용의약품 산업
중장기 발전방안 제시 등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동물용의약품 산업 육성 중심의
법령 정비, 국내 및 해외 경쟁력 강화를 위한 R&D 지원,
선진 생산시스템 구축을 위한 제조시설 확충 및 해외수출시장
개척
개 등 지속적인 지원뿐만 아니라 동물용의약품 전담계를
신설하는
신설
등 조직 정비를 통해 정책기능을 강화하고, 체계적인
육
산업 육성을
위해 중·장기 발전 대책 수립을 추진할 계획이라 밝혔다.

간담회에 참석한 업체에서는
제도 및 규정 등을 수출지향 산업에 적합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개선 건의를 하였으며,
특히 중국 시장 진출의 어려움을 표하며 국내 동물용의약품이 중국에 수출 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하였다. 또한 수출 물류비 지원과 관련하여,
현재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수출 물류비 지원기준이 신선농작물 및
가공식품에 한정하고 있어 정부의 수출지원체계의 보완을 통한 동물용의약품 수출
물류비 지원을 건의하였다. 이 외에도 동물용의약품 개발을 위한 R&D 전용 예산
배정 요청, 동물용의약품 전문가 육성 필요성 등에 대해 건의하는 등 동물용의약품 산업 중·장기 발전대책 마련 시
포함되어야 할 검토과제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 졌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에서는 지난 8월 5일 동물용의약품 산업 및
수출 성장에 따른 정책 지원 방안 모색을 위하여 축산정책국장 주재로
수의과학회관 회의실에서 동물용의약품 수출업체 CEO와의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에는 농림축산식품부 이천일 축산정책국장과 방역
강석진 회장, 곽형근 상근부회장, 한국동물약품기술연구원 정갑수 원장, 한국
동물약품공업협동조합 이각모 이사장을 비롯하여 동물용의약품 수출업체

수출지원 확대, 규제완화, R&D 지원 등 다각적 지원이 필요함을 인식하여 동물용의약품 산업 중·장기 발전을 위해 주요
건의 내용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하였다. 특히, 이천일 축산정책국장은 간담회에서 “동물용의약품 산업은 축산업의
동반산업으로 정부 지원을 통해 육성해야 할 사업이라고 생각된다. 축산업이 발전하려면 동물용의약품 산업 역시 함께
발전해야 한다”라며 “오늘을 시작으로 민·관이 소통할 수 있는 자리가 자주 마련되어 동물용의약품 산업 활성화를 위해

9개사에서 참석하여 동물용의약품 산업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한 논의를

정부가 도울 수 있는 방법을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 방역관리과에서는 이번 간담회를

활발히 진행하였다.

시작으로 업계 중심의 민·관 합동 실무 T/F회의를 구성하여 12월까지 동물용의약품 산업 중·장기 대책 마련 시 이번
간담회의 주요 건의 내용을 적극 검토하여 반영할 계획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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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과 박정훈 과장, 홍기성 사무관이 참석하였으며, 한국동물약품협회

이에,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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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방

“한국 동물용의약품,

아프리카와 남미에 이어
CIS 시장을 개척하다”
우즈베키스탄 제조업체 견학

카자흐스탄 유통업체 견학

산업이 발달되지 못하여 사료첨가제가 진출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의견이 있었다. 이 외, 우즈베키스탄 동물용의약품
제조업체(UZBIOKOMBINAT) 및 카자흐스탄 유통업체(ALUA-PHARMA, Alma-ATA Zoovetsnab)와 아제르바이잔의
유통업체(Ugur-Bereket) 탐방을 통하여 실제 동물용의약품의 유통 현황과 산업 수준을 확인 하는 시간을 가졌다.

지난 4월 추진된 “국가 간 네트워크 구축 사업”의 후속 사업인 시장개척단
파견 사업은 초청되었던 CIS 3개국의 동물용의약품 담당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성공적인 수출상담회를 개최함과 더불어 현지에서 다시 한 번 우리나라
동물용의약품 업계와 만남으로써 서로 간 협력의 기반을 더욱 단단히 다지는
왼쪽 : 우즈베키스탄 수출상담회 / 오른쪽 : 카자흐스탄 수출상담회

계기가 되었다. 방문국 정부기관들은 모두 국가적, 산업적 교류를 환영하며
축산업의 부흥에 정부 지원을 아끼고 있지 않은 만큼 한국 동물용의약품이 진출할

세계 곳곳으로 뻗어나가고 있는 우리 동물용의약품 산업이 이번에는 CIS(Commonwealth of Independent States) 지역 시장
진출을 위하여 시장개척단을 파견하였다. 본 시장개척단은 농림축산식품부의 동물용의약품 수출 활성화 정책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국내 동물용의약품의 우수성 홍보, 네트워크 구축 및 현지 시장조사를 통한 수출 확대로써 산업 발전에 기여하고자 추진되었으며,
국내 동물용의약품 제조업체로 이뤄진 시장개척단과 더불어 민·관 합동 시장조사단으로 농림축산검역본부도 함께 파견되었다. 8월
23일부터 9월 3일까지 총 12일간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 카자흐스탄 알마티,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개최된 현지 수출상담회에
참여한 업체는 녹십자수의약품㈜, ㈜대호, ㈜동방, ㈜삼양애니팜, ㈜씨티씨바이오, 우진비앤지㈜, ㈜이-글벳, ㈜코미팜, ㈜한동으로
대부분의 참여사는 매해 시장개척단 파견 사업에 참여하며 한국 동물용의약품 수출의 선두주자로 나서고 있다.

아제르바이잔 농업부와의 만남

좋은 시장임을 강조하였다. 또한 우즈베키스탄 대사관, 아제르바이잔 대사관 및
kotra 바쿠무역관 등 현지 주재기관과의 만남을 통하여 한국과의 무역 현황과

수출에 직접 관계되는 외화 규제 등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으며, CIS 지역으로의 수출을 계획 중인 참가업체들에게 수출
선도업체로서의 자신감과 책임감을 심어주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지원으로 3년째 추진되고 있는 해외 시장개척단 사업은 시장
진출 가능성, 실질적인 산업 유통 현황을 확인함과 더불어 현지 네트워크 구축까지 목적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지속적인 정부
차원의 지원이 요구되며, 업계는 이에 노력으로 부응함으로써 국내 동물용의약품 산업의 활력소를 만들 것을 다짐하였다.

각 동물용의약품 제조업체의 대표로 구성된 9명의 시장개척단은 우즈베키스탄을
시작으로 카자흐스탄, 아제르바이잔 순으로 현지 수출상담회를 진행하였다. 각 국
수출상담회에는 한국 동물용의약품의 역할을 기대하는 농업부와 수의사회에서
환영을 해주었으며, 각 업체는 회사 홍보를 위한 발표 시간 후, 바이어와의 상담을
진행하고 이후 개별 업체 상담 일정을 통해 심도 있는 업체 미팅을 가지기도 하였다.
카자흐스탄이 방문 3개국 중에 가장 진출 희망도가 큰 국가로 꼽혔으나, 사료

한국동물약품협회 ● ANI-MEDI 2015 AUTUMN

왼쪽, 오른쪽 주 우즈베키스탄 한국 대사관, 아제르바이잔 코트라 바쿠무역관과의 만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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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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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회장은 국내 시장은 정체기이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

“서울대학교에서 학사, 석사과정을 마친 후 미국에서 박사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했다. “현재 국내 업체들이

과정을 밟을 예정이었으나, 우연한 계기로 동물용의약품

수출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것도 발상의 전환을 통한

업계에 입사하게 되어 지금까지 업계에 몸을 담고 있습니다.”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수출뿐만 아니라 사료첨가제의

신 회장은 취직이 어려운 시절 한국비타민헤드쿼터스(주)

다양한 연구를 통해 새로운 분야를 개척해야 하며, 회사의

에 입사한 후 동물용의약품에 대한 지식 습득에 많은

마케팅 역량을 강화해서 국내·외 점유율을 넓혀가야

어려움을 겪었다고 한다. 당시 축산업 중 양계분야가 가장

합니다.”라며 신 회장은 앞으로 동물용의약품 업계가

먼저 대형화가 되고 있었기에 신 회장은 W.R.Ewing의

발전할 수 있도록 애정어린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또한,

“가금영양학”의 비타민 부분을 집중적으로 공부했다며

현재 동물용의약품 업계가 2세 경영시대에 들어선 이상

“가금영양학을 손때에 새까맣게 될 때까지 읽어가며

경영진들의 경영 마인드 확립이
립이 필요하며, 동물용의약품

사료첨가제 등에 대해 공부했습니다.”라고 전했다. 이후,

업계에 대한 애착과 소신을 갖고 동물용의약품 산업을

신 회장은 사료첨가제 부분에 대한 공부와 더불어 국내

발전시켜 나가길 바란다고 했다.
다.

제품 생산의 필요성을 느껴, 1972년 과학사료(현 에스에프)
를 창립해 사료첨가제 및 동물용의약품 등을 제조하기

ਗ۽ੋࢤࢶߓࢲ۽ઑ
ࢲઑ

시작했다. 이 같은 노력으로 신 회장은 미생에서 완생으로,

신 회장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아야 합니다.”라며

동물용의약품의 장인으로 거듭날 수 있었다.

람들이 많은데 본인의 인생을
미래에 대해 불안해하는 사람들이
정리하고 앞으로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 한번 씩 고민해

ߊ࢚ജਃೠदӝ

봤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신 회장은 환갑이 되던 해에

“현재 국내 동물용의약품의 위기는 이미 30여년 전에

본인의 인생을 되돌아보며 정리하는 기회를 갖기 위해

예상되었습니다. 동물약품협회에서 일본과 대만의 축산

“신정재 이야기”라는 자서전을
을 출판했으며, 한 번 가면 다시

농가 및 동물용의약품 산업 조사를 위해 출장간 적이

고를 작년 9월까지 총 3번을
또 가고 싶어진다는 산티아고를

있습니다. 당시만 해도 일본과 대만의 축산농가 시설 및

다녀와 순례길에서 있었던 일들을 적은 “산티아고 길에서

동물용의약품 판매가 순조롭게 이뤄지고 있었으나, 더

나를 만나다”는 현재 2권의 책이 출판되었다.

이상의 발전이 어려울 것을 예상했습니다. 그때 우리나라의
미래도 보고 온거죠.”라며 신 회장은 현재의 동물용의약품

ਗ۽ীѱӡਸޚ

산업의 어려움을 예상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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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झীनഥ
신정재 회장은 1964년 한국비타민헤드쿼스(주)(현 바이엘코리아)에 입사하여 1972년 과학사료(현 에스에프) 창립, 1999년~2007년
까지 동물약품협회 회장을 세 차례나 역임한 동물용의약품 업계의 장인이다. 현재 에스에프는 신진수 대표에게 위임하고 작년
9월에 세 번째 산티아고 순례길을 다녀온 경험담을 적은 “산티아고 길에서 나를 또 다시 만나다.”를 11월에 발행할 예정에 있으며,
서울대학교 사대부속 고등학교 동창회보 편집인, 한국동물약품협회 고문, Ani-Medi 편집고문으로서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
산티아고 대성당 앞에서 모든 순례일정을 마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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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생물제제를
이용한 동물용의약품
실용화 방안 Ⅰ

가. 면역증강 활성
세균이나 진균유래 물질을 이용한 동물용의약품 개발에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는 것이 면역 증강제이다.
왜냐하면 이들 세균, 진균 세포벽에는 펩티도글리칸, 테이코익 산, 지질펩티드, 지질다당류(LPS), 베타글루칸, 만난 등과 이들 미생물이 증식하면서 분비하는 단백질, 다당류, 독소 등이 면역세포를 활성화하는
작용을 하기 때문이다. 현재 동물용의약품 분야에서 이들 물질을 이용하여 질병치료, 예방용의 면역증강제뿐
아니라 세균이나 바이러스질병치료 보조제, 백신의 항원보강제 등으로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 앞으로
새로운 면역증강제 개발은 물론, 다양한 동·식물유래 면역증강 물질의 혼·복합 사용, 치료제와 백신에
첨가사용 등의 실용화 연구가 더욱 활발하게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미생물 : 지구상에 존재하는 미생물은 매우 다양하나 약품개발을 위해 활용할 수 있는 주요 미생물로는
세균과 진균을 들 수 있다. 세균과 진균의 종류도 다양하지만 약품개발 소재로 이용할 수 있는 것이
녹십자수의약품 수의연구소장
한국동물약품협회
김종만 기술자문위원

균체의 세포벽 등 각종 구성성분과 이들이 증식하면서 생성하는 다양한 성분까지 포함할 수 있으며,

불활화 균체 및 용균체

이는 약용식물의 몇 백배, 몇 천배가 될 것이다. 이것은 지구상에 특히 육지에 존재하는 일부분의

물리적 또는 화학적으로 불활화한 균체는 안전성 면에서 우수하고 제조에 간편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세균, 진균만이 알려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해양미생물을 포함하여 지구상의 다양한 미생물자원을

균체표면 성분만을 활용하기 때문에 효력면에서 다소 미흡한 면도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근래에는

발굴하여 연구, 노력한다면 무궁무진한 미생물 소재의 약품을 개발할 수 있을 것이다. 미생물 유래물질의

균체를 물리적, 생물학적 또는 화학적인 방법으로 분해, 처리하여 단백, 지방, 다당류, DNA, RNA 등 각종

동물용의약품 활용은 크게 면역증강제와 항미생물제제로 나눌 수 있다.

균체 성분이 혼재된 용균체를 만듦므로써, 균체 외벽만이 주요 성분으로 작용하는 불활화 균체보다 훨씬
더 다양한 생물학적 활성을 나타낼 수 있다. 외국에서는 오래전부터 이러한 용균세포물질을 이용한 백신의
항원보강제, 면역증강제, 사료첨가제 등을 개발하여 실용화하고 있다. 한 예로, 다양한 호흡기 세균의
용균추출물을 재발성 호흡기질병을 갖고 있는 어린이에게 경구로 투여한 결과, 호흡기질병 감염빈도나
증상 정도가 현저히 감소하였다는 보고도 있다. 유럽에서는 호흡기세균의 복합용균추출물을 호흡기질병의
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동물용 사료첨가제로 판매하고 있다. 이러한 치료효과 향상은 생산성 향상은 물론
항균제 사용감소로 이어지고 있어 이에 대한 활용연구가 유럽을 중심으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비병원성 또는 약독화 미생물
비피도박테리움속(Bifidobacterium spp.)균, 락토바실루스 카제이(L. casei) 그리고 사카로마이세스 볼라디
(S. boulardii) 같은 생균, 이스트들이 설사병 예방과 치료에 성공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비피도박테리움
락토바실루스 람노수스(L. rhamnosus), 락토바실루스 파라카제이(L. paracasei)는 인터루킨-12 생성을
촉진한다. 이처럼 유산균은 생균제로서의 용도 이외에도 면역증강활성을 이용한 질병 예방, 치료에 많이
활용되고 있다. 유산균 이외에 소 결핵균(M. bovis)을 약독화하여 작출한 약독주(BCG)는 면역증강제,
항원보강제 등으로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 안전성이 확보된 생균들은 사균체추출물과 달리 체내에서
증식하면서 작용하기 때문에 사균제보다 효과가 우수하여 경구용 면역제제나 사료첨가제로 많이 개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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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베(B. breve)는 항체생성을 증강시키고 사람의 장관점막에 있는 락토바실루스 플랜타룸(L. plantar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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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포벽 성분

균분비 다당류(Exopolysaccharides, EPS)

· 상업적으로 판매되고 있는 프로인트 항원보강제(Freu-nd`s complete adjuvant, FCA)의 주성분이

· 아파노데스 할로파이티카(A. halophytica) 균은 다량의 황산화다당류

결핵균 세포벽 성분이며, 이외에도 노칼디아, 코라이네박테리아, 프로피오니박테리아, 리스테리아균

(sulfated EPS)를 배지로 유리하며 이 황산화다당류는 항종양, 항바이러스

등의 세포벽 성분도 면역능력을 향상시키는 항원보강제 활성이 있다. 가지세포(DC)와 대식세포는 두

히
및 면역조절활성이 있어,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의한 폐렴발생을 현저히

종류의 수용체 즉, Toll-like receptor 2, 4를 발현하는데 우결핵균의 세포벽 성분과 결합하면 이들

성하는
억제한다. 그람 음성균인 산도모나스 캄페스트리스(X. campestris)가 생성하는

면역세포를 활성화하기 때문에, 면역보강제로 유용하다.

