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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2005년도 가축질병퇴치 강화

  EU 집행위원회는 EU 안에서의 가축 질병을 박멸하기 위한 종합 재정 

계획을 결정하 다. 결정된 2005년 EU 예산은 광우병(TSE) 및 가축과 사

람의 보건에 향을 줄 수 있는 다른 가축 질병을 다루는 데 사용할 계획

이다. 총 1억 8,800만 유로가 책정되었으며, 이것은 2004년 대비 4,100만 유

로가 증가한 양이다. 그리고 이것은 가축과 사람의 보건에 대한 질병 근절

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졌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EU 보건․소비자 담당 집행위원인 데이비드 번(David Byrne)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우리는 2005년에 가축 질병을 물리치기 위해 더 많은 지원

을 쏟을 것입니다. 건강한 가축은 안전한 음식의 중요한 열쇠입니다. 오늘

의 결정은 앞으로 계속 이어질 사후 감시, 사전 방지, 질병 근절을 할 것이

라는 의지를 반 하는 것입니다.”

광우병 감시와 질병 근절 프로그램

EU 예산 중 9,810만 유로는 광우병(BSE)1)을 감시하는 데 사용할 예정이

다. 식용 축우 중 30개월 이상 된 모든 소, 농가에서 폐사한 모든 소, 24개

월 이상 된 소 중 긴급 도살된 모든 소, 나이에 상관없이 의심스러운 모든 

1) TSE는 양이나 돼지 등에 전반적으로 나타나는 광우병을 말한다면 BSE는 소에만 

나타나는 질병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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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은 광우병 여부를 검사받게 된다. EU의 광우병 검사와 광우병 근절에 

투입하는 공동 재정은 전 유럽 지역에 적용된다.

  스크레이피병(Scrapie, 양의 바이러스성 전염병. 뇌와 중추 신경계의 질

환, 이 질병 역시 넓게 보면 TSE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근절 계획도 입

안되었다. 이 계획은 전염된 가축의 치료와 인자형(因子型) 구분을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그리고 이 계획은 광우병에 대한 저항력이 있는 양에 

대한 품종 개량 계획도 포함한다. 2004년 스크레이피병 근절 계획에 3,277

만 5,000 유로가 투입되었다.

  새로운 종합 재정 계획은 각 회원국이 행할 2005년에 광우병 감시와 근

절 프로그램 내용 제출에 따라서 결정된다. 각 국의 프로그램은 집행위원

회가 평가하며 집행위원회는 EU가 최대한 지원할 수 있는 재정 한도 내에

서 지원을 결정한다.

가축 질병 근절 프로그램

  매년 집행위원회는 프로그램의 목록을 결정한다. 이 목록은 가축 질병 

감시와 근절, 동물원성(原性) 감염증(살모넬라와 같이 가축과 인간 사이에 

옮길 수 있는 질병. 특히 식품을 통해 점염되는 것을 말함)의 통제를 포함

한다. 그리고 이 목록에 있는 프로그램은 EU의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다. 

2005년에는 10가지 주요 가축 질병을 다루는 데 관련한 82가지 프로그램

이 제출되었다. EU에서 이 프로그램에 지원할 총액은 5,508만 5,000 유로

이다.

  이 총액 한도 내에서 우선적으로 다루어지는 것은 인간에게 전염이 가

능한 질병이다. 3,477만 5,000 유로가 브루셀라병(brucellosis) 근절에 투입

될 예정이다. 브루셀라병은 사람들에게 몰타 질병(Malta disease, 역사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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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브루셀라병은 크림 전쟁 중 국군에게 발병하여서 그 원인이 염소라

는 것이 밝혀진 병이다.)를 일으키는 질병이다.(염소와 양에 나타나는 브루

셀라병에 대해서 1,397만 5,000 유로가, 소에 나타나는 브루셀라병에 대해

서 2,080만 유로가 책정되었다.)

  소결핵(bovine tuberculosis)도 인간에게 전염될 수 있는 질병이다. 그러

므로 이 질병 퇴치에도 1,255만 5,000 유로라는 큰 규모의 재정이 책정되었

다. 그리고 408만 유로는 감염되면 신경계에 치명적인, 광견병 퇴치에 사

용할 예정이다.

  가축 질병 감시와 근절에 대한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목록은 동물원성

(原性) 감염증 예방에 대한 내용도 포함한다. 이와 관련하여서 8개 회원국

의 살모넬라 통제 프로그램에 대해 228만 유로가 책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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