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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5N1 바이러스가 확산되고 있는 듯 보입니다. 이 바이러스는 최근 중국과 카자흐스탄, 

몽고, 러시아와 흑해 연안의 국가에서 발견되었고 이는 지난 2003 년 말 이후 아시아 

지역에서 가장 넓은 확산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병이 어떻게 퍼져나가는지 아직 

확실하지 않지만, 이동성 물새가 관련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조류독감에는 셀 수 없이 많은(최소한 144 개) 변종이 존재하는데 이들 중 상당수는 

야생조류에서 나타날 가능성이 희박합니다. 그러나 물새에서 나타날 가능성은 이보다 

높습니다. 야생조류 개체군 내에서 발견되는 이들 바이러스는 대부분 양성입니다. 

고병원성조류독감(HPAI, Highly Pathogenic Avian Influenza)은 가금류의 대량 폐사를 

일으킬 수 있으나 야생조류에게 같은 문제를 일으킬 확률은 극히 낮습니다. 고병원성 

바이러스인 H5N1 이 야생조류에서 발견된 예는 최근 동남아시아와 러시아, 흑해 연안 

국가들의 발병 이전에는 기록된 바가 없었습니다. 이것은 저병원성 특수형 돌연변이를 통해 

가금류에서 발생한 뒤 야생조류로 전파되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가금류 집단에서 전염이 쉽게 일어나는 이유는 새들이 밀집되어 있어서 바이러스를 

전달하는 매개인 배설물이나 기타 분비물에 쉽게 접촉하기 때문입니다. 동남아시아에서는 

가금류들이 야생조류와 자유롭게 섞이도록 하는 축산 방법을 이용하므로 특히 

물새(waterfowl) 가금류들이 이동성 물새(migratory waterbirds)에게 바이러스를 전파할 수 

있으며 이러한 사례는 이동성 물새의 자연격감(die-off)을 불러일으키는 것으로 수 차례 

보고되었습니다.  

인간의 H5N1 감염이 야생조류에서 비롯되었다는 증거는 없습니다. 사람의 경우 가금류와 

밀접한 관련을 맺어온 이들에게서 감염이 발생해 왔습니다. 야생조류가 인간의 건강에 

해악을 끼칠 위험은 극히 낮으며, 죽거나 병든 새들과의 접촉을 피함으로써 극소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류독감이 사람에서 사람으로 전파되는 바이러스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음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만약 이러한 상황이 발생한다면 아마도 동남아시아에서 시작될 

것이며 이후 전세계적으로 빠르게 퍼질 수 있습니다.   

하루하루 상황은 빠르게 달라지고 있으며 새로운 정보가 나타날 때마다 질병과 관리 대책에 

관한 우리의 입장도 계속해서 업데이트될 것입니다. 아래 사항은 2005 년 10 월 14 일 현재 

최신 정보에 바탕한 것입니다. 

1. 최근의 발병 상황은 이동성 조류가 국가와 지역간에 질병을 전파했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이러한 연관관계는 아직 증명된 바 없지만 그 가능성은 무시할 수 없다. 

가금류의 상황과 여타 가능한 전염 경로는 동남아시아의 질병 확산과 광범위하고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2. 감염된 야생조류와 인간 사이의 질병 감염의 예는 기록된 바 없다. H5N1 바이러스 

변종은 현재 사람 사이에는 감염성이 없으며 기록된 대부분의 인간 감염은 

바이러스에 걸린 가금류와의 밀접한 접촉과 연루되어 있다. 감염된 조류 및 그 

배설물과 극도로 가까이 접촉하지 않는 한 야생조류에서 인간으로 질병이 옮길 

위험은 희박하다. 

3. 야생조류 인공 폐사(cull)를 통해 이 질병의 확산을 막을 수 있는 가능성은 거의 

없으며 시행으로 옮기는 일 또한 극히 어렵다. 이는 세계보건기구(WHO, World 

Health Organization)와 UN국제식량농업기구(FAO,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세계동물보건기구(World Organisation for Animal Health) 그리고 

영국 정부가 공유하고 있는 관점이다.  

