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특집
한돈농장 위협하는 악성질병 차단과 차단방역에 올인하자

ASF, 차단방역만이 살길이다

권 성 균 수의사
(주)선진 브릿지랩 원장

1. ASF 발생 현황과 발생 시나리오
요즘 양돈농가에서는 ASF(아프리카돼지열병)가 가장 큰 이슈이다. 대통령까지
나서서 ASF에 대한 방지를 강조하고 있다. 국제적인 통신사인 ‘로이터 통신’에 따
르면 중국 돼지의 사육두수가 전년 대비 16.6% 감소하였다고 한다.
중국의 사육두수가 5억마리라 가정할 경우 ASF 여파로 7.5~8천만마리가 감소
한 것이다. 이러한 영향인지 ASF 때문에 미국의 돼지고기 선물가격이 최고가를 기
록하기도 했다.
ASF는 다들 아는 바와 같이 치사율 100%인 질병으로 현재 치료책, 백신이 없는
상황이다. ASF는 가히 양돈산업의 대재앙임은 틀림이 없다. 본고에서는 ASF에 대
해 간략히 알아보고 우리가 대처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정리해 보고자 한다.
(1) ASF 발생 현황
ASF는 20세기 초에 아프리카 케냐에서 발생한 이후 2000년 중반까지는 아프리
카와 이탈리아, 스페인 일부에서 발생하였으나 2007년 유럽 조지아에서 발생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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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우리나라 주변 6개국 발생 현황 <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2019년 7월 5일 기준>
발생국

중국

베트남

몽골

캄보디아

라오스

북한

계

발생건수

149

4,419

11

8

7

1

4,595

후 러시아와 동유럽으로 전파되었다.
이러한 ASF가 지난해 8월 중국에서 발생한 이후 최근까지 몽골, 베트남에서 발
생하더니 급기야 지난달에는 북한에서도 발생이 보고되었다.
(2) ASF바이러스 특징
ASF바이러스는 DNA바이러스로 크기가 무척 큰 바이러스이다. 이러한 이유 때
문에 염기서열 분석이 잘 되지 않았고, 백신 제조에도 어려움이 있다고 알려져 있
다. (그림 1)은 ASF(아프리카돼지열병), FMD(구제역), 돼지열병(CSF)바이러스의
특징을 비교한 것으로 ASF의 특징을 잘 알 수 있다.

FMD

CSF

ASF

전염력

100%

50%

10%

Prevalence(유병률, 전염력) : 전체 개체 중에서
특정 증상이 있는 비율

치사율

2%

50%

90%

Lethality(치사율) : 감염된 개체 중에서 폐사한 개체 비율

폐사율

2%

25%

9%

Mortality(폐사율) : 전체 개체 중에서 폐사한 개체 비율

(그림 1) ASF, FMD, CSF바이러스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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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ASF, CSF, FMD 요약 비교
구분

FMD

CSF

ASF

Contagiousness(전염성)

+

++

+++

Virus survival(바이러스 생존력)

+++

+

+

Case fatality(치사율)

+++(높음)

++

+(낮음)

Initial mortality(초기 폐사율)

+

+++

+

(표 2)에서 보는 것처
럼 ASF는 치사율은 높지
만 폐사율은 높지 않다.
즉 ASF가 발생한 개체는
거의 100% 죽지만 개체
에게 발생하는 비율은 높

Transmission ways(전파경로)

직접 접촉

droplet

droplet

Protective immunity(방어 면역)

+

+++

++

지 않다(전파 속도는 느

Exposer opportunity(노출 기회)

+++(몇 주)

+(며칠)

+(며칠)

