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80년 이후 국내 축산업이 전문화, 대형화되면서 정보의 다양화가 이루어졌다. 1991년 개최된
한국양계박람회(KOPOEX)가 그 대표적인 것으로 국내외의 모든 시설과 새로운 정보의 장이 마련
되면서 국내 양계산업 발전에 지대한 향을 가져왔다. 격년으로 개최되고 있는 대전국제축산박람
회(Korea Interntional Livestock Expo, KISTOCK)는 금년 9월 12(수)~14(금) 3일간에 걸쳐
대전국제무역센터에서 개최되면서 국내산업의 발전은 물론 해외 축산업과의 교류의 장을 예고하고
있다.
본회를 비롯한 5개 단체가 공동주최하는 본 박람회는 금년에는 (사)전국한우협회 및 대전국제축산

박람회 추진위원회의 주관으로 이루어져 국내 축산업 발전은 물론 해외투자 진출과 전시제품의 수
출 촉진을 꾀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와관련 축산박람회추진위원회는 해외저널리스트들을 초청하여 지난 6월 18~21일 박람회 진행

상황 및 국내 축산기자재산업 시찰을 한 바 있다. 본고는 기자가 이 프로그램에 함께 참여하면서 축
산박람회 준비상황을 점검하는 기회를 마련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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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박람회를 통한 상호교류 원활

1991년 (사)대한양계협회주최로개최한한국양계박람회(KOREA POULTRY EXPO)가모태가되

어 1999년 전축종이 참여하는‘한국국제축산박람회(KISTOCK)’로 거듭나면서 (사)전국한우협회,

(사)한국낙농육우협회, (사)대한양돈협회, (사)대한양계협회, (사)한국축산환경시설기계협회 등 총 5

개단체의주최로 2년에한번씩박람회를진행하고있다. 지난 2005년부터교통의중심지인대전광

역시에서개최하면서오는 2007년부터‘대전국제축산박람회’로재거듭났고, 참관객의많은참여가

이루어질것으로보고있다.  

참관객규모로보면 1999년 8만2천명(서울코엑스, 155업체참여)에서 2005년에는 13만2천명(대

전무역전시관및엑스포과학공원내전시관, 235업체참여)으로 1.5배이상참여하면서동해년에는

해외 15개국바이어가200여명, 외국인이500여명참관하면서국내는물론해외축산인들과의정보

교류의활발한장이될것으로보여진다.

참가에 열띤 관심

삼일간에걸쳐진행될이번박람회는제1

전시관(옥내전시관), 제2, 3전시관(옥외

TFS구조물)으로 행사 신청 완료된 부스는

651개 총 183개 업체로 당초 계획된 신청

수량(575개)을 13% 넘으면서 참가 업체의

뜨거운관심을보이고있다. 이외에도현재

상당수의 해외업체가 참여 계획하고 있어

2007 대전국제축산박람회에 대한 열기가

▶2007 대전국제박람회 개
최를 앞두고 해외 저널리스
트를 초청하여 환 만찬을
가졌다.

▲해외기자단은 박람회주관 단체인 (사)전국한우협회 남호경 회장과(좌
에서 4번째) 개최지인 대전광역시 박성효 시장(좌에서 5번째)을 만나
향후 세부일정에 대한 계획을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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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를것으로보고있다. 추진위원회에서

는오는박람회는축사환경조성및축

사설비 분야, 사료 및 동물약품분야, 생

산분야, 경 분야등으로꾸며축산기자

재업체가 60%, 동물약품사 20%, 사

료·첨가제업체 20%의 참여로 일반국

제전시회와 비슷할 것으로 예상하며 앞

으로 동물약품이나 바이오 부문에 있어

비중을늘려나갈것을밝혔다.

해외기자단, 국내 환기휀·사료공
장 등에 관심

이번에 방문한 해외 저널리스트는 중

국 4명, 태국 2명(Feed&Livestock

Magazine, Asian Agribusiness

Publications Pte Ltd.), 일본 1명

(Kieran-niku Joho Centre Co, Ltd.),

싱가폴 1명(efeed Link Pte Ltd.) 등 총

8명이 참가하여 9월에 개최될 박람회에

앞서 박람회장과 국내 기자재업체를 방

문했다.

해외저널리스트 일정은 육계·종계의

자동급이기 및 급수기, 산란계 케이지,

환기시스템등을생산하는 (주)성광시스

템, 축분건조기휀을생산하는다연산업

(경기도 파주시), 육추·산란계 케이지,

닙플급수·자동급이시스템을생산하는

진 케이지(경기도 양주시)를 방문하면

서 국내 축산 기자재 산업에 대해 알리

는 기회를 가졌다. 또한 국내 3개 공장

을 포함해 중국, 베트남까지 진출하여

축산사료의 전문메카로 자리잡고 있는

▲우성사료를 방문한 해외 저널리스트들이 생산라인공정을 탐방하 다. 국
내에서 생산된 사료는 베트남, 스리랑카 등 해외로 수출되고 있다.

▲성광시스템, 다연산업, 진 케이지 등의 방문을 통해 국내기자재 생산라
인을 보고, 실제 사용농가의 방문을 통해 국내축산업을 이해하는 기회를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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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성사료 견학을 통

해국내사료업의흐

름을파악했다. 

특히, 태국과 중국

기자단은 환기휀 생

산에대한관심을보

이면서1시간으로계

획된 일정을 3시간

가량 소요하면서 국

내기술력에대한관

심을보 고, 우성사

료 논산공장 방문으

로 국내에서 생산되

는 사료의 수입·수

출물량과사료원료값상승에따른생산비에대해열띤질문세례가이루어졌다.

축산업 교류의 장 앞으로 더욱 확대

지난 2005년박람회를참가한해외기자는‘메인전시장과그외전시장의연결과가건물로세워진

박람회장의실내온도조절부분등미비한시설의불편함이개선된다면이번전시회는성황리에개최

될것으로본다’고전했다. 

이번박람회개최지인대전광역시박성효시장은축산전문사료나공장이자리잡으면서대전의연

구사업과관련해첨단과학기술과축산의병합에무게를두어사료, 기자재등이활발히정보공유하

고, 세계적으로국내축산업을알릴포부를밝혔다. 차후대전무역전시관의증축계획과2009년국제

우수대회(IAC)를대비해전시관옆에컨벤션센터를짓고있어차기개최때는확대된공간안에서더

욱많은업체들의참여가진행될수있다는포부를밝히기도했다. 이러한박람회열기를확산시키기

위해해외저널리스트초청프로그램을진행하 다. 이번박람회는특히, 앞으로발전가능성이높은

중국시장을겨냥해중국측저널리스트에중점을두고초청하여우리축산업발전상과박람회를해외

에알리는기회를마련하 다. 

친환경축산과한국축산발전의세계화교류를위해열리는대전국제축산박람회는국내축산업의

기술발전과설비의현대화를유도하고, 국내외축산기자재, 사료, 동물약품등전시와상호기술및

정보교환을통해우리나라축산발전에기여할것이다. (정리 | 장성 기자)

▲삼일간의 일정을 마치고 국내기자단과의 만남을 통해 축산업 흐름을 파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