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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초 록

과거부터 질병의 공기 중 전파 가능성 및 그 위험성은 꾸준히 제

기되어 왔으며 이와 같이 비가시적으로 전파되는 질병을 조기에 진

단하고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현장에서의 효과적인 공기

중 바이러스 검출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동물질병을

대상으로 공기 중 전파에 관한 체계적인 연구 사례 정리는 미비하

며, 다양한 종류의 공기 중 바이러스 포집 장비의 성능 평가 또한

매우 미비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동물질병의 공기 중

전파에 관련된 연구 사례를 정리하고, 돼지생식기호흡기증후군 바이

러스를 공기 중으로 분사하여 바이오샘플러, 분진포집기, 포자포집

기 등의 다양한 공기 중 바이러스 포집 장비들의 성능 평가를 실시

하고 효율적인 장비를 선정하고자 하였다.

질병 발생의 원인 요소들에 대해서 역학조사를 실시하여 질병 발

생과의 인과관계가 없음을 확인하여 공기 중 전파를 추정한 연구들

이 있었다. 그리고 실험실 및 현장에서 공기 중 바이러스를 포집하

거나 질병에 감염되지 않은 가축이 공기를 통해서 전염되는 실험을

통해 공기 중 전파를 확인한 연구들도 있었다. 또한 컴퓨터 모델링

을 통하여 공기 중 바이러스의 확산을 예측하고 과거 발병 사례와

의 비교 분석하여 공기 중 전파를 예측한 연구들도 있었다. 장비들

의 포집 성능을 비교, 평가한 1차 실험에서는 시료의 바이러스 포집

량에 따라서 포집 성능을 총 5단계로 평가하였으며 경제성 및 현장

적용성도 고려하여 바이오샘플러 및 분진포집기가 공기 중 바이러

스 포집에 적절하다고 판단하였다. 공기 중 감염 역치에 대해서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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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시간에 따른 포집 성능을 평가한 2차 실험에서는 바이오샘플러

와 분진포집기의 포집 시간에 따른 성능을 평가하였다. 바이오샘플

러와 분진포집기의 포집량은 서로 유사하였으나 바이오샘플러의 경

우 분석 결과의 편차가 분진포집기보다 작아서 성능이 보다 우수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바이오샘플러의 포집 성능이 우수하였지만 장비

운용에 많은 주의가 필요하므로 현장 관리인에 의한 상시적인 실험

에 사용하기에는 부적합한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숙련자에 의한 연

구 목적으로 적합할 것으로 판단하였다. 분진포집기의 경우 포집 성

능은 바이오샘플러보다 낮게 평가되었지만 사용이 간편하여 현장

관리인에 의한 사용에는 충분할 것으로 판단하였다. 따라서 실험을

실시하는 인원의 숙련도 및 현장 여건에 따라서 두 장비 중 알맞은

장비를 선택하여 사용한다면 효과적으로 공기 중 바이러스를 포집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어 : 동물질병, 공기 중 전파, 바이오샘플러, 분진포집기,

역전사 중합효소 연쇄반응법

학 번 : 2010-23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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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론

국민 소득 수준의 향상에 따라 과거 탄수화물 위주로 이루어져 있

던 식생활을 탈피하고 육류의 소비가 증가되면서 국내 축산업의 규

모 또한 현저히 증가하고 있다. 특히, 1인당 연간 육류 소비량이

1980년 13.9 kg에서 2010년 43.5 kg으로 증가하면서 국내 축산업 사

육규모도 4,300만두에서 1억 6,300만두로 증가하였다. 이러한 축산업

의 발달과 함께 동물질병의 피해 또한 심각해지고 있는데 최근 정

부 및 지자체의 각종 방역 대책에도 불구하고 구제역 (FMD,

Foot-and-Mouth Disease) 및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

Highly-Pathogenic-Avian-Influenza) 등의 제 1종 법정전염병은

2000년 이후 지속적으로 발병하고 있다. 이러한 법정전염병 이외에

도 돼지생식기호흡기증후군 (PRRS, Porcine Reproductive and

Respiratory Syndrome) 및 이유후전신소모성증후군 (PMWS,

Postweaning Multisystemic Wasting Syndrome) 등과 같이 상시

발병하는 만성호흡기질병으로 인한 피해 또한 심각한 실정이다

(Jung, 2010).

