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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수의학회는 수의학에 관한 학술연구와 지식
의 교류를 통하여 수의학의 발전에 기여함과 더불어 회
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할 목적으로 1957년 7월 24일
에 창립되었습니다. 다른 학문 분야와 마찬가지로 수
의학의 각 분야는 학회가 창립 당시에 비하여 많은 발
전과 변화가 있었습니다. 첨단 수의학과 관련된 수의

박재학
제9대 이사장

학 분야의 교육 및 연구에 대하여 같은 수의학 분야라

(2017. 11~2020. 10)

고 하지만 서로 잘 모르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또 같
은 분야라도 연구 방향이 다르다면 서로 이해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습
니다. 이와 같은 변화는 사회가 발전하면서 볼 수 있는 자연스러운 현상이
라고 생각되며 이러한 상황에서 학회의 역할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됩니
다. 모든 수의학 분야의 회원이 한자리에 모여서, 교육과 연구에 관련된 각
종 학술발표회와 학술강연회를 전문 분야별로 개최하면 회원들은 각 분야
에서 자기에게 맞는 테마를 선별하여 지식을 습득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
해 학술대회에서 수의학의 세부 분야가 전문성을 가지고 학술 발표를 하며
그중에서 회원들이 융합된 지식을 취사선택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
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2018년 가을 학회부터는 수의학 분야의 모든 구성원이 함께하는 자리
를 만들어 각 분야별로 전문성을 구비한 학술발표를 하도록 하고, 한편으로
는 모든 수의학분야에서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강연을 학회에서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첫 시도에 참여한 학회는 대한수의역학 · 경제학연구회, 반려
동물연구사업단, 수의핵의학회, 한국독성병리학회, 한국동물매개심리치료
학회, 한국동물줄기세포연구회, 한국수의과대학협회, 한국수의교육학회, 한
국실험동물수의사회, 한국어병학회, 한국예방수의학회 등입니다. 수의학의
각 전문분야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회원님들이 다양한 전문적 학문분야에
대하여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이러한 분야의 전문성을 확고히 하면, 수의 전
문의 제도 확립의 전초로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한편으로는, 수의학 석 · 박사과정의 꿈나무 수의학자들이 전문 분야 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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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학술발표를 하도록 하여 이들의 학문적 기량을 높이는 계기가 되도록 하
고자 합니다. 대한수의학회는 또한 단지 연구 업적이 뛰어나다는 이유보다
는 모든 회원에게 좋은 정보를 주고 지침을 제공한 강연자에게 「대한수의학
회상」을 수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동료 및 선후배 수의학자에게 학문적으
로 공헌했다는 의미에서 대단한 영광스러운 일일 것입니다. 그동안 역대 수
상자들께 깊은 존경의 마음을 표합니다.
학회의 임무 중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에 대하여
학술교류 및 기술 협력을 하는 것입니다. 그 일환으로 우리나라와 일본과
대만을 중심으로 하는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2018년 5월 그 첫
번째 모임을 서울에서 개최하고 순차적으로 일본과 대만에서 개최하도록
추진하여 상호 국제적인 교류가 이루어지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향후 더
많은 국가가 참여하여 아시아의 수의학 교류의 장을 열고자 합니다. 이러한
모임에서는 수의학의 최신학문을 교류하고, 참여 국가가 겪고 있는 현안 문
제에 대하여 그 대책을 서로 토의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수의학회가 창립된 지 60년이 지난 지금 아시아는 이제 세계의 중심으
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수의학도 이러한 추세에 맞게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아시아의 수의학 분야에서 공통 관심사를 발굴하고
또한 현실적인 문제에 대한 연구와 토론을 통하여 더 발전된 모습을 보여주
어야 합니다. 일본과 대만 그리고 우리나라는 많은 면에서 비슷한 관심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의학적 사안에 대하여 그 대처 방법은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상호 토론을 통하여 적절한 대안을 찾는다면 상호 보완적 이
득을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학회의 영문학술지인 Journal of Veterinary Science(JVS)는 전 세
계 수의학 분야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 수의학 전문 저널로 자리 잡
고 있습니다. 학술대회에서 학술발표와 질의응답을 통하여 검증이 종료된
연구 결과를 엄격한 검증과정이 있는 학술지에 발표하여 많은 사람들이 참
고 하도록 하는 것이 학술지의 역할입니다. JVS의 국제적 인지도가 높아간
다는 것은 우리 학회의 발표 수준도 국제적으로 인정을 받는다는 것을 의미

인사말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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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습니다.
대한수의학회는 창립된 지 올해로 61년이 되었습니다. 대한수의학회는
아직 학회 소유의 사무실조차 구비하지 못한 풍족하지 못한 학회입니다. 학
회의 발전을 위하여 든든한 행정적 지원과 자원으로 회원들의 학술지원과
꿈나무 수의학자들에 대한 장학지원 등을 충분히 하지 못하는 것이 아쉬운
대목입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가 앞으로 해야 할 길은 더욱 탄탄한 수의학
분야의 결속과 학문적 토대 마련을 위한 노력입니다.
그 동안 우리 학회는 수의분야의 발전을 위하여 수많은 방향제시와 회
원 간 학문적 교류를 이루어 우리나라 수의학 발전의 토대를 구축해왔습니
다. 모두 역대 회장님과 이사장님 그리고 임원의 노고로 이루어진 결실이
라 믿습니다. 학회의 발전을 위해 노력해주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
니다.
마지막으로 제한된 시간과 경비로 「대한수의학회 60년사」 발간에 온
힘을 쏟아주신 「수의학회 60년사 편집위원회」 위원장이신 이흥식 교수님과
실무 간사이신 윤희정 교수님 그리고 편집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
을 드립니다.
2018. 8

대한수의학회 60년, 수의학 미래 6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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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수의학회의 창립 60주년을 맞이하여 60년사

간행사

를 발간하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또
한 새로운 출발에 대해 학회장으로서 무한한 책임을 느
낍니다. 대한수의학회는 1957년 7월 국내의 상황이 매
유한상
제37대 회장
(2017. 11~2018. 10)

우 어려운 상태에서 1차 산업을 바탕으로 출발하여, 그
간 지속적인 변화와 발전을 거듭해온 사회에 잘 적응하
면서, 현재 4차 산업 시대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우리
학회는 매우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이러한 변화에 잘

적응하여, 현재 4차 산업 시대에서도 발전을 선도하는 자리에서 역할을 충
실히 수행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선견지명을 가
지고 학회를 출발시켰고, 이를 계승 발전시켜온 많은 선배회원님들의 피와
땀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학회장으로 머리 숙여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최근 국내· 외에서 발생하는 사회, 경제, 문화의 다양한 변화는 현대 사
회의 발전과 동시에 해결해야 할 많은 문제점을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이러
한 발전과 문제점들의 해결에서 수의학이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고 생각합
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요구는 계속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최근에 발
생한 에볼라,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신종플루, 구제역, 아프리카돼지열
병(ASF),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등 사람과 동물에서 다양한 악성 감염병
발생, 살충제 잔류와 같이 식품 및 환경의 안전성문제 대두, 반려동물수의
증가에 따른 문제점 등으로 수의학의 역할에 대한 사회적인 요구가 지속해
서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역할의 정점에 우리 학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전 세계인류는 악성 감염병의 발생, 안전한 식품의 확보 등 다양
한 위기에 봉착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수의학을 중심으로 최근 강조되
고 있는 사람-동물-환경의 건강은 하나라는 One Health의 사회적 적용에
서 수의학이 중추적 역할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지난 오랜 역사를 통하여 볼 때 국제사회는 언제든지 자신들의 이익추
구를 위한 방향으로 항상 움직여 왔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앞으로도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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될 것입니다. 이는 국제화를 통한 적응능력을 강화함으로써 가능하고, 이를
위해서는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대처능력의 함양이 필수적입니다. 대
한수의학회는 그동안 국제화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해왔습니다만, 현재 수
의학에 요구되고 있는 역할을 감당하기에는 부족한 면이 많이 있다고 생각
합니다. 이러한 어려움의 극복을 위해서는 이제 지역적인 국제화를 벗어나,
전 세계를 아우를 수 있는 다변화된 국제화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
다고 생각합니다.
60주년은 학회의 나이가 60이라는 의미입니다. 학회의 나이는 사람처
럼 유한한 것이 아니고 지속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 나이는 이제 외부의 모
습을 나타내기 위한 초석을 놓은 유년기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이
초석 위에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 학회가 지속 가능한 발전을 할 수 있을지
를 냉철하게 판단하고, 과감하게 실천해야 하는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우리 학회의 오늘이 있기까지 큰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선배 회원님들의 경
험과 앞으로 우리 학회를 이끌어갈 후배 회원님들의 패기를 합쳐 우리 학회
가 지속 가능한 발전을 할 수 있도록 간곡한 부탁을 드립니다.
끝으로 대한수의학회역사를 정립하고 새로운 지침을 설정하기 위하여,
열정적인 노력으로 「대한수의학회 60년사」를 편찬하여 주신 이흥식 편집위
원장님을 비롯한 편집위원님들과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8. 8

대한수의학회 60년, 수의학 미래 6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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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사

대한수의학회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수의학회 창립 60주년과 그 소중한 역사를
「대한수의학회 60년사」로 발간하시게 된 것을 진심으
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대한수의학회 60년사」 발간
을 위해 고생하신 대한수의학회 박재학 이사장님과 유
김옥경
대한수의사회 회장

한상 회장님, 이흥식 60년사 편집위원회 위원장님, 김
재홍 60주년 기념사업회 공동회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국내 수의 관련 학회 중 최고의 권위를 자랑하는 대한수의학회는 1957
년 7월 부산 중앙가축위생연구소에서 출범한 이후로부터 매년 학술대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1977년에는 수의임상, 가축위생, 가금질병, 군진수의학 분
과학회를 두어 이들 학회가 추후 별도의 전문 학회로 독립하는 바탕이 되
고, 수의학 지식의 교류 증진과 회원 상호간의 친목 도모 등을 통하여 우리
나라 수의학 발전에 크게 이바지하였습니다.
특히 1961년에 발간을 시작한 “대한수의학회지”는 명실상부한 국내
최고의 수의전문학술지로 현재는 국문학술지뿐만 아니라 영문학술지 J Vet
Sci도 발간하여 해외에서도 인정받는 학술지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또한 대한수의학회는 활발한 국제 교류로 해외 수의학회와 자매결연을
맺는 등 세계적으로 수의학 지식의 공유와 보급에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이
러한 대한수의학회 60년의 역사를 기록한 「대한수의학회 60년사」의 발간은
수의계에 있어 뜻깊은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역사는 단순한 과거의 기록이
아니라 현재 우리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울이며 미래의 발전 방향을 알려주
는 길잡이로 「대한수의학회 60년사」 발간이 대한수의학회가 더욱 힘차게 도
약하는 밑거름이 되고, 나아가 수의계의 발전에도 기여하기를 기원합니다.
끝으로 다시 한 번 대한수의학회의 창립 60주년과 「대한수의학회 60년
사」 발간을 축하드리며, 대한수의학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018.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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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수의학회 회원 여러분!
학회 창립 60주년을 맞아 60년사를 발간하게 됨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대한수의학회는 1957년에 설립된 한국 수의학계
최초의 학회로 알고 있습니다. 1966년에 창립된 한국과
학기술단체총연합회(과총)와는 창립회원이라는 특별한
인연을 갖고 있습니다. 다수의 수의학 분야 학회의 모

김명자
한국과학기술단체
총연합회 회장

체로서 계속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음을 축하드립니다.
창립총회 당시 참석 회원 수는 87명이었으나, 현재는 1,100여 명 규모
로 확대됐습니다. 그 동안 발표된 추계학술대회 발표 연제가 8,300여 편에
이른다니 경이로운 발전입니다. 역대 대한수의학회의 임원과 회원의 헌신
적 노력이 없었다면 가능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새삼 경의를 표합니다.
학회의 발전은 학술지의 발간과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1961년 대한수
의학회지(KJVR) 창간 이후 2017년까지 통권 169호가 발간됐습니다. 영문으
로 나오는 학회지 ‘J Vet Sci’는 2000년에 창간된 이후 2006년에 한국 의약
학 분야 학술지 154종 가운데 5번째로 SCI에 등재되는 기록을 세웠습니다.
그동안 수의학 분야의 발전에 끼친 공헌이 빛납니다.
인류역사를 돌아보면, 사람과 가축은 동반자였습니다. 고대로부터 말
은 군사력의 핵심 수단이자 이동 수단이었고, 말 때문에 수의학 개념이 탄
생했다고 합니다. 우리 삼국시대에는 중국으로부터 수의(獸醫)라는 용어를
받아들여 쓰기 시작했고, 고구려 승려인 혜자는 일본 쇼토쿠 태자에게 수의
를 전수했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고려 시대에는 사복시(司僕寺)라는 관서 설
치로 임금이 타는 수레와 말을 관리했습니다. 조선시대에는 말의 질병을 치
료하는 마의(馬醫) 제도가 있었고, TV 드라마를 통해 조선시대 침술로 이름
을 떨친 마의 ‘백광현’ 스토리가 소개되기도 했습니다.
근대에는 일제 강점기에 그들의 목적을 위해 조선 땅에 가축의 질병 관
리를 위한 위생 개념이 도입됐고, 가축 전염병 예방을 위해 백신 연구가 도
입됐습니다. 그리고 수의사 시험제도를 시행해서 조선인 수의사가 배출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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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니다. 광복 이후 미군정 시대에 들어 1947년 최초로 서울대학교에 수의학
과가 설치되고, 산업동물 대상의 질병 연구와 진단 치료가 활발해졌습니다.
이후 우리의 수의학은 도약기를 맞고 있습니다. 수의학의 발전은 축산
업의 활성화와 직결되고, 가축자원 연구가 식량 확보 차원에서 중차대한 과
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식량 자원 증대를 위한 유전자 연구는 물론
질병 치료를 위한 이종장기이식에 대한 연구도 기대를 걸게 합니다. 우리나
라로 수입되는 16종의 수입 소고기의 품종과 한우를 판별하는 분자 마커의
개발은 유전자 기술의 이용 사례이기도 합니다. 최근에는 반려동물의 질병
과 공중보건 연구도 각광을 받고 있고, 멸종위기의 동물을 복원하는 연구도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수의학의 중요성이 날로 증대되는 오늘날, 창립 60주년을 맞는 「대한
수의학회 60년사」 발간은 지난 날을 돌아보고 새롭게 도약하는 계기가 되
리라 믿습니다. 지나온 역사와 전통의 발자취를 돌아보며 보람과 자긍심을
확인하고, 시대적 소명의식과 열정을 한 데 모아 공감대와 비전을 공유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과총도 수의학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면서 응
원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대한수의학회의 창립 60주년과 60년사 발간을 축하드리면
서, 수의학회의 희망찬 미래를 위한 발걸음에 박수를 보냅니다. 감사합니다.
2018.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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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학회 60년사」 발간을 위해 귀한 자료와 원고
를 주신 회원과 성원을 보내주신 모든 분께 감사를 드립
니다.
수의학회 60년사 편찬위원회가 발족한 것은 4년 전
인 2014년 7월 23일 역대 이사장 6명(한홍률, 이흥식, 김무
강, 이영순, 이문한, 김재홍)이 모여 창립 60주년을 위해 수

의학회 60년사를 발간하기로 하고 「수의학회 60년사 편

이흥식
대한수의학회 60년사
편집위원회 위원장

찬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이 편찬위원회에서는 60
년사 편찬의 대강을 정하고, 동년 9월 3일 편찬위원회 결의에 따라 법인 출
범 후 총무 7명(류판동, 윤희정, 김상근, 박재학, 윤화영, 채준석, 한호재)을 중심으
로 60년사 편찬 실무위원회 1차 회의를 하였습니다. 동년 4월 16일 개최된
실무위원회에서는 이미 2008년에 이문한 이사장에 의하여 마련된 60년사
편찬 사업비 5천만 원을 어떤 부분에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구체화하였고,
편찬 사업을 신속히 진행하여 2017년 7월 창립 60주년 기념일에 맞추어 60
년사를 출간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사장이 두어 번 연속 바뀌고 총무가 교체되고 역사적 자료가
모아지지 아니함에 따라 60년사 편찬사업은 그야말로 지지부진한 상태가
계속 이어져 결국은 2017년 7월 창립 60주년에 맞춰 수의학회 60년사를 발
간하지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와중에도 창립 60주년을 맞아 2017년 6
월 28일 원로 회장님 한 분(성재기)과 법인 이후 이사장 여섯 분(한홍률, 이흥
식, 김무강, 이영순, 이문한, 김재홍)을 모시고 「대한수의학회 60년, 수의학 미래

60년」을 주제로 수의학회 창립 60주년 기념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그
리고 수의학회 창립 60주년 기념행사는 남도 끝자락에 있는 해양관광의 항
구 도시 여수의 디오션리조트에서 환영 만찬을 겸한 해상 디너크루즈를 전
야제로 시작하여 다음날 「반려동물 기간산업에서 수의학의 역할과 사명」을
주제로 국제 학술대회와 정기총회를 성대히 치렀습니다.
이에 분발하여 2018년 3월 15일 3차 실무위원회를 개최하여 금년에는
어떤 일이 있어도 수의학회 60년사를 발간하기로 결의하였으나 그간에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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립되었던 60년사 출간 비용이 학회 운영비로 절반 정도 사용된 것이 확인됨
에 따라 부득이 수의학회 60년사 발간은 무산될 듯한 위기를 맞이하기도 하
였습니다.
그러나 현 집행부는 국내 유일무이한 수의계의 모태 학회인 「수의학회
의 60년사」는 반드시 발간되어야한다는 굳은 의지와 많은 회원의 격려와 성
원에 힘입어 다시 수의학회 60년사 발간은 종이책이 아니라 웹이나 USB로
출간하는 것으로 규모를 줄여 추진키로 하였습니다. 이에 동년 3월 23일 실
무위원회를 다시 열고, 수의학의 미래 60년을 전망하고 학회의 몫을 가늠해
보는 원고를 각 분야 전문가 10명에게 청탁하기로 하는 등 60년사 출간 사
업을 재가동하였습니다. 그러나 역대 총무로 구성된 「실무위원회는 모두가
1개 특정대학 교수로 구성된 집단」이라는 일부 회원의 이의와 지적이 있어
실무위원회와 편찬위원회를 모두 해체하고 전국 10개 수의대에서 1명씩 추
천을 받아 「수의학회 60년사 편집위원회」를 다시 구성하여 동년 4월 12일
첫 모임을 가졌습니다.
이후 2018년 5월 30일 수의학회 60년사 편집위원회는 대한수의학회와
「수의학회 60년사 집필 계약」을 맺고 3회에 걸쳐 회의를 거듭하고 수차례
의 이메일 교신을 통해 그동안 마련한 원고의 교정을 보고, 출판사와 계약
한 후 출판 준비를 본격적으로 시작하였습니다.
편집위원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중요한 사항을 결정하였습니
다. 우선 지금까지 초대 회장 임기는 4년으로 알려져 있으나 이번에 60년사
를 편찬을 하는 과정에서 발굴한 자료에 의하면 회장 임기는 초대부터 2년
이었음이 분명하므로 2년으로 모든 자료를 수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아울러
각 회장 또는 이사장 취임 초기에 임명되거나 추대된 인사 이외에 후임자로
임명되거나 추대된 인사의 경우에도 모두 찾을 수 있는 대로 확인하여 역대
임원 명단에 윗첨자 별(*)표를 하여 기재키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진으로
보는 수의학회 60년」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당해 연도의 주요 국내·
외 사건과 사고를 병기하기로 하였습니다. 끝으로 지난 해 6월 개최한 60주
년 기념 원로 간담회에서 「간담회에 참석하신 몇 분이 오늘 참석하지 못한

발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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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로 회장님을 직접 찾아뵙고 녹취하여 회고록을 쓰기로」 하였으나 형편이
여의치 못하여 실행되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집필이 어려운 경우나 병중에
계시거나 작고하신 경우 당시 남기신 글은 당대의 수의계 상황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귀한 자료라는 점에서 수의학회지에 게재된 글을
한글화하여 게재키로 하였습니다.
이 「수의학회 60년사」는 학회 초록집, 부록 및 국· 영문 학회지 등 각종
자료와 증언을 토대로 정확히 정리하고자 최대한 노력하였으나 자료와 증
거가 부족하여 확인되지 못한 부분이 있을 수 있으며 오기나 오류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언제라도 역사를 바르게 남길 수 있도록 관심과 격려를 당부
드립니다.
그동안 개인적으로 소장하였던 자료를 투입하기도 하고, 각종 자료를
수집하고 사진을 모으고자 춘계 및 추계 학술대회 때마다 스텐딩 포스터를
게시하고 협조를 구하기도 하였고, 모든 회원께 이메일도 띄우고, 개인적으
로 여러분께 부탁도 드렸으나 반응이 없어 「수의학회 60년사」를 편찬하는
데 정말 어려움이 아주 많았습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옛날 사진 등 일부 자
료가 모아져 아쉬운 대로 오늘 이렇게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기꺼이 귀한 옛 사진을 비롯하여 각종 초대 팸플릿, 임명장, 학술대상
사진, 법인 등기서류 그리고 영수증 등 자료를 주신 백영기 회장님, 한홍율,
김무강, 이영순, 이문한, 김재홍, 강종구 이사장님, 이재일, 유한상 회장님,
채준석 총무님, 서울대학교 신광순 교수님, 농림축산검역본부(구 안양 가축위
생연구소) 도서관 및 소통하는 수의사신문 데일리벳에 재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대한수의학회 60년, 수의학 미래 60년」이 출간될 수 있
도록 마지막까지 수고하신 「수의학회 60년사 편집위원회」 편집위원 여러분
과 윤희정 간사께 감사를 드립니다.
2018. 9

대한수의학회 60년, 수의학 미래 6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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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으로 보는
수의학회
년

•9월
제1회 수의사국가
고시 실시

1957

•7월 24일
창립총회

학회 창립(1957년)

제2차 총회(서울대 수의대, 1958년)

대한수의학회 60년, 수의학 미래 6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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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4 · 19 혁명

1959

1960

•8월 29일
학술대회 초록 최초
발간

수의학회 최초 초록 표지
및 순서(1959년)

제3차 총회
(경북대 농대, 1959년)

사진으로 보는 수의학회 6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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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2월
안양 가축위생연구소 가축전염병
예방법 공포
완공 및 이전

•3월
전국 수의과대학
통폐합

1961

1962

•6월 30일
대한수의학회지
창간

국문 학회지 KJVR 창간호
표지(1961년)

제7차 총회(안양 가축위생연구소, 1963년)

대한수의학회 60년, 수의학 미래 6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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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도쿄올림픽
개최

1964

제8차 총회(시립농대, 1964년)

사진으로 보는 수의학회 6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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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차 총회(전남대 농대, 1965년)

대한수의학회 60년, 수의학 미래 6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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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IgE 발견

1966
•9월 24일
한국과학기술단체
총연합회 창립
회원 가입

제10차 총회(서울대 농대, 1966년)

사진으로 보는 수의학회 6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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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아폴로 11호
암스트롱 달 착륙

1967
•5월 30일
•7월 24일
대한수의학회지 학회 창립
연 2회 발행
10주년 행사
시작

1969
•10월 29일
한국농업과학협회
창립 회원 가입

•10월 25일
수의임상, 가축위생,
조류질병, 군진수의
분과회 설치

제11차 총회(서울대 농대, 1967년)

제12차 총회(진주농대, 1968년)

대한수의학회 60년, 수의학 미래 6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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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

•8월 20일
한미수의사협회
(KAVMA) 창립

1972
•4월 15일
제1차
춘계심포지엄
개최

제13차 총회(안양 가축위생연구소, 1969년)

제13차 총회
(안양 가축위생연구소, 1969년)

사진으로 보는 수의학회 6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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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전국 수의학과
통합 6년제
단일 대학 운영

•3월
6년제 폐지,
4년제 환원 및 일부
수의학과 부활

1974

1976

1977

•10월 22일
학회 창립
20주년 행사

1978

•1월 12일
제1회 분과회장
단협의회 개최

•5월
광주 민주화
운동

•4월
우주 왕복선
실험 성공

1980

1981

•10월 26일
제1차
추계심포지엄
개최

•10월 17일
일본수의학회와
자매결연

국내 최초 정규과정 수의학박사 학위 취득
축하패 증정(제20차 총회, 1976년)

수의학회 20년사(1977년)

중화민국(대만)수의학회와 자매결연 협정(1983년)

대한수의학회 60년, 수의학 미래 6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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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소해면상뇌증(BSE)
일명 광우병
영국에서 최초 발생

1982

•7월 20일
학회 창립
25주년 행사

1983
•1월 6일
중화민국
수의학회와
자매결연

1984

•6월
6 · 29 민주화
선언

1986

•10월 6일
학회 마크
제정

•9월
서울올림픽
개최

1987

1988

1989

•7월 4일
학회 창립
30주년 행사

•10월 15일
학술위원장
제도 도입

•1월 30일
국문학회지
연 4회 발행
시작

학회 창립 30주년 기념
심포지엄 개최
(서울 세종호텔, 1987년)

제33차 총회
(제주대 농대, 1989년)

사진으로 보는 수의학회 6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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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국내 최초 저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발생

•4월
미국 LA 흑인
폭동 발생

•10월
동 · 서독 통일

1990

1991

1992

1993

•10월 27일
Poster
발표 개시

•10월 25일
제1회 연구상
시상

•3월 24일
ISSN 1225-0198
게재 결정

•10월 22일
제1회
미원수의과학상
시상

1995

1996

•1월 30일
CAB/Index Veterinarius에 영문초록 게재 시작
•5월 30일
학회지 영인본 출간(200부)

학회 최초로 발행한 회원 명부 표지
(1993년)

수의학회지 영인본 발간(1995년)

수의학회 40년사(1997년)

법인설립허가서(1999년)

좋은 논문 작성을 위한 가이드 북 발간
(2000년)

수의학회지 KJVR  통권 100호 발간
(2000년)

대한수의학회 60년, 수의학 미래 6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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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복제양 돌리
탄생

•12월
IMF 외환위기

1996

1997

•11월
호주 수의사
도허티 노벨생리
의학상 수상

영문 학술지 JVS 창간호 표지(2000년)

•7월 24일
학회 창립
40주년

•10월 24일 •12월 4일
제1회
한국학술단체
학술대상 시상 총연합회 발기
회원 가입

아시아수의과대학협회 창립 프로시딩
표지(2001년)

•3월
6년제 수의
예과 입학

1988
•10월 23일
제1회 LG 수의학
술상, 학회 창립
40년사 발간

1999

•9월 16일
사단법인
설립인가

미국 NIH의 Medline-PubMed-Index
Medicus 등재 통보 서신(2001년)

아시아수의과대학협회 창립(서울대, 2001년)

사진으로 보는 수의학회 6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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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국내 구제역
발생

2000
•6월 30일
영문학회지
J Vet Sci 창간

•9월 30일
대한수의학회지
KJVR 100호
발간

•9월
아시아 최초로
일본에 광우병
발생

•6월
코리아 월드컵
축구대회

2001
•6월 9일
아시아수의과
대학협회
(AAVS) 창립

2002

•10월 26일
J Vet Sci의
Medline/
PubMed 등재

제45차 총회(대전 유성 롯데호텔, 2001년)

수의학대사전 발행
(2003년)

학회 최초로 발행한
포켓형 회원 명부
내지(2003년)

대한수의학회 60년, 수의학 미래 6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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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캐나다에서
광우병 발생

•12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국내 최초 발생

2003

•10월 20일
수의학대사전
발간

•12월 30일
J Vet Sci의 학진
등재후보지 선정

SCIE 등재 통보 서신(2006년)

•2월
6년제 첫 졸업생
배출

2004
•1월 16일
J Vet Sci의
Medline/PubMed
Linkout 시작

•11월 20일
제2의 SCI인
SCOPUS에
J Vet Sci 등재

•4월
세계 최초
복제개 스너피
탄생

2005
•5월 13일
임시총회에서
이사장과 회장
분리 정관 개정

수의학용어집 발행(2006년)

사진으로 보는 수의학회 6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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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세계 금융위기

2006

2007

•6월 1일
J Vet Sci의 SCIE 등재
•9월 28일
학회 창립 50주년 행사 및 학술대회
•11월 11일
50주년 기념 수의학용어집 발간
•12월 30일
J Vet Sci의 학진 등재지 선정

•7월 2일
수의학용어집
문화관광부 우수
학술도서 선정

2008
•9월 25일
학회 50년사
발간

•10월 1일
J Vet Sci
전자접수
시스템 가동

수의학용어 등재
샤프전자사전 출시(2010년)

춘계학회(2013년)

대한수의학회 60년, 수의학 미래 6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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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일본 동북해안
대지진 쓰나미
발생

•3월
천안함 침몰
사고 발생

2010
•1월 30일
샤프전자사전에
수의학용어 탑재
출시

•5월
여수 엑스포
세계박람회 개최

2011
•4월 21일
국문학회지
SCOPUS 등재

2012

•8월 3일
•10월 26일
국문학회지
수의학용어
전자접수시스템 위원회 신설
가동

영문 학술지 JVS 투고를 독려한 전단지
(2014년)

사진으로 보는 수의학회 60년

31

•5월
진드기 매개질환
중증열성혈소판감소
증후군(SFTS) 발생

2013
•10월 10일
제1회
학술연구대상
시상

•4월
세월호 침몰
사고 발생

2014

•10월 18일
학회 홈페이지
리뉴얼 개통

•5월
중동호흡기증후군
메르스(MERS)
감염 사망자 발생

•12월
농림축산검역본부
(구 안양가축위생
연구소) 김천 이전

2015

•9월 23일
차세대과학자상
신설

제59차 총회 수상자 일동(경주 The K호텔, 2015년)

패널토의가 한창인 춘계 심포지엄(서울 팔래스호텔, 2016년)

대한수의학회 60년, 수의학 미래 6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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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 소두증의

원인 지카 바이러스 감염자
국내 발생
• 인공지능

알파고와 이세돌 바둑 대전

•8월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국 신설

•3월
평창 동계올림픽

2016

2017

2018

•10월 27일
학회 창립
60주년 행사
및 학술대회

•12월 18일
영문학회지
J Vet Sci 연 6회
발간 결정

•5월 10일
First Joint Meeting
of Veterinary Science
in East Asia

학회 창립 60주년 총회(여수 디오션리조트, 2017년)

한국, 일본, 대만이 공동 개최한 춘계학회(서울대, 2018년)

사진으로 보는 수의학회 6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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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창립 60주년
기념 간담회

수의학회 60년을 돌아보고
미래 수의학 60년을 준비하다

•일시: 2017년 6월 28일(수) 12시~15시
•장소: 서울대학교 호암교수회관 회의실
•참석자: 성재기(제20대 회장), 한홍율(제21대 회장 겸 초대 이사장), 김무강(제23대 회장 겸 제3대 이사
장), 이영순(제24대 회장 겸 제4대 이사장), 이문한(제5대 이사장), 김재홍(제7대 이사장)
•사회자: 이흥식(제22대 회장 겸 제2대 이사장)
•주요내용
   1. 역사적 발자취
   2. 학회와 인연
   3. 임기 중 고충과 숨은 이야기
   4. 학회의 역할과 전망
   5. 학회 발전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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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흥식  공사업무로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

신 여러분께 충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금년은 수의학회 창립
60년이 되는 해입니다. 수의학회 60주년 기념사업회 공동회
장을 맡고 계신 분이 김재홍 교수님이십니다. 저는 수의학
회 60년사 편찬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오늘 간담회 내용은 정리하여 60년
사에 게재하여 내년에 출판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오늘 간담회는 미리 말씀드린 것처럼 수의학회와 인연을 맺게 된 계기
를 비롯하여 본인이 알고 계신 수의학회의 창립과정과 발전과정, 회장 또는
이사장 재임 중 역사에 남길 만한 특이한 사건과 에피소드, 수의학 발전을
위한 미래 100년의 제안 이런 걸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모임
에 모셔야 할 분은 법인화 이전에 회장을 하신 조충호 선생님, 이창업 선생
님, 박근식 선생님, 박응복 선생님이 계십니다. 그러나 수소문해보니 거동이
불편하시다기에 모시지 못하였습니다. 백영기 선생님은 오늘 꼭 참석하시
겠다고 했는데 갑자기 몸이 불편하시어 참석하실 수 없다는 전갈을 받았습
니다. 그래서 오늘 불참하신 선생님들의 고견은 한홍율, 김무강, 이영순, 이
문한 교수님이 각각 이창업, 백영기, 조충호, 박근식 및 박응복 선생님을 직
접 찾아뵙고 녹취를 해가지고 회고록을 쓰는 것이 어떨까 생각합니다. 의견
을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강  사전에

일정한 틀을 만들어 주면 거기에 맞추

어 정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영순  모든

분께 똑같은 질문을 드리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한 사람이 동일한 사항을 달리 얘기할 수도 있
거든요.
이흥식  그럼

모든 분들이 동의하신 것으로 전제하고

간담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수의학회를 처음 대한 건
대학교 4학년 때입니다. 1964년 10월에 서울시립농대에서 수의학회가 있었
는데 도대체 학회가 뭐하는 곳인가 궁금해서 가봤습니다. 학회에서 보니 정
순동 선생님이 질문하시는데 맺고 끊는 모습이 그렇게 멋져 보였습니다. 그

창립 60주년 기념 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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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직접 찾아뵙고 수의학과 관련된 항공의학 얘기를 들었는데 그런 분이 수
의학분야에 계시다는 게 굉장히 자랑스러웠습니다. 저는 학회와 이렇게 인
연을 맺었습니다. 나중에 일이지만 수의학회도 정순동 선생님이 학회를 학
회답게 운영하도록 기틀을 만드셨고, 학회지도 학술잡지답게 발행되도록
틀을 잡아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오늘 참석자 중 제일 연로하
신 성재기 회장님이 말씀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성재기  솔직히

얘기하면 수의학회 창립 당시 얘기는

들었는데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저는 정창국 교수님이
회장되고 여건상 어쩔 수가 없어 총무를 4년 했어요. 총무를
맡기 전까지는 학회가 뭔지도 잘 몰랐는데 총무를 하게 되
면서 수의학회라는 걸 제대로 알았지요. 정창국 선생님이 회장을 두 번 연
임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학회에 돈이 없어가지고 그게 제일 힘들었습니다.
총무는 저였지만 주로 정창국 선생님이 관련 업체에 부탁을 해서 협찬금을
받았습니다. 수의학회 회장은 95년 11월부터 2년 했는데 기억에 남는 것은
학회 최초로 “수의학술대상”을 수여한 일과 전임 회장이 저작권료를 받기
로 하고 수의학회지 영인본 사업을 어느 출판사에 맡겼는데 전임회장 재임
기간 중 저작권료를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총무가 여기저기 수소문해서 미
수된 저작권료를 애를 써 받아냈고, 이를 수의학회 최초 학술외 사업에 의
한 수입으로 잡은 일이고, 학회 최초로 기금을 1억 원이 넘게 만들어 후임에
게 넘긴 일입니다.
이흥식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1957년 7월 부산에서 수의학회가 창립

될 당시 비화로는 6.25사변이 막 끝난 전란통인데 이런 걸 만들 여유가 있
느냐고 일부 반대도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처음 수의학회 창립을 발기하신
분은 김용필, 한영우, 이병도, 오순섭, 이남순, 이택주 박사 등을 비롯하여
수의사 87명이 모인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창립 총회에서는 초대 회장에
김용필 박사, 부회장에 이규명 박사와 이택주 박사를 선출했고, 이렇게 시
작된 학회가 이제 60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한홍율 회장님 말씀해주시
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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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홍율  16대

이창업 회장을 모시고 총무직을 수행하

던 때 특히 기억나는 일이 있어요. 1988년 10월 중순 경 전
형적인 영국 신사 한 분이 불쑥 내 방에 찾아 왔어요. 그 분
은 국제동물보호재단(IFAW) 아시아책임자(Asia Representative)인 미스터 도슨(Mr. David Dawson)이라고 해요. 그래서 왜 왔냐고 물어

보니까, 한국에서는 개고기를 식용으로 하는데 이것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개고기 식용문화를 종식시키기 위해 한국정부에 여러 차례 건의
해 88 서울 올림픽 기간 중에는 시정하는듯하더니 올림픽이 끝나자마자 지
금은 다시 예전과 똑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술단체가 있다기에 왔다면서
자기네가 자금을 후원할 테니 공동으로 애완동물 보호 캠페인을 하자는 거
예요. 이창업 회장을 찾아뵙고 자초지종을 말씀드렸더니 “학술단체가 그런
데 끼어들어가서 좋을 거 하나도 없다”고해서 그냥 돌려보냈어요. 그런데
얼마 후에 또 와서 부탁하기에 우리 안 한다고 거절했더니 그게 아니에요.
하루가 멀다고 다시 찾아와서 아주 집요하게 요청을 해요. 그래서 결국은
강남의 무역센터에서 하자고 했더니 시청 옆에 있는 프레스센터 20층 국제
회의장에서 하자고 하여 1989년 5월 27일이 토요일이었는데 “인간과 애완
동물”이란 주제로 춘계 심포지엄을 했어요. 이 때 초등학교 학생을 모델로
포스터를 만들었는데 새로운 시도라고 아주 호평을 받았어요. 당시 이 포
스터 3,500부를 제작했는데 관련기관은 물론 서울시내 유치원과 전국 초등
학교에도 배부하여 홍보도 했지요. 그 후에 IFAW에서는 우리 학회와 함께
개고기 식용 반대 비디오를 제작하자고 제안을 해왔어요. 이유는 간단해요.
당시 우리나라 대통령이 런던과 파리를 방문하는데 그곳에서 비디오를 틀
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강하게 거절했어요. 이것이 계기가 됐는지 대
통령이 귀국하자마자 “동물보호법”을 만들라는 요청이 농림부로부터 와 회
장께 보고를 하러 갔더니 마침 안양가축위생연구소에 근무하는 박정문 부
회장이 같이 계시기에 말씀드렸죠. 그랬더니 박근식 소장이 오래전부터 동
물보호법 제정을 주장하며 외국 자료 등 여러 가지 자료를 갖고 계시다고
말씀하기에 박근식 소장을 찾아뵙고 의논을 드렸습니다. 박 소장님은 그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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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혈을 기우려 작성한 “동물보호법” 초안을 서슴없이 내주셔서 이것을 국
회에 제출하여 오늘날의 동물보호법을 만들게 되었어요. 다시 말해 우리나
라 최초의 “동물보호법”은 비록 외국 것을 참고하여 만들었지만 안양 가축
위생연구소와 대한수의학회의 공동합작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흥식  이

때 애완동물이란 용어 대신 반려동물이라는 용어가 처음

쓰였지요?
한홍율  그렇습니다.

제가 처음 썼어요. 일본에서 팸플릿이 왔는데 보

니까“伴侶動物”이라고 딱 쓰여 있어요. 그리고 일본 사람이 우리나라에 와
서 얘기하는데 우리가 영어로 Companion Animal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애완동물로 번역하여 쓰고 있는데 “반려동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애완동물이란 가족처럼 일생을 같이 지내야 된다는 생각에 반려동물
이란 용어가 옳다고 생각하고 지금까지 써오고 있습니다.
이흥식  한홍율

회장님은 총무를 하실 때에 반려동물이라는 용어를 처

음 우리나라에서 쓰도록 하셨고. 동물보호법을 만드는 역사적인 큰일을 하
셨네요.
한홍율  그렇습니다.

반려동물 시장이 지금 무척 커졌는데 이렇게 커

지게 하는 일을 30년 전에 수의학회가 초석을 놓은 것입니다.
김재홍  88

올림픽 때 저는 안양 가축위생연구소에 근

무했는데 영국에서 한국의 말 질병 때문에 88 올림픽 마장
마술 경기에 참여를 못한다고 했어요. 그 당시에 제가 듣기
로는 영국이 마장마술 경주에 참가 안하면 올림픽이 무산될
그런 위기에 처했다고 그러더라구요. 그래서 당시 전국에 있는 모든 말을
대상으로 말의 주요 전염병에 대한 혈청학적 조사를 했어요. 돌아가신 이영
옥 박사님이 계역과 지금의 조류질병과 가금바이러스 연구실장에 있을 때
인데 그 연구실로 몰려드는 말혈청을 밤낮없이 검사하느라고 엄청 고생했
어요. 결과적으로는 말 전염성 빈혈 등 주요 말 질병이 한국에는 없다는 것
이 입증되어 영국에서 그러면 참여할 수 있다고 해가지고 올림픽이 성공적
으로 치러지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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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흥식  학회를 법인화한 것이 1999년 9월입니다. 아마도 이 때 한홍율

교수님이 학회장이셨던 것 같은데 법인화를 하게 된 동기와 법인화 과정을
말씀해 주시지요.
한홍율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과총)가

과총 본관 건물 옆에 신관

을 지었는데 방이 남으니까 여러 학회에 분양을 했어요. 수의학회도 들어가
야 되는데 돈이 없어 포기하고 과총 회의에 참석했는데 과총이 “모든 학회
는 빨리 법인화하라.”고 주문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요구하는 게 “영문
학회지를 발행할 것”을 얘기해요. 그러면 어드밴티지를 주겠다고 그러면서.
그래서 급하게 사단법인 정관을 만들어서 농림부에 신청했더니 “수의사회
정관이 수의학회-수의사회 이름 한자 틀리고 목적이 거의 비슷합니다. 똑같
은 단체 둘 모두를 어떻게 법인화 시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수의사회는 직능단체고, 학회는 학술단체”라고 설명을 했는데도 무조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저기 수소문해 본 결과 학회는 학술 및 교육과
관계되므로 교육위원회에 등록하라고 해서 서울시 교육위원회에 문의했어
요. 그랬더니 소재지가 어디냐고 물어 수원이라고 하니까 경기도 교육위원
회에 가면 담당부서가 있다고 해서 경기도 교육청에 신청해서 법인 등록이
난 겁니다.
이흥식  현재

축산학회나 축산단체연합회는 농림부 소속 법인으로 돼

있는 것으로 압니다.
한홍율  맞아요. 그 얘기까지 다 했어도 안 된다 이 겁니다.
이흥식  법인화라는

큰일을 하신 한홍율 회장님 노고를 치하 드립니다.

다음은 3대 이사장이셨던 김무강 회장님 말씀을 해주세요.
김무강  학회장하고

이사장을 한꺼번에 하면서 지방에 사무실을 가지

고 있었던 것이 제가 할 때가 처음이었던 거 같습니다. 지방에서 학회장을
한 분이 전북대 백영기 교수님이 계시지만 그때는 학회 사무실이 수원에 있
으면서 사무는 서울대 이영순 교수가 총무를 맡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
다. 제가 학회장을 할 때 기억나는 일은 무엇보다 한국과학기술한림원의 지
원으로 학술지의 국제화를 위해 SCI 등재를 주관하는 미국 톰슨 ISI 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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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방문한 일과 그 동안 발행된 수의학회지 게재 논문을 집대성하여 CD를
만들어 회원 모두에게 무료 배부한 것 그리고 “수의학대사전”을 출판한 일
입니다. 미국 필라델피아 톰슨사는 2003년 3월 27일부터 31일까지 5일간
11개 학회 15명이 방문하였는데 어떻게 해야 SCI 등재 학술지가 될 수 있
는지 그 속사정을 알 수 있었다는 소득이 있었고, CD는 IT시대에 맞게 활
용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로 만들었으며, 대사전은 일본 수의학대사전을
번역한 것으로 당시까지 통일된 용어가 없었다는 점에서 학술용어에 대한
이해와 함께 진료할 때 참고자료로 쓸 수 있도록 하자는 의미로 시도한 것
입니다. 영문 수의학회지 JVS가 2006년 SCI 등재가 되었는데 미국 필라델
피아까지 갔다 온 것이 얼마나 효과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미국을 함께 갔던
11개 학회 중 수의학회가 제일 먼저 SCI가 됐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네요.
이흥식  회장

재임 중 많은 일을 하셨네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의학

대사전의 경우 용어가 통일이 안 돼 있어 사실 문제가 좀 있었어요. 같은 용
어인데 어느 부분에서는 그 용어를 A라고 썼다가 다른 데다 B라고 쓰는 경
우도 있었지요. 이것은 용어 통일이 안 된 상태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생긴 일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일본 책을 번역하다보니 일본에만
있는 질병도 포함되는 일도 있었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이문한 회장 때 수
의학회 50주년 기념사업으로 “수의학용어집”을 만들자고 해서 수의학용어
집을 발간하게 되었지요. 그러나 이것도 실은 김무강 회장 당시 학술분야마
다 전문용어를 통일하라고 교육부 산하 학술진흥재단과 학술단체연합회가
채근해서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무강  그렇죠.

의학계에서 의학용어를 만드니까 우리도 안만들 수도

없었죠. 당시 수의학용어 정비 사업은 이흥식 회장이 맡아 진행했고, 2번에
걸쳐 공청회도 하고 해서 “수의학용어집”을 발간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흥식  네

그렇습니다. 수의학용어집을 발간한 후에는 용어의 수정보

완은 지속적인 사업이 돼야 되겠다고 해가지고 학회에서는 임시 위원회가
아니라 상설 위원회로 「수의학용어위원회」를 신설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현재 위원장은 충북대 김대중 교수로 지난 3년간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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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를 받아 개정판을 마련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판권 문제 때문에 아직까
지 출판을 못하고 있습니다. 관례가 판권은 연구비를 준 그 기관이 갖는 거
라면서요, 수의학회 60주년 기념사업으로 수의학용어집 2판이 조속히 발간
되기를 바랍니다. 이영순 회장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영순  사회자께서는

주로 수의학회하고 어떻게 인연이 돼서 오늘

에 이르렀는가를 주로 얘기해 달라고 그러는데, 사실 저는 근본적인 얘기를
좀 해야 되겠어요. 수의학회 회장의 면면을 보세요. 학회 역사가 40년 가까
이 된 6대부터 18대까지 모든 회장이 서울대 출신입니다. 당시에 이거는 너
무 불공평하다. 서울대만 회장하라는 법이 있느냐? 이런 불만이 전국에 팽
배해 있으니 비 서울대 출신 수의계 원로를 회장으로 모시는 것이 어떠냐는
분위기가 있었어요. 이렇게 돼가지고 그러면 그런 분이 과연 누구냐고 수소
문했더니 이흥식 회장도 좋다면서 전북대 백영기 교수님을 추천하셨어요.
국제해부학회지 및 수의해부학 영문서적에 그분이 연구한 새의 뼈에 관한
내용이 실리고, 또 인용도 되어서 논문도 나오고 그런 분이시더라고요. 나
는 그때 처음 알았어요. 그래서 그 정도의 연구업적이 있으신 분이면 참 좋
겠다싶어서 백 교수님을 찾아뵙고 부탁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학회장은 하
겠는데 지방에서 수시로 수원을 왔다 갔다할 수 없다 그러니 당신이 총무를
맡아 준다면 좋겠다.”라는 것이 전제조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총
무를 맡은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당시 학술위원장이 사람을 하나
쓰겠다는 겁니다. 그전까지 회장을 비롯한 모든 임원은 학회 운영은 무료
봉사로 알고 사무원 없이 편집일 등 혼자서 모든 일을 다 했는데 사무원을
두겠다는 것이었죠. 학회에 무슨 돈이 있나요. 예산에도 없었을 뿐 아니라
학회에 그만한 돈이 없었어요. 그래서 회장님께 말씀드렸더니 학회 기금을
써서라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아마 기금을 까먹은 유일한 총무가 저일
겁니다. 물론 나중에 모두 벌충해 놓았지만 막무가내로 요구할 때는 참 속
많이 상했습니다. 그 후 법인이 되고 선거하다보니 이사장 겸 학회장을 하
게 됐는데 특별히 기억에 남는 거는 2003년 11월부터 내가 학회의 회장을
맡게 돼 있었는데 그 전인 9월에 대전에서 전임 회장단의 총무인 김상근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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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가 주재하는 편집회의가 있었어요. 여기에 갔더니 영문 학회지 JVS는 논
문이 없어서 낼 수가 없다 이래요. 그런데 앞으로는 더욱 내기가 힘들대요.
그러면서 이 자리에서 영문학회지를 폐간하기로 결정하자는 거예요. 그래
그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학술진흥재단이 한글판 수의학회지는 KSCI로
인정이 돼 있지만 영문판은 아직 심사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KSCI 논문
으로 인정을 할 수 없다고 그랬다는 거예요. 심지어 지방대 어느 교수는 이
런 사실을 알고 영문 학회지 JVS에 투고했던 논문을 도루 찾아가기까지 했
다는 겁니다. 나는 그날 그 편집회의에서 이런 말을 한 것이 기억에 남습니
다. “앞으로 2개월 후면 내가 회장이 되니까 이 회의에서 폐간을 한다는 결
정만은 하지 말아 달라. 그냥 가만히만 있어달라.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서
든지 책임을 지겠다.” 그러고 서울로 돌아와서 직접 학술진흥재단에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담당자가 “지금 정부가 국문학회지를 모두 영문학회지로
바꾸라고 독려하고 있고, 돈을 그렇게 많이 지원해주고 있는데 무슨 소립니
까? 영문학회지를 낸다는 건 더 대우를 받아야지, 어떻게 그거를 KSCI로도
인정을 안 해준다는 겁니까. 저희는 그런 말 한 적 없습니다.” 이러는 거야.
사실 그때 영문학회지 JVS가 없어질 뻔 했다고요. 2개월 후에 내가 회장이
됐고, 영어 논문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영어 논문 2편을 냈다가 다시 찾아
간 제주대 주홍구 교수에게 전화해서 1편의 논문을 다시 받았고, SCI 논문
을 많이 발표하는 젊은 교수들의 협조를 받아 JVS는 다시 살아 난 겁니다.
결국은 2006년 JVS는 SCI 등재지가 되었어요.
이흥식  JVS에

대해서는 JVS를 창간한 사람이기에 할 말이 정말 많은

데요. JVS 창간 준비 당시 서울대 두 분의 선배 교수님은 저를 불러서 영문
잡지는 내지 말아라. 외국인 투고는 물론 내국인 투고도 있을 수 없고, 더
구나 SCI 등재는 꿈도 꿀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영문판은 1년도 못
가 자진 폐간될 거다 이러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랬어요. “왜 해보지도 않고
포기하느냐?” 그랬죠. 그랬더니 그 분들 말씀이 학회를 아끼는 마음에서 하
는 충고라고 하시더라고요. 사실 저는 학술지의 SCI 등재가 정부 주도로 추
진되기도 전이고, 수의학회장이 되기도 전인 1997년 9월 조선호텔에서 S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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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재를 관장하는 ISI의 국내 대리점인 신원데이타네트가 개최한 ISI 대표단
초청 특별강연회에 참석한 일이 있었어요. 그때 우리나라에는 왜 영문 수의
학회지가 없나하면서 SCI 등재 영문학회지를 만들어야 되겠다고 생각했어
요. 그래서 학회장이 되자마자 실은 영문 학회지 창간을 위해 무던히 얘를
썼고, 신원데이타를 비롯해 의학학술지편집인협의회(의편협) 임원 등이 주
위에서 열심히 도와줘 Mediline/PubMed에 신청한지 6개월 만인 2001년
10월에 Medline/PubMed에 등재가 되었고, 2004년에 SCOPUS에 등재된
후 드디어 2006년 6월 SCI 잡지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기까지 정말 어려
움이 많았습니다. 아까 말씀이 있었지만 2003년 7월과 9월에 개최된 이사회
에서는 영문 학술지 JVS를 자진 폐간하여 국문지와 합병을 결정했으니 말
입니다. 이때 당시 회장에게 폐간한다면 판권을 저에게 넘기라고 했어요. 당
시 의학분야 학술지 관련 인사와 대화 중 JVS를 여러 사정으로 폐간하려 한
다니까 Medline 등재가 얼마나 힘든데 자진 폐간이냐. 도저히 이해할 수 없
다는 거예요. 폐간 문제는 회장이 바뀌면서 인수인계되는 과정에서 유야무
야되었지만 천만 다행이었습니다. 이후 제가 JVS 편집위원장을 맡았는데
투고-선정-게재 과정이 너무 까다롭다고 말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
마 저는 오래 살 겁니다. 이렇게 엄격히 했기에 SCI 등재가 어느 학술지보
다 신속히 된 걸로 압니다. 이 과정에서 초대 편집위원장인 이영순 교수가
애를 많이 썼습니다. 정말 애 많이 썼어요.
김무강  제가

회장을 할 당시 편집위원장이 갑자기 외국 출장을 가게

되어 그 동안에 진행되었던 원고의 처리와 진행 상황 등을 챙기느라 약간의
어려움도 있었지만 임원진을 개편하여 학회 업무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임원진 모두가 서로 노력을 다했습니다. 그 당시에 저는 안식년이었기에 미
국에 가려고 예약까지 해 두었던 계획조차 취소하고 지방대학에서 회장과
이사장을 겸하면서 잘못했다는 비난을 받지 않기 위해 나름대로 최선을 다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흥식  정말

힘드셨을 것으로 짐작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

문한 회장님 한 말씀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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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문한  이사장에

취임한지 얼마 안되어 이흥식 선생

님이 찾아오셔서 내년이 수의학회 창립 50주년이다. 축산학
회나 다른 학회의 경우 창립 50주년과 같은 뜻 깊은 행사할
때 대개 3년 전부터 준비를 하더라고 하시면서 말씀하는데
보니 전혀 준비가 안 돼 있어 사실 걱정이 되었죠. 학회장 임기가 11월부터
시작되니 한 10개월 정도밖에 시간 여유가 없어 앞이 캄캄했지요. 행사를
치르려면 경비인데 뭐 별 수가 있어요. 여기저기 뛰어다녔죠, 카길애그리퓨
리나 김기용 회장을 만나 뵙고 수의학회 50주년인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
지 의논했더니 2,000만 원 후원을 약속해 주셨어요. 그다음 한국화이자 신
창섭 부장에게 연락하여 애로사항을 이야기했더니 제가 좀 도와 드리겠습
니다 그러면서 1년에 1,200만 원씩 3년 동안 3,600만 원 후원을 약속해 주
었어요. 다만 단순한 후원은 안 되니 광고를 내달라고 해 마침 영문학회지
가 있으니까 그 표지에 광고를 3년 동안 실어주겠다 약속했어요. 그 다음에
중앙백신연구소 윤인중 사장한테 또 연락을 해가지고 나 죽겠소, 좀 살려주
소. 그래가지고 1,000만 원을 지원받는 등 그럭저럭 행사 진행하는 데는 큰
무리 없을 정도로 협찬이 들어왔지요. 그런데 한 가지 당혹스러운 일이 있
었어요. 영문학술지 JVS는 학진에서 매년 약 4,000만 원을 지원 받기로 되
어 있는데, 문제는 학회에서 매칭펀드로 매년 같은 금액을 대야 되는 거예
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제대로 된 학회지 하나 만든다는 건데, 사방팔방
으로 또 뛰었지요. 어쨌든 제가 인수인계 받을 때 결산 기준으로 예산이 1
억 여 원이었고, 이월금이 약 340만 원이었는데 1년이 끝나고 나서 보니 예
산 집행이 약 2억 원, 그 이듬해는 한 약 3억 원, 마지막 3년차에는 3억 2천
만 원 정도로 예산이 늘어났어요. 후임 이사장에게 넘겨준 이월금이 6천5백
만 원 정도 되었지요. 어쨌든 임기 3년 동안은 학회 운영 자금 대느라 정말
힘들었어요.
이흥식  어려운

시기에 정말 애 많이 쓰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그러

면 김재홍 이사장님 부탁드립니다. 이사장을 맡으신 후 체제를 정비하시느
라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참 많았던 걸로 아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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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홍  제

임기 중 기억되는 큰일을 보면 학회 홈페이지 정비, 투고료

관리, 사무 운영 시스템 정립 등입니다. 우선 홈페이지의 경우 최초 개설 후
역대에 걸쳐 조금씩, 조금씩 짜깁기하듯이 관리하다보니까 시스템이 엉켜
자주 다운되거나 컴퓨터가 멈추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많은 예
산을 들여서 한 시스템으로 통합 정비하고, 투고시스템 및 운영시스템을 그
에 맞췄습니다. 또한 법인화가 되고나니까 교육청 및 노동청 등 사무관리가
엄청 엄격하더라구요, 더구나 한 직원이 15년여 이상 재직하며 매년 연봉을
올리는 바람에 학회 부담이 너무 커져 부득이 사무원 1명을 정리하였습니
다. 그런데 이 직원이 나가고 보니까 모든 기록이 개인 수첩이나 머릿속에
만 있었던지라 중요 사무 기록을 전혀 찾아 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모든 기록을 기록할 수 있게 전산시스템을 만든
겁니다.
이흥식  지금까지는

학회와의 인연이나 회장이나 이사장 재임 중 주요

업적 그리고 에피소드 등을 중심으로 얘기를 나누었는데 이제부터는 60년
수의학회 역사에 바탕을 두고 과연 앞으로의 백년을 위해서 수의학회가 무
엇을 어떻게 해야 되겠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영순 회장님부
터 말씀해 주시지요.
이영순  지금

수의학회에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 과총 분류는 수의학

이 농수산분야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런데 다른 부처에서는 달라요. 이것부
터 분명하게 정립해야 된다고 봅니다.
김재홍  그

부분은 제가 몇 번 심사위원으로도 과총에 가고 했는데 학

술지 쪽은 농학으로 안 돼 있고 의학으로 돼 있어요. 제가 농학 쪽 위원으로
참석하여 수의학회는 왜 안 올라오냐고 그랬더니 의학으로 분류 돼서 그렇
대요. 그럼 우리가 불리하거든요. 그래서 농학으로 빼달라고 하니까 알았다
고 했는데 지금은 어떻게 돼 있는지 모르겠네요. 의학 학술지는 워낙 쟁쟁
한 게 많거든요. 거기에 수의학회지가 붙으면 불리할 수밖에 없죠.
이흥식  그러면

수의학계의 백년대계를 위한 수의학회의 첫 과제로 해

결해야 될 과제는 수의학회가 농수산분야로 들어가는 게 좋겠다는 점에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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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동의하시는지요.
이영순  아닙니다,

그거 잘 판단해야 됩니다. 제가 회원으로 있는 학술

원에는 수의학이 의학분야로 돼 있어요. 학술원 회원 선출에 관한 규정(학
술원규정 제86호) 제2조 별표 1에 의하면 수의학은 자연과학부회 제4분과로

의학, 치의학, 수의학, 약학으로 돼 있어요. 그리고 한림원 있잖아요, 한국과
학기술한림원에는 한림원 정관 제6조 2항에 따라 5개 학부 중 수의학은 농
수산학부로 분류돼 있어요. 따라서 이 문제는 수의학회가 중심이 돼 심도
있게 신중히 논의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김무강  수의학이

농학분야냐 의학분야냐 이런 이야기를 한참 했는데

사실 실리를 쫓아 박쥐처럼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좋지만 그래도 방향을 딱
정해야지, 왔다 갔다 하다 잘못하면 돌다리 건너뛰다가 빠져버릴 수 있습니
다. 무언가 특성을 가지고 쫙 밀고 가야지, 이쪽저쪽 쳐다볼 필요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수의학은 그 시초가 농학분야가 맞지만 이제는 완전히
동물의학이거든요, 수의학이 의학으로 가면 경쟁에서 의학에 밀린다고 하
셨지만 사실은 밀리지 않도록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김재홍  학술지만

아니면 의학 쪽으로 유지하는 게 낫다고 봅니다. 농

식품부가 학술분야를 워낙 홀대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필요하죠.
한홍율  지금까지

하신 말씀을 들어보니 수의학이 아직도 학문분류가

정립되지 못 하고 부처에 따라 마구 엉켜있다는 얘기네요?
이흥식  네,

그렇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법에는 의학계열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영순 교수님이 말씀하신 근거는 모두가 당해 기관이 편의 상
만든 규정이거나 정관이라고 봅니다. 고등교육법(법률 제11384호)에 따른 대
학설립 · 운영규정(대통령령 제22980호) 제2조 9항 별표 1에 의하면 수의학은
의학, 치의학, 한의학과 함께 의학계열입니다. 만일 수의학이 의학계열에서
빠지면 문제가 심각합니다. 대학설립 · 운영규정 제6조 1항 별표 5에 의하면
교수 수가 달라져요. 의학계열은 학생 8명당 교수가 1명으로 돼 있는데 우
리가 자연과학계열 또는 보건이나 농학계열로 가면 학생 20명당 교수 1명
이니 학생 정원을 60명으로 할 때 한 학년 교수 수는 고작 3명이면 됩니다.

대한수의학회 60년, 수의학 미래 60년

48

다시 말해 본과 4년 과정이라 해도 총 12명의 교수만 있으면 된다는 점입니
다. 더구나 교육기본시설 · 지원시설 · 연구시설의 교사 기준 면적도 달라집
니다. 과연 이렇게 해서 수의학교육이 제대로 될까요. 제가 이와 관련하여
여러분께 참고로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의사, 치의
의사, 한의사, 간호사는 의료법에 의해서, 건축사는 건축사법에 따라, 변호
사는 법학전문대학원법에 의하여 인증기관에서 인증 받지 않은 대학 또는
대학원의 졸업자는 해당 국가시험을 못 보게 돼 있어요. 그런데 2012년 11
월 어느 날인가 모 국회의원실에서 전화가 왔어요, 수의학이 의학분야 맞습
니까? 아닙니까? 그렇게 묻는 거예요, 그래서 “대학설립 · 운영규정에 의학
계열로 나와 있습니다. 의학분야가 맞습니다.” 그랬죠. 그랬더니 의료법 개
정을 하면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전부다 인증평가를 의무화 시
키는데 수의사법도 개정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한
3~4일쯤 지났는데 수의사법 개정안을 보내왔어요. 이 개정안 요지는 「인증
받지 않은 수의과대학 출신은 수의사 국가시험을 못 본다.」 이거죠. 그래서
이 개정안을 수의사회장, 검역본부장, 농식품부 과장 그리고 학장협회장과
의논을 했어요. 어떡하면 좋겠느냐? 그랬더니 이구동성으로 이제 막 인증원
을 만들고 평가인증을 시작하려는데 “이건 시기상조다.” 그래요. 그래서 국
회에 직접 찾아 가서 설명을 쭉 했어요. 시기상조라고. 그랬더니 인증평가는
국민보건과 동물보건 그리고 이를 담당하는 수의사의 질적 향상을 위해 꼭
필요한 것이니 언제든지 필요하면 부탁하십시오. 제가 앞장서겠습니다. 그
러더라고요. 사회에서는 수의학을 이렇게 높이 보는데 우리는 스스로 방기
하고 있는 것 아닌가 제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한
국연구재단에서 분류하는 학술연구분야분류에 의하면 8개 연구 분야 중에
서 수의학은 의학, 치의학, 한의학, 간호학과 함께 의약학분야(E-350000)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과학기술기본법 제24조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위원회
고시 제2012-4호에 의한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에 의하면 생명과학분야의
3개 대분류 중 농림수산식품(LB)의 중분류 수의과학(LB07)에 포함되어 있
습니다. 의학, 치의학, 한의학, 간호학, 보건학은 생명과학분야 대분류 중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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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료(LC)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학문분야
문제는 여기서 마치고 앞에서 제안하신 것과 같이 우선 수의학회가 앞장서
수의학의 위상 정립을 하도록 노력하기로 하고, 이제부터는 수의학회의 미
래 100년을 위한 아이디어를 돌아가면서 하나씩 제안해 주세요. 어떻게 하
면 수의학회가 발전하겠는지. 이영순 회장님부터 앞으로 100년을 위한 발전
방안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이영순  지금

시점에서 생각할 때 반려동물 시장이 좋다고 하는데 기

본적으로는 반려동물이라는 것도 앞으로는 엄청난 한계에 부딪치게 될 것
입니다. 지금 일본의 경우를 보면 20~30대가 애완동물을 안 키웁니다.
40~50대가 좀 키우고 있고, 60~70대는 엄청 많이 키우고 있어요. 현재 일
본에는 고양이가 한 800만 마리, 개가 1,200만 마리 그래서 2,000만 마리 정
도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60~70대가 엄청나게 키우고 있는 애완동물은 한
20~30년 그러니까 60~70대가 세상을 떠나고 나면 그야말로 100년이 아니
라 50년 이내에 애완동물을 기르는 국민 수가 1/3 이하로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일본의 전망은 아주 심각하더라고요. 이렇게 보면 노령화 속
도가 일본보다 훨씬 가파른 우리나라는 일본보다 더 힘들 것이라고 보여요.
현재 일본정부는 “애완”이나 “반려”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사업에는 일체
투자를 안 한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산업동물 소, 돼지, 닭을 비롯한 이런
경제동물도 앞으로 장래가 그리 밝다고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구 비례
나 국토 면적 등으로 봐서 소, 돼지, 닭 숫자가 너무나 많아요, 뿐만 아니라
사료를 99% 수입해요. 그리고 축산 자체가 환경오염의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어요. 매년 되풀이 되고 있는 FMD나 AI 발생에 따른 대량 살처분 매립
등은 국민들에게 상당한 혐오감을 주고 있어요. 따라서 임상 분야 이외에
예를 들면 실험동물, 식품안전, 국경검역, 전염병방역, 신약개발, 국제적인
수의사면허상호인정(MRA) 등에 관심을 갖고 교육목표를 다시 세워야 된다
고 봅니다.
한홍율  그러니까

이영순 교수님 얘기는 수의학 교육의 트렌드를 수의

학회가 먼저 제시하고 잡아라. 그런 얘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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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순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 제안을 하는데, 수의학회가 창

립 60주년 행사를 할 때 최소한 그런 얘기를 솔직히 해줄 수 있는 일본의 전
문가 한 사람을 초청해서 들어볼 필요가 있어요. 일본 학자를 초청하자는
이유는 일본의 수의 환경이 우리와 너무나 유사하기 때문입니다.
이흥식  자,

그러면 지금까지 말씀하신 것을 정리하자면 수의학회가 주

도해서 시대에 맞는 그런 지표를 만드는 기회를 가져야 되겠다는 말씀이지
요.
이영순  저는

학회의 발전보다는 우리나라 수의학과 수의대의 발전을

위해서 과연 앞으로 50년, 100년을 내다 봤을 때 우리 수의학의 트렌드는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 것인지 거기에 대안을 학회가 제시해주자는 겁니다.
한홍율  맞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런 토론을 자꾸 해서, 이게 나이든

사람들이 적어도 걱정을 하고, 길을 열어주고, 서로 얘기를 하고 이런 기회
를 많이 만드는 게 중요한 겁니다. 이영순 교수께서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
어요, 사실 이런 모임은 오늘 지금 처음 갖는 거 같은데, 모르겠습니다만 원
로들이 수의학이 앞으로 어떻게 나갈 거냐 하는 것을 길을 잡아주는 게 굉
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이게 바로 우리가 할 일이라고 봅니다. 두 번째는 수
의대 졸업생들의 직업에 대해서도 트렌드를 잡아줘야 돼요. 다시 말해서 수
의사들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게 앞으로 어떤 직업을 갖는 것이 좋겠
다는 것을 수의학회 원로들이 모여서 자꾸 논의하는 것이 필요할 듯합니
다. 적어도 1년에 한 번씩은 해야 되겠습니다. 좀 전에 수의학의 미래가 아
주 불투명한 것처럼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이미 다른 분
이 말씀하셨지만 수의학이 생긴 것은 산업동물 때문에 처음에 생긴 겁니다.
우리 먹는 거 해결하기 위해서. 현재 우리나라 국민의 1인당 고기 소비량이
135kg입니다. 쌀은 68kg예요. 주식이 고기로 바뀌어졌어요. 쌀은 1/2밖에
안 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산업동물 쪽 즉 푸드애니멀(food animal) 이런
쪽에 수의사의 비전이 그만큼 있다는 얘기예요. 절대 있어요. 그리고 말 같
은 건 전혀 우리가 손 못 쓰고 있거든요. 소득이 늘고 경제적 여력이 생기면
서 우리네 생활이 레포츠로 트렌드가 바꿔져 가고 있어요. 따라서 수의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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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로들은 앞으로 어떻게 하여야 될는지 가이드라인을 줄 수가 있어야 됩니
다. 적어도 수의학회 원로들이 모여서 그런 것을 짚어줘야 되지 않느냐 하
는 그 말입니다.
김재홍  지금까지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학술분야는 어차피

수의학이 수의학으로만 머물러갖고는 안 되거든요. 지금도 줄기세포, 유전
체 분석 등 많은 부분에서 타 분야와 공동 연구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
러나 우리가 특별히 좀 의도적으로 해야 될 거는 환경이나 동물 복지 이런
부분에 우리가 주도적으로 선점을 안 하면 축산 쪽에 밀릴 수 있어요. 그런
면에서 인간, 동물, 자연의 건강은 하나라는 개념의 원헬스(One Health)라
는 큰 그림은 우리가 주도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것을 책
임질 수의학회, 수의학교육학회, 수의과대학협회가 지금 각각 별개로 작동
되고 있거든요. 또한 유기적인 협조가 잘 안됩니다. 수의학교육학회를 할 때
수의학회 회원이 참석해서 협의도 하고 논의도 해야 될 텐데 참여가 아주
저조합니다. 더구나 이들은 수의학교육인증과 같이 동조되는 이런 게 있어
야 되는데 지금 따로 갑니다. 그래서 이들 모두가 시스템적으로 동조되도록
수의학회가 선도적으로 이끌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흥식  지금

김재홍 이사장님 말씀이 수의분야 트렌드가 바뀌고 있으

니 그 트렌드에 맞춰 수의학회가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가도록 노력해야 될
것이다. 그래야 발전할 것이다 그런 말씀이죠.
김재홍  네.

그렇죠. 아까 말씀이 일본은 반려동물 분야에 대한 투자를

정부에서 안 한다고 하셨는데 그래도 국내에서는 정부에서 반려동물 분야
에 투자를 시작한 게 작년, 재작년이거든요. 이걸 잘 살려야 됩니다. 수의학
회, 수의사회, 수의과대학협회, 수의학교육학회가 상호 긴밀히 협조해서 뭔
가 이런 분위기를 이어가도록 일을 해야 됩니다. 그전에는 정부나 정가에서
반려동물 분야에 관심이 전혀 없었어요. 반려동물 1,000만 시대다 하니까
이제야 정부나 정치권에서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김무강  마지막으로

이야기 하나 추가하겠습니다. 우리가 현재를 4차

산업혁명시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5차 산업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5차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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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은 바로 평생교육입니다. 평생교육이라는 거는 왔다 갔다 안 하고 사무실
이나 집에서 공부하면서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으로 그런 시대가 이미 왔다
는 거거든요. 유엔보고서에 의하면 2030년이 되면 세계 대학 절반이 없어진
다고 합니다. 이 유엔보고서는 유엔 산하의 대학입니다. 이 대학은 대학 건
물이 있는 것이 아니고 노벨상 받은 사람이나 유명대학의 스타 교수들로 구
성된 소프트웨어대학입니다. 우리 수의분야에서도 이런 세계적인 흐름을
참고해서 교육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흥식  김무강

회장님 말씀도 세상이 급격하게 변하고 있는데 수의학

도 뭔가 달라져야 된다. 그런 얘기네요. 약속된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혹
시 더 추가하실 말씀이 있으신지요. 없으시다면 오늘 간담회를 “미래 수의
학 100년을 위해 수의학회는 주도적으로 미래 청사진을 제시해야 한다.”고
정리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오늘 간담회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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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학회 60년
발자취

–01

학회 창립, 조직 및 운영

대한수의학회는 한국동란 후 사회가 점차 안정되던 1957년 7월 24일
우리나라 수의계 최초로 설립된 모학회로 창립되어 십수 년 후에 창립된 수
의분야 각종 학회들의 모태가 되었다. 그러나 사실상 대한수의학회 창립의
태동은 3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1954년 10월 1일 대한수의사회 주최
로 개최된 제1회 학술대회에 참석한 인사들이 「이미 의학분야나 약학분야
는 학회가 창립되어 활발한 학술활동을 하는데 수의계는 아직도 학회가 없
으니 빠른 시일 내에 수의학의 학문적 발전을 위해 학회 창립」을 적극 추진
키로 결의함으로써 발기되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취지에 찬동하는 인사들
이 3년여의 준비기간을 거쳐 부산 송도에 위치하고 있던 중앙가축위생연구
소(현 농림축산검역본부 전신)에서 창립총회를 갖게 된 것이다.
창립총회에 참석한 인사는 정확한 명단이 남아 있지는 않지만 김용필
교수(경북대)를 비롯하여 한영우 소장(중앙가축위생연구소), 이병도 과장(중앙
가축위생연구소), 오순섭 교수(서울대), 이남신 국장(농림부), 이택주 과장(중앙
가축위생연구소) 등 수의사 87명이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당시는 전쟁 직

후라 교통편은 물론 경제적으로도 여의치 못하여 연구소 근무 연구원 및 부
산과 경남에 근거를 둔 수의사가 많이 참석한 것으로 추정되지만 이는 당시
전국 수의사가 총 918명에 지나지 않았던 점에 비추어 볼 때 대단히 성공적
인 학회 창립행사였던 것으로 여겨진다.
창립총회에서는 우선 임시의장으로 한영우 소장을 선출하고 학회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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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대한수의학회」로 정하고 회칙을 통과시킨 후 이에 따라 초대 회장에 김
용필 교수, 부회장에 이규명 박사(당시 서울대 의대 강사)와 이택주 과장을 선
출하고 10명의 전형위원으로 하여금 20명의 평의원과 2명의 감사를 선출하
는 것으로 창립총회를 마쳤다. 이날 모임의 특기할 사항은 창립총회 당일에
는 학술행사가 없었지만 1954년 10월 1일 대한수의사회 개최 학술대회에서
「수의학회의 발기가 처음 논의되었으므로 이 대회를 대한수의학회 제1회
학술대회로 간주」하기로 결의한 점이다.
다시 말하면 대한수의학회는 창립총회 이전에 학술행사를 갖은 학회가
된 것이다. 이렇게 시작된 대한수의학회는 창립 50주년이 된 2008년 6월 말
현재 회원 897명(97개 단체회원 제외)으로 10배 이상 늘었으며 50년간 총 발
표한 연제수는 2007년 11월 제52차 학술대회까지 특강 및 초청 연제를 포
함하여 총 4,612편이 발표되었다. 그리고 심포지엄과 세미나는 1972년 춘
계심포지엄을 처음 개최한 이래 2008년 5월까지 특정 주제를 테마로 총 34
번이나 심포지엄과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한편 창립 60주년인 2017년 10월
말 현재까지 추계학술대회 발표 연제 누계는 자그마치 8,236편에 이르렀으
며, 1972년부터 시작된 춘계심포지엄과 세미나는 2018년 5월 현재 43회에
달하여 2000년대 초에 비하여 2배 이상 증가되었다. 학회의 얼굴인 학술지
는 1961년 대한수의학회지 KJVR이 처음 창간된 이래 2017년 12월(57권 4
호)까지 통권 169호가 발간되어 2,808편의 훌륭한 논문이 발표됨으로써 수

의학 발전에 큰 공헌을 하였다. 그리고 2017년 12월 현재 SCIE 등재지인 J
Vet Sci는 외국인 투고가 70~80%에 이르는 세계유수의 학술지가 되었다.
학회 조직과 운영, 학술활동, 학회지 발간, 국제학술활동, 학술상, 기금조성
등 분야별 변천사를 중심으로 대한수의학회 60년간의 주요 역사를 간략하
게 정리하면 표 1-1과 같다.
사단법인 대한수의학회는 사회일반의 이익에 공여하기 위하여 「공익
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수의학에 관한 학술연구와 지
식교류를 통하여 한국 수의학의 발전을 도모하고 나아가 관련 산업의 진흥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이다. 다시 말해 대한수의학
회는 「공동의 목적을 가진 회원이 모여 법인격」을 취득한 단체이다.
따라서 사단법인 대한수의학회 조직과 운영을 규정하는 기본이 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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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대한수의학회 역사
일시

주요행사 및 사업내용

1957년 7월 24일

창립총회

1959년 8월 29일

학술대회 초록 최초 발간

1961년 6월 30일

대한수의학회지 창간

1966년 9월 24일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창립회원 가입

1967년 5월 30일

대한수의학회지 연 2회 발행 시작

1967년 7월 24일

학회창립 10주년 행사

1967년 10월 29일

한국농업과학협회 창립회원 가입

1969년 10월 25일

수의임상, 가축위생, 조류질병, 군진수의분과회 설치

1970년 8월 20일

한미수의사협회(KAVMA) 창립

1972년 4월 15일

제1차 춘계심포지엄 개최

1977년 10월 22일

학회 창립 20주년 행사

1978년 1월 12일

제1회 분과회장단협의회 개최

1980년 10월 26일

제1차 추계심포지엄 개최

1981년 10월 17일

일본수의학회와 자매결연

1982년 7월 20일

학회창립 25주년 행사

1983년 1월 6일

중화민국수의학회와 자매결연

1986년 10월 6일

학회마크 제정

1987년 7월 4일

학회 창립 30주년 행사

1988년 10월 15일

학술위원장 제도 도입

1989년 1월 30일

국문학회지 연 4회 발행 시작

1990년 10월 27일

Poster 발표 개시

1991년 10월 25일

제1회 연구상 시상

1992년 3월 24일

ISSN 1225-0198 게재 결정

1993년 10월 22일

제1회 미원수의과학상 시상

1995년 1월 30일

CAB/Index Veterinarius에 영문초록 게재 시작

1995년 5월 30일

학회지 영인본 출간(200부)

1997년 7월 24일

학회 창립 40주년

1997년 10월 24일

제1회 학술대상 시상

1997년 12월 4일

한국학술단체총연합회 발기 회원 가입

1998년 10월 23일

제1회 LG 수의학술상, 학회창립 40년사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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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대한수의학회 역사(계속)
일시

주요행사 및 사업내용

1999년 9월 16일

사단법인 설립인가

2000년 6월 30일

영문학회지 J Vet Sci 창간

2000년 9월 30일

대한수의학회지 KJVR 100호 발간

2001년 6월 9일

아시아수의과대학협회(AAVS) 창립

2001년 10월 26일

J Vet Sci의 Medline/PubMed 등재

2003년 10월 20일

수의학대사전 발간

2003년 12월 30일

J Vet Sci의 학진 등재후보지 선정

2004년 1월 16일

J Vet Sci의 Medline/PubMed Linkout 시작

2004년 11월 20일

제2의 SCI인 SCOPUS에 J Vet Sci 등재

2005년 5월 13일

임시총회에서 이사장과 회장 분리 정관 개정

2006년 6월 1일

J Vet Sci의 SCIE 등재

2006년 9월 28일

학회 창립 50주년 행사 및 학술대회

2006년 11월 11일

50주년 기념 수의학용어집 발간

2006년 12월 30일

J Vet Sci의 학진 등재지 선정

2007년 7월 2일

수의학용어집 문화관광부 우수학술도서 선정

2008년 9월 25일

학회 50년사 발간

2008년 10월 1일

J Vet Sci 전자접수시스템 가동

2010년 1월 30일

샤프전자사전에 수의학용어 탑재 출시

2011년 4월 21일

국문학회지 SCOPUS 등재

2011년 8월 3일

국문학회지 전자접수시스템 가동

2011년 10월 26일

수의학용어위원회 상설 위원회 신설

2013년 10월 10일

제1회 학술연구대상 시상

2014년 10월 18일

학회 홈페이지 리뉴얼 개통

2015년 9월 23일

차세대과학자상 신설

2017년 10월 27일

학회 창립 60주년 행사 및 학술대회

2017년 12월 18일

영문학회지 J Vet Sci 연 6회 발간 결정

2018년 5월 10일

First Joint Meeting of Veterinary Science in East A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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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
(임기 2년)
평의원회
약간명
(임기 2년)

정회원
준회원
감사 약간명
(임기 2년)

회장 1인
(임기 2년)

부회장
2인
(임기 2년)

학술위원
약간명
(임기 2년)

총무위원
1명
(임기 2년)

그림 1-1  창립 당시 수의학회 조직도(1957년)

근본은 정관에 규정되어 있다. 사단법인 이전에 마련한 “대한수의학회 회
칙”은 공식 기록에 의하면 창립 후 8차례 개정되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제
정한 사단법인의 정관 개정만도 2017년 10월까지 9차례 이루어졌다. 그러
나 후술하는 바와 같이 공식적인 기록 이외에도 여러 차례 개정되어 실제
시행되었다. 이와 같이 개정이 빈번하였던 것은 급격하게 변하는 시대적인
상황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것도 있었지만 새로운 운영진이 학회를 맡으며
나름대로 잘 운영하고자 의도에 맞도록 변경한 일도 있었기 때문이다. 창
립 당시의 회칙은 아마도 당시의 사정으로 미루어 손으로 직접 반투명의 등
사지에 철필로 써서 등사한 유인물일 것으로 추정되나 전혀 확인할 길이 없
다. 다만 1968년 10월 학술대회 인쇄물로 남아 있는 유인물에 의하면 회칙
은 총 21개조로 이루어져 있는데 회칙 개정이 처음 이루어 진 것은 남아 있
는 기록상 1968년 10월 25일이다. 이후 여러 차례에 걸쳐 개정되고 법인 후
에는 더욱 보강되었지만 대체적인 구성 골격은 지금까지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 창립 당시 조직도는 그림 1-1과 같으며 이후 변화를 사례별로 일별해
보면 대체로 아래와 같다.
대한수의학회의 조직과 운영의 주체는 법인격의 구성원이 사람이라는
점에서 「회원」이다. 수의학회 회원은 현행 사단법인 정관 제6조에 의하면
정회원, 명예회원, 원로회원 및 단체회원으로 구성된다. 초창기 회칙에는 회

제1장 수의학회 60년 발자취

64

그림 1-2  초창기 수의학회 회칙(1968년)

원에 관한 구체적 사항 없이 단지 제4조에 “본회는 수의학을 전공하는 자로
써 구성한다.”고 규정하였으나 이후 1973년 10월 11일 개최한 제32차 평의
원회에서 “본회의 회원은 수의학 또는 그에 관련되는 분야의 학문을 전공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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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자로 구성한다.”로 개정하였다. 정회원은 「수의학에 관한 학술연구, 교육
및 이와 관련된 분야에 종사하는 인사」면 누구나 회원이 될 수 있다. 명예회
원은 「수의학 발전에 공헌이 큰 국내외 인사 중에서 평의원회 추대」받은 사
람으로 구성토록 되어 있는데 1988년 처음 명예회원제도가 시행될 당시 추
천된 인사는 조이언, 오순섭, 이남신, 이영소, 옥종화, 김영한, 임봉호, 김오
남, 이택주 박사 등 이었다. 원로회원은 1999년 이전에는 없었지만 이 후 개
정된 회칙 제6조에 의하여 「정년퇴임 후 회갑을 지낸 인사」로 되어 있었지
만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정관 제6조 3항에 따라 「회갑을 지낸 정회원으로서
평의원회에서 추대한다.」라고 규정되었다. 하지만 2017년 10월 발행된 회원
명부 상 원로회원과 일반회원이 구분되어 있지 않아 그 명단을 파악할 길이
없다.
한편 1992년 10월 23일 개최된 제36차 정기총회에서 「종신회원제」
도입이 결의된 바 있는데 만 51세 이상 회원으로 일반회원 연회비의 10배
(1992년 당시 20만원, 2001년 기준 30만원, 2017년 기준 50만원)를 일시에 납부

하면 종신회원 자격을 취득하도록 결정되었으나 종신회원은 2005년 발행
된 45권 3호 부록 99쪽에 유일하게 한홍율 회원(서울대 수의대)이 최초로 종
신회비를 납부한 것으로 명단이 게재된 이후 2011년까지 종신회비 납부자
는 매년 발행되는 부록의 회원명부에 없었다. 일부 회원이 종신회비를 납부
하였음에도(그림 1-3) 회원명부에 기록되지 아니한 이유는 회비에 연동되
어 종신회비가 인상되었음에도 1992년 당시 종신회비 액수를 납부한 탓으
로 보인다. 그러나 2012년부터는 「종신회원」을 정관에도 없는 「평생회원」으
로 개칭하면서 당시 14명이 등록하였으나 2013년에는 23명, 2014년에는 33
명으로 매년 10여 명씩 증가되었다. 그러나 그 후 증가세는 주춤하여 매년
1~2명씩 늘더니 2017년 10월 현재 평생회원은 39명에 불과하다.
하지만 평생회원이 많이 늘어난다는 것은 긴 안목에서 볼 때 수의학회
를 운영하는데 제약이 될 수밖에 없다는 점은 한번쯤 짚고 넘어가야할 짐이
다. 그 이유는 간단하다. 그럴 일은 없겠지만 만일 전회원이 일시에 모두 평
생회원이 되었다면 다음해부터는 회비가 한 푼도 들어오지 않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예전에는 이자도 높고 돈을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많은 학회가 평생회비제도를 선호하였으나 지금은 대부분의 학회가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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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일반회비(1974년, 1980년, 1989년)과 종신회비(2003년) 영수증

폐지하고 있고, 일부 학회는 평생회비는 절대로 학회 운영비에 사용하지 아
니하고 적립하여 급한 경우 총회 결의에 의하여 사용하고 있을 뿐이다. 실
제로 학회비의 변천을 보면 1970년 2천 원, 1974년 2천 4백 원, 1980년 5천
원, 1989년 1만 원, 1992년 2만 원, 2000년 3만 원을 거쳐 2007년 이를 5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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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으로 인상한 후 10년 이상이 지난 2018년 5월 현재도 5만 원인 점을 보면
과연 평생회비가 학회 운영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의문되는 그 진정한 의
미를 분명히 알 수 있다.
현행 정관 제6조 5항에 의하면 단체회원은 「수의학회 목적에 찬동하고
회비를 납부하는 단체로서 소정의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 평의원회의 승
인」을 얻어야 한다. 창립 당시 회칙에는 회원에 단체회원은 없었다. 단체회
원은 1978년 10월 20일 개최된 제39차 평의원회에서 학회 운영을 위해 많
은 기업체로부터 협찬을 받고 있는데 이들을 회원으로 편입하는 것이 협찬
을 받을 수 있는 명분이 된다는 점에서 회칙 제4조의 “본회의 회원은 수의
학 또는 그에 관련되는 분야의 학문을 전공하는 자”에 “또는 본 학회 취지
에 찬동하는 단체”를 추가하여 개정키로 하고 동년 10월 21일 제22차 정기
총회에 회부하여 회원 만장일치의 찬성으로 확정함에 따라 도입되었다. 따
라서 이후에는 정회원과는 별도의 단체회원 명단이 마련되어 회원명부에
기재되었는데 1979년 10월에는 남양유업을 비롯하여 72개 업체가 단체회
원으로 기록되었다. 그리고 1999년 10월 현재는 한국동물약품협회를 위시
하여 103개 업체가 회원으로 등록되었으며, 2001년 당시는 ㈜우진을 비롯
하여 104개 기업체, 2005년 9월 현재는 ㈜이글벳을 비롯한 101개 기업체가
단체회원으로 등록되어 있다. 그러나 이후에는 학회 정관 제6조 1항에 의하
여 회원은 정회원, 명예회원, 원로회원, 단체회원의 구분이 있음에도 불구
하고 별도의 「단체회원」 명단은 사라지고, 단지 「원로회원」 명단만 이어지
다가 2007년부터는 이마저도 없어지고, 2017년 10월 발간된 회원 명부에는
단지 「정회원」과 회칙에도 없는 「평생회원」으로만 구분되어 있다. 평생회원
이란 「평생(종신)회비」를 납부한 정회원이란 의미일 뿐인데 이를 마치 회원
의 한 종류인 것처럼 정회원과 분리하여 표시하는 것은 분명히 「사단법인
대한수의학회 정관」에 위배되는 것으로 보인다.
특이하게도 수의학회에는 「학생회원」제도가 있었다. 즉, 초창기 회
칙 제4조에 보면 “국내 각 대학 수의학과 재학생을 본회의 준회원으로 하
되, 준회원에 관한 규정은 따로 정한다.”고 되어 있어 수의학을 전공하는 학
부 학생이 회원이 될 수 있었다. 그러나 준회원에 관한 규정을 따로 마련하
지 아니하다보니 학부 재학 중인 학생회원의 역할이나 의무가 무엇인지 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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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하기만 하였다. 이에 1969년 10월 25일 안양 가축위생연구소에서 개최된
제13차 정기총회에서 “대학 수의학과 재학생을 본회의 준회원으로 하되, 준
회원은 본회의 학술활동에 한하여 참여할 수 있다.”고 개정하여 학생회원의
활동 범위를 규정하였다. 그러나 실제로 준회원의 학술활동이 극히 부진하
여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에 의문이 제기되어 1971년 9월 11일 안양 가
축위생연구소에서 개최된 제25차 평의원회의에서 정식으로 회칙 개정을 통
하여 학생회원제를 폐지키로 논의한 후 1973년 10월 11일 개최된 제32차
평의원회에서 준회원 제도를 삭제하기로 결의하고, 동년 10월 12일 개최된
제17차 정기총회에서 확정함에 따라 학생회원은 사라지게 되었다.
한편 회무집행을 위임받고 있는 임원진은 학회 창립 당시에는 회장 1
명, 부회장 2명, 평의원 약간 명, 감사 약간 명이였으나 1987년 12월 5일 개
최된 평의원회에서 부회장을 1명 증원키로 하고 익년 10월 15일에 개최된
제32차 정기총회에서 부회장 3명을 결의하였다. 이후 법인이 되기 직전인
1995년 10월 20일 개최된 제39차 정기총회에서 제8차 회칙 개정을 통해 종
래 3명이던 부회장을 5명으로 증원하여 회무를 운영토록 하였다.
그러나 1999년 당시 회장이던 서울대 한홍율 교수가 앞장서 오랫동안
숙원이었던 친목과 학술교류의 임의 단체인 「대한수의학회」를 「사단법인
대한수의학회」로 전환하기로 평의원회와 총회에서 결의함에 따라 법인 등
록을 전제로 동년 5월 27일 평의원회 심의를 거쳐 다음날 개최된 임시총회
에서 결의한 “사단법인 대한수의학회 정관” 제9조에 의하여 임원은 이사 7
인(회장, 차기회장 및 부회장 5명)과 감사 2인을 두어 회무를 관장하되 제19조
에 의하여 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고 이사장이 실질적인 운영을 하되 이사,
감사 및 이사장은 제11조에 의하여 총회에서 선출토록 하였다. 이는 이전에
총회에서 회장을 선출하던 방법을 그대로 유지하고, 이사장이 회장을 겸무
하는 회장 중심 체제를 유지하는 체제였으나 이와 같은 정관을 수원교육청
에 제출하여 법인허가를 동년 8월 26일 받아 법원 등기와 함께 수원 세무서
에 비영리법인 신고를 하였다(그림 1-4).
하지만 회장과 차기회장을 동시에 선출하도록 제11조 3항에 규정함에
따라 시행세칙 및 내규 제4조, 5조, 6조 및 7조에서 후보등록, 투표 및 선출
과정을 명시하였고 동시에 제8조에서 부회장 5인의 선출은 회장(이사장 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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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법인 설립허가 공문(1999년) 및 수원세무서 사업자등록증(2000년)

임)과 차기회장의 추천으로 선출하도록 규정하였다. 따라서 법적 사단법인

임에도 불구하고 이사장과 회장의 겸무로 업무 효율성을 기대할 수 없었다.
이에 많은 회원들은 회장과 이사장을 분리하여 다수의 회원이 회무 경험을
얻을 수 있도록 기회를 확대하고 이를 통해 학회 발전을 도모하자는 주장을
2000년 개최된 제44차 정기총회 이래 줄기차게 제시하였다. 이런 분위기로
인하여 2002년 10월 18일 대전 롯데호텔에서 개최한 제46차 정기총회에서
는 정관 제11조에 규정하고 있는 이사회에서 회장을 선출하도록 규정한 것
을 폐지하고 “사단법인 대한수의학회 시행세칙 및 내규(안)”을 상정하여 참
석회원 만장일치로 “회장” 선출에 관한 규정을 제2장에 마련하였다. 그러나
이렇게 개정하였어도 여전히 회장이 이사장을 겸임하는 것은 여전하므로
이를 분리하자는 회원들의 여론이 비등하였다.
이에 따라 원로회원을 비롯하여 평의원 의견을 수렴하였고 의견이 수
렴되자 2005년 5월 13일 개최된 임시총회에서 “많은 회원이 회장과 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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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사업의 연속성과
지속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법인 체제에 맞는
법적 효력의 이사장 중심 체제로 정관을 개정하였
다. 이 정관 제9조 및 19조에 따르면 임원은 이사 7
인과 감사 2인이 모든 회무를 관장하되 이사는 이
사회를 구성하여 법적 구속력이 있는 예산, 결산,
사업승인, 정관개정 및 제정, 위원회 설치, 회장 선
임 등 모든 회무 관련 사항을 심의 및 의결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정관 제19조 9항에 따라 이사회에
서 선출하여 총회에 보고해야 하는 임기 1년의 회
장은 시행세칙 및 내규 제10조에 의하여 “학술행사
의 원활한 수행을 주관하고 학술행사 시 대회장직

그림 1-5  평의원 추대장(1999년)

을 수행하고 부회장 5명을 이사회에 추천하여 승인
을 요청”할 수 있는 것으로만 회장의 의무를 규정하였다. 아울러 당시 정관
제9조에 명시되어 있던 “이사 7인(회장, 차기회장, 부회장 5인)”에서 괄호 안에
명기된 “회장, 차기회장, 부회장 5인”을 제외하기로 결의하였다. 하지만 이
와 같은 조치 후 2007년 11월 16일 개최된 제51차 정기총회에서 회장은 회
무 전반에 대하여 이해하고 있어야 대회장 임무를 수행하는데 도움이 될 것
이라는 점에서 제9조(임원의 구성) 3항에 “회장 1인”을 추가로 포함되는 것
이 옳다는 주장과 함께 회장 선출에 대한 규정이 정관이나 시행세칙 어디에
도 없으니 정관 제11조 5항에 “회장은 이사회에서 선임한다.”를 다시 신설
할 것을 제안하기도 하였으나 회장 임기가 1년이므로 매년 등기를 변경하여
야 되는 등 여러 가지 번거로움이 지적되어 채택되지 못하였다.
대한수의학회는 법인 등록 이전까지는 학회 최고의결기관으로써 총회
에 안건을 상정하기 전에 임원회나 학술위원회에서 논의된 제반사항을 「의
견을 서로 교환하여 평가하거나 심의하는 평의제도」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환언하면 지역, 전공, 소속기관을 대리하는 평의원으로 하여금 회원
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회무에 직접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민주적 대의제를
택하고 있었다. 그러나 평의원회 구성 인원의 변화를 보면 수의학회 설립
당시 회칙에 「약간명의 평의원을 둔다.」는 규정에 따라 20명의 평의원을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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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하였으나 회칙 상 명문화된 「약간명」이라는 자귀해석이 불분명하여 회기
에 따라 평의원 수에 큰 증감이 있었다. 그러나 “감투 나눠먹기”라는 비판
에도 불구하고 “평의원이 많으면 이들 평의원은 일반회원 회비보다 좀 많은
평의원 회비지만 이를 잘 낼 것이고 이는 학회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다.”
라는 기대로 해가 거듭 될수록 증가되는 추세가 유지되었다. 즉, 1966년에
는 25명, 1970년에는 35명, 1978년에는 44명, 1988년에는 66명 등으로 대
폭 증원되어 운영되어 왔다. 하지만 이것은 「약간명」이라는 회칙 명문규정
의 취지에 어긋난다는 지적에 따라 1988년 10월 15일 서울대 수원캠퍼스에
서 개최된 제32차 정기총회에서 「50명 이내」라고 평의원 수를 명문화 하여
1995년까지는 50명 이내로 유지되었지만 1997년에는 회칙 개정 없이 66명
으로 대폭 증원하여 2001년까지 운영하였다.
그러나 법인이 된 후에는 정관 제23조에서 밝히고 있는 것처럼 평의원
회가 최고 의결기관이 아니라 “학회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한 위원회”
로서 구실을 하도록 하고, 1999년 10월 15일 개정된 “시행세칙 및 내규”에
서는 당연직을 포함하여 60명으로 구성토록 하였으나 2002년 10월 18일 개
최된 제46차 총회에서 70명으로 증원하였고, 2015년 4월 29일 개최된 제66
차 이사회에서는 다시 평의원을 100명 내외로 대폭 증원하는 개정안을 마
련하여 동년 10월 29일 개최된 제59차 정기총회에서 의결하여 현재까지 유
지되고 있다.
평의원의 선출은 1999년 5월 28일 제정된 사단법인 정관 제10조 3항에
의하면 회장단이 업무분야를 고려하여 평의원을 추천하여 총회에서 인준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2005년 9월 23일 개최된 제49차 정기총
회에서 시행세칙 및 내규 제11조 3항을 “업무분야를 고려하여 이사회가 추
천하여 총회의 인준”을 받도록 개정하였다. 그러나 이사회에 누가 추천하는
지 추천 주체에 대한 규정이 정관이나 시행세칙이나 어디에도 없이 관례에
따라 회장단이 선정하였는데 2015년 4월 29일 개최된 이사회에서도 이를
다시 확인하고 이사장에게 일임하였다.
이사회가 추천하는 인사 100명 내외의 평의원에는 “시행세칙 및 내규”
제13조에 따라 이사장, 총무위원장, 재무위원장, 기획위원장, 용어위원장,
학술위원장 및 편집위원장이 당연직으로 포함될 뿐 아니라 1973년 10월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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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립농대에서 개최된 제17차 정기총회에서의 결의한 당연직(각 대학 수의
학과장, 농수산부 가축위생과장, 육군 수의병과장, 농촌진흥청 가축위생연구소장, 동
물검역소장, 대한수의사회 부회장)의 평의원 선정 원칙이 그대로 이어져 2017

년 현재에도 업무 분야(직전 이사회, 수의학 관련 학회장, 대한수의사회장 등)와
기관(수의과대학장 또는 학과장, 농림축산검역본부장,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총괄과
장, 방역관리과장, 식약처 축산물위생안전과장, 육군 수의병과장, 가축위생방역지원본
부장 등)을 고려하여 추천된 인사가 반드시 포함되도록 하였다. 임기는 시행

세칙 및 내규 제13조 4항에 의하면 3년이 원칙이나 “업무 분야별 대표 평의
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규정하다보니 2015년부터 2017년 사이에는 평
의원 수가 매년 바뀌어 103~105명으로 들쭉날쭉하다.
평의원으로 구성된 평의원회는 사단법인 정관 제4조에 규정한 목적사
업(각종 학술발표회와 학술강연회 개최, 학술지 및 학술도서 발간, 국내외 학술교류
및 기술 협력, 수의과학 연구의 평가와 학술상 시상, 학술 용역 연구 사업, 수의학 관
련 교육 및 훈련 및 기타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

한 체제로 다른 학회의 대의원제도와 매우 흡사하다. 평의원회의 기능은
“시행세칙 및 내규” 제19조에 의하면 1. 정관 개정 중 임원 선출 방법에 관
한 사항, 2. 연구발표회 및 학술강연에 관한 사항, 3. 회원의 포상에 관한 사
항, 4. 각종의 위원회 등의 시행 세칙 제정과 개정에 관한 사항, 5. 명예회원,
원로회원 추대 및 단체회원 가입에 관한 사항 및 6. 총회, 이사회, 각종의 위
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을 심의하고, 그 결과를 총회에 부의하는 임무를 맡고
있다.
현행 수의학회 정관 제23조에 의하면 “수의학회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11개 위원회(평의원회, 실행위원회, 총무위원회, 기획위원회, 학술위원회, 편
집위원회, 재무위원회, 기금관리위원회, 연구윤리위원회, 분야별 전문위원회, 국제위
원회)를 두고 있다. 현재와 같은 체제를 갖추게 된 경과를 법인 이전과 이후

로 나누어 살펴보면 대체로 다음과 같다.
수의학회 초창기 회칙 제8조에 의하면 “평의원 중 약간 명은 편집위원
및 총무위원이 되며 상시 회무에 참여한다. 편집위원과 총무위원은 평의원
회에서 호선한다.”고 규정하여 편집위원과 총무위원은 평의원 중에서 겸임
토록 하였으나 1966년부터 「편집위원」을 「학술위원」으로 명칭을 바꾸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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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3년 10월 12일 개최된 제17차 정기총회에서는 총무위원과 학술위원을
평의원회로부터 분리구성토록 회칙 개정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1999년 법
인이 되면서 학회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1999년 5월 28일 제정한 “사
단법인 대한수의학회 정관” 제23조 1항에 의하면 평의원회, 실행위원회, 기
획위원회, 학술위원회, 편집위원회, 기금관리위원회 등을 두어 위원회 중심
으로 회무를 꾸려가도록 하여 많은 회원이 회무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었다.
한편 초창기 회칙 제6조에서 임원은 회장 1인, 부회장 2인, 평의원 약간
명, 감사 약간 명으로 구성토록 규정하였으나 1973년 10월 12일 제3차 회칙
개정에서 임원의 구성을 회장 1명, 부회장 2명, 총무위원 1명, 평의원 50명
이내, 감사 2명, 학술위원 20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함에 따라 「총무위원」은
엄연히 임원의 하나였다. 이와 같은 체제는 1987년 12월 5일 개최된 평의
원회에서 현재 2명인 부회장을 3명으로 증원하기로 결의하고 익년 춘계학
회에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확정하였고, 다시 1995년 10월 20일 전북대에서
개최된 제39차 정기총회에서 수의학회 회칙 8차 개정을 통하여 부회장을 5
명으로 증원하기는 하였지만 법인 전까지 이와 같은 체제는 그대로 유지되
었다. 그러나 법인이 되면서 사단법인 정관 제9조에서 “임원을 이사 7인(회
장, 차기회장, 부회장 5인)과 감사 2인”으로 규정함에 따라 관행적으로 통칭되

어 오던 「총무위원」은 임원이 아니라 「사단법인 대한수의학회 시행세칙 및
내규」 제13조에 따라 실행위원회에 소속된 실행위원회의 한 구성원에 불과
한 존재가 되었지만 과거와 같이 수의학회 살림을 도맡는 총무업무를 수행
하였다. 2012년 4월 25일 개최된 임시총회에서 「총무위원」의 명칭을 「총무
위원장」으로 변경한 후에도 이와 같은 총무위원장의 위상은 2017년까지 그
대로 이어졌으나 2017년 10월 정기총회에서 「사단법인 대한수의학회 정관」
과 「사단법인 대한수의학회 시행세칙 및 내규」을 급변하는 시대 상황에 맞
도록 대폭적으로 개정하면서 정관 제23조에 다른 위원회와 동격으로 총무
위원회가 명문화되고, 시행세칙 및 내규 제13조에 따라 “학회 운영 상 필요
한 총괄업무에 관한 사항을 분장하는 총무담당이사가 신설되고, 지금까지
통상적으로 관례에 따라 총무위원장이 수행하던 간사 역할을 총무담당이사
가 수행”하게 되므로 그 위상이 다소 바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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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회원
명예회원
원로회원
단체회원

사무국
2명

평의원회
100명 내외

편집위원회
국문 34명, 영문 44명

총무위원회
약간명

기금관리위원회
약간명

총회

고문
자문위원

이사회
10명
(임기 3년)

감사 2명
(임기 2년)

이사장
1명
(임기 3년)

실행위원회
10명

기획위원회
약간명

연구윤리위원회
약간명

학술위원회
10명

국제위원회
약간명

재무위원회
약간명

분야별 전문위원회
약간명

형태수의학, 기능수의학, 예방수의학, 임상수의학, 기타수의학 전문영역

그림 1-6  현행 수의학회 조직도(2018년)

2000년대 초 연구· 출판에 관한 윤리 문제가 뜨거운 사회 이슈로 등장
함에 따라 2006년 9월 28일 제50차 정기총회에서 “윤리위원회”를 두도록
정관 제23조를 개정하였고, 2011년 10월 26일 개최된 제55차 정기총회에서
수의학이 동물의학임에도 같은 의학용어를 수의학 분야와 의학 분야가 다
른 한글용어로 사용하고 있다는 문제점이 지적됨에 따라 이를 상시 검토하
고 보완하는 “수의학용어위원회”를 상설위원회로 두도록 정관을 개정하였
다. 아울러 2012년 1월 16일 개최된 제54차 이사회에서는 시행세칙 및 규정
제16조, 17조 및 18조에 규정되어 있는 총무위원, 기획위원, 재무위원이 실
질적으로 “위원장”임에도 “위원”으로 표기되어 있어 이를 편집위원회 위원
장 및 학술위원장과 같이 격상키로 하고 동년 4월 25일 개최된 임시총회에
서 총무위원장, 기획위원장, 재무위원장으로 변경하는 것을 참석 회원 만장
일치로 결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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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2017년 10월 27일 개최된 제61차 정기총회에서는 “정관” 일부
개정 및 “시행세칙 및 내규” 전면개정에 대한 의안이 상정되었으나 “정관
및 시행세칙의 개정안은 만장일치로 찬성 결의하되 개정안에 대한 자구 수
정은 신임 이사회에 일임”하기로 결의함에 따라 동년 12월 18일 개최된 제
79차 이사회에서 정관 및 시행세칙 개정안이 확정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당시 사단법인 정관 제9차 개정을 통하여 확정된 내용을 보면 제9조 1항의
이사를 7명에서 “이사장을 포함하여 10명”으로 증원하였고, 제23조 1항의
8. 수의학용어위원회를 폐지하는 대신 분야별 전문위원회와 국제위원회를
신설함과 동시에 이에 걸맞게 “사단법인 대한수의학회 시행세칙 및 내규”
도 다음과 같이 개정하였다.
즉, 사단법인 정관 제6조 3항에 의하여 명예회원은 “본회 및 수의학 학
술 발전에 공헌이 큰 내외 인사로 하고 평의원회에서 추대한다.”고 규정한
것을 하위 규정에서 구체화하기 위해 시행세칙 및 내규 제3조에 1. 정관 제6
조에 규정 된 명예회원은 이사회의 추천에 따라 이사회의 회의를 거쳐 결정
되는 자로 한다. 2. 명예회원으로 추천 된 자는 연령 만 65세 이상 정회원으
로 이사나 감사로 6년 이상 임기를 역임 한 자 또는 전항에 필적하는 대한
수의학회에 대한 공적이 있는 자 및 대한수의학회 이사장을 역임한 자로 규
정하고 예외 조항으로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사회는 특별 심의를 통
하여, 특정인을 명예회원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나아가서 사단법인 정관 상 이사에 관하여 구체적인 사항이 없는 것을
보완하고자 시행세칙 및 내규 제12조에 “수의학회는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
기 위해, 다음의 직책을 둔다.”고 규정하고 이사장 1명, 수석이사 1명 및 이
사 약간 명을 두도록 하되, 사단법인 정관 제11조 3항 및 시행세칙 및 내규
제11조에 의하여 선출된 “이사장은 법률상의 대표이사로 한다.”고 개정하
였고, 이사 중심제로 운영되는 법인에 걸맞게 수석이사는 이사회 결의로 이
사 중에서 선임토록 하였다. 동시에 총무담당이사, 기획담당이사, 재무담당
이사, 학술담당이사, 편집담당이사, 섭외담당이사, 홍보담당이사, 기금담당
이사, 국제교류담당이사를 두어 해당 위원회와 협조하여 업무를 원활히 운
영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다. 특히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수행하는 등 실질적
으로 학회를 이끌어가는 중추적 역할을 하는 실행위원회를 이사장과 각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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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위원장의 체제에서 수석이사, 총무담당이사와 총무위원장, 기획담당
이사와 기획위원장, 재무담당이사와 재무위원장, 학술담당이사와 학술위원
장이 참여하는 실무중심 체제로 강화하였다.
학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학술행사와 학회지 발간이라는 것은 주지
의 사실이다. 따라서 이를 관장하는 주무부서가 「학술위원회」 및 「편집위원
회」인데, 수의학회에는 1988년까지 학술위원회는 있었지만 이는 회칙 상 규
정된 학술위원회는 아니었다. 그 사연은 이러하다. 즉, 초창기에는 평의원
중에서 3명의 편집위원을 선임하여 평의원과 편집위원을 겸임토록 하여 학
회지 발간을 전담토록 하였다. 그러나 그 이후 점차 4명, 5명, 6명으로 회기
마다 증원되어 1980년 초에는 9명까지 늘었다가 1984년에는 전공별 전문
성을 살려야 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전공별로 2~3명씩 자그마치 31명으로
대폭 늘었다. 하지만 너무 많은 학술위원이 오히려 업무의 효율성을 떨어뜨
린다는 여론에 따라 1985년부터 1999년 법인화 전까지 20명 내외로 운영되
어 왔다. 초창기에는 편집위원들이 단지 학회지 발간만을 담당함으로 1966
년까지는 「편집위원회」로 통칭되어 왔으나 1966년 후반부터는 편집이 학술
행사의 하나이므로 「학술위원회」로 하자는 안이 제안되었으나 유야무야 되
었다. 그러던 중 1971년 제25차 평의원회에서 편집위원회냐, 학술위원회냐
하는 점이 다시 논의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편집위원회가 「학회지 발간이란
학술행사를 맡은 학술위원들의 모임」이므로 「학술위원회」로 통칭키로 함으
로써 회칙에도 없는 학술위원회가 되어 1987년까지 그대로 유지되어 왔다.
그러나 학술위원회는 회칙에도 없는 위원회라는 여론과 함께 학회지 발간
횟수 증가에 따른 업무분담이 필요하다는 대전제 아래 1988년 제33차 정기
총회에서 회칙개정을 통해 정식으로 「학술위원회」가 탄생하게 되었고, 최초
의 학술위원장으로 이준섭 교수(서울대 교수)가 선임되었다.
그러나 법인 등기를 하면서 지금까지 학술행사와 학술지 발간을 관장
하던 학술위원회의 업무를 학술위원회와 편집위원회로 나누어 「학술위원
회」에서는 학술행사, 학술상, 학술용역, 교육 훈련 등의 업무를 맡고, 「편집
위원회」는 학술지 발간에 관한 일체 업무를 담당하도록 이원화 하면서 각
위원회에 25명 내외의 위원을 두기로 하였다. 하지만 1999년 출범한 회장단
은 각 25명 총 50명 보다 9명이 적은 총 41명이 학술위원과 편집위원을 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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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7  국문지의 학술진흥재단 재평가 신청 자료 및 접수증(2008년)

임하도록 「학술 및 편집위원」을 위촉하였고, 그 후 2001년 회무를 맡은 제3
대 이사장 체제의 회장단은 자그마치 92명을 학술 및 편집위원으로 위촉하
여 수의학회 역사상 최고의 인원이 학술 및 편집위원이 되었다. 학술 및 편
집위원은 감투가 아니라 희생과 봉사를 근본으로 하는 명예직임에도 이렇
게 많은 인원을 지역안배, 학교안배, 전공안배라는 명분을 내세워 학술 및
편집위원으로 임명하다보니 문제가 하나 둘이 아니었다.
우선 학술진흥재단(학진)의 학술지 평가를 받기위해 편집위원들의 업
적을 정리하여 제출하여야 되는데 구성 인원이 너무 많아 그 서류 작성이
만만치 않은 업무량이 되었다. 나아가 이들이 논문 심사를 하는 경우 학진
평가에서도 감점 요인이 되어 논문 심사를 할 수 있는 심사위원이 감소되는
결과도 낳았다. 뿐만 아니라 편집위원이 자주 바뀌는 것도 학술지 평가에
감점이 되는 불이익이 있었다. 이와 같은 사실을 뒤늦게 인지한 2003년 제4
대 이사장이 이끄는 회장단은 학술 및 편집위원 수를 3분의 1로 줄인 33명
으로 「학술 및 편집위원」을 꾸렸다. 그리고 정관상 이사장과 회장을 분리한
후 2005년 처음 취임한 첫 이사장은 학술위원과 편집위원을 분리하여 각각
24명과 34명으로 「학술위원회(학술행사 담당)」와 「편집위원회(국문지 KJV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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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8  학술진흥재단 영문지 재평가 신청 자료 및 접수증(2006년)

그림 1-9  학술위원(1983년) 및 학술위원장(1990년) 위촉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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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를 구성하되 전임 회기의 학술 및 편집위원 중 반수 이상을 그대로 유

임시켜 제6대 이사장까지 유지되었으나 2011년 취임한 제7대 이사장은 학
술위원 수를 대폭 줄여 5명으로 한 상태가 2014년 취임한 제8대 이사장까
지 유지되었다. 그러나 2017년 취임한 제9대 이사장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다시 11명으로 증원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명실상부한 국제 학술지인 영문학술지 J Vet Sci는 이와는 별도
로 초창기부터 내국인 15명과 외국인 23명으로 편집위원회를 구성하여 운
영하였으며, 이와 같은 체제는 2017년 12월까지 유지되었으나 이후 편집위
원회의 발전적 체제 정비에 따라 부편집위원장(Associate Editor)을 18명으로
대폭 증원하고, 최고 44명까지 이르렀던 편집위원을 25명(내국인 9명, 외국인
16명)으로 줄여 현재와 같은 JVS 편집위원회를 갖추게 되었다. 그리고 2012

년 4월 의학학술지편집인협의회(의편협, KAMJE)의 권고에 따라 지난 10년
간 제4대 JVS 편집위원장을 역임한 이흥식 명예교수(서울대)를 편집자문위
원(Editorial Consultant)으로 추대하였고, 제5대 JVS 편집위원장과 부위원장
을 13년간 지낸 서울대 유한상 교수를 2015년 10월 편집자문위원에 추가하
였다.
대한수의학회에도 다른 학회와 유사한 제도로 고문 및 자문위원제가
있다. 이것은 역대 회장과 이사장으로 구성되는데 학회운영에 관해 고문과
자문을 받을 수 있는 제도로써 1988년 이전까지 있던 고문제도를 보완한 것
이다. 1999년 현재는 제8대부터 제20대 회장을 역임한 이방환, 이창구, 정창
국, 임창형, 조충호, 이창업, 박근식, 박응복, 백영기, 성재기 교수 등 10명으
로 구성되어 있었지만 법인이 되면서 이 제도는 사라졌고, 현재는 「정관」 및
「시행세칙」에도 없는 고문과 자문위원으로 되어 있다. 2018년 현재 고문은
법인 전의 회장 또는 법인 후의 이사장을 역임한 인사 14명(조충호, 이창업,
박근식, 박응복, 백영기, 성재기, 한홍율, 이흥식, 김무강, 이영순, 이문한, 박용호, 김재
홍, 강종구 교수)이고, 자문위원은 2005년 이사장과 회장이 분리된 이후 회장

을 역임한 11명의 인사(이상목, 강정부, 박남용, 임윤규, 이주호, 송희종, 윤효인, 주
이석, 박봉균, 김곤섭, 이재일 교수)로 구성되어 있다.

대한수의학회는 1988년 10월까지 다른 학회에는 흔치 않은 분과회를
두었다. 이 분과회는 1968년 10월 제12차 정기총회에서 「임상수의사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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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가입과 함께 학회 가입희망도 늘고 있으니 이들을 수용하기 위해서는
분과회」를 두는 것이 타당하다는 논의에 따라 회칙개정실무위원(서울대 윤석
봉 교수, 정창국 교수 및 안양 가축위생연구소 정운익 과장)이 마련한 부칙 신설을

위한 회칙개정안을 1969년 10월 25일 개최된 제13차 정기총회에 상정하여
통과됨으로써 시작되었다. 당시 부칙 제1조는 「본회에 평의원회의 심의를
거쳐 분과회를 둘 수 있다. 분과회에는 평의원회가 추천하는 약간 명의 위
원을 두고 분과회 운영에 관하여 회장을 보좌한다.」고 규정하였다. 그러나
그 후 분과회 운영이 지지부진 하였다. 이후 1977년 학회창립 20주년을 맞
아 학회회원을 늘리고 조직을 강화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다시 분과회 활성
화가 제21차 정기총회에서 논의되어 분과회 구성에 관한 모든 권한을 회장
단과 평의원회에 위임하였다. 이에 따라 동년 12월 3일 열린 제38차 평의원
회에서 분과회에 「임상분과」만 둘 것이 아니라 「가축보건분과」, 「가금질병
분과」, 「수의군진분과」 등을 두기로 결의하고 총회 위임에 따라 1977년 12
월 20일 분과회 내규를 확정하였다.
이 내규에 의하면 「제1조 분과회는 대한수의학회 수의임상, 가축위생,
가금질병, 군진수의분과회라 칭한다. 제2조, 사무실은 대한수의학회 내에
둔다.」고 규정하는 전문 12조로 구성되어 있다. 이와 같은 내규가 완성되자
당일 회장단은 총회와 평의원회 위임에 따라 각 분과회 회장을 임명하였다.
당시 임명된 각 분과회 회장은 수의임상분과회장 조충호 교수(서울대), 부회
장 최희인 교수(서울대), 오영유 원장(중앙가축병원), 가축위생분과회장 홍종
순 소장(경기도 가축보건소), 부회장 김홍수 소장(충남도 가축보건소), 이원교
소장(서울시축산물위생검사소), 가금질병분과회장 박근식 과장(안양가축위생연
구소), 부회장 윤지병 사장(중앙가축전염병연구소), 수의군진분과회장 이순우

과장(육군 수의병과)이 임명되었고, 1978년 1월 12일 서울 호수그릴에서 수
의학회 첫 분과회장단 협의회를 개최하였다. 이 분과회는 그 후 1978년 9월
22일 창립된 「한국가축위생학회」와 1984년 3월 31일 창립된 「한국임상수
의학회」의 주춧돌이 되었다. 분과회는 수의학 발전을 위해 결속을 더욱 다
지는 계기가 되었지만 회원이 점점 늘고 비대해지면서 전공에 의한 집단화,
전문화, 세분화가 가속되고 관련학회가 속속 창립됨에 따라 1988년 10월 15
일 서울대 수의대(수원)에서 개최된 제32차 정기총회에서 분과회 설치를 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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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였다.
그러나 분과회와 유사한 기능을 가진 기구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
어 2006년 11월 10일 개최된 32차 이사회에서는 “분과학회의 설치를 위한
근거를 위해 모학회와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분과학회의 독자적인
운영을 보장하는 것을 원칙”으로 세부안을 마련하여 서면결의하기로 하였
다. 그러나 이후 이에 대한 후속 조치는 없이 10년이란 세월이 지난 2017년
10월 개최된 제61차 정기총회에서 시행세칙 및 내규에 “연구와 교육활동을
실시하는 단위로서 연구회, 학회 또는 분과회 등을 수의학회 연구단체”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시행세칙 및 내규 제46조에 신설하였다. 시
행세칙 및 내규 제47조 및 48조에 따르면 등록 연구단체의 설치를 희망하는
단체는 모임의 명칭, 모임의 목적, 회원 명부를 첨부한 신청서를 수의학회에
제출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설치 여부를 허가하게 되어 있으며, 등록
연구단체 비용도 수의학회에서 일부를 지원할 수 있게 하였다.
또한 이와는 별도로 정관 제23조 1항에 따라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두
기로 결의하였는데 시행세칙 및 내규 제41조에 따르면 “대한수의학회의 원
활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형태수의학전문영역, 기능수의학전문영역, 예
방수의학전문영역, 임상수의학전문영역, 기타 수의학전문영역 등 분야별 5
개 전문위원회를 두게 되어 있다. 이들 각 위원회는 시행세칙 및 규정 제42
조에 의하면 수의학회 학술대회 개최 시 대한수의학회 등록 연구단체와 각
분야별 집회를 조율할 수 있는데 시행세칙 및 규정 제43조에 따라 각 위원
회 위원장은 이사장이 임명하고, 각 분야별 위원회는 약간 명의 위원을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지금까지는 공동개최한 타 학회가 학술행사 이외에 정기총회 등
을 개최하여도 수의학회와는 무관하게 개최할 수 있었으나 이번에 개정된
시행세칙 및 규정 제14조에 따르면 “수의학회에 등록된 연구단체는 집회를
개최할 수 있지만 등록되지 아니한 단체가 학술대회에서 집회를 개최하는
경우 당해 학술대회 개최 적어도 6개월 전에 이사회 승인”을 얻어야 한다.
대한수의학회 역대 임원진 명단은 표 1-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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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  대한수의학회 역대 임원진
회기

이사장

회장

부회장

총무

평의원

학술위원

초대 및 2대
(‘57.7~’61.11)

김용필

이규명
이택주(‘57.7~’58.9)
이영소(‘58.10~’61.11)

이병도

20명

3명

3대(‘61.12~’63.11)

김용필

이영소
이규명(‘61.12~’62.11)
이방환(‘62.12~’63.11)

이병도

20명

4명

4대(‘63.12~’65.9)

김용필

이영소, 이방환

이장락

20명

6명

5대(‘65.10~’67.10)

김용필

이영소, 이방환

전윤성

25명

4명

6대(‘67.11~’69.10)

이영소

이장락, 전윤성

문재봉

32명

5명

7대(‘69.11~’71.10)

이영소

문재봉, 이장락

박근식

35명

5명

8대(‘71.11~’73.10)

이방환

정창국, 이창구

조충호

36명

6명

9대(‘73.11~’75.10)

이창구

임창형, 조충호

김동성

34명

6명

10대(‘75.11~’77.10)

이창구

전윤성, 임창형

김동성

32명

8명

11대(‘77.11~’79.10)

정창국

강병규, 김동성

성재기

44명

9명

12대(‘79.11~’81.10)

정창국

이차수, 김동성

성재기

39명

8명

13대(‘81.11~’83.10)

임창형

이차수, 박근식

최희인

43명

9명

14대(‘83.11~’85.10)

전윤성

이영옥, 김우권

한수남

46명

31명

15대(‘85.11~’87.10)

조충호

윤화중, 정운익

이흥식

55명

19명

16대(‘87.11~’89.10)

이창업

박정문, 김우호

한홍률

66명

21명

17대(‘89.11~’91.10)

박근식

백영기, 한홍률, 김종섭

이재진

50명

20명

18대(‘91.11~’93.10)

박응복

김창기, 남궁선, 김봉환

양일석

49명

22명

19대(‘93.11~’95.10)

백영기

이재진, 이정길, 이흥식

이영순

50명

22명

20대(‘95.11~’97.10)

성재기

권영방, 박종명, 양기천,
이재현, 이호일

이창우

51명

26명

21대(‘97.11~’99.10)

한홍율(초대)

한홍율

김무강, 윤용덕, 신종욱,
박남용, 이문한

류판동

66명

26명

22대(‘99.11~’01.10)

이흥식(2대)

이흥식

장인호, 서명득, 송희종,
최상호, 김태종

윤희정

66명

41명

23대(‘01.11~’03.10)

김무강(3대)

김무강

강호조, 김옥경, 양홍현,
이인세, 전무형

김상근

52명

92명

24대(‘03.11~’05.10)

이영순(4대)

이영순

강정부, 박종명, 윤영원,
이채용, 이상목

박재학

96명

33명

25대(‘05.11~’06.10)

이문한(5대)

이상목

김재홍, 김진석, 오양석,
윤영원, 이경갑

윤화영

72명

2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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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  대한수의학회 역대 임원진(계속)
회기

이사장

회장

부회장

총무

평의원

학술위원

26대(‘06.11~’07.10)

이문한(5대)

강정부

강종구, 고흥범, 김곤섭,
윤효인, 이주호

윤화영

72명

24명

27대(‘07.11~’08.10)

이문한(5대)

박남용

김종수, 김진상, 신상태,
윤인중, 허강준

윤화영

69명

24명

28대(‘08.11~’09.10)

박용호(6대)

임윤규

신태균, 류영수, 이범준,
정갑수, 조영식

채준석

71명

34명

29대(‘09.11~’10.10)

박용호(6대)

이주호

한정희, 유한상, 이재일,
정갑수, 임경종

채준석

71명

28명

30대(‘10.11~’11.10)

박용호(6대)

송희종

김진상, 박배근, 여상건,
정갑수, 정종태

채준석

71명

28명

31대(‘11.11~’12.10)

김재홍(7대)

강종구

신상태, 김휘율, 장기윤,
이존화, 김대중

한호재

72명

5명

32대(‘12.11~’13.10)

김재홍(7대)

윤효인

김곤섭, 김진상, 장기윤,
김철중, 이범준

한호재

71명

5명

33대(‘13.11~’14.10)

김재홍(7대)

주이석

김곤섭, 신성식, 이중복,
장기윤, 한정희

한호재

71명

5명

34대(‘14.11~’15.10)

강종구(8대)

박봉균

김곤섭, 정석찬, 손성완,
이존화, 정종태

강경선

71명

5명

35대(‘15.11~’16.10)

강종구(8대)

김곤섭

박상열, 이영재, 원청길,
허정두, 김대용

강경선

103명

5명

36대(‘16.11~’17.10)

강종구(8대)

이재일

박희명, 손성완, 위성환,
이봉주, 문창종

강경선

104명

5명

37대(‘17.11~’18.10)

박재학(9대)

유한상

김재훈, 박승춘, 이명헌,
정자영, 최인수

이병천

105명

11명

38대(‘18.11~’19.10)

박재학(9대)

이병천

105명

11명

39대(‘19.11~’20.10)

박재학(9대)

이병천

105명

1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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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칙 개정의 변천과 회장 임기

–
02

앞에 기술한 것과 같이 수의학회의 공식적인 기록에 의하면 사단법인
등록 이전에 8차례의 회칙 개정이 있었으며, 법인 등록 이후에는 9차례의
정관 개정이 있었던 것으로 기록되고 있으나 수의학회의 역사를 기록하는
과정에서 분명히 밝히고 넘어가야 될 사안은 이외에 몇 차례의 회칙 개정이
있었음에도 공식적인 기록에 남겨져 있지 아니한 점이다. 그리고 창립 당시
회장의 임기에 관한 사항도 현재까지 알려진 것과 다른 점이 있어 이것도
명확히 기록하는 것이 필요할 듯하다.
1957년 7월 24일 창립총회에서 제정된 학회 회칙에 대한 1차 개정은
공식적인 기록에 의하면 1968년 10월 25일이다. 당시 개정된 내용을 보면
초창기 회칙 제7조의 「평의원 중 약간명은 학술위원 및 총무위원이 되며 상
시 회무에 참여한다. 학술위원과 총무위원은 평의원회에서 호선한다.」를
「평의원 중 학술위원 약간명 및 총무위원 1명을 평의원회에서 호선한다. 총
무위원은 회무 전반에 학술위원은 학회지 발간 학술강연회의 개최에 관한
기획에 참여한다.」로 개정하였으며, 제9조의 「고문은 평의원회에서 위촉한
다.」를 「고문은 평의원회에서 추천한 인사를 추대한다.」로 개정하였다. 한편
제13조 내용 중 「… 의안은 출석회원 과반수의 동의로써 결정된다.」를 「…
의안은 출석회원 과반수의 동의로써 결의된다.」라고 개정하였다. 그리고 제
4조의 「국내 각 대학 수의학과 재학생을 본회의 준회원으로 하되, 준회원에
관한 규정은 따로 정한다.」를 「대학 수의학과 재학생을 본회의 준회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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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수의학회 회칙 5차 개정 기록(1987년)

하되, 준회원에 관한 규정은 따로 정한다.」로 개정하였다.
회칙에 대한 2차 개정은 공식적으로는 1973년 10월 12일 이루진 것으
로 되어 있으나 실은 이보다 4년 전인 1969년 10월 25일 안양에서 개최된
제13차 총회에서 2차 개정이 이루어졌다. 당시 개정 내용을 보면 제4조에
규정된 「본회는 수의학을 전공하는 자로써 구성한다. 대학 수의학과 재학생
을 본회의 준회원으로 하되, 준회원에 관한 규정은 따로 정한다.」를 「본회의
회원은 수의학을 전공하는 정회원 및 찬조회원, 명예회원으로 한다. 대학 수
의학과 재학생을 본회의 준회원으로 하되, 준회원은 본회의 학술활동에 한
하여 참여할 수 있다.」로 개정하여 회원과 학생회원의 구분을 명확히 하고
학생회원의 활동 한계를 정하였다. 그리고 1968년 총회에서 임상가의 참여
와 조직 강화를 위해 「분과회」를 두기로 한 결의에 따라 1969년 7월 8일 안
양 가축위생연구소에서 개최된 20차 평의원회 평의에 의하여 동년 10월 25
일 개최된 제13차 총회 당일 다음과 같이 부칙 제1조 및 2조를 신설하기로
하여 총회에 부의하여 결의되었다.

부칙
제1조 본회에 평의원회 심의를 거쳐 분과를 둘 수 있다. 분과에는 평의원
회가 추천하는 약간명의 위원을 두고 분과 운영에 관하여 회장을 보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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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제2조 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회원은 체납된 회비를 납입할 때까지 회원
자격을 상실한다.

또한 1971년 9월 11일 개최된 제25차 평의원회에서 제4조의 「대학 수
의학과 재학생을 본회의 준회원으로 하되, 준회원은 본회의 학술활동에 한
하여 참여할 수 있다.」는 규정을 폐지하기로 평의함에 따라 이와 같은 사실
은 1973년 10월 총회에서 결의되어 국내 유일하게 있던 학생회원제가 없어
지게 되었고 차기 총회에 제시된 회칙 제4조에는 「본회의 회원은 수의학 또
는 그에 관련되는 분야의 학문을 전공한 자로서 구성한다.」고 하는 개정된
규정만 수록되어 있다.
1988년 10월 15일 개최된 제32차 총회에서는 공식 기록에 의한 6차 개
정이 이루어 졌는데 이는 1987년 회계연도 변경, 부회장 증원 및 감사 감원,
고문의 역할 구체화 등을 위한 5차 개정에 이어 단 1년 만에 이루어진 전면
개정으로 각 조 사이에 장을 신설하여 제1장 총칙, 제2장 목적 및 사업, 제
3장 회원, 제4장 임원, 제5장 회의, 제6장 재정, 부칙 등으로 구분하고 각 장
에 유사한 조문을 하나의 장에 두어 오늘날 볼 수 있는 정관의 기본 틀을 만
들었다.
이후 공식적인 기록에 의하면 7차 개정은 1992년 10월 23일 전남대에
서 개최된 제36차 총회에서 이루어 진 것으로 제5조에서 본회 회원 구성을
정회원, 명예회원 및 단체회원으로 하던 것을 정회원, 명예회원, 원로회원
및 단체회원으로 구성하도록 원로회원을 추가하고, 제6조에 원로회원의 자
격을 정년퇴임하고 회갑을 지낸 인사로 규정하였다.
수의학회 회칙의 8차 개정은 1995년 10월 20일 전북대에서 개최된 제
39차 총회에서 제9조의 부회장 수를 3명에서 5명으로 증원하는 결의를 하
였고, 당시 정부조직 개편으로 정부기관 명칭이 변경된 가축위생연구소를
「수의과학연구소」로 변경하도록 결의하였다.
그러나 8차 개정 이전인 1989년 10월 28일 제주대에서 개최된 제33차
총회에서 또 한 번의 회칙 개정이 있었음이 1990년 10월 총회에서 배부된
총회자료 회무보고에 토의안건으로 기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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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  수의학회 회칙 6차 개정 기록(1988년)

그림 2-3  수의학회 회칙 7차 개정 기록(199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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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  수의학회 회칙 8차 개정 기록(1995년)

그림 2-5  1989년도 총회(제33차) 결과를 기록한 제34차 총회 회무보고 일부(1990년)

이 어떠한 내용으로 개정되었는데 그 기록을 찾아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다음해에 배부된 총회 자료의 회칙에도 개정된 회칙이 수록되어 있지 아니
하고 이후에도 그 흔적이 없다. 이렇게 된 이유는 대체로 두 가지로 추정해
볼 수 있는데 하나는 토의안건으로 상정하였으나 토의 자체가 이루어지지
못하여 개정이 아니 되었거나 아니면 심도 있는 토의를 거쳐 개정안이 참석
회원 만장일치로 결의되었으나 후임에게 인수인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
한 것일 수 있다. 하지만 그 어느 것도 임원진이나 회원 모두가 자유로울 수

02_회칙 개정의 변천과 회장 임기

89

그림 2-6  수의학회 법인 정관 제정(1999년)

는 없는 사안으로 판단된다.
사단법인이 된 후에는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다
름이 아니라 법인 정관을 개정하면 반드시 법인 관활 관청인 교육청에 허가
를 받아야만 법적 효력을 발생할 수 있는 관리체계가 분명하게 존재하고 있
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임의단체인 수의학회를 법인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1998년
10월 22일 평의원회에서 사단법인으로의 전환을 평의하였고, 이를 익일 개
최된 제42차 총회에 회부하여 참석 회원 만장일치로 법인화를 결의하고 법
인설립규정에 맞는 정관을 회칙에 준하여 만들어 1999년 5월 28일 천안상
록리조트에서 개최된 춘계심포지엄 석상에서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사단법
인 대한수의학회 정관」을 확정하였으므로 엄격한 의미에서는 이것이 수의
학회 회칙에 대한 9번째 개정이 되겠다. 하지만 이는 법인 전환을 위한 부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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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 조치였으므로 지금까지 이를 「사단법인 대한수의학회 정관 제정일」로
지칭하고 있다.
수의학회 회칙의 전면 개정을 통하여 마련된 「사단법인 대한수의학회
정관」의 골자는 우선 사단법인 정관의 격식에 맞추어 이사회 중심으로 운영
할 수 있게 임의단체 회칙의 장보다 폭을 넓혀 제1장 총칙, 제2장 회원, 제
3장 임원, 제4장 총회, 제5장 이사회, 제6장 제 위원회, 제7장 재산 및 회계,
제8장 보칙, 제9장 부칙으로 구성하였다. 따라서 임원은 이사 7인(회장, 차기
회장, 부회장 5인)과 감사(2인)로 구성하여 당시까지 임원으로 되어있던 평의

원회가 제 위원회의 일부로 편입되고 그간 수십 년 동안 평의원회에서 처리
해오던 모든 회무는 이사회에서 심의하고 의결하도록 하였다. 아울러 회칙
에 있던 제2장 목적 및 사업을 총칙에 편입하여 사업을 보다 구체적으로 명
시하고, 제 위원회에 학술위원회와 편집위원회를 명문화하였고, 실질적으
로 운용해 오던 실행위원회와 기금관리위원회를 신설하였다. 그리고 회무
의 연속성을 위해 차기회장을 미리 선출하여 이사회 일원으로서 회무를 익
히도록 하였다.
이후 「사단법인 대한수의학회 정관」은 9차례 개정이 있었으나 마지막
개정은 2017년 10월 27일 여수에서 개최된 제61차 정기총회에서 이루어졌
다. 이 때 정관 개정은 대폭적인 개정으로 이사를 7인에서 10인으로 증원하
고, 제 위원회의 경우 수의학용어위원회를 삭제하고 총무위원회, 기금관리
위원회, 분야별전문위원회, 국제위원회를 신설한 것 등이다. 그러나 이에 따
라 시행세칙 및 내규는 종전에 9장 1부칙 31조로 이루어진 것을 17장 1부
칙 52조로 대폭적인 전면개정이 있었는데 분야 별로 총무, 기획, 재무, 편집,
섭외, 홍보, 학술, 기금, 국제교류 담당 이사를 두는 담당 이사제를 신설하고
분야별 전문위원회 구성과 기능, 국제위원회 역할, 등록연구단체 운영방법
등을 규정하였다. 이에 대하여 일부 회원은 신임 임원진이 의욕적으로 일을
하려는 좋은 징조라고 칭송하였으나 다른 일부 회원은 우리보다 2배 이상의
수의사를 배출하고 2배 이상의 교원을 확보하고 있을 뿐 아니라 본과부터
학생들이 전공교실에 배치되어 전문분야를 연구하는 체제로 운영하므로 이
들이 졸업 후에도 자신의 직업과 무관하게 학회 회원으로 가입하는 일본 수
의학회 운영제도를 그대로 도입하는 것은 우리 정서와 달라 다소 무리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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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대한수의학회 정관
1999.     5. 28. 사단법인 대한수의학회 정관 제정

1999. 10. 15. 사단법인 대한수의학회 정관 제1차 개정
2002.     5. 21. 사단법인 대한수의학회 정관 제2차 개정

2003. 10. 17. 사단법인 대한수의학회 정관 제3차 개정
2005.     5. 13. 사단법인 대한수의학회 정관 제4차 개정
2006.     9. 28. 사단법인 대한수의학회 정관 제5차 개정

2011. 10. 27. 사단법인 대한수의학회 정관 제6차 개정
2012.     4. 25. 사단법인 대한수의학회 정관 제7차 개정
2015.     4. 29. 사단법인 대한수의학회 정관 제8차 개정

2017. 10. 27. 사단법인 대한수의학회 정관 제9차 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법인은 사회일반의 이익에 공여하기 위하여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수의학에 관한 학술연구와 지식교류를 통하여 한국 수의학의 발전을
도모하고 나아가 관련 산업의 진흥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이 법인은 사단법인 대한수의학회(The Korean Society of Veterinary Science,
KSVS)라 한다.