하는 겔란
싼단(xanthan), 스핑고모나스 포시모빌리스(S. paucimo-bilis)가 생성하는

· 베타-글루칸 : 다양한 미생물과 식물세포벽에 존재하며 특히 이스트에서 추출한 글루칸이 많이 이용되고

(gellan), 아세토박터 사이리눔(A. xylinum)이 생성하는 셀루로스, 리조비움속(Rhizobium sp.)

있으며 글루칸의 면역활성 증강효과는 분자량, 분지정도 그리고 구성 등에 따라 다양하다. 캔디다

균이 생성하는 썩시노그라이칸(succinoglycan) 등의 분비다당류가 면역조절제로 생산, 판매되고

세포벽에 있는 베타-글루칸(β-glucan)은 대식세포, 호중구의 기능을 향상시켜 면역능을 증강시키며,

있다. 싼단과 겔란은 유럽과 북미에서 식품첨가물로 허가된 바 있으며 셀루로즈와 커들란(curdlan)은

만난올리고당(mannanoligosaccharide,)은 병원균의 장점막 부착, 증식을 억제하고 유산균 증식을

일본에서 산업생산물로 판매되고 있다.

조장하며 항체생성을 자극하여 질병에 대한 저항성을 높인다.

· 그람 양성균인 프로피오니박테리움 에크니스(P. acnes)가 분비한 다당류가 Th1 세포성 면역반응을

· 세포막(cell membrane) 및 투명세포막(Bacterial ghost) : 물리적, 생화학적 또는 유전학적으로 그람

조절하며, 박테로이데스 푸라질리스(B. fragilis), 폐렴연쇄상구균(S. pneum-onia) 등에서 분리된

음성균의 세포막에 구멍을 만들어 세포내용물을 제거한 세포막 또는 투명세포막(Bacterial ghost)은

다당류는 T 림프구 비의존성으로, IgM 항체를 유발하도록 체액면역계를 자극하며, 흙에서 분리한

생균의 세포외부 조성과 동일하기 때문에 항원보강제 없이 강력한 면역반응을 유발할 수 있어 백신항원으로

고초균(B. subtilis)은 배양상층액에서 병원성 푸사리움 옥시스포룸(F. oxysporum)에 항진균 활성을

쓰이며, 투명 세포막내에 목적하는 다른 항원을 주입하여 세포외막운반체(OMV)로 활용하기도 한다.

보이는 물질을 얻었다.

· 테이코익 산(Teichoic acids), 펩티도글리칸(peptid-oglycan), 지질펩티드(lipopeptide), 리포테이코익산

· 락토바실루스 크레모리스(L. lactis subsp. cremoris), 락토바실루스 불가리쿠스(L. del-brueckii subsp.

(lipoteichoic acids)은 그람 양성균 세포벽 필수성분으로, 세포벽의 20-50%를 차지하며 면역조절활성

bulgaricus), 류코노스톡 메센테로이데스(L. mesenteroides) 같은 유산균이 생산하는 분비다당류는

성분을 갖고 있다. 포도상구균 유래 리포테이코익산은 면역보강제의 효능이 있어 프로인트항원보강제에

B 림프구 유사분열(mitogen)활성, 사이토카인 생성 유발, 대식 세포와 비장세포 기능조절능이 있다.

비견할 정도의 효과를 나타낸다. 또한 황색포도상구균과 고초균 유래 세포벽, 펩티도글리칸, 테익코익산은

락토바실루스 케피라노팍시엔스(L. kefiranofaciens) 에서 추출한 분비당당류는 점막반응을 유발하고

T, B 림프구의 증식을 활성화하고 유사분열물질로 작용한다. 바실루스 알카로필루스(B. alcalophilus)

소장과 대장에서의 IgA 생성을 높이고 혈액으로 유리된 사이토카인에 의하여 전신면역에 영향을 준다.

의 세포벽과 펩티도그리칸은 대식세포와 자연살해세포를 활성화하여 항바이러스 활성을 나타낸다. 그람
양성균의 리포테익코익산(LTA)은 그람 음성균의 지질다당류(LPS)와 여러 가지 생물활성이 유사하며
CD14를 공통적인 수용체로 하고 있다. 뮤라밀 디펩티드(muramyl dipeptide)는 그람양성균 세포벽
펩티도그리칸에 있는 면역증강활성 물질로, 체액 및 세포면역 증강활성이 확인되고 있으나 그것의

독소

발열성작용 때문에 임상적 사용에 제한점이 되고 있다.

· 점막 또는 피부로 백신을 접종하는데 있어서 효율적인 면역반응을 유발시키기 위해서는 적정 항원보강제가
필요하며, 대장균 이열성 장독소(LT)와 콜레라균 독소(CT) 등이 백신의 점막 항원보강제로 아주 유용한

사이토카인 분비를 자극하는 등 체액 및 세포면역반응 조절물질로서 면역증강제 생산 등에 이용되고

것으로 알려져 있다. 대장균(E. coli) 이열성장독소(LT)의 B subunit(LTB)는 림프구의 선택적인 분화와

있다. 균유래 리포펩티드는 프로인트항원보강제와 유사하거나, 보다 우수한 체액면역반응을 유발시키며

주조직적합복합체(MHC) II에 항원 제공을 촉진하며 항원보강제로 유용하다. 이들 독소는 항원에 대한

면역보강제로 활용성이 있다. 마이코박테리움 체로내(M. chelonae)에서 추출한 극성이 있는 당단백지질

전신 면역과 점막 IgA반응을 크게 증강시킨다. 이외에 클로스트리디움 디피실(C. difficile) 독소 A는

(glycopeptidolipids)이 면역조절능과 항원보강제 활성이 있으며, 항산성세균 세포벽의 면역활성 성분인

점막 항원보강제 활성이 있으며, 박테로이데스 푸라질리스(B. fragilis) 생성 푸라질리신을 항원과 함께

뮤라밀 펩티드(muramyldipeptide)는 사이토카인 분비, 살균 및 항종양 활성 그리고 병원미생물에

마우스에 비강투여한 결과, 혈중에 항원에 대한 IgG 수준이 항원만 접종한 것보다 18,000배 높았으며,

대한 비특이 저항성을 향상시키고 여러 항생제, 면역증강물질과 상승작용을 나타내기도 한다.

혈중 IgA도 검출되었다

결핵균세포추출단백과 조기분비 항원성단백은 대식세포 활성화와 T 림프구에 의한 결핵균 감염세포를

· 백일해균(Bordetella pertussis)의 독소인 pertussis toxin을 항원과 혼합적용시, 대식세포를

사멸시킨다. 황색포도상구균(S. aureus Cowan I)과 보렐리아균(Borrelia burgdo-rferi)유래 protein

활성화하여 항원에 대한 혈중 IgG, IgA 및 폐와 비강분비물중의 IgA 반응이 현저히 증강하였으며

A는 대식세포 활성화에 의한 탐식, 살균능 향상과 항원보강제로 유용하다.

방어효과도 개선되었다.

<다음호에 계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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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백질 : 살모넬라균(S. typhimurium)의 세포외막단백(OMP)은 자연살해세포와 대식세포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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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 탐방

질적으로 우수한 동물용의약품을 공급하여
질병 방역의 최선봉에 있는

복합 첨가제 등 탁월한 효능을 갖는 제품들을 제공하고

(주)민우는 동물용의약품 수입업체로 1979년 10월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여 양축농가로부터
농가로부터 꾸준한

민우상사로 최초 설립되어 1995년 민우동물약품상사로

사랑을 받고 있다. 양축농가와 함께 더불어 살아가고자

상호를 변경, 2004년 (주)민우로 법인설립을 하여 지난

하는 것이 당사의 방침이며 희망이라는
망이라는 (주)민우는

2014년 창립 25주년을 맞이했다. 대동물부터 소동물까지

가축전염병 차단과 건강한 축산물
산물 생산을 위해

동물용 영양제, 대사장애 치료제, 유방염 치료제, 번식

다양한 제품들을 수입하고 있으며,, 전국 영업조직을

장애 치료제 등 우수한 제품을 국내에 제공하기 위해

바탕으로 양축농가의 목소리를 듣고 직접 반영하여

스페인, 네덜란드, 프랑스, 영국 등 유수 선진국의 질적

탁월한 제품을 공급하고 있다. 대표적인
표적인 제품으로는

으로 우수한 제품을 선별하여 국내 질병 치료 및 방역에

면역증강 및 체액성 면역과 세포성
성 면역증강 효과를

도움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다. “기본에 충실하자, 서두르지

발휘하는 인모둘렌(Inmodulen)주사, 세계에서 유일한

말고 착실하게 신용을 쌓자” 등 경영이념에 맞게 최고의

저온공법의 펠렛 약품 특허기술에 의해 생산된 내·외부

동물용의약품으로 축산업에 기여하고자 모든 직원이

구충제인 이버멕틴 펠렛(Ivermectin Oral Pellets), 발정

공의와 정의를 앞세워 정직한 마음으로 고객의 입장에서

유도 전문 호르몬제인 루테오실(Luteosyl)과 난포낭종

생각하며 최선을 다하고 있다.

전문치료 호르몬제인 고나실(Gonasyl)이 있다.

양축농가에 탁월한 제품 공급.

철저한 제품관리를 통한 제품 공급

(주)민우는 무공해 친환경 제품개발과 항생물질 대체제

“동물용의약품 수입 완제품을 유통하는 업체들은

개발에 혼신의 힘을 다해 왔으며 축종 및 사육단계별

수입된 제품을 양축농가에 제공하기까지 제품의 관리를

기본에 충실하자,
서두르지 말고 착실하게 신용을 쌓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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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용의약품 수입업체 (주)민우

서두르지 말고 착실하게 신용을 쌓자.

26
27

탐방
임창희 회장 인터뷰
절대 소홀히 해서는 안된다.”며 엄격한 품질관리는

이환위리((以患爲利)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ഥשӔടী೧ࢲҾӘפ

업계에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

수입업체의 중요한 의무라 하였다. 실제로 (주)

현재 동물용의약품 산업은 축산업과 함께 악성

금년 4월에 전기복 대표이사를 임명하고 저는 대외적인

가를 늘 생각하며 축산인에게

민우는 제품의 품질을 확인하기 위해 철저한

가축질병의 발생과 유사제품들의 생산으로 가격

업무와 서울노회 장로회 회장직을 맡고 있어서 섬기는

보답하는 일들을 찾는 일에 최선

샘플링 검사를 하고 있으며 특별 공정 연구업무를

경쟁을 하는 등 어려움에 처해있다. “국내양축농가의

일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을 다하려 합니다.

통해서 제품의 결함을 조사 후 제거하여 품질

수는 줄어들고 농장규모는 대규모화가 되어 가고

개선 및 원가 절감 등으로 제품을 개선해 나가고

있는데 동물용의약품 업체들은 무분별하게 증가

āܳࢸ݀ೞदѱ҅ػӝоੋޖҾӘ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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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또한, 지속적인 품질개선 및 고객의 만족도를

하고 있어 내수시장에서는 제품에 대한 경쟁률만

개인업체에서 법인으로 전환하게 된 것은 직원들의 주주

҅भפഈഥоߊೡࣻ۾بೠ݈ॹࠗఌܻ٘ѷ

향상시키기 위해 한국동물약품기술연구원에 제품

높아지고 있다.” 며 질 좋은 제품을 양축농가에

화로 민우가족의 공동체를 행복한 공동체로 만들자는

णפ

검사를 의뢰하는 등 철저한 제품관리를 하고 있다.

공급하기 위해 동물용의약품 업계와 정부가 함께

생각과 장로로써 기도와 섬김의 자리로 내려놓음을 실천

협회 회장님을 비롯한 부회장님과 기술연구원장님 외에

하려는 것입니다.

수고하시는 모든 직원분들께 협회감사로서 항상 감사하

문제점을 해결해야 한다고 했다. (주)민우에서는

고 있습니다. 모든 회원사와 모든 직원분들이 행복해하는

직원이 주인인 (주)민우

현재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양축농가의 목소리를

ഥשখਵ҅۽ദੋޖҾӘפ

일들이 무엇인지를 생각합니다. 회원들간의 협력과 직원들의

(주)민우는 직원들의 복지제도를 다양하게 마련해

직접 귀담아 듣고 회의하여 고객이 원하는 제품을

천직으로 생각하고 40년 가까이 종사한 축산분야에서

복지를 위해서 더욱 노력해야겠습니다.

주고 있다. 기념일에 문화상품권 지급함은 물론,

공급하기 위해 애쓰며, 친환경 천연제제 제품의

학비지원, 리조트회원권 지급, 대출지원 등을

공급 등 새로운 방향으로 위기를 대처하고 있다.
전기복 대표이사 인터뷰

마련하여 직원들의 사기를 충족시켜주고 있으며,
금연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금연에 성공한 직원들에게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주)민우

포상금을 지급하는 등 직원들의 건강관리에도

작년 창립25주년을 맞이한 (주)민우는 또 다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주)민우에 입사한 직원들은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고 있다. 우선, 약품의 품질

사원으로 입사해 주주가 되기까지의 과정을 겪으며

향상을 위해 GMP 시설을 갖춘 제2공장을 설립

회사의 주인의식을 갖게 되고 또한, 일정기간 근무를

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으며 또한 다양한 가축의

통해 경영수업을 받은 직원들은 분사형태를 통해

생산성 향상과 안전한 축산물을 생산하여 국민

각자의 회사로 독립해 경영을 하게 되는 시스템을

건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친환경 제제의 약품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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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습니다. 소독제, 영양제 등의 제조품목들을 해외에

갖고 있다. “회사와 자신이 함께 성장할 수 있다는

공급할 계획이다. 동물용의약품을 양축농가에

㈜민우는 기본에 충실하자, 초심으로 돌아가자, 최선을 다

수출하기 위해 모색 중에 있으며 새로운 제품을 국내에 공

믿음을 직원들이 가질 때 회사가 더 크게 성장할

판매만 하는 것이 아니라 축산업 흐름과 질병에

하고 결과에 승복하자, 서두르지 말고 착실하게 신용을

급하기 위해 전시회 참가 및 세미나 참석 등을 계획하고 있

수 있는 것이라 생각됩니다.”라는 (주)민우의 말처럼

관련된 정보 등을 제공하여 국내 양축농가들이

쌓자. 라는 기업 경영이념을 바탕으로 현재까지 기업을

습니다.

직원들은 가족 같은 분위기에서 대부분 장기근속을

질병을 예방하고 더 나아가 국내 축산업에 활기를

이어오고 있으며 “나 하나가 아닌 모두의 삶의 질이 높아

하고 있으며 회사의 매출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되찾을 때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ޛزਊডಿস҅৬োਸݛѱ҅ػӝޖחੑפө 

기입니다. 또한, 회의 시 모든 참

공무원 생활과 더불어 마사회에서 말의 질병관리를 하며

석자의 의견을 직위에 관계없이

동물용의약품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후 ㈜위

똑같이 존중하려 합니다.

림상사를 거쳐 ㈜민우(구 홍림교역상사)에 입사해 다년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지금 이 자리까지 온 것 같습니다.

ࢎשখਵ҅۽ദੋޖਃ
(주)민우는 수입뿐만 아니라 동물용의약외품 제조도 함께

지고 더불어 함께 사는 기업”을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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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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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활성화 방안 마련 및 워크숍 등을 통해 민관 소통

요즘 소통 방법이 다양해져 SNS, 내부통신망 등을 이용하

활성화 등 산업 발전을 위해 지원을 해 주는 걸로 알고 있

여 수시로 소통하고 있습니다. 저는 직원을 대할 때 두 가지

습니다. 이와 더불어 동물용의약품 산업의 규제완화와 수

는 꼭 지키려 합니다. 첫째는 직원의 자리로 직접 찾아가기

입업체와 제조업체가 상생할 수 있
있는
는 방안을 강구해 주길

이며, 둘째는 직원이 다른 의견을 이야기하여도 열린 마음

바랍니다.
다.

