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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가며

아프리카돼지열병은 돼지에게 매우 파괴적인 출혈성 바이러스 질병으로 집돼지와 멧돼지, 그리고 개체의 나이

와 성별에 구애받지 않고 발생한다. 이 질병은 심각한 경제적 손실을 야기하고, 식량 안보와 안전한 국제무역을 

위협하며, 질병 발생 국가들에서의 안정적인 양돈 산업을 어렵게 한다. 2007년 조지아에서의 발생을 기점으로 

아프리카돼지열병은 많은 유럽 국가들로 확산되었으며 2018년에는 전 세계 돼지의 약 60%를 사육하고 있는 

동아시아 지역에서 검출되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유전형 2는 그 전례가 없는 양상으로 유라시아 멧돼지 개체군들에게 확산되었다. 지난 수 

세기 간 중앙 및 동부 유럽지역에서 증가해 온 멧돼지 밀도는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의 지역적 분포확장에 

최적의 환경을 제공했다. 기후변화와 집약적인 곡물생산은 지역단위 멧돼지 밀도를 증가시키고 지리적인 분포 

확장을 일으켰다. 이처럼 광범위하게 나타나는 영향 요인들 이외에도, 암컷 개체의 수렵을 제한해온 기존의 수렵

관리 방법 또한 각 지역의 번식가능 개체수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거나 늘림으로써 멧돼지 개체수 증가에 일조했

다. 또한 수렵인들은 동계 먹이급여 지역을 설정하여 운영하였는데, 이를 통해 자연적으로 숲속 나무와 종자 생

산순환에 의해 조절되던 멧돼지의 먹이양과, 이와 맞물려 정기적으로 나타나던 멧돼지 개체수 저하 현상을 막고

자 했다. 결국 이러한 먹이급여 지역은 멧돼지 번식력과 번식률의 최대치를 높이는데 기여했다. 이러한 멧돼지 

관리방법들은 결과적으로 유라시아 대부분의 전역에서 멧돼지 개체군을 제한하는, 서식지가 갖는 고유의 자연

적 수용한계 압력의 영향으로부터 멧돼지들이 벗어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인위적으로 이들의 수와 지

리적인 분포를 증가시켰다.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은 2018년 후반에도 중국 내에서 지속적으로 일어났고 2019년 초에는 국경을 넘어 

몽골, 베트남 그리고 캄보디아까지 확산되었다. 유럽 야생 돼지의 역학적인 여건과 유사하게 동부 및 동남아시아

에도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토착화될 높은 위험이 존재하며 더 추가적인 전 세계 확산으로 인해 예측하기 어려운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 멧돼지가 아프리카돼지열병의 전염과 유지 사이클에 개입하게 되는 상황은 1) 질병의 역

학이 더욱 복잡하고, 2) 관련 인력들이 이에 대한(가축과 야생동물이 동시에 개입되는 질병 관리) 사전 경험이 부

족하며, 3) 그 지리적 발생 규모가 전례 없이 광범위하고, 4) 국경과 담당 부처를 뛰어넘는 특성으로 인해 담당 수

의인력, 야생동물 관리 인력들에게 추가적인 어려움을 준다. 

이 간행물은 유엔식량농업기구와 세계동물보건기구 무국경성 동물 질병에 대한 혁신 관리 국제체제(GF-

TAD) 산하 발트해연안과 동부유럽 지역 아프리카돼지열병 상설 전문가 그룹(SGE 아프리카돼지열병)의 권고사

항들을 공유하고자 유럽위원회가 제안하여 만들어졌다. 

Bernard	Van	Goethem

유럽위원회 보건식품

집행위원회 총국 국장, 

무국경성 동물 질병에 대한 

혁신 관리 국제체제 위원장

Jean-Philippe	Dop

세계동물보건기구 

기관업무 및 지역활동국 부국장

Juan	Lubroth

유엔식량농업기구 동물보건국 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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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DA/APHIS)의 야생동물국 내 국립야생동물연구센터 소속 Kurt Verceauteren이 그들이다. FAO는 기술 검토와 

편집, 레이아웃 그리고 간행물 인쇄와 배포를 담당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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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사

아프리카돼지열병(African swine fever, ASF)은 멧돼지과(Suidae) 멧돼지속의 집돼지와 멧돼지가 감염될 경우 고

열을 동반한 출혈성 질병을 나타내며, 돼지들 사이에서 높은 감염률과 치사율을 나타내는 치명적 바이러스성 질

병이다. ASF 원인 바이러스는 Asfarviridae 목에 속하는 DNA 바이러스로 가열, 건조, 부패, 냉동 등에도 살아남는 

등 높은 환경저항성이 있다. 따라서, 감염된 돼지가 죽더라도 야외 환경에서 바이러스는 약 6개월 동안 살아남을 

수 있어서 한번 발생하면 박멸이 어렵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ASF는 세계동물보건기구(World Organization for 

Animal Health, OIE)에서 질병발생 사실을 즉시 보고해야하는 질병(terrestrial animal health code, 육상동물위

생규약)으로 규정, 관리하는 중요 질병이며, 우리나라에서도 가축전염병예방법상 제1종 법정전염병으로 지정하

여 관리하고 있다.

이 질병은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아프리카 케냐에서 1920년대에 처음 발견된 질병으로 아프리카 지역의 풍

토병으로 알려져 있었다. 그러나 2007년 유럽 조지아에 유입된 이래 집돼지 및 야생의 멧돼지 개체군에 널리 전

파되어 다수의 동유럽 국가에서는 풍토병으로 남아있으며, 이후 아시아 지역까지 전파되어 ASF가 전파된 다수

의 국가들의 양돈 산업에 막대한 피해를 끼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19년 9월 17일 경기도 파주 양돈농가에서 ASF가 최초 발생하였고, 멧돼지에서는 2019년 

10월 2일 비무장지대에서 사체로 발견된 것이 최초 검출이다. 이후 2020년 3월 말까지 14개 양돈농가 및 멧돼

지 개체군에서 470여건이 검출되고 있으며, 주요 검출지역은 경기북부(파주, 연천, 포천) 및 강원도 철원 및 화천 

일대다.

현재로서는 ASF에 대한 백신이나 치료제가 없기 때문에, 국경 검역을 철저하게 시행하여야 하며, 국내 유입 

이후에는 양돈농가 및 멧돼지 개체군에 대한 광범위한 차단 방역 및 예찰이 가장 중요하다. 유럽 국가들의 ASF 

방역 사례를 통하여 볼 때, ASF 전파는 1) 감염 축산물의 무분별한 유통과 2) 멧돼지와 차단방역 수준이 낮은 양

돈농가와의 상호작용이 매우 중요한 영향인자로 작용한다. 따라서 멧돼지 생태 및 ASF 특성, 그리고 이 둘의 상

호작용에 대한 이해는 ASF의 성공적 방역 및 박멸을 위한 필수요소다.

현재 국립생태원에서는 멧돼지 개체군에 의한 ASF 전파를 효과적으로 막기 위하여, 원내 수의사와 생태학

자 등 야생동물 전문가로 구성된 아프리카돼지열병 T/F를 구성하고, 외부전문가와 함께 민관(民官) 전문가 대응

팀을 꾸려서 현장 집중예찰에서부터 검사시료 확보와 검사기관 제공 및 정부 대응방안 수립 자문에 이르기까지 

ASF 발생초기부터 신속하게 대응해 나가고 있다. 또한 기관 간 협업을 통하여 광역 울타리를 설치하고 ASF 바이

러스의 전국 확산을 차단하고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현장 일선에서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나아가, 효과적인 ASF 방역을 위하여 국립생태원에서는 본 간행물을 원내외 전문가들과 함께 번역출판하

게 되었다. 본 간행물은 동물 생산과 건강에 관하여 발간한 22번째 매뉴얼로서, 유엔식량농업기구(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of the United Nations, FAO)가 세계동물보건기구(OIE), 유럽위원회(EC)와 함께 발간



x

하였으며, 멧돼지 생태 및 ASF 질병 개괄, 차단방역, 역학분석 방법 및 해외 ASF 관리 사례 소개 등을 담고 있다. 

본 간행물은 질병전문가 뿐만 아니라 멧돼지의 ASF 국가 방역을 위하여 현장 방역 일선에서 땀 흘리고 있는 생

태학자, 행정기관인 지자체 공무원, 질병 진단을 위하여 노력하는 검사기관 등에서 ASF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지침서가 될 것이다.

최근,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COVID-19),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 등 신

종 감염병이 세계 여러 국가에 전파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공중보건학상 주요 신종 감

염병은 대부분 야생동물에서 유래한 질병이므로, 야생동물 질병에 대한 질병학적 및 생태학적 이해가 절실한 시

점이며, ASF도 이런 질병 중 하나다.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야생동물 유래 바이러스성 신종 질병에 대한 국민

적 관심도가 높은 만큼, 본 번역간행물을 통하여 야생동물 질병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2020. 4.

국립생태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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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입

아프리카돼지열병은 2007년 코카서스 지역에 유입된 후 현재 동유럽 및 북유럽의 여러 국가들로 확

산되었다. 2018년 아프리카돼지열병에 의한 이 위기상황은 아시아 지역까지 확장되었다. 이 대규모 

유행병은 첫 발생 유입지인 조지아로부터 수 천㎞를 이동하였으며 집돼지군에서 토착화한 것에 더

해 결국 멧돼지 개체군에까지 침입하였다. 유럽에서 2014-2015년 동안 자연 서식지 내에서 순환

하던 바이러스는 자가 지속가능한 역학 사이클로 발전하였다. 현재 아프리카돼지열병은 여러 국가들

의 멧돼지 개체군에서 토착화되었으며 유럽 내 그 분포를 지속적으로 넓혀가고 있다. 수의당국에게 

아프리카돼지열병의 야생 유행형을 관리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로, 이는 질병의 역학자체가 매우 

복잡하고, 담당 인력들이 이러한 경우에 대한 사전 경험이 부족하며, 문제가 발생하는 지리적인 규모

자체가 전례 없이 넓고, 그 특성상 국경과 부처의 경계를 뛰어넘기 때문이다. 

이 간행물은 발트 해 연안과 동부유럽의 아프리카돼지열병 상설 전문가 그룹이 제시하는 바를 기

본으로 작성하였다. 이 그룹은 무국경성 동물 질병에 대한 혁신 관리 국제체제라는 더 넓은 기구 하

에,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한 국가들 간의 긴밀한 협력을 도모하고 이를 기반으로 발트해 연안 및 

동부유럽 국가들이 지역적으로 더 협력적이고 조화로운 접근으로 질병을 관리할 수 있게 하고자 한

다. 2017년 9월 20-21일, 몰도바 치시나우에서 열렸던 아프리카돼지열병 상설 전문가 그룹 여덟번

째 미팅에서, 세계동물보건기구와 식량농업기구, 그리고 유럽 연합은 아프리카돼지열병과 관련, 수

렵 관리와 차단방역(biosecurity, 이하 차단방역) 그리고 멧돼지 폐사체 폐기 처분에 관한, 기술적이

고 현실적으로 적용 가능한 개요서를 준비하는데 협력하기로 결정하였다. 

이 간행물의 목적은 유럽 북동부에 서식하는 멧돼지에서의 아프리카돼지열병 생태에 대한, 증거

에 기반을 둔 제반 정보를 제공하는데 있다. 이는 적용 가능한 다양한 관리 및 차단방역 방법들을 간

단하게나마 설명함으로써, 이 해외전염병의 영향을 광범위하게 받고 있는 국가들이 좀 더 일관성 있

고, 협력적이며 포괄적인 방식으로 어려움에 대응할 수 있게 돕고자 한다. 이 간행물을, 결코 멧돼지

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을 박멸할 수 있는, 결정된 해결책을 제공하는 권위적인 매뉴얼로 취급해서는 

안 된다. 이 간행물에서 서술하고 있는 사실들, 관찰 그리고 접근 방식들은 각 수의당국, 야생동물 관

리/보전 당국, 수렵인들, 농가들 그리고 대중들에게 이 신종 질병의 복잡성에 대해 알리고, 따라서 이

를 예방하고 통제하기 위해서는 매우 현명한 계획과 신중한 조정과정들이 필요함을 알리기 위한 의

도를 담고 있다. 

이제는 북부와 동부 유럽 생태계로 광범위하게 퍼진 아프리카돼지열병의 위험을 줄이고 그에 의

한 부정적인 영향들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밀접하고 지속적인, 부처를 넘나드는 협력이 필수적이다. 

수의당국, 산림 및 야생동물 관리 기관, 자연보전 및 수렵 담당기구, 단체 및 모임 등 모두에게는 질병 

관리에 있어 각 단체와 밀접한 각각의 내용들을 알려야하는데, 이러한 내용들은 각 기관/단체들이 당

장 담당할 수 있는 능력 또는 기존의 책임업무를 넘는 일인 경우도 있다. 따라서 이 간행물은 농림, 산

림 및 수렵 등의 부처에서 국가적 또는 지역적 단위로 멧돼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을 관리하고 그 

부정적인 영향을 감소시키는 결정을 하거나 실질적인 업무에 참여하는 광범위한 사람들을 주요 독

자층으로 하고자 한다. 



2 멧돼지의 아프리카돼지열병 생태와 방역

이 간행물에서 제공하는 정보나 사례들의 대부분은 의도적으로 그 지역을 북동부 유럽 국가들로 

한정지었다. 이 국가들은 환경적으로, 농업 생태적으로, 야생동물 관리 면에서 유사하며, 공통적으로 

최근 몇 년 전에 발생하기 시작한 아프리카돼지열병의 야생 전염 사이클을 경험하고 있다. 여전히 유

럽에서의 역학 상황은 역동적이며 멧돼지에서의 아프리카돼지열병 역학에 대한 지식은 여전히 갈 

길이 멀기 때문에 이 간행물은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여 새로운 발견, 경험 그리고 배운 점들을 다룰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 간행물은 총 일곱 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 번째는 현재 상황에서 전문가 및 연구자들이 

이해하고 있는 멧돼지에서의 아프리카돼지열병 역학 사이클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이는 유럽 북동

부지역의 생태계 내에서 해당 바이러스가 순환하면서 연관될 수 있는 주요 위험상황들에 대한 구체

적인 설명을 하고 있다. 2장과 3장은 흔히 아프리카돼지열병 관련, 멧돼지 생태 및 개체군 관리에 대

해 자주 언급되는 질문과 사안들(어떤 것들은 논란의 대상이 되기도 하는)에 대해 간략하게 다루고 

있다. 4, 5장은 수렵장 단위에서 실질적으로 적용할 것을 제안하는 차단방역 수칙 필수요인들에 대

한 자세한 설명을 하고 있다. 

이러한 요인들은 현재 야생동물성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유행하고 있는 북동부 유럽 국가들의 경

험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이 간행물의 6장에서는 자료 수집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 이는 우

리가 질병의 진화 및 지리적인 확장에 의해 나타나는 질병 역학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 현장에서 관

찰하는 것들을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기록할 필요를 강조하고 있다. 마지막 장에서는 위험 소통전

략과 접근 방법들을 다루고 있다. 이는 멧돼지에서의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산함에 따라 나타나는 

복합적인 문제들에 대응하기 위해 부처를 넘나드는 이해관계자들과 효율적으로 협력하는데 매우 핵

심적이다. 각 장은 다루고자 하는 내용을 한 문단으로 간략하게 요약하는 내용으로 시작되며 마지막

은 각 장의 내용 중 기억해야할 주요 요약 포인트들을 정리하면서 끝맺음을 하고 있다. 더욱 심도 있

는 정보와 관련 연구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간행물들을 보고자하는 이들을 위해 참고문헌 목록 또

한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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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혹멧돼지로부터 멧돼지까지 : 아프리카에서 유럽으로 향하는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 전염 사이클의 적응 변화

1형 사이클: 자연적 아프리카 야생 사이클, 2형 사이클: 진드기가 개입된 인위적 사이클(아프리카와 이베리아 반도), 3형 사이클: 완전한 인위적 

사이클(서아프리카, 동유럽과 사르디니아 섬), 4형 사이클 : 멧돼지-서식지 사이클(북동유럽, 2014년부터 현재까지).

출처 : Chenais 등, 2018 

1장

멧돼지 개체군에서의 아프리카돼지열병 역학

유럽의 아프리카돼지열병 역학 사이클(Epidemiological cycles)과 그 지리적 분포

아프리카돼지열병은 돼지가 걸리는 질병으로, 본래 사하라 이남의 아프리카지역에서 Ornithodoros

속에 속하는 진드기와 혹멧돼지(Phacochoerus africanus)의 생태적 지위(ecological niche; 역자 주-

서식지 환경 내에서 특정 종의 먹이, 번식 행동, 행동 양상, 생태계 내 다양한 생물/무생물 환경요인들

과의 상호작용 등을 통해 결정되는 생태적 역할과 생태계 내 위치)와 연관이 있다. 자연 상태에서 굴

을 함께 쓰는 혹멧돼지와 진드기는 바이러스의 전염 사이클을 오랜 기간 동안 유지할 수 있다. 이는 

안정적으로 구성된 자연 숙주–전파자(vector)–병원체 체계(system)고, 이른바 “아프리카돼지열병 야

생 전염 사이클”로 부르며(Penrith and Vosloo, 2009) 이는 아프리카 대륙 일부에 제한적으로 분포

해있었다. 혹멧돼지는 자연적으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ASFV)에 대한 저항성을 갖고 있는 종

으로, 일반적으로는 임상적 질병으로 나타나지 않는다. 혹멧돼지들은 어린 시기에 감염되며, 평생 면

역을 획득한다. 

Vittorio Guberti와 Sergei Khomenko

본 장에서는 북유럽에 서식하는 멧돼지 개체군에서의 아프리카돼지열병

(ASF) 역학에 대해 서술하고자 한다. 바이러스-생태계의 가장 성공적인 

결정요인(determinants)에 중점을 두는 것을 목표로 한다. 또한 이 질병

이 아프리카에서 북유럽까지 오는 과정에서 그 전염 사이클(transmission 

cycles)이 어떻게 진화해왔는지를 간략히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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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1
조지아의 자유방목 돼지들이 쓰레기통 옆에서 먹이를 먹고 있다. 집돼지에서 질병이 확산되는 주요 기전 중 하나를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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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에서 이 바이러스는 더 인위적인 발생 사이클로 변해가는 경향을 보여 왔다(그림 1, 사이

클 2). Ornithodoros 진드기의 산발적 관여와 더불어, 이제는 혹멧돼지가 아닌 집돼지들이 질병의 역

학적인 보유 숙주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과거에 이러한 종류의 전염 사이클이 이베리아 반

도에서도 보고된 바가 있었다. 늘어나는 인구와 집돼지 개체수로 인해 그와 똑같은 상황이 이제 아프

리카에서도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아프리카돼지열병은 이전에 자연적으로는 발생하지 않았던 지역

으로까지 확산되었다. 이렇게 새로운 지역에서의 아프리카돼지열병 전염 사이클은 더 이상 진드기

나 혹멧돼지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그림 1, 사이클 3). 집돼지 간의 바이러스 확산은 인간활동에 의

해 그 확산이 용이해진다. 매매활동에 따른 가축의 이동, 감염육 판매, 돼지 방목 사육은 이러한 아프

리카돼지열병 전염 체계의 주요 위험요인이다. 아프리카돼지열병 유전형 II 바이러스가 조지아에 처

음 유입된 2007년을 기점으로, 순수하게 집돼지로만 이루어진 사이클이 코카서스 지역에서도 나타

나기 시작했다(EFSA, 2010a; 2015). 이후 아프리카돼지열병은 주로 집돼지를 통해 북쪽으로 확산

되었는데, 코카서스 주변 국가에서 러시아연방, 벨라루스, 우크라이나, 그리고 다른 유럽 국가들로 이

동하였다(Gogin 등, 2013; 그림 2와 3). 

유라시아 대륙을 순환하는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의 특징 

아프리카돼지열병은 Asfarviridae과에 속하는 DNA 바이러스가 일으킨다. 이 바이러스는 Suidae 과

에 속한 종들에만 영향을 끼친다. 유럽에서 유일하게 감수성이 있는 종은 집돼지와 멧돼지다. 집돼지

와 멧돼지는 비슷한 임상증상과 비슷한 치사율을 보인다. 아프리카에서는 총 23개 바이러스 유전형

이 순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유럽에서는 그중 2가지 유전형만이 현재 발병하고 있다. 유

전형 II는 2007년부터 동부유럽에서 급속도로 확산중인 반면, 유전형 I은 사르디니아, 이탈리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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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동유럽 내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의 지리적 확산과 해당 지역 내 토착화를 유지할 수 있게 하는 복합

적인 역학 요인 및 전염 경로(그림 1의 3형 및 4형 사이클)

아프리카돼지열병

뒷마당 사육

농장 멧돼지

역학과 전파 경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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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2008-2018.3까지의 세계동물보건기구 공식 보고 자료

그림 3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지역의 지리적 정보

유전형  (사르디니아, 이탈리아)

유전형  (사르디니아, 이탈리아) 유전형  (사르디니아, 이탈리아)

유전형
(나머지 유라시아 지역)

유전형
(나머지 유라시아 지역)

유전형 (나머지 유라시아 지역)

ASF 검출지점

ASF 검출지점
(멧돼지)

ASF 검출지점
(집돼지)

유라시아

멧돼지 집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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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보고되었다(Gabriel 등, 2011). 최근 유전형 II 바이러스가 중국으로 유입되어 전국으로 확산되었

으며, 2018년부터 2019년까지 몽골, 베트남, 캄보디아 그리고, 그 주변국으로 발생범위가 넓어졌

다. 현재 유럽과 아시아를 순환하고 있는 유전형 II 바이러스는 감염 시 집돼지와 멧돼지를 가리지 않

고 매우 높은 치사율을 보이고 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의 유전적 구조는 상당히 안정적이

기 때문에 분자 역학을 이용하여 바이러스 기원을 추적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역자 주: 안정적인 

구조로 인해 바이러스의 유전적 변이가 적기 때문에 유전자 서열을 이용하여 시공간적 동태를 파악

하기 어려움).

 

환경저항성 

병원체의 극도로 높은 환경 저항성이라는 특질은, 양돈업계와 야생 멧돼지 개체군 모두에서 아프리

카돼지열병의 역학을 이해하고 이를 관리하기 위한 적절한 방법을 강구하는데 핵심적이다. 바이러스 

확산에 기여하는 다양한 매개물/매개체의 잠재력에 대해 현재 알려진 정보는 글상자 1에서 살펴볼 

수 있다.

아프리카돼지열병에 감염된 모든 멧돼지 개체군 내에서, 각 개체는 질병 확산이라는 역학적 

기능에 따라 5가지 범주로 나눌 수 있으며, 수렵인들은 이들을 만나고 상호작용하게 될 것이다.  

그 다섯 개 범주들은 각각 다음과 같다:

감염 가능 개체: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에 감염된 적 없는, 따라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

스에 감수성이 있는 모든 건강한 개체. 이러한 개체들은 일반적으로 멧돼지 개체군의 가장 높은 비율

을 차지하고 있다. 멧돼지들의 번식, 폐사는 주로 수렵활동에 의해 변화하기 때문에 감염에 감수성이 

있는 개체수 또한 시기에 따라 변한다. 추가적으로 포식, 기아, 질병 또한 멧돼지 번식과 폐사에 영향

을 미칠 수 있는 요인들이다. 

잠복기 개체: 감염되었지만, 아직 질병의 임상증상을 보이지 않는 개체. 잠복기 개체는 질병의 명

백한 증상이 나타나기 전까지 며칠정도(그러나 일반적으로 하루) 바이러스를 확산시킬 수 있다. 잠복

기 개체수는 일반적으로 매우 적으며(일반적으로 2% 미만) 바이러스 개체군 내 침투단계, 계절, 및 

기타 요인들에 따라 달라진다. 수렵한 멧돼지가 잠복기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유일한 방법은 시료를 

수집하여 실험실에서 검사하는 방법뿐이다; 양성 개체는 안전하게 폐기해야한다.

감염 개체: 임상 증상을 보이는 멧돼지, 또는 사살했을 때 건강해보였으나 바이러스 양성으로 판

정된 멧돼지가 포함된다. 실험 결과에 따르면 감염된 멧돼지는 폐사 전까지 약 4일에서 9일간 임상

증상을 보였다(Nurmoja 등, 2017a); 질병에 걸린 개체 중 90에서 95%가 폐사했다(Pietchmann 등, 

2015); Nurmoja 등, 2017a). 임상 증상은 질병 특이적이지 않으며, 그저 해당 멧돼지가 어딘가 안 

좋다는 정도로만 의심해볼 수 있는 비정상적 행동들(도주반응 소실, 후지 진전, 탈진 등)만 나타난다. 

수렵한 개체들에서의 평균적인 바이러스 유병률은 0.5%에서 2.5%로 나타난다. 하지만, 지역 내 시

료수집 전략이나 특이적인 역학적 상황에 따라 그 비율은 더 높아질 수 있다(예 – 에스토니아 남부 지

역 13.7%, Murmoja 등, 2017b). 멧돼지 개체군에서 실제 바이러스 양성률을 수렵량으로 예측하는 

경우, 그 수가 과소평가될 수 있다. 왜냐하면 병든 멧돼지들은 일반적인 습성의 변화, 식욕 감소, 영역 

내(사람이) 접근하기 어려운 곳으로 이동하는 등 기존의 예측 가능하던 행동에서 벗어난 모습을 보이

며, 이로 인해 쉽게 잡히지 않는다. 멧돼지가 아프리카돼지열병 또는 다른 병원체에 감염됐는지의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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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그리고 그에 따라 해당 멧돼지 폐기 가능 여부를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실험실 검사뿐이다. 또

한 병든 멧돼지들은 차량에 충돌할 가능성이 더욱 커지며, 포식당하기도 쉬워진다. 따라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감염지역 또는 위험지역에서 차량사고로 폐사한 모든 멧돼지들에 대해서는 아프리카돼지

열병 검사를 진행해야 한다. 

혈청양성 개체: 이들은 질병을 겪고 살아남아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 항체를 만들어낸 개체

들이다. 항체는 감염 후 10일 뒤에 탐지가 가능하다(Nurmoja 등, 2017a). 감염 지역 내에서, 전체 수

렵량 중 혈청양성 멧돼지 비율은 0.5에서 2% 정도로 나타난다; 하지만 혈청 양성 수는 해당 지역 내

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가 지속해 온 기간과 상관관계에 있다. 따라서 혈청학적 유병률이 

증가하는 것은 바이러스 치사율이 감소했다기보다는 해당 질병의 풍토성 안정화 상태를 나타낸다. 

아프리카돼지열병 항체는 바이러스를 중화시키지 않는다; 따라서 이 개체들도 아프리카돼지열병 바

이러스에 감염 감수성을 갖는다. 다만, 이러한 개체 감염이 어떻게 발현되는지, 감염 개체의 바이러

스 배출량이나 감염 지속기간 등에 대해서는 아직 알려진 바가 없다.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의 

유전형 I과 II 감염에서 살아남은 혈청양성 개체들이 장기간 바이러스 확산자가 된다는 증거는 없다

(Nurmoja 등, 2017a; Petrov 등, 2018). 또한 이 개체들이 감염 후 50~96일간 바이러스를 감수성 

있는 개체에게 확산시킬 수 있다는 증거도 없다(Nurmoja 등, 2017a). 하지만 혈청양성 개체의 림프

절에서 바이러스가 생존 가능하다고 알려졌다(EFSA, 2010a); 그러므로 혈청양성 개체는 반드시 바

이러스 양성 개체로 간주해야 하며, 수렵 후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 검사결과가 양성으로 나올 

때는 반드시 안전하게 폐기 처리해야 한다.

폐사체: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에 감염된 멧돼지는 대부분(90~95%) 폐사하여 환경 내에 장

시간 남아있으며 다른 돼지로의 중요한 감염원 역할을 한다. 수렵인 등이 발견하는 폐사체는 아프리

카돼지열병 비발생 지역에서 질병을 발견하는 가장 흔한 방법이다. 발견된 모든 멧돼지 폐사체는 숲

에서 옮겨 안전하게 폐기 처리해야 할 뿐만 아니라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나 다른 병원체가 있

는지 검사해야 한다. 물론 모든 멧돼지 개체군에서 일정비율의 개체들은 항상 자연적으로 죽는다

(Keuling 등, 2013).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상황에서는 폐사체 수가 상당량 증가하는데, 이는 바이

러스 유입 또는, 더 많은 경우, 이미 질병이 유행하고 있다는 신호다. 유럽에서는 아프리카돼지열병 

감염 폐사체 발견수가 겨울과 늦봄 또는 초여름에 증가하는 반면, 감염되어 죽은 개체와 폐사체 비율

은 7월에서 8월까지 최고치를 보인다. 질병 전염 사이클과 개체군 동태의 양상과 함께, 기후와 계절

적 요인들은 폐사체 부패와 폐사체 발견 가능성에 미치는 누적된 영향을 보여준다.

