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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는 어떤 질병인가요?

AI(조류 인플루엔자, Avian Influenza)는 닭, 오리, 칠면조, 철새 등 조류에 감염되는 바이러스성 전염병으로서 전파속도가 매우 빠르며, 폐사율 등

바이러스의 병원성 정도에 따라 고병원성과 저병원성으로 구분합니다.

AI는 어떻게 전파되나요?

주로 감염된 철새의 배설물에 의해 전파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가금사육 농장내 또는 농장간에는 주로 오염된 먼지, 물, 분변 또는 사람의 의복이

나 신발, 차량, 기구 및 장비, 달걀껍질 등에 묻어서 전파됩니다. 그러나 공기를 통해서 다른 지역으로 전파되지는 않습니다.

AI에 걸린 닭, 오리는 어떤 증상을 보이나요?

닭은 병원성에 따라 증상이 경미한 것부터 갑작스럽게 죽는 것까지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일반적으로 사료섭취와 산란율이 감소되고, 벼슬이 파란 색깔

을 띠며, 머리와 안면이 붓고 급격한 폐사율을 보입니다. 오리의 경우 종오리와 육용오리 모두 폐사율이 증가하고, 산란율 감소와 사료섭취율이 현저히

감소할 수도 있습니다.

농장 소독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가요?

AI 바이러스는 염기제재 등 많은 소독제에 쉽게 사멸됩니다. 농장 출입을 할 때 옷을 갈아입고 신발을 소독하는 등 차단방역에 철저를 기해야 하며, 축산

농장을 출입하는 차량은 차체(특히 차 바닥), 차 바퀴 등을 철저히 소독하고 차량운전자는 차에서 내리지 않아야 합니다. 부득이하게 차에서 내릴 때는

의복 · 신발 등을 철저히 소독하고 운전석 및 차량 내부 소독을 실시해야 합니다. 혹한기에는 분무용 소독약이 얼어붙는 문제가 있어 주로 과립형 생석회

를 살포하나, 그 외 시기에는 1일 1회 이상, 농장 내외부 분무소독을 실시해야 합니다.

축산 농가들이 AI 예방을 위해 지켜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닭, 오리를 키우는 농가는 운반차량 및 사람 출입시 세척과 소독을 강화

특히 철새가 많이 앉았던 지역의 논밭에 출입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신발과 기구 및 장비를 세척하고, 소독해야 합니다. 매일 1회 이상, 농장 내외부를

분무소독 실시

겨울철새 이동시기인 3~4월 및 11~12월 중에는 가급적 철새도래지 방문을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AI 유입 원인인 야생조류가 농장 및 축사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울타리, 그물망 설치, 창문 폐쇄 등의 차단조치가 필요하고, 사료 저장통 주변 등

축사주위의 사료를 깨끗이 제거해 야생조류가 접근할 환경을 사전에 없애야 합니다.

매일 2차례 사육중인 가금의 상태를 관찰하고, AI 감염증상(산란율 저하, 급격한 폐사 등)이 보이면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 AI 증상을 보이는 가축이 있을시 061-850-5410~5413, 1588-4060으로 신속히 신고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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