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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언
오랫동안 아프리카에 상재하던 아프리카돼지열병(African Swine Fever, ASF)이 지난 2007년에
아프리카에서 동유럽으로 유입되어 주로 감염된 야생멧돼지를 통해 서유럽 쪽으로 계속 전파하고
있다. ‘17년에는 루마니아와 체코에서, ’18년에는 불가리아와 벨기에에서 최초 발생이 보고되어
‘18년 12월 현재 유럽에서만 러시아, 폴란드 등 총 13개국에서 이 질병이 발생하고 있다. 벨기에
에서 최초 발생이 보고되자 프랑스는 곧 야생멧돼지의 이동을 막기 위해 벨기에와의 국경지대에
울타리를 칠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프랑스 외에 핀란드, 덴마크 및 불가리아는 각각 러시아, 독
일 및 루마니아와의 국경지역에 울타리를 세워 야생멧돼지의 이동을 막으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한편, 지난 8월에는 ASF가 결국 중국으로 유입되어 우리나라는 물론 중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베트남, 라오스, 태국 등 아시아 여러 국가의 양돈 산업을 위협하고 있다. 전 세계 돼지의 절반이
중국에서 길러지고 있는데, 세계식량기구(FAO)의 자료에 따르면 2016년에 중국의 돼지 수는 약
4억5천7백만 마리였다. 중국의 2/3가 산악지대 또는 사막이기 때문에 이 많은 돼지들은 주로 동
부의 1/3 지역에서 길러지며 13억의 중국 인구와 이 지역을 공유하고 있는 셈이다.
중국에 ASF가 발생함에 따라 국내에서는 탐지견과 X-ray를 중국 발 비행기 및 선박에 집중시키
는 등 국경 검역을 더욱 강화하고, 발생국산 휴대육 반입에 대한 과태료 상향조치, 잔반급여 농가
에 대한 전수조사 등 다양한 위험요소에 대한 선제적 방역조치들을 취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
고 중국과의 인적·물적 교역량, 중국에서의 발생상황 및 근절 가능성, 중국과 접경하고 있는 북한
의 질병 상황에 대한 정보부족 등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는 ASF 바이러스의 유입 가능성에 상시
노출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지면을 통해 중국에서의 ASF 발생상황, 전파확산 이유
및 중국 정부의 방역대책 등에 대한 정보들을 정리하여 중국 상황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하였다.

1. 중국에서의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현황
1-1. 중국에서의 최초 발생 내역
‘18년 8월 초 중국에서 최초 발견한 ASF 발생 건에 대해 중국의 연구자들이 ‘초국경신종질병
(Transboundary Emerging Disease, ’18년 12월호)’이라는 학술지에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18년
6월 중순부터 요녕성, 선양시 근처 한 농장에서 잔반을 먹였던 모든 돼지가 고열, 침울, 피부전체
발적, 비장의 뚜렷한 종대, 림프절·심장·비장·신장의 충·출혈 등 급성 임상증상 및 병리학적 증상
을 나타냈으며 최초 임상증상이 나타난 지 한 달 이내에 400마리가 모두 죽었고 농장은 폐쇄되었
다. 그리고 선양시 북부에 있는 여러 다른 돼지농장에서도 유사한 증상을 가진 산발적인 case들이
관찰되었다.
발생 농장이 있는 지역의 한 농장에서 죽은 돼지 두 마리로부터 비장, 간, 신장 등 여러 장기의
시료를 채취하여 바이러스 DNA를 추출하고 OIE에서 권장한 진단법(PCR 및 염기서열분석)을 통
해 ASF 바이러스 감염을 확인했다. 3개 농장 시료에서 검출된 바이러스의 유전자 염기서열분석
결과가 동일하였으며, 한 개 바이러스 분리주(ASFV-SY18)의 p72 유전자를 GenBank(Accession
No. MH713612)에 기탁하였다. 이 바이러스(ASFV-SY18)는 유럽과 러시아에서 유행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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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병원성인 제2유전형으로서 p72 유전자에 근거한 분석결과, 죠지아 공화국에서 2007년에 분리
된 바이러스(Georgia 2007/1), 내몽골 바로 위쪽에 위치한 러시아의 이르추크 지역에서 2017년
에 분리된 바이러스(Irkutsk 2017) 및 에스토니아에서 2014년에 분리된 바이러스(Estonia 2014)
와 100% 일치하는 결과를 보였다.
1-2. 사육돼지에서의 발생상황
‘18.8.3일 세계동물보건기구(OIE)에 최초 보고된 이후 약 4개월 동안 중국 전역으로 급속히 바이
러스가 전파되고 특히 최근에는 거의 평균적으로 매일 최소한 한 건의 새로운 발생이 보고되었다.
‘18년 12월 12일 현재 82차 발생까지 OIE에 보고되었고 70만 마리 이상이 살처분 되었다. 전국
적으로 중국의 28개 성 중 21개 성, 그리고 베이징, 상하이, 청도 및 쿤밍을 포함한 주요 도시까
지 질병이 확산된 상황이다(표 1과 그림 1 참조). ’18년 11월에 PRRS 심포지엄에서 중국농업대
양한춘 교수가 발표한 바에 따르면, 대부분이 소규모/backyard 농장에서 ASF가 발생했고 전문
양돈장에서는 단 3건만 발생했으며 살처분 전 감염 돈군의 치사율은 약 60~70%였다.
표 1. 중국의 지역별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건수, 사육두수 및 페사두수(2018.12.12.일 현재)

