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가축 사육농가 공통사항
(1) 축주 및 관리자의 방역의무

01

(2) 차단방역 기본수칙

02

(3) 소독실시 요령

03

(4) 죽거나 병든 가축의 신고

04

(5) 외국인근로자의 방역관리 요령

06

(6) 황사 발생시 농장의 방역관리

07

2. 축종별 사육농가 방역 준수사항
(1) 소 사육농가

08

(2) 돼지 사육농가

13

(3) 닭∙오리 사육농가

17

www.nvrqs.go.kr

목차

1 가축 사육농가 공통사항

(1) 축산관련 시설의 준수 사항

22

(2) 축산관련 시설의 개별 준수 사항

24

4. 축산농가 출입차량

▶ 가축전염병 예방조치
�가축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이하“소유자 등”
이라 함)는 축사 및 그 주변을 청결히 하고
주기적인 소독을 실시함으로써 가축전염병의 발생을 예방하여야 함(가축전염병예방법 제5조)

(1) 가축∙원유∙동물약품 등
운반차량 운전자의 방역의무
(2) 소독실시 요령

(1) 축주 및 관리자의 방역의무

31
32

부록
1. 소독설비의운영및소독요령

35

2. 시∙도가축 방역기관 연락처

43

▶ 소독 시설 및 설비
�소독설비를 갖추어야 하는
자는(가축사육시설 300㎡
이하 제외) 가축의 전염성
질병이 발생하는 것을 예방
하기 위하여 소독설비를
설치하여야 함(법 제1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0조)
- 소독실시 세부요령은 소독
설비의운영및소독요령에
따라 실시
※소독설비를 갖추지 않을 경우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가됨

�300㎡ 미만의 가축사육시설을 소유하고 있는 자는 소독설비를 갖추지 않더라도 소독기구 등을
이용하여 소독하여야 함
※소독을 실시하지 않을 경우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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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학조사 협조의무
�가축전염병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어 역학조사를 실시할 경우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방해 또는 회피하여서는 아니 됨(법 제13조)
※역학조사를 거부∙방해∙회피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가됨

1. 가축사육농가 공통사항

3. 축산관련 시설

▶ 기록관리 의무
※거래기록부를 비치하지 않거나 허위로 기재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가됨

�소독실시기록부를 작성∙비치하고 보관하여야 함(법 제17조제5항)
- 최종 기재일로부터 1년간 보관하여야 함(동법 시행규칙 제20조제4항)
※소독기록부를 비치하지 않거나 허위로 기재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

▶ 소독실시 관련규정
�가축사육 시설∙가축∙출입자∙출입차량 등 오염원에 대하여 소독을 실시하여야 함
(법 제17조, 제2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0조)
- 소독실시 세부요령은“소독설비의운영및소독요령”
에 따라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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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독을 하지 않을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처분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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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독실시기록부의 기록 및 보관 철저(법 제17조 제5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0조제4항)

(2) 차단방역 기본수칙

- 소독실시기록부를 기록하고 1년간 보관하여야 하며, 보관하지 않거나 허위로 기재한 경우
300만원의 과태료가 처분됨

�농장 출입자 및 출입차량의 철저한 통제와 소독을 실시
�외국인 근로자 고용 시 개인소지품의 철저한 확인과 소독, 외출 시 주의사항에 대하여 사전
방역교육을 실시
�남은 음식물의 사용을 자제(소는 금지)하고, 부득이 사용할 경우에는 반드시 끓여서 급여

▶ 소독실시 요령
�농장 안과 밖을 주 1회 이상 주기적으로 소독을 실시
- 인근 지역에 가축전염병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매일 또는 1일 수회이상 소독을 실시하여야 함

�파리, 모기 등 해충과 쥐가 각종 전염병의 전파 매개체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살충∙구서를
철저하게 실시

�외출 후 귀가 시에는 손과 신발을 반드시 소독을 실시

�사육중인 가축에서 전염성 질병이 의심되는 개체가 발견될 경우에는 시장/군수, 읍/면장
또는 시∙도가축방역기관, 국립수의과학검역원 등 관계기관에 즉시 신고

�분변, 오줌, 사료 등에 대하여는 청소를 실시한 다음 천정, 벽, 바닥 순서대로 축사를 소독하고,
축사 출입구 및 주변지역에 대하여도 철저히 소독하여야 함

※신고를 늦게 할 경우에는 살처분보상금을 적게 받음

�축사 출입 시 농장 작업복으로 갈아입고 소독을 철저하게 실시

�소독약은 적정 농도를 유지하도록 하여야 하며, 희석배수를 반드시 지켜서 사용

1. 가축사육농가 공통사항

�가축의 거래 시 거래기록을 작성∙보존하여야 함(법 제16조)

(3) 소독실시 요령

▶ 소독약품 안전사용 수칙
�성분이 서로 다른 소독약과는 혼합하여 사용하지 말고, 또한 동시에 병행하여 사용하지 말 것
※
“예”생석회(알칼리제제)를 도포한 곳에 산성제제의 소독약을 살포하지 않아야 함

�희석배수를 반드시 지킬 것
�소독약에 사람이 과다 노출시 즉시 물로 씻어 낼 것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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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외부소독은 창문을 완전히 닫은 후 실시하고, 차량 내부도 발판∙운전대∙좌석등 오염
가능 부분을 소독할 것
�소독약 살포에 따른 환경오염이 되지 않도록 조치할 것

�입, 입술, 혀, 콧등, 발굽 및 유두 등에 물집(수포) 또는 딱지가 나타나며 고열을 동반하는
소, 돼지, 염소, 양, 사슴 등 우제류 동물(발굽이 두개로 갈라진 동물)이 발견되는 경우
�환경에 민감하고 불안해하며 또한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며 일어설 수 없는 소 및 사슴이
발견되는 경우
�농장 내 젖소, 한우 및 돼지가 갑자기 유산 또는 사산하는 등 번식장애 피해가 있을 때
�농장 내 많은 돼지가 갑자기 고열, 식욕부진, 무리지어 포개짐, 움직이기 싫어하는 증상을
보일 때
�농장 내 많은 닭(오리)이 갑자기 고열, 식욕부진, 급격한 산란저하, 호흡기 증상 등을
보이며 많이 죽을 때
�해외악성전염병 또는 제1종 가축전염병으로 의심되는 가축이 발견된 경우 등

▶ 신고내용(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
�신고대상 가축 소유자의 성명 및 신고대상 가축의 사육장소 또는 발견 장소
�신고대상 가축의 종류 및 두수
�병명(수의사의 진단을 받지 아니한 때에는 신고자가 추정하는 병명 또는 발견 당시의 상태)

(4) 죽거나 병든 가축의 신고
▶ 신고대상(법 제11조)
�병명이 불분명한 질병으로 죽은 가축
�가축의 전염성 질병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가축

〈신고 시의 참고사항〉
�농장 내 많은 가축이 갑자기 사료를 먹지 않고 침울할 때
�농장 내 많은 가축이 갑자기 죽거나 폐사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경우

1. 가축사육농가 공통사항

�사용 설명서를 충분히 읽어본 후 사용할 것

�농장 내 많은 가축이 갑자기 심한 소화기, 호흡기 또는 신경증상을 나타내며 이러한 증세가
확산될 때

�죽은 연월일(죽은 연월일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발견 연월일)

�그 밖에 가축이 죽거나 병든 원인 등 신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신고처

- 외국인 근로자가 타 농장 방문을 자제하도록 하고 다른 외국인 근로자의 농장 방문 금지
- 휴일 등 외출 시에는 귀가 후 주요행적을 파악 기록관리하고 농장 밖에서 소독 후 출입하도록
방역조치
- 외국인 근로자가 가족∙친지∙친구를 만날 때에는 시내 등 농장 외부에서 만나도록 조치

�가축 또는 사체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구청장∙읍장 또는 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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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를 접수한 행정기관의 장은 관할 상급 기관에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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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전화번호 : 지역 구분 없이 1588-4060(시∙군) 또는 1588-9060(검역원)
※1588-4060은 핸드폰을 사용할 경우 통화는 불가. 1588-9060은 휴대폰 통화 가능

6) 황사 발생시 농장의 방역관리
▶ 황사 발생시 농가방역관리 수칙
�황사가 발생하면 축사의 창과 출입문 등을 닫고 외부의 공기와 가능한 접촉되지 않도록 할 것

(5) 외국인근로자의 방역관리 요령

�운동장이나 방목장에 있는 가축은 축사 안으로 신속히 대피시킬 것
�노지에 방치하였거나 쌓아둔 건초∙볏짚 등은 비닐이나 천막 등으로 덮을 것

▶ 외국인근로자 방역관리 시 축주의 준수사항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할 경우 신분 확인 및 국내 타 농장에서 근무한 경력 등에 대하여
철저하게 확인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할 경우 방역요령
- 마을회관 등 가축이 없는 곳에서 채용절차를 밟을 것
- 채용이 성사되면 그 장소에서 소독 등 방역조치를 철저 실시
- 휴대품을 확인하여 축산물
등 음식물은 폐기∙소각
- 의복∙신발∙가방 등 개인
용구에 대하여 세척∙소독
등 방역조치
�농장 근무 시 방역관리 요령
- 농장의 청결유지, 소독 철저,
가축전염병 의심축 발견 시
신속한신고등방역준수사항
교육
- 농장 출입 시 목욕을 하고 깨끗한 의복과 신발 착용
- 농장주변 정리 등 업무 수행 후에는 소독을 실시한 후 축사에 출입하도록 방역교육을 실시

