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수지 54(4), 369-376, 2021

369Copyright © 2021 The Korean Society of Fisheries and Aquatic Science pISSN:0374-8111, eISSN:2287-8815

Korean J Fish Aquat Sci 54(4),369-376,2021

Review Article

서   론

수산생물의 양식은 크게 해수면, 내수면 양식의 형태로 구분
할 수 있으며 국내 해수면어업 생산량은 2020년 약 234만톤(
생산액 3조 2,888억원), 내수면어업은 약 2만톤(약 2,700억원)
으로 추정된다(KOSIS, 2021). 국내에서 가장 많이 양식되는 
해산품종은 넙치(Paralichthys olivaceus), 조피볼락(Sebastes 
schlegelii), 숭어(Mugil cephalus) 등이며, 내수면 품종으로는 
뱀장어(Anguilla japonica)가 가장 많이 양식되고 있다(KOSIS, 
2021). 양식 생산량은 증가되고 양식가능 품종은 다양해지고 
있지만, 고밀도 양식과 지속적인 양식으로 인한 주변 환경 악화
로 인해 수산양식생물에 대한 질병발생이 증가되고 있다(Chua, 
1992; Krkošek, 2010). 최근 양식생물의 질병발생 양상은 발생
빈도가 높고 단일 병원체에 의한 감염이 아닌 복합감염에 의한 
질병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Shim et al., 2019). 양식어류의 
질병은 발생 시 치료가 어렵고 확산이 빨라 높은 누적폐사를 나

타내므로 양식산업 전반에 걸쳐 경제적 손실을 유발한다. 따라
서, 질병의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예방백신의 개발이 필
수적이며, 효과적인 백신의 개발이 집약적인 양식 성공을 위한 
중요한 요소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백신의 성공적인 사용에 
대한 대표적인 예로 노르웨이의 대서양 연어양식을 들 수 있다. 
연어양식에서 water-in oil (W/O) emulsion adjuvant가 포함된 
백신이 사용된 이후 항생제의 사용이 1987년에 50,000 kg에서 
1997년에 1,000-2,000 kg로 줄어들었으며, 연어 양식 생산량
도 50,000톤에서 350,000톤으로 증가하였다(Sommerset et al., 
2005). 전세계적으로 다양한 어종에 대한 수산용 백신의 개발
이 시도되고 있지만, 백신의 개발 단계에서 넘어서 수산용 백신
이 실제 상용화 되기 위해서는 대상어종이 양식규모와 생산량
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여 현재까지는 산업적인 가치가 높은 
어종에 국한하여 백신이 상용화되어 있는 실정이다(Brudeseth 
et al., 2013; Matsuura et al., 2019; Wang et al., 2020).  본 연구
에서는 국내의 주요 양식어류의 질병 발생현황, 국내 수산용 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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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 개발·판매·사용 현황 및 향후 발전방향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 이번 연구를 계기로 국내 수산용 백신 개발 및 관련 산업
이 더욱더 활성화되기를 기대해 본다.

국내 주요 양식어류 감염성 질병 발생 현황

국내에서 가장 많이 양식되고 있는 어종(넙치, 조피볼락, 참
돔, 무지개송어, 향어, 뱀장어) 6종에 대한 폐사의 원인의 대부
분은 세균·기생충·바이러스 등의 병원체 감염에 의한 감염성질
병으로 확인되고 있다(Kim et al., 2012; NIFS, 2020b). 2020년 
국내 지역별 양식어가 수에 따른 표본 양식장을 선정하여 질병
발생 현황을 조사한 결과, 어종 별로 차이가 있으나 폐사 원인
의 약 54-70%가 감염성 질병에 의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
으며, 그 외 원인으로는 고수온, 적조, 태풍 등의 자연재해로 확
인되었다(Fig. 1) (NIFS, 2020b). 특히 넙치는 다른 어종과 비
교하였을 때 양식과정 중 21.7%가 폐사하였으며, 이중 약 70%
가 감염성 질병에 의한 폐사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넙치에 폐사를 유발하는 감염성 질병으로 중에서는 치어기 스
쿠티카충 감염(50.4%), 점액포자충에 의한 여윔증(19.3%), 연
쇄구균병(15.8%)로 가장 많이 폐사를 유발하였다. 스쿠티카충 
감염 및 연쇄구균 감염이 전국적으로 발생하는 것과 달리 여윔
증의 경우 제주지역의 양식장에서만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되었
다. 조피볼락의 경우 여름철 고수온기에 연쇄구균병(44%), 치
어기에는 아가미흡충 감염(34.3%)으로 높은 폐사가 확인되었
다. 참돔은 아가미흡충 감염 및 연쇄구균와 비브리오균과 같은 
세균성 질병이 주요한 폐사 원인이었다. 담수어종인 무지개송
어는 백점충 및 전염성조혈기괴사증(infectious hematopoietic 
necrosis virus, IHNV), 향어는 장포자충감염이 가장 높은 폐사
원인으로 확인되었다(NIFS, 2020b). 이러한 감염병의 제어를 
위해서는 항생제나 구충제가 사용되고 있으나, 일반적으로 어
류 질병의 경우 한번 감염되면 치료가 어려운 질병이 많아, 질병
의 감염을 사전 방지할 수 있는 어류 질병 예방백신 개발이 필수
적이다(Brudeseth et al., 2013).