으로 듣고, 직위나 나이를 내세워 저의 입장을 주장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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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용의약품 산업을 위해 현재 정부 및 협회에서 동물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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ইܻظৌ߽
전세계 발생 현황 및 국내 예찰 활동

농림축산검역본부
해외전염병과 신종외래질병연구실
이윤희 수의연구관

아프리카돼지열병(African Swine Fever, ASF)은 야생멧돼지를 포함한 돼지의 바이러스성 전염병으로
급성형의 경우 치사율이 100%에 이른다. 세계동물보건기구(World Organization for Animal Health; OIE)
관리 대상 질병이자, 국내에서는 제1종 가축전염병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국내에 발생
된 적이 없는 해외전염병이다.
이 질병은 1921년 아프리카 케냐에서 처음 발생하여

이상이 집중되어 있는 중국은 이 질병의 유입을 매우

아프리카돼지열병은 질병 원인체인 아스파바이러스과의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double-stranded

아프리카 사하라 사막 이남 지역의 여러 나라들에서

두려워하고 있다. 중국뿐만 아니라, 구제역 다음으로

DNA 바이러스, 유전자 크기는 170～193kilobase pairs임) 감염에 의해 질병이 유발된다. 이 바이러스에

오랫동안 발생하였다. 돼지열병과 임상증상 등이 매우

우리나라 양돈 업계에서도 가장 유입을 두려워하는

감염된 돼지는 중화항체를 생성하지 않기 때문에 혈청형 구분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viral capsid

흡사하며, 아프리카 지역에서 주로 발생하였기 때문에

돼지 질병이 아프리카돼지열병이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은

protein인 유전자 분석에 따라 22개 유전형(genotype)으로 분류하고 있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은 사람에게

아프리카돼지열병이라고 명명되었다. 최근에는 2007년

원인 바이러스의 병원성 차이, 돼지의 연령이나 품종

전파되지 않는다. 다만, 빠른 전파속도·높은 폐사율·천문학적 근절 정책 비용 등이 발생하면 사회적,

조지아,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러시아 연방; 2012

등에 따라서 심급성(Peracute), 급성(Acute), 아급성

경제적 손실이 매우 큰 돼지의 전염병이다. 이 질병에 대한 백신은 아직까지 개발되어 있지 않다.

년 우크라이나; 2013년 벨라루스; 2014년 폴란드,

(Subacute), 만성(Chronic), 불현성 감염 등 다양한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에서 발생한 바

임상증상을 나타낸다.

있다. 유럽에서 발생하는 아프리카돼지열병 유전형은

감염돼지의 주요 임상증상은 발열(40.5～42℃), 식욕

II형이다. OIE에 따르면 올해에만 6개국에서 198건이

저하, 기립불능, 구토, 혈액이 섞인 설사, 관절 종창

발생하고 있어(표 1), 전 세계 돼지 사육두수의 60%

및 피부출혈 등이다. 아급성이나 만성형의 경우

Outer
envelope

Capsid
Membrane

Nucleoid

Matrix or
inner core shell

그림 1.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 모식도
※ 출처 : Pippa Hawes(영국 Pirbright Institute - ASF에 대한 OIE 표준실험실)

(단위 : 건)

라트비아

에스토니아

리투아니아

폴란드

우크라이나

러시아

합계

1월

9

0

0

0

0

2

11

2월

20

0

5

8

0

6

39

3월

26

0

8

5

0

6

45

4월

17

10

6

14

0

0

47

5월

21

19

8

7

1

0

56

합계

93

29

27

34

1

14

198

※ 출처 : OIE 및 농림축산검역본부 위험평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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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2015년 월별 국가별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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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돼지에서 유산을 일으킬 수도 있으며, 잠복기는 4～19일이다. 아프리카돼지열병에 감염된 돼지는 분비물(눈물,
콧물, 침, 오줌, 분변 등)을 통해 바이러스를 배출하므로 감염 후 회복된 돼지·야생 멧돼지의 경우 보균 동물이
되어 다른 돼지에 질병을 직접적으로 전파한다. 간접적으로는 바이러스를 보유하고 있는 물렁진드기(그림 2)에
의해서도 전파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농림축산검역본부가 지난 2013년 이래 농림축산검역검사기술개발 용역과제로
(주관연구기관: 서울대학교 채준석 교수) 국내 진드기를 채집하여 동정한 결과(2013년; 19,595마리/2014년; 3,299
마리/2015년 상반기; 2,214마리) 이 병을 전파하는 것으로 알려진 물렁진드기가 아닌 참진드기(그림 3)만이 발견된
바 있다.
폐기물을 통해 이 질병이 유입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남은 음식물을 돼지사료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농식품부 고시)』에 의거 80℃(심부온도기준)에서 30분 이상 가열하여야 한다. 이 바이러스는 액체
배지에서 60℃ 30분 이상 가열시 사멸될 수 있어(Ausvetplan, 1996), 이 기준을 준수하였다면 바이러스가 사멸될 수
있다. 다만, 축산관계자 및 외국인 노동자가 비가열 돈육 및 돈육가공품을 외국에서 불법적으로 휴대하여 들여와 국내
사육돼지에게 급여하였을 경우 유입가능성이 있다. 올해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는 동물검역과정에서 압수된 돈육 및
그림 2. 아프리카돼지열병 매개체인 물렁진드기(Ornithodoros spp.)
※ 출처 : F. Boinas, Sara Madeira, FMV-UTL

그림 3. 우리나라 서식 작은소참진드기(Haemaphysalis longicornis)
※ 사진 제공 :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 채준석 교수

돈육가공품에 대하여 아프리카돼지열병 항원검사를 실시한 결과, 2015. 7. 24일 현재 총27건(중국 : 21건/ 베트남 :
3건/ 러시아(ASF 발생국) 1건/ 카자흐스탄 1건/ 몽골 1건) 검사에서 모두 음성으로 확인한 바 있다.

아프리카돼지열병에 감염된 돼지는 그 임상증상이 돼지열병, 돼지단독, 급성 살모넬라증 등 여러 질병과 유사하여
진단시에 실험실 정밀진단이 반드시 필요하다. 정밀진단을 위한 시료로는 감염돼지의 비장, 림프절, 폐, 신장, 혈액
등이 사용되며, 항원진단법과 항체진단법으로 나누어진다. 농림축산검역본부 해외전염병과에서는 항원진단법으로는
real-time PCR(Polymerase Chain Reaction, 그림 4)을, 그리고 항체진단법으로는 효소면역법(EnzymeLinked Immunosorbent Assay; ELISA, 그림 5)을 사용하고 있다. 시판되는 백신이 없기 때문에 돼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에 대한 항체가 존재한다는 것은 곧 이 병에 감염되었다는 증거이다. 올해 농림축산검역본부
(해외전염병과)가 질병진단과에 병성감정 의뢰된 돼지 16농가 27두(시료 : 편도 또는 림프절 또는 심장·신장·간장·

그림 4. 아프리카돼지열병 real-time PCR 검사 결과 사진

그림 5. 아프리카돼지열병 효소면역법 검사 킷트

비장 pooling)에 대하여 real-time PCR을 실시한 결과 모두 음성으로 확인된 바 있다. 또한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는
지난 2010년 이래 국내 사육돼지 및 야생멧돼지에 대하여 아프리카돼지열병에 대한 혈청학적 예찰을 실시하여
전두수 음성으로 확인한 바 있으며 그 결과는 표 2와 같다.

아프리카돼지열병에 대한 백신이 개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감염축이 확인될 경우 감염축 뿐만 아니라 같이 사육한
감수성 동물 등 감염원을 신속히 제거하여 질병이 다른 지역으로 확산되는 것을 차단하는 것이 최선이다. 스페인의
경우에도 1960년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한 이후 강력한 살처분 정책을 펼친 결과 1995년에는 36년간의 노력으로

표 2. 국내 돼지의 아프리카돼지열병 항체검사실적

국내 사육돼지
야생멧돼지

2010

2011

농가수
마리수
마리수

864

866

2012

2013

2014

77

132

96

808

867

1,143
562

2015
550

합계

이 병을 근절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이 이 질병은 한 번 유입이 되면 근절에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며, 긴 시간이

305

걸리는 고질적인 돼지 질병이다. 우리나라는 현재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국가에 대하여 발생 확인 즉시 생축 및

5,098

관련 제품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예. 2014년 2월 폴란드산 돼지 및 관련 제품 수입 금지). 돼지 또는 야생멧돼지가

562

아프리카돼지열병과 유사한 임상증상을 보이거나 대규모로 갑자기 폐사할 경우, 반드시 가까운 시·도 가축방역기관
또는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 드린다(전화번호 : 1588-4060, 1588-9060). 모든 해외전염병과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는 일반환경에 매우 저항성이 강하여 냉동 돈육에서 1천일 이상, 실온에 방치한 부패

마찬가지로 평상시에 지속적 예찰을 통하여 아프리카돼지열병 유입여부를 철저하게 감시하고, 의심축이 생기면 조기에

혈액에서 15주 이상 그리고 오염된 돼지 우리에서 1개월 이상 감염능을 유지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Mur 등, 2012,

신고하여 정확하게 진단하고 적절한 방역조치를 취하는 것만이 양돈농가의 피해를 최소할 수 있다는 것을 잊지말아야

BMC Veterinary Research. 8: 149). 따라서 바이러스가 오염된 돈육 가공품 또는 공항·항만 유래 비가열 돈육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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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32
33

탐방

정주가축약품은

판매업체 탐방

전라북도 정읍 잔다리목에 위치한 정주가축약품은 유길종 사장을 거쳐 2003년 김송규 사장(현 키움팜 동물병원 원장)이 인수한
후 2010년 민장용 사장이 대표로 취임하여 전라북도의 축산업과 함께 발전해 왔다. 현재 정주가축약품은 수의사 4명, 약사 1명을
포함하여 12명의 직원이 근무하며 농장 컨설팅 및 진료 등을 통해 약품 판매뿐만 아니라 양축농가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함께
노력하고 있다. 「원칙과 배려」를 사훈으로 삼고 소통을 통해 업체를 성장시키고 있는 민 사장은 “현재 우리는 빠른 변화와 치열한
경쟁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런 환경일수록 기본적인 원칙을 잘 지켜야 한다고 생각됩니다”라며 “고객들과의 기본적인 원칙을
지키며 신뢰감을 구축한다면 치열한 변화 속에서도 정주가축약품은 계속 발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라고 했다. 한편, 정주가축약품은
올해 초 주 고객인 양축농가에 신속한 방문 및 질 좋은 동물용의약품을 제공하는 등 다양한 서비스를 운영하기 위해 정읍 IC 근처로
이전·확장하였다.

고객들과의 기본적인 원칙을 지키며 신뢰감을 구축한다면
치열한 변화 속에서도 정주가축약품은
계속 발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교육과 소통을 통한 전문성 향상
정주가축약품은 월 2회 전 직원들이 함께 모여 양축농가의 문제점 및 실태 조사
등을 토의하며 현재 유행하는 질병에 대해서는 외부 초청 등 세미나 형식의
교육을 실시하는 등 전 직원들이 가축질병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민 사장은
“정주가축약품에는 양계전문 수의사와 양돈전문 수의사가 상주하고 있습니다.
계절별 유행하는 질병 파악은 물론 타 지역에서 발생하는 축종별 질병에 대해
파악하여 직원들에게 전달교육을 하고 있습니다”라며 축종별 전문성 향상을 위해
노력한다고 했다. 정주가축약품은 내·외부 교육을 통해 직원들의 전문성 향상은
물론 양축농가들에도 질병 예방 교육을 하고 있으며, 정부·연구소와 함께 AI
시료채취사업을 공동 진행하는 등 구제역 및 AI 등 각종 악성 질병 예방을 위한
방역을 철저히 하고 있다.

정주가축약품

위기는 기회다
“매 위기 때마다 정주가축약품은 기회로 삼아 지속적으로 성장했습니다. 현재
PED 및 가축 질병으로 인해 축산업과 더불어 동물용의약품 산업, 동물용의약품
판매업체 모두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위기를 기회로 생각하고 한층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민 사장은 시대 흐름 및 변화에 발 빠르게
대응해야 한다고 했다. 동물용의약품 업계에서는 예방 백신 및 약품을 개발해 줄
것을 권하며 농가, 판매업체와 함께 소통을 통해 문제 개선 등 발전해 나아갔으면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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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의 유망업체
꾸준한 변화를 통해 발전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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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이야기 Ⅱ

우리나라는 1910년대 천여두 정도 발생하던 것이 점점 줄어 한국전쟁 이후로는 산발적을 발생하였고, 1980년대 이후로

가축에서

߽ߑҗ
ҙܻߑউ

거의 발생하지 않다가 1994년 경북과 충남에서 각 1두씩 발생하고 1995년에 충남에서 1두, 2000년 경남 창녕에서 2
두가 발생하였다. 2000년 경남 창녕 축산농가에서 탄저 발생 시 소의 생고기와 직접 접촉한 사람 5명에서 피부 탄저병이
발생하였고, 이 중 2명이 사망한 사례가 있다. 2008년 경북 영천에서 2두 소에서 발생한 이후로 국내 가축에서 발생은 없다.
농림축산검역본부
세균질병과
김재명 수의연구관
수의학박사

탄저병은 주로 초식동물에서 발생하는 급성열성전염병이며, 초식동물 이외에도 다양한 동물에서 발생이

탄저의 전파

보고되고 있다. 탄저는 아포를 형성하는 Bacillus anthracis 에 의해 유발되는 질병으로 전 세계적으로

탄저균은 일반적으로 동물간이나 사람간에 전파되지 않는다. 탄저균은 산소와

발생하며 반추류에서는 급성으로 폐사하며, 사람도 감염될 수 있는 인수공통전염병이다. 탄저균은 매우

접촉 시 아포를 형성하며 아포는 열, 소독제, 건조에 대한 저항성이 강하고,

강력한 독소를 생산하며 높은 치사율을 유발한다. 드물지만 사람은 감염된 동물이나 동물유래 생산물 등에

땅이나 감염동물의 털에 수년간 생존할 수 있다. 동물은 탄저균을 먹거나 흡입

접촉하여 탄저에 감염될 수 있다. 이 병은 기원전부터 발생하기 시작하여, 세계 각국에서 발생하였지만,

또는 상처를 통해 노출되었을 때 감염될 수 있다. 감염동물의 혈액은 응고가

성공적인 방역프로그램 덕분에 전 세계적으로 가축에서의 탄저병 발생은 현저하게 감소하였다.

되지 않아 사체의 천연공으로 출혈이 있을 수 있으며, 이때 곤충류가 다른
탄저균 배양

동물에 전파시킬 수 있다. 육식동물과 사람은 감염동물의 고기를 먹음으로써
감염될 수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초식동물은 토양이나 사료 중의 탄저균
아포를 섭취함으로써 감염된다.

탄저의 임상증상
동물이 탄저균을 섭취하거나 흡입 후 3-7일 사이에 증상이 나타나며, 증상을
보인 동물은 2일 이내로 폐사한다. 반추류는 종종 사전 임상증상 없이 죽은
채로 발견되기도 한다. 급성감염시는 높은 열과 근육 떨림, 호흡곤란 등을
쓰러지거나 죽기 직전에 보인다. 응고되지 않은 혈액이 몸의 천연공을 통해
유출되고 사후에도 경직이 일어나지 않는다. 말이나 반추류에서는 소화장애,
탄저균

산통, 열, 침울, 부종 등을 수일간 지속하다가 폐사한다. 육식동물은 경구로
감염 시 열과 경련을 동반하는 소화기 감염이 일어나며 종종 회복되기도 한다.

탄저의 진단
탄저는 혈액이나 조직에 탄저균 여부를 검사하여 진단한다. 시료는 오염 없이
채취자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해서 수집한다. 신선한 사체로부터 채취한
혈액에는 다량의 탄저균이 있어 현미경으로 관찰 가능하며, 실험실에서
분리배양하거나 PCR 등의 방법으로 확인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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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 개, 고양이의 증상은 경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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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이야기 Ⅱ

1
2
3

단계

탄저균은 비활성화 상태인 아포를 형성하여 토양과 같은
환경에서 오랫동안 생존한다.

단계

탄저아포가 동물이나 사람의 체내에 들어가면 활성화상태가
되고 증식을 한다.

단계

탄저균이 활성화되면 증식을 하고 동물 체내에 전파되며
독소를 생성하여 감염동물이 질병을 유발하거나 폐사한다.

사람들이 탄저로 죽은 가축의 고기를 먹어서 감염된다. 가장 심각한 감염은 탄저균을 흡입하면서 유발된다.
이런 감염을 ‘양털 고르는 사람 질병’으로 칭하는데, 이는 가죽이나 털에 있는 탄저균 아포를 흡입하여
감염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자연적으로 흡입감염은 매우 드물며, 탄저균은 생물학적인 무기로 개발되어 왔다.
탄저에 감염되면 일반적으로 통증이 동반되며 감염된 동물을 접촉했던 손이나 팔에 부분적으로 피부감염

탄저의 치료
양이나 소에서 탄저는 급속도로 진행되기 때문에 치료가 쉽지
않다. 증상을 보이는 동물이 확인되면 페니실린이나 옥시테트라

부위가 생긴다. 피부상처는 접촉 후 2~3일 후부터 시작되면서 가렵거나 부어오르고 맑은 액을 함유한 작은
수포를 형성하고 후에 붉게 된다. 2~6일 후에 피부감염 부위는 더 넓어지고, 중앙이 검고 부은 딱지가
형성된다. 사람에서 탄저는 중증으로 진행되기 전에 조기에 진단하고 치료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싸이클린 투여 시 극적으로 회복될 수도 있다. 죽을뻔 했던 동물이
항생제 투여로 회복되기도 한다. 개나 돼지, 때로는 말이 항생제
치료에 더 좋은 효과를 보이기도 하는데, 이는 탄저균이 양이나
소보다 이들 동물에 서서히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주의할 점은
백신과 항생제를 동시에 사용해서는 안되며 항생제가 백신의 면역
형성을 억제할 수 있다. 백신접종 후 바로 항생제를 투여한 동물은
항생제 치료를 한 후 10일 뒤에 백신을 재접종한다.

