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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수산용 의약품의 목록을 데이터베이스 화 한 어류약물정보시스템엔 상품명, 상어종, 유효성분, 제조회

사명, 응증(질병) 등 약물에 한 다양한 자료와 제조회사정보, 식품의 기   규격에 한 자료가 들어

있다. 한 추후에는 어류 질병에 한 상세 자료를 데이터베이스 화 한 어류질병정보시스템을 구축할 것이

다. 따라서 약물정보시스템과 질병정보시스템을 근간으로 한 어류질병 별시스템에서 질병 정 후 치료에 

필요한 처방  발행과 약품 주문 등에 응용 활용할 것을 제안한다.

ABSTRACT

Database System of approved fish drug products was consisted of trade name, species, ingredients, sponsor, disease, dose forms, 

drug forms, indication, law and so on. Also in addition, we will develope the database system for fish disease information. So we 

propose to expand and practice for publishing a medical prescription and making an order of drug by Fish Disease Distinction 

System which is based on drug information system and disease information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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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동물용 의약품에 한 자료를 웹 기반 정보 시스템

으로 제공하고 있는 외국 사례를 살펴보면 미국의 동물

용 의약품 정보시스템은 Green book(FDA approved 

animal drug products를 수록하고 있는 동물용 의약품 

정보 집)의 e-Book본을 FDA의 center for veterinary 

drug 의 웹 사이트에서 이용가능하게 내용을 온라인 데

이터베이스로 제공하고 있으며, 미국의 DAAD (Data-

base of approved animal drug products)는  제조/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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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명, 상품 명, 성분명, 상동물, 응증 등 다양한 

방면의 키워드로 검색가능하며, 약품 정보로는 상품명, 

제조/ 매회사명, 유효성분, 상동물, 약물투여경로, 

용법, 제형, 상동물별 휴약기간, 련 법령에서 정한 

세부사항( 상동물별 응증, 용법  용량, 사용상 주

의사항), 최  잔류 허용치, ADI (acceptable daily 

intake) 등을 제공하고 있다[1].

유럽에서는 EU의 소속기구인 European medicines 

agency의 웹 사이트 (http://www.emea.eu.int/)에서 동

물용 의약품에 한 승인동물약품목록(상품명), 최 잔

류허용치, 련 규정 등을 제공하고 있다. 미국의 시스

템에 비해 사용자 측면에서 불편하다.

그리고 일본은 농림수산성 동물의약품검사소의 웹 

사이트(http://www.nval.go.jp/)에서 동물용 의약품의 

상품명, 제조/ 매회사명, 주성분명, 상동물명  약

효분류 정보를 제공하고 있고 일본어로 만 정보가 제

공되는 것이 단 이라 할 수 있다. 

재 우리나라의 동물의약품에 한 자료를 데이터베

이스화하여 서비스하는 곳은 두 곳이다. 하나는 한국동

물약품 회 사이트(http://kahpa.or.kr/), 다른 하나는 동우

컴퓨터의 동물약품편람 사이트(http://lwoffice.co.kr/kvpd)

가 이에 해당된다. 물론 둘 다 문 인 어류 용 약물

정보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은 아니고 큰 틀인 동물약품 

안에 포함되어 있다.

사단법인 한국동물약품 웹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기

능은 제품명으로만 약물정보를 검색 하도록 하고 있

다. 이는 보여 주는 정보도 제품명, 제조/ 매회사, 

연락처가 부이다. 반면 동우컴퓨터의 동물약품 편람 

웹 사이트는 제품번호, 업체명, 제품명, 허가일자, 취소

일자, 약효분류, 원료약품  분량, 성상, 제조방법, 효

능  효과, 용법  용량, 포장단 , 장방법  유효

기간, 주의사항 등의 정보가 상세히 들어 있지만 품목

을 검색하기 해 정보 이용료를 지불해야 되고 폐쇄

인 단 이 있다.

그러나 동물약품편람 사이트는 친환경어류양식연구

센터에서 어류 약물정보시스템을 구축 시작하기  조

사 단계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사이트 다. 따라서 본 

센터에서 단하기엔 약품을 사용하는 주체인 양식어

민, 수산질병 리사, 수의사, 동물약품업자 등이 필요로 

하는 상세 약품정보가 들어가는 시스템의 개발은 필수 

불가결한 사항 이 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어류 약물에 한 자료를 분

류 수집 규격화하고 데이터베이스화하여 검색시스템을 

구 하는 것에 의미 있는 일로 단했고, 질병정보․

상어종 정보 등을 약물정보와 련시켜 데이터베이스

화하고 시스템화 하는 일을 시작했다.