국내 수산용 백신 역사와 상용화 현황

국내 수산용 백신 개발 연구는 국립수산과학원의 수산시험연
구사업을 통해 1985년에 최초로 연구가 시작되었으며, 해상가
두리 양식 어종인 방어, 참돔 및 농어의 비브리오병[Listonella 
(Vibrio) anguillarum]의 혈청형 분석을 통한 면역원성 조사 및 
포르말린 불활화 항원(formalin killed cells, FKC)을 이용한 침
지 백신이 최초로 개발되었다. 비브리오 백신의 산업화를 위해 
경남관내 가두리양식장에 투여하여 현장실험을 진행한 후 효
능을 확인하기도 하였으나, 당시 해산어류 양식은 인공종묘 생
산에 의한 양식 보다는 치어를 자연에서 채집하여 사육하는 축
양 단계였기 때문에 수산용 백신의 산업화는 이루어지지 못하
였다(Lee et al., 1988). 이후 넙치 양식 생산 기술이 확립되면

서, 주요 세균성 질병 중에 하나인 에드와드병에 대한 FKC 백
신을 1995년에 개발 착수한 이래 2003년 국내 최초로 넙치의 
Edwardsiella tarda 예방용 침지 백신 백신이 품목허가 받았다
(Kwon and Bang, 2004). 이후 넙치의 2006년에는 연쇄구균인 
Streptococcus iniae에 대한 FKC 백신에 대한 주사백신이 품목
허가를 받았으며, 2010년에는 S. iniae, Streptococcus parau-
beris 및 E. tarda 세균 3종 혼합백신이 주사백신이 현장에 보급
되면서, 국내의 수산용 백신 산업은 더욱 발전하게 되었다(Han 
et al., 2011; Park et al., 2016). 
국내에서 어류의 바이러스성질병에 대한 백신 개발은 1999년
부터 국립수산과학원의 연구사업으로 최초 진행되었으며, 당
초 피해가 많았던 넙치 림포시스티스 바이러스병과 가두리 양
식어종에 많은 피해를 입히는 돌돔의 이리도바이러스백신 개
발이 추진되었다(Sohn et al., 2000). 림포시스티스 바이러스
(lymphocystis disease virus)에 자연 감염된 넙치의 종양에서 
바이러스를 순수 분리하여 포르말린 처리로 불활화한 바이러
스를 항원으로 사용하였다. 림포시스티스 바이러스의 주사백
신 효능은 확인되었으나, 림포시스티스 바이러스가 인공배양
이 되지 않아 대량생산이 불가능하여 상용화가 되지는 못하였
다(NFRDA, 1999, 2000). 이리도바이러스 백신은 돌돔을 대상
으로 개발하였으며 GF (grant fin) cell line에 배양하여 정제한 
후, 포르말린 불활화 항원, 저온살균 항원, 재조합단백질을 제작
하여 주사백신을 제작 임상시험 효능을 평가하였다. 개발한 모
든 이리도바이러스 백신은 높은 방어능을 확인되었으나, 당시 
돌돔 양식이 국내에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못해 상용화되지는 
못하였다(Sohn et al., 2000; Do et al., 2002). 최근 바이러스성 
출혈성 패혈증 바이러스(viral hemorrhagic septicemia virus, 
VHSV) 열불활화 항원을 포함하는 주사백신이 개발되어 2019
년에 처음으로 상용화 백신이 사용되었다. 국내에서 상용화된 
VHS 백신의 경우 국내 최초로 백신의 지속성 및 효능이 높일 
수 있는 adjuvant인 squalene과 aluminum hydroxide를 포함하