구제역의 경우 2002년에 발생하였다가 종식된 이후 8년간 국내 발

병 없이 구제역 청정국의 지위를 유지하다가 2010년 다시금 발생하

여 2011년 백신 접종이 실시될 때까지 국내 축산업에 심각한 피해

를 끼쳤다. 또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의 경우에도 2003년부터

거의 해마다 발생하고 있는데 빠른 전염성과 높은 폐사율로 인하여

국내 양계 산업에 큰 피해를 미치는 질병이다. 2010년 11월 안동에

서 발생하여 전국적으로 확산된 구제역의 경우 전체 피해액이 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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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에 달한다고 보고되고 있으며(2010～2011 구제역 백서, 2011),

PRRS와 같은 만성호흡기질병의 경우 그 피해 규모가 연간 1조원

이상이라고 보고된 바 있다. 이러한 동물질병에 의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사전 예방 및 질병의 전파를 조기에 차단하는 것이 중요

하다.

Fig. 1 The number of occurrences of FMD and HPAI during 2000～2012

in Korea.

질병의 발생 및 전파 요인으로는 숙주 및 감염된 개체의 혈액, 오

염된 정액 등에 접촉하여 발생하는 접촉 전파, 감염된 개체의 구강

이나 비말에서 발생한 액적이 감수성을 지닌 개체의 호흡기로 들어

가서 발생하는 액적 전파, 그리고 병원체를 포함한 공기 중 입자가

기류를 타고 이동하여 감수성을 지닌 개체의 호흡기로 들어가서 발

생하는 공기 중 전파로 구분된다. 직접 전파의 경우, 질병 전파의

경로가 비교적 명확하기 때문에 적절한 방역 대책의 마련 및 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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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의 설정 등 질병 차단 방안이 마련되어 실행되고 있으나 실제로

는 질병 전파의 차단이 완벽하게 이루어지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

다. 이는 농장 출입 차량 및 사람에 의한 전파 및 공기 중 전파 등

과 같은 간접적인 전파 요인에 의한 질병 발병의 가능성이 존재하

기 때문이다.

과거부터 질병의 공기 중 전파 가능성 및 그 위험성은 꾸준히 제

기되어 왔으며 국립수의과학검역원(2010),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2013)에 따르면 공기 중에 떠도는 미세한 입자(에어로졸)를 통한

구제역 및 PRRS의 전파를 제시하였다. 또한 외부와 격리한 상태의

실험 공간을 환기구로 연결하여 질병의 공기 중 전파를 확인한 연

구와 농장 외부에서 공기 시료를 포집하여 바이러스의 공기 중 전

파를 확인하는 연구도 진행되고 있다(Brockmeier et al., 2002;

Otake et al., 2010). 그리고 수치 모델을 활용하여 공기 중 에어로졸

의 확산을 모의하는 연구 또한 진행되고 있다(Claudia et al., 2009;

Pitkin et al., 2009; Thornley et al., 2009). 하지만 이러한 동물질병

의 공기 중 전파에 대한 관련 연구들을 체계적이고 공학적인 방식

의 정리는 미비하며 다양한 종류의 포집 장비를 이용하여 공기 중

바이러스의 포집을 연구 또한 매우 미비한 실정이다. 따라서 이번

연구에서는 동물질병의 공기 중 전파에 대해서 추정, 확인, 예측으

로 구분하여 관련 연구를 정리하여 분석하고자 하였다. 또한 현장에

서의 보다 효과적인 공기 중 바이러스 검측을 위해서 PRRS 바이러

스를 대상으로 바이오샘플러, 분진포집기, 포자포집기 등 공기 중

바이러스 포집이 가능한 장비들의 성능 평가를 실시하여 효율적인

장비를 선정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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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동물질병 발생 및 전파 현황

2.1 주요 동물질병

축산 산업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하나로 가축 전염병을 들

수 있다. 정부는 ‘가축전염병예방법’(일부개정, 2011)을 제정하고 표

1과 같이 구제역 및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등 15종을 제 1종 가

축전염병으로, 탄저 및 가금콜레라 등 24종을 제 2종 가축전염병으

로, 저병원성가금 인플루엔자 등 5종을 제 3종 가축전염병으로 지정

하여 관리하고 있다. 이 중 구제역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를 포

함한 제 1종 가축전염병 4종, 제 2종 가축전염병 9종, 제 3종 가축

전염병 1종을 중점관리 대상 가축전염병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

다(농업전망 2011,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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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병