Ⅱ. 어류약물정보시스템 구

재 우리나라에서 허가/유통되고 있는 수산용의약

품 목록 구축 작업과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서 리하

고 있는 수산용 의약품의 허가 당시 자료 수집  정리

의 필요성은 어류 약물정보시스템 구축 작업의 모태가 

되었다[2][3].

어류약물 정보를 수집하여 데이터베이스 화 하고 

한 웹상에서 사용자들이 어류 약물 정보를 자유롭게 검

색할 수 있도록 Web 2.0을 기반으로 한 어류약물정보

시스템을 개발하 다. 이는 상품명, 유효성분(한 ), 유

효성분( 문), 제조회사명, 상어종, 상 질병 등으로 

검색 가능하여 약물에 한 상세 정보를 열람해 볼 수 

있다.

2.1 자료 수집

수산용 의약품의 자료를 상품명, 유효성분(한 ), 유

효성분( 문), 제조회사명, 상어종, 상질병, 용법

용량, 휴약기간, 최 잔류허용치, 주의사항 등으로 구분

하여 정리하는 표  규정을 정하고 자료 수집 작업이 

이루어 졌다. 

우리나라에서 허가/유통되고 있는 수산용 의약품의 

목록을 수집 분류하여 약품 사용의 주체인 양식어민, 

수산질병 리사, 수의사, 동물약품업자 등이 필요로 하

는 사용자 친근성 있는 시스템을 구 하기 한 기 

단계이다. 

2.2 데이터베이스 화 작업

약물정보시스템을 데이터베이스화하기 해 약물테

이블, 제조회사테이블, 련규정 테이블을 생성하고 자

료 형  크기를 설정하 다. 각 테이블의 주요 구성 항

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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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약물정보 테이블 목록과 구성항목

Fig. 1 Fish drug information

tables and attributes

2.3 WEB2.0 기반 검색 시스템 구

구축된 약물정보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여 자료를 

자유롭게 조회할 수 있도록 구성한 WEB2.0 기반 약물

정보 시스템의 구성  구 된 화면 이미지 이다.

2.3.1 시스템 사양

WEB2.0 기반 어류약물정보시스템의 개발 언어  

사용된 DBMS, 장비 기종의 리스트이다.

표 1. 시스템 사양

Table 1. System Specification

구분 기종/버

하드웨어 LG IBM xSeries220

운 체제 Linux redhat 9.0

DBMS MYSQL 4.0.20

웹서버 Apache 2.0.49

개발언어 PHP 4.3.6

2.3.2 약물정보 검색화면

검색 항목인 상품명, 유효성분, 제조회사명, 상어

종, 질병 등으로 자료를 검색할 수 있다. 그림 2는 체 

자료  제조회사가 “ 한뉴팜”인 약물을 검색 한 화면

이다.

이 때 상품명을 클릭하면 해당상품에 한 상세 자

료를 볼 수 있고 제조회사명을 클릭 시는 해당 홈페이

지로 이동 하게 된다. 수정버튼을 클릭하면 해당 약물

의 자료를 수정 할 수 있고 삭제 버튼을 클릭 시는 해

당 약물 자료를 삭제 가능하다. 물론 이 기능은 약물정

보시스템의 리자 권한 인증자만 수정, 삭제, 등록이 

가능하다. 한 우측 상단의 엑셀 아이콘을 르면 검

색 된 자료를 엑셀 형태의 자료로 다운 받을 수 있다. 

그림 2. 약물정보 검색 화면

Fig. 2 Fish drug information retrieval interface

2.3.3 상세보기

해당 상품명을 클릭 하여 표시되는 어류 약물정보의 

상세보기 화면이다. 이때 최  잔류 허용치에 련 내

용이 있으면 련 규정 보기 링크를 통해 고시된 규정 

내용을 열람해 볼 수 있다.

그림 3. 상세보기 화면

Fig. 3 information interf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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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4 약물정보 입력화면

약물정보 입력 화면이다. 리자 인증 권한이 있는 사

용자가 분류 수집된 자료를 규격별로 등록할 수 있는 폼

이다. 신규 취합된 자료를 추가하고자 할 때 이용한다

[4][5].

그림 4. 약물정보 입력 화면

Fig. 4 Fish drug information input interface

2.3.5 약물정보 수정화면

약물정보 수정 화면이다. 등록된 자료의 수정이 필요

한 경우 자료를 수정 가능하게 하는 화면이다. 