Fig. 1. Status of mortalities of aquatic animals in Korea in 2020. 
Data are based on the analysis of medication and disease incidence 
trends in aquatic animal in South Korea, National Institute of Fish-
eries Sc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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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백신으로 개발되었다(Vinay et al., 2013; Vinay et al., 2014).
 어류 기생충 백신에 대한 연구는 넙치에서 가장 많이 발생
하고 있는 스쿠티카충(Scuticociliatida; Miamiensis avidus)에 
대해 많은 연구가 추진되었다(Jung et al., 2006; Song et al., 
2009). 스쿠티카충은 어류의 다른 기생충과는 달리 CHSE-214 
(chinook salmon embryo) cell line에서 인공적으로 배양이 가
능하기에 다량의 백신 항원의 확보가 가능하였다. 국내에서는 

스쿠티카충 2가지 혈청형(I, II)를 혼합한 다가백신(polyvalent 
vaccine) 및 스쿠티카충과 활주세균병을 유발하는 Tenacibac-
terium maritimum 항원과 혼합백신이 2019년에 품목허가를 
받았다(NIFS, 2020a).

2021년 6월 기준으로 국내에는 총 30개의 수산용 백신이 품
목허가 되어 있으며, 이중 28개는 국내에서 가장 많이 양식하는 
품종인 넙치를 대상으로 한 백신이다. 현재 판매되고 있는 대

Table 1. Licensed product fish vaccines in Korea

Vaccine Target pathogen (No. of pathogen) Fish species No. of 
product Year of approval Use

Bacteria

Edwardsiella tarda (1) Olive flounder 2 2003, 2005 Immersion
Streptococcus iniae (1) Olive flounder 6 2006, 2007 Immersion
S. iniae+Streptococcus parauberis (2) Olive flounder 5 2009, 2010, 2012 Injectable
S. iniae+S. parauberis+E. tarda (3) Olive flounder 5 2010 Injectable
Listonella anguillarum+S. iniae+
S. parauberis+E. tarda (4) Olive flounder 1 2010 Injectable

L.anguillarum+Tenacibaculum maritimun+
S. iniae+S. parauberis+E. tarda (5) Olive flounder 1 2012 Injectable

Lactococcus garviae+V. harveyi+S. iniae+
S. parauberis+E. tarda (5) Olive flounder 1 2015 Injectable

L.anguillarum+V. harveyi+S. iniae+
S. parauberis+E. tarda (5) Olive flounder 1 2018 Injectable

V. harveyi+S. iniae+S. parauberis+E. tarda (4) Olive flounder 1 2010 Injectable
S. parauberis Ia+Ib/c (2) Starry flounder 1 2019 Injectable

Parasite Miamiensis avidus type I+
Miamiensis avidus type II (2) Olive flounder 1 2019 Injectable

Parasite+ bacteria M. avidus type I+M. avidus type II+
T. maritimum (3) Olive flounder 1 2019 Injectable

Virus
Viral hemorrhagic septicemia virus (VHSV) (1) Olive flounder 1 2019 Injectable

Red seabream iridovirus (Ehime-1/GF) (1) Red seabream, yellow tail, 
rock seabream 1 2004 Injectable

Fig. 2. Fish vaccine annual sales volume (Thousand doses, TDS) and selling price (Thousand won) in Korea from 2008 to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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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의 예방백신은 세균성 질병 예방을 위한 세균 혼합 백신이
며, 대상 병원체는 E. tarda, S. iniae, S. parauberis, Listonella 
(Vibrio) anguillarum, Lactococcus garviae, Vibrio harveyi, 
Tenacibaculum maritimum를 포함하는 세균 11종, 기생충인 
스쿠치카충(Miamiensis acidus) 및 넙치의 주요 바이러스성 
질병인 VHSV, 참돔이리도바이러스(red seabream iridovirus, 
RSIV)이다(Table 1). 넙치 이외에 품종에 대해서는 2가지 종류
의 백신 강도다리의 연쇄구균 S. parauberis 예방 백신 및 돔류
의 RSIV 예방백신이 품목허가되어 있다. 