* 출처: 농림축산검역본부 위험평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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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중국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지도(‘18.12.12 현재, 농림축산검역본부 위험평가과)
1-3. 야생멧돼지에서의 발생상황
중국 동북부에 위치하는 길림성의 백산시의 한 마을의 숲에서 11월 13일 야생멧돼지 사체 1개가
발견되었다. 진단 결과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확인되어 11월 16일에 OIE에 보고되었고, 이는
지금까지 중국에서 발견된 유일한 야생멧돼지 감염 건이다. 중국 정부에 의하면 이 야생멧돼지
사체에서 발견된 바이러스는 중국의 사육돼지에서 현재 유행하고 있는 바이러스와 유전자가
다르고 따라서 다른 나라에서 온 야생멧돼지에 의해 이 바이러스가 중국 내로 들어왔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러나, 야생멧돼지에서 검출된 바이러스의 유전자가 어떻게 다른지 구체적인
정보는 아직 보고되지 않은 상황이다.
FAO의 데이터에 근거하여 로이터 통신에서 추정한 바에 따르면, 중국의 야생멧돼지는 약
3,350만 마리로 추정된다. 중국 농업부는 이 바이러스가 사육 돼지로 번질 것을 우려해
야생멧돼지 서식지 주변에서 양돈을 금지할 예정이라고 발표하였다(‘18년 12월 10일자
로이터통신).
한편, 지난 12월 2일에는 흑룍강 성, 안휘 지역의 한 농장에서 사육되는 야생멧돼지에서 ASF가
발생하여 OIE에 보고되었다. 질병이 11월 28일에 시작되었고 농장에서 사육하던 야생멧돼지
375두 중 77두(20.5%)가 폐사하였으며 나머지 298두는 살처분 했다고 보고하고 있다.

그림2. 좌측: 중국 최초 야생멧돼지 감염 사체 발견지역(길림성), 우측: 농장에서 사육되던
야생멧돼지에서의 ASF 감염 발생지역(흑룡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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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국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급속하게 전파된 주된 요인
지난 4개월 간 중국 내에서 ASF가 전파되는 속도는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었다. 유럽의 한 양돈
전문가에 따르면, ‘07년에 유럽의 조지아공화국으로 ASF가 유입되어 약 3,000km 거리의
체코까지 전파되는데 11년이 소요되었는데, 중국에서는 북부의 선양에서 약 2,100km에 달하는
거리에 있는 상해 남부의 Wenzhou까지 전파되는데 약 3주가 걸렸다. 발생 상황을 월별로 나타낸
지도를 보면 발생 지역으로부터 얼마나 장거리 전파가 빈번하게 나타나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그림 3 참조). 중국의 전역으로 급속하게 ASF가 확산된 주된 이유를 각종 매체에서 얻은
자료를 근거로 정리해 보면 아래와 같다.
첫째, 소규모/backyard 농장의 수이다. 전 세계 양돈산업에 대한 통계를 제공하는 영국의 온라인
저널인 Whole Hog Brief(Porkinfor.com)의 편집자인 John Strak 박사가 보고한 바에 따르면,
‘17년 말 기준 중국에서 소규모(30두 미만)/뒷마당에 돼지를 기르는(backyard) 농장은 전체
양돈농장의 52%(2,600만)이다. 가족들이 부업으로 소수의 돼지를 기르는 이러한 소규모 농장은
차단방역과 그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저조할 뿐만 아니라 돼지에 남은 음식물을 주어서 기르는
관행이 있다. 이들이 최초 발생 전에는 중국에 공식적으로 존재하지 않았던 ASF에 대한 지식이나
바이러스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었을 리 만무하다. 특히 발생 초기에는 감염된 돼지를 단순
전염병으로 보고 신고하지 않고 폐기하거나 심지어 병든 돼지를 도축 또는 매매 했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흑룡강 성에서 수송된 돼지들이 Henan 성에서야 ASF에 감염되었음이
발견되었다는 것은