탄저의 예방법
탄저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폐사한 가축의 적정한 처리가 매우 중요하고 탄저로 폐사한
가축은 부검하지 말아야 하는데, 이는 탄저균이 산소와 접촉 시 아포를 형성하기 때문이다.
농장은 모든 감수성 동물에 대하여 백신을 접종하고 모든 사체가 소각이 끝날때 까지 이동을
제한한다. 탄저에 감염된 동물의 사체를 다룰 때는 장갑과 보호장구를 착용해야 하며, 사체소각
후 사용한 도구들은 그 장소에서 즉시 소각해야 한다. 이때 착용한 옷과 신발은 소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부득이하게 소독해야할 때는 4% 포름알데하이드 용액(1L 물에 100ml
포르말린 용액 혼합)이나 1% 클로라민 액에 8시간 이상 담가 소독해야 한다. 세척과 청소는

사람에서 탄저는 주로 탄저에 감염된 동물의 털이나 가죽, 사체를

곤충과 설치류 제어에도 매주 중요하다. 탄저병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지역에서 백신접종은

다루다 감염될 수 있다. 사람에게는 3가지 유형의 탄저가 있는데,

매우 중요하다. 탄저병균이 항생제에 매우 민감하지만 실제로 가축이 탄저균에 감염되었을때

가장 흔한 유형이 피부탄저로 탄저균 아포가 포함된 동물이나

감염동물을 치료할 기회가 없을 수도 있다. 국내에서는 가축에서 탄저병을 예방하기 위해

동물유래 제품을 다룰 때 감염된다. 이 경우는 감염된 동물을

가 축방역사업의 일환으로 탄저병 과거 발생지역과 영세농가 를 대상으로 탄저·기종저

다루는 농부나 도축업자가 감염될 수 있으며 동물의 털이나

혼합백신을 공급하여 6개월 이상의 소에 대한 백신을 접종하고 있으며, 전국적으로 연간

가죽을 다루면서도 감염될 수 있다. 아포는 피부의 상처 등을

30만두에 대한 백신을 공급하고 있다. 탄저병은 가축에도 매우 치명적인 질병이지만 사람에도

통해 체내로 들어가고 국소적인 감염을 제어하지 않으면 전신에

감염될 수 있는 인수공통 전염병이므로 공중보건학적 측면에서도 사람에 전파되는 것을

감염을 일으킨다. 소화기 탄저는 아포를 섭취했을 때 유발되며

방지하기 위해 가축에서의 방제가 매우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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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방

산·학·연·관의 상생협력을 위한

「한국동물의료기상생포럼」
창립대회 성황리 개최
「한국동물의료기상생포럼」은 8월 22일(토) 일산 킨텍스 제1전시장에서 산·학·연·관 협력을 통해 학문과
산업의 상생발전을 위한 창립대회를 개최하고 최신 동물용의료기기 활용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동물용의료기기 소비주체인 임상 수의사와 공급체인 의료기기 취급 업체, 대학, 정부, 시험검사기관 등

동물의료기상생포럼

「한국동물의료기상생포럼」은

이번 포럼 창립 및 세미나를 기획하고

100여명의 동물용의료기기 산업 관계자가 참석했다.

창립대회에 앞서 진행된 동물용의료기기

수의임상 현장에서의 의료기기 활용도를

준비해온

세미나에서는 소화기 및 심장내과, 정형

높이고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소통의

농림축산검역본부 관계자는 “동물용의료

외과, 안과, 치과, 영상진단 등 8개 수의

장을 목표로 임상수의사들의 동물용

기기 실수요자인 동물병원과 의료기기

임상분야에서 질병의 진단과 치료에 사용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개선점 및 요구사

제품의 개발 판매자인 산업체, 제품에 대

되는 최신 동물용 의료기기 활용사례 발

항 등을 업계에 전달하여 품질이 보다

한 객관적 판단을 하는 검사기관 및 대학

표와 토론이 진행됐다. 한국동물병원협

우수한 동물 전용의 의료기기를 개발하

이 상호간 정보교류 및 협력을 통해 동물

회와 함께 X-Ray 진단기, 초음파진단기

는 계기를 마련하는 등 수의임상발전과

용의료기기 산업이 더욱 활성화되길 바란

등 60여개 업체가 참여하는 동물용의료

국내 동물용의료기기 경쟁력 확보를 꾀한

다”고 밝혔다.

기기 전시회도 개최됐다. 세미나에 이어

다는 것이다. 또한, 강종일, 안판순 공동

한편 「한국동물의료기상생포럼」은 9월

진행된 「한국동물의료기상생포럼」 창립

회장은 인사말에서 “수의사와 업계 사

까지 이사진 구성 및 홈페이지 제작을

대회에서는 그간 추진사항 및 사업계획

이의 가교역할을 통해 다양한 동물용

마치고, 서울대학교 동물병원, 한국기계

보고와 동물용의료기기 수요자 및 공급

의료기기들이 동물의 건강과 복지를 향상

전기전자시험연구원 등 현장 간담회와 반

자 대표단체의 축사와 포럼 발기인 228

시키는 임상수의사들에게 더욱 실질적인

려동물용 의료기기 편람 제작, 동물용의

명을 대표하여 강종일·안판순 공동회장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료기기 관련 최신 정보 세미나, 동물 전용

의 창립선언과 사업추진 방향에 대한 소

고 밝혔다.

의료기기 개발을 위한 산학협력 연구 등

한국동물병원협회
허주영 회장

개가 있었다.

본격적인 활동을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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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동물약품협회
곽형근 상근부회장
안판순, 강종일 공동회장

박람회 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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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연구원

한국동물약품협회 부설

한국동물약품기술연구원

사료검정 업무소개

검사방법

한국동물약품기술연구원은 2013년 4월 10일 농림축산식품부

검사방법 : 사료공정서 표준분석방법

로부터 사료검정인정기관(인정번호 제11호)로 지정받아 사료
검정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사료검정증명서가 필요하신
경우 용도에 따라 연구원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사

의뢰인

한국동물약품협회

수수료는 연구원과 상담을 통하여 안내해 드립니다.
분석의뢰서 작성 및
시료채취

사료검정 관련 법규
1) 사료관리법 제20조 제3항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제1항에 따른 검사를 농림축산

시료(50~500g) 및
의뢰서 송부

분석의뢰서 및
시료 확인

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자(이하 ‘사료검정인정기관’이라 한다)
에게 의뢰하여 검정을 할 수 있다.
의뢰대장 기록

2) 단미사료 및 보조사료 자가품질검사기준(사료관리법 시행
규칙 제21조 제2항 관련)
가) 사료의 보증성분 또는 성분규격 : 6개월마다 1회
나) 사료 중 유해물질 : 6개월마다 1회 이상

수수료 입금
(온라인 입금)

입금 확인

다) 반추동물유래동물성단백질의 함유여부(반추동물사료
접수완료

또는 반추동물유래단백질의 혼입이 금지된 사료만 해당)
: 3개월마다 1회 이상

시료검정대장 기록

검사업무 처리절차

검사시작

1) 의뢰접수방법
한국동물약품기술연구원은 최첨단 시험장비를 기반으로 동물용의약품 및 의약외품의 자가품질관리, 사료검정

·직접방문, 우편, 전화, 팩스(온라인 신청 불가)
·처리기간 : 사료 접수 및 수수료입금 확인 후 10일

검사업무, 조달청 등록을 위한 시험성적서 발급 등의 다양한 검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근무일 기준)
고
속
화
도

로

10
일

2) 검사의뢰요건

●
분당제생병원

●
성남교육청

분당우체국

●
한국동물약품기술연구원

AK플라자

●
서현역 4번출구➍

검사결과 확인 및
검토

가) 사료검사의뢰서 작성
찾아오시는 길
검사 의뢰 및 접수절차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롯데마트 ●

품질검사에 대한
기록서 작성

연구원 홈페이지 및 전화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Tel. 031-707-2470, Fax. 031-707-0619

· 필수 기재 항목 : 의뢰업체명, 품목명, 사료의 종류,
검사항목
나) 검사시료 제출 및 수수료 입금
· 첫 의뢰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첨부

검정증명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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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모저모

여주는 대략 한반도의 중앙부에 해당되고 동쪽은 강원도 원주와 충청북도 충주, 남서쪽은 이천, 서쪽은

한국관광공사

여주박물관
신륵사(여주)

광주, 북쪽은 양평군과 접한다. 역사의 흔적을 찾아 떠나는 여주탐방. 신륵사에서부터 여주박물관, 세종
여주 영릉(英陵)과 영릉(寧陵)

대왕릉, 명성황후 생가 까지 이르는 여주 역사탐방, 역사의 흔적을 찾아 떠나보자!
✽코스추천

: 여주박물관 → 여주 영릉(英陵)과 영릉(寧陵) → 신륵사(여주) → 명성황후 생가

역 사 의 흔 적 을 찾 아 서...

2. 신륵사(여주)

1. 세종대왕릉

명성황후 생가

여주 역사탐방

3. 여주영릉(英陵)과 영릉(寧陵)

4. 명성황후 생가

문 등의 고문서류와 토기·도자기·민속

능의 하나인 영릉의 구조를 살펴보면

봉분 능침 주변에 석양(石羊)과 석호(石

였다고 하나 확실한 근거는 없다.

인(姜性仁) 스님이 주지 재임시 김인주

1997년 5월 여주시에서 개관하였으며,

유물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흔암리선

풍수지리설에 따라 주산인 칭성산을

虎)를 서로 엇바꾸어 좌우로 각각 두 쌍

고려 말인 1376년(우왕 2년) 나옹(懶翁)

(金仁柱)가 화주(化主)로 명부전을 중건

신륵사 관광지에 조성되었다. 여주박물

사주거지 디오라마, 매룡리 고분군 석실

뒤로 하고, 중허리에 봉분을 이룩하며,

씩 여덟마리를 밖을 향하여 능을 수호하

혜근(惠勤)이 머물렀던 곳으로 유명하며,

하였다.

관은 전시, 연구, 교육을 위한 귀중한 문

묘 모형, 쌍룡거줄다리기 디오라마, 신륵

그 좌우 측에는 청룡, 백호를 이루고 남

는 형상으로 배치하고, 봉분의 동·서·

200여 칸에 달하는 대찰이었다고 전한

화재를 확보하고, 이의 보존과 전승에 기

사 모형, 명성왕후 생가 모형 등 여러 종

쪽으로는 멀리 안산인 북성산을 바라보

북 3방향에 곡담을 둘렀다. 봉분앞 한

다. 1472년(조선 성종 3년)에는 영릉 원찰

4코스 > 명성황후 생가

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류의 디오라마와 모형을 전시하고 있다.

고 있다. 능역의 입구에는 홍살문이 있

층 낮은 단에 문인석 2쌍과 무인석 2쌍

(英陵願刹)로 삼아 보은사(報恩寺)라고

영원한 조선의 국모, 명성황후. 조선 제

박물관은 전시실 2실과 시청각실, 사무

이외에 여주박물관에서는 여주의 역사

고, 신도를 따라 정자각에 이르게 된다.

을 세우고 문·무인석 뒤에는 각각 석마

불렀다. 1858년 헌종의 조모인 순원왕후

26대 고종 황제의 비로 뛰어난 외교력으

실, 수장고, 야외공연장으로 이루어져

와 문화유적에 관한 책자를 발간하고,

정자각의 동쪽에는 수복방과 비각, 서쪽

(石馬)를 배치하였다.

(純元王后)가 호조판서 김병기(金炳冀)

로 자주성을 지키면서 개방과 개혁 정

있다. 주요 전시품으로는 여주목읍지,

소장 유물 및 관내 문화재의 디지털

에는 수라간이 있다. 봉분 둘레에는 12

에게 명하여 절을 크게 중수토록 하였

책을 추진했던 인물. 1895년 양력 10월

여주향교중수 기사 등 고서적과 여주와

화상 작업, 공무원의 관내 문화유적 탐

면으로 꾸민 돌난간을 돌렸으며, 난간석

3코스 > 신륵사(여주)

는데 이때부터 영릉의 원찰로서 의미가

8일 새벽 을미사변으로 일본인들에 의해

을 바치고 있는 동자석주에 한자로 12지

신륵사는 여주읍에서 동북쪽으로 약

약해지면서 다시 신륵사라 부르게 되었

시해당하여 파란만장한 일생을 마친

를 새겨 방위를 표시하였으며, 앞에는 합

2.5km 정도 떨어진 남한강 상류 봉미산

다. 근. 현대사에 있어 신륵사의 활동

비운의 국모. 그 명성황후가 출생하여

2코스 > 여주 영릉(英陵)과 영릉(寧陵)

장릉임을 알 수 있는 2개의 혼유석과 장

기슭에 있는 오래된 전통 사찰로, 신라

은 크게 알려지지 않으나, 1925년 열

8세까지 살던 집이다.

조선왕조의 능제를 가장 잘 나타낸

명등을 놓고, 좌우에 망주석을 세웠다.

진평왕(眞平王) 때 원효(元曉)가 창건하

반당 14칸을 새로 짓고, 1929년 강성

관련된 인물들의 서간문·교지·칙령·전

방 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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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코스 > 여주박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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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의 불고기 명칭은
음식

1950년에 발행된 우리말 큰 사전 3권에 처음 나타났다. 숯불 옆에서

Tip
너비아니(불고기) 만드는 법

직접 구워먹는 짐승의 고기라고 설명되어 있다. 그리고 1958년에 저술된
방신영의 ‘고등요리실습’ 책에도 등장하는데, 너비아니도 이 무렵을 전후하여
다시 쓰이기 시작하였다. 너비아니 역시 ‘저미어 양념하여 구운 소고기’로
설명되어 있다. 다만 고려시대는 전반적으로 불교의 영향을 받아 살생을
금기시 해 숯불에 굽는 음식보다 전과 같은 형태의 음식이 더 번성했을
것이란 견해도 있다. 그러다가 몽골의 영향으로 고기음식이 다시 활기를
찾아 다양한 요리법이 개발되었다는 추측도 있다. 한 예로 개성에 ‘설하멱
(雪下覓, 눈 오는 날 찾는다)’은 소고기 등심을 넓게 피고, 저며서 썰어낸
후 꼬치에 꿰어 양념장을 발라 구워서 먹었다는 기록을 통해 그 당시의
음식문화를 엿볼 수 있다.

재료
- 쇠고기(등심 또는 안심) 500g
- 양념간장 간장 1큰술, 설탕 2큰술, 배즙 4큰술,
다진 파 3큰술, 다진 마늘 1.5큰술, 깨소금
1.5큰술, 참기름 1.5큰술, 후춧가루 약간
만드는 법
쇠고기 등심이나 안심의 연한 부위를 0.5cm
정도의 두께로 썰고 잔 칼집을 넣어 연하게 한다.
쇠고기의 결 반대 방향으로 썰어야 한다. 그 후
칼집을 내거나 두드려서 고기를 부드럽게 한다.

지금 우리가 부르는 ‘너비아니’는

너비아니와 불고기의
(재)생명사랑 하림재단

사실 조선 중기까지 궁중음식이었다. 조선 후기에 요리법이 다양해지고,
섭산적과 같은 음식이 늘면서 일제강점기에 조선 왕실의 생활상이 민가에
전파될 때 대중화 되었다는 설도 있다. 이런 너비아니는 한국전쟁이 끝난
이후까지 광범위하게 사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표준어로 인정받지 못해

김용화 국장

1968년 사전에서 퇴출당하는 비운을 겪기도 하였다. 다행히 1977년에
편찬된 사전에 표준어로 등재되어 불고기와 함께 현재까지 병행 표기되고

Profile

있다. 또한 불고기 역시 처음부터 순탄하지는 않았다. 표준어로 대접받기는

저/자/소/개

커녕 너비아니에게 밀려 푸대접을 받은 적도 있다. 어떤 사람들은 불고기는

불고기만큼 긴 역사를 가진 음식도 드물다. 기원이 상고시대부터라
고시대부터
시대
대부터라
라 하니 무궁한
무궁한 우리
우리

상스러운 표현이라고까지 평가절하하기도 하였다. 요즘 시장규모가

민족의 역사와 맥을 같이 하고 있다. 비록 지금의 ‘불고기’는 근대에 붙여진 이름이기는

급성장하여 자주 접하게 되는 ‘빈대떡’은 적이 아니라 전으로 분류한다.