리다). 실제로 베트남에
서 발생한 농장의 사례를 보면 후보돈사에서 자돈사로 전파되기까지 22일 정도 소
요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리고 비육돈방 내에서도 1~2두만 폐사하였다고 한다.
(3) 발생 시나리오
ASF가 만약 우리나라에서 발생한다면 어떤 원인으로 발생할까? (표 3)은 지금
까지 ASF가 발생한 국가들의 발생 원인을 나타낸 것이다.
(표 3)과 같이 ASF는 대부분 ASF바이러스에 오염된 잔반, 야생 멧돼지, 그리고
오염된 기계적 매개체에 의해 전파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러시아와 동유럽은 최
초에 야생 멧돼지에 의한 발병과 오염된 잔반에 의해서 전파가 확산되는 것으로 추
정되며, 중국과 베트남 등은 ASF에 오염된 지육이 유통되면서 전파가 확산되는 것
으로 추정된다.
그럼 만약 우리나라에 발생한다면 어떤 원인으로 발생할까? 아마도 위의 원인
들, 야생 멧돼지, 오염된 축산물(잔반 포함), 오염된 기계적 매개체들일 것이며, 가
능한 시나리오는 다음과 같다.
(표 3) 발생국들의 발생 원인
발생 원인

발생 국가
포르투갈 리스본(1957년), 몰타 공화국(1978년),
이탈리아 사르디니아 섬(1978년), 조지아 공화국(2007년)

비가열 돈육 잔반
돈육·돼지 부산물 이동

포르투갈(1960년), 스페인(1960년), 이탈리아(1983년), 벨기에(1985년)

감염된 야생 멧돼지 이동

러시아(2007년), 리투아니아(2014년), 폴란드(2014년)

감염된 진드기

포르투갈(1999년)

돈육·돼지 부산물,
오염된 돼지, 차량(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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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북한 멧돼지에 의한 전파
이는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 ‘우리에게는 분단국의 산물
인 철책선이 북한으로부터 보호되고 있으며, 중국 국경 근처의 멧돼지가 북한에서
사냥을 통해서 내쫓지 않는 이상 남쪽으로 내려 오는 것이 쉽지는 않을 것이다’라
는 이유 때문이다.
그러나 ASF에 오염된 돼지고기가 사람에 의해서 남한 근처로 이동되고 이것이
야생 멧돼지에게 전파되고, 이 야생 멧돼지가 강을 통해서 남한으로 이동될 가능성
은 여전히 높다.
② ASF에 오염된 축산물 유입
가능성이 가장 높다. 이것 때문에 현재 공항·항만에서는 ASF 발생국에서 들어
오는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검사를 하고 있다. 그리고 현재 대부분의 양돈장 근무
자들이 동남아시아(베트남, 태국)와 중국 출신들이 많다.
농장 근무자들이 자국 축산물을 택배로 받거나, 어떤 경로를 통하여 구입하여 먹
은 후에 이것이 돈사 내로 흘러 들어갈 수 있다. ASF 발생국에서 생산된 톱밥, 건
초, 사료 첨가제를 수입하여 사용할 경우에도 오염된 축산물과 똑같은 위험성이 존
재한다.
③ ASF에 오염된 매개체에 의한 기계적 전파
①, ②에 의해 발생한 이후 ASF가 발생한 사실을 모른 체 출하하거나 돼지를 이
동할 경우, 또는 방문한 사람들에 의한 기계적 전파는 확산 속도를 높일 수 있다.