제3조 (사무소의 소재지) 이 법인의 사무소는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9동 산 56-1) 내에 둔다.

제4조 (사업) 이 법인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수의과학 분야의 교육 및 연구와 관련된 각종 학술발표회와 학술강연회 개최
2. 학술지 및 학술도서 발간

그림 2-7  수의학회 법인 정관 9차 개정(2017년)

을 수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상의 사실로 미루어 볼 때 법인 이전의 경우 공식적인 8회의 회칙 개
정 이외에 최소한 2회(1969년 분과회 신설 및 학생회원 임무, 1989년 개정 내용 미
상)에 걸쳐 회칙 개정이 있었고, 이에 근거하여 분과회가 신설되고, 학생회

원의 역할이 규정되는 등 실제 시행되었고, 총회 회순에도 기록되어 있지만

제1장 수의학회 60년 발자취

92

그림 2-8  제3차(1959년) 및 제5차(1961년) 총회 회순 일부

이는 총회 결의 없이 시행된 것이 아닌지 의문이 있으나 확인할 방법이 없
다. 그러한 점에서 지금까지 통상적으로 인지하고 있는 법인 전 회칙 개정
횟수 8회를 그대로 이 「수의학회 60년사」에서도 사용코자 한다.
아울러 또 하나 지적하지 아니할 수 없는 것은 초대 회장의 임기 문제
이다. 지금까지 초대 회장이 4년간(1957. 7~1961. 11) 회장을 역임하고 이후
2년씩 3회(1961. 12~1967. 10) 연임하여 총 10년간 회장을 맡았던 것으로 알
려져 있다. 이렇게 기록된 근거는 1993년 8월 간행된 「회원명부」 6쪽과 수
의학회지 「7권 2호 부록」 16쪽에 소개된 내용에 근거한 것으로 보이나 이
보다 자세한 근거 자료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어 사방에 수소문하였으나 확
인할 길이 없었다. 다만 분명한 것은 1959년 8월 발행된 「제3차 총회 및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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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대회 초록집」 및 1961년 11월 발행된 「제5차 총회 및 학술대회 초록집」의
총회 순서에 「임원개선」이 의제로 포함되어 있다는 점이다(그림 2-8). 다시
말해서 1957년 취임한 초대 회장의 임기가 2년으로 끝남에 따라 1959년 제
2대 회장을 선출하고자 한 것으로 보이며, 1959년 선출된 회장 임기 2년이
또 만료되어 1961년 새 회장을 선출하기 위한 총회로 추정되어 창립 당시부
터 「회장임기」는 2년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이를
입증하는 자료는 대한수의학회지 2권 2호(1961년 10월 발행) 마지막 쪽 다음
에 대한수의학회 임원 임기를 2년(1961~1963)으로 명기하고 회장 이하 부회
장, 총무, 평의원, 감사, 학술위원 등 임원 명단을 밝히고 있다는 점이다. 이
와 같은 회장임기 2년은 창립 당시부터 법인 전환 전까지 유지되었으나 법
인 후 회장과 이사장이 분리되면서 회장 임기는 1년으로 변경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따라서 지금까지 모든 자료에서 1967년 10월에 발행된 수의학회지 「7
권 2호 부록」 16쪽과 1993년에 발행된 「회원명부집」 6쪽에 근거하여 초대
회장 임기는 4년으로, 그리고 그 후 회장임기는 2년으로 알고 회장의 호칭
도 이에 맞추어 제00대 회장으로 불러왔고, 모든 기록도 이에 근거하여 기
록되었으나 이 자료가 잘못되었음을 분명히 확인하였으므로 수정하기로 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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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등록 및 회장과 이사장의 분리

–
03

정부가 세무행정을 강화함에 따라 대한수의학회에 협찬하는 업체들이
법인발행 영수증이 있어야 협찬비를 손비로 처리할 수 있다고 하면서 대한
수의학회의 법인 등록을 오래전부터 희망하여 왔다. 그러나 법정 기본재산
을 마련할 수 없어 1997년까지 법인화가 미루어져 왔었다. 그러나 다행히도
법정 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는 요건이 “학술단체는 임의 단체”로서 비영리
법인 “사업자등록”이 가능하다는 점에 착안하여 1997년 11월 9일 개최된
회장단 회의에서 법인으로 보는 사업자 등록을 이 해 12월 마쳤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임의단체로서의 영수증 발행만으로는 역시 회계처리가 어렵다
고 하여 부득이 학회 발전을 위해 당시 제21대 회장이던 한홍율 교수가 다
시 법인 등록을 추진키로 하고, 1998년 10월 22일 평의원회를 거쳐 동년 10
월 23일 개최된 제42차 정기 총회에 의제로 상정하여 회원 총의를 모았다.
그 결과 참석 회원 만장일치로 수의학회의 사단법인화가 가결되었고, 사단
법인 설립을 위하여 이문한 수석 부회장을 “법인설립 추진위원회” 위원장
으로 하고 우선 정관 초안을 마련토록 하였다. 그 후 법인을 위한 정관(안)
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1999년 5월 28일 개최된 임
시 총회에서 이를 확정하였다. 그리고 1970년부터 1999년까지 모은 기금 1
억4천만 원을 기본재산으로 1999년 8월 2일 수원시 교육청에 법인설립허가
신청을 하여 8월 26일 법인 설립허가(경기도 교육청 허가 제10-130호)를 받았
고, 9월 14일 수원 지방 법원에 법인 등기(등록번호 130121-0002631)를 마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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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수의학회 역사상 최초로 개
최된 이사회 후 기념사진(1999년)

으로써 대한수의학회는 명실상부한 사단법인이 되어 수의학계의 새로운 지
평을 열게 되었다. 기록에 의하면 이로써 수의학회 사상 최초의 첫 이사회
를 1999년 8월 16일 대전 유성관광호텔에서 개최하게 되었다(그림 3-1).
법인이 되자 대한수의학회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규
정을 준수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다. 따라서 회장은 법인 이사장의 임무
도 함께 책임지는 이중의 임무를 맡게 되어 회장이 법인을 대표하는 이사장
을 겸무하게 되어 당시 제21대 회장이던 서울대 한홍율 교수가 초대 이사
장에 취임하게 되었다. 하지만 초대 이사장의 임기가 1999년 10월 말에 끝
남에 따라 제2대 이사장 겸 회장을 선출하기 위해 시행세칙 및 내규에 따라
총회 60일 전에 수의학회 역사상 최초로 서면 투표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학회지의 국제화, 학회의 세계화, 학술활동의 활성화를 기치로 내건 서울대
이흥식 교수가 제2대 이사장 겸 제22대 회장에 선출되어 제43차 총회에서
인준을 받아 취임하였다. 선출 당시 시행세칙 및 내규 제5조 2항 규정에 따
라 회장 출마자는 이력사항과 공약사항을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수의
학회 역사상 최초로 회장 출마 「소견서」를 제출하였으며 이는 대한수의학
회지 41권 3호(2001년 10월호) 부록 155쪽에 게재되어 있다. 아울러 당시 정
관은 차기회장을 동시에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2001년 10월에 선출된
제3대 이사장(김무강, 충남대 교수) 및 차기회장인 제4대(이영순, 서울대 교수)
이사장 출마자의 소견서도 각각 157쪽과 159쪽에 함께 게재되어 있다.
그러나 이사장과 회장을 겸임하다 보니 애초에 시도한 업무의 효율성
증대에 별로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여론이 제기되었다. 더구나 임원 임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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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  
회장(제4대 이사장) 후보
등록 공고문(2003년)

1년으로 하고 회장과 이사장을 분리하면 회장과 이사장이 학회 운영을 경
험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져 학회 운영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지적도 있
었다. 하지만 이와 같은 논의는 법인이 되기 전인 1999년 4월 28일의 회장
단 회의를 비롯하여 4월 28일 개최된 평의원회 그리고 5월 28일 개최된 임
시총회 등에서 이미 여러 차례 논의된 바 있었다. 뿐만 아니라 법인 등록 후
인 2000년 10월 13일 개최된 제44차 총회에서도 회장과 이사장을 분리하고
회장임기는 1년 단기로 하고 이사장 임기는 3년 장기로 이원화하여 학회 운
영을 지속적이며 체계적으로 이끌어 가도록하자는 안이 제기되기도 하였지
만 법인으로 출범한 지 불과 1년밖에 지나지 않았으니 차후 검토하자는 것
으로 결의되었다. 하지만 법인으로 학회 운영을 하는 실무자 입장에서 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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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임기를 모두 1년으로 하는 경우 잦은 법원 등기 변경과 이에 소요되는 만
만치 않은 등기 비용 그리고 업무의 단절 등이 현실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로 지적되기도 하였다. 그러던 중 2005년 3월 19일 개최된 이사회에서
정식으로 회장과 이사장의 분리 안이 상정되어 2005년 5월 13일 개최된 임
시총회에 부의되었다.
그 결과 이사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고, 회장은 1년 단
임으로 학술행사의 원활한 수행을 주관하고 학술대회 개최 시 대회장을 맡
는 것으로 정관 개정이 이루어져 3년 임기의 이사장에는 이미 선출된 차
기 회장인 서울대 이문한 교수가 제5대 이사장에 취임하여 2008년 10월까
지 업무를 수행하였다. 이후 제6대 박용호(2008. 11~2011. 10), 제7대 김재홍
(2011. 11~2014. 10), 제8대 강종구(2014. 10~2017. 10) 교수가 이사장에 선출

되어 회무 전반에 걸쳐 총괄하였고, 2017년 10월 정기총회에서 제9대 박재
학(2017. 11~2020. 10) 교수가 선임되어 현재 이사장 업무를 수행 중이다.
법인 등록 이전과 이후 회장의 위상을 보면 다음과 같다. 설립 당시 회
칙을 볼 수 없어 그 내용을 정확히 확인할 수는 없지만 비교적 초창기인
1968년 발간된 학회지(8권 1호) 부록에 실린 「대한수의학회 회칙」 제8조에
의하면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리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이후
에도 이와 같은 기조가 유지되었다. 그러나 법인 설립 당시는 「사단법인 대
한수의학회 정관」 제13조 1항에 의하여 「이사장」은 단지 법인을 대표하도
록 규정하였을 뿐 이사장이 회장을 겸임한다는 조항이 없었다. 그 때문에
2002년 5월 21일 개최된 임시총회에서 정관 제11조 2항 “이사장은 총회에
서 선출하여…”에 “회장을 겸하며”라는 문구를 추가하여 “이사장은 회장
을 겸하며 총회에서 선출하여…”라고 수정하였다. 따라서 이때까지는 회장
이 수의학회 대표였다고 할 수도 있었으나 2005년 5월 13일 안양 국립수의
과학검역원에서 개최된 임시총회에서 이사장과 회장을 분리하기로 결의함
에 따라 정관 제11조의 “이사장은 회장을 겸하며…”에서 다시 “회장을 겸하
며”를 삭제하였고, 이에 따라 「시행세칙 및 규정」 제10조, 11조, 12조를 신
설하여 “회장은 임기 1년의 단임으로 학술행사의 원활한 수행만을 주관”하
게 되었고, “학술행사 시 대회장직을 수행”하게 되었으며 “부회장 후보 5명
을 추천”할 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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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제도는 2017년까지 유지되었으나 2017년 10월 27일 전남
여수 디오션리조트에서 개최된 제61차 정기총회에서 대폭적인 「시행세칙
및 내규」의 제· 개정에 따라 기존의 「제3장 회장」이 「제4장 학술대회 및 회
장」으로 순차 변경되었고, 동시에 지금까지 불분명하던 회장의 명칭, 임기,
임무 등을 제16조(학술대회 회장)와 17조(회장의 임기와 임무)에 명기하였다.
즉, 이사회는 학술대회 행사 기관을 지정할 수 있고, 각 회장의 호칭은 「제
00회 대한수의학회 회장」으로 하며, 회장의 자격을 수의학회 임원 또는 각
종 위원회 위원으로 하되 그가 속한 행사기관에서 선출하여 학술대회 6개
월 전에 이사장에게 추천한 인사로서 이사회에서 선출토록 하였으며, 임기
도 당년 11월부터 후년 10월까지였던 것을 “전년 학술대회 종료 다음날부
터 학술대회가 있는 년도 학술대회 종료일까지”로 규정하고 홍보, 총무, 재
무, 학술 담당 이사를 포함한 학술프로그램위원회의 협력을 얻어 학술대회
를 기획하고 그 원활한 운영을 총괄하도록 구체적으로 명문화하였다.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 회무를 통괄하는 부회장은 창립 당시부
터 1988년까지 2명이었다. 그러나 신설대학의 증가와 이에 따른 회원의 급
증 및 전문영역의 세분화, 전공의 다양화 등과 함께 업무분화, 지역안배라는
명분아래 1988년 10월 15일 서울대에서 개최된 제32차 정기총회에서 부회
장을 3명으로 증원하였다. 그 후 다시 위와 같은 이유를 들어 1995년 10월
제39차 정기총회에서는 부회장을 5명으로 증원키로 하여 1999년 법인 설
립 전까지 회장 1명, 부회장 5명 체제가 유지되었다. 그리고 법인 출범 후에
는 회장과 부회장이 자동적으로 이사가 되어 이사회를 구성하여 회무를 담
당토록 하였으나 2005년 이사장과 회장을 분리하여 법인 체제를 제대로 갖
춤에 따라 부회장은 단지 “학술행사의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회장을 보
좌”하는 것으로 규정하여 2017년 10월까지 유지되었으나 제61차 정기총회
에서 대폭적인 「시행세칙 및 내규」를 제 · 개정하면서 기존의 「시행세칙 및
내규」 제12조에서 규정했던 이와 같은 부회장의 임무가 누락되어 부회장의
임무가 무엇인지 불분명하게 되었다.
법인 후 2005년 5월 임시총회에서 회장과 이사장의 분리가 결의됨에
따라 정관 제19조 9항에 의하여 2005년 9월 22일 개최된 제27차 이사회에
서 처음으로 1년 임기의 제25대 회장에 건국대 이상목 교수를 선임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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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년 9월 23일 개최된 제49차 정기총회에서 보고하여 회장에 취임하였다.
이후 매년 회장을 선임하였는데 제26대 경상대 강정부 교수(2006. 11~2007.
10), 제27대 전남대 박남용 교수(2007. 11~2008. 10), 제28대 제주대 임윤

규 교수(2008. 11~2009. 10), 제29대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이주호 원장(2009.
11~2010. 10), 제30대 전북대 송희종 교수(2010. 11~2011. 10), 제31대 충북대

강종구 교수(2011. 11~2012. 10), 제32대 충남대 윤효인 교수(2012. 11~2013.
10), 제33대 농림축산검역본부 주이석 본부장(2013. 11~2014. 10), 제34대

서울대 박봉균 교수(2014. 11~2015. 10), 제35대 경상대 김곤섭 교수(2015.
11~2016. 10), 제36대 전남대 이재일 교수(2016. 11~2017. 10)가 재임하였으

며, 제37대 회장으로 서울대 유한상 교수(2017. 11~2018. 10)가 2017년 10월
제61차 정기총회에서 선출되어 2018년 5월 현재 업무를 수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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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변동

–
04

창립 당시 87명에 불과하던 회원이 학회 창립 40주년인 1997년 6월 말
현재는 10배 이상 늘어난 970명(단체회원 제외)의 학회가 되었지만 창립 50
주년이던 2007년 10월 말 현재는 정회원 868명(단체회원 제외, 평생회원 포함)
으로 10년 전에 비해 회원수가 100여 명 감소되었다가 학회 창립 60주년이
된 2017년 10월 말에는 다시 정회원(1,091명)과 평생(종신)회원(39명)을 합쳐
1,130명으로 262명이 늘었다. 일정시기에 따른 회원변동(명)과 직역별 분포
비율(%)을 학회 창립 후 10년 단위로 살펴보면 표 4-1과 같다.
즉, 창립 당시 회원이 5년 후인 1962년(152명)에는 거의 2배로 증가되
기 시작하여 5년마다 40% 내외 그리고 1997년까지는 10년마다 100% 내외
의 회원증가가 있었다. 특히 1977년(276명)에서 1982년(408명) 사이와 1992
년(594명)과 1997년(970명) 사이에는 폭발적인 증가가 있었는데 전자는 전
국 수의학과 통폐합 후 수의학과의 부활에 따른 졸업생 증가와도 무관하
지 않는 것으로 보이며 후자는 급격한 경제성장에 따라 수의학 분야의 직무
영역 확대와 밀접한 관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1960년대 초부터
1970년대 후반에는 회원증가가 평균수준에 미달되는 증가추세를 보였는데
이는 아마도 1960년대 초와 1970년대 중반에 있었던 수의학과의 강압적 통
폐합과 유관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표 4-1에서 보는 것처럼 꾸준히 증가되
던 회원이 2007년(868명)에는 1997년에 비하여 100여 명 감소된 것으로 파
악되나 이는 1999년에 등록회원이 975명(단체회원 제외)까지 이르렀던 점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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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  연도별 및 직업별(%) 회원총수(명) 변동 상황(정회원 기준)
연도

1957년

1967년

1977년

1987년

1997년

2007년

2017년

87명

185명

276명

411명

970명

868명

1,130명

직역
백분율
평균(%)

교육기관

54.59

41.30

25.30

43.19

47.81

49.76

43.66

연구기관

25.94

16.30

14.35

15.05

5.87

16.62

15.69

검역 · 보건위생

3.78

16.30

9.73

11.85

26.95

14.43

13.84

공개업 수의사

1.20

2.89

2.68

3.91

14.63

7.43

5.46

기타

14.49

23.21

47.94

26.00

4.72

11.76

21.35

분야
회원총수

21%

교육기관

5%

연구기관

44%

검역보건위생분야
개업수의사

14%

기타

16%

그림 4-1  수의학회 회원의
직역분포 백분율

로 보아 1994년 12월 12일 회장단 회의에서 3년간 회비 미납자를 제명하기
로 한 결정 및 1996년 3월 22일 개최된 평의원회 결과 및 1회라도 회부를
납부한 자를 정회원으로 간주하기로 한 2003년 회장단 회의에 따라 석· 박
사 과정 학생을 대상으로 회원 명부를 정리한 것에 따른 결과로 추정된다.
미납 회원 정리에는 많은 에피소드가 있다. 회의록을 통해 그 중 하나
를 보면 1996년 3월 평의원-학술위원 합동회의에서 당시 집행부는 3년 미
납회원에게는 회비납부 독촉장을 보낸 후 시한을 정하여 제명하겠다는 계
획을 발표하였지만 7월 평의원-학술위원 합동회의에서는 “독촉장을 보냈
지만 전혀 효과가 없어 우편료만 손해를 보았다.”는 보고를 하였다. 2007년
회비 납부율이 정회원 868명 중 113명이 납부하여 13.01%이고, 2017년도
회비 납부율이 정회원 1,091명(평생회원 제외)의 15.6% 내외인 170여 명만이
회비를 납부하고 있다는 점은 학회 운영에 아주 심각한 문제점이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2017년의 경우 1년 예산 3.4억 원의 2.5% 내외에 불과한 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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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  연도별 수의학회 예산 및 결산 결과(단위 천원)*
2008

연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325,828 298,701 300,767 259,335 291,119 261,938 321,160 338,700 363,157 345,288

수입
지출
  사업비

202,339 169,603 199,895 174,793 196,039 191,248 208,513 236,161 210,337 288,976

  경상비

57,566

66,490

71,880

67,802

42,071

44,922

35,255

37,343

38,112

33,536

  차기이월

65,922

62,607

28,991

16,739

53,008

25,766

77,391

65,196

114,707

22,775

*회계연도는 총회에 보고한 해로 전년 9월 1일부터 당년 8월 31일까지임. 사업비는 학술지 발행비, 춘계 및 추계
학술대회 비용, 회의비 등을 포함한 것이며, 경상비는 인건비 및 기타 운영비임. 천원 이하는 절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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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  수의학회 회원의
10년 단위 변동 추이

운영비를 회비 납부로 부담하고 있다는 점 때문이다. 이것은 만일 학회 살
림을 책임지고 있는 이사장이나 회장이 1년에 3억여 원 이상의 거액을 외부
보조금과 협찬금으로 마련하지 못한다면 60년 역사를 가진 수의학회는 파
산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10년간 집행된 학회 수입-지출 결산을 보면 표 4-2와 같다.
현재의 대체적인 회원구성을 보면 대학 및 전문대학 종사자 49% 내외,
국공립 및 사립연구소 연구원 16% 내외, 검역소 및 보건직 공무원이 14%
내외, 공공부문 수의사 및 개업수의사 7% 내외, 기타 동물약품 제조판매회
사 및 수의축산 관련분야 연관단체 종사자 11% 내외인데 이와 같은 기조는
창립 이래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다. 다시 말해서 수의학회는 창립 이래 지
금까지 대체로 교육과 연구에 종사하는 학자(65%)에 의해 주로 운영되는 학
술단체인 것이 입증되고 있다. 그러나 1960년대에는 대체로 교육기관 종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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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 50% 내외로 회원의 반수를 차지하고 연구소 종사자가 25% 내외를 유
지하였지만 1970년대와 1980년대에는 교육기관 종사자와 연구기관 종사자
가 대폭 줄어들고 오히려 임상분야 종사자가 증가되는 경향을 보였다. 이것
은 회원구성의 상대적인 비율을 나타내는 숫적 분포라는 점에서 1980년에
임상수의사의 대폭적인 증가는 임상분야를 전공한 회장의 취임과 밀접한
연관이 있었던 면이 없지 않다. 이를 반증하는 것으로는 1984년 한국임상
수의학회가 창립된 탓인지 1987년 임상회원수가 차지하는 비율이 1982년
(13.72%)에 비해 1/5밖에 되지 않는 점이 이를 입증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

다. 그러나 1975년 한국수의공중보건학회가 창립되고, 1978년 한국가축위
생학회가 창립되었음에도 1982년에 검역소나 가축위생시험소에 근무하는
보건위생 분야 종사자가 크게 감소하지 않은 점으로 볼 때 전적으로 타당한
추론이 아닐 수도 있다. 한편 1997년 현재 임상분야 종사자가 1980년대 후
반이나 1990년대에 비해 증가된 것은 수의사법 개정에 따라 1995년도부터
시행된 「학회 참석 시 연수교육이수자로 인정」하는 「연수교육인정제도」에
기인된 것으로 사료되는 점도 있다.
한편 2000년대에 검역 및 보건위생분야 종사자가 대폭 늘어남에 따
라 1천 명에 육박하는 회원이 된 것은 아마도 경제여건의 변화와 함께 수의
학 교육의 강화, 나아가서 자유무역협정에 대비한 위생방역체계 확립, 사립
연구소의 증가, 학제개편 등 사회적 요건의 변화에 기인한 원인에 근거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하지만 매년 평균 550여 명의 수의사가 배출되고 있어 10
년이면 5,500여 명의 수의사가 늘었음으로 수의학회 회원도 이와 같은 비율
로 늘어나야함에도 불구하고 2007년에서 10년이 경과한 2017년까지 학회
회원이 겨우 260여 명밖에 증가되지 못한 점은 6년제 수의대를 졸업한 많은
졸업생들이 기초수의학이나 연구 분야보다 개업을 선호하는 사회여건의 변
화가 반영된 것으로 사료된다. 실제로 매년 개최되는 총회, 학술대회 및 세
미나에서 임상 과목 담당 교수나 임상 개업수의사를 찾아보기가 이전만 못
한 것이나 회원의 연도별 분포에서 공· 개업수의사의 회원수가 2007년에는
1997년에 비해 3배 이상 크게 증가하여 약 15%를 차지하였으나 2017년에
는 2007년에 비해 절반 정도로 감소하여 약 7%에 지나지 않는다는 점은 이
를 잘 입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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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수의학회의 학술활동은 총회와 함께 개최되는 추계학술대회와 춘
계학술대회인 춘계심포지엄으로 크게 구분된다. 학술대회는 창립총회 당시
에는 비록 학술대회가 없었지만 학회 창립과정에서 이미 설명된 것과 같이
학회 창립 3년 전인 1954년 수의사회 주최로 개최된 학술대회를 수의학회
제1차 학술대회로 간주하기로 한 것을 포함하여 1958년 9월 6일 처음 추계
학술대회를 개최하고(그림 5-1, 5-2), 1972년 4월 15일 첫 번째 춘계심포지
엄을 개최한 이후 각각 매년 봄과 가을에 열려 2018년 5월까지 모두 61번의
추계학술대회와 43번의 춘계학술대회가 개최되었다. 그러나 학술대회와 총
회가 당일 함께 개최되는 것에 대하여 1968년 6월 1일 개최된 제18차 평의
원회는 가능한 한 연 2회 학술발표회를 갖되 「1회는 지방에서, 1회는 중앙」
에서 개최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실제로 이에 걸맞게 회칙이 개정된 것은
1973년 10월 11일 안양 가축위생연구소에서 개최된 제32차 평의원회에서
거론되어 동년 10월 12일 개최된 제17차 정기총회에서 회칙 제17조 “본회
는 매년 1회 연구발표회를 개최한다.”를 “본회는 매년 1회 이상의 연구발표
회 및 학술강연회를 개최한다.”로 개정하여 「지방과 중앙의 학문발전이 균
형을 이루도록 하자」고 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은 취지가 초창기부터 어려움에 부딪쳐 1972년 4월 5일
제1회 춘계학술대회가 서울대 농대 수원캠퍼스에서 개최된 후 6년이 경과
한 1978년에야 비로소 제2회 춘계학술대회가 마사회에서 열리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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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  제1회 추계 학술대회 연제 목록(1954년)

그러나 추계 또는 춘계 행사가 초기에는 지방과 중앙 개최가 번갈아 잘
이루어지는 것 같았으나 회원 증가와 함께 발표참가자의 숫적 증가가 두드
러지고 규모도 커지기 시작한 70년대부터는 학술대회 개최에 따른 재정적
부담 및 마땅한 개최 장소 확보의 어려움 등을 들어 지방대학이 학회 개최
를 포기하거나 양보함에 따라 이와 같은 결의가 완전히 무너져 주로 중앙에
서 행사가 이루어졌지만 법인화 후에는 주로 지방에서 개최되고 있다. 즉,
지금까지 총 61번 있었던 정기총회와 추계학술대회의 개최 장소를 보면 경
기· 서울에서 32회, 지방에서 29회가 개최되었고, 개최 장소는 서울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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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  제2회 추계 학술대회 연제 목록(1958년)

14회, 안양 가축위생연구소에서 13회, 경북대, 경상대, 전남대, 전북대 등 지
방대에서 2~3회씩 개최되었고, 강원대, 충북대, 제주대, 시립농대에서 각각
1회씩 개최되었지만 2000년 수의학회 역사상 최초로 최고급 호텔(대전 유성
롯데호텔)에서 가을 학회를 개최하게된 것을 계기로 이후부터 2017년까지

최고급 호텔이나 최고급 호텔급 리조트나 컨벤션센터에서 매년 추계학술행
사 및 정기총회를 개최하였다(표 5-1).
추계학술대회는 정기총회와 같이 열리게 되므로 반드시 정기총회 순서
가 포함된 초록집(Abstract Proceeding)을 발간하였는데 1961년까지는 양초를
아주 얇게 입힌 등사원지에 한자 한자 손으로 직접 적어 가며 글자 모양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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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3  제5차 추계 학술대회 및 정기총회 프린트 초록집 일부(1961년)

로 양초를 긁어내어 긁어낸 자리에 잉크가 스며들도록 등사잉크로 등사한
프린트였다(그림 5-3). 그러나 1962년부터는 다소 발전하여 조그만 책상만
큼 큰 커다란 글자판에서 원고대로 한자 한자 글자를 찾아 타이핑하듯이 쳐
서 만드는 청타 인쇄였다.
하지만 이것도 경제 사정이 조금 좋아짐에 따라 1966년 10월부터는 수
의학회지의 부록으로 활판 인쇄를 하게 되었다. 그 첫 번째가 6권 1호(1966
년) 부록으로 20여 쪽 분량으로 발행되었다(그림 5-4). 이후 부록 인쇄는 그

대로 오늘날까지 이어졌으나 초록의 게재형식은 중구난방으로 회기에 따라
서 또는 임원이나 편집자 취향에 따라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즉, 발표제
목을 나열한 후 초록 내용을 적기도 하고, 제목과 초록 내용을 함께 적기도
하고, 때로는 전단으로 조판했다가 2단으로 편집하기도 하였다. 또한 경우
에 따라서는 발표장을 여러 개로 나누어 발표를 함에 따라 발표장마다 발표
일정을 밝히기도 하고 하나로 묶어 제시하기도 하여 일정한 틀이 없었다.
춘계 모임에서도 초록집이 발간되었으나 춘계학회는 주로 심포지엄이었기
때문에 초록집이라기보다 발표자의 경력 소개와 함께 내용 전문을 게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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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4  제10차 추계 학술대회 및 정기총회 활판 초록집 일부(1966년)

형태였으나 일부의 경우 초록을 게재한 경우도 있었다. 근간에는 대체로 초
록집 형태가 매 회기 그대로 유사하게 유지되는 것 같지만 전공표시의 경우
편집자 편의성에 의한 임의적인 분류가 있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통일과 함
께 학회 초록집 양식은 어떤 일정한 틀을 만들어야 전산 처리가 편리하다는
점에서 반드시 일정한 형태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

5.1. 추계학술대회
1957년 창립부터 2017년 10월까지 발표된 연제는 특강, 구연, 포스터
를 모두 합쳐 표 5-2와 같이 총 8,236편으로 50년대 82개 연제, 60년대에
351개 연제, 70년대 395개 연제, 80년대 468개 연제, 90년대 1,335개 연제,
2000년에서 2017년까지 18년간 5,609개 연제가 발표되어 매년 발표연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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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5  수의학회 연대별 추계학술대회의 연제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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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6  수의학회 추계학술대회의
개최지 분포 상황

전북

가 급증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특히 90년대에 들어와서는 매년 평균 115
개 이상의 연제가 발표되었는데 1997년도에는 한해에만 195개 연제가 발표
되어 6, 70년대의 5년치 발표연제를 단 1년에 훌쩍 넘었으며 2005년에는 구
연과 포스타를 합쳐 자그마치 375개 연제가 발표되어 6, 70년대 10년치에
해당하는 연제가 단 하루에 발표되어 수의학회 회원들의 연구열이 왕성한
것을 대내· 외에 크게 과시하였다. 포스터 발표가 시작된 1990년부터 2017
년까지 전반적으로 연평균 248개 포스터 연제가 발표되었는데 90년대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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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  대한수의학회 학술대회 일람
회수
1

년월일 (참석인원)
1957. 7. 24 (87명)

장소
중앙가축위생연구소

발표연제수
창립총회

대회장
김용필

<1954. 10. 1 중앙가축위생연구소에서 개최한 대한수의사회 학술대회(구연 20)를 1회로 산정>
2

1958. 9. 6 (81명)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

구연 22

오순섭

3

1959. 8. 28 (73명)

경북대학교 농과대학

특강 4, 구연 36

김용필

4

1960. 10. 9 (70명)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

특강 1, 구연 26

오순섭

5

1961. 11. 4 (58명)

전북대학교 농과대학

구연 33

이방환

6

1962. 11. 3 (81명)

진주농과대학

구연 45

형성해

7

1963. 11. 2 (104명)

농진청 가축위생연구소

구연 32

김영한

8

1964. 10. 31 (140명)

서울시립농업대학

구연 25

서부갑

9

1965. 9. 25 (120명)

전남대학교 농과대학

구연 31

임봉호

10

1966. 10. 22 (129명)

서울대학교 농과대학

구연 31

이영소

11

1967. 10. 28

서울대학교 농과대학

구연 45

이영소

12

1968. 10. 26

진주 농과대학

구연 40

형성해

13

1969. 10. 25

농진청 가축위생연구소

구연 42

문재봉

14

1970. 10. 8

서울대학교 농과대학

구연 51

이영소

15

1971. 10. 22

농진청 가축위생연구소

구연 61

문재봉

16

1972. 11. 4 (200명)

농진청 가축위생연구소

구연 37

문재봉

17

1973. 10. 12 (230명)

농진청 가축위생연구소

구연 38

이창구

18

1974. 10. 18 (250명)

농진청 가축위생연구소

구연 32

이창구

19

1975. 10. 31 (250명)

농진청 가축위생연구소

구연 36

이창구

20

1976. 10. 22

농진청 가축위생연구소

구연 35

이창구

21

1977. 10. 21

농진청 가축위생연구소

특강 4, 구연 21

이창구

22

1978. 10. 21

농진청 가축위생연구소

구연 43

이창구

23

1979. 10. 4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

구연 37

이영소

24

1980. 10. 25

경북대학교 농과대학

구연 39

홍종욱

25

1981. 10. 16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

구연 33

정창국

26

1982. 10. 9

농진청 가축위생연구소

구연 34

이창구

27

1983. 10. 8

농진청 가축위생연구소

구연 48

설동섭

28

1984. 10. 27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

구연 22

이장락

29

1985. 10. 27 (170명)

전국경제인연합회 회관

구연 53

전윤성

30

1986. 10. 25 (220명)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

구연 49

정창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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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  대한수의학회 학술대회 일람(계속)
회수

년월일 (참석인원)

장소

발표연제수

대회장

31

1987. 10. 24 (219명)

전국경제인연합회 회관

구연 51

조충호

32

1988. 10. 15 (206명)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

구연 62

임창형

33

1989. 10. 28 (240명)

제주대학교 농과대학

구연 77

김승호

34

1990. 10. 27 (238명)

경상대학교 수의과대학

특강10, 구연 48, 포스타 16

김종섭

35

1991. 10. 25 (300명)

농진청 가축위생연구소

특강10, 구연 52, 포스타 11

박근식

36

1992. 10. 23 (350명)

전남대학교 수의과대학

특강 4, 구연 64, 포스타 21

이정길

37

1993. 10. 22 (360명)

충북대학교 수의과대학

특강 3, 구연 81, 포스타 26

김창기

38

1994. 10. 21 (380명)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

특강 4, 구연 84, 포스타 30

최희인

39

1995. 10. 20 (459명)

전북대학교 수의과대학

특강 5, 구연 90, 포스타 40

김호일

40

1996. 10. 25 (420명)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

구연 89, 포스타 33

성재기

41

1997. 10. 24 (453명)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

특강 4, 구연 133,포스타 58

성재기

42

1998. 10. 28 (420명)

서울대학교 삼성컨벤션

특강 6, 구연 138,포스타 76

한홍율

43

1999. 10. 15 (407명)

천안 상록리조트

특강 11, 구연 122, 포스타 66

한홍율

44

2000. 10. 13 (439명)

대전 유성 롯데호텔

구연 84, 포스타 74

이흥식

45

2001. 10. 12 (389명)

대전 유성 롯데호텔

특강 5, 구연 75, 포스타 106

이흥식

46

2002. 10. 18 (405명)

대전 유성 롯데호텔

특강 3, 구연 38, 포스타 110

김무강

47

2003. 10. 17 (429명)

대전 스파피아호텔

특강 1, 구연 76, 포스타 126

김무강

48

2004. 10. 15 (405명)

경주 교육문화회관

특강 8, 구연 57, 포스타 162

이영순

49

2005. 9. 23 (478명)

제주 컨벤션센타

특강 22, 구연 96, 포스타 279

이영순

50

2006. 9. 28 (402명)

충무 마리나호텔

특강 12, 구연 70, 포스타 254

이상목

주제: 학회 창립 50주년 기념 학술대회
51

2007. 11. 15 (410명)

강원대학교 60년 기념관

특강 9, 구연 89, 포스타 229

강정부

주제: 수의축산 분야의 FTA 대비 전략
52

2008. 9. 25 (431명)

광주 김대중 컨벤션센터

특강 16, 구연 67, 포스터 258

박남용

특강 31, 구연 70, 포스터 318

임윤규

주제: 국제학술발표대회
53

2009. 10.15 (536명)

제주 라마다프라자호텔
주제: 수의학의 최신 현황과 전망

54

2010. 10.21 (512명)

경주 교육문화회관

특강 35, 구연 58, 포스터 284

이주호

주제: 국가재난형 및 신종동물 질병의 발생동향과 예방 및 관리대책
55

2011. 10.26 (491명)

천안 상록리조트

특강 25, 구연 53, 포스터 265

송희종

주제: 동물과 인간 질병 및 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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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  대한수의학회 학술대회 일람(계속)
회수
56

년월일 (참석인원)
2012. 11. 1 (520명)

장소
서울 팔래스호텔

발표연제수

대회장

특강 24, 구연 52, 포스터 230

강종구

특강 31, 구연 48, 포스터 244

윤효인

주제: 수의학의 현재와 미래
57

2013. 10.10 (591명)

서울 The K 호텔

주제: One Health와 수의학의 역할
58

2014. 10.16 (381명)

제주 국제컨벤션센터

특강 30, 구연 39, 포스터 300

주이석

주제: 수의학 기술개발을 위한 국제협력 방안
59

2015. 10.29 (343명)

경주 The K 호텔

특강 67, 구연 20, 포스터 325

박봉균

주제: 최근 생명과학과 수의학의 연계
60

2016. 10.27 (395명)

진주 MBC 컨벤션센터

특강 35, 구연 29, 포스터 335

김곤섭

특강 39, 구연 14, 포스터 282

이재일

주제: 수의생명과학의 컨버전스
61

2017. 10.26 (368명)

여수 디오션리조트

주제: 학회 창립 60주년 기념 학술대회-반려동물 기간산업에서 수의학의 역할
과 사명

연평균 134개, 2000년대에는 275개, 2010년대에는 358개로 급증하는 양상
을 보였는데 2009년에는 특강, 구연과 포스터 발표가 419개로 역대 최고치
를 보였고, 2015년에는 412개, 2016년에는 399개, 2005년에는 397개 연제
가 발표되었다.
지난 60년간 발표된 학술발표회의 특강, 구연 및 포스터 발표를 모두
합친 분야별 특성을 발표자 자가 분류 및 소속, 전공, 논문 성격 등을 참고로
분류하여 보면 표 5-2와 같이 대체로 미생물학 분야가 단연 최고(38.61%)로
매 10년간 평균이 30~44%, 기복이 심하지만 생리 · 약리· 화학이 다음으로
평균 19.05%로 매 10년간 3~22%, 세 번째는 병리· 기생충학이 60년간 평균
16.12%로 10년간 9~33%로 미생물, 전염병, 면역학, 생리, 약리, 화학이 전
체 발표 논문의 50~60%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미생물 분야의 경우 50~60년대에 평균 40% 정도 되는 것은 아마
도 이 당시 만연되었던 가축전염병 방역과 근절에 대한 연구가 활발했던 결
과로 사료된다. 뿐만 아니라 당시 의약학을 비롯한 생명과학 분야 중 어느
분야보다도 수의학분야가 연구시설과 규모와 인적자원이 우수했었기 때문

05_학술 활동

113

표 5-2  대한수의학회 연도별, 분야별 학술발표(특강, 심포지엄, 포스터) 연제수
연도

´54~´59

´60~´69

´70~´79

´80~´89

´90~´99

´00~´09

´10~´17

총편수
(%)

해부· · 조직
발생학

0
(0)

31
(8.83)

27
(6.83)

31
(6.62)

127
(9.51)

239
(8.71)

109
(3.80)

564
(6.85)

생리 · 화학 ·
약리

2
(2.56)

42
(11.96)

45
(11.39)

42
(8.97)

222
(16.62)

589
(21.46)

627
(21.89)

1,569
(19.05)

미생물학

33
(42.31)

135
(38.46)

120
(30.37)

166
(35.47)

441
(33.03)

1,033
(37.63)

1,252
(43.72)

3,180
(38.61)

병리학 ·
기생충학

33
(26.93)

106
(30.19)

130
(32.91)

147
(31.41)

291
(21.79)

366
(13.33)

255
(8.90)

1,328
(16.12)

공중보건 ·
독성학

0
(0)

0
(0)

9
(2.27)

6
(1.28)

41
(3.07)

209
(7.61)

245
(8.55)

510
(6.19)

10
(6.41)

37
(10.54)

64
(16.20)

76
(16.23)

213
(15.95)

286
(10.42)

272
(9.50)

958
(11.63)

23
(0.84)

104
(3.63)

127
(1.54)

2,745

2,864

8,236

분야

임상학
기타
총편수

78

351

395

468

1,335

으로도 풀이된다. 나아가서 외국에서 수학하고 돌아온 대학이나 연구소의
석학들에 의한 새로운 연구와 학문적 성과도 크게 보탬이 되었을 것으로 추
정된다. 한편 병리· 기생충 분야의 활발한 학술활동은 아마도 당시 우리나라
학계를 이끌어 가던 유수의 병리학자나 기생충학자들의 활기에 찬 학문적
열정에도 연유된 듯하다. 특히 기생충학 분야의 경우에는 과거 50~60년대
에 우리나라가 기생충 왕국이라고 불리던 오명도 학문적 발전에 일익을 했
을 것으로 보인다.
미생물, 전염병 및 면역학 분야는 1980년대에 들어와 분자생물학적 기
법에 의한 단크론항체 진단시약 및 peptide 백신이나 DNA 백신의 개발이
활발하게 이루어져 이에 관한 논문발표가 80~90년대에 급증하였고, 이와
같은 추세는 Western blot나 PCR, RT-PCR 기법 등이 더해지면서 더욱 활
성화되는 경향이고 이는 2000년대에도 그대로 이어지고 있는데 특히 2000
년 구제역 발생이나 2003년 AI 발생은 이 분야의 학문 발전을 더욱 부채질
한 것으로 보인다.
70년대 후반부터는 기초분야인 해부 · 조직 · 발생학, 생리 · 생화학 · 약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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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분야의 연구가 꾸준히 증가하여 2000
년대 초반에는 30.17%에 이르러 미생물
학 분야와 버금갈 정도의 커다란 학문
적 발전을 이루었다. 그러나 이때를 정점
으로 해부 · 조직 · 발생학 분야는 감소하
는 경향을 보이는 반면 생리· 생화학· 약
리학 분야는 50년대(2.56%)부터 2000년
대(21.89%)까지 꾸준히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임상수의학 분야의 경우 60년대 이
후부터 지속된 축산업의 급속한 발전에
따라 내과, 외과, 산과 등 각 분야의 연
구가 매우 활발하게 이루어져 60~70년
대에 비해 80~90년대에서 2~3배의 논
문발표가 있었다. 특히 80년대 후반부터

그림 5-7   수의학회 제3차 추계 학술대회 특강 순서지
(1959년)

불기 시작한 수정란 이식과 핵이식 기술
의 발전에 따라 이에 관한 연구가 급격히 증가되었지만 2000년대 초반부터
임상 논문 발표가 급격히 감소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는 아마도 수의
학회에 속해있던 임상수의분과가 임상수의학회로 분리 독립됨과 함께 학술
활동이 활발해진 것과도 무관하지 않을 것으로 추정된다.
학술발표회에서 외국인과 공동연구에 의한 논문이 발표되기는 1959

350
300
250

특강

200

구연

150

포스터

100
50
0
1957

1967

1977

1987

1997

2007

2017

그림 5-8  수의학회 10년 단위
별 추계학술대회 연제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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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정운익(당시 가축위생연구소 연구원) 회
원이 서울대 대우교수이던 Scofield 박
사와 함께 연구 발표한 “Occurrence of
atropic rhinitis of swine in Korea”를 시
작으로 하여 2007년까지 208편이 외국
인과 공동명의로 발표되었으나 외국인
이 직접 구두 발표한 것은 1988년 10
월 15일 서울대에서 개최된 32차 대회
그림 5-9  안양 가축위생연구소 본관 앞 정원에서 열린 제
13차 정기총회(1969년)

에서 일본 니흔대의 Dr. Sakai 교수 등
이 발표한 “소에 있어서 일본뇌염바이
러스감염의 동향”과 일본 니흔대 Dr.

Kobayashi 교수 등이 “개의 대퇴골단의 골능에 관한 연구”가 최초의 외국인
구두발표였다.
공동연구에 의한 발표는 1995년을 기점으로 폭발적으로 증가되어
2005년에는 자그마치 37편이나 발표되었고, 1998년부터 2007년까지는 161
편이 공동명의로 발표되었다. 이는 아마도 해외 협력에 의한 연구 나아가
해외 파견 증가에 따른 이유도 있겠으나 2000년을 전후하여 많은 외국 유학
생이나 연구원을 우리나라 각 대학과 연구소에서 꾸준히 받아들인 것에 기
인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2008년부터 2017년까지 외국인이 공저자로 발표
한 논문은 396편이나 되는데 이는 이전에 발표된 총 논문 수를 2.5배 능가
하는 것으로 아마도 국제협력이 이전보다 더욱 활발해지고 석사과정과 박

12%

1%7%

19%

미생물전염병

6%
16%

생리화학약리
병리기생충
공중보건독성

39%

임상
기타
해부조직발생

그림 5-10  수의학회 추계학술대회
연제 분야별 상황(1954~201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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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과정에 해외 유학생이 전보다 더 많
이 진학한 결과로 판단된다.
한편 수의학회에서 내· 외국인에 의
한 특강이 어느 때는 특별강연 또는 초
청강연이라는 명칭으로도 이루어졌지
만 외국인을 초청하여 특별강연을 공식
적으로 한 것은 1960년 10월 9일 개최
된 제4차 정기총회 및 학술발표회에 서
울대 교환교수로 와있던 미국 미네소타

그림 5-11  제30차 추계학술대회 연회 장면(1986년)

대학의 Dr. Arnorld 교수가 처음이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나라에 교환교수로 근무하던 인사를 초청한 것이므로
진정한 의미의 초청강연이 아니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학회에서 왕복항공료와 숙식비를 부담한 공식초청은 1977년
10월 21일 안양 가축위생연구소에서 개최한 제21차 정기총회와 학술발표
회에 이어 10월 22일 개최한 “학회창립 20주년 기념 특별강연”이 처음이다.

그림 5-12  제45차 추계학술대회 초청장(200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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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 창립 20주년 기념행사의 하나로 가진 이 행사는 일본동경대학의 Dr.
Mochizuki 교수와 일본생물과학연구소 Takamatsu 이사장이 각각 “각종 가
축 부고환관 기시부의 형태학적 특징과 기능”, “면역을 중심으로 한 가축전
염병 예방”, 그리고 미국 펜실바니아수의과대학의 Dr. Gong 교수가 “돼지
정낭 분비 단백질”에 대한 특강을 하였다.
그러나 이후에는 여러 가지 사정으로 외국의 저명학자 초청은 13년
후인 1990년에 비로소 재개되었고, 이후에는 거의 매년 외국인 초청강연
이 이루어져 1990년부터 1999년까지 10년간 외국인 특강연제는 26개였으
며 2000년부터 2007년까지는 20개 연제였고, 2008년부터 2017년까지 10
년간 외국인 특강은 FAO의 Dr. Lubroth가 행한 “FMD: Old Notions of
Prevention and Control, and New Opportunities for Improvement” 등 94
개 연제의 특강이 있어 1990년대에 비하여 4배의 성장세를 보이며 2000년
대 중반 이후 폭발적으로 증가되었다. 그러나 이들 특강의 대부분은 학회
사정상 학회가 직접 왕복 항공료와 숙식비를 부담하여 초청한 것이 아니라
회원이 개인적으로 초청하거나 정부 기관이나 학교에서 초청한 인사들을
특강연자로 모신 것이었다.
내국인에 의한 특강은 외국인 초청특강보다 1년 전인 1959년 8월 28~
29일 이틀에 걸쳐 경북대에서 개최된 제3차 학술대회 때 USOM의 이규명
박사(서울의대 교수로 후일 미국 코넬대 교수 역임), 김은엽 경북대 대학원장, 고
병간 경북대 총장, 이남신 농림부 축정국장이 특강을 실시한 것이 최초이다
(그림 5-7). 그러나 이들이 당일 특강한 제목이나 내용은 남아 있는 자료가

전무한 상태이다. 이후 매년 특강이 이루어지지를 못하고 2년 후인 1961년
11월 4일 전주에서 개최된 제5차 학술대회에서 조병율(서울대 수의대 교수),
정운익(가축위생연구소 연구관), 김선환(농협 인공수정소 소장) 박사가 특강을
실시하였고, 1962년에는 서울대 전윤성 교수의 특강이 있었지만 당시 이들
이 어떤 주제의 특강을 하였는지는 역시 기록이 남아 있지 않다. 그러나 다
행히도 1965년에 행한 특강에 관해서는 안양 가축위생연구소 이학철 박사
가 외국연구소에 파견 근무한 후 당시 소감을 정리한 해외연구소 근무 보고
를 하였다는 기록과 함께 서울대 한수남 교수가 자유 중국 유학에 관한 보
고를 하였다고 기록이 남아 있어 당시 특강은 해외 출장이나 파견 후 그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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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연구동향이나 연구여건 등을 전하는 내
용이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특강은
그야말로 특별한 경우에만 개최되었던 것
으로 보이는데 1969년에는 호주에서 돌아
온 정영석 박사가 “초원심법에 의한 뇌염
독의 혈구응집능보체결합”에 대한 특강을
실시하였고, 1989년 제주에서 개최된 제33
차 학술대회에서는 중국길림성 수의학연구

그림 5-13  제33차 추계학술대회(1989년)

소 이명권 박사가 “중국의 수의학 연구 동
향”에 대한 특강을 하였다. 이후에도 내국인 특강은 대체로 국내· 외에서 학
위를 취득한 신진학자 또는 아주 특별한 연구 업적을 낸 학자들을 초청하
여 실시되었는데 이는 1997년부터 없어지고, 2012년과 2017년에는 신임교
수의 발표를 실시하였다. 다시 말해 1990년부터 1999년까지 10년간 내국인
특강 연제는 33개였으며, 2000년부터 2007년까지는 25개 연제의 특강이 있

그림 5-14  제53차 추계학술대회 및 제주대 수의대 승격 축하 공연 프로그램(200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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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으며, 2007년부터 2017년까지는 247개의 연제가 발표되어 1990년대 비
하여 거의 10배에 달하는 폭증 경향을 보였다.
한편 추계모임은 대체로 정기총회와 함께 학술발표회를 갖는 것이 관
례였는데 심포지엄을 한 일도 있다. 추계심포지엄은 제24차 정기총회 다
음날인 1980년 10월 26일 개최된 것이 처음인데 이 모임에서는 닭을 주제
로 하여 경북대 박준형 교수(닭의 위액분비에 미치는 약물의 영향), 일본 북해
도 대학 Dr. Kudo 교수(The studies on change in genital blood vessels of domestic
animals caused by their pregnancy), 일본 오사카부립대학 Dr. Mochizuki 교수
(Gangliosidoses of domestic animals), 일본 동경대 Dr. Nishida 교수(Functional
morphology of vascular system in the genital organs of domestic birds), 일본 Gifu

대 Dr. Sugimura 교수(Thymus-and bursa-dependent areas and movement of
macrophages in lymphatic organs of domestic fowls), 가축위생연구소 박근식 박

사(한국에 있어 닭의 생산성과 위생관리 상태를 파악하기 위한 양계장 실태조사) 등
6명의 학술발표가 있었다.
그 후는 제44차 학술대회 및 정기총회 전날인 2000년 10월 12일 개최
된 것이 2천 년대 유일한 「추계심포지엄」
이다. 이는 원래 5월 18일 과총 회관에서
“새천년 수의사의 역할 - 인간, 자연, 환경”
을 주제로 개최할 예정이었던 춘계심포지
엄을 구제역 발생으로 이 날로 순연한 것이
다. 이날 행사는 2개 장소에서 동시에 진행
되었는데 10명의 연자 중 7명이 외국 연자
였다. 미국 위스콘신대 Dr. Czuprynski 교
수는 Bovine interleukin-1 and interleukin
1 receptors에 관하여, 미국 콜럼비아대의
Dr. Marsh 교수는 New concepts regarding
bovine neosporosis and equine protozoal
myeloencephalitis에 관하여, Dr. Lakritz 교
수는 Anti-inflammatory activity of mac그림 5-15  영문 단체회원증(2009년)

rolide antibiotics에 관하여, 오하이오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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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 Kusewitt 교수는 Veterinary pathology in era of molecular medicine에
관하여 발표하였다. 한편 일본 동경대학의 Dr. Koichi 교수, Dr. Ogawa 교
수, Dr. Ono 교수 등은 각각 Gene therapy and its application in veterinary
medicine, Parasitic diseases in fishes in Japan, Placental amino acid uptake
in pregnant rats에 관하여 발표하여 각기 수의학 분야의 새로운 지견을 소
개하였다. 이후에는 가을학회에서 구연이나 포스터에 의한 학술발표 이외
에 심포지엄이라는 명칭의 행사가 종종 있었다.
2000년 10월 13일 대전 롯데호텔에서 개최한 제44차 학술대회 겸 정
기총회는 수의학회가 국내 유수 호텔에서 개최한 최초의 추계행사였다. 그
동안 춘계행사나 심포지엄 또는 창립기념일 행사는 종종 호텔에서 개최된
바 있으나 비록 학술행사라고 하여도 너무 화려하고 요란스런 행사는 자제
하도록 하고, 가능하다면 학교 등에서 학술행사를 개최하기를 권고한 정부
정책에 따라 감히 큰 행사를 치르지 못했지만 과감하게 시도한 것이었다.
이렇게 무사히 추계학술대회가 성사되자 이후의 추계학술대회는 자연스럽
게 호텔에서 개최하는 전기가 되었다.
대전 롯데호텔 행사에서는 특별한 전시회가 있었는데 그것은 다름 아
닌 국문학회지 KJVR의 통권 100호(40권 3호, 2000년 9월호) 출간 기념이었다.
호텔 로비에 마련된 100호 출간 기념 부스에는 학회지 1호인 창간호를 비롯
하여 100호 KJVR, 그리고 학술지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사진으로 나타낸 액
자 6개와 활판 인쇄에 쓰이던 지형과 이 지형에 납을 부어 제작한 연판 등과
함께 그 동안 학회에서 발간한 회원 명부, 학술지 초록집 목록 및 책자 등이
전시되었다(그림 5-16).
지금은 컴퓨터로 조판도하고 컴퓨터에서 직접 인쇄도 하지만 1980년
대 중반까지만 하여도 200자 원고지에 적힌 내용을 보면서 일일이 직접 손
으로 한자 한자 활자를 골라서 단어와 문장을 만드는 문선 과정(일명 식자)
과 이를 46배판에 맞게 짜는 조판을 거쳐 임시로 인쇄한 교정쇄로 교정을
보았다. 이렇게 1차 교정을 편집위원장 또는 편집위원이 일람하여 수정한
다음에는 저자에게 보내 본 교정을 2회 정도 보도록 하고나서 페이지를 매
기고 인쇄를 위한 정판을 하고, 이 위에 무른 종이를 놓고 압력을 가하여 눌
러 글자의 요철을 만든 지형을 뜬 다음 이 지형에 납을 부어 연판을 만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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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6  수의학회지 KJVR 지형과 본문 각각 일부(원숭이 생리 자료, 1976년 수의학회지 16권
2호 부록 3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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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7  제54~55차 추계학술대회 현수막(2010~2011년)

윤전기에 걸어 본격적으로 인쇄하고 제본하여 저자들에게 배부하였다.
2006년 9월 28일 충무 마리나 리조트호텔에서 개최된 대한수의학회
창립 50주년을 기념하는 제50차 추계학술대회 행사는 타 학회(수의공중보건
학회, 인수공통전염병학회)와 공동으로 개최되었다. 회원 및 국내외 인사 400

여 명이 참석한 이날 행사의 특징은 “수의학 분야에서의 줄기세포 연구”,
“축산물의 안전성 위해요소와 관리 방안”, “우리나라 생물테러 대응체계 현
황과 발전방안”의 3개 특정주제를 중심으로 3개 행사장에서 심포지엄을 각
기 시행하고 구연 및 포스터 발표를 가졌는데 3개 특정 주제는 시의 적절한
선택이었다는 회원들의 중평이 있었다. 세미나에는 구미와 일본 학자들의
발표는 무수히 많았지만 학회 사상 처음으로 남미 아르헨티나 국립농업기
술연구소(INTA)의 Dr. Luis Samartino가 참석하여 축산물의 안전성 위해요
소와 관리 방안 주제의 하나로 “Brucellosis in Argentina and Others South
American Countries”를 발표한 사실은 특기할 사항이며 무엇보다도 이날
의 하이라이트는 JVS의 SCIE 등재 자축과 창립 50주년을 기념하여 봉정한
“수의학용어집” 헌정 그리고 행사 후 가진 50주년 창립을 기념해 삼삼오오
짝지어 가진 바닷가 자유토론 모임이었다.
2007년부터 2017년까지는 어느 때보다도 많은 내 · 외국인의 초청 강연
이 있었는데 21개 국가에서 106명의 외국인 학자, 253명의 국내 학자와 13
명의 CEO 특강이 있었는데 CEO 특강은 CEO인 강종구 이사장(충북대 교
수)이 재임하던 기간(2015~2017년)에 9명(69%)이 초청되었다. 11년간 초청

된 외국인 중 미국이 자그마치 42명(40%)이 초청되었으며, 다음이 일본으
로 16명(15%), 영국 10명(9%), 프랑스와 중국 각각 5명(9%), 캐나다와 뉴질
랜드 각각 3명(6%)이었고, 네팔, 몽골, 베트남, 벨기에, 태국, 스웨덴, 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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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8  제54~56차 추계학술대회 초청장(2010~2012년)

이집트,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러시아, 필리핀, 남아연방 에서는 1~2명이
초청하여 수의학회는 명실상부한 국제학회의 면모를 과시하였는데 초청된
외국인은 모두 학회가 경비를 전적으로 부담하여 초청한 것이 아니라 이전
부터 시행해오던 관례대로 회원 개인이 초청하거나 공공기관이나 대학
에서 초청한 학자를 다시 수의학회 특강에 초대한 것이었다.
2007년에는 수의공중보건학회와 공동으로 11월 15일 강원도 춘천의
강원대에서 개최되었는데 이날 심포지엄의 주제는 “수의 축산분야의 FTA
대비 전략”으로 FTA에 대비한 “수의학 교육의 체재 개편”을 제시한 주제
는 수의학계의 뜨거운 관심과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더구나 FTA에 대응한
수의축산 정책방향을 점검하기 위해 정부 당국자를 초청하여 발표하도록
한 점이나 FTA 체결에 따른 수의축산 분야의 경제적 이해득실을 분석한 한
국농촌경제연구원(KREI)의 발표는 수의학과 불가분의 관계를 갖는 한-미
FTA에 대하여 회원들의 이해를 돕는 새로운 시도로 평가되어 회원들의 호
평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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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9  제58차 추계학술대회 초
청장(2014년)

2008년 9월 25~26일에 걸쳐 개최한 추계학술대회는 지난 3년간 수의
학과 관련 있는 학회와 공동으로 심포지엄과 학술발표를 개최하였던 것과
달리 수의학회 단독으로 개최하되 주관은 관례에 따라 회장을 맡고 있는 전
남대 주관으로 열렸다. 더구나 근래에 들어 포스터 발표만도 가을 평균 250
여편 내외, 봄 평균 100여 편 내외가 발표되는 정도로 성장하였다는 점에서
이번에 개최된 추계대회에서는 심포지엄 규모는 줄이고 각 학문분야별 학
술발표를 늘리는 방향으로 기획하였다. 특히 최근에 관심을 끌고 있는 연구
윤리와 논문표절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소개하는 것과 줄기세포에 관한 연
구 동향에 초점을 맞추어 조선대 연구윤리정보센터 조은희 교수를 모시어
특강을 들었고, 줄기세포에 관한 연구 동향은 경북대 치대 조제열 교수, 서
울대 치대 노상호 교수, 경북대 수의대 진희경 교수의 특강에서 들을 수 있
었다. 그리고 전공별 학술발표는 지금까지 관례와 달리 해부와 생리학을 포
함한 기초 수의학분야 I, 약리와 생화학을 포함한 기초수의학 분야 II, 역학
및 전염병학을 포함한 공중보건 및 미생물학 분야 I, 환경위생 및 미생물학
을 포함한 공중보건학 및 미생물학 분야 II, 면역학 및 독성학을 포함한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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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보건 및 미생물학 분야 III, 병리학 및 기생충을 포함한 병리학 및 임상분
야 I, 임상병리 및 내 · 외과를 포함한 병리학 및 임상분야 II의 7개 세션으로
나누어 발표를 하였다. 이날 발표에서 특히 주목을 받은 것은 야생동물 보
호에 수의해부학의 공과를 다룬 연구(서울대 Kimura 교수)를 비롯하여 2011
년 국시를 통해 본 학습목표 분석과 수의사 국가고시가 10과목에서 4개목
으로 축소됨에 따라 변경되어야 할 교과과정 재편성 및 학습목표 재설정(제
주대 박전홍 교수) 등이었다.

2009년 10월 15일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제주대의 주관으로 열린
“수의학의 현실과 전망”을 주제로 한 학술대회는 제주도지사 및 제주대 총
장의 개회 축하 속에 개최되었는데 학문분야별 발표는 지난해와 달리 바이
러스분야 I(15편), 바이러스분야 II(15편), 바이러스 및 세균 분야(14편), 해
부, 생리, 약리를 포함한 기초분야(14편), 임상 및 병리분야(12편)의 5개 세
션으로 나누어 총 70개의 구연이 있었다. 특히 이날 초청특강에서 주목 받
은 것은 북한의 장마피해를 돕기 위해 식량원조 사업을 한 경험이 있는 미
국 Research Institute of Animal Husbandry의 Dr. Smith가 북한에 고기와
염소털인 캐시미어(cashmere)를 공급하기 위해 몽골에서 염소의 동결배아를
북한이 수입할 수 있는지 그 가능성을 점검한 보고는 북한의 수의축산 사정
을 들을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아울러 “말 임상에서 침술요법의 적용(전북
대 김민수 교수)”이나 “치료목적의 인공장기 연구와 임상적용(민병구, 서울대
의대 명예교수)”도 새로운 테마의 소개로서 흥미를 주었다. 한편 특별 세션으

그림 5-20   제58차 추계학
술대회(201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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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마련된 “수의학교육의 새로운 도전”에서 가진 일본 Kitasato대학의 Dr.
Higuchi 교수가 행한 “Curriculum Development for New Challenges in
Veterinary Medicine Reflecting Social Issues on Human Animal Relation,
Ethics, Environments”를 비롯하여 의대와 치대의 경험 사례를 들어 특강한
인제의대의 강신익 교수의 “Research and Practice of Medical Humanities
in Korea: A Personal Reflection”와 서울치대의 김민강 교수의 “Enhancing the Teaching and Learning of Professionalism in Medical and Dental
Education” 그리고 제주대 박전홍 교수의 “Veterinary Professional Skills in
Society”와 서울대 천명선 교수의 “Curriculum Development for Veterinary
Medicine and Society”는 6년제 수의학교육 도입 후 수의학교육이 겪고 있
는 실상을 스스로를 돌아보고 반성할 수 있는 귀중한 기회가 되었다.
이번 행사의 하일라이트는 전야제 만찬에 「제주대 수의학과」가 「수의
과대학」으로 승격한 것을 축하하는 기념연주회였
다. 국립수의과학검역원 베테글리중창단은 이날
모임을 더욱 빛나게 하였다(그림 5-14).
2010년 10월 21일 경주교육문회회관에서 개
최한 제53차 정기총회 및 학술대회는 “국가 재난
형 및 신종 동물질병의 발생동향과 예방 및 관리
대책”을 주제로 개최되었다. 이날 모임은 지난 1
월 포천-연천 및 4월 강화-김포-충주-청양 지역
에서 발생한 FMD로 인해 가축 5만 5천여두가 현
지매몰 처분되어 적지 않은 경제적 손해가 있었지
만 발병 즉시 즉각적인 차량 및 가축의 이동통제
와 소독 등 강도 높은 방역조치를 취한 결과 포천
과 강화에서 발생한 이후 각각 81일, 72일 만에 종
료시켰다. 이는 2010년 4월 98일간 292건 발생하
여 가축 29만여 마리를 현지 매몰한 일본과 초기
신고, 신속진단, 방역조치 등은 비교대상이 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지역적으로 중국과 몽고
등 구제역 발생국가와 인접해 있고 국가교역이 늘

그림 5-21   제59차 추계학술대회 초청장
(20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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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2  제59차 추계학술대회(2015년)

어나고 있어 FMD 병원체가 또 다시 유입될 가능성이 높다. 구제역뿐만 아
니라 고병원성 AI는 우리나라에서 2003~2004년, 2006~2007년 및 2008년
에 발생하여 우리나라 양계농가에 큰 타격을 입혔으며 철새에 의한 유입 가
능성 및 주변국가의 발생상황을 고려하면 재발생의 위험이 무척 높은 질병
이다. 광견병의 경우 1993년 철원에서부터 재발한 이후 지속적으로 발생하
였으며 가축에 대한 경제적 피해뿐만 아니라 인명피해까지 일으키고 있으
며, 소 브루셀라병은 가축의 제2종 법정전염병, 사람의 제3군 법정전염병으
로 강력한 근절 프로그램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에 학
회는 FMD 등 “국가 재난형 동물질병의 발생 동향 파악과 예방 및 관리 대
책”에 좀 더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 FAO의 수
의국장 Dr. Lubroth를 비롯하여 미국 Cornell 대학의 Dr. Bischoff, USDA
의 Dr. Juneja, 영국Veterinary Laboratories Agency의 Dr. Coldham, 일본
National Institute of Animal Health의 Dr. Yoshihara 등 외국인 전문가
17명을 초빙하여 의견을 수렴하고자 마련되었다.
이날 FMD나 AI 및 병리 관련 특강 이외에 수의학교육협의회가 마련
한 특별 교육세션에서는 “수의 직업전문성 교육 과정 개발”을 주제로 직업
전문성 교육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사례(천명선 교수, 서울대), 공급자와 수요
자의 관점에서 본 직업 전문성 교육의 현황 및 전망(김진석 교수, 건국대), 수
의 직업전문성 교육과정의 개발 및 실천 대안(류판동 교수, 서울대), 수의학교
육에 대한 평가와 인증(이흥식 명예교수, 서울대)에 대한 특강이 있었는데 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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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3  제59차 추계학술
대회 수상자 일동(2015년)

히 일부 회원만이 관심을 보여 이 세션이 개설된 본래 목적을 달성하기에는
벅차보였다.
2011년 10월 26일 천안상록리조트에서 개최된 추계학술대회의 주제
는 “동물과 인간 질병 및 복지”였는데 한국동물복지학회와 한국수의학교
육협의회와 공동 주관하였다. 따라서 통상적 주제인 동물 질병에 관련한 연
제에 관하여 미국을 비롯한 7개국에서 15명의 연자가 초청되었고, 국내에
서 10명의 전문가가 초청되어 특강을 하였다. 이외에 수의학교육과 동물복
지에 관한 논의가 있었는데 동물복지학회는 학회 정기총회를 겸하여 영국
Royal Society for the Prevention of Cruelty to Animals의 Dr. Littlefair가
“동물복지에 대한 개요”를 소개하면서 수의학교육에서 동물복지 교육을 어
떻게 할 것인지 진지한 토론이 동물보호 NGO인 HELLO 지구별의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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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4  제60차 추계학술대회 임원과 초청장(2016년)

김세진의 동물보호교육의 중요성, 광주광역시 동물보호소 명보영 수의사의
Shelter Medicine, 공주대 김병수 교수의 국내 대학에서 동물복지 교육과정
시안 제시 및 서울대 수의대 박재학 교수의 수의학교육에 있어서 동물복지
교육 필요성 등에 관한 특강으로 더욱 활기찬 논의가 이루어졌다. 한편 수
의학교육연구회도 총회를 겸하여 “수의예과 교육: 그 현황과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주제로 수의학교육에 입문하는 수의예과 교육은 문제가 무엇
이며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효과적인지 검토하는 논의가 서울대학교 수의
예과 교육의 현황, 문제점, 그리고 개선방향(서울대 수의대 황인구 교수), 수의
예과 학생의 학습성과(제주대 수의대 박전홍 교수), 수의예과 교육에서의 수의
전문직업성(서울대 수의대 천명선 교수), 2012학년도 서울대학교 의예과 교육
과정 개선(서울대 의대 이승희 교수)에 관한 특강으로 열기를 더하였다.
2012년 11월 1일 “수의학의 현재와 미래”를 주제로 서울 팔레스호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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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5  제60차 추계학술대회 접수 및 연회장(2016년)

에서 개최된 제56차 학술대회는 Plenary lecture, Keynote lecture 그리고 5
개의 세션(Session 1: Prospect of Equine Industry and Veterinary Medicine, Session
2: Development and Applications of Animal Disease Models, Session 3: Status and
Control of Major Infectious Diseases in Animal, Session 4: Antimicrobial Resistance
and Pathogenesis, Session 5: Trends in Food Safety Assessment & Veterinary Drug
Residue Analysis)으로 미생물, 병리, 공중보건, 약리, 생리, 임상 등 각각의 세

션에 맞는 주제로 12명의 외국인과 11명의 내국인의 초청으로 운영되었
다. 그러나 Plenary lecture는 One Health에 있어 수의사의 역할(서울대 천
명선 교수), 수의학교육인증과 그 효과(서울대 이흥식 명예교수), 수의학교육에

있어 Computer-Based Test(충북대 나기정 교수) 등 주로 수의학교육과 One
Health를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한편 이날 특징적인 것은 각 대학에 새로
부임한 신임교수 5명(서울대 김용백, 강원대 이근식, 충북대 강지훈, 충남대 서경
원, 충북대 강병택)이 자신의 전공 분야 주요 연구 결과를 발표하였는데 이는

마치 스타 데뷔와 같았다.
2013년 10월 10일 서울 양재에 위치한 The-K 서울호텔에서 열린 추계
학술대회 겸 정기총회는 그 동안 독립적으로 행사를 해오던 학술대회를 대
한수의사회가 주최한 “수의사대회”와 함께하였는데 한국양돈수의사회, 한
국가금수의사회, 수생동물질병수의사회, 한국실험동물수의사회, 한국말임
상수의사회, 한국수의학교육학회와 같이 Healthy Animal, Happy Humans,
One World를 주제로 개최되었다.
이날 개회사에서 김옥경 대한수의사회장은 “사람과 동물과 자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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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6  제60차 추계학술대회 선상유람과 여흥(2016년)

One Health에 바탕을 두고 관리되어야 한다는 국제적인 추세에 맞춰 건강
한 동물, 행복한 인류, 하나 된 세계를 주제로 이번 대회를 개최했다”면서
“종합학술대회를 통해 인수공통전염병과 각 동물의 질병관리 기술 등 최신
동향을 논의하며 수의기술이 인류와 동물의 건강에 크게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는데 우리 학회는 “One Health와 수의학의 역할”을 테마
로 기후변화질병, 미래감염병, 수의역학, 말산업, 식품안전, 동물복지 6개 세
션으로 나누어 학술발표를 하였다.
이날 발표한 외국 연자 중 미국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의 Dr. Karpathy, Animal Health and Veterinary Laboratories
Agency의 Dr. Hope, FAO의 Dr. Newman, 뉴질랜드 머시대학의 Carpenter 교수, 일본 NIAH의 Dr. Toshiyuki 및 미국 FDA의 Dr. Greenlees 발표
는 시의 적절한 내용 발표로 참석자들의 관심을 모았다.
특히 이날 각광을 받은 것은 수의학교육학회와 같이 개최한 수의학교

그림 5-27  수의사회와 공동개최
한 수의사대회(201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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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8  제60차 추계학술대회 수상자(2016년)

육 세션에서 “2014년에 수의예과에 입학하는 학생이 2020년 2월에 졸업하
게 됩니다. 이들 신입생이 졸업 시 기대되는 Day 1 skills을 갖추기 위하여
우리나라 최초의 <수의학교육-수의사국가시험-수의학교육인증> 세 개 주
체 간 학술모임이 될 것입니다.”라는 전제 아래 열린 모임에서 강원도 평창
에 개원한 “산업동물임상연수원의 설립과 운영”에 대한 소개는 농장동물
임상교육에 관심 있는 참석자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였다.
하지만 이날 행사는 전국 각지에서 많은 수의사가 참여한 행사였지만
1994년 안양에서 수의사회와 공동으로 수의사대회를 겸하여 개최하였던 것
과 같이 수의학회 행사는 뒷전이 되어 회원들 모두에게 아주 씁쓸한 여운을
남겼다.
2014년도 추계학술대회는 10월 16~17일 이틀간 ‘수의학 기술 개발
을 위한 국제협력 방안’을 주제로 제주 국제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되었다. 이
번 학회에는 수의과대학, 검역본부, 한국마사회 등 국내 학교· 기관 소속 연
사들과 Dr. Elisabeth, Dr. Helmut 등 미국, 독일, 프랑스, 아르헨티나 등에
서 많은 해외 연자가 강사로 초청되었는데 이들 해외 연자들의 소속기관도
OIE, BfR, 뉴저지주립대학교, 미국 CDC 등 다양하였다.
첫 날 특강은 생체신호전달 연구 분야의 세계적인 석학인 울산과기대
(UNIST) 서판길 교수와 수의학회 학술연구대상 수상자인 한호재 교수(서울
대)가 하였는데 청중의 관심이 집중된 강의였다. 학회 이틀째에는 세계동물

보건기구(OIE)의 Dr. Elisabeth 박사가 ‘미래를 위한 OIE의 도전과 기대’
를 주제로 기조강연을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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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각 세미나룸에서는 분야별로 “수의학분야의 국제협력”, “염증과
종양”, “약물 평가”, “CRO와 바이오의약분야에서 수의사의 역할”, “국가재
난형 동물질병”, “인수공통전염병”, “수의학교육”, “말 질병” 등 8개 세션으
로 나누어 다양한 발표가 있었고 일부에서는 기초, 병리, 세균성 질병, 바이
러스 질병, 역학 등에 대한 발표도 이어졌다.
주이석 회장은 동년 9월 14일부터 16일까지 인천 송도에서 제3차 세
계동물보건기구(OIE) 표준실험실 및 협력연구센터 회의가 있었다고 소개
하며 “이처럼 우리나라 수의 분야가 많이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수의학회
회원들의 공헌과 연구가 있었기 때문”이라며 “이번 학술대회에서 제시되는
최신 수의분야 학술정보와 수의학의 역할 및 미래지향적 방안이 검역본부
의 업무를 바르게 인도하는 좋은 잣대가 될 것”이라고 하였다.
2015년도 추계학술대회가 10월 29~30일 이틀간 ‘최근 생명과학과 수
의학의 연계(Link of Veterinary Medicine with Advanced Life Science)’를 주제로
The-K호텔 경주에서 개최되었다.
첫째 날에는 간단한 개회식과 2개의 Keynote 강의가 진행되었는데 미
국 위스콘신대학교의 Pamela L. Ruegg 교수와 독일 의사이며 역학 연구자
인 BfR의 Sascha Al Dahouk 교수가 각각 ‘유방염 컨트롤의 새로운 접근 방
식’과 ‘브르셀라-최근 이슈와 앞으로의 방향’을 주제로 강의했다. 둘째 날에
는 ‘최근 생명과학과 수의학의 연계’라는 주제에 맞추어 ‘수의생명과학 분
야의 수의사 CEO 포럼’, ‘한국PRRS연구회 창립 및 특별세션’, ‘신경학 및
신경과학’, ‘줄기세포’, ‘신약개발’, ‘수의학교육의 새로운 전망과 혁신’, ‘전
염성질병과 종양’, One Health 등 인간과 동물의 통합 보건 시스템 등 다양
한 주제를 10개 분야로 나누어 40여 개 특강이 있었다.
이번 학회는 수의학회를 비롯하여 다산컨퍼런스, 동물줄기세포연구회,
한국PRRS연구회, BK21플러스 수의창의연구인력양성사업단이 공동 주최
하였으며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한국마사회, 농림축산검역본부가 후
원한 행사였는데 다산컨퍼런스는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과 에볼
라 바이러스, 메르스, AI 등 인수공통전염병을 주제로 특강을 실시하였고,
한국PRRS연구회는 창립총회와 함께 국내 PRRS 연구의 발전방향을 제시
하는 모임을 가졌다. 그리고 CEO 포럼에는 바이오노트 조영식 대표를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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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9  학회 창립 60주년 기념 국제학술대회 초청장(2017년)

롯하여 유바이오로직스 백영옥 대표, 코미팜 문성철 대표, 크로엔리서치 박
영찬 대표 등 수의생명과학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수의사 CEO들이 참석
하여 기업의 성장과정과 미래 전망 등에 관해 특강을 하였는데 특히 젊은
회원들의 큰 관심을 끌었다.
2016년도 추계학술심포지엄은 10월 27~28일 진주 MBC컨벤션에서
개최되었는데 대한수의학회, 동물줄기세포연구회, 경상대학교 동물의학연
구소, 한국과학기술총연합회 경남지역연합회가 공동 주최하며 경상남도와
경남컨벤션뷰로에서 후원을 받았다. ‘수의 생명과학의 컨버전스(Convergence
of Veterinary Biomedical Sciences)’를 주제로 한 이 학술대회에서는 수의해부

학의 최근 이슈, 한국의 현재와 앞으로의 PRRS의 연구동향, 동물줄기세
포 연구의 최근 이슈, Network Organoid Culture System(NOCS)를 이용
한 동물 시험의 대체 방안, 수의학에서의 현장진단 키트(Point of Care Tests,
POCT) 활용, 수의 및 의생명과학의 CEO 포럼 등을 다루었다. 특히 이번

CEO 포럼에는 수의생명과학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수의사 CEO들인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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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30  학회 창립 60주
년 기념 국제학술대회 세미
나(2017년)

이오톡스 강종구 대표(충북대 수의대 교수), 강스템바이오텍의 강경선 대표
(서울대 수의대 교수), 버박코리아의 신창섭 대표가 참석하여 특강을 하였다.

이틀간 연인원 600여 명의 국내· 외 학자들이 나서 12개 분야 심포지엄
과 380여 편의 포스터가 다뤄졌는데 특히 심포지엄 3은 특별 세션으로 경상
대학교 수의대 정태성, 정동인, 김종현, 홍일화 교수가 연자로 나서 각각 먹
장어(hagfish)에서 유도된 Variable Lymphocyte Receptor(VLR), 개 신경계
종양의 의학적 접근, 간 손상에서 지방유래 줄기세포를 이용한 재생 치료,
뇌 먹는 아메바(Naegleria fowleri)를 주제로 특강을 하였는데 많은 경상대 수
의대 학생들이 참관하여 이채를 띄었다.
2017년도 추계국제학술대회는 대한수의학회 창립 60주년을 기념하는
모임으로 10월 26일과 27일 양일간 여수 디오션리조트에서 개최되었다. 이
번에 개최된 학술대회는 ‘반려동물 기간산업에서 수의학의 역할과 사명’을
주제로 하였기 때문에 기존 대한수의학회 학술대회에서는 미생물 또는 전
염병에 관한 발표가 주류를 이루었던 것과 달리 반려동물 임상 관련 세션이
늘어난 것이 특징으로 ‘반려동물 기능성 영양학’, ‘동물매개치료’, ‘줄기세포
치료’ 등이 관심을 불러 모았다.
대한수의학회 창립 60주년을 기념하는 축하행사는 둘째 날 오전에 있
었는데 이 자리에서 김곤섭 학회장은 “4차혁명을 목전에 두고 볼 때 One
Health와 보건, 신약개발에 수의학의 역할이 있다.”며 “100주년을 향해 나
아가는 대한수의학회가 학계를 이끄는 학회로 거듭나길 기대한다.”고 말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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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31  학회 창립 60주년 기념 국제학술대회 행운권 추첨(2017년)

으며, 김무강 제3대 이사장은 1965년 열렸던 학회를 추억하면서 그간에 이
룩한 수의학 연구와 학회발전에 감회를 전하며 “이 세상 모든 학문 중에서
도 사람과 생물의 생명을 관장하는 학문이 가장 중요하다”며 “젊은 수의학
자 모두가 긍지를 갖고 노벨상에 도전하라”며 젊은 연구자들을 격려하였다.
기념행사에 이어 진행된 기조강연에서는 아프리카돼지열병(African swine fever, ASF), 구제역 백신, 프리온 질병(Prion disease) 진단 등 다양한 주제를 다

루었다.
이번 추계학술대회는 대한수의학회를 비롯하여 동물줄기세포연구회,
한국마사회, BK21플러스 글로벌-바이오 질환제어기술산업 인재양성팀,
BK21플러스 수의창의연구인력양성사업단이 공동 주최하였는데 대한수의
학회가 창립 60주년을 맞아 그 동안 학회를 이끌어온 집행부는 “수의학회
는 한국 수의사들의 모태이자 뿌리”라며 “미래 바이오 산업의 전성시대 속
에서 수의사가 주인공이 되어야 한다.”고 수의학회의 역할을 다시 한 번 강
조하였다.
근간에는 회원이 너무 많고 일정이 항상 촉박하여 총회나 학술발표회
행사 이외에는 부대행사가 없지만 초창기인 1962년 11월 3일 개최된 제6
차 대회 때는 학술발표 후 친선배구대회가 개최된 바 있으며, 1972년 11월
4일 개최된 제16차 대회 때는 당시 최신시설을 자랑하는 국내 최대 규모인
한독목장을 견학하기도 하면서 회원친목과 학술발전을 도모하였다. 근간에
는 제주에서 학회가 개최된 1989년에 정규 학술행사 후 회원 모두가 단체로
한라산 등반을 하면서 회원 간에 우의를 다지기도 하였고, 2005년에는 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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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날 골프 동호인들이 회원 간에 친목 도모를 위해 라운딩을 한 일도 있었
는데 골프대회는 이후에도 매년 계속되어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다.

5.2. 춘계심포지엄
1972년 4월 15일 서울대 수원 캠퍼스 농대 수의학과 회의실에서 5편의
논문을 발표한 것으로 시작한 이래 2018년 5월 10일까지 47년간 학술심포
지엄인 춘계학술발표회가 43회 개최되었는데 학술심포지엄은 춘계학회 또
는 춘계학술대회라는 이름으로도 불린 춘계심포지엄의 전개 과정은 대체로
다음과 같다.
학술심포지엄은 1971년 평의원에서 봄과 가을, 연 2회 학술대회를 개
최하기로 하되 1회는 총회를 겸한 학술대회, 1회는 봄에 개최하되 심포지엄
또는 학술발표회를 갖기로 한 결의에 따라 개최하게 되었다. 따라서 최초
의 춘계학술발표회는 항간에 알려지기는 1978년 개최된 것이 처음인 것으
로 알려져 있으나 위와 같은 결정에 따라 1972년 4월 15일 서울대에서 전북
대 김종면 교수(돼지 말초혈액 buffy coat cell에서의 toxoplasma gondii 시험관내 증
식소견), 경북대 이재현 교수(각 동물의 장기 및 조직 내 존재하는 조직비만세포의
출현에 관하여), 경상대 문무홍 교수(한국재래산양의 위장관내 선충류 조사), 서

울대 장두환 교수(국내 가축 및 야생동물의 콕시디아 조사), 공군 항공의무대 한
정윤 대위(군견 귀두의 수술 사례에 대한 연구)등이 5편의 논문을 발표한 것이
처음이다.
1972년 첫 춘계행사 이후 봄학회는 여러 가지 사정으로 매년 이어지지
못하고 1978년 4월 22일 마사회 강당에서 「면역기전에 대하여: 서울대 전윤
성 교수」, 「젖소 유방염: 유방의 해부-서울대 윤석봉 교수, 비유생리-서울
대 권종국 교수, 유방염 병리-서울대 임창형 교수, 유방염의 치료와 대책서울대 한홍율 교수」 및 「말의 침구요법: 한국마사회 김효중 소장」이 발표
한 학술심포지엄으로 명맥을 잇게 된 후 2018년 5월까지 춘계행사는 매년 1
회씩 개최되었다(그림 5-32).
춘계심포지엄이 초창기에는 어떤 하나의 주제를 갖고 발표하고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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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32  제2차 춘계심포지엄 초청장(1978년)

응답하는 심포지엄이 아니라 여러 개의 다른 주제를 발표하는 세미나였지
만 1980년 5월 9일 한국무역회관에서 개최된 “양돈질병”을 주제로 한 춘계
학술대회를 시발로 하여 이후에는 “사회적으로 문제가 제기되고 있거나 사
회적으로 관심사가 되는 시사적인 주제나 미래지향적인 주제” 등 특정주제
를 테마로 하는 학술심포지엄을 개최하게 되었으며 이러한 분위기는 오늘
날까지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
1970년대의 심포지엄이나 춘계세미나는 주로 연자가 내국인이었으나
1981년 5월 29일 미공보원에서 개최된 학술행사에 “젖소의 번식장애”를 주
제로 일본 Obihiro 대학의 Dr. Ono 교수가 연자로 초청된 것을 계기로 매
년 개최되는 춘계심포지엄에 외국인 연자가 다수 초청되었다.
하지만 1981년 이후 1998년까지 초청된 외국인 연자 37명 중 반수가
넘는 20명이 일본학자였으며, 14명이 미국학자였던 점은 학회의 경제적 사
정이나 지리적 여건 등으로 어쩔 수 없이 정부나 학교 자금으로 초청한 인
사를 학회에서 재초청하는 형식으로 봄학회에 초청함에 따라 특정국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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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3  대한수의학회 춘계심포지엄 및 포스터 발표 일람
회수

년월일

장소

주제

1

1972. 4. 15

서울대학교 농과대학

국내 가축 및 야생동물의 콕시디아 조사 등 5개 연제

2

1978. 4. 22

한국마사회

면역기전, 젖소 유방염 및 말의 침구요법

3

1979. 5. 5

가톨릭 문화회관(대전)

소의 백혈병

4

1980. 5. 9

한국무역회관

양돈질병

5

1981. 5. 29

미국 공보원

젖소의 번식장애

6

1982. 5. 14

뉴코리아호텔(안양)

국내외 주요 가금질병

7

1982. 7. 20

뉴코리아호텔(안양)

학회 창립 25주년 특별 세미나

8

1983. 5. 14

세종호텔

실험동물의학

9

1984. 6. 2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

주요동물약품의 발전추이에 관한 심포지엄

10

1985. 4. 27

중앙관광호텔(대전)

소 체외수정란과 이의 이식

11

1986. 4. 26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

독성시험의 현황과 전망

12

1987. 7. 4

세종호텔

창립 30주년 세미나: 21세기를 향한 수의학의 미래

13

1988. 5 .28

한국무역회관

양식어류 질병의 현황과 예방대책

14

1989. 5. 27

한국프레스센터

인간과 애완동물

15

1990. 5. 19

한국종합전시장

위생적인 축산식품 생산을 위한 사료의 안전성 확보

16

1990. 7. 21

한국마사회

경주마의 보건관리

17

1991. 5. 17

안양문예회관

Application of Biotechnology in Veterinary Science

18

1992. 5. 22

안양문예회관

최근에 문제되는 돼지 질병 방제 대책

19

1993. 5. 14

파천연구소(대전)

면역기능조절에 의한 가축질병 방제의 최근 연구동향

20

1994. 5. 27

안양문예회관

수입개방에 따른 축산식품의 안전성과 해외가축전염병 대책

21

1995. 5. 19

축협중앙회 강당

동물약품 발전을 위한 최근 연구전략

22

1996. 7. 16

한국마사회 강당

돼지 PRRS 및 Pseudorabies에 관한 국제심포지엄

23

1997. 5. 30

서울대 관악동물병원

송아지 설사병에 대한 심포지엄

24

1998. 5. 15

대전 EXPO 국제회의장

21세기 수의학의 발전과 미래

25

1999. 5. 28

천안 상록 리조트

수의 관련 산업의 현황과 발전 전망

26

2000. 5. 10

서울 과총 회관

구제역 발생으로 10월로 순연

(2001. 10. 12 대전 유성 롯데호텔에서 “새천년 수의사의 역할-인간, 자연, 환경” 주제로 개최)
27

2001. 6. 8

서울대 삼성컨벤션센터

International Harmonization of Veterinary Education and
Research

28

2002. 5. 17

대전 유성 롯데호텔

수의학에 응용되는 생명공학 기법의 새로운 동향

29

2003. 5. 23

대전 유성 롯데호텔

Newly Emerging Issues in Veterinary Science

제1장 수의학회 60년 발자취

140

표 5-3  대한수의학회 춘계심포지엄 및 포스터 발표 일람(계속)
회수

년월일

장소

주제

30

2004. 5. 7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

Major Zoonotic Diseases and Roadmap for Eradication of
Zoonotic Diseases in Korea

31

2005. 5. 13

안양 국립수의과학검역
원

Food Safety and Zoonotic Disease

32

2006. 4. 20

서울 양재동 aT 센터

예방의학 분야에 있어서 수의학의 역할 I(포스터 69편)

33

2007. 4. 20

서울 대치동 무역전시관

예방의학 분야에 있어서 수의학의 역할 II(포스터 123편)

34

2008. 4. 25

서울 과총 회관

Zoonosis, Food Safety and Animal Protection(포스터 117
편)

35

2009. 4. 24

서울대 호암교수회관

식품안전성과 인수공통전염병(포스터 106편)

36

2010. 4. 22

서울대 호암교수회관

기후변화에 따른 사람과 동물의 질병 관리(포스터 81편)

37

2011. 4. 29

전북대 진수당

전염병 및 동물복지(포스터 91편)

38

2012. 4. 25

충북대 개신문화관

Biomedical 분야에서 수의학의 역할과 미래(포스터 123편)

39

2013. 4. 25

대전 유성관광호텔

수의학 분야의 새로운 전망(포스터 92편)

40

2014. 5. 22

안양 농림축산검역본부

환경 변화와 수의학의 역할(포스터 122편)

41

2015. 4. 29

서울대 삼성컨벤션센터

생명과학분야에서 수의학의 역할과 사명(포스터 160편)

42

2016. 4. 29

서울 팔래스호텔

최신 수의학의 기초에서 임상으로의 적용(포스터 97편)

43

2017. 4. 28

서울 더케이호텔

국가재난형 질병 발생에서 수의학의 역할(포스터 132편)

44

2018. 5. 10

서울대 글로벌공학센터

First Joint Meeting of Veterinary Science in East Asia(포스
터 154편)

편중될 수밖에 없었지만 다행히도 90년대에는 학회 형편도 좋아지면서 초
청국가가 다양해지는 경향으로 바뀌어 호주, 덴마크, 카나다, 대만학자 등이
초청된 바 있고 더구나 1999년부터 2008년까지 이르는 10년 동안에는 76
명의 외국인이 봄학회에 초청되었는데 미국 21명, 일본 17명 이외에 필리핀,
베트남, 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중국, 미얀마, 싱가포르 등 아시아 각
국의 학자들을 비롯하여 영국, 스위스, 오스트리아, 이태리 학자들도 초청된
바 있어 보다 학회가 국제화 세계화에 한걸음 다가 선 모습을 보였다. 한편
2009년부터 2018년까지 9년 사이에는 총 43명의 외국인이 초청되었는데
일본과 대만이 각각 12명 그리고 미국 7명으로 가장 많이 초청되었고 기타
국가에서는 이태리, 싱가포르, 노르웨이, 네덜란드, 필리핀, 영국, 뉴질랜드,
독일, 태국, 캐나다, 미얀마, 인도네시아 등에서 1명씩이 초청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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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이한 것은 원래 춘계 심포지엄의 경우 국제심포지엄을 기본으로 매
년 학술행사를 진행해왔는데 2016년과 2017년에는 외국인 학자의 초청이
단 1명도 없었으며, 2015년과 2014년에는 각기 일본 북해도대학의 교수인
Dr. Ito 교수와 Dr. Kida 교수 단 1명씩의 일본학자를 초청하여 각각 “Improvement of Veterinary Education in Japan”과 “For the Control of Avian
Influenza and Preparedness for Pandemic Influenza”에 대한 특강을 실시
하였는데 전자의 경우 일본이 6년제 수의학 교육을 도입한 후 실시한 수의
학교육 개혁의 솔직한 경험을 소개하여 참석한 많은 청중의 공감을 얻었다.
당시 소개한 요지는 일본도 국립대학의 경우 교수도 적고 학생도 적을 뿐
아니라 정부 지원이 거의 없어 이를 극복하기 위해 2016년부터 본과 3학년
진급 전 임상입문시험 CBT 및 OSCE의 실시, 수의학 전국 통일 교재 출판,
Core Curriculum의 도입, 제3자 평가제도인 평가인증 실시 등이었다. 이 기
간 중 또 하나 특이하였던 것은 2010년의 경우 명칭은 「국제공동학술심포
지엄」으로 주제는 “기후변화에 따른 사람과 동물질병관리 및 식품매개질
병”이었지만 단지 일본 학자 2명과 미국 학자 1명이 참석한 행사로 명칭과
는 걸맞지 아니하였다. 각 회기별 춘계심포지엄의 특징을 개괄해 보면 다음
과 같다.
1984년 6월2일 서울대 수의대 강당에서 개최된 춘계심포지엄은 한국
동물약품협회(동약협)의 전폭적인 지원 아래 “주요 동물약품의 발전 추이”
를 주제로 개최되었는데 동약협 이희구 전무이사를 비롯하여 8명의 발표가
있었는데 동물약품업계의 현황과 미래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의미 있는 기
회였다. 아울러 1985년 4월 27일 대전 중앙관광호텔에서 개최된 춘계심포
지엄은 “수정란 이식”을 주제로 송아지 수정란 이식을 최초로 성공한 미국
Gorgia 대학의 Dr. Brackett 교수를 비롯하여 서울대 정창국 교수와 중앙대
정영채 교수의 특강이 있었는데 Dr. Brackett 교수는 다음날 중앙가축전염
병연구소에서 이어진 워크숍에 직접 참여하여 토끼를 대상으로 IVF 시연을
보이기도 하였다.
초창기에는 회원수도 적고, 발표 연제도 적어 하루 동안 한 장소에서
모든 연제를 발표할 수 있었으나 해가 거듭될수록 학술발표 건수가 늘어남
에 따라 이틀에 걸쳐 학술발표회를 개최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것은 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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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33  수의학회 춘계학술대회 개최지 분포 및 외국연자 국적 비교

에게 시간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너무 부담이 된다는 지적에 따라 학회 당일
발표장을 분야별로 묶거나 또는 유사분야를 하나로 묶는 방식으로 2개 내지
3개 발표장에서 발표토록 하였다.
이틀에 걸쳐 학술대회를 처음 개최한 것은 1961년 전북대에서 개최된
제5차가 최초로 6차, 7차까지 그러하였다. 그 후 최초로 2개 발표장에서 발
표를 한 것은 1964년 서울시립농대에서 개최된 제8차 학술대회였으며 가
장 많은 발표장에서 학술발표회가 개최된 것은 1991년 안양가축위생연구소
에서 개최된 제35차 학술대회로 포스터 발표장을 포함하여 7개 발표장에서
학술발표가 이루어졌다.
춘계학술행사 중 특기할 만한 춘계 심포지엄에는 학회 창립기념일이 7
월 24일이므로 이 날을 기념하고자 봄이 아닌 7월에 춘계심포지엄을 개최
한 경우도 있다. 기념행사를 겸하여 세미나를 개최한 그 첫 번째는 1982년
7월 20일 경기도 안양 뉴코리아호텔에서 개최한 「학회 창립 25주년 기념 특
별 세미나」이고, 두 번째는 1987년 7월 4일 서울 세종호텔에서 개최한 「학
회 창립 30주년 기념 세미나」이다. 이외에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하여 부득이
7월에 개최한 경우가 있는데 1990년 7월 20일 한국마사회 강당에서 한국마
사회 지원으로 “경주마의 보건관리”를 주제로 일본 중앙경마회 Yoshida 소
장을 비롯하여 한국마사회 말보건소 이시영 소장 등 주로 마사회 인사가 중
심이 되어 6개 주제를 발표하였다. 그리고 1996년 7월 16일 동일한 장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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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34  제14차 춘계심포지엄 초청장(1989년)

서 “돼지 PRRS 및 Pseudorabies에 관한 국제 심포지엄”이 있었는데 이 심
포지엄에 참석한 일부 외국인 연자는 동년 7월에 이태리 볼로냐에서 개최된
제14차 세계양돈수의사회(IPVS) 총회에 참석하였던 인사로 미네소타대학
의 Dr. Bahnson 교수, Dr. Moliter 교수, Dr. Thahlly 교수가 귀국하는 길에
한국에 초청된 것인데 한국마사회, LG 화학 및 대성미생물연구소의 지원에
의하여 진행되었다.
1989년 5월 27일 서울 광화문 프레스센터에서 개최된 「인간과 애완동
물」를 주제로 한 춘계심포지엄은 수의학회의 자주적인 의도보다는 국제동
물보호재단(IFAW)라는 국제기구의 제안에 의하여 촉발된 행사였다고 하
여도 좋을 것 같다. 그 사연은 대체로 다음과 같다. 1988년 가을 예고도 없
이 갑자기 당시 총무인 한홍율 교수(서울대 수의대)를 찾아온 IFAW 홍콩 지
부장이 IFAW에서 후원하겠으니 한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애완동물 학대
와 개고기 식용 문제를 근절하기 위해 공동으로 캠페인을 벌리자고 제의함
에 따라 성사된 것이다. 이날 모임은 인간의 반려자로서의 애완동물-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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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PP(Companion Animal Partnership Program, 사람과
동물과의 반려운동) 간사인 Dr. Mizutani의 특강을 비

롯하여 한국교원대 박시룡 교수가 “동물의 행동과
인간생활”, 서울대 한홍율 교수의 “Pet Food와 영양
과 질병”, 안양 가축위생연구소 박근식 소장이 “한국
에 있어서 애완동물 보호 관리 강화 방안” 제시 등이
있었으며, 이들 주제 발표 후에는 전남대 이방환 교
수의 사회로 열띤 종합 토의가 이어졌다. 30년 전 이
날 행사는 반려동물에 대한 관심이 낮은 때에 개최
되었다는 점에서 우리 사회에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

그림 5-35   「인간과 애완동물」 심포지엄
에서 축사하는 IFAW 홍콩지부장(1989년)

을 새롭게 하는 계기를 마련하였을 뿐 아니라 개고
기 식용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였다(그림 5-34, 5-35). 특히
이날 행사를 알리는 포스터를 제작하여 전국에 배부하였는데 초등학생을
모델로 선발하여 반려견을 안고 찍은 사진은 큰 관심을 모았다.
1994년 5월 27일 개최된 제20차 춘계심포지엄 행사는 「한· 일 학술심
포지엄」으로써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일본수의학회와 공동으로 개최하였는
데 일본 측에서는 일본국립위생시험소 안전성센터 Mitsumori 박사와 일본
가축위생시험장 Sugimura 박사가 참가하였고, 우리나라에서는 국립동물검
역소 서울지소 배상호 소장과 국립가축위생연구소 강영배 과장이 참가하여
“수입개방에 따른 축산식품의 안전성과 해외가축 전염병에 대한 대책”을
심도있게 검증하는 학술행사였다. 이날 행사는 대한수의사회와 공동으로
개최하여 우리나라에서 처음 시도된 “전국수의사대회”를 겸한 행사였다는
점이 특이사항이다. 하지만 행사가 이틀에 걸쳐 개최됨으로 수의사대회 다
음날 개최된 수의학회 행사에는 15~20명의 청중만이 참석하여 공동 개최
국인 일본 학자들에게 아주 부끄러운 우리 자화상을 들키고 만 것 같은 안
타까움이 있었다. 나아가서 수의학회 단독행사가 아닌 수의사회가 주도한
행사라는 점 때문에 매년 학회에 경제적으로 크게 협찬해 오던 많은 업체가
수의사회와 수의학회를 동시에 도와줄 수 없게 됨으로써 수의학회 자체는
크나큰 경제적 곤경에 빠져 회무 자체를 포기할 지경에까지 이르는 사태에
빠졌었다는 사실인데 보다 계획적으로 사전협의가 이루어졌었다면 수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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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와 수의학회 모두가 수의학 역사상 유래 없는 성대한 행사가 될 수 있었
다는 아쉬움을 남겼다.
1999년 춘계심포지엄은 5월 28일 천안 상록리조트에서 「수의관련산업
의 현황과 발전전망」을 주제로 개최되었는데 수의와 축산은 불가분의 이해
관계가 밀접한 순치로서 축산 분야의 동물의료, 약품, 사료와 곡물, 양축 등
은 수의분야의 큰 관심사였다. 이에 걸맞게 비수의 분야 인사만을 초청하여
축산계의 현황을 들었는데 미국 노스캐롤라이나대학의 Dr. See 교수가 “미
국 양돈 산업의 현재와 미래”에 관하여 주제 발표를 하였고, 이어 미국 곡물
협회장인 박인영 박사가 “수의축산관련 동물사료 및 곡물의 국제적 변화 추
이”에 대하여, 한국낙농육우협회 김남용 회장이 “국내 낙농육우산업의 발
전과 대책”, 싱가포르의 Roche Vitamins의 Dr. Gwyther이 “동물약품 개발
및 약제 내성에 관한 국제 연구동향”, 호주 TECRA
연구소 Dr. Myers 소장이 “축산물 위해 병원 미생물
의 신속진단 시스템의 최신 연구 동향”, 미국 Schering-Plough Animal Health의 Dr. Underwood가 “동
물약품개발 전망 및 세계적 추이”에 대한 발표와 함
께 종합토론이 있었다.
이날 오후에는 수의학회 발전에 커다란 전기를
마련한 임시총회가 있었는데 법인설립준비위원회(위
원장 이문한, 서울대 교수)에서 작성하여 제출한 「사단법

인 대한수의학회 정관(안)」을 5월 27일 평의원회에서
심의를 끝내고 임시총회에 상정하여 참석회원 전원의
찬성으로 확정하였다.
2001년 6월 8~9일 서울대 수의대와 공동으로
“새천년 수의학교육과 연구 발전을 위한 국제 심포지
움”을 개최하였는데 이는 “수의학 교육과 연구의 국
제협력”을 주제로 중국, 베트남, 말레이시아, 일본, 인
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태국 등 동남아 8개국
그림 5-36  제27차 춘계학술대회 초청
장(2001년)

학자 15명을 초청한 심포지엄이었다. 이는 당시까지
수의학회에서 개최한 봄학회 사상 가장 많은 초청 국

제1장 수의학회 60년 발자취

146

가와 외국인이 참가한 심포지엄이었다. 그동안 같은 아시아 국가이면서도
학술 교류가 소홀하였던 동남아를 중심으로 이 심포지엄을 개최하게 된 동
기는 2가지가 있었다. 하나는 1999년 2대 이사장으로 출마한 이흥식 교수가
내건 국제학회 창립 약속과 함께 2000년에 창간한 J Vet Sci가 SCI 등재 국
제저널이 되는 요건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었다. 즉,   JVS가 SCI 등재 학술지
가 되려면 “지역 특성을 갖고 그 지역을 아우르는 국제 학술지가 우선 조건
인데 동남아에는 아직까지 이런 학술지가 없으므로 만일 이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학술지가 있다면 SCI등재가 쉽게 될 수 있다.”는 SCI 관계자의 직
접적인 조언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이 모임은 J Vet Sci가 국제 학술
지가 되고 SCI 등재가 되는 디딤돌로써 계기를 제공한 의미있는 모임이었
다(그림 5-36, 5-37).
2006년은 학회 창립 50주년이 되는 해였다. 따라서 이 해의 춘계 심포
지엄은 수의학회 창립 50주년을 기념하는 심포지엄으로 “예방의학 분야에
있어서 수의학의 역할”을 주제로 개최하되 보다 성대한 잔치를 위해 수의
공중보건학회, 가축위생학회, 감염학회 및 전염병학회와 공동으로 개최되
었다. 이날 심포지엄은 수의학회 역사상 처음으로 외국의 저명학자 10명과
국내 학자 9명을 초청한 성대한 행사였다. 이들은 인수공통질병, 식품의 안
전성, 항생항균제에 대한 내성균 문제 등에 대하여 심도 있는 발표를 하였
는데 특기할 점은 소비자 입장에서 보는 HACCP에 대한 견해를 NGO 소
비자단체인 한국소비자연맹 부회장을 초청하여 이들의 의견을 회원들이 경
청하였다는 점이다. 아울러 수의학회 사상 처음으로 시도한 포스터 발표도

그림 5-37   제27차 춘계학술
대회(200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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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38  제33차 춘계학술대회 초청장(2007년)

있었는데 “Hematological and immune suppressive effects of single-exposure total body irradiation(TBI) with cyclosporine in the piglets”를 비롯하
여 미생물, 약리, 생화학, 병리, 어류질병, 임상 등 각 전공분야에서 자그마
치 69편을 전시하였다.
2007년부터 2018년까지 개최된 춘계심포지엄을 보면 이 기간 동안 외
국인 초청 연자가 84명(37%)이었고 내국인 연자는 이들의 2배가 넘는 143
명(63%)이었다. 이는 매년 평균 18명 내지 19명이 초청된 것으로 외국인은
매년 6명 내지 7명, 내국인은 11명 내지 12명 초청된 것이다. 외국인이 최고
로 많이 초청된 것은 2008년으로 31명이 초청되었고, 가장 적게는 2014년
과 2015년에 각각 1명이 초청되었으나 2016년과 2017년에는 아예 외국인
초청 강연 없이 내국인만으로 춘계행사가 치러졌으나 2018년에는 한국-일
본-대만이 공동 개최한 탓으로 대만에서 11명, 일본 5명, 한국에서 13명의
연자가 참가한 아시아 3국 합동행사였다.
2007년 4월 20일 서울무역전시관(SETEC)에서 개최된 춘계심포지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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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39   제36차 춘계심포
지엄 접수 장면(2010년)

인수공통전염병에 의한 경제적 손실과 사람의 건강에 대한 위협, 사람 병원
과 축산에서의 항생제의 오· 남용에 의한 가축과 사람 질병 치료에 대한 어
려움, 그리고 식품 안전성에 대한 위협 등의 문제점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
고자 예방의학 분야 관련 학회인 한국수의공중보건학회, 대한인수공통전염
병학회, 한국식품안전성학회, 한국가축위생학회, 한국식품안전포럼이 뜻을
모아 “Prevention and Control of Antimicrobial Resistance and Zoonoses”
라는 주제로 기획되었다. 따라서 기획 의도에 걸맞게 지난해에 버금가는 많
은 외국 학자가 초청되었는데 미국에서 3명, 일본과 영국에서 각각 2명, 중
국, 스위스, 오스트리아에서 각 1명씩 총 10명이 초청되어 국내에서 초청된
인사 5명의 2배가 되었다. 이들은 주로 항생제 내성균의 문제와 대책 그리
고 HACCP의 효율적 관리에 관하여 특강하였다.
2008년 4월 25일 과총회관에서 개최된 이날 심포지엄은 “Zoonosis,
Food Safety and Animal Production”이었는데 수의공중보건학회, 수의병
리학회, 식품위생안전성학회, 아시아수의과대학협회(AAVS), 일본포유류학
회(JSM), 동물분류학회(KSSZ)와 공동으로 개최된 명실상부한 국제학회였
다. 심포지엄은 1. Zoonotic diseases in Asian countries, 2. Control of avian
disease and food safety, 3. Animal right and welfare, 4. Standardization
and accreditation of veterinary education system in Asia, 5. International
symposium on systematics and phylogeography of mammals in Asia, 6.
Descriptive and illustrative pathology의 6개 세션으로 나누어 진행되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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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일본, 대만, 러시아,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베트남, 태국, 미얀마, 캐
나다 등 10개국 학자 31명(69%)과 내국인 학자 14명(31%)이 발표하였고 외
국인 참가자가 50여 명이나 참석한 수의학회 60년 역사상 춘계학회 최대의
성대한 국제행사였다.
이날 특기할 사항은 AAVS의 위임을 받아 “아시아지역 수의과대학의
교과과정 표준화와 수의학 교육 인증제도” 확립을 위해 말레이시아 Putra
대학의 Saad 교수가 1년여 간 자료를 모으고 준비하여 발표한 교과과정 표
준화 모델 “Standardization of Veterinary Education System and Curriculum in Asia”와 서울대 박용호 교수가 제시한 “Evaluation Model for Accreditation of Veterinary School”는 국내· 외 학계의 초미 관심사였으며, 구
미에서 참석한 인사들은 아시아지역 특성에 맞는 모델 개발은 아주 바람직
한 일 이라는 점에 이구동성이었다. 또 하나 특기할 일은 JSM과 KSSZ가
공동 개최한 계통지리학적 포유동물분류에 관한 심포지엄은 특히 동아시아
지역 포유류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는 계기가 되었을 뿐 아니라 그동안
국내에서 소홀히 취급하였던 야생동물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는데 크게
기여하였다는 중평이었다.
2009년 4월24일 서울대 호암교수회관에서 개최된 춘계학회도 지난해
와 마찬가지로 아시아수의과대학협회(AAVS)를 비롯하여 “식품안전성과 인
수공통전염병” 주제에 걸맞게 대한인수공통전염병학회 및 한국식품안전성
학회와 공동으로 주최하였다. 이날 기조 강연은 AI 역학의 세계적인 학자인
일본 북해도대학의 Dr. Kida 교수가 하였고, 식품안전성학회 및 인수공통
전염병학회의 주도로 각각 식품안전성과 인수공통전염병에 대한 특강을 세
션별로 하였다. 특히 태국 Khon Kaen 대학의 Dr. Aiumlamai 교수가 “태국
우유처리장은 GMP 수준에서 관리되고 있다”고 소개한 내용이나 일본 동
경대의 Dr. Kyuwa 교수가 2006년 일본에서 27,600여 명에게 발생하여 심
각한 사회 문제를 야기하였던 Norovirus에 대한 심각성과 함께 동물 감염의
가능성 제시는 우리에게 경각심을 주었다. 이날 특히 주목을 받은 것은 서
울대 의대 홍성태 교수가 행한 “출판윤리-중복출판과 저자됨(authorship)”이
었는데 당시까지 무심하게 1개의 논문을 여러 개로 나누어 분할출판(salami
publication)한 저자 및 연구나 실험에 직접 참여한 일이 없는데도 공동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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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40  제37차 춘계심포지엄 현수막(2011년)

로 이름을 올렸던 공짜저자(gift author) 그리고 유사 논문에 상호 묵인하고
서로 저자로 넣어주는 교환저자(swap author) 또는 논문 채택에 유리하도록
유명인사의 이름을 마구 도용하는 도용저자나 유령저자(ghost author)에 대
한 윤리적 경고는 많은 회원들에 의미 깊은 특강이었다.
2010년 4월 22일 개최된 춘계학회 심포지엄의 주제는 “기후변화에 따
른 사람과 동물의 질병관리”였다. 이는 우리나라가 점차 아열대 기후로 변
하고 있고, 최근 30년간 사람에게 새롭게 발생한 신종전염병의 약 75%가
동물에서 유래된 인수공통전염병이라는 점에서 볼 때 앞으로도 인수공통전
염병 및 식품매개질병의 발생위험은 점차 더욱 증가할 수 있다는 전망에 비
추어 볼 때 매우 흥미로운 것이었다. 이런 점에서 기상 전문가인 기상청장
(전병성 박사)을 모시고 행한 “지구 온난화의 원인과 대책 그리고 이들이 생

태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기조 강연은 의미 있는 특강이었다. 이후에 이
어진 “온난화에 따른 동물질병 예방 및 관리(수의과학검역원 정갑수 부장)”,
“국내의 병원체, 매개체, 보균동물 및 숙주동물에 있어서 기후변화의 영향
(서울대 채준석 교수)”, “기후변화에 따른 사람질병의 변화 및 그 관리 대책
(질병관리본부 전병률 센터장)”, “기후변화에 따른 식품매개질환의 영향 예측

및 관리 대책(건국대 서건호 교수)” 특강은 미래를 위한 대책 마련에 참고할
만한 좋은 가이드라인의 제시였다는 호평이었다.
2011년 춘계심포지엄은 4월 29일 전북대 진수당에서 전북대 주관으로
“전염병 및 동물복지”를 주제로 한국동물복지학회와 공동으로 개최하였다.
이날 심포지엄은 조류인플루엔자, 구제역, 인수공통전염병, 동물복지 4개
세션 심포지엄과 한-미 FTA 비준 전략에 대한 토론회로 이루어졌다. 이번
심포지엄은 주로 인수공통전염병에 관한 내용으로 AI, FMD 및 Brucellosis
등이 주류를 이루었다. 한편 동물복지는 배고픔, 불편함, 질병, 공포, 활동의
부자유로부터의 자유 등 동물의 5대 자유를 추구하는 동물복지나 동물실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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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41   제37차 춘계심포
지엄 회의장(2012년)

에 있어 과학과 윤리를 조화시키는 3R 원칙(Replacement 동물실험 대체강구,
Reduction 실험동물 수 축소, Refinement 동물고통 최소화)과 같은 기본적인 것이

아니라 AI나 FMD에 의하여 죽은 사체의 처리를 어떻게 하는 것이 보다 효
과적인지를 점검하는 기술적 내용으로 한남대 공대 김건하 교수의 “매몰지
2차 오염 사후관리 대책” 특강과 공주대 김병수 교수의 “친환경적 가축 폐
사체 처리를 위한 기술동향” 특강이 있었다. 그리고 “한-미 FTA에 따른 수
의학교육인증과 면허상호인정 토론회”는 농림부 후원을 받아 개최되었는데
제주대 박전홍 교수가 주제 발표를 한 후 이에 대하여 유한상 교수(서울대),
강종구(충북대 교수), 조동호 주무관(수의과학검역원)이 지정토론자로 참가하
여 열띤 토론 후 청중의 자유 토론이 있었다.
2012년 4월 26일 “Biomedical 분야에서 수의학의 역할과 미래” 주제
로 충북대 주관으로 개최된 이날 심포지엄은 국가재난형 질병으로부터 국
민의 생명과 재산을 수호하는 역할은 물론, 생명공학의 눈부신 발전과 함께
Biomedical Science 분야에서 기초와 응용연구로부터 임상적용에 이르기까
지 폭 넓은 공헌을 하고 있는 수의학의 역할과 사명을 재조명하고 논의 하
는 자리였다. 제1주제는 영국의 국제구제역표준연구소 Dr. Hammond 소
장, 뉴질랜드 Otago 대학의 Dr. Griffin 교수 등 유수 과학자를 모시고 “국
가재난형 및 인수공통전염병”에 관한 국제적 동향과 정보를 교환하는 장이
었고, 제2주제는 “신약개발에 있어 수의학의 역할과 미래”, 제3주제에서는
“신경과학”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수의학이 미래에 짊어지고 나아갈 방향을
제시한 내용이었다. 이번 춘계심포지엄에서 특기할 것은 수의학회가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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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42   제39차 춘계심포
지엄-축산물 안전관리 방향
(2013년)

수의학교육연구회와 한국수의학교육인증원과 공동으로 “역량 중심의 수의
학 교육”을 주제로 수의학교육 인증제도와 수의학교육의 현실을 재조명해
보고 수의학의 미래상을 논의한 것이다.
2013년 4월 25일 대전 유성관광호텔에서 개최된 춘계심포지엄은 축산
물 안전에 대한 정부 조직의 개편은 수의분야가 새롭게 발전할 수 있는 좋
은 계기가 될 수 있어 이번 학술대회는 “수의학 분야의 새로운 전망”을 주
제로 하였다. 이를 위하여 전체 주제인 “수의학의 현황과 전망”에서는 오
랫동안 미국 Louisiana 수의대 교수로서 재직한 후 퇴직하고 국내에서 활
동하고 있는 조두연(전북대 인수공동전염병연구소 소장) 교수를 모시어 “수의
사의 진로와 전망”을 알아보았고, 최근 정부 조직 재편과 관련된 “행정기
구 개편에 따른 수의사의 역할과 발전 방향”에 관하여 농림축산검역본부 주
이석 부장을 초청하여 동물질병 예방관리 측면과 축산식품 안전관리 측면
에서 심도 있게 분석하고 대처 방안을 논의하였다. 나아가서 이러한 주제와
연관하여 지금까지 수의학회 학술대회에서 다루지 않았던 주제들로 제1주
제는 “수의 종양학의 새로운 연구 분야에 대한 조명”으로서 국내에서 이 분
야를 개척하고 연구의 폭을 깊게 하고 있는 서울대 수의대 김용백 교수, 고
대 생명과학대 김형기 교수, 서울대 의대 구자록 교수의 특강이 있었다. 제
2주제는 “동물 질병 역학과 대응방안”로서 수의역학의 이론적 기반과 우
리나라에서의 특정 질병의 발생과 대책에 대한 사례가 소개되었으며, 미국
Michigan 주립 의대의 Dr. Nassiri 교수 및 놀웨이 수의대 Dr. Godfroid 교
수는 구체적인 동물 질병 대응방안을 제시하였다. 제3주제는 그동안 수의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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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에서 다소 소홀히 다루어진 “중독성질
병과 동물사료”에 초점을 맞추어 필리핀의
Dr. Frio와 이태리 Pisa 수의대 Dr. Giorgi
교수 및 경상대 김의경 교수, 농림축산검역
본부의 이명헌 박사 등의 특강이 있었는데
이 세션에 대하여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는
점에서 이 분야에 대한 관심이 높았다.
그림 5-43  제39차 춘계심포지엄에서 축사하는 김옥
경 수의사회장(2013년)

2014년 춘계심포지엄은 2006년 이래
매년 4월에 개최하던 것과 달리 5월 22일
경기도 안양에 소재한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서 개최되었는데 그 이유는 1월 16일부터 발생한 AI 방역으로 인하여 이날
열리게 되었다. 더구나 2005년 이래 10여 년 만에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개
최하게 된 연유는 「수의계 100년 역사의 본산인 가축위생연구소 시절을 거
치면서 수의계 발전에 주도적인 역할을 해 온 농림축산검역본부가 2015년
경북 김천으로 이전하게 되므로 이를 기념하기 위하여 마지막으로 안양의
농림축산검역본부(구 안양 가축위생연구소)에서 개최하는 것이 의미가 있겠
다.」는 뜻에서 이곳에서 개최하게 되었다.
동물 질병 발생을 완전히 통제하기 위해서는 각종 동물 질병 발생 동
향을 정확히 파악하고 효율적으로 대응 전략을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
요한데 지금까지 해 온 임시변통이고 고식적인 AI나 FMD의 방역 대책만
으론 한계가 있다는 사회 여론에 호응하여 이번 학술대회는 “환경 변화와
수의학의 역할”을 대주제로 하였다. 따라서 오전에는 “Avian Influenza 방
역 관리 및 Pandemic Influenza 대비 방안”, “우리나라의 조류인플루엔자
(H5N8) 발생 현황” 및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유행 대비 살처분 최소화

차단방역시스템 구축 방안”에 대하여 일본 북해도대학의 Dr. Kida 교수와
이윤정 박사(검역본부), 모인필 교수(충북대)를 모셔 신종 H5N8 바이러스가
일으키는 AI 발생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예방 대책과 대응 전략에 대
해 심도 있게 분석하고 논의하였다. 오후에는 “조류인플루엔자”, “저산소와
허혈”, “성과바탕 수의학 교육: 학습 성취와 평가” 등 세 가지 주제로 국내
여러 전문가가 발표를 함으로써 질병관리 분야 뿐 아니라 임상, 수의학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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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44   제40차 춘계심포
지엄 회장 인사(2014년)

육 등 다양한 방면에 걸친 심도 있게 논의하였다. 특히 “성과바탕 수의학교
육” 세션에서는 실제로 국내 의학분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실상을 알아보
기 위해 한림의대 허선 교수와 부산의대 임선주 교수를 초청하여 특강을 하
였는데 많은 청중이 수의학 분야도 조속히 도입하여 실시하는 것이 수의학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 필요하다는데 공감하였다.
2015년 4월 29일 서울대 삼성컨벤션센터에서 개최한 춘계심포지엄은
한국농식품생명과학협회의 후원 아래 한국예방수의학회, 동물백신연구회,
서울대학교 BK21플러스 수의창의연구인력양성사업단이 공동으로 주최하
였으며, “생명과학분야에서 수의학의 역할과 사명”을 주제로 설정하였다.
이날 심포지엄은 일본 북해도대학의 Dr. Ito 교수의 “일본 수의학교육의 최
신 동향과 발전방향”이라는 Keynote Lecture를 시작으로 심포지엄 주제로
One Health에 있어서 수의학의 역할, 동물복제의 최신 기법 소개, 식품안
전의 최신 정책 방향, 줄기세포 연구의 최신 지
견 및 응용, 노화연구에서 수의임상의 역할 등
에 대한 초청 특강을 실시하였다. 이번 춘계심
포지엄의 특징은 공동개최한 한국예방수의학
회와 동물백신연구회의 세션을 별도로 마련하
여 각각의 학회에서 필요한 테마로 “수의공중
보건학의 발전방안” 또는 “AI 백신 생산” 등과
같은 주요 이슈를 논의하였다.
2016년 춘계 심포지엄의 주제는 “최신 수

그림 5-45  「수의사 졸업역량 2016」을 발표하는
류판동 회원(201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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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46  제43차 춘계심포지
엄 초청장(2017년)

의학의 기초에서 임상으로의 적용”으로 오전 세션의 Keynote Lecture로 캐
나다 수의사로서 내한하여 우리나라 독립운동의 34번째 민족대표라 일컬어
지며 서울대 수의대 대우교수를 지내고 한국 수의학 발전에 일익을 한 “스
코필드(한국명 석호필) 박사” 내한 100주년 기념 일대기(발표 정운찬 서울대 명
예교수, 전 국무총리)는 참석자들에게 깊은 인상을 준 강연이었다. 한편 한국

수의과대학협회 교육위원회(위원장 류판동, 서울대 교수)가 주도하여 20여 차
례의 회의와 인터넷 웹 등 3차례의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한 “수의사 졸업
역량 2016”에 대한 공청회 성격의 “한국의 수의학교육 목표설정과 교육과
정 개발”에 대한 주제 발표는 모든 청중의 관심이 집중된 큰 이슈였다(그림
5-45). 이후 오후 세션에서는 지구환경변화와 진드기매개 병원체, 천연물 기

반 나노의학과 수의학 현재의 발전 상황과 적용 및 주요 질병에 대한 백신
개발이슈 등을 논의하였다. 이번 심포지엄의 특징은 2000년 이후 봄 학회의
경우 대체로 외국인 학자를 초청하여 행하는 국제행사가 대부분이었는데
내국인 초청 특강만 있었던 최초의 모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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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47   제43차 춘계심포
지엄 회의장(2017년)

그림 5-48   제43차 춘계심포
지엄 기기전시회(2017년)

2017년 4월 28일 서울 더케이호텔에서 개최한 춘계심포지엄 주제는
“국가재난형 질병 발생에서 수의학의 역할”이었다. 이에 따라 기조 강연으
로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장기윤 원장이 “Role of Veterinarians in HACCP”에 대하여 특강을 하였고, 심포지엄 주제로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의
최신 지견과 병인론, 국내 감염병 발생 현황, 수의 면역 및 세포치료제 최신
정보 및 과학논문작성 및 평가법 등에 대한 초청강연이 있었다. 그리고 공
동 개최한 한국예방수의학회에서는 항생제 내성극복과 예방 수의학의 역할
에 대한 주제발표와 최근 동향을 논의하였고, 동물백신연구회에서는 구제
역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의 방역과 백신 등과 관련한 주요 이슈를 논
의하였다. 이날 특히 박중원(연세대 의대 교수, 의학학술지편집인협의회 교육연수
위원장)이 발표한 “학술논문작성시의 중요 Tip”, 장기홍(아주대 의대 교수)가

특강한 “학술논문 작성 시의 흔한 영문 오류” 및 한동수(한양대 의대 교수,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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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49  「수의학회 60년 사료를
찾습니다」 포스터 전시(2017년)

학학술지편집인협의회 출판윤리위원장)가 행한 “연구 및 출판윤리” 특강은 그

동안 무심히 다루었던 출판 윤리와 좋은 논문을 작성할 수 있는 소중한 팁
의 제시였다는 점에서 청중의 호응이 아주 높았지만 금년도에도 외국인 없
이 내국인의 초청강연만 있었던 두 번째 춘계 학술대회였다. 이날 행사에서
특기할 만한 일은 지지난해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회원 모두의 관심과 협
조를 위해 「수의학회 60년사 사료를 찾는다」를 포스터 7개를 포스터 발표장
을 비롯하여 학회장 내 여기 저기 전시했다는 점이다(그림 5-49).
2018년 5월 10~12일 3일간 서울대 38동 글로벌공학교육센터에서 개
최한 봄학회는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일본수의학회(JSVS), 대만수의학회
(CSVS-Taiwan)와 공동으로 개최한 The First Joint Meeting of Veterinary

Science in East Asia이었다(그림 5-50). 이날 공동 모임은 2017년 선출된 제
9대 박재학 이사장이 출마하며 “한· 대만 · 일 공동 수의학회 개최”를 공약
한 사항을 실현하기 위해 지난 2월 일본 동경에서 일본수의학회 회장 Dr.
Kyuwa와 대만수의학회 회장 Dr. Chou를 만나 성사시켜 이루어지게 되었
다. 이 모임은 매년 3국을 순회하며 개최하기로 하였으나 2019년에도 우리
나라에서 개최할 예정이며, 2020년에는 대만 그리고 2021년에는 일본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따라서 춘계 심포지엄 기간 중 한국, 대만 및 일본 수의학
회장은 이와 같은 합의에 대한 합의각서(Memorandum of Agreement, MOA)
를 체결하고 서명하는 3개국 공동 행사를 가졌다(그림 5-51, 5-52).
이날 춘계심포지엄은 10개 세션, 3개의 기조연설 및 3개의 특강으로 이
루어져 한국에서 13명, 일본에서 5명, 대만에서 11명이 참가하여 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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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50  제43차 춘계심포지엄 초청장과 기념사진(2018년)

그림 5-51  한 · 일 · 대만 3국 공동개
최 합의각서 전문(201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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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52  한국, 일본, 대만 3개국이 공동개최한 제43차 춘계심포지엄(2018년)

가 이루어졌다. 대만 Chung Hsing 대학의 Dr. Chang 교수의 “Establishment of a Survival Prediction Index for Use in Sea Turtle Rescue and the
Role of Chelonid Herpesvirus 5(ChHV5) in Green Turtles(Chelonia mydas)
with Tumors” 이외에 31개 특강이 있었는데 특히 관심을 끈 것은 첫날 첫
시간에 발표된 일본 동경대 Dr. Nakayama 교수의 “Innovation of Veterinary Education in Japan”이었다. 그 이유는 일본 수의학교육의 문제점이
우리와 너무나도 유사하였기 때문이다. 즉, 연자는 “일본 국공립대학은 학
생 숫자가 사립에 비해 너무 적고, 교수도 부족하며, 수의학과가 농대에 소
속되어 있어 여러 가지가 모두 어렵고, 사회 요구가 변하고 있다”고 실토했
다. 그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일본은 핵심교과(Model Core Curriculum) 개발
및 시행, 임상입문시험(CBT 및 OSCE) 및 인증평가제를 2017년부터 실시
하였다고 하면서 이를 통해 임상교육이 충실해지고, 사회 요구는 충족할 수
있었지만 학생의 교육비 부담이 늘고, 교수의 업무 부담이 많아졌으며, 경
제적 부담이 너무 커졌고, 교육 시간이 늘어나고 교수의 연구 시간이 줄었
으며, 직원이나 재원의 지원이 없는 것이 문제라고 적나라하게 지적하였다.
일본은 이런 점을 해결하는 자구책의 하나로 택한 방법이 반려동물이 풍부
한 Hokkaido 대학과 산업동물이 풍부한 Obihiro 대학 또는 산업동물이 풍
부한 Kagoshima 대학과 반려동물이 풍부한 Yamaguchi 대학이 상호 부족한
것을 보완하기 위해 운영하는 연합대학 실시 상황도 소개하였는데 이는 우
리나라에서도 참고할 만한 제도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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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포스터 발표
1990년 가을학회에서 포스터 발표가 시작된
후 2006년 봄학회에서도 포스터 발표를 하게 되었
는데 이들의 경과를 보면 다음과 같다.
회원들의 학술발표 효과를 일정시간 내 배가
시키고 시각적 효과를 높일 뿐 아니라 발표자와
참관자가 관심 있는 테마를 찾아서 머리를 맞대고
직접 토의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갖도록 시도
된 포스터발표가 수의학회에서 처음 등장한 것은
1990년 10월 27일 경상대에서 개최된 제34차 학

그림 5-53   수의학회 포스터 발표장 일부
(2015년)

술대회가 효시다. 이 추계학회에서 발표된 포스터
는 경상대 강호조, 손원조 회원이 발표한 「도계장 닭고기로부터 Listeria속
균의 분리 및 분리균의 특성」 등 모두 16편이였는데 처음 시도된 포스터 전
시였지만 회원들의 호평을 받았다. 포스터 전시편수는 매년 증가추세를 보
여 1990~1994년 5년간 104편이 전시되었고 1995~1999년 사이에는 273
편, 2000~2004년에는 578편이 발표되었으며 2005~2009년간에는 1,338편,
2010~2014년에는 1,323편 그리고 2015~2017년 3년간에 942편이 발표되
어 매 5년마다 2배 이상의 급성장을 거듭하였다. 특히 2005년에는 279편이
발표되어 1년 발표 논문수가 1995~1999년에 발표된 5년 수치를 능가하였
으며, 1990~1994년 5년간 발표의 2배가 되어 수의학 분야의 학술연구가 황
금기를 맞은 듯하였고, 2015~2017년 3년간에는 942편이 발표되어 연간 평
균 314편으로 300편을 능가하여 초창기에 비해 3배 이상의 포스터가 발표
되어 2017년 10월까지 28년 동안 총 4,558건으로 연간 평균 163건씩 전시
되었다.
2006년 춘계학회에서도 우려반기대반을 갖고 반신반의하며 포스터발
표를 처음 시도한 결과 국립수의검역원의 조승준 박사 등이 발표한 “Isolation and features of Citrobacter freundii isolated from farm cultured eels”
외 69편의 포스터 전시가 있었다. 전년도에 많은 포스터전시가 있었던 것은
혹시 1회성이 아닐까 하는 우려 속에 2007년 봄학회에 또다시 포스터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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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기획한 바 경상대 김곤섭 교수 등이 발표한 “Development of biological
products from IgY and natural pharmacological herbs”를 비롯하여 2006년
에 비하여 2배 정도 되는 123편이 전시 발표되어 포스터전시는 대성공을 이
루었다. 그 후 포스터전시는 계속 이어져 2008년 봄학회에는 전북대 이기창
교수 등이 발표한 “Virtual ostoscopy of the middle ear in canine otitis media disease model”을 비롯해 117편이 전시되어 참석 회원 수나 규모에 비하
여 볼 때 봄학회 포스터전시는 가을 학회에 버금가는 포스터 발표로 정착되
는 양상이 2018년까지 꾸준히 이어져 최근 5년 사이에는 매년 평균 120편
이 전시되었는데 포스터발표가 가장 많았던 때는 2015년 4월 29일 서울대
삼성 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춘계학회로 검역본부의 김하현 박사가 “Reverse Transcription Loop-Medicated Isothermal Amplification(RT-LAMP)
for Rapid Detection of Field Rabies Virus in Korea”에 관하여 발표한 것을
비롯하여 자그마치 160편이 전시되어 2006년부터 2018년 5월까지 13년 동
안 1,467편, 연간 평균 113편이 발표되었다.
지금까지는 한국과 일본과의 2개국 공동개최(1994년 5월 27일)는 있었
지만 2018년 5월 춘계학회는 국내 최초로 한국, 일본 및 대만수의학회 3개
국 공동 개최였다. 이날 포스터 발표는 Inhibition assay of H. pylori in human gastric epithelial cells AGS with halophyte extract 이외 154편이 게시
되어 많은 회원이 각 전문 분야에 깊은 관심을 보였지만 한국, 일본 대만 3
국이 공동 주최한 학술대회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포스터가 한국 학자들의
발표였고, 아쉽게도 일본과 대만에서는 단 1편도 포스터 발표가 없었다.
1990년 가을 학회 이래 2018년까지 29년간 매년 봄과 가을학회를 통
해 자그마치 6천여 편에 이르는 포스터 발표가 있었는데 매년 포스터 발표
가 꾸준히 늘고 있는 현상에 대해 일부 인사는 봄과 가을학회에서 학술상
수여로 신진 학자들의 연구 의욕을 북돋아주는 일이 주효했다고 하지만 모
든 부분에서 연구 여건과 연구 지원이 좋아지고 학문에 대한 열정이 젊은이
들 사이에 확산되면서 이루어진 바람직한 현상으로 여겨져 수의학의 밝은
미래가 전망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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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54  수의학회 창립 10년사(1967년)

5.4. 각종 기념행사
수의학회에서는 학회창립 10주년(1967년), 20주년(1977년), 25주년(1982
년), 30주년(1987년), 50주년(2006년), 60주년(2017년)에 때맞추어 매번 기념

행사를 가졌다. 즉, 1967년 10월 28일 서울대학교에서 개최된 10주년 행사
때는 「대한수의학회 10년사」와 함께 그 동안 발표된 학술대회 연제 목록과
수의학회지에 게재된 논문 제목을 연도별로 정리한 자료를 실은 기념호 7
권 2호 부록을 발행하고 기념행사를 가졌으며(그림 5-54), 20주년 행사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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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던 1977년 10월 22일에도 이미 10주년 기념호에 기술한 것과 같은 형태
의 목록을 수의학회지 17권 2호 부록에 게재한 기념호를 발행하고 이미 추
계학술대회에서 기술한 것과 같이 외국인 초청 “기념특별강연”을 실시하고
만찬파티를 가졌다.
한편 1982년에는 25주년 행사도 있었는데 창립기념일에 맞추어 7월
20일 안양 뉴코리아 호텔에서 “학회창립 25주년 기념 특별세미나”를 별도
로 개최하였다. 이날은 일본 동경대 Tomota 교수(전기영동법에 의한 혈청단백
질 분석과 임상적 의의), 일본 Obihiro 대 Ichijo 교수(사료에 관련된 소의 결핍증
에 대하여), 경북대 장인호 교수(젖소의 생식기 질환), 안양가축위생연구소 전

무형 박사(소 백혈병의 발생과 대책), 강원대 고광두 교수(한우의 수정란 이식과
쌍태유기)등 5명의 특강이 있었다.