하지만 따지고 보면 과거의 맥적(貊炙)에서 유래되었다 하니 꽤나 긴 전통을 가지고 있다.

고기를 많이 사용하지만 굽는 산적과는 구분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차례상

불고기의 변천사를 보면 맥적→산적(散炙)→너비아니→불고기→너비아니+불고기로

등에서 산적과 전은 동등한 위치에 놓이므로 굳이 우위를 따질 필요는

변화를 거치며 시대의 흐름을 타고 우리 민족의 긴 역사를 품어왔음을 보여준다. 맥적은

없다. 다만 쓰임새에 따라 자연스럽게 구분되고 있으니 산적이든 불고기든

‘한국민족문화대백과’에 고구려의 대표적인 음식으로 양념을 한 고기구이로 설명되어

너비아니든 특징을 살려 대중 속으로 파고들게 하는 일이 더 중요하다.

있다. 이미 3세기 중국 진(晉)나라 때 ‘수신기(搜神記)’에 맥적은 ‘장(醬)과 마늘로 조리하여

단 한 가지 너비아니는 시간이 흐르면서 젊은 층으로부터 멀어지는 감이

불에 직접 굽는다.’라는 기록도 있다. 이에 비해 산적은 ’소고기 따위를 길쭉길쭉하게

있어 이름마저 생소하게 느끼고 있는 터라 아쉬움이 남는다. 이에 비해

썰어서 양념을 발라 꼬챙이에 꿴 후 불에 굽거나 번철에 부쳐낸 음식을 말한다. 그밖에도

불고기는 불에 굽는 것 말고도 육수에 담가 익혀먹는 방법까지 아우르며

꼬챙이에 꿰지 않은 산적. 생선으로 만든 생선적(生鮮炙)에 양념을 한 소고기를 붙여

전 세계인들의 입맛을 사로잡아 유명세를 타고 있어 대조를 이루고 있다.

달걀을 씌워서 번철에 익힌 것도 있으니 산적이 맥적보다 범위가 넓음을 보여준다. 맥적은

어쨌든 이들 음식들은 구운 고기음식을 지칭하는 이름으로 둘 다 사전에

통고기를 숯불에 구워 잘라먹는 음식의 통칭인 반면 산적은 고기를 손바닥 두께로 저며

버젓이 등재되어 한국을 대표하는 음식으로 동고동락하며 뭇 사람들의

야채 등을 섞어 숯불에 굽거나 번철과 같은 부침 판에 지져내는 전의 형태에 가깝다.

입맛을 사로잡고 있으니 별난 일임에 틀림없다.

뜨겁게 달군 석쇠에 한 장씩 가지런히 얹어
서 타지 않도록 구워낸다. 숯불에 석쇠를 얹어
서 직화로 굽는 것이 번철에 굽는 것 보다 훨씬
맛이 있다. 많은 양을 한꺼번에 넣고 볶듯이 구
우면 맛과 색감이 떨어진다.
(자료 : 한국문화재보호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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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화
김용화(1958)는 충북 청주에서 태
어나 충북대학교 졸업 후 월간양
계지 기자를 거쳐 제9대 편집장
(1993~2004)을 역임하였다. NS농
수산홈쇼핑(2005~2006), 하림재
단(2006~ )에 근무, 한국자조금연
구원 책임연구원(2008~2011), 한
국농식품직업전문학교 겸임교수
(2013~2015), 월간양계 편집위원
(2014~ )과 농식품유통 전문 칼럼
니스트로 활약 중이다. 현재 시집
"추억이 있어 당신 곁에 머물고" 발간
하였다.

우리가 매일 접하는 음식 가운데

파·마늘은 곱게 다지고 배는 갈아서 재료의
양념간장을 만든다. 만약 배가 없으면 육수를
대신 넣어도 된다.
고기를 굽기 30분 전에 2의 양념간장으로
고루 주물러 간이 배게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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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플루
루엔자 예방접
접종 주의사항 및 예방수칙

건강정보

※ 생활 속 인플루엔자 예방수칙
· 노약자, 만성질환자 등 예방접종 권장대상자는 예방접종을 받습니다.

10~12월

· 자주 손을 씻고, 손으로 눈·코·입을 만지지 않는 등 개인 위생수칙을 잘 지킵니다.
·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는 휴지, 옷깃 등으로 입을 가리는 기침예절을 지킵니다.
· 발열과 호흡기 증상(기침, 목 아픔, 콧물 등)이 있는 경우 마스크를 착용합니다.
· 인플루엔자가 유행할 때에는 가급적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의 방문을 피합니다.
· 인플루엔자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 즉시 의사의 진료를 받습니다.

인플루엔자 Q&A

우리나라는 보통 12월에서 이듬해 4월까지 인플루엔자가 유행합니다. 그래서 유행 발생 이전, 즉 10월부터
12월까지 예방접종을 하는 게 좋습니다. 특히 65세 이상 노인, 심장·폐 질환, 당뇨 등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는 환자, 생후 6~59개월 소아, 임신부 등의 우선접종 권장 대상자들은 꼭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하시길

Q.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노출된 후 얼마 만에 증상이 나타나며, 얼마 동안 다른 사람에게 전염시킬 수 있습니까?

바랍니다.

A. 인플루엔자는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이 기침, 재채기를 하거나 말을 할 때에 공기 중으로 바이러스가 배출되면서
다른 사람에게 전파될 수 있습니다. 인플루엔자 증상은 바이러스에 노출된 후 보통 1~4일(평균 2일) 정도 지나면 나타
나게 됩니다. 인플루엔자 환자의 경우 나이에 따라서 전염기간에 차이가 있는데, 성인의 경우 대개 증상이 생기기 하루

※ 인플루엔자 우선접종 권장대상자
↟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보건복지부 고시

노약자나 만성질환자가 인플루엔자에 감염될 경우

전부터 증상이 생긴 후 약 5일 동안 전염력이 있으나 소아의 경우에는 증상 발생 후 10일 이상 전염력이 있는 경우도

세균성 폐렴, 심부전증과 같은 합병증 발생 위험이

있습니다.

높아지고, 기존에 앓던 만성질환이 더욱 나빠질 수

제2014-149호)」

있어 인플루엔자 유행 전에 예방접종이 필요합니다.

Q.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은 얼마나 효과가 있나요?

- 만성폐질환자, 만성심장질환자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후 항체가 형성되기까지는

A.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은 건강한 젊은 사람에서는 약 70~90%의 예방효과가 있으나, 노인이나 만성질환이 있는

- 만성질환으로 사회복지시설 등 집단시설에서

약 2주 정도의 기간이 걸립니다. 개인별로 차이가

사람에서는 효과가 약간 떨어집니다. 그러나 노인이나 만성질환자의 경우에는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으로 인플루엔자로

있지만 보통 6개월 정도 면역효과가 지속됩니다.

인한 입원과 사망을 줄이는 데 매우 효과적이므로 이들은 접종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치료, 요양, 수용 중인 사람
- 만성간질환자, 만성신질환자, 신경-근육 질
환, 혈액-종양 질환, 당뇨환자, 면역저하자

예방접종을 하시려면 민간의료기관이나 보건소에
Q.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이 독감을 일으킬 수도 있나요?

접종을 실시하고, 보건소에선 10월 첫 주부터

A. 인플루엔자 불활성화 백신의 경우 감염을 유발할 수 없습니다. 생백신의 경우 살아있는 바이러스가 들어있으나

- 65세 이상의 노인, 의료인

예방접종을 실시합니다.

약독화 된 바이러스로 감염을 유발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다만 면역력이 저하되어 있는 사람이나 임신부의 경우

- 만성질환자, 임신부, 65세 이상 노인과 함께

보건소에선 65세 이상 어르신, 사회복지시설 생활자,

최대한 안전을 기하기 위해 불활성화 백신 접종을 권고합니다.

6개월~18세 소아

거주하는 자, 50~64세 인구
- 6개월 미만 영아를 돌보는 자, 임신부
- 생후 6개월~59개월 인구
↟ 「조류인플루엔자 대응정책」
- 조류인플루엔자 대응 기관 종사자
- 닭·오리·돼지농장 및 관련업계 종사자

의료급여 수급권자 등 약447만 명에 무료접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보건소 접종 대상이 아닌 분
(만성질환자, 영유아, 임신부, 학생, 일반인 등)은
민간 의료기관에서 예방접종을 하시면 됩니다.

Q. 아픈 사람도 인플루엔자 생백신을 맞을 수 있나요?
A. 가벼운 질환 즉, 설사나 가벼운 상기도 감염이 있는 정도라면 생백신 접종이 가능합니다. 단, 현재 코막힘 증상이
있는 경우 생백신 접종 방법의 특성상 백신이 충분히 전달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코막힘 증상이 호전된 후 생백신
접종을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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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시면 됩니다. 민간의료기관에선 이미 9월부터

(면역억제제 복용자), 아스피린 복용 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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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약계

축종별 판매실적(추정치)

2014년도 항생항균제 판매실적

’ 06년도부터 ’14년까지 축종별 항생제 및 항콕시듐제 판매량(추정)을 살펴보면, 소, 돼지, 닭 및 수산용 등 주요 사육가축에서의
판매량 비율은 소는 약 5~9%, 돼지는 47~57%, 닭은 18~21%, 수산용은 15~26%로나타나 돼지에서 가장 많이 판매되고
수산용, 닭, 소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연도별로 축종에 따른 판매량은 크게 차이는 없으나 ’10년 이전까지는 돼지에서 약 55%
이상 판매되었으나 ’11년부터 47~48%로 점차 감소한 추세를 나타내었다. 그러나 수산용은 ’10년 이전까지는 20%이하(15~19%)
로 판매되었으나 ’11년부터는 약 25%로 점차 증가추세를 나타내었다(표 2).
표 2. 축종별 항생(항균)제 판매실적(추정치)

항생제 성분별 판매실적(추정치)

연도별 항생제 판매실적(Kg)

구분

2014년도

2013년도

2012년도

2011년도

2010년도

2009년도

2008년도

2007년도

2006년도

2005년도

항생·항균제

52,868

61,282

62,839

55,061

53,908

60,344

93,533

114,917

115,547

107,977

항콕시듐제

3,537

2,256

2,617

2,665

3,535

2,722

5,758

6,337

3,342

3,997

항생·항균제

307,936

371,952

441,020

452,775

574,178

542,726

653,304

868,431

812,882

823,317

항콕시듐제

3,619

12,301

7,656

6,545

7,329

8,383

8,226

5,874

22,943

8,002

항생·항균제

85,783

118,580

123,862

131,072

147,008

141,759

196,534

204,483

223,353

249,459

항콕시듐제

36,707

40,710

70,447

68,857

57,464

63,863

59,738

76,016

58,444

85,478

항생·항균제

144,503

213,235

227,928

239,316

203,490

178,370

193,523

250,655

221,294

275,252

축산용 항생제 성분별 판매량은 tetracycline계열과 penicillin 계열 항생제로 각각 약 160톤 이상으로 가장 많이 판매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Tetracyclines계열은 ’07년까지는 연간 약 600~700톤 판매되었으나 점차 감소하여 ’08년에는 약 471톤, ’09부터

소

’13년까지는 약 270~280톤 내·외, ’14년에 약 167톤으로 ’06년에 비해 약 70%이상 감소하였다. 그 다음으로 많이 판매되는
항생제인 penicillin계열은 ’07년까지 225-267톤 판매 되었으나 ’08년부터 200톤 이하, ’14년에는 약 162톤 판매되었다.
배합사료 내 항생제 첨가금지로 인한 tetracyclines계열의 감소폭이 가장 크게 나타났으며, sulfonamides계열도 ’14년에는 약
60톤으로 ’06년에 비해 60%이상 감소하였다. 대부분의 항생제가 ’06년에 비해 크게 감소하였으나, phenicols계 및 cephems
계열의 항생제는 ’06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표 1).

2014년도

닭
수산용
계

표 1. 항생제 계열별 사용량(단위 : kg)
항생제(계열)

돼지

2013년도

2012년도

2011년도

2010년도

2009년도

2008년도

2007년도

2006년도

항콕시듐제

166,707

268,787

281,974

308,206

283,830

287,712

470,946

624,236

629,984

723,476

Sulfonamides

59,737

74,587

102,273

100,334

116,797

92,122

157,455

183,209

184,259

200,010

Penicillins

162,107

187,320

189,748

154,724

145,466

150,589

170,721

266,968

225,089

229,468

Aminoglycosides

34,702

36,945

46,071

46,185

58,975

51,209

73,188

93,727

82,130

71,863

Macrolides

43,057

40,934

55,924

60,273

90,638

88,124

68,556

75,342

74,486

55,329

-

-

-

-

-

항생·항균제

591,090

765,092

855,649

878,224

978,584

923,199

항콕시듐제

43,863

55,267

80,720

78,067

68,328

74,968

2005년도

Tetracyclines

-

-

1,136,894 1,438,486
73,722

88,227

3

-

1,373,076 1,456,005
84,732

97,477

Quinolones

31,621

49,727

49,149

51,066

46,102

37,418

51,257

56,585

47,637

52,854

Ionophores

43,863

55,267

80,720

78,067

68,328

74,968

73,222

88,227

84,732

97,477

Polypeptides

7,823

10,061

10,236

56,776

117,010

96,532

43,581

38,889

35,198

34,133

Phenicols

54,591

65,046

83,423

59,238

63,882

54,543

35,892

34,367

28,268

24,918

Pleuromutilins

13,197

13,598

17,740

22,426

34,578

35,025

20,015

21,195

22,648

18,169

판매량 추이를 보면 ’06년도 1,458톤, ’07년도 1,527톤으로, ’06년부터 ’07년까지는 약 1,500톤 내·외로 판매되었다. 그러나 ’08

4,601

18,008

13,070

9,987

15,592

년부터 점차 감소하여 ’08년 1,211톤, ’09년 998톤, ’10년 1,047톤으로 약 1,000톤 내외가 판매되었다. ’11년부터는 1,000톤
이하로 감소되어 ’11년 956톤, ’12년 936톤, ’13년 820톤, ’14년 635톤으로 ’11년부터 4년 연속 1,000톤 이하로 판매되었다(표 3).