�황사가 끝나는 즉시 축사 주변, 건물 내외부를 물로 씻어낸 후 소독을 실시하고 방목장의
사료조와 가축이 접촉되는 기구류에 대하여 세척 또는 소독을 실시할 것
�겨울철에 가축이 황사에 노출되었을 때에는 솔이나 브러시로 털어낸 후 분무 소독을
실시하고 보온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봄철에 가축이 황사에 노출되었을 경우에는 몸체를
씻은 후 소독을 실시할 것(축체에는 구연산제제 등 무해한 소독제를 사용)
�황사가 끝난 후부터 1̃2주간 환축 발생유무를 집중적으로 관찰할 것

1. 가축사육농가 공통사항

�신고자의 성명 및 주소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사후관리

〈질병별 예방접종 프로그램〉
질병별

2 축종별 사육농가 방역 준수사항
농림부 / 국립수의과학검역원

▶ 소독시설 구비
�300㎡ 이상의 가축사육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축주는 가축의 전염성질병이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소독설비를 설치하여야 함(법 제1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0조)
- 목장 출입구에 차량 및 물품을 소독할 수 있는 소독시설 설치
- 농장 또는 축사의 출입구에 방문자의 신발 등을 소독할 수 있는 소독조 설치

▶ 차단방역 요령
�목장에 출입하는 사람∙차량에 대하여 철저하게 통제하고 소독 실시
�외출 후 귀가 시 소독을 실시한 다음 농장 작업복으로 갈아 입고 농장내로 출입
�외부인이 축주 또는 관리자를 만나고자 할 경우에는 가급적 농장 밖에서 만남
�축사의 내∙외부를 정기적으로 소독하고 출입구에 소독조를 설치하여 방문자의 신발 등에
소독 실시
�목장의 상시 출입자에
대해서도 소독 실시
�농장에 출입하는 물품
(기구 등) 및 사료∙
원유∙동물약품 등
운송차량에 대하여
소독 실시
�소독을 실시한 경우에
는 소독기록부에 철저
하게 기록하고 보존

봄철 방목 전 연 1회 접종
봄철 방목 전 연 1회 접종
봄철 방목 전 연 1회 접종
4~8개월된 소 1회
건강한 임신우 2회 접종
(1차 : 분만 8주전, 2차 : 분만 2̃3주전),
매 분만 2̃3주전 추가 접종
파스튜렐라감염증(사균)
건강한 소에 1회 접종, 연 1회 추가접종
로타바이러스+
건강한 임신우 2회 접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생독)
(1차 : 분만 6주전, 2차 : 분만 4주전)
5개월령 이상동물 1회 접종, 매년 1회 추가 접종
광견병
생독
불활화
1회 접종, 매3년 추가 접종
아까바네병
생독
모기발생 전 1회 접종. 매년 1회 추가접종
불활화
건강한 6개월령 이상된 소에 4주 간격으로
2회 접종, 매년 모기출현 전 1회 추가접종
유행열
생독
모기발생 전 1회 접종. 매년 1회 추가접종
불활화
건강한 6개월령 이상된 소에 4주 간격으로
2회 접종. 매년 모기출현 전 1회 추가접종
이바라기병(불활화)
건강한 6개월령 이상된 소에 4주 간격으로
2회 접종. 매년 모기출현 전 1회 추가접종
소전염성비기관염(불활화)
3개월 이상된 소에 4주 간격 2회 접종
소전염성비기관염+
3개월 이상된 소에 4주 간격 2회 접종
소바이러스성설사병(불활화)
소전염성비기관염+
3개월 이상된 소에 4주 간격 2회 접종
소바이러스성설사병+
파라인플루엔자(불활화)
소전염성비기관염+
건강한 소에 4주 간격으로 2회 접종.
소바이러스성설사병+
연 1회 추가 접종
파라인플루엔자+
소합포체성폐렴(불활화)
타일레리아병(불활화)
진드기에 노출된 적이 없는 소에
4주간 2회 접종(2월과 4월)
※근거 자료출처 : 가축질병병성감정실시요령

접종부위 및 접종량
피하주사 : 소(1ml), 양(0.5ml)
피하주사 : 소(1ml)
피하주사 : 소(2ml), 양(1ml)
피하주사 : 소(1ml)
경부근육 : 소(매회 2ml)

근육주사 : 소(2ml)
근육주사 : 소(2ml)
근육주사 : 소(3ml)
피하/근육주사 : 소(1ml)
피하주사 : 소(1ml)
근육주사 : 소(3ml)
근육 또는 피하주사 : 소(1 or 2ml)
근육주사 : 소(3ml)
근육주사 : 소(3ml)
근육주사 : 소(3ml)
근육주사 : 소(5ml)
근육주사 : 소(5ml)

근육주사 : 소(5ml)

근육/피하 주사 : 소(2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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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 사육농가

탄저(생균)
기종저(생균)
탄저+기종저(생균)
부루세라병(생균)
대장균감염증(사균)

접종시기

- 파리모기 등에 대하여 구충을 실시하고 운동장을 철저하게 소독하여 유방염의 원인균을 제거
- 착유 전∙후에 유두를 세척∙침지 소독하여 세균오염 방지
- 유방내 응고물 및 독소 제거를 위한 세척실시와 소염제 주사
- 유방염균에 대한 감수성 검사 및 효능 있는 약제로 치료실시
- 전신성 유방염의 경우 수액 및 전해질 등 공급
�소 기립불능증 예방을 위한 방역관리

농림부 / 국립수의과학검역원

�가축전염병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철저한 예방접종이 중요
�가축질병별 표준 예방접종 프로그램을 준수하여 예방접종 실시
- 탄저∙기종저, 소아까바네병, 유행열, 이바라끼병 등 각종 전염성 질병 예방약은 접종
프로그램에 따라 실시

▶ 하절기 소 질병 예방관리요령
�열사병 등 하절기 질병 예방을 위한 일반적인 방역관리
- 차양막을 설치하고 필요시 축체에 수시로 냉수를 살포하여 열사병 예방
- 축사 내부가 통풍이 잘되도록 환풍기 설치∙가동
- 축사(벽, 지붕)에 단열재를 설치하여 실내 온도 유지
- 열사병 발생시 수액∙영양제 주사, 충분한 량의 깨끗한 물 공급
�아까바네병, 유행열, 이바라기병 등 모기매개성 질병 예방
- 축사주위 물웅덩이를 제거하여 모기 발생을 최대한 억제
- 축사에 아주 세밀한 방충망 또는 모기유인등 설치, 구충 실시
- 질병별로 접종시기에 맞추어 철저하게 예방접종 실시
- 의심축 발견 시 개업수의사에게 진료를 요청하거나 가까운 관할 시∙도 가축방역기관에 신고
�유방염 예방을 위한 방역관리
- 축사 주변 및 운동장의 배수로를 정비하여 습한 환경을 방지

▶ 겨울철 소 질병 예방관리
�동절기 질병 예방을 위한 일반적인 방역관리
- 추위를 막을 수 있도록 축사 실내의 온도를 유지
- 축사에 발생한 탄산가스, 암모니아 가스 등이 환기될 수 있도록 적당하게 통풍 실시
- 축사 내 습도가 적당하게 유지되도록 축사관리
- 사료, 물 등 충분한 량을 공급하고, 다양한 영양소 제공
- 추운 날씨에 소독조가 동결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소독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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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방접종 요령

- 고온∙다습한 경우 선풍기나 팬을 이용한 강제 환기를 실시
- 고온∙다습한 날씨가 지속될 경우 방목 금지 및 차양막 설치
- 축사 내외부와 주변 웅덩이 소독 및 모기유인등 설치
- 사육 단계별 권장사료를 급여하고 곰팡이가 끼거나 오래 보관된 사료의 사용을 금지하고
양질의 조사료를 공급
- 신선한 물을 공급하고 예방차원에서 비타민 복합제 및 칼슘∙소금 등 미량광물질 급여

�소 호흡기질병 예방을 위한 방역관리
- 소의 비강점막이나 기관지점막을 자극하는 유해가스나 먼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축사의
습도 및 환기관리 유지
- 축사 내 분뇨와 분뇨에 오염된 깔짚은 수시로 제거하고 건조된 깔짚으로 교체
- 스트레스 방지 및 축사 내 공기오염을 막기 위하여 사육밀도가 높지 않도록 유지