그림 5. 약물정보 수정 화면

Fig. 5 Fish drug information modify interface

2.3.6 약물정보 삭제 화면

약물정보 삭제 화면이다. 등록된 자료의 삭제를 요할 

때 사용하는 기능이다. 메시지를 확인 후 확인 버튼을 

르면 해당 자료가 DB에서 삭제 처리 된다.

2.3.7 일  입력화면

약물정보 자료를 기 제공되는 표  엑셀 양식에 의

하여 자료를 작성하여 업로드 하면 한번에 여러 개의 

자료를 일  입력 할 수 있는 화면이다.

그림 6. 일 자료 입력 화면

Fig. 6 Batch input interface

2.3.8 제조회사정보 검색화면

수산의약품 제조회사의 정보를 검색 할 수 있고 련 

자료를 엑셀로 받을 수 있는 기능이 들어 있다. 자료의 

수정, 삭제는 리자 인증을 득한 사용자만 가능하다.

그림 7. 제조회사정보 검색화면

Fig. 7 Retrieval by produc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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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어류약물정보시스템의 확장  응용

어류 약물정보와 연계하여 어류 질병에 한 상세 

자료를 규격화 하여 데이터베이스 화 할 필요가 있다. 

이는 약물정보와 질병정보를 근거로 질병을 별할 수 

있는 어류질병 별 시스템의 기반이 될 수 있기 때문이

다. 이를 통해 처방  발행  약품 주문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6].

3.1 확장 응용 구성도 

약물정보 조회 시 해당 질병에 한 상세 자료를 조

회 가능토록 하고 수산질병 문가의 경험을 로세스 

한 어류질병 별 시스템에선 질병 정, 처방  발행, 

약품 주문 등에 약물정보, 질병정보가 기본 정보가 되

도록 구성하는 그림이다. 

그림 8. 확장 응용 구성도

Fig. 8 Interfaces with applications

3.2 어류질병정보시스템 자료 규격화

약물정보와 연동될 수 있도록 질병에 한 상세 정

보를 규격화하고 표 화하여 데이터베이스 화 하는 작

업이다. 이는 수산질병 리사, 수산 질병 리원 담당자

들과 충분한 의 하에 자료의 수집 등이 이루어 질 필

요가 있다. 아래 그림을 통해 질병정보에 한 구성항

목을 나열하 다.

그림 9. 질병정보 구성항목

Fig. 9 Attributes of fish drug information

3.3 정보시스템의 연계

어류 양식에 필요한 약물정보와 질병정보를 근간으로 

어류약물정보시스템과 어류질병 별 시스템의 연계가 

가능하다. 한 더 확장 연계해 간다면 어류양식 환경

이력 리 시스템에서도 목 가능하다. 따라서 1차 산

업인 수산물 양식업에 IT 기술을 목하고 활용할 수 

있는 연구는 꾸 히 추진되어야 할 과제이다. 다음은 

상기반 어류질병 별 시스템에서 질병 별 후 치료

에 필요한 약물정보를 출력하는 화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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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정보시스템의 연계

Fig. 10 Interconnection with information system

Ⅳ. 결 론

정부의 기르는 어업 즉 양식어업의 략  육성을 

통한 수산물 고품질의 략에 응하고 소비자의 안

한 수산물 요구에 부합되기 해선 1차 산업인 수산업

과 첨단 IT 산업의 융합으로 안 한 고품질의 수산물의 

생산 인 라를 제공할 수 있다. 따라서 고부가 가치 안

한 수산물 생산을 한 기본 정보 인 라에 재 우

리나라에서 허가 유통되고 있는 수산용의약품 목록을 

데이터베이스 화 하여 서비스하는 작업은 반드시 필요

한 일이 다.

수산용 의약품에 한 정보는 지속 으로 추가 갱신

하여 어류 약물정보시스템을 보완해 가야 할 것이며 질

병에 한 상세 자료도 규격화 표 화하여 데이터베이

스 화 되어야 한다. 이는 어류질병 별시스템의 기본 

참고 자료가 될 수 있으며 친환경어류 양식연구센터에

서 추진하는 양식 환경 이력 리시스템에도 요 자료

로 이용된다.

한 더 나아가 어장이력, 어류이력, 약물정보, 질병정

보, 질병 별 등의 시스템을 연계하고 자료를 축 하면 

국내 양식 환경과 어종에 맞는 양식 환경모델과 어종 성

장단계별 모델을 개발할 수 있다. 이는 일정시간 이후의 

양식 환경  어종의 상태를 측할 수 있는 측 시뮬

이션 시스템개발로 확장 응용해 갈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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