국내 수산용 백신 판매 현황 

한국동물약품협회의 국내 수산용 백신 판매 현황 자료를 기
준으로 국내 수산용 백신 판매현황을 분석한 결과, 국내 수산
용 백신의 사용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국내 수산용 백신 제
조회사의 판매금액을 2008년에 약 10억원에서 2018년에는 약 
34억원으로 지속적으로 증가되었으며, 의약품판매 업체와 백
신접종비용을 포함하는 실제 산업 규모는 더욱 클 것으로 판단
된다(KAHPA, 2020) (Fig. 2). 국내의 수산용 백신의 판매량도 
2008년 5,951 TDS (thousand doses)에서 2020년 63,300 TDS
로 10배 이상 사용량이 증가되었다(Fig. 2). 현재까지 품목허가
된 백신 중에서 2020년 기준으로 실제 판매되고 있는 백신은 
총 7종류로, 모두 넙치의 질병을 예방하는 주사용 백신으로 확
인되었다. ㈜고려비엔피(Anyang, Korea), ㈜대성미생물(Ui-
wang, Korea), ㈜중앙백신연구소(Daejeon, Korea), ㈜녹십자
수의약품(Yongin, Korea), ㈜코미팜(Siheung, Korea), ㈜유한
양행(Seoul, Korea) 6개사에서 생산한 7개 제품으로 확인되었
다(Table 2). 이들 백신은 모두 넙치를 대상으로 하는 세균 2-4
종을 혼합백신 및 2019년에 품목허가 받은 바이러스성출혈성
패혈증 예방백신 1종인 것으로 확인되었다(Table 2) (KAHPA, 

2020). 현재 2000년도 초기에 품목허가 받은 넙치에 대한 세균 
1-2종 예방백신 및 돔류의 RSIV 백신은 일본 수입백신은 최근
에는 판매되고 있지 않다(KAHPA, 2020). 

국내 수산용 백신 사용 실태 조사 

국립수산과학원에서는 2018년 수산질병관리원 39개소(완도 
19개소, 제주 20개소)를 대상으로 하여 실제 양식 현장에서의 
백신의 사용 현황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국내에서는 
넙치 외 품종에 대한 백신 접종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
에 넙치 백신에 대한 사용현황 조사가 이루어졌다. 국내에서는 
넙치 종묘를 입식 후 출하 전까지 2회 정도 백신을 접종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Fig. 3A), 응답자의 35%는 1회, 52%는 2
회, 13%는 3회 백신을 접종하는 것으로 응답하였다. Hwang 
et al. (2020)의 보고에 따르면, 국내 연간 사육 마리 수에 대비
한 백신 생산량을 기준으로 계산한 백신 보급률(vaccine cov-
erage)는 2014년 25.6%, 2015년 31.8%, 2016년 67.4%, 2017
년 73.5%, 2018년 80.6%로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고 하였다
(Hwang et al., 2020). 2018년 국내 넙치 백신 생산량을 기준
으로 하여 백신 접종 넙치 마리 수를 계산 결과, 2018년에는 
67,710,000마리에 백신이 접종되었으며, 이것은 같은 해의 양
식된 넙치 84,000,000마리의 80.6%가 백신이 접종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하였다. 
넙치는 산지에 따라 양성기간이 조금 다르며, 일반적인 출하 
크기인 어체중 1 kg까지 생산을 위해 종묘 입식 후 12-15개월
정도 양성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NIFS, 2006). 국립수산과학
원 설문 조사 결과, 국내에서 다양한 크기의 넙치에서 백신이 접
종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100 g 이하 6%, 100-200 g 
15%, 200-300 g 17%, 300-400 g 20%, 400-500 g 16%, 500 g 
이상 26%로 확인되었다(Fig. 3B). 상용화된 수산용 백신의 현

Table 2. List of fish vaccine products for sale in Korea in 2020

Name of vaccine products Product manufactuer Target pathogen Immune 
object

Delivery 
route

The new drug 
certificate

Himmvac Agilban ES3 Plus KBNP INC. Streptococcus iniae+
S. parauberis+Edwardsiella tarda

Olive 
flounder Injection 2009.12.08

POSEIDON-3 VAC Green Cross Veterinary 
products S. iniae+S. parauberis+E. tarda Olive 

flounder Injection 2010.01.26

POSEIDON-4 Green Cross Veterinary 
products

Listonella anguillarum+S. iniae+
S. parauberis +E. tarda

Olive 
flounder Injection 2010.01.26

WillowMarine S.I.P 3 
(Imports) YUHAN Co. Ltd. S. iniae+S. parauberis Olive 

flounder Injection 2012.06.25

AqauShot Strep-Keeper3/
Chamshin Strep Focus Choong Ang Vaccine S. iniae+S. parauberis Olive 

flounder Injection 2012.08.23

PRO-VAC PENTA Komipharm Lactococcus garviae+ Vibrio harveyi+
S. iniae+S. parauberis +E. tarda

Olive 
flounder Injection 2015.01.12

Deasung VHS FishVAC DAE SUNG Co. Ltd. 
Microbiologicla Lab.