농림부 / 국립수의과학검역원

�행동이 활발하지 못하고 침울한 상태를 보이거나, 기립이 어려운 개체가 있는지 등
외형적으로 관찰
�식욕부진을 보이거나 음수량이 급격하게 줄거나 증가한 개체가 있는지에 대하여 관찰
�되새김질을 약하게 하거나 하지 않고, 정상체온보다 높은 개체가 있는지 관찰
�침, 코, 오줌을 너무 많이 흘리거나 너무 적게 나오는지, 분변의 상태가 설사 또는 연변을
보이는지에 대하여 유심히 관찰

▶ 소독시설 구비
�300㎡ 이상의 가축사육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소유자등은 가축의 전염성질병이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소독설비를 설치하여야 함(법 제1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0조)
- 농장 출입구에 차량 및 물품을 소독할 수 있는 소독시설 설치
- 농장 또는 축사의 출입구에 방문자의 신발 등을 소독할 수 있는 소독조 설치

▶ 차단방역 요령
�농장에 출입하는 사람∙차량에 대하여 철저하게 통제하고 소독 실시
�외출 후 귀가 시 소독을 실시한 다음 농장 작업복으로 갈아입고 농장내로 출입
�외부인이 축주 또는 관리자를 만나고자 할 경우에는 가급적 농장 밖에서 만남
�축사의 내∙외부를 정기적으로 소독하고 출입구에 소독조를 설치하여 방문자의 의복, 손,
신발 등에 소독 실시

�입, 코, 발굽 주위 등에 수포 또는 딱지가 있는지 관찰

�농장의 상시 출입자에 대해서도 소독 실시

�기침 또는 호흡수가 증가하거나 헐떡거리고 흉식호흡을 하지 않고 복식호흡을 하는지 관찰

�농장에 출입하는 물품(기구 등) 및 사료∙동물약품 등 운송차량에 대하여 소독 실시

�임신한 소에서 유산 또는 사산이 있는지 관찰

�소독을 실시한 경우에는 소독기록부에 철저하게 기록하고 보존

�전염병으로 의심되거나 원인을 잘 모르는 증상을 보일 경우에는 즉시 신고

▶ 예방접종 요령
▶ 소 구입시 확인사항
�판매농가의 주소, 성명을 확인하고 질병 발생상황을 파악
- 중개상인을 통하여 구입한 경우에는 중개상인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등 연락처를 반드시
확인∙기록할 것
�구입 소에 대한 예방접종사항, 결핵병∙부루세라병 등 검진증명서 확인
- 구입한 소는 2주 이상 격리사육하면서 임상관찰을 실시하여 이상여부를 확인하고, 가축방역
기관에 결핵병 및 부루세라병 검진을 의뢰하여 이상이 없을 경우에 합사

�가축전염병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철저한 예방접종이 중요
�돼지 질병별 예방접종 프로그램을 준수하여 예방접종 실시
- 돼지콜레라∙돼지단독 등 예방약은 접종 일령 및 시기 등에 맞추어 적기에 예방접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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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상관찰 요령

(2) 돼지 사육농가

〈질병별 예방접종 프로그램〉
질병별

농림부 /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자돈 및 육성돈
출산 후(주령)
4 6 9 12
초유전 6~7주 8~10주
(긴급시) (1차) (2차)
7~10주 (1차) 10~12주(2차)

모돈(임신돈)
종부전(주)
6 4 2
2~4주(연 1회)

3~18주 (1회)

3~4주(1회)

3~4주(1차) 6~7주(2차)

4~5주 2주
(1차) (2차)

�분만사 방역관리 사항
분만전(주)
9 6 4 2

근육주사 : 1ml
4~8주

전염성위장염+로타바이

분만시(1회)

근육주사 : 2ml

5~7주 2~3주

근육주사 : 2ml

(1차)

유행성설사(생독)

4~5주 2~3주

(1차)
후보돈
(3주 간격 2회)

전염성위장염+유
행성설사
(생독, 불활화)

근육주사 : 1~2ml
근육주사 : 2ml

러스감염증(생독)

유행성설사(불활화)

접종부위및접종량

(2차)
근육주사 : 2ml

(2차)

5~7주 2~3주

근육주사 : 3ml

(1차) (2차)
불활화
2~3주(2차) (초산돈) 5~6주(1차),
2~3주(2차)
생독 종부전 (1회)

근육주사
-생독 : 2ml
-불활화 : 3ml

생독4~5주(1차)

(경산돈)

돼지일본
뇌염(생독)
돼지파보바이러스
감염증(불활화)
돼지파보바이러스
감염증(유전자재조합)
돼지뇌심근염
(불활화)
돼지엔테로바이러스
감염증(불활화)
돼지단독(생균)
대장균감염증
(사균)
돼지마이코플라즈
마병(사균)
위축성비염, 흉막
폐렴, 파스튜렐라
폐렴(사균)

연령무관 4주간격으로
2회 접종(모기출현 이전)

4주 간격 2회 접종
8주(1차) 12주(2차)

1~2주(1차) 3~4주(2차)
3주(1차) 5주(2차)
성돈(2~3월 간격 2회)

※근거 자료출처 : 가축질병병성감정실시요령

근육/피하주사
: 2ml
2~4주(초산돈) 분만 후 이유시 근육주사 : 초산
(경산돈)
(5ml), 경산(2ml)
종부 2주전
4주전 2주전
근육주사 : 1ml
(경산돈)
(1차) (2차)
4~5주 2~3주
근육주사 : 2ml
(1차) (2차)
근육주사 : 2ml
분만4~6주전
4~6주 2~3주
(1차) (2차)
4~6주 2~3주
(1차) (2차)
4주 2주
(1차) (2차)

피하주사 : 1ml
피하주사 : 2ml
근육주사 : 2ml
근육주사 : 2ml

- 철저하게 올-인 올-아웃을 시행하며, 돈군의 이동 후에는 돈사를 세척∙소독하고 청결을 유지
- 모돈은 청결하게 유지하여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고, 분만 전에는 구충과 질병의 치료
또는 사전에 예방
- 초유는 분만 후 빠른 시간 내에(늦어도 6시간 이내에) 충분히 먹도록 도와줄 것
- 양자관리는 꼭 필요한 경우에만 실시하여야 하며 분만 24시간 이내에 실시
�이유사 방역관리 사항
- 가급적 축사 또는 돈방 사이는 서로 접촉되지 않도록 튼튼한 칸막이 설치
- 자돈을 신규로 입식할 경우 철저하게 올-인 올-아웃 시행
- 사육밀도가 1㎡당 3두 이하로 유지되도록 하여 밀사 방지
- 적절한 급식기 공간 확보(개체간 공간거리를 최소 7cm 이상)
- 신선한환경조성을위한돈사내지속적환기유지(암모니아10ppm이하, 이산화탄소0.15%이하)
- 돈사 내 최상의 적정 온도가 지속적으로 유지되도록 함
- 동일하게 생산된 돈군의 다른 자돈과 혼합사육을 금지
�육성, 비육사 방역관리 사항
- 가급적 축사 또는 돈방 사이를 견고한 이음새가 없는 차단벽을 설치하여 직접 접촉되지
않도록 하고, 철저한 올-인 올-아웃 시행
- 이유 돈방의 사육 돈군을 육성사로 그대로 옮김
- 육성사에서 비육사(출하기)로 옮길 때 혼합 사육 금지
- 평당약4.5두정도가유지되도록하여밀사를방지하고최적의상태가유지되도록돈사환기유지
�기타 방역관리 사항
- 돈사 내 적절한 환기 유지 및 동물이동에 따른 스트레스 방지
- 거세, 주사 등을 실시할 때 소독 철저 및 출입구 소독조 운용 등 위생관리 철저

▶ 하절기 돼지질병 예방관리
�열사병 등 하절기 질병 예방을 위한 일반적인 방역관리
- 축사에 차양막을 설치하고 필요시 돼지에 수시로 냉수를 살포하여 열사병 예방
- 축사 내부가 통풍이 잘되도록 환풍기 설치∙가동
- 축사(벽, 지붕)에 단열재를 설치하여 실내 온도 유지
- 열사병 발생시 수액∙영양제 투여, 충분한 량의 신선한 물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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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콜레라
(생독)
돼지오제스키병
(생독)
돼지생식기호흡기
증후군(생독)
돼지생식기호흡기
증후군(불활화)

▶ 돈사 종류별 중점 방역관리 사항

�살모넬라증 및 대장균성 설사증 등 예방관리
- 돈사 내에 소독을 철저히 하고 청결을 유지
- 발병한 돼지는 격리하거나 치료하고, 위축돈은 도태하여 제거
- 돼지가 출하된 후 돈사에 대한 세척∙소독을 실시하여 건조시킨 다음 돼지 입식이 바람직함
(일정기간 경과 후 입식)