-

-

-

-

-

Lincosamides

7,147

7,900

9,172

7,506

6,886

5,674

12,048

16,373

18,084

14,433

Cephems

7,600

8,065

7,759

5,650

4,980

3,163

2,694

1,962

3,297

2,169

Streptogramins

870

626

889

3,159

5,913

8,164

5,081

4,942

4,522

4,926

Orthosomycins

90

111

143

1,261

4,214

5,566

5,203

5,429

4,660

4,039

Glycolipid

210

319

459

897

2,099

2,469

1,971

2,341

2,407

2,980

Nitrofurans
Others
Total

-

-

-

-

-

-

-

-

-

-

1,631

1,066

689

523

-2,786

288

778

-149

420

1,646

634,953

820,359

936,369

956,291

1,046,912

998,167

1,210,616

1,526,713

1,457,808

1,553,482

연도별 총 항생제 및 항콕시듐제의 판매실적을 살펴보면, ’14년에는 635톤으로 ’01년 판매량을 조사한 이래 가장 낮았다. 항생제

표 3. 항생(항균)제 판매실적 총괄
구분

2014년도

(단위 : Kg)

2013년도

2012년도

2011년도

2010년도

2009년도

2008년도

2007년도

2006년도

2005년도

항생·항균제

591,090

765,092

855,649

878,224

978,584

923,199

1,136,894

1,438,486

1,373,076

1,456,005

항콕시듐제

43,863

55,267

80,720

78,067

68,328

74,968

73,722

88,227

84,732

97,477

출처 : 2014년 국가 항생제 사용 및 내성 모니터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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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inoxalines

항생항균제 총괄 판매실적(추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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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품목

7-9월 신규품목 허가·신고
동물용의약품등 허가 및 신고 현황
구분

업체명

제품명

허가일자

적응증

제조

고려비엔피

힘백 달구방 PABEN-Q 오일백신

8월 11일

저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전염성기관지염 등

제조

고려비엔피

펜콜투플러스

8월 19일

흉막폐렴

제조

녹십자수의약품

녹수 마보톨-주

7월 20일

파스튜렐라성 폐렴

제조

녹십자수의약품

트리콤 플러스

7월 31일

위축성비염, 흉막폐렴, 파스튜렐라증

제조

녹십자수의약품

브롬파워액

8월 27일

비염, 후두기관지염, 기관지폐렴, 폐렴

제조

대성미생물연구소

대성 PRRS 키메백

8월 13일

PRRS 질병의 면역증진, 생식기호흡기증후군

제조

대한뉴팜

포켓몬플러스

8월 4일

유량증가, 산유량증대

제조

동부팜한농

와구프리옐로우

8월 18일

와구모 구제

양주 양계 1호

7월 13일

비타민 공급

제조 디에스엠 뉴트리션 코리아

구분

업체명

제품명

허가일자

적응증

제조

씨티씨바이오

잘피린300

8월 3일

발열, 해열제, 진통제

제조

아이앤팜

로얄티아50

7월 27일

성장촉진, 사료효율개선, 유행성폐염 등

제조

아이앤팜

썰트리씨

7월 27일

흉막폐렴, 위장관질병, 호흡기질병예방 등

제조

아이앤팜

비타로드킹

8월 5일

비타민 공급, 미네랄공급, 사료효율개선 등

제조

아이앤팜

스트레스엔드

8월 12일

스트레스예방, 탈수증, 전해질공급, 성장촉진

제조

애드바이오텍

애드AD3EC액

7월 1일

활력증진, 면역력향상, 스트레스예방 등

제조

에스비헬스케어스

펫케어 티어스테인

7월 10일

눈물얼룩제거제

제조

오신

프로페셔널 이어 세정제

8월 12일

귀세척제

제조

오신

프로페셔널 안구 세정제

8월 12일

눈세척제

제조

오신

프로페셔널 눈밑 얼룩 제거제

8월 12일

눈물얼룩제거제

제조

오신

프로페셔널 구취 제거제

8월 12일

구중청량제

제조

우성양행

골든 비타마니

7월 16일

성장촉진, 사료효율개선, 스트레스예방, 폐사율감소

제조

우성양행

골든 유니온C

7월 16일

폐사율감소, 면역력향상, 스트레스예방 등

제조

우성양행

골든 비타콤

8월 21일

폐사율감소, 식욕촉진, 사료효율개선, 스트레스예방 등

제조

우성양행

골든비타솔

8월 21일

폐사율감소, 식욕촉진, 사료효율개선, 성장촉진 등

제조

우성양행

골든수

8월 25일

사료효율개선, 성장촉진, 전해질공급, 면역력향상 등

제조

이글벳

이글-오럴 클리어 겔

7월 28일

구중청량제

제조

이엘티사이언스

스마일팜

7월 3일

살균소독제,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구제역 등

제조

이엘티사이언스

사이언스풋딥

8월 12일

소독제, 살균소독제, 살모넬라균, 브루셀라균 등

제조

제일바이오

쎄타펜-에프

7월 29일

발열, 해열제, 진통제

제조

중앙바이오텍

중앙 코리스틴-40

8월 21일

성장촉진, 사료효율개선, 대장균증, 추백리병 등

바이엘코리아

수출용 멀티젝트비 주사액

8월 17일

영양보충, 식욕부진, 비타민결핍증, 비타민 공급

제조

바이엘코리아

수출용 바이멕 축우용 주사액

8월 17일

기생충구제, 외부기생충제거

제조

바이엘코리아

수출용 페리에이드 주사액

8월 17일

비타민결핍증, 비타민 공급, 비타민 E 공급 등

제조

바이엘코리아

수출용 타이로펜 주사액

8월 27일

급성유방염, 자궁염, 호흡기계감염증, 부제병 등

제조

바이엘코리아

수출용 플루닉스 주사액

8월 27일

관절염, 근염, MMA증후군

제조

바이오노트

바이오노트 구제역 NSP항체 엘리자 2.0

7월 24일

구제역

제조

바이오노트

바이오노트 래피드 고양이 심장사상충 항체 진단 키트

7월 24일

심장사상충 진단킷

제조

베트올

센스퍼트 말 면역 글로불린 G 진단킷트

7월 27일

면역글로불린 G 검사

제조

삼양애니팜

아이지 캘프산(송아지용)

8월 5일

면역력향상, 장기능개선, 정장, 영양보충

제조

삼양애니팜

다이스톱 피그 1(이유자돈용) 산

8월 5일

면역력향상, 장기능개선, 정장, 영양보충

제조

케모피아

클로이-비

7월 15일

부저병, 백목병

제조

삼양애니팜

다이스톱 피그 2(육성돈용) 산

8월 5일

면역형성, 장기능개선, 정장, 영양보충

제조

코미팜

코미 바이오트릴 플러스

8월 5일

파스튜렐라성 폐렴, 헤모필러스증, 마이코플라즈마증 등

제조

삼양애니팜

다이스톱 피그 3(비육돈용) 산

8월 5일

면역력향상, 장기능개선, 정장, 영양보충

제조

코미팜

콕시-엑스

8월 13일

콕시듐증

제조

삼양애니팜

다이스톱 폴츄리 1(산란계용) 산

8월 5일

면역력향상, 장기능개선, 정장, 영양보충

제조

크린피스

진에센 홍삼함유애견삼푸(일반애견용)

7월 16일

샴푸(세척용)

제조

삼양애니팜

다이스톱 폴츄리 2(육계용) 산

8월 5일

면역력향상, 장기능개선, 정장, 영양보충

제조

크린피스

진에센 해충방지애견삼푸(해충방지용)

7월 16일

샴푸(약용)

제조

삼우메디안

삼우 아목시-20 산

7월 27일

대장균증, 폐렴

제조

펫퍼스

쇼니 치약

7월 16일

치약

제조

삼우메디안

삼우 아목시-50산

7월 27일

폐렴, 대장균성설사, 대장균증

제조

펫퍼스

닥터독 귀세정제

8월 4일

귀세척제

제조

서울신약

서울 암피탑

8월 27일

폐렴, 기관지염, 세균성설사

제조

펫퍼스

닥터독 눈물얼룩지우개

8월 4일

눈물얼룩제거제

제조

서울화장품

엘스 워터리스 샴푸

7월 16일

샴푸(세척용)

제조

펫퍼스

닥터독 눈세정제

8월 4일

눈세척제

제조

서울화장품

세븐프리 샴푸 전견용

8월 12일

샴푸(세척용)

제조

포켄스

포비스클래식 화이트 샴푸

9월 1일

샴푸(세척용)

제조

서울화장품

세븐프리 샴푸 어린강아지용

8월 12일

샴푸(세척용)

제조

한국썸벧

산타페(수출용)

7월 7일

발육촉진, 항병력증진, 빈혈, 체력증진, 철분공급제

제조

서울화장품

세븐프리 샴푸 화이트견용

8월 12일

샴푸(세척용)

제조

한국썸벧

헤파레스큐

7월 28일

사료효율개선, 성장촉진

제조

신일바이오젠

콕시콤비 액

8월 17일

콕시듐증

제조

한국썸벧

제일양어미네믹스

8월 24일

미네랄 공급

제조

씨티씨바이오

톨트라프리미어

8월 3일

콕시듐증

제조

한국썸벧

제일양어비타믹스

8월 24일

비타민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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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

52
53

신규품목

구분

업체명

제품명

허가일자

적응증

제조

한국코스믹라운드

그린 바이오사이더

8월 11일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소독제 등

제조

한동

카토시아 B

7월 10일

대사촉진, 저항력증진, 활력증진

제조

한동

히트마이신-50(수산용)

8월 5일

제조

한풍산업

동명-플로르산 80

제조

한풍산업

제조

구분

업체명

제품명

허가일자

적응증

수입 한국동물약품공업협동조합 고든 맥킨타이어 하이랜드 스노우드롭

8월 4일

샴푸(세척용)

수입 한국동물약품공업협동조합 고든 맥킨타이어 히즈 매저스티 가든

8월 4일

샴푸(세척용)

아가미부식병, 비브리오증, 절창병, 궤양증 등

수입 한국동물약품공업협동조합

고든 맥킨타이어 로얄 헤브리디스

8월 4일

샴푸(세척용)

7월 20일

흉막폐렴

수입 한국동물약품공업협동조합

고든 맥킨타이어 와일드 고스

8월 4일

샴푸(세척용)

한풍-타이로킹 500산

8월 25일

마이코플라즈마증, 돈적리

수입

한국엘랑코동물약품

오브젤

8월 28일

인공수정동기화

한풍산업

한풍-타이로킹 100

8월 25일

마이코플라즈마성폐렴, 회장염, 돈적리, 간농양

수입

한국엠에스디동물약품

포셉탈

8월 5일

배란유도

수입

그린코어펫

디바인 펫츠 엘보우 앤 포 밤

7월 10일

피부보습

수입

한국히프라

히프라수이셍

8월 19일

설사치료, 설사예방, 폐사율감소, 괴사성장염

수입

대산가축약품상사(합)

엔로덱실10% 주

8월 27일

기관지폐렴, 대장균증, 마이코플라즈마성폐렴 등

수입

동화축산

올리고비트 음수용

9월 1일

영양보충, 미네랄공급, 비타민 공급

수입

바이엘코리아

세레스토-S

7월 15일

벼룩구제, 알레르기성피부염 등

수입

바이엘코리아

세레스토-L

7월 15일

벼룩구제, 알레르기성피부염 등

수입

베토퀴놀코리아

톰린 뉴트리칼 키튼

8월 21일

비타민 공급, 미네랄 공급

수입

베토퀴놀코리아

톰린 뉴트리칼 독

8월 21일

수입

베토퀴놀코리아

톰린 뉴트리칼 캣

수입

베토퀴놀코리아

수입

동물용의료기기 허가 및 신고 현황
업체명

제품명

허가일자

적응증

제조

엠아이텍

기관용스텐트[3]

7월 14일

외과수술용기구류

비타민 공급, 미네랄 공급

제조

엠아이텍

기관용스텐트[3]

8월 13일

외과수술용기구류

8월 21일

비타민 공급, 미네랄 공급

제조

이레테크

진단용엑스선촬영장치[2]

8월 11일

X선 진단장치

톰린 뉴트리칼 페렛

8월 21일

비타민 공급, 미네랄 공급

수입

동도바이오텍

레이저수술기

7월 14일

수술동물집중치료기

베토퀴놀코리아

톰린 뉴트리칼 퍼피

8월 21일

비타민 공급, 미네랄 공급

수입

메덱스

동물용건식임상화학자동분석장치[1]

7월 6일

화학자동분석장치

수입

에스텍

블루벳

8월 26일

유두침지

수입

제이에스케이

캐치-원

7월 10일

피부염, 심장사상충, 개선충증, 회충, 이 등

수입

메디스타

혈액응고시간분석기[1]

8월 5일

혈액분석기

수입

펫트코리아

스프릿츠 - 애플레티니

7월 16일

애완동물용향수

수입

송강지엘씨

돼지,소 산과용 초음파영상진단장치[2]

7월 17일

초음파영상임신진단기

수입

펫트코리아

스프릿츠 - 스트로베리 다이퀴어

7월 16일

애완동물용향수

수입

신기사

치과용진료장치[2]

9월 1일

치과치료용기구

수입

펫트코리아

스프릿츠 - 피나 콜라다

7월 16일

애완동물용향수

수입

아이테크

혈당측정기[1]

7월 3일

혈당측정기

수입

펫트코리아

포 - 스틱 프로텍트

7월 16일

피부보호제

수입

아이테크

혈당측정기[1]

7월 3일

혈당측정기

수입

펫트코리아

포 - 스틱 수드

7월 16일

피부보습

수입

아이테크

혈당가스분석기[1]

7월 21일

혈액분석기

수입

펫트코리아

포 - 스틱 캄

7월 16일

행동개선제

수입

펫트코리아

닙 - 스틱

7월 16일

행동개선제

수입

아이테크

혈당가스분석기[1]

7월 23일

혈액분석기

수입

펫트코리아

트로피클린 후레쉬 브레스 퍼피 워터 어디티브

8월 5일

구중청량제

수입

아크레이글로벌비즈니스

요화학분석기[1]

7월 13일

화학자동분석장치

수입

펫트코리아

트로피클린 후레쉬 브레스 어드밴스드 클리닝 젤

8월 5일

치아세정

수입

올리브메디칼

재사용가능동물의료용겸자[1]

8월 31일

겸자

수입

펫트코리아

트로피클린 후레쉬 브레스 드롭스

8월 5일

구중청량제

수입

제일바이오

볼루스주입기[1]

7월 3일

미세약물주입기

수입

펫트코리아

트로피클린 후레쉬 브레스 퍼피 클린 티스 젤

8월 5일

구중청량제

수입

조은메디텍

혈액응고시간분석기

8월 7일

혈액분석기

수입

포베츠

새밀린 스몰 브리드 타블릿

7월 10일

메치오닌결핍증

수입

한국동물약품공업협동조합

치과용초음파치석제거기[2]

7월 14일

치과치료용기구

수입

포베츠

액티베이트 스몰 브리드 캡슐

7월 13일

비타민 공급, 비타민 E 공급

수입

포베츠

액티베이트 미디엄&라아지 브리드 캡슐

7월 13일

비타민 E 공급, 비타민 공급

수입

한국동물약품공업협동조합

산과용초음파영상진단장치[2]

7월 14일

초음파영상임신진단기

수입

포베츠

액티베이트 캣 캡슐

7월 13일

비타민 E 공급, 비타민 공급

수입

한국동물약품공업협동조합

VET-ECG 동물용심전계[2]

9월 1일

심전계

수입 한국동물약품공업협동조합

스완슨 이어 워시

7월 28일

귀세척제

수입

한국존슨앤드존슨메디칼

정형용판(템플레이트)

7월 13일

외과수술용기구류

수입 한국동물약품공업협동조합

스완슨 아이 워시

7월 28일

눈세척제

수입

한미메드라인

가스마취기[3]

8월 10일

동물용마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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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54
55

제조(수입)업
허가·변경

동물용의약품등 수입업 허가사항 변경

7-9월 제조(수입)업 허가·변경
동물용의약품등 제조(수입)업 신규 허가
업체명

허가번호

대표자

주소

비고

피엘코리아

213호

김정규

인천 남동구 구월말로3번길 20-6

의약외품 제조업

한국코스믹라운드(주)

214호

박범진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사기막골로 124

의약외품 제조업

이브메이시

215호

박한주

경기도 포천시 가산면 정교2길 84

업체명

허가번호

당초

변경

비고

빅솔에이에스

56호

㈜빅솔

㈜빅솔에이에스

지위승계

베토퀴놀코리아(주)

66호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통일로
1290번길 20, 1280 D동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통일로
1290번길 20, “나”동, “다”동

창고 소재지 변경

㈜아미텍

150호

경기도 화성시 비봉면 양노로 139

경기도 화성시 팔탄면 시청로
721번길 18

소재지 이전

㈜신일바이오젠

122호

홍완표

홍완표, 홍성택

대표자 변경

엔씨티(NCT)

299호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성곡동 672-2

서울시 성동구 연무장13길 4
명성빌딩 4층

본사 이전

경기도 김포시 통진읍 서암로
183번길 5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돈유3로 80

창고 소재지 변경

서울시 광진구 아차산로78길 75
현대골든텔 1007호

서울시 중랑구 신내로7길16 건영2차
상가 4층 406호

사무실 변경

수입자 승인 취소

수입업 취소

의약외품 제조업
엘캄코바이오

코스모

305호

306호

동물용의약품등 제조업 허가사항 변경
업체명

허가번호

당초

변경

비고

㈜신일바이오젠

4호

홍완표

홍완표, 홍성택

대표자 변경

㈜고려비엔피

6호

일반시험사,
효력시험사사

증설

제조시설 증설

8호

960㎡

1200㎡

보관소 증설

㈜이화팜텍

18호

제품보관소2 면적

제품보관소 면적 증설

보관소 면적 증설

㈜이-글벳

20호

서울시 성동구 광나루6길 20
이글타운 8층

충청남도 예산군 신암면
추사로 235-34

㈜코미팜

33호

혼합 믹서 500kg

㈜제이비솔루션

36호

엔씨티(NCT)

162호

㈜로움

183호

업체명

허가번호

대표자

주소

비고

㈜엠아이텍

113호

한종현

경기도 평택시 진위면 하북2길 174

제조업

㈜제일바이오

100호

심승규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산단로 83번길 131

수입업

조은메디텍

101호

김사덕

서울시 성동구 성수일로55, 506호

수입업

올리브메디칼

102호

김나인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로 14길 9 301

수입업

동물용의료기기 수입업 허가사항 변경
업체명

허가번호

당초

변경

비고

본사 소재지 변경

㈜성보애니멀헬스

7호

서울시 용산구 서빙고로 51길 15

서울시 성동구 광나루로8길 10

소재지 이전

이광진, 김서령, 최수환

이광진 김서령

대표자 변경

혼합 믹서 1000kg

사료첨가제실 변경

하이퍼메딕스

59호

인천시 연수구 해돋이로 107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봉영로
1617, 1007호