한편 30주년 행사는 1987년 7월 4일 서울 세종호텔에서 있었는데 “21
세기를 향한 수의학의 미래”를 주제로 일본 가축위생시험장 Shimizu 박사
(21세기에서의 수의학 연구), 건국대학교 이원창 박사(21세기 수의학의 Service
Market), 중화민국 국립대만대학 Fuh 박사(21세기를 향한 수의학교육) 등이 주

제발표를 하였다(그림 5-55). 이날 행사에는 자매학회인 중화민국수의학회
Shien 회장과 일본수의학회 이사장인 Yanagawa 박사가 참석하여 축사를 하
였고,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박태원 회장, 한국농업과학협회 현재선 회
장, 대한수의사회 정창국 회장 등 다수의 내· 외 귀빈과 1백50여 명의 회원
이 참석하여 성대한 30주년 기념행사의 흥을 한껏 돋아 주었다. 30주년 기
념행사에서는 수의학회지 창간호부터 87년 4월까지 발행된 통권 48호까지
에 실린 논문제목 및 저자들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대한수의학회지 종합

그림 5-55  수의학회 창립 30
주년 기념 심포지엄(198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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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집」을 발행하여 배부하기도 하였다.
대한수의학회 창립 40주년에는 특별한 행사가 없었지만 50주년을 축
하하는 기념행사는 2006년 9월 28일 충무 마리나 리조트호텔에서 거창하
게 개최되었다. 학술대회 전날인 27일 저녁에는 300여 명의 회원과 국내· 외
귀빈이 참석하여 “수의학회 창립 50주년 축하 전야제”를 가졌다. 이날의 빅
이벤트는 이 해 6월에 “J Vet Sci”가 SCI에 등재 된 것과 그동안 학회 숙원
사업이었던 50주년 기념 “수의학용어집”의 발간이었다. 전야제에 참석하여
축사를 해 준 경상대 조무제 총장, 대한수의사회 정영채 회장, 질병관리본부
오대규 본부장 및 인수공통전염병학회 박승철 회장은 이구동성으로 세계에
자랑할 만큼 괄목한 성장을 한 수의학회 50년간의 학문적 업적을 극찬하였
다. 학회 발전을 위해 애쓴 회원과 관련 단체들의 공로를 기리는 행사에 이
어 가진 안양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의 베테글리 남성사중창 및 이화여대 현
악 삼중주단의 공연으로 전야제는 절정에 달하였고, 애프터미팅에서는 많
은 회원들이 숙소에 들지 않고 삼삼오오 팀을 이루어 자정이 넘도록 요트장
의 해변가에서 자축의 담소를 나누며 회원 상호간에 친목을 돈독히 다졌다.
창립 50주년 행사는 이와 같이 가을 행사만 한 것이 아니라 봄에도 하였다.
즉, 동년 4월 20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수의학회 50주년을 기념하여 수
의공중보건학회와 공동으로 「예방의학분야에 있어서 수의학의 역할」을 주

그림 5-56  수의학회 창
립 50주년 기념호 표지
(200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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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57  수의학회 창립 60주년
기념 도그 쇼 퍼포먼스(2017년)

제로 춘계심포지엄행사를 갖고 46권 3호 부록 기념호를 발행한 것과 같이
46권 1호 부록 50주년 기념호를 발간하였다(그림 5-56).
대한수의학회가 회갑을 맞은 2017년에는 10월 26일과 27일 양일간 전
남 여수의 디오션리조트에서 학회 창립 60주년 기념행사가 있었다. 이날의
하이라이트는 26일 오후 리조트 앞마당에서 40여 분 동안 「진도개명견화사
업단」이 주도하여 진행한 도그쇼와 350여 회원이 참석하여 저녁 6시부터
전야제 성격의 한려해상공원 크루즈 투어와 선상 만찬에 야경을 즐긴 것 그
리고 27일 가진 반려동물 인구 1,000만 시대에 걸 맞는 반려동물산업을 주
제로 한 학술대회였다(그림 5-57). 특히 도그 쇼에서 벌인 진도개의 줄넘기,
물건찾아오기, 링 뛰어넘기 등의 퍼포먼스는 회원들의 탄성을 자아내기에
충분한 공연이었는데 핸드폰, 필통 등 물건 이름을 알아듣고 이들을 찾아서
물어올 때는 모든 회원이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학술대회는 이미 추계학술
대회에서 기술하였지만 대체로 시의적절한 좋은 테마였다는 점에는 회원들
이 찬사를 보냈다. 하지만 역대 임원을 비롯하여 원로회원과 명예회원 그리
고 관련 분야의 외부 인사 등이 많이 참석한 60주년 행사로서 과거 60년을
돌아보고 미래 60년을 설계하는 보다 의미 있는 행사였다면 더욱 좋았을 것
이라는 아쉬움은 그대로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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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수의학회지(KJVR) 발간과
SCOPUS 등재

–
06

대한수의학회에서 처음 발간한 공식적인 학술지는 「대한수의학회지
(Korean Journal of Veterinary Research, KJVR)」이다. KJVR은 학회가 창립된 4

년 후인 1961년 6월 창간호가 처음 간행되었다. 당시 학회지 「창간사」에 의
하면 학회지 발간의 동기가 분명하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학회창립 후 학
술발표가 매년 성황을 이루는 것으로 보아서 불원간 회원들의 연구 성과가
속출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러한 성과들을 세상에 알릴 학술지가 필요하
여 발간하게 되었다.」고 밝히고 있다(그림 6-1).
학회지 창간에는 「편집위원회」 위원으로 이규명, 이병도, 김창배 회원
이 수고해주셨다. 이렇게 시작된 학회지 발간을 처음에는 연 1회 발간하다
가 1962년에는 2회(2월과 10월) 발간이 시도되었다. 그러나 투고원고 부족과
재정난의 이중고에 결국은 1963년부터 원점으로 돌아가 1966년까지 연 1회
발행하게 되어 대체로 9~10월 사이에 불규칙하게 출간하였다. 그러나 1967
년부터는 다소 여건이 호전됨에 따라 다시 2회(5월과 10월) 발행하게 되었다.
그 후 수의학회지는 연 2회 발행을 기본으로 10월과 12월, 9월과 12월,
6월과 9월, 4월과 10월, 3월과 10월, 9월과 10월 등으로 학회 사정에 따라
역시 불규칙하게 연 2회씩 발행되었다. 그러나 다행히도 1986년 4월 7일 개
최된 학술위원회에서 「발행 일자를 4월 말과 10월 말」 연 2회 규정일자에
맞추어 발행하기로 한 「대한수의학회지 투고규정」이 새로 마련됨에 따라
이후는 매년 4월 말과 10월 말에 정기적으로 발행되었다. 그 후 공공기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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創 刊 辭
大韓獸醫學會가 發足한 以來 學術 發表會는 今年이 加一層 盛旺을 이루고 있다.
이는 즉 本邦 獸醫學界에 漸次로 硏究施設이 充實하여 지고 會員들이 硏究에 沒頭
하며 또 優秀한 人才들이 많이 長成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여 주는 것이다. 不遠間
회원들의 硏究 成果가 續出할 것이다. 이러한 成果들을 記載하여 널리 世上에 發表
하여 줄 學術誌의 緊要性을 느끼게 되었다.
이제 「大韓獸醫學會誌」가 會員 諸位의 絶對的인 要望과 援助로서 發刊되게 되었
다. 本誌는 大韓獸醫學會의 學術誌로서 會員 諸位의 硏究成果가 記載되어 萬邦에
傳達 될 것이며 또 萬代에 傳續될 것이다. 本誌의 健實한 發展을 위하여 各方面 諸
賢의 支援을 바라마지 않는다.
끝으로 本誌 創刊을 爲하여 盡力한 李揆明, 李炳都, 金昌培, 그 外 諸 先生께 敬
意를 表한다.
4294 年 6月
會長 金 容 珌

그림 6-1  대한수의학회지 KJVR 창간호 발간사(1961년)

업계로부터 연구비 지원을 받는 회원이 증가됨에 따라 투고논문이 급증하
자 1987년 12월 4일 개최된 학술위원회에서 연 4회 발간이 논의되고, 1988
년 10월 15일 개최된 평의원회에서 연 4회 발간이 결의되어 제32차 정기총
회에 상정된 바, 회원 만장일치로 1월, 4월, 7월, 10월말 연 4회 발행하기로
결정되어 1989년 발행된 29권 1호부터는 매년 4회씩 발간하게 되었다.
그러나 1995년 8월 9일 학술위원회에서 1월 발행을 위해서는 연말에
편집, 교정, 인쇄를 해야 하지만 연말에는 각종 인쇄물이 폭주하여 어려움
이 많을 뿐 아니라 각종 연구비 수혜자의 최종보고서 제출 일시와도 부합되
지 않으므로 발행 일자를 변경키로 하고 평의원회 결의를 거쳐 1995년 10
월 20일 개최된 제39차 총회에 상정하여 통과됨으로써 현재는 3월, 6월, 9
월, 12월 말일자로 발행되고 있다. 하지만 2002년 10월 11일 개최된 제14차
이사회에서는 대한수의학회지 KJVR의 발간 회수를 2회로 줄이는 “감간”이
논의되기도 하였고, 심지어는 2003년 7월 21일 개최된 제17차 이사회에서
는 대한수의학회지 KJVR과 영문학술지 JVS를 통합하여 KJVR만 발행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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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VS를 폐간하는 것을 결의하기도 하는 등 우여곡절이 많았다.
이와 같은 질곡의 역사를 거쳐 2000년 9월에 발행된 대한수의학회지
KJVR 40권 3호는 통권 100호였는데 이를 기념하여 10월에 개최된 추계학
회에서는 100호와 관련한 각종 자료를 전시하는 부스를 설치하고 축하 만
찬과 함께 국문학술지 100호 발간을 축하하는 이흥식 제2대 이사장의 PPT
프레젠테이션이 있었다.
창간호부터 2017년 12월 발간된 57권 4호(통권 169호)까지 실린 논문의
총수는 2,808편이다. 이를 전공분야별로 게재빈도를 보면 미생물· 면역학 분
야가 24.57%(690편)으로 가장 많고, 임상학이 22.33%(627편)으로 그 다음이
며, 병리· 기생충학 분야가 17.63%(495편), 생리· 화학· 약리학 17.59%(494편),
해부· 조직학 13.07%(367편), 공중보건· 독성학 4.81%(135편) 순이다(표 6-1).
여기에서 전공분야는 2011년 9월까지 대한수의학회지에서 분류하고
있는 전공분야에 따른 것이지만 2011년 12월 이후 및 1984년 6월 이전에
발표된 논문의 경우에는 논문의 성격, 발표자의 소속 및 전공 등을 참고하
여 분류된 것이다.
논문에 전공이 표시된 과정을 보면 대체로 다음과 같다. 1984년 6월 간
행된 24권 1호 학회지에 처음 전공분야가 표시될 당시는 병리학과 기생충
학이 별도 전공으로 분리되어 있었고, 임상학도 내과학, 외과학, 산과학으로
구분하여 게재하였다. 그러나 1985년 10월 발간된 25권 2호부터는 내과학,
외과학, 산과학을 하나로 묶어 임상학으로 표기하기 시작하였다. 따라서 이
와 같은 폐단을 막고자 1988년 4월 27일 개정된 투고규정은 논문투고 시 반
드시 전공분야를 표시하도록 규정하였다. 그러나 전공분야 표시는 논문 성
격에 따라 분야를 표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학부생을 교육하는
과목 기준으로 전공을 표시하는 경향이 있어 이를 분명하게 밝히기 위해 해
부-조직-발생학 분야, 생리-약리-회학 분야, 미생물-면역학 분야, 병리-기
생충학 분야, 공중보건-독성학 분야, 임상학 분야의 6개 분야 중 1개 분야
를 반드시 표시하도록 하여 1992년 12월로부터 2011년 9월까지는 회장단
이 바뀌어도 논문 투고 시 6개 분야의 표시가 그대로 유지되었다. 그러나 51
권 4호(2011년 12월호)부터는 대한의학학술지편집인협의회(의편협, KAMJE)
의 권고에 따라 이와 같은 전공표시를 없애고 논문을 원저, 단보 및 증례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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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1  대한수의학회지 게재논문의 연도별, 분야별 현황
연도

’61~’69

’70~’79

’80~’89

’90~’99

’00~’09

’10~’17

합계
(%)

해부 ·
조직학

12
(12.33)

29
(11.66)

41
(10.70)

167
(17.25)

100
(13.55)

18
(4.81)

367
(13.07)

생리 · 화학 ·
약리학

25
(25.77)

45
(18.14)

64
(16.71)

160
(16.52)

124
(16.80)

76
(20.32)

494
(17.59)

미생물 ·
면역학

25
(25.77)

50
(20.16)

103
(26.89)

213
(22.00)

201
(27.24)

98
(26.20)

690
(24.57)

병리 ·
기생충학

22
(22.68)

71
(28.62)

98
(25.58)

174
(17.97)

100
(13.55)

30
(8.02)

495
(17.63)

공중보건 ·
독성학

2
(2.06)

4
(1.61)

4
(1.04)

59
(6.09)

29
(3.93)

37
(9.89)

135
(4.81)

임상학

11
(11.34)

49
(19.75)

73
(19.06)

195
(20.14)

184
(24.93)

115
(30.74)

627
(22.33)

총편수
(%)

97
(4.12)

248
(10.55)

383
(16.30)

968
(41.20)

738
(26.28)

374
( 13.32 )

2,808
(100)

매호당게재
평균논문수

7

12

17

23

18

12

분야

고로 분류하여 표시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실상 1982년부터 1992년 사이에 분류된 전공 분야는 회기에 따
라 임의로 편의상 분류된 흔적이 많다. 즉, 어떤 때는 생리학, 약리학, 독성
학, 생화학 등이 각각 하나의 독립된 전공으로 표기되기도 하였고, 미생물
학과 면역학도 각각 구분한 경우가 있을 뿐 아니라 어떤 때는 역학이나 임
상병리학 분야가 새롭게 추가되기도 하고, 어느 회장 임기에는 어떤 전공을
2~3개로 세분하기도 하는 등 전혀 어떤 원칙이나 일관성 없이 개인적인 취
향이나 편견에 따라 회기마다 다르게 분류하거나 표기한 경우가 있었다.
시대 변천에 따라 게재된 논문의 분야별 특성을 보면 60년대에는 생
리 · 화학 · 약리학 분야와 미생물 · 면역학 분야, 병리 · 기생충학 분야가 평균
25% 내외로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임상학 분야와 해부· 조직학 분야가 비슷
한 수준(12%)을 보였으나 70년대에는 병리· 기생충학 분야가 가장 높은 수
준(29%)을 보였고 미생물· 면역학 분야 20%, 생리· 약리· 화학분야가 18% 수
준을 보였다. 이와 같은 전공별 게재 경향은 80년대에도 비슷하여 생리·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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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화학 분야 15% 내외, 미생물· 면역학 분야 26% 내외, 병리· 기생충 분야
26% 내외였다. 그러나 특기할 점은 90년대와 2000년대에 해부· 조직 분야
가 15~16%로 급격히 증가되어 생리· 약리· 화학분야와 거의 같은 수준이 되
었고, 임상학 분야의 논문게재가 두드러지게 증가되어 25% 내외였다는 점
이다.
한편 7, 80년대에 병리· 기생충학분야가 대체로 미생물· 면역학 분야보
다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지만 90년대와 2000년대에 병리· 기생충학 분야가
급격히 감소되었다. 더구나 병리학 분야와 기생충학 분야 논문게재 비율
이 19:14인 점을 감안하면 병리학 20% 내외, 기생충학 15% 내외이므로 역
시 가장 높은 분야는 미생물· 면역학분야로 사료된다. 또한 공중보건· 독성
학 분야의 경우 「한국수의공중보건학회지」, 「한국환경위생학회지」, 「한국독
성학회지」가 있으므로 이에 게재되는 논문이 다수인 점을 고려한다면 결코
적지 않은 논문게재로 보인다. 다시 말해서 전공별 논문게재 비율을 전체적
으로 점검해볼 때에 시기에 따라 증감이 있는 것은 이미 학술대회의 분야별
학술 발표 항목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50~60년대에는 미생물 분야, 60~70
년대에는 병리 · 기생충학분야, 70~80년대에는 해부 · 조직, 생리 · 약리 · 화학
등의 기초수의학 분야, 80년대에는 임상학 분야가 돋보인 학술발표와 동일
한 경향의 시대적 궤적을 갖는 것 같았다.
그러나 90년대에 들어와서는 특이하게도 미생물· 면역학 분야와 병리·
기생충학 분야는 급격히 감소되고 오히려 해부· 조직학 분야와 생리· 약리·
화학 분야 및 공중보건· 독성학 분야 그리고 임상학 분야가 급격히 증가되어
이들이 전체의 60% 정도를 차지하여 90년대 이전에 미생물· 면역학 분야와
병리· 기생충학 분야가 60% 정도를 차지하던 것과는 역전된 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은 현상은 아마도 공공기관이나 업계로부터 기초수의학 부문
과 임상수의학 특히 산과학 부문에 연구비가 집중 지원됨으로써 조성된 연
구환경 변화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대한수의학회지 KJVR에 외국인이 공동저자로 참여한 논문이 게재된
것은 서울대 이장락 교수가 덴마크에 1년간 연구교수로 파견된 후 귀국하
여 덴마크 왕립수의과농과대학 약리학독물학교실의 Kjacrsgaard 교수와 공
동의 발표한 「Sulphamethomidine의 젖소에 있어서의 유선과 신장을 통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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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에 관한 논문이 1967년 10월에 간행된 7권 2호에 실린 것이 처음이다.
하지만 이 논문은 이미 Nordisk Veterinaer Medicin 19권(1967년)에 발표
된 논문을 한글로 번역하여 게재한 이중게재 논문이었다. 이후 외국인 공저
자 논문이 70년대에 4건, 80년대에 11건, 90년대에 29건 등 2000년대 이전
에 44편이 실렸는데, 총 외국인 공저자의 국적을 보면 미국 17명, 일본 21명,
캐나다 2명, 홍콩, 뉴질랜드, 호주, 독일 각각 1명 등으로 단연 일본이 많았
다. 70년대에는 미국인과의 공저가 많았고 80~90년대에는 일본인과의 공
저가 많았는데 1998년에는 외국인 공저 논문이 KJVR에 6편이나 게재되었
다. 2000년대에도 이와 같은 경향은 그대로 이어져 미국인과의 공저가 8편
이었고 일본인과의 공저가 6편이었으며 기타 태국, 브라질, 영국, 중국과의
공저 논문이 각 1편씩으로 국제적인 공저가 다양해졌다. 이 시기에 특이한
점은 외국인명인데 소속이 국내 대학으로 기재된 외국인 공저자가 다수 있
었다는 점이다. 이는 아마도 2000년대에 외국에 문호가 개방되면서 외국 유
학생이 국내에 다수 유입된 결과로 보인다.
대한수의학회지 KJVR에는 원저 이외에 종설과 단보가 게재되었는데
종설이 처음 실린 것은 1989년 7월 발행된 29권 3호에 강원대 김우호 박사
가 「Vaccine 개발의 새로운 동향」에 관하여 게재한 것이 처음이다. 이후 이
정길 박사(한국산 간질에 대한 연구, 33권 3호), 채찬희 박사(설사유발성 대장균,
33권 3호), 이정길 · 김경태 박사(진도개의 모색, 33권 4호), 채찬희 박사(Shiga
toxin,Shiga-like toxin과 verotoxin, 33권4호), 임채웅 · 임병무 박사(가축의 fumonisin중독성에 대한 최신 연구동향, 35권 2호) 등 5편이다. 그러나 1995년 10월 20

일 「종설」을 대한수의학회지에서 제외하고 대신 「단보」를 싣기로 결의함에
따라 이후에는 「단보」만을 싣게 되었다. 그러나 단보는 이와 같은 결정이 있
기 전인 1994년 4월 발간된 34권 2호에 이미 백병걸 박사 등이 연구한 「수
입 사슴에서의 anaplasmosis 관리 대책 마련을 위한 제언」이란 논문이 이미
실린 바 있다. 이후에는 투고규정에 따라 단보가 정식으로 게재되었는데 신
호철 박사(한우 및 젖소 전방수의 화학조성, 36권 3호), 박재학 박사(보리새우류의
전염성 Lymphoid organ 괴사 바이러스감염에 대한 병리학적 연구, 36권 4호) 등 2

편이 게재되었지만 이후 2011년 9월(51권3호)까지 종설이나 단보는 투고도
없었고, 게재도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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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학회지가 창간된 후 국문지의 존폐에 관한 논의가 심심치 않게 있
었다. 우선 2009년 8월 개최된 편집위원회에서는 국문지에 대한 과총 지원
금의 대폭 감축 정책 그리고 현실적으로 국문 학회지의 논문 투고가 계속
감소(2003년 대비 2005년 83%, 2006년 56%, 2009년 54%)하고 있다는 내용을 이
사회에 보고한 바 2010년 1월 26일 개최된 제44차 이사회에서 국문학회지
의 존폐여부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후 결정하자는 결의가 있었다. 이에
따라 동년 9월 5일부터 10월 6일까지 1달간 회원 908명 중 e메일이 등록된
회원 669명에게 e메일로 15개의 지문을 제시하였으나 회답이 12.5%(84명)
에 불과하여 통계처리는 무의미하다는 통계전문가의 조언을 받고 통계분석
은 포기하였지만 현상 유지와 폐간 의견 및 판형 변경에 대한 84명의 의견
이 너무 팽팽하여 그대로 국문학회지 KJVR의 발행을 계속하기로 하였다.
하지만 이에 관한 문제는 대한수의학회지에 게재된 논문이 과연 얼마
나 인용되는지 참고한다면 자진 폐간 여부를 결정하는데 객관적인 도움이
될 것이다. 현재 「대한수의학회지 KJVR」 게재 논문의 영향력지수(Impact
Factor, IF)를 구하여 공표하고 있는 기관은 한국연구재단, 대한의학학술지편

집인협의회(의편협) 및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 등이 있다(표 6-2).
이들 중 한국연구재단은 2008년부터 한국학술지인용(Korean Citation Index,
KCI)을 통하여, 의편협은 수의학회가 가입한 2011년 이후부터 한국의학논

문인용지수(Korean Medical Citation Index, KOMCI)를 통하여, 그리고 KISTI
과학기술정보회는 2014년부터 한국학술지인용보고서(Korean Journal Citation
Report, KJCR)를 통하여 각각 IF를 매년 공표하고 있으나 의편협은 의학분

야 학술지에서 인용된 것만 계산하고, 과학기술정보회는 KISTI 산하 과학
기술 학회마을 등재지를 대상으로 하는 탓인지 대체로 수의학회지의 IF가
미진하다. 따라서 KCI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수의학회지의 9년간 IF 평균
은 0.12로 수의학 분야 학술지의 평균에 못 미치고, 우리 스스로가 수의학은
동물의학으로 「의학」이라고 하면서 의학분야 학술지는 매년 IF가 증가되
고 있고, 더구나 의약 분야의 평균 IF(0.29)에 비하여 2배 이상 크게 뒤떨어
지고 있으며, 2017년 국문지 KJVR의 KOMCI IF가 235개 의학학술지 중
195위에 불과하다는 점이나 IF 계산에서 중요한 요소인 KCI 자가인용 비
율이 5% 이하면 좋은데 평균 21% 정도인 것은 다른 저자에 의해 다른 학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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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2  대한수의학회지의 영향력 지수(IF)의 연도별 변화 양상
2008

2009

2010

2011

SCOPUS-SJR*

2012

2013

2014

2015

2016

평균

0.108

0.153

0.128

0.150

0.127

0.133

KJVR IF(KCI)

0.06

0.14

0.14

0.12

0.10

0.16

0.06

0.12

0.15

0.12

KJVR 자가인용
비율

37.50

15.00

35.29

16.67

0.00

28.57

0,00

33.33

21.43

20.87

수의분야 IF**

0.13

0.10

0.10

0.11

0.14

0.17

0.13

0.14

0.13

0.13

의약분야 IF***

0.12

0.24

0.27

0.29

0.32

0.33

0.33

0.34

0.38

0.29

0.000

0.067

0.011

0.000

0.000

0.016

0.064

0.112

KOMCI IF****
KJCR IF*****

0.088

* SJR=Scimago Journal Rank로 SCOPUS 등재지의 DB를 분석하여 산출함, **수의분야 IF는 KCI에서 국내 발간
수의분야학술지 7개(JVS, 예방수의학회지, 가축위생학회지, 실험동물학회지, 대한수의학회지, 임상수의학회지, 충
북대 동물의학연구소 학술지)을 대상으로 한 평균임. ***의학분야 IF는 KCI에서 273개 학술지를 대상으로 한 평균
임. ****KOMCI IF는 KAMJE가 235개 학술지를 대상으로 한 평균임, *****KJCR IF는 KISTI가 산출한 것으로 2014
년에 처음 제시됨.

지에 많이 인용되지 아니한다는 점은 아주 심각한 문제로 보인다.
국문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이 언제 어떤 학술지에 몇 번이나 인용되었
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KCI, KJCR 및 KOMCI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으나, 이들은 수의학회 회원이 이용하기에는 다소 불편한 점이 있기 때문
에 회원 스스로 언제 어디서나 무료로 쉽게 이용할 수 있는 Google Scholar
Search를 이용하여 회원들의 피인용 정도를 알아본 결과는 아래와 같다.
Google Scholar를 통해 창간호 1권 1호부터 2017년 12월 발행된 57권
4호까지 게재된 논문 중 1회 이상 인용된 논문은 총 150편으로 2018년 3월
28일부터 1주 동안 조사한 바에 의하면 현재 최고로 많이 인용된 것은 20권
1호(1980년)에 게재된 “한국에서의 소의 Akabane 병의 발생”에 관한 논문
으로 24회였다(그림 6-2).
제일 오래 전에 발간된 논문으로서 인용된 것은 4권 1호(1964년)에 실
린 “기종저에 대한 몇 가지 항생물질 치료시험”이며, 국내 학자에 의해
2002년 가축위생학회지에 단 1회 인용되었지만 처음 논문이 발간된 후 40
여 년 후에 인용되었다는 점에서 학술논문의 위대함이 다시 한 번 강조되
는 실제 사례인 듯하다. 150편의 논문 중 5편의 논문에서 외국인명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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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지만 모든 논문이 공저자로서 외국인일 뿐이었고 제일 저자 또는 교신
저자는 모두가 국내 저자였다. 그러나 주목할 점은 이들 논문 중 영어로 쓰
인 “In vivo characterization and transmission of Korean foot-and-mouth
disease virus(FMDV)”은 2008년 7월 일본 JVMS 그리고 2016년 1월 PLoS
ONE 등 국· 내외 학자에 의해 자그마치 14회나 인용되었다는 사실은 본문
을 영어로 쓰고, 내용이 유용하면 얼마든지 피인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실
증적으로 입증한 것으로 보인다.
이들 150편의 논문을 연대별로 보면 60년대 6편, 70년대 13편, 80년대
27편, 90년대 37편이었다. 2000년대는 60년대에 비하여 10배 이상 증가된
67편으로 60년대부터 계속 KJVR 게재 논문의 인용이 증가되는 경향을 보
였다. 특히 2000년에는 무려 31편(21%)이 인용되어 한 해에 발행된 KJVR
게재 논문으로서는 수의학회 60년 역사상 가장 많이 인용되었다. 교신저자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제일 저자의 소속을 중심으로 하고, 교신저자가 2명
인 경우에는 후자를 택하여 소속 기관 별로 150편의 논문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농림축산검역본부(구 가축위생연구소, 국립수의과학검역원 포함) 33편, 서
울대 23편, 경북대 22편, 경상대 15편, 전남대 14편, 전북대 8편, 강원대 4편,
충남대 3편, 제주대 2편, 건국대 1편, 기타(화이자, 영남대, 충북가축위생시험소,
경북가축위생시험소, 국립종축원, 바이엘, 조선대, 단국대, 성균관대, 대상, 마사회, 대
한제당, 생명공학연구소, 한국화학연구소) 20편으로 안양의 가축위생연구소(농
림축산검역본부)가 명실상부하게 연구기관으로서 전체의 22%를 차지하여 우

리나라 수의학 연구의 견인차 역할을 충실히 하여 왔음을 여실히 보였다.
하지만 그 동안 발행된 국문지 논문이 2,808편인 점에 비추어 볼 때 인
용이 단지 5.3%(150편)에 불과하였다는 점은 우리 스스로 반성할 점이 있
는 듯하다. 물론 한글과 영문을 같이 발행하고 있다는 불리한 조건이 있지
만 150편 중 영어로 출간된 논문이 5편이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 논문이
1~2회 밖에 인용되지 못하였다는 사실은 여러 가지 의미를 암시하는 것으
로 보인다. 비록 국문 논문이라 하여도 영문 초록이 있어 「Korean Journal of
Veterinary Research」나 「대한수의학회지」를 Google Scholar에 입력하여 확
인하면 쉽게 인용횟수를 확인할 수 있는데 인용횟수가 1회 이상인 논문 150
편 중 인용 횟수가 3회 이상인 59편을 인용 횟수 상위부터 하위 순으로 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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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2   수의학회지
KJVR에서 가장 많이 인
용된 논문 일부(1980년)

문 제목을 영문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24회. Outbreaks of Akabane disease of cattle in Korea. UB Bak, CH
Lim, CK Cheong, WS Hwang, MR Cho. 20(1): 65-78. 1980.
2. 21회. Cell adaptation of KPEDV-9 and serological survey on porcine
epidemic diarrhoea virus (PEDV) infection in Korea. CH Kweon, BJ
Kwon, YB Kang, SH An. 34(2): 321-326.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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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5회. Etiological and epidemiological features of canine dermatitis.
CW Lee, KW Lee. 40(1): 94-100. 2000.

4. 14회.
In vivo characterization and transmission of Korean foot-andmouth disease virus(FMDV). JH Sur, JH Shin, J Loubroth, Yeh Max,
BK Ku, KS Choi, BJ Kweon, HJ Sohn, YJ Ko, CU Choi, CH Kwon,
JY Kim, SH An, KS Kim, OK Moon, JH Kim, SH Choi, HG Lee,
HE Kim, SB Kang, SS Kim, OK Kim. 40(40): 719-727. 2000.
5. 12회. Genetic properties of R plasmids in Salmonella isolates of swine
and bovine origin in Korea - 1. Distribution and drug resistance of
Salmonella isolated from dairy cow. WP Choi, HS Lee, SG Yeo, HJ
Lee, TC Chae. 28(2): 331-337. 1988.

6. 12회.
Occurrence of canine heartworm disease on three breeding farms
in the vicinity of Seoul , Korea. YW Seo, SS Shin, JT Kim. 41(1): 7983. 2001.
7. 11회. Development of a live vaccine strain of duck viral hepatitis using
a Korean isolate. HW Sung, JH Kim, CS Song, MG Han, YJ Lee, IP
Mo, KS Kim. 40(1): 110-116. 2000.
8. 9회. Isolation of Akabane virus and its molecular diagnosis by reverse
transcription polymerase chain reaction. JJ Cho, CG Lee, BK Park,
CH Chang, CW Chung, CS Chung, SH An. 40(1): 42-48. 2000.
9. 9회. In vitro selection of lactic acid bacteria for probiotic use in pigs.
JW Byun, GT Kim, HS Bae, YJ Baek, WK Lee. 40(4): 701-706.
2000.
10. 9회. Bacteriological and serological investigation of Brucella canis infection of dogs in Taegu city, Korea. CK Park, JY Oh. 41(1): 67-71.
2001.

11. 8회.
Hematological survey for lymphosarcoma in dairy herds in Korea.
JY Son, KJ Kim. 8(1): 31-38. 1968.
12. 8회. Studies on epidemiological investigations and therapy of mastitis.
CK Cheong, HR Han, GT Chung. 10(1): 39-45. 1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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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8회. Identification and antimicrobial susceptibility of bacteria from
the uterus of bitches with pyometra. SH Lee, JK Cho, NR Shin, HS
Kim, HY Yong, HS Yoo,KN Lee, BC Lee, HW Suk. 40(4): 763767. 2000.
14. 7회. Isolation of duck hepatitis virus and its attenuation in chicken
embryos. HW Sung, JH Kim. 40(1): 101-109. 2000.
15. 7회. Characteristics of Salmonella species isolated from domestic poultry and environmental samples in Korea. YK Woo, HS Lee, YJ Lee,
MS Kang, BH Kim, JH Kim. 40(3): 505-514. 2000.
16. 6회. Studies on the avian infectious bronchitis virus - 1. Antibody
survey on avian infectious bronchitis virus. TS Yoo. 8(1): 24-30.
1968.
17. 6회. Epidemiological study on the infectious agent of tuberculosis. JK
Kang, CK Kim, YB Kwon. 36(1): 31-38. 1996.
18. 6회. Prevalence of paratuberculosis of dairy cattle in Kangwon area.
DK Kim, KJ Jeon, JT Kim, KS Shin, MK Shin, GH Chang, JK Kim,
JY Jung, OS Kim. 42(1): 81-88. 2002.
19. 6회. Infection patterns of porcine reproductive and respiratory syndrome virus by serological analysis on a farm level. CK Park, H C
Yoon, CH Lee, BY Jung, KK Lee, HS Kim. 48(1): 67-73. 2008.
20. 5회. A Survey of ascariasis in pigs at processing plants in Korea. DP
Conway, YS Hong. 23(1): 95-100. 1983.
21. 5회. Anatomical and histological features and ovarian hormone analysis of ovarian cysts in Korean native cow and dairy cow. BK Kang,
HS Choi, YK Chung. 27(1): 141-151. 1987.
22. 5회. Control of pig respiratory disease using egg yolk antibodies. I.
Analysis of immunogens of Bordetella bronchiseptica, Pasteurella multocida and Actinobacillus pleuropneumoniae and production of IgY.
NR Shin, JM Kim, HS Yoo. 40(3): 551-561. 2000.
23. 5회. Studies on blood types in Thoroughbred horses. GJ Cho, B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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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 40(4): 683-689. 2000.
24. 5회. Occurrence of canine brucellosis in large kennels and characterization of Brucella canis isolates by PCR-RFLP. JW Kim, YJ Lee, RB
Tak. 43(1): 67-75. 2003.
25. 5회. The prevalence of pullorum disease-fowl typhoid in grand parent
stock and parent stock in Korea, 2003. AR Kim, JH Kim, YJ Lee,
YM Cho, JH Kwon, YK Kwon, YJ Lee, JG Choi, SJ Joh, MC Kim,
EK Lee. 46(4): 347-353. 2006.
26. 4회. Prevalence of serum antibodies in breeder chickens against specific avian pathogens. SJ Kim, YO Rhee, SJ Kim, WS Jhun, KS Park.
20(1): 59-64. 1980.
27. 4회. Comparison of six serological methods for the diagnosis of bovine brucellosis. KH Kim, SH An, YH Park, DS Kim. 22(2): 149153. 1982.
28. 4회. Immunohistochemical studies on the distribution of neuropeptides in the tongue of Korean native goat. HS Lee, IS Lee, TC Kang.
36(2): 265-276. 1996.
29. 4회. Comparison of diseases resistance between white and brown layer
lines to experimental infection of Salmonella gallinarum. YK Woo,
BH Kim. 38(4): 784-792. 1998.
30. 4회. Seroepidemiological study of Neospora caninum in Korean dairy
cattle by indirect immunofluorescent antibody assay. KH Hur, JH
Kim, WS Hwang, EK Hwang, YH Jean, BC Lee, JS Bae, YB Kang,
IY Yamane, DY Kim. 38(4): 859-866. 1998.

31. 4회.
Occurrence of canine brucellosis in a large kennel in Chonnam
area. JS Moon, GS Oh, IC Park, BK Kang, CY Lee, SC Jung, YH
Park, SJ Shin. 39(6): 1099-1105. 1999.
32. 4회. Expression of the C-terminal of 34k Da protein of Mycobacterium paratuberculosis. D Kim, HW Park. 40(1): 86-93. 2000.
33. 4회. Genetic studies of blood markers in Cheju horses. II. Blood p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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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in types. Cho GJ Cho, BH Kim, DS Lee, KK Lee. 20(2): 283-290.
2000.
34. 4회. Characteristics of Escherichia coli isolated from piglets with diarrhoea; antimicrobial susceptibility, genotypes of enterotoxins and pili
and plasmid profiles. JY Park. NR Shin, YH Park, HS Yoo. 40(2):
301-310. 2000.
35.4회. Characteristics of Escherichia coli isolated from piglets with diarrhoea; antimicrobial susceptibility, genotypes of enterotoxins and pili
and plasmid profiles. JY Park. NR Shin, YH Park, HS Yoo. 40(2):
301-310. 2000.
36. 4회. Analysis of nucleotide sequence encoding VP2 protein of infectious bursal disease virus detected in Korea. DG Kim, SG Yeo. 43(3):
439-448. 2003.
37. 3회. Studies on the blood picture of Holstein cows in Korea. HC
Mun, HI Choi, CK Cheong. 14(1): 9-16. 1974.
38. 3회. Studies on histological changes in the bursa of fabricius in chicks
treated with thyroxine. II. Effect of thyroxine on antibody production.
III. Electron microscopic observations on the bursa of fabricius after
thyroxine or propylthiouracil administration. SB Kim, CS Lee. 20(2):
99-112. 1980.
39. 3회. Studies on enteric colibacillosis in piglets - 1. Reproductive performance of swine on 104 piggeries and biochemical properties of
Escherichia coli isolated from piglets with diarrhea. BH Kim, DS
Kim, CK Lee. 21(2): 81-86. 1981.
40. 3회. Survey for antibodies to bovine leukemia virus in dairy cattle. NC
Park, WP Choi. 26(1): 61-68. 1986.
41. 3회. A survey of the internal parasites of Holstein cattle in western
Gyeongnam area. HT Cho, KY Chung, MD Suh. 26(2): 329-336.
1986.
42. 3회. Incidence of Bordetella bronchiseptica infection in Young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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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ine herds and the biochemical properties of the organisms recovered
from pigs with atrophic rhinitis. HK Jang, BH Kim. 28(1): 75-81.
1988.
43. 3회. Jindo dogs - Korean native dogs: A historical review. CG Lee,
GH Yoo. 28(2): 405-408. 1988.
44. 3회. Experimental infection of piglets with a field isolate of Aujeszky's
disease virus in Korea: pathogenecity, excretion, distribution and immunogenicity of virus. JW Park, MH Jun, SH An. 30(2): 177-186.
1990.
45. 3회. Studies on enzootic bovine leukosis - 2. Survey for antibodies to
bovine leukemia virus in the Holstein calves in a dairy farm. CJ Kim,
JY Son, K W Ko. 30(3): 343-348. 1990.

46. 3회.
Preliminary survey of swine internal parasites at the sawdust fermentation floor system. DH Jang, JW Noh, DW Kang. 31(4): 509513. 1991.
47. 3회. Immunocytochemical identification of Mycobacterium bovis in
tissues. SB Kim, JH Sur, OG Moon. 33(1): 119-123. 1993. 3회.

48. 3회.
Disease incidence in pre- and post-weaning piglets. MH Oh,
GS Eun, HJ Kim, YB Kyon. 40(1): 173-186. 2000.
49. 3회. Prevalence of Helicobacter species infection in dogs. HW Nam,
D Kim. 40(4): 747-753. 2000.
50. 3회. Effects of far infrared radiological materials on immune response
and changes of fecal microorganism in pigs. KB Kwon, IH Kim, JW
Hong, TH Moon, SY Choi, HB Seok. 41(1): 37-42. 2001.
51. 3회. Identification and antimicrobial susceptibility of microorganisms
isolated from bovine mastitic milk. HJ Kang, IC Kim, JH Kim, WG
Son, DS Lee. 41(4): 511-521. 2001.

52. 3회.
Multiplex PCR for differential diagnosis of Mycobacterium species from bovine clinical samples. YH Kim, Al Haddawi MH, HS
Cho, SK Kang, KO Cho, HS Park, BJ Lee, NY Park. 41(4): 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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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2. 2001.
53. 3회. Sero-prevalence against a H3 subtype isolate of swine influenza
virus. JR Kim, JY Rhie, DS Song, JS Oh, BK Park. 42(4): 523-529.
2002.
54. 3회. Immunological effects of somatic antigens of house dust mite
(Dermatophagoides pteronyssinus) against canine sarcoptic mite (Sarcoptes scabiei var. canis) infestation. IS Yun, JW Kim, CH Jee. 43(4):

689-696. 2003.
55. 3회. Identification of Hanwoo and Holstein meat using MGB probe
based real-time PCR associated with single nucleotide polymorphism
(SNP) in Melanocortin 1 receptor (MC1R) gene. SD Park, TJ Kim, JI

Lee. 45(1): 25-28. 2005.
56. 3회. Effects of dietary Gleditschia addition on biochemical composition of pork loin. JL Seo, JH Heo, MH Jung, MH Cho, KC Lee, KH
Kim, DS Hah, JD Ryu, CH Kim, G S Kim, EG Kim. 45(4): 527536. 2005.
57. 3회. Antimicrobial susceptibility of Staphylococcus aureus and S. intermedius isolated from dogs. JH Byun, TJ Kim. 47(1): 43-50. 2007.
58. 3회. Isolation of novel bovine parainfluenza virus type 5 (bPIV5) and
its incidence in Korean cattle. DK Yang, JJ Nah, HH Kim, SS Choi,
YC Bae, JW Park, JY Song. 54(2): 107-112. 2014.

59. 3회.
Radiation safety management for diagnostic radiation generators
and employees in animal hospitals in Korea. HJ An, CH Kim, YJ
Kwon, DH Kim, SH Wee, JS Moon. 54(3): 151-157. 2014.

한편 국문학회지 KJVR에 대한 외부 평가를 보면 다음과 같다. 2011
년 12월 8일 서울대 의대 회의실에서 개최된 대한의학학술지편집인협의회
(의편협, KAMJE) 28차 신규 의학학술지 평가에서 「대한수의학회지(Korean
Journal of Veterinary Research)」는 다음과 같은 지적을 받았다. 의편협 소식지

뉴스레터 제44호 4쪽에 실린 의학학술지 신규평가회 결과를 보면 「대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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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회에서 연 4회 발행하고 있고 평가 대상이 된 2011년 9월호(51권 3호)
에는 11편의 논문이 게재되었다. 의편협 납본일이 지난 1년간 4호 중 3호가
지연되고 있으므로 발행 일자를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본 학술지의 경우
투고규정에서 사소한 오타가 발견되고 규정이 짧고 논문작성요령이 구체적
으로 명기되어있지 않으며 취급논문의 범위와 이해관계의 규정, 책임저자
의 역할 등에 대한 명시가 되어있지 않다. 영문 논문을 게재하므로 영문 투
고규정이 필요하다. 일부 논문에서 ‘결론’이 있기도, 없기도 하여 체제의 일
관성이 없고 논문의 수락일 등의 표기도 일정하지 않으므로 통일시켜야 한
다. 표의 경우 가로줄이 있는 경우가 있고 약어설명이 불충분하다. 그림의
경우 표기가 잘못된 것이 있으며 설명이 없는 그림도 있어 편집 시 주의를
요한다. 전반적으로 잘 관리되고 있는 학술지이나 투고규정을 좀 더 정비하
고 편집 시의 오류를 줄일 수 있도록 주의를 하면 더욱 인용도를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라고 적고 있다.
심사평에 가혹한 평가는 자제하였으나 대면 평가에서 가장 중요하게
지적한 내용은 46배판 판형을 고수하는 이유와 “大韓獸醫學會誌”라고 한자
로 학회지의 명칭을 쓰는 이유에 대한 질문이었다. 다시 말해 학회지의 국
제적 변화 추세에 따라 판형을 레터사이즈로 바꾸고, 명칭도 Medline이나
PMC 등재를 목적으로 한다면 이를 위해 영문명 “Korean Journal of Veterinary Research”를 쓰는 것이 좋겠다는 지적이었다. 아울러 영문초록이 있다
하여도 한글 학회지 본문 내용을 외국 학자가 충분히 이해할 수 없어 인용
이 불가능하니 모든 논문을 영문으로 게재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표지에 전공분야를 표시한 것은 무의미하므로 이를 종설, 원저, 단보, 증례
보고로 분류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는 권고였다.
이렇게 되자 2010년에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와 의편협(KAMJE)의 권
고를 토대로 우선 2011년 12월호부터 국문투고규정을 영문투고규정과 같
은 내용으로 대체하였고, 편집 내용도 접수일, 수정일 및 게재 승인 날짜를
삽입하고, 단보 및 증례보고로 분류하는 등 지적사항을 보완하였다.
한편 이흥식 편집위원장이 수의학교육인증원 설립을 위해 사임함과 동
시에 2011년 9월 20일 개최한 제51차 이사회에서 국문지 편집 간사(서울대
윤희정 교수)와 영문지 편집 간사(서울대 유한상 교수)로 되어 있는 체제를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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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Daehan suyi haghoeji

ISSN / E-ISSN: 1225-0198 /

Publisher: Korean Society of Veterinary Science
Dear Heungshik S. Lee,
The title mentioned above has been evaluated for inclusion in Scopus by the Content Selection

& Advisory Board (CSAB). The review of this title is now complete and the CSAB has advised

that the title will be accepted for inclusion in Scopus. For your information, the reviewer comments are copied below:

Thank you for submitting your journal for evaluation by Scopus. We are very impressed by

your excellent journal. The articles are of high quality and they are cited frequently in the litera-

ture. You have a very well-respected group of researchers on your editorial board, nationally and

internationally. Your website, abstracts, and many of your articles are published in English whicj

provides international access to your journal. Your editorial policy is clear and concise. Another
positive factors is that you have a conflict of interest and IRB policy. Most of your authors are

Korean researchers. This is not a major problem but we suggest that you try to solicit more

manuscripts from other countries in your region.

Your journal was a pleasure to review. Congratulations on an excellent journal.

If necessary, our source collection department will contact the Publisher in due course. The

title will be added to Scopus as soon as we have access to the title.
Yours sincerely,

The Scopus Team
그림 6-3  국문지 KJVR의 SCOPUS 등재 통보 편지(2011년)

문지 편집위원장 및 국문지 편집위원장 2원체제로 결정함에 따라 영문지 편
집간사인 유한상 교수가 영문지 편집위원장에 임명되었으나, 국문지 편집
간사인 서울대 윤희정 교수가 국문지 편집위원장 취임을 고사함에 따라 서
울대 김대용 교수로 국문지 편집위원장을 임명하였다. 다만 당시 편집위원
회에서는 이미 편집위원장 책임 아래 편집이 완료된 2012년 3월호까지는
이흥식 위원장 명의로 발행키로 하였다.
이를 계기로 2012년 9월27일 개최된 제56차 이사회 결의에 힘을 받아
2012년 9월호(52권 3호)부터 46배판 판형을 과감하게 레터사이즈로 바꾸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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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3  국문학회지 KJVR 투고 논문 연도별 및 월별 접수 상황(외국투고 포함)
월별

1

2

3

4

5

6

7

8

9

10

11

12

2003

계(%)

외국투고
(편)

126(100)

0

2004

3

5

20

14

17

4

20

12

9

4

2

7

117(92)

0

2005

13

12

10

14

10

4

7

5

3

8

9

10

105(83)

0

2006

0

3

6

4

7

2

7

11

4

9

11

7

71(56)

0

2007

6

10

4

3

15

7

9

6

12

10

10

4

96(76)

0

2008

7

8

7

8

9

2

5

6

6

6

2

4

70(55)

0

2009

5

7

7

2

3

1

3

6

13

5

10

7

69(54)

0

2010

7

8

10

4

7

8

4

4

5

5

3

2

67(53)

0

2011

5

4

3

4

2

6

7

8

5

11

7

7

69(55)

10

2012

8

12

3

13

7

3

7

7

5

10

7

6

88(70)

28

2013

5

7

13

7

6

1

2

9

3

5

4

4

66(52)

7

2014

13

4

3

1

6

3

9

7

4

2

8

1

61(48)

7

2015

7

5

6

8

6

4

3

3

2

7

6

6

63(50)

15

2016

7

6

13

8

7

5

5

2

6

6

8

3

76(60)

10

2017

4

9

6

4

2

5

6

2

6

6

5

3

58(46)

8

고, 부위원장제를 도입하여 충북대 남상윤, 충남대 정성목, 강원대 성환우
교수를 모셨고, 편집위원도 대폭 교체하고 28명에서 32명으로 증원하였다.
그리고 53권 4호(2013년 12월호)부터는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책이나 잡지
등에 매겨진 국제표준도서번호(ISBN)와 같은 고유 식별번호인 DOI(Digital
Object Identification)를 부여받아 각각의 논문에 http://dx.doi.org/10.14405/

kjvr을 게재하기 시작하였다. 이와 같은 체제는 2015년 6월까지 유지하였으
나 김대용 교수가 2014년 8월 서울대 기숙사인 관악생활관 관장의 중책을
맡게 됨에 따라 국문지 KJVR 편집위원장을 사임하였다. 후임으로 충북대
남상윤 교수가 편집위원장이 되어 2015년 9월호(제55권 3호)부터 발행하게
되면서 현재까지 맡고 있다.
새 편집위원장은 국문 학회지의 틀을 혁신하고자 2016년 3월호부터 60
년 전통을 이어온 노란색 표지를 과감하게 개, 소, 말, 염소, 돌고래, 새를 형
상화한 컬러 표지와 함께 학회지 뒤쪽의 표 4에 있던 영문 학회지명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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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4 국문지 KJVR의 표지 및 판형 변경 전(좌)과 변경 후(우)의 비교

Journal of Veterinary Research를 표지로 가져와 전면에 크게 쓰고 한글은
오히려 영문명의 크기에 25%에 불과한 작은 고딕체로 표기한 참신한 표지
를 발행하는 용단을 내려 현재에 이르고 있다. 뿐만 아니라 한글과 영문 제
목이 혼재되어 표지 1에 실리고 영문 제목이 마지막 쪽인 표 4에 실리던 것
을 페이지를 하나 증면하여 첫 장 홀수 면에 먼저 영문 제목을 싣고, 뒷면에
한글 제목을 게재하고, 본문이 시작되도록 편집 체제를 바꾸었다(그림 6-4).
수의학회의 얼굴인 60여 년의 역사를 가진 “대한수의학회지”는 JVS가
SCI에 등재되기 12년 전인 1994년 말 영국의 영문초록집 발간 전문 회사인
Commonwealth Agricultural Bureaux(CAB)에서 발간하는 CAB Abstract
및 Index Veterinarius에 “대한수의학회지 영문초록”이 게재되었다. 이는 당
시 학술위원장이던 충남대 수의대 전무형 교수가 동분서주하며 노력한 결
과로 당시는 인터넷이 보편화되지 아니한 상태였기에 CAB Abstract 및 Index Veterinarius는 인쇄물 책자로 전 세계에 보급되었다.
2000년대 중반부터 국문 학회지인 「대한수의학회지」를 JVS와 같은 반
열의 국제학술지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KJVR에 개재된 논문이 많이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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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되도록 하여야 한다는 점에 입각하여 KJVR의 SCI 등재도 고려할 수 있
겠지만 SCI 등재를 위한 준비가 만만치 않다는 점에서 SCOPUS 등재 추진
이 편집회의에서 자주 논의되기 시작하였다.
이렇게 되자 2009년 6월 19일 개최된 제40차 이사회에서 SCOPUS 등
재를 위해 노력하기로 결의하였고, 이에 따라 공식적으로 2010년 2월 24일
SCOPUS에 KJVR 등재를 신청하였다. 그 결과 심사에 1년 이상이 소요된
2011년 4월 21일 대한수의학회지 KJVR이 제2의 SCI라 일컬어지는 SCOPUS에 등재되었다는 e메일과 편지를 받았다(그림 6-3). 이를 계기로 대한수
의학회지 KJVR 게재논문의 인용 정도 및 위상이 전 세계에 알려지고, 본문
을 전 세계 어디에서든지 무료로 받아볼 수 있게 되었다.
이때까지만 하여도 내국인과 외국인의 공저 논문은 있었으나 순수한
외국인 투고 및 게재 논문이 전무하였지만 KJVR이 SCOPUS에 등재되자
전 세계에 KJVR이 우수한 학술지로 알려짐으로 수의학회 사상 처음으로
2011년 9월 21일 중국으로부터 외국인 투고가 있었고, 이어 미국, 방글라
데시, 멕시코, 태국, 인도 등 여러 나라에서 투고가 있었지만 엄격한 심사결
과 드디어 KJVR 51권 4호(2011년)에 최초로 인도에서 투고한 “Pharmacokinetics of amikacin in plasma of healthy goats after intravenous injection
once daily for three days” 및 파키스탄에서 투고한 “Effect of variable degrees of jejunal resection upon different clinico-biochemical parameters in
dogs”에 관한 논문이 처음 게재되었다. 이후 2017년 12월에 발행된 57권 4
호까지 외국인 논문이 21편 게재되었는데 이들 21개 외국인 논문의 국적을
보면 스페인 3편, 브라질, 인도, 파키스탄, 태국, 중국 각각 2편, 방글라데시,
대만, 슬로바키아, 싱가포르, 이태리, 필리핀, 이란, 이집트 등 각각 1편씩으
로 모두 14개 국가이다(표 6-4).
SCOPUS 등재 학술지를 바탕으로 분석하여 매년 각 분야의 세계 학
술지의 순위를 발표하는 Scimago Journal Rank(SJR)에 의하면 2018년 7월
12일 현재 2017년도 SCOPUS에 등재된 전세계 수의학분야 학술지는 모
두 179종이다(www.scimagojr.com). 이들 중 국문 수의학회지 KJVR의 SJR은
0.161로 세계 136위이다. 이는 2012년 최초로 SJR이 부여된 전 세계 학술지
168종 중 국문 수의학회지 KJVR이 154위를 한 0.108보다 향상된 수치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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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4  국문 학회지의 영문 논문 게재 현황
1호

2호

3호

4호

계

총편수

영문

총편수

영문

총편수

영문

총편수

영문

총편수

영문(%)

외국
논문

57권(2017)

13

13

12

9

9

5

10

6

44

33(75)

3

56권(2016)

11

9

13

12

12

10

13

8

48

39(81)

4

55권(2015)

12

8

13

3

11

9

10

8

46

28(61)

1

54권(2014)

11

6

12

9

11

5

12

4

47

24(51)

1

53권(2013)

12

5

13

5

11

7

15

8

41

25(61)

8

52권(2012)

10

6

12

6

10

5

11

10

43

27(63)

2

51권(2011)

12

4

12

7

11

8

11

7

46

26(57)

2

50권(2010)

12

7

12

4

12

0

12

5

48

16(33)

0

49권(2009)

14

5

11

4

12

6

14

5

51

20(39)

0

48권(2008)

19

9

18

10

18

8

16

6

71

33(46)

0

47권(2007)

19

6

18

10

16

6

19

9

73

31(42)

0

46권(2006)

15

6

11

1

16

4

15

6

57

17(30)

0

계

160

84

157

80

149

73

158

82

615

319(52)

21

평균

13.3

7.0

13.0

6.7

12.4

6.1

13.2

6.8

51.3

26.6

1.7

권 (연도)

아직까지 중국의 Journal of Zheijang University SCIENCE B(0.617), 일본
의 J Vet Med Sci(0.495), Japanese J Vet Res(0.296)나 파키스탄의 Pakistan
Vet J(0.365), 인도의 Indian J Anim Sci(0.242), Indian Vet J(0.201), Indian
J Anim Res(0.170)나 이란의 Iranian J Vet Res(0.293), 태국의 Thai J Vet
Med(0.162) 등에 못 미치고, Philippine J Vet Med(0.161)와 같은 SJR 수준
으로 아시아 국가에서 SCOPUS에 등재된 24종의 학술지 중 19위로 아주
저조하다. 앞으로 수의학회는 분발하여 JVS와 같은 반열의 학술지가 되도
록 필사의 노력을 하여야 할 것이다.
국문학회지 상단 우측에 보면 ISSN 1225-0198라는 알 듯 모를 듯
한 코드를 볼 수 있다. 이는 국제표준 연속간행물 번호(International Standard
Serial Number, ISSN)로서 국제적으로 인정된 코드이다. 이는 1990년 1월 20

일 개최된 학술위원회 결의에 의하여 국제간행물센터에 신청하여 1992년
3월 24일부로 부여받은 것으로 1992년 발행 32권 4호부터 기재하게 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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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ISSN은 단순한 표기가 아니라 한글 학회지의 국제적인 인용 및 활용도
를 높였고 전 세계에 대한수의학회지 KJVR의 위상을 알리는 지표였다. 이
후 대한수의학회지는 2011년 7월 4일부터 인쇄본과 함께 전자출판이 됨에
따라 다시 전자출판 연속간행물 번호인 eISSN 2234-134X를 2011년 9월
에 발행된 51권 3호(통권 144호)에 함께 기재하게 되었는데 인쇄본과 전자본
의 연속간행물번호 일원화 통일 정책에 따라 이들 코드는 현재와 같이 각각
pISSN 2466-1384와 eISSN 2466-1392로 변경하여 2016년 3월호(56권 1호)
부터 병기하고 있으며, 각각의 논문 좌측 상단에 DOI와 함께 서지사항을
적고 있다.
현재는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를 각각의 논문 하단에 밝히고
있으니 2002년 이전에는 논문저자되기(Authorship)에 관심이 많지 아니하여
논문 지도교수를 제1 저자로 적기도하고, 사계의 권위 있는 인사를 내세우
기도 하였으며, 논문 작성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 인사를 제1 저자로 하기도
하는 등 일정한 규정이 없었으나 논문에 관한 윤리가 강화되면서 논문 작성
에 주도적인 역할의 정도에 따라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한 인사를 가장 앞에
그리고 그 후는 기여도에 따라 순서대로 공저자의 이름을 적고 있으나 논문
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 저자는 교신저자로 적고 있다. 과거에는 교신저자표
시가 없었으나 지금은 처음에 기재된 2명까지를 주저자와 같은 정도로 우대
하고, 일반적으로 지도교수를 마지막에 적고 있으며, 교신저자의 e메일 주
소를 밝히고 있는데 이전에는 외국에 연수 또는 파견이나 장기방문을 간 경
우에 주저자가 요청하면 아주 드물었지만 주소나 e메일을 기재하기도 하였
다. 공식적으로 교신저자의 주소나 e메일을 기재하게 된 것은 과총의 권고
에 의한 것으로 2002년에 발행된 42권 1호가 처음이다.
요사이 젊은 학자들은 대한수의학회를 대표하는 학술지가 마치 영문
학술지인 J Vet Sci인 것으로 인식하는 회원이 많지만 얼마 전까지만 하여
도 국문학회지인 「대한수의학회지(KJVR)」였다. 이와 같은 인식이 깊게 된
것은 무엇보다도 앞에 기술한 것과 같이 KJVR 게재 논문의 인용이 너무 미
미하였기 때문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KJVR 게재 논문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우선 JVS처럼 KJVR도 PubMed와 Medline에 등재되어
야 할 것이다. 그 이유는 KJVR도 SCI나 SCIE 등재 학술지가 되어야 하고,

06_대한수의학회지(KJVR) 발간과 SCOPUS 등재

189

PubMed/Medline 등재는 SCI나 SCIE 등재 학술지가 되는 지름길이기 때
문이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2006년부터 현재까지 대한수의학회지 KJVR이 미
국 NIH가 운영하는 데이터베스인 PubMed의 NLM Catalog에 색인(index)
되어 있지는 않지만 “Taehan Suŭi Hakhoe chi”로 등록(record)되어 있다는
점이다. 이와 같은 사실은 NLM Catalog에 접속하여 확인하면 쉽게 확인할
수 있다(www.ncbi.nlm.nih.gov/nlmcatalog/9885435).
따라서 이제부터라도 우선 KJVR의 모든 논문을 영어로 게재하고,
의편협(KAMJE)이 주력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PMC 등재에 동참하여
PMC 포맷에 맞추어 매호마다 별도의 포맷 가공비를 부담하더라도 PMC
학술지가 되도록 노력을 집중한다면 KJVR은 아주 쉽게 PMC 등재 학술지
가 되어 전 세계 모든 학자가 인용할 수 있는 유수한 학술지로 변신할 수 있
을 것이다.

제1장 수의학회 60년 발자취

190

영문학회지(JVS) 창간과 SCI 등재

–
07

1990년 초반부터 연구비 신청, 승진, 승급, 신규 채용, 상여금, 정년 보
장, 재임용 등에 SCI 논문이 평가기준이 되는 바람에 대학이나 연구소 재직
자는 모두가 SCI 또는 SCIE 등재잡지에만 논문을 주로 투고하게 되었다.
그러다 보니 상대적으로 대한수의학학회지 KJVR에 대한 논문투고는 해가
거듭될수록 자꾸 줄어드는 상황이었다. 이렇게 되자 우리 학회는 1997년 선
임된 초대 이사장인 한홍율 회장이 국문지를 증간하여 영문지로 전환할 것
을 전제로 영문 논문 게재를 늘려가기로 논의하기도 하였고, 1998년 제42차
총회에서는 결의까지 하였다. 그 결과 1999년에는 실제로 1년에 4회 발간하
는 국문지를 6회 발간으로 증간하면서 2회(39권 2호와 4호)는 영문논문으로
만 발간하기도 하여 장차 이를 발판으로 SCI 등재를 추진하고자 시도하기
도 하였다.
그러나 1년여 만에 이것이 무모한 시도라는 것이 확인되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자국어와 영어로 혼합 발행하는 학술지보다는 모든 논문을 만
국 공통 언어인 영어로 발행하는 학술지가 SCI에 쉽게 등재될 수 있다는 사
실이었다. 그리고 이에 더해 「대한수의학회 40년사」(38권 3호 부록)에서 “수
의학회의 전망과 발전방안”의 하나로 영문학술지 창간을 적극 제안함에 따
라 영문지 창간이 공식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하였지만 회장의 임기 만료가
임박한 당시로서는 이를 더 이상 추진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그러나 다행
히도 SCI 및 PubMed에 큰 관심을 가진 이흥식 회원(서울대)이 제2대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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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겸 제22대 회장에 출마를 하며 영문지 창간을 공약함에 따라 영문지의
창간 준비는 본격화 되었다.
정기총회에서 제2대 이사장이 확정되고, 이사회에서 영문지 창간이
결정된 후에는 이 영문지의 SCI 등재를 최우선 목표로 할 것인지 아니면
Medline/PubMed 등재를 최우선 목표로 할 것인지 논란이 많았지만 Medline/PubMed 등재를 제1 목표로 하되 준비는 이들 둘 모두를 위해 전력을
다하기로 하였다. 그 이유는 SCI는 인용지수(Impact Factor, IF)가 중요한 참
고자료지만 Medline/PubMed는 IF를 고려하지 않고, 등재 심사 기간이 짧
고 보통 신청하면 10%가 선정된다는 장점이 있지만 SCI는 심사가 까다롭
고 신청 대상의 5% 정도만 선정되는 단점이 있다는 정보가 있었기 때문이
었다. 아울러 SCI는 정보를 이용하려면 많은 정보 이용료를 지불하여야 이
용할 수 있지만 Medline/PubMed는 언제 어디서나 누구라도 무료로 정보
를 이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J Vet Sci를 Medline/PubMed에 등재만 시킬
수 있다면 빠른 시간 내에 인용이 많아져 IF 향상에 크게 도움이 되어 쉽게
SCI 등재 학술지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기 때문이기도 하다.
따라서 1년에 몇 번을 발행할 것인가. 발행 재원은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영문원고는 어떻게 충당할 것인가. 편집위원은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영문
잡지 제호는 무엇으로 할 것인가. 한번 발행할 때마다 논문은 몇 편을 게재
할 것인가. 출판인쇄는 어디서 할 것인가. 창간호 표지는 어떻게 디자인할
것인가. PubMed 및 SCI 등재 요건을 어떻게 충족할 것인지 많은 문제가
있었다.
이들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가장 먼저 시작한 것이 「영문
지발간준비위원회(위원장 이흥식)」를 구성하고 영문 잡지 제호를 작명하였
다. 이를 위해 1999년 11월 학회 홈페이지와 e메일을 통해 영문학회지 창
간 계획을 알리고 제호를 공모하였다. 영문 잡지명의 전제 조건은 한국에
서 발행되는 한국에 국한된 잡지가 아니라 수의계를 대표하는 “세계적인 국
제 잡지의 인상을 줄 수 있는 명칭”이었다. 이런 과정을 거쳐 International
Journal of Veterinary Research, International Journal of Veterinary Science,
International Veterinary Research, Veterinary Science Journal, Archives of
Veterinary Sciences, Veterinary Science, Journal of Veterinary Science 등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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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 건이 제안되었으나 인터넷 투표 결과를 참고한 「영문지발간준비위원회」
최종 결정에서 서울대 윤희정 회원이 제안한 「Journal of Veterinary Science
(J Vet Sci, JVS)」가 영문학술지 제호로 채택되었다.

제호를 정한 후에는 편집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하였는데 편집위원 선정
기준을 “최근 5년간 SCI 논문이 가장 많은 저자”로 하여 전국 10개 대학에
서 2명씩 기관장에게서 추천을 받았다. 그리고 외국인은 e메일과 홈페이지
를 통해 “SCI 논문이 많은 외국 저명 학자”를 모든 회원이 추천하도록 공지
하여 심사 후 결정하였다. 이렇게 SCI 논문이 많은 저자를 우선으로 한 이
유는 SCI 평가에 「편집위원들의 SCI 등재 학술지 논문 편수」가 평가 대상
이 되기 때문이었다. 이런 과정을 거쳐 외국인 16명, 내국인 17명으로 편집
위원회를 구성하여 “SCI가 요구하는 Editor의 국제적 다양성”을 마련하였
고, 편집위원장에는 서울대 이영순 교수, 부위원장에는 서울대 박용호 교수
와 유한상 교수를 두고 이들이 창간에 대한 실무를 맡되 반드시 회장과 협
의하여 진행하도록 특별 체제를 구성하였다(그림 7-1).
이와 같이 영문지 창간에 대한 준비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자 큰 걱정은
영문 원고였다. 국문지에 영문 원고가 투고되고는 있었지만 그 수는 불과
10% 내외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문 논문 중 우
수하다고 판단되는 논문은 영어로 다시 작성하여 제출해 주도록 저자에게
특청도 하고 SCI 논문이 많은 저자에게는 J Vet Sci 창간호에 투고를 독려
하기도 하였다. 이렇게 하여 접수된 원고라도 일단은 심사 후 다시 영어 원
어민에게 영문 교열을 받아 영문지 창간을
준비하였다.
창간호 표지는 출판사를 결정한 후 출
판사 디자인부에 “국제 감각과 현대 감각
이 풍기는 품위 있는 표지”를 만들어 달라
고 부탁하여 10개의 표지 디자인을 받아 역
시 홈페이지에 띄워 회원들의 투표로 결정
하였다. 본문의 편집 체제는 정말 결정하기
가 무척 힘들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학
술지마다 고유의 편집틀이 있고 이를 통해

그림 7-1  영문지 JVS의 편집위원 임명장(200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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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학술지의 특성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었다. J Vet Sci의 경우에
도 J Vet Sci 고유의 틀을 마련하되 누가보아도 “국제적인 감각이 있어야 할
것”으로 정하고 디자인을 의뢰하였다. 그 결과 출판사에서 5가지의 틀을 시
안으로 보내와 이들 중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것을 기본으로 몇 가지
점을 보완하여 결정하였다.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 2000년 6월 30일 드디어 창간호가 발행되었다.
창간호에는 9편의 논문에 실렸는데 매호 10편 내외 게재를 원칙으로 2000
년에는 6월과 12월 2회, 2001년에는 4월, 8월 12월 3회, 2002년에는 3월, 6월,
9월, 12월 4회 발행으로 발간횟수를 점차 늘려 이후는 매년 4회 계간하기로
방침을 세웠다. 그리고 출간 비용은 표 3과 4에 광고를 게재하여 광고비로
충당하되 부족한 재원은 전적으로 학회에서 지원하기로 하고 1권 1호 1,200

그림 7-2  영문지 JVS 창간호 목차
(200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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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를 발행하였다(그림 7-2).
J Vet Sci는 창간호가 출간되자마자 WHO, FAO, FDA, WAHO, OIE
등 국제기구, EPA, Medline, USDA, APHIS 등 공공기관과 미국회도서관
을 비롯한 전세계 81개 국가 공공도서관과 관련 대학 도서관 등 기관에 452
부를 배부하였으며 Thomson Scientific, CAB, EMBASE, EBSCO 등 세계
적인 정보 회사들에 J Vet Sci를 보내 J Vet Sci가 새롭게 창간된 수의학분야
국제 잡지임을 알리는데 노력하였다. 그 결과 창간 6개월 만에 11월 20일에
세계적으로 유명한 정보회사인 영국의 CAB Abstract 및 Index Veterinarius
에 조건 없이 등재되었다.
그리고 PubMed/Medline에서 요구하는 조건에 따라 6월 창간호와 연
말 12월호로 1년에 2번 발행하였으므로 2권 1호가 나오자마자 2001년 5
월 1일에 1년에 2회 이상 발행하는 경우를 상정하여 최근에 발행된 통권
3호(1권 1호, 1권 2호, 2권 1호) 전부와 PubMed/Medline 등재 신청 편지를
PubMed/Medline에 보냈다. 그 결과 창간 1년 4개월만인 2001년 10월 26일,
PubMed/Medline 등재 신청 6개월 만에 생명과학 분야의 SCI라 일컬어지
는 Medline, PubMed 및 Index Medicus에 등재되었다. 이렇게 됨과 동시에
제3대 이사장이 선출되면서 새 집행부는 이사장이 소속된 충남대로 학회
사무실을 옮겨가면서 2003년 봄학회와 가을학회, 2004년 봄학회, 2005년
봄학회의 초록집을 J Vet Sci의 부록으로 발행하였다. 그런데 이와 같은 부
록 발행은 SCI 등재에 도움이 되리라고 판단하였지만 이는 오히려 SCI등
재를 가로막는 최악의 악재가 되어 J Vet Sci의 SCI 등재가 늦어지는 요인
이 되었다. 그 이유는 다름 아니라 SCI나 Medline/PubMed에 이들 부록을
보내고 홈페이지에 일반 논문과 같은 형태로 띄워야하는데 이런 조치를 전혀
하지 않은 것이 탈이었다. 그 이유는 SCI(E)나 Medline/PubMed는 정형적
인 서지사항을 제대로 갖춘 논문만을 학술논문으로 인정하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다행히도 2003년 11월 새롭게 JVS 편집위원장을 맡은 서울대
이흥식 교수는 취임하자마자 이와 같은 사정을 인지하고 즉시 이를 중단하
였다. 만일 이를 그대로 지금까지 시행했다면 J Vet Sci는 결코 SCIE 등재
학술지가 되지 못하였을 것이다. 그 이유는 발행 논문수와 인용이 비례하여
IF로 평가되는데 부록에 실린 논문 초록에 의해 매년 논문이 적게는 200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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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게는 370편이 늘어나는데 비하여 인용은 극히 미미할 수밖에 없었기 때
문이다. 더구나 J Vet Sci를 창간한 이흥식 회장의 임기가 끝나고 후임 충남
대 김무강 회장에게 넘어간 후 임기 말인 2003년 9월 대전에서 열린 편집회
의에서 JVS는 폐간 위기를 맞은 일이 있다. 이는 2003년 11월부터 제4대 이
사장 겸 제24대 회장으로 내정된 서울대 이영순 교수가 당시 회의에 참석하
여 겪은 상황을 다음과 같이 생생히 증언하고 있다.
“2003년 9월 어느 날인가 대전에서 개최된 편집위원회에 갔더니 총무간사
인 김상근 교수가 현재 대한수의학회 영문 학회지인 J Vet Sci 출판에 필요
한 원고가 거의 들어오지 않아 출판을 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하면서 학술진
흥재단에서 한글판 대한수의학회지는 ‘학술진흥재단’에 등재된 KSCI 학
술지이므로 여기에 실린 논문은 인정해주지만 영문학술지 J Vet Sci는 ‘학
술진흥재단’에 등재된 KSCI 학술지가 아니라 논문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고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사실을 알고는 J Vet Sci에 투고했던 저자
들이 논문을 모두 찾아가는 소동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편집위원
회는 학진도 인정 안 해주는 J Vet Sci에 누가 논문을 투고하겠느냐며 J Vet
Sci 폐간에 동의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저는 2개월 후에 수의학회를 맡을
차기 회장으로서 더구나 초대 J Vet Sci 편집위원장을 맡았던 입장에서 ‘이
문제는 차기 회장인 저에게 맡기시고 폐간이라는 결정만은 내리지 말라’고
부탁하고 귀경하는 즉시 전화로 학진 담당자를 찾아 문의했더니 ‘무슨 말
씀입니까. 지금 정부는 영문학술지 발행을 유도하느라 얼마나 애쓰고 있는
데요. 말도 안됩니다. 저희는 그런 적 없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해
서 논문을 되 찾아간 교수들에게 이 같은 사실을 알리고 다시 논문을 투고
하게 하였지요. 하마터면 J Vet Sci는 없어질 뻔 했습니다.”

J Vet Sci가 창간 후 빠른 시일 내에 SCIE 등재 학술지가 되었다고는
하지만 창간 3년 전부터 각종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여 나름대로 준비를 했
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오히려 늦은 감이 있다. 그러나 SCI 등재가 늦어진
데는 그럴 만한 요인이 몇 가지 있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짧은 회장 임기
에 따라서 그리고 개인 사정으로 2년에 3번이나 편집위원장이 바뀌고 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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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이런 교체로 발행일을 넘겨 발행하기도 하여 Medline으로부터 독촉 경
고를 받은 일도 있었고 심지어는 수의학회 회장단과 실무자가 2003년 3월
SCI 등재 여부를 심사하는 회사인 미국 필라델피아의 ISI 본사를 방문하여
학술지의 SCI 등재 여부는 「발행일 준수가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설명을
확인하고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2002년 12월호에 1년에 4번(3월, 6월, 9월,
12월) 발행한다고 JVS에 공식적으로 공고했음에도 아무런 공지나 유예기간

도 없이 다음해부터 갑자기 발간 횟수를 3회(4월, 8월, 12월)로 줄이는 등 많
은 우여곡절이 있었고, 더구나 2003년 5월 23일 개최된 제16차 이사회에서
는 국문지와 영문지를 합병하여 국문지를 영문체제로 전환하되 JVS는 자진
폐간하기로 하고, 동년 9월 5일 개최된 제18차 이사회에서는 영문지와 국문
지의 통합 선언을 결정한 사실이다.
JVS 창간 이전부터 사실은 말 못할 어려움도 있었다. 원로 회원 중 두
사람은 ‘우리나라에서 영문학술지를 발행해도 외국인들이 투고도 안할 것
이고 더구나 SCI 잡지가 된다는 것은 꿈같은 일이니 창간을 포기하라’고 권
유받은 일도 있었던 점에서 보면 오히려 이와 같은 결정은 당연한 것이었는
지 모른다. 그러나 이와 같은 영문지 폐간 결정이 외부에 알려지자 의학계
에서는 Medline/PubMed에 등재되는 것이 하늘에 별 따기 만큼이나 어려
운데 Medline/PubMed 등재 학술지를 자진 폐간한다는 사실에 경악을 금
치 못했고, J Vet Sci 창간을 주도한 이흥식 회장은 판권을 넘겨주면 개인적
으로 사비를 털어서라도 J Vet Sci를 계속 발행하여 SCI 등재 잡지를 만들
겠다고 당시 회장에게 요청한 일도 있었다.
제4대 JVS 편집위원장에 이흥식 교수(서울대 수의대)가 취임한 후 2004
년 1월 16일부터 J Vet Sci가 Medline에 Linkout되어 J Vet Sci의 논문 인용
이 증가되면서 5월 8일에는 세계적인 수의학 분야 정보 웹사이트인 IVIS에
링크되었고, 6월에는 USDA의 AGRICOLA에 등재되었다. 더구나 2004년
11월 20일에는 제2의 SCI라 일컬어지는 SCOPUS에도 등재되어 명실공
히 국제잡지로서 기틀을 다졌다. 그리고 2005년 3월 15일에는 생명과학정
보 DB인 EBSCO, 4월 10일에는 세계적인 의학정보 DB인 EMBASE, 7월
10일에는 KoreaMed, 9월 5일에는 FAO 데이터베이스인 AGRIS에 등재되
었다. 2006년 6월 1일에는 그렇게나 갈망해오던 SCI 등재의 관문인 SC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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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비롯해 BIOSIS Preview, Biological Abstracts, Biology & Environmental
Sciences, Zoological Records, Focus on; Veterinary Science & Medicine에
동시 등재되었다. 이것은 2006년 현재 우리나라에서 SCIE에 39번째로 등
재된 당해 연도 유일한 학술지였고, 우리나라 Medline/PubMed 등재잡지
16종 중 7번째, 의학학술지 154종 중 5번째, 학진 등재지 1,312종 중 44번째,
우리나라 생명과학 학술지 340종 중 10번째로 등재된 쾌거였다.
JVS의 SCIE 등재와 관련하여 반드시 기록에 남겨야 될 것은 무엇보다
학진과 과총의 재정적 및 행정적 지원이 큰 힘이 되었다는 점이다. 특히 당
시 학진의 의약학단장이던 건국대 수의대 이상목 교수가 음양의 조언을 해
준 것은 아주 많은 도움이 되었다.
J Vet Sci는 2009년 8월 25일 미국 NIH에서 운영하는 Open Access
Journal 통합 사이트인 PubMed Central(PMC)에 등재 신청을 하여 단 1주
일만인 8월 31일 등재 결정을 통보받았는데 이와 같이 신속한 등재는 극히
드문 일이라는 것이 관련분야의 통설이다. 이후 PMC에서 요구한 XML을
마련하여 즉시 보내자 4개월 만인 2010년 1월 12일 저녁 10시부터 PMC
사이트에서 전 세계 모든 학자가 무료로 J Vet Sci 원문을 받아볼 수 있게
되었다.
SCIE로 등재된 후 3년 후부터 공식적으로 발표되는 JVS의 영향력지
수(IF)는 2009년 6월 19일에 처음 발표되었는데 2008년의 JVS IF는 0.937
이었다. IF를 발표한 당시 Thomson Reuters 회사의 공식 통계에 의하면 전
세계 수의학 분야 SCI 등재잡지는 총 154종(SCI 67종, SCIE 87종)이지만 이
번에는 134종만 IF가 발표되었고 나머지 20종은 IF가 부여되지 못하였다.
그 이유는 SCI 등재는 되었지만 아직 만 3년이 안 된 경우 그리고 자기 인
용(self citation)이 과다하여 IF를 산정하지 아니한 경우 및 저널 명칭이 변경
되었거나 폐간되었기 때문이다.
2008년도 JVS에 처음 부여된 IF=0.937은 수의학 분야 134종 학술지
중 53위였다. 이는 당시 국내 SCI 등재 잡지는 총 40종으로 J Vet Sci는 15
위에 링크되어 KoreaMed 등재 학술지(184종) 중 SCI에 등재된 22종에서
JVS가 3위를 차지하였다. JVS가 SCIE 등재 학술지가 된 후 10년이 지난
2018년 6월 29일 발표된 Journal Citation Report(JCR)에 의하면 JVS의 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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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3  J Vet Sci의 5년간 IF 변화
(2018년 6월 현재)

는 1.327로 전 세계 수의학 분야 SCI 등재 학술지 140종 중 중상위에 속하
는 48위로 지난 10여 년간 IF는 대체로 0.9 내지 1.3 사이를 오가고 있다(그
림 7-3, 표 7-1).

IF=1.327은 J Vet Sci가 2006년 SCIE에 등재된 후 받은 최고의 IF지
만 JVS가 내과, 외과, 생명공학, 방사선, 실험동물, 해부, 병리, 생리, 약리,
치과, 안과, 미생물, 면역학, 기생충, 공중보건, 어류질병 등 모든 수의 분야
를 다루고 있는 종합학술지라는 점에서 볼 때 이는 대단한 쾌거이다. 그 이
유는 48위 이상에는 주로 높은 IF를 받은 면역학, 어류질병, 진균학, 미생물,
종양학, 곤충학. 마취학, 병리학, 영양학, 내과, 심장학, 동물복지, 행동학 등
특정 분야만을 다루는 학술지거나 아니면 말, 조류, 어류, 곤충 등 특정 동
물을 취급하는 특정 분야 학술지가 대부분이라는 점이다. 다시 말해 JVS와
같은 종합학술지는 48종 중 10종에 지나지 않는 다는 점에서 JVS는 140종
SCIE 등재지 중 종합학술지 10위에 해당하는 우수한 학술지임을 이번에
도 유감없이 나타내었다. 우리와 경쟁 관계에 있는 일본의 J Vet Med Sci는
0.803으로 86위에 머무르고 있고, 미국의 Am J Vet Res는 0.833으로 83위
에 링크되어 있다.
하지만 물리, 화학, 전기전자, 통신, 생물학, 축산학, 영양학, 간호학, 약
학 등 국내 SCIE 등재지는 모두 129종으로 2006년 JVS가 SCIE에 처음 등
재되었을 당시 국내 SCIE 등재학술지 40종에 비해 약 3배 증가되었고, 이
중 의약학분야의 SCIE 등재지는 자그마치 49종이나 된다. 다시 말해 국내
에서 발행되는 의학분야 학술지 Experimental and Molecular Medicine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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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1  J Vet Sci의 10년간 IF 연도별 변화(2018년 7월 12일 현재)
발간연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출판논문수

64

60

58

63

64

70

75

71

76

87

인용논문/
출판논문

134/
143

118/
133

143/
124

137/
118

112/
121

145/
127

156/
134

156/
145

153/
146

195/
147

IF*

0.937

0.887

1.153

1,161

0.926

1.142

1.164

1.076

1.164

1.327

SJR**

0.345

0.378

0.430

0.444

0.437

0.526

0.518

0.591

0.556

0.469

*지난 2년간 발표된 논문이 3년차에 얼마나 인용되었는지 산출하여 다음해 발표하는 영향력지수(Impact Factor)
임. **2018년 7월12일 기준(3년 기준으로 저널 수 증가에 따라 수시로 달라짐)

표 7-2  J Vet Sci의 연도 및 월별 논문 접수 현황(2018년 3월 말 현재)
월별

1

2

3

4

5

6

7

8

9

10

11

12

계(외국)

2004

7

5

13

7

9

7

10

6

12

6

15

7

104(40%)

2005

15

13

14

8

9

13

10

12

11

15

7

14

141(51%)

2006

12

10

14

8

18

17

20

31

27

34

28

12

231(50%)

2007

20

14

15

19

17

25

20

20

16

24

20

15

225(59%)

2008

19

17

20

10

20

23

10

12

12

18

23

17

201(60%)

2009

13

27

13

19

24

19

30

21

45

30

34

26

301(66%)

2010

31

44

51

35

41

49

45

33

52

35

38

37

491(80%)

2011

19

27

50

30

51

47

52

55

59

51

36

64

541(81%)

2012

44

38

52

45

40

31

27

31

33

32

18

22

413(83%)

2013

32

27

38

27

17

32

27

36

31

26

22

37

352(78%)

2014

26

29

26

33

22

26

24

32

37

33

37

35

360(74%)

2015

40

35

51

41

36

44

50

25

40

44

33

46

485(77%)

2016

32

28

47

56

45

35

22

42

38

32

35

25

437(79%)

2017

36

31

50

38

46

43

33

48

32

36

30

31

454(74%)

2018

53

41

28

IF가 2006년 2.286이었는데 2017년 5.584으로 2배 이상 증가하였고, SCIE
등재지도 의학분야의 경우 22종에서 49종으로 증가되는 등 모두가 2배 이
상 증가되었다는 점에서 현재까지 JVS가 받은 IF 중 금년에 최고의 IF를 받
았다고 안주할 것이 아니라 타 분야에 비해 미약한 발전이라는 점에서 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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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3  J Vet Sci의 투고논문 대비 게재율 비교(2017년 12월 말 현재)
투고
논문
(편)

총게재
논문
(편)

평균
게재율
(%)

외국인 게
재 논문
(%)

외국인
투고편수
(%)

외국인
게재율
(%)

내국인
게재 논문
(%)

내국인
투고편
수(%)

내국인
게재율
(%)

2005년

141

66

46.8

21(32)

72(51)

29.1

45(68)

69(49)

65.2

2006년

231

74

32.0

31(42)

117(51)

26.5

43(58)

114(49)

37.7

2007년

225

69

30.6

27(39)

132(59)

20.5

42(61)

93(41)

45.2

2008년

201

64

31.8

24(38)

120(60)

20.0

40(62)

81(40)

49.4

2009년

301

60

20.3

27(44)

199(66)

13.6

33(56)

102(34)

32.4

2010년

491

58

11.8

25(43)

395(80)

6.3

33(57)

96(20)

34.4

2011년

541

63

11.6

34(54)

437(81)

7.8

29(46)

104(19)

27.9

2012년

413

64

15.5

37(58)

342(83)

10.8

27(42)

71(17)

38.0

2013년

352

70

19.9

21(30)

273(78)

7.7

49(70)

79(22)

62.0

2014년

360

75

20.8

39(52)

266(74)

14.7

36(48)

94(26)

38.9

2015년

485

71

14.6

34(48)

369(76)

9.2

37(52)

116(24)

31.9

2016년

437

76

17.4

26(34)

346(79)

7.5

59(66)

91(21)

64.8

2017년

454

85

18.7

33(39)

330(73)

10.0

52(61)

124(27)

41.9

평균

22.4

14.1

43.8

*당해 연도 게재논문은 전년도 또는 전전년도의 투고논문이 게재될 수 있으나 당해 연도 투고논문과 당해 연도 게
재 논문 비로 단순 계산함. **게재율은 외국인게재논문/외국인투고논문, 내국인게재논문/내국인투고논문으로 단순
계산함.

학회는 더욱 분발하여야 된다는 반증이며 격려로 보인다.
J Vet Sci는 SCOPUS에 등재된 첫해인 2004년의 SCOPUS 등재 학술
지를 DB로 하여 분석한 결과를 기준으로 발표한 SCImago Journal Rank(SJR)지수가 0.175로 전 세계 수의학 학술잡지 104종의 SCOPUS 등재 잡지

중 89위로 하위였다. 그러나 이후 매년 JVS의 SJR 지수는 상승을 거듭하여
SCOPUS 등재 후 15년여 경과한 2018년 7월 12일 기준으로 본 SCOPUS
SJR지수는 0.469로 전 세계 수의학 분야 SCOPUS 등재 학술지 179종 중
60위이다. 이는 종합학술지로서는 19위로 영국의 Veterinary Record 0.464
및 일본의 J Vet Med Sci 0.459보다 앞서 있다. 하지만 2008년 이래 계속 상
승하던 SJR 지수가 2015년을 기점으로 하락하여 2017년에는 전년도에 비
하여 0.087 그리고 최고점에 비해 0.122나 저하된 것은 다시 한 번 그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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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을 하여 재기의 기회를 삼아야 될 것이다(표 7-1).
흔히들 JVS는 심사가 너무 까다롭고 더구나 심사기간이 길어 불편하다
고 하는 데는 그만한 사연이 있다. 우선 논문 접수와 그 심사과정을 보면 잘
알 수 있는데 2017년 가을에 발간된 국문 학회지 57권 3호 부록 213쪽에 도
표로 설명되어 있다. 즉, JVS에 투고하면 우선 투고규정 준수 여부를 확인
한 후 접수번호를 부여하고, 1~2주에 한번 논문 검토회의를 진행한다. 이때
Scope, Location, Originality, Significance, Quality를 점검하고 심사여부를
정한다. 이 과정에서도 논문 심사여부가 거부될 수 있다. 논문심사가 결정되
면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논문유사도검사(Cross Check)를 한 후 해당
분야 최고의 전문가 2~3명에게 심사를 의뢰한다.
2017년까지는 심사기간이 3주였으나 보다 출판 일정을 조금이라도 당
기기 위해 현재는 2주를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2주를 넘기는 경우가 있는
것이 현실이다. 실제로 2013년부터 2017년 10월까지 출판된 논문의 심사기
간을 보면 논문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평균 4개월 정도였다(2013년-4개월 18
일, 2014년-3개월 25일, 2015년-3개월 23일, 2016년-3개월 22일, 2017년-4개월 23
일). Cross Check 시 재료와 방법을 포함하여 40% 이상이 다른 논문과 유

사하면 저자에게 논문을 반려한다. 논문유사도가 10~20%인 경우에도 논문
표절이 문제될 수 있을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될 때는 저자에게 수정· 보완을
요청하고 3일 내에 회신이 없으면 저자 스스로 논문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
그리고 2007년 9월부터 저자로부터 심사자를 3명 추천받고 있었으나
심사위원 선정문제로 심사기간이 길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2017년부터는 5
명의 추천을 받고 있다. 이는 저자가 추천한 인사이기 때문에 저자 편향이
있을 개연성이 있으므로 단지 참고하여 심사자를 선정하고 있다. 만일 논문
심사자 2인 중 1인이 논문 심사에 부정적인 결과를 부여하는 경우 제3자에
게 심사를 다시 의뢰하는 경우도 있으며 객관적으로 볼 때 심사 탈락의 이
유가 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대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다. 심사의
최종 결과는 편집장의 책임 하에 결정된다.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 JVS 게재가 결정되면 저자와 여러 차례 교정
지를 주고받아 출간을 하는데 투고부터 출간까지 영문교정, 저자교정, 편집
교정, 저자확인, 편집확인을 포함하여 최소한 7개월 이상 소요된다. 더구나

제1장 수의학회 60년 발자취

202

내· 외국인 투고 특히 외국인 투고(최근 5년 평균 76.72%)가 날이 갈수록 늘어
나 원고가 적체되는 현상도 보이고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해 2013년 3월호
부터는 게재가 결정된 논문의 경우 미리 Medline과 PubMed에 논문 파일
을 보내 PMID를 받아 Epub ahead of print(AOP)를 발행하고 있다. AOP
논문은 매월 5~15편이 게시되며, 게시 후 보통 3~6개월 후 출간되지만
2018년부터 JVS가 년 6회 발간됨에 따라 1개월 이내 출간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AOP 논문은 PubMed에서는 초록만 게시되고 있으나 학회 홈
페이지(www.vetsci.org)에서는 인쇄 중(paper in press)으로 표기되어 전문이 게
시되고 있다.
2014년 학회 홈페이지를 리뉴얼하면서 크게 달라진 점은 JVS에 게재
된 자신의 논문이 누구에 의하여 어떤 학술지에 몇 번이나 인용이 되었는지
알 수 있게 된 것이다. 즉, 홈페이지를 개편하면서 Google Scholar에 연계되
어 이들의 빅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게 된 점이다. 우리 학회 JVS 학술지 홈
페이지에 들어가 왼쪽 메뉴 중 Archives를 클릭하면 연도별 논문 제목이 나
오고 이들 오른쪽 아래에 있는 PDF 옆의 Google Scholar Search를 클릭하
면 인용횟수가 나오게 되어 있다. 이를 다시 클릭하면 누가 언제 어떤 학술지
에 나의 논문을 몇 번이나 인용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은 매
일 실시간 업데이트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 자신의 논문이 오늘 오후 4
시에 4회 인용되었는데 저녁 8시에는 10회 인용된 것으로 확인될 수도 있다.
자신의 논문이 언제 어떤 학술지에 몇 번이나 인용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Google Scholar Search 이외에 Thomson Reuters 회사의 Web
of Science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으나 Web of Science는 소속 기관이 단
체로 또는 개인적으로 아주 고가의 사용료를 내야만 이용할 수 있는 불편한
점이 있기 때문에 회원 스스로 언제 어디서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Google Scholar Search를 이용하여 회원들의 피인용 정도를 알아본 결과는 다음
과 같다.
Google Scholar를 통해 창간호 1권 1호부터 2017년 12월 발행된 18권
4호까지 확인된 논문 중 2018년 4월 10일부터 1주 동안 조사한 바에 의하면
현재 50회 이상 인용된 논문은 모두 59편으로 41편(69.5%)이 국내 논문이었
고, 18편(30.5%)이 외국 논문이었다. 외국논문 중 인도는 4편이었으며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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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중국이 각각 3편이었고 그리스, 나이지리아, 독일, 이태리, 요르단, 인도,
인도네시아, 케냐가 각각 1편씩이었다. 국내의 경우에는 서울대가 25편으로
전체 논문 59편의 42.4%, 국내 논문 41편 중 42.4%를 차지하였고, 다음이
검역본부가 6편으로 전체 논문의 10.2%, 국내 논문의 14.6%였고 전북대와
충북대는 각각 4편과 2편으로 9.8%와 4.9%였다. 경북대, 경상대, 제주대, 한
양대는 각각 1편이었다. 50회 이상 인용된 논문과 인용횟수는 다음과 같다.
1. 246회: Pim-1 A serine/threonine kinase with a role in cell survival,
proliferation, differentiation and tumorigenesis. ZP Wang, N Bhattacharya, M Weaver, K Petersen, M Meyer, L Gapter, Nancy S. 2(3):
167-179. 2001.
2. 186회: Cellular uptake of magnetic nanoparticle is mediated through
energy- dependent endocytosis in A549 cells. JS Kim, TJ Yoon, KN
Yu, MS Noh, MA Woo, BG Kim, KH Lee, BH Sohn, SB Park, JK
Lee, MH Cho. 7(4): 321-326. 2006.
3. 164회: Immunomodulatory and antitumor effects in vivo by the cytoplasmic fraction of Lactobacillus casei and Bifidobacterium longum.
JW Lee, JG Shin, EH Kim, HE Kang, IB Yim, JY Kim, HG Joo, HJ
Woo. 5(1): 41-48. 2004.
4. 163회: Mutation and overexpression of p53 as a prognostic factor in
canine mammary tumors. CH Lee, WH Kim, JH Lim, MS Kang, DY
Kim, OK Kweon. 5(1): 63-69.
5. 149회: Functional recovery and neural differentiation after transplantation of allogenic adipose-derived stem cells in a canine model of acute
spinal cord injury. HH Ryu, JH Lim, YE Byeon, JR Park, MS Seo,
YW Lee, WH Kim, KS Kang, OK Kweon. 10(4): 273-284. 2009.

6. 142회:
Characterization of lymphocyte subpopulations and major histocompatibility complex haplotypes of mastitis-resistant and susceptible
cows. YH Park, Y S Joo, J Y Park, JS Moon, SH Kim, NH Kwon, JS
Ahn, WC Davis, CJ Davies. 5(1): 29-39.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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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140회: Transplantation of canine umbilical cord blood-derived mesenchymal stem cells in experimentally induced spinal cord injured dogs.
JH Lim, YE Byeon, HH Ryu, YH Jeong, YW Lee, WH Kim, KS
Kang, OK Kweon. 8(3): 275-282. 2007.
8. 117회: Comparative studies on pheno- and genotypic properties of
Staphylococcus aureus isolated from bovine subclinical mastitis in central Java in Indonesia and Hesse in Germany. SIO Salasia, Z Khusnan,
C Lammler, Ml Zschock. 5(2): 103-109. 2004.

9. 115회:
Isolation and characterization of canine umbilical cord
blood-derived mesenchymal stem cells. MS Seo, YH Jeong, JRan Park,
SB Park, KH Rho, HS Kim, KR Yu, SH Lee, JW Jung, YS Lee, KS
Kang. 10(3): 181-187. 2009.
10. 107회: Isolation and characterization of Streptococcus sp. from diseased flounder (Paralichthys olivaceus)in Jeju Island. GW Baeck, JH
Kim, DK Gomez, SC Park. 7(1): 53-58. 2006.

11. 107회:
Comparing the osteogenic potential of canine mesenchymal
stem cells derived from adipose tissues, bone marrow, umbilical cord
blood, and Wharton's jelly for treating bone defects. BJ Kang, HH
Ryu, SS Park, Y Koyama, M Kikuchi, HM Woo, WH Kim, OK
Kweon. 13(3): 299-310. 2012.
12. 107회: Risk factors for retained placenta and the effect of retained
placenta on the occurrence of postpartum diseases and subsequent
reproductive performance in dairy cows. YK Han, IH Kim. 6(1): 5359. 2005.
13. 106회: Relationship between sperm quality traits and field-fertility of
porcine semen. IA Tsakmakidis, AG Lymberopoulos, TAA Khalif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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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VS 게재 논문 중 2018년 4월 17일 현재까지 전혀 한 번도 인용이 안
된 논문이 있는가 하면 가장 많이 인용된 논문도 있는데 미국 워싱턴주립대
학에 근무하는 Dr. Wang 교수가 투고한 「Pim-1 A serine/threonine kin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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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4   최고의 인용
회수를 자랑하는 JVS 논
문 일부(2001년)

with a role in cell survival, proliferation, differentiation and tumorigenesis」
에 관한 외국 논문으로 246회 인용되었다(그림 7-4).
인용이 아니 된 논문은 시대적인 조류에 동떨어진 주제의 연구이거나
표 7-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최근에 발행된 논문이었기 때문이라고 추정된
다. 50번 이상 인용된 논문 중 8권(2007년)에 게재된 10개 논문이 총 754회
인용되어 1개 논문이 평균 75회 인용되었다. 그러나 2001년에는 단 2개 논
문이 총 343회 인용되어 논문 1편당 171회 인용된 것으로 확인되며, 2014
년 이후에는 50회 이상 인용된 논문이 전혀 없지만 JVS에 게재된 논문은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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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4  J Vet Sci의 SCI 인용 현황(2018년 3월 말 현재)
인용횟수

권별게재
(논문편수)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7권(74)

11

47

78

99

90

83

81

69

69

67

3

59

79

92

86

77

71

75

6

35

72

105

75

78

7

72

112

115

2

29
7

8권(69)
9권(64)
10권(60)
11권(58)
12권(63)
13권(64)

‘17

인용
횟수

인용
논문

67

74

835

70

72

72

80

766

65

85

77

87

78

698

63

113

93

79

92

101

784

59

70

84

72

69

76

76

478

56

49

91

85

79

96

86

493

60

4

52

98

93

106

97

450

61

2

66

101

111

99

379

66

4

59

87

105

255

64

6

67

91

164

62

22

82

104

51

18

18

25

987

5,424

702

14권(70)
15권(75)
16권(71)
17권(76)
18권(85)
총(829)

11

50

143

220

328

422

471

560

647

702

883

균 7.8회 인용되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출간이 오래된 논문은 오랜 세
월에 걸쳐 많이 인용된다는 사실을 단적으로 입증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
서 우리 JVS는 앞으로 널리 인용될 가능성이 큰 학술지임에 틀림없을 것을
믿어도 좋을 듯하다.
이와 같은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것은 JVS가 창간되고 국내 어떤 학술
지보다 빠른 시일에 SCIE 등재가 되었다는 사실과 함께 등재 이전인 2003
년에도 Thomson Reuters 회사의 Web of Science에서 인용 횟수가 집계되
었다는 점 그리고 2006년 SCIE 등재 후 2017년 12월 말까지 발행된 논문
829편 중 702편이 2018년 3월 말 현재 자그마치 5,424회 인용된 사실(논문
1편 당 평균 6.5회 인용)로 충분히 설명될 수 있으며 표 7-4에서 보는 바와 같

이 2006년에 발행된 논문 74편 중 70편(95%)이 인용되었고, 2008년 발행된
논문은 64편 중 63편(98%)이 인용되었으며, 2013년에 발행된 논문 70편 중
66편(94%)이 1회 이상 인용되었다. 일반적으로 학술지 발간 3년 후 인용이
최고조에 달한 다음 서서히 인용이 감소하는 경향을 갖는다고 알려져 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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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5  2단의 반단 초록(좌)을 회색조 바탕의 통단 초록(우)으로 변경(2015년)

만 JVS의 모든 논문은 인용횟수가 대체로 일정한 범위 내에서 유지되는 것
으로도 알 수 있겠다.
J Vet Sci가 초창기인 2002~2003년에 계속 발행이냐 자진 폐간이냐 하
는 위기에 빠졌고, 연 4회 발간을 3회로 줄인 것은 편집위원장의 빈번한 교
체도 문제였지만 이외에 속사정도 있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J Vet Sci는
2003년 12월 30일에 비로소 학진 등재후보지가 되었고, 2006년 12월 30일
에 학진 등재지가 되었지만 등재 후보지가 되기 전인 2003년 이전에는 회
원들이 학진 등재 후보지도 아닌 J Vet Sci에 투고를 꺼려 결국은 영문 원고
의 기근 현상이 온 것도 하나의 원인이었다. 하지만 이런 원인보다 더 큰 원
인은 JVS에 논문을 많이 게재하여 발행하는 것이 SCI 등재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너무 안이하게 판단한 잘못이다.
다시 말해 보통 한 호당 10편 내외로 발행하던 것을 2003년 4월과 8월
에 각기 발행한 4권 1호 및 4권 2호의 경우 한꺼번에 한 호당 15편 이상 무
모하게 발행함에 따라 다음에 발행할 영문 원고가 부족하였던 것이 그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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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하나였다. 의학 전문 학술지의 경우 대부분 3번 내지 4번 발간할 수 있는
논문을 항상 보유하고 있는 것이 관례인 점을 무시한 결과였다. 따라서 논
문이 부족한 것에 대비한 궁여지책으로 2003년 5월 23일 개최된 이사회에
서는 인용점수에 의한 IF를 높이는 방안의 하나로 이미 국문지에 발표된 논
문을 영문으로 번역하여 게재하자는 결의도 있었지만 이 때까지 이것이 연
구출판윤리에 어긋나는 부정행위라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오히려 권장한
것이었다. 하지만 다행스러운 것은 2001년 10월 JVS가 Medline/PubMed
에 등재되자 외국인들이 J Vet Sci가 Medline/PubMed 등재 잡지라는 매력
에 많은 투고를 함에 따라 이는 JVS를 지탱해 주는 커다란 버팀목이 되었다
는 점이다.
이와 같은 외국인 투고 경향은 계속 이어졌고, 2008년 10월 1일부터 온
라인 투고와 심사가 이루어지게 되면서 외국인 투고가 폭증을 하여 2010년
(395편)에는 2009년(199편)에 비해 2배에 달하는 논문이 투고되어 전체 투고

논문(491편)의 80%를 차지하였고, 2011년에는 외국인 투고가 2005년부터
2017년 기간 중 역대 가장 많은 투고를 보여 전체 투고 논문(541편)의 81%
인 437편이 투고되었으며 이후 외국인 투고는 지금까지 대체로 75~80% 내
외를 유지하고 있다.
2015년 1월 27일 및 2월 10일 개최된 편집회의에서는 2단 중 오른쪽
반단에 배치한 영문 초록을 독자 눈에 잘 띄도록 바탕에 회색 망을 깔고 통
단으로 편집키로 하였고, 아울러 창간 당시부터 JVS 표지에 당호에 게재된
논문 중 사진이나 도표를 선정하여 게재하였으나 사진이나 도표를 선정하
기가 무척 어렵고 마치 표지에 실린 논문이 당호 중 가장 우수한 논문처럼
인식되는 것을 배제하기 위해 사진이나 도표를 게재하지 아니하기로 결정
하였다. 이에 따라 창간 당시부터 견지해오던 표지체제가 현재와 같이 바꿨
다(그림 7-5).
즉, 지금까지 견지해오던 초창기 표지는 2015년 3월호인 16권1호부터
전면을 백색으로 처리하되 우측에 다이아몬드 형상의 일부를 진한 청색과
엷은 청색을 엇비슷하게 대비되게 삼각형으로 배치하고, 중앙에는 큰 글자
로 잡지명 「Journal of Veterinary Science」를 3단으로 전면에 군청색으로 처
리하고, 발행 호수는 황색 형광마크를 덧씌워 강조하였으며, 기존의 학회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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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6   표지사진(좌)
게재를 없애고 잡지명
을 강조한 JVS 변경표지
(2015년)

크는 제외하고 학회명칭을 작은 글씨의 고딕체로 처리하되 우측 상단에 있
는 pISSN과 eISSN번호는 그대로 남겨두었다(그림 7-6).
2017년 7월 26일부터 9월 1일까지 인천 송도에서 개최된 세계수의사
대회(WVC)를 맞이하여 수의학회에서는 “Emerging and Re-emerging Infectious Diseases”를 주제로 영문지 JVS의 특별호(special Issue)를 발행하기
로 하고, 서울대 유한상 교수를 특집호 편집위원장으로 하여 Review 논문 3
편, 원저 10편, 단신 1편 등 14편을 게재하여 8월 25일 18권 2호의 연속 페
이지로 18권 특별호 1호로 발간하여 WVC에 참석한 인사에게 무료 배부하
였다.
2001년 Medline, PubMed 및 Index Medicus에 등재되었지만 충남대
재직 교수가 회장이 됨에 따라 신광순 충남대 교수가 제3대 영문지 편집위
원장을 맡았으나 갑자기 외국 출장을 떠나는 바람에 윤효인 교수가 제4대
위원장으로 그 뒤를 이었지만 Medline이 요구하는 후속 조치를 원만히 진
행하지 못하여 JVS가 Medline에 등재된 효과를 제대로 볼 수 없었다. 그러
나 다행히도 2003년 후임 회장인 이영순 이사장이 취임하자마자 신속하게
그날 바로 제22대 회장을 지낸 서울대 이흥식 교수를 제4대 영문지 편집위
원장으로 임명하는 조치를 취하고 JVS의 위상 회복에 전념함에 따라 JVS
가 2004년 1월 Medline에 Linkout 되어 JVS에 게재된 논문을 전 세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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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로 언제 어디서나 모든 학자들이 볼 수 있게 되자 투고 원고가 많아져
편집위원장과 부위원장(서울대 유한상 교수) 두 사람 만으로는 이를 감당할
수 없어 부득이 부위원장을 증원키로 하고 서울대 우희종 교수를 부위원장
에 임명하여 부위원장 2인 체제를 운영하게 되었다. 그러나 유한상 교수가
2005년 1월부터 1년간 미국 위스콘신-메디슨대학에 교환교수로 파견됨에
따라 서울대 서강문 교수를 부위원장으로 추가로 영입하여 부위원장 3인 체
제를 운영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체제는 2010년 1월까지 계속되었으나 2000년 창간호 출간
부터 유지해오던 학술지 전문 출판사인 한림원과 온라인 투고 시스템을 갖
추는 문제에 관하여 출판사가 난색을 표함에 따라 부득이 온라인 시스템 구
축이 가능한 출판사로 변경하기 위해 2007년 9월호인 8권 3호(통권 27권)를
㈜한림원에서 마지막으로 출판하였다. 이 후의 계속적인 출판과 온라인 시
스템 도입을 위해 2007년 7월 10일 의학계 학술지 전문 출판사인 ㈜메드랑
과 출판계약을 맺고 7월 12일 메드랑의 자회사인 ㈜인포랑과 온라인 투고
및 논문심사 시스템 구축을 계약하고 시험 가동을 거쳐 2008년 10월 1일부
터 전자접수시스템을 정식 개통하게 되었고, 2007년 12월호인 8권 4호부터
는 ㈜메드랑에서 출판하여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다.
온라인 투고 시스템이 개통되자 투고논문이 폭증하여 2010년 1월 업무
를 분산하기 위해 부위원장을 2인 체제(유한상, 윤정희 교수)와 Section Editor
제로 바꾸었다. 즉, 수의학 분야를 크게 해부-조직-발생, 생리-화학-약리,
미생물-조류질병-전염병, 병리-기생충, 공중보건-독성-실험동물-환경위
생, 내과-임상병리, 외과-방사선-생명공학의 6개 Section으로 나누고, 당시
당해 분야 SCI 발표 논문 편수가 최고인 제주대 신태균 교수, 전남대 한호
재 교수, 경북대 정규식 교수, 전북대 이존화 교수, 서울대 윤화영 교수와 이
병천 교수 등 6명을 2010년 2월 10일 Section Editor로 임명하였으며, 이 체
제는 제4대 편집위원장인 이흥식 교수가 수의학교육인증원 설립 준비로 사
임한 후 제5대 영문지 편집위원장으로 유한상 교수(서울대)가 취임하고, 윤
정희 교수(서울대)가 부편집위원장이 된 2012년 5월까지 계속되었다(그림
7-7).

유한상 교수가 위원장이 된 후에는 경북대 정규식 교수 대신 서울대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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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용 교수로 교체하였을 뿐 6명의 Section Editor 제도는 그대로 유지되었는데 김대용 교수가
2014년 8월 서울대 관악생활관 관장에 취임함
에 따라 건국대 최양규 교수를 Section Editor로
모셨다. 이후 2015년 12월에 제6대 JVS 편집위
원장으로 서울대 조명행 교수가 임명되면서 2명
의 Section Editor(서울대 조승범, 건국대 박승용 교
수)를 증원하였으나 다시 2016년 9월에 2명(서
울대 김용백, 건국대 이중복 교수)을 더 증원하여 10

명의 Section Editor체제를 운영하였다. 이후 조
명행 교수가 개인사정에 의하여 JVS 편집위원장
을 사임함에 따라 2016년 9월 28일 서울대 류판
동 교수가 제7대 JVS 편집위원장에 취임하였다.

그림 7-7  Section Editor 임명장(2010년)

류판동 위원장은 이 체제를 그대로 이어 운영하
다 2017년 2월 Section Editor 제도를 부편집위원장제(Associate Editor)로 변
환함에 따라 기존의 부편집위원장 및 Section Editor를 포함하여 16명(서울
대 김대용, 김용백, 윤정희 조승범, 한호재 교수, 중앙대 홍성종 교수, 건국대 박승용,
박희명, 송창선, 이중복, 정순욱 교수, 충북대 정의배 교수, 경상대 노규진, 김석 교수,
전북대 이존화 교수, 제주대 신태균 교수)의 부편집위원장을 위촉하였다. 그러나

윤정희 교수가 2017년 3월 3일 서울대 동물병원장에 임명되어 사임하고, 건
국대 이중복 교수가 대학원장에 취임하며 사임함에 따라 이를 보완하기 위
해 추가로 미국 일리노이대학의 유동완 교수를 부편집위원장으로 위촉하여
2018년 3월 현재에 이르고 있다.
흔히 SCIE 등재 학술지와 SCI 등재 학술지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
고 있으나 SCI(E)를 관장하는 ISI Thomson Reuters 스스로 차이가 없다
고 하며 SCI 등재지는 단지 핵심 학술지(Core Journal)로 당초에는 SCI 등
재지만 있었으나 SCI 등재지가 너무 많아짐에 따라 부득이 확장판(expend)
즉 SCIE(Science Citation Index Expended)을 만든 것이라고 한다. 따라서 현
재 SCI 및 SCIE 등재 학술지는 단지 저장매체에 차이를 보여 SCI는 CD
나 종이 인쇄물로 제공되며, 업데이트가 3개월에 한 번 이루어지는데 비하

07_영문학회지(JVS) 창간과 SCI 등재

217

여 SCIE는 Web으로 제공되는 특성상 1달에 한번 신속히 업데이트되는 장
점이 있다. 따라서 SCIE 등재 학술지 명단에는 당연히 SCI 등재 학술지 명
칭이 모두 포함되는데도 불구하고 국내에서는 마치 SCI와 SCIE를 등급의
차이로 잘못 인식하고 있다.
수의학회가 발행하는 J Vet Sci가 이제는 명실상부한 세계적인 학술지
가 되어 국내 의학계, 치의학계, 간호학계, 한의학계, 약학계, 생물학계에서
는 어떻게 하면 Medline/PubMed에 등재가 되고 SCI(E) 학술지가 될 수
있는지 벤치마킹하는 입장이 되었다. 하지만 3월, 6월, 9월, 12월 연간 4회
발행하던 JVS를 2018년부터 2개월에 1회씩 연간 6회(1월, 3월, 5월, 7월, 9월,
11월) 발행하기로 2017년 12월 18일 이사회에서 결정하였다. 이와 같은 결

정을 하며 IF가 지금보다 저하될 수도 있고 출판비 인상에 따라 투고가 줄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모든 회원이 자기 자
신의 논문을 자신의 다른 논문에 인용하는 자가인용(self-citation)을 피하며
타인의 JVS 게재 논문을 더욱 많이 인용하여 하루 빨리 SCI Core Journal
이 되도록 지혜를 모아야 될 것이다. 그 이유는 Core Journal의 등재 요건이
당해 전문분야에서 IF가 높은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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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수의과대학협회(AAVS) 창립

–
08

아시아수의과대학협회(Asian Association of Veterinary Schools, AAVS)의
창립은 2개의 분명한 목적에서 출발하였다. 그 하나는 1999년 선임된 제22
대 회장이 국제학회 설립을 공약하고 수의학회 40년사에 수의학회 발전 방
안의 하나로 아시아-태평양수의학회 창립을 제시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것과 J Vet Sci의 조속한 SCI 등재를 위한 포석이었다. 우리 학회를 국제적
인 학회로 키우는 첩경은 많은 학자를 초청하여 학술 발표를 하도록 하고
이들을 통해 서구의 최신 학문적 이론과 실제를 도입하여 우리의 것으로 만
들고 우리가 이룬 업적을 이들을 통해 해외에 전파하면 될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재정 부담이 너무 클 뿐 아니라 아주 소극적인 방법이다. 왜냐하면
우리 스스로가 주도적으로 우리의 학문적 역량을 해외에 소개하고 전파하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관심조차 두지 않으며 우리를 도와주지 않기 때문이다.

그림 8-1  아시아수의과대학협회(AAVS)
창립총회(200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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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적극적인 방법의 하나로 당시 집행부가 선택한 것이 수의학회
가 주도권을 가진 “아시아수의학회”를 만들어 외국인이 스스로 찾아오는
학회를 만들면 된다는 점에 착안하고 이를 시도한 것이다. 그렇게 하기 위
해 첫 번째 로드맵이 J Vet Sci를 이용하기로 한 것이다. 즉, 수의학회가 국
제학술지인 J Vet Sci를 2000년 창간하였지만 2001년 당시까지 만하여도
SCI 등재학술지가 아니었다. 따라서 조속한 시일 내에 SCI 등재를 어떻게
하면 가능한지 사방팔방으로 그 비법을 수소문하였지만 J Vet Sci에 세계적
인 논문을 많이 게재하여 전 세계 학자들로부터 인정받아 많이 인용되도록
하는 방법 이외에 뾰족한 수가 없었다. 그러던 중 우연치 않게 마침 SCI 등
재를 직접 관장하는 미국 ISI 본사에 근무한 경험이 있는 인사가 “SCI 등재
기준에는 지역 특성을 나타내는 학술지가 우선적인 등재 요건에 해당되는
데 동남아시아에는 동남아시아 국가를 모두 아우르는 수의학 분야 잡지가
없다. 그러니 J Vet Sci를 동남아시아를 포함하여 아시아를 대표하는 학술지
로 키우면 SCI 등재가 유리할 수 있다.”는 조언을 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아시아수의학회를 창립하여 J Vet Sci를 「아시아수의학회」 발
행 학술지로 만들자는 구상 아래 2001년 6월 8~9일 이틀에 걸쳐 필리핀, 베
트남, 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중국, 일본 등 아시아 7개국의 대표되
는 대학 학장들을 각국에서 1~2명씩 초청하여 첫날은 “수의학교육과 연구
의 국제협력 방안”을 주제로 국제심포지엄을 열었고, 둘째 날은 ”새천년 수
의학 교육과 연구를 위한 국제 포럼“을 개최하였다. 이 자리를 빌려 집행부
는 참석자들에게 그 취지를 솔직히 밝히고 이해와 협조를 부탁한 바 참석자
들 모두가 아시아수의학회 창립을 적극 동의하였다. 하지만 당장 아시아수
의학회를 만드는 것은 아시아에는 수의학회가 없는 나라가 더 많아 쉽지 않
으니 그 중간 단계로 우선 「아시아수의과대학협회(AAVS)」를 만들고 이를
바탕으로 아시아수의학회를 창립하기로 한 것이다(그림 8-1). 이렇게 계획이
진척되자 수의학회는 당일 회의에 참석한 8개국 대표 모두에게 J Vet Sci의
Editor로서 역할을 하도록 위임장을 수여하였고, 2001년 8월호 J Vet Sci 2
권 2호에 그 명단을 게재하여 J Vet Sci가 명실상부하게 아시아를 대표하는
학술지로 발걸음을 내딛었다. 회의 당일에는 국외 7개국 학장과 국내 8개
대학 학장이 참석하여 자필서명하고 공동코뮈니케(Joint Communique)를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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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2  아시아수의과대학협회(AAVS) 창립총회에서 채택한 공동 코뮈니케(2001년)

택하였는데 그 내용은 대체로 다음과 같다(그림 8-2).
“대한수의학회와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이 공동 주최한 국제 포럼에서 우
리는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첫째 수의학 교육과 연구를 위해 수의학 교
육기관 상호간에 교류와 협력을 강화한다. 둘째 내년도 모임은 일본 동경
에서 개최하되 이후의 주최는 국가 간에 윤번제로 한다. 셋째 대학장 모임
을 만들고 수의학 교육 기관은 수의학 교육과 연구를 위해 협력과 협동을
증진한다.”

창립 당시 결의하기를 「총무는 일본에서 맡고, 홈페이지 관리 · 운영은
한국에서 책임」지기로 하였지만 AAVS가 창립된 4개월 만에 회장단이 바
뀌자 이에 대한 후속 조치는 이어지지를 못하였다. 더구나 2002년 3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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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경에서 개최된 회의에는 우리나라 수의학회 대표가 참석조차 하지 않아
이후에는 AAVS와의 연락도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여 처음 시도한 목적
을 우리 학회에서 이어가지 못하였다. 하지만 다행히도 4대 이사장에 취임
한 이영순 교수와 5대 이사장 이문한 교수가 이를 회복하고자 노력을 기우
려 2007년 7월 중국 북경에서 중국, 한국, 일본, 태국 4개국 모임을 갖고 아
시아수의학회 창립을 논의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2008년과 2009년 4월에는 수의학회와 공동 주최한 춘계학회
에 AAVS가 한 Session으로 참가하여 각각 “Standardization of Veterinary
Education System in Asia” 및 “Accreditation of Veterinary School and
Education System”을 주제로 제8차 및 제9차 모임을 서울대에서 가졌다.
2대 이사장 이흥식은 제9차 모임에서 “Accreditation and Evaluation for
Veterinary Education in Korea”에 대한 특강을 하였다. AAVS 제13차 모임
도 서울대 주관으로 2014년 7월 9일부터 11일까지 서울대 스코필드홀에서
“One Health Forum”을 주제로 개최하였는데 2대 이사장 이흥식은 AAVS
가 만들어진 계기와 과정 그리고 숨겨진 비화를 소개하면서 우리나라 수의
학교육인증제도의 출발이 AAVS에 의해 강력하게 촉진되었다고 구두 발표
하여 많은 참석자로부터 갈채를 받았다.
AAVS는 그동안 서울 4회, 인천 1회, 일본 2회, 말레이시아 2회, 인도네
시아 2회, 태국 3회, 대만 2회 등 총 16회 모임을 가졌고, 아시아 각국의 젊
은 과학자들에게 8회에 걸쳐 학술상을 수여하였다. 우리나라에서는 서울대
채찬희 교수와 윤화영 교수가 각각 1회와 3회에 수상 한 바 있다. 2007년 당
시 서울대 박용호 학장이 AAVS 회장을 지냈으며, 2018년 현재 AAVS 회장
은 서울대 우희종 학장이고, 총무는 일본 동경대 Nakayama 교수이다. 2017
년 8월 28일부터 30일까지 인천 송도 컨벤시아에서 개최된 제16차 AAVS
총회 및 학술대회는 인천 세계수의사대회(WVC)의 하나로 서울대 수의대
주관에 의해 개최되었는데 “Veterinary Licensure Examination”이 주제였다.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 몽골, 일본, 대만, 태국, 미얀마, 말레이시아, 파
키스탄, 홍콩, 덴마크, 영국 등 14개 국가에서 40여 명이 참석한 성대한 행
사였다. 이날 주제에 따라 3개 세션(veterinary education, veterinarian licensure
examination in Asia, current status of veterinary education in Asia)으로 나누어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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띤 토의가 있었고 우리나라에서는 건국대의 남상섭 교수가 “Veterinary Licensing Examination in Korea”를 구연하였으며 5개의 주제에 대한 포스터
발표가 있었다.
수의학회가 주도하여 AAVS를 창립할 당시에는 아시아 8개 국가(한국,
일본, 중국, 베트남,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필리핀)에서 22명의 학장 또는

부학장이 참석하여 출발하였지만 지금은 8개국 이외에 대만, 미얀마, 몽골,
캐나다, 미국, 캄보디아, 홍콩, 라오스, 파키스탄, 싱가포르 등 18개 국가 50
여 대학에서 학장 및 부학장 60여 명이 참석하는 큰 모임이 되어 아시아 수
의학교육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가고 있다. AAVS는 2018년 11월 21~22일
일본 동경대에서 제17차 총회 및 학술대회를 가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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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출판 윤리에 관한 규정 제정

2005년 말에 발생한 줄기세포 논문 조작 사건 후 과학기술계에서는 연
구출판 윤리에 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었다. 아울러 학진 및 과총은 모
든 학회가 자율적으로“연구출판윤리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여 학회 스스로
자정과 자성을 하도록 권고함에 따라 2006년 8월 24일 개최된 이사회에서
는 우리회도 “윤리위원회”를 조속히 신설하도록 결의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윤리위원회 구성을 학술위원회에서 주도할 것인지 편집위원
회에서 주도할 것인지를 회장단 회의에서 논의한 바 연구출판은 주로 학회
지 출판과 긴말한 연관이 있으므로 편집위원회가 맡도록 결정하였다. 그 후
2006년 9월 28일 개최된 편집위원회에서 “출판윤리에 관한 대강”을 마련
하고 윤리위원회 신설을 이사회에 건의한바 제50차 총회에 상정하였다. 그
결과 본회 정관 23조 1항에 “연구윤리위원회”를 신설하고 시행세칙 28조 1
항 및 “출판윤리에 관한 대강”을 만장일치로 채택하였다. 이후 이를 근거로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을 마련하여 2007년 4월 20일 개최된 임시총회에 상
정하여 참석 회원 만장일치로 채택하고 이 날부터 시행하기로 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그 주요 내용을 보면 우리 회 발행 학술지(대한수의학회지 KJVR 및 영문
학술지 JVS) 게재논문에서 이중출판, 이중게재, 분절출판, 표절, 날조, 조작,

모방 등 논문에 관한 하자 정보가 입수되는 경우, 즉시 사실여부를 확인하
고 조사 결과,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해당 논문의 게재를 취소하고 향후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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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간 우리 회 발행 학술지에 주저자를 포함한 모든 공동저자의 논문 게재
를 금하고 차기 이사회, 평의원회 및 총회에 보고할 뿐 아니라 이와 같은 사
실은 윤리위원회 규정 제8조에 따라 학회지에 공표하고 PubMed, SCI, KoreaMed, 학진 및 관련 기관에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들은 각각 미
국 NIH-NLM, Thomson Reuters, 의편협(KAMJE), 한국연구재단 및 소속
대학과 기관 등을 의미하고 있다.
연구출판 윤리 중에서 흔히 과오를 범할 수 있는 것이 자기표절인데 자
기표절이란 자신이 이미 발표한 논문의 표나 그림은 물론 본문의 일부를 인
용부호 없이 전제하는 것이다. 규정에 의하면 연구출판윤리에 어긋나는 논
문 특히 자기표절을 포함한 논문을 출판하는 경우 3년간 학술지 지원을 받
을 수 없거나 학술지 평가에서 영점 처리되는 불이익을 학회가 받도록 규정
하고 있다는 점은 회원 모두가 반드시 명심하여야 될 사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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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 외 학술단체와의 협력관계

대한수의학회가 다른 학술단체와 협력관계를 처음 맺은 것은 1966년
9월 24일 「국내의 과학기술단체가 유기적으로 연합하여 과학기술의 창달
을 도모하고 과학기술자의 자질과 자위향상을 위하여 노력할 뿐 아니라 국
민생활과학운동을 통해 국민보건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창립된 한국과학기
술단체총연합회(과총)발기와 동시에 창립회원으로 가입한 것이 처음이다(그
림 10-1). 이후 수의학회 회원은 과총 부회장(이영순 교수), 이사(이창구, 정창
국, 성재기, 이문한 교수 등) 및 대의원(이영소, 이장락, 조충호, 전윤성, 정창국, 이창
구, 마점술, 이원창, 조충호 교수 등)으로 참여하여 과학계 발전을 위해 멸사봉

공하였다. 그러나 과총 20년사(1987년 발간) 400페이지 4부 회원단체 소개에
는 수의학회의 과총 입회일자가 1968년 12월 17일로 기록되어 있다. 그러
나 133쪽의 동일자 이사회 회의록에는 신
규단체로서 품질학회, 영양학회 및 위생학
회 3개 단체의 가입이 승인되었다고 기록
되어 있고, 84쪽에 동년 4월 2일 개최된 제
3회 정기총회에 대의원으로 전윤성과 정창
국 교수가 참석한 기록으로 보아 과총 20년
사에 기록된 수의학회의 과총 입회일자 기
록은 오기로 보인다.
그림 10-1  재발급 받은 과총 회원증(199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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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6년 이후 대한수의학회는 1967년

그림 10-2  제17대 박근식 회장 농과협
이사 명단(1990년)

10월 29일 「농업에 관한 전문 학회 상호간의 학문적 유대를 강화하여 농업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창립된 한국농업과학협회(농과협)에 26개 학회와 함
께 발기회원으로 가입하여 아사학회로 활동하며 오늘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1981년 10월 16일 개최된 제25차 학술대회는 이틀에 걸쳐 학술
행사가 있었는데 첫날은 수의학회 중심으로 학술발표회가 이루어졌고, 둘
째 날인 10월 17일에는 「농업과학협회」와 공동으로 「한국농업정책의 기본
방향」을 주제로 학술대회를 진행하였다. 이와 같은 형식의 학술대회는 1982
년 10월 15일(주제: 농업생산성 제고의 거시적 과제와 미래), 1983년 10월 21일
(주제: 한국농업자원의 활용방안)에도 계속되었다. 그러나 수의학회 초록집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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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에 농업과학협회 심포지엄의 일정과 주제까지 수의학회 일정과 함께 엄
연히 게재되어 있지만 어떤 과정으로 농업과학협회가 공동으로 참여하게
됐는지는 어디에서도 기록을 확인할 수 없었다.
이와 같은 형태의 과총이나 농과협과 유대는 학문적 특성이 보장된 학
술활동을 위한 연합회 차원으로서의 행정적 협력이었고 진정한 의미의 학
술단체와의 협력에 의한 학술활동은 아니었다.
지금까지 문서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기록에 의하면 대한수의학회와
국내 다른 학회와의 학술 교류는 1970년 10월 8일 개최된 제14차 학술대회
때 「한국축산학회」와 공동으로 「우유 위생에 관한 panel discussion」을 개최
한 것이 효시이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당시 panel에 참가한 인사 명단이나
그 내용 등은 축산학회를 통해서도 일체 확인되지 않는다.
대한수의학회는 그 후 12년이 지나서 타 학회와 공동으로 세미나를 개
최했는데 1982년 5월 14일 안양 뉴코리아호텔 회의실에서 개최된 「국내· 외
주요 가금질병」 주제의 춘계 세미나가 그것이다. 이 세미나는 「세계 가금 학
회 한국지부」와 공동개최한 세미나로 미국 Salsbury 연구소 David Saphiro
박사, 서울대 김선중 교수, 가축 위생 연구소 최종옥 박사, 천호부회장 오경
록 박사, 고려대 농대 지규만 교수 등이 연자로 참가하였다.
한편 대한수의학회는 외국과의 학술교류를 어느 학회보다도 일찍 시도
하였다. 그 첫 번째가 재한 미국인수의사를 파트너로 한 「한미수의사협회」
창립이었다. 즉, 1969년 10월 25일 제13차 총회 석상에서 「우리나라 수의
학 특히 군진수의학발전에 공헌한 업적을 높이 기려」 당시 미8군 수의감인
Wilson 대령 등 3명에게 명예 회원증을 수여한 것이 계기가 되어 1970년 8
월 20일 당시 회장이던 이영소 박사가 중심이 되어 「한미수의사협회」를 창
립한 것이 그것이다. 이 회는 대한수의학회가 중심이 되어 우리나라에서는
이영소, 전윤성, 김만영, 이원창, 정창국 박사 등 5명이 발기인이 되었으며,
미국측에서는 Wilson 대령을 비롯해 4인이 발기인이 되어 「한국과 미국이
수의학을 통해 우의를 돈독히 하고 상호 학술교류를 긴밀히 하고자 발기」되
었다. 당시 창립된 「한미수의사협회」의 영문 명칭은 Korean-American Veterinary Medical Association(KAVMA)이었으며 회의운영은 공동회장제로
운영하고 공동 총무제를 두고 긴밀히 협조하기로 하였으며 연회비는 12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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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3  한미수의사협회
(KAVMA) 회칙의 일부(1970
년)

로 정하는 등 아주 구체화 된 전문 6조의 영문회칙까지 마련하여 성대한 출
발을 하였다. 그러나 대한수의학회장이 바뀌면서 그 후 아무런 후속 조치가
전혀 이루어지지를 못해 한미 수의학계에 커다란 아쉬움만 남겼다. 더구나
당시 한미 공동회장이 각기 누구였으며 어떤 일을 했는지 전혀 기록이 남아
있지 못하다는 점은 못내 아쉬운 역사의 단절이다.
이후 대한수의학회는 해외학회와의 학술교류를 여러 채널을 통하여 시
도하였지만 공식적으로 해외 학회와의 교류가 논의된 것은 1980년 10월 24
일 개최된 제43차 평의원회에서 「중화민국수의학회」와 학술교류추진을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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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한 것이 최초로 이후에 이 제안은 탄력을 받아 1981년 10월 16일 개최된
제25차 정기총회에서 외교경로를 통해 중화민국과 학술교류를 교섭키로 결
의되었다. 그러나 이때는 「중화민국수의학회」로부터 우리 측의 의사타진만
있었을 뿐 그 후 별 진전이 없었다. 그러던 중 1982년 6월 15일부터 6월 18
일까지 서울에서 개최된 제3차 FAVA 총회에 참가하기 위해 중화민국수의
학회 회장단이 내한하면서 구체화되었다. 즉, FAVA 총회 개최 전 미리 입
국한 회장단과 동년 6월 14일 오후 서울프라자호텔에서 만나 「조속한 시일
안에 양국 간 학술교류협정」을 맺기로 합의함으로써 몇 차례의 협정문 초안
이 양국을 오가면서 수정· 보완되었다. 그 후 초안을 평의원회 결의에 부쳐
확정한 후 1983년 1월 6일 당시 회장이던 임창형 교수(서울대)가 대만의 중
화민국수의학회를 직접 방문하여 중화민국수의학회 회장 Fuh 박사(대만 국
립대학 교수)와 협약서에 동시 서명하고 협약서를 상호 교환함으로써 협정체

결이 완료되어 오늘날까지 대만수의학회(중화민국수의학회)와 대한수의학회
는 자매학회로써 유대를 맺고 있다.
중화민국수의학회와 학술 교류를 맺기 전에 이미 「일본수의학회」와 학
술 교류협정을 맺었으나 이것은 「구두」에 의한 학술교류 협정으로 어떤 협
정문의 교환이나 문서상의 기록이 없이 이루어졌다. 즉, 일본수의학회와의
학술 교류안은 중화민국수의학회와의 학술 교류가 처음 논의된 것보다 2년
전인 1980년 10월 26일 대구 경북대에서 개최된 제24차 추계학술대회에 대
거 초청된 일본학자들에 의해 학술교류 의향이 우리측에 먼저 제안되었으
나 이후 구체화 되지 못한 채 지내왔다. 그 후 1981년 10월 16일 서울대에
서 개최된 수의학회 제25차 학술대회에 일본수의학회 Dr. Ogata 회장이 초
청되면서 구체화되어 10월 17일 「구두」로 학술교류를 약속함으로써 지금까
지 대한수의학회와 일본수의학회는 대만수의학회와 함께 자매학회로써 상
호초청, 학술지 교환 등의 관계를 유지해왔는데 9대 이사장을 맡은 박재학
(서울대) 교수는 자매결연 40여 년 만에 한국, 대만, 일본과 함께 2018년 5월

10~12일 서울대에서 개최된 춘계학회를 3개국 공동 개최로 유치하였다.
한편 대한수의학회는 인문, 사회, 자연계 등 모든 학문 분야의 학술단
체들의 권익 신장과 상호 협력을 목적으로 수의학회를 비롯한 17개 학회가
주도하여 1997년 12월 4일 출범한 “한국학술단체총연합회”에 창립회원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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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참여하여 2018년 현재도 농축수계열 운영위
원학회로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나아가
서 대한수의학회는 2004년 1월 16일부터 J Vet
Sci가 Medline/PubMed에 LinkOut된 후 “대
한의학학술지편집인협의회(KAMJE)” 정회원 가
입을 권유받고 2004년 4월 정회원이 된 후 J Vet
Sci는 2005년 6월 우수 학술지로 선정되는 등
180여 의학계 잡지와 어깨를 겨루며 당당히 수
의계를 대표하고 있다.
타 학회와의 유대 강화에서 뺄 수 없는 역
사적 기록은 아마도 학술대회의 공동 개최일 것
이다. 수의학회의 경우 1970년 축산학회와 공동
으로 학술대회를 개최한 이래 수의학회가 이사
학회로 활동한 농업과학협회와 1981~1983년에

그림 10-4  수의학회 후원으로 개최한 통합교
육(2005년)

걸쳐 공동 개최가 있었다. 그러나 이후에도 여러
차례에 걸쳐 타 학회와의 공동 개최를 시도하였으나 불발되고 1994년 춘계
심포지엄을 대한수의사회와 공동으로 개최한 일이 전부였다. 하지만 이것
은 학회가 아닌 전문가 집단의 단체였지 진정한 의미의 학술단체가 아니었
다는 점에서 2005년 9월 23일 제주 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제49차 추계학
술대회에서 한국수의학교육협의회를 수의학회가 후원하고 “수의학분야에
서의 통합교육”을 주제로 1개 세션을 마련하여 제주대 박전홍 교수가 제주
대 수의대에서 시행한 신경계 통합교육 경험을 중심으로 “수의학 통합교육
의 전망”, 그리고 제주대 의대 배종면 교수가 제주대 의대에서 실시하고 있
는 통합교육의 교과과정 개발 및 시행과정을 소개한 “제주의대 통합교육과
정 개발 소개”가 진정한 의미의 타 학회와의 협력 관계였다고 볼 수 있겠다
(그림 10-4).