�임신한 모돈의 경우 유산, 사산이 있는지 관찰
�전염병으로 의심되거나 원인을 잘 모르는 증상을 보일 경우에는 즉시 신고

▶ 돼지 구입 시 확인사항
�판매농가의 주소, 성명을 확인하고 질병 발생상황을 파악

농림부 / 국립수의과학검역원

- 중개상인을 통하여 구입한 경우에는 중개상인의 주소와 차량 및 전화 번호 등 연락처를
반드시 확인∙기록

▶ 겨울철 돼지질병 예방관리
�동절기 질병 예방을 위한 일반적인 방역관리
- 추위를 막을 수 있도록 돈사 내 온도 유지
- 돈사에 발생한 탄산가스, 암모니아 가스 등이 환기될 수 있도록 적당한 통풍 실시
- 돈사 내 적당한 상대습도 유지
- 충분한 사료와 물 공급 및 영양관리 철저
- 소독조가 동결되지 않도록 주의하며, 주기적인 소독 실시
�돼지 호흡기질병 예방을 위한 방역관리
- 돼지의 비강점막이나 기관지점막을 자극하는 유해가스나 먼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축사의
적정한 온도, 습도 및 환기 관리 유지
- 스트레스 방지 및 돈사 내 공기오염을 막기 위하여 밀사 엄금

�구입 돼지에 대하여는 돼지콜레라 등 예방접종 사항과 검사내용을 확인
�구입한 돼지는 2주 이상 격리사육하면서 세밀히 임상관찰을 실시하여 이상여부를 확인

▶ 임상관찰 요령

- 이 기간에 필요한 예방접종과 구충 등을 실시

�행동이 활발하지 못하고 침울한 상태 또는 여러마리가 포개어 있거나, 기립이 어려운 개체가
있는지 등 외형적으로 관찰
�사료를 잘 먹지 않거나 음수량의 급격한 변화가 있는지 관찰

(3) 닭∙오리 사육농가

�정상체온보다 높은 개체가 있는지 관찰

▶ 소독시설 구비

�침, 코를 너무 많이 흘리거나 너무 적게 나오는지, 분변의 상태가 설사, 연변 또는 변비 등을
보이는지에 대하여 유심히 관찰
�입, 코, 유방, 발굽 주위 등에 수포 또는 딱지가 있는지 관찰

�300㎡ 이상의 가축사육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축주는 가축의 전염성질병이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소독설비를 설치하여야 함(법 제1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0조)
- 농장 출입구에 차량 및 물품을 소독할 수 있는 소독시설 설치
- 농장 또는 계사의 출입구에 방문자의 신발 등을 소독할 수 있는 소독조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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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만사는 청결하게 유지하고, 신생 자돈에 충분한 초유 급여
- 분만 전 모돈에 대장균 백신접종으로 자돈에 수동면역 부여
- 탈수 방지를 위한 전해질 공급
- 원인체인 대장균에 대한 약제 선발 및 3̃5일간 치료제 투여

�기침 또는 호흡수가 증가하거나 헐떡거리고, 복식호흡을 하는지 관찰

▶ 차단방역 요령
�농장 또는 계사에 출입하는 사람, 차량, 기자재 등에 대하여 철저하게 통제, 소독 실시
- 사료∙계란∙동물약품 운반차량, 닭 수송차량 및 일반 차량의 농장으로 이동과 농장 안에
서 이동의 통제와 제한
- 가급적 벌크 사료를 사용하며 운전자의 계사 출입을 통제

〈닭 질병별 예방접종 프로그램〉

농림부 / 국립수의과학검역원

- 농장관리인, 수의사 등 농장 상시 출입자에 대하여도 소독 철저

질병별
뉴캣슬병

�소독을 실시한 경우에는 소독기록부에 철저하게 기록하고 보존

전염성후두기관염

접종시기 및 접종방법
육계
1차:1일령(생독분무, 부화장)

산란계
1차:1일령(생독분무, 부화장)

종계
1차:1일령(생독분무, 부화장)

2차:10일령
(생독 분무/음수/점안)

2차:10일령
(생독분무/음수/점안)

2차:10일령
(생독분무/음수/점안)

3차:3주령
(생독 분무/음수/점안)

3차:3̃4주령
(생독분무/음수/점안)

3차:3̃4주령
(생독분무/음수/점안)

4차:7̃8주령
(생독라소타 혹은 불활화)

4차:7̃8주령
(생독라소타 혹은 불활화)

5차:산란4주전
(불활화 오일백신)
※위험농장은 1-7일령에 불활화 오일백신 추가접종
1차 : 4-6주(점안접종)
2차 : 12-16주령(점안접종)
※발생위험이 높은 농장은 2-3주령에 1차 점안접종

전염성기관지염

1일령(생독분무/점안)

전염성F낭병

1차 : 10-14일령(생독)
2차 : 3주령(생독)

1일령 (피하 또는 근육)
3주령 미만 : 단침 접종
※단침접종 시 10-14주령
에 쌍침으로 추가접종
3주령 이상: 쌍침 접종

마렉병

▶ 예방접종 요령

계두

�뉴캣슬병 등 닭 전염병의 예방을 위하여 백신의 특성에 따라 접종시기 및 횟수등을맞추어
철저한 예방접종 실시
�오리바이러스성간염 등 오리 전염병의 예방을 위하여 백신의 특성에 따라 접종시기 및
횟수 등을 맞추어 철저한 예방접종 실시

닭뇌척수염

1차 : 1일령(생독분무/점안)
2차 : 6-8주령(생독음수)
3차 : 산란4주전(불활화 오일)
1차 : 3주령(생독 음수)
2차 : 5주령(생독 음수)

5차:산란4주전
(불활화 오일백신)
1차 : 4-6주(점안접종)
2차 : 12-16주령(점안접종)
1차 : 1일령(생독분무/점안)
2차 : 6-8주령(생독음수)
3차 : 산란 4주전(불활화오일)
1차 : 10-14일령(생독)
2차 : 3-4주령(생독)
3차 : 시산4주전(불활화오일)
1일령 (피하 또는 근육)
3주령 미만 : 단침 접종
※단침접종 시 10-14주령
에 쌍침으로 추가접종
3주령 이상 : 쌍침 접종

※접종일령은 상황에 따라 변동가능하나 모기출현(하절기)이전 접종
10-12주령(생독 음수)
10-12주령(생독 음수)
※산란중이거나 산란개시 4주 이내에는 접종금지

가금티프스
※근거 자료출처 : 가축질병병성감정실시요령

1차 : 6주령(생균)
2차 : 18주령(생균또는불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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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사의 내∙외부를 정기적으로 소독을 실시하고 출입구에 소독조를 설치하여 방문자의
의복, 손, 신발 등에 소독 실시

▶ 닭∙오리 사육시 방역관리 주의사항
�동시 입추-출하(올-인 올-아웃)의 형태로 사육하고 일령이 다른 계군과는 합사되지 않도록 주의
�농장 내에 가급적 동일 축종만 사육하고, 야생조수가 계사 내 출입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차단
�농장은 다른 농장과 멀리 떨어진 곳에 위치하도록 하고 농장 주변에 울타리를 설치
�건강한 종계에서 생산된 병아리를 사육하여 수직전파(난계대 전염) 전염병을 예방

농림부 /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열사병 등 하절기 질병 예방을 위한 일반적인 방역관리
- 축사에 차양막을 설치하고 필요시 계사에 수시로 냉수를 살포하여 열사병을 예방
- 축사 내부가 통풍이 잘되도록 환풍기 설치∙가동
- 축사(벽, 지붕)에 단열재를 설치하여 실내 온도를 유지
- 열사병 발생시 영양제 공급하고, 충분한 량의 물과 영양분을 제공
�추백리 및 가금티프스 예방관리
- 양계장내 외부인∙차량 통제 및 소독 철저
- 성계와 병아리는 격리 사육
- 추백리∙가금티프스에 감염되지 않은 종계장으로부터 병아리를 구입하여 난계대전염병
감염을 차단
- 출처가 불분명한 중병아리 구입 금지
- 농장 내에 쥐가 서식하지 않도록 구서를 실시하고, 계사도구는 청결하게 유지하고 주기적으
로 소독을 실시
- 추백리∙가금티프스의 전염원인인 감염된 분변의 관리 철저
- 방역기관의 정확한 진단과 효과적인 약제를 선발하여 치료

▶ 겨울철 조류질병 예방관리
�동절기 질병 예방을 위한 일반적인 방역관리
- 추위를 막을 수 있도록 계사 내 적정 온도 유지
- 계사에 발생한 탄산가스, 암모니아가스 등이 배출되도록 환기관리 철저
- 계사 내 적정한 상대습도 유지∙관리
- 충분한 사료와 물 공급 및 영양관리 철저
- 소독조가 동결되지 않도록 주의하며, 주기적인 소독 실시

- 비강점막이나 기관지점막을 자극하는 유해가스나 먼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축사의
환기관리 철저
- 계사 내 분뇨는 수시로 제거하고 소독 실시
- 스트레스와 계사 내 공기오염을 막기 위하여 사육밀도가 높지 않도록 유지

▶ 임상관찰 요령
�행동이 활발하지 못하고 침울한 상태를 보이거나, 기립이 어려운 개체가 있는지
등 외부소견을 세밀하게 관찰
�급격하게 폐사가 늘거나 호흡기 증상을 보이는 개체가 있는지 관찰
�식욕부진을 보이거나 음수량의 급격한 변화가 있는지 관찰
�산란율 저하가 있는지, 정상 체온보다 높은 개체가 있는지 관찰
�분변의 상태가 설사, 연변, 녹색변 등이 있는지에 대하여 세심하게 관찰
�전염병으로 의심되거나 원인을 잘 모르는 증상을 보일 경우에는 즉시 신고