Viral hemorrhagic septicemia virus 
(VHSV)

Olive 
flounder Injection 2019.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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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에서 체감하는 백신 효과의 지속기간에 대해서는 2개월 미
만 15.4%, 3-5개월 69.2%, 6개월-1년 15.4%, 1년이상 0%로 
응답하였다. 수산용 백신을 현장에서 접종은 대부분 수산질병
관리사(79.5%), 양식 어업인의 자가접종 25.6%, 그 외 비전문
가에 의해 17% 정도의 백신이 접종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약 
82%의 응답자가 정부의 수산용 백신 지원사업의 확대를 희망
하였다.

국내 수산용 백신 기술 개발 현황

국내에서 상용화된 수산용 백신은 병원체를 불활화한 항원으
로 제작하는 방법으로 병원체의 인공배양이 불가능할 경우 사
용할 수 없는 방법이며, 살아있는 병원체를 약독화 시켜 제작
하는 생백신(live-vaccine)이나 병원체의 유전자를 이용하여 제
작하는 DNA 백신에 비해 효능이 낮은 경우가 많다(Ma et al., 
2019). 이러한 고전적인 백신 제작 방법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
하여 생명공학 기술을 이용한 다양한 백신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백신 접종 방법에서도 국내 판매되는 백신은 모두 
주사백신 형태로 주사백신의 경우 백신 효능은 높으나, 주사 시 
어류의 스트레스 유발하고, 접종할 때 많은 노동력이 드는 단점
이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침지 및 경구백신 개발
도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다. 여기에서는 국내에서 보고된 몇 가
지 관련 연구보고를 소개하고자 한다. 넙치의 주요 세균성 질병
인 E. tarda 감염 예방을 위해 세균 표면에 nano scale의 구멍을 
내여 살균하여 제작하는 ghost 세균 항원을 이용한 백신 기술이 
개발되었다(Kwon et al., 2007; Lee et al., 2008). 그 외에도 유
전공학을 이용하여 유산균인 Lactococcus lactis에 연쇄구균 S. 
iniae의 표면 항원 SimA를 발현시켜 사료와 함께 먹이는 경구
백신도 개발되었다(Kim et al., 2016). 최근 동일한 연구팀에서 
넙치의 주요 Vibrio균 3종에 대한 경구백신을 개발하였다(Lee 

et al., 2021). Vibrio anguillarum의 outer membrane protein K 
(OmpK) 및 Vibrio alginolyticus flagellin B subunit (FlaB) 항
원을 발현하는 유산균 L. lactis을 사료에 첨가하여 면역화 시킨 
넙치에 V. anguillarum (relative percent survival, RPS; 62%), 
V. alginolyticus (RPS, 75%), Vibrio harveyi (RPS, 41%)로 인
위감염 실험하면 높은 방어능을 나타내었다. 항원을 발현시키
지 않는 L. lactis만 투여한 대조구에서도 2-42%의 상대생존율
을 나타내어 유산균 투여만으로도 비브리오균에 대한 방어능 
향상에 일부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Lee et al., 2021). 
국립수산과학원에서는 산·학·연 공동연구를 통하여 능성어 바
이러스성신경괴사증(red-spotted grouper nervous nervous ne-
crosis, RGNNV)의 항원을 발현하는 yeast를 제작하여 만든 바
이러스 유사 입자(viral-like particule, VLP) 백신을 개발하였
다(Cho et al., 2017). 양식 현장실험에서 RGNNV- VLP 항원
(20 μg/dose)을 주사백신과 RGNNV-VLP 항원 발현 yeast를 
동결건조하여 사료와 혼합하여 급이한 경구백신(4회) 투여한 
실험구는 대조구와 비교하여 상대생존율이 모두 56.2%로 확
인되었다(Lan et al., 2018). 이러한 유전공학을 이용한 백신은 
고전적인 불활화 항원 백신보다 백신 효능 및 경제성 등에서 이
점이 있으나, 단백질 항원을 별도로 정제하지 않을 경우 제작 
시 사용되는 항생제 내성 plasmid를 사용하는 등 유전자 변형 
생물체(living modified organism, LMO)에 대한 사용의 안전
성 문제로 상용화에는 어려움이 있다(Ma et al., 2019). 그 외에
도 고효능의 백신 개발하기 위하여 넙치의 바이러스성 출혈성 
패혈증(viral haemorrhagic septicaemia virus, VHSV) 예방을 
위한 생백신(Kim et al., 2016; Kim and Oh, 2020) 및 스쿠티
카충의 표면항원을 이용한 셔브유닛 백신(subunit vaccine)에 
대한 연구도 국내에서 꾸준히 이루어 지고 있다(Lee and Kim 
2008). Kole et al. (2019)은 VHSV 불활화 항원을 이용하여 키
토산 코팅 나노 바이러스 항원을 제작하여, 경구 및 침지 투여 