이후에도 한국수의학교육협의회(현 한국수의과대학협회 전신)와는 협력
관계가 계속 이어지는 한편 한국수의학교육연구회(현 한국수의교육학회 전신)
와도 협력이 있었는데 2012년 춘계학회에서는 “역량중심의 수의학교육”을
주제로 학술발표가 있었고, 2013년 추계학회에서는 “수의사 국가고시와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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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5  한국수의정책포럼
에서 발표 및 토론 장면(2015
년)

의학교육”을 주제로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이 논의되었으며, 2014년 춘계학회
에서는 「역량 중심 수의학교육」을 주제로 “성과중심교육에서의 학생평가”
등 3편의 발표가 있었고, 추계학술대회에서는 「수의학교육의 최신 이슈」를
주제로 “성과바탕 임상교육을 위한 모바일 앱 개발” 등 5편의 발표가 있었
다. 그리고 2015년 추계학술대회에서는 “수의학교육의 새로운 전망과 혁
신”을 주제로 강원대, 전남대, 충남대 및 전북대에서 실시되고 있는 임상교
육 강화 방안이 소개되었고, 2016년 봄 학회에서는 「수의사 졸업역량 2016」
을 발표하였다. 2005년 이후에는 2017년까지 수의공중보건학회, 가축위생
학회, 감염학회, 전염병학회, 식품위생안전학회, 수의병리학회, 동물복지학
회 및 전염병학회 등 수의관련 학회와 공동개최한 학술행사가 빈번하게 이
루어졌는데 일부 학회는 경우에 따라 우리 학회와 별도의 공간을 마련하여
정기총회를 개최하기도 하였지만 2013년 수의사회와 공동개최한 추계 수의
학회는 10여 년 전인 1994년 수의사회와 공동 개최한 양상과 유사하게 수
의사대회로 인하여 학회 행사는 뒷전으로 밀린 형태로 진행되었다.
수의학회는 2007년 3월 16일 「한국 수의학이 세계 속의 수의학으로 그
책임과 역할을 담당하는데 기여코자」 대한수의사회와 「한국수의정책포럼」
을 창립하였다. 이 포럼의 구성원은 정부 기관 공무원, CEO, 임상의, 각 대
학 학장 및 교수, 수의학 관련 기관 기관장 등 30여 명으로 이루어져 있다.
2018년 7월 현재까지 매달 첫 주 금요일 아침 7시에 조찬모임을 가진 이 포
럼은 지난 10여 년간 111회 모였으며 모임 때마다 관련부처 장· 차관을 비롯
하여 국· 과장, 국회의원, NGO 대표, 기업체 CEO 및 관련분야 전문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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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모시고 수의· 축산분야의 현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토론과 협의를 한 바
있다. 이 포럼은 지금까지 자가 진료 금지 정책, 수의정책국 신설, 수의사 처
방제, 국가고시 개편 방향, 방역과 검역 대책, 식품안전성 향상, 동물보호정
책, 전문의제도, 수의사수급, 수의학교육인증, 수의사윤리, 산업동물 임상교
육 등 정책적인 문제를 주제로 다루어 왔고 실제 그 실현을 위해 다방면에
걸쳐 부단히 노력해 왔다. 지금까지 수의학회에서는 이문한 이사장이 발기
인으로 참여하여 2년 여간 상임대표를 맡았으며, 이후 박용호 이사장이 공
동대표를 맡은 데 이어 강종구 및 김재홍 이사장이 당해 임기 중 이 포럼의
공동대표를 맡아왔고, 현재 김재홍 전임 이사장이 수의사회장과 공동대표
를 하고 있다.
수의학회가 국외 단체와 협력 관계를 맺어 학술행사를 개최할 의도로
추진된 것 중에 특기할 것은 과총의 지원으로 2007년 6~7월 또는 9~10월
중 금강산이나 개성 또는 연변이나 서울에서 「수의학분야에 있어서 남· 북
한 협력방안」을 주제로 남한, 북한, 중국 등 국내· 외 학자 50여 명이 참석하
는 “한민족수의학대회”를 개최하고자 추진한 바 있으나 여러 가지 사정으
로 무산된 일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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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학술상 제정과 수여

2018년 4월 현재의 “사단법인 대한수의학회 학술상 운영 규정”에 의하
면 “수의학분야의 연구의욕을 진작시키고 학술지의 수준향상과 학문적 발
전을 장려하기 위하여 학술상 운영 및 상훈 대상자의 발굴과 추천에 관한
제반사항을 정하고, 나아가 소속회원의 사기를 진작하고 학회를 활성화”할
목적으로 학술상을 수여하고 있다. 이 규정 제2조에서 규정한 학술상의 종
류는 학술연구대상, 젊은 과학자상, 차세대과학자상, JVS 최다 피인용 논문
상, KJVR 최다 논문 게재상, 학회 당일 발표한 포스터나 구연 중 포상하는
우수포스터상 및 우수발표상, 한국양돈수의사회에서 추천하는 자에게 수여
하는 우수논문상, 한국가금수의사회가 추천하는 인사에게 수여하는 우수논
문상 및 한국과학기술총연합회(과총)가 추천을 의뢰해 오는 경우 수의학회
가 추천하는 과학기술우수논문상 그리고 기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각
종 단체가 추천을 의뢰해온 상훈 대상 회원 추천 등으로 다양하다.
대한수의학회에서 「학술발전을 진작하고 격려하는 학술상」 수여를 처
음 논의한 것은 1972년 12월 4일 개최된 제27차 평의원회가 처음이었지만
정작 「학술대상」이 수여된 것은 학술상이 최초로 논의 된지 25년이 지난 후
였다. 그동안 학술상에 관해서는 수차례에 걸쳐 공식적으로 많은 논의가 있
었고 「학술상 대상자」 추천공모도 실시되었지만 오랜 세월 학술상 수여를
시행하지 못한 데에는 수의학회 자체가 상금을 위한 재정 등을 확보할 수
없었던 준비부족도 원인이 있었지만 한국인 특유의 겸양지덕, 선후배의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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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사제지간의 정, 나아가서 우리나라 특유의 학연, 지연 등이 얽힌 내놓고
말할 수 없는 속사정이 있었던 것 같다. 하지만 역사를 정리하는 의미에서
그 간에 논의되어온 발자취를 더듬어보는 것은 후세를 위해 의미가 있을 것
이다.
1972년 당시 논의된 학술상 대상자는 「학술발표자 중 수의학발전에 기
여할 수 있는 우수발표자를 선정하여 시상」키로 했었다. 따라서 일설에 의
하면 73년 10월 12일 안양에서 개최된 제17차 정기총회 및 학술발표회에서
학술상이 시상되었다는 주장도 있으나 수상자가 지금까지 확인된 바 없다.
더구나 그 후 1977년 7월 22일 개최된 학술위원회에서 「학회창립 20주년」
을 맞아 「연구업적이 우수한 회원」에게 「분야별로 학술상」을 수여하자는 논
의가 될 때까지 자그마치 4년여가 경과하는 동안에도 학술상이 수여된 흔적
이 어디에도 없다는 점으로 보아 학술상 수여는 단지 논의만 되고 77년까지
도 수여된 적이 없는 것으로 추정된다.
더구나 1977년 8월 30일 개최된 제36차 평의원회에서 「학회창립 20주
년 기념」, 「학술상 공모에 추천응모가 극히 부진」하다는 보고가 있었고, 10
월 20일에 개최된 제37차 평의원회에서는 아예 「적격자가 없으므로 부득이
학술상 수여를 일단 보류」키로 한다고 결의한 사실을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
다. 그 후 학술상에 대한 논의는 자그마치 10년간 전혀 거론조차 되지 않았
다가 「학회창립 30주년」을 기해 학술상 시상을 시도했으나 1986년 4월 7일
개최된 학술위원회 결의에 의해 다시 무산되었다. 그 후 1987년 후반부터
본격적으로 재론되기 시작하여 수의학회 회칙에 학술상 수여항목을 삽입하
자는 여론이 제기되자 1988년 10월 15일 개최된 제32차 정기총회에서 수의
학회 회칙 제2장 목적과 사업 제4조에 「학술상수여」 항목을 신설, 삽입키로
함으로써 제도화 되게 되었다.
그러나 법적 뒷받침이 되었다 해도 즉시 실시하지 못했고 그 세부안이
1990년 7월 21일 개최된 학술위원회에서 「대한수의학회 학술상 내규」를 검
토하고 수정· 보완한 후 8월 3일 평의원회가 서면결의 함으로써 1990년 11
월 1일부터 「학술대상」과 「연구상」 수여를 정식으로 실시할 수 있는 「학술
상 심사내규」가 마련되게 되었다. 이때 규정은 「학술대상은 과거 수년간 학
술활동이 두드러지고 국내· 외적으로 연구업적이 있는자」로 정하고, 연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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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과거 1년간 매우 의의 있는 연구를 수행한
신진수의학자」에게 수여키로 하되 「당해 연도
학술대회의 구연이나 포스터 발표 논문 중에
서 심사하여 수여」키로 하였다. 그러나 학술대
상 수여는 「상금확보」 등 어려운 학회 사정상
시기상조이므로 연구상 수여를 먼저 실시한 후
그림 11-1  제1회 수의학회 학술대상(1997년)

여건의 성숙을 보아 추후 실시키로 하였다.
학술대상은 여건이 충분히 성숙되었다고
판단한 1993년 처음으로 「학술대상」 수상자를

공모하였으나, 응모자가 없어 수여가 무산되었다. 따라서 1994년 8월 다시
공모한 결과 응모자가 있기는 하였으나 응모자 수가 규정상 미달됨으로써
또 무산되었다. 따라서 학술대상 추천을 자천할 수 있는 규정은 학술상 취
지에 어긋난다는 여론에 따라 학술상 내규를 보완하기로 하고 평의원회 결
의와 총회 결의를 거쳐 내규를 정비한 후 1997년 정식으로 학회 최초로 「학
술대상 수상 지원자」를 공모한 결과 2명이 응모하여 엄중한 심사를 거쳐 서
울대 이영순 교수가 1997년 10월 24일 개최된 제41차 학술대회 석상에서
제1회 「학술대상」을 수상하게 되었고(그림 11-1), 2회는 이재현 경북대 교수
와 황우석 서울대 교수가 공동 수상하였으며(1999년 10월), 3회 학술대상은
서울대 이흥식 교수가 단독 수상(2005년 10월)하였으나 이후 기록은 학술상
기록대장이 망실되어 확인할 길이 없는 실정이다(표 11-1).
공식적인 「연구상」 수여를 위해 수의학회에서는 「연구상」을 「장려상」
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1991년 10월 25일 안양에서 개최 된 제35차 대한수
의학회 정기총회 및 학술대회에 정식으로 상정하여 「학술대상」과 「장려상」
을 수여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대한수의학회 학술상 심사내규”를 결의하
되 이미 지난해 결정한 바 있고 이와 같은 내용이 공지되었으므로 학회 당
일 「학술상 심사대상 연제발표장」을 별도로 마련하고 9개의 연제를 발표토
록 하였다. 당일 심사결과 사전에 미리 공지된 바 있어 명칭을 그대로 시용
한 「연구상」은 서울대 한명국 회원(발표제목: 국내분리 reticuloendotheliosis virus
의 닭에 대한 면역억제효과), 전남대 기혜영 회원(발표제목: 돼지 뇌심근염 바이러
스(국내분리주)접종 마우스의 병리학적 소견)이 영광의 「연구상」을 대한수의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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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역사상 처음 수상하게 되었다. 이후에도 연구상은 “대한수의학회 학술상
심사내규”에 따라 “장려상”이라고 명칭을 바꾸어 매년 수여되었으나 연도
별 수상자 명단이 어느 해는 기록이 있고 어느 해는 기록이 전혀 없어 무척
이나 안타까운 실정이다. 다만 1998년10월 23일 서울대에서 개최된 정기총
회 석상에서 신정원(강원대), 박종현(검역원), 봉영훈(전남대) 3인이 장려상(일
명 학생학술상)을 수상하였고, 1999년 10월 16일 수상자는 구혜정(서울대), 도

선길(서울대), 백명순(충북대)으로 확인되고, 2000년 10월 13일 장려상 수상
은 노경욱(충북대), 박수현(전남대), 김태용(충남대)으로 기록이 남아 있다. 장
려상은 가을 학회에서만 수여하던 것을 2006년 봄학회에서도 실시하기 시
작했지만 이것도 봄학회 첫 장려상 수상자가 김민철(수의과학검역원), 이재
훈(건국대), 국정희(전남대), 강정원(서울대), 이병희(서울대)로 기록되어 있을
뿐 이 후에는 역시 어떤 공식적인 기록도 남아 있지 않아 역대 수상자를 확
인할 수 없다. 이후에도 기록 사진으로는 남아 있으나 수상자가 누구인지는
기록한 「수상자 기록대장」이 없어 수상자의 소속과 성명을 확인할 수 없다.
다만 기록으로 남아 있는 것으로 특이한 것은 1996년 10월 제40차 정기총
회 석상에서 전남대 박남용 교수가 포스터 발표상을 수상한 것이다.
학술상 이외에 과총에서 과학기술우수논문상 수상 대상자 추천이나 미
원 수의과학수상자 추천 등 외부 기관이나 기업체로부터 수상자 추천 의뢰
가 있게 되자 이에 대응하는 학술상 심사 내규를 1994년 10월 22일 “그 밖
의 학술상 심사 내규”로 마련하여 몇 번의 개정을 거쳤다. 그러나 미원과학
상 등이 계속 이어지지 못해 별 진전이 없었다. 이후 2012년 4월 24일 제2
차 임원회의에서 “상훈위원회”구성이 다시 논의되고, 2012년 8월17일 개최
된 제55차 이사회에서 “포상자 추천위원회” 신설이 결의되고, 2013년 4월
25일 개최된 제59차 이사회에서 “그 밖의 학술상 심사 내규”에 따라 그동
안 RNL BIO의 후원으로 수여하던 「RNL BIO 학술상」이 RNL BIO 사정
에 의하여 중단되자 이 상의 명칭을 「학술상」으로 변경함과 동시에 「학술연
구대상」, 「젊은 과학자상」, 「JVS 최다피인용상」, 「KJVR 최다게재상」 등 각
종 상을 신설하고 이를 총칭하여 「학술상」으로 통칭하기로 하고 이미 시행
하고 있던 “대한수의학회 학술상 심사내규”를 병합한 “사단법인 대한수의
학회 학술상 운영 규정”을 2013년 4월 25일 개최된 임시총회에서 확정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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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에 이르고 있다. 2018년 5월 현재의 “사단법인 대한수의학회 학술상 운
영 규정”에 의하면 수의학회에서 수여하는 학술상은 첫 부분에서 기술한 것
과 같이 다양한데 학술연구대상 1명, 젊은 과학자상 1명, JVS 최다 피인용
논문상 1명, KJVR 최다 논문 게재상 1명, 우수포스터상 및 우수발표상(연자
대비 약 10%), 양돈수의사회의 최우수논문상 1명 및 우수논문상 1명, 가금수

의사회의 우수논문상 5명, 과총에서 추천을 의뢰하는 과학기술우수논문상
추천 1명 등 8종에 15개의 상 이외에 기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및 각종 단
체로부터 의뢰된 상훈이 있다. 차세대과학자상은 2015년 9월 23일 개최한
제3차 학술상심사위원회에서 “장래가 촉망되는 수의학자를 격려하는 상”을
신설하기로 함에 따라 신설된 것이다.
당초 “사단법인 대한수의학회 학술상 운영 규정”을 제정할 때부터 학
술상 등 모든 상은 논문 업적을 주요 대상으로 하되 학술대상과 젊은 과학
자상 그리고 외부 기관이 의뢰하는 상의 경우는 업적의 경중에 다소 차이
가 있었다. 즉, 2013년 4월 25일 학술상 운영 규정 제정 당시에는 수상 자격
을 최근 3년간 수의학회 회비와 논문 게재료를 완납하고 회원으로서 의무
를 충실히 이행한 자로 제한하고 있고, 학술연구대상은 JVS 논문을 1편 이
상 포함하도록 규정하였다. 그러나 이후 학술연구대상은 이를 더욱 상향하
여 2014년 5월 22일 개최한 임시총회에서 학술상 운영 규정 제6조 1항 학
술대상의 경우 논문평가(95%)와 정성평가(5%)를 하되 정성평가는 “수의학
회 활동상황 및 기여도에 따라 점수를 부여”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2015년
9월 15일 개최된 제67차 이사회에서 결의하여 동년 10월 30일 총회에 회부
한 바에 의하면 기본적인 자격 원칙은 동일하되 학술연구대상은 최근 10년
간 JVS 게재 논문을 3편 이상, 젊은 과학자상은 최근 5년간 JVS 게재논문 2
편 이상, 차세대과학자상도 최근 5년간 JVS 게재논문 1편 이상을 포함한 업
적을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더욱 강화하였다.
「학술상」은 그 의미가 여러 가지로 크다는 점에서 하루 속히 「학술상
수여대장」을 복원하여 각종 학술상이 언제 누구에게 수여되었는지 기록으
로 남겨야 될 것이며, 차후 수여되는 학술상도 반드시 「학술상 수여대장」에
수여 일련번호와 함께 수상자명, 소속 등을 기록하여야 될 것이다. 학술상
기록대장의 망실 중에도 불행 중 다행인 것은 일부 기록이 있는 것을 찾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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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하면 표 11-1과 같다. 그러나 이미 학술대상을 몇 차례 시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학술대상”의 명칭을 “학술연구대상”으로 바꾸고 제1회 공모라고
공지하고 시상한 것은 명칭 변경 후 처음 시상이라는 의미에서 문제가 없는
듯하나 이는 전후사정을 완전히 무시한 것으로 시상의 연속성에 문제가 있
다는 점에서 차후 신중한 재검토의 여지가 있다.
이들 학술대상과 연구상 이외에 대한수의학회에는 외부지원을 받는 학
술상이 있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미원수의과학상」, 「LG화학 수의학술상」
및 「RNL BIO 학술상」이다. 미원수의과학상은 (주)미원이 재정을 지원하는
것으로 1993년 2월 당시 미원축산과학연구소 고문이던 정운익 박사가 「미
원상」 제정을 수의학회에 요청하고, 재정지원을 약속함으로써 시작된 학술
상이다. (주)미원으로부터 제의를 받은 수의학회는 1993년 4월 2일 회장단
회의에서 수용여부를 논의하고, 이를 동년 5월 14일 개최된 평의원회의에
상정하였다. 그 결과 「미원상」이란 학술상 명칭을 「미원수의과학상」으로 개
칭키로 하는 조건으로 전폭 수용키로 하고, 학술상 수여를 위한 내규제정과
함께 심사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학술위원회에 위임한 바, 기존에 있던 학
술상 심사 내규에 「미원수의과학상」을 추가 삽입하여 마련된 안을 1993년
표 11-1  학술상 시상자 명단
1회
(2013년)

2회
(2014년)

3회
(2015년)

4회
(2016년)

5회
(2017년)

학술연구대상

조명행
(서울대)

한호재
(서울대)

강경선
(서울대)

정의배
(충북대)

이병천
(서울대)

젊은과학자상

응모자
없음

황인구
(서울대)

장구
(서울대)

한재익
(전북대)

응모자
없음

차세대과학자상

-

-

-

이지훈
(동방)

김혜권
(KRIBB)

JVS최다피인용상

채준석
(서울대)

남상섭
(건국대)

권오경
(서울대)

강경선
(서울대)

이윤정
(검역본부)

KJVR최다게재상

신태균
(제주대)

한태욱
(강원대)

주홍구
(제주대)

유한상
(서울대)

이후장
(경상대)

학술대상

1회
(1997년)

2회
(1999년)

3회
(2005년)

이영순
(서울대)

이재현
(경북대)
황우석
(서울대)

이흥식
(서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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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2일 총회에 상정하여 부의한 바 만장일치로 결의되어 총회당일 심사
대상자를 선정, 심의하여 제1회 미원수의과학상을 전북대 백영기 교수에게
수여하였다. 이후 1994년도에는 적격자가 없어서 건너뛰고 1995년에는 서
울대 황우석 교수, 1996년도에는 국립수의과학연구소 강영배 박사, 1997년
경상대 김종섭 교수가 차례로 수상하였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이 상은 (주)
미원의 사정으로 1998년부터 계속되지 못하고 있다.
한편 LG화학(주)으로부터 수의학 발전을 위해 공로가 큰 인사를 선정
하여 수여하도록 LG화학(주)으로부터 의뢰를 받아 시상하게 되었다. 당시
LG화학(주)는 LG기술연구소에서 개발한 젖소 산유 촉진 단백질인 BST로
많은 이익을 창출한 상태였다. 따라서 회사 이익을 사회에 환원하는 것이
옳다는 신념을 가진 LG화학(주) 동물약품부 장병선 부장이 학계에 환원할
것을 발의하고, LG화학(주) 고문이던 최병인(전 대한수의사회 부회장)씨가 나
서서 최고 경영진에게 「LG화학 수의학술상」 제정의 타당성을 수차례 설득
함으로써 「LG화학 수의학술상」이 만들어 졌다.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 제
정된 「LG화학 수의학술상」은 1998년 처음으로 서울대 이창우 교수가 수상
하였고, 2회는 수의계의 원로이신 전남대 이방환 명예교수, 3회(2000년)는
서울대 정창국 명예 교수와 박용호 교수가 공동 수상하였으나 이 「LG화학
수의학술상」도 여러 가지 사정으로 그 후 지속되지 못하였다.
위에 기술한 학술상의 후속으로 “JVS IF 향상의 한 방안으로 기업체
지원을 적극 유치하여 JVS 학술상을 수여”하자는 편집위원회 결의 사항을
2008년 11월 구성된 새 집행부에 건의한 결과에 따라 2009년 2월 4일 개최
된 제39차 이사회에서 JVS 학술상을 신설하고, JVS 학술상을 후원할 기업
을 물색하던 중 줄기세포 전문치료제 개발의 선두주자였던 “(주)RNL 바이
오”가 적극 참여하여 제정한 학술상이 「RNL BIO 학술상」이다. 이 학술상
은 영문 학술지 JVS의 영향력지수(Impact Factor, IF) 향상에 기여한 인사에
게 수여하는 것을 전제로 운영되었을 뿐 아니라 국문지 투고가 점차 감소
하고 있어 국문지 최다 투고자에게도 시상하기로 하여 2009년 10월 총회에
서 JVS IF 향성 기여자에 서울대 조명행, 제주대 주홍구 교수, 영문 학술지
JVS 다수 투고자 서울대 박봉균 교수, 국문지 다수 투고자 건국대 박희명
교수에게 수여하였으며, 2010년 10월 총회에서는 JVS IF 향상 기여자에 서

제1장 수의학회 60년 발자취

240

울대 권오경 교수, 국문학술지 다수 투고자에 제주대 김재훈 교수가 수상하
였다. 2011년에도 권오경 교수와 김재훈 교수가 엄격한 심사결과에도 수상
자로 선정되었으나 2년 연속하여 수상한다는 것은 많은 회원이 참여하도록
유도하자는 취지에 어긋난다는 여론이 높아 이후에는 “영문지 JVS IF 향
상 기여자의 수상은 1회에 한하며, 국문지 KJVR 최다 투고자는 3년 이내 1
회 수상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을 개정하여 학술상을 시상하려 하였으나
RNL 바이오의 사정에 의하여 중단되었으며, 이후 이 규정은 2015년 12월
17일 개최된 제69차 이사회에서 정식으로 논의되어 “사단법인 대한수의학
회 학술상 운영규정” 제6조 4항과 5항에 각각 JVS 및 KJVR 최다 인용자 및
최다 게재자 “동일인의 수상은 5년 이내에 1회에 한 한다.”로 규정하여 명
문화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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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학회 기금조성 현황

대한수의학회가 장기적인 학회발전을 위해 기금을 모으기 시작한 것
은 1970년 당시 회장에 의해 처음 발의되어 1971년 10월 총회에서 「100만
원 적립」이 보고된 것이 처음이다. 당시 이영소 회장이 사료업계, 양계업계,
동물약품업계 등에서 모금한 기금은 당시로서는 적지 않은 금액이었다. 이
를 seed money로 삼아 시작된 기금이 각 회기 회장단이 각고의 노력으로 관
련업계로부터 찬조를 받는 등의 방법으로 기금을 모으고, 기금에 이자를 보
태는 한편 경우에 따라서는 회장단 개인적인 기부에 의해 140배로 불어나
1999년 9월에는 1억 4천여만 원에 이르렀다(표 12-1). 하지만 이 기금은 법
인 등록 시 기본재산으로 모두 산입되어 현재는 대한수의학회에 사실상 기
금은 하나도 없는 상태이다. 만일 기금을 모은다하여도 법인은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당해 연도 목적 사업에 70% 이상을 사용
하지 않으면 감독기관으로부터 경고 내지 심하면 법인 취소까지 감수하여
야 하고 만일 법인 등록 당시 신고한 기본재산 1억 4천만 원 중 그 일부 또
는 전부를 사용하여 기본재산 원금이 부족하게 되는 경우에는 사단법인 이
사는 법적인 무한 책임을 지고 변상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와 같은 사실은 2001년 1월 10일 사단법인 관할 관청인 수원시 교육
청에서 직접 수의학회 사무실로 감사를 나와 현장에서 지적받은 시정명령
사항이다. 좋은 사례로 2001년에 5천7백만 원을 학회에서 향후 영문 학술지
JVS 발간을 위한 자금으로 적립한 것은 당해 연도 목적 사업에 소진하지 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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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1  대한수의학회 연도별 기금적립 현황
기간

원금

이자

기금조성금

기금총액

회장

총무위원

1970. 11~1971. 10

-

-

-

1,000,000

이영소

박근식

1971. 11~1972. 10

1,000,000

295,800

-

1,000,000

이방환

조충호

1972. 11~1973. 10

1,000,000

162,000

38,000

1,200,000

이방환

조충호

1973. 11~1974. 10

1,200,000

217,821

-

1,200,000

이창구

김동성

1974. 11~1975. 10

1,200,000

385,303

214,697

1,800,000

이창구

김동성

1975. 11~1976. 10

1,800,000

360,000

240,000

2,400,000

이창구

김동성

1976. 11~1977. 10

2,400,000

400,000

600,000

3,400,000

이창구

김동성

1977. 11~1978. 10

3,400,000

493,972

-

3,400,000

정창국

성재기

1978. 11~1979. 10

3,400,000

766,412

833,558

5,000,000

정창국

성재기

1979. 11~1980. 10

5,000,000

1,303,912

-

6,303,912

정창국

성재기

1980. 11~1981. 10

6,303,912

1,521,862

674,266

8,500,000

정창국

성재기

1981. 11~1982. 10

8,500,000

1,583,842

1,416,158

11,500,000

임창형

최희인

1982. 11~1983. 10

11,500,000

1,582,000

-

13,082,000

임창형

최희인

1983. 11~1984. 10

13,231,817

1,150,000

-

14,381,817

전윤성

한수남

1984. 11~1985. 10

14,381,817

1,780,635

-

16,162,452

전윤성

한수남

1985. 11~1986. 10

16,162,452

1,778,268

-

17,940,720

조충호

이흥식

1986. 11~1987. 10

17,940,720

1,866,445

1,192,835

21,000,000

조충호

이흥식

1987. 11~1988. 10

21,000,000

2,077,515

-

23,077,515

이창업

한홍율

1988. 11~1989. 10

23,077,515

2,866,445

7,010,731

32,900,000

이창업

한홍율

1989. 10~1990. 9

32,900,000

4,301,581

-

37,201,581

박근식

이재진

1990. 10~1991. 9

37,201,581

4,456,419

25,000,000

66,658,000

박근식

이재진

1991. 10~1992. 9

68,819,238

6,683,629

-

75,502,867

박응복

양일석

1992. 10~1993. 9

75,502,867

11,857,218

4,000,000

91,360,085

박응복

양일석

1993. 10~1994. 9

46,423,022

19,225,432

-

65,648,454

백영기

이영순

1994. 10~1995. 9

79,819,503

14,965,667

-

94,785,170

백영기

이영순

1995. 10~1996. 9

94,785,170

9,570,034

-

104,355,204

성재기

이창우

1996. 10~1997. 9

104,355,204

9,418,037

-

113,773,241

성재기

이창우

1997. 10~1998. 9

113,773,241

13,956,437

10,000,000

137,729,678

한홍율

류판동

1998. 10~1999. 9

137,729,678

7,341,979

47,693

145,119,350

한홍율

류판동

*1999년 9월 학회의 법인 등록 이후에는 적립하는 것은 위법 사항으로 수원시 교육청 감사에서 지적받아 적립을
중단하고 당년 목적사업에 모두 사용함. **전임자의 기금총액이 후임자의 원금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당시
원금에 추가 산입이 있었거나 차용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됨. ***위의 액수는 신 · 구 회장 인수인계서내역에서 확인
된 내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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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1  기금액수가 명기된 신 · 구회장의 인수인계서(1987년)

한 것이므로 위법이 된다는 사실을 인지하여 부득이 이 중 3천만 원을 「학
술공로특별상금」으로 회계처리 하여 후임 회장인 충남대 김무강 교수에게
수여하였으며, 나머지 2천7백만 원을 「사무비」란 명목으로 역시 후임 회장
에게 넘긴 것이다. 문제는 이후 다시 “학술공로특별상금”을 기부금으로 되
돌려 받아 학회 재정으로 사용하는 변칙 아닌 변칙 전용이 있었는데 이 자
체도 위법이었던 것도 후에 인지되었다. 교육청의 지적을 받은 후에는 단
한 푼도 기금 적립을 하지 않았으나 기금 모금은 수의학회의 역사적인 기록
이므로 지적받기 이전인 1970년 이후 1999년까지 이루어진 연도별 기금조
성 상황을 정리하면 표 12-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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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 휘장과 마크

–
13

대한수의학회에는 학회를 상징하는 마크가 있다. 학회 마크 제정이 처
음 논의된 것은 1980년 2월 1일 개최된 제42차 평의원회에서였다. 당시 학
회 마크 제정의 필요성이 제기된 것은 「학회 발전에 공로가 많은 인사 또
는 찬조기관에 공로패나 감사패를 증정할 때 기념패에 학회를 상징하는 마
크를 삽입한다면 보다 학회를 깊게 기념할 수 있을 것」이라는 취지와 함께
「훌륭한 마크 도안은 기념패의 미적 감각을 보다 드높일 수 있다.」는 뜻으로
시작되었다. 당시 휘장은 전 회원을 상대로 현상 공모키로 하였으며 당선작
은 상패를 수여하되 당선작 결정은 전적으로 학술위원회가 심사토록 하였
다.
그러나 현상 공모에도 응모자가 없었는지 아니면 현상 공모를 논의만
하고 현상 공모 자체를 하지 않았는지 그 후속조치에 대한 기록이 전무하
다. 하지만 현재 쓰이고 있는 학회 휘장이 처음 사용된 1986년까지는 다른
어떤 학회 마크가 사용된 일이 없는 것으로 보아 학회 마크는 제정되지 않
았던 것으로 판단된다.
이후 학회 마크 제정이 재론된 것은 1986년 4월 7일 개최된 학술위원
회에서 「창립 30주년이나 되는 학회가 학회를 상징하는 마크가 아직도 없으
니 학회 마크를 제정하되 전 회원을 상대로 공모」하기로 한 것이 계기가 되
었다. 당시 학술위원회에서는 학회 마크 제정의 기본원칙을 「대한수의학회
의 이미지가 충분히 반영되도록 하되 학회를 상징할 수 있는 심벌로서 단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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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면서도 형상적이어야 한다.」고 정하였다.
이와 같은 대전제를 바탕으로 「학회 마크 공모안」을 동
년 4월 10일 평의원회에 상정 한 바 참석 평의원 전원이 학
회 마크 제정을 절감하고, 전원 동의함으로써 4월 15일 전 회
원을 대상으로 마크를 공모하게 되었다. 그러나 마크 공모마
그림 13-1  학회를 상징하는 수
의학회 마크(1986년)

감일까지 응모자는 단 1명(서울대 이흥식 교수)이 12개의 각기
다른 도안을 응모한 것이 전부였다. 따라서 9월 15일 개최된
학술위원회에서는 12개 마크 도안을 놓고 장시간에 걸쳐 열

띤 논의를 한 바 「한글로 표기된 학회명칭을 한자로 표기하여 한자권 국가
에서도 쉽게 대한수의학회를 알아볼 수 있도록 하고 중앙에 표시된 창립연
도인 1957과 대한수의학회 영문약자인 KSVS는 삭제」하기로 수정안을 내
어 현재 사용하는 마크를 만장일치로 채택하였다. 그 후 서면결의로 결정하
기로 한 평의원회 결의에 따라 1986년 10월 6일 평의원회에 회부하여 결의
한 결과 평의원 55명 전원이 찬성함으로써 확정되어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
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마크의 둥근 원은 학회의 무궁한 발전을 상징하며,
원내 가로줄 무늬의 V자는 수의료와 수의학의 영문자 Veterinary Medicine
과 Veterinary Science의 머리글자를 표현함과 동시에 연구업적을 기록하는
펜촉을 나타낸다. 그리고 가로줄 하나하나는 회원들이 연구업적을 하나씩
쌓아가는 형상으로 학문발전의 표상이다. 마크 중심에 자리 잡고 있는 뱀과
지팡이는 질병진단과 치료의 상징으로 의학을 의미하고 지혜와 권위를 상
징하며, 한문자와 영문자는 학회 공식명칭을 나타낸다(그림 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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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수의학회에서는 학술발표회나 학회지 발간 같은 학술사업 이외에
학술발전을 위한 수익 및 비수익사업을 몇 가지 수행한 바 있다.
첫째로 시도된 사업은 「수의학회지 영인본사업」이었다. 영인본사업은
1985년 12월 7일 개최된 학술위원회 결의 및 12월 14일 개최된 평의원회
결의에 의해 창립 30주년 기념사업으로 추진키로 하였으나 「소요예산 확보
의 어려움」으로 무산되었다. 그러나 다행히도 10년 후인 1995년 1월에 「하
우출판사」가 출판과 판매를 책임지고 학회에 인세를 주기로 함에 따라 다시
사업이 추진되었다. 따라서 대한수의학회는 「하우출판사」와 정식으로 수의
학회지 영인본사업인 「대한수의학회 연구업적집」에 대한 계약을 맺고 1994
년 10월까지 발행된 34권 4호까지 통권 75권의 대한수의학회지를 총 21권
으로 합본하여 분책으로 제작한 영인본을 1995년 5월 30일 출간하여 전 회
원과 관련학계에 큰 도움을 주었다. 하지만 당시 초판본 200부를 발간하고
학회에서는 5% 저작권료 270만 원을 받기로 하였는데 「하우출판사」에서는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저작권료를 학회에 지불하지 아니하고 차일피일 미
루다 계약 당사자인 회장단 임기(1993. 10~1995. 10)가 끝나버렸다. 이에 후
임 회장단의 총무위원(서울대 이창우 교수)은 출판계약서를 찾아내어 확보하
고 이를 바탕으로 저작권료를 받아내었는데 이것은 학술외 사업에 의한 최
초의 대한수의학회 수입이었다(그림 14-1).
둘째 학술 활동 이외 사업은 「수의학대사전」 발간 사업이었다.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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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9년 일본 Chikusan 출판사에서 출간한 「수의학대사
전」을 한국어로 번역 출간한 것으로 도서출판 나눔의 집
이 이 번역물에 대한 감수를 의뢰하면서 시작된 사업이
다. 수의학대사전의 감수 제안을 받은 학회는 2002년 7월
1일 실무회의를 열고 “수의학대사전 번역 사업은 수의학
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업”으로 동의를 하고 7월 16일 가
계약을 체결한 후 10월 11일 개최된 이사회에서 승인을
받아 본격적으로 착수하게 되었다. 당시 나눔의 집과 체
결한 “수의학대백과사전 감수계약서”에 의하면 수의학
그림 14-1  수의학회 연구업적집 표
지(1995년)

회는 “수의학대사전의 번역에 대하여 감수를 하되 원본
에 없는 표제어는 필요에 따라 추가”하도록 되어 있어 학
문적 조류에 따른 최신 용어를 등재할 수 있는 길을 열

어 놓았다. 계약 당시 감수비 1천만 원과 권당 4%의 인세 1천만 원(2003년도
회계보고 2천79만 원)을 수의학회가 받은 것은 수의학회 역사상 기록에 남을

역사적인 일로 이는 학회 발전에 크게 도움이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 사
업에 동원된 수의학회 회원은 총 58명이었으며 1차 번역 후 8회에 걸쳐 교
정과 교열 작업을 하여 6만여 표제어를 담은 2,079쪽짜리 본책과 516쪽짜
리 부록을 영어 및 한글 용어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색인 CD와 함께 2003
년 10월 20일 출간하였다(그림 14-2). 이 사전의 특징은 표제어에 대한 해설
이 있는 명실상부한 “수의학용어사전”이라는 점과 우리나라 재래가축 화보
와 함께 각종 애완동물의 특징을 병기하여 정리한 점이다. 다만 옥에 티라
면 미리 회원에게 널리 공지하여 여론을 수렴하는 충분한 협의 과정이 없이
1년이라는 짧은 시간 내에 출간하고자 서둘렀으며 이로 인해 많은 표제어
를 일본식 용어 그대로 사용한 점이나 일본에만 있는 질병을 다룬 것과 함
께 이제는 지구상에서 사라진 질병 등도 다루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는 점
이다.
셋째 사업은 수익사업이라기보다 수의학용어 표준화를 위한 「수의학
용어 표준화사업」이었다. 이 사업은 1974년 5월 4일 개최된 학술위원회에
서 처음 논의되어 수의학회 주요사업으로 채택되어 적극 추진키로 하였었
다. 당시까지만 해도 수의학용어가 의학용어임에도 의학분야와 달리 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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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2  수의학대사전 내지 및 부록 표지(2003년)

일본식 한자에 그대로 한자음을 단 용어였으므로 이를 우리 정서에 맞는 한
글 용어로 만들고 의학분야가 의학용어를 정비하고 있으므로 이에 발맞추
어 수의학분야도 같은 용어조차 이 사람 저 사람이 달리 쓰고 있는 용어를
통일하여 학문발전에 기어코자 하는 큰 뜻으로 시작되었다. 그러나 그 후
학회 차원에서는 어떤 적절한 후속조치도 뒤따르지 못했지만 다행히도 학
진 지원 단체인 한국학술단체총연합회에서 2002년부터 학술용어 표준화 사
업을 주관하게 되면서 활기를 찾게 되었다. 이 학술용어 표준화 사업의 덕
분으로 수의학회 50주년 기념 「수의학용어집」을 출판할 수 있는 기틀이 마

그림 14-3  수의학회지(1권 1호~
43권 3호) CD-ROM(200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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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되었다.
넷째는 수의학회지 CD-ROM 제작 사업이다. 이는 수익 사업이기보
다 회원들을 위해 2003년 9월까지 출간된 대한수의학회지(1권 1호~43권 3호),
J Vet Sci(1권 1호~4권 2호), 1959~2002년 학술대회 춘계 및 추계 초록집을
CD-ROM으로 만들어 무료로 배부하여 수의학의 학문적 발전을 도모하
고자한 것이다(그림 14-3). 사실 그동안 구해볼 수 없었던 논문을 회원들에
게 제공한다는 것은 획기적인 발상이었다. 이 사업의 추진 여부는 2003년 6
월 14일 실무회의에서 심도 있게 검토되었고 6월 27일 (주)영진아이피에스
라는 CD-ROM 제작회사와 계약을 맺어 10월 1일 400개를 납품받아 2003
년 10월 17일 개최된 제47차 총회에서 회원들에게 배부되었다. 이에 소요된
예산 1,500만원에 대한 지출 기록은 예· 결산 회의록 어디에서도 찾아 볼 수
없지만 당시 임원의 증언에 의하면 2001년 학술공로특별상금(3천만 원)에서
충당되었다고 한다. 다만 흠이라면 학술공로특별상금은 학회에 기증하여
학회재정에 사용하기로 2003년 5월23일 개최된 제16차 이사회에서 결의하
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사회나 평의원회 어떤 결의도 없이 지출된 점이다. 나
아가서 CD 내용 중 제1회 및 2회의 경우 학술발표요지가 없다고 백지를 제
공하고 있으나 요지는 없다하여도 최소한 제목이라도 제공하였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점이다. 제1회 및 2회의 학술대회 연자와 제목은 1977년 10월에
발행된 수의학회지 17권 2호 부록에 실린 학회 창립 20주년을 기념하여 정
리한 “학술대회 연제일람” 98쪽과 99쪽에 게재되어 있다. 아울러 회원들의
혼동을 막기 위해 밝히면 백지에는 제2회 학술대회가 1955년 10월 1일 개
최된 것으로 기록하고 있으나 동 연제일람 97쪽에 보면 1958년 9월 6일 서
울대 수의대에서 개최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그림 5-2, 5-54).
다섯째 학술 활동 이외 사업은 「수의학 연구의 동향과 전망」을 집필한
일이다. 이것은 한국학술단체연합회(학단연)가 1999년부터 매년 몇 개 학회
를 하나로 묶어 “한국학술연구의 동향과 전망”이라는 제목으로 시리즈를
발간하는 사업의 하나였다(그림 14-4). 한국학술단체연합회가 4번째 시리즈
로 2002년 10월 28일 발행한 “한국학술연구의 동향과 전망” Vol, IV-2의
187쪽을 보면 집필진은 총괄 이흥식(서울대 교수)를 비롯하여 분야별로 해
부· 조직학(장병준, 건국대 교수), 생리· 생화학(한호재, 전남대 교수), 약리· 독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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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윤효인, 충남대 교수), 미생물 · 전염병 · 생명공학(전무형,
충남대 교수), 병리 · 기생충학(김대용, 서울대 교수), 공중보

건학(홍종해, 강원대 교수), 임상학(강정부, 경상대 교수), 조
류질병학(모인필, 충북대 교수), 야생동물학(신남식, 서울대
교수), 어류질병학(정태성, 경상대 교수), 말질병학(이시영,
전 마사회 마필보건소장), 실험동물학(김길수, 서울대 의대 교
수) 등 수의학회 회원 13명이 집필한 것으로 소개되어 있

다. 5쪽에서 186쪽 걸쳐 개재된 「수의학 연구의 동향과
전망」은 수의학 각 학문 분야 별로 과거, 현재 및 미래를
전망한 것으로 우리 학회를 비롯하여 대한전기학회, 한
국기상학회, 한국세라믹학회가 집필한 각 학회의 동향과

그림 14-4  학단연이 발행한 한국학
술연구의 동향과 전망 표지(2002년)

전망을 함께 게재하고 있는데 당시 수의학회 학술위원
장인 충남대 수의대 윤효인 교수는 “한국학술연구의 동향과 전망 편집위원
회” 8명 위원 중 한 위원으로 활약하였다.
이외에 회원들을 위하여 대한수의학회에서는 학회 창립 30주년 기념사
업의 하나로 1987년 7월 4일 “대한수의학회지 종합목록집”을 발행하여 대
한수의학회지 창간호부터 27권 1호까지의 국문 및 영문 제목을 목록화하여
72쪽 분량의 종합목록집을 발간하였다(그림 14-5). 한편 1993년 8월에는 회
원 상호간에 보다 긴밀한 정보 교환과 교류를 위해 필수적으로 필요한 “대
한수의학회 회원 명부”를 발간하였다. 이 명부에는 모두
614명의 회원이 기관별 및 업체별로 구분되어 있을 뿐
아니라 각 회원의 직장에서의 직위까지 기록되어 있다.
이전까지는 주로 회원 명부를 회부 납부 여부를 기재한
형식으로 학회지 부록에 실었으나 이때는 90쪽 분량의
46배판 별책으로 발행하였다.
이후 2003년 10월 16일에도 “대한수의학회 회원명
부”가 발행되었는데 포켓용 수첩 크기로 70여 쪽에 이르
는 것이었는데 당시 이 명부에 게재된 정회원이 460명에
불과하고, 원로회원 30명, 단체회원 100명이었다. 정회원
수가 지금까지 알려진 것에 절반 정도인 것은 아마도 당

그림 14-5  창립 30주년 기념 종합
목록집 표지(198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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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6  수의학회 보관 회원 명부
(1984년)

시 집행부에서 회비를 납부한 회원만 게재한 것으로 보이나 정확한 이유는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다.
그러나 회원명부를 제대로 마련한 것은 이보다 훨씬 이전인 1984년 3
월이다. 이때는 증명사진까지 부착한 신상카드를 만든 것인데 전 회원 모두
가나다순으로 정리하였으나 당시 회원을 400명 정도로 추정하였을 때(1998
년 발행된 수의학회 40년사에 근거하면 1982년 408명, 1987년 411명) 91.3%인 365

명의 카드가 보관되어 있으나 사진과 기록이 모두 있는 카드는 47.3%에 불
과한 189명에 지나지 않고, 나머지는 이름만 있는 카드 140명(35.0%)와 사
진 없이 신상기록만 있는 카드 36명(9.0%)이다(그림 14-6).
그리고 대한수의학회에서 영문 학회지 JVS를 발간함에 따라 좋은 영
어 논문을 작성할 수 있는 지침으로서 2000년 10월 13일에 「좋은 논문 작성
을 위한 참고 자료」라는 제목의 77쪽짜리 책자를 무료로 발행하였다. 이 책
자에는 국제의학학술지편집위원회(ICMJE)에서 규정한 “생의학학술지에 투
고하는 원고의 통일 양식(Uniform Requirements for Manuscripts Submitted to
Biomedical Journals)”과 함께 각종 학술잡지명을 약어로 어떻게 쓰는 것이 옳

은지 Medline/PubMed 규정에 따른 Journal Abbreviation을 같이 게재하여
회원들이 흔히 혼동하던 잡지명 약어에 길잡이를 제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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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 서양수의학이 들어온 지 110여 년이 넘었지만 정식으로 수
의학회가 「수의학용어 표준화 사업」을 본격적으로 착수하기 전까지는 수의
계가 머리를 맞대고 협의하여 제정한 수의학용어가 없었다. 그러다 보니 일
부 학자는 같은 원어를 제 나름대로 번역하여 써왔다. 이와 같은 현상은 수
의계 뿐만 아니라 의학, 생물학, 화학, 물리학 등 다른 분야도 마찬 가지였
다. 이렇게 해서는 학자들 사이의 학술교류는 물론 국가 사이에서의 정보
교환도 올바르게 이루어지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현실을 직시하고 정부는
이를 바로 잡기 위해 2005년 1월 27일 “국어기본법(법률
제 7368호)”을 제정 · 공포하였다. 이 법의 기본 취지는 “우

리말 사용을 촉진하고 국어 발전과 보전”을 꾀하는데 큰
뜻이 있으며, 이 법에서는 우리의 국어는 “한국어”이며
“한글“은 한국어를 표현하는 “문자”임을 분명히 하고 있
다. 그리고 제17조에는 “국가는 국민이 각 분야의 전문용
어를 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표준화하고 체계
화하여 보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수의학회는 2003년 10월 수의학대사전을 출간하였
지만 교과서에 자주 등장하는 용어임에도 누락되었거나
임상에서 널리 쓰이는 용어임에도 기재되지 않았거나 급
속한 학문 발전에 따른 최신 용어 등이 사전에 실리지 못

그림 15-1 학회 창립 50주년을 기
념하여 발행한 수의학용어집(2006
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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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점이 있었다. 그리고 이제는 쓰지 않는 용어가 다수 포함되어 있거나 일
본 사전을 그대로 번역하다 보니 일본에만 있는 일본 고유의 질병명이 기재
되는 등 학술용어가 너무 제한적이었다는 중론도 있었다. 아울러 수의학 분
야 전부를 아우르지 못한 점이나 의학, 생물학, 치의학, 보건학, 간호학, 한
의학, 약학, 축산학 등 인접 생명과학분야와 협의과정을 거치거나 한글학자
나 어문학자들과의 의견 조율이 없었던 점도 다소 아쉬운 점으로 지적되어
왔지만 「수의학대사전」은 수의학용어 표준화의 디딤돌이 되었다.
수의학회가 수의학용어의 통일을 위한 사업을 시작한 것은 1974년으
로 당시 학술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동년 3월 3일 과학기술용어(수의분야)심
의분과위원회를 구성하고 전국 각 대학 수의학과 전공과목 담당교수로부터
전공용어를 제출받아 3,000단어 이상을 목표로 1년 이상 작업을 하였으나
이후 그 결과에 대한 기록을 전혀 찾을 수 없다. 아마도 당시 과학기술용어
통일을 위해 당국이 이를 주도하였으나 후속조치가 미비하여 완결되지 못
한 것으로 추정된다. 당시 심의분과위원회 위원장은 전윤성 교수(서울대)였
고, 부위원장은 정순동 교수(경희대 의대)였으며, 위원은 이방환 교수(서울시
립대), 정길택 교수(서울대), 정영석 교수(서울시립대), 정운익 과장(안양 가축위
생연구소), 조충호 교수(서울시립대), 임창형 교수(서울대)였다.

하지만 이와 같은 시도 이전에도 수의학용어를 정비하기 위한 기회가
있었다. 즉, 이보다 10년 전인 1965년 9월 문교부의 주도로 전문 학술용어
를 통일하기 위해 「과학기술용어집(수의학)」을 청구출판사에서 편집하고 인
쇄하여 펴낸 일이다. 문교부 「과학기술용어제정심의위원회」가 발행한 이 용
어집에는 수의임상, 수의병리, 수의미생물 및 수의전염병, 수의생리 및 수
의약리, 가축해부, 가축기생충 분야 용어를 아우르는 총 900여 개 수의학용
어가 실려 있다. 당시 이 용어집 편찬을 맡은 수의분과 위원장은 수의학회
회원인 윤석봉 교수(서울대)였으며, 위원으로는 전윤성(서울대), 조병률(서울
대), 손재영(경북대), 이영소(서울대), 이방환(전북대), 이장락(서울대), 이현수
(농업진흥청), 김영찬(농촌진흥청), 박응복(진주농대) 교수 등이 참여하였다. 이

용어집의 특이한 점은 수의학 분야의 많은 용어를 전부 다루지는 못하였으
나 “인체해부학용어와 같이 쓰이는 것은 모두 생략하였음”이라고 밝혀 수
의학용어는 인체용어와 동일한 용어를 사용하고 있음을 직접적으로 표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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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2  수의학용어 표준화 공청회 자료(좌) 및 당시 배부한 용어집(2005년)

점과 함께 이와 같은 전제조건 탓인지 생리 및 약리학 용어에는 인공수정
(artificial insemination) 등 4개 용어만 게재되어 있다는 점이다.

이런 역사를 거쳐 수의학회가 본격적으로 수의학용어 제정사업을 하게
된 것은 2003년 학술진흥재단(학진) 의뢰로 학술단체연합회(학단연)가 공모
한 학술용어표준화 사업자의 일원으로 대한수의학회가 학술용어표준화용
역사업(2년간 2,300만 원)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대한수의학회
는 수의학용어 표준화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2004년 3월 「수의학용어
위원회」를 구성하였다. 이 위원회는 대한수의학회 정관 제19조 4항에 따라
제22차 이사회 결의를 거쳐 수의학용어 표준화 및 수의학용어집 발간에 관
한 일체 행위에 대한 전권을 위임받은 임시 위원회로 발족하였다. 이 위원
회(위원장 이흥식, 서울대 교수)는 수의학 분야를 크게 해부(조직, 발생 포함: 경
북대 이성준 교수), 생리(충남대-김상근 교수), 약리(건국대-김진석 교수), 화학(서
울대-이문한 교수), 미생물(조류질병, 전염병, 바이러스포함, 면역학 포함: 전북대송희종 교수), 병리(강원대-한정희 교수), 기생충(전남대-신성식 교수), 공중보건
(실험동물, 어류질병학, 환경위생 포함: 제주대-임윤규 교수), 내과(피부과, 임상병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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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포함: 경상대-조규완 교수), 외과(방사선, 안과, 치과, 마취학 포함: 서울대-서강문
교수), 산과(번식, 생물공학 포함: 충북대-김일화 교수) 등 11개 분야로 나누었다.

그리고 각 분야를 책임진 이들 위원이 각 분야에서 가장 널리 쓰이고 있는
한글 및 원서 교재를 중심으로 용어를 수집하여 정리한 후 7번에 걸쳐 협의
를 하고 각 분야 전공교수협의회 의견을 수렴하여 각 분야 기초 원안을 마
련하였다. 그 후 이를 대상으로 2004년 11월 26일과 2005년 5월 24일 두 차
례에 걸쳐 8개 학회, 12개 전공과목 교수협의회, 4개 전문 협회, 2개 연구회
및 행정부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공청회를 열었고(그림 15-2), 국어학자, 국
립국어원, 학술용어표준화위원회, 생명과학 관련학회가 참석한 한국학술단
체연합회(학단연) 주최 공청회에 3회 공개 협의하였고, 전국 수의학과 교수
교열을 3회 실시하였으며, 의학, 간호학, 생물학, 치의학, 축산학, 한의학 등
타 학회와 4회 협의하고 수정, 보완하면서 학회 홈페이지에 5회 공시하여
의견을 수렴하였다.
이런 절차를 거쳐 2006년 11월 11일에 대한수의학회 50주년 기념사업
의 하나로 10만여 국문 및 영문 용어가 수록된 1,400여 쪽에 이르는 「수의
학용어집」을 정문각에서 출간하였다(그림 15-1). 많은 출판사가 출간 비용
이 많이 들고 수의학 분야는 판매 시장이 좁다는 이유로 출판을 꺼려하는
가운데서 전적으로 출판 비용을 출판사 자신이 부담하였다. 그러나 우리 회
는 저작권료로 출판되는 수의학용어집 350부(1부당 판매가 68,000원, 시가총액
2,380만 원)를 받기로 하고 2005년 6월 23일 정문각과 정식으로 계약을 하였

다(그림 15-3). 이 용어집의 특징은 수의학분야의 모든 기본 용어는 물론 의
학 분야 및 생물학 분야의 모든 기본용어를 망라하여 수록하고 있어 이 용
어집 하나면 의학용어집이나 생물학용어집이 필요 없다는 점이다. 나아가
서 애완동물반려학회 및 생물과학협회와 함께 6회에 걸쳐 검토하여 수록한
450여 개의 애견학 용어가 포함되어 있다는 점이다. 저작권 인세로 받은 용
어집은 용어위원, 공청회 참석 각 학회 및 협의회 대표, 의견제안자 및 관련
분야(학진, 학단연, 과총, 한글학회, 국어학회, 국립국어원 등)에 무료 제공되었고
일부는 포스터 발표상에 대한 부상 등으로 제공하였다.
수의학용어 표준화에 있어 회원들이 총의로 결정한 표준화 원칙은 “수
의학은 동물의학을 다루는 학문이므로 의학용어를 차용하되 수의학 고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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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는 그대로 그 의미를 살린다.”였고 그 세부적인 것은 다음과 같았다.
1. 고유한 우리말이 있는 경우 우리말로 바꾼다.
 이개-귓바퀴

2. 어려운 한자말은 쉬운 우리말로 바꾼다.
 첩모-눈썹

3. 발음이 같은 용어는 소리로 구별되도록 한다.
 부부갑상선-덧부갑상샘

4. 국제 규약에 따라 인명은 되도록 사용하지 않는다.
 유스타키오관-귀인두관

5. 너무 긴 용어는 뜻의 손상이 없는 범위에서 생략한다.
 치골섬유연골결합-두덩결합

6. 외래어 중 보편화된 용어는 그대로 사용한다.
 추체-피라미드

7. 1개 글자로 된 한자용어는 2개 글자 이상의 우리말로 바꾼다.
 연-모서리

8. 용어의 표현이나 비교대상은 되도록 우리문화에 바탕을 둔다.
 서혜-샅

9. 모든 단어는 붙여 쓴다.

 거짓중층원주섬모상피

10. 기타 사항은 한국학술단체연합회 원칙을 준수한다.

표준화된 학술용어는 학계에서 널리 보급되고 활용되어야만 의미가 있
다. 따라서 표준용어가 널리 쓰이도록 하기 위해서는 현재 대한의사협회에
서 시행하고 있는 조치가 우리에게 좋은 반면교사가 될 수 있다고 판단된
다. 즉, 대한의사협회는 보건복지부와 함께 표준의학용어의 충실한 보급과
활용을 위해 보건복지부 고시 제93-11호에 의거 의료보험청구서 및 진료비
명세서 작성의 한글표기에 의학용어집의 용어를 반드시 사용토록 행정적으
로 강제하고 있으며, 진단서, 처방전, 감정서 작성 시에도 표준 의학용어를
사용토록 하고 있고 의사국가고시 및 전문의시혐에도 반드시 표준 의학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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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로 출제토록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의학교육, 학위논문, 학술발표, 교재
발간 등에도 이들 표준용어를 사용토록 권장하고 있으며 대한의학회 산하
학회에서 발행하는 180여 학회지 투고규정에 “용어는 반드시 대한의사협회
발행 의학용어집의 의학용어”를 사용토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수의학 분
야도 이와 유사한 조치를 마련하기 위해 대한수의사회와 농림부의 협조를
구하였고 수의학회지 투고 시에는 반드시 수의학용어집의 용어를 사용하도
록 2007년 4월 20일 국문학회지 KJVR 투고규정을 개정하였다.
표준화된 수의학용어는 그동안 학자마다 달리 쓰던 용어의 통일을 기
하는 계기가 됨에 따라 학자 간 의사소통에 기여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교육
은 물론 아름답고 쉬운 우리 용어를 사용함에 따라 저술이나 대중 강연 등
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나아가 수의의료 행위에 있어 서식의
표준화 내지 진료기록부의 표준화에도 도움이 되고 일취월장하는 전산화에
도 일조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의사소통이 원활하여 짐에 따라 수의
학의 각 전공분야는 물론 관련 생명과학분야와의 교류가 더욱 활발해지고
학문 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뿐만 아니라 수의학용어의 표준화
는 앞으로 남북한 학자들의 학술 교류 활성화에 기여하고 남북한 수의학용
어 통일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용어집은 출간 후 2007년 7월 2일
문화관광부 주최 과학부문 「우수학술도서」로 선정되어 전국 150여 개 공공
도서관에 의무적으로 비치하는 추천도서가 되었다.
이렇게 되자 소문이 어떻게 났는지 2009년 11월 12일 샤프전자와 아
카데미아가 공동 개발한 전자사전 “Medical Dictionary”에 수의학용어집을
의학, 치의학, 간호학, 약학, 물리학, 화학, 생물학, 과학기술 용어집 및 국어,
영어, 독어 사전과 함께 탑재하면 좋겠다는 제안을 의학도서 전문출판사인
아카데미아에서 받았다. 이에 동년 11월 16일 개최된 제43차 이사회에 이
와 같은 사실을 보고한 바 “수의학용어집의 전자사전 탑재는 수의계 총의
를 모아 만든 수의학용어의 보급과 수의분야 위상 제고에 큰 의미가 있다.”
라고 하며 샤프전자사전과 협의를 결정하였다. 하지만 아카데미아에서는
“수의학용어집 조판 원본 자료가 있어야 전자사전 출판이 가능하다.”는 회
답을 듣고 「수의학용어집」을 출판한 정문각에 원본 제공을 요청한 바 수의
학용어집을 출간한 날(2006년 11월 11일)로부터 5년이 계약기간이므로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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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3  수의학용어집 발간 계약서(2005) 및 전자사전 출판권 계약서(2009년)

하다는 통보를 받았다. 이에 「수의학용어집」의 전자사전 탑재는 물 건너간
듯 했으나 마침 아카데미아에서 “전자사전에 탑재를 허락하면 지적재산권
인세로 500만원을 학회에 주겠다.”고 하여 정문각에 이 인세 전액을 지불
할 테니 조판자료를 아카데미아에 넘기라고 타협하고 당시 이사장인 박용
호 서울대 교수가 아카데미아와 2009년 12월 11일 “출판권 설정계약”을 정
식으로 맺음으로써 결국 「수의학용어집」이 탑재된 샤프전자사전은 빛을 보
게 되었다(그림 15-3). 따라서 샤프전자와 아카데미아는 졸업 및 입학 시즌
에 맞추어 선물용으로 핸드폰 크기의 샤프전자사전 “Medical Dictionary”
를 2010년 1월 30일 출시하여 수의학용어 보급에 일조하였다.
“수의학용어집” 발간 이후 5년이 경과한 2011년 10월 26일 개최된 정
기총회에서 정식으로 「수의학용어위원회」를 상설기구로 신설키로 결의함
에 따라 이흥식 서울대 교수가 초대 위원장으로 추대되었으나 개인사정으
로 1년 만에 사임하여 2012년 10월 제2대 수의학용어위원회 위원장으로 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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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대 김대중 교수가 취임하였다. 김 위원장은 취임하자마자 수의학용어집
초판에 게재된 용어 중 오기나 오자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점을 인지
하고 2013년 하반기에 3년 기간의 연구과제(과제명: 수의학용어 표준화사업 및
용어집 발간)를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신청하였다. 그 결과 연구과제로 선정되

어 정문각 발행 “수의학용어집” 원본을 초안으로 하여 오자, 탈자 및 중복
용어를 골라내고, 잘못된 용어의 표준화 순화 작업을 진행하였다. 이 때 용
어위원장은 2009년 대한의사협회에서 100주년 기념 의학용어집 제5판이
출판된 것도 참고하여 수의학용어집 초판의 모든 용어를 엑셀로 정비하고
영어-한글, 한글-영어, 영어-약어 등으로 분류할 수 있는 체계를 갖게 되었
다. 의학분야 용어 정비는 대한의사협회의 지원 아래 의학 관련 모든 분야
의 용어 전문가들이 상시 모임을 통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토론하여 꾸준하
게 용어정비를 앞장서서 하고 있다. 수의학 분야도 수의학회와 수의사회가
중심이 되어 전문용어 순화와 보급에 보다 적극적으로 임한다면 수의학용
어 정비에 많은 진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의학 용어(medical terminology)는 의학뿐 만 아니라, 수의학에도 많은 영
향을 주고 있다. 다른 전문 용어와 마찬가지로 의학 용어는 언론 매체에 우
리 몸의 질병에 대한 설명, 진단 등과 같이 일상생활에서 일반 국민에게도
필요성이 증가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아름답고 쓰기 쉬운 의학 용어를
다듬기 위하여 많은 의학자와 의료인이 참여하여 노력해 왔다. 어려운 한
자 용어를 보다 쉬운 우리말 의학 용어로 바꾸자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
되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 의학 교육의 관행에 익숙한 기성 의료인
이나 학자들은 지나치게 어려운 한자 용어의 알기 쉬운 우리말로 바꾸는 것
을 그다지 반기지 않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은 많
은 일본식 한자 용어를 보다 쉽게 순화하자는 의견도 꾸준히 제기되어 왔
다. 의학 용어는 라틴어와 그리스어에서 유래하는 어원을 가지고 있고, 우리
말 언어 체계와 어울리지 않는 언어구조를 갖고 있는 외래어이기에 우리말
로 풀어 사용하는 것에 익숙하지 않고, 일본의 메이지 유신 이후 철학, 과학,
의학 분야의 학문의 자기화 과정에서 만들어진 한자어를 대한제국 근대 의
학의 도입시기인 개화기 이후 일제 강점기를 거치면서 여과 없이 들여와 우
리 고유의 의학 용어라고 착각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오늘날까지 한· 중·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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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국의 의학 용어의 근간은 한자라고 하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이제는 우리
도 의학 용어에 대하여 무비판적으로 일본식 용어를 따를 것이 아니라, 새
롭게 우리 언어문화 환경에 조화로운 한글세대 이후의 시대상을 반영할 필
요가 있다.
한국수의해부학회의 전신인 한국가축해부학연구회에서 처음으로 농림
부와 축협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아 “가축해부학용어집”을 1993년에 발행하
였다. 수의학분야에서는 간헐적으로 과목 교수협의회에서 교재 번역이나
출간은 있어 왔으나, 전문 용어를 집대성하여 출간한 것은 처음이다. 또한
대한수의학회와 대한수의사회가 2006년 공동으로 발행한 「수의학용어집」
은 우리나라 수의학용어의 효시이다. 단순히 의학 용어집을 참고한 것이 아
니라 수의과대학 교과목별 각 교수협의회의 협조 하에 교재에 사용되는 용어
를 취합하였고, 반려동물, 생물과학용어집, 각계의 다양한 용어를 수록하였
다. 다만, 입력 과정 중에 발생한 것인지 확인은 안 되지만 적지 아니한 오· 탈
자가 발견되었으며, 축산 관용어, 수생질병 용어, 기생충학명, 세균명, 바이
러스명, 곤충명, 식물명, 동물명(가축, 야생동물, 반려동물 등) 등을 추가할 필요
가 생겼다. 또한 수의 법규, 수의사 업무와 관련된 정부기관의 간행물을 참
고하여 같은 질병의 다른 사용례를 찾아서 표준화할 필요성도 대두되었다.
의학 용어에 있어서 외래어 표기법에 대하여 많은 논란과 시행착오가
있다. 국립국어원의 어문정책과 대한의사협회 용어위원회의 외래어 표기
사이에 큰 격차가 존재한다. 따라서 수의학용어 정비의 기본 원칙에 있어서
는 화학명은 한국식품과학회가 채택하고 있는 대한화학회 유기화합물명명
법이 교육부 편수자료로 정식으로 채택되었으므로 이에 따라 모든 원소, 화
학명, 약품명 등이 표기를 따르기로 하였다. 그러나 실상은 국립국어원의 외
래어 표기원칙과 화학명의 표기 원칙이 다소 달라 많은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발주하여 수행한 수의학용어 표준화 사업(과제
책임자: 김대중 교수)은 1차년도(2013년, 연구비 3,545만원)는 선행 연구성과를

바탕으로 우리말 수의해부학용어(수의해부학, 수의조직학, 수의발생학, 조류해
부학용어 포함), 소, 돼지 등 도축에 사용되는 축산관련 용어, 기존 수의학용

어집 및 의학용어집의 수록 용어, 사람 해부학용어(해부학, 조직학, 발생학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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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를 비교 및 검토하였으며, 2차년도(2014년, 연구비 3,545만원)는 축산 및 검

역 관련 용어, 수의법규 및 법령에 명시된 가축 질병명 및 원인체(기생충, 세
균 및 바이러스)에 대한 용어, 식품 · 식품위생 관련 용어, 정부 각 부처별로 제

정된 수의학 관련 용어 비교 검토, 신규 수의해부학용어 및 수의학용어를
발굴하였다. 3차년도(2015년, 연구비 3,545만원)는 수생생물과 양봉 관련 질
병 용어, “의학용어집(2009)” 용어에서 추가할 용어를 선별하였으며, 수의
학교육 및 수의학교육인증평가 관련 용어, 수의법규 관련 용어 표준화를 진
행하였다. 2차년도인 2014년 9월 25일에는 충북대에서 수의학용어 표준화
사업 1차 공청회를 개최하였다(그림 15-4). 초대 용어위원장인 이흥식 교수
가 ‘수의학용어집 초판 발간 및 2차 개정에 대한 소고’, 서울대 황인구 교수
가 ‘비교해부학 및 기초수의학 용어 표준화’, 서울대 서강문 교수가 ‘임상수
의학 용어 표준화에 관한 고찰’, 충북대 김대중 교수가 ‘수의학용어 표준화
사업 개요’에 대한 발표를 하였다. 토론자로는 강부현 박사, 한국식품과학회
용어위원장인 김성곤 명예교수, 대한수의학회 이사장인 김재홍 교수, 한국
실험동물학회 이사장인 현병화 박사 등이 참여하였다.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최종 과제 종료 후에도 2년 반 동안 영-한, 한-영으로 오기 및 오타를 검색
하는 과정을 통하여 많은 용어를 순화하여 영-한 약 46,900여 개, 한-영 약
47,600여 개 용어를 최종적으로 정리하게 되었다. 용어 표준화 과정에서 대
한의사협회의 의학용어위원회의 실무 검토 자료와 한국식품과학회 용어위
원회의 “식품과학용어집(2015)”, 질병관리본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농림축
산검역본부의 간행물을 수집하여 정보를 추출하여 비교 검토하여 매우 귀

그림 15-4   제2기 수의학용어
표준화 사업 공청회(201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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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한 참고자료가 되었다.
수의학용어 정비 과정에서 거부감이 있다고 지적된 용어는 과감하게
삭제하고, 우리말 용어와 옛 용어를 병기하여 당분간 기성세대와의 의견 충
돌을 방지하고자 하였다. 수의학 용어의 표준화 작업의 성과를 공청회와 관
련 학회의 충분한 의견을 청취하였다. 또한 정부기관에서 발행한 도서나 문
서, 법규를 참고하여 용어의 잘못된 사용한 경우는 표준화 과정을 거쳐 새
롭게 제시하였으며, 정부 부처의 의학 및 수의학 용어가 다른 경우가 허다
하다. 향후 정부기관도 우리말 수의학 용어를 찾아서 사용하려는 노력을 강
구하여야 할 것이다.
대한수의학회 수의학용어위원회에서 수의학용어 사업을 2005년까지
진행하여 그 결과가 “수의학용어집(2006)”으로 결실을 맺은 바 있으나, 시
대상황이 계속적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무엇보다도 “우리말 수의해부학용
어(1998 및 2013)”가 반영이 되지 않은 점이 아쉬운 점으로 남아있었다. 많은
임상 수의학 용어에 대하여 갑작스러운 용어 변화에 대한 반발과 반감이 있
는 것도 현실이다. 또한 수의사국가시험의 제도가 문제은행 방식으로 바뀌
어 가는 추세에서 새롭게 제정되는 용어의 우리말 순화와 표준화는 그 활용
가치가 매우 클 것이다.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고 기존 옛 용어에 익
숙한 기성세대와의 가교역할을 위하여 새로운 우리말 용어와 옛 용어를 병
기하자는 의견을 적극 반영하였다. 수의학용어는 반려동물, 동물행동학, 말
관련 용어, 각종 동물의 일반명, 학명, 기생충, 세균, 바이러스 학명, 식품과
학 용어, 축산 관용어, 수의학 교육 등을 최근 자료에 근거하여 삽입하였다.
기존의 의학용어를 사용하는 것보다 수의학 현실에 적합한 표준화된 용어
를 선별하도록 노력하였다.
수의학용어 표준화사업은 수의학 교육의 밑바탕인 교재 개발과 저술에
큰 보탬이 될 것이며, 수의사국가시험의 운영에 있어서 좋은 지침이 될 것
이다. 또한 수의법규와 지침을 만드는데 아주 귀중한 자료가 될 것이다. 하
지만 반드시 수의학회가 앞장서서 대한수의사회, 농식품부 및 농림축산검
역본부의 적극적인 협조를 받아 모든 수의료 분야 종사자는 물론 수의학 관
련 분야 종사자 모두가 국가고시를 비롯한 모든 분야에서 이번에 제정한 표
준 수의학용어를 반드시 사용하도록 의학 분야와 같이 정부 훈령이나 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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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ter blister

W

그림 15-5  출판 준비 중인 「새
로운 수의학용어집」 내지 일부
(2018년)

waddling gait 오리걸음, 뒤뚱걸음
wafer 얇은판
waist 허리
wakefulness 각성
waking reaction 각성반응
walk 보통걸음
walker 보행기
walking 걷기, 보행
walking base 보폭
walking dandruff 발톱비듬옴
walking leg 걷는다리
walking reflex 보행반사
wall 벽
wall tension 심벽긴장도
Wallerian degeneration 왈러변성
walleye 각막백반
Walleye dermal sarcoma virus 각막진피육종바이러스
wallow 머드목욕, 진흙목욕
walrus 바다코끼리
wandering abscess 이동고름집, 이동농양
wandering atrial pacemaker 이동심방박동조율기
wandering kidney 이동콩팥, 이동신장
wandering liver 이동간, 유주간
wandering macrophage 자유큰포식세포
wandering of ovum 난자이행
wandering spleen 이동지라, 이동비장
waning discharge 감쇠방전
waning voltage 감쇠전압
war fever 발진티푸스
war ophthalmia 트라코마
warble fly 소가죽파리
warbles 소가죽파리구더기증
ward 병동
warfarin 와파린
warfarin poisoning 와파린중독
warm antibody 온난항체
warm autoantibody 온난자가항체
warm blooded animal 정온동물

warm hemagglutinin 온난적혈구응집소
warm receptor 온각수용기
warm sensation 온감
warm sense 온감
warm spot 온점
warm spring cure 광천요법
warning behavior 경고행동
warning sign 경계징후, 주의징후
wart 사마귀
wart-like process 사마귀돌기
wash bottle 세척병
washed sulfur 정제황
washer 세정기
washing 세척
washing soda 세탁소다
washout phase 약효세척단계
wasp 말벌
waste 폐기물
waste anesthetic gas 잉여마취가스
waste disposal 폐기물처리
waste disposition 폐기물처리
waste management 폐기물처리
waste material 폐기물
waste water disposal 폐수처리
waste water purifier 폐수정화조
waste water treatment 폐수처리
wasting disease 소모병
wasting syndrome 소모증후군
watch glass culture 시계접시배양
watch glass method 시계접시법
water 물, 수
water absorption 수분흡수
water action 물작용
water activity 수분활성
water analysis 수질검사
water bacterium 수중세균
water bag 태포
water balance 수분평형, 체액평형
water bath 수욕, 욕조
water bath scanner 물속스캐너, 수조식스캐너
water blister 물집, 수포

W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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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고시를 통하여 강제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의학 계열의 많은 학회가 “용어위원회”를 신설하여 자기 학회
의 정체성을 강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의학회는 이에 역행하여 2011
년 9월 20일 개최된 제51차 이사회 결의에 따라 동년 10월 26일 개최된 제
55차 정기총회에 상정하여 상설 위원회로 신설이 결의된 「수의학용어위원
회」를 2017년 10월 27일 개최한 제78차 이사회에서 폐지를 논의하고, 당일
개최된 제61차 정기총회에서 정관을 개정하며 “용어위원회”를 정관에서 제
외한 것은 우리 스스로가 우리 스스로를 포기한 것 같은 조치로 보여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 물론 일부 대학 교수가 스스로 새로운 한글용어를 배워
교육해야 한다는 부담 때문인지 아니면 기존에 배운 용어에 대한 집착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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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 수의학용어 표준화 사업 취지 자체를 충분히 숙지하지 못하고 관심이
전혀 없는 태도로 일관하는 것 또한 안타깝다. 같은 원어를 의학계와 다른
한글용어로 번역하여 사용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가 의학계열이라고 자부하
면서도 의학계열이 아닌 듯이 행동하는 것과 같다. 이는 하루속히 바꿔야만
될 우리의 잘못된 문화로 보인다. 앞으로 대한수의학회와 대한수의사회도
대한의사협회나 대한의학회와 같이 수의학용어 표준화에 더욱 관심을 갖고
이번에 마련한 「새로운 수의학용어집」의 보급과 활용에 더욱 노력해야 할
것이다(그림 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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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기고 싶은 이야기,
하고 싶은 이야기

편집자 주

초대부터 지금까지 30명의 회장과 9명의 이사장 그리고 이들 중에는 회장과 이사장을 겸임
한 경우도 있습니다. 나아가 5대에 걸쳐 10년간 회장을 역임하기도 하였고, 어떤 회장은 1년
또는 2년 동안 회장 또는 이사장을 맡기도 하였으며, 4년에 걸쳐 회장을 한 일도 있습니다. 이
에 학회를 직접 운영한 경험이 있는 역대 회장 또는 이사장이 누구보다 학회 사정을 가장 잘
알고 계실 것으로 판단되어 생존해 계신 역대 회장과 이사장의 회고록을 60년사에 게재하기
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① 회장이나 이사장 재임 중 있었던 여러 가지 공적인 일이나, ② 후학
들을 위해 꼭 남기셔야 될 이야기, ③ 재임 중 있었던 잊지 못 할 희로애락, ④ 경험에 근거한
수의학회 발전을 위한 제언 등을 포함한 내용의 집필을 역대 회장과 이사장에게 부탁드렸습니
다. 그러나 “너무 오래된 일이라 기억이 잘 안난다.”고 하시며 집필을 정중히 고사하신 분도 계
시고, “병중이라 어렵다.”는 전갈을 주시기도 하였고, “재임 기간이 너무 짧아 한 일이 별로 없
다.”고도 하시며 일축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역대 회장과 이사장 모든 분의 글을 다 싣지
못하고 투고해 주신 역대 이사장 또는 회장의 글만 게재합니다. 한편 수의학회지 부록에 있는
작고하신 분의 글이 후학들에게 큰 참고가 될 수도 있을 뿐 아니라 당시 기록하신 것이므로 시
대적 상황을 이해하는 데 크게 도움 될 것으로 판단하여, 그리고 생존해 계시지만 집필이 어려
우신 분의 경우에도 과거 재임 기간 중 수의학회지 부록에 쓰신 글이 당시 학회 형편을 판단하
는 데 큰 보탬이 될 것이라 여겨 60년사 회고록에 싣기로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하고 한자가 많
은 글은 한글세대에 맞게 한글로 게재하였습니다.
1. 심포지움 개최에 즈음한 인사말씀 _ 제14대 회장 전윤성
2. 수의학회 창립 30주년 기념사 _ 제15대 회장 조충호
3. 인간과 애완동물 심포지엄에 즈음하여 _ 제16대 회장 이창업
4. 심포지움 개최에 즈음하여 _ 제17대 회장 박근식
5. 최근에 문제되는 돼지 질병 방제대책 _ 제18대 회장 박응복
6. 학회와의 인연과 애환 _ 제19대 회장 백영기
7. 학회의 주인은 회원-의무를 다해야 가치 있어 _ 제20대 회장 성재기
8. 회장단 임기를 마치면서 _ 제21대 회장 겸 초대 이사장 한홍율
9. 학회는 학회다워야 학회 _ 제22대 회장 겸 2대 이사장 이흥식
10. 회장이기에 말 못한 뒷이야기 _ 제23대 회장 겸 3대 이사장 김무강
11. 학회 재정 자립도를 높이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해 _ 제5대 이사장 이문한
12. 수의학에 대한 나의 소고 _ 제26대 회장 강정부
13. 나의 교수활동 회고: 제대로 가르쳤는가? _ 제27대 회장 박남용
14. 성공과 실패: 또 다른 발전의 원동력 _ 제7대 이사장 김재홍
15. 미래를 창조하는 학회가 되기를 기원한다 _ 제32대 회장 윤효인
16. 인류의 건강 지킴이 - 수의사 그리고 수의학 _ 제33대 회장 주이석
17. 수의학회 참가는 수의학 전공자의 의무-학문 수호의 길이다 _ 제8대 이사장 강종구
18. 수의학을 이끄는 학회로서 큰 역할 기대 _ 제35대 회장 김곤섭
19. 지금 기억되는 이야기들과 바램 _ 제37대 회장 이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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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포지움 개최에 즈음한 인사말씀
전윤성
제14대 회장(1983. 11~1985.10)

한국동물약품협회가 후원하고 대한수의학회가 주최하는 1984년도 춘
계 심포지엄은 “주요 동물약품의 발전추이”라는 제목으로 정하여 다루기로
하였습니다.
이 심포지움이 갖는 의의로는 여러 가지를 들 수 있겠으나 다음의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1) 오늘날 동물의 질병은 역학적으로 보아
그 양상의 복잡해져 가고 있어서 이를 막기 위하여는 약물의 힘을 더욱 빌
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 2) 그러기 위하여는 질과 양에서 그동안 많은 발
전을 거듭한 여러 약품에 대한 우리의 이해가 뒤따라야 한다는 점이 되겠습
니다.
후자를 이해하기 위하여는 약품의 발전추이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
다. 즉 1) 미생물유래 항생제에서 합성하는 광범위항생제의 시대로, 2) 사
료의존성에서 탈피하여 양질이면서 고역가이고 치료적 목적에도 이용할 수
있게 발전한 영양제, 3) 보다 치료적 효과를 거둘 수 있게 발전한 일반 치료
제나 호르몬제, 4) 높은 석탄산 계수를 유지시키면서 독성지수를 얕게 만든
수많은 소독제의 출현, 5) 구충효과가 광범위하고 높으면서 독성이 얕은 구
충 또는 살충제의 합성, 그리고 6) 면역원성이 높고 면역적 자극이 지속적
이면서 면역마비나 면역병을 유발하지 않는 안전한 vaccine의 개발 등은 우
리가 잘 알고 있는 약품의 발전추이하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발전한 약품일지라고 정확하게 응용할 때 그 진가가 발휘되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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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자칫 그렇지 않을 때는 여러 좋지 않은 문제가 뒤따르게 마련인 것입니
다. 따라서 사용자인 우리에게는 생산자만큼이나 약품에 대한 올바른 지식
이 요구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알맞은 “약”의 선택을 비롯하여 정확한 투
약과 관리 없이는 약이 주는 효과보다는 해로움을 당하게 됨을 우리는 익히
알고 있는 터입니다.
특히 1) 약품의 축산식품 내 잔류로 인한 인류 보건에 미치는 영향, 2)
동물 체내 잔류로 인한 동물의 비정상적 생리기능 유도, 3) 약물의 맘용으
로 인한 내성병원미생물의 출현 허용 등은 오늘날 깊이 있게 다루어지는 문
제 중의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오늘 훌륭한 여러 연자와 좌장을 뫼시고 그리고 동물약계 여러분의 도
움으로 대한수의사회가 춘계 심포지움을 열게 된 것은 앞에서 지적된 “약”
에 관한 여러 점을 생각하고 공부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어주어 매우 뜻
깊은 일이라 믿어지며 다시 한 번 여러 관계하신 분들께 감사하는 바입니
다.
*위 글은 1984년 6월 발행된 대한수의학회지 제24권 제1호 부록에 게재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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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학회 창립 30주년 기념사
조충호
제15대 회장(1985.11~1987.10)

평소 존경하는 내빈 그리고 친애하는 선배, 동료회원 여러분을 모시고
본 학회의 창립 30주년을 경축하는 식전에서 본인이 기념사를 올리게 된 것
을 무한한 기쁨과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본인은 지난 30년 동안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학회의 성장발전과 육성에 노고와 지원를 아끼지 않으신 각계 찬조단체장,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그리고 정부당국에게 우리 회원여러분과 더불
어 먼저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자 합니다. 또한 수많은 난관을 극복하
면서 오늘과 같이 성숙한 학회가 되도록 서로 힘을 모아 모든 노력을 다해
온 회원여러분에게도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자 합니다.
회원여러분!
우리학회는 1954년 10월 1일 대한수의사회 주최로 개최된 제1회 학술
대회 시 발기되어 1957년 7월 24일 수의학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인류사회
공헌을 위한 수의학의 발전을 가져오기 위해 당시 학계와 가축위생연구소
연구관 등 학회설립을 찬동하는 수의사 87명이 부산에 있던 중앙가축위생
연구소에 모여 역사적인 창립을 보게 된 것은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리라
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우리학회는 우리나라 수의계는 물론이거니와 모든 분야에서 뒤
떨어진 축산분야의 발전을 위해 많은 연구논문발표와 세미나 등을 개최하
면서 현재의 성장축산을 이루는 계기를 마련하는데 그 소임을 다해 왔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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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도 과언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창립 후 우리학회는 창립연도인 1957년도만을 제외하고는 매년 추계
정기학술대회를 개최해 왔으며, 1978년도부터는 춘계학술심포지움 또는 세
미나를 개최함으로써 연 2회의 학술활동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매년 발표
되는 연제수도 해를 거듭할수록 많아지고 내용에 있어서도 우수한 연구가
속출되고 있음은 대단히 고무적이라 아니할 수 없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창립 후 당시 재정적 사정이 여의치 못한 사정임에도 불구
하고 회원 여러분의 절대적 요망과 성원에 설립된 지 불과 4년만인 1961년
에 학회지를 창간하였으며, 금년 10월에 학회창립 30주년 기념호인 제27권
제2호를 발간함으로써 학술지 통권 49호와 부록 30회를 발간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학회지에 게재되는 논문 역시 해를 거듭할수록 논문의 수준이 높
아지고 내용과 체제에 있어서도 선진국의 학술지와 다른바 없는 감마저 없
지 않다고 자부합니다.
또한 우리학회는 1982년 일본수의학회와 1983년에는 중화민국수의학
회와 각각 자매결연을 맺음으로서 국제학술교류의 계기도 마련하게 된 것
입니다.
이와 같은 30년간의 우리학회의 업적은 우리나라의 학회조직이나 학술
지발간의 역사적면에서 볼 때 다른 학술단체보다 앞섰으면 앞섰지 결코 뒤
지지는 않았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장년기에 들어서는 우리학회의 발전은 과거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좌절됨이 없이 착실히 발전성장 되어온 과정의 저력을 의심치 않
는다면 앞날의 무한한 발전은 자명하고도 당연지사라 아니할 수 없겠습니
다.
그러나 우리는 이와 같은 시점에서 더욱 더 우수한 연구발전을 위한 노
력을 일순이라도 멈추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는 연구논문의 양적인면도 무시해서는 안되겠으나 양보다는 내용면에서 보
다 가치 있는 연구가 바람직하다 하겠습니다.
또한 현대과학은 문명의 고도성장으로 학문은 세분화되어 가고 있습니
다. 따라서 우리 각자는 전공의 영역을 보다 확고히 하여 전공분야에 대한
보다 깊은 전문적 연구가 더욱 절실하게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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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으로 다시 한 번 대한수의학회의 육성발전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정
부관계기관, 각계 협찬단체장 여러분에게 깊은 사의를 표하고자 합니다. 그
리고 대한수의학회의 무궁한 발전을 위하여 여러 회원님들의 끊임없는 노
력을 부탁드리며 회원여러분 그리고 선배, 동료 여러분의 건강과 가정에 항
상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충심으로 기원하면서 기념사에 대신 합니다. 감사
합니다.
*위 글은 1987년 7월 발행된 대한수의학회지 제27권 제1호 부록 1~2쪽에 게재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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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과 애완동물
심포지엄에 즈음하여
이창업
제16대 회장(1987.11~1989.10)

본 학회는 금년에 창립 33주년을 맞이하면서 종래와는 달리 인간과 애
완동물에 관한 내용으로 추계학술 심포지엄을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애완
동물은 좋은 가족의 일원이 될 수 있으며, 인간생활은 이들과 깊게 연관되
어 있습니다.
1855년 미국의 워싱턴 지역에서 거주하던 원주민들이 미국정부가 지
정한 거주지로 이주할 것을 통고받고 당시 원주민의 추장인 시-즐 씨는 이
주하는 조건을 받아들이면서 미국 대통령에게 보내는 서한 내용 중에 다음
과 같은 것을 지적하였습니다. “이 곳에서 서식하고 있는 동물을 백인들은
형제와 같이 돌보아 주어야 한다. 동물이 없는 인간생활은 어떠할 것이며,
동물이 전멸되면 인간은 고독으로 인하여 죽을 것이다.” 이 명언은 현세를
예측하고 말한 예언처럼 느껴집니다.
오늘날 우리는 급진적인 경제성장과 고도의 문명사회 속에서 살고 있
습니다. 산업발전에 수반하여 인간은 생존을 위하여 시달림을 받고 있으며,
한편으로는 자연과 생태계의 균형이 파괴되고 또한 인간미가 상실되어가고
있는 것을 피부로 느끼게 되었습니다. 근래에는 생각만 해도 끔찍스러운 큰
사건들을 보도매체를 통하여 접할 때 마다 우리 모두는 마음속으로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핵가족화로 인한 노인문제, 맞벌이 부부들의 자
녀 정서교육문제,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일으켜진 심신 장애 문제 등 열거할
수 없을 정도의 많은 사회적 문제점은 현세는 안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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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우리 대한수의학회에서는 때 늦은 감은 있으나 이와 같은 심포지
엄을 개최하게 됨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선진국에서는 물욕에 편중, 생산성의 저하, 노인의 고령화, 핵가족화
의 급증, 자연훼손 등으로 여러 가지 유형의 질환에 시달리며 이웃과 사회
로부터 격리, 소외, 절망감 등으로 유발되는 정신병환자가 증가일로에 있
습니다. 이의 대책으로 미국, 구주 및 일본 등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Human-Companion Animal Bond”라는 캐치프레이즈 아래 활발하게 이 운동
을 전개하여 정신과, 소아과, 양로원 및 고아원을 대상으로 약물치료 이상의
눈부신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 듣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런 심포지엄을 통하여 과거 애완동물이라는 관념에서 벗
어나 가족의 일원 및 반려동물로 인식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나아가서
는 국민의 정서와 노인과 아동 그리고 장애자에 대한 인정어린 애정의 대
화가 이루어져서 정서순화운동에 일조가 되기를 아울러 기대하면서 인사에
대합니다.
끝으로 바쁜 시간을 할애하여 참석하여 주신 여러분과 연제를 발표하
여 주시는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위 글은 1989년 5월 발행된 대한수의학회지 제29권 제2호 부록 1~2쪽에 게재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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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포지움 개최에 즈음하여
박근식
제17대 회장(1989.11~1991.10)

본 학회의 1990년도 춘계학술 심포지움 주제는 “위생적인 축산식품 생
산을 위한 사료의 안전성 확보대책”으로 하였습니다.
근래에 이르러 축산물 수입개방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짐에 따라 외국
산 축산물의 무절제한 수입을 억제하고 아울러 국민건강을 지키기 위하여
는 수입품은 물론 국내에서 생산하는 축산식품에 대하여도 보다 강력한 화
학적 및 미생물학적 위생관리 대책을 마련하지 않을 수 없는 실정에 이르렀
습니다. 이에 따라 농림수산부와 보건사회부에서는 축산식품 중의 유해물
질 및 위해 허용기준을 마련하여 이 기준이 곧 실행 될 예정에 있습니다.
한편 우리 국민의 생활수준이 향상되면서 소비자의 식생활 양상도 과
거의 양적인 면에서 질적인 면을 더 추구하는 경향이 더욱 뚜렷해지고 있으
며, 여러 소비자단체도 이에 발맞추어 고급식품에 속하는 축산식품을 더 주
의 깊게 감시 할 것으로 예견됩니다.
위생적으로 안전한 축산식품을 생산하기 위하여는 도축업계, 사료업
계, 동물약품업계, 도축장 그리고 유통과정의 근본적인 인식 전환과 강력한
의지가 필요하며, 행정 분야의 적절하고 합리적인 정책 제시와 연구 교육기
관의 심도있는 기술적 뒷받침이 요구됩니다. 아울러 이와 같은 여러 관련분
야 종사자에 대한 홍보, 교육, 지도, 나아가서는 감시, 감독도 수반되어야 합
니다.
축산식품은 영양가가 풍부한 고급식품이며 또한 그 소비량도 경제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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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더불어 증가추세에 있기 때문에 중금속, 곰팡이, 독소 그리고 항균성 및
기타 유해물질이 일정량 이상 잔류하여서는 아니되며, 병원미생물에 감염
되거나 오염된 것이 유통되어서도 아니됩니다. 특히 시설축산을 위주로 하
는 우리나라의 경우는 위생적인 축산식품 생산에 대한 사료업계의 중요성
은 아무리 강조하여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비록 양축가가 위생적인 식품 생
산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였다 하더라도 사료의 안전성이 보호되어 있지 않
다면 가축과 가금의 건강을 해치게 되어 생산성 저하 등 경제적 손실을 초
래할 뿐만 아니라 축산식품 중 잔류 유해물질에 의하여 국민 건강도 위협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사료의 안전성은 축산식품의 안전성과 직결되기 때
문입니다.
사료의 안전성은 단미사료와 사료 첨가제의 위생규격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바 이러한 견지에서 이번 학술 심포지엄은 그 뜻이 매우 크며, 시기적
으로 적절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본 학회에서는 산업정책적 측면에서 축산식품의 위생수준을 한층 더
높임으로서 국제경쟁에서 생존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고 아울러 농축산물
의 수입개방에 적극 대처하기 위하여 이 심포지엄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끝으로 이 학술 심포지엄 개최에 즈음하여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연제
를 맡아 수고해 주시는 연사 여러분과 좌장 여러분, 물심양면으로 후원 협
력해 주신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농촌진흥청, 사료협회, 축산업협동조
합, 동물약품공업협동조합 그리고 관련 여러 업체에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회원 여러분께서 적극적으로 성원하여 주신데 대하여도 깊이 감사드립니
다.
*위 글은 1990년 5월 발행된 대한수의학회지 제30권 2호 부록 3~4쪽에 게재된 글입니다.

심포지움 개최에 즈음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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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문제되는 돼지 질병 방제대책
박응복
제18대 회장(1991.11~1993.10)

이번의 국제돼지질병방제 심포지움은 국내· 외의 전문학자의 양돈계의
전문이사 및 사육가 등을 모시고 산학협동의 기치를 걸고 열립니다.
오늘날의 세계적인 자유무역 체제에서 한 나라의 산업사회의 발전은
그 나라의 과학기술의 수준에 좌우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농업
과학기술의 혁신에 운명을 걸게 되었고, 축산업도 고도의 기술 산업으로 치
닫고 있어 개개 생산자의 노력, 분투 만으로서는 대응 할 수 없게 된 것입
니다.
우리 양돈농가의 당면한 과제는 돈군의 위생수준을 개선하여 상재성
질병을 방제함으로써 돈군의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증진하는 것입니다. 여
기에는 지역 전역의 생산자가 일정한 계획을 조직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그
지역 나아가서는 나라 전역에 돈군의 위생수준을 개선할 수 있을것입니다.
수의학계의 대학과 연구기관은 진단기술, 백신 및 치료약제의 개발, 문
제 질병의 역학 조사와 발병기전의 규명 등에 전문 인력과 시설이 확충되고
있어 그 연구 개발수준은 향상되고 있습니다. 산업사회의 비상시기를 맞이
하여 산업계와 학계와의 협조가 요망되고 공존체제 확립이 오늘같이 절실
한 때는 없었습니다. 연구기관과 전문학자는 산업체와의 유기적인 공존관
계에서 본질적인 책무를 다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정세에서 산학협동으로 국제심포지움이 열리는 것은 의미가
큰 것으로 생각되며 이것이 계기가 되어 양돈가의 학술적, 기술적 관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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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아지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귀중한 기회에
이 분야의 새로운 정보와 기술을 얻으시고 산학 상호간에 활발한 토의를 전
개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행사에는 국내 양돈산업관계의 여러 단체와 회사에서 적극적으로
호응해 주시고 고귀한 협찬금을 희사해주셔 이 글을 통하여 깊은 감사를 올
리는 바입니다.
*위 글은 1992년 5월 발행된 대한수의학회지 제32권 제2호 부록 3쪽에 게재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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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와의 인연과 애환
백영기
제19대 회장(1993.11~1995.10)

대한수의학회 창립 6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60년 전 80여 명의
회원으로 시작한 수의학회가 이제는 1,200여 명이 되는 큰 학회가 되었고,
더구나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전 세계 유수의 학자들이 7~80% 투고하는 세
계적인 SCI 등재 영문학술지 JVS도 발행하고 있다니 정말 일취월장하며 장
족의 발전을 하였습니다. 다시 한 번 경축합니다.
제가 수의학회 회원에 처음 가입한 것이 전북대 대학원 석사를 마치고
조교를 할 때인 1958년 9월이니 학회 나이 60년과 비슷합니다. 그 후 1976
년 11월부터 1989년 10월까지, 그리고 1991년부터 1998년까지 평의원을
했으니 이것도 한 30여 년 되고, 1974년 11월부터 1975년 10월까지 감사를
했으며 1989년 11월부터 2년간 부회장도 했고, 현재 학회 고문을 맡고 있으
니 학회와는 아주 긴 인연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직을 떠난 지도 벌써
20년이나 되고 학회에 관여한지도 너무 오래되어 별로 기억에 남는 것이 없
습니다.
더구나 학회장을 하는 동안 여러 가지 일을 했고 분명히 희로애락이 있
었을 텐데 벌써 20년이 넘은 일이라 기억이 별로 나지 않습니다만 당시 학
회 회칙에 따라 학회 사무실은 서울에 있고, 회장은 지방에 있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총무를 서울대 이영순 교수께 부탁을 드렸더니 흔쾌히 맡아주었는
데 아주 열심히 학회 일을 잘 해주어 참 고마웠습니다. 그리고 주위 분들이
잘 도와주셔서 대과 없이 회장을 했던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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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회장을 하기 전에 경북대 김용필 교수님이 초대 학회장으로 1957
년부터 1967년까지 5대에 걸쳐 자그마치 10년여간 회장을 한 이래 안양의
가축위생연구소와 서울대에서 주로 회장을 맡아왔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지방에서도 학회장을 하는 것이 학회의 관심과 책임을 분담하는 차원에서
바람직할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제가 학회장이 될 것이라는 것은
꿈에도 생각한 일이 없는데 갑자기 주위 분들이 추대하는 바람에 학회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학회를 어느 때보다도 잘 운영해야 되겠
다.”라는 부담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당시 수의사회장을 맡았던 이길재 회장이 국회의원이 되신 초
기에는 학회 발전을 위해 협조도 구하고 자주 교류도 하면서 학회를 한 단
계 발전시키기 위해 춘계심포지엄도 공동으로 개최한 일도 있었습니다. 심
포지엄은 1994년 5월 26~27일 안양 문예회관에서 이틀에 걸쳐 행사를 했
는데 첫 날은 전국 수의사들이 모여 수의사대회를 했고, 둘째 날 학회를 했
는데 첫날 너무 열심히 수의사대회를 한 탓인지 둘째 날 「수입개방에 따른
축산식품의 안전성과 가축전염병 대책」을 주제로 한 심포지엄에는 회원 참
석이 너무 저조하여 외국인 초청연사께 미안한 마음 그지없었고 공동개최
의 폐해를 절감한 일이 있습니다. 더구나 이 때 업계 광고를 수의사회에서
관리함에 따라 수의학회에는 광고 협찬비가 전혀 안 들어와 학회 운영에 막
대한 지장을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수의학회의 수입예산은 회비 이외
에 학회 창설 이래로 관례화 되었던 수의업계로부터 받아온 춘계학술심포
지엄 및 추계학술대회의 광고찬조금에 의존하고 있었기에 공동개최에 따른
찬조금은 수의학회에 반드시 배분해주어야 한다는 본인의 간곡한 주장에
“그것은 당연한 일이 아니겠느냐”는 수의사회장의 약속을 믿었던 것이 잘
못이었습니다. 공동주최를 표방하고 거두어들인 업계의 찬조금은 수의사회
이사회에서 트는 바람에 한 푼도 배당받지 못하게 되었고 그 후유증은 참
컸습니다. 학회에 누를 끼친 점에 대한 후회와 참회로 회장직을 사퇴하려고
까지 했던 일이 기억납니다. 지금도 공동학회가 빈번히 열리고 있는 줄 아
는데 이와 유사한 문제는 언제라도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므로 앞으로
공동학회를 개최할 때는 반드시 학회간의 업무 한계, 일정 및 학회비와 업
계 협찬을 분명히 하는 규정을 담은 계약을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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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학회는 회원들의 연구 의욕을 고취하기 위하여 학술상 제도를 도
입하기로 하고 오래전에 “대한수의학회 학술상 심사내규”를 만들었지만 이
런저런 이유로 학술상을 수여하지 못하고 있어 과감하게 1994년 8월에 학
술대상 수상자를 공모하였지만 응모자가 1명이었고, 더구나 학술상 추천을
본인 스스로 할 수 있는 「자천 규정」이 문제가 되어 무산된 일이 있었습니
다. 그래서 “대한수의학회 학술상 심사내규”를 보완한 일이 있고, 이후 이
규정에 따라 후임 회장에 의해 제1회 학술대상이 수여되었고 지금까지 잘
계속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는 앞으로 더욱 확대하여 젊은 학자들에게
기회가 많아지면 좋겠습니다.
1995년 제39차 추계 학술대회 및 정기총회는 제가 재직하고 있던 전
북대에서 개최하였는데 그동안 39차례 개최된 추계학회 중 가장 많은 회원
인 460여 명이 참석한 아주 풍성한 학회였습니다. 이날은 수의학 분야를 6
개 분야로 나누어 6개 학술발표회장을 마련하여 개최하였는데 바이러스 분
야의 제1발표장에서는 강원대 권혁무 교수(Genomic diversity of Corona viruses), 세균, 면역, 해부, 조직, 공중보건 분야의 제2발표장에서는 서울대 유한

상 교수(Involvement of inflammatory cytokines in lung injury in bovine pneumonic
pasteurellosis), 병리학 분야의 제3발표장에서는 제주대 신태균 교수(Neuropathogenesis of autoimmune encephalomyelitis), 약리, 독성, 생리, 기생충 분야

의 제4발표장에는 화학연구소의 신호철 박사(The mechanism for the nonlinear
pharmacokinetics of endothelium antagonist BQ123 in tissue distribution and hepatobiliary transport), 임상학 분야의 제5발표장에는 충북대 정의배 교수(The
molecular biology of calbindin-D9k)를 특강 연자로 초청하였는데 이들은 대부

분은 지난해 학회를 전후하여 국내· 외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신진 학자였습
니다. 그 당시 젊은 학자를 특강 연자로 초청한 의도는 학회에 새로운 활력
을 불어 넣어 무언가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고 회원이 학회에 관심을 갖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만 효과는 별로였던 것 같습니다. 물론 이때 외
국인 저명학자 다섯 분을 초청하여 각 분야 중간에 발표하도록 진행하기도
하였고, 제6발표장은 1층과 2층 복도에 포스터 보드를 마련하여 40편의 포
스터를 발표하도록 하였으며 이 때 구연은 90여 개였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임기 중에 있었던 일 중 기억되는 것은 수의학회지의 영인본 출간입니

제2장 남기고 싶은 이야기, 하고 싶은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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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당시까지 발행된 대한수의학회지에 게재된 논
문을 모두 복사하여 하나의 책으로 출판하는 일이었습니다. 지금은 세월이
좋아 언제 어디서나 쉽게 자기가 필요한 정보를 인터넷을 통해 얼마든지 얻
을 수 있지만 90년대 초에는 꿈도 꿀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논문을
쓰거나 연구를 착수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얻으려면 도서관에 가서 소장
되어 있는 국문이나 외국 학술지를 직접 뒤적여 자신에게 필요한 논문을 하
나하나 골라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대한수의학회지의 경우 모든 대학 도
서관에 있는 것도 아니고 또한 한권의 결호도 없이 전부 갖추고 있는 도서
관도 적었고 체계적으로 관리되고도 있지 아니하여 대한수의학회지에 실
린 논문조차 구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이에 1961년 6월 간행된 창간호 게
재 논문 12편을 비롯하여 1994년 12월에 발간된 34권 4호까지에 실린 논문
1,200여 편을 모두 복사하여 「대한수의학회 연구업적집」이란 명칭으로 21
권의 책으로 엮어 200부를 출간하여 이에 대한 저작권료를 받기로 하고 어
떤 출판사와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대한수의학회 연구업적집」은 임기
중인 1995년 5월 출판됐는데도 불구하고 출판사가 차일피일 저작권료 지급
을 미루다 임기가 끝나고 말아 아쉬운 점이 있었는데 다행히도 후임 회장이
잘 거두어 주신 것으로 소문을 들었습니다.
또 하나 기록할 만한 일은 당시 학술 정보를 제대로 얻을 수 있는 유일
무이한 것은 미국 NIH에서 운영하는 Medline과 Index Medicus 그리고 영
국에서 발행되는 Index Veterinarius와 Veterinary Bulletin이었습니다. 후자
둘은 CAB(Commonwealth Agricultural Bureaux)에서 발행된 것인데 CAB는
정부 간 비영리 정보제공기관이며, 전 세계에서 발행되는 수의학을 비롯한
농업분야 관련 각종 논문초록을 정리하여 CAB Abstract, Index Veterinarius 및 Veterinary Bulletin을 만들어 판매했는데 이 회사에 등재된 학술지
만 해당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학술위원장인 충남대 전무형 교수가 직접
CAB에 대한수의학회지 KJVR의 등재를 신청하였고, 엄격한 심사에 합격
하여 1994년 말경에 대한수의학회지가 선정되어 다음해부터 본격적으로 대
한수의학회지에 실린 논문의 영문 초록이 Index Veterinarius 및 Veterinary
Bulletin을 통해 전 세계에 소개되기 시작하였습니다. 90년대 초에는 국내
학회지의 해외 등재에 별로 관심이 없었기에 주의를 끌지 못했지만 지금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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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해 보면 이것은 요즘 국내 모든 학회가 전력을 다하여 추진하는 SCI 등재
에 버금가는 큰 경사였습니다.
두서없이 적었습니다만 학회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학술활동입니다.
이 학술활동은 크게 나누면 학술지 발행과 학술대회일 것입니다. 이들 둘
이 잘 조화를 이룰 때 비로소 학회는 학회다운 학회가 될 것이며 학회로서
의 가치를 갖게 될 것입니다만 이 모두는 회원의 적극적인 참여 없이 이루
어 질 수 없습니다. 모든 회원이 부디 학술활동에 적극 참여하는 자랑스러
운 회원님들이 되시기를 원로 회원으로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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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의 주인은 회원,
의무를 다해야 가치 있어
성재기
제20대 회장(1995.11~1997.10)

수의학회 창립 60주년을 맞이하여 회장 재임 중 역사에 남길만한 특이
한 사건과 에피소드를 비롯하여 수의학회와 인연을 맺게 된 계기 및 수의학
회 발전을 위한 제언을 적어달라는 원고 청탁을 받고 많이 망설였다. 그 이
유는 우선 학회장을 맡아 일한 것이 너무 오래되어 기억이 가물가물하고 특
별하게 기억나는 일도 많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원고를 쓰기로 한 것은
그래도 수의학회의 발전을 위해 무언가 남겨야 되는 소명감 같은 것이 작용
하였기에 몇 자 적는다.
나의 회장 재임 기간은 1995년 11월부터 1997년 10월까지 2년이었지
만 내가 수의학회와 사무적으로 인연을 맺은 것은 이보다 18년 전인 1977
년 11월부터 1981년 10월까지 2년씩 2번 4년간 회장을 역임한 정창국 회장
(서울대 교수)을 모시고 총무위원을 한 것이다. 그러나 내가 수의학회에 처음

데뷔한 것은 1961년 11월 전북대에서 개최한 제5회 학술대회 및 정기총회
에서 “저독성 유기인제에 의한 모낭충증 치료의 실험적 연구”를 구두로 발
표한 것이다. 그러니 수의학회와 인연을 따지면 오늘까지 자그마치 58여년
이니 수의학회 나이만큼이나 된다.
회장 재임 중 이던 1996년을 단군 이래 최대 호황기라고 했지만 제일
기억나는 일은 무엇보다 학회 운영 자금이 부족하여 여기 저기 기업체 후원
을 부탁하던 일이다. 하지만 이 글을 쓰기 위해 옛 자료를 찾아보니 기업으
로부터 협찬 받는 것을 흔히 단체회비라고 했는데 단체회비 1,600만 원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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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을 잡았지만 결산을 하고 보니 2,380만 원이 된 것을 보면 그래도 선방은
했다고 보인다. 기업체 협찬을 받기위해 총무위원인 서울대 이창우 교수가
자신의 사비를 써가며 동분서주하면서 정말 열심히 도와주었다. 지금도 그
고마움은 잊을 수 없다.
그리고 다음으로 생각나는 일은 과거 25여 년 동안 꾸준히 논의되어온
「제1회 학술대상」을 수여한 일이다. 사실 학술대상을 누구에게 시상할 것인
가는 이미 1991년 「대한수의학회 학술상 내규」 가 제정되었으므로 이에 따
라 공모하고 심사하면 될 일인데 선배와 은사가 먼저라는 겸양지덕과 지연,
학연 등으로 얽힌 여러 가지 말 못할 사연으로 차일피일 미루어 오던 학술
대상을 시상한 것이다.
세 번째로 생각나는 일은 3개국 이상의 학자가 참석해야만 보조금을
주는 정부 정책에 맞추어 학회 재정을 다소라도 절감하기 위해 마침 7월 이
태리 볼로냐에서 개최된 세계양돈수의사회(IPVS)에 참석한 인사들을 귀국
길에 초청한 일이다. 비록 이들 일정에 맞춰 4~5월에 개최하던 춘계 심포지
엄을 7월에 개최하게 되었지만 이들은 모두가 미국 미네소타대학의 교수들
이었기에 3개국이 되려면 일본과 대만의 학자 초청이 부득이하여 이들을 초
청하려 했지만 시일이 너무 촉박하여 아쉽게도 한국, 미국 및 일본 학자 중
심으로 「돼지 PRRS 및 Pseudorabies에 관한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한 일이
다. 이것은 조금 일찍 서둘렀더라면 하는 미련이 오늘날까지 있는데 아마도
앞으로 수의학회는 추계 또는 춘계 행사를 위해서는 1년 전에 미리 계획을
세우고 시행하는 것이 필요할 듯하다.
네 번째는 꼭 밝히고 넘어가야 될 일이 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총무
위원이 앞장서 미수된 학회지 영인본 저작권료를 받아 학회 최초의 학술활
동 외로 수입을 올린 일이다. 이것은 전임 회장단이 「하우출판사」와 국문학
회지 창간호부터 1994년 12월까지 발행된 통권 75호의 영인본 200부를 만
들어 판매하고, 학회가 저작권료(5%)를 받기로 계약하였으나 출판사가 저
작권료를 차일피일 미루며 안주었다. 그러는 사이 전임 회장단 임기가 끝나
고 회장단이 바뀌자 총무위원이 출판계약서를 찾아내어 저작권료 270만원
을 받아 학회 잡수입으로 잡은 일이다. 비록 적은 액수지만 회원들의 피땀
어린 “대한수의학회 연구업적집”에 얽힌 회원들의 명예를 되찾기 위해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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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한 일로써 학회 차원에서 보면 학회 운영에 대한 책임을 맡은 회장단이
할 일을 한 것이라고 본다.
다섯 번째 일은 회비를 3년 이상 미납한 회원 정리를 시도한 일이다. 학
회는 회원이 중심인 단체이므로 당초에는 “미납 회원을 정리해야 된다.”고
판단하고 착수하였다. 그러나 당시 전체회원 900여 명의 10%가 넘는 110여
명이 3년치 회비를 미납하다 보니 “제명은 학회 세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
고 반대가 심하여 할 수 없이 미납 회비 납부를 촉구하는 독촉장을 보냈으
나 전혀 효과가 없이 오히려 우편료만 손해나는 결과가 되었다. 하지만 이
와 유사한 문제는 지금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학회란 회원이 운영
하는 것이므로 반드시 이 문제는 해결해야할 현안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회
원 중에는 대학원생 시절에 회원이 되었거나 또는 작고하거나 외국으로 이
민 간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정리는 필요하다고 본다. 학회 주인은 회원이지
만 회원이 회원 의무를 다 해야 그 때 비로소 가치가 있는 것이다.
끝으로 나는 1996년 3월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이사가 되었기에
수의학회를 위해 나름대로 노력을 해서 한해 1천만 원 정도의 재정지원을
받았지만 그 외에 큰 소득은 없었던 것 같다. 이점에 대해서 지금 생각해 보
면 비록 작은 직이었지만 어떻게 해서라도 학회에 더 많은 도움을 주었어야
되지 아니 했을까 하는 회한이 든다. 창립 60주년을 맞이한 수의학회에 무
한한 영광과 발전이 항상 함께하기를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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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장단 임기를 마치면서
한홍율
초대 이사장 겸 제21대 회장(1997.11~1999.10)

친애하는 역대 회장님 그리고 회원님!
저희들이 대한수의학회의 막중한 회무를 맡은 지도 어언 2년이 흘러
마지막 학술행사인 제43차 학술발표대회와 정기총회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우리 학회는 1957년 창립되어 지난 40여 년간 역대 학회장을 비롯한 임원
진의 노고로 눈부신 발전을 거듭하면서 이제 새로운 천년을 맞게 되었습니
다. 다가오는 새천년은 기술과 정보가 지배하는 새로운 모습의 삶이 예상되
며, 우리의 학문분야도 국내의 의· 약학, 생물학, 농림· 수산· 축산학 등 연관
분야는 물론이고 해외의 연관분야와도 교류하며 경쟁해야 하는 시대에 접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지난 한 세기를 마감하고 새 천년을 준비하는 전
환기의 학회 회장단으로서 IMF라는 예기치 않은 경제적인 어려움에 봉착
하였지만 어려움 속에서도 새 천년을 준비하는데 시금석이 될 중요한 사업
을 추진하여 발전적 결과를 거두었음을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우선, 학회를 사단법인화하여 명실상부한 학회의 위상을 정립하는 계
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학회의 법적 지위를 확보함으로서 정부, 산
업계 그리고 수의, 축산 관련 단체의 협조를 보다 용이하게 유도할 수 있으
리라 믿습니다. 학회의 법인화를 계기로 학회의 업무를 세분화하고 운영체
제를 개선함으로서 다수의 회원이 학회 운영에 참석할 수 있도록 하였고,
회장과 차기 회장을 서면투표로 선출함으로서 자격 있는 모든 회원이 선거
에 참여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또한 차기회장을 미리 선출하여 학회 운영
에 참여하게 함으로서 회장의 임기에 관계없이 학회 운영의 일관성이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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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고 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아쉬
운 것은 학회장과 이사장직을 분리하고 학회장 임기를 1년으로 함으로써 전
국의 덕망 있는 회원 다수가 학회 운영에 폭넓게 참여함으로서 그 역량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였으나 평의원회와 총회의 결의를 얻지 못
하고 또한 법인등록 과정에서 법적인 장애가 있어 현재의 정관은 학회장이
이사장을 겸하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많은 회원이 학회 운영에 직접 참
여할 수 있도록 재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학회는 각종 학술행사와 학술지의 질에 의하여 평가받습니다. 아무리
좋은 논문일지라도 해외에 알려지지 않으면 정당한 평가를 받을 수 없습니
다. 저희 임기 중에 시작된 영문판 학회지 발간은 국내 수의학 연구의 세계
화를 위한 첫 걸음으로써, 이를 계기로 앞으로 발간 횟수를 늘려서 국제적
인 학회지로 발전하기를 기대합니다. 현재 대한수의학회지는 한국학술진흥
재단에서 수행하고 있는 학술지 평가에서 등재 후보 학술지로 선정되었으
며 2년간의 관찰기간동안 평가가 좋을 경우 등재 학술지로 인증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약 1천만 원의 학회기금을 저희 회기 중에 조성하였으며, 회무 전
산화, 홈페이지 운영(http://aginfo.snu.ac.kr/ksvs), 학회 전담 직원채용 등의 발
전적인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는 정보화 시대에 부응하여 학회와 회원과의
정보교환의 효율을 높이고, 반면에 교육과 연구 활동에 종사하는 학회 임원
진의 회무수행에 따르는 부담을 경감하는데 기여할 것입니다.
학회의 발전은 회원 각자의 애정 어린 열성에 의하여 이루어질 수 있
습니다. 저희들의 임기 중에 음으로 양으로 협조하여 주신 원로회원 여러분
을 비롯한 회원 여러분께 머리 숙여 감사드리며 특히, 한국전쟁 이후 최대
의 국난인 IMF 경제위기의 와중에서도 1천만 원의 기금을 적립할 수 있도
록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여러 기업체의 대표님들께 각별한 감사를 드립
니다. 아울러 평의원, 학술위원, 감사님의 노고에도 충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끝으로, 사단법인 대한수의학회가 국제적인 학회로 발돋움하기를 기대
하며 회원 여러분의 건승과 학문적 발전을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위 글은 1999년 10월 발행된 대한수의학회지 제39권 제4호 부록 257-258쪽에 게재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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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는 학회다워야 학회
이흥식
제2대 이사장 겸 제22대 회장(1999.11~2001.10)

국립국어원에서 발행한 표준국어대사전에 의하면 학회의 사전적 의미
는 「학문을 깊이 있게 연구하고 더욱 발전하게 하기 위하여 공부하는 사람
들이 만든 모임」이다. 나는 가끔 이 정의가 수의학회에 해당하는지 의문이 든
다. 그 이유는 간단하다. 일부는 맞는 것 같고 일부는 틀린 것 같기 때문이다.
나는 수의학회가 법인이 된 후 두 번째 이사장 겸 회장이 되었는데 당
시 정관에는 이사장을 뽑는 것이 아니라 차기회장과 부회장을 선임하는 규
정만 있었고, 선임방법은 시행세칙 및 내규에 있었는데 회장 출마를 위해서
는 공약사항 소위 소견서를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었다.
그래서 후보등록 시 학회에 다음과 같이 4가지를 공약한 소견서를 제
출하였는데 모든 회원에게 배부된 소견서 내용 중 일부를 그대로 옮기면 다
음과 같다.

첫째, 학회지의 국제화 추진
모름지기 학회의 생명은 학자들 간의 친목과 학술교류의 장으로써 구
실을 하고 학자들은 그들이 이룬 연구업적을 공개 발표하여 칭송과 비판
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자아발전과 학문발전 나아가 국가와 민족 그리고
세계인류복지 향상을 위해 공헌하는데 진정한 뜻이 있을 것입니다. 따라
서 그 첫째인 학술연구가 아무리 세계적인 업적이라 해도 국제적으로 인
정받지 못한다면 그 업적은 무위에 그칠 것입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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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까지 우리 수의학계에는 국제적으로 인정된 SCI 잡지가 없습니다. 그러
다 보니 훌륭한 업적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회원께서는 금년도 「학진」
연구비조차도 신청할 수 없었습니다. 본인은 이미 지난해 「수의학회 40년
사」를 통해 피력한 바 있습니다만 앞으로 전망은 SCI 잡지 게재논문이 없
다면 어느 누구도 승급, 승진, 보너스지급, 연구비지급, 정년보장, 연봉제계
약 및 교수평가제 등 그 어느 것에서도 자유로울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어느 것도 보장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현상은 교육계 종사 회원
뿐만 아니라 연봉제가 점차 확산되는 산업체 종사 회원에게는 물론 국공사
립 연구소 종사회원도 도미노 현상에 의해 연쇄적으로 파급될 것으로 전망
됩니다. 따라서 조속한 시일 내에 편집위원회의 과감한 개편과 영문학회지
창간 등을 통해 영문 수의학회지가 SCI 또는 SCIE 잡지가 될 수 있는 기
반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둘째, 학회의 세계화 추진
수의학회가 단지 국내학회만으로 존재할 수 없다면 학회의 세계화를 꾀
해야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해 지금까지는 국제심포지움에 연사로써 외국인
을 초청하는 노력 등으로 학회의 세계화를 꾀했으나, 이제는 적극적으로
나서 「아시아-태평양 수의학회」 창립을 대한수의학회가 주도적으로 추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21세기는 태평양연안시대라
고 합니다. 「아-태 수의학회」가 구성된다면 수의학회는 자연히 세계 속의
수의학회로 자리매김이 될 것입니다.
셋째, 산학협동의 강화
지금까지 학회는 산업계에 간접적인 협조자 내지 협력자로서 역할을 했
을 뿐입니다. 그러나 산업계도 치열한 무역전쟁의 와중에서 살아남기 위한
자구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학회가 중심이 되어
산업계에 이익을 줄 수 있는 학회가 되도록 가교로써의 역할을 강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넷째, 학술활동 활성화 추진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학술정보와 지적욕구는 1년에 한 번 내지 두 번 잠
깐 만나는 것으로는 충족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학회는 회원 모두
가 언제라도 만날 수 있는 장이 되도록 노력하고 최신정보의 공유가 원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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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소견서를 받아본 주위의 회원 중에는 너무 앞서
가는 것 아닌가 하고 나의 공약을 우려하는 회원도 있었다. 그러면서 공약
(公約)이 지켜지는 공약이 되려면 현실적이어야 한다고 지적해주기도 하였

고, 잘못하면 공약이 거짓 공약인 공약(空約)이 된다고 걱정하는 회원도 있
었다. 나는 이 때 “해 보지도 않고 왜 포기하느냐?”고 되물었다. 더구나 학
회장으로 확정된 후 주위의 지인은 기초 중에서도 기초인 해부학을 전공한
교수로서 과연 업계 찬조를 받을 수 있겠는지 걱정하는 인사도 있었다. 이
때도 나는 “왜 노력도 하지 않고 그러냐?”고 반문했다.
학회 운영비는 회원들이 납부하는 회비가 되어야하겠지만 현재도 회비
는 전체 회원의 15% 내외만 납부를 하고 있으며 이는 전체 학회 예산의 겨
우 2%에 불과하다. 그래서 그런지 내가 회장을 맡았을 때 전임 회장으로부
터 인계된 운영비는 겨우 500여만 원에 불과하였으며 이 것 조차 10월 추
계 총회 및 학술대회 후 결산을 위해 외상을 다 갚고 났더니 직원 월급을 줄
수 없는 지경이 되었다. 그래서 정말 열심히 업계 협찬을 받았다. 임기 말에
1년 수입을 결산해 보니 전임 회장 시 운영하던 수입액(6천8백 4십만 원)의 3
배가 넘는 1억9천만 원이 되었다. 그래서 후임 회장에게 인계할 때는 수의
학회 역사상 최초로 영문학술지 JVS 발간을 조건으로 한 연구비로 3천만
원 그리고 운영비로 2천3백만 원 총 5천3백만 원을 넘겨줄 수 있었다.
따라서 임기가 끝나면서 소견서에 약속한 4개의 공약이 얼마나 충실
히 달성되었는지 점검하였더니 80%는 달성된 것으로 평가되었다. 그 이
유는 이렇다. 우선 2000년 6월 30일 영문학술지 J Vet Sci 창간호를 발행
하였고, 창간 6개월만인 2000년 11월 20일 영국 CAB/Index Veterinarius/
Veterinary Bulletin에, 창간 1년 6개월만인 2001년 10월 28일 PubMed/
Medline/Index Medicus에 등재되었으며, 2004년 5월 8일에는 USDA의
AGRICOLA에, 동년 11월 20일에는 SCOPUS에, 2005년 3월15일에는 세
계적인 정보 DB인 EBSCO에, 동년 4월 10일에는 세계적인 의학정보 DB
인 EMBASE에 등재되었으며, 2006년 6월 1일에는 드디어 대망의 SCIE
등재학술지가 되었다. 물론 2001년 11월 회장 임기가 끝났지만 2003년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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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부터 다시 JVS 편집위원장을 맡아 마무리를 하게 된 것이기에 그 기쁨이
란 이루 말 할 수 없었다.
SCI 한국 담당자로부터 전화로 통보받은 그 순간은 그야말로 온 몸에
전율이 느껴졌다.
창간 후 JVS 발행권을 후임 회장에게 인계한 후 JVS는 운영진의 잘못
으로 이사회에서 자진폐간을 결정하는 위기까지 갔었다. 나는 “만일 폐간
한다면 그 판권을 나에게 넘기면 내가 개인적으로 직접 자비를 들여서라
도 JVS를 계속 발행하겠다.”고 강하게 요청한 일도 있으니 JVS를 창간하고
JVS를 지킨 사람으로서 SCI 등재 기쁨은 말과 글로 표현 할 수가 없는 것
은 당연한 일이다.
학회의 세계화는 처음부터 JVS와 연계되는 사업이었다. 다시 말 해
JVS를 창간하고 일본, 중국, 대만, 태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
을 비롯한 동남아 및 미국과 캐나다 등 태평양 연안 국가의 유수 대학 학장
들을 JVS 편집위원으로 모시고 이를 발판으로 아시아-태평양 수의학회를
창립하면 될 것이라는 복안이 있었다. 이런 의도 아래 2001년 6월 8~9일 서
울대 호암교수회관에서 춘계심포지엄을 개최하였고 이 자리에서 이와 같은
계획을 공개하고 협조를 구하여 설립한 것이 아시아수의과대학협회(AAVS,
Asian Association of Veterinary Schools)의 창립이었다. 당시 태평양 연안 국가

인 미국과 캐나다는 아시아 사정과 너무 다른 수의 환경이라는 점에서 제외
하게 되었지만 AAVS는 지금까지 아시아 국가를 돌아가며 한국, 일본, 태
국, 대만,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에서 16번이나 연례총회 및 학술대회
모임을 가졌다. 한국에서는 서울에서 4번 그리고 지난해는 인천 송도에서
개최된 세계수의사대회(WVC. World Veterinary Congress)와 함께 개최된 바
있다. 창립 당시 JVS 편집위원으로 임명된 일부 학장은 지금도 JVS 편집위
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산학협동의 강화와 학술활동의 활성화는 불가분의 연계성이 있는데 이
는 미완성의 형태가 되었으나 후임 회장이 이사장과 회장을 분리하는 일을
성사시켰다. 즉, 회장 재임 시 회장과 이사장을 분리하고, 회장이 전국 각 수
의과대학에서 1명씩 10명의 부회장을 추천받아 이들이 전국에 거점을 만들
어 각시도 수의학회 분회를 운영토록 한다면 이것만큼 학회를 활성화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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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도구는 없다고 보았다. 왜냐하면 당시 전국에 150여 명의 교수가 있어
각 대학에는 15명 내외의 교수가 있었음으로 이들이 중심이 되어 월 1회 모
임을 갖고 수의학교육 및 수의학의 나아갈 방향에 대하여 진지한 토론을 하
고 학술적 검토를 한다면 수의학회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단초
가 될 수 있다고 본 것이지만 이사회에서 법인이 된지 얼마 아니 되었다는
핑계로 회장과 이사장 분리 자체를 원치 않았기에 성사시키지 못하였다. 산
학협동 강화도 그렇다. 당시까지 업계는 단지 찬조금을 내는 단체회원에 불
과하였지만 업계 자체는 업계에 도움을 주는 심포지엄이나 세미나를 원하
고 당국에는 업계에 도움이 되는 정책 건의를 원하였다. 그래서 시도한 것
이 업계와 당국의 적극 참여 독려였고, 과거에 춘계 모임을 고급호텔에서
개최한 일이 있었지만 추계 모임은 가진 적이 없어 과감히 수의학회 최초로
고급호텔에서 정기총회 및 추계학술대회를 개최하고 부스를 운영한 바 대
성공이었다. 이후 고급호텔에서의 학회 개최는 아주 자연스럽게 이루어지
게 되었다. 무엇이던지 처음이 어렵지 그 다음은 쉽기 마련이다.
회장 재임 중 또 생각나는 일은 국문학회지인 KJVR 100호(40권 3호)
가 발행된 일이다. 1961년 6월 창간된 후 연 1회 또는 2회 발행되다 1989
년부터 연 4회 발행되어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으나 잘 계산해 보면 100호
는 2000년 9월에 발행되는 것보다 훨씬 이전에 발행되었어야 한다. 그렇다.
KJVR은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하여 연속 발행되지 못하고 또 발행되지 못한
해도 있고 중간에 아무 때나 필요에 따라 임의로 발행한 일도 있었기 때문
이다. 100호 출간을 기념하기 위해서 2000년 10월 학회 시 학술지 발행 과
정(투고-문선-식자-교정쇄-교정-정판-지형-연판제작-인쇄-제본)을 담은 6개의
대형 사진 전시와 함께 창간호의 전시, 최초의 초록집, 1974년 학회지 지형
과 이 지형에 납을 부어 만든 연판 등을 발굴하여 전시한 바 있다.
수의학회는 내가 재임하기 전까지는 올바른 독립된 홈페이지가 없었
다. 물론 있기는 있었지만 그것은 서울대 서버(http://aginfo.snu.ac.kr/ksvs)를
이용한 것이었다. 그러다 보니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다. 그래서 학회 단독
의 홈페이지(www.ksvs.or.kr)를 개설하였고, 영문지 JVS를 위해서는 영문으로
된 홈페이지(www.vetsci.org)를 따로 개설하여 투고는 물론 논문을 누구라도
세계 어디서든지 무료로 볼 수 있도록 하였고, 국가 주소도 JVS가 국제학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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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임을 감안하여 kr을 넣지 않고 org로 하여 국제화 세계화를 지향하였다.
내가 수의학회와 인연을 맺은 것은 학부 4학년 말인 1964년 10월 어느
토요일 시립농대에서 개최된 총회 및 학술대회에 참석한 것이었지만 학회
에 가본 것은 이것이 처음은 아니다. 사실은 1950년대 중후반 당시 나는 중
학교 생물반 학생으로 지도교사인 김학배(金學培) 선생이 하는 실험을 위해
흰쥐를 사육· 관리하고 있었는데 고려대에서 생물학회가 있다며 1957년 11
월 말인가 여기에 데려가서 학회가 무언지 구경을 시켜주셨으니 학회 참석
은 처음이 아닌 셈이다. 그리고 수의학회에 나의 이름이 처음 소개된 것은
1965년 2월 대학을 졸업한 후 석사과정을 밟고 있을 때 방사성동위원소를
이용한 연구를 하던 교수님을 도와 교실 한쪽에서 쪽잠을 자며 밤새워 열심
히 일한 덕분인지 그 연구 내용을 동년 9월인가 10월 전남대에서 발표하실
때 공저자로 1965년 학술대회 초록집에 이름을 올려주신 것이다. 그러다 보
니 수의학회와 인연이 이제는 자그마치 55년여 반세기가 넘는다. 지금 생각
해도 중학생 때 그것도 한국 전쟁이 끝난 지 얼마 안되는 가난한 시절에 밀
과 보리를 먹이로 주며 흰쥐를 기른 경험이 있는 수의대 교수는 우리나라
어디에도 없을 것 같다. 아마 이런 인연으로 수의학을 일생의 업으로 할 수
밖에 없는 운명이 지워졌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적다보니 여러 가지 상념이 떠오르는데 제한된 지면에 다 적을
수 없어 아쉽다. 하지만 무엇보다 학회는 학회다워야 학회로서 가치가 있다
는 생각이다. 그러므로 학회다운 학회가 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일 들
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첫째, 학회는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회원들이 내는 학회비로 운영되
어야 한다. 외국 학회 회비는 500불이 되어도 비싸다고 아니하고 참가비가
1천 불이 되어도 많다고 아니하는데 현재 수의학회 연회비 5만 원을 비싸다
고 하고 참가비 10만 원이 너무 많다고 하니 이해가 안된다. 부디 학회 운영
을 위해 연회비와 참가비를 올려서라도 자립 경영을 할 수 있도록 재정자립
도를 높이기 바란다.
둘째, 회장이나 이사장은 감투가 아니다. 더구나 각종 위원회 위원장은
더욱 그러하다. 흔히 하는 말로 이력서 경력에 한 줄 넣기 위해 필요한 자리
가 아니다. 이것은 희생과 봉사를 필요로 하는 직책이다. 만일 회원들을 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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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희생과 봉사를 할 생각이 없다면 절대로 이 자리를 탐해서는 아니 된다.
셋째, 예부터 선인들은 “말은 쉽지만 행하기는 어렵다.”고 하여 언지역
행지난(言之易行之難)이라 하였다. 흔히 학회 책임자가 어떤 일을 기획하고
시행하려고하면 딴죽을 걸어 못하게 하거나 심지어 훼방을 놓는 일도 있었
다. 경우에 따라서는 전임자가 이루어 놓은 일이나 계획은 깡그리 무시하고
뒤집어 버리는 수도 있었고, 정관과 세칙을 몽땅 개정하는 일도 있었다. 제
발 전임 회장이나 이사장이 한 일을 무조건 무시하고 묵살하지 말고 부디
전임자가 이룬 일을 잘 계승하여 참고하고 더욱 발전시키는 자세를 갖기를
바란다.
넷째, 학회의 얼굴은 무어니 무어니 해도 학회에서 발행하는 학술지이
다. 수의학회는 현재 국문지 KJVR과 영문지 JVS를 발행하고 있다. 전자는
SCIE 등재지이고, 후자는 SCOPUS 등재지이다. 하루라도 빨리 이들이 각
각 SCI 등재 Core Journal이 되고, SCIE 등재 학술지가 되려면 회원 모두
가 좋은 논문을 많이 투고하고 열심히 인용하여야만 된다. 우리 스스로 우
리를 높이지 아니하면 누구도 우리를 높게 대접하지 않는 것은 철칙이다.
현재 JVS 투고자의 70~80%가 외국인인 점을 감안하여 회원 여러분은 외국
에 비싼 게재료를 지불하며 게재하려 애쓰지 말고 부디 KJVR과 JVS에 투
고할 것을 부탁한다. 1년에 SCIE 등재지 중 10%가 탈락되며, 15%가 새롭
게 SCIE 등재지가 된다. SCIE 등재지도 관리를 하지 아니하면 다음 해 탈
락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여야 된다. 아울러 KJVR에 게재하는 논문도 이
제는 수의학회의 국제화 세계화를 위해 모든 논문을 영문으로 게재할 것을
강력히 권고한다.
끝으로 학회다운 학회가 되기 위해서는 회원 모두가 학회 행사와 토론
에 적극 참여하여 화기애애한 회원 간의 친교에 힘쓰고, 학회 발전을 위해
자기를 희생하고 봉사하겠다는 애타정신으로 항상 학회에 임하기를 신신당
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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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장이기에 말 못한 뒷이야기
김무강
제3대 이사장 겸 제23대 회장(2001.11~2003.10)

본인은 수의학회 전체 회원을 대상으로 학회 이사장을 겸임하는 회장
을 선출하는 우편투표에서 전폭적인 지지로 2년 임기(2001. 11~2003. 10.)의
제23대 대한수의학회장으로 선임된 후 제46차 학술대회 및 총회까지 마무
리하게 되었다. 본인 이전에 지방대 교수로 수의학회장을 역임한 전북대 백
영기 교수님이 학회장 임기 동안 학회 사무실을 서울대 수의대에 둔 채 운
영한 결과 애로점이 많았다는 고언을 듣고, 본인은 충남대 수의대 동물의과
학연구소 내에 학회 사무실을 마련한 후 윤효인 교수를 학회 총무, 신광순
교수를 편집위원장으로 위임하였다. 전임 회장단으로부터 업무 인수를 위
해 직전 회장이 근무하는 수원의 서울대 수의대 학회 사무실을 미리 약속한
일자에 신임학회 총무인 윤효인 교수와 함께 방문하여 학회 관련 서류 일체
를 인계 받아 학회를 운영하던 중에 학술위원장인 신광순교수가 해외 장기
출장으로 김상근 교수가 총무위원으로, 윤효인 교수가 학술편집위원장으로
직책을 바꾸어 학회업무를 수행하게 되었다.
학회는 학술지 발행이 중요한 일인데 학술진흥재단에서 학술지를 등재
지와 미등재지로 나누어 학회 지원비에 차등을 두었고 연구자들도 어느 등
급의 학술지냐에 따라 학교에서 업적평가에 차등을 두었기에 수의학회에서
도 오래전부터 발행해오던 대한수의학회지 외에 미래를 내다보고 전임 회
장단이 영문학회지(Journal of Veterinary Science, JVS)를 창간하였지만 JVS에
영어로 된 논문을 투고하는 사람은 많지 않았다. 1회 발행 시 최소 논문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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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이상의 원고를 채우기 위해 대한수의학회지(KJVR)에 영어로 투고한 논
문은 더 말할 것 없고 한글로 투고한 사람에게 까지 영어로 재작성해서 JVS
에 실어달라고 부탁하면 응해주는 회원들도 있었지만 그 당시 국문지인
KJVR는 학술진흥재단에 등재된 학술지였지만 JVS는 대한수의학회 자매지
정도로 KJVR보다 더 높은 평가를 받는 것도 아니고 SCI 또는 SCIE급의
학술지도 아니었기 때문에 논문작성도 힘든 일인데 거기에 더하여 영어로
재작성하는 힘든 작업을 원하는 연구자는 드물었다. 더구나 승진을 앞둔 연
구자들이나 신규채용에 지원하는 사람들은 JVS는 학술진흥재단에 등재된
학술지가 아니기 때문에 평가에 오히려 불리하다는 주장까지 했다. 이를 타
개하기 위해 이사회를 소집해서 이런 상항을 설명하고 JVS에 투고하는 주
저자에게는 재작성 수고료를 편당 10만 원씩 더 지불하기로 결정하고 간절
히 부탁하여 한사람이 2편 또는 3편까지 투고한 사람도 있었지만 이런 예는
승진이나 채용 등 평가와는 관계가 없는 특별한 경우이고 JVS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하루빨리 SCIE에 진입하는 것이 큰 과제였지만 이 고개를 넘는
것이 어려웠다. 이러한 과정 중에 2003년 3월 27일부터 31일까지 수의학회
장 김무강, 총무 김상근 2명의 교수가 한국과학기술한림원이 국내 학술지의
SCIE 등재를 장려하고 추진하기 위하여 과학기술부의 지원 하에 미국 필
라델피아시에 위치하면서 Scientific Citation Index(SCI)를 발간하고 있는
Thomson Institute for Scientific Information(ISI)를 방문하여 영문학술지인
JVS의 SCI 등재를 위한 진행과정 등에 관하여 협의를 하였다. 이 여행에는
우리 학회를 비롯하여 한국식품과학회, 한국식물학회 등 모두 11개 학회 15
명이 참가하였다.
3월 27일 늦은 오후 필라델피아에 도착한 일행은 다음날 아침 10시부
터 시작이 예정된 회의에 약 30분 정도 미리 도착하여 회의를 준비하였다.
회의는 ISI사의 편집책임자인 J. Testa가 40여 분에 걸쳐 학술지 선정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일발적인 사항을 먼저 설명하였다. 그 후 편집자들과 학
회 관계자가 면담을 하였고 마지막에는 Global Sales Support Director를
맡고 있는 J. Clovis가 ISI사의 새로운 제품인 Web of Science 및 Web of
Knowledge에 대한 소개를 하고 질의응답을 하는 것으로 마무리하였다. 이
때 수의학회에서 참석한 사람은 우리 2명 외에 1960년에 서울대 수의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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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하고 미국 미시간주립대학(MSU in East Lansing)에서 수의병리학 담당
교수를 하시다가, New Orleans의 Tulane 대학교 Medical Center 교수이면
서 Primate Research Center 병리과장을 하실 때 나를 초청해서 함께 연구
(1977~78)할 수 있게 해 주셨던 김진수 박사님이 계셨다. 김 박사님은 우리