2. ASF 차단을 위한 농장의 실천방안들
ASF 예방에서 제일 중요한 것 중 하나는 국경방역이다. 발생국에서 오염된 축산
물을 포함한 매개체의 국내 유입을 막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고(故) 김대중 대통령
이 언급한 것처럼 ‘방역은 제2의 국방’이다. 물론 현재 해당 당국에서는 열심히 잘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국가에서 해 주는 것 외에 양돈장에서도 스스로를 지켜야 한다. 양돈장에서 할
수 있는 최강의 무기, 농장 차단방역을 열심히 잘해야 한다. 농장에서 좀 더 중점적
으로 해야 할 사항을 정리해 보았다.
① 울타리 설치
반드시 농장 주위는 울타리가 설치되어야 하며 야생 멧돼지뿐만 아니라 고양이
나 개, 야생 동물의 출입을 막아야 한다. 감염된 멧돼지에 의한 직접전파와 개,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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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이, 야생 동물에 의한 간접전파를 막아야 한다.
② ASF에 오염된 축산물 반입 금지
농장에서는 기본적으로 돼지고기 섭취를 자제해야 한다. 돼지고기는 농장에
ASF뿐만 아니라 돼지열병, 구제역 등을 전파할 수도 있다. 남은 잔반이 개, 고양
이, 쥐 등을 통하여 돈사 내로 유입될 수 있기 때문이다.
③ 돼지 관찰(농장 모니터링)
위에 언급한 대로 ASF는 치사율은 거의 100%이지만, 전파력이 높지 않으므로
폐사율은 낮다. 일반 농장에서 비육돈 1~2마리가 급사한다고 ASF로 의심하여 신
고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그러나 농장에서 고열(식불 증상)이나 혈변, 피부병변을 동반한 폐사가 발생하거
나 조금이라도 의심이 된다면 수의사에게 협조를 구하거나 관계 당국에 신고를 해
야 한다. ASF 발생 방지에서 제일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빠른 신고이다.
④ 대인방역 및 다운타임 준수
사람은 반드시 샤워를 하고, 농장에서 지급하는 옷과 장화를 착용한 후 출입하
여야 한다. 또한 ASF 발생국의 외국인 관리자가 본국에 다녀온 후에는 반드시 농
장에 들어오기 전에 다운타임 기간(5일)을 준수해야 하고, 이 기간 동안 피복을 완
전히 세탁해야 한다. 농장주들도 ASF 발생국을 여행하는 것을 최대한 자제해야 하
며, 만약 ASF 발생국을 다녀왔다면 반드시 방역규정과 다운타임을 준수해야 한다.
⑤ 외부 물품 소독
자외선 소독시설을 거쳐서 반입하여야 하며, 자외선 창고 내에 자외선등을 위쪽
뿐만 아니라 바닥과 옆에도 설치하여 외부 물품의 모든 면에 자외선이 닿도록 해야
한다.
⑥ 차량 방역
외부 차량은 농장 내부로 진입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 그러나 농장 여건상 들어올

(표 4) FAO에서 권장하는 ASF에 대한
유효소독제 및 접촉시간

경우 반드시 차량 내 유기물을 제거한 후에 소독

실험 농도 / 소독제 성분

접촉시간

을 실시해야 한다. 유기물이 제거되지 않은 상태

8/1000 Sodium hydroxide

30분

2.3% Chlorine

30분

3/1000 Formalin

30분

3% Ortho-phenylphenol

30분

iodine compounds

30분

에서 소독은 효과가 반감된다.
⑦ 유효 소독제 사용
소독제는 반드시 ASF바이러스에 유효하며, 유
효한 농도와 시간을 지켜야 한다(표 4). 참고로 각
질병들에 대한 희석농도와 접촉시간은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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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V**kon 소독제의 질병에 따른 희석농도와 접촉시간
질병

PRRS

희석농도 1:600
접촉시간

10분

ASF

PCV2

FMD

PED

1:200

1:800

1:200

1:200 1:1300 1:200

1:600

1:200

1분

30분

5분*

10분

10분

1분

30분

1분

* 제조사에 문의한 사항임.

(표 5)는 v**kon 소
독제의 질병에 따른
희석농도와 접촉시
간을 나타낸 것이다.
소독을 할 때는 각

질병에 맞는 희석농도와 접촉시간을 지켜야 한다. 차량소독조의 경우 소독제의 접
촉시간을 지키기 위하여 차량소독조 앞에 차단기를 설치하여 소독조에 차량이 진
입한 후 몇 분 이상이 경과한 후에 차단기가 열리도록 하는 것이 좋다.

3. 국경 방역, 차단방역이 최선이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간략히 정리하면, ASF는 치사율이 100%인 질병이며, 현재
까지 백신 같은 치료제가 없다. 작년 8월 이후부터 중국, 베트남, 몽골, 그리고 지난
달에는 북한에서도 발생하여 우리나라에서도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다.
현재 백신이 없는 상태에서 국내에 ASF가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첫 번째
로 국경 방역, 두 번째로 농장에서의 차단방역이 최선이다. 우리 양돈장에서는 차
단방역 이외에 다른 방법은 없다.
중국에서 ASF가 발병한 지 벌써 1년이 되어간다. 현재까지 우리나라는 잘 막아
내고 있는 것 같다. 각 농장에서 차단방역의 기본부터 점검하여 지켜나간다면 ASF
청정국이 계속 유지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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