영업소, 창고,
시험실 변경

이정연

박치상

품질관리자 변경

케이피아이
울트라사운드 아시아

80호

스티븐상원민

이범희

대표자 변경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성곡동 672-2

서울시 성동구 연무장13길
4 명성빌딩 4층

소재지 이전

㈜로움

법인명, 대표자 및
본사소재지 변경

당초

변경

비고

서울시 노원구 광운로 27-34,
27-36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28길 43

본사 이전

-

인천시 연수구 하모니로 275번길 12

제조소 추가

서울시 중구 다산로 178

서울시 구로구 디지털로33길 28,
우림e-biz 1차 608호

본사 이전

㈜브랜하임

동물용의료기기 제조업 허가사항 변경

㈜대주바이오

183호

㈜로움

㈜대주바이오

양도·양수

대성씨앤에스(주)

184호

의약외품 제조업

폐업

폐업 신고

업체명

㈜아이센스

제이피아이
헬스케어(주)

허가번호

37호

4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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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용의약품 수출 온라인 정책포럼 실시

이동필 장관, 2세 한돈인 세미나 참석

상반기 동물용의약품 수출촉진 협의회 개최

차세대 구제역 차단방역 기술 개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이하 농식품부)는 지난 8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와 대한한돈협회, 농협중앙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직무대리 노수현, 이하 검역본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직무대리 노수현 이하 검역

13일 ‘동물용의약품 수출 활성화를 위한 온라인 정책포럼

회는 8월 24일 ‘젊은이가 찾아오는 희망 한돈산업’을 주

부)는 동물용의약품 수출과 관련하여 「2015년도 상반기

본부는 8월 21일 검역본부 연구진이 개발한 구제역 항

추진계획’을 공고했다. 포럼기간은 8월 20일부터 9월 9일

제로 2세 한돈인 세미나를 개최했다. 한돈자조금관리위

동물용의약품 수출촉진협의회」를 7월 28일 검역본부 대

바이러스제(Ad-porcine IFNαγ, Ad-3siRNA)의 효과

까지 3주간이다. 주요내용은 △동물용의약품 수출 지원

원회와 나눔축산운동본부 후원으로 열린 행사는 지속적

강당에서 개최했다. 이번 수출촉진협의회에는 한국동물

가 우수하다는 사실이 세계적인 학술지인 “Journal of

체계 구축방안 △신규시장 개척을 위한 해외홍보 방안 △

인 한돈농가수 감소와 노령화 추세 속에서 산업을 이끄

약품협회를 비롯한 수출관련 21개 업체 30여명이 참석

Virology"에 게재되어 화제가 되고 있다고 밝혔다. 발표한

시설자금 등 재정지원 방안 △신제품 R&D지원 방안 △수

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설정, 안정적 산업기반 구축을 위

하여 「한·CIS 동물용의약품 워크숍」개최내용, 「VIV Asia

논문에 따르면 유전자 재조합 기술을 이용한 면역유도물

출처리 절차 간소화 등 규제완화 방안 등이다. 농식품부

한 후계 한돈인 육성을 도모하기 위한 자리로 이날 행사

및 VIV Russia」, 「한·중 농업협력위원회」참석 및 수출

질(Ad-porcine IFNαγ)과 구제역 바이러스 증식을 저해

는 동물약품 수출이 지난해 1억9천만달러 등 최근 5년간

에는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이기수 농협 축산경제

시장 조사결과 발표, 동물용의약품 수출현황 및 사업실

하는 특이물질(Ad-3siRNA)을 돼지에 병용하여 접종할

연평균 26% 가량 성장하고 있을 뿐 아니라 세계 동물약

대표, 하림그룹 김홍국 회장, 이천일 축산정책국장, 한돈

적, ㈜중앙백신연구소의 인도 수출 사례 발표, 향후 수출

경우, 구제역 바이러스의 체내증식 및 바이러스 전파를

품 시장 규모(2014년 기준 25조원)에 비해 국내 수출액은

협회 임원과 전국의 2세 한돈인 200여명 등이 참석 했다.

산업발전을 위한 주요현안사항 등이 논의되었다. 위성환

억제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구제역 바이러스 혈

0.8%에 불과해 지속성장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이어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세 한돈인의 역할>이라

동물약품관리과장은 “앞으로의 수출전략은 항생제 대체

청형에 관계없이 방어효과를 보여, 백신 미접종 혈청형

내수 시장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다각적인 수출확대 방

는 주제강연을 통해 대한민국 축산업을 이끄는 한돈 후

물질, 면역증강제 개발 등의 세계동물약품시장 및 흐름

(SAT 1, 2, 3, C형)의 구제역이 발생할 경우, 발생 초기

안이 요구되고 있다고 이번 온라인 정책포럼 실시배경을

계농을 격려하며 “이번 세미나를 통해 전국적으로 축산

에 대해 이해하며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저가

전파억제에 효과적일 것으로 보인다. 농림축산검역본부

설명했다. 농식품부는 이번 온라인 정책포럼에서 제기된

후계농들이 활발한 네트워크를 통해 교류하고 발전하는

정책 보다는 좋은 품질 및 브랜드 차별화를 통한 신시장

관계자는 “구제역 항바이러스제 등 가축방역 현장에 도

아이디어 등을 발굴해 오는 11월 마련될 예정인 ‘동물용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개척에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움을 줄 수 있는 현장밀착형 방역기술 개발을 지속적으

의약품 산업 중장기 발전 대책 방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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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적합 구제역 백신주 선정을 위한 업무기반 구축

IFAH, Health for Animals 명칭변경
세계 최초 설파계 항생제 16종 동시분석법 개발

올해 6월 1일부터 세계동물용의약품 산업 NGO 단체인 IFAH(International Federation
for Animal Health)가 “HealthforAnimals”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태어났다. 동물용의약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직무대리 노수현)는 이번 농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시험연구소(소장 이재훤, 이하 농

축산식품부 가축방역체계 개선조치(7. 21)에 따라 사전예

관원)은 사료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축산농가가 다수 사용

방적 위험요소 파악 및 구제역 백신 대응속도개선을 위

하는 동물용의약품 중 설파계 항생제 16종 동시분석법을

한「구제역 상시 모니터링 체계 및 백신효능 신속평가시

세계 최초로 개발했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설파계 항생

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기로 했다. 이를 토대로 주변 위

제는 6종만 분석이 가능하며, 분석방법에 있어서도 전처

험국의 구제역 발생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혈

리 과정이 복잡하고 분석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등 고도

청예찰을 강화하여 백신접종 취약지역을 선별, 집중 관

의 분석능력이 요구되어 많은 불편이 있었다. 하지만 이

리함으로써 국내 유입에 대비한 선제적 대응태세를 유지

번에 개발한 동시분석법은 효소결합컬러 방식을 사용한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농림축산검역본부는 향후

것으로 동 분석법은 항생제 추출방법이 아닌 16종 항생

구제역 발생시 자체적으로 백신매칭 실험을 실시하여 국

제를 특이적으로 결합하는 항체를 사용함으로 간섭물질

내 백신의 야외주 방어가능 여부를 신속히 확인하는 등

의 영향 없이 분석이 가능하여 재현성이 높으며, 정확도

백신대응 속도도 개선할 계획이다. 농림축산검역본부 관

가 높고 보편화된 기기를 활용할 수 있어 기술 활용성이

계자는 “관련 분야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구제역 백

높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농관원은 새로 개발된 설파

신 전문가 협의회(가칭)’를 올해 하반기에 출범시켜 축산

계 항생제의 동시다성분 분석법을 통해 설파계 항생제의

현장과 소통을 강화할 것이다”라고 말하며, “구제역 백신

신속하고 정확한 분석으로 불법 사료의 유통을 원천적으

관련정보를 교류함으로써 국민과 소통하는 투명한 정부

로 차단하게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품 산업은 반려동물 및 산업동물의 건강 유지와 더불어 안전한 식량의 공급·증가,
전염병의 예방 등 공중보건 분야로 연결된다. 즉, 동물에 이어 인간의 건강까지 보호
하는 사회적 가치가 높은 산업 분야라고 할 수 있다. 이는 1761년으로 거슬러 올라
가 동물약품산업의 역사를 살펴봄으로써 입증된다. 첫 수의과대학(프랑스 리옹) 설립
이후, 탄저와 광견병 백신 개발을 시작으로 각종 항생제, 구충제 및 백신 개발을 기반으로 한 범국가적인 전염병 근절 운동
으로 동물약품은 동물과 인간의 건강을 보호해왔다. 이를 이어나가기 위하여 명칭 변화와 더불어 새롭게 발병되는 질병, 각
종 전염병, 안전한 식량자원, 신기술, 백신과 이노베이션, 반려동물과 항생제 등의 현대 동물용의약품 산업이 사회에 기여하
고 있는 분야들에 대해 소개하는 사이트(http://healthforanimals.org/ourcontribution/)를 개설하여 많은 사람들이 쉽게 동물용
의약품 산업 분야에 대해 지식을 얻을 수 있도록 하였다.
이 외, Health for Animals는 격년으로 ‘Global Animal Health Conference를
개최하여 세계 구성원들의 목소리를 듣고 있다. 올해 6월 24일~25일, 탄자
니아에서 개최된 컨퍼런스는 전 세계 동물약품 제조사에서 모여 국제적 조
화의 모범을 보인 가운데, 개발도상국 특히 동아프리카 지역에 어떻게 안전
한 동물약품을 공급할 것인지를 화두로 진행 되었다. 컨퍼런스에서는 아프
리카의 긴 동물약품 등록 기간, 다양한 규제 요건, 위조 제품의 포진 등이 전

실현에 이바지 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세계적인 약품 공급을 방해한다는 결론 도출과 함께 컨퍼런스를 통하여 정부 간 기준에 맞는 규제 절차를 만들어 아프리카

<현행>

<개선>

1. 분석성분

설파제 항생제 6종*

설파제 항생제 16종*

2. 분석방법

항생제 추출방법

효소결합컬럼*

3. 전처리과정

사료 추출→여파 →
재추출→여파 농축→ 사료 추출 여파 면역
재추출 →농축 기기 컬림 작업 기기분석
분석

시장을 향상 시킬 포부를 밝혔다.
또한 ‘세계수의학의 날(World Veterinary Day)’ 및 ‘세계인수공통전염병의 날(World Zoonoses Day)’
등을 통하여 동물용의약품 산업과 밀접한 전 세계적으로 가장 중요한 공중보건학전 문제인 매개
체 전염병에 대한 인식을 향상시키고 광견병에 대한 경제적 역설을 강조하였다. 최근에는 “One
Health”라는 개념을 앞세워, “One World, One Health”라는 슬로건을 강조하고 있으며 관련 동영상

4. 분석시간

3시간

1시간

을 제작하여 배부하고 있다. 동영상은 유튜브 채널을 통하여 감상이 가능하다.

5. 정확도(회수율*)

73%

94%

(https://www.youtube.com/watch?v=uodJ1-cgAW4). 나날이 발전하고 있는 동물용의약품 산업의 시대
와 더불어 HealthforAnimals가 변화를 맞이한 만큼, 앞으로의 행보가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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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한우협회
Hanwoo Association

대한수의사회

대한양계협회

육우자조금관리
위원회

전국한우협회

한돈자조금관리
위원회

한국육계협회

세계수의사대회
조직위 공식행보 돌입

전국양계인대회

광화문 광장서 육우데이
페스티벌 개최

전국한우협회와 한국조사료
협회 MOU 체결

대전 한화생명 이글스파크에서
한화이글스 응원 펼쳐

'팔팔 닭고기데이'⋯"팔팔 끓인
국산 닭고기 먹고 팔팔하게“

대한양계협회(회장 오세을)에서는 양계

육우자조금관리위원회(위원장 최현주)

전국한우협회(회장 김홍길)와 한국조

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위원장 이병규)

한국육계협회(회장 정병학)가 지난 8월 8

23일 인천 송도 컨벤시아에서 ‘2017년

산업의 생존·발전·번영을 위한 대안

는 8월 30일 서울 광화문 중앙광장에

사료협회(회장 김인필)는 국내산 조사

는 8월 2일 대전 한화생명 이글스파크

일 팔팔(8·8) 닭고기 데이를 개최했다. 이

제33차 인천 세계수의사대회 조직위원

마련과 양계인의 화합으로 난관을 헤쳐

서 ‘2015 육우데이 페스티벌 행사’를

료의 활성화를 위해 7월 23일 전국한

에서 한돈데이 시구행사와 함께 다양한

번 행사는 소비심리 위축과 닭고기 가격

회’ 출범식을 갖고 행사준비에 본격 들

나가기 위한 뜻 깊은 자리를 마련했다.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6가지 즐거움,

우협회 대회의실에서 양해각서를 체

경품을 지급하는 야외 이벤트를 진행했

폭락으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육계농

어갔다. 출범식에서는 세계수의사대회

올해로 19회를 맞이하는 ‘2015 전국양

9가지 고마움’을 주제로 우리 땅에서

결하였다. 기존에는 농·축협을 통한

다. 경기에 앞서 이병규 한돈자조금관리

가에 활력을 불어넣고, 최근 폭염으로 지

유치 경과를 보고하고, 그 과정을 담은

계인대회’는 농림축산식품부 이동필 장

자란 우리소 육우에 대한 우수성을 알

거래 수량만 장거리 관외유통비를 지

위원장의 시구와 한도니 캐릭터의 시타

친 소비자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닭고기를

동영상을 상영했다. 이어 개최계획을

관을 비롯하여 축산관련단체장들이 참

리고자 마련된 것으로, 농축산업 주요

급하여 주었으나 8월14일 조사료생산

를 통해 한화이글스와 기아타이거즈의

판매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마련됐다.행

알렸고, 출범선언을 통해 성공대회 개

석하는 등 1,500명 규모로 개최되는 가

관계자가 자리를 함께 했다. 이날 행사

기반 확충사업(유통비지원사업) 시행지

성공적인 경기 시작을 기원했으며, 다양

사 기간 중에는 ‘팔팔 끓인 국내산 닭고기

최를 다짐했다. 조직위원회는 알찬 프

장 큰 양계인들의 축제로 ‘하나된 양계

장을 찾은 소비자들을 위해 육우 불고

침에 따라 조사료 생산자와 축산농가

한 이벤트를 통해 한돈선물세트를 증정

를 먹고, 기운도 팔팔’ 이라는 기획의도에

로그램을 마련해 세계 수의사들에게

인! 새로운 미래를 열다!’라는 주제로 양

기 또띠아, 육우 찹스테이크, 육우 꼬치

가 직거래한 수량에 대하여도 축산단

했다. 또한 옥천 노인장애인복지관 관계

맞춰 전국 이마트에서 7일부터 8일까지

강인한 한국 수의역량을 떨쳐보일 계

계인들의 생존과 화합의 장이 펼쳐졌다.

구이 등 육우를 활용해 만든 ‘육우 캠

체를 통하여 유통보조비를 신청 할 수

자, 한돈 농가 약 100명을 경기관람에

이틀간 닭고기 88만수를 최대 30% 할인

획이다. 인천 세계수의사대회는 2017

1부에서는 채란·육계·종계 등 각 분

핑요리 베스트 7’을 선보이고, 다양한

있도록 지침이 개정되었다. 금번 한우

초청해 함께 한돈 도시락을 나누고 경기

된 가격에 판매했다.정병학 회장은 “올해

년 8월 인천 송도 컨벤시아와 부속호

과별 토론을 통해 현안을 짚어보고 2부

육우요리를 직접 맛볼 수 있는 기회를

협회와 한국조사료협회의 업무체결은

를 응원하며 뜻 깊은 시간을 보냈다. 이

닭고기 업계는 AI 피해에 이어 사상 최저

텔 등에서 열릴 예정이다.

에서는 “2015 양계정책방향 및 경쟁력

가졌다. 최현주 육우자조금관리위원장

국내산 조사료 소비자 단체와 생산자

병규 한돈자조금관리위원장은“이번 시

수준의 닭고기 가격 폭락까지 연이은 폭탄

방
방안”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 이천일

은 “이번 행사를 통해 많은 소비자들이

단체가 각자 고유의 업무를 수행하여

구행사를 통해 국민들에게 즐겁고 건강

을 맞음으로써 육계 농가와 업체가 이중고

축
축산정책국장이 “AI 발생현황과 예방대

육우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육우 소

효율적인 국내산 조사료의 증산과 품

한 이미지의 한돈을 소개할 수 있었다”

에 시달리고 있다. 이에 범국민적인 관심

책
책”에 대해 농림축산검역본부 AI예방통

비 활성화에 함께 동참해주길 기대한

질보완방안을 모색하는 길을 열게 된

며, “앞으로도 다양한 홍보 프로모션을

과 소비촉진을 위해 농가를 주축으로 닭고

제
제센터 손한모 센터장이 “개방화 시대

다”며 “앞으로도 육우의 우수성을 알릴

것이다.