제 1종

가축전염병

(15종)

우역, 우폐역, 구제역, 가성우역, 블루텅병, 리프트계

곡열, 럼피스킨병, 양두, 수포성구내염, 아프리카마

역, 아프리카돼지열병, 돼지열병, 돼지수포병, 뉴캣

슬병 및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제 2종

가축전염병

(24종)

탄저, 기종저, 브루셀라병, 결핵병, 요네병, 소해면상

뇌증, 큐열, 돼지오제스키병, 돼지일본뇌염, 돼지테

센병, 스크래피, 비저, 말전염성빈혈, 말바이러스성

동맥염, 구역, 말전염성자궁염, 동부말뇌염, 서부말

뇌염, 베네수엘라말뇌염, 추백리, 가금티푸스, 가금

콜레라, 광견병, 사슴만성소모성질병 및 그 밖에 이

에 준하는 질병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

는 가축 전염성 질병

제 3종

가축전염병

(5종)

소유행열, 소아카바네병, 닭마이코플라스마병, 저병

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부저병 및 그 밖에 이에 준하

는 질병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가축

전염성 질병

Table 1 Category of animal infectious disease from ‘domestic 
animal infectious disease control law’ in Korea

2.1.1 구제역(Foot-and-Mouth Disease, FMD)

구제역은 소, 돼지, 양, 염소 등 발굽이 둘로 갈라진 동물에 대해

서 전염성이 높은 급성 바이러스성 전염병의 한 종류로 전염성이

매우 높아 국제수역사무국에서는 발병 시 사회, 경제 및 공중 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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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심각한 피해를 입힐 수 있는 리스트 A 질병으로 관리하고 있으

며 우리나라에서도 제 1종 가축전염병으로 분류하여 관리하고 있다.

구제역의 주요 임상증상은 축종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나는데 소의

경우 구제역 감염 시 체온 상승, 식욕부진, 침울, 우유 생산량의 급

격한 감소 및 임신우에서 유산이 일어나는 증상을 보인다. 발병 후

24시간 이내에 침을 심하게 흘리고 혀와 잇몸 등에 물집이 발생하

며 입맛 다시는 소리를 내기도 한다. 이후 물집은 발굽 사이와 제관

부, 젖꼭지 등으로 옮겨지기도 하며 물집은 곧 터져서 피부가 드러

나고 짓무르고 헐게 된다. 성우의 경우 폐사율은 5% 미만으로 낮은

편이나 어린 송아지의 경우에는 성우보다 높은 폐사율을 보인다

(2010-2011 구제역 백서, 2011). 돼지의 경우 구제역 감염 시 절뚝거

림이 관찰되며 발굽의 심한 병변으로 인한 고통으로 제대로 서거나

걷지 못하는 증상 또한 관찰된다. 발굽의 물집이 터진 자리에 2차

감염이 발생하여 발톱이 탈락되기도 하며 콧잔등에 큰 물집이 형성

되고 쉽게 터지는 경우가 많다. 성돈의 경우 폐사율은 10% 미만으

로 낮은 편이나 자돈의 경우 50%에 육박하는 치명적인 질병이다(김

정호 등, 2011).

구제역은 1546년 발간된 Girolamo Fracastoro의 책에서 최초로 언

급되었다. 1514년 이탈리아 프리울리 지역에서 최초로 발견된 이 전

염병은 소에게만 전염되었다고 소들이 이유 없이 식욕이 떨어지고

입과 입천장에 전체적으로 조그마한 물집이 잡히고 거칠거칠해졌으

며 점차 반점이나 농포가 어깨 및 발굽까지 내려왔다. 그리고 이러

한 증상이 나타났던 소들은 대부분 회복되었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

에는 대부분의 소들이 죽었다고 언급하고 있다(Fracastoro, 1546).

이후 1839년에 영국에서 구제역 발생이 최초로 보고된데 이어 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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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2001년, 2007년 두 차례 구제역이 발생하였다. 두 건의 구제역

발병 중 2001년에 발생한 사건의 경우 9개월 동안 영국 전역에서

총 2,030건이 발생하여 660만 마리 이상의 우제류가 살처분되었다.