감염 경로들과 관련 기전

직접 수평 전파

다른 많은 동물의 감염병에서 그렇듯, 동일 집단 혹은 다른 집단 멧돼지 개체들의 물리적 접촉은 감

염 개체와 감수성 있는 개체간 바이러스가 전염되기 좋은 경로다. 상대적 멧돼지 개체군 밀도가 높은 

상황에서, 예컨대 질병이 없던 개체군으로 바이러스가 처음 유입되는 경우, 직접 수평 전파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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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상자 1

아프리카돼지열병 2차 전파에 있어 다양한 

생물체/비생물체들의 역할 

구강-비강 분비물

바이러스는 감염동물의 비강과 구강 분비물 모두에 

존재하며, 혈액에 나타나거나 임상증상이 발현되기 

전에 검출될 수 있다. 이 경로로 배출되는 바이러스 

양은 상대적으로 적지만 새로운 감염을 일으키는 

데는 충분하다. 구강-비강 분비액에서 바이러스가 

배출되는 것은 단 며칠 정도고(2-4일), 반감기는 알

려져 있지 않다. 구강-비강의 분비액은 직접 접촉을 

통한 감염 확산과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

혈액

바이러스는 멧돼지가 노출된 지 2~5일(평균 3일) 

후에 해당 감염 멧돼지의 혈액에서 검출된다. 바이

러스는 임상증상이 발현되기 시작과 동시에 혈액에

서 검출된다. 바이러스는 혈액에서 대량으로 배출

되며, 실온에서는 15주, 4℃에서 수개월간, 영하에

서는 무기한 생존할 수 있다. 혈액으로 오염된 토양, 

수렵장 및 도구(칼, 피복, 감염된 수렵 동물 운송차

량) 등은 바이러스가 해당 지역에 존속하고 더 멀리 

확산되는 주요 전파원으로 작용한다.

생육(날고기)

바이러스는 질병에 걸린 동물 고기에도 존재한다. 

바이러스는 부패에 대한 저항성이 있기 때문에 고

기와 내장에서 3개월 이상 생존할 수 있다. 건조된 

고기와 지방에서는 거의 1년 동안 감염력을 유지하

며, 냉동 고기에서는 무기한 생존한다. 

또한, 고기는 바이러스의 지역적 존속과 추가확산

에 주요 전파원으로 작용한다. 감염된 멧돼지의 냉

동 고기에서 바이러스 수년간 생존함으로써, 새로운 

유행병의 발생 원인이 될 가능성이 높다.

폐사체

고기에서와 마찬가지로, 바이러스는 주변 기온에 따

라 매우 장기간 폐사체 전체에 생존할 수 있다. 냉동

된 폐사체에서는 감염성 바이러스가 수개월간 생존

할 수 있으며, 이는 살아있는 숙주가 일시적으로 사

라졌음에도 불구하고 곧 병원체가 겨울을 버티고, 

이듬해 봄, 폐사체가 해동된 후 다른 감수성 있는 개

체와의 접촉을 통해 새로운 전염 사이클을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멧돼지 사이클’ 속에서, 

바이러스가 멧돼지 폐사체에서 생존하는 것은 바

이러스의 자연사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

는 바이러스가 숙주 개체보다 더 오래 살아남는다

는 것을 의미한다. 감염된 멧돼지가 죽은 후에도, 바

이러스는 폐사체에 남아 장기간 감염성을 유지한다. 

이러한 역학 체계에서, 자연환경 내 폐사체를 안전

하게 제거하고 폐기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질병 관

리 방법으로, 이를 시행하지 않고서는 멧돼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박멸은 불가능하다.

내부 장기 및 사체 폐기물

내장 및 사체 폐기물 내의 바이러스 생존율은 폐사

체에서와 유사하다. 감염된 동물을 야외에서 해체할 

때 내부 장기(내장, 가죽, 머리, 신체일부 등)는 중요

한 바이러스 제공원이 된다. 특히 수렵활동이 활발한 

겨울, 적절히 폐기하지 않은 내부 장기 및 사체 폐기

물들은 2차 감염과 질병 확산의 위험을 증가시킨다.

배설물(똥과 오줌)

배설물 모두 감염성이 있고, 바이러스의 반감기는 

주변 온도에 의해 결정된다.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

러스는 똥보다 오줌에서 더 오래 생존한다. 오줌에

서 반감기는 4℃에서 15일, 21℃에서 3일로 나타난

다. 똥에서 바이러스 반감기는 4℃에서 8일, 21℃에

서 5일이며, 바이러스 DNA는 2~4년 간 검출이 가

능하다(de Carvalho Ferreira 등 2014). 바이러스 

반감기는 똥과 오줌에 대량 존재하는 세균이 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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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효소(프로테아제, 리파아제)에 의해 강하게 영향

을 받는다; 결과적으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활발히 

순환하는 숲에서 정확한 생존시간은 실험실 조건에

서 얻어진 추정치와 충분히 비교가능하지 않다. 그

러나 감염된 배설물에 의해 심하게 오염된 지역 내

에서의 바이러스 2차 확산 위험은 오염된 장화, 차

량 타이어 또는 수렵도구 등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많은 동물이 출현하는 인공먹이급여지에서는 

감염된 배설물에 의해 2차 감염률이 증가될 수 있다.

토양

감염 멧돼지 폐사체 제거 후 해당 지점의 토양에서 

바이러스 DNA를 검출한 바 있다. 폐사체를 제거한 

후에도, 폐사체가 있던 토양은 오염된 상태다. 질병 

전파 위험 요인으로서의 오염토 역할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토질 및 생태 조건에서 바이러스 

생존(살아있는 바이러스의 지속도)에 대한 추가 연

구가 필요하다.

시식성 곤충류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가 감염 폐사체를 먹는 

시식성 곤충류(성충 또는 유충기) 안에 생존 가능하

다는 가설이 제기된 바 있다. 그러나 금파리(Lucilla 

sericata)와 붉은뺨검정파리(Calliphora vicina)의 구

더기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DNA가 검출되었음에

도 생존 가능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의 존

재가 증명된 바는 없다(EFSA, 2010a; Forth 등 

2018). 바이러스가 기타 시식성 무척추동물에서 감

염성을 유지하는지는 알려져 있지 않다. 그러나 어

찌됐든 시식성 곤충류는 멧돼지 폐사체에 몰려들며, 

이는 감염 폐사체와 감수성 멧돼지 사이의 접촉률

을 증가시킨다.

흡혈성 곤충류와 진드기류

침파리(Stomoxys calcitrans)는 48시간 동안 바이

러스를 옮길 수 있는 바이러스 매개체로 알려져 있

다(Mellor 등 1987). 그러나 유럽에서는 아프리카

돼지열병 전염 사이클에서의 역할을 충분히 조사하

지 않았다. 다른 흡혈성 절지동물의 역할은 불확실

하며 야생에서는 더더욱 그렇다. 아프리카에서 자

연적으로 아프리카돼지열병 전파 순환에 매우 밀접

하게 연관된 물렁진드기속(Ornithodoros) 진드기는 

현재 질병이 발생하고 있는 유럽 대륙에는 서식하

지 않는다.

기타 매개물

바이러스의 환경저항성이 높다는 것은 그 전파가 

다양한 매개물(신발, 피복, 차량, 칼 또는 장비 등 감

염체를 옮길 수 있는 오염된 무생물체 포함)을 통해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음식물/주방 잔반

바이러스의 높은 저항성으로 인해, 열처리가 안 된 

음식물, 예컨대 소시지 또는 햄과 감염동물(돼지, 멧

돼지)과 관련된 음식물 쓰레기는 아프리카돼지열병 

을 옮길 수 있다. 음식물 쓰레기는 아프리카돼지열

병의 장거리 전파를 일으키는 주요 바이러스 전파

원으로 간주하고 있다.

풀과 신선한 채소

감염된 멧돼지는 신선한 채소를 오염시킬 수 있다

(멧돼지들의 옥수수 등 농작물 피해 사례 등). 아프

리카돼지열병이 멧돼지 개체군에서 발생하고 있는 

모든 지역에서는 집돼지에게 먹이로 풀이나 채소를 

급여하는 것은 금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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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된 환경을 통한 국지성 간접 전파

감염 멧돼지 개체군의 서식지들은 폐사 개체들의 잔여물(폐사체 전신 또는, 시식성 동물이 퍼트린 폐

사체의 일부분)로 심각하게 오염되어있을 수 있다; 아프리카돼지열병에-양성인 개체를 수렵하는 과

정에서 주변 환경에 흘렸거나 버린 감염 물질(혈액, 고기, 내장), 그리고 감염된 개체들의 배설물(오

줌, 분변). 환경성 전파 기전의 효율성은 연중 시기나 날씨, 그리고 다른 요인에 따라 변할 수 있다.

a) 감염된 폐사체: 감염된 멧돼지(또는 집돼지) 폐사체를 통한 간접 전염은 아프리카돼지열병 역 

 학에서 중심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상자글 2의 첫 번째 연구 결과를 볼 것). 감염된  

 폐사체를 통해, 특히 겨울에, 다른 분비물들에 비해 보다 훨씬 오랫동안(수개월) 바이러스가  

 서식지 내에 잔존할 수 있으며, 바이러스 전염 사이클의 장기간 유지와 관련된 개체군 밀도나  

 접촉빈도 등을 무의미하게 만든다. 특히 여름철에는 첫 번째 부패단계가 지난 폐사체들의 경우  

 다른 동물들을 유인할 수 있다. 이 시기의 폐사체들은 곤충들이 모여들기 좋은 환경을 제공한다.

b) 감염된 개체의 잔여물: 수렵 장소에서 감염된 개체를 해체할 때 수렵인이 버린 부산물들 또한  

 환경 내 바이러스 양을 늘리는 역시 중요 역할을 한다. 오염된 서식지에 사는 감수성 있는 멧돼 

 지는 바이러스에 감염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c) 배설물: 오줌과 분변을 통해 배출된 바이러스는 멧돼지 서식지를 오염시키며, 온도가 낮은, 겨 

 울같이(바이러스 생존에) 유리한 시기에는 감수성 있는 개체에게 전염될 수 있다. 멧돼지 인공 

 먹이급여지 주변에서는 이러한 환경오염의 중요성이 더 높아질 수 있다. 겨울에 정기적인 인공 

 먹이를 먹는 멧돼지들은 행동반경이 줄어들고 인공먹이급여지의 200~300미터 내로 이동해  

 오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경향은, 직접 전파를 일으킬 수 있는 개체간의 접촉률이 높아지는 동 

 시에(직접	수평	전파 참조), 감염 확률이 올라간다.

사람이 연관된 장거리 간접 전염

오염된 고기나, 가죽, 두개골, 송곳니 또는 다른 수렵 전리품 등의 부산물을 통해 사람들은 바이러스

를 장거리로 운반할 수 있다. 이 전파기전은, 바이러스가 집돼지 혹은 멧돼지에서 나왔든 상관없이 

위에서 서술해온 그 어떤 전파경로들보다 훨씬 먼 거리까지 질병을 확산시킬 수 있는 경로(설령 그게 

의도이건 비의도적이건)가 된다. 이처럼 사람이 오염 물질을 통해 바이러스를 퍼뜨리는 행위는, 기존

에 집돼지나 멧돼지에서 질병이 발생한 곳에서부터 멀리 떨어진, 예상하기 어려운 지역에서 질병을 

갑자기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위험하다. 유럽을 포함하여, 외떨어진 지역의 새로운 멧돼지

(그리고 집돼지) 감염을 일으키는 많은 경우들이 있었으며, 그 중 몇 사례는 장기간 지속적인 발병상

황으로 진행되었다(그림 3 참조). 간접 장거리 전파가 질병의 지리적 확산에 기여한 최근 사례들로는  

체코(Zlin district), 폴란드(Warsaw), 헝가리(Heves County)의 지역적 유행과 가장 최근에 일어난 벨

기에 Etalle로의 바이러스 유입 등이 있다. 

멧돼지 개체군에서의 전염사슬

아프리카돼지열병에 감염된 적 없던 멧돼지 개체군에 일단 바이러스가 유입되면, 유행병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그 안에서 바이러스가 효과적으로 확산될수록, 멧돼지 개체군은 상대적으로 더 빠르

게 감소할 것이다. 이와 동시에 차단방역 또는 스포츠 목적으로 감염된 개체군에서 수렵을 시행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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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멧돼지 개체수는 훨씬 더 빠르게 감소한다. 개체군 감소의 결과, 종간 접촉의 기회가 줄어들면

서 전염병은 유행성에서 풍토성 단계로 바뀌어 갈 것이다(그림 5).

종종 수렵장 단위에서 바이러스가 사라진 것처럼 보이다가도 몇 개월 내에 다시 나타나는 경우가 

흔하다. 이러한 질병의 재발은 멧돼지가 감염 지역으로 이동하여 감염성 상태의 폐사체에 있던 “휴

면”바이러스와 접촉해 나타났을 가능성이 높다. 흔히 바이러스에 한번 감염된 지역(주로 감염된 폐

사체에 의해)에서 질병은 풍토성으로 남는 경향이 많지만, 개체간의 직접 접촉을 통해 인접한 미감염 

멧돼지 집단으로 확산되기도 한다. 따라서 멧돼지에서의 아프리카돼지열병 역학 사이클은 특정 지역

에서 풍토병으로 지속되는 현상과 동시에 인접한 비발생 지역으로 지속적인 지리적 확산(유행성 파

장)이 발생하는 형태가 혼합되어 나타나는 특징이 있다. 계산을 해봤을 때 북유럽과 동유럽의 일반적

인 멧돼지 개체군 밀도를 기준으로 아프리카돼지열병의 자연적인 지리적 확산은 한 달에 약 1~3㎞

의 속도로 나타나며, 결국 질병의 풍토성 구역은 연간 12~36㎞ 정도로 확장된다(EFSA 2017 및 벨

기에 자료). 감염 지역 간에도 눈에 띄는 차이가 나타나는데, 이는 아마도 지역 간의 멧돼지 밀도, 바

이러스 유입 시기, 질병 관리 방법과 활동 등의 차이에 의한 것이다. 

글상자 2

아프리카돼지열병 역학에 있어 

멧돼지 폐사체의 역할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는 환경에 매우 안정

적이며 감염된 동물의 혈액과 고기를 통해 효율

적으로 전파된다. 이 바이러스는 4℃의 혈액에

서 1년 넘게, 뼈를 제거한 고기에서는 수개월을, 

냉동 사체에서는 수년을 살아남는다(Sanchez-

Vizcaino 등 2009; CFSPH, 2015). 아프리카돼

지열병에 감염된 멧돼지는 보통 감염으로 인해 

죽는다. 이러한 폐사체는 아프리카돼지열병에 감

수성이 있는 멧돼지를 포함한 시식성 동물들에게 

노출된다. 폐사체의 부패 과정은 죽은 동물의 무

게, 계절 및 날씨 조건을 포함한 다양한 요인에 따

라 상당히 달라질 수 있다. 특히 겨울에는 큰 뼈를 

포함한 폐사체가 골화되고 완전히 부패하기까지 

수개월이 걸릴 수 있다. 

그러나 멧돼지 폐사체에 대한 다른 멧돼지들의 

행동, 특히 멧돼지 폐사체를 다른 멧돼지들이 먹

는지 아닌지에 대해 알려진 것은 거의 없다. 현재

까지 야생에서 진행된 연구들 중에, 멧돼지들과 

멧돼지 폐사체간의 상호   작용 양상, 접촉 빈도와 

강도, 잠재적 카니발리즘(cannibalism) 및 이러한 

현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중점적으로 본 

사례는 없다. 그러나 이러한 자료는 아프리카돼지

열병의 존속과 확산을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멧돼지 개체군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토

착화 과정의 역학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 살아있

는 멧돼지와 멧돼지 폐사체 간의 관계에 대한 현

장 자료 확보를 목표로 광범위하게 연구하였다. 

이 연구에서 독일 북동부의 9개 조사 지역에서 야

생 조건의 멧돼지 폐사체 32마리를 활용, 13개월 

동안 카메라 트랩 사진을 이용해 관찰했다(2015

년 10월부터 2016년 10월까지). 온도와 폐사체 

크기에 따라, 완전히 골화되기까지 4일(여름철 어

린 암컷)부터 3개월(겨울철 성체 수컷)까지 다양

한 기간이 걸렸다.

연구기간 동안 조사 지역 전체에서 멧돼지가 다

녀간 횟수는 520번으로 기록되었다. 그 중 약 3

분의 1(189마리)의 경우, 폐사체와 멧돼지간의 

직접 접촉하였으며 겨울에 20건, 여름에 169건

으로 관찰되었다. 대부분의 접촉은 8월(33), 9월

(52) 그리고 10월(54)에 관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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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가까운 형태의 접촉은 폐사체의 냄새를 맡

거나 쿡 찔러보는 것(물린 자국 같은 카니발리즘 

흔적 없이), 드러난 갈비뼈를 씹거나 같은 지점에

서 여러 폐사체가 분해된 후 만들어진 부드러운 

흙을 파헤치는 것이었다. 일반적으로 멧돼지는 연

령과 관계없이 사체 자체보다 폐사체 아래나 주

변의 특정한 흙에 더 관심을 보였다. 특히 어린 개

체들은 눈에 띄게 흥분한 기색(즉, 목털 곤두서기)

을 보였다. 겨울철엔 오로지 어두울 때만 관찰되

었고 같은 날 밤에 동일한 폐사체로 또 돌아오는 

것은 볼 수 없었다. 여름철에는 낮과 밤 모두에 관

찰되었다. 그러나 소수의 경우를 제외하고 멧돼지

들은 폐사체 지점에서 보내는 시간은 대부분 짧

았다(3분 이하). 멧돼지들은 신선한 폐사체에는 

직접 접촉하기를 꺼려했으며, 평균적으로 폐사체

가 약 15일 정도 경과한 뒤에야 직접 접촉을 하는 

모습이 관찰되었다.

연구가 진행된 생태적, 기후적 조건 하에서, 종

내 시식성 행동 또는 카니발리즘의 증거는 없었

다. 그러나 앞에서 언급한 모든 유형의 접촉들 또

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 전파의 위험을 내

포하고 있다고 가정해야 한다.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의 높은 저항성과 

비교적 오랫동안 죽은 멧돼지의 잔여 잔재물이 

환경에 남아있을 수 있다는 점, 이 두 가지 요인은 

서식지를 오염시키고 한 지역에 아프리카돼지열

병 바이러스가 오랫동안-몇 달 또는 수년간- 존속

하는데 막대한 기여를 할 것이다. 따라서 폐사체

를 통한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은 살아있는 감염

성 동물과의 직접 접촉보다 더 중요할 수 있다.

폐사체의 신속한 수색과 제거(또는 해당 지점

에서의 안전한 폐기 및 오염 제거작업)는 멧돼지 

개체군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 전파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조치인 것이다. 동물이 이미 

죽은 후 며칠 후에 늦게 발견 및 제거하더라도, 여

전히 효과적인 질병 관리 조치가 될 수 있다. 그러

므로 환경 내의 오염 및 폐사체의 안전한 제거 방

법을 개발해야한다. 수렵인들은 아프리카돼지열

병 비상조치에 대응할 수 있게 훈련받고 참여해

야한다.

출처: Probst 등, 2017에서 인용

이러한 틀 안에서, 처음 감염이 발생했을 때(질병이 유행단계인 동안)는 개체간의 직접적 바이러

스 전파가 흔한 반면, 질병에 의해 멧돼지 개체군이 감소함에 따라, 전염성 폐사체 및/또는 오염된 서

식지 환경을 통한 간접 전파 방식이 해당 지역 내의 감염성 유지 (풍토성 단계)에 더 중요해진다. 개

체간의 직접 전파는 번식기 후 숙주 개체군 크기가 거의 두 배가 되고, 새로 태어난 개체(2~6개월 

령)들이 서식지를 탐색하고 다니기 시작할 때부터 간헐적으로 높게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행동들은 

종간 접촉률 높이며, 옥수수 밭 등지의 환경에서는 멧돼지 무리의 이합집산의 발생을 높이기도 한다. 

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역학을 보면 멧돼지의 정상 이동 범위를 넘어 바이러스가 장거리 확산

되는 특성을 보이곤 한다(감염	경로들과	관련	기전들	참조). 매우 가끔씩 장거리 이동(예들 들면, 6개

월 동안 약 100㎞; Jerina 등 2014)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멧돼지는 안정적 집단 행동

권이 50㎢을 거의 넘지 않는 정주성 동물(Podgorski 등 2013)이다. 감염력이 있는 멧돼지(잠복기와 

발병 기간)가 바이러스를 확산시키면서 이동 가능한 장거리 이동은 약 5~7일(예를 들면, 분산 시기

의 젊은 수컷 또는 발정기 암컷을 좇는 수컷 성체)정도 밖에 지속되지 못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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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II

VI

IX III

몰이식 수렵

수렵인과 수렵도구

집돼지 사체 폐기

어린 수컷의 확산

폐사체 발생

개체군 동태

마지막 폐사체의
부패 및 다음 세대의
재감염 

성체 수컷의 이동

버섯과 장과류 채집

연속적으로 분포하는 큰 멧돼지 개체군에서 나타나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의 풍토성 전염 사이클과, 해당 지역에서의 지속적인 연중 아프리카돼지

열병 순환 유지 및 꾸준한 지리적 확산을 가능하게 하는 주요 자연적 기전들과 관련 요인들을 보여준다.

참고 : 로마숫자는 년 중의 각 월을 의미함

일주일이라는 기간 동안, 멧돼지가(특히 방해받지 않고 병들어 있을 때) 장거리를 이동할 가능성

은 매우 낮다. 따라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의 장거리 유입은 사람의 활동에 의해 발생하는 것이 가장 확

실하지만, 이는 주로 의도하지 않거나 불법적인 활동(종종 바이러스의 출처 및 전파 기전에 대한 인

식 부족)으로 인해 발생하는 일들인 만큼, 이를 역학적인 증거로 증명하기란 어렵다. 위에서 설명한 

역학 양상은 다양한 요인들에 의해 종종 더 복잡해지는데, 이러한 요인들로는 바이러스 확산에 영향

을 미치는 수렵 활동(예를 들면, 몰이식 수렵, 인공먹이급여 장소 출입, 오염된 내장의 폐기, 비생물 

매개체의 연관) 또는 지역 내의 멧돼지와 접촉할 수 있는 감염된 집돼지, 방목 집돼지나 불법 폐기한 

집돼지 폐사체 등의 존재 등이 포함된다.

 

아프리카돼지열병 역학과 멧돼지 개체군 밀도

현재 질병관리를 위한 대부분의 노력이 개체군 밀도와 크기 감축에 기초하는 만큼, 아프리카돼지열

병 바이러스와 멧돼지 개체군 밀도 간의 관계를 이해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감염병들의 자연

사(Burnet and White, 1972)를 보면 전염성 질병 원인체와 숙주 개체군 사이의 양적 관계를 강조하

고 있다. 감염동물의 개체군 수준에서 감염의 역학은 주요 네 단계, 도입(또는 유입), 침투, 유행, 그리

고 풍토성 지속으로 나뉜다(그림 5). 

유입	단계:	이는 멧돼지 개체군에 질병이 없고 개체들이 감염에 대한 감수성이 있는, 바이러스가 

처음 유입되는 단계다. 유입은 인접한 감염 멧돼지 개체군으로부터 바이러스가 확산되거나 오염 물

질(흔히 인간이 매개하는)을 통해 바이러스가 우연히 방출되어 발생할 수 있다. 유입의 발생 확률은 

지역 멧돼지 개체군 크기나 밀도와는 무관하다.

그림 4 

아프리카돼지열병의 풍토성 전염 사이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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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투	단계: 바이러스가 유입 된 후 감수성 있는 멧돼지 개체군 내에서 최초의 성공적인 확산이 일

어나는 단계다. 감염된 멧돼지가 바이러스를 확산시킬 확률은 감수성이 있은 숙주가 얼마나 있느냐

에 달려 있다. 감수성이 있는 개체들의 수가 많다면 어느 바이러스라 해도 확산할 것이다. 반대로, 감

염에 대한 감수성이 있는 숙주가 없으면, 바이러스는 사라질 것이므로, 감염 가능한 숙주의 수와 밀

도는 침투 결과를 결정한다(그림 6.).감염의 역학상, 숙주 개체군 밀도에 의존적인 감염병의 경우, 바

이러스가 성공적으로 개체군에 침투하는데 필요한 감수성 높은 동물의 최소 개체수를 추정할 수 있

다. 이 숫자를 질병전파유지역치밀도(Threshold host density, NT) 라고 한다. 질병전파유지역치밀

도는, 감염성 개체가 감염을 전파하기 위해 감수성이 있는 개체를 적시에 만날 수 없는 숙주 개체

군 밀도라고 정의할 수 있다(Anderson and May, 1991; Lloyd-Smith 등 2005)(역자 주: 질병전파

유지역치밀도는 감수성 있는 숙주 개체군 내로 질병이 유입된 후, 연속적으로 전파되어 성공적으로 

침투 및 확산하는데 필요한 숙주 개체군 밀도라고 볼 수 있다). 질병전파유지역치밀도 값은 주로 바

이러스 특성에 의해 결정된다는 점이 중요하다. 해당 수치의 실제 활용이 유효한 것은 감염의 초기 

확산(즉, 침투 단계) 시기로 제한되며 유행성 또는 풍토성 상황에는 적용하지 않는다(Deredec and 

Courtchamp, 2003; Lloyd-Smith 등, 2005). 

질병 관리를 위한 다양한 방법들 중 하나로, 숙주 개체군 밀도를 질병이 유입된 후, 침투와 최종적

인 유행으로 발전할 수 없는 정도의 수준으로 줄이려 시도해볼 수 있다. 질병전파유지역치밀도는 단

순히 개체군 감축시도를 하거나, 또는 질병에 대한 감수성 단계, 각각의 단계(감수성, 감염성, 면역성 

획득)에 속한 동물들을 직접 제거하여 도달할 수 있다. 예방 접종과 면역력 부여 방법은 개체군을 감

축시키는 방법과는 달리, 숙주 개체군의 크기와 밀도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질병에 대한 감수성이 있

그림 5 

멧돼지 개체군 내에서의 가상 사례 속 감염역학 네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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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도표는 매주 발견되는 폐사체의 수적 변화를 통해 네 가지 단계를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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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아프리카돼지열병 감염이 특정 개체군에 유입된 후 나타날 수 있는 네 가지 감염 단계와 두 가지 다른 결과 시나리오

참고 : 해당 개체군 밀도가 질병유지역치밀도보다 높을 때(> Nt)와 낮을 때(< Nt)

유입

침투

유행

토착

< Nt (전파안됨)

유입

> Nt (전파됨)

침투

일

일

는 개체의 수만 줄이는 수단이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의 경우 현재 사용 가능한 백신이 없으므로 개체

군 크기와 밀도를 감소시키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다. 

질병전파유지역치밀도를 추정하는 데 필요한 모든 역학 매개변수 값은 일반적으로 감염된 멧돼

지 개체군의 현장자료 분석을 통해 얻는다. 현재 이러한 자료는 직접 접촉감염과 폐사체 매개 감염, 

이 두 가지 복합 전염기전이 동시에 발생하는 개체군에서 수집하게 된다. 이는 질병전파유지역치밀

도의 수학적 추정을 거의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그 값을 매우 부정확하게 만든다. 질병전파유지

역치밀도의 정확한 값을 계산하는 데 있어 또 다른 제한 요소는, 질병의 영향을 받는 개체군의 크기

에 대한 신뢰할만한 추정치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현재 사용 가능한 수치는 얼마 되지 않으며, 그나

마도,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하지 않은 지역의 개체군에서, 즉각적으로(역자 주: 체계적인 계획 없

이) 조사된 값밖에 없다. 일반적으로, 멧돼지 개체군 크기 자료는 매우 불확실하고, 오차 범위도 알려

지지 않은 비표준화 기법으로 얻어지기 때문에, 실제 개체군 밀도나 크기보다는 경향성을 설명하는 

데만 주로 유용하다.

질병전파유지역치밀도 접근법의 실제 적용은 아프리카돼지열병의 위험에 처한 멧돼지 개체군에

서 예방수단의	하나로서 활용할 수 있다. 질병전파유지역치밀도 중심의 개체군 관리기법을 사용하자

는 논리의 근거는 바이러스 유입을 막을 수는 없더라도, 감수성 있는 멧돼지의 수가 부족하기에 질병

전파유지역치밀도 미만의 개체군에서는 더 이상 질병이 성공적으로 확산되지는 못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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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행	단계:	이는 성공적인 침투를 잇는 다음 단계이다. 이때 숙주 개체군 밀도는 질병전파유지역

치밀도 이상이므로 바이러스는 확산하여 점진적으로 지역의 멧돼지 개체군으로 침투할 수 있다. 유

행 단계는 전형적인 유행곡선으로 표현되며, 그 경사와 넓이는 바이러스와 숙주 개체군 사이의 정량

적 관계에 의해 결정된다. 숙주 개체군의 밀도가 높으면 유행곡선은 가파르고 좁으며 나타나며, 밀도

가 낮으면 경사가 평평하고 넓게 나타난다. 감염성 단계의 개체와 감수성 있는 개체 사이의 접촉 횟

수가 유행곡선의 형태를 결정한다(그림 7,  오른쪽 그래프). 유행 기간 동안, 비질병원폐사율(disease 

independent mortality, DIM)은 질병의 진행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그 질병의 진행 결과를 조절하

는데 활용할 수 있다. 멧돼지에서 가장 일반적인 비질병원폐사율의 원인은 수렵이므로, 이론적으로

는 개체수 또는 감수성이 있는 멧돼지와 감염성 멧돼지와의 접촉률을 줄여줌으로써 감염의 자연적 

전파진행을 줄일 수 있다. 수렵의 주요한 효과는 질병이 유행병에서 풍토병으로의 진화를 가속화하

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이 과정은 비질병원폐사율 없이는 더 오랜 시간이 걸린다(Swinton 등 2002; 

Choisy와 Rohani, 2006). 그러나 번식 또는 주변지역으로부터 개체 유입을 통해 감수성 개체들이 새

로 보충됨에 따라 유행병이 더 장기간 지속될 수 있으므로 이를 고려해야 한다.  개체수를 질병전파

유지역치밀도 미만으로 유지하지 않으면 질병은 다시 유행할 수 있다.