진행하며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한

기업계와 유통업계까지 동참한 상생 행사

에 양계인이 가야할 길”에 대해 정운천

다양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갈

돈의 이미지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할 계

로 팔팔데이를 준비하게 됐다”며 “국민들

전 장관의 특별강연 순으로 진행됐다.

계획”이라고 말했다.

획”이라고 전했다.

께서도 국내산 닭고기를 많이 사랑해 주시
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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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고려비엔피

메리알코리아(주)

우진비앤지(주)

(주)씨티씨바이오

연구동 신축
‘대한민국 동물용백신R&D
도약에 중심으로’

9월 1일부터
직거래 체제로 전환

“국내 동물백신 공장
최대 규모 건립“

호주정부 GMP 실사,
사, 수출 전진
기지 발돋움.

(주)고려비엔피(대표이사 김태환)는 지난 5월 27일, 충

메리알코리아(대표 김종영)는 “변화하는 시장에 맞춰 동

미생물 발효·추출 원천기술을 보유한 우진비앤지(대표

씨티씨바이오(대표 우성섭, 조호연, 성기홍)는 7월 9~10

남 예산에 위치한 본사 내 부지에 연구동을 신축하고 준

물병원 원장님과 직접 소통하고, 원장님의 비즈니스 조력

강재구, 회장 강석진)는 9월 4일 충청남도 예산군 일반

일 주사제, 액제 등 전 제형을 대상으로 제 2공장인 홍

공식을 가졌다. 부지 2,129m 에 7개월에 걸쳐 지하 1층,

자로 함께 성장하고자 9월 1일부터 직거래 체제를 시작

산업단지 내 동물백신 공장 착공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천공장에 대해 호주정부로 부터 실사를 받았다. 이번 실

지상 3층 규모로 지어진 연구동은 실험동물사, 백신 품

하고자 한다. 많은 격려와 지원을 부탁드리며, 이에 부응

이날 착공식에는 충청남도는 물론 예산군, 시공사 등 여

사는 위탁생산으로 수출하고 있는 주사제를 홍천공장에

질관리팀 및 연구소가 각각 위치할 예정이다. 특히 실험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1일 밝혔다. 메리알코

러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으며, 이번 공장 건립

서 생산하기 위해 진행되어 제조시설과 품질관리 등을

동물사는 71개의 구획 시험실을 갖추어 동시에 여러 백

리아는 지난 15년동안 ㈜에스틴을 통해 다양한 반려동물

을 통해 향후 바이러스 항원, 박테리아 항원 등을 생산하

꼼꼼히 살폈고, 호주 담당자는 “시설이 훌륭하고, 잘 운

신의 자가 품질시험과 R&D를 위한 효능·안전성시험이

제품을 동물병원에 공급해왔다. 직거래 체제로 전환하면

게 되며, 완제품 제조 시설 또한 갖추게 된다. 우진비앤지

용되고 있다.”고 총평했다. 씨티씨바이오는 10월경 호주

가능토록 설계·증축 되었다. 이날 김태환 사장은 “좋은

서 1일부터 본사에서 직접 제품을 주문 받고 배송하게 된

는 이를 위해 공장 내 2,500m² 규모의 연구 실험동 및 동

GMP인증서를 수령할 수 있을 전망이다. 씨티씨바이오

백신은 수 백 번의 시험을 통해 그 안전성과 효능이 입

다. 메리알코리아 측은 에스틴에 대해 “지난 15년간 에스

물 실험동을 함께 신축, 이미 개발 완료해 출시를 준비 중

는 5년 전 호주정부 실사 경험이 있고, 현재 동물약품 주

증된다”면서 본 연구동이 ‘대한민국 동물용백신 R&D 도

틴을 통해 우수한 메리알 제품을 동물병원 원장님께 원

인 10여 개 동물백신 제품 외에 다국적 기업이 제품화하

사제 엑센트(Accent, 국내 판매명 센큐어)를 호주에 수출

약에 중심’이
심’이 되도록 주문했다.

활히 공급하면서 함께 성장했다”며 “에스틴 원장님의 훌

고 있지 않는 틈새 백신 제품군에 대한 연구에도 박차를

하고 있다. 이수빈 씨티씨바이오 대외협력본부장은 “호

[관련문의:
의: ☎ 070-7433-1046]

륭한 비즈니스 파트너로서의 역할을 해주신 것에 대해

가해 지속적으로 글로벌 제품 파이프라인을 구축해 나간

주 GMP 인증은 홍천공장 수준을 해외에서 인정받는 첫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원장님께서 앞으로도 에스틴에 지

다는 전략이다. 강재구 대표는 “2020년까지 증가할 것으

결실이다. 향후 동물약품 수출 확대에 초석이 될 것으로

속적인 성원을 보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프랑

로 예상되는 국내 및 수출 수요 공급을 위해 2단계 투자

기대된다”며 더 나은 제품 생산과 품질관리 체계 업그레

스 사노피아벤티스(Sanofi-Aventis)社의 자회사인 메리알

를 통해 생산 규모를 늘려나갈 계획이다. 이어 “계획대로

이드에 매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씨티씨바이오 홍

(Merial)은 동물용 의약품 및 백신 분야에 대한 혁신적인

2025년 인체백신 시장까지 진출을 완료하면, 다국적 기

천공장은 지난 4월 2일 농림축산검역본부로부터 GMP

해결책을 개발, 공급하는 것뿐만 아니라 동물들의 건강과

업과 견줄만한 동물 및 인체백신 모두를 생산 가능한 글

인증을 받았고, 현재 액제 3종, 주사제 4종을 생산하고

복지 향상에도 주력하는 세계적인 동물약품 회사이다.

로벌 바이오 기업으로 발돋움하게 될 것”이라고 자신감을

있다. 또한 100개 제품이 허가 진행 중이다.

2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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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소식_

협회소식_

LIVESTOCK PHILIPPINES 2015 전시회 한국관 단체
참가

우간다 동물용의약품 시장개척단 파견

한국동물약품협회 동물용의료기기 분회 회의 개최

제5회 한국동물약품협회장배 체육대회

농림축산식품부의 동물용의약품 수출 활성화 정책의 일환인

농림축산식품부의 동물용의약품 수출 활성화 정책 지원 사

한국동물약품협회 동물용의료기기 분회(안판순 분회장)가 지

한국동물약품협회(회장 강석진)은 9월 12일 용인시청소년수

해외 수출시장 개척 사업을 위하여 한국동물약품업계에서는

업의 일환으로 국내 동물용의약품 우수성 홍보, 네트워크 구

난 8월 22일 일산 킨텍스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분회 모임은

련원 운동장에서 동물용의약품 관련 기관 및 종사자들의 친

제3회 라이브스톡 필리핀 2015 (LIVESTOCK PHILIPPINES

축 및 현지 시장조사를 통한 수출 확대로써 산업 발전에 기

동물용의료기기 분회장을 비롯하여 15명이 참석하여 한국동

목도모 및 화합을 위해 협회 회원사,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

2015) 전시회에 단체 참가를 하였다. 6월 24일부터 26일까

여하고자, 아프리카 우간다에 시장개척단을 파견하였다. 국

물약품협회 의료기기 분회 회칙안, 사업 및 예산계획안에 대

산검역본부와 축산기자단을 초청해 축구와 족구 2종목으로

지 총 3일간 마닐라 SMX 컨벤션 센터에서 열린 본 전시회에

내 동물용의약품 제조업체인 녹십자수의약품㈜, ㈜동방, ㈜

한 논의 및 의료기기분회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한 다양한

이뤄진 제 5회 한국동물약품협회장배 체육대회를 개최하였

는 ㈜대호, ㈜동방, ㈜서울신약, 우진비앤지㈜, ㈜이-글벳, 한

삼양애니팜, 우진비앤지㈜에서 참여한 본 시장개척단 사업은

협의가 이루어졌다. 이번 의료기기분회를 통해 분회 회칙이

다. 축구는 녹십자수의약품, 바이엘코리아, 우진비앤지, 이-

국썸벧㈜, ㈜한동 등 총 7개의 동물용의약품 제조업체가 한

7월 6일부터 10일까지 총 5일간 우간다 수도인 캄팔라 외,

승인되었으며, 의료기기분회 임원으로 회장 메디안인터내셔

글벳, 코미팜, 초청팀 3팀이 참가하여 경기를 진행한 결과

국관을 구성하여 단체 참여하였다. 한국 제조업체를 포함한

농가 지역인 움바라라, 마사카 등지에서 농가 방문, 농민 교

날 안판순대표, 부회장 송강지엘씨 김영철 대표, 감사 버박코

코미팜이 우승을 차지하였으며, 농림축산검역본부가 준우승

20개국 173여 업체들이 참가하여 동물용의약품과 사료첨가

육, 판매상 방문, 이해관계자 및 대규모 농가 대상 간담회 개

리아 신창섭 대표, 총무 메덱스 김경동 대표, 간사 메덱스 조

을, 농림축산식품부가 3위를 차지하였다. 족구 경기는 버박

제 등의 품목들을 전시하였다. 국내 동물용의약품 제조업체

최 순으로 진행되었다. 현재 우간다 시장개척단 파견을 통하

종숙 이사가 선출되었다. 안판순 의료기기분회장은 앞으로

코리아, 우진비앤지, 유니바이오테크, 이-글벳이 참가하여

의 수출국 및 수출액 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여 합리적인 품질 및 가격 경쟁력을 갖춘 제품에 대한 현지

의료기기 분회를 통해 동물용의료기기 상생협력을 위한 정

우진비앤지가 우승을, 유니바이오테크가 준우승을 차지했다.

라이브스톡 필리핀 전시회의 한국관 참가는 필리핀의 현 축

실 구매자의 수요와 이에 따른 한국 제품에 대한 높은 관심

기 간담회 개최 및 다양한 정책제시와 발전방안 논의 등 활

동물약품협회 강석진 회장과 농림축산식품부 김종훈 식량정

산 시장의 트렌드를 파악하고 주변 국가로의 시장 개척을 위

을 엿볼 수 있었으며, 우간다 정부기관 및 유관기관과의 네트

발한 활동을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책국장은 개회사를 통해 “이번 체육대회를 통해 동물용의약

한 전략 수립, 기존 및 신규 바이어와의 접촉을 통한 성과 등

워크 구축을 통한 다양한 가시적인 성과를 올릴 수 있었다.

실질적인 수출 지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품 산업 관련 종사자 간의 유대를 쌓고 하나로 단합하는 계
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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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동물약품협회의 2015년도 4분기
일정을 전해 드립니다.

2015 AUTUMN
기술연구원의 다양한 소식을
전해 드립니다.

֙࠙بӝੌ
࠙ӝ

࠙ӝ

࠙ӝ

࠙ӝ

기술연구원소식_
(주)대성미생물연구소를 방문, 간담회 참석

용역연구사업 중간진도관리 평가회의 참여
제조수입관리자 교육

한국동물약품기술연구원 정갑수 원장은 지난 7월 8일 경기

7월 6일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위생연구동 3층 회의실에서

도 의왕시에 위치한 (주)대성미생물연구소를 방문하여 경기

“2015년 농림축산검역검사기술개발 용역연구사업 중간진도

도의회 농정해양위원들과의 간담회에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

관리 평가회의”가 개최되었다. “동물용의약품 제조 및 품질

는 경기도내의 위치한 동물용의약품 제조사를 방문하여 국

관리기준(GMP) 국제조화를 위한 국내 적용방안 마련” 과제

내 동물용의약품 시장의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자리가

와 “동물용의료기기 시험검사기관 지정 및 운영방안 연구”등

마련되어, 대성미생물연구소 허원 부사장의 업체 소개를 시

두과제를 대상으로 평가가 이루어졌다. 우리 기술연구원은

작으로 업계 애로사항에 대해 발표하였다. 이날 간담회에서

“동물용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GMP) 국제조화를 위한

조항원 (주)대성미생물연구소 대표는 “현재 동물의약품 기업

국내 적용방안 마련” 과제에 대해 연구수행내역을 발표하였

은 FTA시장 개방으로 인해 거대 외국회사의 국내 진출로 어

고, 내부 및 외부 평가위원들로 구성된 평가위원들과 연구과

려움을 겪고 있고 중소기업 자체 힘만으로는 극복하기가 어

제에 대해 질의 응답시간을 가졌다.

사료검정인정기관
사후관리 점검(중순)

ਘ
ILDEX Indonesia(2주차)

가을 등산대회(5주차)

기술자문소위원회(5주차)

동약포럼(3주차)

기술자문위원회(4주차)

수출협의회(4주차)

송년이사회(3주차)

용역과제 연말평가

자문위원회(3주차)

ਘ

려운 실정”이라면서 각종 규제완화, 수출, 마케팅 분야에서
경기도의 지원을 요청했다. 또한, 정갑수 원장은 국내 동물용
의약품 산업현황 소개와 더불어 동물용의약품 업계의 수출
확대를 위한 도내의 다양한 지원을 요청하기도 했다.

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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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R코드 보는 방법
QR코드를 스캔하여
한국동물약품협회에
바로 접속해보세요.

ANI-MEDI의 표지와 다른 5군데를 찾아보세요!

이제 모바일로 사이트 바로 연결!

*표지제공 :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w
www.kahpa.or.kr
p
r

2015년 가을호
2015년

동정_

<지난호 정답입니다.>

✽회장 동정
↟7월 8일 : KOTRA 오찬 간담회 참석

↟9월 9일 : 2015 한국국제축산박람회 개막식 참가

- KOTRA 주요인사 10여명과 동물용의약품 수출 지원

- 대구 EXCO에서 열린 한국국제축산박람회 개막식에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V .09
Vo
Vol
Vol.09
0

애니•
애니
•메디

스마트 폰으로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볼 수 있는 QR코드가 생성 되었습니다.
안드로이드, 아이폰의 [쿠루쿠루, 스캐
니, 큐알모아, 네이버QR코드] 등의 어플
로 연결이 가능합니다. 이젠 한국동물
약품협회 홈페이지를 모바일로 스마트
하게 만나 보세요!

참석했다.

↟8월 23일~9월 2일 : CIS 시장개척단 파견
-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아제르바이잔 등 CIS 국가
를 방문하여 동물용의약품 해외시장 개척을 모색했다.

AUTUMN 2015 ANI-MEDI

편 집 고 문 신정재 (주)에스에프 회장

등록일 2014. 5. 26

편 집 위 원 강태성 (주)이-글 벳 대표이사

등록번호 경기 바50091
통 권 09호

우연철 대한수의사회 상무

이병권 농림축산검역본부 서기관

발 행 2015. 9. 25

이헌석 (주)삼우메디안 대표이사

홍기성 농림축산식품부 사무관

발행처 사단법인 한국동물약품협회
주 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7월 7일 : 홍문표, 심윤조, 김명연 국회의원실 방문
↟7월 8일 : KOTRA 오찬 간담회 참석

황새울로 319번지 8-6
수의과학회관 3층
발행인 강석진

↟7월 23일 : 농림축산식품부 방역관리과 방문

편집인 김종호

↟8월 22일 : 동물용의료기상생포럼 창립총회 참석

인쇄처 금강인쇄(주)

↟9월 2일 : 국회 세미나 참석

디자인 (주)활로컴(Tel. 02-3141-7522)

편집실무위원 한국동물약품협회 김정아, 한국동물약품기술연구원 강서영
기 획·편 집 한국동물약품협회 조은비
본 매체의 내용 중 일부는 본사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ANI-MEDI는 한국동물약품협회의 매거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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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근부회장 동정

김동진 대한양계협회 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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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겔백 마이코플렉스 와 함께라면
Ⓡ

언제나 편안 합니다
가치가 다른 백신 - 인겔백 마이코플렉스Ⓡ
입증된 효과
우수한 안전성
편리한 접종
특수부형제, 임프란플렉스

Ⓡ

인겔백 마이코플렉스

Ⓡ

서울시 중구 통일로 10가 연세재단 세브란스 빌딩 16층 Tel:080.516.2894 Fax:02.709.0199 www.flexcombo.co.kr

달구방 아데노 ,ITO]JIV0가
아데노바이러스 감염증으로부터 양계농장을 지켜드립니다.
*봉입체성 간염 IBH 심낭수종증 HPS

ƀ
ƀ
ƀ
ƀ

국내 최초의 아데노바이러스 예방백신
심낭수종증봉입체성 간염 예방에 효과적
국내에서 발생하는 아데노바이러스의 광범위한 방어
후대병아리 방어효능 입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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