2001년 구제역으로 인하여 영국은 공공부문의 직접 비용 지출로 약

5조 4천억 원, 민간부문의 비용 지출로 약 9조 원의 피해를 입은 것

으로 추산되었다.

일본의 경우 2010년에 구제역이 발생하여 발생 농가를 대상으로

살처분을 진행하였으나 계속 확산되는 경향이 나타나 이동제한구역

인 10 km 이내에 있는 농가에 대해서 살처분을 전제로 하여 백신을

접종하였다. 2010년에 발생한 구제역으로 인하여 약 29만 마리의 살

처분을 실시하였는데 이로 인하여 공공분야 손실액이 약 1조 3,300

억 원, 축산업 및 관련 산업손실액이 약 1조 9,600억 원 발생된 것

으로 추산되었다.

대만의 경우 약 70년간 구제역 발생이 없다가 1997년에 구제역이

발생하였는데 이로 인하여 약 385만 마리의 우제류를 살처분하였다.

이로 인하여 생산농가 및 업자들에게 약 5조 800억 원의 피해가 발

생하였으며 가공수출업자들에게 약 1조 4,800억 원의 피해가 발생하

였다. 하지만 이러한 대대적인 살처분 조치에도 불구하고 값싼 중국

산 돼지고기 및 생돈 밀수, 양돈 농민들의 지식 결여, 감염 사실의

은폐 및 불법유통으로 인하여 구제역이 2001년까지 산발적으로 발

생하였다. 이에 대만 정부는 전국적인 예방 백신 접종을 실시하였고

이를 통해서 구제역 백신 접종 청정국 지위를 획득하게 되었다(강진

영 등, 2011; 김정호 등, 2011; 성지은, 2012).

우리나라의 경우 구제역 발생은 1911년에 최초로 소 15 두의 구제

역 감염이 보고되어 있는데 이후 지속적으로 발생하다 1934년 소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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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의 감염을 마지막으로 국내에서 종식되었었다. 하지만 국내에서

종식된 것으로 알려졌던 구제역은 2000년 3월 파주에서 발견된 수

포성 괴질이 구제역으로 판명되면서 66년 만에 재발하였다. 파주에

서 발생한 구제역은 화성, 용인, 충주, 홍성, 보령으로 전파되어 총

15개 농가, 81마리가 감염되었다. 이에 정부에서는 반경 500 m 이내

농가의 2,216마리의 우제류를 살처분하고 반경 10 km 이내의 약

150만 마리에 대해서 백신을 접종하면서 치료하게 되었다. 이에 따

라 살처분 보상 및 소독 실시 등으로 직접적인 경제 손실이 약

3,000억 원 발생하였다. 2002년 5월 안성의 우사에서 구제역이 발생

한 이후 용인, 평택, 진천의 돈사로 전파되어 총 16농가, 663마리가

감염되었고 주변 농가로의 전파를 방지하기 위하여 발생 우사의 경

우 반경 500 m 이내, 돈사의 경우 반경 3 km 이내에 위치하고 있

던 162개 농가에서 사육하고 있던 약 16만 두의 우제류를 살처분하

였다. 신속한 살처분으로 인하여 주변 농가로의 전파를 막고 구제역

을 극복할 수 있었으나 살처분 보상금 및 수매지원금 지급 등으로

인하여 직접적인 경제적 손실이 약 1,434억 원 발생하였다(구제역

백서 2002, 2002; 김정호, 2011). 이후 2002년 11월에 청정국 지위를

회복하였으나 2010년 1월부터 11월까지 3차례에 걸쳐 구제역이 재

발하게 된다. 2010년 1월 포천소재 젖소농장에서 신고 된 구제역 의

심축이 양성으로 판명된 이후 포천 및 연천 소재 6농가, 30두가 감

염되어 약 6천두의 우제류를 살처분하였으며 4월 강화군 소재 한우

농가에서 발생한 구제역은 강화, 김포, 충주, 청양 소재 11개의 농장

에서 추가 발생하면서 주변 전파를 막기 위해 약 5만두의 우제류를

살처분하였다. 이로 인하여 살처분 보상비 등으로 약 2,357억 원의

피해액이 발생하였다. 이를 마지막으로 종식된 것으로 판단되어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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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9월 구제역 청정국의 지위를 회복했으나, 동년 11월 안동 소재