▶ 닭∙오리 및 종란 구입 시 확인사항
�판매농가의 주소, 성명을 확인하고 질병 발생상태를 파악
- 중개상인을 통하여 구입한 경우에는 중개상인의 주소, 전화 및 차량번호 등 연락처를
파악∙기록 유지
�구입 닭에 대한 뉴캣슬병 예방접종유무 확인(확인서)
�구입한 가금은 세밀히 임상관찰을 실시하여 이상여부를 확인

2. 축종별 사육농가 방역 준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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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절기 닭∙오리 질병 예방관리

�닭∙오리의 호흡기질병 예방을 위한 방역관리

�모기, 파리 등 해충과 쥐가 질병 전파 매개체로 작용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살충∙구서를
철저하게 실시

▶ 소독실시관련 규정

3 축산관련 시설

�가축사육 시설∙가축∙출입자∙출입차량 등 오염원에 대하여 소독을 실시하여야 함
(법 제17조, 제2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0조)
�소독실시 세부요령은“소독설비의운영및소독요령”
에 따라 실시
※소독을 미실시할 경우 3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토록 규정

(1) 축산관련 시설의 준수사항
▶ 소독시설 설비 대상

�소독실시 대상자는 소독사항을 기록하고 기록부는 1년간 보관(법 제17조 제5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0조제4항)
※소독기록부를 비치하지 않거나 허위로 기재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토록 규정

�축산물가공처리법에 의한 도축장 및 집유장의 영업자
�사료관리법에 의한 사료제조업자
�축산법의 규정에 의한 가축시장∙가축검정기관∙종축장 등 가축이 집합되는 시설 또는
부화장의 운영자

�차량이 출입하는 입구에 소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터널식 또는 고정식 소독시설을 갖추어야 함
※300̃1,000㎡ 가축사육시설은 출입구 전용 이동식 고압분무기로 대체가 가능

�소독약 보관용기, 소독약 희석용기 및 고압분무기를 갖추어야 함

▶ 소독요령
�시설 안과 밖을 주 1회 이상 주기적으로 소독을 실시
�외출 후 귀가 시에는 손과 신발을 반드시 소독을 실시
�농장 출입 시 반드시 깨끗한 의복을 갈아입고 축사 출입전에 소독을 철저하게 실시
�시설 또는 차량은 분변, 오줌, 사료 등을 철저히 청소를 실시한 다음 천정, 벽, 바닥 순서대로
축사를 소독하고 축사 출입구 및 주변지역 또한 빠짐없이 소독하여야 함
�소독약은 적정 농도를 유지하도록 하여야 하며, 희석배수를 반드시 지켜서 사용
2005

▶ 소독약품 안전사용 수칙

농림부 /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사용설명서를 충분히 읽어본 후 사용할 것

▶ 축산관련 시설의 차단방역 기본수칙
�축산관련시설에 출입하는 출입자 및 출입차량의 철저한 통제와 소독을 실시
�사육중이거나 계류 중인 가축에서 가축전염병이 의심되는 개체가 발견될 경우에는 시장/군수,
읍/면장, 국립수의과학검역원 등 관계기관에 즉시 신고

�성분이 서로 다른 소독약과는 혼합하여 사용하지 말고, 또한 동시에 병행하여 사용하지 말 것
※
“예”생석회(알칼리제제)를 도포한 곳에 산성제제의 소독약을 살포하지 않아야 함

�희석배수를 반드시 지킬 것
�소독약에 사람이 과다 노출시 즉시 물로 씻어 낼 것

3. 축산관련시설

※소독설비를 갖추지 않을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처분됨

▶ 소독설비 설치 공통기준

�차량 소독 시 창문을 완전히 닫은 후 실시하고, 차량 내부도 소독수건 등으로 소독할 것

�차량운전자의 손과 발 및 이들이 접촉하는 부위(운전대, 브레이크, 가속페달 등)도 소독

�소독약 살포에 따른 환경오염이 되지 않도록 조치할 것

�소독사항을 기록하고 소독기록부는 최종기재일로부터 1년간 보관

▶ 집유장

(2) 축산관련 시설의 개별 준수사항
▶ 도축장
가. 도축장의 소독관련 시설 개별기준
�가축∙식육 등의 운반차량을 세척∙소독할 수 있는 시설 설치
�소독약 보관용기 및 연결파이프
에는 겨울철 동파를 방지하기
위한 전기열선장치 등 설치
�관리사무실 등 차량운전자
또는 외부인이 출입하는
곳에는 출입자의 신발을
소독할 수 있는 소독조 설치

가. 집유장의 소독관련 시설 개별기준
�원유 수송차량을 세척∙소독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2대 이상의 고압분무세척기를 구비
�관리사무실 등 차량운전자 또는 외부인이 출입하는 곳에는 출입자의 손과 신발을
소독할 수 있는 소독조 설치
나. 소독실시 시기 및 주기
�원유 운반차량이 농장 방문 시 출입 전후에 소독 실시
�원유 운반차량에 대하여는 원유 하역후 세차∙소독 실시
�집유장 및 주변지역에 대하여 주 1회 이상 주기적 소독 실시

3. 축산관련시설

�가금류 도축장의 경우에는
가금류의 수송용기를 세척∙
소독할 수 있는 시설 설치

나. 소독실시 시기 및 주기
�가축이 집합하기 전과 도축 후에 소독을 실시
�가축이 집합되는 시설 또는 장소에 대하여 매일 1회 이상 소독을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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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도축장의 영업자의 준수사항
�도축장의 영업자는 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소독설비의
공통기준 및 개별기준에 따라 설비를 구비하여 매일 1회 이상 소독을 실시
�차량의 바퀴나 신발을 소독할 수 있는 소독조에는 차량의 바퀴나 사람의 장화가 잠길 수
있도록 소독약을 채우고, 2~3일마다 소독약을 갈아주고 소독조안의 오물을 수시로 제거

다. 집유장 영업자의 준수사항
�원유를 운송하는 차량이 시설내로 출입할 경우 세척 및 소독 실시

�가축을 운송하는 차량이 시설내로 출입할 경우 세척 및 소독 실시

�차량의 바퀴나 신발을 소독할 수 있는 소독조에는 차량의 바퀴나 사람의 장화가 잠길 수
있도록 소독약을 채우고, 2~3일마다 소독약을 갈아주고 소독조 안의 오물을 수시로 제거

�차체에 오물이 묻어 있는 경우 이를 제거하고 세차 실시

�차체에 오물이 묻어 있는 경우 이를 제거하고 세차 실시

�세차 후 차량의 하부∙측면∙상부 및 적재함에 대하여 소독 실시

�세차 후 차량의 하부∙측면∙상부 및 적재함에 대하여 소독 실시

�차량운전자의 손과 발 및 이들과 접촉하는 부위(운전대, 브레이크, 가속페달 등)도 소독
�소독사항을 기록하고 소독기록부는 최종기재일로부터 1년간 보관

▶ 사료제조업(공장)
가. 사료제조업의 소독관련 시설 개별기준
�사료 수송차량을 세척∙소독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2대 이상의 고압분무세척기를 구비
�관리사무실 등 차량운전자
또는 외부인이 출입하는 곳
에는 출입자의 신발을 소독
할 수 있는 소독조 설치
나. 소독실시 시기 및 주기
�사료 운반차량이 농장 방문
시 출입 전후에 소독 실시
�사료 운반차량에 대하여는
운송 후 세차∙소독 실시

다. 사료제조업자의 준수사항
�사료를 운송하는 차량이 시설내로 출입할 경우 세척 및 소독 실시
�차량의 바퀴나 신발을 소독할 수 있는 소독조에는 차량의 바퀴나 사람의 장화가 잠길 수
있도록 소독약을 채우고, 2̃3일마다 소독약을 갈아주고 소독조안의 오물을 수시로 제거
�차체에 오물이 묻어 있는 경우 이를 제거하고 세차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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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차 후 차량의 하부∙측면∙상부 및 적재함에 대하여 소독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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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내부에 소독수건 등으로 소독 실시
�차량운전자의 손과 신발 및 이들과 접촉하는 부위(운전대, 브레이크, 가속페달 등)도 소독
�소독사항을 기록하고 소독기록부는 최종기재일로부터 1년간 보관