유행 단계에 있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을 관리하는 것은 엄두도 내기 어려울 정도의 일이다. 유행이 

시작될 때 감염된 개체수는 다른 어떤 단계보다 많으며, 멧돼지 개체군 감축을 위한 그 어떤 노력도 

> Nt (전파)

< 질병존속
   군집크기

> 질병존속
   군집크기

개월0 12

토착화

개월0 12

유행성

참고 : 멧돼지 개체수가 질병전파유지역치밀도보다 높을 때 바이러스는 확산된다; 감염된 멧돼지 집단이 질병존속군집크기 이상일 때 감염은 풍토성으로 진화된다. 질병존

속군집크기 이하의 파편화된 소형 집단에서 감염은 자연적으로 소멸하는 반면 파편화되지 않은 대형 집단(질병존속군집크기 이상)에서 바이러스는 토착화 된다.

그림 7

멧돼지 개체군으로의 아프리카돼지열병 유입



18 멧돼지의 아프리카돼지열병 생태와 방역

바이러스 확산 비율을 따라잡기는 어렵다. 유행 단계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성공적 감염사슬을 

이어갈 확률은 특정 시간(t)에 존재하는 감염성 개체(I)의 마릿수에 따라 p=1-(1/R0)It 공식에 의해

(Lloyd-Smith 등 2005) 기하급수적으로 결정되며, 이때 R0는 한 마리의 감염된 멧돼지 개체에 의해 

전염되는 2차 감염개체들의 수다(Anderson과 May, 1991); 유행 단계에서는 감염성 개체수가 많기 

때문에 감염을 박멸할 수 있는 확률은 거의 없다. 

또한 개체군 감축 활동이 감염성 동물만 선택적으로 제거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바꿔 말하면 감

염된 모든 동물들을 총기 포획 및 제거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때 제거하지 않은 감염된 개체들

은 죽은 후 폐사체 형태로 해당 지역을 지속적으로 바이러스로 오염시킬 것이다. 이론과 현장 증거 

모두, 유행 단계에서의 인위적 개입은 감염 지속에 필요한 멧돼지 개체군 회복력을 오히려 향상시킬 

수 있음을 보여준다(Swinton 등 2002; Choisy와 Rohani, 2006). 

또한 대부분의 멧돼지 서식지 내에서 사람이 발견하고 안전하게 폐기하는 폐사체 비율은 매우 낮

기 때문에(<10%)(EFSA, 2015), 여기서 바이러스가 검출되는 시점은 일반적으로 다소 늦은, 이미 침

투가 성공적으로 이뤄진 후 유행하는 단계인 경우가 많다. 실제로 침투 단계(예를 들면, 감염된 폐사

체의 첫 번째 발견)로 생각되었던 것이, 실제로는 해당 지역에 감염된 폐사체가 이미 광범위하게 퍼

진, 소리 없이 진행된 유행의 시작점, 또는 최고점인 경우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염지역에서 

찾아낸 폐사체의 수와 발견 시기는, 감염 진화의 각 단계 구분을 포함하여, 전체 확산 과정을 추적하

는데 있어 유일하게 활용 가능한 자료다.

풍토병	단계: 유행의 정점이 지나고 나면 모든 질병은 풍토성이 되거나 소멸한다. 풍토성으로의 

진화는 숙주 개체군의 밀도(질병전파유지역치밀도에 대해 위에 설명한 바와 같이)에 의해서만 결정

되는 것이 아니라, 숙주의 질병존속군집크기에도 달려 있다. 질병존속군집크기는 ‘밀도’가 아닌 최소 

개체군 ‘크기’의 개념이며, 병원체가 자발적으로 사라질 확률이 50%인 숙주 개체군 크기로 정의한다

(Bailey, 1975; Nasell, 2005).

질병존속군집크기의 값은 병원체와 숙주 종에 따라 다양하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의 경우 주로 멧

돼지 생물학, 특히 개체군의 주요한 개체군 특성(구조 및 변동)에 의해 결정된다. 숙주 개체군이 높은 

번식 회전율, 짧은 수명 및 높은 번식률(멧돼지의 경우)을 가지는 경우, 작은 질병존속군집크기에서

도 유행병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 질병존속군집크기는 수학 공식을 사용하여 추정할 수 

없고 그때그때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다(McCallum 등, 2001). 풍토성 단계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와 멧돼지 개체군은 평형상태에 도달한다. 이때 관리 개입을 통해 이 균

형을 깨뜨리면 개체군을 바이러스 전파가 지속적으로 일어나기에 부적합한 상태로 만듦으로써 아프

리카돼지열병을 박멸할 수 있다. 그러나 멧돼지 개체군의 실제 크기, 분포의 연결성, 개체군의 번식 

회전율, 번식력, 그리고 새로운 개체 보충율과 같은 여러 요인이 감염의 풍토성 유지에 기여한다. 현

재까지, 아프리카돼지열병의 풍토성 전염 사이클에 대한 각 요인의 상대적 영향력은 제대로 평가된 

바가 없다. 또한 지역 내에서 질병 사이클이 유지되는데 감염된 폐사체가 미치는 높은 영향력은 이 

새로운 숙주-병원체-환경으로 이뤄진 아프리카돼지열병 사이클 체계의 전반적인 역학에 대한 이해

를 더더욱 복잡하게 한다. 직관적으로, 감염된 폐사체에서 바이러스가 겨울을 날 가능성 때문에,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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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군 밀도를 내리는 단순한 개체군 감축법으로는 질병을 박멸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멧돼지 밀도

(보통 유행 단계에서 개체군 감축 계획의 목표가 되는)가 충분히 낮은 상태에서, 감염된 폐사체는 아

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의 주요한 역학적 저장소 역할을 할 것이라고 추정해볼 수 있다. 이 경우에, 

질병 사이클에서 멧돼지 밀도의 중요성은 부차적인 것으로 밀려나게 된다. 

이상적으로는, 풍토병 단계에서 즉각적인 수렵 활동과 신속한 폐사체 제거 작업으로 바이러스 박

멸 가능성을 증가시킬 수도 있다. 그러나 흔히 감염된 지역이 광범위한 것을 고려했을 때 이러한 활

동을 적용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그림 4 참조). 이러한 노력들의 실행가능성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다

양한 정량적 자료가 필요하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이러한 자료가 부족하기 때문에, 질병의 성공적 박

멸을 위해 요구되는 수준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기반으로 한 실용적 질병 관리가 어렵다.

핵심 요약 

1.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는 돼지나 진드기의 개입 없이 북동부 유럽에 서식하는 멧돼지 개

체군에서 생존한다.

2.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는 모든 환경에서 높은 저항성을 보이며 낮은 온도는 바이러스의 

생존율을 높인다.

3.  감염은 직·간접 접촉을 통해 확산된다. 감염된 멧돼지의 폐사체는 장기간 바이러스를 생존한 

상태로 유지할 수 있으며, 특히 겨울동안, 이는 감염에 대한 감수성이 있는 멧돼지와의 접촉을 

통해 간접 전염을 일으킨다. 

4.  폐사체의 질병 역학적 역할로 인해, 환경 내에서 폐사체들을 제거해내지 않거나 안전하게 폐

기하지 않는다면, 멧돼지 개체군의 단순 기계적인 감축의 가치는 부차적인 것으로 전락한다. 

바이러스가 멧돼지 없이도 감염된 폐사체에서 유지되기 때문에, 아무리 멧돼지 개체군 밀도

를 극단적으로 낮게 관리한다 하더라도, 감염된 폐사체로 인해 바이러스는 여전히 환경 내에 

존속할 수 있게 된다. 

5.  멧돼지 개체군 크기 및 밀도에 대한 부정확한 추정치와 전파 사이클과 관련된 주요 역학적 매

개변수에 대한 지식 부족으로 인해 질병의 역학을 조절하기 위해 필요한, 감염이 소멸되기 위

해 도달해야하는 개체군 역치 밀도값 그리고 멧돼지의 질병존속크기값 추정이 어려워진다.

6. 개체군 감축 관리법을 적용하고자 할 때는 항상 다음 사항들을 고려해야 한다.

ⅰ. 질병의 유입 단계 발생은 절대 질병이 전파‘될’ 수 있는 개체군이 아닌, 전파‘시킬’ 수 있는 

개체군에 대한 개입과 예방 조치를 통해서만 방지가 가능하다. 

ⅱ. 멧돼지 개체군을 가능한 낮은 밀도로 관리함으로써 질병의 성공적 침투를 방지하거나 최

소화할 수 있으나, 이 방법은 질병이 유입되기 전에 유효하다.

ⅲ. 질병의 유행 단계에는 감염된 멧돼지의 수가 많기 때문에, 개체군 감축으로 질병을 박멸

할 가능성(조금이라도 있다는 가정 하에)은 낮으며, 오히려 바이러스를 지리적으로 더 멀리 

확산시킬 위험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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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풍토성 단계에는 엄격한 차단방역 조치 하에서의 폐사체 제거작업과 병행하는 경우, 가능

한 많은 개체수를 감소시킴으로써 감염병을 박멸할 가능성이 있다. 

ⅴ. 지속적인 수동 예찰(역자 주: 폐사체 수색 및 검사)은 질병의 진화(질병 진행 단계 확인, 지

리적 확산 등)를 이해하기 위한 주요 도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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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돼지열병 관리와 관련된 

멧돼지 생물학 및 개체군 특성

멧돼지 분포는 왜 변하는가?

멧돼지는 대륙의 자연서식지 대부분에 서식하는 토착종이며, 북유럽과 동유럽에서는 주로 과도한 수

렵, 가축과의 경쟁, 혹은 가축화에 의해 부분적으로 절멸되었었다. 역사적으로 볼 때 멧돼지의 분포범

위는 주로 기후 영향에 의해 변동해왔지만(Sludskiy, 1956; Fadeev, 1982), 지난 몇 세기 동안은 인

간의 영향이 가장 크게 작용하고 있다. 동유럽에서 멧돼지 분포범위가 감소했던 가장 최근의 시기는 

1930년대였다(Danilkin, 2002). 그러나 그 후 수십 년에 걸쳐 예전 분포 범위를 다시 회복했으며, 러

시아 일부 지역에서는 화석 기록(fossil records)으로 알려진 영역을 너머까지도 분포가 확장되었다

(그림 8).

멧돼지 분포가 이렇게 성공적으로 회복한 것은 몇 가지 요인들의 긍정적 영향이 누적된 결과다.  

산업형 농업의 엄청난 발달과, 자연환경이 멧돼지에게 유리하게 변화함으로써 이 잡식성 종에게 추

가적인 먹이 자원과 휴식처를 제공했다. 이는 또한 보호활동, 포식자 조절, 겨울철 인공먹이급여를 통

한 대규모 재도입 노력(다른 지역의 개체군 도입도 포함)과도 시기가 일치한다(Danilkin, 2002). 집

돼지와 멧돼지에서 실시한 광범위한 돼지열병(CSF) 예방접종, 밀렵 감소, 적정한 수렵압, 게다가 지

난 20세기 말엽까지 수십 년간 진행된 농촌 인구의 지속적인 감소 또한 멧돼지 개체수 증가에 기여

했다. 온화해진 겨울은 전 유럽에 걸쳐 멧돼지의 생존과 번식을 증가시켜서 그 분포가 확장되고, 개

체수가 늘어나도록 촉진하였다(그림 12). 이러한 요인들의 상대적 기여도는 시기와 장소에 따라 차

이가 났을 수 있지만, 그것들이 누적된 결과 지금, 멧돼지는 북유럽과 동유럽 전역에 성공적으로 다

시 서식하게 되었다. 개체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Massei 등, 2015) 이미 일부 지역에서는 그 수

가 과잉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그림 9).

Sergei Khomenko와 Vittorio Guberti

멧돼지는 유라시아 토종 우제류로, 동유럽에서 과거 분포범위를 회복하고 

있으며, 유럽 대륙 전체에서 그 개체수가 증가하고 있다. 개체군 동태가 아

주 잘 파악된 것은 아니지만, 기후 변화나 인간 활동, 수렵 관리가 개체수의 

두드러진 증가와 관련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들은 많다. 늘어난 멧돼지 

개체군은 다른 많은 문제들과 더불어 가축 질병 전염에 점점 더 관여하고 

있는데, 그 중 가장 우려되는 것 중의 하나가 바로 아프리카돼지열병이다. 

이 장에서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의 관리와 관련된 멧돼지 생물학 및 개체군 

특성(개체군 구조 및 변동)의 몇 가지 측면을 간단히 다루고자 한다. 그리고 

일반적인 수렵 관리(특히 인공먹이급여)가 왜, 그리고 어떻게 멧돼지 개체

군 동태에 영향을 미치고, 멧돼지 개체군 증가와 역학적 중요성에 기여하는

지에 대해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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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0s
1950s
1970s

1980s
2000s

1974s

범례
년도별 분포

그림 8

소비에트연방공화국 멧돼지 지역 분포의 변화

이 지도는 20세기 초 가장 최근 발생한 개체군 축소 양상을 보여준다.

출처: Danilkin, 2002를 재생산한 자료임

멧돼지 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을까?

멧돼지를 지속 가능하게 관리하는 것과 관련된 문제 중 하나는 이들의 개체군 규모를 평가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이다. 비록 대부분 국가들의 공식 수렵 통계자료를 이용할 수 있지만 이 자료의 신뢰성은 

의심스러운 경우가 잦다. 과학자와 관리실무자는 특정 자연구역 또는 서식지 내 멧돼지의 상대적 개

체수를 측정하기 위해 여러 방법을 고안해왔다. 그러나 더 광범위한 규모에서 어디에 적용해도 유사

한 결과를 기대할 수 있고, 모든 상황에 적합하며,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하고 비용 대비 효율적인, 재

현 가능하도록 표준화된 방법은 없다(Engeman 등, 2013). 예를 들어, 적설량이 어느 정도 유지되는 

국가에서는 보정 지수를 적용한 발자국 흔적조사 또는 폐쇄선조사를 2-3회 반복하는 조사방식을 종

종 사용한다. 이러한 방식은 인공먹이급여지에서의 조사, 차량이동조사(특히 눈이 없는 지역) 및 무

인센서카메라 등으로 보완할 수 있다. 그런가하면 상대적인 멧돼지 개체수 측정에 사용가능한 데이

터가 수렵량 통계밖에 없는 국가들도 있다. 기존 개체군 추정치는 국가마다 방법, 시기, 정확성 및 신

뢰성에 따라 다르며 심지어 같은 국가 내에서도 장소에 따라 다르기도 하다. 수렵장 기반 개체군 조

사 자료는 보통 수렵인이나 수렵관리자의 자가신고에 의해 수집된 것이나, 일반적으로 이들은 표준

화된 방법으로 조사하기 위해 적절한 훈련을 받거나 잘 조직화되지 않은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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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모델링 멧돼지 개체군 밀도 지도

이 지도는 2000년부터 2010년까지 공식 수렵량 통계와 개체군 추정치에 기반을 두어 제작하였다

출처: FAO/Targeted research effort on African swine fever (ASFORCE), 2015; Pittiglio 등, 2018 

또한 신뢰할 수 없는 방법들을 혼합하여 수집한 개체군 자료들이 관리 목적으로 뭉뚱그려져 특정 지

역이나 국가의 전반적인 상황에 대한 개략 집계로서 관습적으로 이용하기도 한다. 이러한 통계 집계

자료들은 그냥 개체군 밀도 측정치의 평균(정규분포화 또는 평준화)값만 보여주기 때문에 잘못 해석

하면 굉장히 잘못된 방향으로 결론을 이끌 수도 있다. 이러한 값은 다른 지역 간의 비교를 위한 상대

적인 개체수 값으로 사용될 수는 있겠지만 특정 지역 단위에서 어떤 의사결정이나 관리 방법을 결정

하는 데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러한 이유로, 어떤 방법으로 개체수 조사를 하든, 개체군 데이

터는 가급적 가장 소규모 단위별 개별 수렵장과 같은, 가장 높은 “해상도” 수준에서 개체수 자료를 수

집 및 분석해야 한다. 개체수 자료를 가능한 세밀한 단위로 수집 하는 것은 아프리카돼지열병에 영향 

받는 지역의 멧돼지 개체군에 대한 현실적인 개입방법을 찾기 위한 매우 중요한 전제 조건이다. 수렵

협회는 자신들의 모니터링 방법을 개선하고, 더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고 비교 가능한 개체수 추

정치를 얻기 위해 야생 생물학자들과 야생동물 질병 역학 전문가들을 참여시키도록 해야 한다.

 "너무 많은" 멧돼지라 함은 몇 마리인가?

서식지의 생태적 수용능력은 유럽 대륙에 걸쳐 매우 다양하며 환경 조건에 따라 달라진다. 이는 

또한 고도의 서식지 변화, 계절마다 사용 가능한 농작물의 양, 기후와 날씨 변화양상, 수렵 관리 관행

0,06
0,07 - 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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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폴란드의 멧돼지 개체군 밀도를 시각화하는 다양한 방법

부적절한 공간 단위와 해상도의 자료를 이용하여 제작한 지도는 개체군 조절을 위한 의사결정을 매우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 수 있다.

출처: Polish Statistics Office, EFSA and the Government of Poland, FAO/ASFORCE, 2015

에 따라 더 복잡해진다. 연구에 따르면 자연적으로 멧돼지의 개체수를 제한하는 주요한 요인은 겨

울 온도다(Melis 등, 2006). 겨울이 따뜻할수록 멧돼지 개체수가 더 높고 안정적이다(그림 9와 11). 

보다 건조한 기후에서는 물의 확보가능성이 멧돼지 개체수를 제한하는 또 다른 요인이다(Danilkin, 

2002). 그러나 장기 기후 및 토지 피복 특성은 멧돼지 개체수(그림 11)변화의 약 50%를 설명할 수 

있으며, 나머지는 주로 개체 관리나 먹이자원 가용성 및 지역 기후 조건의 변동과 같은 서식지 내 요

소와 관련이 있다(Pittiglio 등, 2018).

멧돼지의 광범위한 분포와 높은 생태적 적응성으로 인해 유럽 전역에 일괄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이상’적인 적정 멧돼지 표준 밀도나 평균 밀도에 대한 수치는 없다. 멧돼지는 너도밤나무나 참나무처

럼 생산성의 변화가 있는 먹이자원들을 포함, 그때그때 가용한 자원 양을 최대한 활용 할 수 있도록 

적응 진화한 종이다다(Groot Bruinderink 등, 1994; Selva 등, 2014). 멧돼지 수는 해마다 날씨 조건, 

서식지 생산성, 수렵압, 포식 및 질병과 같은 변수에 대응하여 그 개체수가 크게 변동한다(Bieber와 

Ruf, 2005; 그림 13 참조). 해마다 그 밀도 차이가 급격하게 나타나는 현상은 혹독한 기후의 제한을 

심하게 받는 북부권 또는 대륙성 개체군의 특성이다. 유럽 내에서 기후 및 토지 피복이 멧돼지의 상

대적 개체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일반적으로 멧돼지 공간적 개체수 편차의 약 50%를 설

명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Pittiglio 등, 2018). 예상해보면, 이 상관관계를 통해 유럽의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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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멧돼지 개체수 예측 지도

본 예측 지도는 가장 중요한 장기 기후 요인들과 토지 피복 특성에 대한 정보 통계 분석을 통해 예상되는 결과를 보여준다.

참고: 멧돼지 개체수(1㎢ 당 머리수, 번식기 전 장기간의 평균치)

출처: FAO/ASFORCE, 2015; Pittiglio 등, 2018

지역은 특히 멧돼지에 적합할 것으로 예측되는 반면, 다른 지역은 훨씬 더 적은 멧돼지가 서식할 것

이다(그림 11). 멧돼지 개체수는 변화하는 변수로서, 평균 번식 전 개체수의 약 60% 이내의 개체수 

변화는 겨울 기후 조건, 인공먹이급이, 질병 및 수렵압에 따라 발생하는 일반적 현상이다(그림 13 참

조). 예를 들어, 인공 먹이를 급여하지 않고, 안정적인 기후조건에서, 평균 장기 개체군 밀도가 1마리/

㎢일 경우 약 0.7–1.3마리/㎢ 범위 내에서 변동할 것이다. 

그러나 지난 수십 년 동안 대부분의 유럽 전역에서 멧돼지들은 장기적인 개체수 증가 추세를 보여

주고 있다(Massei 등, 2015)

왜 유럽의 모든 곳에서 멧돼지 개체수가 증가하는가?

멧돼지는 자연적 번식률이 매우 높다. 산자수 크기는 다양하며(평균 3마리에서 7마리까지, 때로는 

11마리에서 15마리까지) 모든 유럽 우제류 중에서 가장 크다. 산자수 크기는 주로 연령과 암컷의 신

체 상태에 따라 달라진다. 일반적으로 어린 암컷은 더 적게 낳고 성체 암컷이 더 많이 낳는다. 평균 산

자수는 북유럽과 동유럽에 걸쳐 다양하며, 일반적으로 따뜻한 기후에서 더 많이 낳는다. 산자수는 또

한 매년 다르며, 따뜻한 겨울과 열매가 풍성하게 열리는 해(도토리, 밤과 같은 씨가 많이 열리는 해)에 

더 크다. 이 외에도, 멧돼지는 번식기를 봄철을 훨씬 넘긴 후 까지도 연장할 수 있고, 특히 선호환경의 

마리수 / km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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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들이 충족되는 해에는 연중 내내 번식할 수 있다. 유럽의 일부 지역에서 일부 암컷들은 1년에 2

번 번식하기도 하며, 상당수의 암컷들이 태어난 당 해부터 번식에 참여하는 현상이 많은 유럽 국가들

에서도 점점 더 흔해지고 있다.

비록 어린 멧돼지들의 폐사율도 높지만, 증가된 번식률을 감쇄시키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일부 

동유럽 개체군들의 경우 늑대에 의한 포식이 어느 정도 나타나는 것으로 보이나 서유럽의 대부분에

서는 천적이 없다. 돼지열병이나 결핵(EFSA, 2017)과 같은 질병의 영향을 받지 않는 한, 멧돼지의 

번식력과 생존은 밀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머리수는 늘어나지만 오히려 분산률은 감소하는 것으

로 보인다(Truvé등, 2014). 따라서 유럽전역의 일반적 개체군 밀도를 봤을 때 멧돼지 개체수 증가는 

자기 제한적(self-limiting)이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현재의 스포츠 수렵 수준으로는 거의 통제되지 

않는다(Massei 등, 2015).

최근의 연구결과들에 따르면 유럽의 멧돼지 개체수 증가는 기후 변화의 영향을 강력하게 받는 

반면(Vetter 등, 2015), 기존의 수렵압 수준에는 반응을 나타내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Massei 등. 

2015). 멧돼지 개체수의 증가는 모든 지역에서 점점 더 온화해지는 겨울과 연관된다고 알려져 있지

만(그림 12), 그 증가율은 기후가 추운 지역일수록 더 높았다(Vetter 등, 2015). 바꿔 말하면, 동유럽

의 멧돼지 개체군은 이처럼 온화해진 겨울 날씨를 상대적으로 더 잘 활용했고, 번식기에 이르는 기간

도 더 짧아졌다. 이것이 "북방" 멧돼지가 추위에 더 잘 적응했었기 때문인 것인지, 아니면 인공먹이급

여라는 광범위한 관행과 관련이 있는 것인지는 아직 조사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추운 기후에서 

겨울 동안 먹이를 급여하는 것이 멧돼지 생존율과 번식률을 높일 가능성은 매우 높으며 그렇기 때문

에 개체수 증가 분석에서 이 요인을 고려해야 한다.

인공먹이급여는 어떻게 멧돼지 개체수에 영향을 미치는가

일반적으로 인공먹이급여는 자연 서식지에 있는 야생동물에게 추가로 먹이를 제공한다는 것을 의미

한다. 멧돼지의 경우, 농작물로부터 멀리 떨어지도록 하거나, 수렵을 위해 특정 장소로 유인하거나, 

일 년 내내 또는 계절에 따라 멧돼지에게 필요한 영양분을 지원하는 등, 여러 이유로 인공먹이를 공

급한다. 인공먹이급여는 북유럽과 동유럽 어디에서나 흔히 볼 수 있지만, 이러한 활동을 제대로 문서

화하지 않아왔으며 최근까지 제대로 규제하지 않았다. 연구를 통해 현재 많은 유럽 국가에서 급여하

고 있는 지리적 규모와 먹이양이 과도하며(특히 겨울의 심각성이 지속적으로 감소한다는 관점에서) 

이것이 멧돼지 개체수의 증가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고 밝혀졌다.

그 영향은 동유럽에서 가장 강력한데, 이 지역에서는 이미 오래 전부터 주요 수렵동물 관리방법으

로 겨울철 인공먹이를 공급해왔다. 장기 관찰의 결과, 예를 들어 1890년부터 1980년까지 벨라루스

의 벨로베즈스카야 푸샤에서 수행한 것과 같은(즉, 최근의 기후 온난화가 개체군 동태에 긍정적인 영

향을 미치기 전에), 겨울철 인공적으로 급여하는 먹이는 평균 개체군 밀도를 두 배로 증가시킬 수 있

었음을 알 수 있었다(그림 13).

인공먹이급여는 멧돼지가 아닌 기타 종과, 자연보호구역이나 국립공원과 같은 서식지의 보전에 

심각한 지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많은 국가에서 멧돼지에게 정기적으로 먹이를 공급하는 것은 

멧돼지 개체군의 성장 잠재력을 무제한으로 끌어올림으로써 수익을 창출하고자 하는 상업적 수렵산

업으로 발전했다. 인공먹이급여는 연중 지속적으로 시행될 수 있으며(사진 2와 3), 어떤 경우는 곡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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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겨울철 기온 이상 현상

출처: NASA/GISS/GISTEMP(아래 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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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 뿌리채소뿐만이 아니라, 유통기한이 지나거나 판매 후 남은 식품을 주기도 한다. 어떤 수렵장에

서는 멧돼지들을 먹이고, 이들이 상업적 농작물이나 주거지 정원을 습격하는 것을 막기 위해 감자나 

옥수수 같은 농작물을 재배하기도 한다.

인공먹이급여는 어떻게 아프리카돼지열병의 관리를 어렵게 하는가?

불균형하거나 과도한 인공먹이급여로 인해 나타나는 개체군 관리의 악순환을 일반적으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인공먹이급여는 동물이 자연환경에서는 도달할 수 없는 수준으로 번식 속도가 빨

라지게 한다. 암컷의 영양상태가 좋아지면 개체군 증가속도도 빨라진다. 더 일찍 번식을 시작하고 더 

많은 암컷이 임신하며, 한 배에서 태어나는 새끼의 수가 늘어나고 일반적인 번식기가 아니어도 번식

을 하게 될 것이다. 

암컷의 평균 번식능력은 두 배가 되고 개체군 내 어린 동물의 비율이 상당히 증가할 것이다. 유리

한 환경 조건, 자연환경 내에 먹이가 풍부해지는 결실이 많은 해에 나타나는 개체군 초과 성장은 자

연적으로는 3~4년에 한 번 정도만 일어난다. 하지만 정기적으로 인공먹이급여의 영향을 받는 개체

군에게는 그 ‘좋은 시기’가 매년이 될 수 있다(Groot Bruinderink 등, 1994). 반면 인공먹이급여는 겨

울철 먹이부족으로 인해 나타나는 자연적인 멧돼지 개체수 조절효과를 약화시키거나 완전히 무력화

시킨다. 대부분의 멧돼지 폐사는 겨울철에 자연적으로 발생하며, 이는 겨울의 제한된 먹이량과 연관

이 있다. 수년에 걸쳐 이러한 관행을 유지하면 멧돼지 개체군 밀도는 자연환경의 수용력을 넘어설 정

도로 증가하고 그 결과 멧돼지들은 해당 지역의 주변으로 이주하는 상황이 발생하는데, 종종 이러한 

주변지역은 더 많은 인공먹이를 급여하기에 유입으로 증가한 개체수마저 유지시키곤 한다. 

멧돼지는 곡물, 도토리, 너도밤나무 열매나 다른 기타 먹이자원과 같이 계절에 따라 풍부한 천연 

먹이를 이용한다. 따라서 인공먹이급여의 또 다른 매우 중대한 영향 중 하나는 이로 인해 행동 영역

성 및 개체군 내에서의 사회적 상호작용 양식이 두드러지게 바뀐다는 점이다. 이러한 효과는 특히 냉

사진 2   

루마니아의 겨울철 멧돼지 인공먹이급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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벨라루스의 벨로베트스카야 푸샤 지역(1890-1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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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장기간의 멧돼지 개체군 밀도 및 수렵 마리수 사냥 두수와 인공먹이급여지역 수의 상관관계 

출처: 위 그림은 Danilkin, 2002 자료에 기반; 아래 그림은 Oja 등 2014, 2015 자료에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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랭한 기후대에서 추위가 극심하거나 눈이 오는 기간에 더욱 흔하게 나타난다. 먹이급여지는 다양한 

가족 단위 동물들이 주기적으로 출현하는 장소가 되며, 어떤 개체나 집단은 하루에도 하나 이상의 먹

이급여지를 찾아온다. 이때 먹이급여지를 찾아오는 동물 사이에서 직·간접적인 접촉이 일어나며, 이

는 그들이 동시간대에 먹이를 먹는 집단이건, 같은 장소만 이용하는 집단이건 상관없이 일어난다(그

림 14). 이러한 공간 이용 양식은 특히 겨울에 더욱 심해진다. 겨울에는 더욱 많은 먹이를 제공하며, 

이는 먹이공급과 동시에 멧돼지를 수렵하기 위해서다. 인공먹이급여가 있었던 개체군내 개체간의 상

호작용 비율은 그렇지 않았던 개체군에 비해 훨씬 높으며, 동물 간 접촉의 증가는 아프리카돼지열병

과 같은 질병 전파에 관한 심각한 우려를 불러일으킨다.