의 ISI 방문계획에 대한 설명을 듣고 본인이 박사과정을 할 당시 Pennsylvania 대학교 도서관을 자주 방문하면서 ISI원장과 교분이 두터웠던 사이라
면서 아침 일찍 회의시작하기 1시간 전에 필라델피아까지 와서 ISI의 창시
자인 Eugene Garfield을 만나 우리가 방문한 목적을 설명했고, 함께 ISI 본
부 사무실을 방문해서 아시아 담당자(여자)와도 유창한 영어로 대한민국 수
의학회를 비롯한 각 학회들의 사정과 SCI 등재 학술지가 되기 위한 지침이
될 만 한 것에 대해 궁금한 것들을 자세히 문답하게 되었다. ISI 방문 시 우
리학회는 물론 모국학회 발전을 위해 힘껏 편의를 제공해 주셨던 김진수 교
수님에게 이 기회에 학회차원에서 고마움을 전해드리고 싶다. J. Testa가 설
명한 내용은 이미 국내에 소개된 것과 같은 것으로써 우리에게는 이미 친숙
한 것이었지만 이 미국 방문은 우리 학회를 비롯한 대한민국의 선두학회들
이 SCI Journal을 발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좋은 계
기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J. Testa가 설명한 내용 중 SCI 등재 학술지가 되
기 위하여 지켜야 할 원칙은 다음 5가지였다.
① Abstract, ② Table and Figure, ③ 일정한 규격과 기준의 Reference,
④ 일정하고 정확한 발간 일자(발간 일자가 늦어지면 감점처리), ⑤ 다수의 외
국인들이 참여된 논문(내국인들만으로 구성되면 좋은 평가받기 어려움) 등이 필
수이며, 영어로 작성해야하는 것이 원칙으로 학회지 전체를 영문으로 발간
하는 것이 바람직 하지만 필수적인 것은 아니라고 하였다. 예를 들어 일본
학회지 중 그 당시 일본어로 작성하였어도 5가지 원칙을 잘 수행하여 SCI
학술지가 된 것이 다수 있다는 예도 들어주었다. 회의 말미에 ISI의 창시자
인 Eugene Garfield 박사는 “한국에는 자원이 한정되어 있는데 같은 학문분
야에 유사한 학술지가 왜 그렇게 많이 있느냐.” 그러면서 “왜 한국에는 미
국의 PNAS(Proceedings of National Academy of Science)와 같은 잡지가 없느
냐”고 지적하였다. 다시 말 해 우리나라의 학술지가 SCI 등재에 어려움을
겪는 이유가 바로 유사한 학술지가 너무 많으면서 충실한 것이 적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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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는 이야기였다. 3박 4일의 짧은 여행이었지만 우리가 앞으로 고려해야
할 방향을 정립하고 한 번 더 다짐하는 계기로 삼을 수 있었던 기회였다고
생각한다. 귀국 후 본 학회 편집위원회에서는 ISI 지침에 적합하도록 발간
하는 데 최선을 다하였다. 영문 학회지를 출간일(분기별 25일)에 정확하게 맞
춰 발송하기 위해 출판사에서 기다리면서 재촉하여 제본한 JVS가 풀이 채
마르기도 전에 우체국으로 운반해서 ISI 본부를 비롯한 세계 유명 대학 도
서관에 초특급으로 보냈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하다. 외국인 투고자가 간혹
있었던 JVS 학술지가 이제는 Medline과 PubMed(2001. 10)에 등재되고, 학
진 등재후보지(2003. 12)로 선정된 후 3년 만에 학진 등재지(2006. 12. 30)가
되었으며, SCIE(2006. 6)에도 등재된 학술지가 되었기 때문에 국내는 물론
이고 외국투고가 쇄도하고 있는 현재를 보면 회장을 맡았을 당시 원고가 모
자라 절절매던 때와 격세지감이 든다.
학회장 임기 중 열정을 가지고 학회가 주관한 사업은 다음과 같다.
1) 학회지의 data base화 작업: 1995년 5월 수의학회지 창간호부터 34
권 4호까지 영인본을 출판한 일이 있지만 이는 값이 고가이고 한정판이었기
에 찾아보기가 쉽지 않았다. 그래서 회원들이 논문인용을 위해 수의학회지
를 찾는 어려움을 다소라도 해결하고자 학회 임원들이 착안한 사업이 학회
지의 data base화하는 작업이었다. 회장과 임원들이 수소문하여 힘들게 창
간호(낡아서 해독하기 힘든 잡지 포함)부터 당시 출간된 학회지까지 그리고 3
회 학술대회 발표 초록부터 2001년 것까지 모두를 어렵게 구하여 이를 data
base화하여 CD에 담아 2003년 10월 추계학회 당일에 맞춰 회원들에게 배
부하게 되었다. 이는 선배님들이 소유하고 있던 초창기 학회지들을 거리낌
없이 학회에 제공함으로서 가능케 되었는데, 초창기 학회지와 초록집을 많
이 제공해주신 전 건국대 김순재 교수님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
2) 수의학대사전의 편찬 작업: 수의학을 전공하는 학생과 강의를 담당
하는 교수님은 물론 현장에서 일하는 수의사들에게까지 학교에서 공부한
것만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추가로 필요한 지식들이 많이 필
요함으로 이 문제를 지원할 수 있는 종합참고서인 수의학사전이 너무도 절
실하게 필요하다는 것을 절감하고 이 사업에 착수하게 되었다. 이사회를 통
해 수의학사전을 발간하기로 결의하고 「수의학대사전 편찬위원회」를 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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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기초자료를 수집하기로 하였다. 최종적으로 한국과 유사한 점이 많은 일
본수의학 대사전을 바탕으로 수의학사전을 발간하기로 하고 각 대학별, 전
공별로 발간위원을 임명하여 발간위원회를 발족하였다. 수의학분야 전문가
60여 명이 동원되어 총 15회 발간위원회를 개최하여 용어설정과 편집, 교정
등을 거처 심혈을 기울여 수의학대사전을 수의학회 주관으로 발간하였다.
그런데 출판사가 간호학분야 책들을 출간하였을 때 수익이 좋았기에 수의
학 분야도 좋을 것이라 믿고 수의학대사전을 출간하였지만 판매 부진으로
출판사를 접었다는 안타까운 소식을 듣고 출판에 관여했던 한 사람으로서
마음 아프게 생각한다. 발간에 이르기까지 물심양면으로 지원하신 나눔의
집 출판사(대표 박정희)가 아니었더라면 빛을 볼 수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수의학회 이름으로 수의학대사전이 출간되어 매우 잘된 일이라 생각되었고
사전을 찾는 사람이 아직 있다고 하니 계속 보완되어 출간 되지 못한 아쉬
움이 남는다. 다만 후학들이 이 사전을 기초로 새로운 수의학사전을 편찬하
여 학문 발전에 기여하게 되기를 소망하며 아울러 국내 처음으로 수의학사
전을 발간하는 데 주도적으로 기여했다는 데 자부심을 갖는다. 참여하신 각
대학 교수님들과 현장의 전문가들에게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을 전하고
자 한다.
3) 수의학용어 표준화사업: 수의학회는 학진이 지원하는 학술단체연
합회(학단연)로부터 용어 표준화 사업의 재정 지원을 받아 수의학용어집(서
울대 이흥식 교수 주관)을 후임 학회장이 50주년 기념사업의 하나로 발간하게

되었다. 그런데 이 사업의 시작은 본인이 학회장 임기 중 학단연 공모에 응
모하여 이루어 진 것이다. 후임 회장은 전문 영역별로 수의학용어위원을 추
천받아 「수의학용어위원회」를 만들어 수의학용어를 표준화하는 작업을 하
고, 두 번의 공청회를 거쳐 수의학용어집을 발간하였다. 수의학용어의 표준
화를 위한 디딤돌을 놓아 수의학 발전에 기여하게 된 점에 대해 자부심을
느낀다. 수고하신 주관 교수님과 용어 편집위원들에게 감사를 드린다.
4) 회원수첩 발간: 지금은 IT가 발달하여 모두가 핸드폰을 가지고 있지
만 그 당시에는 연구실 또는 사무실 전화번호에 의지하여 연락을 취하던 시
절이었다. 학회 이사회나 업무상 연락을 할 때는 수동전화기에 의지하여 한
사람 한 사람 연락을 해야만 했다. 급히 연락을 취해야 할 경우에 연락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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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어서 당혹스럽던 때가 많았다. 각 대학별로 연락처를 수집하고 직장별로
연락처를 수집하여 일목요연한 학회 회원 연락처를 수첩으로 발간하여 학
회개최 당일 회원들에 나눠 준 사업이다. 지금 생각하면 대수롭지 않게 여
길지 몰라도 당시에는 꼭 필요한 사업이었다.
5) 기타: 대한수의학회에는 종신회원제가 있었고 2003년 당시까지 서
울대학교 한홍율 교수님 한분만 등록되어 있었다. 선임 회장님이 이와 같이
종신회비를 내신 선례를 따르는 것은 좋은 전통이라고 생각하여 본인이 제
의하여 김상근 총무, 윤효인 학술편집위원장과 함께 3인이 종신회비를 납
부하고 총무가 종신회비 영수증을 회장 이름으로 발부해 주었으며, 이를 학
회비 수령 장부에 기재해서 후임 회장에게 인계했는데 후에 확인해보니 납
부자 명부에 누락된 것을 보고 종신회비 등재과정에 착오가 있었던 것이 아
닌가 싶다. 하지만 이렇게 된 사연은 아마도 추측컨대 당시 종신회비를 한
홍율 교수가 낸 것과 같은 액수인 20만원을 냈는데 이는 1992년 10월 총회
에서 「종신회비는 일반회비의 10배」였기에 당시 회비(2만 원)의 10배였던
20만 원을 납부한 것인데 이후 10년이 지났는데도 이를 정액으로 판단하여
2003년 당시 회비(3만 원)의 10배인 30만 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그리된
것이 아닌가 싶다. 하지만 2003년도의 영수증도 하나의 역사적 자료가 될
것 같아 첨부하여 제출하며(그림 1-3) 본인은 회장단이 당시로서 할 수 있는
나름의 좋은 전통을 세우자는 순수한 마음이었음을 첨언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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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 재정 자립도를 높이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해
이문한
제5대 이사장(2005.11~2008.10)

학회 재정은 크게 회원 회비와 학술행사 참가비, 정부와 정부 출연기관
의 지원금 그리고 업체 후원금과 광고비로 대별된다. 정부의 세무관련 규정
이 강화되면서 업체가 임의단체에 지원하는 후원금이나 광고비에 대한 법
정 처리가 불가능해지면서 학회의 법인화가 공론화되었다. 또한 일각에서
는 학회장을 비롯한 임원을 서울대에서 독점한다는 불만도 있었다. 따라서
20대 한홍율 회장(1997. 11~1999. 10) 재임 때, 본인은 수석부회장으로서 법
인화 추진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이사장 제도를 도입하고, 학회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여 학술행사를 주관하게 함으로써 지방대 교수들이 보다 더 참
여할 수 있는 길을 열고, 실행위원회를 설치하여 학회의 기획업무 전반을
관장하게 하는 안을 제시하였다. 이 개정안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임
시총회에 부의한 결과, 이사장이 학회장을 겸임하되 차기회장을 미리 선출
하는 것으로 확정되어, 1999년 8월 수원시 교육청에 법인 등록을 하였다.
이 제도는 이흥식, 김무강 회장까지 유지되다가, 이영순 회장(2003. 11~
2005. 10) 재임 때 이사장과 학회장을 분리하되 이사장 임기는 3년, 학회장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이사회와 회장단을 두는 안이 2005년 5월 임시총회에
서 의결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본인은 이영순 회장 때 차기회장 자격으로 제5대 이사장을 맡게 되었
으니 이사장과 학회장이 분리된 이후 임기 3년의 첫 이사장인 셈이다. 학회
업무를 맡고 보니 임기는 길고, 취임 다음 해인 2006년은 수의학회 창립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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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년이라 책무가 무거웠다.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임원들의 도움이 절실하
기에 총회의 위임에 따라 개인의 역량, 학회에 대한 관심도, 대학 및 관련 기
관에 대한 안배의 원칙에 따라 임원진을 구성하였다. 다만 국· 영문 학술지
는 발간의 연속성을 유지하고, 학술지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편집위원장은
이흥식(서울대) 위원장을 연임시켰다.
2006년은 우리 학회 창립 50주년, 한국수의공중보건학회(회장 박용호,
서울대)의 창립 30주년이라, 동년 4월 20일 aT센터에서 춘계 학술심포지엄

을 공동 국제 학술행사로 개최하였다. 이 행사에는 한국가축위생학회(회장
신명균), 대한감염학회(회장 김준영, 연세대 의대) 그리고 대한인수공통전염병

학회(회장 박승철, 고려대 의대)도 참여하였다. 이 심포지엄에는 미국, 영국, 호
주, 일본, 중국 등 해외 석학 10명과 국내에서 농림부, 수과원, 식약청, 질병
관리본부, 소비자 단체의 전문가 8명이 예방의학적 측면에서 중요한 인수
공통질병(브루셀라 및 조류인퓨루엔자), 식품 안전성, 항생제 내성, 바이오테러
(Bio-terror)에 관한 연제를 발표하였다. 아직 One Health에 대한 개념이 부

족한 시점에서 수의학 분야 중에서 사람의 건강과 직결된 분야를 의학계 전
문가들과 토론하였다는 측면에서 매우 뜻깊은 행사였다. 이 행사에서는 포
스터 69건도 발표되었으며, 총 참가 인원은 356명이었으며, 학술위원들이
각 분야별 포스터 발표장에서 평가한 결과를 바탕으로 우수 발표자에 대한
시상(상장과 부상)도 있었다.
우리 학회 창립 50주년 및 수의공중보건학회 창립 30주년 추계 학술발
표대회 및 정기총회는 2006년 9월 27일부터 28일까지 충무시 소재 금호마
리나리조트에서 경상대 초청으로 대한인수공통전염병학회와 공동으로 개
최하였다. 27일은 창립 50주년 축하 전야제 형태로 진행되었다. 특히 이 자
리에서는 이흥식 수의학용어위원회 위원장이 주축이 되어 2004년부터 작
업해오던 「수의학용어집」이 발간되어 이를 축하하는 행사를 가졌고, 영문학
술지 J Vet Sci가 동년 6월 SCIE 잡지로 등재되는 쾌거를 이루어 학회 창립
50주년을 더 뜻 깊게 해 이를 축하하는 행사도 같이 가졌다. 하지만 이날 학
회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와 영문학회지 최고 인용자, 최다 투고자, 최고 피
인용자에 대한 시상도 있었는데 이에 대한 기록을 어디에서도 확인할 수 없
어 아쉬움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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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개최된 학술심포지엄은 축산식품 안전성 위해요소와 관리 방안,
수의학 분야에 있어서 줄기세포 연구 그리고 바이오테러 대응체계 현황과
관리 방안에 대한 국내· 외 전문가의 발표가 있었다. 그리고 학술발표대회에
서는 구연 70연제, 포스터 254연제가 발표되었다. 학술위원들이 각 분야별
구두 발표장과 포스터 발표장에서 평가한 결과를 바탕으로 우수 발표자에
대한 시상(상장과 부상)이 있었다. 이 행사에는 내국인 390명과 외국인 12명,
총 402명이 참석하였다. 특기할 사항은 창립 50주년을 축하하기 위하여 협
찬한 업체 8곳을 선정하여 발표장 7곳에 그 업체의 명칭을 부여하였다. 즉,
애그리브랜드퓨리나홀, 에니젠홀, 중앙백신연구소홀, 고려비엔피홀, RNL
바이오홀, SD홀, 한국화이자홀, 버박코리아홀 등이다. 정기총회에서는 연구
윤리가 사회적으로 문제시됨에 따라 정관에 「연구윤리위원회」를 설치하고,
시행세칙에 그 설치와 구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안을 가결하였다. 춘계
와 추계 학술행사에 공동 참여한 학회에 대하여는 참가비는 각 학회에서 징
수하게 하고, 장소 사용료 등 부대 경비와 식사 경비는 우리 학회에서 부담
하였다.
또 하나 기록될 만한 일은 학회 창립 50주년을 기념하여 과총의 지원을
받아 여름이나 가을에 개성이나 금강산에서 북한 연자를 초청하여 북한의
수의학 교육, 연구, 행정, 수의의료 체계 등을 주제로 「한민족수의학대회」를
개최하는 안을 검토하였던 일이다. 이 건의 성사를 위해 깊은 관심을 갖고
중국 엔벤대학의 지인들과 협의하였으나 북한과 교류가 많지 않고, 북한 학
자들이 참석하는데 여러 제약이 따른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중단할 수밖에
없었다.
학회 운영의 성패는 충분한 재정 확보 여부에 달려있다. 이사장이 되면
서 수의학회 창립 50주년 기념행사의 경비 조달은 큰 걱정이었다. 2005년
총회 결산 자료를 기준으로 수입 결산액은 약 1억 원이었지만 실제 이월금
은 약 3백4십만 원이어서 당장 직원 인건비를 걱정해야 할 처지였다. 마침
건국대 이상목 교수, 전임 이사장 이영순 교수와 이흥식 학술위원장의 노력
으로 학술진흥재단으로 부터 국제학술지발행지원금 4천만 원이 확보되어
큰 도움이 되었다. 그러나 학회에서 동일한 금액의 대응자금을 부담하여야
하는 어려움도 있었다. 영문학술지 편집 전담 직원으로 문헌정보학과 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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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를 채용함에 따라 전년도 인건비 약 1천4백만 원이 약 3천3백만 원으
로 증가하였고, 또 국문 학술지 편집 전문인을 추가로 채용하면서 임기 마
지막 해인 2008년에는 약 4천6백만 원으로 인건비가 급증하였다.
학회 창립 50주년을 빌미로 과총, 학술진흥재단, 마사회, 농림부, 과학
재단, 식약청 등에 지원금을 신청하여 약 1억 원을 확보할 수 있었다. 그리
고 기업체에 대한 광고비는 대개 정기총회를 앞둔 9월에서 10월 중순에 섭
외하는데, 50주년 기념행사를 앞두고 재정에 여유가 없었기 때문에 이사장
에 취임하면서 바로 기업체에 후원금과 광고비를 적극 섭외하였다.
그 결과 총회 전 까지 9천7백만 원을 확보하여 50주년 기념행사와 학
술지 발간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었다. 2005년 수입 결산액이 약
1억 원이던 것이 2006년도에는 약 2억 원으로, 그리고 이월금도 약 3백 4십
만 원에서 약 4천8백만 원으로 10배 이상 증가하여 차기 년도 예산에 여유
를 가질 수 있었다.
2007년 춘계 국제 심포지엄은 4월 20일 서울무역회관에서 한국수의
공중보건학회(회장 박용호, 서울대), 대한인수공통전염병학회(회장 박승철, 고
려대 의대), 한국식품위생안전성학회(정진호 서울대 약대), 한국가축위생학회
(회장 최해연) 그리고 한국식품안전포럼(회장 이영순, 서울대)과 공동으로 개

최하였다. 주제는 Prevention and Control of Antimicrobial Resistance and
Zoonoses로서 예방의학에 있어서 수의학의 역할을 주로 다루었다. 구체적
으로 항생제 내성, 식중독균, 조류인플루엔자(AI) 등 3개 분야로 나누어 각
분야에서 한 사람씩 Plenary Keynote Lecture에서 발표하였다. 미국, 일본,
영국, 스위스, 호주, 중국에서 초빙한 10명의 연자와 우리나라에서 5명의 연
자가 참가하여 모두 15편의 연제가 발표되었다. 그리고 포스터 연제는 123
편이 발표되었는데, 참석 인원은 305명이었다. 학술위원들이 각 분야별 포
스터 발표장에서 평가한 결과를 바탕으로 우수 발표자에 대한 시상(상장과
부상)이 있었으나 이에 대한 기록 역시 남아 있는 것이 없어 확인할 길이 없

다.
1997년 홍콩에서 발병한 고병원성 AI가 동남아 지역으로 확산되면서
다수의 인명 피해가 발생하였고, 이어 중국, 러시아, 심지어 유럽, 아프리카
까지 전파되어 국제적으로 문제시 되었다. 2003/2004년, 2006년에 우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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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에서도 발병하여 엄청남 경제적 피해를 입혔다. 또한 소에서 유래한 E.
coli O157:H7에 의한 식중독이 미국에서 문제시되고, 가축에서는 항생제가
성장촉진용 사료첨가제로 널리 사용되면서 발생한 내성균이 인체에 감염을
일으키는 지에 대한 논란이 고조되고 있었다. 이러한 시기에 진행된 이번
심포지엄은 시의적절한 것으로 생각된다.
이 춘계 국제 심포지엄을 계기로 2007년 발행된 47권 1호 부록 맨 뒤
에 학술 발표자에 대한 색인을 싣기 시작하여 참가자의 이용에 편의를 제공
하였는데 이 Presenter Index는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2007년 추계 학술발표대회 및 정기총회는 수의공중보건학회와 공동
으로 11월 15일과 16일 양일간 강원대학교 60주년 기념관에서 개최하였다.
이 시기는 한미 FTA 비준을 앞두고 있고, EU 등 여러 국가와 FTA 협상을
진행하고 있어, 수의 분야에서의 FTA 대응전략과 양돈 산업 경쟁력의 저해
요소인 돼지 만성소모성 질병의 방역대책에 대한 심포지엄도 개최하였다.
또한 영국에서 시작된 소해면상뇌증이 유럽을 거쳐 일본, 캐나다, 미국에
발병함에 따라, 특히 한미 FTA 비준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고조되고 있어
Plenary Lecture에서 미네소타대학의 S. Sreevastan 교수를 초빙하여 소해면
상뇌증의 위험평가에 대하여 발표하게 하였다. 이 심포지엄에서는 9개 연제
가 발표되었다. 심포지엄 후 J Vet Sci의 논문 전자접수 시스템에 대한 시연
이 있었고, 이어서 강원대 백록관에서 전야제 행사를 가졌다. 이 전야제 행
사 경비는 바이오톡스텍(대표 강종구, 충북대 교수)에서 부담하였다. 학술발표
대회에서는 구연 89연제, 포스터 229편, 총 318연제가 발표되었다. 참석 인
원은 내국인 391명, 외국인 12명, 총 410명이었다. 춘계 행사 때와 같이 학
술위원들이 각 분야별 구두 발표장과 포스터 발표장에서 평가한 결과를 바
탕으로 우수 발표자에 대한 시상(상장과 부상)이 있었으나 역시 기록이 없이
수상자를 확인할 수 없다.
영문학술지 J Vet Sci가 SCIE에 등재됨에 따라 이를 적극 홍보하여 과
총, 학술진흥재단, 마사회, 학술단체연합회 등 정부 출연기관으로부터 약 1
억 2천만 원의 지원금을 확보하였다. 특히 마사회에서는 매년 우리 학회에
1천 만 원씩 지원하던 것을 마사회를 방문하여 회장과 담당관을 직접 만나
우리 학회가 창립 50주년 맞았고 영문학술지 J Vet Sci가 국제적으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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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고 있는 SCIE에 등재되었음을 홍보하여 이후 1천 5백만 원씩 지원받기
로 약속을 받았다. 그리고 업체에 후원금과 광고비를 적극 섭외하여 6천 4
백만 원을 확보하였다. 이월금은 약 1억 원이었다. 2007년 수입액이 약 3억
원으로 2006년도에 2억 원을 넘은 이후 1년 만에 1억 원 이상 증가하였다.
이와 같이 예산이 증가할 수 있었던 것은 학술진흥재단에서 지원하는 국제
학술지 지원금 약 4천만 원과 기업체 협찬비 그리고 학회 참가비가 큰 비중
을 차지하였다. 학회 참가비의 경우 2005년도에 6백6십만 원, 2006년도에 1
천3백만 원, 2007년도에는 2천만 원으로 매년 증가하였다. 이는 회원의 학
회 참여도를 반증하는 것으로 매우 고무적인 일이었다.
2008년도 춘계 학술행사는 4월 25일 과총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예
방의학 분야 국제 공동학술심포지엄: International Joint Symposium on
Zoonosis, Food Safety and Animal Protection and 2nd C. L. Davis Foundation Korea라는 주제로 개최하였다. 참여 학회 혹은 기관은 한국수의공
중보건학회(회장 김기석, 경북대), 대한인수공통전염병학회(회장 박승철, 고려
대 의대), 한국식품위생안전성학회(회장 정진호,서울대 약대), 한국수의병리학

회(회장 강문일, 수과원 원장), C. L. Davis Foundation 한국지부(지부장 박남용,
전남대), Asia Association of Veterinary School(차기 회장 박용호, 서울대), 서

울대 BK사업단(단장 류판동, 서울대)였다. 이 심포지엄은 Plenary Lecture(2연
제), Zoonotic Diseass in Asia Countries(8연제), Control of Avian Diseases

and Food Safety(4연제), Animal Protection: Animal Right and Welfare(6연
제), Standardization and Accreditation of Veterinary Education in Asia(4연
제), Systematics and Phylogeography of Mammals in Eastern Asia(12연제),

Descriptive and Illustrative Veterinary Pathology 1 & 2(각 4 및 5연제) 등 8
개 Session으로 나누어 모두 45개 연제가 발표되었다. 해외 연자는 미국, 일
본, 태국, 말레시아, 인도네시아, 베트남, 대만, 미얀마, 러시아 등 9개국에서
28명이 그리고 국내 연자는 13명이 참여하였다. 특히 이 심포지엄에서는 아
시아 여러 나라에서 문제시되는 인수공통질병, 아시아에서의 수의학 교육
표준화와 인증제, 그리고 동물의 권리와 복지 문제를 다루었다는 점에서 의
의가 크다 할 수 있겠다.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포스터 117편이 발표되었고,
참가 인원은 318명이었다. 이때도 학술위원들이 각 분야별 포스터 발표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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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평가한 결과를 바탕으로 우수 발표자에 대한 시상(상장과 부상)이 있었으
나 역시 기록이 없어 확인이 안된다.
한미 FTA가 비준되면서 2008년 5윌 초부터 8월 중순까지 100여일
동안 소위 광우병 촛불집회가 열려 나라가 매우 혼란스러웠다. 우리 학회에
서는 농림부와 협의하여 소 해면상뇌증 검사체계와 과학적인 쇠고기 안전
관리를 위한 정책 토론회를 9월 11일 과학기술회관에서 개최하였다. 세계
광우병 발생 상황(이영순, 서울대)과 국내 BSE 검사현황(주이석, 수과원)에 대
하여 주제발표를 한 다음 6명의 토론자가 본인들이 정한 주제에 대하여 토
론하였다. 토론 주제는 다음과 같다. ① BSE 예찰방법에 대한 OIE 가이드
라인(김선일, 강원대), ② 광우병과 연계된 국내 단계별 전수검사(우희종, 서울
대), ③ 30개월령 이상 도축우에 대한 광우병 검사 의무화(이중복, 건국대), ④

BSE 임상증상(한홍율, 서울대), ⑤ 소 해면상뇌증 사태를 거울로 살펴본 과
학적인 쇠고기 안전관리 정책(박용호, 서울대), ⑥ 사전예방 원칙의 두 측면
과 BSE 관련 쇠고기 안정성(홍성기, 아주대)이다. 이 토론회는 미국산은 물
론 국내산 쇠고기가 BSE로부터 안전하지 않다는 견해를 가진 학자와 적절
한 검사를 거친 쇠고기는 안전하다는 견해를 가진 학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토론하는 장이었다. 미국산뿐만 아니라 국내산 쇠고기가 안전하지 않다는
견해를 가진 토론자는 우선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병하였고, 일본에서 도축
소에 대하여 전수 검사한 결과 2003년부터 2007년까지 20여 두에서 양성판
정을 받았다는 사실에 근거하여 최소한 30개월령 이상 소에 대하여 전수검
사를 할 것을 주장하였다. 반면 쇠고기 안전성에 큰 문제가 없다는 토론자
들은 미국에서 발병한 BSE는 캐나다에서 수입한 소에서 발견된 것이고, 일
본은 BSE 전파 원인이 되는 육골분 사료를 유럽에서 수입한 실적이 있지
만 우리나라는 수입 실적이 없기 때문에 전수 검사는 인적, 경제적 낭비라
는 점을 강조하였다. 또 BSE 원인체인 Prion 단백질은 소독약이나 고압멸
균에 의하여 파괴되지 않기 때문에 BL 3 수준의 연구실에서 검사해야 하는
데, 전국의 도축장 혹은 시, 도에 이 시설을 설치하는데 엄청난 경비가 소요
될 것임을 강조하였다. 사전예방 원칙을 적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우리
나라의 현 상황에서 위험-편익 분석적 관점에서 볼 때 위험이 크지 않다는
결론에 도달하였고 이를 정부에 건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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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도 정기총회 및 국제학술발표대회는 9월 25~26일 양일간 광주
소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개최하였다. 연구윤리 문제가 국내외적으로 문
제됨에 따라 25일 오후 컨벤션홀에서 「연구윤리-논문 표절의 기준과 예방
책」을 주제로 조은희(조선대 연구윤리센터) 교수의 Plenary Lecture가 있었다.
이어서 전남대 김윤수 총장 초청 만찬을 겸한 전야제 행사를 가졌다. 다음
날 개최된 학술행사는 심포지엄은 줄이는 대신 해외 석학을 초빙한 특강 수
를 늘렸다. 심포지엄에서는 서울대와 경북대에서 수행한 줄기세포 연구에
대한 국내 사례 5례의 발표가 있었다. 특강은 2개 session에서 외국인 연자
각 5명씩, 10명이 각각 발표하였다. 학술발표대회에서는 구두발표 67연제,
포스터 258편이 발표되었으며 당시 참가 인원은 431명이었다. 이 날도 우수
발표자에 대한 시상(상장과 부상)을 했지만 누구에게 시상을 했는지 역시 기
록이 남아있지 않다.
법인의 회계처리 규정에는 목적 사업비에 전체 예산의 70% 이상을 사
용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사업비에는 직원 인건비와 이월금은 제외된다. 그
런데 2007년도 이월금은 약 1억 원이었고, 직원 인건비가 약 4천5백만 원이
었다. 전체 예산 약 3억 원의 50% 정도가 비목적 사업에 지출되어 감독관청
인 동작교육청으로부터 규정을 위반한 사실을 지적받았다. 그래서 2008년
도 예산안에는 학술연구지원비 항목을 추가하여 차기 년도로 이월 가능한
금액 약 5천6백만 원을 집행하여 목적 사업비 비율을 70% 이상으로 맞추었
다.
임기 마지막 해인 2008년에는 식약청, 전남대, 광주관광뷰로, 학술진흥
재단, 한국마사회 및 과총으로부터 약 1억 1천2백만 원의 보조금을 받았다.
그리고 기업체로부터 찬조금을 4천3백만 원을 받아 차년도(2009년도) 이월
금은 약 6천6백만 원, 2008년도 수입 결산액은 약 3억 3천만 원이었다. 학회
사무실에서 인수인계서 자료를 찾을 수 없어 구체적으로 확인 할 수 없지만
임기 마지막 해의 인수인계 때까지의 수입금 총액은 4억 원을 상회한 것으
로 기억된다.
학회는 내실 있는 학술행사를 기획하여 회원의 참여도를 높이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재정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임기 중 학술심포지엄이
주로 예방의학 쪽에 치우친 면이 있으나, 이를 계기로 의학계, 질병관리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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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 식약청 등 관련 분야와 교류할 수 있었다는 점에 그 의의를 찾을 수 있
겠다.
그리고 학회지는 학회의 얼굴로서 영원히 그 기록이 남는다. 학회지
의 경우 편집위원장의 임기에 제한을 두지 않으면서 연속성을 유지하여야
학회지의 질을 높일 수 있다. 영문학회지 J Vet Sci를 창간하고, 이 잡지를
Medline/PubMed. AGRICOLA, CAB, SCOPUS 등에 등재하여 질 좋은
논문을 유치하여, 결국 SCIE 잡지로 등재까지 되어 학회지 투고료를 현실
화하여 재정 자립도를 높이려하였으나 투고료와 초과 게재료 수입은 1년에
5백만 원에 지나지 않았다. 그래서 결국 이 구상을 이루지 못하였지만 언젠
가는 외국 학회지와 같은 정도로 투고료와 게재료를 인상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양지가 있으면 음지가 있듯이 대학과 연구기관에서 연구 평가 때 SCI
잡지에 대하여 높은 평가 점수를 주는 경향이 커지면서 대한수의학회지
KJVR 논문 투고 수는 급격히 감소하였다. 또한 한국수의공중학회지도 비
슷한 상황이어서 두 학회 명의로 한 개의 학술지를 발간하는 안을 검토하였
으나 학술진흥재단으로부터 이는 불가하다는 의견을 받아 중단되었다. 학
회를 운영하면서 한 가지 아쉬운 점은 학회 참가비는 매년 증가하고 있지
만, 회원의 연회비 징수는 기대에 못미쳤다는 점이다.
회고록이 주로 학회 재정에 관한 내용이 되었다. 이렇게 된 것은 이사
장 3년 동안 학회 운영은 재정적인 뒷받침이 없으면 사상누각이란 점을 뼛
속 깊이 깨닫게 되었기 때문이다. 끝으로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학회 재정
은 크게 회원 연회비, 참가비, 정부 및 정부 출연기관의 지원금 그리고 기업
체 후원금과 광고비로 운영된다, 하지만 회비 이외는 매년 지원 여부가 아
주 유동적이고 지원금 액수가 매년 줄고 있다. 더구나 회비도 전체 회원의
10% 내외가 납부한다는 점에서 볼 때 학회 재정은 항상 불안하다. 학회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학회 재정자립도를 높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60주년을 맞은 수의학회는 이 점에 유의하여 재도약의 기회를 갖
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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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학에 대한 나의 소고
강정부
제26대 회장(2006년11월~2007년10월)

회장을 하며 겪은 희로애락을 중심으로 남기고 싶은 이야기를 적어달
라는 원고 청탁을 받았을 때 어떤 내용을 적어야 될지 무척 망설였다. 그러
다 보니 그간 수의학회와 함께 지내온 세월들이 주마등같이 지나면서 여러
가지 일들이 떠올랐다. 그러면서 우선 내가 수의학회와 어떻게 인연이 되었
는지부터 시작하여 무슨 일을 했는지 정리하면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내
가 제26대 회장을 한 것은 2006년 11월부터 2007년 10월까지 1년이지만 내
가 처음 수의학회와 관계를 갖게 된 것은 1979년 10월에 발행된 수의학회
지 19권 2호 부록에 일본 동경대학에서 받은 박사학위에 대한 프로필 소개
가 처음이다. 이때는 일본 동경대에서 받은 박사학위 논문 내용이 19권 2호
본 책 161페이지에서 167페이지에 걸쳐 “Electromyographical Studies on
Experimental Hypocalcemia in Goats”라는 영문으로 발표된 다음이다. 그
후 나는 수의학회와 연이 닿아 1999년 11월부터 2003년 10월까지 4년에 걸
쳐 평의원을 지냈고, 이어 2003년 10월부터 2005년 10월까지 제24대 부회
장을 지냈다. 물론 이 후에 추계학술대회에서 구연도 하였는데 1990년 10월
27일 경상대에서 개최된 제34차 정기총회 및 학술대회에서 “Progesterone
의 단크론항체 생산에 관한 연구” 결과의 발표였다.
내가 수의학회 회장 일을 시작하며 제일 기억에 남는 것은 무엇보다
수의학회 창립 50주년을 맞아 2006년 9월 27~28일 충무 마리나 리조트호
텔에서 제50차 정기총회 및 학술대회를 개최한 일이다. 그 이유는 다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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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라 내가 회장에 선임된 날이기에 기억이 생생하다. 이날은 경상대 총장
을 비롯하여 수의사회장, 질병관리본부장 등 많은 분들이 참석하여 50주년
을 극찬하며 축하해 주었고 안양 연구소의 합창단과 이대 현악연주는 이날
의 백미였다. 더구나 50주년을 기념하여 「수의학용어집」 발간과 영문학술지
「JVS의 SCI 등재」를 축하할 때는 분위기가 절정에 달하였다.
또 하나 기억에 남는 일은 아시아수의과대학협회(AAVS)의 창립에 학
장으로서 창립멤버가 된 일이다. 그것은 2001년 6월 8~9일에 걸쳐 서울대
에서 개최된 춘계심포지엄에 일본,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중국,
베트남, 태국 등 아시아를 대표하는 대학의 학장 및 부학장과 국내 대학 학
장 및 부학장 등 20여 명이 모여 “학술교류와 협력증진”을 목표로 창립하
고, 외국 모든 학장 또는 부학장을 JVS 편집위원으로 추대하여 JVS의 국제
화를 시도한 일이다. AAVS는 지금도 계속 매년 모임을 갖고 있으며, 지난
해는 인천 송도에서 개최한 WVC와 함께 개최되었고 금년에는 11월 21일
일본 동경대에서 제17차 모임이 있을 예정이다.
그리고 또 생각나는 일이지만 회장으로서, 다시 말해, 대회장으로서
2007년 11월 15일 춘천 강원대에서 제51차 학술대회를 개최하였는데 이때
주제는 “수의축산분야의 FTA 대비전략”이었다. 당시 사회적으로 문제가
많이 제기된 한-미FTA를 수의분야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최선책인지 정부 책임자를 비롯하여 관련분야 인사를 초청하여 심도
있게 검토해 본 것은 지금 생각해도 아주 시의적절한 행사였던 것으로 생각
된다. 또한 회장 재임 시에는 수의학 모체의 분야별 학회가 따로 따로 운영
되고 있어 예산문제는 물론 만남과 학문교류의 장이 되지 못하고 있었기에
기존 학회 운영의 독자성은 그대로 유지하되, 학술발표는 합동개최(수의공
중보건학회, 인수공통전염병학회, 식품위생안전성학회, 가축위생학회)하고 각 학회

총회는 같은 날짜에 같은 장소에서 공간만 달리 하여 개최하도록 시도한 결
과 발표주제의 다양성은 물론 상호간의 정보교환도 활발해 반응이 좋았으
나 이를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정착시키지 못해 아쉬웠다.
수의학회의 이사장제는 학회 운영의 연속성 등을 위해 필요하나 회장
임기 1년으로는 학술대회의 대회장으로서만 역할을 할 수 있을 뿐이지 어
떤 계획조차 제대로 세우기도 힘들고 무슨 사업이던지 일을 하기에도 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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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 최소 2년은 되어야겠다고 생각하며, 이사장과 학회장의 역할분담에 대해
2017년 개정된 시행세칙에 자세히 규정되어 있다하여도 학회는 다시 한 번
진지한 고민이 있기를 바란다.
끝으로 나는 내가 지내온 그간의 인생살이 중 한 면이라도 밝혀 놓는
것이 후학들에게 다소나마 인생을 사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되어 나
의 동경대학 유학 시절 이야기, 잠깐의 회사생활 그리고 대학 교수로서의
인생살이를 다음과 같이 요약해 보고자 한다.
1971년 5월 말 일본 동경대학 대학원 수의학과 내과학 교실 외국인 연
구생으로 일본에 첫발을 디딘 후 1979년 3월 말 귀국하기까지 8년 가까운
시간동안의 소회와 귀국 후 약 1여 년간의 동물약품회사 경험, 이후 대학에
서의 일과 현재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은 아쉬웠던 순간들의 연속이지만 자
신에 대한 반성과 함께 후학들에게 되풀이되는 실수를 줄일 수 있게 되길
희망하면서 다소나마 참고가 되었음 하는 마음 가져본다.
대학원 연구생으로 동경대학에 가서 분명히 “대학원 진학을 목표로 하
고 왔다.”고 학교 측에 얘기해 두었기에 지도교수는 당연히 연구 쪽으로 지
도해 주리라 믿고 있었으나 기대와는 달리 동경에 도착한 이튿날부터 동물
병원 진료에 함께 참여하라는 지도교수의 말씀이라 어쩔 수 없이 진료에 참
여하게 되었다. 진료시작은 오전 9시 30분부터이나 준비는 오전 8시부터 차
트 정리, 진료실 청소, 약품정리 등등을 해야 하기 때문에 학교는 8시 이전
에 도착해야 했고, 진료가 끝나는 시간은 빨라야 오후 1시 반경이었다. 그리
고 점심식사 후에는 진료 시 처리하지 못한 각종 검사로 대개 오후 4시 경이
되어야 하루 일과가 겨우 끝나는 생활이 매일같이 반복되어 내가 왜 일본까
지 와서 이 고생을 하지? 하는 생각의 연속이었다.
평소 생각했던 소나 돼지 같은 산업동물은 원칙적으로 현장에 나가 진
료하기 때문에 특수한 경우가 아닌 경우의 산업동물 진료는 거의 없었다.
병원진료의 대부분이 개(약 70%)와 고양이(약 30%)였으며, 이외 설치류 등과
같은 특수한 반려동물들이 가끔 있었다. 진료내용은 피부병, 소화기 및 내분
비질환, 노령성질환 등으로 다양하였으나, 고양이 경우는 여기에 더해 귀지
청소나 발톱손질 등을 해줘야 하는 경우가 많아 내 손등은 고양이의 날카로
운 발톱에 수시로 긁혀 성할 날이 거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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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한 것은 진료가 끝난 후에도 보호자들은 집에 돌아가지 않고 자
기 반려동물 옆에서 지켜보거나 때로는 반려동물을 껴안고 자기도 하는 진
귀한 풍경을 보는 경우가 많아 정상이 아닌 사람으로 오해할 정도였다. 당
시의 생각은 소나 돼지 같으면 한국에 가서도 도움이 되겠다 싶었지만 이건
전혀 쓸모가 없다는 생각이 앞섰기에 건성으로 진료에 임했던 게 지금에 와
서는 무척 후회가 된다. 재진환자의 경우는 예약제로 진행되었고, 담당 수의
사의 말 한마디에 보호자의 안색이 달라지는 건 다반사고 호전되지 않으면
보호자가 자신이 아픈 것보다 더 안쓰러워하던 모습은 지금도 눈에 선하다.
당시의 이런 생활은 박사과정 1년차까지 계속되었는데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갈 때는 대학근처의 지하철 막차를 타기가 일쑤였다.
약 1년간의 대학원 연구생 시절을 거의 진료시간에 보내게 된 나로서
는 대학원 진학시험 합격이 급선무였으나 지도교수는 동물병원진료를 꾸준
히 하라는 얘기만 해 무척 고민하던 중 지도교수가 약 1개월간 미국출장을
간 것을 알고서는 바로 이튿날부터 동경대학 중앙도서관에서 진학준비를
했다. 그러던 중 어느 날 갑자기 도서관 실내 모든 불이 꺼지고 철문도 잠겨
(사실은 퇴실시간이 지났기에) 안에서 문을 두드리고 소리쳐 직원이 왔으나 평

상시의 출입문으로 보내주지 않고 내부의 승강기를 타고 밖으로 나온 일도
있었다.
진료시간 외에는 불철주야 열심히 대학원 입시를 준비한 덕분인지 다
행히도 1972년에 대학원 석사과정에 입학해서는 지도교수가 주제를 정해주
리라 믿고 한 달가량 기다렸으나 아무 말이 없어 지도교수께 몇 차례 얘기
했더니 “본인이 정해오면 그걸 보고 생각해 보겠다.”고 해서 몇 날 몇 밤을
고민도 많이 하고 주위사람들한테 의논도 했으나 마땅한 석사논문 주제를
정하지 못해 결국은 지도교수가 정한 「사람의 베체트병(Behcet’s disease) 모
델 개발」이라는 당시로서는 너무도 생소한 과제를 맡게 되었다.
베체트병은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당시에도 자가면역질환으로는 알려
져 있었으나 원인에 대해서는 전혀 밝혀진 것이 없었다. 다만 증상만으로
봐서는 일본재래종인 아키타개(秋田犬)에서 사람의 베체트병의 육안적 소견
(반복되는 궤양성 구내염, 특이적인 피부병변과 포도막염과 망막 혈관염에 이은 실명
초래 등)을 수반하는 개들이 더러 발견되어 이러한 증상을 보이는 개들을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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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각지에서 가축병원 내 개 사육장으로 끌어 모아 매일 매일 이들의 상태
변화, 주기적인 구강점막에 대한 자가항체검사(Coombs test), LE세포 등의
검사는 기본이고 정기적으로 개 산책도 시켜야 했기 때문에 집으로 돌아갈
때 지하철을 타면 나도 모르게 옷에 밴 개 특유의 냄새 때문에 내 주위에 다
가오는 사람이 없어 지하철을 탈 때에는 편리한 점도 많았다. 면역에 대한
기본개념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자가면역질환을 다루게 되었으니
이런저런 고충을 너무도 많이 겪게 되었지만 이 과정을 통해 면역학에 대한
기본지식 뿐만 아니라 자가면역질환에 대한 새로운 이론과 각종 분석기법
을 터득하게 된 것은 훗날 대학 재직 중 연구 활동에 크게 도움이 되었다.
2년의 석사과정을 마친 후 1974년 박사과정에 진학하게 되었는데 지도
교수께서는 “박사과정에서도 석사과정의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연구를 계
속하면 학문적으로도 의미가 클 뿐더러 의학계에도 크게 공헌할 수 있다.”
고 하면서 이 석사과정에서 연구한 주제를 계속하도록 권유했으나 개 논문
을 가지고는 한국에서는 밥도 못 얻어먹을 것 같아 지도교수의 당부가 있을
때마다 별의별 이유를 둘러 대며 거절했다. 그래서 박사학위 논문 주제는
결국은 「산양의 실험적 저Ca혈증 시의 칼슘동태와 근전도학적 및 심전도
학적 연구」가 되었다. 이 연구는 소의 분만 전후 기립불능의 원인과 예방 및
치료 모델 개발 목적으로 건강한 일본 재래종 염소를 공시동물로 하여 Ca2+
길항제인 EDTA의 IV투여로 저칼슘혈증을 유발시켜 기립불능 또는 폐사에
이르기까지의 경시적인 체내 Ca2+ 동태와 심전도(ECG), 근전도(EMG) 및
뇌파도(EEG)패턴과 함께 판단코자 하였다.
그런데 실험에 사용한 염소 70여 마리 중 유독 1마리는 혈액 내 Ca
은 물론 이온화 칼슘(Ca2+)이 0(제로) 상태인데도 EMG, EEG에서는 물론
ECG상에서도 아무런 패턴 변화도 없고 기립불능, 폐사는 물론 동공반사도
지극히 정상이었고 실험 이튿날 후도 멀쩡해 매우 희귀한 연구 소재라는 생
각이 들어 이 이유를 밝히는 게 더 재미있겠다고 몇 차례 지도교수께 건의
해 보았으나 “그건 박사과정을 끝낸 후 기회가 되면 하라.”고 해서 그만둔
게 지금 생각해도 무척 아쉽다. 아무튼 예외의 1마리에 대한 소견은 완전히
뺀 채 학위논문(Studies on Distribution of Calcium in Experimental Hypocalcemia
in Goats with Special Reference to its Effect on Electromyogram and Electrocard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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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m)을 만들어 동경대에 제출해서 1978년 5월 8일 박사학위를 받았다.

그러나 국내 대학에의 자리는 꿈도 꿀 수 없는 상황이라 고민하던 중
일본 거주 외국인 신분으로는 처음으로 1년 단위 계약의 일본 학술진흥회
(JSPS,학진)에서 연구원 모집 광고가 있어 이에 지원하여 동경대학 초빙 연

구원 자격을 받게 되어 주거비는 물론 체재비까지 지원받게 되자 지도교수
는 계속 연구할 수 있도록 해 주기 위해 칼슘관련 업적으로 당시 노벨 생리
의학상 후보군에 올라 있던 동경대학 의대 약리학 교수 연구실에 가서 같이
일해 보라고 해서 해당 교수와 면담을 했다. 그는 “연구원 자격으로 계속 일
하도록 배려해 주고 앞으로 학진 지원 여부와 관계없이 생활에 전혀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는 약속까지 했으나 나는 하루라도 빨리 귀국하기 위해 여
러 가지 이유를 대며 거절하였다.
학위 취득 당시 국내의 수의학과는 통폐합 여파로 신규채용은 매우 기
대하기 어렵다는 이야기는 듣고 있어 마음속으로는 개업을 생각해 당시 국
내에서 인기 있었던 직장검사에 의한 소의 조기임신진단법을 재대로 읽히
기 위해 지도교수 몰래 일본농협 산업동물 전문 연수기관인 가축공제회에
등록해 1개월 단위의 연수과정을 3차례나 반복했다. 그랬더니 소의 조기임
신진단법을 가르쳐 주었던 베테랑 수의사는 “이제는 혼자서도 가능하겠다.”
고 공개적으로 극구 칭찬을 했다. 그러나 막상 되돌아서면 뭐가 뭔지 헷갈
려 4차례나 더 이 과정을 거치면서 내가 먼저 임신여부 확인과 함께 자궁상
태 등을 먼저 감정하여 소견을 밝힌 후 10년 이상의 베테랑 수의사의 재확
인을 거치는 과정을 반복하고 났더니 주위에서 평가는 물론 나 자신도 자신
감이 생겼다. 이에 그 동안 수차례 나를 찾은 지도교수님을 뵙고 그동안 숨
겨왔던 속사정을 솔직하게 말씀드렸다. 나의 사정을 들은 지도교수는 나에
대한 기대가 컸던지 너무도 큰 실망을 하시는 바람에 나도 마음이 무척이나
무거웠다.
내 나름대로는 임신감정을 할 수 있는 직장검사 테크닉이나마 가졌으
니 귀국하자 싶어 일본 생활을 접고 1979년 3월 말 귀국하게 되었다. 바로
개업하기는 여러 사정상 어려움이 있어 직장을 알아보던 중 녹십자수의약
품주식회사 기획실장 자리가 어떠냐 해서 근무하게 되었다. 동물약품 업계
에 대한 현황을 전혀 모르는데다 전문지식이 없어 고민하던 차에 국내·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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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의 현황파악과 생산품(국내는 거의 수입품)별 정리가 의미가 있을 것 같
다는 생각이 들어 나름대로 최선을 다 했다. 정리가 거의 끝날 무렵 뜻밖에
도 Gentamycin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자 너도나도 Gentamycin 판매에 매달
려 말 못할 출혈경쟁을 계속하는 걸 보고 당시 국내의 동물약품 3대 업체(녹
십자, 바이엘, 화이자)의 생산 · 판매 책임자를 만나 앞으로는 장기계획을 세워

각 사의 주력품개발에 전념할 수 있는 선의의 경쟁체제와 경영방침이 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하기로 합의하고 회사에 돌아 왔다. 그런데 대표이사 사장
이 찾는다고 해서 갔더니 “당신이 뭐야? 회사경영을 당신 마음대로 바꿔?”
하면서 화가 잔뜩 나 있었다. 화가 난 사장은 여기에 보태 일본에서 같은 시
기에 공부했던 사람이 나를 회사에서 쫓아내려고 부하직원인 모 고등학교
동기생과 짜고 국정원에 근거도 없는 투서를 했던 사실도 알려주었다. 이를
듣게 된 나는 너무도 억울하고 분해 꼭 응징해 주고 싶었으나 상대방의 장
래를 생각해 참고, 이일을 계기로 회사생활을 접고 모교인 경상대학교에서
의 생활을 하게 되었으나, 당시 회사에 파일로 정리해 놓았던 자료가 이후
전산화작업에 크게 도움이 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다소 위로가 되었다.
대학에 부임해서는 동경대 지도교수의 뜻과는 달리 선택했던 대학원
박사과정 일과 이후 1년여에 걸쳐 익힌 직장검사 테크닉은 국내 제반 사정
과 내 전공(내과학)과 상관없는 시간들이 되어 너무도 후회스러웠다. 그래
서 교직자로서 “임상의들에게 이론과 임상을 연계시켜 수의사의 안목을 키
워 준다.”는 취지로 1986년부터 8년간 수의사회지에 「수의학강좌」란을 마
련하여 임상에 실질적으로 도움 되는 내용을 게재하였다. 그리고 1998년 11
월 경기도 분당에 수의과학회관을 신축하여 개관하며 이를 축하하기 위해
개최한 「국제 반려동물 심포지엄」에 대비하기 위해 대한수의사회 반려동물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다. 나는 위원장 자격으로 사전에 교류하고 있던
일본 동경도수의사회 회장단을 만나 심포지엄 자비 참석과 1차적으로 순혈
통의 최고가 고양이 100마리(암수 반반으로) 기증을 구두로 약속받았다. 이
후 심포지엄 개최 시 수의사회 이길재 회장과 일본 동경도수의사회 회장이
협정서(본인이 초안 작성)에 상호 서명까지 하였지만 이후 1년 반이 지나도록
국내 사정(관리주체와 수용 문제 등의 갈등)으로 정리가 안 되어 차일피일 하다
가 결국 무산되고 말아 너무도 아쉬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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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년 4년제에서 6년제로 학제가 변경되었지만 9개 국립 수의과대학
(수의학과 포함)의 교수정원수는 옛날의 통폐합 이전과 같거나 오히려 줄어

모든 대학이 어려움을 겪고 있었기에 갖가지 국내· 외 자료를 갖고 학장을
맡고 있던 본인을 비롯하여 학장협의회장 등이 직접 나서 끈질기게 교육부
등에 교수충원을 강력히 요청한 결과 2001년 7월에 “각 대학별로 1년에 5
명씩 45명으로 2년간 총 90명 충원”을 약속을 받게 되었다. 그러나 첫해 모
대학교 신규교수채용 과정에서의 불협화가 외부로 번져 본질은 완전히 파
묻힌 채 엉뚱한 쪽으로 크게 사회문제화 되어 결국엔 각종 언론기관은 물론
청와대, 교육부, 감사원 등 곳곳에 투서가 들어가 2년차 계획은 백지화되었
다. 당시 나는 학장임기가 끝난 평교수 신분이었지만 추진과정에서 있었던
일들에 대해 교육부(당시 문교부) 특별감사를 경상대 대학본부 5층 대회의실
에서 3일간에 걸쳐 받았다.
비리 쪽에 초점을 맞춘 감사팀의 한결같은 유도 질문에는 질색할 수밖
에 없었지만 끝까지 참고 견뎠다. 다만 나는 “수의학교육이 4년제에서 6년
제로 바뀌었기에 이에 걸맞게 국내 여건이 변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 국내
대학이 뜻을 모아 선진국에서의 수의대 6년제 현황에 대한 국제 심포지엄을
국내에서 개최하게 되었으나 자체 예산이 없어 너무도 어려움이 많았기에
여기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소액이나마 경상대가 참여한 것일 뿐 다
른 목적에는 쓸려야 쓸 형편이 전혀 못되었다.”는 점을 사실 그대로 알렸다.
이런 취지로 솔직하게 토로한 심정이 참고가 되었는지 “앞으로 이와 관련하
여 새로운 문제가 발생한다면 전적으로 책임진다.”는 서약을 하고 마무리되
었다.
2008년 5월부터 불기 시작한 국내 촛불집회의 주 이슈였던 속칭 광우
병(狂牛病, 정식 명칭 BSE)은 6월부터는 vCJD를 인간 광우병으로 둔갑시키
면서 일파만파로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어 사회 위기감마저 감돌게 해 마
침 다수의 전문서적과 PrPSc 기능분석에 대한 논문을 갖고 있어 내용의 실
체를 알고 있던 나는 답답한 마음에 서울에 있는 다수의 교수 지인에게 “자
료는 충분히 마련해 드릴 테니 적극 나서 주었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하였
으나 여의치 않아 당시 학부생 중 PPT처리기술이 탁월했던 학생(조성호, 제
대 후 지금은 개업 준비 중)에게 사정을 얘기해 거의 한달 간 둘이서 아무도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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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게 주로 야간에 그동안의 WHO, OIE 자료를 토대로 비전문가라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그림 위주로 정리해 외부에 일체 알리지 않고 모처에 전달
한 후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이튿날부터 그렇게도 요란스럽던 광
우병, 인간 광우병 소요가 급격히 줄어들어 신기한 생각이 들었다. 이후 광
우병보도에 대한 일부 자성론이 나오기 시작했으나 흐지부지되었고 수의학
계를 중심으로 한 적극적인 동참이 없어 아쉬웠다.
이듬해 MBC의 광우병(인간 광우병 포함)특집 보도내용의 진의여부에
대한 법원판결이 나기 전 광우병에 관한 전문가 견해를 밝혀 주면 모 중앙
지에서 크게 보도 하겠다고 해서 3차례 원고를 보냈으나 그때마다 보낸 내
용이 조금씩 바뀐 시사성의 얘기가 계속 포함되어 있어 원래의 진실 내용
과 다르게는 안 되겠다고 거절했더니 다른 사람으로 교체된 같은 수준의 보
도가 되어 조금 아쉬웠다. 아직도 광우병에 관련된 용어마저 정리하지 못한
채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는 현실에는 안타까움을 느낀다.
2008년 8월 대학에서 정년 후 2011년 1월부터 지난해까지 나는 한국
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 reseat program 전문연구위원(재택근무)으로 선
진국 특허, SCI급 논문내용을 국내 상황과 연관시켜 알리는 과정에서 다양
한 정보를 접하게 되면서 학문의 깊이와 다양성을 알 수 있었다. 앞으로도
무슨 일이든 할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참여하고 싶은 생각 가지고 있으며 아
무쪼록 대한수의학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는 마음 간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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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교수활동 회고:
제대로 가르쳤는가?
박남용
제27대 회장(2007.11~2008.10)

얼마 전, 「수의학회 60년사 편집위원회」로부터 메일을 받았다. 재임 중
에 있었던 여러 공적인 일들과 희로애락 및 후학들을 위해 꼭 남겨야 할 이
야기, 그리고 수의학계의 발전을 위한 제언을 요청하였다. 나의 교수직은 37
년이나 된다. 수의학회장 1년 임기 동안 대부분의 업무를 이사장이 주관했
고, 회장인 나는 주로 미국 유명 교수를 해외 초빙 강사로 불러오는 일에 열
성을 부렸다. 따라서 이에 대한 에피소드들을 먼저 소개하고자 한다. 이어서
나의 교수활동의 회고와 반성, 우리나라 수의학 교육의 시급한 당면 과제,
수의학 교육의 개선을 위한 극복 방안에 대하여 이야기하고자 한다.
2008년 4월 과총에서 개최한 춘계학술대회 때는 미국의 쟁쟁한 수의병
리학자 4명을 내 비용으로 초청해서 하루 내내 잘 활용한 바 있다. 내가 몹
시 좋아했던 코넬대학교 Dr. John King 교수를 비롯하여 조지아대학교 Dr.
Corrie Brown 교수, 그리고 오늘날 세계수의병리학계 기둥노릇을 하고 있
고 C.L. Davis 수의학재단 이사장 Dr. Bruce Williams, 소 질병 전문가 플
로리다 수의대 Dr. Claus 등 모두 다 바빠서 한국 출장은 어렵겠다고 했으
나 설득 끝에 그들을 학회 행사에 초청할 수 있었다. 이렇게 어렵게 초청한
인사들을 경북대학교는 덤으로 그들을 학교로 초청하여 잘 활용할 수 있었
다. Dr. John King 교수와 나는 미국 내 여행도 10여 일간 함께 할 정도로
사이가 돈독했다. 재작년 부활절 무렵, 89세의 나이로 타계하셨는데, 작년 1
주기에는 묘지 참배를 했다. 그분께는 Jon David King이라는 48세 독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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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었는데, 심장마비로 세상을 하직하는 바람에 유골을 집에 보관하며 노후
는 슬픈 고독의 나날이었는지 모르겠으나 85세까지 학술 모임에 초청 강사
로 비행기를 타곤 했다. 사모님 Marie 여사는 현재 집에서 독거노인으로 살
고 계신다. Dr. John King 교수가 국제 수의병리학계의 거목과 전설로 칭송
되는 까닭은 대만을 포함한 세계 여러 나라 35개국을 돌며 부검실습 강의를
했고, 병리서적 중에 가장 많이 팔려나간 The Necropsy Book(금년 하반기에
본 서적 국문 판이 전남대학교 출판부에서 강문일 교수와 공저 칼라본으로 출판된다)

을 저술하였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재임 중 부검 증례 사진들을 4,000장
이상 활용하여 John King’s Necropsy Show & Tell 웹 사이트를 만들었고,
현재 이 사이트는 매일 전 세계의 500명 남짓한 수의사들이 방문하여 공부
를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미국 수의 병리학계에서 가장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고, C.L. Davis / S.W. Thompson DVM 재단에서 잘 활용되고 있다.
한번은 이런 일도 있었다. 전남대학교 컨벤션 홀은 상당히 크고 음향시
설이 좋으며 대형 고화질 스크린이 설비된 곳이다. 지방대학에서 Cytology
학술심포지엄을 개최하기에는 사람 모으는데 힘이 들었으나 과감하게 추진
했다. 그 당시 미국 수의 병리학회장 Dr. Don Meuten과 수의임상병리학회
장 Dr. Anna Thrall은 역시 깊은 실력으로 이틀 간 큰 강의 성과를 거두었
다. 서울 해마루 동물병원에서는 내가 요구했던 슬라이드보다 훨씬 많은 양
을 갖고 왔다. 현장에 놓인 현미경과 연결된 케이블로 비춰진 스크린 영상
은 고화질이어서 충분한 교육효과를 거두었다. 게다가 큰 프랑카드에 영문
으로 ‘What made come up here, Korea? 당신들이야 말로 진정한 박애주의
자요(You are a real philanthropist).’라고 써서 게시해 놓았다. 심포지엄이 끝나
고 Dr. Meuten 이 현수막을 줄 수 없느냐 해서 세상에 공짜는 없다며 돈을
받고 넘겨주었다. 다음 달 미국 수의병리학회에 참석해보니 그 현수막이 회
원들 등록접수처 강당에 크게 게시되어 있었다. 이를 통해 국위선양을 했지
만 말 한마디의 중요성이 이렇게나 중요함을 알게 되었다.
나의 교수활동의 회고와 반성: 내게 병리학 전공은 너무 벅찬 과목이었
다. 날마다 부단히 공부해야 했고, 매일 처리해야 할 일도 너무 많았다. 항상
저녁 늦게 퇴근하면서도 주말에도 연구실에 나와 일을 해야만 했다. 교수
경력이 쌓이고 나서도 마찬가지였다. 강의 내용을 새롭게 준비해야했고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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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히 routine work는 쌓이기만 했다. 인터넷 웹 사이트가 쏟아지기 전에는
강의용 코닥크롬 슬라이드를 새롭게 update하는 일이 여전히 힘들었다. 드
디어 인터넷으로 자료를 활용하기 시작하게 된 것은 내가 애용했던 미국 조
지아 수의대 병리학과 웹 사이트이다. 방대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었기에 미
리 공부해서 내 강의에 맞게 정리해야 했다.
외부에서 의뢰된 병리진단 가검물의 현미경 관찰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다. 임상병리 Cytology 진단 역시 힘들다. 전남 의대 병리학교실에서 기
법이 제공된 분자병리나 생명공학진단기법이 가미된 연구 사업들의 추진도
연구비 출연기관의 심한 간섭으로 힘들었지만, 전자현미경실 운영까지는
더욱 고달펐다. 전자현미경 관찰 시야로 들어가면 소 우주가 전개되고 3~4
시간은 훌쩍 지나간다. 밤늦게 퇴근할 때는 내 자신의 열정에 희열감을 느
끼며 우쭐해지기도 했으나 항상 대학 교육 기관의 소규모 인적 구성을 한탄
해야했다. 최소한 해부병리학 교수 10명에 임상병리 교수 3명은 확보되어야
할 것이다.
허나 나는 고맙게도 당시 대전 「중앙가축전염병연구소(현. 중앙백신)」
윤지병 사장님이 테크니션 1명을 고정 파견시켜주셨기에 교실 업무에 숨통
이 트였다. 대학원생들은 훈련시켜 써먹을 만하게 숙달되면 졸업과 함께 밖
으로 내 보낼 수밖에 없다. 난 광주사범학교 출신으로 나의 선배가 전남대
학교 총장 재임 시에 큰 보직을 제안했지만 사양했다. 오직 2년간의 학장 업
무를 수행하면서도 본부 학장회의가 길어지면 중간에라도 빠져 나와 버렸
다. 연구실 생활이 그때는 신명 났기 때문이다. 학부 강의는 항상 충실히 하
려고 최대한 노력을 했다. 강의 잘 하는 조지아 수의대 병리학과장을 3번이
나 초청했었고, 그곳 웹 자료를 활용할 수 있었기에 학생들은 공부량이 많
아 불평이 많았다. 그러나 나 혼자 모든 일을 하기는 역부족이었다. 강의를
증례 중심이나 PBL 학습 자료로 만들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 학생들에게
수많은 병변의 칼라 사진을 제공했지만 보다 체계적인 질병 중심 학습을 수
행하지 못한 점을 지난 날 우리 학생들에게 미안스럽게 생각하고 깊이 반성
한다. 학생들이 일선 현장에 나가서 바로 응용할 수 있는 역량을 충분히 훈
련시키지 못한 점을 항상 반성하고 있다. 이제 다시 한 번 학생들에게 강의
를 할 기회가 생긴다면 그런 우를 범하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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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임상 계에서 쏟아지는 각종 반려동물의 종양질환 증례, 다양한
동물원 야생동물 증례, 다양한 개, 고양이 피부 질환 증례들, 병리 수의사나
병리학 교수는 공부해야 할 것들이 너무 많다. 도축 병리 역시 병리 분야에
서 체계적으로 뒷받침하고 정리해줘야 한다. 임상에서 가장 쉽게 활용되는
세포학적 검사(Cytology)는 얼마나 중요한가?
해외 학회 활동으로는 내 자신이 항상 자극을 받고 부족한 실력 배양
을 위해 매년 미국 수의병리학회에 참석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미국 병리
학 서적을 번역하여 저자들과 친분을 쌓은 것은 물론, C.L. Davis 재단 이사
를 15년간이나 했기에 저명한 미국인 교수들과 가깝게 지낼 수 있었다. 국
내 학회활동으로는 호남병리지회 활동을 했다. 호남지역 4개 의과대학과 6
개 대형종합병원에서는 많은 량의 병리조직 증례를 접하고 있는 60여 명의
회원이 호남 병리지회를 결성하고 있다. 우리 수의과 대학 병리 교실원들도
회원으로 가입시켰다. 정기적인 슬라이드 컨퍼런스에 수의분야 증례 슬라
이드를 미리 전 기관에 배부하고 공부해 와야 하며 발표주관자는 발표 PPT
자료를 만들어 rule-out해가며 최종 확진을 하게 된다. 의과대학 병리학 교
실을 큰 집으로 생각하고 수시로 그들과 접촉하며 교류하였다. 나 자신의
학문적 소양을 기르는데 그들과 협조를 게을리 않았던 것은 큰 다행이었다.
내가 수의 병리학회장 재임 시에는 의과대학 병리학회 학술대회와 합동으
로 전북의대에서 공동 개최한 바도 있다. 나와 우리 교실원들의 병리학적
지식이 크게 발전될 수 있는 계기가 되었기에 그런 전통이 이어지길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사실 우리들 수의학과 교수들은 의과대학 교수들과 교류가
더욱 활성화 되어야 한다. 대상 동물만 다르지 똑같은 분야의 학문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수의학 교육의 시급한 당면 과제: 한국 수의학 교육의 발전
저해 요인은 다른 분야 대학과 마찬가지로 우선 대학 조직 관리의 기형적인
구조 때문이 크다. 이 지구상에서 가장 짧은 학장 임기 2년 때문에 교수 파
벌이 형성 되고 강력한 리더십은커녕 연속성 있는 역할이 불가능하다. 「한
국수의과대학협회」라는 기구가 있으나 각 대학 학장들이 자주 바뀌는 상황
에서 효율적인 업무 추진은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다행스럽게 「한국수의학
교육인증원」이라도 있어서 각 대학별로 자극을 받고 상호비교해보는 풍토

제2장 남기고 싶은 이야기, 하고 싶은 이야기

324

가 조성된 것은 다행이다. 25~30명의 교수 정원으로 전문의 과정을 어떻게
수행하겠는가? 말이 6년제이지 예과 과정 2년을 전인교육, 교양과목을 강조
하는 본부 지침에 따라 실제는 4년 동안, 0.2%의 상위 우수학생들 뽑아놓고
교수 중심의 19세기 교육시키는 경우가 여전하다. OIE 권장 졸업 역량과
핵심과정 커리큘럼을 과감하게 도입하여 소위 말하는 PBL 학습으로 시급
히 전환해야 함에도 교수 간의 이해득실로 특정 과목 교수들의 반발에 부딪
힌다. 임상, 준임상, 기초분야 3개 정도의 department를 구성하여 교수들을
통합 조정하여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의과대학 쪽에서도 지금 후회하고 있는 쉬운 한글 의학용어작업이 학
계와 일반 언론계에서도 환영 받지 못해 수의학용어도 난맥상에 빠져있다.
새로운 해부, 조직, 병리 용어가 현실에선 적용되는데 어려움이 있어, 수의
사 국가시험에서 똑같은 용어를 과목에 따라서는 다른 한글용어가 써지는
경우가 있었다. 본인도 그간 15권의 저서를 펴낼 때마다 용어의 선택 혼선
으로 고민될 때가 너무 많았다. 병리학에서 많이 쓰이는 lesion을 병터라고
쓸 수 없었고, 병변 그대로 썼다.
「대한수의사회」에서는 시급하게 수의사 국가시험 관리를 추진해야 할
것 같다. 검역원장 주관 시험 관리는 어떤 말썽도 없이 조용히 마쳐지는 것
이 주 관심 사항이라니 시험 문제의 중요성이 간과되고 있다. 수의학 교육
의 질을 좌우하는 문제이기에 실습분야까지 포함해서 국가고시 관리위원단
을 구성하여 심도 있는 문제가 출제 되도록 해야 한다. 실제 임상에 임하는
교수들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대우도 있어야 한다. 4학년 전 과정 학생들의
실습을 위해서는 전국적으로 충분한 여건과 실력을 갖춘 임상병원들을 잘
조사해야 할 것이다. 의과대학처럼 임상의 기금 교수 채용을 시도하기 위해
서 총장을 설득하고 가급적 우리 분야를 쉽게 이해하는 의학계열 출신 교수
가 총장이 되도록 신경 써볼 일이다.
각 대학 전공 별 능력 있는 번역진을 구성하여 마사회 등으로부터 지원
을 받아 외국에서 발간되는 주요 서적을 신속하게 번역 출판하는 여건을 만
들어야 한다. 지역구나 비례 대표든지, 수의사 출신 국회의원을 배출하여야
한다. 대한수의사회는 수의사 중에서 글 잘 쓰는 회원을 발굴하여 수의사의
사회적 위상 향상을 위한 드라마 소재를 제공하기도 하고 언론 매체에 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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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투고되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수의학 교육 개선을 위한 극복 방안: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은 4년 전부
터 학점을 없애고 절대평가로 성적표에 성적을 통과(P), 통과 못함(NP)으로
매기니 학생들 줄 세우기를 타파했다한다. 자연스럽게 함께 공부하는 풍토
가 생겼고 수업도 강의식에서 팀별 토론식으로 하니 실력이 크게 향상되고,
학생들이 연구, 봉사하는 자발적 행동도 늘어났다고 한다. 학생들도 스스로
인터넷으로 공부한 후에 상호 토론하는 학습을 해야 한다. 교수 수가 적은
수의대에서 시도할 일이다. 등록금 1,000만원 시대인 한국에서도 국가적인
고민과 다양한 시도가 이뤄져야한다. 의학, 수의학 교육의 문제 해결뿐만 아
니라 대학교육 불신의 사회적인 문제를 풀기 위해서라도 시급하다.
현재 교육부와 평생교육진흥원으로 의뢰해서 의과대학과 함께해서 한
국형 온라인 공개수업(MOOC) 활용을 추진하자. Facebook과 같은 플랫
폼을 이용한 교육으로 개선 극복방안을 찾을 수도 있다. 등록금이나 학생
의 질은 이렇게나 높아지는데 교육의 질은 떨어지는 국가적인 재난을 막아
야 한다. 공개 수업 자료를 의무적으로 교수들이 올리도록 해야 한다. Web
Based Course는 언제나 좋다. 그래야 경쟁하면서 강의의 질이 개선될 뿐만
아니라, 일선에서 목마르게 보수 교육을 희망하는 사람들에게도 좋은 보물
창고가 된다.
청와대 청원이나 교육부,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지역사회 국회의원에
압력을 가해 대학교육이 시급하게 본질적으로 바뀌도록 해야 한다. 총 학장
임기를 늘려 장기간 권위의식을 갖고 CEO형 업무를 수행하도록 해야 한
다. 교수채용은 논문 편수에 급급하지 말고 역량 있는 성실형 인품 소지자
를 발굴하여야 한다. 채용된 교수는 일단 3개월 이상 강도 높은 교수법 훈련
을 시켜 소기의 성과를 낸 사람을 발령해야 한다. 임상 과목을 학위유무와
는 상관없이 많은 임상경험과 해외연수도 가능한 영어 청취력 수준만 어느
정도 인정된다면 채용할 수 있어야 한다.
예과 과정 기간에 수의과대학 전공과목이 가급적 많이 강의될 수 있도
록 최대한 노력을 해야 한다. 4학년 때는 실무를 익히는 기회를 갖도록 각
자의 진로 방향대로 임상/공무원/회사원 등 3~4분야로 나눠 실습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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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언급했듯이 수의대를 3개정도 학과로 편성하여 교수들의 전공 강
의를 통합운영하면 상호 조정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어떤 주제에 대한 중
복 강의를 방지할 수 있다. 예를 들어, FMD나 AI 질병 강의를 병리, 전염
병, 조류질병, 돼지질병, 내과, 공중보건 등에서 모두 할 수는 없는 일 아닌
가!!
결론적으로 나의 두서없는 이야기를 마무리해야겠다. 우리는 행복한
여건에 있기에 우수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좋은 강의를 해줘야 할 의무가 있
다. 학생들이 수강하기 싫어하고, 결석하는 학생이 있다면 그 책임은 교수에
게 있다. 나태함을 이길 수 있는 열정만 있다면 가능하다. 학생들에게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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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과 실패:
또 다른 발전의 원동력
김재홍
제7대 이사장(2011.11~2014.10)

수의학회 제7대 이사장을 맡은 동안 여러 희비와 함께 보람 있는 일도
많았지만, 본의 아닌 실패의 경험도 소중한 기억으로 남아 있다. 게다가 뜻
하지 않은 액땜(?)까지 할 줄은 상상도 못하였다. 새로운 도전이나 변화에는
늘 실패가 따를 수 있지만, 그것을 극복하고 발전적으로 진화시키는 것 또
한 도전이나 변화에 못지않은 일이다. 재임 중 일부 업무는 발전시키지 못
하고 남겨 두었기에 아쉬운 마음이 들기도 하지만 학회가 가야 할 길에 유
능한 인재들은 많고, 세계화에 맞추어 넘어야 할 산도 많기 때문에 앞으로
더욱 발전하리라 본다.
1957년부터 시작되었던 대한수의학회는 1997년까지 2년 임기의 학회
장을 중심으로 19대까지 운영해 오다가 그 이후 사단법인 대한수의학회가
출범하면서 자연스레 2년 임기의 이사장을 중심으로 한 법인 이사회가 학회
의 재정과 운영에 있어서 중심축이 되었다. 그 때부터 학회장은 통상적으로
연간 두 번 개최되는 학술대회의 프로그램과 운영을 책임지는 대회장의 성
격을 띠었고, 4대 이영순 이사장까지는 이사장과 학회장을 겸하기도 했지만
5대 이문한 이사장 이후부터 3년 임기의 이사장과 1년 임기의 학회장이 별
도로 선임되어 학회의 쌍두마차 역할을 하였다. 쌍두마차는 힘은 좋지만, 자
칫 호흡이 안 맞거나 방향이 잘못되면 오히려 진로에 방해가 될 수 있었는
데 초창기에는 일시적으로 학회의 재정과 운영 면에서 학회장의 역할에 오
해가 있기도 했지만 이러한 제도는 곧 정착되어 갔고, 이 시스템 하에서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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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도 이사장 역할을 맡아 동분서주하던 기억이 새롭다.
1. 수의학용어위원회 설치와 수의학용어집 개정: 2006년도에 대한수의
학회와 대한수의사회가 공동으로 각고의 노력을 들여 방대한 내용과 알찬
편집으로 수의학용어집을 발간하였는데 각종 의학용어가 한글화되면서 수
의학용어도 함께 한글화 하였고, 시대적 추세에 따라 수정과 보완의 필요성
이 대두되었다. 이러한 요청에 따라 초판 발간(이흥식 위원장) 시 설치되었던
수의학용어위원회를 정식 상설 위원회로 정관에 신설하고, 충북대 수의대
김대중 교수를 위원장으로 임명하였다. 마침 농림축산검역본부장으로 재직
중이던 박용호 본부장에게 수의학용어집 개정판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설
명하여 2013년 8월에 수정판 발간에 필요한 용역과제를 수주하였고, 3년간
매년 약 4천만 원의 예산을 받아서 김대중 위원장을 중심으로 일을 시작하
였다. 행정절차에 따라 학회가 아닌 대학의 산학협력단을 계약 당사자로 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업무 편의상 충북대학교 산학협력단을 통하여 작업
을 하였으며, 3년 이상 많은 분들이 노력한 결과 검역본부와의 판권 등 출판
에 따른 세부조율을 마치는 대로 곧 발간을 한다고 한다. 수의해부학을 비
롯한 수의학용어는 물론, 축산, 식품위생, 검역 등 다방면에서 용어를 현대
적으로 수정, 보완하고 각 분야의 방대한 용어를 집대성하였기 때문에 수의
학 발전에 또 다른 이정표를 제시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
2. 영문수의학회지(JVS) 전문편집인 제도, 절반의 성공과 가혹한 액땜:
전임 이사장과 편집장들의 노력으로 JVS의 Impact Factor가 1.0을 돌파하
면서 국제화시대에 더욱 부합되는 발전적인 영문 및 국문학술지로 변모하
기 위해서는 투고원고의 신속한 심사와 처리, 투고논문의 질적 향상과 편집
역량을 높이는 일이 무엇보다 급선무였다. 마침 장기간동안 수의학회 학술
지 편집장을 맡아 주시고 JVS가 SCIE 등재저널로 자리매김하는데 결정적
기여를 하셨던 이흥식 선생님이 수의학교육인증원 설립 준비로 편집장를
사임함으로써 JVS 전문편집인제도가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 되었다. 따라서
정식 공고와 후보자 심사를 거쳐서 JVS 전문편집인을 별도로 채용하게 되
었다.
새로운 전문편집인을 채용한 이후 상당기간은 업무가 원활히 돌아갔
지만 어느 순간부터인지 사무국 내에서의 처우에 대한 불만이 생긴 것 같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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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즉, 업무량은 전문편집인이 가장 많지만 보수는 훨씬 오래 근무한 S 사
무국장보다 낮은 처우상의 불만과 같은 요인을 느낌으로써 이것이 사무국
직원간의 갈등으로 비화되었고, 그 문제가 수면 위로 돌출되기 전까지는 사
무국 직원 외는 아무도 느끼지 못하였다. 결국 1년여 만에 전문편집인은 사
표를 제출하였고, 두 번이나 반려하고 설득하였음에도 갈등을 봉합하지 못
하였다. 할 수 없이 사표를 수리하였지만 이사장으로서 수난은 이때부터 시
작되었다. 그 직원이 그만둔 지 1주일 정도(?)가 지났을까, 당시 고용노동부
관악지청으로부터 수의학회 대표가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공문을 사무국으
로 보내왔다. 이유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대한수의학회가 제소가 되었다
는 것이었다. 무슨 영문인지 몰라 사무국에 경위를 물어본 결과, 참으로 어
이없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사연인 즉, 신규채용자를 상근직원으로 고용하
기 위해서는 비영리법인인 학회라고 할지라도 민법의 적용을 받는 사단법
인이기 때문에 「공익법인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규정에 의거하여 서울
시 교육청에 상근직원 정수에 대한 승인을 받아야 하고, 이를 요청하는 공
문을 발송하였음에도 교육청으로부터 학회재정 기반에 대한 변수와 추정
손익이 명확하지 않다는 비현실적인 이유로 상근직원의 증원이 불가하다는
공문을 받았다는 것이었다. 수익사업이 아닌 회원들의 회비와 광고 협찬비
로 운영하는 학회에 정규예산에서나 가능한 인건비에 대한 재정확보 근거
를 명확히 제시하라는 것은 행정관청의 갑질과 다름없었다. 그러나 전문편
집인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었기에 학회 임원회의 등을 통해 재정 기반에
대한 구체적 계획과 추정 손익을 보완하여 2012년 5월 22일에 다시 한 번
교육청에 승인 요청 공문을 발송하였으나 이 또한 동일한 이유로 승인불가
통보를 받았다.
이러한 이유로 상근직원에 준하는 근로계약서 작성이 지연되고 있었지
만, 이사장인 나를 비롯하여 한호재 총무위원장은 이 사실을 그 직원이 퇴
직한 후 고용노동부에서 근로기준법 위반 공문을 받은 다음에야 당시 사무
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듣고 알게 되었다. 학회의 일반 사무업무는 모두 사무
국에서 전담해서 처리하는 것이 통상적 절차였고, 사무국장이 이미 전문편
집인으로 채용한 사람에게 이 사실을 알려 주면서 상근직원에 준하는 근로
조건 즉, 보수, 4대 보험, 퇴직연금 등의 면에서 상근직원과 다름없는 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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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제시했다고 하였다. 이에 대해 특별한 이의 제기를 하지 않았기에 동의
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상근직원 승인이 날 때까지 근무토록 했다는 것이었
다. 그러나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불찰이 남아있었고, 이것이 화근이 될
줄은 사무국장도 몰랐고, 이사장을 비롯한 집행부는 더더욱 모를 수밖에 없
었다. 퇴직한 직원이 이 약점을 이용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채
자기를 고용한 대한수의학회를 처벌해 달라고 고용노동부에 고발을 했다
는 것이었다. 결과적으로 학회 책임자로서 여러 차례 관악지청에 출두하여
제소자와 대질심문을 거치면서 정황을 설명하였고, 담당자도 기업체 오너
가 아닌 교수 신분의 한시적 이사장 입장인 점과 사무국에서 이런 일을 전
담 처리한다는 사실은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법적으로는 위반한 사실이 있
기 때문에 고발자가 취소하지 않는 한 어쩔 수가 없다고 애석해 하면서 결
국 이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였다. 고의성이 없고, 교육청의 채용 승인이 안
되어 어쩔 수가 없었다는 점, 학회 대표는 기업체와 다른 한시적 임기의 교
수라는 사실, 계약서 미작성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 고용계약서는 미
처 작성하지 않았지만 상근직원에 준하는 대우가 충분히 제공되었던 점 등
을 검찰에 소명하였고, 이런 정황들이 참작되어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것으
로 종결이 되었다. 참으로 어이없는 경험을 하고부터 본의 아니게 학회를
책임지고 있는 분들에게 개인적으로 근로기준법을 강의하는 전도사(?) 역할
을 한 것 같다. 그 사건 이후 국/영문 학술지 전문편집인은 2인에서 1인으로
통합된 채로 사람만 바뀌었지 지금도 훌륭하게 운영되고 있는 중이다.
3. 학회 사무국의 구조 조정: 사무국 직원 3명을 2명으로 구조조정 하
면서 대신 사무국장의 연봉을 상향하였는데 10년 이상에 걸친 장기간의 근
무와 매년 연봉 인상으로 인하여 우리 수의학회의 사무국장이 다른 큰 학
회 사무국의 직원에 비할 때 가장 높은 연봉을 받는 그룹에 속한다는 사실
을 알게 되었다. 학회 재정상 무한정 연봉을 올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기
에 연봉을 당분간 동결하겠다는 통보를 하고, 이의가 없어 동의를 한 것으
로 생각하였다. 그러나 사무국장의 실수로 인한 고용노동부 제소건 이후에
도 S사무국장이 연봉 인상을 요구하기에 몇 차례 만류하면서 설득하였지만
뜻을 굽히지 않았고, 그간의 정과 안타까운 마음을 뒤로 하고 사무국장을
권고사직 처리하게 되었다. 새로운 사무국장을 채용하면서 자연스레 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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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모든 업무가 그 전에 사무국장 개인의 기억과 기록물에 의존하던 아날로
그 방식에서 전산처리하는 디지털 방식으로 전환하는 계기가 만들어졌다.
하지만 오랫동안 우리 수의학회를 위해 봉사해 왔던 사무국장을 떠나 보낸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 하더라도 늘 미안한 마음을 들게 하였다.
4. 학회 홈페이지의 통합 개선: 수의학회의 역사가 거듭되면서 홈페이
지도 그 다양함을 담기 위하여 기능이 지속적으로 추가되어 왔는데 초창기
부터 전체적인 계획 하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필요할 때마다 기능을 더하
는 형식으로 하다 보니 홈페이지의 전체적 일관성이 결여되고, 프로그램 간
의 유기적 호환성도 부족했으며, 소위 누더기를 기워 놓은 것처럼 억지로
얽어 운영하는 형태라 문제가 대단히 많았다. 따라서 학회로서는 거금(?)을
들여 홈페이지 구성과 운영체계를 체계적으로 일신하였는데 특히 학술지
온라인 투고와 심사, 통보 절차가 선진 학술지처럼 원활히 돌아가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현재도 그 시스템이 잘 운영되고 있어 보람을 느낀다.
5. 대한수의학회 60년사 발간 기획: 기존에 만들어진 대한수의학회 50
년사는 이흥식 선생님이 소장한 각종 기록과 자료에 개인적 노력이 더해져
여러 관련 자료를 모으고 이를 정리하여 만들어진, 대한수의학회로서는 소
중한 기록서이다. 그러나 대한수의학회의 방대한 역사를 담기 위해서는 개
인적 역량 외에 역대 이사장, 회장, 총무위원장을 비롯하여 헌신적으로 공헌
하신 모든 분들의 자료를 바탕으로 이를 통한 분석과 기억이 더해져야 완전
한 역사가 될 것으로 평가하고, 다가오는 2017년에 이러한 종합적인 자료를
통합정리 한 대한수의학회 60년사 발간을 기획하였다. 이것을 수의학회 창
립 60주년기념사업회의 하나로 진행키로 하고 60주년기념사업회 회장은 당
시 이사장인 내가 맡고, 편집위원장은 이흥식 명예교수께 부탁을 드렸으며,
역대 이사장과 학회 원로의 의견을 취합하여 방향을 설정하였다. 이에 따라
여러 형태의 학회 예산을 함께 모아 60년사 발간을 위한 특별예산으로 차기
집행부에 이월해 주었다. 현재는 제7대 이사장과 제9대 이사장이 60주년기
념사업회 공동회장으로 되어 있어, 60년사가 발간된다면 이는 60주년기념
사업회가 이룬 귀중한 산물이 아닐까 싶다.
6. 대한수의사회와 공동학회 및 수의사대회 추진, 실패를 맛보다: 2013
년도에는 대한수의학회 추계학술대회와 대한수의사회 수의사대회를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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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최함으로써 수의사들의 단합과 통합적 차원의 학술대회를 도모해 보자는
뜻에서 두 단체가 의기투합하여 야심차게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한 바 있다.
이것이 시발점이 되어 주기적으로 통합학술대회가 개최될 것으로 기대하
였으나 결과적으로 거의 실패로 끝나고 말았다. 단순히 물리적으로 시기만
일치시킨 데다 기대하였던 시너지 효과는 없이 여러 문제점을 노출함으로
써 상당한 비판을 받았다. 즉, 리셉션 시 대한수의학회 및 각 수의과대학 학
장에 대한 의전 누락, 리셉션 장소에서의 자리 부족과 후속조치 혼선 등 여
러 면에서 대한수의사회 중심으로 운영되면서 대한수의학회 회원들의 불만
이 팽배한 가운데 그 취지를 못살리고 막을 내리게 되었다. 진행과정에 대
한 철저한 협상과 확인이 더 필요한 부분이었고, 취지와 다르게 대한수의사
회 실무책임자의 수의학회에 대한 오해(수의학회 회원도 수의사회 회원의 일부
이므로 수의사회 중심으로 운영하면 된다는 생각)도 실패의 주요한 요인 중 하나

였던 것으로 생각되어 마무리 평가회의에서 강력히 항의를 하기는 했지만
아직도 진한 아쉬움으로 남아 있다. 추후 만약에 통합대회가 다시 기획된다
면 이러한 실패사례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더 좋은 결과를 도출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7. 마사회 단체회원 가입 추진: 회비를 내는 회원의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대부분 광고협찬 지원금에 의하여 학회가 운영되고 있는 만큼 대
한수의학회의 재정 확충을 위하여 전임 이사장 때부터 노력해 온 단체회원
의 저변을 더 넓히고자 다방면으로 접근하였다. 그 결과, 기존의 단체회원
외에 마사회를 단체회원으로 가입시키는 큰 성과를 이루었고, 이를 위한 마
사회 방문, 부회장의 수의정책포럼 강의 초청으로 이해도 확대와 상호 협력
방안 강구, 수의학회 개최 시 마사회 회원에 대한 지원 방안 수립 등 서로간
의 교류와 소통확대를 통하여 지금도 연간 2천만 원씩 단체회비를 내는 공
헌을 하고 있다.
8. 자잘한 얘기: 2013년 1월의 어느 날, 이장락 선생님의 작고로 인하
여 공석이 된 대한민국학술원의 수의분야 몫 회원 1명을 다른 분야로 돌리
려 한다는 정보를 전임 대한수의사회장인 정영채 교수(전임 중앙대 부총장)께
서 주시면서 수의학회는 이에 대한 대비책을 세워야 한다고 조언을 해 주셨
다. 이에 따라, 수의분야에서 학술원 회원 1명을 계속 유지해야 하는 당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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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적고, 이를 지속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대한수의학회 이사장 명의의 건
의문을 학술원장께 보내고, 정영채 교수님을 통하여 이에 따른 작업을 하였
다. 고맙게도 이 건의문이 받아들여지면서 수의학회에서 후보자 두 분을 이
사회를 통하여 선발하여 복수 추천하였고, 결과적으로 수의계에서 대한민
국 학술원 회원 한 분을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계기를 마련함으로써 그나마
우리 수의계의 위상을 수립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 본
다.
그 외 외부에서의 학술상 후보자 추천 등을 의뢰해 왔을 때 후보자 추
천 규정이 없어 그 때마다 임의로 하던 방식을 개선하여 학술상 후보자 추
천규정을 제정함으로써 그 과정이 좀 더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될 수 있도
록 하는 등 여러 성과가 있었지만 총체적으로 더 노력하여 대한수의학회의
기반을 더욱 탄탄히 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소회는 지울 수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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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를 창조하는 학회가
되기를 기원한다
윤효인
제32대 회장(2012.11~2013.10)

대한수의학회가 고고(呱呱)하고 태어나서 지난해 60돌을 맞았습니다.
크게 경하할 일입니다.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 하였으니 강산이 6번이
나 바뀐 오랜 기간이며, 세수(歲數) 육십을 공자는 하늘의 소리를 알고(知天
命) 드디어 세상 이치의 높은 수준에 도달하여 사소한 것에 좌우되지 않는

이순(耳順)의 경지에 이른다고 하였습니다. 60년이면 동아시아에서의 십간
십이지로 육십 갑자가 한 바퀴 되돌아오니 회갑 또는 환갑이라고 하여 출발
할 때의 천간과 지지로 새롭게 다시 출발하는 매우 깊은 뜻을 가진 새로운
해가 됩니다.
지난 60년 동안 수의학 분야에는 수많은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산업동
물과 반려동물의 수의료는 거의 불모지에서 세계에 우뚝 선 나라로 변모하
였습니다. 학제는 4년제에서 6년제로 바뀜으로써 수의학의 위상이 달라졌
으며, 병역에 있어 수의대 졸업생은 중위로 임관되어 군무에 봉사하게 되었
으며, 국가 수의방역으로 병역 의무를 가름하는 수의공중방역요원의 활동
은 우리나라 방역 선진화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특히 조류인플루엔자, 구제
역, 돼지열병 등 국가 방역의 든든한 버팀목을 잘 수행했다고 평가됩니다.
역사에서 가정법은 없다고 하지만 이러한 국가 필수 요원이 제때에 공급되
지 않았다면 어떤 사태가 발생했을까 생각만 해도 끔찍한 생각이 듭니다.
이런 관점에서 1990년대 초반 경북대 교수(교육학)를 책임자로 하고, 약대
교수 2명이 약학 부문을 그리고 본인과 서울대 양일석 교수가 수의학 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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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수업연한 연장 특별위원으로 활동한 것에 큰 자부심을 느끼게 됩니다.
수의약리· 독성학을 전공한 본인은 30대부터 60대까지 30년 이상을 주
로 대한수의학회를 통하여 활동하였으니, 실로 나의 학문 활동의 주요 터전
이었으며 학회로부터 큰 혜택을 받았다 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평의원, 편
집위원, 총무위원, 편집위원장, 학술위원장, 부회장, 그리고 영광스럽게도
회장까지 망라하였으니 이는 나의 대학 교원 생활의 거의 전 기간과 중첩한
다고 볼 수 있으니 영광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과학은 일정 수준에 이르러 각 분야에서 뚜렷한 성과를
나타내고 있지만 무릇 세상의 모든 일이 그러하듯 어떤 것이든지 반드시 핵
심적 역할을 하는 것이 존재하기 마련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동란 이후 우
리나라 과학· 학문계는 실로 척박하여 학회라고 불리어지는 것이 거의 없었
습니다. 대한수의학회는 1950년대인 이른 시기부터 학회의 고유 활동을 시
작한 우리나라 학회 역사상 명실 공히 핵심적 학회로서 우리나라 과학· 학문
풍토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60년대 이후 태동하는 여러 학회
의 귀감이 되었으니, 그동안 쌓은 업적이 결코 적다 할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이 진화하듯, 본인이 회장을 하였을 때는 대한수의학회는 법인
으로 확대· 개편되어 그 기틀이 자리 잡기 시작한 시기였습니다. 학회 사무
실을 옮기지 않고 연속성을 가지고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이사
장 중심으로 학회 활동의 효율을 높였는데, 회장의 주요 업무는 봄· 가을 학
술대회 운영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수의학회 이사회의 주요 현안을 논의할
때 이사장(서울대 김재홍 교수)은 회장도 반드시 참석시킴으로써 수의학회 주
요 문제에 정통할 수 있게 하여 주었습니다. 지금도 이런 방식으로 운용되
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향후 더 정교한 장치를 갖춤으로써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two heads are better than one)는 속담이 있듯 학회에 주어진 조건에서 최
대의 상승효과를 거두는 슬기를 강구하여야 하겠습니다.
20세기에 수의학은 전통적인 분과학문인 수의생물의학(biomedicine),
병리학, 전염병학, 면역학, 공중보건, 수의임상 등을 통하여 인류 삶의 개선
에 크게 기여하였지만, 금세기인 21세기가 생물공학(biotechnology, BT) 시대
임을 고려하면 수의학은 더욱더 큰 각광을 받을 것인데, 마침 인류, 동물, 우
리들의 환경을 아우른 통합적 의학 운동(one world, one medicine)에 수의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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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태세를 준비하고 있어 마음 든든합니다.
수의사나 의사 등 의료인은 관련 학문이 너무 빨리 바뀌고 고도화되므
로 현 학문적 성취에 등한히 할 수 없으니 끊임없이 연수· 연구하여야 합니
다. 특히 수의생명과학적 과학기술은 수의료 부문에 크게 응용될 것으로 전
망되므로 이 첨단과학의 최신지견에 정통하여야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수의학의 중요성은 날이 가면 갈수록 더 커지고 있습
니다. 그 중요성은 지나침을 넘어 최근에는 일본의 현 총리인 아베가 친구
인 카케학원이 운영하는 오카야마이과대학이 시코쿠 에이메현 이마바리시
의 일본국가전략특구에 수의학부를 신설하려는 데에 특혜를 주었다는 보도
로 2~3년간 일본 열도를 달구고 있습니다. 현재 일본은 16개의 대학에 수의
학과가 있는데 1966년 이후 신설을 허용하지 않고 입학정원도 동결했는데
52년 만에수의학부 신설을 인정한 것입니다. 이 스캔들의 뒷면을 보면 결국
일본에서는 수의학이 미래를 담당하는 학문인 것으로 간주하는 전제가 있
음을 볼 수 있습니다. 비단 외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공주대학교를
비롯한 몇 개 국립대학교와 고려대학교를 비롯한 여러 사립대학교에서 수
의학과 신설 시도가 잊을 만하면 불거져 나오고 있습니다. 결코 강 건너 불
(對岸之火)을 보듯 두 손 놓고 쳐다보는 수수방관은 결코 있어서는 안되겠습

니다. 이러하듯 수의학의 인기가 날로 높아져 우리가 자부심을 가져도 좋다
고 볼 수 있지만 지금이야 말로 우리나라 수의학은 더욱 굳건한 발판을 다
져야 할 때라 생각합니다. 한정된 역량을 여러 곳에 분산함으로써 동반 약
체를 만들어서는 결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10년 후의 대한수의학회, 그
리고 또 다른 60년이 지난 후의 대한수의학회의 모습은 결국 오늘 여러분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과거는 역사를 만들었고 미래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니, 현재야 말
로 모든 것을 창조할 수 있는 하늘로부터의 선물입니다(Yesterday is a history,
tomorrow is a mystery, but today is a gift). 이렇게 미국 만화가 Bill Kean이 이

야기하였듯 오늘이야 말로 대한수의학회 회원에게 주어진 천혜의 선물이니
지금 현재 이 자리에서 최선을 다함으로써 우리 자신의 미래를 일구어 나가
고 또 우리 수의학과 우리 학회를 세계 으뜸으로 만드는 데 최선을 경주하
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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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류의 건강 지킴이:
수의사 그리고 수의학
주이석
제33대 회장(2013.11~2014.10)

최근 One Health라는 이름으로 사람, 동물, 생태계 등 모두에게 최적
의 건강을 제공하여 더 나은 삶을 영위하기 위한 노력이 다양하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중심에는 수의학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Emerging
이나 Re-Emerging Disease는 전 세계에 존재하는 감염병중 약 80%를 차지
하는 인수공통전염병에 의하여 동물로부터 사람에게 전파되고 있는 상황입
니다. 최근 10년 동안에 발생되었던 사스, 조류인플루엔자, 메르스, 광우병
에 이르기까지 동물에서 문제되었던 질병이 사람으로 전파되어 인류에 큰
공포를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까닭에 인류의 건강을 지키는 수의학의 중요
성은 더욱 증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학 강단에서 연구와 강의를 통한 이론을 정립하고 가르치는 것도 중
요하지만 연구가 중심일 뿐 아니라 수의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각종 과학적
결과를 도출하며 현장에 적용하는 행정의 총책임자로서 아울러 대한수의학
회장을 수행하는 동안 수의학 발전을 위해 걸어왔던 길을 되돌아보고자 합
니다.
1983년에 국립수의과학겸역원에 연구사로 입사를 시작하여 근무하였
다가 2001년 해외전염병 과장으로 발령이 났습니다. 발령받던 그날 국내에
서는 언론매체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뉴스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남은 음
식물을 소에게 주어서 국내애서도 광우병이 우려된다는 기사였습니다. 이
러한 기사를 보고 기사와 관련된 담당 연구자들의 분석을 바탕으로 국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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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광우병이 발생한 사례가 없으며, 국내에 사용된 남은 음식물은 변형 프
리온이 일부 남은 음식물을 먹인 소에 들어갈 가능성이 없다는 결론을 가지
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직접 해당 소를 축산과학원에서 도축을 하여 공수하
여 식당에서 장관님과 기자들이 모여 함께 시식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저는
광우병에 대해 국민들이 가지고 있었던 극도의 불안감을 해소시키기 위하
여 당시 TV 방송 3사와 인터뷰를 진행하여 사람들의 잘못된 인식을 일깨워
주려는데 주력을 하였습니다.
2002년 월드컵축구대회를 앞두고 구제역이 발생하였습니다. 매일 시
료가 한 밤중에까지 들어오게 되었으며 바이러스 원인체진단팀, 항체진단
팀, 시료전처리팀, 역학조사팀, 진단결과에 대한 정리 및 송부팀 등 매일 24
시간 구제역 진단과 해결을 위해 교대로 밤을 지새우며 비상근무체제로 들
어가는 매우 심각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진단결과를 하루 두 차례에 걸쳐
오전 10시와 오후 3시에 정부 합동 브리핑을 매일 실시하였습니다. 해외전
염병과 과장으로서 실험실을 총괄하면서 2주에 한번 집에 들러서 옷만 갈아
입으러 갈 수 있을 정도로 구제역을 종결시키려고 고심하며 열심히 뛰었습
니다. 당시에 청와대에 근무하였던 농업비서관과 아침 6시만 되면 어김없이
전화하여 전날의 모든 결과를 보고 하였습니다. 김옥경 국립수의과학검역
원 원장님도 모든 현장을 계속 순시하면서 방역을 독려하였고 국립수의과
학검역원 모든 식구들도 혼연일체가 되어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노력
에 모든 것을 바쳤었습니다. 요즈음 러시아 월드컵축구대회로 온 나라가 많
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2002년에 우리나라 역사상 최초로 본선 4강
에 진출하는 쾌거를 이뤄냈습니다. 그때 해외전염병과장실에서 빔스크린을
이용하여 업무 때문에 귀가하지 못하고 24시간 일하는 직원들과 함께 응원
하며 잠시나마 휴식을 취했던 기억이 떠오릅니다.
방역 현장에서의 일을 되돌아보면 2000년 구제역 발생 이후 약 2년에
한 번씩 구제역이나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하였습니다. 한편 국내
에서는 발생하지도 않은 광우병 이슈가 주요뉴스로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질병이 발생하면 현장의 방역과 방역대책을 진두지휘하느라 연말연시를 3
번씩이나 같은 직원들과 농장에서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2006
년에 전북 김제의 메추리 농장에서 HPAI가 발생하여 현장에 급파되었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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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다. 김제시 시장님께서는 당선되신지 얼마 안 되어 열심히 방역에 협조해
주셨으며, 직접 담당 시 직원들을 독려하여 전염성 질병의 만연방지를 위해
메추리를 살처분을 하기 위해 투입되었습니다. 약 200여 명의 직원들은 한
동에 있는 40만 수의 메추리를 살처분 하는데 하루 종일 엄청난 고생을 하
였으나 조금 미흡하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옆 동에는 60만 수라는 더 많은
양의 메추리 계사가 있었습니다. 살처분 속도가 너무 늦어졌기 때문에 전문
가적인 아이디어를 내어 시험소 방역관, 시 축산 직원과 함께 제가 직접 현
장에 들어갔습니다. 대형 비닐을 이용하여 계사를 두 겹으로 덮고 안에서는
물을 뿌리며 열풍기를 가동하고, CO2 가스를 8통 주입하여 안락사를 시도
하였습니다. 작업을 마치고 2시간이 지난 새벽 1시경 확인을 해보니 메추리
의 소리가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아침에 이르러 약 99%의 메추리들은 살처
분이 되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계사 안으로 20명의 직원들만 들어가 자루에
처분된 메추리를 담기만 하여도 되는 매우 쉬운 작업을 수행할 수 있게 되
었습니다. 당시 김제시장님이 이것을 계기로 저와 친분을 맺는 계기가 되었
고 방역현장에서의 행정가들은 전문가들의 의견을 경청하며 신뢰하는 계기
가 되었습니다.
2008년 국내에서 발생하지도 않았던 광우병 관련에 대하여는 과학적
사실에 근거하여 대처하였습니다. 현재의 결과와 향후에 발전할 방향을 적
극적으로 홍보하는 과정에서 많은 학자들이 처음에는 함께하다가 나중에는
여론의 거센 악화로 나서지 않은 것을 보고, 많은 반대와 압력을 견디면서
과학은 언젠가 이긴다는 소신을 갖고 대응을 하게 되었습니다.
2010년 초반의 일은 언론에 나온 것을 인용함으로 구제역이 횡성까지
번진 날, 백신을 꺼낸 팬데믹 파이터(pandemic fighter)의 결단력이 전문가로
서 내린 결정이 얼마나 커다란 고뇌를 통과하게 하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전쟁이다. 총성만 없을 뿐이다. 전선은 하루가 다르게 넓어지고
있다. 방역망의 마지노선이 따로 없다. 구제역과의 대치 상황, 그만큼 긴박
하다.
23일 오전 7시. 아침부터 울리는 휴대전화 소리에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주이석(52) 질병방역부장은 가슴이 철렁했다. 이 시간에 걸려오는 전화, 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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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팔구 구제역 발생 보고이기 때문이다. 예상대로였다. 전날 신고 된 강원
도 원주의 구제역 의심증상이 양성으로 판명됐다는 보고였다. 그나마 양양
에선 음성으로 판명된 게 위안거리다. 태백산맥 방어선은 지킨 셈이다. 이
쯤 되면 ‘팬데믹(pandemic · 전염병의 대유행)’이다. 걱정할 틈도 없이 경기
안양의 검역원 사무실에 잠깐 들러 자료를 챙긴 뒤 정부과천청사 농림수산
식품부로 향했다. 백신 접종 범위와 방식에 대해 동물방역협의회의 승인을
받기 위해서다. 전날 오후 8시부터 이날 새벽 2시까지 전문가회의에서 격
론 끝에 만들어낸 방안이다. 이번 구제역이 공식 확인된 지 26일째. 주 부
장은 하루도 쉬지 못하고 방역대책을 진두지휘하고 있다. 구제역 대책의
총사령관은 유정복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다. 발생 지역에선 현지 지방자
치단체장이 방역 책임을 맡는다. 모두 ‘구제역 파이터’들이다. 하지만 감염
여부 검사와 역학조사, 방역 대책에 관련한 모든 정책은 주 부장에게서 출
발한다. 백신 접종도 그렇다. 또 21일 국무회의에선 이명박 대통령이 “전국
적으로 퍼지지 않게 잘 대처하라”고 주문했다. 유정복 장관은 22일 가축방
역협의회를 소집했다. 주 부장은 백신 접종을 강하게 개진했다. 장관의 결
정은 주 부장의 판단대로 내려졌다.
접종지역은 경북 안동과 예천, 경기 파주와 고양· 연천 등 5개 시· 군으로
한정했다. 이 중 안동은 전 지역, 나머지 지역은 구제역 발생 농가를 중심
으로 10km 이내다. 이 지역에서 기르는 소· 돼지는 13만 3,000여 마리. 강
원도가 제외된 것은 농가가 서로 많이 떨어져 있고, 소규모 사육이 많기 때
문이다. 접종지역 밖에서 구제역이 발생하면 살처분으로 대응한다는 게 주
부장의 작전이다.
주 부장의 가장 큰 걱정은 접종 이후의 바이러스 전파다. 이날만 해도 강
원 횡성· 강릉· 원주와 인천 강화, 경북 군위· 영천에서 의심신고가 추가 접
수됐다. 그는 “축산 농가들이 서로 걱정돼 위로하고 싶겠지만 제발 모임을
갖진 말아 달라”고 신신당부했다.
[출처: 중앙일보 2010. 12. 24.]

특히 2012년 미국에서 발생한 광우병을 조사하기 위해 조사 단장으로
서 대한수의사회장, 대학교수, 소비자단체장, 연구전문가를 모시고 10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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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출장을 다녀왔습니다. 조사단 단장의 책임은 전문가로서 현장을 철저
히 조사하고, 미국의 젖소에서 발생한 원인과 처리과정 및 국내에 들어오는
수입 쇠고기로의 오염 가능성, 진단과정, 미국 내에서 BSE 관리상태 등을
정확한 현장 검증을 통한 조사를 실시하는 것이었습니다. 아울러 그 결과에
정확한 믿음이 갈 수 있도록 조사한 내용을 언론에 브리핑을 실시하여 소비
자들을 안심하게 하는데 있었습니다. 조사 과정 중 부족한 부분을 확인하기
위하여 2일간을 더 연장하여 대한민국에 수출하는 도축장 및 농장을 직접
방문하여 약 10만 두의 육우를 키우는 시설을 확인하였습니다. 냉동실에는
한국으로 수출해야 하는 각 부위별 박스가 포장되어 검역을 기다리고 있었
습니다. 도축장 시설은 소비자단체 대표와 함께 하나하나 확인한 결과 정교
하고 위생적으로 처리하는 모습을 직접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조사단장으
로 미국에서 귀국하는 즉시 국내 언론에 정확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국내
로는 광우병이 걸린 소고기의 수입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알렸습니다. 각
각의 전문 분야별로 발표와 질문에 대한 답변을 실시한 결과 이전보다 급격
히 안정된 상황으로 진척되었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알려주는 것은 전문가
의 입장을 가지고 직접 조사한 내용과 정확한 설명을 통하여 국민들을 이해
시킬 때 가능하였다는 것과 학계와 각 전문가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절실히
필요함을 깨닫게 되었다.
그동안 학회장을 역임하면서 앞으로 더욱 발전할 후배들을 위해 제언
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회와 국가에서 존경받는 수의계의 전문가가 되길 바랍니다.
- 전문가 스스로가 도출한 과학적 연구 결과에 대해 확신을 가지고
설득해 나감이 필요합니다.
- 전문가들이 학술적인 한계에서 벗어나 현장과 그리고 행정과 연결
되어 적용 시켜야 합니다.
- 수의계의 지성이 모여 있는 수의학회의 위상이 높아져야 합니다.
•수의학회가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 국가재난형 질병들이 발생하여 문제가 될 때에는 수의학회를 구심
점으로 하여, 좌고우면(左顧右眄)하지 않고 과학적 연구 및 분석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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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를 바탕으로 방향을 결정하며 국가 방역정책을 추진 할 수 있도
록 건의해야 합니다.
•수의계 각 분야의 유능한 전문가들을 많이 배출해 내야 합니다.
- 실력과 역량을 갖춘 전문가는 어떤 큰 일이 있더라도 앞장서서 일
을 추진하고 대처 할 수 있습니다. 사회와 국가에 공헌할 수의사들
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길 기대합니다.

인류의 건강 지킴이: 수의사 그리고 수의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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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학회 참가는 수의학 전공자의
의무, 학문 수호의 길이다
강종구
제8대 이사장(2014. 11~2017.10)

21세기는 바이오의 시대로 바이오산업의 발전이 차세대 국가 경쟁력
을 결정짓는 시대가 되고 있다. 구제역, AI, 메르스, 에볼라, 신종인플루엔
자, 광우병 등 동물유래 전염병이 창궐하면서 가축방역 및 인수공통감염병
퇴치가 국가 경쟁력의 주요 부분으로 대두되고 복제동물생산, 장기이식동
물생산, 줄기세포를 이용한 사람의 난치병 연구 및 신약개발 안전성 평가
영역에서 수의학이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면서 학문적 가치가 더욱 부각
되고 있다. 이런 시대적 요구에 따라 제8대 이사회 임원진들은 학회 운영방
향으로 수의학회를 국가 바이오산업을 주도하는 핵심 인프라 학회로서 승
화시키고 다양한 주제로 수의학 전공자들이 모두가 참여하는 소통과 화합
의 장으로 승화시키자는 아래 목표로 학회를 운영하였다.
첫째는 수의학 분야의 근간이 되는 핵심 인프라 학회인 만큼 수의학 분
야의 중추적인 학회가 되도록 패러다임을 정립하고자 하였다. 수의학의 연
구 및 업무가 다변화되고 세분화되고 있지만 그동안 구제역, AI 등의 특정
질병의 주제에 국한되어온 학회를 기초, 예방, 응용, 임상 분야의 모든 전공
자들이 참여 가능한 다양한 연제를 개발하고 분과 활동을 강화하여 수의학
분야의 중심학회로서 위상을 높이도록 하였다. 둘째는 학회지가 국내 생명
과학 분야에서 가장 권위 있는 학회지가 되도록 하여 Journal of Vetrinary
Science를 연 6회 발간을 목표로 삼고 고전적인 한문표지인 Korean Journal
of Veterinary Research의 표지를 현대 감각에 맞게 새롭게 단장하였다. 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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째는 우리 학회가 국내 바이오 연구를 선도하는 학회로 우뚝 서도록 위상
정립을 하기 위하여 농림축산검역본부 외에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정부 부
처와의 유대를 강화하고 이들 부처의 지원 아래 다양한 학회 프로그램을 운
영하였다. 넷째는 바이오 분야의 주요 연구 대상인 줄기세포를 이용한 세포
치료제 연구, 수의학이 핵심적 역할을 담당하는 비임상 CRO(안전성 평가)
분야 외에 반려동물용 약품 및 사료, 게놈 연구분야 등 새로운 분야를 수의
학 분야의 주제로 추가하였다. 다섯째는 우리 학회는 특성상 다양한 분야의
연구자로 구성되어 소통과 화합이 가장 중요하므로 참석하고 싶은 학회, 기
다려지는 학회로 수의학의 축제와 교류의 장으로써 다양한 학술행사 외에
이벤트 행사로 신명나는 풍성한 학회가 되도록 노력하였다. 임기동안 학회
행사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2015년도 춘계학술심포지엄은 4월 29일 서울대학교 삼성컨벤션센터
에서 개최되었다. 심포지움은 (사)한국농식품생명과학협회의 후원 하에 대
한수의학회, 한국예방수의학회, 동물백신연구회, 서울대학교 BK21플러스
수의창의연구인력양성사업단이 공동주최로 개최되었다. 학회주제는 “생명
과학분야에서 수의학의 역할과 사명”으로 “일본 수의학교육의 최신 동향과
발전방향”이라는 Keynote Lecture, One Health에 있어서 수의학의 역할,
동물복제의 최신 기법 소개, 식품안전의 최신 정책방향, 줄기세포 연구의 최
신 지견 및 응용, 노화연구에서 수의임상의 역할, 한국예방수의학회와 동물
백신연구회에서는 구제역과 고병원성AI와 관련한 주요이슈를 프로그램으
로 진행하였다.
2015년도 추계국제학술대회는 10월 29일에서 30일까지 구제역과 메
르스의 국가재난형 질병 발생의 어려움 속에서 더케이호텔경주(구. 경주교육
문화회관)에서 개최되었다. 심포지엄은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한국마

사회, 농림축산검역본부 후원하에 대한수의학회, 다산컨퍼런스, 동물줄기세
포연구회, 한국 PPRS연구회의 공동주최로 개최되었다. 학회 주제는 “최근
생명과학과 수의학의 연계”로 keynote 강의, 수의학 분야의 CEO창업특강,
한국 PRRS학회 창립모임, 신경학과 신경과학, 동물줄기세포학회, 신약개발
에서 수의학과 독성학의 역할, 수의학교육의 새로운 지평, 감염병과 종양의
병리, 생의학에서 천연물(생리활성물질)의 응용, 수의학과 신임 교수 세션,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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람과 동물사이의 Integrated Health System 등의 프로그램으로 진행되었다.
임상분야의 참여가 부진한 중에 공동개최로 참여한 한국말임상수의사회의
양영진회장은 “말 임상의 특수성으로 연중 다양한 학술모임을 갖지 못해 임
상 수의사의 한 사람으로서 늘 안타까웠다. 그러던 차에 대한수의학회 추계
국제학술대회 기간 중 말임상수의사회 주관 학술대회를 개최하게 되어 무
척 기쁘다.”며 “오늘 제안되고 발표된 내용들이 앞으로 말수의학 발전의 마
중물이 되고, 이 자리가 말임상가로서의 가치를 실현하는 자리가 되며, 말임
상수의사의 존재 이유와 말수의학의 의미를 알리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면
서 수의학회에 지속적인 참여를 약속하였다. 또한 CEO 포럼에는 바이오노
트 조영식 대표를 비롯해 유바이오로직스 백영옥 대표, 코미팜 문성철 대표,
크로엔리서치 박영찬 대표 등 수의생명과학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수의사
CEO들이 참석하여 수의사로서의 창업 과정을 강연하였다
2016년도 춘계학술심포지엄은 4월 29일 더팔래스호텔서울에서 개최
되었다. 심포지엄은 (사)한국농식품생명과학협회의 후원하에 대한수의학회,
동물백신연구회, 서울대학교 BK21플러스 수의창의 연구인력양성사업단 공
동주최로 개최되었다. 학회주제는 “최신 수의학의 기초에서 임상으로의 적
용”으로 “스코필드 박사 일대기”와 한국의 수의학교육 목표설정과 교육과
정 개발”이라는 Keynote Lecture와 지구환경변화와 진드기매개 병원체, 천
연물 기반 나노의학과 수의학 현재의 발전 상황과 적용, 동물백신연구회 세
션 등이 진행되었다. 특히 서울대 수의대 교수로서 독립운동가인 스코필드
박사의 내한 100주년 기념사업회 회장으로 서울대 총장과 국무총리를 역
임하신 정운찬 의장께서 특별 강연을 해주셨다. 2016년 춘계학회는 2015년
추계학회에서 전북대 수의대가 제안함에 따라 전북대에서 주최하기로 결정
하고 준비해왔으나 학회 개최 2주 전 갑자기 전북대에서 학회 개최가 불가
함을 일방적으로 통지해 와서 부득이 서울의 더팔래스호텔서울로 변경하므
로써 큰 어려움을 겪었다. 학회 포스터와 리플렛까지 발송된 상황에서 학회
를 연기할 수도 없이 갑자기 비싼 서울의 호텔에서 강행하고 포스터와 리플
렛을 재발송하다보니 학회 운영 예산에 있어 4,000만 원이 추가로 지출되는
애로가 있었으며, 이 휴유증으로 예산상의 어려움은 임기 말까지 지속되었
다. 따라서 학회 규모가 예전보다 몇 배 커지고 다양한 주제 및 이벤트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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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있는 위상 높은 학회로 성장한 만큼 학회 유치 시에도 개최지에 대한 충
분한 고려가 필요하다 생각한다.
2016년 추계국제학술대회는 10월 27일에서 28일까지 경남 진주 MBC
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되었다. 학술대회는 한국마사회, 경상남도, 경남켄벤션
뷰로 후원하에 대한수의학회, 경상대학교 동물의학연구소, 동물줄기세포연
구회, 한국과학기술연합회 경남지역연합회, BK21플러스 수의창의연구인력
양성사업단이 공동주최로 개최되었다. 학술주제는 “수의 생명과학의 컨버
전스”로 수의해부학에서의 이슈, 한국PRRS연구회 창립 특별세션으로 한국
의 PRRS의 현황과 전망, 경남과총의 항노화 연구 및 GNU 세션, 수의바이
오 분야에서 CEO 포럼, 신경과학 세션, 동물줄기세포연구회 세션, 신약개
발에서 수의학과 생명과학과의 융합, 전국수의과대학협회 수의학교육 세션
등 10개의 주제로 진행되었다. 특히 진주에서의 학회는 그동안 열렸던 학회
와는 달리 경상대 김곤섭 회장의 뜨거운 열정에 따른 이벤트 행사로 통영
유람선 터미날에서 350여 명이 크루즈선을 타고 통영의 비진도 일대를 투
어하면서 남해의 가을 비경을 만끽하는 잊을 수 없는 추억의 행사로 진행되
었다.
2017년도 춘계학술심포지엄은 4월 28일 더케이호텔서울(구 양재교육문
화회관)에서 개최되었다. 심포지엄은 한국농식품생명과학협회의 후원하에

대한수의학회, 한국예방수의학회, 동물백신연구회, 서울대학교 BK21플러스
수의 창의연구인력양성사업단이 공동주최로 개최되었다. 학회주제는 “국가
재난형 질병 발생에서 수의학의 역할”로 “HACCP에서 수의사의 역할”이
라는 Keynote Lecture와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의 최신 지견과 병인론,
국내 감염병 발생 현황, 수의면역 및 세포치료제 최신 정보 및 과학논문작
성 및 평가법, 한국예방수의학회의 항생제 내성극복과 예방수의학의 역할
과 각종 동물감염병, 동물백신연구회의 구제역과 고병원성 AI방역과 백신
등의 주제로 진행되었다. 이날 축사로 박봉균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고병
원성 AI 사태가 수의사의 사회적 역할을 되새기는 계기가 됐다”며 “검역본
부는 고병원성 AI 백신 항원뱅크를 구축하고 구제역 백신의 모니터링을 강
화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기조강연에서는 식품
의약품안전차장을 역임한 장기윤 식품안전관리인증원장은 축산물을 비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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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식품안전관리는 수의사의 역할이지만 식품안전관리 분야가 수의사로부
터 점점 멀어지는 것이 아닌가 우려된다”며 차세대 수의사들의 많은 관심을
당부했다.
60주년 기념 대한수의학회 추계국제학술대회는 2017년 10월 26일에서
27일까지 여수 디오션리조트에서 개최되었다. 학술대회는 한국마사회, 전
라남도 문화관광재단, 여수시 후원하에 대한수의학회, 동물줄기세포연구회,
BK21플러스, 글로벌-바이오 질환제어기술산업 인재양성팀, BK21플러스
수의창의연구인력양성사업단 공동주최로 개최되었다. 학회주제는 “반려동
물 기간산업에서 수의학의 역할과 사명”으로 반려동물의 기능성영양학, 동
물보조치료, 돼지질병의 최근 지견, 수의진단시험의 QA, 전남대 BK21 Plus
교육프로그램(수의기초에서 임상), 말의학의 최신지견, 반려동물 관련 줄기세
포 최신 연구동향, 반려동물의 세포치료의 최신 지견, 동물매개치료, 돼지질
병에 대한 최신지견 등 12세션으로 진행되었다. 특히 이번 학회에서는 반려
동물 기간산업에서 수의학이 관심을 두지 않았던 반려동물 영양학, 줄기세
포 치료 등에 집중 조명하였다. 여수에서의 학회는 이재일 회장의 네트워크
에 의한 전남도의 적극적인 후원에 힘입어 여수 유람선 터미날에서 350여
명의 회원들이 크루즈선을 타고 sea food로 저녁 만찬을 즐기면서 한려해상
국립공원의 아름다운 야경을 즐기는 이벤트 행사로 진행되었다. 또한 진도
개 명견화사업단에서 진도개의 놀라운 장기 공연도 있었다. 60주년 행사를
기념하는 인사에서 김곤섭 전 학회장은 “4차 혁명 목전에 One Health와 보
건, 신약개발에 수의학의 역할이 있다”며 “100주년을 향해 나아가는 대한수
의학회가 학계를 이끄는 학회로 거듭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무강 전
임 이사장은 1965년 서울대 수원캠퍼스에서 열렸던 학회를 추억하면서 수
의학 연구와 학회발전에 감회를 전했다. 김무강 전 이사장은 “이 세상 모든
학문 중에서도 사람과 생물의 생명을 관장하는 학문이 가장 중요하다.”며
“젊은 수의사 연구자들이 긍지를 갖고 노벨상에 도전하라.”고 전했다.
본인은 이사장으로서 재임한 3년을 돌이켜 보면 의욕은 컸지만 능력
부족으로 기대에 못 미쳐서 아쉬움이 남는다. 특히 학회 세션 다양화를 위
해 기초, 예방, 응용, 임상을 어우르는 학회, 외국의 수의학회처럼 변화시키
고 싶었지만 교수님들의 참여가 저조하고 수의학의 꽃인 임상분야의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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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저조한 것을 안타깝게 생각한다. 본인이 대학원생이던 80년대 초 당시
안양가축위생연구소(현 농림축산검역본부)에의 수의학회에 매년 참석하던 기
억이 난다. 열악한 학회 재정이었지만 수의학 전공 모든 분들이 참가했던
성황스런 학회였고 식사로 야외 가마솥에서 배식한 국밥 한 그릇을 받아 잔
디밭에 쪼그리고 앉아 먹으면서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수의학 전공 모든 분
들을 뵙고 소통할 수 있는 가고 싶은 만남의 장이였다. 본인이 박사학위를
마치고 귀국했던 90년대 초만 하더라도 신임교수에게 학회 참가는 선배 교
수님들을 한꺼번에 뵙고 본인을 알리고 인사드리던 유일한 신고의 장이였
다. 2000년대와 2010년대에 들어서면서 수의학회가 더욱 세분화되어 학회
참여 인원이 감소함에 따라 6~7개이던 연제 발표장이 2~4개로 단순화되었
다. 그동안 꾸준히 수의학회에 참석하였지만 나이를 먹은 탓인지 모르는 교
수님들이 대부분이고 예전에 뵙던 교수님들의 모습은 거의 찾아 뵐 수 없었
다. 통계적으로 등록회원 10% 참석에 교수님들의 평균 학회 참석율도 15%
에도 미치지 못하는 안타까운 현실이다. 이사장 재임기간 동안 연제의 다양
화, 이벤트 행사로 학회 규모가 커지고 젊은 대학원생들의 참여는 늘어났지
만 전국 대학에서 참여하시는 교수님들은 아직 손꼽을 정도로 참석해주신
것만도 감사할 따름이다.
전임 이사장으로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수의학 전공자가 수의학회
에 참석하는 것은 당연한 의무이고 학회의 참여가 학회 발전의 최우선이고
수의학을 수호하는 길이라고 당부 드리고 싶다. 특히 임상분야는 임상수의
학회가 있어 참여는 저조하였지만 한국마사회 후원 아래 말연구회 세션으
로 한국말임상수의사회에서 지속적으로 학술 발표를 해주셔 감사함을 표한
다. 한편 농림축산검역본부가 연사초빙 등의 역할을 꾸준히 해왔었지만 김
영란법을 이유로 산업계에 예산지원 청탁이 힘들어져 학회 재정에 전혀 도
움이 되지 못했던 것 같이 아쉽다. 학회 참석을 권유하기 위해 통영, 여수 각
각에서 2차례의 크루즈선 여행과 5만 원짜리 저녁만찬의 이벤트 행사도 학
회비 충당 없이 진행하였지만 회원들의 참여는 아주 저조하였다. 80년 초
차가운 잔디에 앉아 국밥을 먹을 때의 열정이 그립다. 하지만 김영란법과
기업후원금의 사정이 녹록치 않는 현재, 기업의 스폰서에만 의존해서는 학
회 재정을 감당할 수 없을 것이다. 학회에 필요한 모든 행사비는 회비로 충

수의학회 참가는 수의학 전공자의 의무, 학문 수호의 길이다

349

당하고 현재 등록회원 10%에 지나지 않는 참여 인원을 2배 20%만 늘려도
학회 재정은 넉넉하고 다양한 행사도 가능할 것이다.
살충제 달걀 사태가 이슈가 되던 2017년 8월 인천에서의 세계수의사대
회에서 사람, 동물, 환경의 건강은 하나라는 관점(One Health, New Wave)에
서 인수공통감염병, 악성 가축전염병 대응방안과 국제공조 등이 중점 논의
되었지만 수의학회와 수의사회 모두가 이런 주제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
지 못했다고 느꼈다. 세계수의사대회에 참가한 400여 개 부스를 둘러보면
서 반려동물 시장의 눈부신 발전을 바탕으로 반려동물 기능성사료, 반려동
물용 케어장비, 의료장비, 동물용신약 등 반려동물 산업계의 혁신적 변화를
체험하면서 수의학의 연구 분야는 무궁무진하며 급격히 성장하는 반려동물
관련 산업에서 수의사가 주인공이 되어야 한다고 통감하였다.
끝으로 부족한 소인이 이사장 재임기간 3년 동안 훌륭하신 세 분의 학
회장님(박봉균 교수님, 김곤섭 교수님, 이재일 교수님)과 함께 일하였던 것을 무
한한 행복과 영광으로 늘 감사드린다. 학회장님들의 헌신적인 노고의 덕분
에 6번의 큰 학회 행사를 무난히 치룰 수 있었다. 특히 서울대 강경선 교수
는 국내 최고의 코스닥상장 세포치료제 회사인 강스템바이오의 창업주이자
대표의장으로 눈 코 뜰새 없이 바쁘신 일정에도 총무위원장으로서 물심양
면으로 헌신해주셔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이제 본인이 수의
학에 입문한 지도 벌써 40년이 지나 정년도 이제 2년 정도 남았다. 1970년
대 중반 대학에 입학 이후 인생의 2/3를 수의학과 실험동물, 이를 이용한 신
물질의 안전성 평가, 유효성 평가를 소명으로 삼고 살아왔다. 대학원에 진학
하던 80년대 초, 미래가 암담하고 까마득했던 시절, 당시 암울한 임상분야
의 현실 때문에 기초에 관심을 두면서 도피처로 택한 실험동물은 나와 끊을
수 없는 인생의 전부였고 꿈이었고 희망이었다. 최근 바이오산업의 급속한
발전과 신물질 개발의 안전성과 유효성 평가에서 실험동물의 중요성이 강
조되면서 실험동물은 “살아있는 시약” 수의학 분야에 없어서는 안되는 중
요한 도구가 되었다. 합성의약품, 바이오의약품, 바이오시밀러, 백신, 세포
치료제, 유전자치료제, 화학물질 등의 신물질 개발에 있어 사람에 대한 임상
시험 실시 전에 동물을 이용하여 안전성과 부작용을 예측하기 위해 수행되
는 비임상분야에 수의학 전공자들이 대거 진출하고 있다. 또한 동물과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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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질병을 잘 이해하는 수의학 전공자들의 창업이 늘어나고 전공자 수에 비
해서 코스닥 상장사의 CEO가 가장 많은 분야가 수의학 분야이다. “미래의
먹거리인 바이오”, “바이오의 전쟁시대”에 맞는 바이오 시장을 선점하는 맞
춤형 수의학 교육과 수의학회 운영으로 학회의 재도약과 혁신이 필요할 때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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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학을 이끄는 학회로서
큰 역할 기대
김곤섭
제35대 회장(2015.11~2016.10)

대한수의학회는 2017년으로 60주년을 맞이하였다. 이는 우리나라 생
명과학계의 자랑스러운 일인 동시에 수의학의 단계별 발전사다.
우리나라에 서양 수의학이 한국에 도입되어 예방의학 중심에서 기초의
학 및 임상의학의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하여 이제 4차 산업혁명과 더불어
수의학은 미래 융합과학의 코어 학문으로 성장하였다.
수의학을 시작할 때 지인들은 왜 하필이면 수의학을 택하는 지 그 이유
를 여러 번 물어온 적이 있다. 그때 나는 오늘날과 같은 수의학의 성장을 믿
고 있었다.
제34대 대한수의학회 회장을 역임 하면서 춘계 및 추계 국제 학술대회
를 개최하였다. 적은 예산으로 국제 학술대회를 개최하는 일은 어려운 일이
었지만 산업계 및 학계의 큰 도움으로 풍성하고 참여자 중심의 학회를 개최
할 수 있었다.
2016년 10월 27~28일에 걸쳐 개최한 추계 국제 학술대회는 지역적 애
로에도 불구하고 700여 명의 참석자(누적인원)와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었다.
학회 전날의 골프대회에는 13개 팀이 참석하여 친교의 시간을 가졌고 전야
제 행사로 통영 크루즈 관광에는 300여 명이 참가 하여 한려수도의 아름다
운 비경과 친교시간을 가졌다. 또한 “수의생명과학의 컨버전스”를 주제로
한 학술대회에는 특강 35편, 구연 29편, 포스터 335편의 발표가 있었다. 이
학술대회는 진주 MBC 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되어 학회 참여자가 one-stop

352

동선 이동으로 한 층에서 모든 프로그램에 쉽게 참석 할 수 있게 큰 편리성
을 제공했다.
지금까지 개최된 학회는 여러 가지 사정으로 전체 학회 장소가 좁거나
프로그램 장소가 다소 떨어져 있어 학회 참석 기간 동안 이동과 학회기간
동안 불편함이 있곤 했다. 이제 대한수의학회는 세대 변화에 직면해 있다.
본인이 청년시절 우리나라 수의학을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봉사하시던
선배님들은 원로 학자가 되셨고, 어느덧 새로운 젊은 활기찬 세대가 다양한
융합 지식을 가지고 현재를 이끌고 있다. 이러한 세대에는 발전적, 진취적,
미래지향적 사고에 부합될 수 있는 학회로 발전시켜야 한다.
이를 위하여 우리 학회는 첫째로 대한수의학회를 국제화 하여야 한다.
아시아 및 세계 여러 국가의 학자를 다양한 분야에서 초빙하고 보내는 상호
공동연구 계획을 가져야 한다. 둘째로 수의학은 축산 등 산업동물분야의 필
수 학문인 동시에 인체의학의 발전에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연
구를 위해서 우리나라의 연구의 중추기관인 한국연구재단 학문 분야의 변
화가 필요하다. 현재에는 농수산분야로 분류되다 보니 연구비의 수혜율이
다소 떨어진다. 따라서 의약학 분야처럼 수의학도 학문 분야의 독립이 반드
시 필요하다. 이를 통해 연구비의 수주율을 늘려 제4차 산업혁명시대의 세
대에게 연구비의 수주와 연구기회를 늘려야 한다.
마지막으로 현재 우리나라 수의학계의 세분화된 학회를 1년에 한 번은
의학분야에서 「대한의학회」가 주도하여 통합 학회를 개최하는 것처럼 학회
를 개최하여야 한다. 이는 대한수의학회의 위상정립 및 수의학이 차세대가
요구하는 융합학회로 가는 첫걸음이며, 미래를 이끄는 선도적인 학회로서
사명이다.
대한수의학회 60주년을 다시 한 번 축하하며, 이를 계기로 수의학회가
세계적인 학회로 발전하는 재도약의 계기가 되기를 소망한다.

수의학을 이끄는 학회로서 큰 역할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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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일
제36대 회장(2016.11~2017.10)

대한수의학회장으로 일한 지 일 년도 지나지 않아 회고록을 쓰는 자체
가 매우 쑥스럽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어차피 한번쯤 그 때 일들을 돌이켜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어 이 글을 씁니다. 특히 역사는 과거의 사실을 현
재에 조명하고 그것을 미래에 투영 발전시키는 살아있는 기록이라고 할 수
있을 것 입니다. 저의 대한수의학회장 임기는 2016년 11월부터 2017년 10
월 26일 추계학술대회까지였습니다.
우선 대한수의학회 창립 60주년을 축하드리며 그동안 학회 활동에 동
참하여 주신 많은 회원님들의 정성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7년도의 학
술 활동을 살펴보면, 4월 28일 더케이호텔(서울, 구 양재교육문화회관)에서 개
최한 춘계 학술심포지엄은 「국가재난형 질병 발생에서 수의사의 역할」이
라는 주제로 구두발표, 포스터발표, 강연 및 심포지엄 발표를 가졌습니다.
2017년 추계학술대회는 60주년 기념 국제학술대회로 10월 26~27일 이틀
동안 열렸습니다. 특히 학술대회의 내용 뿐 아니라 자연경관의 아름다움을
느끼도록 전라남도의 해양관광 휴양도시 여수에서 개최하여 공부도 하고
여가도 즐길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매해 실시하는 추계학술대회였지만 지
방에서의 학회 개최는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특히 학술대회장이 남
도의 끝자락 항구도시이다 보니 참석자가 줄어서 학회 자체가 축소되지는
않을까라는 우려도 많았지만 비교적 많은 회원님들이 참석하여 빛내 주셨
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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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 일정 외에도 되도록 많은 회원이 참석할수록 환영 만찬을 디너 크
루즈로 개최하였으며, 학회 60주년 기념행사의 일환으로 회원은 등록비 무
료(8만 원 중 8만 원 학회지원)와 동반인은 할인가 3만 원(8만 원 중 5만 원은 학
회지원) 등 여러 가지 시도를 많이 하였습니다. 처음 시작부터 마지막 끝나

는 시간까지 깨끗한 여수의 공기를 마시며 유람선에서 남도 음식과 함께 그
동안 연구에 지친 회원들이 서로 격려하며 즐기는 학술대회가 되었던 것 같
습니다. 이 모두는 수고해 주신 학회 이사장님을 비롯한 임원진과 우리 학
회 회원님들의 한결같은 협조로 가능하였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일들을 하였나 회고하면서 그 당시를 회상해보니 가장 기억에 남
는 일은 강종구 학회 이사장과 함께 우리 학회 재정을 넉넉하게 하는 일이
였습니다. 학회 재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수의분야 관련 특별 회원사를 방
문하여 광고 또는 홍보부스 참가를 부탁하는 일이었습니다. 김영란 법 등으
로 어려움이 많았으나 강종구 이사장의 감각 있는 판단과 과감한 추진력과
강경선 총무위원장의 은근하면서 막강한 역할 그리고 추계학술대회 개최지
여수시의 지원 및 필자가 단장으로 있는 진도개명견화사업단이 학회 재정
에 큰 힘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학회 재정난을 타개하기 위한 여러 방안
에 대하여 모든 회원들이 같이 고민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모
든 회원의 회비 자동이체 납부, 신진 회원의 유치 및 학회수익 사업 모색 등
을 학회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통해서 진행해나가야 한다고 생
각합니다. 이러한 모든 일들은 학회 임원뿐만 아니라 회원들의 관심과 도움
이 있을 때에만 가능할 것입니다.
글을 마치기 전에 학회에 대한 개인적인 기억을 꺼내보고자 합니다. 이
글이 회고록이니만큼 사소한 추억이나 자랑거리를 내보인다 해도 크게 책
잡힐 일은 아닌 까닭에서 입니다. 나와 대한수의학회와의 첫 인연은, 1981
년 추계학회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당시 석사학위 과정 중에 연구했던 내용
을 처음으로 구두 발표했습니다. 당시 학회 논문발표회에서는 대부분 대학
원생들은 의무적으로 구두발표를 했는데, 발표가 끝나면 발표에 대해 야단
을 치신 원로 학회 회원분들도 계셔서 공포 속에 발표했던 기억이 납니다.
특히 그 당시는 학회 전날 교실원 및 학회 회원 여러분들과 안양(농림축산검
역본부가 위치했던 도시)의 뒷골목에서 즐겁게 밤새도록 술을 마시던 기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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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그 다음날 아침에 연제를 발표할 때 혼이 났던 기억도 납니다. 그래서
많은 회원들의 학회 참석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신진 학회 회원인 대학원생
의 학회 발표를 더욱 장려하여야 하며, 학회 회원들의 학회 참석을 더욱 늘
려 학회의 활력을 높이는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끝으로 많은 회원들이 더욱 더 적극적으로 춘계 학술심포지엄과 추계
학술대회 및 학회지에 참여하여 대한수의학회와 우리나라 수의학 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필자 또한 대한수의학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항상 최선을 다하여 학회 발전에 일조할 것을 다짐합니다. 끝으로
학회를 위해 헌신하신 임원 여러분과 학술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신 회
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 말씀 올립니다.