돈사 농장주의 구제역 발생국 여행을 통해 구제역 바이러스가 유입

되면서 다시 발생하게 되었다. 2010년 11월에 발생한 구제역은 이전

에 발생했던 구제역과 다르게 방역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

면서 전국적으로 퍼져나가게 되었다. 2010년 11월에 발생하여 2011

년 3월까지 총 170농가, 1,708 두가 감염되어 전국 75개 시·군·구로

확산되어 예방적 살처분만으로 종식이 어렵다는 판단 하에 예방 백

신을 접종함으로써 3월 홍성군에서 발생한 구제역을 마지막으로 4

월에 구제역 종식을 선언하게 된다. 하지만 4개월간 발생한 구제역

으로 인하여 당시 사육 중이던 소와 돼지의 약 25%에 해당하는 335

만두를 살처분하였다(김정호, 2011; 하숙양, 2011). 그로 인하여 매몰

보상비 및 방역비 등 1차적인 직접피해액이 3조 원에 육박했으며

사료, 기자재, 소요감소 등으로 인한 2차적인 연관 산업의 피해액까

지 포함한다면 약 7조 원에 육박한다고 보고하였다(2010～2011 구제

역 백서, 2011).

2.1.2 돼지 소모성 질병

대표적인 돼지 소모성 질병으로는 돼지 생식기 호흡기 증후군

(Porcine Reproductive and Respiratory Syndrome: PRRS), 돼지 유

행성 설사병(Porcine Epidemic Diarrhea: PED), 돼지 호흡기 질병

복합체(Porcine Respiratory Disease Complex: PRDC) 및 이유후 전

신성 소모성 증후군(Postweaning Multisystem Wasting Syndrome:

PMWS)을 들 수 있다.

PRRS는 1987～88년 미국 North Carolina 등의 양돈장 밀집 지역

에서 발생한 것이 최초로 보고되고 있는데 당시에 PRRS의 증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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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 보고되었던 질병들과 일치하지 않아서 Mystery Swine

Disease(MSD)라고 명칭하였다(강영배, 1995; Hill, 1990; Reotutar,

1989). 또한 유럽에서는 독일 Munster 지방에서 1990년에 최초로 확

인되었으며 이후 네덜란드 지방으로 확산되었고(Wensvoort et al.,

1991), 프랑스 Brittany 지방에서 1991년 10월에 발생이 최초로 보고

되었으며(Montensen and Madisen, 1992) 영국에서도 Humberside

지방 및 North Yorkshire 지방의 양돈농가 밀집 지역에서 최초 발

생이 보고되었다(Robertson, 1991). 이 외에도 벨기에, 스페인 등 유

럽국가에 만연하였다. 국내에서는 1993년에 수의과학연구소에서 바

이러스를 분리하여 국내에서의 질병 존재를 처음으로 확인하였다(국

립수의과학검역원 100년사, 2009).

PRRS의 임상 증상은 돼지의 생육 상태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난

다. 모돈의 경우 번식장애가 주로 나타나며 자돈 및 육성돈의 경우

에는 호흡기 질환 증세를 보인다. 임신 모돈의 경우 감염 초기 식욕

부진과 발열의 증상을 보이며 임신 초기에는 유산, 불임 등의 증상

이 유발되며 임신 말기에는 조산 및 사산이 급격히 증가하며 허약

자돈을 분만하는 경우 또한 증가한다. 급성 감염이 발생한 웅돈의

경우 식욕감퇴, 무기력증, 호흡기 증상이 나타나며 성욕이 감소하고

정액의 움직임이 감소하게 된다. 수직감염을 통해 PRRS에 전염되어

분만된 허약돈의 경우 사지탈구, 근육진전, 안검부종, 결막염, 발열,

호흡곤란 등의 증상을 보이며 이유전까지 페사율이 80%에 달하기도

한다. 분만이후 수평감염을 통해 감염된 자돈의 경우 뚜렷한 임상

증상은 보이지 않지만 키우는 과정에서 지속적인 호흡기 증상을 보

인다(국립수의과학검역원 100년사, 2009).