연구에 따르면 인공먹이 급여활동이 먹이 급여 장소의 내부기생충 오염 위험을 증가시키는 것으

로 나타났다(Oja 등, 2014, 2015). 역사적으로 동유럽에서 가장 심각했던 멧돼지의 돼지열병(CSF) 

발생은 지역 내 개체수 과잉 및 상호작용 비율의 증가와 연관되어 있었으며, 모두 인공먹이급여나 앞

서 설명하였던 자연 상태에서의 ‘결실이 많은 해’의 결과였다(Danilkin, 2002). 현재 아프리카돼지열

병의 역학에 대해 알려진 바에 따르면 정기적 인공먹이급여의 영향하에서 관리되고 있기에 그 크기가 

증가하고, 개체들이 모여있는 양상을 보이는 멧돼지 개체군은 최소질병전파유지밀도(1장 참조)를 넘

는 개체군이 되며 이는 바이러스의 침입에 더욱 취약하고, 따라서 더 쉽게 확산될 수 있다(Sorensen 

등, 2014). 게다가 한 번 유입된 후에는 인공먹이급여 활동으로 인해 서로 연결된 지역 내에서 지속적

인 문제로 발전하기도 한다. 이것은 살아있는 동물들 사이의 직·간접적인 접촉뿐만 아니라 바이러스

로 심하게 오염된 환경 및 오랜 기간 동안 감염성이 남아 있는 폐사체의 존속에 의해 발생한다.

수렵인들이 멧돼지 개체군 관리 체계를 바꾸어야 하는 이유

멧돼지가 과잉 서식하고 있는 지역의 수렵공동체들이 멧돼지 관리 방식을 개선해야하는 이유가 아

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우려와 멧돼지 및 양돈 산업에 미치는, 치명적인 영향뿐 만은 아니다. 많은 

멧돼지가 농업, 임업 및 야생동물 보전과 관련하여 점점 더 큰 문제로 대두하고 있으며(Massei 등, 

2011), 멧돼지 로드킬도 매우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교통사고는 서유럽과 중부 유럽뿐 아니라 

사진 3   

여름철 새끼돼지들에게 인공 먹이를 급여하기 위해 설계된 먹이급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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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동유럽 국가에서도 발생한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멧돼지는 많은 토지주와 수렵협회에게는 중

요한 경제자원이 되며 수렵인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수렵 대상이 되기도 한다.

2007년에 시작되어 2017년까지 이어진 아프리카돼지열병의 출현과 확산은 멧돼지 문제를 더 

현명하고 더 지속가능하게 관리해야한다는 시각에 힘을 더해주었다. 멧돼지들이 아프리카돼지열병 

전염 사이클에 상당한 개입을 한다는 사실은 발생국의 수의당국에 새로우면서도 증가하는 도전거리

이다. 비록 개체군 관리가 얼마나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지는 분명하지 않지만, 수렵관리 방식을 바

꾸어 야생 개체수를 줄이면 질병 전파의 지리적 확산 속도를 줄이고 양돈 분야에 대한 바이러스 위험

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가 있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의 유럽 내 확산은 한동안 양돈 분

야의 잠재적 위협이 될 것이며 수렵 분야의 운영이 복잡해질 것이라는 점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인공먹이급여 미실시

인공먹이급여 지점

그림 14

인공 먹이 급이대 이용과 관련된 멧돼지 영역행동의 변화 과정에 대한 모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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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국들은 이미 멧돼지 수를 줄이거나 안정화하기 위한 몇 가지 결정을 내

렸으며, 이는 수렵인과 수렵관리, 야생동물관리당국에도 영향을 미친다. 또한 제안된 관리방안의 목

표, 목적과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를 수렵인들이 잘 이해하고 수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아프리카돼지

열병은 수렵인 뿐 아니라 그 지역에서 잡은 멧돼지를 가공해 다른 제품을 생산하는 지역 회사에도 부

정적 영향을 미치며, 이 점 역시 이해해야 한다. 따라서 아프리카돼지열병 관련 문제를 제기할 때에

는 수렵인의 손해를 보상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찾아내는 등 넓은 관점에서 살피는 것이 합리적이다.

핵심 요약 

1.  최근 멧돼지 개체수 증가 및 유럽 내 기존 서식지로 멧돼지가 회복한 것은 기후, 농업, 관

리, 보호 등 복합적인 요소들의 병합효과로 인해 발생했다.

2.  멧돼지의 지속가능한 관리 및 아프리카돼지열병과 같은 질병 관리를 위해서는 기준이 되

는 전제조건에 따라 유럽 전역의 멧돼지 개체군 모니터링을 표준화하고 개선하기 위한 노

력이 필요하다.

3.  멧돼지 개체수가 매년 큰 폭으로 변화하는 것은 변동하는 자원과 혹독한 기후에 적응한 종

에서 나타나는 특징적인 개체군 변동 양상이다.

4.  유럽의 일부 지역은 멧돼지에게 더 적합한 기후와 환경 조건을 갖고 있으며(일반적으로 겨

울 기온의 변화가 기준), 이로 인해 개체군 밀도가 높게 유지될 수 있다. 

5.  기후변화 그리고 과도한 인공먹이급여는 멧돼지의 지역적 과밀을 설명할 수 있는 두 가지 

중요한 요인이다.

6.  멧돼지 생존과 번식에 기후조건이 점점 유리해지는 지역에서는 그 증가폭이 과도한 경우 

인공먹이급여를 재고하고 중단해야 한다.

7.  더 현명한 수렵 및 개체군 관리는 멧돼지에 의한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과 관련된 위험을 

줄이는 데 기여할 수 있으며, 무엇보다도 수렵인과 수렵관리자가 제안된 질병 관리계획의 

목표, 목적, 원칙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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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장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지역의 

멧돼지 개체군 관리를 위한 접근

멧돼지 박멸은 해결책이 될 수 있는가?

유럽 내 아프리카돼지열병 유행이 확산되는 것과 관련, 멧돼지를 유해동물이나 외래유입종(미국, 호

주 또는 그 외 멧돼지의 원 서식지인 유라시아를 제외한 모든 다른 지역들의 경우처럼)으로 취급하여 

구제해야한다는 목소리들이 높아지고 있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한 일부 유럽 국가들에서는 멧

돼지를 구제해야한다는 의견이 이미 미디어, 수렵관리 전문가, 수렵인 및 수의사들 사이에서 뜨거운 

감자로 논의되어 왔다. 이처럼 논란이 되는 이유는 북유럽과 동유럽 등지에서 멧돼지가 매우 중요한 

수렵 자원종이기에, 수렵 단체가 멧돼지 구제를 반대하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며, 오히려 합당해 

보인다. 이러한 단체는 수렵대상종 관리에 책임이 있는 것으로 간주되며, 수의당국은 이들에게 개체

수 조절을 정식으로 요청하기도 한다.

과거의 사례를 볼 때, 멧돼지 구제작업은 섬에서만, 그것도 체계적이고 조직적이며 장기적인 노력

을 통해서만 가능했다(Massei 등, 2011). 지난 멧돼지 박멸 시도로부터 얻은 교훈에 따르면 해당 노

력의 성공을 위해서는, a) 종 박멸에 대한 사회적인 공감대, b) 물자 및 경제적인 자원 확충, c) 대상종 

재유입의 효과적인 차단, 그리고 d) 박멸 성공여부에 대한 모니터링이라는 네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

(그림 15). 북유럽과 동유럽에서는 이 네 가지 조건들을 지키기 어려우며, 서유럽의 상황은 더욱 좋

지 않다.

생물학적 의미에서, 멧돼지는 북유럽 및 동유럽 생태계 일원으로, 외래 유입종도, 비토착종도 아

니다(Heptner 등, 1961). 그래서 멧돼지 박멸은 필연적으로 국가의 자연 및 야생동물 보전법과 충돌

하게 된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각 당국, 학계 및 비정부기구 간의 합의를 도출하기란 쉬운 일이 아

Sergei Khomenko와 Vittorio Guberti

멧돼지 개체수 조절과 관련된 문제를 유럽 내 돼지에서의 아프리카돼지열

병 바이러스 전파와 그 관리를 둘러싸고 있는 복잡한 사안들과 동일한 것으

로 혼동해서는 안 된다. 멧돼지 개체군 조절은 질병 발생과 확산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필요한 광범위하고 복합적인 조치들의 일부에 불과하다. 

3장에서는 이미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한 지역의 멧돼지 개체군 관리에 

대한 다양한 방법들을 알아보고자 한다. 이들 중 일부는 감염된 국가에서 

이미 적용, 시험한 바 있으며, 나머지는 현재 이해당사자들이 고려하고 있

거나 논의하고 있는 방법들이다. 이번 장에서는 이동 제한(울타리, 냄새 기

피제)을 통해 멧돼지 개체군의 구조와 생존에 영향을 주는 비살상 관리방법

들과, 다소 집중적으로 개체군 내 멧돼지들을 제거하는 살상 방법들의 장단

점과 한계들을 아프리카돼지열병 관리의 맥락에서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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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다. 국지적으로는 해당 지역 내 멧돼지 박멸이 절멸로 이어질 수는 있겠지만, 다른 지역으로부터 

재유입이 발생할 것이고, 그에 따라 모든 박멸 노력은 물거품이 될 것이다. 기존의 개체수 모니터링 

방법은 개체군 밀도가 낮은 경우 그 민감도가 떨어져, 완전한 박멸의 성공 여부를 확인하거나 확신할 

수 없다.

일부 동유럽 국가들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은 이미 돼지 개체군 내에서 풍토병이다(EFSA, 

2010a, 2010b; Khomenko 등, 2013; EFSA, 2014, 2015, 2017). 다시 말해, 설령 멧돼지가 없더

라도, 아프리카돼지열병 감염은 집돼지와 오염된 육가공품들을 통해 장기간 위협요인으로 남아있을 

수 있다.

관리 진행

목표 달성 모니터링

예아니요영향을 막기 위한 대체 방법 평가

예아니요통제 전략 재평가

예아니요실패 위험

개체 밀도를 감소시키면 

영향을 감소시킬 것으로 예상되나?

관리 효용성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가?

영향 감소 전략이 지속적이고, 인도적이며,

사회적으로 용인되고 비용이 덜 드는가?

예

예 아니요

관리 전략 

재평가

예

박멸 진행

아니요

실패

위험

재침투를 피할 수 

있는가?

박멸 성공 여부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가?

아니요

물류, 비용, 사회적 수용 측면에서 박멸이 가능한가?

그림 15

야생화된 집돼지와 멧돼지에 의한 주민 피해를 줄이기 위한 

개체수 조절 방안 평가 의사결정과정 모식도

출처: Massei 등, 2011를 재생산한 자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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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생태적, 역학적, 실질적 그리고 윤리적 요인들을 모두 고려했을 때, 북유럽 및 동유럽 어디

에서도 멧돼지 구제를 주요한 아프리카돼지열병 해결책으로 여겨서는 안 된다. 이해관계자들 사이에 

복잡한 이해충돌을 피하기 위해서는 기존 수렵활동 관리 관행을 변경하고,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상황을 관리하기 위해 일정기간 동안 멧돼지 개체군 규모를 감축하며, 질병 확산 방지에 필요한 예방 

조치를 취하는 것이 더욱 적절하다(다음 내용과 4장 및 5장 참조).

왜 일반적 수렵으로 멧돼지 개체군 증가를 억제할 수 없는가?

유럽 내 멧돼지 개체수가 항상 증가추세를 유지할 수 있게 하는 정확한 개체군 변동 기전은 지역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Gamelon 등, 2011; Servanty 등, 2011). 그러나 일반적으로 분명한 것은 현재 

멧돼지 폐사의 주요 원인인 수렵압이 멧돼지 개체군 증가를 막지는 못한다는 것이다. 일부 국가에서

는 멧돼지 수렵을 무제한으로, 일 년 내내 허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국가들에서 수렵량이 크

게 증가할 가능성은 희박하다(Massei 등, 2015). 위에서 언급한 개체군 변동 측면 외에도, 멧돼지들

은 위험을 회피하는 학습능력과 행동양식, 행동권, 서식지 선호도를 유동적으로 변화시키는 등 복합

적인 반응 행동으로 인해 수렵을 해도 자연적으로 회복이 가능해진다. 멧돼지들은 흔히(수렵압을 피

해) 서로 연결되어 있는 보호지역들을 활용하거나, 총기사용이 금지됐거나 제한된 지역경계의 완충

지역, 또는 도심지역에 몰려 지내기도 한다. 

북유럽과 동유럽의 온대림에서 멧돼지 수렵은 스포츠 활동으로, 주로 수렵이 현실적으로 가능하

고 효율적인 가을, 겨울사이에 이뤄진다. 가장 효율적으로 수렵할 수 있는 기간은 비교적 짧아서 약 

3-4개월 정도다. 설령 일 년 내내 수렵을 허용한다 하더라도 수렵 개체들의 대부분은 예와 다름없이 

겨울 수렵기간 동안 잡힌다. 대부분의 경우 수렵은 스포츠 활동이며 수렵 관리자와 수렵 주최자들에

게는 부가적 사업이다. 이들에게 멧돼지는 막대한 예산, 시간, 인력을 투자하여 의도적으로 관리, 보

호, 이용하는 중요한 경제적 자원이다.

이런 사업 체계에서 비전문적 수렵인은 시간을 적게 들이면서도 쉽고 예측가능하게 멧돼지를 찾

길 원한다. 그래서 수렵 관리자들은 보통 멧돼지 개체군의 밀도와 생존율을 늘려서 한정된 계절에만 

이뤄지는 수렵 사업이 안정적이고, 매력적이며, 경제적으로 지속가능하게 만들고자 한다. 그리고 이

를 위한 가장 보편적인 관리 방법이 바로 야생 개체군에게 인공먹이를 주는 것이다.

멧돼지 개체군 조절은 아프리카돼지열병 박멸을 위한 만능열쇠인가?

현재까지, 광범위한	지리적	규모에서 멧돼지 개체수 감소를 통해 멧돼지 개체군에서의 아프리카돼지

열병을 박멸할 수 있다는 실험적 증거는 없다. 멧돼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을 성공적으로 없앤 유

일한 사례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좁은 지역에 유입되어 국소적 확산이 일어난 체코(부록 참조)가 유

일하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비현실적일 정도의 노력과 자원의 투입, 그리고 전례 없는 수준의 

협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유럽 내 멧돼지 개체군 조절 및 수렵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생태계 

내 이처럼 중요한 돼지 질병이 존재한다는 것을 반드시 명심하고, 위험한 결과를 불러 올 수 있는 행

동을 최소화하고, 질병이 멧돼지 내에서, 또는 멧돼지에서 집돼지로, 또는 그 반대 방향으로, 바이러

스가 확산되는 것을 예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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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돼지열병 역학에서 가장 어려운 측면은 감염되어 죽은 멧돼지 폐사체 내 또는 그 폐사체

와 관련된 환경 내에서 장기간 생존할 수 있는 바이러스의 능력이다. 바로 이 까다로운 성질 때문에 

이 질병의 전염 사이클은 생존 개체의 밀도와 개체간 상호작용에 완전히 의존하지 않는다. 본 바이러

스의 장기 생존력과 폐사체에서 다른 개체에게로 질병이 전염되는 기전으로 인해, 질병은 멧돼지 개

체군의 밀도가 낮은 곳에서도 그 순환이 가능하다.

멧돼지의 아프리카돼지열병 역학에 대한 지금까지의 이해를 바탕으로 한 연구와 통계적 시뮬레

이션에 따르면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을 억제하기 위한 개체군 관리 조치는 매우 과감해야 함을 알 

수 있었다(EFSA, 2017). 이미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한 유럽 국가들의 상황을 봤을 때, 아직 질병

이 발생하지 않은 지역으로 –㎢ 당 평균 개체수가 1-2마리 정도 되는- 바이러스가 확산하는 것을 막

기 위해서는 감염지역과 인접한 50㎞ 구역 내에서 4개월에 걸쳐 해당 지역에 있는 멧돼지 실제 개체

수의 80%를 예방적으로 줄여야 바이러스의 증식을 막을 수 있다. 이미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풍토병

이	된	지역에서는	감염된	폐사체로	인해	위와	같은	개체군	감축으로도	질병의	박멸을	보장할	수	없다.

또는, 아프리카돼지열병 감염 지역 주위의 100-200㎞의 완충 지역에서 최소 3년 동안 성숙한 

암컷을 표적 수렵하고 인공먹이급여를 금지함으로써 비감염지역으로의 질병 전파차단을 꾀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위의 두 방법 모두 멧돼지에서의 아프리카돼지열병을 성공적으로 통제할 수 있다는 실

험적 증거는 매우 적다는 것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더욱이 아프리카돼지열병 전염을 막을 수 있는 

최소 개체군 밀도 역치는 아직 확실하게 밝혀지지 않았다(1장 참조).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얻은 교훈은 멧돼지 개체수를 낮추는 것이 감염 위험을 줄이는데 도움이 

된다고 여겨지는 경우, 이를 위해서는 특정 상황에 가장 적합하고 실현 가능한 여러 방법들을 동시에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EFSA, 2017).

또한 질병 영향과 확산 위험을 감소시키는데 멧돼지 개체군의 감축과 조절이 필요하다면 다른 병

합적인 질병관리 노력들과 함께 적용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자 한다. 이러한 노력들에는, 수렵시

의 엄격한 생물안전 수칙이행, 감염 폐사체 제거와 안전한 폐기, 효과적 예찰 그리고 야생동물 당국, 

수렵 동물 관리자, 수렵인, 수의 전문가간의 협력과 협조 등이 있다.

감염지역에서의 멧돼지 개체군 관리 방안 검토

질병의 환경 내 지속성을 고려했을 때, 매우 광범위한 지역(예를 들어 수천 ㎢)에서 멧돼지 개체수

를 효율적으로 줄이고 그 규모를 장기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긴 하나, 이는 실질적으로 극도로 어려

운 작업이다. 특히 이는 멧돼지 개체군 증가율이 높은 지역에서는 해결하기 매우 복잡한 과제다. 이

를 위해서 멧돼지 개체군과 그 변동에 대한 체계적인 자료를 수집하는 것은 지속가능하고 일관성 있

는 개체군 관리 전략을 위한 기반이 된다. 

단순한 방법을 전국 또는 지역전체에 적용하는 것보다 각 지역에 대한 지식, 구체적 상황 및 질병

확산에 대한 위험 평가를 기반으로 다양한 개체군 관리 및 조절 방법(Massei 등, 2011)과 수렵을 통

한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예방 기법들을 고려해야 한다. 지역에 따라, 심지어 각 수렵장에서조차도 

장기적으로 또는 한 해 특정 시기를 맞춰 아프리카돼지열병의 영향을 제한하기 위한 효율적인 방법

들의 조합은 달라질 수 있다. 아래에서는 멧돼지 개체군 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가 순환

하는 위험을 관리함에 있어, 독극물 사용/독살이나 면역성 피임제(현재 법적으로 허용하지 않지만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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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국가에서는 논의하고 있음)와 같은 일부 급진적이거나 잠재적인 가용방안들을 포함, 활용 가능한 

선택방안 몇 가지들을 간략히 소개하고 있다.

이동 제한을 활용한 비살상 방법

영구적	멧돼지	방지	울타리. 장기간 동안 그 효과가 오래가는 멧돼지 방지 울타리를 설치하기 위

해서는 자원, 시간, 노력이 필요하다. 그런 울타리는 보통 철망으로 만드는데, 멧돼지 이동을 효과적

으로 제한하기 위해서는 최소 1.5m에서 1.8m 높이가 되어야 하고 깊이 0.4-0.6m 땅 속으로 묻어

야 한다. 울타리의 철망 상단과 측면에는 가시철사로 감쌀 수 있다. 울타리에 전류가 흐르게 하면 그 

효율이 향상된다. 또한 울타리 디자인은 해당 울타리의 목적이 동물을 그 안에 가두기 위한 것인지,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인지에 따라 달라진다. 멧돼지 방지용 울타리 규격은 다양

하게 알려져 있으므로(http://www.wild-boar.org.uk/ 참조), 설치를 결정하기 전에 신중하게 고려해

야 한다.

감염 지역과 비감염 지역 간의 동물 이동을 물리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울타리를 설계하

는 경우 다음과 같이 불규칙하게 발생하는 요소들을 고려해야 하는데, 그 예로 발정기의 암컷, 기아 

상황 또는 선호하는 먹이원의 유무, 분만 후 새끼를 키우기 위해 필요한 은신처 필요성 또는 수렵 같

은 위협으로부터 벗어나려는 개체군의 의지 등을 들 수 있다. 습지나 빽빽한 숲처럼 지형이 험하고 

돌이 많거나 다니기 어려운 곳에서는 울타리를 설치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아프리카돼지

열병 감염 멧돼지 사례에 대응하기 위해 신속하게 설치하는 것은 어렵거나 불가능할 수도 있다.

그러나 생물/비생물 매개체들은 울타리 너머 질병을 유입시킬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울타

리가 바이러스의 장거리 확산을 막지는 못할 것이다(사진 4).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의 효과적 방

지와 광범위하게 영구적으로 설치한 울타리의 장기적인 생태적 영향력은 그 장단점에 대한 신중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는 울타리 설치가 자연 및 야생동물 보전 개념과 맞지 않기 때문이다

(Trouwborst 등, 2016; Linnell 등, 2016). 임시 울타리는 체코와 벨기에의 경우처럼 바이러스가 특

정한 지점에만 유입되어 국소적으로만 확산되었을 때 어느 정도 도움을 줄 수 있다(부록 참조). 임시 

사진 4   

실패한 멧돼지 개체군 내의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방지 울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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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타리는 서식지 파편화와 유사한 효과를 만들어 멧돼지 개체간, 집단 간 접촉률을 낮춤으로써 바이

러스의 지리적 확산 속도를 낮추고 지역 내 질병 박멸을 위한 기회를 넓힌다.

전기	울타리.	멧돼지의 접근을 막기 위한 다양한 유형의 전기 울타리들이 시중에 나와 있다. 태양

광 자동 시스템을 포함한 영구형과 휴대형 두 가지가 있다. 대부분의 전기 울타리는 비교적 소규모 

농장이나 정원으로 멧돼지가 침입하여 곡물피해 입히는 것을 계절에 따라 보호하기 위해 개발되었

다. 전기 울타리가 효과적으로 작물 피해를 막는다고 알려졌지만 사람이 살지 않는 넓은 지역을 장기

적으로 보호하는 데는 사용할 수 없다(Reidy 등, 2008). 전기 울타리는 처음 설치를 위한 노력과, 정

기적 전기 공급 시스템, 그리고 잦은 울타리 유지 관리가 필요하다. 북유럽 및 동유럽 산림과 같이 눈

이 내리고 추운 기후조건에서 이러한 울타리를 일 년 내내 사용하는 것은 어렵다. 또한 울타리는 사

슴이나 엘크 같은 대형 야생 우제류가 심각하게 손상시킬 수 있다. 전기 울타리는 고압을 견딜 수 없

으며 동물 이동을 완전히 차단하지 못한다. 전기 울타리는 전반적인 이동량을 줄일 수 있지만 굶주

림, 사살 위협, 번식기 행동 등에 의한 동물들의 이동을 막을 수 없다.

그	외	기피제. 멧돼지 기피제들은 화학제품, 시각 및 청각적 자극 또는 이들을 병합하여 만들기도 

한다. 일부 국가들에서의 연구와 실제 경험에 의하면, 이러한 기피제는 멧돼지들의 주의를 다른 곳

으로 돌리거나 농작물 피해를 줄이는데 그다지 효과가 없었다(Schlageter and Haag-Wackernagel, 

2012). 더 면밀히 들여다본 결과, 이런 종류의 상업적 제품의 효과는 미약하거나 통계적으로 무의미

하였다(Schlageter, 2015). 기피제는 멧돼지 이동과 감염 확산 가능성을 장기적으로 막는데 큰 도움

이 되지 않을 듯하다. 비록 처음에는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멧돼지들은 이에 빠르게 적

응한다. 기피제는 한 지점에 유입된 바이러스가 새로운 지역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발생 구역 내로 묶

어두는 한시적 방법이 될 수는 있으나(부록 참조) 넓은 범위에서 질병을 박멸하기 위한 장기적 전략

에는 쓸모가 없다.

개체군 변동에 영향을 주는 비살상 방법

인공먹이급여	조절.	인공먹이급여는 매우 빈번하게 활용하는 멧돼지 관리방법으로 그 개체군의 막

대한 성장을 가져올 수 있다(Selva 등, 2014; 2장 참조). 어떤 상황이든 만일 전략적 관리 목표가 멧

돼지 개체수를 크게 줄이는 것이라면 인공먹이급여를 엄격히 제한하는 것이 가장 실현 가능하고 우

선적으로 실행해야 하는 방안이다. 수렵용 망루에서 수렵하기 위해 미끼 목적으로 먹이를 제공할 수

도 있지만 그 양(일반적으로 인공먹이급여 양에 비해)은 현저히 줄여야 한다. 예를 들어 EU 가이드라

인은 그 제공 양을, 한 달에 ㎢ 당 10㎏로 제한하였는데, 이는 북유럽과 동유럽 대부분 지역에서 지표

로 사용할 수 있다(EC 참조, 2018). 시판 자동급여기는 1회 제공량 조절이 가능하고, 사람이 급여장

소에 들어가는 빈도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유용하다. 이러한 급여기는 수렵을 조직하는 개인/

단체에게 유용하며, (사람에 의한)동물의 교란을 최소화할 뿐만 아니라 사람에 의한 장소 간 질병이 

확산될 위험도 줄인다. 먹이를 대량으로 공급하거나, 디젤(diesel), 크레오소트(creosote), 상용 제품

과 같이 냄새가 심한 유인물을 사용하는 대신, 멧돼지 유인에 종종 효과적인 미네랄블록을 수렵장 미

끼로 활용할 수도 있다(Lavelle 등 2017). 멧돼지 섭취 먹이량을 줄이면서도 한 장소에 이들을 유인

하여 묶어 두는 또 다른 방법은 “멧돼지 파이프(hog pipe)”와 같이 먹이를 얻어내기 복잡한 구조물을 

사용하는 것이다. 인공먹이급여 금지는 가장 비파괴적 개체군 관리 방법이며 멧돼지 관리 표준에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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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시켜야 한다. 인공먹이급여 금지는 겨울철 폐사를 유발하고 가임 암컷의 건강도와 번식력을 감소

시킬 것이며, 멧돼지 개체군이 환경과 더 자연스러운 관계를 맺도록 할 것이다. 이처럼 자연적인 조

절방식이 수렵보다 더 효과적인 개체군 관리 방안임이 입증될 것이다. 그러나 이로 인해 겨울작물 피

해 증가와 멧돼지 영역 확장은 우려해야 한다. 인공먹이급여금지에 의한 효과는 특정 겨울철 날씨 조건

에 따라 달라지며, 그 영향력은 더 추운 기후에서, 그리고 상황이 좋지 않은 해에 더욱 두드러질 것이다.

 피임. 피임은 비살상 방법으로, 멧돼지의 번식력을 저하시켜 멧돼지를 포함한 인간과 야생동물의 

충돌해소에 기여할 수 있는, 기대되는 방법들 중의 하나다. 개체군 조절을 위한 살상 방법(수렵 등)에 

대해 비판적인 일반인들은(Massei and Cowan, 2014), 흔히 피임이 더 윤리적이며 인도적 방법이라

고 생각한다. 그러나 피임법을 효과적으로 야생동물에게 적용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중요한 특성들

을 충족시켜야 하며, 이것이 이뤄지지 않는 한,  해당 방법은 받아들여지지도, 실제 적용할 수도 없을 

것이다. 

피임법이 충족시켜야 할 특성들은 아래와 같다; 

•    경구투여로 효과가 있어야 하며, 

•    엄격하게 종 특이적이어야 하며, 

•    높은 효율을 보여야 하고(약 70-80%), 

•    암수 모두 번식 제한 효과가 있어야 하며, 

•    환경적으로 안전해야 하며, 

•    다양한 환경 조건(기온, 직사광선, 비 등)에서도 효과가 있고 안정적이어야 하며, 

•    동물들의 복지와 행동에 부정적 영향이 없어야 한다.

사진 5  

이탈리아의 포도농가에 설치한 멧돼지 피해 예방 목적의 

태양전지 구동 전기 울타리

사진 6  

2017년 발생한 아프리카돼지열병에 대응하기 위해 체

코 Zlin시에 설치한 전기 울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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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현재로서 이런 이상적인 피임방법은 아직 연구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야생동물 개체군 조

절을 위해 북동유럽국가들, 그리고 유럽 전체에서 공식적으로 허가하거나 상업화한 경우는 없다. 