제2장 남기고 싶은 이야기, 하고 싶은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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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학 미래 60년을
전망한다

편집자 주

수의학회 창립 60주년은 미래 수의학 60년을 준비하는 시작점이라는 견지에서 현재 그리고
미래에 주목이 되는 주제를 중진 학자의 추천을 받아 선정하고, 이 주제와 수의학과 수의사는
어떻게 관련되며, 이들의 국내 · 외 현황과 전망은 어떠하며 그리고 이 분야에서 수의학과 수의
사가 할 수 있는 역할은 과연 무엇이고 앞으로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최선인지를 알아보는 글
을 펴내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에 관한 집필자는 원로 학자나 신진 학자보다 당해 분야의
중견 학자와 벤처 기업 CEO가 현실을 직시하며 당해 분야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다는 점에서 적합한 저자를 추천받아 원고를 청탁하고 이들의 글을 게재하기로 수의학회 60
년사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하였습니다.

1. 유전자 조절 연구와 수의사의 역할 _ 서울대 교수 한호재
2. 수의학 분야에서의 분자진단의 현황과 전망 _ ㈜메디안디노스틱 대표 오진식
3. 수의임상에 미치는 4차 산업혁명의 전망 _ 전북대 교수 김남수
4. 국내 동물복지 현황, 전망 및 수의사의 역할 _ 건국대 교수 한진수
5. 국가방역체계의 현황과 전망 및 수의학의 역할 _ 농림축산검역본부 부장 정석찬
6. 급성장하는 반려동물 시장과 수의사 _ ㈜마미닥터 수석연구원 이미진
7. 동물용의약품 시장 전망 및 신약개발 현황 _ 바이엘 코리아㈜ 동물의약사업부 대표 정현진
8. 기후변화에 따른 질병 발생 전망과 수의학의 역할 _ 서울대 교수 채준석
9. 줄기세포치료의 현황과 전망 및 수의학에서의 대응방안 _ 서울대 교수 강경선
10. 동물 복제의 역사와 인류역사에서의 의의 _ 충남대 교수 김민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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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 조절 연구와
수의사의 역할
한호재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 교수

I. 들어가며
유전체에 원하는 변이를 도입하는 유전자 조절기술은 난치성 질환 치
료를 위한 혁신적인 치료전략으로 여겨지고 있다. 이에 따라서 연구자들은
사람의 질병과 유사한 생체 혹은 세포 모델에서 유전자 편집의 유효성을 높
이는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유전자 질환에
관련된 쥐, 돼지, 영장류 등의 포유동물 모델이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유전자 조절 치료법의 유효성을 높일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유전
자 질환 모델동물을 확립하고 유전자 치료법의 효율을 정확히 평가하기 위
한 수의사의 역할이 주목받고 있다. 이 글에서는 유전자 조절 치료법 개발
동향과 적용 사례를 소개하고 해당 분야에서 수의사의 역할을 제시하고자
한다.

II. 유전자 조절과 질병 치료
1. 유전자 조절기술 기반 치료란 무엇인가?
유전자 조절기술은 사람의 3만~3만 5천여 개의 유전자 변이를 다양한
방법으로 유발하여 유전자 교정 및 새로운 기능 변화를 유도하는 데 목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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둔다. 따라서 결핍 혹은 결함이 있는 유전자를 DNA, small RNA, 단백질
조절복합체 등을 활용하여 교정하고, 이를 통하여 단일 유전자 질환을 비롯
한 암, 퇴행성신경질환, 관절질환, 심혈관질환 등을 예방 및 치료할 수 있다.
하지만 유전자 조절 기술을 적용했을 때 일어나는 면역 반응 혹은 종양 유
발 등은 유전자 조절 기술의 임상적용을 저해하는 장애물이며, 이를 보완하
기 위한 연구가 계속되고 있다.

2. 유전자 조절기술 방법과 이를 이용한 질병 치료 현황
1) 유전자 조절 기술 방법
① 바이러스 벡터를 이용한 기술
운반체를 이용해서 유전자를 세포 및 핵 내로 전달하는 기술은 유전자
치료제 개발에 필수적인 요소이다. 이 때 운반체는 보통 바이러스 운반체와
비바이러스 운반체로 나뉜다. 플라스미드, 리포좀 등의 비바이러스 운반체
는 바이러스 운반체에 비해서 구조가 단순하지만 낮은 전달 효율을 가지기
때문에 바이러스 벡터를 이용한 유전자 전달이 선호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활발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그림 1).
바이러스는 자신이 가진 유전자를 다른 숙주로 운반한 후 숙주의 시스
템을 이용하여 유전자 복제 및 증식이 가능하다는 특성을 가지는데, 이러한
성질을 이용하여 병원성을 제거한 바이러스를 유전자 치료의 운반체로 이
용한다. 유전자 전달 효율이 높다는 것이 장점이지만, 바이러스 전달체가 가

그림 1  임상에서 사용되는 유전자 운반체 현황(www.abedia.com/wil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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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는 병원성에 의한 잠재적 위험성, 유전자 크기에 따른 벡터 내 유전자 삽
입 제한은 이 기술의 한계점으로 인식되고 있다. 현재 유전자 운반체에 사
용되는 바이러스로는 아데노 부속 바이러스(Adeno-Associated Virus, AAV),
헤르페스 심플렉스 바이러스(Herpes Simplex Virus), 레트로 바이러스 (Retrovirus) 등이 있다. 현재는 암, 심혈관 질환 및 유전질환 등에 벡터를 이용한

유전자 조절 기술이 적용되고 있다[1].
② CRISPR-Cas9
ZFN, TALEN을 이용한 기존 유전자가위들은 각 표적 부위마다 새로
운 제한효소를 설계하고 구축해야 한다는 단점이 있었다. 차세대 유전자 가
위인 CRISPR-Cas9은 표적 DNA에 상보적인 가이드 RNA 분자와 Cas9
효소의 복합체 형성을 통하여 간편하게 유전자 편집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새로운 유전자 기능을 신속히 발견하고, 표적 범위의 확대, 세포 및 동물의

그림 2  CRISPR/Cas9 시스템의 DNA 특이성 향상을 위한 전략
(A: Cas9이 PAM 서열을 가진 DNA에 결합함, B-H는 Cas9이나 guide RNA의 DNA에 대한 특이
성 향상을 위한 전략. B: sgRNA을 변형시킴으로써 특이성 향상, C: 비특이적인 결합을 줄이기 위
한 HFCas9 혹은 eCas9의 개발, D-F: Cpf1, Cas9 nickase, Fokl nuclease의 효소 개발로 인하여
RNA-Cas9의 결합 향상, G-H: Cas9과 다른 생체물질을 결합시켜 Cas9에 대한 생체저항성을 감
소, CRISPR-based technologies for the manipulation of eukaryotic genomes, Liu et al., Cell.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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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질환 모델 개발이 용이하게 되었다. 예를 들어 CRISPR을 인간 배
아에 Cas9 단백질과 가이드 RNA 복합체 형태로 주입하면 돌연변이 유전
자를 원천 교정할 수 있다. 하지만 Cas9 단백질이 인지하는 PAM(Protospacer-adjacent motif) 배열이 표적 DNA 배열에 포함되어야 하기 때문에 유전자

편집이 가능한 배열에 제한이 따른다는 단점이 있다[2].
현재 Cas9의 표적 범위의 확대를 위하여 Cas9 효소 자체가 PAM 특이
성을 나타내도록 하거나, DNA의 특이성을 조절하여 Cas9이 보다 표적 부
위에 잘 결합할 수 있게 하는 등의 보완을 통하여 CRISPR-Cas9을 이용한
유전자조절의 효율성을 증진시키고 있다(그림 2). 이렇게 유전자 조절을 한
DNA를 앞서 서술한 바이러스 벡터, 플라스미드, 혹은 리포좀을 통해 운반
하여 다양한 유전자질환을 치료할 수 있다.
③ 후성유전학적 조절(Epigenetic regulation)
후성유전학적 조절은 DNA 서열 변화 없이 유전체 및 히스톤의 메틸
화, 아세틸화와 miRNA 전사 조절 등을 통하여 유전자 발현을 조절하는 것
을 의미한다. 후성유적학적 요법(Epigenetic therapy)은 이러한 후성유전학적
조절을 통하여 암, 심장병, 당뇨병 및 정신질환 등을 치료하는 치료전략이
다. 예를 들어, 암의 경우 종양 조직이 메틸화 반응을 통하여 선택적으로 유
전자를 On/Off시킬 수 있기 때문에 숙주의 면역 반응을 피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후성유전학적 변화를 조절하는 기술은 다양한 질병의 예방법이나
치료법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갖고 있다[3, 4].
후성유전학적 변화에 의한 유전자 조절은 세포분열과정 뿐만 아니라
환경에 따라 변화될 수 있기 때문에 맞춤형 치료법을 제공할 수 있다는 장
점을 가진다. 하지만 후성유전학적 변화에 따라 유전자가 같더라도 개개인
마다 단백질 발현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환자와 질환에 따라 변화된 후
성메커니즘을 관찰하고, 이를 기반으로 환자 및 질환 맞춤형 치료법을 개발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예를 들면, 암 유전자의 서열을 분석하면 돌연변
이의 표적화를 통하여 강력한 초기 치료 효과를 얻을 수 있지만, 종종 내성
이 유발되어 치료효과가 감소될 수 있으며 이러한 변화는 환자에 따라 정도
가 다를 수 있다. 따라서 유전자 발현 패턴의 변화를 파악하고 이를 교정하
는 것이 후성 유전학적 조절 기술의 목표라고 할 수 있다. 지속적인 관련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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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돌연변이로 인한 후성 유전체 변화 및 후성유전학 요법의 발전(Nita Ahuja et al., Annu
Rev Med. 2016)

구를 통하여 향후 다양한 질환에 대한 효과적인 치료법으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그림 3).
2) 유전자 조절 기술 기반 치료제 현황
① 항암 치료제
유전자 교정을 위한 주요 운반체로서 아데노바이러스 벡터가 가장 많
이 사용되고 있으며, p53과 같은 세포 사멸이나 암 억제에 관여하는 유전자
를 전달하여 암을 치료한다. 실제로 p53 재조합 아데노바이러스 유전자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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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제인 Gendicine은 혈액이나 암에 직접 주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덜
침습적인 치료법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목이나 머리에 생긴 종양을 치료할
수 있다[5]. 이외에도 현재 난소암, 전립선암, 폐암, 유방암, 뇌종양 등에 대
한 유전자 치료제가 임상단계를 거치고 있다.
Azacytidine, decitabine 등의 후성유전학 치료제도 임상적으로 사용되
고 있다. 이들은 DNA 메틸화-탈메틸화 및 히스톤 아세틸화/탈아세틸화를
방해하는 여러 약제로 혈장 약물동태학 및 약동학 평가에서 피부림프종에
대한 치료효과가 있음이 보고된 바 있다.
② 심혈관계 질환 치료제
주로 관상동맥질환, 심부전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며 FGF-1 유전자 발
현 플라스미드나 관련 유전자를 아데노바이러스로 운반하는 등의 치료제가
사용 및 임상단계를 거치고 있다[6]. 근육, 혈관, 심내막 등에 주입하여 사용
한다.
③ 유전질환 치료제
낭포성섬유증, 지단백지질분해효소결핍증, 레버씨선천성흑암시와 같
은 안질환, ADA 결핍장애 등에 대한 유전자 치료제가 연구되고 있으며 각
유전자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 조직에 직접 투여하는 방향으로 연구가 진행
되고 있다.
④ 줄기세포 치료제
줄기세포는 일반적인 세포와 다른 생리학적 특징을 갖고 있어서 다양
한 질환의 세포치료제로 적용되고 있다. 특히 줄기세포가 폐종양 부위를 추
적하는 능력이 뛰어난 점을 이용하여 항암 유전자를 도입한 줄기세포 폐암
치료제를 개발하려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지만 아직 전임상단계에 있다. 뿐
만 아니라 치매질환의 치료 목적으로도 줄기세포가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
고되고 있으며, 줄기세포의 뛰어난 주변분비작용 및 손상 세포 대체효과를
통하여 신경세포 재생치료효과를 유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필자 또한
CRISPR-Cas9 유전자 가위 기술을 활용하여 영양소 센서 교정을 통한 알
츠하이머 치매 치료제 개발을 위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7, 8]. 이밖에 크
론병, 당뇨병성족부궤양, 아토피, 류마티스 관절염 등을 겨냥한 줄기세포 치
료제가 임상시험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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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유전자 치료제 개발 현황(난치병 환자의 마지막 희망 유전자 치료 시대 성큼, 매일경제, 2018. 3. 4)

3. 유전자 조절 기반 치료제 시장 동향
미국과 유럽에서 2012년 지단백지질분해효소결핍증 유전자 치료제 글
리베라(Glybera)와 2015년 악성 흑색종 유전자 치료제 임리직(Imlygic)에 대
한 판매가 허가되면서 유전자 치료제 개발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또한 현재까지 다양한 유전질환과 암에 대한 유전자 치료제에 대한 판매가
승인되어 상용화되고 있다. 실제로 유전자 치료제 시장은 2012년 46.6백만
달러에서 2017년 794.3백만 달러로, 약 17배가량 성장하였으며, 2025년에
는 13,000백만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유전자 치료제 관련 임
상 승인 현황이 2010년 80여 건에서 2017년 130건 정도로 증가하였고, 유
전자 치료제에 대한 글로벌 투자도 급증하고 있다(그림 4).
유전자 치료제는 유전병 환자들이 평생 특정 효소를 투여해야 하는 등
의 질병 관리 비용을 줄일 수 있으며 수차례의 치료만으로 암 투병 환자들
의 고통을 완화시켜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수년 내에 심혈관 질환과 신경
계 질환 치료를 위한 유전자치료제가 개발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하지
만 유전자 치료제는 경제적 부담이 크고 소수의 유전병 환자들을 대상으
로 하는 만큼 시장성이 좋지 않아 많은 기업에서 투자에 소극적인 게 현실
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전자 치료제가 일부 환자의 유일한 희망인 만큼
비용을 줄이고 치료제의 효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유전자 치료제 개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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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9].

4. 유전자 조절 기술 개발의 전망
고비용의 유전자 조절 기술 기반 치료제를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만들기 위하여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 최근에는 융합기술을 도입한
신개념 유전자 치료제 관련 연구가 대두되고 있다. 안전성이 떨어지는 바이
러스 벡터에 유전물질을 전달하는 기존 방식에서 나노입자를 이용하여 단
백질의 발현이나 결합 등을 조절하는 약물 개발에 성공하는 등 안전성이 높
은 유전자 치료법의 개발이 진행되고 있다. 이처럼 융합기술을 활용한 유전
자 치료법은 기존의 치료 전략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III. 유전자 조절 기술과 수의학과의 연관성
1. 동물 유전체 조절 기술 개발과 현황
1) 동물 유전체 연구
동물 유전체 연구는 생물의 다양성 유지와 우수 유전자원을 확보하고,
동물의 생존권과 복지향상을 위해 존재하는 수의학의 발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연구 분야이다. 동물 유전체 분석을 통해 산업동물의 종자 개량과
악성 질병 및 소모성 만성 질병원에 대한 저항성을 지닌 산업동물 개발은
축산업 분야에 큰 부가가치를 가져올 수 있다. 실제로 국내 농촌진흥청 차
세대바이오그린21사업 내 동물유전체육종사업단이 신동물생명산업과 육성
과 핵심기술개발을 위해 연구를 진행했었다(그림 5). 동물 유전체 해독과 유
전적 기능 제어제 발굴 연구는 육종 개량과 유전자치료제 개발에 응용될 수
있으며 고유 동물 유전자원 DNA 은행 구축을 통한 재래동물 유전체 보존
과 멸종 동물 복원에 활용 될 수 있다.
미생물의 유전체 연구는 생명의 기원, 생물의 다양성, 진화를 이해하는
기초가 된다. 미생물 유전체의 분석은 동물의 감염성 질환을 연구하는 수의
학과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다. 미생물의 유전체의 크기는 고등생물에 비
해 1/100~1/1000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유전자 밀도가 아주 높다.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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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농진청 동물유전체육종사업단의 비전 및 목표(농진청 차세대바이오그린21사업 동물유전체육종사업단 소
개)

라서 작은 유전체를 가지고도 많은 유전정보를 습득할 수 있다는 데에 장
점이 있다. 초기의 미생물 유전체 연구는 주로 감염성 미생물들을 중심으
로 진행되었지만, 현재는 비만, 정신질환 등에 영향을 미치는 미생물과 소,
돼지, 농작물에 영향을 미치는 토양미생물 등 다양한 미생물에 대한 연구가
많이 진행되고 있다[10]. 특히 특정 미생물의 유전체 염기서열의 완전 해독
및 특정 질환을 유발하는 유전체를 없애는 치료법 및 백신 개발에 대한 연
구가 활발하다. 미국의 경우 사람과 미생물의 생물 정보를 통합적으로 구축
하는 군집연구가 진행 중인데, 20만 개의 환경 시료에 존재하는 미생물 총
의 특성과 역할을 밝혀내는데 목적이 있다. 미생물의 유전자 범위가 매우
방대하여 새로운 미생물 종의 유전체를 해독할 때마다 약 1/4 정도가 지금
까지 알려진 바가 없는 새로운 유전자인 만큼, 앞으로도 많은 미생물 유전
체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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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질환 모델 동물의 선택
질환 모델 동물을 만드는 것부터 새롭게 개발한 치료법이 임상시험을
통과하기까지 유전자 조절 치료법 개발 과정에서 적절한 질환 모델 동물을
선택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사람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진행되기 어려운 점,
사람 유전자를 변형시킬 때의 윤리적 문제, 다양한 질환 모델을 손쉽게 생
산할 수 있다는 장점 등으로 인해서 동물이 유전자 조절 치료법 연구에 많
이 활용된다[11~13].
가장 많이 쓰이는 질환 모델 동물은 마우스로, 유전자를 삭제하거나 삽
입하여 암, 혈우병, 신경계 질환 등 다양한 질병 모델을 만드는 데 활용되
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 백인에서 가장 흔한 치명적인 유전 질환인 낭포성
섬유증에 대한 질환 모델 마우스의 생식세포에 장 특이적 프로모터에 정상
CFTR 유전자(cystic fibrosis transmembrane conductance gene)를 도입함으로써
이 질환을 예방할 수 있음이 보고된 바 있다.
마우스 외에도 다양한 동물들이 유전자 조절 치료법의 모델이나 효능
평가의 대상으로 사용되고 있다. 최근 대형 동물을 질환의 모델로서 사용하
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대형 동물은 신체와 기관의 크기가 설치류 모델
보다는 사람의 것과 더 가깝다는 장점이 있다. 사람의 망막에 영향을 미치
는 많은 유전병들이 개들에서 많이 관찰되는 것, 고양이와 개의 두뇌가 신
경 퇴행성 질환에 더 정확한 모델이 될 수 있다는 점은 대형 동물을 활용한
질환 모델 구축의 필요성을 시사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대형 동물 모델은
개별 환자로서의 치료와 평가가 용이하기 때문에 정확한 통계적 분석이 가
능하며 수명이 길어 장기간 추적 연구도 가능하다. 하지만 높은 사육비용,
긴 재생산주기, 막대한 양의 실험 시약비용 등의 단점이 있기 때문에 설치
류 및 소동물을 이용한 연구가 선행된 후에 대형동물모델을 활용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까지 질환 동물 모델이 다양한 유전자 치료제 개발에 활용되어 왔
다. 한 예로써 인슐린 결핍성 개 모델에서 포도당 인산화 효소와 인슐린 유
전자 조절제의 근육주사를 통하여 당뇨병을 치료한 연구결과가 보고되었
다. 해당 연구 성과를 토대로 대형 동물에서도 유전자 치료법이 효과적으로
작동하고 안전하다는 것이 확인되어 유럽 의약품청에서 해당 유전자 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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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 실험을 허가했으며, 현재 사람을 대상으로 임상 시험 중이다. 좌심실
압력이 사람과 가장 비슷한 특징을 가진 돼지는 심혈관 질환 연구에서 선호
되는 동물모델로서 심장의 압력과 박동을 손쉽게 조절하여 심근 경색을 쉽
게 발생시킬 수 있다. 현재 돼지에서 심근세포의 재생을 유도하는 유전자를
전달하여 재생 과정의 주변분비 자극을 통한 유의미한 심근 재생을 일으킬
수 있음을 전임상 단계에서 확인하였으며, 사람을 대상으로 한 임상 시험이
진행 중에 있다.
이렇듯 동물 모델은 유전자 치료법 연구의 핵심 요소로 자리 잡았으며
기술발전에 크게 기여해왔다. 최근 유전자 조절 기술이 난치성 질환에 대한
해법으로 주목받는 만큼 유전자 조절 기술의 안전성 확보와 적절한 질환 동
물 모델의 선택은 보다 효율적이고 발전된 유전자 치료법을 개발하는 데 있
어서 필수적이다.
3) 유전자 보존기술을 이용한 희귀동물 보전
유전자 보존기술은 현존하는 멸종위기 종의 유전자를 보존하여 유전적
다양성을 유지함과 동시에, 토양 등에서 채취한 고생물의 유전자를 복원하
여 그들의 생활사를 추정할 수 있게 한다. 연구 초기에는 짧은 미토콘드리아
DNA 단편에 의존한 연구가 진행되었기 때문에 멸종위기 동물이나 고생물
에 대한 정보를 얻기 어려웠으며, 유전정보를 재현해 내는 것은 더욱 어려
웠다. 하지만 현재는 단일염기다형성 분석, 전장유전체서열 분석 등을 포함
하는 대용량 고효율 서열분석법(high-throughput sequencing, HTS)을 이용하

그림 6   종 보존 연구대상인 시베리
아에서 발견된 새끼 매머드(http://
iberianature.com/ wildworld/ guides/
wildlife-of-russia/baby-mammo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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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동물의 유전체 복구가 보다 용이해졌으며 멸종위기종 혹은 고대 동물과
가장 계통상으로 근접한 현존하는 동물을 찾을 수 있다[14]. 아직까지 동물
복원 성공사례가 없지만, 현존하는 동물의 난자에 고대 동물의 유전체를 주
입하여 착상시킴으로써 고생물의 복제를 가능케 하려는 연구가 많이 진행
되고 있다(그림 6).
4) 바이오 장기 생산용 동물의 연구
최근 CRISPR/Cas9을 활용한 바이오 장기 생산용 형질전환 동물 연구
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이종 장기를 이식할 때 나타나는 초급성 면역거
부반응을 억제할 수 있는 Galactosyl transferase 녹아웃 돼지가 2002년 개발
되면서 돼지의 장기가 이식될 것이라고 생각되었으나, 아직 이종이식관련
가이드라인을 모두 지킬 수 있는 동물의 생산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며,
사람과 많은 질병을 공유하는 동물들로부터 장기를 제공받는 것은 아직 임
상적으로 위험한 상황이다. 하지만 2015년 CRISPR/Cas9을 이용하여 돼지
의 장기를 사람에 옮기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되었던 돼지 유전자 내 Porcine endogenous retrovirus(PERV)를 모두 불활성화하는 연구가 성공하였으
며 더 나아가 여러 염색체에 분포되어 있는 이종장기이식의 장애물로 알려
져 있는 62개의 유전자들을 한꺼번에 편집하는데 성공함에 따라 돼지 장기
를 이용한 이종장기이식 분야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15]. 또한 형질전환 돼

그림 7  장기이식용 돼지 개발 현황(면역거부 없는 이식용 장기 돼지서 키운다. 조선일보. 2015.
1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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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심장을 원숭이에 이식하였을 때 원숭이가 최장 945일 생존하였으며, 돼
지 무세포 각막기질을 사람에 이식하여 시력을 회복시키기도 하는 등 성공
사례가 많이 발표되고 있다(그림 7).

2. 유전자 조절 치료법 개발에서 수의사의 역할
유전자 조절 치료법의 질병 범위가 낭성 섬유증 및 듀센 근이영양증과
같은 단일 유전자 질환을 비롯하여 암, 심혈관 질환과 같은 보다 복잡한 질
병까지 확장되면서 임상 시험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설치
류 모델에 집중되어 있던 기존 연구와 달리, 최근 연구는 개, 고양이, 토끼,
소 등 다양한 대형동물을 질환 모델 동물로 사용하기 때문에 이들의 생리학
적 기전 및 질병의 발병기전을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해졌다. 또한 사람 유전
자의 구조와 기능을 이해하면서 질병 치료를 위한 새로운 전략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사람 유전자와 다른 생물체의 유전자를 비교하여 유사점과 차이
점을 확인해야 한다. 따라서 질병 모델로서 동물을 선택할 때, 해당 동물이
사람에서 나타나는 질병 관련 유전적 메커니즘, 신진대사를 보여주는지 확
인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는 어떤 동물 모델이 특정 유형의 유전자 전달
연구에 더 적절한지를 선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사람
과 설치류, 개, 고양이, 영장류, 토끼 등은 약 30억 염기쌍 정도의 동일한 수
의 유전자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종 특이 형질과 기능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유전자가 관여하는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사람 질환을 공유하는 동
물을 선택해야 하고 이들의 공통적인 생리학적 기전을 자세히 알고 있는 전
문가가 필요하다. 이러한 점에서 수의사는 다양한 동물들의 생리학적 특이
성 및 질환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고 있으며, 사람의 치료법이 수의
학에 많이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유전자 치료법 개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수의사는 동물 복제 기술이나 유전자 보존기술을 통하여 종자 개량, 멸
종된 동물의 복원과 다양성 보존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특히 피부와 같
이 간단하게 세포를 채취할 수 있는 조직 시료를 이용하여 동물을 복제하는
기술 중 하나인 핵치환 기술은 희귀동물 복제와 멸종동물 복원을 위한 핵심
기술로 여겨지고 있지만 동물 복제에 따른 윤리적 문제에 대해서는 지속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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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논의가 필요하다. 또한 바이오 장기이식 연구에서도 동물에 적합한 면역
억제 프로토콜을 만들고 임상시험 과정에서 동물의 생리학적 변화를 분석
할 수 있는 수의사의 역할은 핵심적이다. 이외에도 수의사는 미생물, 어류,
조류, 포유류 등의 다양한 동물의 유전체 조절 기술 개발, 백신 개발, 다양한
질환 모델 생성, 종 보존, 유용 유전자 발굴 등의 과정에 참여하고 있다. 따
라서 반려· 산업 동물의 질병 치료뿐만 아니라 사람의 질병 치료제 개발, 다
양한 산업의 발전, 지적재산권 획득 등 다양한 분야에서 수의사의 입지와
역할은 더욱 확장될 것으로 기대된다.

IV. 글을 마치며
전 세계적으로 유전자 치료제의 기술적 진보를 이루면서 FDA 승인을
받는 치료제들이 증가하고 있다. 유전자 조절 기술은 희귀· 난치· 퇴행성 질
환으로 고통 받는 환자들에게 획기적인 치료법을 제시해주는 기술로, 이에
관한 연구 및 투자가 증가한다는 것은 환자들에게 분명 희망적인 소식일 것
이다. 이와 함께 효과적이면서 경제적으로 접근성이 높은 유전자 치료제 개
발에 있어서 수의사의 역할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보다 많은 유
능한 국내 수의사들이 차세대 바이오 개발 연구에 참여한다면 새로운 바이
오 치료제 개발과 동물 및 인류 보건 발전에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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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학 분야에서의
분자진단의 현황과 전망
오진식
(주)메디안디노스틱 대표이사

분자 진단이란 무엇인가?
사람이나 동물로부터 혈액, 조직, 침, 콧물, 분변 등의 시료를 채취하
여 검사 목적에 따라 체외에서 신속하게 진단해내는 기술 분야를 체외진단
이라고 하며, 면역 화학적 진단, 자가 혈당 측정, 현장진단, 분자진단 기술이
핵심 기술 분야라고 할 수 있다. 최근의 급격한 기술 발전을 보았을 때, 임상
화학 분야와 면역학 분야가 융합되어, 기계 장비류를 이용한 첨단 진단 기
술들이 하루가 다르게 발전되고 있다. 수의분야에서는 반려동물을 중심으
로 한 동물병원에서는 이러한 기계, 장비류에 의한 진단을 지속적으로 적용
시켜오고 있지만, 산업동물은 아직, 면역학적 진단법이나 유전학적 진단법
에 의한 감염병 진단에 집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과거, 수의 영역 중, 감염병 분야의 진단은, 임상증상에 기반을 둔 수
의사의 경험적 판단에 따라 이루어졌으나 과학의 발달로 감염병의 원인
이 되는 바이러스 및 세균에 대한 배양법이 알려지면서 원인체를 동정할
수 있게 되었고, Enzyme-Linked Immunosorbent Assay(ELISA)나 Rapid
kit(pen-side kit, Immunochromatography kit, Lateral Flow Test) 기반 기술을 이
용하여 항원, 항체 수준의 검사를 할 수 있게 되었으며, 최근에는 Real-time
PCR(Polymerase Chain Reaction) 기술을 이용하여 타겟 유전체 1~10 copy 단
위의 극소량의 시료도 검출해내는 높은 민감도의 정확한 진단을 실행할 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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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감염병 진단을 위한 체외 진단 키트들의 종류와 적용 가능한 감염병
키트 종류

적용 동물 우선순위

적용 가능한 주요 감염병 및 목적

Rapid Kit

반려동물 > 산업동물

개심장사상충, 개 파보바이러스 등, 반려동물의 감염병을 병원 현장에서 신
속하게 진단하는데 주로 이용되고 있으나, 최근에는 구제역, 조류인플루엔
자, 브루셀라 등의 국가 재난형 질병에도 응용되고 있다.

PCR

산업동물 > 반려동물

모든 감염병의 원인체를 대상으로 확진할 수 있다.

ELISA

산업동물

주로, 산업동물에서, CSFV, FMDV, PRRSV 등1 백신에 의한 항체 정량, 야외
감염에 의한 항체 형성 유무 등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농장의 백신 프로그
램 및 국가적 방역 예찰 프로그램에 응용되고 있다.

1 CSFV: Classical Swine Fever Virus, FMDV: Foot and Mouth Disease Virus, PRRSV: Porcine Reproductive and
Respiratory Syndrome Virus.

표 2  주요 분자진단 방법
구분

방법

핵산 증폭 방법

중합효소연쇄반응(PCR), 실시간중합효소연쇄반응(Real-time PCR)

DNA chip

Microarray

염기서열검사

시퀀싱(Sequencing), 차세대시퀀싱(Next Generation Sequencing)

기타

Hybrid capture, MLPA1, DHPLC2

1 Multiplex ligation-dependent probe amplification.
2 Denaturing high performance liquid chromatography.

동물용 감염병 체외진단의 경우 그 대상에 따라 산업동물용과 반려동
물용으로 구분되어지고, 기술적 분류에 따라 크게 현장에서 즉시 검사하여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Rapid kit, 항원-항체 반응을 이용한 ELISA와 같은
면역학적 진단, 사람이나 동물 또는 감염병 원인체의 유전정보가 담긴 핵산
(RNA, DNA)을 이용하여 질병 감염여부나 병적인 상태를 구분할 수 있게

하는 분자진단(PCR) 등으로 나눌 수 있다(표 1).
특히, 분자진단은 진단검사의학에 분자유전학의 지식과 기술들을 가져
온 것으로서, 완벽한 재현성과 빠른 결과도출이 가능하며, 정량이 가능해 예
후 진단이나 다양한 감염병 확진에 사용되며, 적은 량의 시료로 여러 종류
의 질병을 동시에 진단하는 것이 가능하다. 분자진단은 감염성 질환 검사,
종양검사, 유전질환 검사 등 다방면으로 활용되고 있으며(표 2), 체외진단 분
야에서 가장 민감하고 특이도, 정확도가 높아 그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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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 분야에서는 감염성 질환뿐만 아니라, 유전질환 검사 등에도 이용되어 정
밀의료(환자 특성에 맞게 제공되는 맞춤형 의료서비스)에 이용되지만, 동물 분야
에서는 감염성 질환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 핵산 증폭 방법이 주로 이용
되고 있다.

분자 진단의 대표기술
PCR 기술은 주형이 되는 DNA 혹은 RNA로부터 Taq polymerase를
이용하여 원하는 타겟 유전자만을 연속하여 증폭시키는 기술로, 민감도가
좋아 소량의 핵산에 대해서도 검출가능하다. 분자진단의 대표적인 기술 분
야는 중합효소 연쇄반응(Polymerase Chain Reaction, PCR), 유전자 염기서열
검사(sequencing), 마이크로어레이(Microarray)가 있다.
그 중 가장 많이 사용하고 민감도가 우수한 기술인 PCR은 Conventional PCR(1세대), Real-time PCR(2세대), Digital PCR(3세대)로 나눌 수
있다(표 3). Conventional PCR이란 효소를 이용하여 DNA 및 RNA의 특
정 영역을 증폭시켜 반응이 끝난 후 결과물을 눈으로 확인하는 방식으로,
증폭된 타겟 유전자를 확인하기 위해 전기영동과 같은 2차 과정이 필요하
다. Real-time PCR은 타겟 유전자의 증폭을 실시간으로 분석이 가능하고,
타겟 유전자에 대한 정량도 가능하여 qPCR(quantitative PCR)이라고도 부른
다. Real-time PCR은 결과 분석시 전기영동이 필요 없어 신속하고 간편하
게 결과를 해석할 수 있으며, PCR product를 직접 다루지 않고 타겟 유전
자 증폭에 따른 형광량의 변화를 가지고 분석하기 때문에 2차오염의 위험
표 3  PCR의 기술 구분
구분

Conventional PCR (1세대)

Real-time PCR (2세대)

Digital PCR (3세대)

실시간 정량분석

불가능

가능

가능

정확도

낮음

높음

높음

민감도

낮음

높음

높음

자동화

완벽한 자동화 불가능

가능

가능

응용분야

Sequencing, Genotyping,
Cloning에 대한 DNA증폭

유전자 발현 정량분석,
Microarray의 검증, 병원체
탐지, SNP genotyping,
Virus정량분석

Virus정량분석, 희귀 대립유전자
검출, 유전자 발현의 정량, 혼재
된 시료의 통합적 분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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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이 적다. 또한 최근 나오는 대부분이 장비가 4~5개의 형광 채널을 가지
고 있어 4개 이상의 타겟 유전자를 동시 감별할 수 있는 multiplex PCR이
가능해 분자 진단 기술 중 가장 많이 사용되며 폭넓게 활용되고 있다. 마지
막으로 Conventional PCR 과 Real-time PCR이 반응 용액을 하나의 tube
에서 진행하였다면, digital PCR은 하나의 반응용액을 수만 개의 미세방울
로 나누어 반응시켜 타겟 DNA의 증폭 여부에 따라, positive droplet(1로 표
현)과 negative droplet(0으로 표현)으로 digital signal처럼 받아들여 계수하고,

Poisson 분포를 통해 타겟 DNA를 계산해 최종적으로 copy수로 결과값을
확인하는 것이다. 이러한 Digital PCR은 농도가 현저히 다른 중복 감염병
원체에 대해서도 검사가 가능하며, 정상 유전자 속에서 희귀대립유전자(돌
연변이) 검출, 유전자 변이에 의한 질병 연구, 병원체의 돌연변이주 검출 등

에 유용하게 쓰이고 있다
유전자 염기서열 검사(sequencing)는 1975년 F. Sanger 등이 개발한
dideoxy chain-termination 원리의 효소반응법이 보편적으로 이용되고 있으
며, 현재는 이 Sanger 방법을 바탕으로 형광 표지자와 모세관 전기영동 기
반의 자동화된 염기서열 검사기기가 일반화 되어 있다. 최근에는 유전체 전
체의 염기서열을 동시에 분석하는 전장유전체 염기서열 검사(whole genome
sequencing)의 기법들이 계속 개발되고 있으며, 염기서열의 변이가 원인인

유전 질환에서는 그 유전자에 대한 염기서열 검사를 시행하여, 유전자 돌연
변이를 찾아내는데 이용되고 있다.
마이크로어레이(Microarray)는 핵산의 부합(hybridization) 원리를 기본으
로 수천, 수만 개의 유전자를 한꺼번에 분석 할 수 있는 기술로 작은 슬라이
드 위에 수많은 합성 DNA 조각(탐색자)을 미세하게 집적시킨 것을 DNA
chip이라고 하며, 분석하고자 하는 환자 검체의 DNA 조각을 형광으로 표
지한 후 DNA chip에 반응시키면 상보적인 염기순서의 탐색자와 부합이 이
루어지고 이를 형광 레이저 스캐너를 이용해 분석하는 것이다. 이 진단법
은 산업동물의 CSFV, PRRSV, PCV2에 대한 동물 질병 진단에도 주로 이
용된다(그림 1). 예를 들어, CSFV는 3가지 유전형이 존재하고, 특히 약독화
LOM주 생백신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CSFV 양성 확인을 포함하여 백
신주 유무 및 야외주의 유전형을 시퀀싱 레벨 수준의 정보로 확인하여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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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croarray

Detection

Hybridization
Design of Target probe
Chip base (slide form)

형광 스캐너
Hyb Buffer + PCR product
분자인식을 이용한 Oligomer 고정화

CSFV GT DNAChip 결과

Genotype 1

Genotype 2

Genotype 3

SNP영역
야외주/백신주구분

Lom

CW

YI

(백신주)

(야외주)

(야외주)

Fluorescence
intensity

SNP

Type 1

백신주 구분

Type 2

: SNP

Type 3

그림 1  CSFV 검출을 위한 Microarray chip의 원리

는데 CSFV DNA chip은 이런 정보를 동시에 수 시간 내에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유용하게 쓰이고 있다.

동물용 분자 진단의 현재와 전망
2014년 기준으로 전 세계 산업동물 체외진단 시장의 규모는 약 100억
달러이며, 반려동물 체외진단시장 규모는 약 175억 달러로 꾸준한 증가하
는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2019년에는 동물용 체외진단 시장의 규모가 전체
35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출처: Kalorama information, 2014).
이중 분자진단 분야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4년 기준으로 17% 정도인 300
억 달러이며 정확한 진단이 가능하다는 강점으로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향후 가장 높은 연평균 성장률이 예상되는 분야이다. 국내의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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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2017년 기준으로 40억 원의 시장을 형성하고 있으며(출처: 농림축산검역검
사본부), 전체 국내 동물용 체외진단 시장인 1000억 원의 4% 정도로 아직은

세계 시장의 평균적인 점유율에도 못 미치고 있다. 그러나 진단 시장에서,
꾸준히 고감도의 Real-time PCR 검사 시장이 증가되고 있고, Rapid 제품
보다 고감도 검사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분자진단은 크게, PCR machine을 연구, 공급하는 제조회사와, 시약을
전문적으로 하는 제조회사로 나눌 수 있으며, 국내의 경우에는, 4개 회사에
서, 주로 시약을 전문적으로 연구 개발하여, 산업동물용 PCR 키트들을 제
조하고 있는 실정이다. 반려동물용 분자진단 시장은 거의 전무하며, 실험실
적 수준에서 in house 형태로 자가 제조하여 진단이 수행되고 있다.
동물용 분자 진단 분야는 대상 동물에 따라 진단의 목적에 차이가 있으
며, 산업동물의 경우 감염병의 조기진단 및 사전예방에 중점을 두기 때문에
병원체의 확진이나 병원체의 돌연변이 발생여부에 대한 확인이 주요 개발
목적이 되고 있다. 최근 one health 개념의 확산으로 인간만이 중심이 아니
라 인간과 동물 그리고 자연 모두의 건강하고 조화로운 공존이 중요시 되는
사회에서 인수공통전염병에 대한 관심도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분자진단
시장에서도 인수공통전염병 진단 시장이 점차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반
려동물에 대한 분자 진단 시장은 사람과 유사하게 질병의 진단과 치료에 초
점이 맞춰지기 때문에 주로 감염성 질병의 원인체 분석과 암이나 유전질환
같은 비감염성 질병의 진단에 그 개발목적이 있다.
PCR 제품의 유통측면에서는, 제품 특성상, 냉동 유통이 되어야 함으
로, 국제적인 수출입에는 일정부분 제약 요건이 있다. 따라서 향후에는 냉장
혹은 실온 상태로도 유통될 수 있는 시약 개발이 시급한 상황이다.

POCT PCR의 전망
분자진단 기술 변화의 핵심은 첫째 고효율의 신속한 결과, 우수한 민감
도, 정확한 특이도가 바탕이 되어 왔으며, 둘째 사용자 편의성 증진 및 다중
진단을 위한 융복합형 자동화 기기로 개발되어 왔다. 체외 진단 분야에서
PCR은 제일 높은 민감도와 정확도를 보여주지만 휴대가 어려워 현장 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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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어렵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소형화 자동화 등을 통해 휴대성을 높여
현장 진단분야에서 활용가능하게 된다면, 발생한 지점으로부터 검체가 실
험실로 운반되는 중 시료의 변질로 인한 위음성이나, 시료간 오염으로 인한
위양성 등 부정확한 결과가 도출되는 것을 막고, 시료의 이동 및 검사 전까
지 소모되는 시간을 줄여 현장에서 이뤄지는 신속하고 정확한 확진 결과를
얻을 수 있고, 이에 따른 농장의 격리 및 이동제한 등의 조치를 통해 전염병
의 확산을 막고 질병을 조기에 통제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게 될 것이다.
현재의 조류 인플루엔자 방역 체계는, 의심 신고가 접수되었을 때, 방
역관이 방문해서, 여러 가지 임상조사와 Rapid kit를 활용하여, 1차적인 진
단을 내리고, 이후 방역기관에서 PCR과 유전자 분석을 통하여 확진을 하는
시스템이다. 이러한 시스템에서, Rapid kit만큼 신속한 진단이 가능하면서,
Rapid kit의 단점인 높은 위음성율을 PCR이 대신해 줄 수 있다면, 획기적
으로 방역체계가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즉, 국가 재난형 질병인 구제역이
나 고병원성 인플루엔자 등 고위험성 전염병의 경우, 실험실 정밀검사 외에
현장에서 신속하고 정확하게 검사 할 수 있는 분자진단 기술이 요구되고 있
다. 이를 만족시킬 PCR이 지속적으로 연구되어져 오고 있었으며, 이를 현
장검사용 POCT PCR(point of care testing PCR)이라고 한다(그림 2). 개념적
으로, 핵산 추출 단계, Premix 혼합 단계, PCR단계로 나눌 수 있으며, 각 단
계들이 빠른 시간 내에, 자동화되는 것을 최종 목표라고 할 수 있다.
POCT PCR은 실제적으로, 1) 신속성; 유전자 추출부터 결과값 도출
까지 30분 이내면 가장 좋을 것으로 보이며, 2) 정확성; 결과값도 실험실 결
과값과 동일해야하며, 3) 휴대성; 휴대가 가능할 정도로 PCR machine의 무
게가 가벼워야 하고, 4) Multiplex; 한 tube 내에서 여러 개의 타겟 유전자가
검출될 수 있게 여러 개의 형광 표지자가 함유되어야 하며, 5) 편리성; 농장
현장의 오염된 환경 하에서도 실험이 가능하도록 해야 하며, 6) 자동화; 검
체 투입만 하면 결과값이 나오도록 자동화되는 것이 좋으며, 7) 저렴한 가
격; 국가 방역 정책에 잘 활용되도록 가격적인 부분이 고려되어야 하고, 8)
무선통신; 무선 인터넷을 통하여 중앙 컨트롤 타워로 결과값이 바로 전송되
어, 상황파악이 신속히 되도록 하여야 하며, 9) 소독 가능; PCR 진단 장비
들을 타 농장이나 지역으로 옮길 때, 전염병의 전파 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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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핵산 추출

3. Real-time PCR

Sample 150 μl
+ VL buffer 300 μl

70% EtOH 300μl

2. Premix Mixing

Sample
5 μl

Premix
15 μl

15 min

W1 Buffer (300μl)
W2 Buffer (700μl)

10 ~ 15 min

Dry

Elution Buffer
(30~50μl)

핵산 추출부터 30분 내에 Real-time PCR이 종료되어,
신속한 진단 가능

그림 2  POCT PCR의 개념도. 핵산추출부터 결과값 도출까지 30분 내에 신속, 정확한 진단을 요구하며, 핵산추출,
Premix와의 혼합, PCR의 단계를 거치게 되며, 자동화가 요구된다.

전체를 소독할 수 있는 시스템이 부수적으로 장착되어야 한다(표 4). 이러한
여러 가지 조건들을 만족시켜야 만이, 동물 유래의 국가 재난형 질병 컨트
롤에 실제적으로 응용될 수 있을 것이다.
반려동물을 위한 동물병원에서도, POCT PCR의 활용도는 매우 높을
것으로 보인다. 개나 고양이의 반려동물 감염병은 주로 Rapid kit가 이용되
고 있지만, multiplex가 가능하고, 신속성이 있다면, 현재의 Rapid kit 시장
을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진단 키트가 많이 없는 고양이 질
병에서 매우 유용하게 수의사의 진단에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호흡기
질병 원인체, 혹은 소화기 질병 원인체를 multiplex 형태로 키트를 제조한다
면, 1회 검사로 확진을 내릴 수 있는 장점을 가질 수 있다. POCT PCR은
저개발 국가나 혹은 섬들이 많아서, 중앙 집중적인 진단 시스템이 불가능한
원거리 지역 혹은 고립 지역에서도 매우 유용한 진단 방법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이러한 조건들을 완전히 만족시킬 만한 제품들이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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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동물용 POCT PCR의 개발 조건
구분

POCT PCR의 개발 조건

신속성

유전자 추출부터 결과값 도출까지 30분 이내에 가능

정확성

실험실내 결과값과 동일한 결과값을 보여야 함

휴대성

휴대가 가능할 정도로 가벼워야 함

Multiplex

여러 개의 타겟 유전자가 한 tube에서 반응되어야 함

편리성

오염 지역인 야외 현장에서도 오염 없이 실험이 되어야 함

자동화(간편성)

검체 투입후 결과값 도출까지 자동화가 되어야 함

Low price

대부분의 농장 혹은 실험실에서 사용될 정도로 가격이 저렴해야 함

무선, 인터넷

클라우드 연동 결과 해석 지원시스템

Sanitinization

Machine을 타 농장/지역으로 옮길 때, 질병 전파 요인이 되어서는 안 됨

발되지 않았고, 빠른 시간 내의 핵산 추출 문제, RNA 바이러스의 신속한
cDNA 합성문제, 빠른 PCR을 위한 enzyme 선택 문제, 신속한 PCR이 되
기 위한 PCR machine의 설계 등 난관들이 많이 존재한다. 그렇지만, 수년
내에 충분히 상용화될 것이라 생각되며, 분자진단의 새로운 이정표를 만들
것으로 기대된다. 가장 근접하게 개발된 제품들은, 인의용으로 미국 FDA
에 승인된 제품으로서, Alere사의 iNAT Flu A/B, Cepheid사의 Xpert Flu
Assay, IQuum사의 Liat Influenza A/B Assay 등이 있지만, 가격적인 측면
혹은 휴대성 측면에서 단점들을 가지고 있다. 국내에서도, 바이오니아, 나노
바이오시스, 아람바이오시스템 등의 회사가 개발 중에 있다.

동물용 분자진단 영역에서의 수의사의 역할
수의학 특히 산업동물 분야의 수의학은 치료보다 예방수의학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며, 예방에 있어 키워드는 바로 빠르고 정확한 진단이다. 감염병
발생 시 빠른 격리 및 질병확산 예방을 위해 감염병 원인체에 대한 분자진
단 분야의 기술은 꾸준히 발전하고 있으며 분자진단의 특징인 민감하고 정
확한 진단결과와 휴대성의 증가로 체외진단시장에서 분자진단이 차지하는
비율은 점차 증가하는 추세이다. 또한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정의 증가와 반
려동물을 대하는 인식의 변화로 감염병 진단뿐 아니라 질병이나 암진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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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분자진단 분야도 앞으로 크게 각광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어진다. 정확
한 분자진단을 하기 위해서는 정성과 비정상, 병원체 음성과 양성 등을 구
별해낼 수 있는 독특한 표지자들인 바이오 마커들이 필수적이다. 특히 수의
사는 학위 과정 중에 미생물학, 병리학, 임상병리학 등의 다양한 과목의 학
습을 통해서 질병에 대한 이해도가 매우 높아, 분자진단을 활용하여 임상적
으로 진단을 활용한 예방 및 치료에 대한 적절한 적용이 가능하다. 예를 들
어 감염병 대응을 위해서는 정확한 진단, 예방, 치료로 3개의 전략을 들 수
있으며, 그 중에서도 정확한 진단은 효과적인 감염병 대응을 위해 필수적이
다. 감염병 진단을 위한 분자진단의 적용에 있어, 수의사들은 분자 진단결
과를 일차원적으로만 해석하여 바로 판정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감염병의
발병 후 각 병기(stage)에서 진단결과의 의미를 파악하는 데 탁월하며, 감염
병 진단결과를 임상증상과 연계하고 진단 결과를 빠르게 백신과 같은 예방
법과 치료를 위한 처방에 응용하는데 매우 훈련이 잘 되어 있다고 할 수 있
다.
위와 같이 수의사는 누구보다도 동물의 질병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질
병의 전체 진행단계를 명확히 알고 있으므로 임상적으로 유효한 진단 마커
들을 찾아내는데 중심적 역할을 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질병을 가
장 잘 아는 수의사만이 할 수 있는 질병 감별 진단 분야는 향후 에도 매우
전망이 밝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동물용 분자진단의 발전을 위해 수의사
들의 적극적 참여와 관심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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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임상에 미치는
4차 산업혁명의 전망
김남수
전북대학교 수의과대학 교수

오늘날 인공지능의사 왓슨이 암을 진단하는 시대가 열렸다. 또한 4차
산업혁명이라는 키워드가 인터넷 검색어 상위순위에 있다. 멀리 있는 미래
의 일이 아니고 바로 눈앞에서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일이다.
우리나라는 1957년 대한수의학회의 창립과 더불어 근대수의학이 시작
되었다. 과거 말과 소의 치료를 위한 침, 뜸과 같은 전통수의학을 활용한 임
상수의학은 1984년 한국임상수의학회의 창립으로 기초수의학, 예방수의학
과 함께 독립적이며 본격적인 임상수의학 발전의 기틀을 마련하였다. 이후
1998년 6년제 수의과대학의 시작과 함께 불기 시작한 반려동물의 열풍은
특히 반려동물임상의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고 있다.
산업동물의 이상 징후를 발견한 축주와의 대화, 혹은 반려동물과 함께
온 보호자와의 상담을 통해 ‘진료’는 시작된다. 초기 임상수의학은 직장검
사 기술과 산과 처치를 주로 하는 산업동물임상이었으나 현재 MRI와 핵의
학을 활용한 고가의 진단 장비와 최첨단의 수술기구 및 장비를 활용하는 반
려동물임상에 이르렀다. 특히 반려동물의 진단과 치료는 이제 그 끝을 예측
하기 어려울 정도의 수준으로 발전하고 있다.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사람들
이 천만이 넘었고, 관련 시장규모 또한 6조 원이 눈앞이다. 이러한 수의임상
분야의 급격한 성장은 빠르게 진화하고 있는 의료기술의 발달과 밀접한 관
련이 있어 왔다는 점에서 향후 특히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빅 데이터로 대
표되는 4차 산업혁명의 도래에 결정적 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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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매체를 통하여 쉽게 접하는 ‘4차 산업혁명’이라는 단어는 2016
년 세계경제포럼(WEF-World Economic Forum)에서 클라우스 슈밥 (Klaus
Schwab) WEF 의장이 주창한 것인데 이후 거의 모든 분야에서 초미의 관심

사로 떠오르고 있다. 인공지능과 로봇공학 등의 초지능 기반기술(superintelligence)과 빅 데이터, 클라우드, 사물인터넷, 웨어러블 디바이스 등의 초연결
(hyperconnectivity) 기반기술이 4차 산업혁명의 키워드다.

4차 산업혁명은 수력과 증기 기관으로 대표되는 1차 산업혁명이나 전
기와 석유에 의한 대량 생산체제의 2차 산업혁명 그리고 현재에도 진행 중
인 정보통신의 발전과 컴퓨터, 인터넷 기반의 3차 산업혁명과는 완전히 다
른 상황이 일어나고 있다(그림 1). 기계도 인간처럼 학습할 수 있게 됨으로
학습이 인간의 전유물이 아닐 뿐만 아니라 그동안 인간의 고유 영역으로 생
각되었던 사고와 추리까지도 가능한 알파고와 같은 기계의 등장을 맞게 된
다. 딥 러닝(Deep learning)을 통해 인공지능을 장착한 컴퓨터는 창작활동을
시작하고 스스로 학습을 통하여 진화하고 있다. 여러 영역에 있어서 단순노
동의 단계를 넘어 사람의 업무를 대신 할 것이다.
어느 날 알파고와 이세돌 기사의 대결로 우리 앞에 성큼 다가온 인공
지능(AI, artificial intelligence)은 4차 산업혁명의 첫 번째 화두가 되었다. 작은
의미로는 장치가 더 똑똑해져서 나의 생활 패턴을 이해하고, 스스로 알아서
동작하는 약한 인공지능부터, 생태계 전체의 생활 및 환경으로부터 최적의
해법을 제시하는 강한 인공지능까지 인간의 생산성을 최대한 올려주는 도
구이다. IoT로 알려진 사물인터넷(IoT, Internet of Thing)은 실생활에 해당하

그림 1  4차 산업 혁명
(자료: 한국보건산업진
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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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오프라인의 모든 정보를 온라인으로 넘기는 O2O(Online to Offline)를 통
해 인터넷을 이용한 인간에게 가장 편리한 생활을 제공하는 도구이다. 또한
컴퓨터를 기반으로 하는 생산방식의 변화는 인공지능과 사물인터넷을 중심
으로 한 소프트웨어와 방대한 데이터를 처리하는 빅 데이터 기술 및 최신
로봇기술이 합쳐져 근로 형태가 혁신적으로 변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혁명적 변화는 인간관계, 삶과 직장, 그리고 모든 사회적 제도와 관습
의 획기적인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의료와 교육도 예외가 아니다. 앞으로 의사 역할의 80%를 인공지능이
대체할 것이라는 위협적인 예측도 나오고 있다. 당연히 수의사나 수의학 분
야에서도 피해갈 수 없는 현실이다. 그러나 좀 더 깊이 생각해보면 ‘정말 기
계가 사람을 대체하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든다. ‘특정업무를 대체할 뿐’이
라는 것이 정답일 것 같다. 다시 말하면 어떤 분야에서 사람이 맡은 모든 업
무를 기계가 다 수행한다면 그 사람은 직업을 잃게 되겠지만 사람이 맡은
일의 일부분만 기계가 할 수 있다면 오히려 생산성은 향상될 것이라는 생각
이다. 마찬가지로 생로병사가 사라지지 않는 한 의료 행위는 소멸되지 않는
다. 다만 근엄한 표정으로 아무것도 모르는 환자의 얼굴을 한 번 쳐다보고
처방전을 써내려가는 의사나, 합리적인 설명 없이 무조건 모든 검사항목을
최대한 늘리는 수의사는 더 이상 설자리가 없다는 것이다.
미래의 의료는 더 나은 진단과 치료, 예방, 재활을 위해 수많은 데이터
와 인공지능 및 사물인터넷을 활용하는 융합의료로 진화해 나갈 것이다(그
림 2).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미래 직업 관련하여 나온 많은 글들은 2013년

영국 옥스퍼드대학 칼 베네딕트 프레이와 마이클 오즈번 교수가 펴낸 ‘고
용의 미래’에 나오는 분석 모형을 활용한 내용이 많다. 이들은 현재 대표적
인 직종 702개의 직업을 미래 인공지능이나 로봇으로 대체될 가능성 여부
를 조사했다. 현재는 잘 나가고 있지만 짧게는 10년, 혹은 20년 후에 사라질
직업이나 또는 관심이 약해질 직업들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이 예언이 전부
맞을지는 의문이다. 최근 흥미를 끄는 것으로 영국의 BBC는 지난해 직업
을 입력하면 20년 안에 사라질 가능성을 계산해주는 사이트를 열었고 영국
내 현재 직업의 35%가 20년 안에 사라질 것으로 예측했다. 근사한 예를 들
면 의료분야에 있어서 현재는 의사가 가장 인기 있는 고소득 직업이지만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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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4차 산업혁명과 의료서
비스 혁신(자료: 의료서비스산업
도약을 위한 정책과제)

으로는 환자 개개인을 오래 상대하고 그들의 심리를 잘 파악해야하는 간호
사, 간병인 등이 더 유망한 직업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이다. 앞으로는 정서적
인 공감 능력이 그만큼 더 중요해진다는 것이며 사회적 공감능력이 중요한
직업은 대체 가능성이 적다는 것으로도 이해된다.
그렇다면 인공지능 시대에 수의사는 어떠할까? 반려동물을 진료하는
수의사는 환자와 직접 대화를 하고 증상을 물어 보며 접근하는 의사와는 다
르다. 반려동물 보호자와의 대화는 옆에서 보고 느끼는 정도에 따라서 상당
부분이 잘못 전달될 수 있고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이러한 이유로 더
많은 진단검사 항목과 MRI나 CT를 포함한 영상진단 정보가 절실하다. 여
기에 반려동물 환자에 대한 세심한 관찰과 교감 그리고 보호자와의 소통이
필요한 수의사는 미래의 매우 유망한 직업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현재 세계적으로 가장 활발하게 활용되고 있는 인공지능 의사는 단연
코 IBM의 왓슨 포 온코로지(Watson for Oncology)이다(그림 3). 현재 왓슨이
하는 일은 크게 두 가지로 첫째는 암 진단과 치료를 돕는 소프트웨어로서의
역할이고, 둘째는 유전자데이터의 분석을 통한 미래에 발생할지도 모를 질
환에 대한 예측을 하는 일이다. 1,200만 페이지에 달하는 의학 전문 자료와
200여 종의 텍스트 북, 290종의 암 전문 학회지와 케이스 분석자료 등을 학
습하고, 환자의 빅 데이터를 기반으로 3년 안에 암의 85%를 분석할 것이라
고 전문가들은 전망한다. 왓슨의 분석 및 작동은 환자의 나이, 몸무게, 전신
상태, 기존치료 방법 등 20여 가지 환자 정보를 입력하면 약 10초 후에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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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암 치료 계획을 위한 Watson for Oncology(자료: IBM)

를 얻을 수 있다. 데이터를 바탕으로 환자에 최적화된 치료법을 분석해 제
안하는 방식인데 항암용법이나 수술방법, 방사선치료법 등을 구체적으로
추천하고 그 근거가 되는 논문도 제시한다. 더불어 치료에 대한 부작용과
추천하지 않는 치료법, 생존율, 적용시기 등도 알려준다. 이러한 왓슨이 우
리나라 대형병원 6곳에 벌써 들어와서 종횡무진 활약을 하고 있다. 의학에
서 왓슨의 적용과 활약은 동시에 수의학에서도 동일하게 활용된다는 의미
이다. 단지 우리나라 수의학계만 너무나 안일하게 생각하고 아직도 우리와
는 멀리 있는 현상으로 보는 게 아닌지 답답할 뿐이다.
4차 산업혁명으로 의료계에 닥쳐올 변화에 대하여 의학계의 반응은 첨
단기술이 의료계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데 97% 이상이 동의하고 있
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미 의료계는 ‘인공지능의 진료참여’ 의사결정에
빅 데이터 활용, 로봇과 서비스, 3D 프린팅과 제조, 정밀 의료를 의료계에
영향을 미칠 첨단기술 분야로 생각하고 있다. 따라서 환자의 자기 결정권이
나 권리의식은 현재보다 훨씬 강화될 것이며 환자가 직접 참여하는 환자 참
여 진료팀이 활성화되고 환자와의 소통의 중요성이 증대될 것이라 예상하
고 있다(그림 4). 또한 의료계는 왓슨과 같은 인공지능의사의 출현으로 의사
는 크게 두 부류로 나뉠 것이라는 예상을 내놓고 있다. 인공지능의사가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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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는 대로 처방과 치료를 하면서 제도적 보호를 받고 살아가는 의사와 인
공지능의사의 진단과 치료의 알고리즘 개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의사
다. 미래의 의료는 인공지능 주치의와 상호 보완해 가면서 환자를 치료하는
관계로 변화될 것이기 때문에 이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면 직업을 잃어서가
아니라 환자의 선택을 받지 못해서 일자리를 잃게 된다는 심각한 경고라고
할 수 있다.
한편 4차 산업혁명에 대해 빠르게 적응하고 대책을 세우고 있는 의학
계와는 다르게 수의학계는 어떠한가? 밀려오는 파고는 같은데 느끼는 위
기의식이나 대응하는 자세와 태도는 확연히 다른 우리 수의학계와 수의임
상분야는 답답하다는 말만으로는 너무나 부족하다. 수의임상 중 반려동물
의 경우, 초기에는 주로 백신이나 어린동물의 단순한 소아기적 질환을 다루
어 왔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임상은 점점 더 복잡해지고 어려운 국면
에 접어들어 이제는 노령동물의 만성대사성질환과 심혈관질환은 물론 종양
환자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사람의 경우와 매우 비슷한 형태다. 당연히 진단
과 치료에서도 의학에 근접하려는 많은 노력이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의학
과 수의학의 격차가 존재하는 건 사실이다.
수의과대학은 1998년 6년제로 학제가 개편된 이후 20년이 되었다. 학
생들은 더욱 우수한 재원들이 몰려들고 있는데 정작 교육시스템은 변화의

그림 4 과거로부터 미래에 이르는 치료방식의 변화(자료: HP, 유진투자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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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습을 찾기 힘들다는 것이 여전히 큰 문제점이다. 대학동물병원의 경우 최
대 장점의 첫째는 최신 진단 및 치료 장비와 기구, 둘째는 잘 갖추어진 진료
시스템과 많은 수의 진료진 및 진료 보조인원이고, 셋째는 최고의 임상실력
을 갖춘 교수진의 포진이다. 그러나 현실은 정반대의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
안타깝다. 고가의 장비는 예산 부족으로 구입이 어려우며 진료시스템과 진
료진에 있어서도 급격한 성장을 뒷받침하지 못한 제도의 미비나 부재로 여
러 가지 부작용을 일으키고 있다. 더욱이 임상교수의 절대 부족으로 심도
있는 분야별 교육과 진료는 아직도 요원한 상태이다. 특히 전문의 제도가
만들어지지 못해서 분과 진료를 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은 여러모로 수의 임
상분야의 발전에 커다란 장애가 되고 있다.
현재 의학데이터는 3년에 2배씩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2025년 이후엔 3일에 2배씩 증가하리라고 예상하고 있다. 이제 4차 산업혁
명의 쓰나미는 국가도 개인도 피할 수 없으며 의료계나 우리 수의계도 마찬
가지이다. 인공지능을 탑재한 기계가 의사나 수의사 전부를 대체하지는 못
하겠지만 의료업무의 상당부분을 대신하거나 보조하는 시대가 반드시 찾아
올 것이라 생각한다. 아니 이미 시작되었다.
인공지능 시대의 수의학교육은 과연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
한가에 대한 고민이 생긴다.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인공지능이 더 잘하는
것은 인공지능이, 인간이 더 잘하는 것은 인간이 하면 된다.’ 나아가 인간
이 인공지능의 역할을 잘 활용해서 함께 일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교육
이 필요할 것 같다. 따라서 수의학교육의 방향도 인간이 더 잘할 수 있는 것
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혁신적인 4차 산업혁명 환경에서 우리가 해야 할 질
문은 ‘사람이 더 나은가, 인공지능이 더 나은가’가 아니라, ‘구조화된 지식을
인공지능을 토대로 재가공해 낼 수 있는가’의 여부임을 절실하게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다. 수의학 교육의 혁신이 필요한 이유이다.
세계동물보건기구(OIE)는 수의학 교육에 대한 권고 사항으로 오늘날
의학 교육의 근간을 이루는 성과바탕교육(outcome-based education) 혹은 역
량바탕교육(competency-based education) 이론에 근거를 두고 수의사가 갖추
어야 할 최소한의 기본 역량을 제시하였다. 또한 그 실현을 위한 학습목표
와 핵심 교과과정에 대한 내용도 있다. 이에 따라 2016년에 제정한 ‘수의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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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졸업역량’은 한국의 수의과대학을 졸업하는 학생이 졸업 시점에서 갖
추어야 할 임상술기의 범위와 수준을 설정하였다. 동물의 건강과 질병 관리,
One Health 전문성, 소통과 협력, 연구와 학습, 전문 직업성으로 분류하여
각 영역별 핵심역량과 성취기준을 제시하였다. 이 졸업역량은 한국의 수의
학 교육에서 달성해야 할 목표이자 학생 개개인이 거두어야 할 성과를 말한
다. 그러나 어디에도 다가올 4차 산업혁명에 대처할 혁신적인 교육안은 없
다.
후지파행으로 내원한 일곱 살의 요크셔테리어가 있었다. 보호자인 젊
은 부부가 여러 가지를 질문하였다. 무릎관절의 문제에 있어서 탈구와 십자
인대 단열의 차이가 임상적으로 명확한가요? 전방십자인대와 후방십자인대
그리고 반월판 손상 등의 문제에 대한 수술적 결정이 최선인가요? 보호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뼈 모형과 관절 그림 그리고 지금까지의 사례를 들고 충
분히 설명하였다. 이어서 수술 방법에 대한 질문은 더 전문적이었다. 관절낭
외접근법과 TTA(Tibial Tuberrosity Advancement), TPLO(Tibial Plateau Leveling Osteotomy)의 장단점을 묻고 수술 후 부작용과 삶의 질에 대해서 진지

하게 묻기에 보호자가 수의사나 의사인 줄 알았다. 보호자는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알았고 논문도 찾아보았다고 했다.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수술 방법
을 다 보았다고도 말했다. 바로 지난주 진료실에서 경험한 일이다.
이제는 지식과 정보를 어느 특정 계층이 독점할 수 없고 대중들이 공유
하는 정보 민주화 시대가 왔다. 또한 온라인을 통해 지역과 언어 장벽을 무
너뜨리고 전 세계가 소통할 수 있게 된 것 같다. 과거에는 지식과 권력을 독
점하는 엘리트와 지식전문가가 의사결정의 핵심 주체였다면 미래 사회는
개인의 참여와 집단의 지혜가 의사결정의 주체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다가오는 인공지능 시대를 맞이하여 이미 대책을 세우고 대비하고 있
는 의사들과 마찬가지로 우리 수의사와 수의학도 대비를 해야 할 것 같다.
따라서 미래 수의학과 인공지능 시대 수의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나름대
로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본다.
1) 인공지능 수의사가 제시하는 의견들에 대한 평가와 최종 판단이 필
요하다. 왓슨과 견주어 손색이 없는 많은 인공지능 수의사들의 각기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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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과 진단, 치료 방법의 제시가 존재한다면 이를 다시 종합하고 상반된
의견에 대한 평가분석을 통한 최종 결정이 필요하리라 생각한다. 반려동물
환자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과 치료는 분명 인간 수의사가 해야 하고 그에
대한 법적인 책임 또한 인간 수의사의 몫이라는 점이다. 인공지능 수의사가
아무리 발달하여도 인간 수의사는 여전히 반려동물 환자의 진료와 치료에
핵심 역할을 해야 하므로 딜레마 해결능력, 상상력, 추리력 등이 발휘되어야
한다.
2) 인공지능이 해결하기 어려운 대표적 영역으로는 반려동물 환자는
물론 보호자의 상황에서 윤리적, 법적, 문화적 판단을 들 수 있다. 입력된 자
료로부터 제시하는 인공지능 수의사의 의견은 보호자가 반려동물에 가지는
신뢰감, 배려심, 측은함 등 주로 내면의 정서적 가치관이 고려되어야 하므로
단순히 생의학적 지식을 토대로 한 알고리즘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렵다. 따
라서 인간 수의사의 역할은 반려동물 환자와 보호자의 모든 상황을 종합적
으로 듣고 이를 윤리적, 법적, 문화적으로 판단해 줄 필요가 있다.
3) 인공지능이 제시하는 진단과 치료방법에 대한 사항을 반려동물 환
자는 물론 보호자들과 함께 보면서 고통을 공감해주고, 위로하며 현재와 미
래의 상황을 설명해 주면서 최종적으로 어떤 진단적 판단과 향후 치료계획
을 설명해주는 일이 필요할 것이다. 가족의 한사람으로서 보호자의 결정을
옆에서 도와주는 것처럼 고통과 불안에 가장 잘 공감해주는 수의사, 제시된
내용을 잘 설명해주는 수의사, 친구처럼 전체 과정에 동행해주는 수의사가
필요하다.
4) 인공지능에 새로 입력될 지식과 알고리즘 만들기가 필요할 것이다.
인공지능에는 늘 새로운 질병, 새로운 진단 및 치료방법 등과 같은 임상데
이터를 끊임없이 새로 넣어주어야 한다. 이를 위한 치료결과의 분석과 데이
터화한 정보의 입력을 통해 업데이트 된 인공지능 수의사를 갖게 되기 때문
이다.

다시 말하면 인공지능 시대의 수의사는 확실한 책임감과 함께 ‘자신의
판단과 선택에 대한 자기 성찰’ 그리고 새로운 알고리즘을 만들기 위한 연
구가 절실히 요구되는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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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수업 중에 학생들의 책상 줄 사이에 들어가 같은 방향에서 프로젝
터의 강의 자료를 보면서 강의하기를 좋아한다. 요즘 대부분의 학생들은 노
트북이나 아이패드 등을 사용해서 강의를 듣는다. 노트북 화면에는 오늘 강
의 자료가 떠 있고, 화면 오른쪽에는 PubMed 최신 논문이 올라와 있다. 현
재 일어나고 있는 강의실 풍경이다. 새로운 무엇을 일일이 짚어주면서 강의
해야 할 이유가 없어지고 있다. 인터넷을 통하여 최신 문헌을 찾아보는 것
도,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도, 저장해서 활용하는 것도 모두 학생들이 교수
보다 훨씬 더 잘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변화의 물결은 당연히 혁신적인 수의학 교육을 필요로 한다. 지
금과 같은 교훈적 교육이나 단순 암기위주의 교육은 지양되어야 한다. 보호
자는 물론 반려동물과 상호 작용으로 공감하고 배려와 측은심, 신뢰감과 책
임감을 발휘하도록 교육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덧붙여 상상력과 창의력
을 바탕으로 질문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고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
을 키우며 경쟁보다는 협업을 추구하는 자세를 함양하는 것이 최종적인 지
향점이 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가 기대하는 미래 수의사가 제 역할을 잘 할 수 있으려면 합당한
교육은 필연적이다. 이에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수의학교육의 방향을 다음
과 같이 제시해 본다.
1) 기계적 암기를 요구하고 평가하는 것이 없어지는 대신 자신의 반려
동물 환자의 진단과 치료를 위해 인공지능에 무엇을 질문할지 정확히 이해
하는 능력, 인공지능이 제시하는 의견에 대한 분석력, 이해력, 그리고 최종
판단을 하는 능력을 키우는 교육이 필요하다.
2) 다양한 의료 현장에서의 사례들이 가지는 윤리적, 법적, 문화적, 사
회적 딜레마들을 정확히 다룰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교육이 필요하다. 이
를 위해서는 자연과학은 물론, 인문과학, 사회과학을 묶어 융합적인 교육이
요구되며 또 다른 의미의 세세한 전문 분야가 필요하다.
3) 비전문가인 보호자에게 쉽고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
고, 초진부터 최종 진단 후 치료방법을 선택하는 순간까지 섬세하게 도와줄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교육이 필요하다. 즉 반려동물 환자가 가진 문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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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순간 유형화하고 해답을 찾는데 늘 함께하는 역할의 훈련과 교육이 필요
하다.
4) 연구능력에 대한 구체적 교육이 요구된다. 연구를 통해 얻어진 새로
운 수의학 지식을 인공지능에 체계적으로 입력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
다. 도출된 연구 결과에 대한 학술연구 발표 방법과 좋은 논문 작성에 대한
집중적인 교육이 필요하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왓슨과 같은 인공지능 수의사가 아무리 빠르고 완
벽하게 진단을 내리고 치료에 대한 처방을 내린다고 해도 최종적인 의료의
결정이나 보호자 및 반려동물과의 커뮤니케이션을 통한 공감대의 형성은
앞으로도 여전히 인간 수의사의 몫이라는 것이다. 또한 반려동물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수의학계에서 인공지능 수의사의 사고에 대한 책임문제와 실
력을 증명할 방법 역시 아직은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다. 임상수의사와 수의
임상교육이 다가올 4차 산업혁명에 철저하게 대비해야 될 필요하고 충분한
이유이다.
끝으로 수의학교육의 개혁을 위해서는 한국수의과대학협회, 임상수의
학교육협의회, 대한수의학회, 한국임상수의학회 등이 대한수의사회 및 한국
수의학교육인증원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미래수의학 교육 개선을 위한 혁
신적인 방안들을 활발히 논의할 필요가 절실하다. 또한 평가인증 2주기가
시작된 수의학 교육인증원의 평가인증 시스템과 국가고시제도의 연계 등을
통해 수의학 교육이 혁신적으로 변화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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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동물복지 현황, 전망 및
수의사의 역할
한진수
건국대 수의대 교수, 3R 동물복지연구소장

우선 이 자리를 빌려 대한수의학회 창립 60주년을 축하드리며 동물복
지를 4개 분야(반려동물, 산업동물, 실험동물, 야생동물)로 나누어 현실적인 문
제부터 필자의 경험을 중심으로 소견을 정리하고 이 분야에서 수의사가 해
야 할 일을 적기로 한다.

반려동물 복지 현황 및 전망
국내 반려동물 사육인구 및 산업의 증가가 괄목할 만한 상황에서 반려
동물 복지에 대한 제도적 요구도 급증하고 있는데, 이는 최근에 이어지는
여러 사건· 사고로 인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지난 해 2017년에는 다양한 동
물관련 사고가 발생하였는데, 그 중에서도 소위 “개물림 사고”가 큰 주목을
받았다. 특히 연예인의 강아지가 이웃 주민을 물고 얼마 후에 사망함에 따
라 국민적 관심을 일으킨 것인데, 이로 인하여 애완견 목줄을 의무화하고
맹견에 대해서는 입마개를 해야 한다는 주장도 커져서 금년 3월부터 “목줄
2미터 제한, 체고 40cm 이상 반려견 입마개 의무화”라는 행정 일방적인 법
안추진도 있었으나, 결국 청와대 국민청원으로 가면서 많은 반대에 부딪혀
결국 보류된 상황이다. 이 문제는 좀 더 근본적인 해결방안과 접근법이 필
요하다고 본다. 반려동물 사육 시민들 대상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과 의무화
및 동물행동의학에 근간한 동물행동 평가방법의 도입과 독일식 면허제도도
검토해 볼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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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반려동물 관련한 법과 제도는 여러 가지로 미비한 상황이다. 그나
마 애완견 등록제가 시행되어 유기견 발생수가 2010년 10만 마리를 넘어선
것이 이후에는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15년에는 8만 마리대로 감소하는 듯
하였으나, 2016년에는 다시 증가추세를 보이는데 반려동물 사육인구 및 사
육두수의 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반려 고양이의 증가는 괄목할
만하다. 심지어 지난 정권에서는 반려동물산업을 차세대 국가동력 산업으
로 지정하고 육성안을 추진해 온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반려동물 및 사육인구의 증가와 관련 산업의 활성화에도 불구하고, 반
려동물의 복지실태는 여전히 후진국에 머물러 있다. 국내 동물보호소는 시
민단체가 유럽수준의 보호소(카라의 파주 토털 반려동물복지센터)를 계획하는
반면 지방자체단체가 운영하는 곳은 대부분이 지자체가 직영하지 않고 위
탁관리하고 있어서 보호소의 위생실태와 동물관리 수준이 매우 열악한 것
으로 인식되고 있는데, 이는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문제이기도 하지만 지
자체가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도 있다. 무엇보다 매년 시행되는
입찰방식으로 진행되어 간혹 운영예산을 줄이고자 불법적인 시도도 발생되
는 것은 불행한 일이다. 비윤리적인 수의사의 비난 대상이 되기도 하는데,
선진국 수준의 보호소 직영제가 해결방안이라고 본다. 이는 동물입양도 활
성화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아울러 보호소 근무 수의사의 역할도 매
우 중요하나 아직 국내에서는 전문화되어 있지 못한 실정이다. 선진국에서
는 동물보호소의학(animal shelter medicine)으로 발전하여 교육 프로그램도
전문화되어 있다. 이 분야도 수의사의 중요한 개척분야가 될 것이라고 확신
한다. 무엇보다 보호소에서 자연사하는 동물과 입양되지 못하고 대부분 안
락사 당하는 유기동물의 복지문제를 심각하게 고민할 때라고 본다.
그나마 지자체 중에서도 서울특별시가 가장 활발한 동물복지 활동을
보이고 있는 것은 매우 긍정적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지난 2012년에 국내
처음으로 ‘동물보호과’를 신설하고 2014년에는 “서울 동물복지 계획 2020”
을 수립하기도 하였다(그림 1). 필자는 이를 위해 2013년도에 용역과제를 수
행하여 서울시가 가지고 있는 모든 동물관련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검토하
고 선진국 수준의 대책을 제안한 바 있다. 이후에도 각종 위원으로 봉사하
며 그 활동을 지켜보는데 매우 긍정적이고 가시적인 결과를 확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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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서울동물복지계획 2020 안내자료
<서울시 동물보호과 제공>

무엇보다 지자체장의 관심과 지원이 반려동물 복지수준의 제고에 가장 중
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게 된다. 서울시는 지난 2017년 10월에 상암동 네스플
렉스센터에 ‘동물복지지원센터’를 개장하였고, 금년 4월에는 구로구 구로동
에 ‘서울반려동물교육센터’를 개장하였다. 그 외에도 2013년에 어린이대공
원에 시범설치한 ‘애견놀이터’를 시점으로 총 5개 놀이터를 확보하고, 2013
년에 강동구가 시범적으로 시도한 ‘길고양이급식소’ 사업을 서울시 전역에
보급하기도 하였다. 한편, 지난 5월에 서울시에 이어 두 번째로 경기도에서
도 동물보호과가 신설되었다.
2013년 필자가 직접 수행한 조사에서 서울시 길고양이가 최소 20
만 마리인 것으로 나타났고, 이 대책으로 타이페이와 같이 지역별 집중적
TNR(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의 시행을 제안하였는데, 서울시에서는 민원지역
중심으로 자치구 중성화사업을 강화하는 한편, 시민단체와의 민관협력 집
중사업을 병행하면서 2년마다 길고양이 개체수 조사를 지속적으로 수행하
여 조사한 바, 지난 2017년에는 14만 마리 이하로 감소된 것으로 확인되었
다. 이에 금년에는 더욱 박차를 가하여 연간 9,700마리 길고양이의 중성화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수의사가 중심이 되어 자원봉사로 이
루어지는 ‘길고양이 중성화의 날(TNR-Day)’을 지속하여 시행하고자 하는
데, 이 사업은 현재 서정대학교 애완동물과에 재직 중인 조윤주교수가 미국
플로리다대학교에 1년간 연구년으로 도미하여 이수한 전문과정과 경험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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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수의사가 중심이 되어 시행한 서울시 길고양이 중성화날(TNR Day) 행사<조윤주 교수 제
공>

추진한 것으로 지난 해 서울시장 표창을 받기도 하였다(그림 2). 특히 근래에
수의사나 수의과대학의 봉사활동이 증가하고 있는데, 무엇보다 그 동안 시
민단체가 중심으로 하던 동물복지 사업에서 수의사의 전문적인 활동이 증
가하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것으로 기대된다. 필자는 이러한 차원에서 가능
한 동물 관련한 지속적인 기고를 통하여 사회적인 인식개선을 위해 노력하
고 있다.
서울시 외에도 반려동물 테마파크를 테마로 하는 경기도 여주, 연천 등
의 지자체에 의한 사업계획도 활발하다. 시민단체들도 급성장하고 있어서
사업규모도 매우 커졌고, 단군 이래 최고로 왕성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 전
국적으로 사회적인 관심이 급성장하고 있고, 그만큼 선진국형 동물보호 운
동이 필요하며, 사업이 많다는 것을 단적으로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수의사
회나 수의사들과 일부 애증적인 면도 없지 않았지만, 최근에는 상호협조적
인 단체가 늘고 있다. 선진국과 비교해서 많이 늦었지만, 어느 정도 성장기
를 거쳐서 성숙기로 접어드는 양상이다. 우리는 이 기회를 잘 살려야 한다.
이제는 매스컴에 의존하는 캠페인 중심의 동물보호 운동에서 학술과 연구
기반의 전문적인 복지운동으로 전환이 필요해 보인다.
수의사가 중심이 되어 개시한 활동 중에는 대한수의사회 주관 ‘초등학
교 전학년 대상 동물복지 교육’ 프로그램 개발도 매우 중요한 사업으로 인
정된다. 전 세계 처음으로 수의사가 개발한 프로그램이며, 지금은 희망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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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신청을 받고 찾아가는 사업이지만 향후 교육부에서 의무교육화를 목표
로 추진되고 있다. 여기에 많은 동물병원장들이 참여하고 있어서 그 활약상
이 대단하다. 수의사의 모범적인 사회참여 활동이며, 사회적으로 가장 효과
적이고도 근본적인 동물복지 교육이기도 하다.

실험동물 복지 현황 및 전망
국내에서는 2007년까지 실험동물 사용을 규제하는 법안이 없었기에
일부 동물보호단체들은 우리나라를 “동물실험 천국”이라며 개선을 위한 항
의를 지속해왔다. 또한 많은 과학자들과 수의사들은 끊임없이 1999년부터
‘한국실험동물학회’를 통해 동물실험에 관한 법률 제정을 시도한 바가 있
다. 한국실험동물학회는 실험동물 및 동물실험에 관한 학술연구와 정보교
환 등을 통하여 실험동물학 및 그 관련 학문영역의 발전과 국가의 학술발
전을 도모하고, 나아가 관련 산업의 발전 및 실험동물의 복지증진에 기여함
을 목적으로, 1985년 5월에 설립되어 현재 정회원 1,600여 명, 인터넷 회원
3,400여 명, 학생회원 300여 명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다. 한국실험동물학회
는 1999년에 ‘실험동물기술원’의 인증을 시작하여 1급과 2급 기술원의 인
증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매년 약 800여 명이 지원하여 약 40~50%의 합
격률을 보이는데 현재까지 총 4,050명(1급 451명, 2급 3599명)이 인증을 취득
하여 각 분야에서 일하고 있다. 동물복지를 위한 기술원 인증과정은 필기시
험 합격자에 한해 실기시험을 허용하는데, 이들이 한국의 동물실험 분야에
서 동물복지 환경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1999년 이래 일부 주요 연구기관 및 대학에서 ‘국제실험동물평
가인증협회(AAALAC)’의 평가 및 인증을 받았다. 이 인증사업은 미국에서
시작했으나, 근래 아시아에서 인기를 얻고 있으며 한국에서의 동물 복지에
대한 관심을 증가시켰다. 국내에는 실험동물을 위한 지침뿐만 아니라 가이
드가 일부 기관별로 자체적으로 규정해왔으나, 전국적인 차원에서의 통일
된 지침은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식품의약품안전청 공동 동물실험 및/또
는 실험동물 관련 위원회(IACUC) 표준운영 가이드라인(2011)」 외에는 아직
이렇다 할 것이 없고, ‘미국 국립연구위원회(NRC)’의 조직인 ‘실험동물자
원협회(ILAR)’에서 발간한 「실험동물의 관리 및 사용에 관한 지침서(Gu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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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 the Care and Use of Laboratory Animals; 일명 “the Guide”라고 함)」가 일반적

인 기준으로 사용되어 왔다(그림 3). 이 가이드의 최신판인 제8판(2010) 24
쪽에는 ‘한국실험동물수의사회(KCLAM)’를 ‘기관별동물관리사용위원회
(IACUC; 소위, ‘동물실험윤리위원회’)’에 필수적인 위원으로 소개하고 있다. 한

국실험동물수의사회는 2006년에 창립하여 현재 약 300명의 회원과 42명의
인정수의사를 확보하고 있다.
지난 4월에는 국회공청회를 통하여 미국과 같이 동물실험기관에서 동
물실험윤리위원회와 함께 ‘전임수의사(AV: Attending Veterinarian)’의 의무고
용제를 추진하고 있는데, 필자는 공청회에서 주제발표를 통하여 “지난 10년
간 동물실험윤리위원회가 과학적이고 윤리적인 동물실험을 위하여 지대한
공헌을 하였지만 여전히 불법적이고도 비윤리적인 동물실험이 자행되고 있
는 것은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한계를 보여주는 것이며 태생적인 문제로서
선진국에서도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대부분의 국가에서 상호보완적으로 전
임수의사 제도를 병행하고 있다”고 역설한 바 있고 많은 참석자들로부터 동
의를 얻을 수 있었다. 이렇게 한국실험동물수의사회는 한국실험동물학회와
함께 국내 생의학연구 분야의 동물복지를 위한 중심기관으로 점점 그 역할
을 다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한국동물실험대체법학회(KSAAE)’는 2007년 ‘국립독성연구원

기관장
IO
감독 Oversee
지원 Support

동물실험
윤리위원회
IACUC

기관 내
동물 사용자
Animal Users

리더십 Leadership
협업 Collaboration

전임수의사
AV
동물복지
기반 적정
동물실험

그림 3  The guide 한국어판 표지와 기관 내에서 동물실험윤리위원회와 전임수의사 간의 협력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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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TR)’의 지원을 받아 설립되었으며,

식품 첨가물 및 약물 평가를 위한 독성
시험 대체법을 제시하고 있다. 대체법
연구는 ‘식품의약품안전처(FDA)’에서
지원하고 있다. ‘한국대체시험법검증센
터(KocVAM)’는 2009년 11월에 설립되
그림 4  실험동물 사용실적 도표(데일리벳에서 인용)

었다.
필자는 2008년에 ‘영국왕립동물학

대방지협회(RSPCA)’의 지원을 받아 건국대학교 수의과대학에 3R동물복지
연구소(I3Rs: Institute for the 3Rs and Animal Welfare)를 설립하였다. 2008년
11월과 2010년 8월에 한국실험동물학회와 공동으로 동물실험 대안을 위한
국제 심포지움을 서울에서 개최하였고, 이후 대체법과 3R 원칙에 대한 관
심은 한국에서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림축산검역본
부 동물보호과’의 공식 보고에 따르면 2012년 전국에서 사용한 실험동물수
는 183만 4천 마리였으나, 2017년에는 308만 2천 마리를 넘어서 5년 만에
5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4).
3R동물복지연구소는 2009년 국내 처음 ABBD(Animal Blood & Body
Donation: 동물 헌혈 및 기증)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부속 동물병원에 시스템을

전수하였고, 2010년에는 미국 ‘동물복지정보센터(AWIC)’, ‘농무성(USDA)’
및 ‘동물보호협회(Animal Learn)’와 양해각서를 체결하여 동물복지 정보자
원의 교환 연구, 실험동물, 수의학 및 의학 교육에서 대체방법(3R)의 사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였고, 2011년에 검역본부와 함께 ‘한국3R국가정보센터
(KNI3Rs)’를 구축하는 협약을 맺기도 하였다. 2012년 8월 ‘세계동물보호단

체(WSPA)’의 지원을 받아 전국 8개의 수의과대학에서 참가한 18명의 교수
를 대상으로 ‘동물복지 교수법 워크숍’도 개최하였다. 이로 인하여 전국의
수의과대학에서 동물복지학 강의가 개설되는 계기를 만들기도 하였으나 아
직도 동물복지학 강의가 개설되지 않은 대학도 있어서 안타까운 현실이다.
‘한국실험동물협회(KAFLA)’는 2010년에 설립되었으며 2009년 3월부
터 시행된 ‘실험동물 관련 법률’에 기반을 두고 있다. 한국실험동물협회는
실험동물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동물실험의 과학성, 안전성, 윤리성을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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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동물실험의 신뢰성을 증진시켜 생명과학 발전
과 국민보건 향상, 인류복지 향상에 기여하고 회원의 권익을 신장하고 상호
간의 친목을 도모하고자 설립되었고, 주로 교육 및 식품의약품안전처 등록
동물실험시설 실사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 한편, 이와 관련하여 이귀향박사
주도로 ‘(재)생명과학연구윤리서재’도 발족하여 동물실험 윤리 및 대체 프
로그램 보급과 확산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

산업동물 복지 현황 및 전망
동물복지를 공부하고 연구하며 가르치는 입장이지만, 국내는 물론 국
외에서도 동물복지상 가장 어려운 분야가 산업동물 복지수준이라는 것은
많은 전문가들이 인정하고 있다. 그것은 무엇보다 산업동물은 경제동물이
라는 전제가 있기 때문이다. 다른 분야도 경제여건이 중요한 관건이 되지만,
특히 산업동물의 복지수준은 시장의 영향을 전면에서 받는 탓이다. 그래서
필자는 “소비자가 변하지 않으면 산업동물 복지문제는 해소될 수 없다.”라
고 항상 먼저 결론부터 설명한다.
국내에서는 “불행 중 다행”이라고 할까, ‘광우병, AI, 구제역’ 사태를
겪으면서 소비자의 인식이 많이 변화하였다. 작년에는 ‘살충제 계란’ 사태
를 겪으면서 특히 소비형태의 변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즉, 불과 2년
전에서야 비로소 매대 한쪽에 나타났던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 계란이
지금은 한가운데에 좋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 제도는 계란(2012년), 돼지(2013년), 육계
(2014년), 한우 · 육우(2014년), 젖소(2015년), 오리(2016년) 순으로 단계적으

로 도입한 제도이지만, 아직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실상인데, 계란에
대해서는 많은 관심이 주목되고 있어서 현재까지 160개의 인증 농장 중에
서 대부분이 산란계(100개 이상)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그림 5). 하지만 아
직도 동물복지 계란과 일반 계란과의 차이점에 대한 논란은 존재하고 있고,
방역차단의 중요성이 무시될 수는 없으며, 여기에 동물복지 농장의 부가적
인 중요성은 많은 분들이 인정하나, 경제성 논리에서 선택의 여지는 남아있
다고 본다. 결국 국민들의 인식변화를 위한 정부와 지자체 및 산업계 차원
의 홍보와 계몽이 중요해 보인다. 또한 인증기준도 단계적으로 보완해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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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동물복지축산
농장 인증 마크

있기는 하지만 아직 유럽의 기준과는 차이가 많은 것으로 보고 있다.
국내에서도 시민단체 주도로 윤리적 소비(Ethical consuming)에 대한 관
심이 증가하고 있어서 희망적인데, 한편으로는 채식문화도 확산되고 있어
서 우려하는 축산인도 있지만 이로 인하여 동물성 단백질 수요가 줄어들지
는 않을 것 같다. 왜냐 하면 경제수준 향상 및 식문화의 서구화로 인하여 축
산식품의 수요와 공급이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는 반면, 쌀 소비는 반으로
줄어서 시장이 역전되었기 때문이다. 앞으로 축산의 비중이 더 커질 것으로
보이며, 품질의 고급화가 예상되므로 동물복지형 축산의 관심과 수요도 지
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이에 걸 맞는 관련 부서의 정책과 대
책이 필요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서 농림축산식품부에는 지난 해 축산정책국 산하에 축산
환경복지과가 신설되었고, 여기에 반려동물산업, 동물복지 기획 및 업무, 동
물보호복지대책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각각 배정되었지만, 작금
의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전향적인 시점에서 동물복지 선진국가로 진
입하기 위해서는 아직 부족하다는 지적도 많이 있고, 시민단체에서는 동물

축산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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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축산정책국

축산정책국

축산경영과

축산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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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국 직제 개편 내용(데일리벳에서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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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국의 독립적인 개설을 주장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그나마 이 글을
완고하고 나서 동물보호복지 업무를 전담하는 부서를 신설했다는 보도자
료를 접하여 살펴본 바, 과 단위로 동물복지정책팀을 만든다고 하니 대단히
환영할 일이다(그림 6).

야생동물 복지 현황 및 전망
수의대생 중에는 야생동물에 관심을 가지고 진학하는 학생이 매년 몇
명씩 존재한다. 그만큼 수의사의 역량이 필요한 분야이기도 한데, 국내 현실
로는 수의사가 진출하기에 산업규모가 비교적 열악한 분야이기도 하다. 그
래서 자신의 희망을 포기하는 학생도 적지 않게 지켜보기도 하였다. 안타깝
지만 끈기 있게 이러한 길을 걷는 후배들을 보면서 큰 희망을 갖기도 한다.
국내에 10여 개의 야생동물보호소(일명 야생동물보호센터 또는 구조센터)
도 있지만, 수의사가 보다 왕성하게 활약할 수 있는 곳은 동물원이 적합할
것 같다. 그 중 서울대공원(동물원)과 어린이대공원이 대표적이라 할 수 있
고, 각 시도 지자체나 공사가 운영하는 동물원도 유용하다고 할 수 있겠다.
최근에는 국립생태원도 존재감이 커지고 있다. 서울대공원은 가장 오랜 역
사를 가지고 있지만, 정작 수의사의 역할이 활발하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그나마 동물복지 업무를 관장하는 큐레이터라는 직능을 가장 먼저 만들고
도 초창기 수의사들이 퇴직하는 실정이다. 동물원 자체가 존재가치에 도전
을 받은 만큼 그 미션과 역할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하고 방향성을 재정립해
야 하는 상황에 있다.
적어도 전시와 유원지 수준의 단순 기능으로부터 종보전을 넘어서 생
명다양성 보전(Biodiversity conservation) 기관으로 탈바꿈해야 한다. 작년에
발효된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은 근본적인 개정이 필요하
여 꾸준히 의원입법 개정안이 제출되고 있고, 근본적인 개정안을 도출하기
위한 환경부의 용역과제가 추진되고 있어서 그 제안이 기대되고 있다. 많은
전문가와 시민단체에서는 전면적인 개정을 요구하고 있고, 다른 동물과 달
리 규제보다는 육성지원을 위한 법률을 원하고 있으며, 지자체에서 관리하
기보다는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다. 필자도 공
청회에서 관련 의견을 피력한 바 있고, 환경부에서도 그 필요성을 충분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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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광주광역시에 건립 중인
국립야생동물보건연구원 조감도

인식하고 있음을 확인하여 앞으로 그 향방이 기대되고 있다.
서울대공원에서는 국제기준에 걸 맞는 시스템을 구비하여 국제인증
(AZA, Association of Zoos and Aquariums)을 취득하고자 총력을 다 하고 있다.

동물원 국제인증 기관 AZA 인증은 미국에서도 10%만이 인증 받을 정도로
기준이 높은 것으로 인정받고 있다. 국내에서도 AZA 인증이 필요한 시점
이다. 만일 조만간에 서울대공원이 AZA 인증을 획득할 수만 있다면 동물
복지 중심 동물원으로 급승격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그렇게 되면 누구보
다 동물복지를 위한 전문가로서 수의사의 역할이 급부상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국내 타 동물원에서도 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또한
환경부에서는 광주광역시에 ‘국립야생동물보건연구원’을 2019년부터 단계
적으로 개원하는 목표로 건설 중이다(그림 7). 2023년까지 연구인력 150명
을 계획하고 있어서 앞으로 야생동물에 관심을 가지는 수의대생들에게 큰
희망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동물복지와 수의사
우리 인간들이 동물을 사용한 역사는 인류 초창기로 거슬러 올라간다.
초기 인류가 생존(식량공급 및 의복확보)을 위하여 사냥을 하였고, 동물로부터
의 위협(포식공격)에서 자신과 가족의 보호를 위한 사냥을 통해서 생존기술
을 익혔듯이 그 기술도 도구의 개발과 함께 발전하였으며, 이후 단순한 식
량공급이나 의복제공만이 아닌 수송 및 농경 도구로서도 활용하게 되었으
나, 점점 그 사용가치가 동료애(companionship)와 오락(entertainment) 및 연구
로도 발전하게 된 것이다.

제3장 수의학 미래 60년을 전망한다

406

‘동물복지’는 ‘동물의 웰빙(well-being)’이라고도 한다. ACLAM은 “동
물복지는 동물이 그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의 적정성과 관련되기도 하
는 동물의 측정 가능한 상태를 말한다.”라고 정의한다. 이 말은 동물복지
가 단순히 추상개념이나 개인의 느낌에 따라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과학적
결과물로 정의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근래 10여 년간 ‘동물복지과학
(Animal Welfare Science)’이 급격히 발전하고 있는 것도 이러한 연유에서다.

Susan Gilbert는 “동물복지는 동물의 인도적인 처리를 보장하는 일에 관여
함으로써 건강을 유지하고, 통증과 같은 부정적인 상태를 최소화하며, 긍정
적인 상태를 고취하고, 동물이 그 종에 자연적인 방법으로 행동하도록 자유
를 주는 것이다”라고 정의하고도 있다.
한편, OIE 동물복지지침은 “복지는 많은 요소를 포함하는 폭 넓은 개
념인데 이는 동물의 삶의 질에 공헌하는 것으로, 소위 ‘5대 자유’를 포함한
다.”고 규정하며, 미국수의사회(AVMA)에서도 공식발표한 ‘동물복지원칙
(Animal Welfare Principles)’에서도 이와 관련된 사항들이 포함되었다. 이것은

수의사의 역할이 무엇보다 동물복지에 중요하다는 것을 말한다.
각 분야별로 주요한 이슈에 따라 정리해 보았으나, 국내 현실이 그렇게
녹록치 않다. 그러나 우리나라 동물복지 수준이 다방면에서 선진국에 근접
하지 못하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할 일이 많다는 것이니 감사하는 마음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동물복지와 수의사를 분
리할 수 없으며, 수의사가 주도적으로 관여하지 않으면 동물복지는 이루어
지지 못할 것이다. 또한 감상과 감정이입에 따른 비과학적인 동물보호 운동
이 아닌, 의학자로서 수의학적 접근법에 따른 동물복지과학적 활동을 전개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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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방역체계의 현황과 전망 및
수의학의 역할
정석찬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질병관리부장

국민 삶의 질 향상과 더불어 안전한 축산물 소비 수요와 식품 안전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지속적으로 증대되고, 다음 세대의 인류건강과 풍요로
운 미래 보장을 위해 동물 건강과 복지 확보의 가치와 중요성은 더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4차 산업혁명이 축산업뿐만 아니라 전 분야를 뒤흔들고 있다. 가
축방역분야에서도 너나 할 것 없이 모두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을 활용
한 ‘스마트 가축방역시스템’이 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동물의
건강은 곧 인류의 안전과 직결된다. 공중보건학적으로 중요한 이슈인 조류
인플루엔자 등 인수공통전염병, 항생제내성균 등은 사람-동물-환경(생태계)
분야가 공동 대응하는 One Health 접근법이 요구되고 있다.
또한 기후변화가 급격히 진행되고, 국제교역 및 여행객 증가로 이제 세
계는 국경이 없는 하나의 지구촌(a global village)이다. 지카바이러스, 리프트
계곡열 등 신종 인수공통전염병과 아프리카 돼지열병 등 해외악성 가축전
염병이 국내 유입될 가능성은 항상 열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러한 환경변화에 따른 미래 ‘국가 가축방역체계’는 어떻게 가야하며,
우리 수의학 분야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가축방역에 있어서 시작점은 가축을 생산하는 축산 농가이지만 생산되
는 축산물의 안전성 확보 및 소비자의 신뢰 없이는 살아남을 수 없다. 이러
한 측면에서 가축방역은 Farm to Table 접근법에 의한 스마트 통합가축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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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스템이 요구되고 있다. 아울러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방역조직 강화와
수의학 교육 및 연구개발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1. 동물전염병 발생 동향 및 환경 분석
지난 50년간 잘 알려진 가축전염병은 박멸수준으로 감소되기도 하였
으나, 2000년 이후 신· 변종 및 재출현 전염병 발생으로 국내 전염병 발생은
증가되거나 지속되고 있는 경향이다. 구제역 및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HPAI)는 2000년 이후 우리나라에서 지속 발생하고 있고, HPAI는 철새에

의한 새로운 유형의 AI 바이러스가 중국 등 상재지역 뿐만 아니라 미국, 유
럽 등 광범위한 지역에서 폭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사람에서 사
스(‘03), 신종인플루엔자(’09), 메르스(‘15) 등 신종 인수공통전염병 유행으로
사람의 인명피해뿐 아니라 사회경제적 활동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최근 사람 감염병의 60%, 신종감염병의 75%가 동물매개인 것으로 알
려져 있고, 신· 변종 인수공통전염병 확산이 우려되어 대규모 발생 예방 및
관리를 위해 국제기구와 주요 국가들은 인간-동물-환경을 하나의 시스템으
로 바라보는 원헬스(One Health) 관점에서 상호협력과 전략적으로 연계하고
있다. 미국 등 많은 국가들이 전염병 예방· 감시· 대응을 위해 비정부 국제공
조체계로서 ‘글로벌 보건안보구상(GHSA)’을 발족(’14)시켰고, 세계보건기
구(WHO), 식량농업기구(FAO), 세계동물보건기구(OIE)는 각각의 수집정보
를 공동 활용하여 글로벌 동물전염병 조기경보시스템(Global Early Warning
System for Major Animal Diseases, including zoonoses: GLEWS)을 구축하여 대

응하고 있다.
대유행(Pandemic) 예방을 위하여 선진국은 생물안전실험을 위한 기반
및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정보통신기술, 유전체분석기술, 인공지
능 등 4차 산업혁명에 따른 과학기술을 활용한 전염병 대응 기술개발 및 국
제적 협력이 가속화되고 있다. 뉴스보도, 소셜미디어 등 다양한 정보원을
통해 비구조화된 빅데이터 정보를 수집, 분석하여 전염병 유행 및 위험 조
기검색시스템인 ‘글로벌 공중보건 정보네트워크(Global Public Health Intelli-

제3장 수의학 미래 60년을 전망한다

410

gence Network, GPHIN)’을 운영하고, 대유행 가능성이 높은 전염병 대비 및

대응 연구가 활성화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가축질병 발생의 사전 예방 및 질병 발생시 확산방지
를 위해 최신 정보기술(ICT)을 기반으로 동물 질병 및 가축방역정보를 통
합 관리하는 국가동물방역통합시스템(KAHIS)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고,
GPS 축산차량 등 빅데이터를 이용한 확산 위험 예측모델, 철새정보알림
시스템 등을 방역에 활용하고 있다. 인수공통전염병 대응을 위해 관계부처
간 인수공통전염병대책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항생제 적정사용과 내성
균 확산차단을 위한 관계부처 합동으로 항생제 내성균 대책을 수립· 시행 중
(‘16~’20)에 있다.

2. 가축방역체계 현황
가. 우리나라 가축방역체계
우리나라는 가축방역은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가축전염병 방역 및
수출입 검역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이외 수의사의 기능과 수의 업무에
관한 사항은 수의사법, 공중방역수의사의 배치 및 복무관리 등에 관한 사항
은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동물위생시험소의 설치 및 업무 등에 관
한 사항 규정은 동물위생시험소법으로 규정하고, 각 분야별 수의 업무를 하
고 있다.
가축방역조직으로 중앙부처인 농식품부 방역정책국(3과, 41명)에서는
방역정책을 총괄(방역대책· 법령· 예산· 제도개선)하고 있으며, 또한 국제협력국
에서는 동물검역정책 및 축산정책국에서는 동물복지 정책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농림축산검역본부(2부 12과 10센터, 288명)에서는 질병예찰· 진단· 역학
조사· 점검· 연구 등을 통하여 방역기술을 지원하고, 동물약품관리 및 동물
복지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아울러 가축전염병의 국내외 전파 방지를 위
한 동물 및 축산물에 관한 수출입검역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지자체에는 각시· 도의 방역을 총괄하는 동물방역과가 있으며, 농장단
계 임상관찰· 예방접종을 관리하는 시· 군· 구, 가축질병 검진· 혈청검사· 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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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우리나라 가축방역업무 단계별 프로세스

등을 수행하는 가축위생시험소(약 800명)가 있다. 그리고 민간방역기구로는
농장채혈 · 예방접종 · 전화예찰 업무를 수행하는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333
명) 및 소규모 사육농가 소독 지원하는 농협 공동방제단(약 550명) 등이 있

다. 한편 도축장 이후 가공, 유통, 소비단계의 축산식품 위생 및 안전관리 업
무는 현재 식약처에서 관리하고 있다.
가축전염병 발생 예방 및 조기 근절을 위한 가축방역사업 예산(약 2,206
억 원, ’18년)으로 예방약, 검진 · 병성감정 비용 및 검사 · 소독 · 장비 등 사업지

원(약 1,326억 원), 가축전염병의 확산방지를 위하여 가축 및 오염물건의 살
처분 보상금(약 400억 원), 민· 관 공동방역체계 확립을 위해 공동방제단 운
영, 전화예찰 등 민간방역기구 지원(약 480억 원) 등을 추진하고 있다.

나. 세계동물보건기구(OIE)
세계동물보건기구[OIE)는 전 세계적인 가축 위생의 향상과 동물 복지
의 증진을 위해 설립된 국제기구로서 동물교역에 관한 국제기준을 수립하
는 국제기관으로 공인되었다. 국제적 동물 및 축산물 교역 표준 규범인 ‘동
물위생규약’과 ‘가축전염병 진단 및 백신 매뉴얼’의 제정 및 개정을 담당하
고 있다. OIE 본부(파리)에 사무총장실, 행정지원국, 동물위생정보국, 과학
기술국, 국제교역국, 지역활동국(5)을 두고 있으며, 지역 대표부 및 준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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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부 11개소(아프리카 4, 아메리카 2, 아시아태평양 2, 유럽 2, 중동 1)를 두고
있다. 전문가 특별위원회(육상동물위생규약, 과학, 생물학적 표준, 수생동물)와 워
킹그룹(동물복지, 야생동물, 식품안전) 및 다수의 전문가 그룹(Ad hoc Group)과
OIE국제표준 실험실과 협력센터를 두고 있다. OIE의 주요기능으로는 각
국의 동물 위생 상황에 대한 투명성의 강화, 수의과학 관련 정보의 수집, 분
석 및 공유, 동물 질병 방제 분야의 국제적 협력의 증진, 동물 및 축산물의
국제 교역에 관한 규약 제정을 통한 위생 안전, 과학적 접근에 의한 동물 복
지의 증진 등이 있다. 한편 동물 질병의 실제적인 방역의 실행은 FAO에서
수행하고 있다.

다. 외국의 가축방역 체계
1) 미국
미국의 동물방역 및 식품안전관리는 연방 및 주정부, 그리고 지방자치
단체의 다양한 기구들이 상호 복잡한 연계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농업부
에는 동식물검역청(APHIS), 농업연구청(ARS), 식품안전검사청(FSIS) 등 이
있으며, APHIS 산하에는 동물보호국, 수의국, 야생동물국 등이 있고, 동물,
육류의 위생, 품질향상과 동물보호 업무를 수행하며, 이를 위해 동물의 질병
을 예방, 관리(감시), 박멸하고 동물건강 및 생산성을 모니터하고 증진시키
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FSIS에서는 모든 수입 및 국내 생산 식육, 가금육
및 가공품의 안전을 담당하고 도축장 및 가공장 점검을 주요 기능으로 하고
있다.
2) 캐나다
보건부(HC), 농업· 농식품부(AAFC), 수산해양부(DFO), 산업부(Industry
Canada) 등 4개 부서에 분리 · 운영되었던 연방정부의 검역, 방역, 위생 안전

관리업무를 1997. 4월 하나로 통합하여 기능별로는 이원화하고, 행정적으로
는 식품검사청(CFIA)으로 일원화하였다. 검역· 방역· 위생 기능의 통합형 조
직으로 식품안전 감시 및 집행기능의 일관성을 제고하여 유효성을 개선하
고 식품안전 업무의 유사· 중복을 줄여 효율성을 개선하였다. 보건부에서 식
품안전에 관한 위험평가를 실시하고, CFIA에서 동식물의 위험평가와 식품

국가방역체계의 현황과 전망 및 수의학의 역할

413

수의국장
(VS)

수석참모

부국장보

예찰준비대응국
(SPRS)

국립수출입국
(NIES)

과학기술분석국
(STAS)

프로그램지원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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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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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국

동물 수입센터

국립수의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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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염소, 우제류
및 말 위생센터

축산물 허가
및 협상국

항만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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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위생센터

수석정보관

국립 위기조정센터

정책, 허가 및
규제국

농업특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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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조정

SPRS 통계센터

One Health
조정센터

그림 2  미국의 수의국 조직도

안전 및 동식물에 관한 검역, 방역 등 위험관리를 담당하며, 동물방역 및 식품
안전정책을 사전예방, 고위험요인 관리 및 신속대응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3) 일본
일본은 ’01년 BSE 사건 이후 가축방역체계를 전면적으로 개편하여 소
비안전국을 신설하고 산업진흥(축산)과 규제(방역) 부서를 분리하였다. 농
림수산성내 소비안전국(2개과)에서 방역정책 수립 및 총괄업무를 담당하고,
산업진흥은 별도의 축산국에서 담당하고 있다. 동물검역소(검역 기능) 및 동
물위생연구소(검사 및 연구 기능) 등에서 가축방역의 보조적 역할을 수행하
고, 지자체(도도부현)는 중앙정부의 방역정책에 따라 집행업무를 담당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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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하기관인 가축위생시험소에서는 질병 예방 및 검사, 사육 위생관리 지도
업무 등 담당하고 있다. 지자체마다 지역방역단체를 조직하여 예방접종 등
생산자의 자율적인 방역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한편 동물약품검사소(약 160
명)에서는 동물용의약품, 의약외품 및 의료기기의 안전성 및 유효성의 확보

를 위해 각종 정책수립 및 검사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최근에는 항생제 내
성균 조사, 환경독성 평가, 해외악성전염병 백신의 평가 등 위기관리 대응
업무를 중점 수행하고, 원료약품 등록, GMP시스템 적합성 조사 등을 추진
하고 있다.

3. 미래 가축방역체계
가. 가축방역 조직 강화
가축전염병 발생동향, 환경분석 및 외국의 방역조직을 고려할 때, 신·
변종 인수공통전염병 유입에 대비한 신속한 대응을 위해 국가대응조직 강
화는 물론 국제협력 네트워크 확보는 필수적이다. 그리고 국제교역 증가에
따른 동물 및 축산물 검역업무 또한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항생제 사용관
리 및 내성분야의 조직 확대, 동물용의약동품의 안전성 평가를 위한 별도의
동물약품검사소 설치, 동물복지향상을 위한 동물복지종합지원센터 설립, 국
가간 동물질병 협력센터 등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자체의 대응조직도 더욱 강화되어야 하며, 남북 통일대비 가축전염병 대
응 TF운영 및 종합대책도 사전에 준비해야 할 것이다.
또한 동물 질병의 효율적인 관리와 축산물 안전성 확보를 위해 환경부
에서 관할하는 야생동물 질병관리업무나 식약처에서 관할하는 축산물 안전
관리업무에 대한 통합관리의 효율성 문제는 지속적으로 대두될 것으로 보
인다.

나. 통합 가축방역 대응시스템 구축
신· 변종 전염병에 대한 효율적인 대응은 신속한 조기검색과 강력한 초
기대응을 할 수 있는 조기경보시스템 구축이 중요하다. 현재 농림축산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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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에서 운영중인 동물에 대한 질병 예찰 정보 등을 통합한 국가동물방역
통합시스템(KAHIS)을 관련기관 간 실시간 정보공유와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데이터를 현행화하고 개선해야 한다. 아프리카 돼지열
병, 리프트계곡열 등 해외 악성전염병에 대한 위기대응 메뉴얼(SOP) 작성
및 조기대응 합동훈련 실시 등을 통해 사전 예방적 방역시스템을 준비해야
한다.
원인불명 질병 발생시 정확한 원인분석을 할 수 있는 정밀진단체계를
구축하고, 집단발생 대비 초동대응체계 구축, 단계별 대응지침 개발, 전담인
력 양성 및 진단검사법 개발 등 원인불명 전염병 집단발생 대응체계를 조속
히 완비해야 한다. 아울러 전염병의 효율적 방역체계를 위한 지역화 및 구
역화 개념도입도 검토되어야 한다.

다. 원헬스(one health) 협력체계 구축
원헬스(One Health) 전략은 신· 변종 인수공통전염병 등 잠재적 위협에
대한 조기검색과 신속대응을 위한 의학, 수의학 등 다분야, 환경, 동물, 식품
및 사람 등 다부처, 그리고 학계, 연구소, 산업체 등 다기관이 참여하여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 공동 대응하는 것이다.
기후변화에 따른 매개체 전염병이나 지구촌화에 따른 신· 변종 인수공
통전염병에 대한 야생동물, 반려동물, 가축 및 사람 등 전염병 모니터링 시
스템을 구축하고, 인수공통전염병 대책위원회 운영 활성화를 통한 정보공
유 및 사람과 동물의 전염병 감시시스템을 연계한 범부처 통합 조기감시 및
경보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이다.
인체· 농축수산· 환경 분야 항생제 사용량 및 내성균 통합 감시체계 구
축과 내성균주 은행 구축, 글로벌 항생제 내성 감시체계 참여 등을 통한 정
보 및 기술공유와 최우선 중요항생제에 대한 국가차원의 항생제 종합관리
대책도 상호 협력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라. 국가 예방백신 및 치료제 관리체계
현재 국가적으로 백신을 접종하는 구제역이나 긴급상황을 대비하여 구
축 운영인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항원뱅크 등에 대한 체계적인 수급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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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체계가 필요하며, 구제역백신의 국산화 및 국내제조시설 운영으로 조속
한 국내 자급화를 추진해야한다.
앞으로 유입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아프리카 돼지열병, 웨
스트나일열, 에볼라, 니파바이러스 등 해외 악성 전염병에 대한 위험도 평가
와 국가주도의 백신 및 치료제 개발과 비축에 대해서도 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또한 국가 주도로 공급되는 예방백신이나 진단액, 치료제 등의 효율적
인 수급 및 안전관리를 위해서는 ‘국가생물학제제종합관리센터’를 신설하
여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방안도 필요할 것이다.

마. 인프라 구축
사물인터넷(IoT), 지리정보, 인공지능 등 첨단기술 을 활용한 전염병
조기검색, 예측모델, 위험분석, 신속진단, 치료제 및 백신 개발 등 차세대 가
축방역통합시스템을 개발하고, 범부처 전염병 대응 R&D 추진위원회를 통
해 전염병 R&D투자 강화 및 연구성과를 공유·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
해야 한다.
새로운 병원체의 신속검출을 위한 현장검출용 실시간 유전자키트 개발
및 보급과 병원체 유전자분석 및 DB 구축 등 진단 실험실 네트워크 구축,
고위험병원체를 다룰 수 있는 차폐연구시설(BL3, BL4)도 확충되어야 할 것
이다.
신· 변종 전염병을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역학조사관 등 전문
인력 양성과 방역기관 업무 담당자, 검역관, 역학조사관, 축산농가 대상 전
염병 예방 등에 대한 교육 및 훈련프로그램 개발과 교육훈련기관도 확대되
어야 한다. 아울러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대국민 위기소통도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OIE, FAO, WHO 등 국제기구와 상시 인력교류를 통한 국제협력체계
와, 미국, 일본, 중국 등 관련기관과 MOU를 통한 정보교류, 국제공동연구
등 상호협력체계 구축, 국제기구의 조기경보시스템 참여, 해외에서 주요 가
축전염병이 발생할 경우 유행지역에 역학조사관 파견 등 선제적으로 대응
할 수 있도록 국제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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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수의학 및 수의사의 역할
페스트, 스페인독감을 능가하는 대유행(pandemic)이 인류를 위협하고
있으며, 학자들은 “전 세계를 위협할 가장 시급한 안보사항은 전염병이다”
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비핵화가 초미의 관심사이다. 핵 전
쟁 이상의 위협으로 다가오는 전염병의 대 유행을 막기 위한 검역과 방역의
중요성은 나날이 커지고 있다. 앞으로 수의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책임
중의 하나는 신· 변종 인수공통전염병을 예방할 백신 개발을 비롯한 동물의
질병으로부터 인간의 건강을 지키는 일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수의사는 그동안 동물 질병의 근절과 동물용 백신의 개발, 인수공통전
염병 검색 및 근절 프로그램 운영과 축산식품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함으로
써 축산업뿐만 아니라 공중보건 및 위생분야에서 사회적으로 공헌하여 왔
다. 가축방역사업은 오직 가축전염병의 통제에만 맞추어져 있다고 인식되
는 경향이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수의사는 국가재난형
질병 방제뿐만 아니라 동물에서 사람으로 인수공통전염병의 전파 차단 등
국가방역관리에 참가하여야 한다. 동물을 건강하게 돌보는 것은 사람을 더
건강하도록 하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사람과 동물간의 통합된
공중보건 관리업무에서 수의사의 역할은 분명히 해야 한다. 아울러 동물매
개치료, 동물복지, 동물구조 등 다양한 사회적 공중보건형태의 재난감소 프
로그램에도 적극적으로 일하여야 한다.
수의분야의 새로운 미래 동향을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은 결정적으로 기
초 및 응용과학 연구에 달려있다. 질병의 생물학, 야생동물 및 외래동물종
의 질병, 분자유전학, 역학, 사회학 그리고 진단기술, 치료 및 백신개발을 포
함한 특정 연구 분야는 중요성이 계속 증대될 것이다. 효율적인 예찰과 질
병관리 프로그램 개발 연구는 특별히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수의분야 연구
정보는 올바른 의사결정과 관리 및 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초로 활용될 것이
다.
수의학 교육의 역량은 앞으로 환경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
야 하며, 우리나라 수의사의 직무분석에 따라 필요한 수의학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미래 수의학 분야가 발굴되어야 한다. 세계화, 무역자유화, 지구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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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 및 One health 개념이 대두되면서 새로운 영역으로는 동물복지, 야생
동물학(파충류, 양서류 포함), 수생동물학, 수의공중보건학, 수의윤리 등이 확
장되고, 동물의 치료 및 예방분야 위주에서 동물복지, food safety와 HACCP, public health 등의 다양한 분야로 확대되었다. 또한 수의 법규 분야도
기존의 가축전염병예방법 및 축산물위생법에서 야생동물(실험동물 포함) 보
호, 동물보호법, WTO/SPS 협정 등 국제 무역 규범 등으로 확대되었다.
국가 재난형질병이나 인수공통전염병 예방을 위해서는 예방수의학 전
문가 양성을 위한 수의역학, one health 등 분야의 교육확대와 더불어 수의
사의 새로운 진출분야로 OIE, FAO 등 국제기구 근무를 위한 국제법규, 동
물복지, 동물매개 치료분야, 동물구조, 응급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로 확대하
여 새로운 분야와 미래 수요에 대한 수의학 교육도 개편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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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성장하는 반려동물 시장과
수의사
이미진
㈜마미닥터 수석연구원

좋아하여 가까이 두고 귀여워하며 기르는 개, 고양이, 새, 금붕어 따위
를 과거에는 사람에게 귀여움을 받고 즐거움을 준다는 의미에서 ‘애완동물’
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였으나, 친구, 가족과 같은 존재로 살아가는 반려자라
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반려동물(companion animal)로 불리고 있습니다. 이는
1983년 ‘인간과 애완동물의 관계’ 국제 심포지엄에서 오스트리아 동물 행
동학자로 1973년 노벨 생리· 의학상을 받은 콘라트 로렌츠(Konrad Lorenz)가
개, 고양이, 새 등의 애완동물을 종래의 가치성을 재인식하여 ‘반려동물’로
부르자고 제안하였습니다. 사람과 더불어 사는 동물을 뜻하는 것으로서 대
표적으로 개와 고양이를 들 수 있습니다.
한국펫사료협회가 최근 발표한 ‘반려동물 보유 현황 및 국민 의식 조
사 보고서(2017)’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1,956만 가구 중 563만(28.8%) 가
구가 반려동물을 기르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들 중 약 444만 가구가 반
려견을 기르고 반려견 수는 약 660만 마리이며, 반려묘를 기르는 가구는 약
109만 가구이고 반려묘 수는 약 207만 마리로 추정되고 있습니다(그림 1).
즉, 반려동물 보유 가구는 2012년 359만 가구에서 5년 동안 약 5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핵가족화와 1인 가구, 고령화 증가로 반려동물
보유가구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들 중 1인 가구 27.1%가 반려동물을 기르고
있습니다. 또한 소득수준의 향상과 방송매체,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페이스
북, 인스타그램, 밴드, 핀터레스트 등) 및 라이프스타일의 변화도 반려동물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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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반려견 및 반려묘 보유 가구
수와 마리수(자료: 한국펫사료협회)

한 관심을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현재 반려동물 산업 시장은 인간화(humanization)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보호자들의 소비가 고급화(premiumization)되면서 반려동물의 건강을 고려
한 유기농, 친환경 제품의 사용과, 사람과 유사한 수준의 의료/케어 서비스
의 이용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의 Human Animal Bond Research
Initiative Foundation에서는 반려동물로 인한 보호자들의 건강 증진으로 의
료비 감소 효과를 기대하는 조사결과를 발표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전 세대
와는 달리, 밀레니엄 세대(1985년~2010년생)는 반려동물을 사람과 동일하게
간주하고 성장한 세대라는 인구통계학적인 변화도 반려동물의 인간화에 영
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반려 가족의 증가와 인식 변화로 관련 산업도 급속하게 성장하고 있습
니다. 사료, 의료서비스, 간식, 옷, 집, 장난감, 놀이터, 금융상품, 장례 등 ‘펫
코노미 petconomy’ 산업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펫코노미란 애완동물(pet)과
경제(economy)의 합성어로 반려동물과 관련한 시장 또는 산업을 의미합니
다. 2016년 7월 정부는 ‘반려동물 보호 및 관련산업’을 신산업 육성을 위한
신경제전략으로 선정하였으며, 2020년에는 시장규모가 3.5조 원에 이를 것
으로 예상했습니다만 조사기관에 따라 시장규모를 6조 원까지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2016년 국내 반려동물 산업 시장규모는 2조
2,900억 원이며, 이들 중 의료 및 미용 규모가 약 1조 원이고 사료, 간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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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묘의 산업 성장률이 반려견보다 큰 것
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세계적인 시장 조
사기업인 유로모니터(Euromonitor)에 따르
면 전세계적으로 고양이를 기르는 인구가
증가하면서, 특히 고양이 관련 사료, 간식,
용품 시장이 급등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
그림 2  반려동물 사료 시장 현황(자료: 한국펫사료
협회)

다. 한국펫사료협회에 따르면 2014년 소비
자가격 기준 7,323억 원 규모였던 반려동
물 사료 시장이 2016년 9,696억 원으로 약

32% 성장했다고 발표하였습니다(그림 2). 이들 사료시장의 약 65%를 수입
제품이 차지하고 있으며, 2017년 기준으로 적게는 1조 원을 넘었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으며 이는 반려동물의 인간화에 따라 고급 사료에 대한 선호 성
향이 높아진 결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2016년 농협중앙회 발표에 따르면, 국내 ‘반려동물 관련 산업’은 대부
분 개와 고양이가 주종을 이루며, 반려동물과 관련된 3대 기본산업은 사료
산업, 용품산업, 수의진료업으로 구분하였습니다. 사료산업은 사료, 간식,
영양제 제품이 해당되며, 용품산업은 샴푸, 치약, 식기, 목걸이, 의류, 장난감
등의 제품이 해당됩니다. 수의진료업은 반려동물의 질병 시 치료와 입원 및
치료보조, 번식, 방역업무 등 입니다.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이 고급화됨에
따라 관련산업이 활성화되고 전문화, 세분화되고 있습니다.
첫째, 사료산업에서 사료는 형태에 따라 건식, 반습식, 습식이 있으며,
성능에 따라 일반식, 기능식, 처방식으로 분류됩니다. 연령에 따라 크게 퍼
피 또는 키튼, 어덜트, 시니어로 구분되며, 반려견의 크기에 따라 소형견, 중
형견, 대형견용이 있습니다. 또한 품종(breed)의 특성(characteristic)에 적합하
게 설계된 제품들도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반려동물 영양에 관심이 높아지
면서 human-grade 원료를 사용한 유기농, 홀리스틱, 슈퍼프리미엄의 제품
소비가 주를 이루고 있으며 시장 규모도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추세입니다.
몇 년 동안 국내에서는 그레인프리(grain-free) 사료와 고단백(high protein)
사료가 인기를 얻고 있으며, 최근에는 슈퍼푸드가 대중화된 것처럼 펫푸드
시장에도 항산화 작용을 하는 원료 사용과 고가의 동결건조(freeze-drying)

제3장 수의학 미래 60년을 전망한다

422

사료도 영양에 관심이 높은 보호자들에게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다국적 사
료업체인 마즈, 네슬레, 힐스 등이 시장의 절반 이상을 점유하고 있지만, 하
림, 풀무원, 한국인삼공사, 동원F&C, CJ제일제당 등의 국내 대기업들도 고
급 반려동물 사료를 출시하여 국내 반려동물 사료 시장에서 점유율을 높이
고 있습니다.
간식은 형태에 따라 육포, 져키, 캔, 비스킷, 껌 등으로 다양합니다. 주
로 미국, 호주, 일본 등의 제품들이 수입되어 유통되었으나 최근에는 국내
제조업들의 신규참여가 증가하여 차별화되고 다양한 제품으로 간식시장에
서 성공을 거두고 있습니다. 수년 전 미국에서 발생한 중국산 간식에 대한
유해성 논란 이후로 천연 원료로 만든 수제간식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습니
다. 부산물이 아닌 식품 원료를 사용하고 무방부제, 무착색제 제품을 선호하
고 있습니다. 또한 보호자의 소비 고급화로 유기농 사료를 선호하는 것처럼,
간식도 식품 원료에 보호자들에게 익숙한 기능성 원료를 추가한 제품들로
추구되고 있습니다. 최근 고가의 기호성이 높은 동결건조(freeze-drying) 간
식에 대한 수요도 증가하고 있어 국내 신규 제조업체들이 증가하고 있습니
다. 국내 간식 제조업체들이 늘어나면서 수입제품을 대체하고 있으며, 새로
운 제품에 대한 연구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영양제는 사람의 건강기능 식품처럼 여겨지는 것으로 반려동물의 건강
증진에 도움을 주고자 선택되는 제품입니다. 영양제에 대한 보호자의 관심
이 높아지면서 시장의 규모도 천천히 증가하고 있으며, 한의학을 접목한 반
려견용 보약(십전대보탕, 공진단 등)도 출시되었습니다.
둘째, 용품산업은 의식주에서 식(食)을 제외한 집, 방석, 의류, 목욕용품
(샴푸, 린스), 치약, 식기, 목줄, 목걸이, 브러쉬, 모래 등의 일상생활에서 사용

되는 제품들을 말하며 한국은 소형견과 고양이 시장이 80% 이상을 차지하
고 있으므로, 작고 귀여운 다양한 디자인의 제품들이 선호되고 있습니다. 최
근에는 대도시를 중심으로 개최되는 반려동물 용품 박람회에 많은 판매업
체들이 참가하여 고급화되고 세련된 다양한 제품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패션을 중시하고 패딩 및 아웃도어 등 기능성을 갖춘 제품들로
다양해지고 있습니다(그림 3). 최근에는 미세먼지와 황사가 심해지면서 산책
시 착용하는 반려견 마스크도 판매되고 있습니다(그림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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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변화와 책임의식이 강조되면서 수준 높은
건강관리로 반려동물의 수명이 연장되고 있습니다. 반려동물의 예방접종과
건강진단, 질병치료 등 건강상태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짐에 따라 수의료 분
야의 성장은 더욱 높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현재 반려동물 산업에서 펫푸드
다음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한국은행 경제시스템 조사결과에 따
르면 국내 동물병원 카드 결제금액은 2011년 3,934억 원에서 2016년 7,864
억 원으로 5년 만에 두 배나 늘었습니다. 또한 통계청 발표에 의하면, 2014
그림 3  고급스러운 디자인과 기능을 적용한 의류 브랜드(자료: LF 헤지스)

그림 4 일본 Takara에서 출
시한 반려견 전용 마스크

그림 5  전국동물병원 증가추이(자료: 통계청)

년에는 반려동물 병원이 3,640개소에 달했으며, 이중 약 30%가 수도권에
위치하고 있고 그 수도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그림 5). 2016년에는
3,955개소로 증가하였으며, 종사자(수의사, 수의테크니션, 미용사 등)는 13,603
명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국내 동물병원은 의료서비스와 함께 호텔, 용품,
카페, 미용, 놀이터 등을 병행 운영하며 부가사업부문에서 매출을 확대하고
있습니다(그림 6).
2016년 농협중앙회 발표에 따르면, 동물약품 시장은 현재 미국을 중심
으로 독일과 영국 등이 대부분을 생산하고 있으며 국내기업의 진입은 당분
간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 동물용의약품 시장은 2016년
약 34조 규모이고 반려동물 의약품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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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동물병원의 미용 서비스와 용품 판매(자료: 미국 Cabrillo Pet Hospital)

률도 가장 높았습니다. 국내 반려동물 의약품은 전 세계시장의 10%(약 1,400
억)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국내 동물용의약품 제조업체들도 다국적 기

업들과 협력하여 반려동물 의약품 연구개발을 진행하여 제품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질병 시 치료 보조용이나 건강 강화용으로 사용되는 영양제
종류도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반려동물 의료시장의 성장과 함께 국내 대기업에서 의료보험상품도 출
시되고 있지만 활성화되지 않고 있습니다.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반려동물
보험 계약 건수는 2015년 1,826건에서 2016년 1,701건으로 감소되어, 의료
시장이 계속 커지고 있는 것과는 상반된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이는 보험
홍보 부족과 보험료 부담감과 보험사의 재가입 거부, 도덕적 해이, 질병과
상해 등의 단순한 보장내용 등도 보험계약이 증가하지 못하는 이유로 여겨
집니다.
미국반려동물용품협회(American Pet Products Association, APPA) 조사결
과에 따르면, 2017년 미국의 반려동물 산업규모는 약 69.4조 원이며, 펫푸드
시장 규모는 29.7조 원(42.8%), 용품과 약품 시장 규모는 16.6조 원(24%), 의
료와 케어시장 규모는 14.9조 원(21.5%), 분양시장 규모는 2조 원(2.9%), 호
텔 및 훈련 등의 기타 시장규모는 6.1조 원(8.8%)으로 발표되었습니다. 2015
년도 시장규모와 비교해 펫푸드는 28.85%, 용품 및 약품은 16.25%, 기타
는 12.75% 성장했지만, 의료와 케어는 3.37%, 분양은 5.66% 감소했습니다.
APPA의 조사결과는 한국 반려동물 시장의 미래를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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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하며, 향후 시장변화에 따른 대책 마련에 참고할 만한 자료입니다. 또한
반려동물의 생활환경이나 의료서비스 수준이 비슷한 일본의 경우와 같이,
한국의 반려동물 인구도 이미 노령화가 진행되었습니다. 이러한 시장 변화
에 맞게 의료와 케어 시장에서는 노령동물 진료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시
장규모 성장을 위해서는 어린 개와 고양이 개체수의 증가와 노령동물 진료
의 세분화가 필요합니다. 또한 선진국과는 달리 한국은 최근에 반려묘 시장
이 급속히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반려묘 진료 서비스 증가가 의료
시장 성장에 중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동물병원의 규모가 커지고 진료과목이 세분화, 전문화되면서 대학병원
에 가지 않고도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 것도 몇 년 동안 나
타난 변화입니다. 피부과, 정형외과, 치과, 심장내과 등으로 특화된 진료서
비스를 제공하는 동물병원들도 보호자들의 높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국
내는 소형견 인구가 월등히 많으므로, 대형견보다 수명이 상대적으로 긴 소
형견의 노령 비율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국내 7세 이상의 반려견이 40%를
넘는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더불어 반려묘의 노령화 비율도 높아지고 있습
니다. 이들에게 적합한 의학적 처치 및 관리와 더불어 영양적 공급도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업계에서는 사료의 전문성을 높이고 시장을 확대할 수 있는 개체별 맞
춤형 사료 시장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기존의 맞춤형 사료는 연령
이나 품종으로 선택하였으나, 보호자에게 질문지를 통해 얻은 다양한 반려
동물의 건강 정보를 바탕으로 수의사가 사료를 공급해주는 제품이 선보였
습니다. 그러나 가격 부담감과 홍보 미흡으로 제한적인 보호자만 선택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제조원과 판매원, 동물병원의 시스템 구축을 통해 경쟁력
있는 가격의 개체별 맞춤형 사료가 유통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반려동물 산업의 규모가 커지면서, 대기업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미국 시장에서 혈액으로 동물의 질환을 검사
할 수 있는 진단기기를 출시했고,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 등 통신사들도
반려동물의 활동량을 실시간으로 체크할 수 있는 기기를 출시했습니다. IT
기술이 발달되어 있는 국내 산업의 특성상 반려동물 산업에도 정보통신기
술(ICT) 융합으로 신규 서비스 시장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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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럭셔리 반려견 하우스(자료:
삼성전자)

의과대학은 2017년 8월 ICT를 진료에 도입한 스마트동물병원을 개원하였
습니다. 반려동물과 보호자가 함께 병원에 들어오면 동물에 부착된 칩을 인
식해 자동으로 진료 신청이 이뤄지는 것입니다. 반려동물 전용 TV 채널, 유
튜브 매체를 통해 반려동물 간식을 만들며, 반려동물의 위치추적 서비스, 사
물인터넷(IoT)을 활용하는 등의 다양한 사업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이미
삼성전자에서는 전용욕조, 러닝머신, 태블릿, 자동급식기가 모두 설치된 반
려견 하우스를 출시했습니다만(그림 7) 앞으로는 더욱 고급스러우면서 IT를
적용한 다양한 제품 출시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반려동물 문화가 다양해지면서 반려견 유치원, 반려견 전용 캠핑장, 펫
시터 등이 인기이며, 반려동물 택시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반려동물 장의사,
사진작가, 반려동물 옷 디자이너, 반려견 유치원 선생님, 애니멀 커뮤니케이
터, 반려견 요가, 아로마테라피 등의 새로운 직업군도 등장하였습니다.
반려견의 수가 늘어남에 따라 사회화 교육에 대한 필요성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반려견이 사람과의 접촉 빈도가 많아지는 최근에는 사람과의 사
건 사고(대표적으로 개물림 사고)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사람과 함께
지내려면 사회화 교육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늘면서 반려동물 교육산업은
국내 반려동물 연관 산업 중에서 빠르게 성장하는 분야입니다. 농림축산식
품부는 관리 대상견(맹견)에게 입마개 착용을 의무화하는 반려견 안전관리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본질적으로는 반려견 행동 교육이 우선시되어야 합
니다. 또한 질병에 의한 행동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수의사의 동
물행동의학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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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과 인간의 공존을 위해 동
물등록제 시행과 동물생산업 규제,
장묘시설, 반려동물 관련 통계 확보
등의 법률적, 제도적 노력이 중요합
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유
기동물 수는 2014년 8만 1천 마리,
그림 8  반려동물 등록 현황(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

2015년 8만 2천 마리, 2016년 9만 마
리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대만은 ‘동
물등록제’를 도입하여 유기동물의 수

를 90% 이상 감소시켰습니다. 그 동안 국내 반려인의 인식부족과 홍보부족,
등록에 따른 비용, 내장마이크로칩 삽입에 대한 부정적 인식 등으로 크게
증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2016년 한국의 등록동물 수는 107만 1천 마리
수준입니다(그림 8). 서울시에서는 도시공간에 반려견 놀이터를 운영하고 있
으며, 서울시 관악구청은 서울대 수의대와 협력하여 ‘찾아가는 동물병원’을
운영하며 동물등록을 독려하고 건강검진을 실시하는 한편 동물매개치료 교
육, 반려동물 건강세미나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결국 성숙한 반
려동물 문화 정착을 위해서는 동물등록제 활성화 및 개선, 유기동물 보호(지
침 마련), 입양문화, 동물보호교육 등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국내 보호자들의 용품구입에 대한 인터넷 소비와 체인점 이용이 증가
하면서, 동물병원은 의료 서비스에 더욱 집중하고 있습니다만 반려묘 의료
서비스 규모가 매우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내 임상수의사
들의 학술적인 투자가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반려묘를 전문으로 진료
하는 동물병원들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노령동물의 증가로 임상수의사들에
게 재활치료에 대한 접근과 인식도 변화하고 있어 전문성을 강화한 재활프
로그램은 보호자들에게 만족감을 주고 있습니다.
최근 대한수의사회 수의정책연구소에서는 ‘반려동물 의료서비스의 발
전방안’에 대한 정책연구과제 용역을 공모하였습니다. 반려동물 임상분야
의 당면 현안사항을 조망하고 장기발전방안을 제시하고자 연구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또한 비전문가의 의료행위로 인한 무분별한 동물용의약품의
판매 및 사용은 오히려 반려동물의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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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동물용의약품은 반드시 전문가인 수의사의 처방으로 사용되어져야 합
니다. 이에 국내 축산 및 반려동물 산업 규모가 계속 성장함에 따라 동물용
의약품의 종류와 시장도 커지고 있는 만큼,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용의약
품을 별도 육성 관리하기 위한 ‘동물약품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마련을
위한 정책연구 용역을 제안하였습니다.
이처럼 반려동물 산업의 규모가 커지고 다양해지면서 수의사의 역할도
더욱 중요해지고 영역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반려동물 산업의 시작은 수의
학적인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이루어집니다. 산업에서 가장 중요하고 역할
을 가장 잘 수행할 수 있는 것도 수의사입니다. 수의사는 매년 550여 명 배
출되어 수의사 공급이 과잉이라고 하지만 반려동물 시장규모가 급속히 성
장하고 세분화되고 있어 수의사의 공급이 부족한 분야가 일부 나타나고 있
습니다. 그러나 이는 비수의직에 종사하는 수의사를 6년제 전문직 졸업생
에 상응하는 충분한 보수와 대우로 적절히 운영하면 충분히 해결될 수 있는
문제임에도 너무 간과하고 있는 듯합니다. 비전문가들에 의해 형성된 시장
은 해당 산업 성장에 한계를 가져오고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합니다. 보호자
들의 인식도 상당히 높은 수준이므로 산업의 전문성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것도 수의사의 역할입니다. 펫푸드, 약품, 의료, 용품 등의 반려동물 산업이
전문화, 세분화 되는 상황에 맞게 교육과정을 신설 또는 강화해서 변화되는
산업에 맞게 수의사가 배출되어야 합니다. 또한 이들 산업을 관리 감독해야
하는 수의사회 또는 수의학회의 역할이 더욱 다양해졌습니다. 반려동물 관
련 산업에서 가장 큰 규모인 펫푸드 시장을 책임지고 있는 수의사, 반려동
물 건강을 위해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임상수의사, 반려동물용
의약품과 의료기기를 개발하고 발전시키는 수의사, 반려동물 문화향상에
이바지하는 수의사 등 반려동물 산업을 더욱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교육기
관과 함께 산업현장에 대한 이해를 더욱 높이고 임상수의사들과의 새로운
분야에 대한 시장개척을 위해 정보교류 확대 노력이 더욱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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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용의약품 시장 전망 및
신약개발 현황
정현진
바이엘 코리아㈜ 동물의약사업부 대표

동물용의약품 시장 전망
동물용의약품 시장과 관련된 글로벌 메가 트랜드 중 하나가 전세계적
으로 늘어나고 있는 인구이다. 전세계적으로 인구증가율은 감소하였으나
해마나 인구가 늘어나고 있어 2050년에는 지금보다 30% 가까이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늘어나는 인구와 함께, 전 세계적으로 지속적인 도시화가
진행되고 있고, GDP도 높아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GDP가 높아질수록 육
류소비는 늘어난다. 따라서, 인구증가가 집중되는 아프리카와 아시아의 개
발도상국가의 서구식 식습관변화로 인한 육류와 유제품 수요는 향후 10년
여간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와 더불어, 국가간 교역의 활성
과 늘어나는 해외 여행객 등으로 인하여 국가 간 동물관련 질병의 확산 통
제는 점점 어려워지고 있으며, 기후 변화로 인해 기생충성 전염병의 유행지
역도 확대가 예상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노령인구 및 중산층의 증가는
반려동물 시장의 확대로 이어지고 관련한 연구투자와 신약 발매도 점점 활
발해지고 있어, 세계적으로 동물용의약품 산업은 향후 성장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축산물 안전에 대한 우려나 채식주의
식단의 증가, 엄격한 규제, 과도한 출혈경쟁 등 시장 성장을 저해하는 요인
들에도 불구하고, 세계 동물용의약품 시장은 연평균 4% 이상의 성장이 지
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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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세계 시장
세계 동물용의약품 시장은, 2009년 186억달러에서 연평균 5.7% 지속
성장하여 2016년 300억 달러 규모로 성장하였고, 2023년 370억 달러에 이
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품목별로 살펴보면, 2009년 25.8%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 했던 구충제가 2016년에는 23.7%로 감소되었고, 생물학적 제
제가 2009년 25.3%에서 2016년 28.9% 증가하면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
하게 되었다. 항병원성 약은 2009년 14.6% 에서 2016년 15.9%로, 사료첨가
제가는 2009년 11.7%에서 20016년 13.6%로 증가되었다. 축종별로는 반려
동물 및 기타가 35.8%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단일 축종으로는 소가
24.8%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돼지는 19.5%, 가금류가 15.6%, 양
이 4.3%를 차지했다. 지역별로는 북미가 32.8%로 여전히 가장 큰 시장규모
를 가지고 있으며, 유럽이 24.3%, 아시아가 25.4%, 라틴아메리카가 11.0%,
아프리카 외 6.6%를 차지했다. 미국 시장조사기관 트랜스페어런시 마켓리
서치(TMR)사는 전체 동물용의약품 시장이 2024년 502억 달러(약 55조 원)
까지 성장할 것이라고 예측하면서 다양한 축산물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어 그에 상응하는 동물약품 소비도 늘어날 것이라고 분석했다.
세계 동물용 백신 시장의 경우, 선진국은 애완동물용, 개발도상국은 산
업동물용으로 뚜렷하게 시장이 구분되고 있다. 동물용의약품 시장이 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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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동물용의약품 세계시장규모(단위: 억불)
<그림농림축산식품부
1> 동물용의약품
세계시장규모(단위:억불)
출처: 한국동물약품협회,
보도자료(2016.5),
VETNOSIS
출처: 한국동물약품협회,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2016.5), VETNO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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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국을 중심으로 활성화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산업동물용 백신
시장은 이머징 마켓의 신흥개발도상국들이 적극적으로 현대축산을 받아들
임에 따라 동남아시아를 중심으로 점차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실제
로 중국의 동물용의약품 매출은 세계 어느 나라보다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
며, 2014년까지 지난 6년간 연평균 13.64%로 성장하였고, 최근 발생하고 있
는 여러 가지 악재에도 불구하고, 향후 5년간 전년대비 9.3%로 지속성장 가
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Vaccine Technologies and Global markets(BCC Research, 2008, 2011)에
서, 세계 동물용 백신 시장 규모는 2009년 39억 달러, 2011년 약 44억 달러
로, 이후로 연평균 5.8%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였고, 2017년 영국 시장조사
기관 메디칼 리서치 카운실(MRC)은, 현재 54억 달러 규모로 추산되는 세계
동물용 백신 시장이 인수공통전염병의 증가와 백신 운송시스템의 발달 등
에 의해, 연평균 7.7% 성장하여 2022년에는 91억 달러 규모까지 성장할 것
이며 신 기술 혁신으로 인해 DNA 백신이 앞으로 강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
했다.
세계 시장에서 새로운 수익 성장을 위한 기회 시장으로, 반려동물, 진
단, 그리고 수산양식업이 부상하고 있다. 이중 반려동물 산업의 성장은 이
미 세계적인 추세다. 세계적으로 중산층이 성장하면서 애완동물에 대한 지
출이 계속 늘어나고 있으며, 애완동물을 위한 건강관리는 아토피성피부염,
체중감량, 알레르기 등에 대한 치료 포트폴리오로 확장되면서 점점 더 인
간 수준의 의료서비스로 근접해가고 있고 향후 치료분야는 더욱 다양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일반적으로 인체의료분야 보다 뒤쳐져 있던 동물의료분
야에서, 혁신적인 기술과 아이디어를 보유한 스타트업 기업들이 신시장 개
척을 위한 다양한 기술과 아이디어를 상용화하여 점점 그 격차가 줄어 들
고 있으며, 반려동물 산업의 지속 발전을 위한 원동력이 되고 있다. 이와 함
께, 진단시장은 지난 10년간 새롭고 기술적으로 진보된 제품들의 출현으로
패러다임의 전환이 일어나고 있으며, 2013년에 29억 달러 규모인 진단시장
이 2013년부터 2018년까지 연평균 8%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실
제 진단제품의 매출은 의약품 및 백신보다 2.5배 이상 빠르게 성장하고 있
다(Animal Pharm 보고서, 2015). 또, 양식어류가 2050년까지 세계 주요 단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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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공급원이 될 것이라는 전망 속에, 수산 양식업은 현재 전세계 약 1,500억
달러의 가치의 시장으로 매년 7% 내외로 성장하고 있으며, 어류 백신시장
은 매년 10%로 성장하고 있어, 수산양식업이 세계 동물용의약품 시장에 새
로운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전세계적으로 항생제 내성문제가 사회문제로 대두
어 동물용의약품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축산물 안전에 대한 소비자의 관
심이 늘어나면서, 최근 항생제 사용규제 및 사용감축을 위한 생산자 단체
의 노력들이 함께 증가하고 있다. 그 결과, 유럽에서는 최근 성장촉진용 항
생제 사용이 금지되었다. 지난 10년간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항생제 내성
과 관련한 법률과, 항생제 개발에 대한 제한 등으로 인하여 일부 약품시장
의 축소 및 손실은 불가피 한 상황이지만 항생제 사용이나 항생제 시장 자
체가 사라지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항생제 내성문제와 개발규제
로 무항생 성장촉진제를 비롯하여 항생제대체제와 백신에 대한 수요는 계
속 늘어나고 있지만. 효과적인 백신 개발의 어려움과 개발 비용의 상승으
로 인하여, 최근 5년간 세계 시장에서는 동물용 백신분야의 인수합병이 촉
진되었다. 미국 거대 제약회사 Eli Lilly가 2014년 동물용의약품 시장 8위인
Novartis와 14위 Lohmann을 인수하여 자회사 Elanco가 세계 2위로 발돋움
하게 된 것과, 베링거인겔하임과 사노피의 동물용의약품 사업부, Merial 간
대규모 사업교환이 대표적인 예이다.