Fig. 3. Use of olive flounder Paralichthys olivaceus vaccines in Korea during 2018. A, number of vaccinations during farming; B, weights 
of vaccinated fi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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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에 대한 비교 효능을 연구하였다. 해당 연구에서는 침지방
법(침지 1회 RPS 46.7%, 침지 2회 RPS 53.3%)이 경구투여(1
회 RPS 20%, 2회 RPS 0%) 방법보다 더 효율적으로 확인되었
으며, 가장 효율적인 백신 투여 방법으로 침지백신 처리 후 경
구투여 하였을 때 VHSV로 인위감염실험시 가장 높은 상대생
존율(66.6%)을 나타내었다. 국립수산과학원에서는 2017년부
터 넙치의 연쇄구균(Streptococus parauberis) 예방을 위한 나
노 리포좀과 키토산을 2중 코팅한 항원을 이용한 경구백신에 
대한 원천기술을 개발하였다(Jo et al., 2019). 레시틴을 이용한 
리포좀과 키토산을 코팅한 연쇄구균 불활화 항원을 넙치에 경
구투여구(3회) 및 주사백신 실험구는 백신을 처리하지 않은 대
조구와 비교하여 상대생존율이 각각 70.9%와 57.6%로 확인되
었다(Jo et al., 2019). 해조류 추출물인 알긴산으로 코팅한 연쇄
구균(S. parauberis) 불활화 항원을 넙치 경구투여한 실험구는 
백신을 처리하지 않은 대조구에 비해 인위감염 후 높은 방어능
을 확인되었다(RPS 37.5, 50%) (Kim et al., 2021). 이렇듯 국
내에서는 생명공학 및 제약공학 기술을 이용한 고효능, 고효율 
수산용 백신 기술개발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들 
원천기술이 향후 국내 백신 및 양식 산업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향후 국내 수산용 백신 개발 방향 

국내의 주요 양식품종인 넙치의 주요 질병에 대한 예방백신은 
대부분 품목허가 되어 있으나, VHS 백신 1종을 제외하고는 백
신 효능의 지속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면역보조기능의 adjuvant
가 포함되어 있지는 않다. 넙치의 질병 예방을 위해 1회 접종으
로 출하까지 예방효과를 보이는 one-shot 백신의 개발 요구가 
높아지고 있어, 추후 백신의 지속성 향상을 높일 수 있는 주사 
백신용 adjuvant의 개발이 필수적이라고 하겠다. 국내에서 넙
치에서 상용화된 백신은 넙치의 크기나 질병 발생시기와 상관
없이 백신이 접종되고 있어, 백신의 접종 효율 증진을 위하여 질
병발생 시기와 넙치의 양식 주기에 맞는 예방접종프로그램 개
발도 필요하다. 또 소수 양식품종인 가두리 어종 및 뱀장어와 같
은 내수면 어종에 대한 백신의 필요성은 지속적으로 인식되어 
관련 연구가 수행되고 있으나, 백신의 경제성 등의 문제로 상용
화되지는 못하였다. 하지만 향후에는 국내 양식산업 경쟁력 향
상을 위한 국가 차원의 백신 개발 및 지원 사업의 확대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끝으로, 현재 완전히 양식 기술이 확립되어 있
지 않아 대량 양식 생산은 어려운 실정이나, 향후 국내의 유망 
양식 품종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연어 및 참다랑어 등에 대한 질
병 연구, 병원체 수집 등을 통하여 백신 개발을 위한 기반 마련
으로 다가오는 미래를 준비해야 할 시점이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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