다른 야생동물 종에게 적용하기 위해 세 가지 피임방법(호르몬성, 화학성, 면역성)들을 개발한 

바 있다. 현재까지는 면역성 피임법(Immune-contraceptives: IC)만이 멧돼지에서 성공적으로 실험

된 바 있다(Massei 등, 2008). 이는 동물에게 백신을 투여했을 때, 생리적 번식 억제 면역반응을 유

도하는 방법으로, 성 호르몬의 생산을 막음으로써 배란과 정자생산을 불가능하게 한다(Massei 등, 

2008). 그러나 멧돼지 또는 야생화된 집돼지 개체군에 적용하기 위해서, 이러한 번식률 조절 방법은 

몇 가지 매우 중대한 어려움과 문제점들을 극복해야만 한다. 이에 대해서 간략하게 서술하고자 한다.

현재 상업적으로 등록된 번식조절 방법은 주사용 제제뿐이며, 이는 개체 포획과 직접 주사가 필요

해서, 멧돼지 적용이 극도로 제한된다. 물론 면역성 피임제를 먹여서 효과를 볼 수 있게 개발한다면, 

더욱 효율적으로 원하는 개체군 크기에 도달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멧돼지 개체군 조절에 적용하

는데 있어 면역성 피임제 백신을 전달하는 방식만(비록 가장 중요한 문제이긴하나)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 

 유럽에서의 사용을 위해서는 면역성 피임제가 종 특이성(멧돼지에만 효과를 나타냄)을 갖는 것

이 몹시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아직 멧돼지의 종 특이적 경구용 제제는 실험적 단계를 벗어나지 못하

고 있다. 이렇게 종 특이성이 없는 상태에서는 면역성 피임제가 비표적 동물종, 즉 멧돼지가 아닌 동

물들의 번식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위험가능성이 너무나 높다. 불행히 잠재적으로 해당 제제에 

감수성이 있을 수 있는 동물의 범위에는 모든 포유류가 포함된다. 따라서 보전적 측면에서 바라본다

면, 면역성 피임제의 전체적 적용과, 특히 멸종위기종 또는 토착종에 미칠 수 있는 영향력에 대해서

는 매우 신중히 고려해야 하며, 이는 충분히 우려할 당위성이 있다.

이 문제 해결을 위한 또 다른 접근 방법은 백신이 포함된 미끼에 비표적종이 접근을 못하게 하

는, 종 특이적 면역성 피임제 살포 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이다. 멧돼지 자가먹이급여 시스템(boar 

operated system: BOS) 연구와 실험들을 통해 적용 가능성을 이론적으로 살펴본 바 있다(Ferretti 

등, 2018). 그러나 멧돼지들의 자가먹이급여 시스템 이용여부는 먹이급여 장소들 간의 연결정도에 

따라 달라진다. 또한 이 방법을 광범위한 지역에 적용하는 것은 항공 살포 또는 무제한적으로 수동

으로 살포하는 방법보다 훨씬 힘들다. 또한 멧돼지의 영역성, 가족 내 또는 가족군 간의 강한 상하관

계 및 먹이 경쟁을 고려했을 때, 자가먹이급여 시스템으로 개체에서 필요한 용량 투여가 가능한지 또

는 개체군내 피임이 필요한 비율을 모두 충족시킬 수 있는지는 불분명하다. 다른 야생동물에서의 미

사진 7  

냄새기피제는 거품형태로 플라스틱 컵에 담아 4미터 간격

으로 땅 위에 놓아둔다; 바로 앞에 전기철책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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끼백신 경우들과 마찬가지로, 해당 접근방법의 성공여부에는 매우 다양한 요소들이 영향을 줄 수 있

다. 유럽 내 멧돼지 개체군들이 마주할 수 있는 다양한 지리적, 기후적 그리고 생태적 환경을 감안하

여 적용하기 위해서는 위의 많은 요소들에 대한 실험 평가를 진행해야 한다.

 면역성 피임법(IC)의 경구용 제형 부재, 생태적 위험 가능성과 유효 용량, 면역성 지속기간 및 피

임요구 개체군 비율 등과 같은 몇 가지 불확실성 요인들로 인해 면역성	피임제를	유럽에서	공식적으

로	허가	받아	적용하기	위해서는	수년간의	연구와	실험이	필요할	것이다.

멧돼지 먹이급여금지와 수렵금지를 통한 관리

감염 지역 또는 그 일부 지역에서 수렵중 생물안전 수칙을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 멧돼지 수렵을 금

지시키는 것이 합리적 해결책이며, 이는 사체의 감염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때까지 사체를 보관하거

나, 오염 물질을 안전하게 파괴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등을 포함한다. 이 조치는 (a) 수렵활동에 의

한 동물 교란과 이동을 방지하고, (b) 사체 해체 및 이송 작업을 완전히 없애는 것으로, 이 두 가지 경

로를 통해 감염 구역을 넘어 질병이 전파될 가능성을 줄이고자 한다. 이 방법을 선택한다면, 환경 내 

감염을 일으킬 수 있는 바이러스 량을 줄이기 위한 멧돼지 폐사체 수색, 제거 그리고 안전한 폐기작

업을 통해 보완해야 한다. 수렵금지는 신속하고 현실적으로 적용 가능한 관리방안이나, 수렵인들에

게는 용납이 어려울 수 있다. 이로 인한 예상가능한 부작용들, 예를 들면, 농작물 피해 증가, 중기 개

체군 크기 증가나 수렵 개체 검사 시료의 감소 등이 있지만, 이들은 아프리카돼지열병의 높은 폐사율

로 인해 완화된다. 가용 자원 등이 부족한 특정 상황에서는, 고비용의 생물안전 수칙이 요구되는 적

극적 개체수 조절 방법보다는 먹이급여와 수렵을 모두 금지하는 것이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수렵

장 관리를 위한 상대적으로 저렴한 방법이다.

개체군 감축을 위한 살상 관리방법

몰이식	수렵:	만일 감염구역에서 수렵이 계속된다면, 수렵방법에 대한 심사숙고가 필요하다

(Thurfjell 등, 2013). 몰이식 수렵에 따른 멧돼지의 행동 변화에 대한 최근의 경험과 지식에 의하면,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가 활발하게 순환하는 지역 안에서 공격적인 멧돼지 수렵 활동은 감염 

확산을 증가시킬 수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개를 이용한 몰이식 수렵은 멧돼지의 대규모 분산과 행동

권 확장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결국 질병 통제에 역효과를 낳을 수 있다(Keuling 등, 2008; Ohashi 

등, 2013). 이로 인해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멧돼지 개체군에 존재하는 지역에서는, 몰이식 수렵은 흔

히 금지한다.

번식기	암컷	표적수렵: 일반적으로 수렵한 멧돼지들은 대략 당년도 새끼 돼지가 50-60%, 아성체

(만 1년생 및 전년도에 태어난 개체)가 20-30%, 2년생 이상의 성체가 10-20%를 차지한다. 수렵개

체들을 통해 살펴본 이러한 연령 분포는 대략 연령대별 비율을 반영한다. 그러나 북유럽과 동유럽 국

가 멧돼지 수렵량의 약 3/4을 차지하는 망루 수렵을 이용하는 경우, 수렵인은 지역 개체군의 구조나, 

계획적으로 번식 잠재력을 감소시킬 수 있는 더 많은 영향력을 갖게 된다(Bieber and Ruf, 2005). 통

상적으로 수렵하는 비율 이상으로 암컷 아성체(전년도에	태어난	두	살배기	암컷)를 선택적으로 표적 

수렵하는 경우, 멧돼지 개체수를 줄이는데 도움이 될 수 있으나,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장기간 유지

해야 한다(5년 이상). 경우에 따라, 더 어린 암컷들이 번식군에 참여하는 것이 나타나는 국가들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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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당해에 태어난 개체들까지 표적 수렵하는 것도 의미 있을 수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현장에서 

개체 연령과 성별을 구분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므로 흔히 전 연령의 암컷에 대한 표적수렵을 진행하

는 경우가 많다. 

물론, 표적수렵은 지역 개체군의 사회연령 구조를 잘 알고 있을 때 가장 성공확률이 높다(Bieber 

and Ruf, 2005). 표적수렵은 몰이식 수렵과 같은 비선택적 방법에 비해 시간효율이 떨어져서, 마리

당 약 30시간 정도가 더 소요된다(Schlageter, 2015). 따라서 표적 수렵은 멧돼지 수가 지역 평균 밀

도보다 높고, 멧돼지가 정기적으로 먹이급여지에 출현하며, 접근이 용이한 수렵장에서 보다 적합하다. 

선택적 수렵의 단점은 기존 멧돼지 가족군의 사회 구조가 붕괴된다는 것이며, 이 가족군을 이끌던 

암퇘지를 제거하는 경우 특히 그렇다. 이로 인해 해당 가족군은 다시 이합집산 과정을 거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가족군 내 우두머리(나이가 가장 많은) 암컷 개체를 수렵하는 것은 지양하는 것이 바람

직한데, 특히 수렵기간의 초기에, 이것이 표적수렵의 성공을 방해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또한 장

기적으로 볼 때, 암퇘지를 체계적으로 과잉 수렵함으로써, 더 어린 개체들의 번식참여가 앞당겨질 수 

있고, 또한 나이 많은 개체들이 한배에 더 많은 수의 자돈을 생산할 수도 있다. 현재로서는 선택적 포

획에 대한 멧돼지 개체군 단위 반응을 다룬 실험 자료가 매우 부족한 상황이지만, 이는 아마도 기후, 

포식 및 인공먹이급여 등과 같은 다른 요인들의 종합적인 영향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포획	후	안락사: 질병 관리의 관점에서 볼 때, 포획은 아마도 개체군에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개체

를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인 동시에, 적용이 가장 어려운 방법이기도 하다. 포획은 포획장비 제작, 미끼 

공급, 일단위의 관리 그리고 운용을 위해 막대한 투자가 필요하다. 총기사용과 비교했을 때, 포획의 

장점은 커다란 포획장을 이용하는 경우, 멧돼지 가족군 전체를 포획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포획은 멧돼지에서 스트레스와 폐사율을 증가시킬 수도 있다(Fenati 등 2008). 현실적인 측면에서, 

멧돼지를 포획하는 것은 돈과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개체군 관리법이다. 이는 자연 먹이자원이 부족

한 경우에만 간혹 그 효과가 있다. 일반적으로 실패 확률이 높으며 가격 대비 비효율적일 가능성이 

높다. 

포획법의 이용은 야생동물 보전법이나 수렵관련 법령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멧돼지 포획에 대

한 법률은 북부 및 동부 유럽에서도 국가마다 매우 다양하다. 어떤 국가들에서는 포획틀 이용 수렵

은 전혀 허용하지 않고, 어떤 국가의 경우 특정 포획법만 불법으로 관리하고 있다. 유럽은 올무와 같

은 비인간적이고 고통을 유발하는 포획 방법은 전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개체군 조절 방법으로 포획

틀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동물의 복지, 윤리 그리고 생물안전을 위한 필요사항 등을 완전히 준수할 수 

있도록 법령의 수정이 필요할 수 있다. 

 북부 및 동부 유럽에서는 주요 수렵시기인, 겨울과 이른 봄에 포획틀을 이용한 멧돼지 포획이 가

장 성공적이다. 어차피 기존의 수렵시기가 아닌 기간에는 포획을 잘 안 하기 때문에, 포획은 기존 수

렵시기 이외 기간 동안 수렵을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지역에서는 포

획 개체도 기존 수렵개체에 적용하는 것과 동일한 차단방역 수칙을 적용한다. 기본적으로 포획 개체

의 일부는(최대 7%, 가족군인 경우 그 이상) 무증상으로 감염되어있다고 가정한 채로 실질적인 조치

방안들을 마련해야 한다. 따라서 포획틀을 설치한 장소들 간의 질병 확산과 일반 사육돼지로의 질병 

유입을 막기 위해 예방적 차단방역 수칙을 개발하고 엄격히 준수해야한다. 그리고 아프리카돼지열병 

양성으로 확인된 개체의 안락사, 이송, 보관, 그리고 필요한 경우 폐사체 폐기를 위한 현실 적용 가능

한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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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 포획틀은 주거 지역이나 공원 등, 여타 멧돼지 개체군 조절을 위해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

는 경우 도움이 될 수 있다. 질병 관리 전략으로 멧돼지 포획이 성공적이었던 사례는 돼지열병(CSF)

에 감염된 불가리아의 소규모 개체군에서 입증된 바 있다(Alexander 등 2011).

전반적인	수렵압의	증가: 전반적으로 유럽   전역의 멧돼지 수렵양이 늘어나고는 있지만 개체군 증

가를 조절하는 데에는 역부족이다(Vetter 등 2015; Massei 등 2015). 공식적인 멧돼지 수렵 개체

수가 과거보다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수십 년 동안 많은 유럽 국가들에서 수렵인 수가 꾸준히 

감소하고 있으며 멧돼지 수렵에 대한 관심 또한 줄어들고 있다. 한 연구는 중부 유럽에서 개체군을 

안정적인 크기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새끼	멧돼지를	80%까지	제거해야 한다고 보고하기도 하였다

(Bieber and Ruf, 2005). 이러한 수치는 동유럽 지역에 적용하기에는 좀 낮을 수 있으나, 어차피 현

실적으로 이 정도 수치에 이르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가능하다면 전반적인 수렵량 자체를 늘리는 것도 개체군 조절을 위한 전략이 될 수도 있다: 그러

나 일반적으로 몰이식 수렵, 헬리콥터를 이용한 공중수렵 또는 멧돼지 위치를 쉽게 파악하기 위한 야

간투시장비 등 보다 효과적이고, 파괴적인 수렵 방법을 적용하지 않는 이상, 수렵압을 크게 유의미할 

정도로 높이기는 보통 어렵다. 몰이식 수렵은 일정정도 그 강도가 높아지면 불가피하게 동물의 분산

과 재분포를 유발한다. 일부 지역의 경우, 매우 광범위한 지역에서 많은 수렵인, 수렵 모임 및 토지 소

유자들이 모두 참여함으로써 몰이식 수렵에 의한 동물 이동 확산 위협을 줄이도록 진행할 수도 있으

나 이것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많은 비용과 시간이 필요하다. 또한 개체군 밀도가 감소함에 따라 멧돼

지 자체를 마주치는 일이 어려워지면서, 방법에 상관없이 수렵은 더 어려워지고 더 긴 시간을 소모하

게 된다. 

중등도에서 고밀도로 사람이 살고 있는 온대림과 스텝삼림 지역에서는 사람에 대한 안전과 울창

한 나무 이파리로 인해 공중 수렵을 적용하기 어렵다. 야간투시경을 이용한 수렵은 유럽 여러 국가에

서 규제하고 있다. 유럽 온대림 환경 하에서, 수렵기간 연장이 항상 수렵량 증가로 이어지지는 않는

다. 봄에는 멧돼지 분만으로 인해 찾기가 어려우며, 녹색 수풀이 우거진 계절에도 역시 숲 속 개체의 

위치를 찾기가 매우 어렵다.

어떤 국가에서는 군대나 무장 경찰 등을 활용하여 멧돼지 수렵을 실시하기도 했다. 그러나 법적인 

문제와는 별개로, 멧돼지 개체수가 줄고 있는 상황에서, 시공간적으로 제한될 수밖에 없는 이러한 집

약적인 수렵은, 광범위한 지역 내에서 지속적으로 협력하여 수렵하는 것에 비해 그 효과가 떨어진다. 

체코의 경험은, 설령 전문 저격수가 수렵에 합류하더라도, 해당 지역과 멧돼지 습성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총기포획 성공에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는 것을 보여주었다. 

 일반적으로, 기존의 스포츠 수렵에 의한 수렵압에 의지하여 개체군을 조절하는 것은, 해당 개체

군이 안정적이거나 개체수 증가가 매우 느린 경우에만 성공적일 수 있다. 그런가하면 군부대나 특수 

병력을 활용한 예외적인 수렵방식은 장기간의 개체군 관리에 큰 도움을 주지 못한다. 

멧돼지	독살(poisoning).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한 몇몇 국가에서 멧돼지 폐사율을 극단적으

로 늘리기 위해 독성물질로 멧돼지 개체군을 관리하자는, 매우 매력적이고 고려해볼만한 해결책이 

제안된 바 있다. 몇몇 국가의 과잉 개체수 감축을 위해, 예컨대 호주의 야생화된 집돼지나 미국의 침

입종으로서의 멧돼지 경우, 살생제(biocide)를 사용했었다는 사실을 토대로 독성물질 사용을 재고했

다. 현재, 북유럽과 동유럽의 모든 국가에서 독살은 법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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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 국가들의 경우, 살생제 사용을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다(규정 N. 528/201). 해당 법

률은 허가된 목적과 살포방법에서 벗어난 살생제의 모든 사용에 여러 가지 제한을 두고 있다. 법의 

부분적 수정이 가능할 수도 있으나(제55조), 자연적인 조건에서 살생제를 대규모로 집중 사용함으로

써 야기되는 모든 위험의 영향을 최소화하기는 매우 어렵다.

률은 허가된 목적과 살포방법에서 벗어난 살생제의 모든 사용에 여러 가지 제한을 두고 있다. 법

의 부분적 수정이 가능할 수도 있으나(제55조), 자연적인 조건에서 살생제를 대규모로 집중 사용함

으로써 야기되는 모든 위험의 영향을 최소화하기는 매우 어렵다.

윤리적 측면과는 별개로, 이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내용을 다루는 구체적인 계획을 설계해

야한다. 동기, 가능성, 성공확률, 실행 관련 위험요인. 이때 발생가능한 모든 위험요인을 명확하게 파

악하고 최소화해야 한다. 현재로서는 이 방법의 위험요소를 평가하거나 관리하기가 매우 어렵기 때

문에, 자료나 경험이 부족한 상태에서 실시하는 멧돼지 독살 시도는 그 자체로 위험요소가 될 것이

다. 현 상황에서 대규모	단위로,	효과적이고	안전한	멧돼지	독살	프로그램을	신속히	설계하고	실행하

는	것은	유럽의	그	어떤	국가에서도	절대적으로	불가능하다.	

자연환경 속 멧돼지 독살을 목표로 사용하는 살생제를 합법화하고, 공식적으로 허용하고, 개체

군 관리 프로그램에 실질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많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사용하는 독성물질

은 곰, 늑대 혹은 조류와 같은 비표적종들에게 2차적/우발적 중독을 일으키지 않아야 하고, 표적종만 

죽일 수 있는 종 특이성이 있어야 한다. 또한 멧돼지를 쉽게 유인할 수 있어야 하며 또한 쉽게 먹어야 

한다. 대규모로 사용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인간과 가축 모두에게 효과적인 해독제가 있어야 한다. 살

생제는 섭취 후 동물들에게 유발되는 고통을 최소화해야 하며 현장 인력들에게도 충분히 안전해야 

사진 8 

왼쪽: 옥수수를 미끼로 멧돼지를 포획하기 위한 대형 포획장 오른쪽: 마취한 어미멧돼지(위)와 함께 포획된 어린 멧돼지들

(아래), 불가리아 Strandz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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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토양, 지표수 및 표층수, 무척추동물 생물군집 등 환경 속에서 완전하고 안전하게 분해되어야 

한다. 해당 독성물질과 더불어 이를 표적종에 살포 및 전달 체계 또한 모두 비용이 합리적이어야 하

며, 표적종 개체군 크기의 장기적 감축을 충분히 달성하기 위해 광범위한 규모로 반복 사용하는 것이 

가능해야 한다.

야생동물 개체군 관리를 위해 여러 가지 살생제를 적용한 실제 사례는 미 대륙과 오세아니아 국

가들에서 찾아볼 수 있다(Cowled 등, 2008). 이들 지역에서는 와파린, 인, 1080(역자 주: sodium 

monofluoroacetate, 제2차 세계대전 중에 미국에서 발견된 강력한 살서제), 아질산나트륨(Sodium 

nitrite)을 가장 많이 사용하였다. 와파린과 인의 사용은 모두 윤리적 측면의 필수조건을 충족하지 못

했기에 폐기하였다. 또한 환경에 대한 위험도, 특히 비표적종의 2차 중독 측면을 고려했을 때, 1080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 아질산염(Nitrite)은 선택사항 중에서 가장 위험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일부 필수조건들을 충족할 수 있었다.

효과적이고 안전한 독성물질을 선택하는 것과는 별개로, 북유럽과 동유럽 국가에서 살생제를 기

반으로 한 대규모 멧돼지 개체수 조절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것은 많은 문제와 직면할 것이며, 그 중 

확인된 일부는 아래 제시하겠지만, 파악하지 못한 채로 남은 다른 문제들도 있다.

어떤 종류의 독성물질이든, 멧돼지가 섭취, 소화할 수 있는 미끼와 혼합할 수 있어야 한다. 미끼는 

항상 많은 수의 비표적종, 특히 조류와 포유류들을 끌어들일 것이며, 그 동물종 구성은 환경, 서식지, 

계절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이 비표적종들의 독성물질 섭취를 막기 위해, 미끼는 종 특이적 방법으

로 멧돼지에게만 전달해야 한다(피임 참고). 이러한 미끼살포기구(BDD)는 곰, 들소, 늑대, 재칼 등이 

사는 지역에서는 실험한 적이 없으며, 이보다 더 넓은 범주의 유럽 환경 또는 동물 군집에서도 사용

한 바 없다.

300㏊당 최소 1개의 미끼살포기구(BDD) 사용을 계획해야 한다. 현재 멧돼지 개체군에서 아프리

카돼지열병 발생 면적은 30만 ㎢ 이상이며, 이는 많은 수의 미끼살포기구(BDD)(70,000개 이상)를 

손으로 설치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다양한 비표적종(보전 지위가 높은 종 포함)의 독살 

위험, 예측할 수 없는 우발적 사고 발생 및 환경오염 발생 확률도 극적으로 증가시킨다. 멧돼지 가족

군의 고도로 계층적인 사회 구조와 성별, 나이, 계절에 따라 달라지는 개체들의 행동 습성을 감안했

을 때, 각 개체별로 유효 독성물질량을 먹이는 것은, 경구 피임제와 마찬가지로 어려운 문제가 될 수 

있다. 이 외에 또 고려가 필요한 문제는, 바로 독성물질이 먹이 그물망 내에 존속하는 것과 특정 물질 

내에 축적되는 것이다.

핵심 요약

1.   아프리카돼지열병을 박멸하기 위해 멧돼지 한 종을 대규모로 몰살하는 것은 생태학적, 역

학적, 실용적 그리고 윤리적 측면을 고려했을 때, 비현실적이고 용납할 수 없으며, 실현 불

가능한 작업이다.

2.  기존의 스포츠 수렵이 멧돼지 개체군의 증가율을 꺾지 못한 가장 큰 원인은 광범위하게 이

뤄지는 인공먹이급여이며, 이와 더불어 멧돼지 높은 적응습성, 기후와 농업형태가 멧돼지

에게 우호적인 방향으로 변화한 것과도 많은 관련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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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다양한 종류의 울타리 또는 냄새 기피제를 이용하여 멧돼지 이동을 제한하려는 것은, 설령 

울타리가 멧돼지 방지용 울타리일지라도 아프리카돼지열병의 확산을 막기 위한 신뢰할 수 

있는 접근방법은 아니다. 이 방법은 격리된 공간에 바이러스가 유입된 경우에는 유용할 수 

있다. 반면에 이를 이용해 넓은 영역에서, 그리고 장기간에 걸쳐 멧돼지 이동을 제한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으며 비용이 많이 들고, 질병 관리 측면에서도 효과가 낮다.

4.  적극적으로 멧돼지 개체수를 감축하기 위한 살상 방법들은 아래와 같다: 체계적인 몰이식 

수렵(분산을 촉진시킬 가능성이 있는 경우 피해야 함), 번식력 있는 암컷의 선택적 수렵; 

포획 후 안락사(복잡한 운송 및 차단방역 필요), 더욱 효과적인 수렵 위치 선정이나 사격 방

법 적용을 통한 수렵압 증가.

5.  피임과 독살은 각각 비살상 및 살상 개체군 관리 방법으로, 현재까지는 이에 대한 연구와 

시험, 평가가 진행 중이다. 현재시점에서 이 방법들을 유럽의 온대림에서 사용할 준비가 되

어 있지 않다. 이 방법들을 현재 이용가능한 해결책들을 대신할 수 있도록 완전히 실행가

능하며, 환경적으로 안전하고, 윤리적으로 수용 가능한 대안으로 개발하려면 향후 수년간

의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6.  멧돼지 개체군 밀도를 감축시키는 것은 아프리카돼지열병의 전염 사이클을 깨뜨릴 수 있

는 복합적인 조치들의 일부로서, 해당 질병의 박멸을 위한 신뢰성 있는 방법이 될 수 있다. 

단, 감염된 폐사체에 있는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의 환경 지속성 때문에, 바이러스 전

염은 매우 낮은 멧돼지 개체군 밀도에서도 지속될 수 있다.

7.  컴퓨터 시뮬레이션 결과, 비발생지역으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산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는 불과 4개월 이내로 50㎞ 폭의 서식지에 있는 멧돼지 실제 서식 개체수 중 80%를 죽이

거나 제거해야 한다. 이는 여러 이유로 달성이 거의 불가능하며 해당 방법이 실제 검증된 

적도 없다.

8.  이론상으로는 번식력 있는 암컷의 표적 수렵과 인공먹이급여 금지를 통해 천천히 개체

군을 줄여서 예방이 가능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최소 3년 이상, 훨씬 넓은

(100~200㎞) 지역에서 표적 수렵을 실시할 수 있어야 한다. 현재의 발생범위를 고려할 

때, 이 접근법 또한 실제 적용 및 검증이 매우 어려울 것이다.

9.  가장 현실적인 것은 각 발생 지역에 대한 지식과 역학적 정보를 기반으로 그에 맞는 전략

과 구체적인 개체군 관리방안을 고려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수렵, 차단방역 조치, 폐사체

의 안전한 폐기, 홍보 캠페인 등 다양한 방법을 적절하게 복합적으로 적용하여 위험을 줄

이도록 노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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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된 산림의 차단방역

비발생 지역에서의 아프리카돼지열병 검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기존에 발생하지 않던 지역에서는 보통 폐사체를 통해서 질병을 처음 발견한다. 

초기에는 실질적인 폐사체 관리 계획을 거의 마련하고 있지 않을 것이므로 수의당국이 즉각적으로 

현장 운영을 이끌어야 한다. 첫 번째 발견 후에는 적극적인 폐사체 수색을 통해 감염 지역의 범위를 

결정해야 한다. 이를 통해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지리적으로 얼마나 퍼졌는지 파악하고 감염구역을 설

정할 수 있다. 감염 지역의 경계는 기존의 수렵장 경계를 따르는 것이 좋은데 이는, 어차피 각각의 수

렵장이 주요 멧돼지 관리의 기본 단위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전반적인 폐사체 폐기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이러한 전략은 폐사체 운송을 용이하게 할 수 있는 

포장도로 및 비포장도로 이용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 토양의 다양한 특징(질감, 투과성, 지표면 구

조, 지하수면까지의 깊이, 기반암까지의 깊이, 수문학적 특성 등)과 수계, 우물, 공공지역, 주택 등에 

대한 근접성 등을 고려해야 한다. 각 지역 단위에서는 이러한 폐기방법을 적용하기 위해 해당 수렵장

의 경관형태 및 구조를 고려해야 한다.

폐사체 폐기 또는 운송 담당 인력은 아프리카돼지열병과 차단방역에 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일

회용 방역복과 덧신을 착용하거나, 세척 및 소독이 용이한 의복과 신발의 착용 등 적절한 장비를 갖

추어야 한다. 이러한 업무에 참여하였던 인력은 48시간 동안 건강한 돼지와 직접 접촉해서는 안 된다.

멧돼지 폐사체 수색 

모든 동물 질병의 관리/박멸하는 과정에서, 죽은 동물의 감염성 폐사체를 효과적이고 안전하게 폐기

하는 것은 핵심 부분을 차지한다. 아프리카돼지열병 역학에 있어 폐사체가 갖는 역할로 인해, 안전한 

폐기는 더욱 중요한 부분이다. 2015년 초부터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에 있어 폐사체의 역할이 부각

되었으며 그로 인해 유럽연합(유럽위원회, 2018)이 정한 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관리 대책에 폐

사체 수색과 안전한 폐기를 포함시켰다. 폐사체 발견을 위한 첫 번째 단계는 수렵인과 기타 이해당사

자들, 특히 삼림관리자와 산림 노동자들, 그리고 일반 대중에게까지도 아프리카돼지열병에 대한 경

각심을 높이는 것이다. 이러한 경각심 고취 캠페인은 멧돼지 폐사체를 발견했을 때 지켜야 할 절차를 

명확하게 설명해줘야 한다.

Vittorio Guberti와 Marius Masiulis

숲 속에 존재하는 감염된 멧돼지 폐사체는 그 환경 속의 바이러스 양을 증가

시킴으로써, 해당 지역의 장기적인 바이러스 지속력을 향상시킨다. 이 장에

서는 감염된 멧돼지를 폐기하는 다양한 방법과, 사람의 활동을 통해 감염된 

숲에서 외부지역으로 바이러스가 기계적으로 운반되는 위험을 최소화하는 

방법에 대해 개략적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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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캠페인을 진행할 때는 가능한 모든 정보 전달 방법(즉, 대면 회의, 대중 매체, 포스터, 전단지, 라

디오 및 TV 프로그램)들을 동원해야 한다. 죽은 멧돼지 발견 신고를 늘리기 위해 수렵인과 수렵협회, 

지자체와 비정부기구(NGO)를 통한 일반 대중, 수의사, 산림 노동자와 산림 관리기관을 포함한 모든 

행위자들이 이를 숙지하도록 해야 한다. 죽은 멧돼지를 발견할 가능성이 있는 모든 사람들은 이와 관

련된 기본적 수칙과 폐사체 주변에서의 행동지침을 알고 있어야 한다.