PED는 1971년에 영국에서 최초로 발견되었다. 발견당시 돼지전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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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위장염과 유사한 증상을 보였으나 돼지전염성위장염이 주로 발생

하는 4～5주령 미만의 자돈에서 증상이 나타나지 않아서 새로운 질

병으로 판단하였다. 이후 1976년에 자돈에서도 설사 증상을 보이는

돼지전염성위장염과 유사한 질병이 다시 발생하였는데 이 질병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두 질병이 동일한 바이러스성 질병임을 밝혀내

었고 돼지유행성설사병으로 명명하였다. 국내에서는 PED의 존재가

1992년에 최초로 보고되었다. 1992년 이전에 돼지전염성위장염과 유

사한 급성 설사병이 발생하고 있었으나 백신으로 치료되지 않아

PED로 의심하여 오다가 1992년에 PED 원인 바이러스를 최초로 분

리해내면서 확증하게 되었다(황희경, 1994; 한국종축개량협회, 2005).

PED의 주요 증상으로는 병명에서 알 수 있듯이 감염 시 설사증

상을 보이는데 자돈의 경우 빠르게 탈수증상이 진행되며 쇠약해져

폐사까지 진행된다. 1주령 미만 자돈의 경우 폐사율이 50%이지만

심한 경우 90～100% 이르기도 한다. 일령이 증가하면서 증상이 경

미해지면서 폐사율 또한 감소하여 비육돈의 경우 거의 폐사가 일어

나지 않는다.

PRDC는 PRRS 바이러스, 돼지인플루엔자(Swine Influenza, SI)

바이러스, Pseudorabies 바이러스, 돼지호흡기코로나(Porcine

Respiratory Corona, PRC) 바이러스 등의 바이러스 원인체와

Mycoplasma hyopneumoniae, Pasteurella, Salmonella cholerasuis,

Streptococcus 등의 세균성 원인체의 2가지 이상이 복합적으로 감염

된 호흡기질환으로 Halbur et al. (1993) 에 의해서 최초로 PRRS 바

이러스, SI 바이러스, PRC 바이러스와 다양한 박테리아를 포함하는

다양한 병인에 의해 유발되는 호흡기 질환 및 생육 저하를 보이는

질병이라고 정의되었다. 국내에서는 1996년 최초로 보고된 후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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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부터 확산되기 시작했는데 단일 병원체에 의한 질병이 아닌 여러

병원체가 복합적으로 감염된 경우가 많아 백신 접종 등의 방법으로

치료가 쉽지 않아 문제가 심각한 질병이다.

PRDC는 다양한 병원체에 의하여 발생하기 때문에 그 임상증상

또한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주요 임상증상으로는 기침, 고열, 호흡곤

란, 식욕부진, 활동성 저하, 사료효율 감소, 증체율 저하, 폐사울 증

가 등이 있다(한국종축개량협회, 2005; 한국종축개량협회, 2007;

Brogden et al., 2002).

PRDC의 육안 병변은 감염된 병원체에 따라서 다양하게 나타난다.

PRRS 바이러스와 P.multocida 에 복합 감염된 개체의 경우 폐 전

엽에 걸쳐 적색 부위가 발견되며 M.hyopneumoniae 에 감염된 경우

에는 페 첨엽과 심엽에 암적색으로 딱딱해진 부위와 함께 기관지

점막의 충혈 및 염증성 삼출물이 심착된 소견을 나타낸다.

Pleuropneumonia 에 감염된 경우 폐의 출혈 및 섬유소성 괴사, 흉

막염 등의 병변이 관찰되며 돼지코로나바이러스 타입2 와 PRRS 바

이러스에 복합 감염된 개체의 경우 종대와 고무양 경도 및 충혈과

출혈 증상을 나타낸다(Brogden et al., 2002; 이미옥, 2007).

PMWS는 이유 후 5～12주령의 위축, 호흡곤란, 황달, 설사 등의

증상을 나타내는 전신성소모성질병을 말한다. 1991년 캐나다에서 최

초로 보고된 이후 현재는 미국, 유럽뿐만 아니라 국내와 일본 등 아

시아지역까지 전 세계적으로 발견되고 있다(Wallgren et al., 2009).