이러한 가능성을 뒷받침한다고 볼 수 있다.

둘째, 살아있는 돼지나 돈육 제품의 장거리 수송이다. 중국에서는 2,000km 이상의 장거리
농장에서 농장으로 살아있는 돼지들을 수송하는 매매 관행이 있다. 지역별로 가격차가 많이 나서
돼지 값이 높은 지역으로 수송하는 것이다. 심지어 감염된 돼지를 팔기 위해 감염지역의 이동정지
규정을 어기고 병든 돼지를 불법 이송, 도축 및 가공한 사례도 보고된 바 있다. ‘18년 10월 24일
자유아시아방송(Radio Free Asia) 보도에 따르면 냉동제품은 병든 돈육이 많고 발각되지 않기
위해 외지의 냉동가공공장에 저가로 판매된다. 검역본부에서는 지난 8월말 중국 선양발 비행기를
타고 입국한 승객들이 휴대해온 만두, 순대, 소시지 4건에서 ASF 바이러스 유전자를 검출한 바
있고 이후, 일본과 대만에서도 중국 여행객의 휴대돈육제품에서 바이러스 검출 사실이
보도되었다. 이는 감염된 돼지가 도축되어 돈육으로 팔리거나 공장에서 소시지 등 돈육제품으로
가공되었음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볼 수 있다.
셋째, 사료를 통한 확산이다. 지난 9월 중국 농업대학의 교수가 돼지혈분 사료가 ASF 등 각종
전염병의 전염원일 가능성을 기고하였다. 기고된 다음날인 9월 13일에 중국 농업농촌부에서는
공고문을 통해 사료 생산업체에 혈분사료에 대한 생산을 잠정적으로 중단시켰다. 그리고 이미
생산된 제품에 대해서는 표본검사를 실시, 양성일 경우 수거하여 매몰처리 하도록 하였다. 혈장
단백질의 제조공정은 121°C에서 15분간 멸균하도록 되어있는데 이러한 제조공정을 지키면
단백질 성분이 파괴되어 단백질 함량 기준을 맞추기가 어렵다고 한다. 그래서 단백질 함량 기준을
맞추기 위해 멸균과정을 거치지 않고 80°C 정도의 낮은 온도에서 짧은 시간 처리함에 따라
혈액에 오염되었던 ASF 바이러스가 불활화 되지 않고 감염원으로 남아있으면서 전파요인으로
작용했던 것이다.
그 외에 ‘18년 8월 말에 ‘Rumbia’라는 거대 태풍이 중국의 동부 해안을 덮쳤고 그 결과 엄청난
홍수가 났었는데, 이때 감염된 농장의 돼지 사체들이 홍수로 인해 떠다니며 바이러스를 전파했을
가능성, 오염된 사람과 차량으로 인한 전파, 전문성을 갖춘 수의사가 부족한 점, 돼지가 ASF에
감염된 사실을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는 실험실 부족 등도 전파확산의 요인으로 제기되고 있다.

- 4 -

그림 3. 중국 내 ASF 발생지도: 상단좌측(8월), 상단우측(9월), 하단좌측(11월), 하단우측(12월)