• 폐사체를 만지지 않는다.

•  폐사체가 발견된 지점을 육안으로 확인 가능하도록 표시하거나 정확한 좌표를 전달한다(스마트

폰 사용 가능).

• 당국 폐사체 관리 책임자에게 지체 없이 신고한다.

관할 당국은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유지해야 하며, 멧돼지 폐사체 신고를 결코 성가시게 여겨서는 

안 된다. 또한 신고한 사람에게는 보상해야 한다. 오염된 폐사체의 신속한 발견과 제거는 멧돼지 아

프리카돼지열병 퇴치를 이루는 하나의 축으로 간주된다(EFSA, 2017).

숲에서	썩고	냄새나는	멧돼지	폐사체를	무시해버리는	것보다	쉬운	일도	없다는	것을	모두	명심해

야	한다.	

글상자 3

에스토니아 멧돼지 폐사체 발견 지역에서 수집한 토양 시료의 아프리카돼지열병 DNA

A. Viltrop, I. Nurmoja, H. Kirik, M. Jürisson, L. Tummeleht 작성

에스토니아 생명과학대학교 ; 수의학 및 동물 과학 연구소, 에스토니아 Tartu

에스토니아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에 감염된 멧돼지 폐사체를 제거한 뒤 발견지점 폐사체 밑에 있

던 토양 시료를 수집했다. 시료는 사계절 동안 총 7개의 다른 장소에서 수집하였으며, 매 계절마다 다

양한 수준으로 부패한 2~3개의 폐사체 밑에서 수집하였다. 총 10곳의 발견 지역에서 각 지역마다 3개 

시료를 1-3주 간격으로 수집하여, rt-PCR 검사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 DNA의 존재를 확인하였

다.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의 rt-PCR 시그널은 40.0 미만의 ct 값에서 양성으로 간주하였다.

2016년 7월, 멧돼지 폐사체가 발견된 지역 3곳에서 시료들을 수집하였고, 그 중 2곳에서 수집한 

시료에서 폐사체 발견 및 제거 후 각각 1주 및 2주까지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의 DNA를 검출하

였다.

2016년 10월에 폐사체들을 발견한 지점들(n=5) 중 한 지역에서 가장 오랜 기간 동안-6주- DNA를 

확인하였다. 

2017년 2월에 발견한(n=2) 지역 두 곳 중 한곳에서는 바이러스의 DNA가 2017년 5월말까지 4개

월 동안 지속적으로 검출되었다.

바이러스 DNA의 존속은 폐사체의 부패 수준에 따라 달랐으며 발견된 폐사체가 신선할수록 그 기간

은 더 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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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시간 무료 전화선(국내 080 등)을 활용하면 전국 어디에서 신고가 오더라도 간단하게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금전적 보상제도는 폐사체 신고율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이며 이를 적용하기 위한 구

체적인 절차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이 검출되기 전에 마련해두어야 한다. 몇몇 국가들은 공식 수렵 협

회를 통해 포상금을 받아왔던 수렵인들에게만 보상하곤 했다.

지역 수렵인들은 감염 지역에 대한 주요 전문가들 중 하나이기 때문에 폐사체 발견에 중추적 역할

을 한다. 멧돼지 개체군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진 후, 수렵인들과 산림 관리인들은 적극적으로 해

당 지역을 수색하고 정기적으로 순찰해야 하며 특히 멧돼지의 휴식처, 먹이 구역 근처와 자연 또는 

인공 수역(강, 연못, 호수)에 집중해야 한다. 병든 멧돼지는 보통 여러 가지 외부요인으로부터 피하고

자 늪이나 식생이 빽빽한 지역에 숨는다.

일반적으로, 설령 수렵 대상 개체군이라 하더라도, 멧돼지의 자연폐사율은 개체군의 10%다

(Keuling 등, 2013; Toygo 등, 2008). 폐사체 보고 시스템의 신뢰도, 따라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을 찾

아낼 수 있는지 여부의 신뢰도는, 해당 지역에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없을 때 보고된 죽은 멧돼지의 수

를 통해 측정된다. 이상적인	목표는	전체	멧돼지	추정	개체군의	약	1%를	차지하는	수준인,	폐사체의	

10%를	발견하여	보고하는	것이다. 즉, 약 1,000마리 멧돼지 중 10마리 폐사체를 신고하면, 이는 수

동 예찰의 효율성이 좋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전예방 조치

아프리카돼지열병 양성인 폐사체가 보고되면, 바이러스를 불활성화 시키기 위한 폐기 방법들이 몇 

가지 있다. 폐사체 폐기를 위해 어떤 방법을 적용할 것인지는 해당 국가의 선택으로, 비용, 환경적인 

상황이나 제한, 지역 시설 같은 요인들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폐사체를 그 지역에 묻거나 태우는 경우, 해당 행위가 환경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을 방지

하기 위해 관할관청의 승인을 사전에 받아야 한다. 질병의 유행 시작 시점에는 여러 기관 및 단체들

의 법적 권한을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 따라서 고위험 국가들은 첫 아프리카돼지열병

이 발견되기 전에 허가된 폐사체 폐기 절차를 미리 준비해두어야 한다. 많은 수의 멧돼지 폐사체를 

사진 9  

폐사체를 운반할 때 반드시 바이러스 추가 확산위험을 최소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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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상자 4

수렵활동에 있어서 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과 

관련한 차단방역 수칙; 라트비아 아프리카돼지열

병 발생 사례의 경우

E. Olševskis와 M. Serzants 작성

식품수의과학청, 라트비아 Riga

수렵인을 위한 라트비아 최초의 아프리카돼지열

병 차단방역 수칙은:

• 실험실 결과가 나올 때까지 수렵 멧돼지의 사

체 보관;

• 숲에 처리부산물을 남겨두는 행위 금지.

이러한 요건은 2014년 6월 멧돼지에서 아프

리카돼지열병이 확인된 후 며칠 후부터 실시하였

다(Olševskis 등 2016). 이 수칙은 아프리카돼

지열병 발생 지역의 수렵활동에 대해 수석수의관 

지시에 따라 제정하였다.

멧돼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한 지점

의 반경 20㎞ 이내 지역에서는 2014년 10월부

터 2015년 10월까지 몰이식 수렵을 금지했다

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2015년 11월부터는 아

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지구와 비발생 지구를 분리

하는 경계선(1구역과 2구역 사이)을 기준으로 양

쪽 10㎞ 반경의 지역에서는 몰이식 수렵을 금지

했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의 영향을 받은 지역 내에

서는 2016년 11월부터 수렵시 차단방역 수칙을 

지킬 수 있는 상황에 한해서만 주 산림당국의 명

령(수석수의관이 지시한대로)에 따라 몰이식 수

렵을 허용하였다. 다음과 같은 차단방역 수치들을 

제정하였다: 

I.	몰이식	수렵을	시작하기	전에,	수렵장	측은	먼

저	다음을	위한	장소와	장비를	확보해야	한다:

• 수렵한 멧돼지 부산물 폐기;

• 폐사체 해체와 보관;

•     운송차량, 신발, 칼 및 기타 장비의 세척과 소

독.몰이식 수렵을 매번 할 때마다 수렵장 측

은 수렵 중 그리고 수렵 후에 의무적으로 지

켜야할 차단방역 수칙과 위생 필수조건들을 

모든 수렵인들에게 교육해야한다.

II.	멧돼지	부산물	처리시	요건:

내부 장기, 기타 사체 폐기물 또는 가죽 등을 포함

한 멧돼지 부산물을 숲에 놓고 가는 것을 금지한

다. 수렵장 측은 모든 멧돼지 부산물을 매립, 소각 

또는 특정 장소 또는 용기에 모아 폐기할 수 있도

록 한다.

III.	사체	해체와	보관	요건:

수렵장 측은 다음을 확인한다:

•  수렵한 멧돼지의 주 처리는 추후에 소독이 가

능한 곳에서만 실시한다;

•  수렵 멧돼지는 실험실 결과가 나오고 멧돼지 

사체 식별이 완료될 때까지 적절한 장소에 보

관한다;

•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 및 항체에 대한 

실험실 시험 결과가 음성으로 나오기 전에 사

체의 분할 또는 소비가 없도록 한다.

IV.	세척과	소독	요건

수렵장 측은 다음을 확인한다:

•  수렵한 멧돼지 또는 그 혈액과 접촉했던 운송 

차량 또는 운송 차량의 부분 소독;

•  수렵한 멧돼지 운송 또는 운송 중 사체를 덮

는데 사용된 장비 소독;

•  수렵지역을 떠나기 전에 수렵인 신발의 세척 

및 소독;

 •  밧줄, 올가미, 칼, 앞치마 등을 포함하여 수렵

한 멧돼지와 접촉했던 장비의 세척 및 소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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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를 불활화시킬 수 

있는 소독제만 사용; 

•  아프리카돼지열병 비발생 지역에서 수렵할 

계획이 있는 모든 수렵인은 발생지에서의 수

렵 후 의복을 세척한다.

•  수렵한 멧돼지 또는 수렵 장비의 운송에 사용

한 차량은 반드시 적절한 청소, 세척 및 소독 

후에 농장   사료의 운송 또는 농업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한다.

V.	수렵견의	이용: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하지 않은 지역에서 수

렵견을 활용하려면 해당 개들이 아프리카돼지열

병 감염 지역에서 수렵에 참여한 지 최소 5일이 

지난 경우에만 허용한다.

주 산림당국은 몰이식 수렵을 실시하는 동안 차

단방역 수칙 적용에 대한 무조건적인 통제권을 갖

는다. 

라트비아의	경험에	따르면	대다수	수렵인이	겪는	

주요	어려움은	다음과	같다:

    •  수렵한 멧돼지 사체를 보관할 수 있는 장비 

부족, 특히 여름철의 경우  (냉각기, 냉장고 등).

    • 수렵시 차단방역이라는 개념 수용.

    • 새로운 조건과 요구 사항들에 대한 신속한 적응.

    • 기존의 관습과 태도 변화.

수렵인들에게	제공해야	하는	도움과	보조	:

    •  라트비아에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유입되기 1

년 전, 합작회사인 라트비아 주유림(Latvia’s 

State Forests)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예방 

및 준비를 위해 백만 유로를 기부했다. 오랜 

토론 끝에, 대부분의 기부금은 아프리카돼지

열병 발생위험 지역의 수렵장에 냉동고를 구

입하는데 사용하기로 결정하였다. 기부금 일

부는 수렵협회의 주관 하에 전국 수렵인에 대한 

훈련과 아프리카돼지열병에 대한 위험인식을 

높이는데 사용하였다.

    •  초기에 식품수의당국은 수렵인들에게 소독

제를 제공했다.

수렵	차단방역에	관한	국가	법제정:

멧돼지를 수렵하는데 필요한 차단방역 수칙에 관

한 정부 규정은 수렵인과 합의하여 2018년 초에 

채택하였다. 일반적으로 이 규정에는 현재 주 산

림당국의 지시에 따라 정해진 요건들을 포함한다. 

또한, 이러한 차단방역 수칙들을 이행하도록 관리

하는 구체화 과정은 주 산림당국과 식품수의당국

이 협력을 통해 확립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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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하기 위해서는 물자와 환경 문제들을 둘 다 고려해야 하며, 이는 산지나 습지에서 업무를 수행하

는 경우 더욱 그렇다. 따라서 해당 업무는 사전에 잘 계획해야 하며, 특히 멧돼지 밀도가 높은 곳일수

록 더욱 그렇다.

 위험 국가는 어떤 기관이나 당국이 폐사체 수집과 폐기를 담당할 것인지 규정해두어야 한다. 수

의, 산림 또는 환경당국,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역의 수렵인이나 그들의 협회 모두 폐사체 폐기업무를 

담당할 수 있다. 그러나 해당 업무에 대한 감독과 시료 채취 의무는 항상 수의당국에게 있어야 한다. 

각 국가마다 산림당국과 수렵협회 또는 단체를 포함한 지역 수렵인들을 포함시킬 것을 권한다. 이

들은 정보를 제공하고 현장의 폐사체를 수집하고 폐기하는 데에 도움을 주는 핵심적인 동반자다.

폐사체 폐기

유라시아 내 아프리카돼지열병의 역학적인 진화로 인해, 발견한 모든 멧돼지 폐사체들은 설령 가장 

가까운 감염 지역으로부터 수백 ㎞가 떨어진 곳에서 발견된 것일지라도 실험실 검사를 통해 바이러

스 존재를 확실하게 배제하기 전까지는 아프리카돼지열병 의심 사례로 간주하여야 한다. 폐사체를 

발견한 곳에서 실험실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바이러스의 추가 확산의 가능성을 제한하기 위해 

모든 사전예방조치를 해야 한다.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를 검출하면, 즉시 각 양성 폐사체에 모

든 적절한 차단방역 조치를 시행해야 한다. 폐사체 폐기의 첫 번째 목표는 바이러스가 그 지역에 존

속할 가능성을 줄이는 것이다.

감염 구역 내 폐사체들은 바이러스 추가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발견 장소부터 지정된 폐사체 수집 

장소까지 이동시켜야 한다. 폐사체 매몰 또는 소각 위치는 차량, 사람과 장비 소독 시설의 가능성을 

고려하여 정해야 한다. 차량(특히 택시로 폐사체를 운송한다면 아랫면이나 바닥)과 사람(신발, 장비 

등)은 감염 구역을 떠나기 전에 세척하고 소독해야 한다.

사진 10  

단순한 도구를 사용해 수렵한 멧돼지나 멧돼지 폐사체를 

안전하게 운반할 수 있다.

사진 11  

단독 매립; 폐사체 위와 매립지 인근에 뿌린 소독제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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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12  

매립 장소 소독

사진 13  

멧돼지 폐사체는 비닐봉투에 담아 가장 가까운 도로까지 

운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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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사체들은 첫째로 내구성이 있는 비닐봉투에 담고, 반복 소독에 적합한 플라스틱 또는 금속 보관

함에 넣어 운송해야 한다. 이러한 보관함은 숲에서 폐사체를 운송하기에 용이하다. 감염된 액체가 새

어나오지 않도록 돌, 눈 또는 식물에 의해 비닐봉지가 찢어지지 않게 해야 한다. 감염 구역을 떠나기 

전에 차량을 소독해야 한다. 보관함을 재사용하려면 정기적인 세척과 소독이 필요하다.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의 양을 최소화하기 위해 폐사체와 발견 장소도 소독해야 한다. 겨울

을 빼고 다른 계절에는 소독하기 쉬우나, 겨울에는 폐사체가 얼고 때때로 눈이 쌓여있으며 기온이 

0℃ 아래로 내려가 소독제가 얼게 된다. 이런 경우에는, 동결방지 제재를 소독제에 섞어 어는 것을 방

지한다. 프로필렌글리콜(Propylene glycol)을 희석액으로 사용할 수 있다. 각 국가는 아프리카돼지열

병 바이러스를 효과적으로 죽일 수 있는, 입증되거나 허가된 소독제 목록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오

직 허가된 소독제만, 생산자의 사용안내서에 따라 사용해야 한다.

폐사체는 현장에 매몰하거나 소각할 수 있고, 렌더링 공장 또는 소각로로 운반 가능 

소각 또는 렌더링은 폐사체를 폐기하는데 가장 효과적이고 쉬운 방법이다. 렌더링은 폐기 동물 조직

을 안정적이고 사용가능한 물질로 바꾸는 과정을 말한다. 렌더링은 동물 조직을 안정적이고 멸균인 

상태, 예를 들면 동물 지방과 건조된 동물 단백질로 변화시키는 물리적 및 열처리 폐쇄 시스템이다. 

렌더링은 조직을 갈고 고온압력으로 이를 멸균시킨다. 

렌더링은 폐사체 폐기에 가장 경제적인 방법이지만, 감염된 폐사체를 렌더링 공장으로 운송하는 

것은 질병 확산의 위험이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다. 모든 국가가 렌더링 공장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

니며 현존 렌더링 공장이 야생동물의 폐사체를 항상 받지 못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폐사체 폐기를 

위한 다른 대체 방법을 사용하거나, 사전에 렌더링 공장과의 합의를 구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지역 

내 바이러스 오염 위험의 최소화를 위해 렌더링 공장에서 직접 폐사체의 시료 채취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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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각은 폐기물 또는 폐사체 내의 유기 물질 연소까지 포함하는 처리 과정이다. 폐사체를 소각하는 

동안, 이것은 재와, 연도 가스(flue gas), 그리고 열로 변환된다.

보관함 

폐사체는 보관함을 사용하여 관리할 수 있다. 특수 보관함(400-600L)을 가장 가까운 인근 포장도로

에 전략적으로 배치한다. 폐사체는 적합한 차량을 이용하고 차단방역 절차에 따라 수렵인들이 보관

함에 넣는다. 수렵인은 지역 수의당국에 폐기 사실을 알리고, 그 뒤 폐사체 폐기 계획을 세운다. 대개 

렌더링 공장 또는 소각로 관리 회사가 바로 폐사체를 수집하지만, 수의당국이 모든 과정을 감독한다. 

폐사체 운송용 보관함은 튼튼해야하고, 밀폐가 가능해야하며 내용물이 새지 않아야 한다. 보관함을 

사용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쉽고 빠르다; 전략적으로 배치하면 감염 구역 밖으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가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는 데에 도움이 된다.

현장 소각

모든 소각 활동은 환경오염을 최소화해야 하고 안전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덧붙여 많은 국가에서 

이는 금지했을 수 있다. 주 가연성 물질을 연료로 이용하여 야외에서 폐사체를 소각하는 것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장작을 이용한 소각, 구덩이 소각, 지상 소각(연소실 또는 이동식 소

각 장치) 또는 이러한 방법들을 조합하여 활용할 수 있다.

폐사체를 소각하기 위한 장작을 쌓거나 구덩이를 팔 때는, 공기가 최대한 잘 통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주 연료원은 건조된 나무 또는 연탄과 같은 환경적 영향이 낮거나 무시가능한 정도인 가연

성 물질을 사용한다. 플라스틱, 타이어와 다른 잠재적 독성이 있는 가연성 물질은 결정권이 있는 당

국(대개 환경부)의 승인 하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밀짚 또는 건초는 오직 불쏘시개로만 사용해야 한다.

숙련된 사람이 반드시 참여해야하며 소각 구역은 신중히 선택하고 정리한다; 모든 소각행위는 소

방 도구와 관련 시설이 확보될 때 비로소 실시 가능하다. 현장 폐사체 소각은 매우 느리게 진행된다. 

장소를 선택하고 정리하는데 시간이 걸리고, 많은 량의 화목을 운반해야 하고, 폐사체를 완전히 소각

해야 하며, 산불을 예방해야 한다.

사진 14 

그 후, 폐사체는 가장 가까운 폐사체 수집지점으로 운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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멧돼지 폐사체를 완전히 소각하는데 68시간까지 소요될 수 있다. 폐사체가 다 탄 뒤에는, 재를 땅

에 묻고 오염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주변을 소독해야 한다.

매몰 다른 방법으로는 현장에 매몰하는 것이 있다. 이 과정은 환경당국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어

떻게 폐사체를 묻을 것인가에 대한 명확한 지침을 만들어야 한다.

단독	구덩이 이 방법은 개인이 죽은 멧돼지를 발견했을 때 사용할 수 있다. 다른 멧돼지가 먹이를 

찾아 뒤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매몰할 구덩이는 폐사체 위로 최소 1미터는 흙을 충분히 덮을 만큼 

깊어야 한다. 또 오염을 막기 위해 구덩이 바닥은 해당 계절에서의 최고 지하수 수위보다 최소 1미터

는 높아야 한다. 지하수 지도와 설명 자료가 있으면 위험을 줄이는 데에 도움이 된다. 비닐봉지는 분

해되는 데에 몇 년이 걸리기 때문에, 비닐봉지를 제거하고 묻으면 폐사체 부패가 빠르다. 구덩이와 

수로, 호수나 연못과의 최소 거리는 환경보호 당국이 정해야 한다. 구덩이에 묻을 때 폐사체는 전면 

소독을 하고서 흙으로 단단히 눌러야 한다.

현장	구덩이	매몰 이 방법은 주로 여러 폐사체가 같은 지역에서 발견되었거나 땅이 어는 등의 기

후 조건으로 여러 개의 단독 구덩이를 파는 것이 어려울 때에 시행한다. 굴삭기를 이용하여 파는데 

폐사체는 구덩이 바닥에 놓고 흙으로 덮는다. 폐사체의 수가 매우 많은 경우 환경관리당국의 공식적

인 승인을 필요로 한다. 매몰지를 재사용하는 것을 피하려면 반드시 지리 좌표체계를 이용하여 위치

사진 15  

라트비아. 소각시설을 고도 감염지역 내에 설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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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16  

특정 고도 감염지역에서는 소각용 장작더미도 미리 준비해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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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체

목재

그림 16

소각장 설치 모식도

출처: Animal Health Australia (2015). Operational manual: Disposal (Version 3.1). Australian Veterinary Emergency Plan (AUSVETPLAN), 

Edition 3, National Biosecurity Committee, Canberra, ACT

사진 17
구덩이를 파서 폐사체를 소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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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18
구덩이에 매립 시 굴삭기를 사용한다.

사진 19  

플라스틱 보관함; 보관함 위에 멧돼지 관련 정보 문서를 

부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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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등록해야 한다. 한 매몰지에 묻을 수 있는 폐사체 수의 제한은 없다. 단, 필요한 크기와 깊이에 적

합하게 구덩이를 파야 한다. 최소 1미터 이상의 토양을 덮어야하고 지하수 오염을 피할 수 있는 깊이

에서 매몰할 폐사체 전체 부피의 1.8배에서 2배까지 파야 한다. 구덩이를 덮기 전에 폐사체를 소독

해야 한다. 플라스틱 가방이나 비닐을 사용하면 부패 속도가 길어지기 때문에 권장하지 않는다.

다량	매몰	다량 매몰은 양돈농장 집돼지에서 사용하는 것과 동일한 방법을 적용한다. 대량 매몰은 

지역의 지형상 누수방지가 가능하고 소각로나 렌더링 공장으로의 이동이 불가능할 때 적합하다.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로 인한 서식지 간접 오염

아프리카돼지열병에 감염된 환경 내라면, 바이러스는 어떤 물체들에든 존재할 수 있다. 분변, 혈액, 

풀과 버섯 등의 감염된 물질은 감염 구역 밖으로 기계적인 운반이 용이하기 때문에 바이러스의 추가

적 확산의 간접적인 위험요인이 될 수 있다. 버섯 또는 산딸기류 채집자들이나 숲에서 일하는 작업자

와 수렵인들은 바이러스의 간접 확산에 기여할 위험이 제일 크다.

최근에 분변의 감염성에 대한 이전 자료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Davies, 2017; Olesen, 2018; 

EFSA, 2010a). 가장 최근 연구는 감염된 멧돼지의 분변 10%에만 바이러스가 있음을 증명하였고, 

그 생존도는 18℃ 이상의 상온에서는 상대적으로 짧았다. 이러한 자료들에 따르면, 여름이나 초가을 

기간에 감염된 분변을 밟고 감염 구역 밖으로 바이러스를 옮기는 것은 무시 가능한 정도다. 하지만 

겨울(며칠이 아니라 몇 주에서 몇 달에 걸친 기간)에, 북부 및 동부 유럽 국가들에게는 더 높은 위험

이 있는데, 이는 바이러스가 낮은 온도에서 더 오래 생존 가능하고, 바이러스 오염 분변이 분해되지 

않고 추운 기간 동안 쌓일 수 있기 때문이다. 겨울 동안에 멧돼지들은 먹이나 미끼가 있는 지점에 모

여 있기 쉽다; 그들의 일일 행동권은 줄어들고 그 주변은 감염된 분변에 오염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50%의 멧돼지 분변은 먹이 지점 인근의 0.4 헥타르(4,000㎡)정도의 작은 구역에 위치한다고 알려

져 있다(Plhal 등, 2014). 수렵인은 종종 먹이 또는 미끼 지점을 방문하여 인공먹이나 미끼를 확인하

사진 20
보관함 안의 멧돼지 폐사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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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채우며 멧돼지 개체군을 추정하기 위한 카메라를 설치한다. 이때 감염 물질을 밟을 가능성과 감

염 구역 외부지역으로 바이러스를 전파할 가능성이 늘어나므로, 이를 피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수렵인을 제외한, 숲 방문객이나 오염된 숲/구역에서 일하는 작업자들에게 감염 구역에서 작업하

는 동안 바이러스에 오염될 가능성에 대해 알려야 하며, 또한 같은 구역을 이용하는 집돼지 주인에게

는 집돼지 차단방역 체계의 일부로서, 바이러스의 기계적 전파 가능성에 대해 고지해야 한다. 아프리

카돼지열병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 중요 항목들이 표기된 포스터나 표지판을 감염 구역의 입구에 세

워두는 것이 매우 유용하다. 

아주 쉽고 아마도 이미 넓게 적용하고 있을 조치는, 감염 또는 위험 구역을 방문하는 동안 착용한 

의복과 장화를 그 구역을 떠나기 전에 갈아입는 것이다. 장화는 튼튼한 비닐봉지에 넣어 집으로 가는 

동안 차량을 오염시키는 것을 막아야 하고 도착 후에는 밑창이 깨끗할 때까지 비누와 뜨거운 물로 씻

는다. 수렵인들은 감염 구역에서 이뤄진 여러 행위들이 서식지 바깥으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

를 기계적으로 전파시킬 위험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 다음의 몇몇 예방 조치들을 적용

해야 한다; 현장으로 사료 운송 시에 개인 차량 운용을 삼가하고, 수렵인용 오두막이나 사체처리 시

설에서 사용한 장화와 기타 오염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모든 물건들은 돌아오기 전에 철저히 소독한다.

핵심 요약

1.  위험 국가는 바이러스 유입 이전에 폐사체 감시(수동 예찰)와 폐기를 위한 명확한 전략을 

세워야 한다.

2.  관련 당국은 폐사체 보고 체계를 활성화 시키고, 이에 대한 여론 홍보를 높여야 하며 효율

적 소통 채널들을 구성하여야 한다.

3.  감염 구역의 렌더링은 폐사체를 폐기 처리하는 쉽고 효율적 방법이다; 보관함은 폐사체의 

임시 저장에 도움이 된다; 폐사체는 렌더링 공장에서 공무상의/공인된 수의사가 시료 채취

를 해야 한다.

4. 다른 폐사체 폐기 방법으로는 소각로, 현장소각과 매몰이 있다.

5.  사람들의 산림 자원 관련 활동은 바이러스를 감염된 숲 밖으로 기계적 전파할 위험이 있

다; 아주 간단하고 기본적인 차단방역 조치를 적용함으로써 이 위험을 최소화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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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F에 오염된 산림지대 내에서 매년 수많은 멧돼지들을 수렵한다. 생물안전

수칙이 없는 상태에서 그런 개체들은 바이러스의 공급원이 되어 감염을 확

산시키는 전형적인 중요 위험요인으로 작용한다. 수렵 과정에서 차량이나 신

발, 혹은 물건들이 바이러스에 오염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오염된 산림지역 

외부로 바이러스가 기계적으로 전파될 수 있다. 이번 장에서는 감염된 산림

지대에서 수렵하는 과정에서 바이러스 확산 위험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수

렵장 수준에서 실시해야 할- 주요 전략과 필요물자에 대해 알아본다.

사진 21 

해체실과 보관 공간(오른쪽)이 구분된 수렵 오두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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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돼지열병 비발생 지역에서의 검출 

수렵은 보통 환경당국이나 산림당국의 관리를 받는다; 야생동물 개체군 내에서 전염성 동물 질병이 

검출되지 않는다면 수의당국은 거의 개입 하지 않는다. 아프리카돼지열병과 같이 야생동물과 가축에 

모두 영향을 미치는 질병의 경우에는 수의 관련 법률의 규제를 받게 된다. 이와 관련한 수의당국의 

주요한 역할은 질병의 존재 여부를 결정(확정 혹은 배제)하기 위한 적정한 절차를 마련하는 것이다. 

의심 상황(이상행동을 보이거나 죽은 채로 발견되는 멧돼지) 발생 시 집돼지 축주나 수렵인들에게 정

보를 제공하고, 실험실 검사 등의 역학적 조사를 수행하는 것도 수의당국의 책임이다. 

멧돼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진되면, 감염된 개체군을 특정 관리하여 바이러스를 조절하기 

위한 절차를 시작한다. 추가적으로 유럽연합 국가들은 수렵 과정에서 필요한 생물안전수칙들을 포함

하는 질병박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아프리카돼지열병 비발생)국가들의 경우에도 기본적인 수렵 

시 생물안전수칙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수렵 과정에 적용되는 적절한 생물안전수칙

수립 업무는 시간과 인력이 소요되고, 긴급 상황에서는 이를 조직화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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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렵인들과의 긴밀한 소통은 매우 중요하다. 비록 멧돼지 수렵 자체가 아프리카돼지열병 관리 수

단으로서 유용할 수 있다고 해도, 감염 멧돼지를 수렵하면 바이러스를 확산시키는 위협적인 일로 이

어질 수도 있다. 최근 몇 년간 동유럽 및 북유럽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에 감염된 멧돼지 수백 마리가 

수렵됐다. 이와 같은 역학적 상황 속에서, 수렵인들은 감염된 야생 서식지와 인간 활동지 사이의 연

결고리가 되고, 집돼지에서의 질병 발생 위험을 증가시키게 된다. 