2) 국내 시장
국내 동물용의약품 시장(사료첨가제 제외)은, 2010년 5,445억 원에서
2011년 국내생산이 3,615억 원, 수입완제가 2,185억 원으로 총 5,800억 원
으로 성장하였고, 2015년에는 6,540억 원으로 연평균 3.7%씩 성장했다.
2016년 기준 국내 시장규모는 6,988억 원으로 국내 생산비율은 아직 세계
시장의 2.1% 수준이며, 수출비율은 0.8%에 불과하여 내수시장보다 수출에
의한 성장 잠재력이 높다.
국내 기업들의 해외 수출이 본격화된 것은 1990년대 중반 이후로 1997
년 4천9백만 달러를 수출했고, 2010년 대에 들어와 수출 규모가 크게 늘어
나 2011년 1억 달러를 넘어섰다. 4년만인 2015년에는 100여 개국으로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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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동물용의약품 세계시장규모(단위:억불)
출처: 한국동물약품협회,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2016.5), VETNO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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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동물용 의약품 시장규모 추이(단위: 억 원)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국내생산

3,615

3,355

3,387

3,756

4,091

수입완제

2,185

2,482

2,072

2,084

2,449

계

5,800

5,837

5,459

5.840

6,540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2016.5)

출하여, 2.1억 달러를 달성하면서, 2010년부터 2015년까지 연평균 23.5%씩
성장하였다. 한국동물약품협회 자료에 의하면, 2011년부터 2016년까지 내
수 평균성장률은 38%인데 반해, 수출은 185% 성장을 기록했다. 이에, 농림
축산식품부가, 2020년까지 동물용의약품 국내생산 1조 원, 수출 5억 달러,
수출 비중 54%를 목표로, 수출주도형 동물용의약품 산업 발전대책(’16~’20)
수립’을 발표하면서 국내 동물용의약품은 내수에서 수출주도 산업으로의
전환을 꾀하고 있다. 현재 주요 수출지역은 아시아와 아프리카, 러시아 등으
로 아직은 일부 개발도상국에 편중되어 있다. 품목별 수출현황을 보면, 원료
> 화학제 > 생물학제제 > 의료기기 순으로 아직까지 가격 경쟁이 심하고 부
가가치가 낮은 제품에 집중되어 있어, 수출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R&D를
통한 고부가가치 제품의 개발과, 전략적이고 체계적인 접근을 통한 해외시
장 확대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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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품목별 수출현황(2016, %)

국내 동물용 백신 시장 규모는, 2009년에는 약 1,048억 원으로 전년도
인 2008년 860억 원에 비해 21.9% 성장하였고 2010년에는 약 1,280억 원
으로 전년대비 22% 성장하였다. 그리고 2011년에는 구제역 백신정책시행
으로 33%를 성장하여 2,000억 원대에 근접하였다. 2015년에는 전년대비
12.6%의 성장세를 보이며 2,000억 원대 시장을 돌파하여 2,177억 원을 기
록하였으며, 2016년에는 -0.3%를 기록해 2,171억 원의 판매를 보였으나
2017년부터 일부 구간에서 구제역백신이 2회 의무접종으로 확대되어 또 한
번 시장 성장 동력이 되었다. 국내 동물용 백신 시장은 지난 10년간 무려 2.5
배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으며, 연평균 11.6%의 성장률을 나타내고 있다. 동
물용의약품 시장에서 백신이 차지하는 비중도 2007년에는 30.3%에서 2016
년 41.9%를 기록해 점차 높아지고 있다. 국내 백신 시장은 백신 완제품의
수입판매 비율이 높고, 국내 백신 제조사들이 글로벌 제조사의 항원 벌크
를 수입한 후 국내에서 구제역 백신을 제조판매하고 있어 아직까지 수입의
존도가 매우 높은 실정이다(2016년 기준 919억 원 수입). 그러나 무항생제 축
산 붐과 국내 유행 주를 이용하여 제조된 백신에 대한 농가 선호도 변화, 정
부의 구제역 백신 국산화 정책, 아시아 시장에서 국내 백신 선호도 증가 등
으로 인하여 앞으로 국내 백신 제조사들의 시장 전망은 밝을 것으로 예상된
다. 동물용 백신 시장이 국내외 동물용의약품 시장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부상함에 따라 기존 백신 제조사 외에 다른 동물용의약품 업체들도 공격적
인 투자로 공장을 설립하고 백신 시장으로 진입하고 있다.
반면, 세계 시장 동향과 같이 국내시장에서도 수의사 처방대상 약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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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액 기준 20%까지 확대되는 등 동물약품 오남용 방지를 위한 안전관리
체계 시행과, 중요항생제의 단계적 사용제한 및 항생제 사용감시 체계 구축
을 골자로 하는 항생제 내성관리 강화는 분명 일부 시장의 감소를 가져올
것이다. 또, 인허가와 관련된 동물용의약품 관련법령 개정은 신제품 개발 및
기존 제품들의 허가 유지 비용 상승을 예고하고 있어 국내 기업의 지속성장
을 위해서는 국내외 시장전망을 고려한 제품 포트폴리오의 재구성을 비롯하
여 내수 및 수출 전략을 세우고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대처가 필요하다.

신약 개발
세계적으로 동물용의약품은, 새로운 화학물질 생산이 빈번한 편은 아
니나, 기존제품의 재구성이나 새로운 유형의 항생제 도입 등 신규 제품에
대한 개발은 꾸준히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수십 년 동안 동물용의약품 산
업은 인수합병을 통한 글로벌 선도기업 중심의 성장으로 진정한 혁신은 다
소 정체되어 있었다. 하지만, 최근 몇 년 동안 시장에 신규 진입하는 새로운
형태의 생명공학 기업이 생겨나면서 기존기업들과 함께 신약 개발을 넘어
선 활발한 혁신활동들이 진행되고 있다.

1) 동물용의약품 기술보유현황
동물용의약품 특허 출원 현황을 보면 현재 동물용의약품 산업에서 진
행되고 있는 동물용의약품 기술 관련 분야의 과거 대비 최근의 연구개발 트
랜드 변화와 시장의 변화를 가늠해 볼 수 있다. 동물약품 특허 분석 보고서
(2017)에 의하면, 동물약품은 가장 큰 시장인 미국 및 유럽에 의해 발전하

였고, 시장점유율이 높은 제약 분야 다국적 기업들이 동물용의약품 관련 주
요 기술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세계적으로 동물용의약품 관련 특허 출원은
1976년 처음 이루어졌으며, 1990년대를 기점으로 폭발적으로 증가하여 최
근까지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는 있으나, 2010~2016년에 들어서면서
출원건수(기술개발 활동의 정도)와 출원인수(시장 신규 진입자)가 정체하는 경
향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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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품목별 수출현황(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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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연도별 특허 출원동향(출처: 동물약품 특허 분석 보고서, EPIS, 2017)
<그림 4> 연도별 특허 출원동향

국가별 특허 점유율에서는, 이미 관련 기술과 시장 규모가 큰 미국과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중국이 지난 10년 동안 특허를 가장 많이 보유 및
출원하고 있으며, 중국의 특허 출원량이 최근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동물용의약품의 목표 시장이 선진국에서 중국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을 의
미하며, 미국과 중국이 동물용의약품 관련 기술의 흐름을 주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세계 시장에서 동물용의약품 전체의 주요 특허권자는 Merial, Wyeth,
Boehringer Ingelheim Vetmed, Pfizer INC, Intervet International BV 순으
로 상위 출원인에 있는 기업 대부분이 제약분야 다국적 기업이다. 이 사실
만으로도 이 기업들의 관련 시장 점유율이 높을 것이라는 것은 쉽게 예측할
수 있다.
전 세계 상위 출원인인 다국적 제약회사들은 동물 및 어류용 백신, mutant, adjuvant 등에 대한 특허 출원이 활발하며, 주로 소, 돼지 등의 가축이
나, 조류(가금류) 등에 대한 용도가 많으나, 2000년도에 들어서면서 개나 고
양이와 같은 반려동물과 관련된 특허 출원이 증가하고 있다. 특징적인 것은
반려동물은 가축보다 수명이 길기 때문에, 암, 피부질환 구충제등 가축의 질
병 치료와는 다른 방향의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며 시장 성장 훨씬
이전, 최소 10년 전부터 개발이 시작되었다는 것이다. 시장규모와 비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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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동물약품 특허 분석 보고서(EPIS 2017)

출원인

국적(주요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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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P

US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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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

JP

47

CJ CHEILJEDANG CORPO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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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PUBLIC OF KOREA(REP.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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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

KR

34

BAYER AG

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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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SCHERING PLOUGH LTD

US

US

26

KOREA RESEARCH INSTITUTE OF
BIOSCIENCE AND BIOTECHNOLOGY
REGENTS OF THE UNIVERSITY OF
MINESOTA

KR

KR

25

US

US

25

그림 5  상위 출원인(출처: 동물약품 특허 분석 보고서 EPIS 2017. EP-유럽연합, US-미국, KR-한국,
JP-일본)
<그림 5> 상위 출원인
참고: WYETH는 Pfizer가 인수합병하였으며, AKZO N.V.은 Intervet의 모회사이다.
출처: 동물약품 특허 분석 보고서(EPIS 2017)

미국이 반려동물 관련하여 가장 많은 출원을 하고 있고, 2013년 기준 세계
반려동물 시장의 37%를 차지하는 중국이 그 다음으로 많은 출원을 하고 있
으며, 한국은 아직 미미한 상태이다.
한국에서 특허출원이 가장 활발한 출원인은 농림축산검역본부, Merial,
전북대학교, 한국생명공학연구원과 서울대 산학협력단(R&DB Foundation)
이다. 2006년 이후부터 최근 약 10년 동안 가장 많이 출원된 국가 순위로 보
면, 중국, 미국, 일본, 한국, 호주, 캐나다 순으로 우리나라는 특허의 양적 성
과 면에서 세계 4위권이지만, 글로벌 기업의 국내 판매를 위한 특허 출원을
제외하면, 정부기관과 대학을 위주로 기초 연구개발은 진행되었으나 상업
화까지 이어지는 원천기술과 독자적인 특허는 부족한 상태인 것으로 보여
지며, 국내 시장 크기와 동물용의약품 제조기업의 규모로 감안해 볼 때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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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험 및 시판허가를 위한 투자가 어려워 상업화에 한계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2) 동물용의약품의 R&D 생산성
산업전망과 시장 성장을 고려하여 관련 기술 및 경쟁력 있는 미래 유
망 제품 개발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적정 규모이상의 투자가 일정기간 이
상 반드시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미국 AHI(Animal Health Institute)
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미국에서 1개의 새로운 화합물 신약*이 출시되
기까지는 보통 7~8년이 소요되며, 신화합물 개발비용으로 최고 1억 달러까
지 소요될 수 있으며, 원료물질단계부터 개발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바이오
기반 신약(Biologics)보다 시간과 비용이 더 많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 기준, 미국 내 동물용의약품 기업(AHI 회원사 기준)들이 신약 개발을
위해 사용하는 연구집적비(총매출액 대비 R&D 비용)는 평균 10%~12%인 것
으로 집계되었다.
최근 유럽 IFAH의 2016 Annual Report에 의하면, 유럽 내 동물용의약
품기업의 경우, 유럽 내 판매액의 평균 8%를 R&D 비용으로 투자하고 있으
며, 조에티스(Zoetis)의 경우에는(2016 Annual Report) 총 매출액 대비 R&D
투자비용이7.6% 였다. 그러나,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2016. 5)에 의하면,
국내 주요 동물용의약품업체의 매출규모 대비 R&D 투자비율은 2015년에
4.7%에 불과하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약품 산업을 수출 주도 산업
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2020년까지 국내 주요 동물용의약품 업체의 R&D
집적비를 7.0%까지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지원하기로 하고 있다. 그러나 여
기서 한가지 고려해야 할 사항은, 국내 동물용의약품 업체들은 선진국 수준
에서 볼 때 아직 영세하여 벤처기업 규모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으므로(238
개, 평균 매출액 27억), 국내 기업의 연구개발 집적도(매출액 대비 R&D 비용)가

7%에 도달한다고 하더라도 선진국 기업과 비교할 때 매우 저조한 수준으로
* AHI 주요 회원사: Aratana Therapeutics, Inc, Bayer Animal Health, BoehringerIngelheim
Animal Heatlth, Colorado Serum Company, Dechra limited, ECO Animal Health, Elanco
Animal Health, Merck Animal Health, Neogen Corporation, Virbac corporation, Zoetis,
other la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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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적 신약개발을 위한 최소한 임계규모에는 미달되어 있다는 것이다. 따
라서, 국내 기업이 빠르게 변화하는 세계 시장을 겨냥하여 부가가치가 높은
신제품 개발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기업이 가진 경쟁력이 무엇인
지, 극복 가능한 진입 장벽이 어느 정도인지를 알아야 한다. 현재 국내 기업
의 규모에서는 신약 개발(NCE)을 위한 막대한 투자나 지속적인 투자는 정
부의 지원이 따른다고 하더라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또, 규모가 작은 국
내 기업은 정부지원을 통한 연구 개발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상업화 단
계에서 신제품 등록에 필요한 다양하고 복잡한 임상시험 진행과 자료 작성
등 높은 인허가 장벽으로 인하여 중도 하차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
다. 그러므로 철저한 미래 시장 트랜드 분석을 통한 시장 예측을 바탕으로,
진입장벽이 높은 선진시장보다 시장성장률이 높은 신흥시장을 목표로 세부
인허가 전략을 수립하고 시장에 적합한 개량신약 개발을 진행하는 것이 보
다 현실적인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신제품 개발은 개발 시작 단계에서
부터 제품의 상업화가 이루어질 시점에서 해당 산업의 축종별, 제제별 시장
과 허가· 규제 환경의 변화 및 소비자 니즈에 대한 예측을 바탕으로 제품의
차별화와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디자인 시장 변화를 지속적으로 반영하
면서 보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개발 관련 연구기관과 정부는 상
업화 단계까지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신약 개발을 위한 R&D 생산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에는, 동물용
의약품의 관리체계와 규제 강화도 있다. 규제가 강화될수록 신기술을 이용
하여 개발한 신약 승인을 위한 요건들이 늘어나고, 강화된 규정과 요건들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개발비용과 승인기간은 증가하지만 승인을 받는 신약
수(NMEs)는 오히려 감소하게 되기 때문이다. 신약 승인이 어려워지면, 시
장에서는 매출 유지를 위하여 허가 받기 쉬운 제네릭 제품의 생산이 늘어나
게 되고, 가격경쟁이 심화되어 기업의 수익성이 떨어지게 된다, 결국 R&D
생산성이 계속 저하되는 것이다. 강화된 규제 때문에 R&D 생산성이 떨어
지게 되면 기업들은 R&D 투자에 소극적이 되고, 해당 산업에는 일종의 혁
신 결핍증(Innovation deficit)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최근 항생제 사용 및
개발 금지 등 규제증가로 인하여 급증하는 반려동물 관련 혁신 외에 전통적
인 산업동물시장에서 혁신은 실제 감소하는 추세이다. 지난 5년간 글로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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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사들 사이에 일어났던 동물용 백신 분야 인수 합병은 이러한 R&D 생
산성 저하를 제고하고 제품 포트폴리오를 강화하기 위한 해결책 중 하나였
다. 동물의약산업의 혁신 결핍증과 관련하여 Health for Animal은, 전 세계
에서 제품 유지를 위해 필요한 비용(약 15~39%의 연구 개발 예산 소요)과, 동
물약품관련 규제기관이 인의 의약품 체계에 의해 좌우되는 점, 즉 세부지침
과 절차가 동물용의약품에 부적절하게 적용되고 있는 점을 예로 동물의약
산업의 연구개발과 혁신을 위해서는 불필요한 행정 부담을 없애고, 국가간
규제를 통일 시키기 위한 규제개혁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3) 동물용 신약 개발 방향
산업동물 분야에서 가장 큰 기회는 차세대 생물학적 제제(Biologics)의
개발이다. 생물학적 제제(Biologics)는 치료용 혈청(therapeutic serum), 항독성
혈청(antitoxin)등 상처나 질병의 예방과 치료에 사용할 수 있는 제제로 백신
(vaccine)도 포함된다. 최근 백신연구는 질병의 원인이 복합적이고 다양화되

면서 혼합· 복합 백신개발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으며, 1회 접종으로 예방이
가능한 백신의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다. DNA 백신, 유전자 재조합 백신
외에도 최근 바이오테크놀러지 등 신약 개발에 필요한 원천 기술의 발전으
로, 작물을 이용한 먹는 백신, 예방용 백신과 더불어 치료용 백신까지도 연
구되고 있어 백신 시장의 범위가 확대되고 있을 뿐 아니라 관찰, 진단, 치료
의 단계를 하나로 엮거나 주사 이외의 방법으로 맞춤형 백신을 투여하는 방
법들도 연구 중에 있으며, 줄기세포 치료제의 개발도 진행 중에 있다.
반려동물 분야에서는 IT, NT 등의 첨단기술을 활용하여 개별 맞춤형
개발에 집중하고 있다. 기존의 병 진단, 백신을 비롯한 치료제 시장에서 원
격진료, 세포치료, 유전자치료 등 산업의 경계를 넘나들며 타 산업과 융· 복
합이 진행되고 있으며, 산업동물보다 더 폭넓은 범위에서 인류 건강에 큰
기여를 했던 생명공학기술을 활용하여 진보된 혁신이 진행되고 있다. 그 예
로, 단일클론항체(monoclonal antibody)의 연구개발에 집중하고 있는 조에티
스가 있다.
동물용 신약 개발과 관련하여 또 다른 개발 방향은 다양한 디지털기술
의 접목과 활용이다. 최근 나타나고 있는 변화는 치료와 예방이라는 전통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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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의약품 사업영역에서 벗어나 다양한 수익원을 창출하고, 디지털기술 발
전에 따른 최종 소비자의 라이프스타일 변화에 맞추어 동물용의약품의 사
용을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며, 정확하게 사용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술
이나 디바이스를 함께 개발하여 제공하는 것이다. 이를 보여 주는 사례로,
조에티스는 영국에 디지털 혁신 허브를 설립하고, 웨어러블, 모바일 어플리
케이션, 센서 및 위성기술과 같이 동물의약분야에 적용할 수 잇는 다양한
디지털 기술의 개발을 진행하고 있으며, 메리알(Merial)은 가정, 자동차, 동
물병원, 농장 등의 연계기술의 다양한 활용을 위해 다년간의 학술 연구 파
트너십에 참여하고 있다.

동물의약산업에서 수의사의 역할
우리는 쉽게 수의학을 동물의 질병을 치료하기 위한 학문이라고 얘기
한다. 물론 맞는 얘기다. 1876년 프랑스 리옹에 수의과대학이 처음 설립되
었을 때, 그 이유는 집단 사육하는 동물의 전염병을 다루는 전문가가 필요
했기 때문이었다. 즉, 초기에는 가축질병관리 차원에서 수의과대학이 설립
되었고, 가축질병관리를 통해 경제적인 손실을 줄이기 위한 분야에 수의학
의 역할이 집중되어 있었다. 그러나 최근 들어와서 다양한 축종에 대한 진
보된 진단과 치료 기술이 지속적으로 개발되기 시작하면서, 수의학의 영역
은 세분화되고 전문화되고 있으며, 안전한 식품, 건강, 웰빙에 대한 가치가
높아지면서, 수의학의 영역은 가축의 질병관리를 넘어 인수공통 전염병뿐
아니라 환경에 대한 부분까지 확대되기 시작했다. 이러한 수의학의 발전과
함께 성장하고 변화하며 그 영역이 확장되고 있는 산업 중 하나가 동물의약
산업이다. 동물의약산업은 첨단 생명과학이다. 동물의약산업은 지금까지 가
축질병을 진단, 예방하고 치료하면서 축산업의 생산성과 경쟁력 향상에 기
여해 왔으며, 사람을 위한 식품안전성 확보를 위해 노력해 왔고 사람들의
생명 연장에도 기여해 오고 있다. 최근에는 산업동물과 반려동물 시장뿐 아
니라 사람과 관련된 의약시장까지 아우르는 산업 생태계에서, 생명공학, 의
학, 약학, 나노(Nano), 식품, 축산, IT 등 수 많은 분야가 집약되어 발전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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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대표적인 지식산업 분야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동물의약산업에서 수
의사는 수의사의 기본 영역인 질병을 다루는 일, 진단, 처치, 예방을 하기 위
해 필요한 각종 기술과 도구를 개발하는 일을 하고 있다. 동물의약산업에서
수의학은 응용과학이다. 수의사는 필요한 다양한 분야 과학의 응용과 접목
을 통하여 질병 동향을 예측하고 이에 적합한 신약 개발 방향을 제시하거나
개발에 직접 참여· 진행하고 있다. 수의사가 가진 면역, 병리, 공중보건학적
이해를 바탕으로 질병을 입체적으로 바라보고, 동물뿐 아니라 사람, 나아가
서 환경까지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통합적 판단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한다.
비즈니스 마인드와 경영지식을 강화하여 다양한 고객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방법과 해결책을 찾아 제시하고 고객들—농장, 동물병원—이 성공
적으로 사업을 영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경영일선에서 일하거나 기업을
직접 경영하기도 한다. 수의사가 가진 폭넓은 질병과 과학적 지식을 바탕으
로, 의약품 관련 최신 기술동향에도 민첩하게 대응하여 미래시장과 산업의
방향을 제시하는 일도 한다. 이러한 일들이 동물의약산업에서 종사하고 있
는 수의사들이 지금까지 해오고 있는 일이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주도해
나가기를 기대하는 역할이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대부분의 미래학자들이 예
견하듯이, 앞으로의 시대는 지식과 기술이 결합한 스마트 기술이 대세로, 이
는 동물의약산업분야도 예외는 아니다. 특히, IT와 융합한 생명공학 시장의
발전은 무궁무진할 것이다. 새로운 미래 산업 생태계 속에서 수의학을 바탕
으로 한 수의사의 역할은, 수의사들 스스로 수의학이 동물질병을 치료하기
위한 학문이고 수의사는 동물질병을 치료하는 사람이라는 전통적인 영역으
로 한계 지어 생각하지 않는 한, 생각하고 도전하는 모든 분야에서 열려 있
다. 앞으로 수의학이 생명공학과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함께 그 관심의 영
역을 넓히고, 동물, 사람, 환경을 아우르는 미래 산업 생태계 속에서 지식 산
업을 주도할 수 있는 통합적 지식을 제공하는 학문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
면 인의약품을 포함한 모든 건강· 의약산업분야에서 수의사의 역할은 더욱
확고하게 될 것이다. 산업의 경계가 사라진 미래 산업 생태계를 이끌 수 있
는 대표적 학문으로서의 수의학과 수의사의 새로운 역할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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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에 따른 질병 발생 전망과
수의학의 역할
채준석
서울대 수의대 교수

1) 지구온난화
지구온난화(global warming)로 인한 기후변화(climate change)는 지구온도
가 상승해서 발생하는 자연현상으로서 북극빙하가 녹고 있으며, 바다 수위
가 올라가고, 꽃이 빨리 피며, 장마와 가뭄이 빈번하고 큰 태풍이 자주 발생
하며, 바닷물 온도가 상승되고, 철새들의 이동 시기가 변화되는 다양한 현상
들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지구온난화가 가속되면서 더 큰 폭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지구온난화의 3대 주범은 공장에서 배출되는 매연, 축산
분뇨 및 자동차 매연으로 보고 있다(그림 1과 2). UN 추산에 따르면 전 세계
적으로 가축은 지구온난화를 초래하는 가스의 18％를 배출하는데 이는 자
동차나 비행기의 배기가스보다도 더 높은 비중이다. 가축이 내뱉는 숨과 가
축의 퇴비에서 나오는 가스는 메탄가스뿐만 아니라 이보다 더 강한 지구온
난화 효과를 지닌 일산화질소를 함유하고 있으며, 육류 식품이 시장으로 운
반되는 과정에서는 이를 냉장하는 데도 많은 에너지가 소요된다.
이 기후변화의 영향은 지리적 및 국지적으로 매우 다르게 나타나고 있
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구온난화와 도시화로 인하여 과거 100년 동안 연평
균기온이 1.5℃ 상승하여 지구 평균의 2배가량 상승하였으며(그림 3과 4), 태
풍, 폭설, 폭우 등 기상이변에 따른 연평균 재산피해액이 2001~2008년 사
이 1990년대에 비하여 3배 이상 증가하였다. 따라서 우리는 현재 기후변화
에 따른 심각한 잠재적 피해요소를 안고 살아가고 있다(그림 5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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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지구온난화의 주범. 공장매연, 축산분뇨, 자동차 매연

그림 2  한반도 기온변화 예측

그림 3  최근 1,000년 동안 지구
북반구 기후변화도

그림 4  세계 평균기온 추
이(Earth Polcy Institute,
Data Center 및 불편한 진실
Revisited, 삼성경제연구소,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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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국내 과거 20대 중대재해의 피해액 분포(1961~2006년)(자료: 장재연)

지구온난화는 1950년 전후의 산업혁명과 함께 지구 평균 온도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하였다(그림 3과 4). 이상기후 현상은 각 분야별로 일어나고 있
으며, 그 현상으로서 북극 및 남극지대의 빙하감소를 비롯하여 홍수, 가뭄
및 사막화, 해수면 상승 등을 볼 수 있다. 이상기후 현상에 의한 생태계의 변
화는 지역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며, 식물의 조기 개화, 새들의 조기 산란, 철
새들의 이동시기 변화, 곤충식물 및 동물 서식지 변화, 연안 지역의 백화현
상 증가, 생물 다양성 감소 등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표 1).

그림 6  국내 기상재해의 변화추세(자료: 장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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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기후변화에 따른 지역별 영향 및 현상
지역

영향

현상

유렵, 알프스

빙하 해빙 및 감소

1850년 이후 빙하면적 50% 감소

네팔

히말라야 빙하의 급속한 해빙.
5~10년 후에 홍수 피해 발생 가능

알래스카

알라크사 빙하 해빙

남극 반도

Ice Shelf 붕괴

Larsen Ice Shelf(1995, 1,300㎢, 1998, 300㎢, 2002, 3,250㎢)

북극해

바다얼음 면적 및
두께 감소

1950년 이후 바다 얼음 층의 여름철 두께는 40%, 봄 및 여름
철 면적은 10~15% 각각 감소

북반구 중·고위도 지역

강 및 호수결빙시기
와 해빙시기 지연

강과 호수의 결빙 기간이 2주가량 감소

유럽

중고위도 지역실물
생장기간 증가

13개 식물 및 수풀의 생장기간 증가

알프스

극지역 및 고위도
지역으로의 동식물
이동

10년 동안 고산식물 서식지 높이가 연간 1~4m 상승, 산 정상
에서는 식물이 사라짐

캘리포니아 중북부 지역

북미지역

일부 나비서식지가 북쪽으로 이동
1961~1990 기간 중 노르웨이 가문비나무의 직경 증가

오스트리아
북태평양, 북대서양

1940년대 이후 해빙기가 앞당겨짐

동식물 집단 서식지
의 축소 또는 회복

여름철 플랑크톤 밀집도가 1980년대 이후 북태평양 및 북대
서양 지역에서 각각 30%, 14% 감소

미국 북동부 지역

적색 가문비나무 수 감소

애리조나

관목 수 증가, 겨울철 강수량 증가 등 반건조 생태계로의 변화

서아프리카 초원지대

적절한 습도 지역에서 서식하는 동식물종 서식지 축소

콜로라도

반건조 지역에서 키가 작은 풀이 자라는 스텝 생태계 확대

위스콘신 남부지역
유럽 및 북미

식물 개화기, 곤충
출현 시기와 조류
알 부화시기가 앞당
겨짐

10개 초본 및 나무 종의 개화 시기가 앞당겨짐
1950~2000 기간 중 개엽시기 1~4주, 단풍이 지는 시기 1~2
주, 곤충이 나타나는 시기 1~2주씩 각각 앞당겨짐

영국

1990년대 기간 중 식물의 개화 시기가 1954년에 비해 평균
4.5일 빨라졌음

일본

지난 50년 동안 벚나무 개화시기가 5일 앞당겨졌음

출처: Atsunobu(2004), KEI(2005), 기후변화 적응관련 자연생태계 연구전략 수립, 환경부(2008)

이러한 생물다양성의 감소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매년 1,350~3,100
조 원으로 보고하였다. 따라서 앞으로 온난화로 인한 변동성의 증가로 인하
여 생물다양성이 감소하고, 2100년경에는 해양의 생산성이 산업혁명이 국
내 7대 도시의 평균기온 및 강수량의 변화 추세(1971~2007년)를 보면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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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국내 7대도시의 평균기온 및 강수량의 변화 추세(1971~2007년)(자료: 장재연)

기온은 37년 동안 평균기온 12.35℃에서 13.79℃로 1.44℃ 상승하였으며,
단기간에 큰 폭으로 기온 상승이 있었다. 강수량 증가추세를 보면 월평균
100.5mm에서 121.7mm로 21.2mm 증가(연강수량 환산 254.4mm) 추세를 보
인다(그림 7). 기상청의 기후예측도를 보면 2071~2100년 정도에는 고산지
역을 제외한 해안지역과 평야지역은 모두 아열대 기후구로 변화될 것으로
예측한 바가 있다(그림 8).

2) 기후변화에 따른 영향
지구 온난화에 따라서 동식물의 생식능력 및 생산성이 감소되며, 먹이
사슬이 파괴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생물체가 대멸종(50% 이상) 상태에 빠질
수 있다. 따라서 기후변화가 동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어떤 것이 있는지
를 IPCC 보고서(2003)를 토대로 작성하여 보면. 직접영향으로서 폭염과 기
상재해(홍수, 폭풍)가 있으며, 간접영향으로서 매개곤충 및 기생충의 활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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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아열대기후구의 변화 전망
(2071~2100, 트레와다의 기후구 기준)

영향, 수인성-식품매개성 질환의 생태학적 변화, 농작물 생산량 변화, 해수
면 상승, 인구이동, 축산기반시설 손상, 대기오염악화, 알레르겐 확산 등에
의한 가축의 건강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그러나 이러한 세계 기구
및 국가별 기후변화와 건강영향에 대한 평가는 관점과 지역에 따라 약간씩
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기후변화에 의한 혹한, 폭서, 폭우(홍수) 등에 의한 가축의 집단폐사의
가능성 이 갈수록 심해 질 것으로 예측된다. 2010년도 몽골지역에 영하 40
도가 나가는 혹한이 지속되면서 약 450만 마리의 가축이 폐사되어 전체 가
축의 약 10%로서 약 3,000여 농가에 막대한 손실이 있었다. 국내에서 2008
년 7월 일주일째 폭염이 이어지면서 경북지역에서만 2만 1,300여 마리의 닭
이 폐사되었으며, 강원도에서 4,700여 마리, 충북에서 5,100여 마리 등의 피
해가 있었다. 2010년도 여름철 충남에서 폭우로 인하여 발생한 가축피해
로서 20만 4,346마리가 피해를 당한 것으로 추산됐으며, 이 중 닭이 20만
3,470마리로 가장 많고, 축사 1개소와 분뇨시설 1개소도 수해를 당한 것으
로 보도되었다.

기후변화에 따른 질병 발생 전망과 수의학의 역할

451

또한 인수공통질병의 출현은 세계적, 지역적으로 중대한 문제이며, 현
재로서는 증가추세가 계속될 것으로 예측 된다. 인간의 활동과 행태가 발생
요인이 될 수 있으며, 조림 및 농업관행, 기후변화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
다. 이러한 인수공통전염병(zoonoses) 출현은 다양한 위험요인들이 끊임없이
변화됨으로 발생 예측이 극히 어려울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
응에 공중보건, 수의, 축산, 환경 등의 관련 분야 간 협력이 절대적으로 필
요하다.
농수산업은 우리 생활과 가장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분야이며 자
연환경에 가장 크게 영향을 받는 산업이다. 기후변화가 농수산 자원의 지리
적, 계절적, 생리적 변화를 초래하고 있음은 현실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기
상이변 현상이 야기한 작물 적응 지역의 변화, 잡초, 병충해 등의 발생 종 및
발생량의 변화, 토양 비옥도의 변화, 한발 정도의 변화, 산림 종 분포 및 생
산성 변화, 수의축산 분야의 매개질병 변화, 연근해의 수확 어류 종의 변화
등 식량 생산에 간접적으로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기후변화가 사람과 동물에 미치는 영향중의 하나는 질병인데
최근, 말라리아와 뎅기열과 같은 아열대성 질환의 발생 증가와 쯔쯔가무시
증이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그림 9). 이는 질병을 유발하는 매개체의 서
식조건 변화에 따른 개체수 및 밀도증가와 야생동물과 철새들의 이동, 숙주
밖에서의 병원체 생존기간의 변화 등에 의해 발생되거나, 환경 및 야생동식
물의 보호에 의한 야생동물의 밀도증가에 의한 매개곤충 먹이의 풍부함, 그
리고 철새들의 이동에 의해 매개체의 국경간의 이동 등에 의하여 전파되며,
인간이 야생동물과 직간접적으로 접촉하는 기회가 많아짐으로서 질환발생
이 증가하게 되고, 매개체를 접촉할 수 있는 기회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환
경적 관리측면에서 야생동물의 도입에 따른 질병의 전파, 야생동물과 가축
의 직접적인 접촉, 일시적인 동물의 이동에 의한 전파, 그리고 모기, 진드기
와 같은 절지동물에 의한 질병전파 등을 중점 관리해야 되는 상황이다.
최근에는 너구리, 고라니, 그리고 멧돼지와 같은 포유류가 도심에 빈번
히 출현하고 있으며, 다양한 종류의 새들이 도심 환경 속에서 번식을 하고
있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기상청의 ‘한반도의 기후변화 예상’ 연구 자료
에 의하면 2100년도까지 국내의 기후가 약 3℃의 상승과 강수량은 약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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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뎅기열 발생 위험지도 예측
자료(A, 1990년; B, 2085년)(Hales
et al., 2002)

의 상승이 있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따라서 이에 대비하여 인간과 동물
에 건강을 위협하는 질병전파의 저감을 위한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특
히 가축은 인간이 집단 사육환경을 제공함으로서 사육되어지기 때문에 기
후변화에 대한 적응 대책을 마련함으로써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3) 기후변화에 따른 기생충성 질병
기후변화에 따른 동물의 질병 중에 영향이 큰 것 중에 하나가 기생충
성 질병으로서 전염성 매개곤충, 기생충의 생활주기 변화, 산란 장소의 다양
화로 질병의 패턴이 다양화 되고 있으며, 이런 기후 및 환경 변화와 기생충
증이 만연하는 현상에 대하여 여러 가지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말
리리아 원충의 경우 매개동물을 통해 사람에게 감염되는 병원체는 다른 동
물을 거치지 않고 감염되는 병원체에 비해 기후나 환경변화의 영향을 더
욱 받기 쉽다. 매개 곤충뿐만이 아니라 담수에 사는 육상 패류에 의해 매개
되는 주혈흡충도 기후변화의 영향을 쉽게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주혈흡층
(Schistosoma)을 매개하는 Oncomelania 속 등과 같은 담수산 육상 패류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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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스코틀랜드의 연도별 소와 양의 간흡충 검출율

우는 온난화에 따라 생식 지역이 확대될 잠재적 가능성이 증가될 것으로 보
고된 바가 있다. 기온변화는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야생동물 숙주의 분포
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이는 숙주 특이성이 낮은 포유류에 감염될 수 있
는 Echinococcus나 Trichinella와 같은 기생충 증가에 영향을 줄 수 있다. 특히
Trichinella는 포유류 및 냉혈동물까지 숙주 범위를 증가시켰으며, 이러한 결
과는 기후변화에 따른 폭우와 온도 등의 영향으로 인한 것으로 보고되었다.
한 예로서 스코틀랜드에서 연도별(1993~2008) 소와 양의 간흡충 검출
율 보면 기후변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그림 10. Published on 15 May 2009 in Knowledgescotland).

4) 기후변화에 따른 절지동물 매개 질병
열대지역에서 발생되는 Leishmania의 매개체인 sand fly의 서식군이 열
대지방과 지중해에서 북유럽으로 이동되어 관찰되었다. 이러한 영향의 결
과로 국제교역과 해외여행이 증가함에 따라 매개체도 국내에 유입될 가능
성이 높아지고 있다. 기후변화와 기생충증의 확산에 대해 관찰해 보면 모기
나 육상패류 등의 동물에 의해 매개되는 기생충을 중심으로 지구 온난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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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감염지역의 확대에 대한 잠재적인 위험이 증가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
서 지구온난화에 대응하여 질병발생 예상정도, 경제적 피해, 사회적 파장 등
을 고려한 연구 및 모니터링이 요구되며, 매개체 연구 및 생태계-기후변화숙주-기생충 간의 상호관계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매개 절지동물의 경우 기온과 습도의 상승, 극심한 가뭄 등의 기후 환
경 변화에 따라 활동 기간이 길어지고, 환경 단체의 야생동물 보호정책의
결과 동물개체 수가 증가하여 인수공통전염성 매개 전염병이 더욱 확산되
고 있다. 질병 매개체인 모기의 경우 온도 상승과 모기 개체수의 증가는 상
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증명되었다(그림 11). 또한 다양한 종류의 신종 매개
체 출현으로 인한 신종 외래 질병의 국내 유입 가능성이 높아져 이들 매개
체에 대한 폭넓은 조사와 각종 병원체의 검출을 통하여 전파경로를 추적함
으로써 그 병원체에 대한 예방프로그램을 마련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최
근에는 이상기후(온도, 강수량, 일조량의 변화)로 인해 질병매개체에 의한 질
병발생빈도가 증가되고 있으며, 특히 모기매개질환(말라리아, 뎅기열, 일본뇌
염 등)과 진드기매개성 질환(쯔쯔가무시병, 라임병, 아나플라스마증, 에를리키아
증, 바토넬라증, 진드기매개뇌염(tick-borne encephalitis),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severe fever with thrombocytopenia syndrome, SFTS) 등)이 기후변화에 따라 사

람의 환자 발생률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그러나 이러한 질병의 매개체
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아직까지 미비하며, 특히 산업동물과 애완동물 그리
고 야생동물에 대한 기초조사 및 예방 대책이 필요하다.
이러한 매개질병의 증가는 기후변화에 의한 벡터의 증가와 자연보호
로 인한 야생동물 수의 증가 등으로 인해 보균동물의 생존 환경과 직접적으
로 관련되거나, 자연계의 먹이사슬과도 연관이 있으며, 늘어난 여행객 수와
해외교류 또한 매개 질병의 전파에 일조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지만, 제어
되지 않고 이동이 가능한 철새는 벡터(진드기, 이 등)를 직접 운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병원체(조류 인플루엔자, 웨스트나일 바이러스 등)를 직접 전파 시
킬 수 있으므로 벡터와 보균동물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그
림 12). 예를 들면, 최근 국내 기후가 아열대 기후로 변화되어 가면서 그 동

안 발견되지 않았던 새로운 진드기 종(Haemaphysalis phasiana, H. ornithophila)
과 모기종(Anopheles kleini)이 발견되었고, 국내에서는 진단이 되지 않았던 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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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기온과 모기 개
체수의 상관관계(R=0.520,
P=0.004)(부산광역시 보건
환경연구원, 2002

염환자가 증가하고 있으며, 국내 설치류를 비롯하여 주변국인 일본, 러시아,
중국 등지에서 진드기뇌염 바이러스(tick-borne encephalitis virus, TBEV)가 분
리되었다. 이는 기후의 변화와 관련하여 다른 종의 진드기가 국내로 유입될
수 있으며, 철새나 다른 숙주를 통하여도 전파될 수 있다는 것을 예측하게
한다. 따라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진단법 개발이 요구 된다.
2013년 국내 처음으로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evere fever with
thrombocytopenia syndrome, SFTS) 바이러스에 사람이 감염되어 사망하는 사

례가 있었다. 이 바이러스는 참진드기가 매개하는 바이러스성 질병으로서
중국에서 2009년도에 발생이 되었으나 2011년도에 보고된 이후 일본과 한
국에서 발생되어, 현재 3개국에서 발생보고가 되고 있으며, 이 SFTS 바이

그림 12  철새에 의한 질병 전파 및 진드기 전파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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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스의 유전자형은 다양하게 보고되고 있다(그림 13). 국내 처음 보고된 이
후 사람에서 2013년부터 2017년까지의 통계(질병관리본부)에 의하면 사망률
이 20.9%에 이른다(그림 14). 고라니와 멧돼지 등 야생동물에서 항원 바이러
스가 검출되었고, 반려동물인 개와 고양이에서도 검출되었으며, 가축인 소
와 염소 등에서 SFTS 바이러스 항원 및 항체 양성을 확인 하였다. 최근 일
본에서 SFTS 바이러스에 감염된 고양이와 개로부터 물린 사람이 감염되어
사망한 사건이 보고되자 역학조사를 통하여 반려동물로부터 사람에게 2차
전파가 되었을 것으로 강력하게 추정하고 있다(그림 15). 따라서 동물에서
SFTS바이러스가 감염되었을 시 나타나는 임상증상이나 임상병리학적 또
는 병리학적 소견 등에 대한 밝혀진 바가 없어 이에 대한 연구도 진행되어
야 한다(그림 15).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매개체 채집 및 동정, 매개체 분포
및 밀도조사(모기, 진드기, 이, 벼룩 및 기타), 보균동물 분포 및 밀도조사(설치
류, 야생포유동물 및 조류), 매개질병 병원체 검색(모기, 진드기, 벼룩, 이 등으로부
터 바이러스, 세균, 리케치아, 주혈원충 등) 및 각 병원체의 국내 분리주 확보 및

유지, 병원체의 특성 조사, 각 병원체 진단법 표준화 및 신속진단키트 개발,
기후 및 환경 변화에 따른 생태학적 변화와 매개체 질병발생 예측모델 및
예방대책 연구, 철새 및 야생조류에서 진드기 및 이의 종 동정 및 이동경로
와 기후변화(온도, 강수량 등) 패턴에 따른 매개체 분포 규명 및 질병발생 양
상 변화 예측 분석 및 모델 연구, 국내 매개체 밀도 지도와 병원체 위험지도
작성 및 분석을 통한 매개질병 예보-경보 시스템 구축, 해외에서 국내로 유

그림 13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발생국가(A) 및 SFTS 바이러스 유전자 형(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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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국내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연도별 환자 발생 상황(질병관리본부 자료 변형)

그림 15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바이러스의 자연계순환 예측 및 전파 양상

입이 가능한 질병에 관한 감시 및 예방 시스템 구축 등에 관련된 연구가 지
속적으로 수행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질병은 지구환경 내에서 병원체, 매개체, 보균동물 그리고 숙주가 상
호 연관관계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전파되고 있으며, 변화하고 있다. 우리나
라의 기후가 아열대의 기후와 유사하게 변화하면서 동남아시아에서 서식하
는 종의 참진드기가 남부지역을 중심으로 포획되고 있으며, 철새로부터 새
로운 종의 참진드기가 유입되고 있다. 이러한 참진드기로부터 인수공통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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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병을 유발할 수 있는 병원체가 전파되고 있으며, 최근, 국내의 사람 환자
와 동물로부터 Babesia microti와 Anaplasma phagocytophilum과 Ehrlichia chaffeensis의 양성 항체가 확인되었고, 벡터인 진드기와 보균동물인 야생 설치류
로부터 A. phagocytophilum과 E. chaffeensis의 원인체 검출 및 유전자염기서열
이 확인되었다.
이외에도 국내 야생 포유동물(사슴, 곰, 고라니, 너구리 등)로부터 A.
phagocytophilum의 병원체 유전자 검출되었으며, Rickettsia, Borellia, Bartonella 종의 병원체도 다수 검출되고 있으며, 국내 진드기 종으로부터 진드기
뇌염(TBE) virus가 검출되었고, 국내 야생쥐(Apodemus agrarius)로부터 TBE
virus를 분리(국립보건원)하였으며, 국내 우점종을 가지고 있는 Haemaphisalis
longicornis와 H. flava 진드기 종으로부터 TBE virus가 검출되었다. 따라서
기후변화에 따른 국내 매개질병에 대한 새로운 관리 감시체계가 확보되어
야 할 것으로 본다.

5) 기후변화에 따른 바이러스성 질병
최근 발생한 인플루엔자 A H1N1형, 조류인플루엔자 및 광우병 등 동
물로부터 사람에게 전염되는 인수공통질환과 같은 보건환경에 대한 국민
적 관심과 예방대책에 대한 기대수준이 향상되고 있는 상황에서 환경을 구
성하고 있는 요소 중 기후에 의한 변화는 주요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그림
16).

더군다나 우리나라에 상재된 브루셀라나 광견병과 같은 인수공통전염
병은 완전히 박멸되고 있지 않으며, 조류 혹은 모기에 의해 전파되는 웨스
트나일 바이러스도 증가된 국제간 이동으로 미국을 비롯한 외국으로부터
유입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상태이다. 기후변화에 의한 질병 발생 양상의
변화 및 분포의 변화도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파악이 되지 않고 있다. 현재
야생동물에 대한 질환 모니터링 등 전반적 관리시스템은 그 필요성이 제기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계기관에서 단편적으로 시도는 되고 있지만 단
발적인 연구결과 및 지협적인 데이터만이 나오고 있어 실제로 우리나라의
상황에 적합하고 구체적인 시스템 개발 및 활용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
고 있는 상태이므로 지금의 현상을 극복하기 위한 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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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발생
조류 인플루엔자 H5N1 발생.
그림 16  조류 인플루엔자
H5N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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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고 있다. 현재 야생동물에 대한 질환 모니터링 등 전반적 관리시스템은 그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계기관에서 단편적으로 시도는 되고 있지만 단발적인 연구결과 및 지협적인 데

기온의 상승은 병원체가 매개체내에서 증식기간을 단축시켜서 단시

이터만이 나오고 있어 실제로 우리나라의 상황에 적합하고 구체적인 시스템 개발 및 활용이 원활하게 이루어지

간 내에 대량증식이 가능해져 전염기간을 연장시키고, 동물과 사람에게 전

지 않고 있는 상태이므로 지금의 현상을 극복하기 위한 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하다. 또한, 미국과 EU를 비롯하

파가능 기간이
길어진다.
강수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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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여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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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라지게 되면서 감염생활사가 길어진다. 홍수 등이 잦아지게 되면, 모기와
기온의 상승은 병원체가 매개체내에서 증식기간을 단축시켜서 단시간 내에 대량증식이 가능해져 전염

진드기 같은 매개체 또는 숙주동물의 지리적인 생활환경이 확장되어 질병

기간을 연장시키고, 동물과 사람에게 전파가능 기간이 길어진다. 또한 온난화 및 강수 패턴의 변화로

발생빈도를 증가시키게 된다. 이러한 기후변화에 따라 질병의 전파빈도가

인하여 숙주동물의 분포와 여우 등과 같은 포식동물의 양상이 바뀌고, 질병전파 시기가 빨라지게 되면

할 수 있으며,
기존과
달라진되면,
생태환경으로
인하여 새로운
질병이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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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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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예측된다. 인하여 새로운 질병이 유입되었을 시 토착화 가
능성이 증대되며, 질병발생 양상은 지역적으로 각기 다른 패턴으로 변화될 것으로 예측된다.

바이러스 질병의 많은 종은 매개체에 의한 전파가 이루어지나, 직접 접

촉이나 공기전파에 의한 전염이 이루어지고 있는 질병들도 있다. 현재 예의

바이러스 질병의 많은 종은 매개체에 의한 전파가 이루어지나, 직접 접촉이나 공기전파에 의한 전염
이 이루어지고 있는 질병들도 있다. 현재 예의 주시하고 있는 바이러스 질병은 조류 인플루엔자, 웨스
트나일 바이러스, 돼지 인플루엔자, 아프리카돼지열병, 크리민콩고출혈열(Crimean–Congo hemorrhagic
fever virus, CCHF)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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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루텅 바이러스(Blue tongue virus)의 경우 영국 동물보건연구원(Institute for Animal Health,

그림 17  유럽에서 최근 기후변화의 공간적 변화와 블루텅 바이러스 전파양상(Purse et al., 2008)

주시하고 있는 바이러스 질병은 조류 인플루엔자, 웨스트나일 바이러스, 돼
지 인플루엔자, 아프리카돼지열병, 크리민콩고출혈열(Crimean–Congo hemorrhagic fever virus, CCHF) 등이다.

블루텅 바이러스(Blue tongue virus)의 경우 영국 동물보건연구원(Institute
for Animal Health, IAH)의 Peter Mertens 박사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반추

동물은 지구 온난화로 촉발된 변화로 인하여 큰 타격을 입어왔다고 하였다
(그림 17). 특히 양이 블루텅 발병의 큰 희생이 되었으며, 이것은 기온상승의

영향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 이 질병은 2006년 처음 벨기에와 네덜
란드에서 처음으로 발병하여, 영국을 비롯한 다른 유럽 국가로 확산되었다.
독일의 블루텅 바이러스 발생에 의한 직-간접적인 피해액은 양과 소에서
2006년도에 비하여 2007년도에 직접적인 피해액은 더욱 크게 나타났다(그
림 18). 이 블루텅은 겨모기인 Culicoides imicola가 전염시키는데, 최근 지중

해 해안에 유입되어 이 지역에서 발병되었다. 또한 C. pulicaris와 C. obsoletus
와 같은 매개종 역시 최근 중부 및 북부 유럽에서 발견되었다. 겨모기종은
미국지역에서 C. variipennis, 호주지역에서 C. brevitarsis, C. wadai, 아프리
카 및 지웅해 연안에서 C. imicola 등이 매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질
병이 발생하는 지역대를 보면 매개곤충인 겨모기가 활동하는 분포지역과
거의 일치하여 북위 35도와 남위 40도 사이에 걸쳐있는 국가들에서 발생하
고 있다. 주로 발생되는 국가들은 연중 겨모기가 활동하는 열대 및 아열대
지역에서는 연중 감염이 이루어지나 증상은 나타내지 않는 공통점을 가지
고 있다. 그러나 온대지방의 경우 겨모기가 활동하는 시기가 한정되어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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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8 독일의 블루텅 바이러스 발생에 의한 직-간접적인 피해액(2006-2007, Data from
Hoogendam 2007)(Wilson & Mellor, 2008)

모기가 활동하는 시기에만 주기적으로 블루텅이 발생한다. 주로 블루텅이
발생하는 국가들로서는 유럽지역과 이집트, 터키, 이스라엘 등 지중해연안
국가, 미국 캘리포니아주, 남아프리카 등이다. 따라서 블루텅이 상재하는 열
대 또는 아열대 지역에서 블루텅 바이러스감염 겨모기가 바람 등에 의해 인
접지역으로 유입되면서 질병발생이 일어나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지
구온난화가 진행되고, 국내의 기후대가 아열대로 바뀌어 가면서 현재 블루
텅를 매개하는 겨모기 종이 유입될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러
한 상황은 지구 온난화로 인한 기온 상승이 매개 곤충의 활동을 활발하게
하기 때문에 겨모기로 인한 감염율과 바이러스의 복제를 증가시킬 수 있다
고 예견할 수 있다.

6) 기후변화에 따른 육상거머리 서식처 확대로 인한 질병전파 우려
국내에서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인한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 우리나라
최서남단인 가거도에서만 서식하고 있는 육상거머리(land leech)는 유전자
검사의 추적에 의하면 대만에서 조류에 의하여 가거도에 상륙된 것으로 추
정하고 있다. 가거도의 독실산 7부 능선 이상의 여름 기후는 습도가 높고,
아열대 기후구와 흡사하여 육상거머리의 서식 조건에 잘 맞는다. 이 육상거
머리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주변 도서인 흑산도 및 제주도 등 다른 도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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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9  가거도 채집 육상거머리의 다양한 형태 변화(좌)와 일본 육상거머리의 숙주 동물흡혈 현황(우)

표 2  국내 가거도 육상거리리로부터 유전자염기서열분석을 통한 흡혈 숙주동물 조사(2012년도)
학명

국명

GenBank accession No.

검출 마리 수

유전자 동일성(%)

Homo sapience

인간

NC012920.1

5

99.7

Mus musculus

생쥐

V00711

8

100

Mustela sibirica

족제비

AB051283.1

3

99.7

Turdus pallidus

흰배지빠귀

EU154651.1

2

99.7

Luscinia siblians

울새

HM633322.1

1

100

Total

19

역에서는 발견이 되지 않았다(그림 19의 좌). 가거도에 서식하는 육상거머리
에서 유전자 분석을 통한 흡혈동물을 조사해보니 인간, 생쥐, 족제비, 흰배
지빠귀, 울새로부터 흡혈한 사실이 증명되었다(표 2). 일본의 경우에 있어서
도 사슴의 개체수 증가와 서식지의 이동으로 인하여 육상거머리 서식지가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19의 우). 따라서 국내에서도 기후변화
로 인한 서식지의 확장은 내륙까지 확대 될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예측
은 가거도에서 서식하는 육상거머리의 종은 Haemadipsa rjukjuana 종으로서
대만에서 서식하는 종과 일치하고, 대만에서 가거도 쪽으로 이동하는 철새
종이 가거도 육상거머리로부터 유전자가 발견되었다. 따라서 가거도 육상
거머리인 H. rjukjuana는 대만으로부터 철새에 의하여 이동된 것으로 추정
하고 있다. 또한 가거도에 서식하는 육상거머리에서 바토넬라 균이 검출되
었던 점으로 보면, 흡혈 육상거머리 또한 병원체를 동물 및 사람에게 매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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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0  육상거머리의
분포도가 국내 연구 결과
에 따라 가거도를 포함하
는 분포도로 바뀌어야 함

하여 전파할 가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관리되어야 할 것으
로 본다. 2011년도 가거도에서만 발견되었던 육상거머리가 2018년도에 흑
산도에서 발견된 것을 확인되었다. 이러한 사실은 가거도의 기상조건과 흡
사한 곳이 흑산도에서 형성되어 육상거머리의 서식 조건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매개체의 서식지 확대는 기후변화와 더불어 진행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그림 20).

7) 기후변화관련 질병에 대한 대비
이들 질병을 전파하는 많은 매개체들은 상당수가 인수공통 병원체들이
어서 국가관리 대상 법정전염병에 해당하는 것들이다. 또한 야생동물뿐만
이 아니라 수생동물의 질병이나, 꿀벌의 질병에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어 지구 온난화에 대한 대비차원에서 각 질병 병원체에 대한 모델링을 통
한 발생예측 연구를 실시하여 사전에 질병이 전파되지 않도록 예방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수의분야에서의 지구 온난화에 대한 질병발생에 대한 대비
책일 것으로 본다.
따라서 기후변화 대비 매개체 전염병 종합감시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지속적인 연구 개발이 필요하며, 이를 위하여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축산진
흥연구소(가축위생시험소), 질병관리본부, 국립보건원, 보건환경연구원, 국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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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관리공단 국립공원연구원 조류연구센터, 국가철새연구센터, 국립생물
자원관, 야생동물유전자원은행, 기상청 및 각 대학의 관련연구자 등의 협력
이 필요하다. 이 사업을 위한 공식적인 기구를 운영하여 통합적이고, 체계
적인 연구, 국제적인 네트워크 구축과 관리를 함으로써 질병발생예측모델
을 개발하여 축산 및 수의 분야의 발전에 이바지 하고, 대국민 홍보를 함으
로서 사람 및 동물의 전염병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감시체계를 구축하여
국민 보건에 기여할 수 있으며, 국내 분리주를 이용한 예방백신을 개발하여
사람과 동물의 보건 향상에 기여 할 수 있다.
앞으로 우리의 노력은 기후변화 관련 질병발생에 대한 체계적인 보고
와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우선적으로 시행되어야 하며, 정부 및 학계 등에서
이러한 연구, 조사 및 보고체계의 구축을 위한 노력을 경주해 기후변화에
따른 동물의 건강 영향을 최소화하는 데 노력해야 한다. 또한 환경변화의
경우는 국제공조가 이루어져야 하며, 특히 아시아 지역 국가와의 긴밀한 협
력체계의 구축도 필요하다.
이에 따라 수의 분야의 기후변화에 따른 대응전략으로서 원격탐사 및
지리정보, 분자 역학, 의학, 수의학, 집단생물학, IT, 진단,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AI) 등 다양한 분야의 통합적용을 통한 새로운 감시 및 대응 매

커니즘이 필요하며, 폭염, 홍수, 폭풍에 대한 대응방안 및 전략적인 축사관
리, 음수관리, 배수시설, 상습 침수지역의 이주조치, 품종개량, 목초지관리
등의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며, 인수공통 전염 매개체 조사 및 신속진단과
백신개발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환경부가 One Health 개
념에서 통합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국립 매개체 및 매개질병 연구소(National Institute for Vectors and Vector-borne Diseases)” 등을 설립하여 이에 대한

체계적이고, 장기적이며, 종합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야 성공적인 예방 대책
이 이루어 질 것으로 예측한다(그림 21). 따라서 수의과대학에서는 향후 10
년 및 50년을 대비할 수 있는 준비를 위하여 교육 프로그램을 개선하고, 현
장에 있는 수의사들은 이에 대한 앞으로의 변화에 대한 준비와 대응책을 가
지고 정책을 만들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렇듯 기후변화 관련하여 새로운 병원체에 대한 발견이 계속되고 있
어 신종 병원체 및 질병에 대한 선제적인 연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학회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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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국내 매개질병연구소의 필요성과 관련기관

원에서는 정부의 정책이 선제적으로 앞서 나갈 수 있도록 제언과 제시가 필
요하며, 학회 개최시에는 반드시 관련 정부 정책을 맡고 있는 공무원들이
참여하여 국제적인 질병의 현황과 학문의 흐름을 파악하고, 정책에 반영시
킬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며, 산업동물 및 반려동물

그림 22  질병의 원인은 병원체, 매개체, 가축, 야생동물 및 사람과 관련되어 있으므로 관련 부처에서 공동 해결을
위한 One Health 개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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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질병뿐만 아니라 인수공통전염병의 병원체는 매개체 및 보균 야생동물
에 감염되어 자연환경에서 서식하고 있으므로 자연계의 순환에 대한 이해
를 바탕으로 어디에서 순환 고리를 끊어야 할지에 대한 연구 노력도 필요하
다. 따라서 사람, 동물 및 환경의 건강, 즉, One Health 개념에서 접근을 하
여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필요가 있다(그림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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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기세포치료의 현황과 전망 및
수의학에서의 대응방안
강경선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 교수

최근 제약 바이오의 발달은 빛의 속도로 과학이 발달되어 가고 있고,
인류가 아직까지 경험해 보지 못한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우리 인간
이나 동물의 질병을 극복하기 위한 많은 노력들이 있어왔고, 과학과 문명
의 발달이 꽤 진전된 것으로 생각되나, 사실 인간의 의술이나 약으로 고칠
수 있는 질병은 극히 제한적이다. 의약품의 발달과정을 보면, 우선적으로 화
학물질을 합성하거나 자연에 존재하는 화학물질을 이용한 약들이 주를 이
루어 왔으나, 2000년대에 들어오면서, 화학물질을 기반으로 하는 약물보다
독성이 적은 단백질인 항체를 이용한 의약품이 각광을 받고 있다. 실례로
FDA에서 최초로 승인 받은 인간 단일 클론항체(2002년 승인)인 Humira는
현재 blockbuster 의약품의 주류를 이끌고 있는 단일클론 항체 중 최초의 완
전한 인간 단일클론 항체(human monoclonal antibody)로서 부작용이 비교적
없다. 2011년에서 2017년까지 누적매출액 886억 달러를 달성했으며, 이 중
2014년, 2016년, 2017년은 당해 처방의약품 매출액 1위를 달성하며 blockbuster 신약으로 자리 매김을 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이러한 단클론 항체
치료제가 암발생 등 부작용이 보고되고 있고, 이러한 항체 치료제를 사용하
고 싶어도 약이 듣지를 않아 사용을 못하는 환자가 전 세계에 50% 정도가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이유로 최근 노바티스의 Car T
세포치료제의 미국 FDA에 승인이 되었다. 현재 바이오제약시장이 항체 치
료제 중심에서 세포치료제로의 빠른 전환이 이루어 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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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아줄기세포

유도만능줄기세포

성체줄기세포
지방유래
줄기세포

골수유래
줄기세포

Target Cells

제대혈유래
줄기세포

체세포

Direct
Conversion

직접교차분화
줄기세포

그림 1  줄기세포의 분류
그림 1.

하고, 다국제 제약사들도 세포치료제 시장에 뛰어들고 있는 상황이다. 지금
까지의 인간 질병 치료의 중심이었던 케미컬과 항체 치료제 신약 개발의 한
계로, 다국적 제약사의 의약품 매출증가세 둔화와 연구개발 생산성의 위기
가 대두 되었으며, 질환의 근원적인 치료를 가능케 하고 안전성과 치료효능
이 우수한 성체 줄기세포 치료제를 통해, 이미 한계가 드러난 기존 의약품
산업에서 우위를 선점하고 향후 막대한 부가가치를 창출 가능할 수 있을 것
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본글에서 우선적으로 줄기세포의 종류에 대해서 우
선적으로 알아보면,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다.

줄기세포종류 및 특징
다양한 줄기세포를 사용하여 질환을 치료하기 위한 수많은 시도들이
진행되면서 최근 상용화에 성공한 사례들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제
한적인 세포의 생존/생착률 및 제품화 측면 등에서 아직 기술적인 한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손상된 조직과 장기의 근원적인 복원이라는 재생의료의
목표를 완전히 구현하기는 보다는 세포를 이용한 또 다른 약물치료의 개념
이 강하다. 줄기세포를 종류별로 분류하면 성체줄기세포, 배아줄기세포, 유
도만능줄기세포 등으로 나눌 수 있다(그림 1).
첫째로, 배아줄기세포(embryonic stem cells, ESCs)는 수정한지 14일이 안
된 ‘배아’상태에서 얻는 줄기세포로, 인체의 모든 장기조직으로 분화가 가
능하며, 계속해서 그 개체수를 늘릴 수 있다. 본 기술은 1998년 위스콘신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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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의 James Thomson 교수에 의해 확립되었다(Thomson et al., 1998). 하지만
본질적인 생명윤리 관점에서의 문제점과 테라토마라는 암종을 만들 수 있
는 가능성으로 인하여 그 안전성에 대한 문제점이 여전히 존재한다. 실제
로 2009년 1월 미국의 제론(Geron)사는 세계최초로 척추손상환자를 대상으
로 하는 배아줄기세포치료제 ‘GRNOPC1’의 임상시험에 대한 美 식약처
(FDA)의 허가를 획득하였으나, 동물실험에서 줄기세포 내에 미세낭포(액체
가 등 매우 작은 주머니)가 발견되어 중단되었다. 2010년 8월 임상시험 재개

허가를 받았으나, 1년여 만에 자금난을 이유로 배아줄기세포 치료제 임상을
포기하였을 뿐만 아니라, 회사의 전략 자체를 항암치료제 개발로 수정한 바
있다.
두 번째로,영국의 Ian Wilmut 교수가 개발한 복제양돌리로 대변되는
체세포복제기술이다(Campbell et al., 1996). 이는 남성의 정자가 필요 없이,
여성의 난자만 있으면 줄기세포를 만들 수 있는 기술로, 난자의 핵을 제거
하고 2n인 체세포의 핵을 난자에 집어넣고, 전기 충격을 가하면, 난자는 정
자가 들어온 것으로 착각(?)하여, 개체발생이 된다. 이과정은 마치 정상적인
배아 형성과 마찬가지로 배반포기가 형성이 되며, 내부세포괴를 꺼내서 배
양하면, 배아줄기세포와 같은 줄기세포가 만들어지는 것이다. 이러한 줄기
세포 제작 기술은, 현재 많은 동물들을 복제하여, 거의 모든 동물들이 체세
포 복제 기술로 복제되고 있어, 수의학과 축산의 학문 발전에 크게 기여를
하고 있다. 다만, 줄기세포적인 관점에서 보면, 본 기술을 이용한 방법은 역
시 인간배아줄기세포를 만들어 내는 기술이기 때문에 기존의 배아줄기세포
가 가지고 있는 암발생들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세 번째로, 줄기세포 제작기술은 2006년에 논문을 발표하고, 그 6년 뒤
에 노벨생리의학상을 수상한 일본의 교토대학의 Shinya Yamanake 교수가
확립한 기술이다(Takahashi et al., 2006). 사람의 체세포인 섬유아세포(fibroblasts)를 피부로부터 채취하여 여성의 난자와 남성의 정자 모두가 필요 없

이, 시험관내에서 체세포를 이용하여 배아줄기포와 같은 줄기세포를 만들
어 내어, 세계를 놀라게 하였다. 이는 생물학교과서를 다시 써야 하는 “유도
만능줄기세포” 시대를 열은 과학사적 의미가 있는 사건이었다. 그러나 이러
한 “유도만능줄기세포”는 배아줄기세포가 가지고 있는 생명윤리적인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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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을 깨끗이(?) 해소하였으나, 배아줄기세포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
점인 환자에 이식 시 암 발생과 분화조절이 생체내에서 잘 않된다는 문제점
을 가지고 있다. 또한, 효율이 매우 낮은 것이 단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한편, 유도만능줄기세포의 장점으로는 환자를 치료하기보다는 유전적
질환을 가지고 있는 환자의 체세포를 이용한 유도만능줄기세포의 제작은
환자맞춤형의약품의 개발을 위한 스크리닝 프랫폼 (platform)로 매우 유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네 번째로 2012년도 들어와서, 미국의 스텐포드 대학의 마리우스워닝
교수팀은 유도만능줄기세포가 배아줄기세포와 마찬가지의 문제점이 있는
것을 극복하기 위해, 인간의 피부로부터 체세포를 분리하여, 이를 직접 원하
는 신경세포로 분화유도하는 “직접분화법(direct reprogramming)”을 개발하여
발표하여, 세계를 놀라게 했다(Lujan et al., 2012). 이러한 직접분화기술은 완
전히 분화된 세포로의 전환기술이라 시험관내에서는 잘 기능을 하지만 실
제 생체에 적용하면, 완전히 분화된 세포이기 때문에 생착이 되질 않을뿐더
러 실제 생착된다고 하더라도 분화가 끝난 세포이기 때문에 그 기능이 실
제 이루어지지 못하는 한계점이 있다. 이러한 현재까지의 줄기세포의 한계
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환자자신의 피부세포나 혈액 등의 체세포를 이용해
서, 환자자신에게 적용 가능한 성체줄기세포를 만드는 기술이다. 즉, 파킨슨
환자나 알츠하이머 환자, 루게릭 환자 등 신경계 질환의 피부세포나 혈액을
이용하여, 빠른 시간 내에 자신의 신경줄기세포를 만들 수 있다면, 거부 반
응이 없으면서 이식이 가능한 줄기세포가 만들어 질 것이다. 이것을 “유도
만능줄기세포(induced plutipotent stem cells, iPSC)”와 비교해서 “유도신경줄
기세포(induced neural stem cells, iNSC)(Figure)” 또는 “유도간줄기세포(induced
hepatic stem cells, iHSC)”라고 명명할 수 있다. 이 를 통털어서 “유도성체줄

기세포(induced adult stem cells, iASC)”라고 명명할 수 있다. 이들 세포는 유
도만능줄기세포와 달리 암발생도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생체내 이식 시 잘
기능을 할 수 있는 줄기세포로 최근 들어 2014년까지 마우스 등 동물에서
처음으로 성공하여 발표되었다(Kim et al., 2014. 그러나 사람의 세포를 이용한 결
과가 발표되지 못하다가, 2015년 1월 저자의 팀에 의해, 처음으로 인간의 체세포를 이
용하여 빠른 시일 내에 인간 유도신경줄기세포를 만드는 방법을 개발하여 Cell 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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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생치료의약품
(Regenerative Medicine)

iPS Cell

Patient

직접교차분화
dcNSCs
Donor

환자
자가세포

신경줄기세포

환자맞춤
세포분화

유도인자 투입
Patient

Let-7
뉴런

섬유아세포

HMGA2
노화체세포

성상교세포

혈액세포

희돌기교세포

②

드럭 스크리닝
(Drug Screening)

그림 2.

그림 2  직접분화방법을 이용한 신경줄기세포 제작

ports에 발표한 바 있다(Yu et al., 2015)(그림 2). 넷째로, 성체줄기세포(adult stem
cells)는 이미 성인이 된 몸의 각 부위에서 얻어지는 줄기세포로, 그 원천에

따라 지방, 골수, 제대혈 줄기세포 등으로 분류된다. 세포 공여자에 따라 자
가(autologous)와 동종(allogeneic)으로 분류된다. 성체줄기세포는 다른 줄기세
포들에 비해 안전하고, 채취가 용이하여 관련 연구나 임상시험이 가장 활발
하게 진행되어 왔다.
끝으로 최근 가장 상용화가 많이 진행돼 있는 것이 성체줄기세포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줄기세포치료제 개발 및 규제 동향 2014’에 따르면,
1998년 최초로 기업체 주도 상업화 임상연구가 시작된 이래 2014년 말까지
총 277건이 진행되었거나, 수행 중 또는 예정이다. 초기(2003년 이전)에는 대
부분 자가유래 줄기세포를 이용하였으며, 2004년 상업화 임상연구가 본격
화되기 시작하면서 점점 동종유래 줄기세포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2014년도에 신규 등록된 임상연구에서 동종유래 줄기세포를 이용한 임상이
현저히 증가함으로써 누적 비율에서 동종유래 줄기세포 임상연구가 최초로
전체의 절반을 넘어섰다(그림 3).
지금까지 시장에 출시된 세포치료제들이 성과가 다소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포치료제 시장 성장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는 이유는 현재 출시된 세포치료제들이 모두 자가유래 세포치료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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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줄기세포를 이용한 임상시험 및 치료제 개발 현황

기 때문이다. 실제 시장에 출시된 제품들의 매출을 분석해 본 결과, 자가유
래 세포치료제는 오직 Genzyme의 ‘카티셀(자가 연골재생)’만이 의미있는 매
출이 발생하였고, 다른 품목들은 높은 생산비용과 유효성 입증 부족 등으로
상업적으로는 실패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반면 동종 제품 중 피부치료제
일부는 1998년 이후 30만 건에 달하는 시술 기록을 달성하여서 상업적 성
공 가능성을 입증하였다.
최근에 의하면, 각 정부에서 승인이 되고 있는 줄기세포 치료제 임상
이 수천 건에 달하고 있다. 실제로 시판 승인이 되어 실제로 환자가 구입을
해서 줄기세포 약을 살 수 있는 제품이 7가지 시장에 나와 있다. 이중 7가지
시판 승인된 줄기세포 약 중 4개가 한국에서 승인된 제품이고, 가장 최근의
제품이 유럽에서 승인된 Takeda 제약사의 지방줄기세포를 이용한 치료제이
다. 현재 Takeda와 같은 대형 제약사가 줄기세포치료제 시장에 뛰어들고 있
는 것은 고무적이라 할 수 있다.

향후 줄기세포를 이용한 활용방안
최근 면역학적 기전 연구와 이식 기술의 획기적인 발전으로 인해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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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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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간줄기세포 투입 및 배양
•

비임상 과 독성실험 활용 계획

그림 4.

그림 4  동물장기와 자신의 체세포를 이용한 인공장기의 생산기술 모식도

한 말기 장기 부전 환자에서 유일한 치료법으로 장기 이식술이 시행되고 있
으나, 그 수요에 비해 공여수가 현저히 부족하므로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대
체 인공 장기의 개발이 필요하다. 이러한 3차원 프린터 기술 응용 및 줄기세
포를 이용한 유사장기(organoid) 등을 통해 생체 모사 인공 장기를 개발하려
는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장기 미세구조의 재현이 어렵고
획득 가능한 장기의 크기가 충분하지 못하다는 기술적 한계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동물의 장기를 이용해서, 사람에게 이종으로 이식해 보려는 시도가
있었고, 일부 이종이식이 제한적 범위 내, 즉 각막과 같은 이식거부 반응이
적은 장기를 중심으로 진행되어, 어느 정도 성과를 내고 있다. 그러나 이것
도 완벽한 대안이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최근 돼지 등 중동물
유래 장기를 이용해 3차원 대형 바이오지지체를 구축하고 이에 환자자신의
유도줄기세포를 주입하여 새로운 개념의 생체적합성 인공 장기를 개발하는
연구들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그림 4). 생체적합성 인공 장기 개발의 관
건은 효과적인 장기 실질 재건 및 혈관재건(vascularization) 기술의 구축이며,
이 때 환자 자신의 줄기세포를 활용할 수 있다면 이식 시 위험성이 없는 환
자 맞춤형 인공 장기를 개발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줄기세포
를 이용하여, 단순 치료제 뿐만 아니라 환자맞춤형 인공 장기 개발 핵심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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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은 다양한 인공 조직/장기 개발 및 재생기술에 광범위하게 적용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며, 이는 현재 장기 이식 시장의 미충족 수요를 해결해 줌과
동시에 막대한 경제적, 사회적 손실을 막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수의학 및 수의사의 역할
수의학은 본래 의학으로 인의학과 수의학으로 대별 되고 있고, 실제로
는 모두 인간을 위한 문이라고 볼 수 있다. 지금까지 학문이나 산업의 발달
을 보면, 과거 피라미드를 세우고, 성곽을 세우고, 집을 짓고 하는 일은 모두
그 사물 자체를 위한 것이 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최근에 와서 100세 시
대의 초고령화 시대로, 지금까지 인간이 경험해 보지 못한 시대로 전세계가
진입하고 있다. 이러한 초고령화 사회에서 지금까지의 학문이나 기술이 그
무엇인가 인간이 만든 물건을 위한 것이었다면, 이제는 바로 인간의 본인
을 위한 학문과 기술의 시대인 바이오의 시대로 빠른게 진입하고 있는 것이
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서 동물과 질병을 누구보다고 잘 이해하도록 해주
는 학문이며, 기술을 가진 사람이 수의사들임을 생각해 볼 때, 바이오의 주
도권을 의사들이나 다른 학문분야보다 더욱 빠르게 진입할 수 있고 선도 할
수 있는 학문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수의학이며, 수의사인 것이
다. 지금까지 인간 질병 치료에 있어서, 화학적 요법에서 현재는 면역 항체
치료의 시대로 이미 진행되고 있다. 가장최근 다국적 제약사인 Norvatis 사
의 Cart T cell을 이용한 백혈병 자가 세포치료제의 시장 출시는 이미 우리
가 세포치료제의 시대로 한발 성큼 다가섰음을 의미한다. 향후, 유전자 편집
기술과 줄기세포기술, 더 나아가 인공장기 기술은 바로 우리 인간들을 건강
하고 오래 살 수 있는 길을 열어 줄 것으로 기대되며, 특히 수의학이 재생의
료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학문적 영역이 될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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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 복제의 역사와
인류역사에서의 의의
김민규
충남대 동물자원과학부 교수

1. 동물복제 배경
최근 몇 십년간 인류는 개구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양, 말, 소, 돼지, 개
등 수많은 동물을 복제하는 데 성공하였다. 복제기술이 개발되기 전까지는
암수의 생식세포 간의 결합(수정)에 의해서만 정상적인 개체 발생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세포융합 또는 세포 직접주입과 같은 체세포 핵이식 기
술이 발전하면서 생명체의 복제가 본격적으로 가능하게 되었다. 우리나라
에서도 1999년 2월 복제된 젖소 ‘영롱이’를 시작으로 돼지, 개, 늑대 등의
복제 동물을 생산해낼 정도로 그 기술이 발전되어 있다. 현재 생명과학자들
은 동물을 단순히 복제해낼 뿐만 아니라, 더 좋은 형질을 가진 동물을 생산
하기 위해서 재조합된 유전자를 가진 핵을 이식하기도 한다. 전 세계적으로
보유한 형질 전환 동물은 약 7,000여 종이 있으며, 최근에는 사람에게 장기
를 공여할 수 있는 돼지, 유용단백질을 생산하는 닭, 사람의 질환을 발현하
는 개 등을 비롯하여 영장류의 복제까지도 성공하게 되었다. 물론 복제 동
물을 생산해 내는 것에 대한 찬반 논쟁은 아직도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다.
동물복제는 여러 멸종 위기의 생물을 보전할 수 있고, 질병 치료에 유용하
게 사용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지만 생명의 존엄성과 관련된 윤리적인 문제
또한 개입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동물 복제에 대한 기술을 정확히 알고 그
것이 엄격한 규정 하에 이루어진다면 그것이 가져다주는 학문적, 기술적, 경
제 산업적 파급 효과는 매우 클 것이라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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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동물 복제 최근 연구동향
1997년 영국 에든버러의 로즐린연구소(Loslin institute)의 이언 윌머트
(Dr. Ian Wilmut) 박사 등은 임신한 면양의 유선세포의 핵을 미수정란의 핵

과 치환하여 복제면양을 생산하였는데, 이는 체세포의 핵을 이용하여 복제
동물을 생산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하였다(그림 1).
모든 세포의 핵은 일련의 완전한 유전자 정보를 포함한다. 하지만 배아
세포가 유전자를 활성화시킬 준비가 되어 있는 동안, 분화된 성체 세포들은
그들의 특정한 기능을 위해 필요하지 않은 유전자들을 차단하고 있다. 따라
서 성체 세포의 핵이 복제를 위한 세포제공에 사용될 때, 성체세포의 유전
자 정보는 배아 상태로 재설정되어야 한다. 종종 재설정 과정이 불완전하게
되면 배아로 발달하지 못한다. 윌머트 박사는 277번의 복제 배아생산을 시
도하여 한 마리의 대리모에서 돌리(Dolly)가 태어날 수 있었는데, 이때부터
포유동물의 체세포 복제가 주목 받게 되었다.
그 후 소나 돼지의 체세포를 이용하여 다수의 복제송아지와 돼지들이
생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뉴질랜드에서는 한꺼번에 10마리의 복제송
아지를 생산하였으며, 국내에서도 다수의 복제송아지와 복제돼지가 생산되
어 체세포 복제기술의 산업화 가능성이 입증되었다. 특히 복제동물을 생산
하는 과정에서 외래유전자를 쉽게 주입할 수 있어서 형질전환 동물을 보다
효율적으로 생산할 수 있게 되었다(그림 2).

그림 1  복제양 돌리의 체세포 복제과정
(출처: 유타대학,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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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초기 주요 복제동물의 생산 시기 별 연대표(출처: Nature, 2007)

우리나라에서 복제 동물에 대한 논문은 많이 있지만 그 중 대표적으로
2005년 8월 4일 Nature 436호지에 실린 ‘Dogs cloned from adult somatic
cells’에 대해 소개를 하자면 이 논문의 저자는 서울대 수의학과 이병천 교
수 외 10명으로, 성체의 체세포를 이용하여 개를 복제하였다는 내용이다. 논
문의 내용을 살펴보자면 양, 쥐, 소, 염소, 돼지, 토끼, 고양이, 당나귀, 말 등
을 포함한 여러 포유류는 핵이 제거된 난자에 체세포의 핵을 옮김으로서 복
제되어져 왔다. 최근까지 과학자들은 이 기술을 적용하여 개를 복제하는 데
에는 성공하지 못하였는데 그 이유는 실험에 사용될 난자의 배양이 실험실
에서 성숙시키는데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실험실에서 배양하
는 방법이 아닌 생체 내에서 얻은 난자에 성체의 피부 세포를 핵이 제거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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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우리나라 복제기술로
태어난 세계최초 복제견 ‘스너
피’

난자에 옮겨 두 마리의 아프간하운드를 복제하는 방법을 사용하게 되었다.
발표된 세계적 논문에 따라 개의 게놈 프로젝트를 통해 얻는 세부적인 정보
들은 유전적 또는 환경적 영향이 개의 품종에 따른 다양한 생물학적, 행동
학적 특성들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연구
팀은 처음 복제한 개를 “Snuppy”라고 명명하였다(그림 3).
또한 연구팀은 세계최초의 복제견인 Snuppy가 탄생한 이후 우리나라
에서는 2005년 10월 한국늑대를 복제하는데 성공하였고, 체세포 제공 늑대,
대리모, 복제늑대 2마리의 DNA 친자 감별을 실시하여 복제늑대임을 확인
하였다. 개 복제에서 얻은 기술을 이용하여, 일반 개의 난자에 회색늑대의
체세포의 핵을 이식함으로서 개과 멸종위기 동물인 회색늑대의 복제 복원
을 시도하였다. 이 연구를 통하여 복제 기술을 발전시키고 복제 효율을 증
가시킴으로서 멸종위기 동물의 종 보존에 복제 기법을 이용할 수 있는 기틀
을 마련하게 되었다. 위와 같이 동물 복제의 기술이 점점 발전되어 가고 있
는 추세이며 늑대가 복제된 후에 고양이와 장기이식용 미니 돼지 등 다양한
동물들의 복제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다. 이제는 단순히 같은 동물을 복제
해 내는 것이 아니라 더 뛰어난 형질을 가진 동물들을 대량 생산해 내는 방
향으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더 뛰어난 형질을 가진 개체를 만들려면 개
체의 유전자를 조작해야 하는데, 1950년대부터 진행된 유전자에 대한 연구
가 현재 유전자 재조합 기술이라는 기술 혁명을 이루어 냈기 때문에 현실적
으로 가능해진 것이다. 이렇게 유전자 재조합을 통해 생산된 동물을 ‘형질
전환 동물’이라고 한다.
현재까지 개발된 형질전환 동물은 약 50종류가 있으며, 그 중에서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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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종류는 우리나라에서 이뤄낸 성과이다. 이러한 유전자 조작을 통한 형질
전환된 동물을 복제 기술을 이용하여 대량으로 생산해내는 것은 인간의 질
병을 치료하고 인간에게 유용한 단백질을 생산해내는 것에 활용된다. 또한
의약품 생산 및 환경오염 물질을 제거하는 미생물 개발 등에도 다양하게 이
용될 수 있다. 형질 전환 동물을 생산해내는 기본적인 방법은 일반적인 동
물 복제 과정과 유사하다. 성숙한 동물 난자의 핵을 제거한 후 여기에 유전
자 조작이 이뤄진 체세포를 이식하고 대리모 역할의 동물 자궁에 주입함으
로써 임신과 출산 과정을 거쳐 형질전환 동물이 탄생하게 된다. 유전자 재
조합은 특정 생물로부터 게놈을 분리한 후 DNA 절단 효소를 이용하여 필
요한 유전자를 얻고, 이것을 DNA ligase를 이용하여 다른 유전자와 재조합
해 ‘키메라 유전자’를 만든 다음 다시 발현 세포에 도입하여 외래 유전자의
형질을 발현시킨다.
대표적인 형질전환 동물이 부족한 사람의 장기를 돼지로부터 얻어 사
람에게 이식할 수 있는 ‘바이오장기이식용 형질전환 돼지’이다. 바이오장기
는 인간에게 이식을 목적으로 인위적으로 생산된 동물의 살아있는 세포조
직 및 기관을 말한다. 그리고 이종간 장기이식(Xenotransplantation)은 종이
다른 생물체간의 유전자, 세포, 조직, 기관 및 신체의 일부를 이식하는 것을
폭넓게 말하지만, 최근 유전자의 이종간 이식을 트랜스제닉(Transgenic, 형질
전환)으로 표현하면서 좁은 의미로 세포, 조직 및 기관의 이종간 이식(동물
에서 인간으로)을 표현하는데 사용되고 있다. 최근 각국의 바이오장기 생산

과 관련한 규정에서 동물의 장기를 인간에게 이식하는 것을 이종간 장기이
식이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여기에 인간의 신체 일부나 체액이 동물의 일부
(예: 세포배양)에 접촉된 경우도 포함시키고 있다. 이종 장기이식은 장기이식

을 기다리는 환자가 적합한 장기를 이식받을 때까지 생명을 연장해주는 가
교이다. 또한 이종장기 원천기술의 확보는 전 세계시장을 선점할 수 있다는
점에서 경제적 가치와 국가 위상에 큰 역할을 한다. 이종장기와 관련된 연
구는 가장 기본이 되는 장기공여체에 대한 연구가 중요한데 현재까지 미국
에서 주도하고 있으며, 일본은 파격적인 바이오산업 규제 완화를 통해 높은
기초연구 수준을 빠르게 실용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종장기를 실제 적용하는 분야는 사용되는 장기의 종류에 따라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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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발전에 다소 차이가 있으며, 심장과 신장이 빠르게 발전하는 중이다. 전
체 장기가 아닌 세포나 조직을 이용하는 경우는 장기자체를 생산하는 것보
다 진전이 빠른 편이다. 이종 장기이식의 시작은 꽤 오랜 17세기로 거슬러
올라가며 20세기 들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영장류가 우선 후보였으나,
질병 문제와 비싼 가격으로 후보에서 제외되고 낮은 위험성과 높은 생산성
을 가진 돼지가 선택되어 이용되고 있다. 돼지의 생체조직은 면역거부반응
유전자 조작으로 완전히 없애지 않아도 일부 실용화가 가능하다.
각막, 피부, 인대 등 조직과 췌도 등의 내분비기관 일부가 상대적으로
면역거부반응이 매우 낮다는 점에 착안한 것이다. 국내 서울대 바이오이종
장기개발사업단이 이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연구진은 이식수술
에 쓸 수 있는 각막 조직을 미니돼지에서 얻어내고, 이 각막을 영장류에 이
식시켜 6마리 모두에서 6개월 이상 시력을 유지시키는 데 성공했다. 최근엔
이종장기, 세포배양, 전자기기 등 다양한 인공장기 기술의 장점만을 취하는
‘융복합 형태의 연구도 등장하고 있다. 일례로 오가노이드 기술을 복제동물
을 만들 때 사용하는 체세포 복제기술과 접목하면 처음부터 인체 거부반응
을 완전히 없앤 형질전환 돼지를 만드는 것도 가능하다. 즉 오가노이드 기
술과 체세포 복제기술, 그리고 이종장기 기술 3가지를 융합한 셈이다. 하지
만 이종장기 분야는 전 세계 선진국들이 앞 다퉈 선점하려고 드는 분야로,
국내 산업역량을 총 집결해야 할 필요가 있다. 정부 역시 관련 산업을 육성
하기 위해 기술의 불안정성을 해결하기 위한 법 제도를 확충하고,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는 등 인공장기 기술을 국가혁신 전략의 일환으로 육성할 계
획이다.

3. 동물 복제의 인류 역사에서의 의의
인류는 1952년 개구리를 복제하며 동물복제의 역사를 열었다. 당시 미
국 워싱턴 카네기연구소 연구팀은 개구리 수정란 세포를 떼어내어 난자에
이식하는 생식세포 복제를 통해 올챙이를 복제하는데 성공했다. 이후 10년
뒤인 1962년 영국 옥스퍼드대 연구팀이 개구리의 체세포 떼어내어 무핵 난
자에 이식함으로써 체세포 복제 가 보편화되었다. 포유류 복제는 1996년 영
국 로슬린 연구소의 이언 윌머트 박사가 6살 된 암양의 젖샘세포에서 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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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출해 난자의 핵과 치환한 뒤 자궁에 착상시키는 체세포 복제 방법으로 생
산해 낸 복제양 돌리가 최초이다. 이후 잇따라 쥐와 소, 황소, 토끼, 고양이,
돼지 등이 복제되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젖소 ‘영롱이’와 개 ‘Snuppy’를
만들어냈고 현재 이종장기 이식용 미니돼지까지 복제에 성공하였다. 이렇
듯 생명체의 복제는 20세기 과학사 가운데 가장 큰 사건이라고 할 수 있으
며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지며, 그들을 짚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특정 영양물질을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우유의 구성 성분을 인간에게 적합하도록 변화시킬 수 있다면, 즉 모
유와 비슷한 성분을 가지도록 전환시킬 수 있다면 그 가치가 훨씬 향상될
것이다. 체세포 핵이식 기술을 이용한다면 특정 소비자군에게 적합한 형태
로 영양성분이 전환된 우유를 생산할 수 있다. 즉, 우유의 특정 단백질에 면
역반응을 보이거나 락토오스 같은 성분을 분해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공급
할 수 있는 우유를 생산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유전자 조작을 통해 생산해
내는 우유의 양을 조절함으로써 많은 양의 우유를 생산할 수 있는 젖소를
대량으로 얻을 수 있게 된다.
둘째, 치료용 생체물질의 생산이 가능해진다. 알부민, 인터페론 등의 치
료용 단백질과 생체 활성물질들은 인간의 질병 치료에 유익한 수단으로 이
용되고 있으나 그 공급이 부족한 상태이다. 일부는 인간의 혈액으로부터 정
제할 수 있지만 많은 비용이 들고, 그 원료가 되는 혈액이 AIDS, 광우병 등
의 감염성 질병에 오염되었을 가능성도 있다. 형질전환 동물에서는 이런 치
료용 생체 활성물질을 저렴한 가격에 대량으로 생산이 가능하다. 다만 이런
치료용 단백질 등은 외래유전자를 도입한 형질전환 개체에서는 원래 개체
의 것과 분리해내기가 쉽지 않으며, 이를 분비한다 해도 많은 양을 정제하
기가 곤란할 수도 있다.
셋째, 장기이식용 동물을 대량으로 생산해낼 수 있다. 인간의 불치병
또는 난치병에 효과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치료 수단인 장기이식은 생명을
살리는 데 중요한 수단이지만 장기공급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태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인공장기를 개발하거나 형질전환 동물을 생산해내는
방법을 이용한다면 많은 장기를 손쉽게 얻을 수 있게 된다. 일반적으로 이
종 동물의 장기를 이식하면 이종항원에 의한 거부 반응이 일어나게 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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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항원을 유전자 조작을 통해 사전에 파괴하거나 면역세포와 반응하는
장기 세포의 반응도를 떨어뜨리는 등의 조작을 통해 거부 반응을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넷째, 질병모델 동물을 생산이 가능해진다는 것이다. 연구자들은 인간
을 대상으로 한 질병 연구의 한계 때문에 각종 동물 모델을 만들어 연구하
려고 한다. 이 때 유전자 조작 기법을 적용하면 특정 질병을 가진 질병 모델
동물을 얻을 수 있는데 이를 체세포 복제 기법으로 대량 생산한다면 해당
질병의 연구와 치료제의 개발에 많은 기여를 하게 될 것이다.
다섯째, 세포, 유전자 치료가 현재 백혈병, 파킨슨병, 당뇨병 등에 걸린
환자에게 장애가 생긴 세포를 대신하는 정상 세포를 외부에서 배양, 주입하
여 치료하려는 시도가 행해지고 있다. 그러나 면역학적 거부반응의 문제 때
문에 주입하는 정상 세포는 배아줄기세포로부터 얻은 것을 사용한다. 이 단
계의 세포는 아직 면역 반응을 일으킬 만큼 성숙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
러나 인간 세포가 난자 없이도 리프로그래밍 과정을 이해하게 되면, 환자
자신의 세포를 역분화시켜 사용할 수 있으므로 면역학적 거부반응의 문제
나 배아 세포를 사용하는 것에 대한 윤리적인 문제를 줄일 수 있다.
여섯째, 엘리트 동물의 번식과 개량이 가능해진다는 것이다. 우량 동물
이란 선천적으로 뛰어난 형질을 가진 동물을 이르는 말로, 마약 또는 폭발
물 탐지견이나 맹인안내견, 군견 등 뛰어난 지적 능력을 가진 동물 등이 이
에 포함된다. 실제로 황우석 박사는 2007년 4월 제주도 실종 초등학생 수
색 과정에서 뛰어난 탐지능력을 보여준 폭발물탐지견 ‘퀸’을 복제하는데 성
공하였다. 이러한 지적 능력 외에도 다른 뛰어난 형질을 가지고 있는 동물
들도 존재한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 젖소는 보통 하루에 20kg의 젖을 생산
하지만 특정 젖소들은 하루에 70kg의 우유를 생산하면서도 질병에 강하다.
이들은 가격이 비싸서 널리 보급되기 어려울 뿐더러, 이들이 교배하여 낳은
자손들이 똑같이 우수한 형질을 가지고 있다고 보장할 수 없다. 체세포 복
제 방법을 이용하면 똑같은 형질을 가진 새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우량
동물의 대량 번식이 가능해진다. 또한 우량 동물뿐만 아니라 멸종 위기에
처해있는 동물도 보전할 수 있게 된다. 시베리아 호랑이나 중국의 팬더 등
은 현재 멸종 위기에 처해 있고 앞으로도 많은 동물 종들이 멸종될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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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된다. 특정 동물들은 동물원에서도 교배를 시키기가 무척 까다롭기 때
문에 후손을 얻는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러나 인공수정 방법 또는 체
세포복제기술을 사용한다면 멸종 위기에 처한 동물들을 대량으로 번식시키
고 보전할 수가 있다.
위와 같이 동물 복제는 인류의 생물학적, 의학적 연구가 발전하는 데
큰 공헌을 하였다. 하지만 모든 과학 기술이 그렇듯 동물 복제 기술 역시 양
면성을 지니고 있다. 가장 논쟁이 되고 있는 윤리성의 문제와 더불어, 생명
의 존엄성과 정체성의 혼란이 야기되고 생태계 질서가 흐트러지며 상업적
으로 이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사회적으로도 문제가 되고 있다.
먼저 동물권, 즉 윤리성에 관련된 문제가 발생한다. 일부 학자들은 동
물에게도 인간과 마찬가지의 고유한 권리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런 주장은
모든 생명은 그 나름대로 고유한 가치가 있으며 존중받아야 한다는 것을 전
제로 하고 있다. 따라서 동물이 하나의 실험 도구로서 쓰여서는 안 되며, 동
시에 인간처럼 지구상에 존재하는 하나의 개체로서 받아들여져야 한다. 즉,
인간이 마음대로 그들의 유전자를 변형시키고 복제하며 실험할 권리는 없
다는 것이다. 또한 체세포 복제 시 유해 돌연변이의 위험성이 존재한다. 체
세포 핵을 이식하기 위해서는 그 준비단계로 세포를 저농도 영양 배지에서
배양하여 유전자의 기능을 인위적으로 정지시켜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돌
연변이가 일어날 확률이 높아진다. 또 전기 자극을 통한 핵이식 과정이나
그 후의 활성화 과정에 있어서도 핵과 세포질의 세포주기가 서로 적합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염색체 이상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대부분 생존이
불가능한 기형종이 발생하겠지만 인간에게 유해한 돌연변이가 나타날 가능
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4. 결론
일부 미래학자들은 세계가 2020년을 전후로 하여 생명공학 기술을 바
탕으로 한 바이오경제 시대가 도래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동물 복제
기술 및 이를 응용한 형질전환 동물 분야는 적용 범위가 매우 광범위하고
고부가 가치의 창출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미 상당수의 형질전환 동물들
은 산업적으로 응용되고 있으며, 이 생산기술을 이용한 새로운 산업군이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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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되고 있는 실정이다. 비록 동물 복제가 윤리성의 문제 등에 직면하고 있
지만, 이종장기의 대량 생산이나 형질전환 동물에 대한 연구들이 단순히 경
제적 가치에 머물러 있지 않고 인류의 건강과 복리의 증진에 상당한 공헌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생산기술의 국내 산업화를 위한 집중적이고 장
기적인 투자가 필요하고, 해당 기술을 학문적으로 응용할 수 있는 종합적인
공동연구가 필수적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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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의 미래를 위한
발전 방안

대한수의학회는 창립 60주년이란 역사에 비추어 양적으로는 괄목할 만
한 성장을 하였지만 질적으로는 아직까지 부족한 점이 있다. 수의학회가 국
제적으로 경쟁력 있는 학회로서 거듭나기 위해서는 「창립 60주년 기념 원로
간담회」에서 제시한 것과 같이 지금부터라도 우리나라 수의계를 이끌어가
는 선도적 입장에서 현재의 문제점을 적나라하게 공개하고 자성하며 이를
해결하고자 노력을 하여야 세계적인 학회로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원로 회원과 중견학자들의 의견 등을 종합하여 수의학회의 문제점과 기대
되는 효과를 중심으로 간략히 살펴보고 학회 발전 방안을 단편적이지만 다
음과 같이 제시한다.

1) J Vet Sci의 Core Journal 등재 및 IF 상향 노력
학회를 대표하는 것은 학술발표회와 학술지 발행임은 주지하는 사실
이다. 수의학회는 매년 봄과 가을 학회에서 구연과 포스터 발표가 자그마치
400여 편 발표되고 있어 회원 1인당 공저자로서 매년 최소 2~3편의 논문
을 발표하고 있으며, 세계적인 SCI 학술지인 J Vet Sci에는 70~80%가 외국
인 투고다. J Vet Sci는 전 세계 수의학분야의 SCI 등재학술지 140종 중 종
합학술지로서 10위를 차지하는 학술지이지만 아직까지 SCI Core 학술지
는 아니다. SCI 등재 여부를 관장하는 Thomson Reuters에서는 Core 학술
지(SCI 등재지)와 Expanded 학술지(SCIE 등재지)를 구별하지 않고 이들 둘
모두를 동일하게 취급하여 Web of Science에 올리고 있으며, Journal Citation Report에 매년 IF를 발표하고 있지만 이상하게도 우리나라에서는 SCI
Core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을 SCIE 게재 논문보다 우수한 논문으로 평가
하는 불합리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J Vet Sci는 하루라
도 빨리 Core 학술지가 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이는 학술지 발행을
맡고 있는 몇 사람의 희생과 봉사로 되는 것이 아니다. 모든 회원이 일치단
결하여 Core 학술지를 만들겠다는 의지와 지원이 있을 때 가능한 것이다.
Core 학술지가 되는 지름길은 인용지수(IF)를 높이는 것이다. IF를 향상하
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하다. 많은 인용이 있으면 된다. 다시 말 해 회원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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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논문을 쓸 때 J Vet Sci에 게재된 타인의 논문을 많이 인용하면 되는 것
이다.

2) 회비 납부 촉진과 자립 경영 확립
우리 학회는 정회원, 명예회원, 원로회원 및 단체회원을 포함하여 1천2
백여 명의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1년 예산은 2017년도의 경우 자
그마치 3억5천여만 원이나 되는 제법 규모가 큰 학회다. 하지만 회원 회비
징수율은 15% 내외에 지나지 않아 1년 예산의 2%(760만 원 내외) 밖에 되지
않는다. 이런 점으로 볼 때 수의학회가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것은 회원 누
가 보아도 거의 기적에 가깝다. 물론 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과총) 및 마사
회 등으로부터 공공 보조금 지원과 기업체의 협찬이 있기도 하지만 이것은
아주 부정기적이고 불확실하여 어느 때는 있기도 하고 어느 때는 없기도 하
며, 기업 협찬은 경제상황에 따라 기복이 심한 것이 현실이다. 정회원 회비
납부가 저조한 이유는 분명하다. 그것은 학회 회원의 주축을 이루는 회원
구성에서 알 수 있다. 전국에 수의과대학이 10개지만 학회 구성원인 대학
교수 숫자를 보면 불과 270명 내외에 지나지 않는다. 우선 이들이 모두 회비
를 완납한다하여도 등록 회원의 27% 내외에 불과하다. 더구나 교육 기관 소
속 회원의 많은 비중이 석· 박사 과정 학생이라는 점에서 볼 때 이들로부터
회비를 징수한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제는 과총에서도
학회는 수익자 부담 원칙에 입각하여 학회 스스로 자립할 것을 권하는 경향
이 두드러지고 있다. 그러한 실례가 학술지 그것도 SCI(E) 등재 학술지 재
정지원은 늘리는 반면 일반지원은 축소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렇다면
학회 자립은 어떻게 할 것인지 우리 모두가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외국 학회에 참석할 때는 참가비가 7~80만 원이 되고, 연회비가 8~90만 원
이 되어도 비싸다는 말을 하지 않는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유독 국내 학회
참가비나 회비 액수에 대해서만은 아주 민감하게 반응한다. 과거에는 회비
를 학교에서 일괄 공제하는 일도 있었으나 이제는 어렵게 되었다는 점에서
회원 스스로 12년 전에 결정한 연회비 5만 원도 현실에 맞게 인상하고 자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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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하도록 회원 모두가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자립 경영을 위해
수익사업을 창출하여야 할 것이다. 수익사업은 “수지맞는 병원경영 비법”이
라든가 “보호자에게 다가가는 병원 인테리어” 또는 “연구용역을 잘 할 수 있
는 노하우”와 같이 대중에게 어필할 수 있는 주제라면 얼마든지 충분한 승산
이 있다.

3) 「수의학발전협의회」 창립
현재 수의학 분야에는 한국수의해부학회, 한국독성병리학회, 한국예방
수의학회, 한국임상수의학회, 한국우병학회, 한국동물복지학회, 한국수의외
과학회, 한국수의핵의학회, 한국실험동물학회, 한국인수공통전염병학회, 한
국전통수의학회, 한국동물매개심리치료학회, 한국수의임상피부학회, 한국
수의교육학회, 한국동물위생학회, 대한수의사회, 한국수의과대학협회, 한국
동물병원협회, 한국수의치과협회, 한국수의임상교육협의회, 대한공중방역
수의사협의회, 한국고양이수의사회, 한국말임상수의사회, 한국실험동물수
의사회, 한국양돈수의사회, 한국가금수의사회, 한국소임상수의사회, 수생동
물질병수의사회, 대한수의역학· 경제학연구회, 한방수의연구회, 동물줄기세
포연구회, 한국수의진단검사의학연구회, 수의심장학연구회, 한국수의영상
의학연구회, 각 시· 도 수의사회, 각 전공 분야 교수협의회 등 관련 학회, 연
구회, 협회 등이 수십 개가 된다. 그러나 이들을 하나로 결집한 집합체는 없
다. 따라서 이들을 하나로 엮어 수의분야의 목소리를 내고 수의계의 어떤
공동목표를 위해 협의하고 관계 요로에 건의할 수 있는 발전적 의미의 연합
기구로서 협의 기구인 「수의학발전협의회」를 수의학회가 앞장서 창립할 필
요가 있다. 이미 농학계는 50년 전에 41개 학회를 하나로 묶어 농업과학협
회(현 농식품생명과학협회)를 결성하였고, 축산계는 축산관련단체협의회를 오
래전에 결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의학계는 186개 학회가 연합하여 대한의
학회를 운영하고 있고, 간호계는 간호학회 산하에 10개 학회를 거느리고 있
으며, 치의학분야는 치과의사협회 내에 33개 학회를 두고 각종 전문직 공익
에 기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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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제수의학회」 창설
수의학회에서 매년 개최하는 춘계 및 추계학술대회는 그 규모나 내용
으로 보아 세계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는 국제행사다. 따라서 수의학회
를 국제적인 학회, 세계적인 학회로 더욱 발전시켜 우리가 해외 학회에 비
싼 참가비와 회비를 지불하면서 참석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계의 학자들
이 우리 학회에 스스로 회비를 내고 참가하도록 유도하여야 할 것이다. 이
미 수의학회는 2001년에 AAVS를 창립할 때 분명히 그런 의도를 표명하였
고, 이를 위해 2007년 북경에서 한국, 일본, 중국, 태국 등 4개국이 협의한
바도 있다. 이제는 이를 본격적으로 시도할 만한 여건이 충분하다. 우리는
1981년 일본수의학회와 그리고 1983년 중화민국(대만)과 학술교류를 전제
로 구두 또는 문서로 상호협력협약을 맺었고, 2018년 5월에는 이들 3개국이
매년 윤번제로 돌아가며 학술대회를 개최하기로 MOA를 체결한 바 있다.
AAVS는 수의과대학의 연합체이므로 학술단체로서 기능을 할 수 있는 기
구는 반드시 필요하다. 따라서 수의학회가 주도하여 아시아 18개국의 수의
학회 대표를 춘계 또는 추계 수의학회 특강연자로 초청을 하고 “전 세계적
으로 활동하는 국제수의학회(WVMS, World Veterinary Medical Society)가 아
직 없으니 아시아가 주도하여 창립하자”는 취지를 밝히고 수의학회가 선도
적으로 주도할 필요가 있다. 물론 현재 아시아 국가 중 수의학회가 없는 국
가도 다수 있으므로 이들의 학회 창립을 도와주는 재정적 멘토 역할을 수의
학회가 할 수 있다면 이는 국제학회 창설의 큰 힘이 되는 금상첨화가 될 것
이다.

5) 수의학용어의 심의와 정비
서양수의학 교육이 우리나라에 도입된 지 110년이 되었고 우리의 수
의학 교육이 실시된 지 65년여 되었지만 2007년까지만 하여도 우리가 스스
로 검토하고 우리가 합의하여 만든 우리 「수의학용어」는 없었다. 다행히 국
가적인 사업의 일환으로 여러 차례의 공개회의와 공청회 및 국어 전문가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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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를 거쳐 수의학용어가 표준화되어 대망의 「수의학용어집」이 출간되었지
만 이것으로 모든 수의학용어가 완성된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용어란 시대
에 따라 그 의미와 용도도 변하고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는 학문의 세계에서
는 끊임없이 새로운 용어가 만들어지기 때문이다. 이에 2016년부터 3년여
에 걸쳐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지원을 받아 수의학용어집을 수정· 보완한 「새
로운 수의학용어집」이 2018년 8월 현재 마련되어 곧 출판될 예정이다. 따라
서 수의학회는 “수의학용어위원회”를 상설 위원회로 부활하여 의학회, 치의
학회, 한의학회나 생물학회에서와 같이 수시로 수의학용어를 심의하고 등
재하여야 할 뿐 아니라 올바른 수의학용어가 사회에서 널리 쓰이도록 국·
공립 기관이나 언론 매체의 용어 심의나 자문에도 적극 응하여야 할 것이
다. 지금 우리나라에 수의학용어를 심의하고 결정하는 어떤 기구도 없다. 더
구나 수의학을 동물의학이라 자칭하고, 고등교육법상 의학계열이므로 의학
과 같이 대접받기를 원하면서도 일부 인사는 의학용어 조차 받아들이지 않
고 의학계처럼 행동하지도 못하고 있다. 하루라도 빨리 동물의학다운 「동물
의학」으로 수의학이 거듭나기를 바랄 뿐이다.

6) 외국 연자들의 정회원 영입
수의학회 창립 이래 지금까지 세계 각국에서 수의학회에 초청되어 특
강한 연자는 어림잡아 400여 명이나 된다. 이들은 대부분이 수의학회 회원
과 아주 긴밀한 유대를 가지고 있는 인사들이다. 만일 이들 모두를 수의학
회 정회원으로 영입하고, 이들을 수의학회를 대표하는 각국의 수의학회 대
사로 임명한다면 수의학회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 상상을 해본다. 아마도
이들은 수의학회에 아주 우호적으로 수의학회를 위해 물심양면으로 도움
을 줄 것이다. 결코 수의학회를 모함하거나 비방하며 해코지하지는 않을 것
이다. 그렇다면 이를 전제로 외국 연자들을 정회원으로 영입하고 이를 통해
우리 학회가 국제학회로의 도약을 위한 발판으로 한번 시도해 볼 만한 일이
아닐까 한다. 현재 수의학회에는 단 3명의 외국인이 회원으로 등재되어 있
을 뿐이다. 흔히 외국 학회에 정회원으로 등재되는 것을 명예롭게 생각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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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구나 특강연자로 초대되는 것을 영광으로 여기는 것이 인간사의 속성이
라는 점에서 이를 잘 이용하면 수의학회가 국제학회로서 발돋움 하는데 크
게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결코 많은 경비가 드는 것도 아니다. 현
재와 같이 단순히 친소에 따라 개인적으로 초청하던 것을 공개적으로 유능
한 인사를 초청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오히려 진일보한 정책 수행일 것이다.

7) 수의학회 전용 사무실 확보
수의학회는 과거 60년간 10여년 단위로 준비기, 초창기, 발전기, 성숙
기, 도약기, 안정기를 거쳤다. 그러나 아직까지 학회 자체의 사무실이 없어
회장과 이사장이 바뀔 때마다 사무실을 옮기는 일이 잦았다. 그러다보니 학
회의 각종 문서와 귀중한 자료들이 망실되는 일도 있었고, 학회 업무가 일
관성 있게 연속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여 문제가 생긴 일도 있다. 그 좋은
사례가 사무실 이전으로 연락이 닿지 않아 Medline/PubMed로부터 경고를
받은 일이다. 수의학회의 공간 확보와 사무 효율 제고는 학회의 숙원 사업
이다. 현재 사무실이 있는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에서는 언제 방출될지 좌
불안석이다. 그 이유는 신규 채용 교수는 증가되어 공간이 부족한데 수의학
회에서 사무실을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무실 확보를 위한 방
안으로는 「과총」이나 수의사회 소유의 「수의과학회관」 또는 제3의 장소에
사무실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 등이 제시될 수 있을 것이다. 만일 학회가 오
피스텔을 매입하여 학회 사무실로 활용한다면 향후 물가상승에 따른 시세
차익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학회 재정에 여력이 없어 수의학회 단독으
로 어려울 때는 수의학 관련 3개 학회 또는 5개 학회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방안도 모색될 수 있을 것이다. 사무실을 공동 사용하고 사무원을 공동 활
용하여 운영을 하면, 공동 운영학회는 상호보완적으로 사무 효율을 높일 수
있고 신속하고 정확하게 항구적으로 학회업무가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다
만 문제는 학회 사무실을 구할 수 있는 자금이 문제다. 하지만 이것도 회장
이나 이사장의 능력에 따라 쉽게 해결될 수 있는 사안이라는 점은 역대 이
사장과 회장의 경험에서 충분히 입증된 바 있다. 흔히 창립 당시 기본재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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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4천만 원을 활용하면 될 것이라고 하지만 이것은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
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기본재산으로 전환하거나 용도변경은 법인 관할
관청의 허가를 얻어야만 할 수 있고, 만약 기본재산이 목적사업 수행으로
손실되는 경우라 하여도 등기 이사가 무한책임을 지게 된다는 점에서 유의
할 필요가 있다.

8) 졸업역량 달성의 주도적 역할
한국수의과대학협회에서는 여론조사와 공청회를 거쳐 수의대 졸업
생이 갖추어야 될 최소한의 핵심역량을 개발하여 「수의학교육 졸업역량
2016」과 함께 이를 구체화한 「수의학교육 세부역량」을 공표한 바 있다. 이
는 세계동물보건기구인 OIE가 권고한 Day 1 Skills를 포함하여 우리나라
실정을 최적화시킨 것이다. 수의학회는 이들 졸업역량을 중심으로 한 수의
학교육이 전국 수의대에서 충실히 실시될 수 있도록 주도적인 역할을 하여
야 한다. 그 이유는 간단하다. 수의학회 회원의 절반인 49.76%가 교육기관
이기 때문이다. 학회가 적극적으로 솔선수범하는 분위기를 조성하여 적극
시행한다면 우리 사정과 너무나 유사한 여건의 일본이 기초교육과 임상교
육을 본과 2학년까지 모두 끝내고 2학년 말 내지 3학년 초에 CBT와 OSCE
를 중심으로 한 임상입문시험에 합격해야만 임상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규
정한 혁명적 제도를 충분히 뛰어넘을 수 있을 것이다. 한국수의과대학협회
의 전신인 한국수의학교육협의회와 한국수의과대학장협의회 및 대한수의
사회 3자가 우리나라 수의학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수의학교육의 평가·
인증을 실시하기로 합의하고 수의학교육인증원을 설립하여 벌써 10년이 경
과하였고, 금년 중 전국 10개 수의대 중 9개 대학의 1주기 평가· 인증이 모
두 마무리될 예정이라는 점과 함께 수의학회가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 수의
교육학회와 함께 최소 역량에 관한 세미나를 개최한 전력이 있다는 점에서
졸업역량 달성을 위해 수의학회가 주도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

제4장 학회의 미래를 위한 발전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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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수의학 미래 60년을 위한 선봉자
수의학회 창립 60주년은 미래 수의학 60년을 준비하는 시작점이라는
견지에서 현재 그리고 미래에 주목이 되는 주제를 중심으로 검토하여 앞으
로 수의학의 나아갈 방향에 대하여 중견 학자와 전문가의 옥고를 받아 제3
장에 「수의학 미래 60년을 전망하다」를 게재하였다.
이들은 반려동물 인구 1,200만 시대인 지금 상황에서 IoT와 AI로 대
변되는 ICT 융합의 4차 산업혁명과 수의분야의 접목, 바이오 신약 개발, 동
물복지, 국경 방역, 기후변화에 따른 신종 질병 발생과 이에 대한 대응, 동
물 복제 및 줄기세포 응용, 줄기세포 역분화를 이용한 암치료, 분자진단 키
트 개발 등에서 과연 수의학 그리고 수의사가 할 수 있는 역할을 중심으로
수의학 미래 60년을 전망하였다. 아울러 이들은 이구동성으로 미래 수의학
60년을 위해서는 현재의 체제와 구조로는 수의학 미래 60년을 담보할 수 없
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들은 이를 감당할 수 있도록 과감한 수의
계의 혁신이 필요하다고 제언한다. 현재를 4차 산업혁명의 시대라고 한다
는 점에서 볼 때 현재의 일부 수의학교육은 19세기에 머문 상태다. 강의실
의 학생은 스마트폰으로 실시간 각종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21세기라는 점
은 시대의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이와 같은 비대칭을 과연 어떻게 할 것
인지 수의학회는 앞장서 개혁의 선도자가 되어야 한다. 그래야만 학회도 학
회 회원도 살아날 수 있고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기성세대는 신세대의 사
고를 받아들이기가 무척 힘든 것은 사실이지만 모두가 조금씩 양보하고 소
통하며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결코 이 시대를 살아가기 쉽지 아니할 것은 너
무나 명약관화하다.

