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금산업 지원법령 승인

중국 사료산업협회는 중국 국회가 AI(조류인플루엔자)로 인해 고

통받고 있는 중국내 가금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2005년 9월부터

2006년7월까지일정기간동안지원정책을제시했다고보고했다. 

이 정책의 주요내용으로는 수출업자 뿐 만 아니라 산란계와 가공

업계가반기는사항들을강조하고있다. 

특히살처분정책과관련해가금류생산과가공시이전에징수된세

금면제, 가금생산자와 가공업자에게 정부지원자금과 운 비용을 일

부분 면제, 가금수출업자에 대해 검사비용 일체 면제하는 등의 사항

들이포함되었다. 

또한가금농장에서모든의무백신에대한비용이중앙정부경비로

충당될것이라고보도했다(AP).

독일 B사, 미국 FDA와의 엔로플록사신 분쟁종결

사람치료에 있어 나쁜 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처음으

로 미국식약청(FDA)은 동물치료에 사용된 항생물질을 2005년 9월

12일에최종적으로승인취소를확정지었다. 

5년간의분쟁끝에B사는이사안을수용한것이며널리쓰여지고

있는 인간 치료제 시프로플록사신(Ciprofloxacin)과 교차내성이 인

정되고 있는 가금용 엔로플록사신의 경구용 액제의 판매를 중단할

것이라고발표했다.

1996년 판매승인을 받았던 항생물질 치료제 엔로플록사신은 닭과

칠면조호흡기질병에대한치료제로빠른속도로인기를얻었다. 농

장의조류들은개체치료가될수없기때문에질병에이완된닭들을

치료하거나 보호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경구용 액제를 사용해왔다.

FDA의 이번조치는 이러한 종료의 약품이 넓리 사용됨에 따라 엔로

플록사신의 캄필로박터균(식중독의 대표적 원인균)에 대한 내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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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이상의 확산되는 것을 우려하여 이와 같은

조치를 취하게 되었으나 EU와 일본을 비롯한

선진 축산국가에서는 수의사의 관리 하에 계속

사용이허가되고있다(WP).

신속진단 Spit(침) 테스트

AI 바이러스에 의한 인체감염의 신속한 진단

은 그 질병의 치료와 질병 확산 방지를 위해서

매우 중요한 수단이다. 현재 존재하고 있는 진

단법은 수시간이 소요되지만 Spit 테스트는 의

심스런경우신속한진단이가능할것으로보이

며1년안에실용화될것으로보인다. 

Spit 테스트는 인체독감에 사용되었던

prototype 테스트를 기본으로 하고 있으며 임

신진단키트와유사하다고밝혔다. 환자는특정

지점에 침을 뱉고 특정액체를 첨가하면 진단선

에 복합물이 반응하여 표면에 나타난다. 이때

AI 바이러스가 나타나면 핑크색으로 변해 확인

할수있다고한다. 

그러나 이러한 테스트의 중요 사안중 하나가

바로 정확성이다. 2년전에는 60%정도로 상당

히개선되었음에도불구하고현재spit테스트는

일반 인체독감에 대해서 아직까지 80%정도에

그치고있다. 

이상적인Spit테스트는감염된환자의95%정

도를발견할수있어야정확성이인정되기때문

에 빠른시일내에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박차를

가하고있으며올해안에달성할수있을것으로

보인다(AP).

DanHatch A/S사 인수합병

DanHatch A/S사는 지난해 덴마크에서 2번

째로 큰 회사인 Holme-gard A/S사를 인수함

에따라덴마크내에서가장큰계열사가되었다.

이번 합병은 유럽에서 DanHatch A/S사가

년간 1억3천5백만~1억4천만수의 병아리를 생

산함에 따라 유럽내 손에 꼽히는 1일령 병아리

생산자 중에 하나가 되었음을 의미한다. 또한

병아리생산에있어규모의경제이점을이용하

며 효과적으로 경험과 노하우를 통해 생산성이

강화될것으로보인다(IHP).

CP지사 흑자 전망

인도네시아의 PT Charoen Pokphand지사

는2004년도2,000만달러의손실분전환과함

께2005년도순이익이510만달러에이를것으

로전망했다. 

지부장Thosma Effendy는9% 증가한1,665

톤에서 반 하듯이 2004년도 4,900만 달러에

서 2005년도 5,700만 달러로 16%까지 증가할

것 이라고 전했다. 또한, 이시기의 닭고기 판매

가안정적이며가격도수당0.25달러증가를보

다. 그는 지난해 1월에서 9월동안 자사의 판

매량은 1,248톤을 달성했으며 연말까지 1,665

톤까지증가를예상다고덧붙 다. 

CP지사 2005년도 닭고기 판매량은 연말까지

2억8천9백만 수가 증가될 것으로 전망했다

(AA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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