사진 22  

아프리카돼지열병 감염구역과 위험지역에서는 추가적인 

바이러스 전파가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하여 수렵 멧돼지

를 운반해야 한다.

사진 24  

야외에서는 사용하는 물건이나 도구의 바이러스 오염을 

막는 것이 대체로 어렵다.

사진 23  

혈액 한 방울에도 엄청난 수의 바이러스가 존재한다.

사진 25  

여우에도 아프리카돼지열병 멧돼지 대응과 똑같은 절차

를 적용해야 할까? 아니면 털에 멧돼지 피가 묻어 있는데

도 집에서 가죽을 벗길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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멧돼지 수렵에 대한 관리 계획

모든 수렵장에는(그 크기와는 상관없이) 각자 기본적이고 단순한 생물안전수칙을 수립해야 한다. 

생물안전수칙에는 도로망, 수렵 망루의 위치, 먹이 급여/미끼 살포 지점, 수렵 오두막 활용 가능성, 

관련 수렵동물 해체 시설, 내장 보관 시설(동물 부산물 구덩이 혹은 컨테이너) 등을 고려해야 한다.

감염 구역 내의 수렵인들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숙지해야 한다(Bellini 등, 2016).

•    아프리카돼지열병 예방법 훈련

•    수렵 지점으로부터 해체 시설까지의 멧돼지 운송

•    해체 시설/구역에 대한 구비요건과 필요 장비

•    내장의 적절한 폐기처분 방법

•    수렵한 멧돼지가 아프리카돼지열병 음성으로 확진될 때까지 현장에서의 안전한 보관법

•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 양성 멧돼지의 폐기처분 절차

•    시설 세척 및 소독 절차

수렵장에서의 생물안전수칙은 수렵으로 인해 감염 지역 외부로 바이러스가 확산될 가능성

을 최소화한다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및 발생 위험 지역에서는, 수렵한 멧돼지들이 아프리카돼지열병 양성인지 아

닌지 알 수가 없다: 그러므로, 모든 멧돼지들은 감염되어 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관리해야 하며, 

실현 및 지속가능한 생물안전수칙을 수렵의 모든 단계에서 온전히 적용해야 한다. 

수렵 지점으로부터 해체 시설까지 멧돼지 운송

멧돼지의 모든 신체부위는 수렵장에 보관해야 한다. 수렵지점에서 복부를 개방하거나 내부 장기를 

현장에 남겨두는 것은 철저히 금지해야 한다. 수렵한 멧돼지 신체 전체를 해체 시설 혹은 해체 구역

으로 옮겨야 한다. 안전하게 운송해야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를 포함하고 있는 체액(특히 혈액)

의 유출을 방지할 수 있다. 비닐봉지는 식생(식물)에 의해 손상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플라스틱 혹은 

금속제 보관함을 사용한다.

수렵한 멧돼지들은 해체 구역까지 전용차량을 이용해서 운송해야 한다. 전용차량은 감염된 구역

이나 수렵장을 벗어나서는 안 된다. 전용차량의 이용이 불가한 경우에는 트레일러 혹은 저렴한 외부 

동물 운송 도구를 사용할 수 있다. 수렵한 멧돼지를 운송한 차량은 운송 후에 매번 세척과 소독이 쉽

게 이루어져야 한다. 

©
 V

IT
TO

R
IO

 G
U

B
ER

TI

사진 26
일반적인 픽업트럭은 바이러스 확산 

위험을 최소화하면서 멧돼지 사체를 

옮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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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 수렵장 내에서 개인 차량을 이용한 멧돼지 운송은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를 장거리로 

간접 확산시킬 수도 있으므로 금지해야 한다. 개인차량은 해체 절차가 이루어지는 구역 외부에, 되도

록 포장도로에 주차해야 한다. 

해체 시설/구역에 필요한 구비사항 및 장비

각 수렵장에는 수의당국이 인증한 해체 구역 혹은 해체 시설을 구비해야 한다. 해체 구역은 개방시설 

혹은 폐쇄 시설일 수도 있다. 동물 해체에 특화된 전용시설이어야 한다. 해체 구역은 쉽게 알아볼 수 

있어야 하고 동물 해체 담당 인력들만이 사용해야 한다.

야외	개방형	해체	구역은	다음과	같아야	한다

     1.  영구 건조 토양 지대에 설치하고, 햇빛과 눈, 비를 막기 위한 지붕이 있어야 한다; 감염된 혈

액, 체액 등에 의해 주변 지대가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방식으로 조성해야 한다;

     2.  멧돼지나 시식성 동물(사체를 먹는 동물), 혹은 허가받지 않은 인원의 출입을 막기 위해 잠금 

가능한 출입문이 있는 담장시설이 있어야 한다;

     3. 물 공급이 가능해야 한다;

     4. 내장과 부산물 폐기처분을 위한 구덩이나 컨테이너가 있어야 한다;

사진 27
울타리가 없는 개방된 해체 공간; 폐기 구덩이에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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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28  

기본 울타리가 쳐진 야외 해체공간; 폐기 구덩이에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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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체 구역은 실내	해체	시설의	형태로도	가능하며, 이는 주로 수렵인들의 오두막 내부 혹은 근처

에 설치하는 형태다. 

실내	해체	구역은	다음과	같아야	한다:

     1. 가축과 반려동물 혹은 야생동물의 접근을 차단해야 한다;

     2. 세척과 소독이 쉬운 벽면과 바닥으로 조성해야 한다;

     3. 해체 장비와 도구들을 세척하고 소독할 수 있는 구역이 있어야 한다;

     4. 폐기처분 전까지 동물 부산물을 저장할 수 있는 컨테이너가 있어야 한다;

     5. 입구에는 소독제가 채워진 소독 장벽(소독조 매트)이 있어야 한다;

해체작업	담당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세척이 가능하거나 일회용 폐기가 가능한 멸균복과 신발을 신어야 한다;

     2.  해체 전용 담당 도구만을 사용해야 하고, 사용 후에 도구들을 소독하고 수렵장 밖으로 가지

고 나가서는 안 된다;

     3.  해체구역에서 사용한 모든 도구와 앞치마, 신발은 담장 구역 외로 나가기 전에 세척 및 소독

을 실시한다;

     4. 모든 폐기물은 비닐봉지에 담아 폐기처분한다;

     5. 인증된 소독제만을 사용한다.

사진 29 

울타리가 처진 폐사체 폐기 구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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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30 

폐쇄형으로 장비가 갖춰진 해체실

사진 31
보관 시설을 갖춘 폐쇄 해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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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바른 내장 폐기 처분법

아프리카돼지열병에 감염된 멧돼지 내장은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의 전파근원이 되며, 차단방

역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바이러스의 전파원이 될 수 있다.

모든 잔여물들을 산림지대에서 제거해야 한다; 가장 쉬운 방법은 환경보호 당국이나 수의당국에

서 승인받은 지정 구덩이에 매립하는 것이다. 구덩이는 해체 구역에서 가까워야 하고 지하수 깊이를 

고려하여 파야 한다. 구덩이 크기는 수렵 시기 동안 발생할 수 있는 내장의 추정량을 모두 매립할 수 

있어야 하고 야생동물들(멧돼지 포함)의 접근을 방지할 수 있어야 한다. 구덩이 주변에는 잠금장치가 

된 문과 담장을 설치해야 한다. 이 방식을 이용한 내장 폐기처분은 구덩이를 팔 수 있는 곳이라면 어

디서든 실용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구덩이가 완전히 차면 이를 덮고 새로운 구덩이를 팔 수 있다. 여건이 가능하다면 수의당국의 감

독 하에 내용물을 꺼내어 폐기할 수도 있다. 

구덩이 대신 컨테이너를 이용하는 것도 적용가능한 대체 방안이다. 봉인 및 누수방지 처리된 플라

스틱 보관함(500에서 600리터 크기)을 폐기구역 근처에 주로 설치하고 필요시에는 수의당국의 감

독하에 내용물을 비운다. 

렌더링 시설에서 동물 폐기물이나 내장을 처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재활용 구덩이나 보관함들을 

사용하는 것이 유용하다. 

아프리카돼지열병 음성 판정 전까지의 수렵 멧돼지 현장 안전보관법 

아프리카돼지열병에 감염된 지역에서 수렵한 멧돼지들은 아프리카돼지열병 음성 판정을 받기 전까

지 수렵장에서 이동시키면 안된다. 아프리카돼지열병 검사는 지정 수의 연구시설에서 수행한다. 일

부 국가에서는 상업용 간이키트 결과가 효력이 있기도 하지만 이는 전혀 신빙성이 없고 감염 박멸에

는 부적절하다.

모든 수렵장에는 냉장고가 있어야 하며, 해체와 시료채취 후의 멧돼지 사체 전체를 저장할 수 있

어야 하며, 개체별로 구별이 가능해야 한다.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사체를 여러 부위로 분할하였다면, 

각 부위에 명확한 표시를 해야 하고 한 사체를 몇 분할했는지 연번을 기록해야 한다. 

사진 32 

실험실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개체 표지한 멧돼지(가슴

에 파란색 표시)

사진 33  

멧돼지를 부위로 저장한 상태; 이러한 경우 개별 멧돼지 

추적이 더 복잡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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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수렵 과정 중의 생물안전수칙

수렵 멧돼지가 아프리카돼지열병 음성으로 판정나기 전에는 동물신체의 어느 부분도(멧돼지 머

리 등의 전리품 포함) 수렵장 밖으로 가져갈 수 없다.

다른 개체의 검사를 하는 동안 이미 음성판정을 받은 개체들의 반출을 막기 위해서는 저장과 시료

채취 활동을 체계적으로 조직하는 것이 중요하다. 동물들은 수렵 회차별로 저장하고 해당 묶음 전체 

개체가 음성판정을 받은 경우에만 반출이 가능하다. 주말에만 수렵한다면 본 절차는 관리가 용이하

다;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각각의 과정들이 일어나는 시점(수렵, 시료채취, 검사 및 음성판정 동물 반

출)들에 대한 계획을 신중하게 관리해야 한다.

수렵 멧돼지의 사체를 보관하기 위한 냉동 혹은 냉장 시설은 실내 해체 시설이나 수렵용 오두막 

내에 설치할 수 있다. 수렵 멧돼지 사체나 고기를 반출한 후에는 냉동/냉장 시설을 세척해야 한다. 

아프리카돼지열병 양성 멧돼지의 폐기처분 및 해당 시설 세척과 소독 절차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양성으로 판정된 경우, 저장한 모든 사체(혹은 신체부위나 고기)는 수의당국이 

안전하게 폐기해야 한다. 해체 구역이나 냉장/냉동 저장시설 또한 세척 및 소독해야 한다. 세척과 소

독은 해체 구역 내부, 그리고 해체 구역 내 피복, 차량, 도구들 속의 바이러스를 불활화시키는 업무의 

기본 과정이다; 그러므로 수렵인들은 명문화된 지시사항을 제공받고 교육을 받아야 한다. 

소독에 앞서, 먼저 세척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강조하고자 한다. 세척액을 이용하여 물리적인 솔질

하는 작업은 오염된 표면을 세척하는 데 매우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소독할 수 있는 중요한 과정이

다. 소독액은 새로 만든 용액만 사용해야 하며, 그 효과가 충분히 나타나는데 필요한 기간동안 적용

해야 한다(최소 60분 가량의 접촉시간).

아프리카돼지열병 소독에는 다음과 같은 소독제 사용을 권장한다(참고 Haas 등 1995; Heckert 

등 1997; Shirai 등, 1997, 2000):

• 염소(하이포아염소산 나트륨);

• 요오드(테트라글리신 삼중요오드화칼륨);

• 4가 암모늄(염화디데실디메틸암모늄 DDAC);

• 과산화수소 증기(VPHP);

• 알데하이드(포름알데히드);

사진 34 

폴란드에서는 수의당국이 이동 가능한 보관실을 제공했

다; 실험실 검사 결과가 전달될 때까지 동물을 보관한다. 

멧돼지는 보관실 밖에서 처리할 수 있으며 고기나 부산

물 등은 컨테이너에 보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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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35 

일부 오염된 수렵장에서 수렵인은 항상 소독제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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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명 활성	성분 용도

Virkon SⓇ 염화나트륨(sodium chloride);

포타슘 퍼옥시모노설페이트(potassium 

peroxymonosulfate)

동물 먹이급여/급수 장치, 축사, 소형 우리

(마구간, 외양간, 돼지 분만 축사, 돼지 축

사/돈사/진찰실/우리, 동물 구역(animal 

quarters), 동물 운송차량, 농지 및 농기구, 

사람 신발에 있는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

러스

EcocidⓇ S 삼종염(triple salt of potassium monopersulphate);

설팜산(sulphamic acid)

말산(malic acid);

헥사메타인산 나트륨(sodium hexametaphosphate);

도데실벤젠술폰산 나트륨(sodium dodecyl benzene 

sulphonate)

표면 및 수계 소독제;

모든 유형의 동물 축사, 온실, 동물 수술

VirocidⓇ 알킬디메틸벤질염화암모늄(alkyl dimethyl benzyl 

ammonium chloride);

디데실디메틸암모늄클로라이드(didecyl dimethyl 

ammonium chloride);

글루타르알데하이드(glutaraldehyde)

다음과 같은 일반 소독을 위해 광범위하게 

사용:

동물 축사와 재료;

동물 운송수단과 재료;

사료와 음식 보관 및 처리 장소;

음식 운송;

장화와 운송수단(물에 담그는 방식) 

표 1

등록된 상업용 소독제

• 유기산;

• 산화제(과초산);

• 알칼리제(수산화칼슘과 수산화나트륨);

• 에테르와 클로로포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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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36  

야외 개방된 해체공간 소독

사진 37  

보관실 소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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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1.  감염 지역 내 모든 수렵장은, 간단하고 기본적인 생물안전수칙을 수립해야 한다. 수렵이나 

관련 활동을 통해 바이러스가 수렵장 외부로 기계적으로 전파되거나 바이러스로 환경이 

오염되는 것을 예방하는 것이 가장 우선적인 목표다.

2.  각 수렵장들은 멧돼지 해체 구역과 내장 및 멧돼지 저장 시설을 구비해야 한다.

3.  수렵 멧돼지들은 개체 별로 구별해 아프리카돼지열병 음성 판정을 받을 때까지 수렵장 내

에 안전하게 보관해야 한다.

4.  수렵 멧돼지가 아프리카돼지열병 양성으로 판정된 경우, 보관하고 있던 모든 동물은 종에 

상관없이 수의당국의 관리 하에 폐기해야 한다.

5. 감염 수렵장의 수렵 재허가는 수렵장 내 시설의 세척과 소독이 완료된 후에 가능하다. 

사진38  

장화 소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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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장

자료 수집

멧돼지 시료의 자료 

자료 수집의 목적은 동물 질병을 더 잘 이해하여 그 질병을 적절하게 관리하고 박멸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다. 자료 수집과 분석은 모든 동물 질병 예찰 프로그램의 필수 분야로, 이를 통해 질병의 관리/박멸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졌는 지를 평가하여 궁극적으로 질병 예찰 프로그램이 갖고 있는 약점을 찾아낼 수 

있는 도구다.

이런 표준화된 자료 수집 방법은 모든 분석과 의사결정에 도움을 준다. 표준화 자료를 통해 감염 개체

군이 아프리카돼지열병과 관련하여 어떻게 반응하는 지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혀줌으로써 아프리카돼

지열병 관리전략을 짜는 데에 도움을 준다. 

물론 표준화된 방식으로 자료를 수집하려면 수렵인과 수의당국 모두 업무량이 늘어나겠지만, 비표준

화 방식의 자료 수집은 자료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뜨려서 감염 국가간 비교를 어렵게 한다. 따라서, 표준

화된 방식으로 자료 수집하는 것이 중요하다.

시료 수집 시 필수 기록 항목 이외에 추가할 자료는 수렵 장소 혹은 폐사체 발견 장소의 경위도 좌표 

등의 지리정보다. 이 자료는 감염의 시공간적 진화를 연구하는 데에 매우 중요하다. 경도와 위도는 스마

트폰으로 쉽게 등록할 수 있으며, 감염된 수렵지역의 위치 기록을 할 때에 수렵용 망루 등 특정 구조물의 

위치를 참조하여 기록하고자 하는 지점의 ‘대리’지점으로 활용할 수 있다.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은 수

렵인이 잡거나 발견한 동물에 관한 지리정보를 언제든지 편하게 등록할 수 있는 편리하고 유용한 보고 

방법이다.

멧돼지 연령대 판별 기준법

현재의 연령추정 방법으로는 폐사체로 발견하거나 수렵한 멧돼지 나이를 판별할 때에 관찰자의 주관에 

따라서 그리고 멧돼지의 개체 특이성에 의해서 추정 연령이 달라질 수 있다. 체중과 체색으로 나이를 추

정하는 방법은 객관적이거나 표준화된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보고체계의 신뢰도를 떨어뜨리게 된다.

가장 신뢰도가 높은 방법은 큰어금니의 이돋이를 기준으로 나이를 추정하는 것이다. 연령대를 구분

하는 주요 목적은 멧돼지 한 마리, 한 마리의 정확한 나이를 알아내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 실제로 높은 

수렵압으로 인해, 수렵 대상 멧돼지 개체군의 평균 수명은 매우 낮아서 평균 기대수명은 일반적으로 약 

2년 정도다.

Vittorio Guberti, Sergei Khomenko 그리고 Marius Masiulis

각 시료에 대한 자료의 그 품질과 표준화 여부는 멧돼지 개체군 내에서 발생

하는 아프리카돼지열병 역학을 더 잘 이해하는 데에 중요하다. 고품질 자료

를 통해서 지역 간, 국가간 적절한 비교가 가능할 뿐더러, 기존에 적용하고 있

는 관리 조치가 효율적인지도 평가할 수 있다. 이 장에서는 수집해야 하는 기

본 자료와 다른 출처의 자료들을 어떻게 융합시킬 지를 설명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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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포획 멧돼지 개체군의 절반은 3년생보다 어리고, 나머지 반은 3년생 이상이지만 5년생 

이상은 드물다. 나이가 많은 멧돼지의 수가 그 수를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적기 때문에 치아내 나이테 

추정법1  (역자 주: 이빨 시멘트질 내 나이테 수를 세어서 나이를 추정하는 방법) 등 정교한 방법을 통한 

나이 결정법은 활용하기 어렵다. 큰어금니의 이돋이를 통하여, 다음의 4가지 나이대로 구분할 수 있다:

 a) 큰어금니가 없음;

 b) 큰어금니가 1개 있음; 

 c) 큰어금니가 2개 있음;

 d) 큰어금니가 3개 있음.

큰어금니는 어떤 야외 조건이나 동물에서도 특별한 도구 없이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다. 이 표준

화된 연령대 판별법을 통하여 동일 개체군 내에서 혹은 서로 다른 개체군 간의, 그리고 연도별이나 계절

별로 쉽게 멧돼지의 연령대를 비교할 수 있다. 

1    Cementum annuli (CA) 연령 추정 기법은 많은 포유류의 치아 뿌리에 침착되는 특수 석회화 물질인 시멘텀이 매년 추가된다는 현상을 이용한다. 

시멘트 층은 나무 나이테와 비슷한 "링"을 생산한다.

사진 39  

명확한 큰어금니(제2큰어금니는 아직 나지 않았음)

사진 40  

명확한 제1, 제2 큰어금니

사진 41  

명확한 제1, 제2, 제3 큰어금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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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식력

번식력은 특정 개체군 내에 임신한 암컷의 비율로 정의할 수 있다. 번식력 자료는 암컷의 연령대를 포함

해야 한다. 왜냐하면 이를 통하여 감염된 개체군의 번식능력을 평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수렵이 증가하

면 2년생 미만의 어린 암컷은 초임시기가 빨라지는 현상이 강해지며, 이 개체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어렵게 된다. 따라서 아프리카돼지열병 관리법의 일환으로 번식력 자료 수집이 가능한 지역에서는 암컷 

성체를 선택적으로 수렵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멧돼지를 해체할 때 자궁 내 태아 존재유무를 알 수 

있으며, 임신여부는 출산시기가 다가오는 늦겨울에 확인할 수 있다.

번식률

번식률은 임신가능 암컷의 평균 산자(태아)수로 정의한다. 수렵한 암컷 멧돼지의 태아수는 사체를 해체

하는 동안 알 수 있다. 멧돼지 관찰시, 주요 수렵 철이 끝날 무렵에는 각각의 어미돼지와 함께 다니는 새

끼돼지(줄무늬가 있는 경우만)의 수를 기록하여 원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연령과 연관된 번식력과 번식률 자료는 멧돼지 개체군의 실제 번식 능력 지표로 활용할 수 있어 미래 

개체군의 변화 양상을 예측할 수 있다. 또한 이 자료에서 나타내는 첫임신 연령이 어려진다거나 평균 임

신 연령/태아수가 증가한다는 등의 정보를 통하여 아프리카돼지열병에 대한 개체군의 회복력을 이해하

는 데에 도움이 된다. 궁극적으로 이 자료는 멧돼지 개체군 관리 전략을 수행하는 지역에서 해당 전략이 

효율적으로 작동하는 지를 평가하는 데에 활용될 것이다.

폐사체의 죽은 날짜(폐사체의 부패율) 표준화

멧돼지의 아프리카돼지열병 역학에 있어 폐사체의 역할은 예전부터 그 중요성이 강조되어 왔다. 멧돼지 

폐사체가 매우 오래되었을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까지는 폐사체의 발견 날짜를 멧돼지가 바

이러스에 감염된 날짜로 설정하여 왔다. 이렇게 기록한 날짜는 부정확하기 때문에 멧돼지가 감염된 상

황을 역학적으로 잘못 평가할 수 있다. 온습도, 태양광량, 포식자(무척추동물 및 척추동물 모두) 존재 여

부가 폐사체 부패 시간을 늘릴 수도 줄일 수도 있다. 그리고, 기회적으로 폐사체를 수색하는 것보다 감염

지역 내에서는 계획하여 체계적으로 폐사체 수색을 할 때, 폐사체 발견 날짜 정보에 추가로 폐사체 부패 

정도를 표준화된 방법으로 기록한다면 멧돼지가 감염된 날짜를 추정하는 데에 상당한 오차를 줄일 수 

있다. 시료채취 기록지에 간단하게 부패정도에 대한 정보를 3단계 범주로 나눠서 기록하도록 할 수 있

다(표 2).

표준 폐사 날짜추정을 위해서는 아프리카돼지열병 감염지역/수렵지역 내에서 활동하는 수렵인을 훈

련시켜야 한다. 그러나 신뢰할 수 있는 멧돼지 폐사일 추정법이 아직 정립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간과해

서는 안 된다. 폐사일 추정의 장애요소는 계절에 따라 부패정도가 다양하다는 것과 부패과정 그 자체의 

특성이다. 여름철에는 생물학적으로 폐사체 부패 속도가 빠르고 또한 시식성 곤충과 그 유충이 부패 과

정을 더 촉진시킨다. 반면 겨울에는 주로 척추 동물류의 시식성 동물들이 폐사체를 소비하는데, 이들은 

그 종 구성과 활동이 지역과 시간에 따라 매우 다양하게 나타난다.

그러므로 다른 시기에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발견 당시에는 동일한 상태로 발견될 수도 있는 것이다. 

복잡한 경우에는, 매우 구체적인 분석법(예를 들어, 법곤충학 접근)을 적용하는 것만이 정확한 폐사일을 

추정하는 데 도움을 줄 수도 있다. 일반적으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지속되는 풍토병 지역은 폐사일 추

정 과정이 매우 복잡할 수 있기 때문에, 추정이 어려울 경우(특히 이른 봄에 이러한 폐사체가 흔하다)에

는 “불특정 날짜”로 기록하여 나중에 분석할 때에 제외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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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부패단계에 따른 멧돼지 폐사체의 상태

부패단계 특징

1) 신선기(fresh) 냄새가 나지 않고 외형에 변화가 없음

2) 부패(decomposed) 복부 팽창, 구더기 나타남, 중등도에서 강한 정도의 냄새 발생, 검게 부패할 때까지 

조직이 액화됨, 살이 뼈에서 분리됨

3) 건조기(dry) 냄새가 거의 나지 않거나 안 남, 건조한 피부, 뼈 노출

사진44  

건조된 폐사체

사진42  

부패한 폐사체

사진45  

건조 폐사체(시식성 곤충 출현에 주목)

사진43  

부패한 폐사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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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7

멧돼지 수렵 및 수렵자료 조사 기록 서식

멧돼지

시/군/구

번호

위치

수렵지역

시료 수집자

경위도

날짜

실험실 번호

멧돼지 자료 성별 장기 시료

멧돼지 자료

수렵 멧돼지 번호

수컷

암컷

임신여부

태아수

1)
2)
3)
4)
5)

망루에서 수렵

수색 수렵

폐사체

건강한 개체 포획

비정상 개체 포획

부패단계

명확한 큰어금니 2개 = 연령계층 C

명확한 큰어금니 없음 = 연령계층 A

명확한 큰어금니 3개 = 연령계층 D

명확한 큰어금니 1개 = 연령계층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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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1.  수렵하거나 폐사체로 발견한 멧돼지는 각 개체별로 시료채취를 하고, 각 시료별 필수 자료

를 첨부하여야 한다.

2. 나이는 이돋이 정도만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3.  임신한 암컷과 태아 수를 면밀하게 보고해야 한다. 이 자료를 통하여 감염 지역의 멧돼지 

개체군 동태의 진화를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된다.

4.  폐사체 부패 단계를 판별하여야 한다. 이는 감염 개체의 폐사일을 추정하는 데 도움이 되

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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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당국과 수렵인들 간의 효과적인 의사소통

자료 수집의 목표는 동물 질병에 대한 이해와 질병을 관리하고 박멸하는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자

료 수집 및 분석은 모든 동물 질병 예찰 프로그램의 필수적인 부분으로, 곧 질병 관리/박멸 전략의 유효

성을 측정하는 도구이며 결국에 취약점들을 찾아내는 방법이다. 그러한 틀에서 표준화된 자료 수집 체

계는 모든 분석 및 결정과정에 유용할 것이다. 표준화된 자료는 아프리카돼지열병 존재와 관련하여 감

염된 개체군이 어떻게 행동하는지에 대한 이해와 그 질병 관리를 위한 전략수립에 도움이 될 것이다.

표준화된 자료 수집은 수렵인들과 수의당국 모두에게 작업 부담을 가중할 수도 있다; 하지만 표준화

되지 않은 방식들은 자료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감염 국가들 간의 자료 비교를 불가능하게 한다.

필수 수집 자료 항목을 명시한 시료 수집 양식을 아래 제시하였다. 필수 자료 이외에도, 수렵 지점이

나 폐사체 발견 지점의 경위도를 기록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리적 자료는 감염의 시공간적 진화를 연구

할 때 적절하다. 스마트폰을 사용하여 위도와 경도를 쉽게 등록할 수 있다; 감염된 수렵장에서는 수렵용 

망루 등도 지리적 위치자료로 사용할 수 있다. 전문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은 수렵인이 포획한 동물이나 

발견한 폐사체의 위치를 기록, 보고할 때마다 매우 유용할 수 있다. 그러면 아프리카돼지열병에 대해 수

의당국은 어떻게 수렵인들과 효과적으로 의사소통할 수 있을까? 책임성 있는 수렵과 안전한 폐기처리

는 멧돼지 개체군을 앞으로도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게 하고 나아가 스포츠 수렵이나 식량자원으로서 

활용이 가능하게 할 것이다. 또한 이와 같은 책임성 있는 행동들은 농업과 양돈 산업을 위한 건강한 환경

을 유지하는데도 기여한다(De Nardi 등, 2017). 아프리카돼지열병 질병의 박멸을 위한 노력에, 수렵인

들의 참여가 중요하다.

수렵인들과 의사소통 하는데 있어서 목표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핵심소통기대물(Single 

Overarching Communications Outcome(SOCO), 교육 등을 통해 소통하고자 하는 한 가지 메시지)을 설

정함으로써 기술정보 및 지침을 공유하기 위한 로드맵을 설계할 수 있다(OIE, 2015). 이 로드맵은 상호

소통의 결과로서 소통 대상 집단이 소통의 결과로 추후 시행하기를 기대하는 행동들을 나타낸다. 핵심

소통 기대물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주요 질문에 답해야 한다.

1.	수의당국은	왜	아프리카돼지열병의	확산을	막으려고	하는가?

         •    아프리카돼지열병은 전 세계적으로 양돈 산업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

         •    아프리카돼지열병을 위한 치료법과 백신이 없다.

         •    이 질병은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일으킬 수 있다.

         •    이 질병은 동유럽과 EU에서 확산되고 있다.

Suzanne Kerba

아프리카돼지열병은 치료법과 백신이 개발되지 않은 전염력이 강한 감염병

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효과적인 위험 의사소통과 교육시책은 아프리카돼

지열병 확산 예방에 있어서 중요한 도구다(Costard 등, 2015). 본 장은 이러

한 도구들에 대해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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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의당국이	결과적으로	원하는	변화는	무엇인가?