이상에 제시한 일들이 한꺼번에 이루어질 수는 없겠지만 최소한 수의
학회가 의지를 갖고 선도자로서 수의학 관련 학회, 연구회 및 협회와 협의
하고, 정부 수립 후 70년 만에 농식품부 내에 신설된 방역정책국, 수의과대
학협회 그리고 수의사회와 협력하여 주도해 나간다면 이는 어렵지 않게 성
취되어 수의학 발전에 지대한 밑거름이 될 것이다(수의학회 60년사 편집위원
공동집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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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정관에 의하면 임원은 이사 10인과 감사 2인이 전부다. 그러나 법인 이전에는
회장, 부회장, 평의원, 총무위원, 학술위원 및 감사가 모두 임원이었다. 따라서 이 장에서
는 전례에 따라 이들을 모두 임원으로 통칭하여 기록하되 당해 임기 회장 또는 이사장
취임 초에 임명되거나 선출 또는 추대된 인사 이외에 임기 중 교체된 후임자나 추가된
인사의 경우에도 파악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확인하여 위첨자 별표(*)로 표시해 기재하
였다.
제1대(1957. 7~1959. 8)
회장: 김용필(경북대 농대)
부회장: 이규명, 이택주(가축위생연구소, ’57. 7~’58. 9),
*이영소(서울대 수의대, ’58. 10~’59. 8)
총무위원: 이병도(가축위생연구소)
학술위원: 이규명(서울대 의대), 이병도(가축위생연구소), 김창배(가축위생연구소)
김용필 회장

감사: 2명(불명)
평의원: 20명(불명)

제2대 (1959. 8~1961. 11)
회장: 김용필(경북대 농대)
부회장: 이규명, 이영소
총무위원: 이병도(가축위생연구소)
학술위원: 이규명(서울대 의대), 이병도(가축위생연구소), 김창배(가축위생연구소)
감사: 2명(불명)
김용필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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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의원: 20명(불명)

제3대(1961. 12~1963. 11)
회장: 김용필(경북대 농대)
부회장: 이규명(서울대 의대, ’61.12~’62.11), 이영소,
*이방환(전북대 농대, 62.12~’63.11)
총무위원: 이병도(가축위생연구소)
학술위원: 조병률(서울대 수의대), 정창국(서울대 수의대), 이장락(서울대 수의대),
이현수(가축위생연구소)

김용필 회장

감사: 윤석봉(서울대 수의대), 박종만(전남대 농대)
•평의원
강면희(시립농대)

고광두(춘천농대)

김상열(충청대 농대)

김영한(가축위생연구소)

민창홍(중앙방역연구소)

백남현(전남대 농대)

서부갑(시립농대)

이남신(농림부 축산국)

이방환(전북대 농대)

이병도(가축위생연구소)

이장락(서울대 수의대)

이학철(경북대 농대)

이현수(가축위생연구소)

임승원(제주대)

정창국(서울대 수의대)

조병률(서울대 수의대)

한화섭

형성해(진주농대)

제4대(1963. 12~1965. 9)
회장: 김용필(경북대 농대)
부회장: 이영소(서울대 수의대), 이방환(전북대 농대)
총무위원: 이장락(서울대 수의대)
학술위원: 김교헌(건국대 상대), 이병도(가축위생연구소), 이현수(가축위생연구소),
전윤성(서울대 수의대), 정창국(서울대 수의대), 조병률(서울대 수의대)
김용필 회장

감사: 정운익(가축위생연구소), 윤석봉(서울대 수의대)

•평의원
고광두(춘천농대)

곽윤택

김상열(충북대)

김교헌(건국대 상대)

김영한(국무총리 기획조정실)

김홍수(충남보건소)

문재봉(가축위생연구소)

민창홍(중앙방역연구소)

백영기(전북대 농대)

윤쾌병(서울대 수의대)

서부갑(시립농대)

손제영(경북대 농대)

이남신(화신산업)

이병도(가축위생연구소)

이장락(서울대 수의대)

이창구(가축위생연구소)

이찬희(농림부)

이현수(가축위생연구소)

임봉호(전남대 농대)

임윤희(동물검역소)

임정택(제주대)

전윤성(서울대 수의대

정창국(서울대 수의대)

조병률(서울대 수의대)

형성해(진주농대)

01_대한수의학회 역대 임원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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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대(1965. 10~1967. 10)
회장: 김용필(경북대 농대)
부회장: 이영소(서울대 수의대), 이방환(전북대 농대)
총무위원: 전윤성(서울대 수의대)
학술위원: 이현수(가축위생연구소), 전윤성(서울대 수의대), 정운익(가축위생연구소),
정창국(서울대 수의대)
김용필 회장

감사: 이병도(가축위생연구소), 이장락(서울대 수의대)

•평의원
고광두(춘천농대)

곽윤택

김경호(국립보건원)

김교헌(건국대 상대)

김상열(충북대 농대)

김영한(국무총리 기획조정실

김진복(가축위생연구소)

김홍수(충남도 보건소)

문재봉(가축위생연구소)

백영기(전북대 농대)

서부갑(서울농업대)

이남신(화신산업)

이창구(가축위생연구소)

이택주(파주)

이학철(경북대 농대)

이현수(가축위생연구소)

임봉호(전남대 농대)

임윤희(동물검역소)

임정택(제주대)

윤석봉(서울대 수의대)

전윤성(서울대 수의대)

정운익(가축위생연구소)

정창국(서울대 수의대)

형성해(진주농대)

한영우(범양약화학)

제6대(1967. 11~1969. 10)
회장: 이영소(서울대 수의대)
부회장: 이장락(서울대 수의대), 전윤성(서울대 수의대)
총무위원: 문재봉(가축위생연구소)
학술위원: 윤석봉(서울대 수의대), 이창구(가축위생연구소), 이현수(가축위생연구소),
정운익(가축위생연구소), 정창국(서울대 수의대)
이영소 회장

감사: 이병도(가축위생연구소), 이방환(전북대 농대)

•평의원
김교헌(건국대 축산대)

김상열(충북대 농대)

김영한(과학기술처)

김진복(축산시험장)

김홍수(충남도 보건소)

남정현(유우진료소)

민창홍(국립보건연구원)

문재봉(가축위생연구소)

백영기(전북대 농대)

서부갑(서울농업대)

오순섭(서울대 수의대)

윤석봉(서울대 수의대)

윤쾌병(건국대 축산대)

이남신(대한수의사회)

이방환(전북대 농대)

이병도(가축위생연구소)

이병학

이창구(가축위생연구소)

이택주(마사회)

이학철(경북대 농대)

이현수(가축위생연구소)

임봉호(전남대 농대)

임영문(가축위생연구소)

임윤희(동물검역소)

임정택(제주대)

정운익(가축위생연구소)

정익용(대한수의사회)

정창국(서울대 수의대)

형성해(진주농대)

한영우(범양약화학)

한태우(가축위생연구소)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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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대(1969. 11~1971. 10 )
회장: 이영소(서울대 수의대)
부회장: 이장락(서울대 수의대), 문재봉(가축위생연구소)
총무위원: 박근식(가축위생연구소)
학술위원: 윤석봉(서울대

수의대), 이창구(가축위생연구소), 이현수(가축위생연구소),
정운익(가축위생연구소), 정창국(서울대 수의대)
이영소 회장

감사: 이병도(가축위생연구소), 이방환(전북대 농대)

•평의원
김교헌(건국대 축산대)

김상열(충북대 농대)

김영한(과학기술처)

김진복(축산시험장)

김홍수(충남도 보건소)

남정현(유우진료소)

민창홍(국립보건연구원)

문재봉(가축위생연구소)

백영기(전북대 농대)

서부갑(서울농업대)

오순섭(서울대 수의대)

윤석봉(서울대 수의대)

윤쾌병(건국대 축산대)

이남신(대한수의사회)

이방환(전북대 농대)

이병도(가축위생연구소)

이병학

이창구(가축위생연구소)

이택주(마사회)

이학철(경북대 농대)

이현수(가축위생연구소)

임봉호(전남대 농대)

임영문(가축위생연구소)

임윤희(동물검역소)

임정택(제주대)

정운익(가축위생연구소)

정익용(대한수의사회)

정창국(서울대 수의대)

형성해(진주농대)

한영우(범양약화학)

제8대(1971. 11~1973. 10)
회장: 이방환(서울농업대)
부회장: 정창국(서울대 수의대), 이창구(가축위생연구소)
총무위원: 조충호(서울농업대)
학술위원: 전윤성(서울대 수의대), 이병도(가축위생연구소), 임창형(서울대 수의대),
정순동(경희대 의대), 정길택(서울대 수의대), 정영석(서울농업대)
이방환 회장

감사: 오순섭(서울농업대), 이현수(가축위생연구소)

•평의원
김동성(국립동물검역소)

김만영(육군의무감실)

김세영(명륜가축병원)

김수업

김상열(충북대)
김영섭(서울농업대)

김영한(과학기술처)

김우호(강원대)

김홍수(충남도 가축보건소)

김화식(경북도 가축보건소)

문재봉(가축위생연구소)

민창홍(국립보건원)

박근식(가축위생연구소)

박봉조(부산시 가축보건소)

오창영(창경원)

유태석(경상대)

이병도(가축위생연구소)

이성희(전북대 농대)

이영소(서울대 수의대)

이원창(건국대 축산대)

이정재(미8군 수의부)

이택주(건국대 축산대)

이학철(연남대 축산대)

임봉호(전남대 농대)

임영문(가축위생연구소)

임정택(제주대 농학부)

임창형(서울대 수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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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윤성(서울대 수의대)

정길택(서울대 수의대)

정순동(경희대 의대)

정영석(서울농업대)

정운익(가축위생연구소)

정익용(대한수의사회)

조충호(서울농업대)

한태우(가축위생연구소)

홍종순(경기도 가축보건소)

제9대(1973. 11~1975. 10)
회장: 이창구(가축위생연구소)
부회장: 임창형(서울대 수의대), 조충호(서울대 수의대)
총무위원: 김동성(가축위생연구소)
학술위원: 이방환(서울산업대), 전윤성(서울대 수의대), 정운익(가축위생연구소),
정순동(경희대 의대), 정길택(서울대 수의대), 정영석(서울농업대)
이창구 회장

감사: 전윤성(서울대 수의대), 이현수(가축위생연구소)

•평의원
김상열(충북대)

김영한(과학기술처)

김우호(강원대 축산학과)

김창운

김홍수(충남도 보건소)

민창홍(국립보건원)

모기철(경북대 농대)

박근식(가축위생연구소)

박봉조(부산시 가축보건소)

박응복(경상대 수의학과)

서정순(서울우유조합)

오창영(창경원 동물원

유태석(경상대 수의학과)

유용근(서울산업대)

이남신(한국마사회)

이도필(육군 의무감실)

이방환(서울산업대)

이영소(서울대 수의대)

이원창(건국대 축산대)

이장락(서울대 수의대)

이정재(미8군수의부)

이주묵(전북대 농대)

이중희(농수산부 축산국)

이재홍(전남대 농대

이택주(건국대 축산대)

이학철(영남대 축산대)

임봉호(전남대 농대)

임영문(가축위생연구소)

임정택(제주대 농학부)

정익용(대한수의사회)

정창국(서울대 수의대)

조관수(동물검역소)

한태우(가축위생연구소)

홍종순(경기도 가축보건소)

제10대(1975. 11~1977. 10)
회장: 이창구(가축위생연구소)
부회장: 전윤성(서울대 수의대), 임창형(서울대 수의대)
총무위원: 김동성(가축위생연구소)
학술위원: 이방환(서울산업대), 이장락(서울대 수의대), 윤석봉(서울대 수의대),
전윤성(서울대 수의대), 정창국(서울대 수의대), 임창형(서울대 수의대),
이창구 회장

정순동(경희대 의대), 정길택(서울대 수의대)
감사: 이장락(서울대 수의대), 조충호(서울대 수의대), 이현수(가축위생연구소)

•평의원
김정규(국립보건연구원)

김우호(강원대 축산과)

김홍수(충남도 가축보건소)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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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기철(경북대 농대)

박근식(가축위생연구소)

박봉조(부산시 가축보건소)
백영기(전북대 농대)

박응복(경상대 수의학과)

박준형(경북대 농대)

서부갑(서울산업대)

신광순(서울보건전문대)

오문유(제주대 수의학과)

오창영(창경원 동물원)

유태석(경상대 수의학과)

이도필(육본 의무감실)

이방환(서울산업대)

이영소(서울대 수의대)

이원창(건국대 축산대)

이재홍(전남대 농대)

이창림(농수산부 축산국)

이택주(건국대 축산대)

이학철(영남대 농축산대)

임봉호(전남대 농대)

임영문(가축위생연구소)

임정택(제주대 수의학과)

정운익(가축위생연구소)

정익용(대한수의사회)

정창국(서울대 수의대)

조관수(국립동물검역소)

한정희(전북대 농대)

한태우(가축위생연구소)

홍종순(경기도 가축보건소)

제11대(1977. 11~1979. 10)
회장: 정창국(서울대 수의대)
부회장: 강병규(전남대 농대), 김동성(가축위생연구소)
총무위원: 성재기(서울대 수의대)
학술위원: 이장락(서울대 수의대), 윤석봉(서울대 수의대), 전윤성(서울대 수의대),
장두환(서울대 수의대), 임창형(서울대 수의대), 정순동(경희대 의대),
정길택(서울대 수의대), 이영옥(가축위생연구소), 김봉환(가축위생연구소)

정창국 회장

감사: 오창영(창경원 동물원), 임영문(가축위생연구소), 이용래(충북도 가축보건소)
•평의원
김교승(강원도 가축보건소)

김선환(농협 가축개량사업소)

김우호(강원대 축산과)

김의수(양림가축병원)

김용희(가축위생연구소)

김정규(국립보건연구원)

김효중(한국마사회)

김홍수(충남도 가축보건소)

박근식(가축위생연구소)

박준형(경북대 농대)

박봉조(부산시 가축보건소)

백영기(전북대 농대)

변시열(제주도 가축보건소)

서부갑(서울산업대)

서정순(서울우유조합)

신광순(서울보건전문대)

유태석(경상대 수의학과)

오영유(중앙가축병원)

윤지병(중앙가축전염병연구소)

윤쾌병(대한수의사회)

이영소(서울대 수의대)

이방환(전남대 농대)

이택주(건국대 축산대)

이창구(가축위생연구소)

이원교(서울시 축산물위생검사소)

이광원(국립종축장)

이종범(태림모피)
이순우(육군 의무감실)

이창업(서울대 수의대)

이원창(건국대 축산대)

이승욱(남문가축병원)

임창형(서울대 수의대)

임봉호(전남대 농대)

장인호(경북대 농대)

장세진(인천가축병원)

전윤성(서울대 수의대)

정운익(가축위생연구소)

정영채(중앙대 농대)

조관수(국립동물검역소)

조용준(경북도 가축보건소)

조충호(서울대 수의대)

최병인(축산진흥회)

한태우(가축위생연구소)

홍종순(경기도 가축보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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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대(1979. 11~1981. 10)
회장: 정창국(서울대 수의대)
부회장: 이차수(경북대 수의대), 김동성(가축위생연구소)
총무위원: 성재기(서울대 수의대)
학술위원: 장두환(서울대 수의대), 임창형(서울대 수의대), 이창업(서울대 수의대),
정순동(경희대 의대), 서익수(서울대 수의대), 이준섭(서울대 수의대),
이영옥(가축위생연구소), 김봉환(가축위생연구소)

정창국 회장

감사: 이용래(충북도 종축장), 오창영(창경원 동물원), 박근식(서울대 수의대)
•평의원
강병규(전남대 농대)

강병직(가축위생연구소)

김교승(강원도 가축보건소)

김교준(충남대 농대)

김우호(강원대 축산과)

김용희(가축위생연구소)

김정규(국립보건연구원)

김홍수(충남도 가축보건소)

김종면(전북대 문리대)

박봉조(부산시 가축보건소)

박진열(경남도 가축보건소)

백영기(전북대 농대)

변시열(제주도 가축보건소)

서부갑(서울산업대)

손제영(영남대 농축산대)

신광순(서울보건전문대)

신동우(서울우유조합)

오영유(중앙가축병원)

유태석(경상대 농대)

윤지병(중앙가축전염병연구소)

윤쾌병(대한수의사회)
이창구(가축위생연구소)

이영소(서울대 수의대)

이방환(전남대 농대)

이창업(서울대 수의대)

이원창(건국대 축산대)

이광원(국립종축장)

임창형(서울대 수의대)

장인호(경북대 농대)

전윤성(서울대 수의대)

정운익(가축위생연구소)

정영채(중앙대 농대)

조관수(국립동물검역소)

조용준(경북도 가축보건소)

조충호(서울대 수의대)

최병인(축산진흥회)

최희인(서울대 수의대)

한태우(가축위생연구소)

홍종순(경기도 가축보건소)

제13대(1981. 11~1983. 10)
회장: 임창형(서울대 수의대)
부회장: 이차수(경북대 수의대) , 박근식(가축위생연구소)
총무: 최희인(서울대 수의대)
학술위원: 권종국(서울대 수의대), 이준섭(서울대 수의대), 최철순(중앙대 의대),
한홍율(서울대 수의대), 이영옥(가축위생연구소), 김선중(서울대 수의대),
임창형 회장

최정옥(가축위생연구소), 이흥식(서울대 수의대), 이영순(서울대 수의대)
감사: 임봉호(전남대 농대), 오창영(서울시 대공원), 김우호(강원대 농대)

•평의원
강병규(전남대 농대)

강병직(가축위생연구소)

김범래(농수산부축산국)

김동성(가축위생연구소)

김교준(충남대 농대)

김용희(가축위생연구소)

김종섭(경상대 농대)

김교승(강원도 가축보건소)

김정규(국립보건연구원)

마점순(서울대 수의대)

박응복(서울대 수의대)

박준형(경북대 농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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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시열(제주도 가축위생시험소)

백영기(전북대 농대)

서익수(서울대 수의대)

성재기(서울대 수의대)

신광순(서울대 수의대)

신동우(서울우유조합)

손봉환(경기도 가축위생시험소)

손제영(영남대 농축산대)

이창구(가축위생연구소)

이방환(전남대 농대)

이원창(건국대 축산대)

이희구(한국동물약품협회)

이광원(국립종축장)

이재철

이종화(충남도 축정과)

오영유(중앙가축병원)

임병무(전북대 의대)

유태석(경상대 농대)

윤지병(중안전염병연구소)

장두환(서울대 수의대)

장인호(경북대 농대)

정창국(서울대 수의대)

정영채(중앙대 농대)

정운익(가축위생연구소)

조충호(서울대 수의대)

조희택(경남도 가축위생시험소)

조용준(경북도 가축위생시험소)

전동용(동화축산)

최병인(매일유업)

최윤석(육군 의무감실)

한태우(가축위생연구소)

제14대(1983. 11~1985. 10)
회장: 전윤성(서울대 수의대)
부회장: 이영옥(가축위생연구소), 김우권(전남대 농대)
총무위원: 한수남(서울대 수의대)
감사: 윤화중(건국대 축대), 김종면(전북대 농대)
전윤성 회장

•평의원
강병규(전남대 농대)

강병직(대성미생물)

김교준(충남대 농대)

김동성(가축위생연구소)

김범래(농수산부축산국)

김오남(전남대 농대)

김용희(가축위생연구소)

김우호(강원대 농대)

김정규(마산검역소)

김종섭(경상대 농대)

김창수(육군본부)

남궁선(가축위생연구소)

마점술(서울대 수의대)

모기철(경북대 농대)

박근식(가축위생연구소)

박무현(경상대 농대)

박정문(가축위생연구소)

박준형(경북대 농대)

백영기(전북대 농대)

서부갑(서울시립대)

손봉환(경기도 가축위생시험소)

손제영(영남대 축산대)

신광순(서울대 수의대)

이방환(전남대 의대)

이원창(건국대 축산대)

이재홍(전남대 농대)

이창구(한국바이엘화학 · 주)

이창림(동물검역소)

이창업(서울대 수의대)

이택주(서울특별시)

이학철(영남대 대학원)

이현범(경북대 농대)

이희구(동물약품협회)

윤지병(중앙가축전염병연구소)

임봉호(광주시)

임창형(서울대 수의대)

장두환(서울대 수의대)

정순동(경희대 의대)

정영채(중앙대 농대)

정운익(가축위생연구소)

정창국(서울대 수의대)

조성만(전남대 농대)

조충호(서울대 수의대)

조용준(경북도 가축위생시험소)

한정희(전북대 농대)

한태우(안양시)

01_대한수의학회 역대 임원 명단

507

•학술위원
강영배(가축위생연구소)

강호조(경상대 농대)

김봉환(경북대 농대)

김선중(서울대 수의대)

김순재(건국대 축산대)

권종국(서울대 수의대)

남치주(서울대 수의대)

박응복(서울대 수의대)

서명득(경상대 농대)

서익수(서울대 수의대)

성재기(서울대 수의대)

안수환(가축위생연구소)

양기천(제주대 농대)

유창준(전북대 농대)

이문한(서울대 수의대)

이영순(서울대 수의대)

이정길(전남대 농대)

이주묵(전북대 농대)

이준섭(서울대 수의대)

이차수(경북대 농대)

이창우(서울대 수의대)

이흥식(서울대 수의대)

장인호(경북대 농대)

전무형(충남대 농대)

조종후(전북대 농대)

최원필(경북대 농대)

최정옥(가축위생연구소)

최철순(중앙대 의대)

최희인(서울대 수의대)

탁연빈(경북대 농대)

한홍율(서울대 수의대)

제15대(1985. 11~1987. 10)
회장: 조충호(서울대 수의대)
부회장: 윤화중(건국대 축산대), 정운익(가축위생연구소)
총무위원: 이흥식(서울대 수의대)
감사: 김교준(충남대 농대), 강병규(전남대 농대), 이현범(경북대 농대)
조충호 회장

•평의원
강호조(경상대 농대)

김동성(가축위생연구소)

김승호(제주대 농대)

김우권(전남대 농대)

김범래(국립동물검역소)
김우호(강원대 농대)

김옥경(국립동물검역소)

김용희(가축위생연구소)

김종섭(경상대 농대)

김진구(녹십자수의약품(주))

김종면(전북대 농대)

김창기(충북대 농대)

남궁선(가축위생연구소)

마점술(서울대 수의대)

박근식(가축위생연구소)

박정문(가축위생연구소)

박준형(경북대 농대)

박종영(중앙케미칼 · 주)

백영기(전북대 농대)

서부갑(서울시립대)

서정범(제일화학 · 주)

서익수(서울대 수의대)

성재기(서울대 수의대

손봉환(인천시 가축위생시험소)

손제영(영남대 농축대)

신광순(서울대 수의대)

윤지병(중앙가축전염병연구소)

이각모(주 · 동방)

이영옥(가축위생연구소)

이원창(건국대 축산대)

이재홍(전남대 농대)

이차수(경북대 농대)

이창림(축협중앙회)

이창업(서울대 수의대)

이학철(영남대 농대)

이희구(한국동물약품협회)

임정택(전남대 농대)

장경진(건국대 축산대)

장두환(서울대 수의대)

장병표(삼화동물약품상사)

장인호(경북대 농대)

장세창(대성미생물 · 주)

정영채(중앙대 산업대)

정순동(경희대 의대)

전무형(충남대 농대)

전찬수(농수산부)

조용준(경북도 가축위생시험소)

조성만(전남대 농대)

최병인(매일유업 · 주)

최상용(경상대 농대)

최희인(서울대 수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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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남(서울대 수의대)

한정희(전북대 농대)

한화섭(한국미생물연구소)

강영배(가축위생연구소)

권영방(가축위생연구소)

권종국(서울대 수의대)

김봉환(경북대 농대)

김선중(서울대 수의대)

김순재(건국대 축산대)

박응복(서울대 수의대)

서명득(경상대 농대)

양기천(제주대 농대)

윤용덕(가축위생연구소)

이문한(서울대 수의대)

이영순(서울대 수의대)

이인세(서울대 수의대)

이제구(전북대 농대)

이정길(전남대 농대)

이준섭(서울대 수의대)

이창우(서울대 수의대)

조종후(전북대 농대)

한태우
•학술위원

한홍율(서울대 수의대)

제16대(1987. 11~1989. 10)
회장: 이창업(서울대 수의대)
부회장: 박정문(가축위생연구소), 김우호(강원대 축산대)
총무위원: 한홍율(서울대 수의대)
학술위원장: 이준섭(서울대 수의대)
감사: 김종섭(경상대 수의대), 장경진(건국대 축산대), 전무형(충남대 농대)
이창업 회장

•평의원
강병규(전남대 수의대)

강호조(경상대 수의대)

권종국(서울대 수의대)

김교승(강원도 가축위생시험소)

김교준(충남대 농대)

김범래(국립동물검역소)

김순재(건국대 축산대)

김옥경(농수산부 축산국)

김용희(가축위생연구소)

김우권(전남대 수의대)

김종면(전북대 수의대)

김진구(성일약품)

김종구(전북도 가축위생시험소)

김창기(충북대 농대)

남궁선(가축위생연구소)

마점술(서울대 수의대)

모기철(경북대 수의대)

박근식(가축위생연구소)

박영준(전남대 수의대)

박응복(서울대 수의대)

박종영(중앙케미칼)

박준형(경북대 수의대)

박진열(전남도 가축위생시험소)

백영기(전북대 수의대)

서부갑(서울시립대)

서익수(서울대 수의대)

서정범(제일화학)
손제영(영남대 농축대)

성재기(서울대 수의대)

손봉환(인천시 가축위생시험소)

신광순(서울대 수의대)

신종백(이리 가축위생시험소)

신종욱(경상대 수의대)

이각모(주 · 동방)

이원창(건국대 축산대)

이재구(전북대 수의대)

이차수(경북대 수의대)

이학철(영남대 농축대)

이현범(경북대 수의대)

이희석(경북대 수의대)

임정택(선남대 수의대)

우기방(경기도 가축위생시험소)

윤지병(중앙가축전염병연구소)

윤화중(건국대 축산대)

장두환(서울대 수의대)

장병표(삼화동물약품상사)

장세창(대성미생물)

장인호(경북대 수의대)

전찬수(국립동물검역소)

정순동(경희대 의대)

정영채(중앙대 산업대)

정운익(미원축산과학연구소)

조성만(전남대 수의대)

조용준(경북도 가축위생시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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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택(경남도 가축위생시험소)

천병득(축협중앙회)

최원식(서울시 종합기술연구원)

최병인(매일유업)

최원필(경북대 수의대)

최희인(서울대 수의대)

한수남(서울대 수의대)

한정희(전북대 수의대)

한태우(안양시)

한화섭(한국미생물연구소)

홍영선(한농산업 · 주)

황건택(육군본부)

강영배(가축위생연구소)

권영방(가축위생연구소)

김봉환(경북대 수의대)
서명득(경상대 수의대)

•학술위원
김선중(서울대 수의대)

남치주(서울대 수의대)

안수환(가축위생연구소)

양기천(제주대 농대)

양일석(서울대 수의대)

윤용덕(가축위생연구소)

이문한(서울대 수의대)

이영순(서울대 수의대)

이인세(서울대 수의대)

이재현(경북대 수의대)

이정길(전남대 수의대)

이주묵(전북대 수의대)

이준섭(서울대 수의대)

이창우(서울대 수의대)

조종후(전북대 수의대)

최상용(경상대 수의대)

최한선(전남대 수의대)

제17대(1989. 11~1991. 10)
회장: 박근식(가축위생연구소)
부회장: 백영기(전북대 수의대), 한홍율(서울대 수의대), 김종섭(경상대 수의대)
총무위원: 이재진(가축위생연구소)
학술위원장: 이문한(서울대 수의대)
감사: 김창기(충북대 농대), 김교승(강원도 가축위생시험소)
박근식 회장

•평의원
곽수동(경상대 수의대)

권영방(가축위생연구소)

권종국(서울대 수의대)

김무강(충남대 농대)

김범래(국립동물검역소)

김광수(서울우유협동조합)

김순재(건국대 축산대)

김승호(제주대 농대)

김옥경(농수산부 축산국)

김우호(강원대 축산대)

김정만(서울대공원)

김응조(동물약품수입상협동조합)

김창운(경리식품 · 주)

남궁선(가축위생연구소)

마점술(서울대 수의대)

모기철(경북대 수의대)

박덕상(경북도 가축위생시험소)

박영준(전남대 수의대)

박응복(서울대 수의대)

박정문(가축위생연구소)

박진열(전남도 가축위생연구소)

서두식(전남대 수의대)

서정범(제일화학)

성재기(서울대 수의대)

손봉환(인천시 가축위생시험소)

송기연(한국바이엘화학 · 주)

신광순(서울대 수의대)

양기천(제주대 농대)

오경록(천호그룹)

우기방(경기도 가축위생시험소)

윤지병(중앙가축전염병연구소)

이각모(주 · 동방)

이광원(국립중축원)

이시영(한국마사회)

이준섭(서울대 수의대)

이호일(전북대 수의대)

이현범(경북대 수의대)

장경진(건국대 수의대)

장세창(대성미생물연구소)

정운익(미원축산과학연구소)

조희택(경남도 가축위생연구소)

천병득(축협중앙회)

최병인(주 · 동우)

최상호(가축위생연구소)

최성호(한국동물약품협회)

최원식(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

최희인(서울대 수의대)

한방근(전남대 수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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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섭(한국미생물연구소)

홍순국(충남도 가축위생시험소)

•학술위원
강영배(가축위생연구소)

강문일(가축위생연구소)

권오경(서울대 수의대)

김기석(가축위생연구소)

김봉환(경북대 수의대)

김선중(서울대 수의대)

김순복(경상대 수의대)

남치주(서울대 수의대)

박남용(전남대 수의대)

박종명(가축위생연구소)

백병걸(전북대 수의대)

안수환(가축위생연구소)

양일석(서울대 수의대)

이상목(건국대 축산대)

이영순(서울대 수의대)

이주묵(전북대 수의대)

이재현(경북대 수의대)

이효종(경상대 수의대)

전무형(중남대 농대)

최정옥(전남대 수의대)

제18대(1991. 11~1993. 10)
회장: 박응복(서울대 수의대)
부회장: 김창기(충북대 농대), 남궁선(가축위생연구소), 김봉환(경북대 수의대)
총무위원: 양일석(서울대 수의대)
학술위원장: 이영순(서울대 수의대)
감사: 양기천(제주대 농대), 이재진(가축위생연구소)
박응복 회장

•평의원
강병규(전남대 수의대)

강호조(경상대 수의대)

권명상(강원대 축산대)

권영방(충북대 농대)

김무강(충남대 수의대)

김범래

김상희(가축위생연구소)

김순재(건국대 축산대)

김승호(제주대 농대)

김옥경(국립동물검역소)

김우호(강원대 축산대)

김종섭(경상대 수의대)

김진구(성일약품)

김병기(한국바이엘)

김태종(건국대 축산대)

마점술(서울대 수의대)

박근식(가축위생연구소)

박정문(가축위생연구소)

박준형(경북대 수의대)

백영기(전북대 수의대)

서명득(경상대 수의대)

서정범(제일화학)

성재기(서울대 수의대)

신광순(서울대 수의대)

우기방(경기도 가축위생시험소)

윤영원(충북대 농대)

윤지병(중앙가축전염병연구소)

윤익현

이각모(주 · 동방)

이광원(국립종축원)

이시영(한국마사회)

이재구(전북대 수의대)

이차수(경북대 수의대)

이현우(이수의과병원장)

이호일(전북대 수의대)

이흥식(서울대 수의대)

장세창(대성미생물)

장인호(경북대 수의대)

정운익(미원축산과학연구소)

조희택(경남도 가축위생연구소)

천병득(축협중앙회)

최원식(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

최한선(전남대)

최희인(서울대 수의대)

한방근(전남대 수의대)

한완석(육군 의무감실)

한홍율(서울대 수의대)

허린수(경북대 수의대)

강신영(충북대 농대)

김기석(가축위생연구소)

•학술위원
강영배(가축위생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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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덕환(충남대 수의대)

김종만(가축위생연구소)

김진석(건국대 축산대)

김주헌(경상대 수의대)

남치주(서울대 수의대)

박남용(전남대 수의대)

박종명(가축위생연구소)

송희종(전북대 수의대)

안수환(가축위생연구소)

양홍현(전북대 수의대)

윤용덕(가축위생연구소)

윤효인(충남대 수의대)

이문한(서울대 수의대)

이상목(건국대 축산대)

이영순(서울대 수의대)

이인세(서울대 수의대)

이재현(경북대 수의대)

이창우(서울대 수의대)

최상용(경상대 수의대)

제19대(1993. 11~1995. 10)
회장: 백영기(전북대 수의대)
부회장: 이재진(가축위생연구소), 이정길(전남대 수의대), 이흥식(서울대 수의대)
총무위원: 이영순(서울대 수의대)
학술위원장: 전무형(충남대 수의대)
감사: 이재현(경북대 수의대), 양일석(서울대 수의대)
백영기 회장

•평의원
강병규(전남대 수의대)

강신영(충북대 수의대)

강호조(경상대 수의대)

권영방(충북대 수의대)

김무강(충남대 수의대)

김병기(한국바이엘)

김봉환(경북대 수의대)

김순재(건국대 수의과)

김옥경(동물검역소)

김진구(성일약품)

김창기(충북대 수의대)

김천호(강원대 수의과)

남궁선(가축위생연구소)

박근식(가축위생연구소)

박남용(전남대 수의대)

박정문(가축위생연구소)

박종명(가축위생연구소)

서명득(경상대 수의대)

서정범(제일화학)

성재기(서울대 수의대)

손봉환(인천시 가축위생시험소)

신종욱(경상대 수의대)

안수환(가축위생연구소)

양기천(제주대 수의대)

유창준(경북대 수의대)

윤용덕(가축위생연구소)

윤지병(중앙가축전염병연구소)

이각모(주 · 동방)

이갑일(농림수산부)

이광원(국립종축원)

이길재(대한수의사회)

이승모(한국마사회)

이원창(건국대 수의과)

이주묵(전북대 수의대)

이차수(경북대 수의대)

이호일(전북대 수의대)

임영일(협동동물병원)

임창형(서울대 수의대)

장세창(대성미생물연구소)

장인호(경북대 수의대)

정영채(중앙대 산업대)

정운익(미원축산과학연구소)

조성환(충남대 수의대)

조영웅(한국화이자)

조충호(서울대 수의대)

최일남(육군 수의병과)

최철순(중앙대 의대)

최희인(서울대 수의대)

한홍율(서울대 수의대)

홍순국(충남도 가축위생시험소)

•학술위원
강문일(전남대 수의대)

강영배(가축위생연구소)

권명상(강원대 수의대)

김덕환(충남대 수의대)

김명철(충남대 수의대)

김용환(경상대 수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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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헌(경상대 수의대)

김진석(건국대 수의과)

김철중(충남대 수의대)

모인필(충북대 수의대)

박용호(가축위생연구소)

박청규(경북대 수의대)

변명대(경북대 수의대)

송희종(전북대 수의대)

양홍현(전북대 수의대)

윤영원(충북대 수의대)

윤효인(충남대 수의대)

이인세(서울대 수의대)

이채용(전남대 수의대)

최상호(가축위생연구소)

황우석(서울대 수의대)

제20대(995. 11~1997. 10)
회장: 성재기(서울대 수의대)
부회장: 권영방(충북대 수의대), 박종명(가축위생연구소), 양기천(제주대 수의학과),
이재현(경북대 수의대), 이호일(전북대 수의대)
총무위원: 이창우(서울대 수의대)
학술위원장: 황우석(서울대 수의대)
성재기 회장

감사: 이영순(서울대 수의대), 이원창(건국대 수의학과)

•평의원
강병규(전남대 수의대)

강정부(경상대 수의대)

강종구(충북대 수의대)

강호조(경상대 수의대)

권해병(경북대 수의대)

김기석(가축위생연구소)

김무강(충남대 수의대)

김봉환(경북대 수의대)

김병기(주 · 동원신약)

김순재(건국대 수의대)

김옥경(국립동물검역소)

김창기(충북대 수의대)

박남용(전남대 수의대)

배상호(농림수산부)

배종희(제주대 수의학과)

백영기(전북대 수의대)

서명득(경상대 수의대)

서정범(제일화학)

손봉환(인천시 가축위생시험소)

신종욱(경상대 수의대)

안수환(가축위생연구소)

윤여성(강원대 수의학과)

윤용덕(가축위생연구소)

윤지병(파천연구소)

윤화중(건국대 수의학과)

이각모(주 · 동방)

이광원(축산과학연구원)

이길재(대한수의사회)

이문한(서울대 수의대)

이상목(건국대 수의학과)

이승모(한국마사회)

이시영(한국마사회)

이재진(가축위생연구소)

이정길(전남대 수의대)

이주묵(전북대 수의대)

이차수(경북대 수의대)

이흥식(서울대 수의대)

임병무(전북대 수의대)

임영일(협동동물병원)

장인호(경북대 수의대)

전무형(충남대 수의대)

정운익(미원축산과학연구소)

정영채(중앙대 산업대)

조영웅(대한수의사회)

최상용(경상대 수의대)

최상호(가축위생연구소)

최철순(중앙대 의대)

최한선(전남대 수의대)

최희인(서울대 수의대)

탁연빈(경북대 수의대)

한홍율(서울대 수의대)

강문일(전남대 수의대)

김 두(강원대 수의학과)

김명철(충남대 수의대)

김주헌(경상대 수의대)

김태종(건국대 수의대)

류영수(가축위생연구소)
박용호(서울대 수의대)

•학술위원

모인필(충북대 수의대)

문무홍(경북대 수의대)

박재학(서울대 수의대)

송희종(전북대 수의대)

신광순(충남대 수의대)

신동호(전남대 수의대)

신태균(제주대 수의대)

양홍현(전북대 수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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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상(서울대 수의대)

윤영원(충북대 수의대)

이병천(서울대 수의대)

이성준(경북대 수의대)

이채용(충남대 수의대)

이효종(경상대 수의대)

임영재(한국마사회)

진영화(가축위생연구소)

허강준(충북대 수의대)

홍종해(강원대 수의학과)

제21대 및 초대 이사회(1997. 11~1999. 10)
초대 이사장 겸 회장: 한홍율(서울대 수의대)
이사 겸 부회장: 김무강(충남대 수의대), 윤용덕(국립수의과학검역원), 신종욱(경상
대 수의대), 박남용(전남대 수의대), 이문한(서울대 수의대)
총무위원: 류판동(서울대 수의대)
학술 및 편집위원장: 박용호(서울대 수의대)
한홍율 이사장

감사: 김순재(건국대 축산대), 박준형(경북대 수의대)

•평의원
강영배(국립수의과학검역원)

강인구(국립환경연구소)

강호조(경상대 수의대)

권영방(충북대 수의대)

김 두(강원대 축산대)

김기석(국립수의과학검역원)

김덕환(충남대 수의대)

김병기(주 · 대한신약)

김봉환(경북대 수의대)

김상근(충남대 수의대)

김선중(서울대 수의대)

김성겸(녹십자수의약품)

김세빈(한국화이자)

김옥경(농림부)

김재학(국립수의과학검역원)

김종섭(경상대 수의대)

김종염(국립수의과학검역원)

김진구(성일약품)

김창기(충북대 수의대)

김희석(제주대 농대)

남치주(서울대 수의대)

박종배(충남도 가축위생시험소)

박종명(국립수의과학검역원)

박정문(한국미생물연구소)

박종영(중앙케미칼)

배상호(국립수의과학검역원)

백영기(전북대 수의대)

서명득(경상대 수의대)

석호봉(단국대 농대)

성재기(서울대 수의대)

손봉환(인천시 가축위생시험소)

신광순(서울대 수의대)

신태균(제주대 축산대)

심광경(주 · 제일화학)

안수환(국립수의과학검역원)

양일석(서울대 수의대)

양홍현(전북대 수의대)

위성하(전남도 축산기술연구소)

유병문(한국바이엘)

윤지병(중앙가축전염병연구소)

이각모(주 · 동방)

이길재(대한수의사회)

이성회(전남도 축산기술연구소)

이승모(한국마사회)

이영순(서울대 수의대)

이오직(한국동물약품협회)

이원창(건국대 축산대)

이인세(서울대 수의대)

이재현(경북대 수의대)

이정길(전남대 수의대)

이주묵(전북대 수의대)

이차수(경북대 수의대)

이창우(서울대 수의대)

이호일(전북대 수의대)

이흥식(서울대 수의대)

이희석(경북대 수의대)

장인호(경북대 수의대)
정영채(중앙대 산업대)

전무형(충남대 수의대)

정병현(건국대 축산대)

조성환(충남대 수의대)

조종후(전북대 수의대)

최상용(경상대 수의대)

최상호(국립수의과학검역원)

최한선(전남대 수의대)

허 원(대성미생물연구소)

강승원(국립수의과학검역원)

강신영(충북대 수의대)

•학술 및 편집위원
강문일(전남대 수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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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석(건국대 축산대)

김현수(충남대 수의대)

류형수(건국대 축산대)

모인필(국립수의과학검역원)

박봉균(서울대 수의대)

백병걸(전북대 수의대)

신상태(충남대 수의대)

신성식(전남대 수의대)

엄기선(충북대 의대)

여상건(경상대 수의대)

우희종(서울대 수의대)

유한상(서울대 수의대)

윤정희(서울대 수의대)

이장헌(서울대 수의대)

이재일(전남대 수의대)

이경갑(제주대 농대)

이성준(경북대 수의대)

이형식(경산대 자연대)

임윤규(제주대 농대)

정의배(국립수의과학검역원)

정갑수(국립수의과학검역원)

정석찬(국립수의과학검역원)

최민철(경상대 수의대)

한정희(강원대 축산대)

제22대 및 2대 이사회(1999. 11~2001. 10)
2대 이사장 겸 회장: 이흥식(서울대 수의대)
이사 겸 부회장: 장인호(경북대 수의대), 서명득(경상대 수의대), 송희종(전북대 수의
대), 최상호(국립수의과학검역원), 김태종(건국대 수의대)
총무위원: 윤희정(서울대 수의대)
기획위원장: 박용호(서울대 수의대)
이흥식 이사장

재무위원장: 박봉균(서울대 수의대)
학술 및 KJVR 편집위원장: 유한상(서울대 수의대)

JVS 편집위원장: 이영순(서울대 수의대)
JVS 부편집위원장: 박용호(서울대 수의대), 유한상(서울대 수의대)
감사: 홍종해(강원대 동물자원대), 류판동(서울대 수의대)
*이문한(서울대 수의대), *김선중(서울대 수의대)
•평의원
강세종(육군본부)

강신영(중앙대 의대)

강정부(경상대 수의대)

권영방(충북대 수의대)

김기석(국립수의과학검역원)

김덕환(충남대 수의대)

김 두(강원대 동물자원대)

김봉환(경북대 수의대)

김선중(서울대 수의대)

김승목(녹십자수의약품 · 주)

김옥경(국립수의과학검역원)

김재학(국립수의과학검역원)

김재원(주 · 비박코리아)

김종만(국립수의과학검역원)

김종섭(경상대 수의대)

김종염(국립수의과학검역원)

김종택(제일사료 · 주)

김진구(주 · 고려케미칼)

김진석(건국대 수의대)

김진상(전북대 수의대)

남치주(서울대 수의대)

문영현(주 · 삼양사)

박남용(전남대 수의대)

박유순(경기도 축산위생연구소)

박정문(주 · 한국미생물연구소)

박종명(국립수의과학검역원)

박종영(주 · 중앙바이오텍)

배종희(제주대 농대)

서영동(전남도 축산기술연구소)

신정재(과학사료 · 주)

신종욱(경상대 수의대)

신태흥(한국마사회)

심광경(주 · 제일바이오)

안수환(국립수의과학검역원)

양일석(서울대 수의대)

양홍현(전북대 수의대)

양창근(대한제당 · 주)

예재길(엘랑코동물약품 · 주)

오효성(한국화이자동물약품 · 주)

유병문(바이엘코리아 · 주)

유병우(주 · 퓨리나코리아)

윤영원(충북대 수의대)

윤용덕(녹십자수의약품 · 주)

윤인중(중앙가축전염병연구소)

이각모(주 · 동방)

이두식(제주대 농대)

이문한(서울대 수의대)

이성희(메리알코리아 ·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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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순(서울대 수의대)

이우재(대한수의사회)

이인세(서울대 수의대)

이재현(경북대 수의대)

이정길(전남대 수의대)

이주호(농림부)

이차수(경북대 수의대)

이창우(서울대 수의대)

이채용(전남대 수의대)

전무형(충남대 수의대)

정병현(건국대 수의대)

정종식(경북도 가축위생시험소)

조상래(연세대 의대)

조준형(국립수의과학검역원)

최인혁(전북대 수의대)

하재봉(IAMS)

한홍율(서울대 수의대)

허원(주 · 대성미생물연구소)

강경선(서울대 수의대)

강종구(충북대 수의대)

권혁무(강원대 동물자원대)

김대용(서울대 수의대)

김진상(전북대 수의대)

김진석(건국대 수의대)

김현수(충남대 수의대)

김철중(충남대 수의대)

남명진(국립보건원)

노규진(경상대 수의대)

모인필(국립수의과학검역원)

박배근(충남대 수의대)

서강문(강원대 동물자원대)

손성완(국립수의과학검역원)

신상태(충남대 수의대)

신성식(전남대 수의대)

안미라(전남대 수의대)

여상건(경상대 수의대)

우희종(서울대 수의대)

윤여성(서울대 수의대)

윤정희(서울대 수의대)

윤화영(서울대 수의대)

이경갑(제주대 농대)

이근우(경북대 수의대)

이성준(경북대 수의대)

이완규(충북대 수의대)

이영재(제주대 농대)

이중복(건국대 수의대)

임윤규(제주대 농대)

임채웅(전북대 수의대)

장광호(경북대 수의대)

장병준(건국대 수의대)

정갑수(국립수의과학검역원)

정석찬(국립수의과학검역원)

정순욱(건국대 수의대)

정의배(충북대 수의대)

조명행(서울대 수의대)

한정희(강원대 동물자원대)

한호재(전남대 수의대)

허강준(충북대 수의대)

황의경(국립수의과학검역원)

•학술 및 편집위원

•영문 학술지 편집위원
Editor-in-Chief
Lee, Yong-Soon (Seoul National University, Korea)
Associate Editor
Park, Yong Ho (Seoul National University, Korea)

Yoo, Han Sang (Seoul National University, Korea)

Editors
*Binh, Dang Vu (Hanoi Agricultural University, Vietnam)
Budras, Klaus-Dieter (Freie Universität Berlin, Germany)
Chae, Chan Hee (Seoul National University, Korea)
Chae, Joon Seok (Chonbuk National University, Korea)
Cho, Doo-Youn (Louisiana State University, USA)
Cho, Myung Haing (Seoul National University, Korea)
Davis, William C. (Washington State University, U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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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대(2005. 11~2006. 10)
회장: 이상목(건국대 수의대)
부회장: 김재홍(서울대 수의대), 김진석(건국대 수의대), 오양석(한림대 의대),
윤영원(충북대 수의대), 이경갑(제주대 수의대)

이상목 회장

제26대(2006. 11~2007. 10)
회장: 강정부(경상대 수의대)
부회장: 강종구(충북대 수의대), 고홍범(전남대 수의대), 김곤섭(경상대 수의대),
윤효인(충남대 수의대), 이주호(국립수의과학검역원)

강정부 회장

제27대(2007. 11~2008. 10)
회장: 박남용(전남대 수의대)
부회장: 김종수(경상대 수의대), 김진상(전북대 수의대), 신상태(충남대 수의대),
윤인중(중앙백신연구소), 허강준(충북대 수의대)

박남용 회장

제6대 이사회(2008. 11~2011. 10)
이사장: 박용호(서울대 수의대)
이사: 김재홍(서울대 수의대), 이주호(국립수의과학검역원), 고홍범(전남대 수의대),
곽형근(한국동물약품협회), 모인필(충북대 수의대), 박봉균(서울대 수의대)
총무 위원: 채준석(서울대 수의대)
총무 간사: 박세창(서울대 수의대), 이인형(서울대 수의대)
박용호 이사장

편집위원장: 이흥식(서울대 수의대)
KJVR 편집간사: 윤희정(서울대 수의대)

JVS 편집간사: 유한상(서울대 수의대), 우희종(서울대 수의대), 서강문(서울대 수의대), *윤정희(서울대 수의대)
기획 위원: 강경선(서울대 수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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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간사: 지영흔(제주대 수의대)
재정, 홍보위원: 이홍섭(국립수의과학검역원)
학술 위원: 주이석(국립수의과학검역원)
학술 간사: 박종현(국립수의과학검역원), 이영주(경북대 수의대), 황철용(서울대 수의대), 이소영(서울대 수의대),
윤영민(제주대 수의대), 이광직(국립수의과학검역원), 김상진(전북대 수의대)
국제협력위원장: 라정찬(알앤앨바이오)
특별위원회위원장: 강종구(충북대 수의대)
감사: 윤화영(서울대 수의대), 이오수(국립수의과학검역원)
•평의원
강경선(서울대 수의대)

강문일(전남대 수의대)

강신영(충북대 수의대)

강종구(충북대 수의대)

고홍범(전남대 수의대)

곽형근(한국동물약품기술연구원)

권오경(서울대 수의대)

김두(강원대 수의대)

김곤섭(경상대 수의대)

김대용(서울대 수의대)

김영찬(서울우유 파주진료소)

김용준(전북대 수의대)

김용팔(이화팜텍 · 주)

김재홍(서울대 수의대)

김진구(한국동물약품협회)

김진석(건국대 수의대)

김철중(충남대 수의대)

노천섭(대한수의사회)

라정찬(알앤엘바이오)

류영수(건국대 수의대)

모인필(충북대 수의대)

박봉균(서울대 수의대)

박재학(서울대 수의대)

배상호(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백병걸(전북대 수의대)

성환우(강원대 수의대)

손성완(국립수의과학검역원)

송창선(건국대 수의대)

신상태(충남대 수의대)

신태균(제주대 수의대)

양창근(대한제당)

어중원(CTC바이오)

여상건(경북대 수의대)

예재길(한국엘랑코동물약품)

위성환(국립수의과학검역원)

유병우(카길애그리퓨리나)

유한상(서울대 수의대)

윤인중(중앙백신연구소)

윤화영(서울대 수의대)

윤희정(서울대 수의대)

이각모(주.동방)

이경갑(제주대 수의대)

이문한(서울대 수의대)

이범준(충북대 수의대)

이성식(경기도 축산위생연구소)

이영순(서울대 수의대)

이영주(경북대 수의대)

이오수(국립수의과학검역원)

이존화(전북대 수의대)

이주호(국립수의과학검역원)

이중복(건국대 수의대)

이홍섭(국립수의과학검역원)

이흥식(서울대 수의대)

임동주(주 · 마야)

임윤규(제주대 수의대)

장기윤(농식품부 표시검역과)

장동덕(국립독성과학원)

장병준(건국대 수의대)

정갑수(국립수의과학검역원)

정병현(건국대 수의대)

정석찬(국립수의과학검역원)

정영채(대한수의사회)

정태성(경상대 수의대)

조남인(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조영식(주 · 에스디)

주이석(국립수의과학검역원)

채준석(서울대 수의대)

최상호(전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한호재(전남대 수의대)

홍종해(강원대 수의대)
•국문 학술지 편집위원
권혁무(강원대 수의대)

김종남(서울대 수의대)

김진상(전북대 수의대)

남상윤(충북대 수의대)

노규진(경상대 수의대)

류덕영(서울대 수의대)

문진산(국립수의과학검역원)

서상희(충남대 수의대)

성제경(서울대 수의대)

성환우(강원대 수의대)

손화영(충남대 수의대)

신남식(서울대 수의대)

신성식(전남대 수의대)

오구택(이화여대 분자생명과학부)

원무호(한림대 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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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준(경북대 수의대)

이영재(제주대 수의대)

이완규(충북대 수의대)

이장헌(서울대 수의대)

이재일(전남대 수의대)

이후장(경상대 수의대)

정종태(제주대 수의대)

조명행(서울대 수의대)

조상래(연세대 의대)

조정곤(전북대 수의대)

주홍구(제주대 수의대)

진희경(경북대 수의대)

한정희(강원대 수의대)		
•영문 학술지 편집위원
Editor-in-Chief
Lee, Heungshik S. (Seoul National University, Korea)
Associate Editor
Yoo, Han Sang (Seoul National University, Korea)

Woo, Hee-Jong (Seoul National University, Korea)

Seo, Kang-Moon (Seoul National University, Korea)

*Yoon, Junghee (Seoul National University, Korea)

Section Editors
Han, Ho Jae (Seoul National University, Korea)
Lee, Jone Hwa (Chonbuk National University, Korea)
Jeong, Kyu Shik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Korea)
*Kim, Dae-Yong (Seoul National University, Korea)
Shin, Tae Kyun (Cheju National University, Korea)
Lee, Byeong Chun (Seoul National University, Korea)
Youn, Hwa-Young (Seoul National University, Korea)
Editors
Budras, Klaus-Dieter (Free University Berlin, Germany)
Kim, Nam Soo (Chonbuk National University, Korea)
Chang, Yung-Fu (Cornell University, USA)
Kang, Tae-Cheon (Hallym University, Korea)
Cho, Doo-Youn (Louisiana State University, USA)
Lanh, Le Van (Hanoi Agricultural University, Vietnam)
Cho, Sang-Nae (Yonsei University, Korea)
Maheswaran, Samuel K. (University of Minnesota, USA)
Davis, William C. (Washington State University, USA)
*Na, Ki Jeong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Korea)
Eduardo, Salcedo L. (University of the Philippines, Philippines)
Nolte, Ingo (Veterinary School Hannover, Germany)
*Hahn, Tae-Wook (Kangwon National University, Korea)
Oraveerakul, Kanisak (Chulalongkorn University, Thailand)
Hayashi, Yoshihiro (University of Tokyo, Japan)
*Park, Hee-Myung (Konkuk University, Korea)
Hong, Sung-Jong (Chungang University, Korea)
Reeves, Ray (Washington State University, U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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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eris, Aini Bt (Universiti Putra Malaysia, Malaysia)
Scholz, Henner (Hannover Veterinary School, Germany)
Itakura, Chitoshi (RIKEN Brain Science Institute, Japan)
Shin, Ssang Jae (Cornell University, USA)
Jeong, Soon Wuk (Konkuk University, Korea)
Suresh, M. (University of Wisconsin-Madison, USA)
*Jung, Tae Sung (Gyengsang National University, Korea)
Taylor, Rosanne (University of Sydney, Australia)
Joo, Han Soo (University of Minnesota, USA)
Wasito, R. (Gadjah Mada University, Indonesia)
Kang, Kyung Sun (Seoul National University, Korea)
Yoo, Dong-Wan (University of Illinois, USA)
Karaki, Hideaki (University of Tokyo, Japan)
Yoon, Kyung-Jin (Iowa State University, USA)
Kim, Chul Joong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Korea)
Zhao, Deming (China Agricultural University, China)
Manuscript Editor
Kang, Jina (KSVS, Korea)

제28대(2008. 11~2009. 10)
회장: 임윤규(제주대 수의대)
부회장: 신태균(제주대 수의대), 류영수(건국대 수의대), 이범준(충북대 수의대),
정갑수(국립수의과학검역원), 조영식(주 · 에스디)

임윤규 회장

제29대(2009. 11~2010. 10)
회장: 이주호(국립수의과학검역원)
부회장: 한정희(강원대 수의대), 유한상(서울대 수의대), 이재일(전남대 수의대),
정갑수(국립수의과학검역원), 임경종(국립수의과학검역원)

이주호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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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대(2010. 11~2011. 10)
회장: 송희종(전북대 수의대)
부회장: 김진상(전북대 수의대), 박배근(충남대 수의대), 여상건(경북대 수의대),
정갑수(국립수의과학검역원), 정종태(제주대 수의대)

송희종 회장

제7대 이사회(2011. 11~2014. 10)
이사장: 김재홍(서울대 수의대)
수석이사: 강종구(충북대 수의대)
이사: 여상건(경북대 수의대), 주이석(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이중복(건국대 수의
대), 윤화영(서울대 수의대), 박봉균(서울대 수의대)
총무위원장: 한호재(서울대 수의대)
김재홍 이사장

총무간사: 조성범(서울대 수의대)
기획위원장: 김대용(서울대 수의대)

기획간사: 최양규(건국대 수의대)
편집위원장: 이흥식(서울대 수의대)
JVS 편집위원장: *유한상(서울대 수의대)
JVS 편집간사: 유한상(서울대 수의대), 윤정희(서울대 수의대)
KJVR 편집간사: 윤희정(서울대 수의대)
KJVR 편집위원장: *김대용(서울대 수의대)
KJVR 부편집위원장: *남상윤(충북대 수의대), *정성목(충남대 수의대), *성환우(강원대 수의대)
재무위원장: 위성환(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학술위원장: 정석찬(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학술간사: 도선희(건국대 수의대), 황인구(서울대 수의대), 김윤배(충북대 수의대), 최강석(농림수산검역검사본
부), 허문(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용어위원장: 이흥식(서울대 수의대), *김대중(충북대 수의대)
감사: 채준석(서울대 수의대), 이광직(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평의원
강경선(서울대 수의대)

강문일(전남대 수의대)

강신영(충북대 수의대)

강종구(충북대 수의대)

권오경(서울대 수의대)

고홍범(전남대 수의대)

곽형근(한국동물약품기술연구원)

김곤섭(경상대 수의대)

김대용(서울대 수의대)

김두(강원대 수의대)

김명철(한국임상수의학회)

김영찬(서울우유 파주진료소)
김옥경(대한수의사회)

김용준(전북대 수의대)

김용팔(이화팜텍 · 주)

김진구(고려비앤피)

김진석(건국대 수의대)

김철규(첨단의료복합단지실험동물센터)

김철중(충남대 수의대)

김태융(농림수산식품부)

노천섭(대한수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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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정찬(알앤엘바이오)

류영수(건국대 수의대)

모인필(충북대 수의대)
박용호(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박봉균(서울대 수의대)

박영찬(주 · 크로엔)

박재학(서울대 수의대)

배상호(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백병걸(전북대 수의대)

성환우(강원대 수의대)

손성완(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송창선(건국대 수의대)

신상태(충남대 수의대)

신태균(제주대 수의대)

안수환(신일바이오)

양창근(대한제당)

여상건(경북대 수의대)

예재길(올텍코리아)

우종태(경기도 축산위생연구소)

위성환(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유병우(카길애그리퓨리나)

유한상(서울대 수의대)

윤인중(중앙백신연구소)

윤화영(서울대 수의대)

이각모(주 · 동방)

이경갑(제주대 수의대)

이범준(충북대 수의대)

이상진(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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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수의학회 회원명부

정회원(2018년 4월 말 현재)

542

번호

성명

1

강가영

2

소속

번호

성명

소속

서울대 수의대

21

강정우

농림축산검역본부

강경선

서울대 수의대

22

강정원

서울대 수의대

3

강광식

경남도 동물방역과

23

강종구

충북대 수의대

4

강동묵

성균관대 의대

24

강종일

충현종합동물병원

5

강두원

한국바이엘화학(주)

25

강준구

서울대 수의대

6

강문일

전남대 수의대

26

강지훈

충북대 수의대

7

강 민

전북대 수의대

27

강창근

경상대 수의대

8

강병일

농림축산검역본부 영남지부

28

강창원

전북대 수의대

9

강부현

한국화학연구소 안전성평가연구소

29

강천근

축산물HACCP기준원

10

강빛나

서울대 수의대

30

강춘원

전남도 축산기술연구소

11

강상철

(주)옵티팜

31

강태선

인천시 보건환경연구원

12

강석진

국립축산과학원

32

강태영

제주대 수의대

13

강성수

전남대 수의대

33

강해은

농림축산검역본부

14

강승원

농림축산검역본부

34

강현구

충북대 수의대

15

강신영

중앙대 의대

35

강현미

농림축산검역본부

16

강신영

충북대 수의대

36

강현정

농림축산검역본부

17

강영선

건국대 수의대

37

강형섭

전북대 수의대

18

강우식

건국대 수의대

38

강호조

경상대 수의대

19

강원화

(주)비락

39

강환구

농림축산검역본부

20

강정부

경상대 수의대

40

경순구

한국마사회

번호

성명

41

고필옥

42

소속

번호

성명

소속

경상대 수의대

73

권혁무

강원대 수의대

고홍범

전남대 수의대

74

권혁준

서울대 수의대

43

공병철

강남동물병원

75

권효정

충남대 수의대

44

곽규원

농림축산검역본부

76

금현옥

서울대 수의대

45

곽동미

경북대 수의대

77

기혜영

광주시 보건환경연구원

46

곽성규

마산대 임상병리과

78

김 두

강원대 수의대

47

곽수동

경상대 수의대

79

김경연

충남대 대학원

48

곽아름

PIC코리아

80

김경한

(주)빅솔

49

곽형근

한국동물약품협회

81

김경호

건국대 수의대

50

구경민

축산물HACCP기준원

82

김경희

대구보건환경연구원

51

구나연

농림축산검역본부

83

김계엽

동신대 한의대

52

구복경

농림축산검역본부 부산지원

84

김곤섭

경상대 수의대

53

구본상

한국생명공학연구원

85

김규태

대전동물원 동물병원

54

구성욱

아이진

86

김근형

충북대 수의대

55

구현옥

농림축산검역본부

87

김기동

(주)중앙케미칼

56

구혜정

서울대 수의대

88

김기석

경북대 수의대

57

권가희

서울대 수의대

89

김길수

경북대 수의대

58

권구범

건국대 수의대

90

김나현

안전성평가연구소

59

권동일

한국화이자(주)

91

김남수

전북대 수의대

60

권명상

강원대 수의대

92

김남중

혜천대 애완동물자원과

61

권미영

농림축산검역본부

93

김년수

강원도 가축위생시험소

62

권병준

94

김달영

63

권영방

대상사료(주) 축산과학연구소

95

김대용

서울대 수의대

64

권영삼

경북대 수의대

96

김대중

충북대 수의대

65

권영삼

중앙대 의대

97

김대현

충북도 축산위생연구소

66

권영철

경상대 수의대

98

김덕송

전남대 수의대

67

권오경

서울대 수의대

99

김덕수

덕수동물병원

68

권오덕

경북대 수의대

100

김덕원

삼양약화학(주)

69

권용국

농림축산검역본부

101

김도경

경남도 축산진흥연구소

70

권준헌

농림축산검역본부

102

김도욱

71

권지선

농림축산검역본부

103

김동신

경북대 농대

72

권창희

농림축산검역본부

104

김두희

중앙백신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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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성명

105

김명진

106

소속

번호

성명

소속

충남대 수의대

137

김성국

경북도 가축위생시험소

김명철

충남대 수의대

138

김성민

충남도 가축위생시험소

107

김무강

충남대 수의대

139

김성은

24시 동물병원

108

김미경

농림축산검역본부

140

김성호

전남대 수의대

109

김미정

141

김성훈

전북도 가축위생시험소

110

김민규

충남대 농업생명대

142

김세영

한국미생물연구소

111

김민수

전북대 수의대

143

김수명

대전대 한의대

112

김민철

농림축산검역본부

144

김수미

농림축산검역본부

113

김범석

전북대 수의대

145

김수민

축산물HACCP기준원

114

김병관

영남제분

146

김수정

농림축산검역본부

115

김병기

알앤멜바이오

147

김수희

농림축산검역본부

116

김병선

한국마사회

148

김순복

경상대 수의대

117

김병수

공주대 특수동물학과

149

김순태

경북도 가축위생시험소

118

김병진

한국마사회

150

김승렬

충북대 의대

119

김병한

농림축산검역본부

151

김승준

경북대 수의대

120

김병훈

축산물HACCP기준원

152

김양미

충북대 의대

121

김보경

건국대 수의대

153

김영규

부경양돈농협 김해축산물공판장

122

김보숙

서울대공원 동물연구실

154

김영균

한국마사회 제주본부

123

김본원

김천전문대 물리치료과

155

김영욱

농림축산검역본부

124

김봉환

경북대 수의대

156

김영인

동부하이텍

125

김사라

농림축산검역본부

157

김영일

농림축산검역본부 영남지부

126

김삼수

한국마사회 마필보건소

158

김영조

농림축산검역본부 부산지원

127

김상균

159

김영중

충남대 수의대

128

김상근

충남대 수의대

160

김영찬

서울우유파주진료소

129

김상기

공주대 특수동물학과

161

김영환

경북도 가축위생시험소

130

김상엽

서울대 수의대

162

김영훈

홍성낙농농협 서산지점

131

김상진

전북대 수의대

163

김영흥

경북대 수의대

132

김상철

신구대 자원동물산업과

164

김옥경

대한수의사회

133

김상현

대상사료 축산과학연구소

165

김옥진

원광대 애완동물학부

134

김 석

경상대 수의대

166

김완희

서울대 수의대

135

김선중

서울대 수의대

167

김용근

부산대 의대

136

김성겸

녹십자수의약품(주)

168

김용길

전북 종축장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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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성명

169

김용렬

170

소속

번호

성명

소속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201

김정태

류큐대학교 의학부

김용백

서울대 수의대

202

김정화

경북도 가축위생시험소

171

김용주

농림축산검역본부

203

김정환

퓨리나코리아

172

김용준

전북대 수의대

204

김정훈

제주대 수의대

173

김용팔

이화팜텍(주)

205

김제일

제일동물병원

174

김용환

경상대 수의대

206

김종규

안산대

175

김용환

광주시 보건환경연구원

207

김종남

서울대 수의대

176

김원규

경남도 축산진흥연구소

208

김종녀

축산물HACCP기준원

177

김원용

중앙대 의대

209

김종만

농림축산검역본부

178

김원일

전북대 수의대

210

김종면

179

김윤배

충북대 수의대

211

김종배

180

김윤선

건국대 수의대

212

김종보

181

김윤수

엘탑무역

213

김종섭

경상대 수의대

182

김으뜸

강원대 수의대

214

김종수

경상대 수의대

183

김은경

경남도 축산진흥연구소

215

김종수

가천의대 뇌과학연구소

184

김은실

동부팜(주) 동물약품사업부

216

김종수

순천대 생명산업자원대

185

김은주

농림축산검역본부

217

김종염

186

김의경

경상대 수의대

218

김종완

농림축산검역본부

187

김인식

전북대 수의대

219

김종춘

전남대 수의대

188

김일화

충북대 수의대

220

김종춘

한국화학연구원 안전성평가연구소

189

김재명

농림축산검역본부

221

김종택

강원대 수의대

190

김재원

(주)버박코리아

222

김종택

천하제일사료(주)

191

김재조

농림축산검역본부

223

김주헌

경상대 수의대

192

김재홍

서울대 수의대

224

김준규

한국마사회 마필보건소

193

김재훈

경상대 의대

225

김중선

동남권원자력의학원

194

김재훈

제주대 수의대

226

김지향

충남대 수의대

195

김점주

한국양계

227

김지훈

농림축산검역본부 대구사무소

196

김정래

서울강남동물병원

228

김진구

경상대 수의대

197

김정래

서울대 수의대

229

김진구

(주)고려비엔피

198

김정미

경기도 가축위생시험소

230

김진상

나루동물메디칼

199

김정아

서울대 수의대

231

김진상

전북대 수의대

200

김정우

단국대 생물자원대

232

김진석

건국대 수의대

연세대(원주) 보건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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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성명

233

김진영

234

소속

번호

성명

소속

건국대 수의대

265

김현일

이지바이오시스템

김찬란

국립축산과학원

266

김현정

농림축산검역본부

235

김창근

중앙대 산업대

267

김현주

농림축산검역본부

236

김창식

금산군청 산업과

268

김현철

강원대 수의대

237

김채현

(주)고려비엔피

269

김형식

서울대 수의대

238

김천현

전북도 보건환경연구원

270

김형태

239

김천호

강원대 수의대

271

김혜권

서울대 수의대

240

김철중

충남대 수의대

272

김혜령

농림축산검역본부

241

김철호

경남도 축산기술연구소

273

김혜진

해마루동물병원

242

김충수

농림축산검역본부

274

김호철

농림축산검역본부 영남지원

243

김충용

건국대 수의대

275

김홍집

우리과학(주)

244

김태무

서면동물병원

276

김효룡

농림축산검역본부 부산지원

245

김태성

농림축산검역본부

277

김효비

농림축산검역본부

246

김태식

강원대 수의대

278

김효진

농림축산검역본부

247

김태연

한국MSD동물약품(주)

279

김휘율

건국대 수의대

248

김태완

경북대 수의대

280

김희경

부경대 수산대

249

김태우

(주)바이오톡스텍

281

김희량

농림축산검역본부

250

김태융

한국마사회

282

김희선

고강동물병원

251

김태종

건국대 수의대

283

김희수

농림축산검역본부

252

김태주

전남대 수의대

284

김희은

서진동물병원

253

김태중

전남대 수의대

285

김희진

농림축산검역본부

254

김태환

경북대 수의대

286

나기정

충북대 수의대

255

김하기

한국마사회

287

나승열

건국대 수의대

256

김하영

농림축산검역본부

288

남기환

생명공학연구원

257

김하현

농림축산검역본부

289

남명진

국립보건원

258

김학렬

대성미생물연구소

290

남상섭

건국대 수의대

259

김한울

농림축산검역본부

291

남상윤

충북대 수의대

260

김한준

건국대 수의대

292

남윤정

261

김해식

주암동물병원

293

남춘자

262

김해영

건국대 수의대

294

남치주

서울대 수의대

263

김현수

충남대 수의대

295

남향미

농림축산검역본부

264

김현우

충남대 의대

296

노규진

경상대 수의대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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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성명

소속

번호

성명

297

소속

노민희

부산가톨릭대 간호대

329

문창종

전남대 수의대

298

노세미

서울대 수의대

330

문평일

경남도 축산진흥연구소

299

노윤석

전북대 수의대

331

문형준

서울대 수의대

300

노인순

농림축산검역본부

332

민득영

301

노천섭

333

민병만

경기도 가축위생시험소

302

노환국

한국농업대 중소가축과

334

민원기

경상대 수의대

303

도선길

한림대 의대

335

박건택

서울대 수의대

304

도선희

건국대 수의대

336

박경윤

(주)바이엘코리아 임상병리실

305

도재철

경북도 가축위생시험소

337

박권무

경북대 의대

306

동분연

경상대 수의대

338

박기대

식품의약품안전처

307

동희조

롱프랑코리아(주) 동물약품부

339

박기환

농림축산검역본부

308

라도경

인천시 보건환경연구원

340

박남용

전남대 수의대

309

라정찬

알앤엘바이오

341

박노찬

경북도 가축위생시험소

310

류광수

(주)고려비앤피

342

박대웅

한국엘랑코동물약품

311

류덕영

서울대 수의대

343

박동엽

경남도 축산진흥연구소

312

류승호

한국마사회 마필보건소

344

박문억

(주)럭키 CM연구소

313

류시윤

충남대 수의대

345

박미영

농림축산검역본부

314

류영수

건국대 수의대

346

박미정

농림축산검역본부

315

류일선

아시아동물의학연구소

347

박미희

경남도 축산진흥연구소

316

류재규

국립축산과학원

348

박배근

충남대 수의대

317

류종석

349

박병용

전북대 수의대

318

류충선

LGCI 생명공학기술연구원

350

박봉균

서울대 수의대

319

류판동

서울대 수의대

351

박상열

전북대 수의대

320

모인필

충북대 수의대

352

박상욱

(주)대성미생물연구소

321

문경식

안전성평가연구소 독성평가연구본부

353

박상준

경북대 수의대

322

문규환

한국마사회 마필보건소

354

박상철

하남동물병원

323

문무홍

경북대 수의대

355

박상훈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

324

문보연

서울대 수의대

356

박석기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

325

문성철

(주)코미팜

357

박선일

강원대 수의대

326

문영현

(주)삼양사 사료본부

358

박성식

경상대 수의대

327

문운경

농림축산검역본부

359

박성원

농림축산검역본부

328

문진산

농림축산검역본부

360

박성준

충남대 수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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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성명

361

박성준

362

소속

번호

성명

소속

서울대 수의대

393

박종임

건국대 수의대

박세창

서울대 수의대

394

박종현

농림축산검역본부

363

박세형

충북대 수의대

395

박종환

전남대 수의대

364

박수현

전남대 수의대

396

박준서

한국화이자동물약품(주)

365

박 승

축산물HACCP기준원

397

박지성

366

박승용

건국대 수의대

398

박지연

(주)유니바이오테크

367

박승준

충북대 수의대

399

박지용

농림축산검역본부

368

박승철

서울삼성의료원

400

박지훈

(주)한성약품

369

박승춘

경북대 수의대

401

박진아

건국대 수의대

370

박영석

공주영상보건대 특수동물학과

402

박진호

전북대 수의대

371

박영일

농림축산검역본부

403

박찬호

트윈스동물병원

372

박영재

박영재 동물병원

404

박창훈

바이오포아

373

박영호

(주)에프브이씨

405

박청규

경북대 수의대

374

박오성

경상대 수의대

406

박최규

경북대 수의대

375

박용호

서울대 수의대

407

박하증

서울대 수의대

376

박우대

서정대 애완동물과

408

박현기

충남도 보건환경연구원

377

박유리

경북대 수의대

409

박현정

제주대 수의대

378

박유순

경기도 축산위생연구소

410

박형서

건양대 의대

379

박은성

경북대 치대

411

박형우

강남동물병원

380

박인철

강원대 수의대

412

박형철

축산물유통사업단

381

박일권

충남동물자원센타

413

박희명

건국대 수의대

382

박일규

충남도 가축위생시험소

414

방극승

동아대 식품과학부

383

박재학

서울대 수의대

415

방지현

농림축산검역본부

384

박전홍

제주대 수의대

416

배민지

동남권원자력의학원

385

박정배

전북도 가축위생시험소

417

배상호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386

박정우

충북도 농축산사업소

418

배성경

경상대 수의대

387

박정욱

광주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

419

배성열

광주시 보건환경연구원

388

박정현

축산물HACCP기준원

420

배수정

축산물HACCP기준원

389

박종관

농협중앙회 가축개량사업소

421

배유찬

농림축산검역본부

390

박종명

한국동물약품협회

422

배종희

제주대 수의대

391

박종민

대전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

423

배진규

축산물HACCP기준원

392

박종영

(주)중앙케미칼

424

배춘식

전남대 수의대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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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성명

425

백명순

426

번호

성명

충북대 수의대

457

서현지

농림축산검역본부

백병걸

전북대 수의대

458

석주명

경상대 수의대

427

백영기

전북대 수의대

459

석호봉

단국대 생명자원과학대

428

백원원

농협중앙회

460

성연희

충북대 수의대

429

변명대

461

성제경

서울대 수의대

430

변성근

농림축산검역본부

462

성충현

강원대 수의대

431

변유성

경남도 축산진흥연구소

463

성환우

강원대 수의대

432

변정수

농림축산검역본부

464

성하정

JB솔루션

433

변현규

대한수의사회 경남지부

465

소경민

국립축산과학원

466

소병재

농림축산검역본부

434

소속

사공민근 농림축산검역본부

소속

435

서강문

서울대 수의대

467

소정화

서울대 수의대

436

서건호

건국대 수의대

468

손구례

전북도 축산진흥연구소

437

서경석

신성무역상사

469

손동수

국립축산과학원

438

서계원

광주시 보건환경연구원

470

손봉환

439

서광원

강스템바이오텍

471

손성완

농림축산검역본부

440

서국현

전남대 수의대

472

손영민

농림축산검역본부

441

서동균

대구광역시청

473

손영훈

원자력의학원

442

서동일

이태원동물병원

474

손용우

한국마사회 제주본부

443

서득록

경남도 가축위생시험소

475

손원근

제주대 수의대

444

서명득

경상대 수의대

476

손정훈

신동동물병원

445

서민구

농림축산검역본부

477

손제영

영남대

446

서상희

충남대 수의대

478

손진기

강릉대 생명과학과

447

서영동

전남도 축산과

479

손창호

전남대 수의대

448

서유진

서울대 수의대

480

손현주

농림축산검역본부

449

서윤영

건국대 수의대

481

손현준

범문학술정보서비스

450

서일복

세명대 한의대

482

손홍인

제일제당 서울사료본부

451

서자영

전남대 수의대

483

손화영

충남대 수의대

452

서정향

건국대 수의대

484 솝드에르덴 농림축산검역본부

453

서진석

충남대 수의대

485

송근석

경상대 수의대

454

서진성

농림축산검역본부

486

송근호

충남대 수의대

455

서창섭

전북도 가축위생시험소

487

송무찬

경북대 상주캠퍼스 축산학과

456

서태영

농림축산검역본부

488

송시환

(주)켐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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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9

번호

성명

489

송은식

490

소속

번호

성명

소속

디즈니동물병원

521

신창섭

한국양돈수의사회

송재영

농림축산검역본부

522

신태균

제주대 수의대

491

송재찬

경북대 수의대

523

신태훈

서울대 수의대

492

송지봉

524

신태흥

한국마사회

493

송창선

건국대 수의대

525

신현국

충남대 수의대

494

송치원

식품의약품안전처

526

신현진

충남대 수의대

495

송희종

전북대 수의대

527

신호철

건국대 수의대

496

송혜순

농림축산검역본부

528

심광겸

(주)제일바이오

497

신광순

충남대 수의대

529

안국주

서울대 수의대

498

신기욱

전북대 수의대

530

안동원

경남도 축산진흥연구소

499

신남식

서울대 수의대

531

안동준

농림축산검역본부

500

신동백

전남도 축산기술연구소

532

안동춘

전북대 수의대

501

신동호

전남대 수의대

533

안미정

제주대 수의대

502

신동훈

성심동물병원

534

안병목

전북도 가축위생시험소

503

신민재

농림축산검역본부

535

안병우

충북대 수의대

504

신사경

충남대 수의대

536

안성영

(주)세포바이오

505

신상곤

바이엘코리아(주)

537

안수경

서울대 수의대

506

신상태

충남대 수의대

538

안수환

신일바이오

507

신선혜

경상대 수의대

539

안용주

(주)CTC바이오

508

신성식

전남대 수의대

540

안종삼

509

신성호

청산동물병원

541

안종현

510

신용승

경상대 수의대

542

안태호

전남대 수의대

511

신용은

강남동물병원

543

안효영

농림축산검역본부

512

신우진

강원도 야생동물구조센터

544

양동군

농림축산검역본부

513

신인호

다스림상사

545

양동권

전북대 수의대

514

신재원

강원대 수의대

546

양만표

충북대 수의대

515

신재호

을지대 임상병리과

547

양수진

중앙대

516

신정재

(주)에스에프

548

양영진

한국마사회 말보건원

517

신종봉

신 동물병원

549

양영철

인제대 의대

518

신종욱

경상대 수의대

550

양원준

한국MSD AH

519

신준재

한국MSD동물약품

551

양일석

서울대 수의대

520

신지은

농림축산검역본부

552

양재혁

국립한국농수산대 말산업학과

부록

550

번호

성명

소속

번호

성명

553

소속

양제훈

아산생명과학연구소

585

오태호

경북대 수의대

554

양주성

(주)플럼라인생명과학

586

오화균

(주)CTC바이오

555

양창근

대한제당 무지개사료

587

우계형

세명대 보건대

556

양창범

국립축산과학원

588

우승룡

557

양홍지

전북도 가축위생시험소

589

우연철

대한수의사회

558

양홍현

전북대 수의대

590

우인옥

농림축산검역본부

559

어성국

전북대 수의대

591

우호춘

제주대 수의대

560

어중원

전 CTC바이오

592

우흥명

강원대 수의대

561

엄기동

건국대 수의대

593

우희종

서울대 수의대

562

엄기선

충북대 의대

594

운재호

농림축산검역본부

563

엄영호

한국마사회 마필보건소

595

원무호

한림대 의대

564

엄재구

농림축산검역본부

596

원청길

경상대 수의대

565

엄현종

(주)코미팜

597

원희영

건국대 수의대

566

여상건

경북대 수의대

598

위길태

567

연성찬

서울대 수의대

599

위명복

강원대 수의대

568

예재길

올텍코리아(주)

600

위성환

농립축산검역본부

569

오 헌

601

유광수

전북대 수의대

570

오경훈

(주)대성미생물연구소

602

유대영

서울대 수의대

571

오구택

이화여대 분자생명과학과

603

유동준

한국단미사료협회

572

오규실

대구미래대학

604

유명조

전북대 수의대

573

오기석

전남대 수의대

605

유미선

농림축산검역본부

574

오대영

광주시 보건환경연구원

606

유병문

한국바이엘화학(주)

575

오석일

전남대 수의대

607

유병우

애그리브랜드퓨리나코리아

576

오연수

강원대 수의대

608

유욱준

충북대 수의대

577

오영일

전북대 수의대

609

유일정

전북대 수의대

578

오윤이

농림축산검역본부

610

유주연

농림축산검역본부

579

오윤희

농림축산검역본부

611

유지은

농림축산검역본부

580

오진식

(주)바이오노트

612

유한상

서울대 수의대

581

오철수

제일동물병원

613

유현진

건국대 수의대

582

오철안

농림축산검역본부 제주지원

614

유희정

충남대 수의대

583

오춘경

농림축산검역본부 제주지원

615

육심용

충남도 가축위생시험소

584

오태광

한국생명공학연구원

616

윤광배

(주)중앙케미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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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1

번호

성명

617

윤병일

618

소속

번호

성명

소속

강원대 수의대

649

이각모

(주)동방

윤상근

농림축산검역본부 영남지원

650

이강남

비엘동물의료원

619

윤상보

국립축산과학원

651

이강식

한국분석기기(주)

620

윤선종

농림축산검역본부

652

이경갑

제주대 수의대

621

윤성욱

농림축산검역본부 영남지원

653

이경기

농림축산검역본부

622

윤소라

농림축산검역본부

654

이경빈

농림축산검역본부

623

윤소윤

농림축산검역본부

655

이경순

경상대 수의대

624

윤순식

농림축산검역본부

656

이경우

625

윤신근

애견종합병원

657

이관복

충남대 수의대

626

윤여성

서울대 수의대

658

이광직

농림축산검역본부

627

윤영민

제주대 수의대

659

이규범

강남동물병원

628

윤영원

충북대 수의대

660

이규필

충남대 수의대

629

윤용덕

녹십자수의약품(주)

661

이근식

강원대 수의대

630

윤원기

충남대 수의대

662

이근우

경북대 수의대

631

윤인수

강남종합동물병원

663

이근좌

충남대 수의대

632

윤인중

(주)중앙백신연구소

664

이내경

충남대 수의대

633

윤재호

농림축산검역본부

665

이도경

농림축산검역본부 영남지원

634

윤장원

강원대 수의대

666

이도훈

오스템임플란트연구소

635

윤정호

서울대 수의대

667

이동명

서해대 보건학부

636

윤정희

서울대 수의대

668

이동우

메리알 코리아(주)

637

윤지영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669

이동원

동원동물병원

638

윤창용

식품의약품안전처

670

이동원

국립축산과학원

639

윤충근

(주)지리산순한한우

671

이두식

제주대 수의대

640

윤충순

건국대 수의대

672

이만우

(주)한농 기술부

641

윤하나

(주)카브

673

이만휘

경북대 수의대

642

윤하정

농림축산검역본부

674

이명렬

이명렬가축병원

643

윤혜진

안전성평가연구소

675

이명헌

농림축산검역본부

644

윤화영

서울대 수의대

676

이명환

대전보건대 보건의료학부

645

윤화중

건국대 수의대

677

이문영

호남대 작업치료학과

646

윤효인

충남대 수의대

678

이문한

서울대 수의대

647

윤희정

서울대 수의대

679

이미영

한국생명공학연구원

648

이 항

서울대 수의대

680

이미옥

대상사료(주)

부록

552

번호

성명

681

이민권

682

소속

번호

성명

소속

경상대 수의대

713

이송은

전남대 수의대

이민영

한국생명공학연구원

714

이송현

농림축산검역본부

683

이민영

건국대 수의대

715

이수경

건국대 수의대

684

이범준

충북대 수의대

716

이수정

한국미생물연구소

685

이병석

전남대 수의대

717

이수진

우진비앤지(주)

686

이병천

서울대 수의대

718

이수한

서울아산병원 임상약리학과

687

이병천

이가축병원

719

이순례

(주)세포바이오

688

이병한

서울아산병원 아산생명과학연구소

720

이승근

고려동물병원

689

이병형

(주)대성미생물연구소

721

이시준

경상대 수의대

690

이 본

국군의학연구소

722

이영미

원광대 약대

691

이봉주

전남대 수의대

723

이영민

홈펫동물병원

692

이봉희

가천대 의대

724

이영순

서울대 수의대

693

이상래

한국생명공학연구원 국가영장류센터

725

이영원

충남대 수의대

694

이상목

건국대 수의대

726

이영재

제주대 수의대

695

이상민

대구 경북 양돈 축협

727

이영주

경북대 수의대

696

이상복

728

이영훈

전북대 치대

697

이상원

건국대 수의대

729

이오수

농림축산검역본부

698

이상은

질병관리본부 매개체분석과

730

이오직

(주)한동

699

이상준

안전성평가연구소 경남환경독성본부

731

이완규

충북대 수의대

700

이상진

농림축산검역본부

732

이용덕

한국마사회 제주 경마육성 목장

701

이상훈

국립축산과학원

733

이용진

농협중앙회

702

이성림

경상대 수의대

734

이우곤

경상대 의대

703

이성모

인천시 보건환경연구원

735

이우원

부산시 보건환경연구원

704

이성미

농림축산검역본부 영남지원

736

이우재

705

이성민

(주)우성양행

737

이원규

(주)한동

706

이성수

농협중앙회 가축개량사업소

738

이원창

건국대 수의대

707

이성식

경기도 축산위생연구소

739

이원철

축산물HACCP기준원

708

이성준

경북대 수의대

740

이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

709

이성호

741

이유나

농림축산검역본부

710

이성호

공주대 영상보건대

742

이유택

금비동물병원

711

이세영

농림축산검역본부

743

이윤경

(주)박셀바이오

712

이소영

서울대 수의대

744

이윤경

농립축산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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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성명

745

이윤호

746

소속

번호

성명

소속

건국대 수의대

777

이지연

농림축산검역본부

이윤희

농림축산검역본부

778

이지우

농림축산검역본부 중부지원

747

이은송

강원대 수의대

779

이지현

농림축산검역본부

748

이은용

농림축산검역본부

780

이지훈

(주)동방

749

이은주

경상대 수의대

781

이진주

농림축산검역본부

750

이은희

PBMEAST

782

이진희

충북대 수의대

751

이응구

경상대 수의대

783

이창우

서울대 수의대

752

이인세

서울대 수의대

784

이창희

경북대 자연대

753

이인형

서울대 수의대

785

이창희

(주)농협사료연구소

754

이장헌

서울대 수의대

786

이철순

강남동물병원

755

이재구

전북대 수의대

787

이철오

756

이재길

788

이철현

식품의약품안전처

757

이재일

전남대 수의대

789

이충섭

국립축산과학원

758

이재일

서울대 의대

790

이충호

정부대전청사내 특허청

759

이재현

고려대 의대

791

이태욱

전남도 축산위생사업소

760

이재현

경북대 수의대

792

이해준

한국원자력의학원

761

이정길

전남대 수의대

793

이향심

농림축산검역본부

762

이정원

전북도 가축위생시험소 남원지소

794

이현경

경상대 수의대

763

이제용

농립축산검역본부 호남지원

795

이현범

이현범동물병원

764

이존화

전북대 수의대

796

이현정

농림축산검역본부

765

이종경

한국화이자(주) 농축부

797

이형식

대구한의대 의과학대

766

이종권

식품의약품안전처

798

이형우

이수의과병원

767

이종오

799

이형태

농림축산검역본부

768

이종진

충남대 수의대

800

이혜림

국립생태원 기후변화연구부

769

이종현

전북대 수의대

801

이혜숙

770

이주명

제주대 수의대

802

이혜연

전북대 수의대

771

이주묵

전북대 수의대

803

이혜진

농림축산검역본부

772

이주연

농림축산검역본부

804

이호권

경상대 수의대

773

이주호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805

이호진

화천가축병원

774

이주홍

경남도 축산진흥연구소 중부지소

806

이홍섭

농림축산검역본부 중부지원

775

이준규

경북도 가축위생시험소

807

이홍수

한국화학연구원 부설 안전성평가연구소

776

이중복

건국대 수의대

808

이효종

경상대 수의대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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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성명

809

이후장

810

이흥식

811

이희

812

소속

번호

성명

소속

경상대 수의대

841

장병선

(주)LG생명과학

서울대 수의대

842

장병준

건국대 수의대

농림축산검역본부

843

장성은

농림축산검역본부

이희구

범한약품상사

844

장승익

대전보건환경연구원 시험과

813

이희수

농림축산검역본부

845

장양호

농림축산검역본부

814

이희영

분당서울대병원

846

장용기

(주)대성미생물연구소

815

이희천

경상대 수의대

847

장윤호

농림축산검역본부

816

임경종

농림축산검역본부

848

장인성

삼성서울병원 삼성생명공학연구소

817

임금기

한일동물병원

849

장인호

경북대 수의대

818

임동주

마야

850

장재홍

농립축산검역본부

819

임병무

전북대 수의대

851

장정호

820

임봉수

제주대 수의대

852

장종식

상주산업대 축산학과

821

임성빈

농림축산검역본부

853

장형관

전북대 수의대

822

임숙경

농림축산검역본부

854

장효선

한국원자력의학원

823

임연수

가축개량사업소

855

전계식

용인대 이학부

824

임영재

한국마사회 마필보건소

856

전무형

충남대 수의대

825

임원호

전남대 수의대

857

전병윤

농림축산검역본부

826

임윤규

제주대 수의대

858

전병준

전병준동물병원

827

임재향

전남대 수의대

859

전석철

828

임준하

동아제약 시약사업부

860

전성민

광개토동물병원

829

임채웅

전북대 수의대

861

전예정

축산물HACCP기준원

830

임항규

862

전오상

오산농협

831

장 구

서울대 수의대

863

전우진

농림축산검역본부

832

장 환

농림축산검역본부

864

전원철

건국대 수의대

833

장경석

중부애견병원

865

전창권

전북도 가축위생시험소 남원지소

834

장규태

한국생명공학연구원 국가영장류센터

866

정갑수

농림축산검역본부

835

장기윤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867

정경호

유한양행(주)

836

장동덕

대전지방식약청

868

정구보

가천대 의대

837

장동우

충북대 수의대

869

정규식

경북대 수의대

838

장동혁

870

정규용

한국한의학연구소

839

장동화

경상동물병원

871

정다운

농림축산검역본부

840

장범수

한국원자력연구원 방사선과학연구소

872

정다정

건국대 수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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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성명

873

정동인

874

소속

번호

성명

경상대 수의대

905

정일승

정동혁

(주)바이오인리스트

906

정재명

전북도 가축위생시험소

875

정명은

농림축산검역본부 중부지원

907

정재운

농림축산검역본부

876

정묘진

(주)판문

908

정재훈

농림축산검역본부

877

정문구

한국화학연구소

909

정점규

(주)바이오랜드 오창사업부

878

정배동

강원대 수의대

910

정종식

879

정병곤

농림축산검역본부

911

정종태

제주대 수의대

880

정병열

농림축산검역본부

912

정주영

충남대 수의대

881

정병탁

파천연구소 연구개발부

913

정지열

(주)코미팜 중앙연구소

882

정병현

건국대 수의대

914

정지열

농림축산검역본부

883

정상희

호서대

915

정진영

강원대 수의대

884

정석찬

농립축산검역본부

916

정청환

(주)고려비엔피

885

정설령

메리알 코리아(주)

917

정태성

경상대 수의대

886

정성대

(주)에드바이오텍

918

정헌구

우진B&G(주) 해외사업부

887

정성목

충남대 수의대

919

정헌식

경상대 수의대

888

정성일

아름동물병원

920

정현규

도드람양돈협동조합

889

정성진

경남도 축산진흥연구소 동부지소

921

정희태

강원대 수의대

890

정성진

서울대 수의대

922

조경오

전남대 수의대

891

정순욱

건국대 수의대

923

조경욱

서울시설관리공단 어린이대공원

892

정순희

진주보건대 임상병리과

924

조광제

893

정연희

전남대 수의대

925

조광현

경북도 가축위생시험소

894

정영길

건양대 의대

926

조규완

경상대 수의대

895

정영래

927

조규현

경상대 수의대

896

정영미

전북도 가축위생시험소

928

조길재

경북대 수의대

897

정영채

중앙대 산업대

929

조남인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898

정영태

930

조동희

농림축산검역본부

899

정영훈

국립축산과학원

931

조명래

갈촌동물병원

900

정옥미

농림축산검역본부

932

조명제

경상대 의대

901

정용현

산업안전보건연구원

933

조명행

서울대 수의대

902

정우석

농림축산검역본부

934

조민희

경북도 가축위생시험소

903

정유열

935

조병국

대한사료(주)

904

정의배

936

조병기

현대약품 종합기술연구소

충북대 수의대

소속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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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성명

937

조병훈

938

소속

번호

성명

소속

농림축산검역본부

969

조지연

(주)유니바이오테크

조삼래

경상대 수의대

970

조태현

서울대 수의대

939

조상래

연세대 의대

971

조호성

전북대 수의대

940

조선아

서울대 수의대

972

조희택

941

조선희

(주)바이오포아

973

주이석

농립축산검역본부

942

조성기

한국원자력연구소

974

주홍구

제주대 수의대

943

조성범

서울대 수의대

975

지근성

광주광역시 가축위생시험소

944

조성용

(주)유니바이오테크

976

지동범

지동범동물병원

945

조성준

농림축산검역본부

977

지영흔

제주대 수의대

946

조성환

충남대 수의대

978

지용진

제일종축

947

조영권

대구보건대 방사선과

979

지차호

충북대 수의대

948

조영미

농림축산검역본부

980

진영배

경상대 수의대

949

조영식

(주)에스디

981

진영화

농림축산검역본부

950

조용일

국립축산과학원

982

진찬문

전북도 보건환경연구원

951

조용일

국립순천대학교

983

진형근

농림축산검역본부

952

조용준

984

진희경

경북대 수의대

953

조우영

충북도 축산위생연구소

985

차라미

농림축산검역본부

954

조유정

대전광역시 가축위생시험소

986

차세연

전북대 수의대

955

조윤상

농림축산검역본부

987

차세진

서울대 수의대

956

조윤주

서정대 애완동물학과

988

차신우

한국화학연구소 안전성연구센터

957

조은행

(주)고려비엔피

989

차용호

경북대 상주캠퍼스 축산학과

958

조익현

서울대 치대

990

차휘근

경남도 보건환경연구원

959

조인수

농림축산검역본부

991

채동진

농림축산검역본부

960

조재근

대구시 보건환경연구원

992

채준석

서울대 수의대

961

조재진

축산물 HACCP 기준원

993

채찬희

서울대 수의대

962

조재진

서울대 치의학대학원

994

채효석

963

조재현

경상대 수의대

995

최강석

농림축산검역본부

964

조정곤

전북대 수의대

996

최경성

경북대 생태환경대

965

조정연

인성동물병원

997

최경순

(주)고려비앤피

966

조종기

충남대 수의대

998

최경철

충북대 수의대

967

조종후

서울대 치의학대학원

999

최광호

농림축산검역본부

968

조종후

전북대 수의대

1000

최귀철

한국마사회 제주사업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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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성명

1001

최농훈

1002

소속

번호

성명

소속

건국대 수의대

1033

추지훈

최동혁

축산물HACCP기준원

1034 키무라 준뻬이 서울대 수의대

1003

최민순

군산대 수산대

1035

탁동섭

농림축산검역본부

1004

최민철

서울대 수의대

1036

탁연빈

경북대 수의대

1005

최병국

농림축산검역본부

1037

탐나

1006

최병상

연암축산원예전문대

1038

태현진

전북대 수의대

1007

최상용

경상대 수의대

1039

표수일

축산물HACCP기준원

1008

최상호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1040

표현미

농림축산검역본부

1009

최석화

충북대 수의대

1041

피영혁

건국대 수의대

1010

최성현

대한한돈협회

1042

피재호

도드람양돈농협

1011

최순원

서울대 수의대

1043

하대식

경남도 축산진흥연구소 중부지소

1012

최양규

건국대 수의대

1044

하동진

서울대 수의대

1013

최연식

한국폴리텍바이오대

1045

하승민

국립축산과학원

1014

최영기

충북대 의대

1046

하재봉

IAMS

1015

최영래

경기도 가축위생시험소 서부지소

1047

하종수

삼화원종

1016

최영실

질병관리본부

1048

하창수

한국화학연구소 안전성연구센타

1017

최영환

충남도 축산기술연구소

1049

하형화

농림축산검역본부

1018

최윤동

서울호서전문학교

1050

한규보

삼성종합동물병원

1019

최윤석

충남대 수의대

1051

한규삼

전북도 축산진흥연구소 정읍지소

1020

최윤주

삼성에버랜드

1052

한두석

원광대 치대

1021

최은진

농림축산검역본부

1053

한명국

국립보건연구원

1022

최인수

건국대 수의대

1054

한범석

식품의약품안전처

1023

최인혁

1055

한상범

화학연구소 부설 안전성평가연구소

1024

최정수

농림축산검역본부

1056

한세명

서울대 수의대

1025

최정업

농림축산검역본부

1057

한장혁

(주)고려비엔피 기술연구소

1026

최종만

오창동물병원

1058

한재익

전북대 수의대

1027

최종태

농촌진흥청

1059

한재철

전북도 가축위생시험소 장수지소

1028

최준구

농림축산검역본부

1060

한정희

강원대 수의대

1029

최철순

중앙대 의대

1061

한진수

(주)바이오제노믹스

1030

최혜영

건국대 수의대

1062

한창훈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

1031

최혜영

우진 B&G(주)

1063

한창훈

제주대 수의대

1032

최호정

충남대 수의대

1064

한태욱

강원대 수의대

(주)대성미생물연구소

농림축산검역본부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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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성명

1065

한현주

1066

소속

번호

성명

소속

농림축산검역본부

1089

홍성혁

한호재

서울대 수의대

1090

홍용근

인제대 의대

1067

한홍율

서울대 수의대

1091

홍은실

헬릭서

1068

함현우

학축산(주) 영업부

1092

홍의주

충남대 수의대

1069

허 문

농림축산검역본부

1093

홍종해

강원대 수의대

1070

허 용

대구카톨릭대 바이오메디대학

1094

홍창호

(주)삼양애니팜

1071

허 원

(주)대성미생물연구소

1095

황경아

충북대 수의대

1072

허 진

전북대 수의대

1096

황규계

제주대 수의대

1073

허 찬

축산물HACCP기준원

1097

황규찬

수암생명공학연구원

1074

허강준

충북대 수의대

1098

황동희

대한적십자사 혈장분획센터

1075

허민도

부경대 수산과학대

1099

황두나

건국대 수의대

1076

허부홍

전북도 가축위생시험소 장수지소

1100

황두현

경상대 수의대

1077

허정두

한국화학연구원 부설 안전성평가연구소

1101

황미혜

농림축산검역본부

1078

허주형

고려동물병원

1102

황보원

경남도 가축위생시험소 중부지소

1079

허태영

국립축산과학원

1103

황성수

(주)우성양행

1080

현공율

충북도가축위생시험소 북부지소

1104

황소련

농림축산검역본부

1081

현방훈

농림축산검역본부

1105

황수현

충남대 수의대

1082

현병화

생명공학연구소

1106

황영옥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

1083

현상환

충북대 수의대

1107

황의경

상지대 생명자원과학대

1084

현창백

강원대 수의대

1108

황인구

서울대 수의대

1085

홍문표

문성농원

1109

황철용

서울대 수의대

1086

홍민기

서울대 수의대

1087

홍성근

경상대 의대

1110 Md. Hafiz 서울대 수의대
Uddin

1088

홍성종

중앙대 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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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정관 및 제규정

사단법인 대한수의학회 정관
제정 1999. 05. 28

1차 개정 1999. 10. 15
2차 개정 2002. 05. 21
3차 개정 2003. 10. 17
4차 개정 2005. 05. 13
5차 개정 2006. 09. 28
6차 개정 2011. 10. 27
7차 개정 2012. 04. 25
8차 개정 2017. 10. 27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인은 사회일반의 이익에 공여하기 위하여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수의학에 관한 학술연구와 지식교류를 통하여 한국 수의학의 발전을 도모하고 나아가 관련 산업
의 진흥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이 법인은 사단법인 대한수의학회(The Korean Society of Veterinary Science, KSVS)라 한다.
제3조 (사무소의 소재지) 이 법인의 사무소는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 9동 산
56-1) 내에 둔다.

제4조 (사업) 이 법인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수의과학 분야의 교육 및 연구와 관련된 각종 학술발표회와 학술강연회 개최
2. 학술지 및 학술도서 발간

3. 국내외 학술교류 및 기술 협력

4. 수의과학 연구의 평가와 학술상 시상
5. 학술 용역 연구 사업

6. 수의학 관련 교육 및 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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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기타 본 회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5조 (법인 공여이익의 수혜자) ① 이 법인이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그 수혜자에게 보편적으로 제
공하는 이익은 무상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미리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그 대가의 일부를
수혜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② 이 법인의 목적사업의 수행으로 인하여 제공되는 이익은 수혜자의 출생지, 출신학교, 근무처, 직업
또는 기타 사회적 지위 등에 의하여 차별을 두지 아니한다.

제2장 회원
제6조 (회원의 구성 및 자격) ① 이 법인의 회원은 본 회의 취지에 찬동하는 인사 혹은 단체로서 정회원,
명예회원, 원로회원과 단체회원으로 구성한다.
② 정회원은 수의학에 관한 학술연구, 교육 및 이와 연관되는 분야에서 종사하는 인사로 하며 소정의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명예회원은 본 회 및 수의학 학술 발전에 공헌이 큰 내외 인사로 하고 평의원회에서 추대한다.
④ 원로회원은 회갑을 지낸 정회원으로서 평의원회에서 추대한다.
⑤ 단체회원은 본 회의 목적에 찬동하고 회비를 납부하는 단체로서 소정의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 평
의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7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정회원과 단체회원은 회비 납부, 회칙 및 제 의결 사항을 준수할 의무와 이
회칙에서 규정한 권리를 갖는다. 단, 정회원을 제외한 모든 회원은 총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갖지 않는다.
제8조 (회원의 자격상실) ① 회원은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
② 본 회의 회원은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제명할 수 있다.
단, 회비를 일정기간 미납하였을 경우 체납된 회비를 납부할 때까지 회원 자격을 상실한다.
1. 사망 또는 실종

2. 회원으로서 본 회의 명예를 손상하거나 목적에 배치되는 행위를 하였을 때

제3장 임원
제9조 (임원의 구성)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이사 10인(이사장 포함)
2. 감사 2인

제10조 (임원의 임기) ①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③ 임원의 임기 중 결원이 생길 때에는 이사회에서 보선하고,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
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1조 (임원의 선임) ① 이사 및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고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② 이사장은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③ 이사장의 선임방법은 시행세칙에서 정한다.
④ 임기 전 임원의 해임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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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이사장 직무대행자의 지명)
①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수석이사가 이사장의 직을 대행한다.
② 이사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잔여기간동안 수석이사가 이사장직을 대행한다.
제13조 (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이 법인을 대표하며 법인의 업무를 총괄하고 이사회, 총회, 평의원회,
실행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③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수행한다.
1. 본 법인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위의 제1호 및 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불법한 점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장, 이사회 혹은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그래도 시정치 않을 때에는 감독청에 보고하는 일
4. 제3호 사항을 보고하기 위하여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이 법인의 재산상황 또는 총회,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이사장에게 또는
총회, 이사회에서 의견을 진술하는 일.
6. 총회 및 이사회의 회의록에 기명, 날인하는 일

제4장 총회
제14조 (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 선출 및 인준에 관한 사항

2. 정관과 제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3. 예산 및 결산 승인
4. 사업계획의 승인

5. 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항

6. 그 외 이사회 혹은 평의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5조 (총회의 소집)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누되 정기총회는 매년 하반기 중에 개최하고
임시총회는 이사장 또는 본 법인 정관 제13조 3항 4호에 의하여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이사장
이 소집한다.
② 이사장은 회의 안건을 명기하여 적어도 총회 7일 전에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총회는 제2항의 명기 사항에 한하여 의결할 수 있다.
④ 이사회가 인정한 전체 정회원을 대상으로 한 서면 결의는 총회의 의결로 갈음할 수 있다.
제16조 (총회 의결 정족수) ① 총회는 재적 정회원 1/5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서면 위임은 출석으로
간주한다.
② 총회의 의결은 출석한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 동수인 경우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17조 (총회 소집의 특례) ①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는 요구일로부
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정회원 1/10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2. 재적 이사의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회의 소집을 요구할 때

부록

562

3. 제13조 3항 4호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할 때

제18조 (총회 의결 제척사유) ① 의장 또는 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
지 못한다.
1. 임원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서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회원 자신과 법인과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제5장 이사회
제19조 (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 의결하고 그 결과를 총회에 부의한다.
1.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의 승인에 관한 사항

3. 자산의 차입, 취득, 처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정관과 제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5. 각종의 위원회 등의 설치에 관한 사항
6. 기금관리위원장의 선출

7.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8. 학술행사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회장 선임에 관한 사항

9. 정기총회 1개월 전에 회장을 선출하여 총회에 보고해야 하는 사항
10. 수석이사를 선임하는 사항

11. 유급상근직원정수 의결 및 승인에 관한 사항
제20조 (의결 정족수) ① 이사회의 정족수는 이사 과반수 이상 출석으로 하고 출석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
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인 경우는 의장이 결정한다.
②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③ 이사회의 의사는 서면결의에 의할 수 없다.
제21조 (이사회의 소집) ① 이사회는 이사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이사장이 이사회를 소집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 전에 회의의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
하여야 한다.
③ 이사회는 2항에 명시된 통지사항에 대하여만 의결할 수 있다. 단, 재적 이사 전원이 출석하고 전원이
찬성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22조 (이사회소집의 특례)
① 이사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 이사 과반수로부터 회의 목적을 명시하여 소집 요구를 받을 때
2. 본 정관 제13조 3항 4호에 의하여 감사가 요구할 때

②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
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소집할 수 있다.
③ 제 2항에 의한 이사회는 출석 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로 의장을 지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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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제 위원회
제23조 (제 위원회의 설치) ① 제4조의 사업과 학회의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의 위원회를
둔다.
1. 평의원회

2. 실행위원회
3. 총무위원회
4. 기획위원회
5. 학술위원회
6. 편집위원회
7. 재무위원회

8. 기금관리위원회
9. 연구윤리위원회

10. 분야별 전문위원회
11. 국제위원회

12. 본 회의 사업 수행을 위하여 이사회 혹은 평의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원회
② 제 위원회의 기능과 구성 등에 관하여는 별도의 예규(시행세칙)를 정하여 따른다.

제7장 재산 및 회계
제24조 (재산의 구분) ①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은 기본재산으로 하고 기본재산 이외의 일체의 재산은 보통재산으
로 한다.
1. 설립 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기금 등의 재산

2. 기부에 의하거나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 단, 기부 목적에 비추어 기본재산으로 하기 곤란하여
감독청의 승인을 얻은 것은 예외로 한다.
3. 보통재산 중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
4. 기금을 조성할 목적으로 적립한 적립금

③ 기본재산은 목록을 작성, 유지하여야 한다.
④ 이 법인의 기본재산은 다음과 같다.
1) 설립당시의 기본재산은 별지목록 1과 같다.
2) 현재의 기본재산은 별지목록 2와 같다.

제25조 (재산의 관리) ①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 담보에 제공하거나 권리를 포기할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법인이 매입, 기부채납 등 기타의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하였을 경우는 지체 없이 이를 재산으로 편
입 조치하여야 한다.
③ 재산의 유지, 관리에 관한 사항은 이사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기본재산에 변동이 있을 경우는 지체 없이 목록을 변경하여 정관변경 절차를 밟아야 한다.
⑤ 본 정관 24조 2항 2호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은 기부자에게 반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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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재산의 평가) 모든 재산은 취득 당시의 시가에 의한다. 단, 재평가를 실시한 재산은 재평가액으로
한다.
제27조 (재정의 조달 방법)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다음의 수입에 의한다.
1. 회원의 입회비, 연회비, 참가비, 단체회비
2. 기관, 단체의 보조금

3. 단체 및 개인의 기부금, 광고 및 전시 비.
4. 사업 수익금

5. 자산에서 생긴 수익
6. 기타 수입

제28조 (회계의 구분) ① 이 법인의 회계는 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는 수익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은 수
익회계로 계리하고 기타의 수익과 비용은 목적사업회계로 계리한다.
③ 제2항의 경우에 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하기 곤란한 비용은 공동비용배분에 관한 법
인세에 관한 법령의 규정을 준용하여 배분한다.
제29조 (회계 원칙) ① 이 법인의 회계는 사업의 경영성과와 수지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모든
회계거래를 발생의 사실에 의하여 기업회계원칙에 따라 처리한다.
제30조 (회계연도) 이 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31조 (예산외의 채무부담 등) 예산외의 채무부담 또는 채권의 포기는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거쳐 감독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2조(세입세출예산) 이 법인의 세입세출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에 사업계획서와 함께 이사
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받아 감독청에 제출한다.

제8장 보칙
제33조 (해산) 이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2/3 이상의 찬성을 얻은 후, 총회에
서 재적회원 2/3 이상의 찬성을 얻어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4조 (해산 법인의 재산 귀속) 본 정관에 따라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이 법인이 해산할 때에는 서울특
별시 교육청에 귀속한다.
제35조 (정관의 개정) 본 회의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 이사 2/3 이상의 찬성을 얻어 총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6조 (시행세칙) 이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의원회와 이사
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7조 (공고사항 및 방법) 법령의 규정에 관한 사항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이를 중앙지에 공고하여 행
한다.
1. 법인의 명칭 및 사무소의 소재지 변경
2. 법인의 해산

제38조 (설립당초의 임원 및 임기) 이 법인의 설립당초의 임원 및 임기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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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위

성 명

주

소

임 기

이사장

한홍율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서둔동 103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

2년

이사

김무강

대전시 유성구 궁동 220번지 충남대학교 수의과대학

1년

이사

윤용덕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6동 480번지 국립수의과학검역원

2년

이사

신종욱

경남 진주시 가좌동 900번지 경상대학교 수의과대학

1년

이사

박남용

광주광역시 북구 용봉동 300번지 전남대학교 수의과대학

1년

이사

이문한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서둔동 103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

2년

이사

양일석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서둔동 103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

1년

감사

박준형

대구광역시 북구 산격동 1370번지 경북대학교 수의과대학

2년

감사

이영순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서둔동 103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

1년

비 고

이 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지목록 1>
기본재산 목록
1. 기본재산 총괄표
재산명

수 량

재산(현금)

금 액

비 고

140,000,000

정기예금(하나은행)

금 액

비 고

140,000,000

정기예금(하나은행)

<별지목록 2>

2. 기본재산 세부목록표
재산명
재산(현금)

수 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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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대한수의학회 시행세칙 및 내규
제정 1998. 09. 27

전면개정 2017. 10. 27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본 회의 정관 제23조 및 제36조에 의하여 학회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시
행세칙 및 각종 내규를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입회와 탈퇴 및 회비) 정관 제6조,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거, 회원 가입 회비 및 탈퇴에 관하
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3조 (회원) 1. 정관 제6조에 규정 된 명예회원은 이사회의 추천에 따라 이사회의 회의를 거쳐 결정되는
자로 한다.
2. 명예회원으로 추천된 자는 연령 만 65세 이상 정회원으로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이사· 감사로 6년 이상 임기를 역임 한 자

(2) 전항에 필적하는 대한수의학회에 대한 공적이 있는 자
(3) 대한수의학회 이사장을 역임 한 자
3.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사회는 특별 심의를 통하여, 특정인을 명예회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4조 (제 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본 회의 정관 제23조에 의거 구성하는 제 위원회는 위원장 1인, 약간명
의 간사 및 위원으로 구성하고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제5조 (제 위원회의 의결 정족수) 본 회의 정관 제23조에 의하여 구성된 제 위원회는 재적 위원 과반수
참석과 참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그러나 별도로 명시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6조 (사업의 추진 및 보고) 제 위원회에서 기획 또는 추진되는 사업은 그 결과를 실행위원회 및 이사회,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장 이사장의 선출
제7조 (이사장 후보의 등록) 정관 제11조에 의하여 이사장후보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평의원 15명 이
상의 추천을 받아 실행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이때 한 평의원이 다수의 후보를 추천할 수 있다.
제8조 (이사장의 투표) 이사장 후보를 대상으로 전자 투표를 실시한다.
1. 이사장 후보가 다수인 경우는 1인에 한하여 기표하며, 다수의 표를 획득한 자로 선출하고, 동수인 경
우는 연장자를 선출한다. 후보가 1인인 경우는 신임투표를 실시한다. 이 경우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2. 후보 등록 시 이사장 후보는 이력사항과 공약사항을 실행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3. 투표권은 정회원 중 총회 예정일 70일 전을 기준으로 3년간 연회비를 납부한 자에게 부여한다.
제9조 (투표의 고지) 실행위원회에서는 회원이 정해진 기간 안에 전자투표를 실시할 수 있도록 전자투표
실시 4주 전에 홈페이지 공지 및 이메일로 전자투표 기간, 방법 및 투표 자격, 각 후보의 이력사항과 공
약사항을 회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제10조 (전자투표의 개표 및 관리) 위원장이 지정한 대리인(또는 전자투개표 관리자)으로 하여금 공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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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표업무를 감독하고, 그 결과를 공정한 방법으로 즉시 공개한다. 전자투표 가능기간(시간)이 경과, 또
는 이전에 참여한 경우는 투표로 인정하지 않고 무효표로 처리하며, 이를 위원장이 지정한 대리인(또는
전자투개표 관리자)으로 하여금 자료를 확보하여 공정을 기하여야 한다.
제11조 (선출 및 보고) 이사장의 투표 결과는 평의원회와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장 이사 및 이사회
제12조 (이사의 선임)
1. 수의학회는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다음의 직책을 둔다.
(1) 이사장 1명

(2) 수석이사 1명

(3) 이사 약간 명
2. 이사장은 법률상의 대표이사로 한다.

3. 수석이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이사 중에서 선임한다.
제13조 (이사의 직무) 이사는 다음의 직무를 분장한다.
1. 총무 담당 이사: 학회 운영상 필요한 총괄업무에 관한 사항
2. 기획 담당 이사: 학회의 특별행사를 기획

3. 재무 담당 이사: 학회 운영상 필요한 회계에 관한 사항

4. 편집 담당 이사: 학회지의 편집· 발행과 학회지 편집위원회에 관한 사항
5. 섭외 담당 이사: 학회 운영상 필요한 외부와의 절충에 관한 사항

6. 홍보 담당 이사: 학회 활동의 홍보와 대한수의학회 프로그램위원회에 관한 사항
7. 학술 담당 이사: 학술 정보의 수집 및 학술 연구의 추진에 관한 사항
8. 기금 담당 이사: 수의학회 발전기금의 모집에 관한 사항

9. 국제 교류 담당 이사: 학회의 국제 교류 추진의 추진에 관한 사항

제4장 학술대회 및 회장
제14조 (학술대회) 1. 정관 제4조 1항에 따라 학술행사의 원활한 수행을 주관 한다

2. 분야별 전문위원회 및 대한수의학회 등록 연구 단체는 학술 모임에서 각각 집회를 개최할 수 있다.

3. 대한수의학회에 등록되지 않은 단체가 학술 대회에서 집회를 개최하는 경우 당해 학술 대회 적어도
6개월 전에 이사장에 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한다.

제15조 (학술 대회 행사 기관의 설치) 이사회는 학술 대회의 행사 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제16조 (학술 대회 회장) 1. 이사회는 학술 대회에 회장을 선임한다.
2. 각 회장의 호칭은 제○○회 대한수의학회 회장으로 한다.

3. 대한수의학회 회장은 대한수의학회 임원 또는 위원회 위원으로하고, 그 소속 행사 기관에서 선출되
며, 적어도 학술 대회 6개월 전에 해당 이사장에 추천 된 자로 한다.

4. 대한수의학회 회장은 부회장 5명을 추천하여 이사회에 승인을 요청한다.

제17조 (대한수의학회 회장의 임기 및 임무) 1. 대한수의학회 회장의 임기는 전년 학술 대회 종료 다음날
부터 당해년도 학술 대회 종료일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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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한수의학회 회장은 임기 내 필요에 따라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피력 할 수 있다.

3. 대한수의학회 회장은 대한수의학회 학술프로그램위원회(대한수의학회 홍보, 총무, 재무, 학술 담당
이사를 포함)의 협력을 얻어 학술 대회를 기획하고, 그 원활한 운영을 총괄한다.

제5장 평의원회
제18조 (평의원회의 설치) 1. 제4조의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본 회의 원활한 운영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정관 23조에 근거하여 100명 내외의 정회원으로 구성하는 평의원회를 둔다.

2. 이사장, 수석이사, 총무담당 이사, 재무담당이사, 기획담당이사, 학술담당이사 및 편집담당이사는 당
연직 평의원이 되고 이사장은 의장이 된다.
3. 나머지 평의원은 업무 분야(직전 이사회, 수의학 관련 학회장, 대한수의사회장 등)와 기관(수의과대
학장 또는 학과장, 농림축산검역본부장,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국장, 식약처 축산물위생안전과장, 육
군 수의병과장,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장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가 추천하여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4. 평의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단, 업무분야별 대표 평의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19조 (평의원회의 기능) 평의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하고 그 결과를 총회에 부의한다.
1. 정관 개정 중 임원 선출 방법에 관한 사항
2. 연구발표회 및 학술강연에 관한 사항
3. 회원의 포상에 관한 사항

4. 각종의 위원회 등의 시행 세칙 제정과 개정에 관한 사항
5. 명예회원, 원로회원 추대 및 단체회원 가입에 관한 사항

6. 본 정관에서 규정한 사항 및 총회, 이사회, 각종의 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

제20조 (평의원회의 소집 및 의결 정족수) 1. 평의원회는 이사장 혹은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회
의 7일 전에 안건을 명기한 통지서를 발송하여 이사장이 소집한다.

2. 평의원회는 평의원 1/3의 출석으로 성립되고, 출석 평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서면 위
임은 출석으로 간주하고 가부 동수인 경우는 이사장이 결정한다.
3. 이사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는 서면으로 결의할 수 있다.

제6장 실행위원회
제21조 (실행위원회의 설치) 1. 본 회의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본 회의 정관 제23조에 근거하여
실행위원회를 둔다.
2. 실행위원회는 이사장, 수석이사, 총무담당이사와 총무위원장, 기획담당이사와 기획위원장, 재무담당
이사와 재무위원장, 학술담당이사와 학술위원장으로 구성 하고, 사안에 따라 타 상근이사와 위원장을
참여시킬 수 있으며 이사장이 의장이 된다.
제22조 (실행위원의 직무) 실행위원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이사장은 실행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사업계획서를 수립하여 이사회에 제출한다.

3. 수석이사는 회무 전반에 대하여 이사장을 보좌하며 이사장 유고시 회무를 대행한다.
4. 수석이사는 위임받은 전담분야에 대하여 해당위원회에서 자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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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총무담당이사는 총무위원장과 함께 이사장을 보좌하여 회무를 정리하고, 이사회, 평의원회 및 실행
위원회의 간사 역을 담당한다.
6. 기획담당이사는 기획위원장과 함께 학회의 특별행사를 기획하여, 실무위원에 제안한다.

7. 학술담당이사는 학술위원장과 함께 학술행사 등에 관한 업무를 분장하고 이사회 및 평의원회에 출
석하여 학술분야의 사업에 대하여 설명 혹은 기타 의견을 진술한다.
8. 재무담당 이사는 재무위원장과 함께 이사장을 보좌하여 재무를 분장하고 이사회 및 평의원회에 출
석하여 재무 분야의 사업에 대하여 설명 혹은 기타 의견을 진술한다.
제23조 (실행위원회의 기능) 실행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기획, 심의, 집행한다.
1. 각종의 회의에 제출할 안건 및 보고사항

2. 각종의 학술행사 등의 세부계획 성안 및 추진
3. 학술지 등의 간행과 관련한 주요 사항
4. 학술 용역 연구 사업
5. 교육 훈련 사업

6. 이사장 선거의 선거관리 업무

8. 각종의 회의에서 의결 또는 위임된 사항의 집행
9. 기타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4조 (실행위원회의 소집) 위원회는 이사장이 소집하며 회의 3일 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장 총무위원회
제25조 (총무위원회의 설치) 1. 학회의 총괄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정관 제23조에 근거하여 총
무위원회를 둔다.
2. 총무위원장은 이사장이 임명한다.

3. 총무위원장은 약간 명의 총무위원을 추천하고 이사장이 임명한다.
제26조 (총무위원회의 기능) 총무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회 운영에 관한 총괄업무에 관한 사항

제8장 기획위원회
제27조 (기획위원회의 설치) 1. 학회의 기획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정관 제23조에 근거하여 기
획위원회를 둔다.
2. 기획위원장은 이사장이 임명한다.

3. 기획위원장은 약간 명의 기획위원을 추천하고 이사장이 임명한다.
제28조 (기획위원회의 기능) 기획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회 기획에 관한 사항

제9장 학술위원회
제29조 (학술위원회의 설치) 1. 제4조의 사업 중 학술분야의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정관 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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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근거하여 학술위원회를 둔다.
2. 학술위원장은 이사장이 임명한다.

3. 학술위원과 학술간사는 학술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이사장이 임명한다.
제30조 (학술위원회의 기능) 학술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술발표회 등 각종 학술행사의 기획 및 집행에 관한 사항
2. 학술 포상 후보자 추천에 관한 사항
3. 학술 용역 연구 사업의 기획
4. 교육, 훈련 사업의 기획

5. 총회, 이사회 혹은 평의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제10장 편집위원회
제31조 (편집위원회의 설치) 1. 제4조의 사업 중 학술지 등 각종의 간행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정관 제23조에 근거하여 편집위원회를 둔다.
2. 편집위원장은 이사장이 임명한다.

3. 편집위원과 편집간사는 편집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이사장이 임명한다.
제32조 (편집위원회의 기능) 편집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학술지 및 학술관련 서적의 간행 사업

2. 학술지 논문 투고규정, 논문 평가규정 등 제 규정의 제정
3. 투고된 원고의 심사 및 게재 여부 결정

4. 기타 학술관련 서적의 간행과 관련된 사항

제11장 재무위원회
제33조 (재무위원회의 설치) 1. 학회의 재무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정관 제23조에 근거하여 재
무위원회를 둔다.
2. 재무위원장은 이사장이 임명한다.

3. 재무위원은 약간 명의 재무위원을 추천하고 이사장이 임명한다.
제34조 (재무위원회의 기능) 재무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회 재무에 관한 사항
2. 학회 예· 결산의 작성

제12장 기금관리위원회
제35조 (기금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1. 본 회의 기금을 원활히 관리하기 위하여 기금관리위원회를
둔다.
2. 기금관리위원장은 이사장이 임명한다.

3. 기금관리위원장은 약간 명의 기금관리위원을 추천하고 이사장이 임명한다. 단, 총무담당이사, 재무
담당이사는 당연직 위원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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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기금관리위원회의 기능) 기금관리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조성에 관한 사항

2. 기 조성된 기금의 관리에 관한 사항
3. 기금의 활용에 관한 사항

4. 기타 기금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제37조 (기금관리 방법) 1. 본 기금은 금융기관에 대한수의학회의 계좌명으로 정기예금 형태로 예치한다.
2. 예금통장은 재무위원이 인장은 총무위원이 보관한다.
3. 기금의 원금은 어떠한 목적으로도 사용할 수 없다.

4. 기금의 이자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3장 연구윤리위위원회
제38조 (연구윤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1. 본 회의 연구윤리와 관련한 사항을 판단하기 위하여 연구윤
리위원회를 둔다.
2. 연구윤리위원장은 이사장이 겸임하며, 위원장은 약간명의 위원을 위촉한다. 단, 총무담당이사, 학술
담당이사, 편집담당이사는 당연직 위원이 된다.
제39조 (연구윤리위원회의 기능) 연구윤리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연구 및 출판윤리에 관한 사항

2. 본회 정관 제2장 제8조 2항 회원 자격상실에 관한 사항
3. 기타 사항

제40조 (연구윤리위원회 심의사항의 효력)
1. 제39조 1항에 관한 사항은 이사장의 승인으로 효력이 발생한다.
2. 회원 자격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결의로 효력을 발생한다.

3. 제39조 3항에 관한 사항은 이사장의 승인으로 효력을 발생한다.

제14장 분야별 전문위원회
제41조 (분야별 전문위원회의 설치) 1. 대한수의학회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정관 23조 1항에 따
라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2. 분야별 전문위원회는 다음 5분야로 나눈다.
(1) 형태 수의학 전문 영역
(2) 기능 수의학 전문 영역
(3) 예방 수의학 전문 영역
(4) 임상 수의학 전문 영역
(5) 기타 수의학 전문 영역
제42조 (분야별 전문위원회의 목적과 운영)
1. 분야별 전문위원회는 정관 제4조에 규정 된 대한수의학회 사업을 원활히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분야별 전문위원회는 학술대회 개최시 대한수의학회 등록 연구 단체와 각 분야별 집회를 조율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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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분야별 전문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제43조 (분야별 전문위원회의 임원)
1. 분야별 전문위원회의 각 분야를 대표하는 분야별 회장과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대표하는 분야별 전
문위원회 위원장은 이사장이 임명한다.
2. 각 분야별 전문위원회는 약간명의 위원을 둘 수 있다.

제15장 국제위원회
제44조 (국제위원회의 설치)
1. 학회의 국제협력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정관 제23조에 근거하여 국제위원회를 둔다.
2. 국제위원회 위원장은 이사장이 임명한다.

3. 국제위원회 위원장은 약간 명의 국제위원을 추천하고 이사장이 임명한다.
제45조 (국제위원회의 기능) 국제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국제 협력과 학술활동에 관한 사항

제16장 대한수의학회 등록 연구 단체
제46조 (대한수의학회 등록 연구 단체) 1. 대한수의학회는 연구와 교육 활동을 실시하는 활동 단위로서의
연구회, 학회 또는 분과회 등을 대한수의학회 등록 연구 단체로 설치할 수 있다.
2. 연구 기관의 설치에 관하여는 따로 정한다.

3. 회원은 학회 등록 연구 단체에 가입 할 수 있는 자로 한다.

제47조 (대한수의학회 등록 연구 단체 설치의 신청) 1. 대한수의학회 등록 연구 단체의 설치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당해 등록 연구 단체의 장은 모임의 명칭, 모임의 목적 회원수 기타 대한수의학회가 필요하다
고 인정하는 사항을 기재 한 신청서에 회원 명부를 첨부하여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기타 설치에 필요한 규정은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다.
제48조 (대한수의학회 등록 연구 단체 설치의 인가) 대한수의학회 등록 연구 단체 설치 허가는 신청 서류
등에 따라 이사회의 회의를 거쳐 이사장이 결정한다.
제49조 (대한수의학회 등록 연구 단체 설치 승인의 취소) 1. 대한수의학회 등록 연구 단체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이사장은 이사회를 거쳐 그 설치의 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설치에 필요한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2) 그 활동이 신청 시의 목적과 크게 다르다고 인정했을 때.
2. 대한수의학회 등록 연구 단체 기관의 장으로부터 승인 취소 신청이 있을 때에는 이사장은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3. 대한수의학회 등록 연구 단체는 매년도 대한수의학회 사업 계획 및 수지 예산에 따라 활동해야 한다.
4. 대한수의학회 등록 연구 단체 비용의 신청, 교부 및 보고에 관한 규정은 따로 정한다.

제450조 (대한수의학회 등록 연구 단체의 운영) 1. 대한수의학회 등록 연구 단체는 대한수의학회의 정관
및 시행 세칙 등과 상충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독자적인 회칙에 따라 운영할 수 있으며 자체 회비를 징
수할 수 있다.
2 대한수의학회 등록 연구 단체의 사업 연도는 대한수의학회의 사업 연도와 같이 하여 대한수의학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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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사업 보고서 및 수지 결산 보고서 및 사업 계획서 및 수지 예산서를 대한수
의학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장 사무국 등
제51조(사무국 및 직원) 1. 대한수의학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2. 사무국에는 사무국장 및 소요 인력을 배치한다.
3. 사무국장과 직원은 이사장이 임면한다.

4. 사무국 및 직원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제52조 (세칙의 개정) 본 시행세칙은 본회의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 혹은 평의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정한다. 그 결과는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부칙
1. 본 시행세칙은 실행위원회의 발의에 의하여 이사회와 평의원회와 총회의 결의를 얻은 날(2017년 10월
27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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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대한수의학회 학술상 운영 규정
제정: 2013년 4월 25일
개정: 2015년 9월 23일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수의학분야의 연구의욕을 진작시키고 학술지의 수준향상과 학문적 발전을 장려
하기 위하여 학술상 운영 및 상훈 대상자의 발굴과 추천에 관한 제반사항을 정하고, 나아가 소속회원의
사기를 진작하고 학회를 활성화 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 (명칭 및 수상 인원) 상의 명칭과 수상 인원은 아래 각 호와 같이 한다.
1. 대한수의학회 학술연구대상 1명
2. 대한수의학회 젊은과학자상 1명

3. 대한수의학회 차세대과학자상 1명

4. 학술상: JVS 최다 피인용 논문상 1명, KJVR 최다 논문 게재상 1명
5. 우수포스터상 및 우수발표상 [총 편수(연자) 대비 약 10%]
6. 한국양돈수의사회 우수논문상: 최우수상 1명, 우수상 1명
7. 한국가금수의사회 우수논문상 5명

8. 한국과학기술총연합회 과학기술우수논문상 추천 1명

9. 기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각종 단체로부터 의뢰된 상훈 및 회원 추천
제3조 (시상 내용) ① 제2조에서 정한 상의 종류는 학회 예산 및 후원단체의 사정에 따라 임원진의 협의
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② 상은 외부기관에 추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장 및 상금으로 한다. 상금은 학회 및 후원단체(자)
의 예산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적합한 자가 없을 경우 시상 또는 추천하지 않을 수 있다.
제4조 (수상 및 추천자 자격) 각 상의 수상자격은 다음과 같으며, 적임자가 없을 경우 시상하지 아니한다.
① 수상/추천 대상자는 응모 전에 최근 3년간 연회비 및 논문 게재료가 완납되어야 하며, 학회 참석 등
회원으로서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한 자라야만 한다.
② 우수포스터상 및 우수발표상은 일반 연자 포스터 또는 구두발표 연제 중 내용의 과학성, 발표자의
이해력 및 발표기술 등이 가장 우수한 자를 기초, 예방, 임상 등의 주제별로 선정하여 수여한다. 단, 주
제별로 포스터나 발표자 수가 적은 경우에는 주제를 하나로 통합하여 심사한다.
③ 한국과학기술총연합회 과학기술우수논문상 추천은 회원 중 전년도에 JVS 및 KJVR 학회지에 우수
한 논문을 투고하여 게재된 자 중에서 선정하며, 한국과학기술총연합회의 기준에 적합한 자를 추천한
다.
제5조 (심사위원회 구성) 학술상 심사위원회 및 추천 위원회는 당연직 6인(이사장, 학회장, JVS 및 KJVR
편집위원장, 학술위원장, 총무위원장)과 이사장이 편집위원과 학술위원들 중 최대한 지역별, 대학별 안
배가 가능하도록 3인을 임명하여 총 9인으로 구성한다.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이사장, 부위원장은 학
술위원장이 맡는다.
제6조 (심사) 각종 상 및 후보자 추천에 대한 심사 요령은 아래 각 호와 같다.
① 대한수의학회 학술연구대상은 최근 10년간 주저자(주저자라 함은 교신저자와 제1저자를 의미한다)

로서 20편 이상 SCI(E) 등재 학술지에 논문을 게재 (JVS 3편 이상 포함)하고 본 상에 응모한 자를 대
상으로 심사하여 선정한다. 전체 점수는 논문 평가(95%)와 정성평가(5%)를 합산하여 산정한다. 논문

03_정관 및 제규정

575

평가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실시한다. 정성평가는 응모한 자의 대한수의학회 활동사항 및 기여도
에 따라 학술상 심사위원회에서 점수를 부여한다.
② 대한수의학회 젊은 과학자상은 최근 5년간 주저자로서 5편 이상 SCI(E) 등재 학술지에 논문을 게

재 (JVS 2편 이상 포함)하고 본 상에 응모한 한 만 40세 미만인 자를 대상으로 심사하여 선정한다. 단,
본 대상자가 이미 대한수의학회에서 수여 또는 추천한 다른 상을 수상한 경우 중복 수여하지 아니한다.
논문 평가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실시한다.

③ 대한수의학회 차세대과학자상은 최근 3년간 주저자로서 3편 이상 SCI(E) 등재 학술지에 논문을 게

재 (JVS 1편 이상 포함)하고 본 상에 응모한 박사학위 취득 후 5년 이내인 자를 대상으로 심사하여 선
정한다. 단, 본 대상자가 이미 대한수의학회에서 수여 또는 추천한 다른 상을 수상한 경우 중복 수여하
지 아니한다. 논문 평가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실시한다.

④ JVS 최다 피인용 논문상은 최근 3년간 학회지에 게재된 총 논문들 중에서 최다 피인용된 논문의 주
저자를 선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동점일 경우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수상은 1회에 한한다.

⑤ KJVR 최다 논문 게재상은 전년도 발행된 잡지에 가장 많은 논문을 게재한 주저자를 선정함을 원칙
으로 한다. 동점일 경우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동일인의 수상은 5년 이내 1회에 한한다.

⑥ 한국양돈수의사회 우수논문상은 한국양돈수의사회에 심사를 위임하고, 회에서 추천된 자를 시상한
다.
⑦ 한국가금수의사회 우수논문상은 한국가금수의사회에 심사를 위임하고, 회에서 추천된 자를 시상한
다.
⑧ 우수포스터상은 주제별 발표 수를 고려하여 학술위원회가 심사하여 2배수를 추천하고, 우수발표상
은 세션별 좌장이 심사하여 2배수를 추천하여, 학회 당일 학술상 심사위원회에서 선정한다.

⑨ 한국과학기술총연합회 과학기술우수논문상 추천은 각 위원이 전년도 학회지 게재 논문 중 1, 2, 3위
논문을 제시하여 최고 총점 획득 논문의 주저자로 선정된 자로 한다.
⑩ 특정한 기간의 연구 실적이나 업적을 대상으로 수여하는 학술상 수상 대상자 추천을 의뢰받은 경우
에는 <별표 2>의 평가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상의 취지에 맞는 최우수 업적을 가진 회원을 추천토록 한
다. 단, 탁월한 연구논문 을 발표하여 학회 학문 발전에 대한 기여도가 매우 크다고 판단될 경우, 아래
평가 평가기준에 관계없이 추천할 수 있다.
⑪ 공로상 수상 대상자 등 외부기관으로부터 후보자 추천을 의뢰받은 경우, 이를 학회 홈페이지에 공지
한 후 지정기간 내의 신청자들을 대상으로 <별표 3>의 평가 기준에 따라 심사하되, 본 학회에 기여도가
매우 높은 사람들 중 탁월한 연구업적과 학회 공헌도(이사장, 학회장, 각 위원장 등)가 높은 원로 회원
을 우선적으로 추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⑫ 국가와 각종 단체로부터 회원 추천을 의뢰받은 경우, 이를 학회 홈페이지에 공지한 후 지정기간 내
의 신청자들을 대상으로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그 취지에 맞는 최우수 회원을 추천토록 한다.
제7조 (시상 및 발표) 과학기술우수논문상을 제외한 시상은 본 학회 정기총회에서 시행한다.
제8조 (인준) 본 규정의 제정 및 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에서 인준한다.

부칙
1. (시행일) 본 규정은 총회 인준일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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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대한수의학회 학술대상, 젊은 과학자상, 차세대과학자상 평가 항목 및 배점
항목
논문

평가기준점수

비 고

(1) SCI 또는 IF 있는 SCIE 등재 학술지 게재

•제1저자와 교신저자: 5점, 그 외 공동저자: 5/n(저자수)
•(IF)추가점 - 논문편당 IF 1-5 미만: 1점, 5-10 미만: 2점,
10 이상: 3점

(2) (1) 이외의 국제학술지 및 SCOPUS 영문논문

•제1저자와 교신저자: 3점, 그 외 공동저자: 3/n(저자수)

(3) 국내학술지 및 SCOPUS 국문논문

•제1저자와 교신저자: 2점, 그 외 공동저자: 2/n(저자수)

<별표 2> 특정한 기간의 업적을 대상으로 수여하는 학술상 수상 대상자 추천 시 평가 항목 및 배점
항 목

평가기준점수

비 고

단행본

1편당

•단독: 4점, 2인: 3점, 3인: 2점, 4인 이상: 1점,
•외국서적의 경우 2배 가산

논문

(1) SCI 또는 IF 있는 SCIE 등재 학술지 게재

•제1저자와 교신저자: 5점, 그 외 공동저자: 5/n(저자수)
•(IF)추가점 - 논문편당 IF 1-5 미만: 1점, 5-10 미만: 2점,
10 이상: 3점

(2) (1)이외의 국제학술지 및 SCOPUS 영문논문

•제1저자와 교신저자: 3점, 그 외 공동저자: 3/n(저자수)

(3) 국내학술지 및 SCOPUS 국문논문

•제1저자와 교신저자: 2점, 그 외 공동저자: 2/n(저자수)

(1) 국제특허: 출원 2점, 등록 3점

•순위 및 배당 관계없이
•국가수와 상관없이 내용을 기준으로 함

(2) 국내특허: 출원 1점, 등록 1.5점

•순위 및 배당 관계없이

특허

<별표 3> 외부기관으로부터 의뢰받은 수상 후보자 및 회원 추천 시 평가 항목 및 배점
항 목

평가기준점수

비 고

교육(20점)

석사, 박사 배출

•석사 1점
•박사 2점

연구(40점)

(1) SCI 또는 IF 있는 SCIE 등재 학술지 게재

•제1저자와 교신저자: 5점, 그 외
공동저자는 5/n(저자수)
•(IF)추가점 - 논문편당 IF 1-5 미만: 1점,
5-10 미만: 2점, 10 이상: 3점

(2) (1)이외의 국제학술지 및 SCOPUS 영문논문

•제1저자와 교신저자: 3점, 그 외
공동저자: 3/n(저자수)

(3) 국내학술지 및 SCOPUS 국문논문

•제1저자와 교신저자: 2점, 그 외
공동저자: 2/n(저자수)

(1) 학회 이사장, 학회장 등

•5점

 학 총장/학장, 정무직 공무원, 지방자치단
(2) 대
체장, 국회의원, 시민단체 장 등

•3점

(3) 부회장, 위원장 등

•2점

사회봉사(4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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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대한수의학회 연구윤리위원회규정
제정 2007년 4월 20일
제1조 (설치 근거) 우리 회 정관 제4조에 규정한 목적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윤리에 관한
문제를 다루기 위하여 연구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조 (임무) 이 위원회는 우리 회 소속 회원의 연구 및 출판 등에 관련된 윤리 문제를 다룬다.
제3조 (구성) 이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약간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4조 (위원선출) 이 위원회 위원장은 이사장이 겸임하며, 위원은 위원장이 임명하되 총무위원, 학술위원
장, 편집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제5조 (임기) 이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제6조 (심의절차) 우리 회 발행 학술지 게재논문에서 이중출판, 이중게재, 분절출판, 표절, 날조, 조작, 모
방 등 논문에 관한 하자 정보가 입수되는 경우, 즉시 이 위원회를 가동하여 사실여부를 확인한다.
제7조 (징계조치) 이 위원회 조사 결과 제6조의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해당 논문의 게재를 취소하고 향
후 3년간 우리 회 발행 학회지에 주저자를 포함한 모든 저자의 논문 게재를 금한다.
제8조 (결과조치) 이 위원회는 위원회의 조사심의 결과를 즉시 편집위원회에 통보하여 신속히 징계 조치
를 취하도록 하고, 차기 이사회, 평의원회 및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편집위원회는 이와 같은 사실을
학회지에 공표하고 PubMed, SCI, KoreaMed, 학진 및 관련 기관에 통보한다.
제9조 (시행세칙) 이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시행세칙은 따로 정한다.
제10조 (기타) 이 규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우리 회 이사회 결정에 따르되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
합회가 제정한 과학기술윤리강령에 준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07년 4월 20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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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대한수의학회 여비 규정
제 정: 2017년 12월 18일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대하수의학회(이하 “학회”라 함) 회원 등이 학회 업무로 국내· 외여행을 하는 때
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회 업무의 원활한 수행과 학회예산의 적정한 지출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여비의 종류) 여비는 운임, 일비, 숙박비, 식비 등으로 구분한다.
제3조 (여비의 계산) 여비는 통상의 경로 및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다. 다만, 업무의 형편상 또는 천재 · 지
변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는 실제의 경로 및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다.
제4조 (출장신청 및 여비정산) 출장의 신청은 서면으로 하며 여비의 정산은 별지 서식을 사용하여 이사장
의 결재를 받아 처리한다.
제5조 (운임의 구분) 운임은 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자동차운임으로 구분한다.
제6조 (여비의 지급) 여비는 별표 1의 국내여비지급표에 준하여 지급하며, 이사장이 인정하는 경우 실비
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 (근무지내 국내출장시의 여비) 근무지외 국내출장의 경우에는 운임 등 실비를 지급한다. 단, “근무
지외 국내출장”이라 함은 동일시 · 군 및 도 이외의 출장이나 여행거리가 12킬로미터 이상인 출장을 말
한다.
제8조 (여비의 조정) ① 이사장은 예산의 부족, 그 밖의 사유로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할 충분한 이유가 있
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급하는 여비의 금액을 감하거나 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
다.
③ 2인 이상의 회원이 같은 목적으로 동행하여 출장하는 경우에 출장목적 수행상 부득이하다고 인정되
는 경우 상급자와 동일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회원이 아닌 자의 여비) 학회의 해외초청강연자 및 회원이 아닌 자에 대하여 이사장이 인정하는
경우 운임(항공운임 포함), 숙박비, 식비를 실비로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 (국외출장여비) 학회의 중요 업무수행을 위해 회원이 국외에 출장할 경우, 이사장의 결재를 받아
이사회의 동의를 거쳐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단, 여비의 계산 및 지급방법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11조 (기타사항) 이 규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공무원여비규정에 준하여 시행한다.

부칙
1. (시행일) 본 규정은 2017년 1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국내여비지급표(단위: 원)
구분

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자동차운임

일비(1일당)

제1호
제2호

숙박비(1야당)

식비(1일당)

실비(특실)

실비(1등급)

실비

실비

20,000

실비(상한액: 120,000원)

25,000

실비(일반실)

실비(2등급)

실비

실비

20,000

실비(상한액: 60,000원)

20,000

비고: 1. 여비지급

구분에서 제1호는 회장, 차기회장, 회장이 별도로 정하는 경우로 하며, 제2호는 제1호에 포함되지 않은 회원, 사
무원 및 회원이 아닌 자 등에게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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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버스운임은 해당 지자체장이 정하는 기준 및 요율의 범위 안에서 정하여진 버스요금을 기준으로 한다.
3. 자가용을 이용하여 공무로 여행하는 경우의 운임은 표의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철도 또는 버스운임으로 한다. 다만, 공
무의 형편상 부득이한 사유로 자가용을 이용한 경우에는 연료비 및 통행료 등을 지급할 수 있고 구체적인 지급기준은 공
무원여비규정에 준하여 정한다.
4. 운임 및 숙박비의 할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할인요금으로 지급한다.

[별표 2] 연료비 지급기준표
구분

휘발유차량

경유차량

LPG차량

연비(km/L)

9

10

7

* 평균차령(03년)을 고려하여 ’03년 연비(에너지관리공단 통계) 적용 (라) 다만/ 줄장자는 고속도로 통
행영수증, 줄장지에 소재한 주유소에서 결제한 신용 카드매출전표, 주차영수증 등 자가용을 이용하여
출장을 이행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서류를 갖추어 제출해야 한다.
* 국내자동차운임 지급기준
1) 국내자동차운임 중 버스운임은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가 정하는 기준 및 요율의 범위 안에서 정하여진 버스요금을 기준으로 실비로 지급하되, 할인이 되는
경우에는 할인된 금액을 지급한다.
2) 국내자동차운임 중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한 경우의 운임
가) 자가용을 이용하여 공무로 여행하는 경우의 운임은 여행구간 등급별 철도 또는 버스운임(통상 이
용되는 대중교통요금)으로 한다. 다만, 출장자는 고속도로 통행영수증, 출장지에 소재한 주유소에
서 결제한 신용카드매출전표, 주차영수증 등 자가용을 이용하여 출장을 이행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서류를 갖추어 제출해야 한다.
※ 자가용 동승자에 대해서는 운임을 지급하지 않는다.
3) 연료비 및 통행료 지급
(1) 연료비 지급기준: 여행거리(km)×유가+연비
(가) 여행거리(km): 출발지와 출장지간 거리 (경유지를 포함)
(나) 유가: 출장 시작일 기준 유가
※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www.opinet.co.kr)에 고시된 출장시작일의 유가(휘발유 차량은 보통휘
발유, 경유 차량은 자동차용 경유, LPG차량은 자동차용 부탄)를 적용
(다) 연비
(2) 통행료 및 주차료 지급기준: 해당 영수증을 제출하는 경우 영수증에 나타나는 금액
다만, 출장자는 고속도로 통행영수증, 출장지에 소재한 주유소에서 결제한 신용카드매출전표, 주차영수
증 등 자가용을 이용하여 출장을 이행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서류를 갖추어 제출해야 한다.
(3) 자가용 동승자에게는 연료비 및 통행료 등의 운임을 지급하지 않는다.
(4) 2인 이상의 공무원이 같은 목적으로 동행하여 출장하는 경우에는 1대의 차량을 이용하는 것을 원
칙으로 한다. 다만, 출장목적 수행상 불가피한 사유로 2대 이상의 차량을 이용한 경우에는 차량 이용에
대한 증거서류를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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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금수의사회장상 수상자 일동

편집후기

4월 12일 첫 모임을 가진 후 196일, 결코 많지 않은 날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 짧은 시간에 어떻게 600여 쪽에 이르는 「수의학회 60년사」
를 발간할 수 있었느냐고 의아해하는 회원도 있고 정말 대단하다고 놀라는
회원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수의학회 60년사」 출간을 위한 준비가 4년 전
부터 시작되었다는 사실이나 수의학회 50년사가 이미 10년 전에 수의학회
지 48권 3호 부록 39쪽에서 97쪽에 걸쳐 출간된 바 있다는 점을 이해하면
금방 수긍이 갈 것이다.
그러나 60년사를 편찬하는 과정에 어려움은 아주 많았다. 그것은 다름
이 아니라 초창기 자료는 물론 2천 년대 자료조차 학회 사무실에 보관된 것
이 너무 없었다는 것 때문이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우리는 곰곰이 곱씹어
보았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법인화 이전에는 회장이 너무 자주 바뀌고 이
에 따라 학회 사무실을 많이 옮긴 탓에다가 역사를 챙기는 사무직원은 물
론 임원진도 관심이 없었던 것이 원인이라고 생각되었다. 물론 사실이 아니
기를 바라면서도 그런 생각을 안 할 수 없었다는 것이 솔직한 심정이다. 더
구나 회원들도 보관하고 있는 자료가 없는지 아무리 학회 홈페이지를 통해
학회관련 사진이나 서류 등 역사 자료 수집운동 광고를 하고 전 회원을 대
상으로 e메일을 보내도 전혀 반응이 없었다는 점은 아주 큰 실망을 안겨주
었다.
편집위원장을 포함하여 12명의 편집위원은 어떻게 하면 멋진 「수의학
회 60년사」를 만들 수 있을까 출판사에서 마련해준 많은 시안을 놓고 갑론
을박 아이디어 경쟁을 하였다. 물론 출판사에 원고를 넘기기 전에 일정 분
량 씩 나누어 사전에 원고를 검토하였고, 역사 자료를 살펴보았으며, 편집체
제를 고민하였다. 이렇게 해서 편집위원 전원 합의 아래 편집원칙을 정하고,
이를 원고와 함께 출판사에 넘긴 것은 더위가 한창 극성을 피운 8월 28일
이었다.
이후 편집위원은 1달 동안 각자 일정 부분을 맡아 교열을 보고, 맞춤법
에 따른 띄어쓰기, 철자, 오자, 탈자, 복자 등을 찾아내어 교정하는 작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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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이와 같이 어렵고 복잡한 절차를 거쳐 오늘 이런 모습으로 회원들에게
선을 보이게 되었다.
이 책자는 많이 부족하고 잘못된 내용도 있을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와 같은 「수의학회 60년사」조차 출간되지 못한다면 70년사, 100년사 그
리고 200년사도 출간 될 수 없을 것이다. 많은 지적과 정보제공이 있기를 기
대하며 수의학회 내에 사료보존 및 관리 기구를 만들어 지금부터 70년사를
준비하는 학회가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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