4. 실제로 야생조류 인공 폐사(cull)는 감염된 개체들을 분산시키고 건강한 새들에게 

스트레스를 가함으로써 질병에 더욱 취약하게 만들 수 있는 잠재성을 가지고 있다. 

더욱이 이는 중요 질병 관리 대책으로부터 자원을 분산시킬 가능성을 안고 있다.  

5. 가장 효율적인 관리 기술은 생물안전성(biosecurity)을 증대하는 것이며 기본적으로 

가금류 산업과 관련이 있다. 가금류와 야생조류 혹은 오염된 수자원 사이의 접촉 

가능성을 줄이는 것이다. 이를 위해, 발병이 일어날 경우 감염된 가금류의 신속하고 

완전한 인공 폐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더 나아가 야생조류 시장과 가금류 상황에 

한층 엄격한 단속이 요구된다. 이러한 대책은 전세계적으로 도입되어야 한다. 현재 

바이러스의 영향을 받지 않는 국가들은 감염된 지역으로부터의 가금류와 애완용 

야생동물 수입을 금지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감염 지역에 대중의 접근을 막는 

것 또한 분명히 합리적인 예방안이 될 것이다.  

6. 조류독감에 관한 각각의 이슈들이 차별화되는 일이 중요하다. 조류 개체군, 특히 

가금류 산업 내에서 질병이 확산됨으로써 발생한 실제의 문제와, 어쩌면 일어날지도 

모르는 인간 전염병의 이론적 위험성은 구분되어야 한다.  

7. 우리는 돌연변이와 reassortment(재구분?)를 통한 바이러스성 변종이 전염성을 

높인다는 사실, 나아가 즉각적인 대중 보건 보호책이 없는 상황에서 이것이 인간 대 

인간의 질병 전파를 잠재적으로 부추길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 

우리는 또한 현재의 경향이 가금류 인공 폐사와 관련해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인식하고 있으며, 가금류 산업에 관해 더욱 심각한 재정적 영향이 잠재되어 있음을 

알고 있다.  

8. 이 질병이 경제와 생활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인류 보건에 미칠 수 있는 잠재적 

영향과 더불어, 자연 보전을 위한 잠재적 연관성 또한 있음을 밝혀둔다. 예를 들어 

중국에서 최근 발생한 발병과 관련해 전세계 줄기러기(Bar-headed Goose Anser 

indicus) 개체수의 5~10%가 사라진 것으로 추정된다.  

 



Notes: 

세계보건기구(WHO), The Office International des Epizooties(OIE), 

국제식량농업기구(FAO)는 “야생조류 개체수 조절을 통한 조류독감 감염 관리는 적합하지 

않으며 시도되어서도 안된다”는 점에 의견일치를 보았다. 

(http://www.who.int/csr/don/2005_08_18/en/index.html) 

 

이 성명서는 또한 왕립조류보호협외(Royal Society for the Protection of Birds), 

야생조류습지협회(Wildfowl and Wetlands Trust), 영국조류학협회(British Trust for 

Ornithology)의 서명을 받았음.  

 

 

Avian flu and birdwatchers 조류독감과 탐조활동가 

During the second half of September, 9 월 하반기에 RSPB(영국 버드라이프)와 영국 내 

다른 조류 시민단체들(BTO, WWT 등)은 영국 정부의 관련 의제들을 놓고 토론을 벌였다. 

주로 영국에서 월동하는 새들의 기점과 이동 경로, 시기, 그리고 영국 내 조류 분포에 관한 

최신 지식을 조언하기 위해서였다. 이러한 정보 중 상당 부분은 BTO 의 ‘가락지 

프로젝트’와 BTO, WWT, RSPB, JNCC 의 ‘습지 조류 조사(WeBS)’와 같은 프로젝트에 

참여한 자원봉사들의 노고로 습득된 것이다. 그 결과로 RSPB 는 조류독감과 관련해 

탐조활동가를 위한 지침서를 출판했다. 

 

관련 링크 

<조류 독감과 탐조활동가 – RSPB 성명서> 2005 년 9 월 22 일 

http://www.birdlife.org/action/science/species/avian_flu/birdflu_birdwatchers_rspb.pd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