          •    농가, 수렵인, 운송업자 및 일반인들 사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의 위험에 대한 인식 제고;

         •    농가와 수렵인들의 예찰과 보고 증가;

         •    아프리카돼지열병 예방 활동 증가;

         •    비발생 국가와 지역으로 더 이상의 아프리카돼지열병 유입이 없도록 하는 것.

3.	왜	지금	의사소통하는가?

         •    국내 발생신고가 있었다.

         •    인접 국가 또는 지역에서 발생신고가 있었다.

이 예시에 따라, 핵심소통 기대물은 다음과 같을 수 있다: 수렵인들이	잠재적인	아프리카돼지열병	발

생을	모니터링,	예방	및	관리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위험 의사소통은 전문가들 또는 당국자들과 특정 위험요인에 의해 생존, 건강, 경제적 또는 사회적 안

녕에 위협을 받고 있는 사람들 간의 정보, 권고사항 및 의견들의 실시간 교환을 뜻한다(Stoto 등, 2017). 

아프리카돼지열병의 경우, 위험 의사소통에 있어 수의당국의 역할은 정보를 제공하고, 수렵인들의 의견

을 듣고, 아프리카돼지열병 예방과 박멸에 있어서 수렵인들의 중요한 역할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방식으

로 소통하는 것이다.

행동 변화를 이끌어내는 의사소통을 하려면 무엇이 대상자들의 동기를 부여하는지에 대한 지식이 필

요하다(Ueland, 2018). 따라서 수렵인들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파악하는 것은 아프리카돼지열병과 그 

확산 차단에 있어서 수렵인들의 역할에 대해 의사소통할 때 무엇이 최선의 방법인가를 이해하는데 핵심

적이다. 의사소통 방법을 고안하고 계획하는 데 있어서 형성적 연구(역자주: 연구자, 공중보건관계자들

이 인구내 관심집단을 설정하고, 이들에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고, 일반 대중과 비교하여 상대

적으로 해당 집단이 갖고있는 특성들을 설명해내는 과정)를 활용하는 것은 대상자들을 이해하고 동기를 

부여를 부여하는 데 도움이 된다(Snyder, 2007). 이 정보는 위험 의사소통이 성공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전달 메시지를 적절하게 조정하고, 소통과 교육을 위한 적절한 수단 선택에 도움을 준다.

우리는 멧돼지 수렵인들에 대해 무엇을 알고 있는가? 연구에 따르면 수렵인들이 멧돼지 질병을 발견 

및 보고하는 데 다음과 같은 문제들을 장벽으로 느끼고 있다(Vergne, 2014):

         •    보고 가능성에 대한 인식 부족;

         •    보고 방법에 대한 지식 부족;

         •     수렵 멧돼지를 보고하는 이유가 의심스러운 병변이나 질병을 보여주기 때문이라는 공감된       

               인식 부족;

         •    보고하는 행위 자체가 번거롭다는 인식.

수렵인과의 명확한 의사소통 방안 마련

앞서 기술한 관점에 기초하여, 수의당국은 수렵인들에게 전달할 적절한 메시지 초안을 작성한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    당신은 아프리카돼지열병을 박멸하는 과정에서매우 중요하고 소중한 파트너다.

         •     당신이 책임의식을 가지고 수렵, 보고, 처리 절차를 수행하는 것은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방지의 성공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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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다음, 이해 관계자로서의 가치와 중요성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이러한 메시지를 수렵인에게 전달

할 필요가 있다. 대략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책임 있는 멧돼지 수렵, 보고, 처리 절차는 자연과 자원지킴이로서 수렵인의 명예로운 역할

                이다.

         •     수렵인이 된다는 것, 곧 독자적 방법으로 자연 환경의 필수요소로서 유대감을 갖는 그룹에 

                속함을 의미한다.

         •     아프리카돼지열병 박멸 성공을 위해서는 수렵 공동체 개인, 그리고 단체 모두의 능동적 참

               여가 필요하다 .

견고한 위기소통 메시지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완전성과	구체성

         •    정보에 기반을 둔 결정을 내리기 위해 수렵인들이 알아야 할 내용을 제공한다.

적절성

         •    상황에 적절한; 시의적절한

간결성

         •     간결하고 요점에 맞는

이해성

         •     수렵인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맞춤

기억하기	쉬움

         •    수렵인들이 기억할 수 있는 방식으로 맞춤

긍정성

         •    공감과 격려

         •    수렵인의 문화와 가치, 신념에 대한 존중과 예의

효율적으로 접근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점도 고려해야 한다:

수렵인과 수의당국이 소통하는	맥락과 환경:

         •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병하였는가? 또는 인지를 강화하고 행동을 촉진할만한 사건이 

                있는가?

         •    수렵인들이 아프리카돼지열병의 위급성을 느끼고 있는가?

수의당국이 아프리카돼지열병 관련 메시지를 전달하는데 방해하는	잠재요인은 다음과 같다

         •    소문이나 잘못된 정보가 정확한 메시지 전달을 망치는가?

         •    수의사들이 수렵인의 이야기를 듣고 소문이나 잘못된 정보에 과잉 반응하는가?

양방향 소통

과학자 및 수의사로서 우리는 종종 지식만으로도 결과를 만들어 낼 수 있는 것처럼 행동한다. 우리는 

증거와 지침을 전달하고, 우리가 제공한 정보를 사람들이 이해하고 따르기를 기대한다(Brownell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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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그러나 사람들의 지식과 생각은 행동 방식에 영향을 미친다. 사람들의 인식, 동기 및 기술은 모두 

자신의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 효과적인 과학적 의사소통을 위해서는 사실과 가치를 모두 반영해야 한

다(Dietz, 2013).

수렵인과의 아프리카돼지열병 의사소통 책임자로서, 수의당국은 스스로가 신뢰할만한 정보 제공자

가 되어야 하며, 수렵인의 역할을 존중하며, 명확하고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그들과 적극적으로 대화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효과적인 의사전달자의 특징(WHO, 2015)

전문성 -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고 당신이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알고 있다;

좋은	품성 - 신뢰할 수 있고 정직하며 의사소통 과정에 개방적이다;

호의 - 공감을 표시하며 상대방이 느끼고 믿는 것을 존중한다;

일체감 – 상대방이 당신에게 일체감을 느끼고 공감하는 방식으로 소통한다.

수의당국과 수렵인 관계는 신뢰감을 기반으로 해야 한다. 효과적 위기소통을 위한 모범사례에는 다

음의 요소가 포함된다(Peters 등, 2013):

신뢰	형성과	유지

         •    당신은 나에게 관심이 있다.

         •    당신은 나의 관심사항을 알고 이야기 한다.

         •    당신은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다.

인정과	의사소통	–	불확실한	상황에도

         •    당신은 나에게 정보를 숨기지 않는다.

의사소통	조정

         •    당신은 다른 믿을만한 전문가와 공감한다.

모든	의사소통을	투명하고	정확하게	함

         •    당신은 진실을 말한다.

         •    당신은 해결방법을 찾는다.

자기효능감을	가진	메시지를	포함함

         •    나는 정보에 입각한 결정 과정에 적극적인 역할을 한다.

양방향 의사소통을 위해서는 상대방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한 청취(소문 청취 등) 뿐 아니라 당신의 위

기소통 노력의 영향을 평가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효과적으로 만들려면 사전에	이해	관계자와	영향

권자들의	상호관계를	설정하고 수렵인이 아프리카돼지열병 메시지와 지침에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대

한 피드백을	수집할 필요가 있다.

         •    수렵인은 아프리카돼지열병에 대한 그들의 의사소통에 대해 수의당국에게 무엇을 말하는가?

         •    수의당국은 수렵인의 이야기를 듣고 그 피드백을 향후 의사소통 개선에 활용하는가?

         •     수의당국의 메시지는 수렵인이 지침을 따르며 책임성 있게 수렵, 보고, 처리하도록 동기부  

               여를 주는가? 그렇지 않다면 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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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 관계자 상호관계 설정에는 핵심 청취 대상을 식별해서 각 대상에게 중요한 우선순위, 과제와 가

치를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이 과정에는 가장 영향력있는 이해 관계자를 확인해서 그들의 조언

이 소통 노력 형성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해 관계자 간의 관계와 그 신뢰도는 관련자들의 인

식과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 적절한 이해 관계자 간의 양방향 의사소통을 통해 의견의 균형을 이루면 수

렵인과 수의당국이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을 막기 위한 공동의 목표에 도달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의사소통 채널 선택

일단 수렵인에게 전달할 의사소통 메시지를 작성했다면 그것을 전달할 전략과 채널을 결정해야 한다. 

채널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    라디오, TV, 지면

         •    말로 전달

         •    클럽이나 단체를 통한 의사소통

         •    소셜미디어(SNS)

         •    캠페인

         •    이해관계자 참여

         •    파트너 참여

         •    단체동원

         •    커뮤니티 참여

모든 채널이 아프리카돼지열병과 관련된 의사소통에 적합한 것은 아니다. 수렵인을 목표로 한 아프

리카돼지열병 의사소통 계획을 세울 때는 그들의 언어를 존중하고 사회적 연결망을 인식하며, 그들의 

문화적 가치를 존중하는 수렵인을 만날 수 있는 채널을 고려한다.

다음 질문은 수렵인에게 효과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위기소통 채널을 식별하도록 도움을 줄 것이다.

1.	이	채널은	수렵인에게	접근할	수	있게	도와주는가?

         •    나는 수렵인들이 존중하고 관심 갖는 채널을 이용하는가?

2.	이	채널은	수렵인에게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가?

         •    수렵인 사회에서 이 채널을 가치 있게 보는가?

3.	이	채널을	활용함으로써	나의	목표	달성에	진전이	있을	것인가?

         •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비발생 국가와 지역에 전파되는 것을 방지함

         •    아프리카돼지열병과 그 위험성에 대한 관심 증폭

         •    임상증상에 대한 정보전달

         •    예방 기술에 대한 자문

         •    위생 규정과 실행 지침 전달

         •    완화 전략 채택 장려

         •    차단방역 강화

         •    수렵인의 보고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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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소통과 낙인찍기(stigma)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하거나 감염된 집돼지, 멧돼지가 발견될 때마다 사람들은 항상 발생 원천에 대

한 정보를 찾으려고 한다. 어디서 발생이 시작되었나? 어떤 숲이나 농장이 연관되었나? 이는 당연한 관

심이며 수의당국은 적극적으로 경청하여 신속하고 정직하게 대응할 의무가 있다. 

이러한 경우, 수의당국은 감염된 동물을 보고하는 수렵인이 낙인찍히게 될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 

이것은 그들이 불필요할 정도로 아프리카돼지열병의 위협에 연관되어 버리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낙

인에 찍힌 사람들은 비판을 받을 수 있으며 사회적으로 배제됨에 따른 스트레스, 불안, 정신적 고통을 받

을 수 있다(Smith, 2007). 낙인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농장주가 질병 보고를 망설이게 될 수도 있다

(Guinat 등, 2016).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이 직면한 문제를 자신들 스스로는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Reynolds와 Seeger, 2005). 예를 들어, 아프리카돼지열병에 걸린 돼지를 소

유한 농장주를 비난하는 다른 농장주의 경우 자신은 질병을 통제할 수 있다고 믿는다. 외부의 다른 사람

들이 이러한 사람들(문제를 자신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을 인지된 위험이라고 여기기 시작

하면 이들이 소속된 지역과 커뮤니티(수렵인 포함) 전체가 낙인찍힐 수 있다. 

수의당국의 역할은 어느 개인이나 집단이 질병과 불필요할 정도로 연관되는 것을 방지하면서 동시에 

아프리카돼지열병의 실제 위험을 규명하는 것이다. 수의당국은 오해를 없애고 잘못된 추측을 수정하는 

데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 만약 사회적 낙인이 발생한다면 수의당국은 과학적인 사실에 기초하여 

공정성을 호소함으로써 대응할 책임이 있다.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낙인찍힌 수렵인이 수의당국에게 

적극적인 지원을 기대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한 과정은 다음과 같은 메시지를 사용한다:

         •     질병의 발견은 우리 모두가 아프리카돼지열병의 위험에 처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    이러한 상황은 특정 장소나 지역의 특정 그룹에 따라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     이러한 상황은 책임감 있는 차단방역과 처리 절차의 중요성을 강화시킨다. 우리는 모두 

               함께 아프리카돼지열병의 전파를 막아내야 한다.

핵심 요약

1.  수의당국과 멧돼지 수렵인 사회 간의 성공적인 의사소통은 아프리카돼지열병 박멸을 위한 

공동작업의 핵심요소다.

2.  위기소통과 수렵인단체 참여를 통해 수렵인들은 책임 있는 차단방역과 폐기처리를 수행 

할 수 있는 효과적 해결책을 만들게 된다. 서로 협조적인 방향으로 협력하면 아프리카돼지

열병의 위협이 없는 세상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달성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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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체코와 벨기에 서식 멧돼지 

개체군에서 국소적으로 발생한 

아프리카돼지열병 관리 사례

a)    활발한	멧돼지	폐사체	수색(수동 예찰)은 감염의 공간적 발생 양상을 이해하기 위해 지표사

례 발생지점 주변에서 즉각적으로 시행하였다. 이러한 수색활동을 실시한 근거는, 처음 발

견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 사례가 전체 발생 중 빙산의 일각일 것이라는 점이다. 해

당 지역에서 발견하지 못한 더 많은 폐사체들이 있었을 것이라고 사료된다(그림 18);

b)   폐사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가 검출된 모든 사례는 미세공간단위로	지도화시

켰고,	발생지역 주변에는 ① 멧돼지의 평균 연간 행동영역 또는 ② 질병 유행 확산 예상 속

도(현재 월 2~3㎞ 정도로 예측)를 기준으로 완충지대를	설정하였다. 이 구역은 감염된 것으

로 간주하였다(그림 18, 구역 0과 1). 이 과정은 감염구역(구역 0과 1) 외부에서 새롭게 양

성 사례가 보고될 때마다 반복하였으며, 그에 맞게 구역화를 진행하였다. 아프리카돼지열

병이 내부에서 검출된 감염구역과 완충지역의 주변일부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울타리를(멧

돼지 방지, 전기 울타리 및 냄새기피제; 그림 18, 구역 1과 2 사이의 붉은 선) 설치함으로써 

멧돼지	이동을	제한하거나	최소화하고자	시도했다. 이러한 장벽들을 조성하는 근거는 초기 

질병의 유행확산 속도를 둔화시킴으로써 질병이 광범위한 영역에 토착화되지 않도록 국소

적으로 제한하고자 했다.

c)    멧돼지 교란을 최소화하면서, 이들의 장거리 이동을 방지하고, 수렵 도구, 차량, 해체실 등의 

바이러스 오염을 막기 위해 감염구역(그림 18, 구역 0과 1)에서의 모든	수렵	활동을	철저히	

금지하였다.

d)   모든 구역에서 인공먹이급여는	엄격하게	금지하였다. 이를 통해 먹이급여지에 출현하는 동

물들 간의 접촉을 최소화하고, 인공먹이급여가 멧돼지	개체수	증가에	미치는	모든	영향을	

완전히	제거하고자 했다. 단 감염구역(구역 2와 3) 외 지역에서는 포획틀과 수렵을 위한 유

인 목적으로, 개체군 감축 활동에 도움이 될 정도로 적절하게 사용하는 것은 허용하였다.

e)   감염구역(그림 18, 구역 2)과 인접한 지역에서는, 경관(또는 지형적)적 특성(예: 고속도로와 

같은 인공 장벽 또는 하천과 같은 자연적 장벽)을 고려한 경계구역의 크기와 정확한 위치를 

체코의 즐린 지구, 그리고 최근 벨기에의 에텔리에 국지적으로 유입된 아프리카돼지열병 관리는 제1장 

- 4장에서 언급한 전염병 관련 역학적 숙지사항과 원칙들을 기본으로 하였다. 이 접근방식은 지역의 

역학적 경관에 따라 시행하고 세밀하게 조율했으며, 질병 진화에 따라 조정했다. 체코의 사례는 현재까

지 유럽에서 멧돼지 개체군의 아프리카돼지열병을 박멸한 유일한 성공 사례이며 해결해야 할 과제의 

복잡성을 보여준다. 아프리카돼지열병 박멸의 기반이 된 방법들과 근거들을 아래와 같이 간략히 기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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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하였다. 바이러스의 침투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개체군 밀도를	지속적으로	감축시키고

자 멧돼지 암컷 성체와 아성체 표적수렵을 하였다.

f)    감염구역(그림 18, 구역 0과 1)으로부터의 폐사체를	확실히	제거하기 위한 실행계획과 생

물안전수칙들을 결정하고 시행하였다. 감염구역과 인접한 지역(그림 18, 구역 2)에서의 멧

돼지	수렵	및	살처분은 발생지역의 외부로 질병이	확산될	위험을	최소화하는	안전한	방법으

로 수행하였다.

g)   질병이 관리지역에서 벗어나 비발생지역으로 침투 및 유행할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비발

생지역(그림 18, 구역 3과 주변)에서는 기존과 동일한 방법으로 멧돼지 수렵을 강화했다. 

h)   박멸의 최종 단계에, 그리고 검출된 아프리카돼지열병 양성 폐사체 수를 근거로 지역 상황

이 풍토병 단계로 진화되었다고 확인되면, 안전하게 포획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전제 하에 

구역 0과 1에 남아 있는, 모든 살아있는 개체들을 살처분한다(그림 18).

그림 18

특정 멧돼지 개체군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유입된 경우의 관리 구역 지정

이 사례는 질병 통제의 기본 원리를 보여주기 위한 이론적 상황으로, 각 관리 구역의 정확한 크기와 형태는 각 국가와 유행 상황에 따라 다르

게 지정되어야 한다.

주: 0–이 구역은 모든 ASF 양성 폐사체를 포함한다(예;100% 커널밀도분포범위); 1- 바이러스 감염의 전파를 감안한 완충지대(역학적 상황

과 지형에 따라 선정; 선택적으로 동물의 이동을 막기 위한 울타리 설치); 2- 감염 구역 인근의 구역으로 멧돼지 개체군 밀도를 최단시간 내에 

Nt 이내로 줄여야 하는 지역(강도 높은 차단방역 조치가 이뤄져야함); 3- 감염이 일어나지 않은 지역으로 인정된 지역(“평시 상황” 혹은 각 국

가 정책에 따라 ASF 감염이 없는 수준의 관리를 받는 지역)

지표사례

추후검출

이동제한

범례

0123

0123

유입

침투

구역

구역

질병 관리

0

1

2

3

수동 예찰

***

***

***

***

능동 예찰

-

-

***

**

폐사체 제거

***

***

**

*

우선순위:        * 낮음     |      ** 중간               |      *** 높음

개체군 관리

0

1

2

3

해결방안

수렵 금지, 인공급여 금지

수렵 금지, 인공급여 금지

표적 수렵 + 생물안전수칙

집중 수렵, 생물안전수칙 미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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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멧돼지에게 발생하는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방지를 위한 권장 관리조치 및 관련 활동 요약(주의: 아프

리카돼지열병이 풍토병이고 넓은 지역에서 발생하는 경우 이러한 조치를(완벽히) 적용하기 어려움)

감염되지	않은	지역
(구역	3	지역	외)

감염	지역에	인접한	비감염	지역
(구역	2)

감염	지역
(구역	0	및	구역	1)

인공	먹이급여 금지 금지 금지

미끼 포획 목적만 허용 포획과 살처분 목적만 허용 포획과 살처분 목적만 허용

수렵
(수렵	활동;	멧돼지	
고기	자가	소비	가능)

일반 수렵

목표 수렵량 증가

암컷과 아성체 표적 수렵 

주무부서가 조직 및 관리 

가능한 모든 효율적 수렵 방식을 

동원하여 수렵량 늘림

민관 협업을 통해 멧돼지 밀도를 

최대한 낮게 유지

전략 수립 과정에 수렵인이 중요 

역할 담당

금지

살처분
(주무부서의	감독	
아래	수행하는	활동;	
살처분	멧돼지는	
모두	자가소비	금지)

주무부서 재량으로 실시 주무부서 재량으로 실시 (유행병 단계를 지나) 풍토병 

단계에 도달 시 주무부서의 감독 아래 

전면 근절 허용

차단방역
(생물안전수칙)

주무부서 권장사항 적용 적용

일반인	접근	제한 없음 역학적 상황과 구체적인 절차에 

따라 주무부서에서 결정

접근 차단

사전 승인 직원만 접근 가능

해당 지역 내 농지의 경우 부분적 조치

완화를 통해 접근 가능하게 할 수 있음

포획 주무부서 승인 필요

자가소비의 경우, 음성 판정을 

위한 사체 검사 필요

주무부서에서 살처분 및 검사 

음성사체는 자가소비 허용 

주무부서에서 살처분 및 검사

사체는 안전하게 처리

울타리	작업 국가 단위 판단

좁은 지역을 울타리로 구획 설정함

으로써 집중 수렵을 용이하게 할 수 

있음

정해진 지역에 한해 적용

질병 확산을 막고 전염병의 예상 진행 

동태를 고려하여 신속하게 설치

멧돼지	폐사체	처리 주무부서에서 절차 결정 모든 폐사체의 안전한 처분 모든 폐사체의 안전한 처분

예찰 수동 예찰 장려

모든 멧돼지 사체는 시료 채취

및 검사

검사 결과는 시료 채취 후 최대 

72시간 이내에 나와야 함

수동 예찰 장려

감염 지역 경계에서 사체를 찾기 

위해 능동적으로 순찰, 

모든 폐사체를 검사하고, 검사 결과는 

시료 채취 후 최대 72시간 이내에 

나와야 함

수동 예찰 장려

멧돼지 사체를 찾기 위해 능동순찰하며

모든 멧돼지 폐사체에 대한 검사 시행

진단	검사 항원 검출 항원 검출 항원 + 항체 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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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인
한국어 원어

구역 Zone

감염 Infection

감염역학 Infection Dynamic

개략설계도 Sketch

개체군 Population

개체군 동태(학) Population Dynamics

개체군 변동, 개체군 구성 Demography

개체군 회전율 Population Turnover

개체수 Abundance

결실이 많은 해 Mast Year

관리 또는 조절 Control

구덩이 Trench

구제 Extermination

국소/국소적/국소성 또는 지역성 Local/Locality 

기전 Mechanism

냄새기피제 Odour-Producing Agent

먹이급여지/지역 Feeding Station/Site

멧돼지 Wild Boar

면역성 피임제 IC immune-contraceptives

몰이식 수렵 Driven Hunt

미끼살포기구 BDD bait delivery device

박멸 Eradication

차단방역/차단방역 조치 Biosecurity / Biosecurity Measures

배설물 Excretion

번식 회전율 Turnover

번식력 Fecundity

비질병원폐사율 Disease Independent Mortality

사이클 Cycle

살상/비살상 Lethal/Non-Lethal

살처분 Culling

세계동물보건기구 OIE World Organization for Animal Heal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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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원어

소각장 Burning Place

수동 예찰/ 능동 예찰 Passive Surveillance/ Active Surveillance

수렵 망루 Hunting Tower

수렵량 Hunting Bag

수렵주최자 Hunting Organizer

수석수의관 CVO Chief Veterinary Office

수의당국 Veterinary Service

순환 Circulation

시료 Sample

시식성 곤충 Scavenger Insects

아프리카돼지열병 African Swine Fever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 ASFV African swine fever virus

아프리카돼지열병 상설 전문가 그룹 SGE ASF Standing Group of Experts on African 

swine fever

야생화된 집돼지 Feral Hog

영역성/영역성 행동 Territoriality / Territorial Behaviour

울타리 Fence

유입 Incursion

유행/유행성/유행병 Epidemic

의사결정모형 Decision Tree

이돋이판별법 Tooth Eruption Method

이상기온 현상 Temperature Anomalies

이입 Immigration

이탈리아 국립환경보호연구소 ISPRA Istituto Superiore per la  

Protezione e la Ricerca Ambientale

인공먹이급여 Supplementary Feeding

전염 Transmission

전염 경로 Transmission Pathway

질병전파유지역치밀도 Nt (Threshold Host Density)

질병존속군집크기 CCS

집단/모임/단체 등 Community

축적 외 Scale

치아내 나이테 추정법 Cementum Annuli Count

침투 Inva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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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원어

커널밀도분포범위 Kernel Density Contour

큰어금니 Molar

토지피복도 Land Cover

토착화 Endemicity

폐기/ 폐기처분 Dispose/Disposal

폐사체 Carcass

폐쇄선조사/법 Closed Transect Surveys

포획 Trapping

표적 수렵 Targeted Hunt

풍토성 Endemic/Endemicity

해상도 Resolution

해체 Dressing

핵심 요약 Key Messages

혹멧돼지 Warthog

확산 Spread



1.   Small-scale poultry production, 2004 (En, Fr)
2.   Good practices for the meat industry, 2004 (En, Fr, Es, Ar)
3.   Preparing for highly pathogenic avian influenza, 2007 (En, Ar, Ese, Fre, Mke)
3.   Revised version, 2009 (En)
4.   Wild bird highly pathogenic avian influenza surveillance – Sample collection from healthy, sick and
      dead birds, 2006 (En, Fr, Ru, Ar, Ba, Mn, Ese, Zhe, Th)
5.   Wild birds and avian influenza – An introduction to applied field research
      and disease sampling techniques, 2007 (En, Fr, Ru, Ar, Id, Ba)
6.   Compensation programs for the sanitary emergence of HPAI-H5N1 in Latin American
      and the Caribbean, 2008 (Ene, Ese)
7.   The AVE systems of geographic information for the assistance in the
      epidemiological surveillance of the avian influenza, based on risk, 2009 (Ene, Ese)
8.   Preparation of African swine fever contingency plans, 2009 (En, Fr, Ru, Hy, Ka, Ese)
9.   Good practices for the feed industry – implementing the Codex Alimentarius Code of
      Practice on good animal feeding, 2009 (En, Zh, Fr, Es, Ar)
10. Epidemiología Participativa − Métodos para la recolección de acciones y datos orientados a la
      inteligencia epidemiológica, 2011 (Ese)
11. Good Emergency Management Practice: The essentials – A guide to preparing for animal health
      emergencies, 2011 (En, Fr, Es, Ar, Ru, Zh, Mn**)
12. Investigating the role of bats in emerging zoonosese – Balancing ecology, conservation and public
      health interests, 2011 (En)
13. Rearing young ruminants on milk replacers and starter feeds, 2011 (En)
14. Quality assurance for animal feed analysis laboratories, 2011 (En, Fre, Rue)
15. Conducting national feed assessments, 2012 (En, Fr)
16. Quality assurance for microbiology in feed analysis laboratories, 2013 (En)
17. Risk-based disease surveillance – A manual for veterinarians on the design and analysis of
      surveillance for demonstration of freedom from disease, 2014 (En)
18. Livestock-related interventions during emergencies – The how-to-do-it manual, 2016 (En)
19. African Swine Fever: Detection and diagnosis – A manual for veterinarians, 2017 (En, Zh, Ru, Lt, Sr,
      Sq, Mk, Es**)
20. Lumpy skin disease – A field manual for veterinarians, 2017 (En, Ru, Sq, Sr, Tr, Mk, Uk, Ro, Zh)
21. Rift Valley Fever Surveillance, 2018 (En, Fr, Ar)
22. African swine fever in wild boar ecology and biosecurity, 2019 (En, Ru**, Fr**, Es**, Zh**, Ko)
23. Prudent and efficient use of antimicrobials in pigs and poultry, 2019 (En, Ru, Fr**, Es**, Zh**)

2020년 4월 기준

Ar – 아랍어

Ba – 바스크어

En – 영어

Es – 스페인어 

Fr – 프랑스어 

Hy – 아르메니아어 

Id – 인도네시아어 

Ka – 조지아어 

Ko – 한글 

Lt – 리투아니아어 

Mk – 마케도니아어 

Mn – 몽골어 

Pt – 포르투갈어 

Ro – 로마니아어 

Ru – 러시아어 

Sq – 알바니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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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frican swine fever in wild boar
ecology and biosecurity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은 모든 연령과 성별의 집돼지와 멧돼지가 감염되는 

파괴적인 출혈성 바이러스 질병이다. 이 질병은 엄청난 경제적 손실을 

야기하고, 식량 안보와 무역을 위협하며, 감염국에서는 양돈 산업의 지속 

가능성에 심각한 영향을 준다. 2007년 조지아에서 발생한 후, 아프리카 

돼지열병은 유럽의 많은 국가로 퍼져나가고 있으며, 2018년 집돼지 사육

두수가 가장 많은 중국에서도 검출되었다. 2019년 8월까지 아프리카 

돼지열병은 중국 내부와 몽골,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등에까지 

퍼지고 있다. 어디든 멧돼지 개체군에서 질병이 발생한 경우, 이를 관리 및 

박멸하는 업무가 국경을 뛰어넘고, 여러 담당부처 업무와 연관되며, 

멧돼지-집돼지 관계의 복잡성 등으로 인해 수의당국에게 매우 어려운 업무가 

된다. 질병 감염에 감수성이 있는 야생동물 개체군의 관리 경험 부족은 

해당 질병이 멧돼지에서 토착화 될 위험을 악화시킴으로써, 양돈 산업에서의 

질병 박멸을 더더욱 어렵게 한다.  본 출판물은 아프리카돼지열병의 

역학적 특성과 생태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을 제공하고, 유럽 멧돼지에서 

발생한 질병 예방 및 관리에 대한 최근의 경험들을 공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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