가. 가축시장 및 가축검정기관의 소독관련 시설 개별기준
�관리사무실등차량운전자또는외부인이출입하는곳에는출입자의신발을소독할수있는소독조설치
�고압분무기 또는 연막소독기를 구비
나. 소독실시 시기 및 주기
�가축이 집합하기 전과 가축이 해산한 후에 소독을 실시
�가축 운반차량에 대하여는 하차 후 세차와 소독 실시
�가축이 집합하는 주변지역에 대하여 주 1회 이상 소독을 실시
다. 가축시장 및 가축검정기관 운영자의 준수사항
�가축을 운송하는 차량이 시설내로 출입할 경우 하역 후 세척 및 소독 실시
�차량의 바퀴나 신발을 소독할 수 있는 소독조에는 차량의 바퀴나 사람의 장화가 잠길 수 있
도록 소독약을 채우고, 2~3일마다 소독약을 갈아주고 소독조안의 오물을 수시로 제거
�차체에 오물이 묻어 있는 경우 이를 제거하고 세차 실시
�세차 후 차량의 하부∙측면∙상부 및 적재함에 대하여 소독 실시
�소독사항을 기록하고 소독기록부는 최종기재일로부터 1년간 보관

▶ 종축장
가. 종축장의 개별기준
�차량 또는 사람의 출입구에는 출입자의 신발 및 차량의 바퀴를 소독할 수 있는 소독조와
출입자가 옷을 갈아입고
세척∙소독할 수 있는
탈의실∙샤워장 및 소독실
구비
�관리사무실∙사료창고 및
각 축사의 출입구에는
출입자의 신발을 소독할
수 있는 소독조 설치
�당해 시설을 소독할 수
있는 2대 이상의 고압
분무기를 구비

3. 축산관련시설

�사료공장 및 주변지역에
대하여 주 1회 이상 주기적
소독 실시

▶ 가축시장 및 가축검정기관

나. 소독실시 시기 및 주기
�가축 운반차량이 농장 방문 시 출입 전후에 소독 실시

나. 소독실시 시기 및 주기
�부화를 위한 종란 운반차량이 농장 방문 시 출입 전후에 소독 실시

�가축 운반차량에 대하여는 가축 상차 후 소독, 하역 후 세차∙소독 실시

�종란 운반차량에 대하여는 종란의 상하차 후 세차∙소독 실시

�종축장 및 주변지역에 대하여 주 1회 이상 주기적 소독 실시

�부화하기 전과 부화한 후에 소독을 실시

다. 종축장 운영자의 준수사항
�종축장을 출입하는 사람∙차량을 철저하게 통제
�종축장 축사의 내∙외부를 정기적으로 소독하고 출입구에 소독조를 설치하여 방문자의 손,
신발, 의복 등에 소독 실시
�종축장을 출입하는 상시 출입자에 대하여도 소독 실시
�출입 차량에 대한 외부소독을 철저히 실시하고, 내부에 대하여도 발판, 운전대 등 오염 가능부분에
소독 실시

�부화장 및 주변지역에 대하여 주 1회 이상 주기적 소독 실시
다. 부화장 영업자의 준수사항
�부화장에 출입하는 사람∙차량 철저하게 통제
�부화장 내∙외부를 정기적으로 소독하고 출입구에 세면대와 소독조를 설치하여 방문자의
손과 신발을 세척∙소독 실시
�부화장을 출입하는 상시 출입자에 대하여도 소독 실시
�부화장에 출입하는 물품(기구 등) 및 부화용 란 운송차량에 대하여 소독 실시
- 가금류 수송용기는 차량에서 분리하여 오물을 제거하고 씻은 후 소독 실시

�종축장 및 주변지역에 대하여 주 1회 이상 주기적 소독 실시

�부화장 및 주변지역에 대하여 주 1회 이상 주기적 소독 실시

�축주 또는 관리자를 만나고자 할 경우에는 가급적 농장 밖에서 만나고, 종축장으로 들어올
때에는 농장 작업복으로 갈아입고 출입

�소독사항을 기록하고 소독기록부는 최종기재일로부터 1년간 보관

�소독사항을 기록하고 소독기록부는 최종기재일로부터 1년간 보관

▶ 부화장
가. 부화장의 소독관련 시설 개별기준
�관리사무실의 출입구에는 출입자의 신발을 소독할 수 있는 소독조 설치
�부화용 알 및 난좌(계란판)를 소독
할 수 있는 시설 설치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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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화실 및 병아리방의 출입구
에는 출입자의 손과 신발을
세척∙소독할 수 있는 세면대
와 소독조를 설치
�부화장 주변의 해충을 없애기
위한 고압분무기 또는 연막
소독기를 구비

▶ 가축분뇨 퇴비화 시설(비료제조업)
가. 비료제조업의 소독관련 시설 개별기준
�가축분뇨 및 이를 주원료로 하여 비료를 제조하는 업체는 수송차량을 세척∙소독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2대 이상의 고압분무기를 구비
�관리사무실 등 차량운전자 또는 외부인이 출입하는 곳에는 출입자의 신발을 소독할 수 있는
소독조 설치
나. 소독실시 시기 및 주기
�분뇨 또는 비료 운송차량이 농장 방문할 경우 방문시마다 반드시 소독 실시
�축분비료공장 및 주변지역에 대하여 주 1회 이상 주기적 소독 실시
다. 비료제조업자의 준수사항
�비료제조 시설에 출입하는 모든 사람과 차량을 철저하게 소독
�비료제조 시설 내∙외부를 정기적으로 소독하고 출입구에 소독조를 설치하여 방문자의
신발 등에 소독 실시
�비료제조 시설을 운영하는 종업원이 출입할 때도 소독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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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축산관련시설

�종축장에 출입하는 물품(기구 등) 및 사료∙원유∙동물약품 등 운송차량에 대하여 소독 실시

�비료제조 시설에서 사용되는 물품(기구 등) 등에 대하여 소독 실시
�비료제조 시설 및 주변지역에 대하여 주 1회 이상 주기적 소독 실시
�소독사항을 기록하고 소독기록부는 최종기재일로부터 1년간 보관

4 축산농가 출입차량
▶ 동물병원 및 사료판매상 등
가. 소독실시 시기 및 주기
�가축이 있는 시설 또는 장소를 출입하기 전과 후에는 사람∙차량에 대하여 반드시 소독 실시
�진료 또는 사료운송차량이 출입하는 시설 또는 장소에 대해서도 수시 소독 실시
나. 진료수의사의 방역 준수사항
�농가를 진료 차 방문할 경우에는 차량을 농가 외부에 주차
�농가 방문 시에는 방역복으로 갈아입고 손 등을 깨끗하게 세척하고 소독 실시

(1) 가축∙원유∙동물약품 등 운반차량 운전자의 방역의무
▶ 소독실시의 의무(법 제17조제3항)
�가축∙원유∙동물약품∙사료∙가축분뇨 등을 운반하는 자는 가축의 전염성질병이 발생하
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운반 차량에 소독을 실시하여야 함(법 제1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0조)
- 세부 소독요령은“소독설비의운영및소독요령”
에 따라 실시
※소독을 실시하지 않을 경우 300만원의 과태료 처분됨

�진료 후에는 손을 씻고 소독해야 하며, 일회용 방역복과 장갑 등은 다른 장소가 오염되지
않도록 소각 또는 매몰 조치
�타고 온 차량의 내∙외부를 철저하게 소독
�진료 등의 목적으로 다른 농장을 방문할 경우 상기 내용을 반복하여 준수

4. 축산농가 출입차량

다. 사료판매상의 방역 준수사항
�농가에 방문할 경우 출입 전∙후에 운반차량 소독 실시
�사료운반 시 가축을 사육하는 축사에 들어가지 않도록 함
�만약 사육가축과 접촉된 경우에는 손을 깨끗하게 세척하고 소독 실시
2005

�차체에 오물이 묻어 있는 경우 이를 제거하고 세차를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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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차 후 차량의 하부∙측면∙상부 및 적재함에 대하여 소독 실시

▶ 역학조사 협조의무
�가축전염병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어 역학조사를 실시할 경우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방해 또는 회피하여서는 아니 됨(법 제13조)
※역학조사를 거부∙방해∙회피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처분됨

▶ 기록관리 의무
�소독실시기록부를 작성∙비치하고 보관하여야 함(법 제17조제5항)
- 최종 기재일로부터 1년간 보관하여야 함(동법 시행규칙 제20조제4항)
※소독기록부를 비치하지 않거나 허위로 기재한 경우 200만원의 과태료 처분

▶ 소독약품 안전사용 수칙
�사용설명서를 충분히 읽어본 후 사용할 것
�성분이 서로 다른 소독약과는 혼합하여 사용하지 말고, 또한 동시에 병행하여 사용하
지말것
`※“예”생석회(알칼리제제)를 도포한 곳에 산성제제의 소독약을 살포하지 않아야 함
�희석배수를 반드시 지킬 것

(2) 소독실시 요령
▶ 소독실시 요령
�가축사육시설, 가축이 집합되는 시설 또는 장소에 출입할 때 마다 차량에 대한 소독을 실시
�농가에 방문할 경우 출입 전∙후에 운반차량 소독 실시

�소독약에 사람이 과다 노출시 즉시 물로 씻어 낼 것
�차량 소독 시 창문을 완전히 닫은 후 실시하고, 차량 내부도 발판∙운전대∙좌석등
오염가능 부분을 소독할 것
�소독약 살포에 따른 환경오염이 되지 않도록 조치할 것