3. 중국 내 ASF 발생 관련 향후 전망
향후에 중국의 ASF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전망해보고자 할 때 한 가지 고려해야 할 점은
현재 중국에서 보고하고 있는 것이 실제로 중국에서 발생하고 있는 상황의 전부는 아닐 수
있다는 사실이다. 비록 중국 정부는 자국에서의 발생 건을 정확하고 투명하게 보고하고 있다고
하지만, 중국 정부가 이 질병에 대한 보도를 통제하고 있다는 증거들이 여러 source를 통해
제시되고 있다. 따라서, 외국의 전문가들은 현재 중국에서 공식적으로 내놓고 있는 발생 건은
실제 발생 건의 10% 정도에 불과할 것이라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FAO의 chief veterinary
officer인 Juan Rubroth도 중국의 발생상황을 언급하면서 “우리가 현재까지 보고 있는 것은
빙산의 일각일 뿐이다” 라는 표현을 한 바 있다. 예컨대, 중국의 발생상황이나 양돈 시스템을
감안할 때 특히 야생멧돼지 감염 사체가 지금까지 단 한 건만 보고된 점이 의아하게 느껴지지만
중국 당국에서는 야생멧돼지 사체 예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떠한 언급도 하지 않고 있다.
다양한 근거를 토대로, FAO나 외국의 양돈 전문가들은 중국에서 ASF가 조만간에 근절되기는
매우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우선, 중국 정부가 2,600만이나 되는 소규모/backyard
양돈농가와 소통하는 것 자체가 어려운 문제이다. 비록 중국 정부가 잔반급여 금지 등 여러 가지
통제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농가에서 규정이 잘 지켜지고 그것을 정부가 확인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잔반급여 행태와 차단방역이 안 되는 농장 구조에 따른 야생멧돼지와의 접촉
가능성 등으로 인해 소규모/backyard 양돈농가는 이러한 농가가 많은 동유럽과 러시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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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F가 근절되지 않는 주된 이유이기도 하다.
한편, 중국에도 ASF에 감수성이 있는 유럽형 야생멧돼지가 엄청나게 서식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온라인 양돈저널인 Pig Progress의 편집자가 기고한 글에 따르면, 중국에는 100가지
이상의 진드기가 존재한다. ASF 바이러스를 매개하는 물렁진드기(Ornithodoros sp.)는
열대(아열대) 지역에 서식하는데 중국의 남부는 기후가 따뜻하다. 만일 중국에서 야생멧돼지와
물렁진드기에 감염 사이클이 형성된다면 수많은 backyard 농장과 아울러 중국에서 ASF가 근절될
가능성은 더욱 희박해진다고 볼 수 있다. 중국 정부가 최근 야생멧돼지 서식지 주변에서 양돈을
금지하겠다고 발표한 것도 이러한 인식에 근거했을 것으로 보인다.

4. 중국에서의 ASF 관련 방역조치
‘18년 PRRS 심포지엄에서 중국 농업대 교수는 중국정부의 ASF 방역조치로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실시한다고 발표하였다: 감염된 지역에서 돼지와 돼지산물의 이동 중지, 발생농장 및
주변지역 돼지 살처분 및 보상(살처분 돼지 1두 당 1200 RMB), 잔반 및 혈장단백질 사료 급여
금지, 임상예찰 및 신속진단, 감염지역 내 모든 동물 살처분 및 철저한 소독 및 청소 등.
이와 같이 악성가축전염병에 대한 일반적인 방역조치 이외에 감염지역의 소규모 농장 폐쇄,
살아있는 돼지와 돼지고기 수송 중지(이동 금지), 식육 시장 폐쇄 등을 실시한 바 있으며,
야생멧돼지 서식지 주변 양돈을 금지할 예정이다.

결 언
정부에서 ASF 유입을 막기 위해 교육, 홍보, 국경검역 강화, 여러 가지 유입위험요소 차단 등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지만 결국 농장 내 질병유입을 막는 최선의 방법은 차단방역이다. 돈군을
물리적으로 차단하고 농장입구를 폐쇄하고 믿을 수 있는 확인된 곳에서만 돼지를 입식하고,
동물의 수송 관리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이고, 수송 차량과 돼지를 싣고 내리는 구역에 대한
철저한 세척 및 소독, 입식 전 돼지 건강상태 확인, 사체의 적절한 폐기, 방역복과 장화를
갈아입고 양돈장에 들어가는 습관, 양돈장에 음식 반입 금지, 남은 음식물 급여 금지, 고용인들에
대한 교육, 사료 원산지 확인 및 발생국산 사료 사용 자제 등의 기본 수칙을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참고 자료
1. 세계동물보건기구(OIE, www.oie.int)
2. Pig Progress(http://www.pigprogress.net) 등 각종 온라인 양돈 저널
3. 로이터 통신(http://www.reuters.com) 등 뉴스매체
4. Transbound Emerg Dis. 2018;65(6):1482-1484(Emergence of African swine fever in
China, 2018)

- 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