�가축∙원유∙동물약품∙사료∙가축분뇨 운반 시 가축을 사육하는 축사에 들어가지 않도록 함
�만약 사육가축과 접촉된 경우에는 손을 깨끗하게 세척하고 소독 실시
�차체에 오물이 묻어 있는 경우 이를 제거하고 세차를 실시
�세차 후 차량의 하부∙측면∙상부 및 적재함에 대하여 소독 실시
�소독사항을 기록하고 소독기록부는 최종기재일로부터 1년간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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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1】

농림부고시 제2004-9호 (04. 3. 11)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7조, 제2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소독설비의운영및소독요령”
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소독설비의운영및소독요령

“축산 사업장별 방역지침

은 축산농가 등

제1장 /

� � �

사업 경영자

스스로가 지켜 나가야 합니다

”

총 칙

제1조(목적) 이 요령은 가축전염병예방법(이하“법”
이라 한다) 제17조, 제25조 및 동법시행규칙
(이하“시행규칙”
이라 한다)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소독설비의 운영 및 가축방역을 위하여 긴급을
요하는 경우의 소독요령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가축전염병이 발생하거나 퍼지는 것을
막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005

제2조(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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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소독”
이라 함은 시행규칙 제20조제2항 별표 2의 소독목적물별∙소독대상별 소독방법에 따라
가축전염성질병의 병원체를 사멸시키기 위하여 약물∙훈증∙증기∙물끓임∙발효∙자외선
등의 방법을 적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소독시설, 분무소독시설, 고압분무기, 연막소독기, 소독조 이외에 세척시설, 소독약보관용기∙
희석용기, 탈의실, 샤워장, 소독실 및 동파방지장치(전기열선장치) 등을 포함한다

소독설비의운영및소독요령

2.“소독설비”
라 함은 시행규칙 제20조제1항 별표 1의 개별시설별로 갖추어야 할 터널식∙고정식

제2장 /

소독설비의 운영 및 관리

제3조(소독설비 및 소독실시 의무) 법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소독설비를 갖추어야 하는 자 및
소독을 실시하여야 하는 자는 가축전염성질병이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시행규칙

제3장 /

가축방역을 위하여 긴급을 요하는 경우의 소독요령

제6조(적용범위) 이 장은 가축전염병이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동제한을 실시한 지역과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축을 살처분한 가축사육시설에 적용한다.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소독설비를 설치하고 당해 시설∙가축∙출입자∙출입차량 등 오염원에
대하여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4조(소독실시기록부의 기록∙보관) 시장∙군수또는자치구의구청장(이하“시장∙군수”
라한다)
은 소독을 실시하여야 하는 자에 대하여 법 제17조제5항 및 시행규칙 제20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소독실시기록부를 기록하도록 하고 이를 최종 기재일
부터 1년간 보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가축사육시설에 대한 조치) ①시장∙군수는 가축전염병이 발생하여 가축을 살처분한
가축사육시설(이하“발생농장”
이라 한다)에 대하여 가축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이하“소유자등”
이라 한다)로 하여금 소독을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가축사육시설의 여건이 소유자
등에 의한 효과적인 소독이 어렵거나 오염원을 신속히 제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군수가 주관하여 수행할 수 있다.
②시장∙군수는 발생농장내 출입구를 1개소로 제한하여 가축방역관으로 하여금 출입차량 및

제5조(지도점검) ①시장∙군수는 법 제1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축방역관 또는 가축방역사로
하여금 관할지역의 가축사육시설∙도축장등에대하여별표1의기준에의한소독설비및소독실시여부와

출입자에 대한 통제를 실시하도록 하고, 소유자등으로 하여금 소독조, 샤워장 및 소독기구 등
기본적인 소독설비와 소독실시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소독실시기록부의 기록∙보관 여부 등 소독실태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②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독실태 점검결과
2005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소독설비 및 소독실시 관련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법 제60조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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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점검결과 및 과태료 부과에
관한 사항을 법 제5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농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이동통제초소의 운영) ①시장∙군수는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발생농장을 중심
으로 일정한 범위를 정하여 이동제한지역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가축 등 이동제한 대상물건의
이동을 통제하기 위하여 이동제한지역내 주요도로에 이동통제초소를 설치하고, 통행차량중
가축∙원유∙동물약품∙사료∙가축분뇨 등을 운반하는 차량에 대하여 소독을 실시할 수 있다.
②시장∙군수는 이동통제초소를 운영할 경우에는 소독의 효율성과 통행차량의 안전을 위하여
서행을 유도할 표지판과 과속방지턱을 설치하고, 겨울철 결빙 방지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소독설비의운영및소독요령

[별표 1]

제9조(소독 미실시 차량의 통행제한 등) ①시장∙군수는 이동통제초소에서 가축∙원유∙동물
약품∙사료∙가축분뇨 등을 운반하는 자가 운반차량에 대하여 법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소독을

소독설비 및 소독실시 점검요령(제5조제1항관련)
1. 소독설비대상별 소독실시기준
설치기준

실시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법 제1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별지 제2호서식의 소독실시

소독설비대상

기록부를 제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차량 출입구 �차량∙사람 출입구 소독조
에 터널식 -1000㎡이상 가축사육시설은 사람 옷 등을
가축사육시설
소독할 수 있는 분무용 소독시설 또는 고압분무기
(300㎡이상)
또는 고정식
�관리사무실∙사료창고∙축사출입구 소독조
소독시설

②시장∙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소독실시기록부를 확인한 결과 소독을 실시하지 않았거나
소독실시기록부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는 법 제60조제2항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에 처하고, 법 제19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해당차량의 통행을 제한할 수 있다.

도축장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요령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고시의 폐지)
이 요령의 고시와 동시에“가축수송차량등에대한소독실시요령

집유장

공통기준

-300~1000㎡
가축사육 시설
은 출입구
전용 이동식
고압 분무기
설치로 대체
가능

개별기준

�가축∙식육 운반차량 세척∙소독시설
�소독약 보관용기∙연결파이프의
동파방지장치(전기열선장치)
�외부인 출입구 소독조
�가금류 수송용기 세척∙소독시설
(가금류도축장에 한함)
�원유수송차량 세척∙소독시설
혹은 고압분무기(2대이상)
�외부인 출입구 소독조

�사료수송차량 세척∙소독시설 혹은
�소독약 보관 고압분무기(2대이상)
용기, 소독약 �외부인 출입구 소독조
희석용기 및 �출입자 소독조
가축시장
고압분무기 �고압분무기 또는 연막소독기
�출입자 소독조
가축검정기관
�고압분무기 또는 연막소독기
사료공장

(농림부고시 제1998-5호, ’
98.2.2)”
은 이를 폐지한다.

소독실시기준
주1회 이상 시설∙장소 소독
(300㎡미만 가축사육시설 포함)
계류장∙작업실등 도축작업과 직접
연관되는 장소는 매일 청소∙소독
실시

주1회 이상 시설∙장소 소독

주1회 이상 시설∙장소 소독

주1회 이상 시설∙장소 소독
가축집합 전∙후 시설 소독
가축집합 전∙후 시설 소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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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화장

�출입자 소독조
�부화용 알 및 난좌 소독시설
�부화실∙병아리방 출입구 소독조
�고압분무기 또는 연막소독기

알 부화 전∙후 소독

�가축분뇨∙축분비료 수송차량 세척∙소독시설
혹은 고압분무기(2대이상)
�출입자 소독조

주1회 이상 시설∙장소 소독

축분비료공장
가축∙원유∙
동물약품∙사료∙
분뇨 운반차량

가축사육시설 등 출입시
차량 소독

<비 고> 소독실시 공통기준 : 소독설비대상별 소독실시기준에 따라 소독을 실시하고, 각 시설은 출입자 및 출입차량 등 오염원에
대한 소독 실시

소독설비의운영및소독요령

종축장

�차량∙사람 출입구 소독조
�출입자 옷 세척∙소독을 위한 탈의실∙샤워장∙소독실
주1회 이상 시설∙장소 소독
�관리사무실∙사료창고∙축사출입구 소독조
�시설소독을 위한 고압분무기(2대이상)

[별지 제1호서식]

소독실시기록부(가축사육시설 등)
2. 소독점검대상 및 점검요령
점검대상

점검범위
소

가축사육시설

점검주체

사육규모 50두 이상

돼지

사육규모 1,000두 이상

닭

사육규모 20,000수 이상

점검요령

시장∙군수

점검대상 사육시설을
분기별로 균분하여
연간 1회 이상 점검

도축장

축산물가공처리법에 의한 도축장

시장∙군수

분기별 1회 이상 전 도축장 점검

집유장

축산물가공처리법에 의한 집유장

시장∙군수

분기별 1회 이상 전 집유장 점검

사료공장

사료관리법에 의한 사료제조업체

시장∙군수

분기별 1회 이상 전 사료공장 점검

가축시장

축산법의 규정에 의한 가축시장

시장∙군수

분기별 1회 이상 전 가축시장 점검

축산법의 규정에 의한 가축검정기관

종축검정기관

분기별 1회 이상 자체점검 실시

종축장

축산법의 규정에 의한 종축장

시장∙군수

분기별 1회 이상 전 종축장 점검

부화장

축산법의 규정에 의한 부화장

시장∙군수

분기별 1회 이상 전 부화장 점검

축분비료공장

비료관리법 규정의 적용을 받는
가축분뇨를 주원료로 하는
부산물비료 생산시설

시장∙군수

분기별 1회 이상 전 축분비료공장 점검

가축∙원유∙
동물약품∙
사료∙분뇨
운반차량

도축장∙집유장∙사료공장∙축분비료
공장 등이 운영하는 해당 목적의 차량

시장∙군수

도축장∙집유장∙사료공장∙축분비료공장 등
점검시 해당 시설별 관련차량 점검

가축검정기관

대표자
(소유자 또는 관리자)

시 설 명

소 재 지

(전화 :

)

소독실시상황
연월일

소독실시대상
(차량번호)

소독종류

소독약품

소독장비

소 독
실시자

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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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독설비의운영및소독요령

<비 고> 상기 점검대상 이외에 점검이 필요한 시설∙차량에 대하여는 시장∙군수가 가축방역상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점검
실시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부 록 2】
《 시∙도가축방역기관 연락처 》

[별지 제2호서식]

소독실시기록부(운반차량)
차량의 종류

기 관 명

주

소

농 림 부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차고 소재지

(전화 :

)

소독실시상황
소독장소

소독종류

소독약품

소독장비

FAX
052
FAX

229-5241
229-5249

울산광역시

031
FAX
031
FAX

294-6762
249-6762
292-9215
635-3680
636-3676

수원, 안양, 안산,
과천, 오산, 시흥,
군포, 의왕, 화성
성남, 하남, 여주,
광주, 이천

031
FAX
031
FAX
031
FAX
031
FAX

985-4020
985-4028
651-2037
651-1614
874-2804
876-2805
593-4011
-4012

부천, 광명, 고양,
파주, 김포
용인, 평택
안성
의정부, 동두천,
양주, 연천, 포천
남양주, 구리,
가평, 양평

FAX
031
430-824
FAX
02

차 량 번 호

소 독
실시자

비 고

2005

서울특별시
보건환경연구원
축 산 물 부
부산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
축산물위생검사소
대구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
가축위생연구부
인천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
가축위생시험소
광주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
가축위생연구부
대전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
가축위생연구부
울산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
가축위생시험소

농림부 / 국립수의과학검역원

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137-130
FAX
051

부산 북구 금곡동 490-1

616-130
FAX
053

대구 수성구 지산동 777
(구내전화 : 600,620,610,
611,612,623,621,622번)

706-090

인천 서구 가좌1동 583-1

404-251

FAX
032
FAX
062

광주 북구 본촌동 379-2

502-240
FAX
042

대전 유성구 구성동 21-1

305-338

울산 울주군 삼남면 방기리 26-3

689-813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금곡동 746-15

441-460

동부지소

경기도 이천시 진리동371-4

467-060

서부지소

경기도 김포군 김포읍 장기리 348-10 415-800

남부지소

경기도 안성시 공도면 만정리 424-57 456-820

북부지소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1동 617

480-101

동북부
지 소

경기도 남양주군 회도읍 가곡리
산107-3

473-840

전국

전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강화, 검단

광주

대전

소독설비의운영및소독요령

축
경산
위
기생
연
도구
소

소

서울 서초구 양재동 202-3

관할지역

500-1942
500-1943
504-0908
467-1713
467-1851
467-1853
467-1956
570-3430-9
-3235-9
570-3206
331-5012
888-6819
338-8266
760-1300
1304
760-1333
575-7738/9
572-3145
576-7785
571-0497
0498
571-0496
863-6295/6
-5644
863-6294

427-719

차량의 소유자

차량의 용도

전화
DDD
번 호
02

농
림
부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6동 480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연월일

우편번호

기 관 명

주

본

강원도 춘천시 신북읍 신천리 727

가
강축
위
원생
시
도험
소

축
충산
청위
북생
도연
구
소

동부지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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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원주시 반곡동 1098-2

중부지소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종부리 508-153

북부지소

강원도 속초시 장사동 649-3

본

충북 청주시 상당구 내덕1동 344-53

소

북부지소

충북 충주시 금릉동 187-12

제천지소

충북 제천시 고양동 145-20

남부지소

충북 영동군 영동읍 동정리 39

소

충남 홍성군 금마면 송강리 52-1

아산지소

충남 아산군 배방면 세교리 432-1

공주지소

충남 공주시 금홍 190-10

당진지소

충남 당진군 용연리 854

우편번호

전화
DDD
번 호

033
FAX
210-180 033
FAX
220-170 033
FAX
033
232-800
FAX
033
217-130
FAX
043
360-171
FAX
043
380-230 FAX
043
390-090
FAX
043
370-800
FAX
041
350-820
FAX
041
337-850
FAX
041
314-140
FAX
343-800 041
FAX
200-150

태안지소

충남 태안군 태안읍 인평리 213-1

357-908

041
FAX

부여지소

충남 부여군 부여읍 쌍북리 89

323-800

본

전북 전주시 완산구 효자3동 1052-1

560-240

남원지소

전북 남원시 식정동 475-1

590-230

정읍지소

전북 정읍시 북면 한교리 1572-1

582-810

익산지소

전북 익산시 월성동 309-7

570-390

장수지소

전북 장수군 장계면 금덕리 637

597-800

041
FAX
063
FAX
063
FAX
063
FAX
063
FAX
063
FAX

소

243-9581-3
243-9584
647-6465/6
647-6405
761-1880/1
-1890
332-6926
333-5302
636-8581
636-8582
220-5621/3
220-5629
853-5500
220-5646
220-5647/8
220-5649
220-5641/2
220-5643
631-3091
631-3092
548-2950
540-2567
881-0127
850-4689
352-4056
352-4055
675-4349
675-4348
833-8610
830-2598
220-6520
220-6511
635-5777
635-5778
535-3526
535-9118
834-4918
834-4916
352-9876
352-9877

관할지역
춘천, 철원,
화천, 양구
강릉, 동해,
삼척, 태백
원주, 홍천, 횡성
영월, 평창, 정선
인제, 고성,
속초, 양양

기 관 명
축산기술
축
전산
라기
남술
도연
구
소

주

소

우편번호

광주시 광산구 복룡동 89-5

506-555

동부지소

전남 순천시 가곡동 974-1

540-080

남부지소

전남 강진군 강진읍 서성리 71

527-800

연구소본소

청주, 청원
충주, 음성
제천, 단양
보은, 옥천, 영동
보령, 청양, 홍성
천안, 아산

본 소
가
경축
상위
북생
도시
험
소

공주, 금산, 연기

대구광역시 북구 학정동 859-3

702-210

북부지소

경북 안동시 용성동 458-11

760-803

동부지소

경북 경주시 동천동 143

780-933

서부지소

경북 상주시 외답동 476-1

742-320

본 소

경남 진주시 초전동 423

660-360

중부지소

경남 창원시 용호동 5-1

641-041

북부지소

경남 합천군 합천읍 합천동 307-1

678-800

남부지소

경남 통영시 도산면 원산리 900-1

650-810

예산, 당진
서산, 태안
논산, 부여, 서천
전주, 완주,
김제, 부안
남원, 임실, 순창
정읍, 고창

축
경산
상진
남흥
도연
구
소

군산, 익산
제주도
무주, 진안, 장수

가축방역위생연구소

제주시 노형동 315-7

690-180

전화
DDD
번 호

관할지역

062

나주, 장성,

941-2577/8

FAX

-3667

담양, 곡성

061

755-6396

순천, 여수, 여천,

FAX

751-1045

구례, 승주, 광양

061

432-8938

강진, 영암, 해남,

FAX

434-8171

완도, 진도, 장흥

053

326-0011-3

FAX

-0014

054

850-3285

안동, 영주, 의성,

FAX

-3289

청송, 영양, 봉화

054

748-6684

경주, 포항, 영덕,

FAX

748-6685

울진, 울릉

054

533-1751/2

김천, 상주,

FAX

532-4966

문경, 예천

055

750-6338

진주, 사천, 산청,

FAX

750-6339

하동, 함안, 남해

055

211-5773

창원, 밀양, 진해,

FAX

-5779

055

931-3245

합천, 거창, 의령,

FAX

930-3382

창녕, 함양

055

646-4395

통영,거제,

FAX

640-4987

고성, 마산

064

741-3554

FAX

-3572

구미, 칠곡, 군위,
성주, 고령, 경산,
영천, 청도

김해, 양산

제주

소독설비의운영및소독요령

축
전산
라진
북흥
도연
구
소

강원도 강릉시 장현동 74-7

남부지소

본
축
충산
청위
남생
도연
구
소

소

소

축산사업장별 방역지침서 작성 참여자
소속

직급

성명

비고

질병방역부

질병방역부장

이주호

총괄관리

방역과

방역과장

임경종

실무 총괄관리

방역과

수의사무관

김도순

총괄계획

방역과

수의주사

장재홍

담당실무

방역과

수의주사

최충렬

담당실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