돼지써코바이러스 2형(PCV2) 바이러스가 PMWS의 주요 원인체인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PCV2 만으로는 PMWS의 증상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아직까지 정확한 원인은 규명되어 있지 않은 질병이다

(탁동섭, 2005; Wallgren et al.,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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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포유 중에는 이상이 없다가 이유 후 자돈사로 전입하

면서 증상이 발생하는데 대략 4주령에서 14주령 사이에 발병한다.

주로 환절기와 겨울철에 발병하지만 여름철에 발병하기도 하는 등

계절적인 영향은 적은 편이다. 이유자돈에서 나타나는 주요 증상으

로는 사료섭취량 감소 및 위축돈 발생, 호흡기 증상 및 설사 증상

등이 있으며 위축돈에서는 위계양이 발생하여 위출혈로 인한 피부가

창백한 개체가 발생하기도 하며 타르 형태의 검은 변이 관찰되기도

한다. 폐사율은 일반적으로 5～15%정도 발생하나 30%에 육박하기도

한다(탁동섭, 2005; 이재춘, 2005). 이러한 PMWS로 인해 양돈농가에

서 큰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데 돼지의 마리당 이유두수(Pigs per

Sow per Year: PSY)가 2002년 18.7두에서 2003년 18.3두, 2004년

17.3두로 감소하였음이 보고되었다(허덕, 2008).

2.1.3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ighly Pathogenic Avian Influenza ,

HPAI)

HPAI는 다양한 조류의 호흡기계, 장관계, 신경계에 영향을 미치는

바이러스성 질병으로 병원체의 유전형에 따라 사람에게도 감염될

수 있는 인수공통전염병으로 야생조류에 의하여 장거리 전파가 용

이하기 때문에 그 위험도가 높아 제 1종 가축전염병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다(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백서, 2004; 농업전망

2011, 2011).

HPAI의 증상은 병원성에 따라 경미한 증상부터 갑작스럽게 죽는

증상까지 매우 다양하게 발현하며 심한 침울, 식욕 부진, 산란 저하,

안면 부종, 육수와 벼슬에 청색증, 머리와 안면부에 부종, 장막표피

상 반상출혈, 급사 등을 보인다. 폐사율 또한 매우 다양하게 나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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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데 5～10% 낮은 폐사율을 보이는 경우부터 닭과 칠면조의 경우

70～80%에 이르기도 한다. 심지어 폐사율이 100% 달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는 국내외에서 다수 발생하여 큰

피해를 끼쳤는데 1997년 홍콩에서는 H5N1 HPAI가 발발하여 직접

경비만 약 1,300만 달러가 소요된 바 있다. 1999～2000년 이탈리아

에서는 H7N1바이러스로 인하여 직접적인 방역 경비 약 1억 달러,

관련 산업 붕괴 및 소비자의 구매 감소, 관광산업의 침체 등 간접

경비 약 5억 달러의 피해가 발생하였다. 또한 2004년 태국에서는

H5N1이 발생하여 도살처분 보상비 1.5억 달러, 폐기 손실액 약 2억

달러, 가금육 수출 금지로 인한 무역 손실액 약 20억 달러의 피해가

발생하였다.

또한 2000년 이후 우리나라에서는 총 4차례의 HPAI 가 발생하였

다. 2003년 12월에 충북 음성 소재 농장에서 최초 발생한 HPAI는

2004년 3월까지 10개 시·군에서 총 19건 발생하였다. 이로 인하여

발생농장 반경 500 m 이내에 위치한 총 392농가에 대해서 예방적

살처분을 실시하여 총 529만 수를 살처분하여 살처분 보상금 등의

방역비용으로 약 1,126억 원의 손실이 발생하였다(고병원성 조류 인

플루엔자 백서, 2004; 우병준, 2008). 2006년 11월부터 2007년 3월까

지 전북 익산 등 전국 5개시·군에서 총 7건이 보고되었으며, 발생농

장 주변의 460농가에 대해서 예방적 살처분을 실시하여 총 280만

수를 살처분하였다. 이로 인하여 살처분 보상금 등으로 582억 원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였다. 2008년 4월에는 전북 김제에서 HPAI가

발생하여 영암, 평택, 논산, 울산, 부산, 서울, 춘천, 양산 등지로 확

산되어 총 33건이 발생하였다. 이에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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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장 주변 총 950농가에서 사육하던 846만 수를 예방적으로 살처분

하였다(우병준, 2008). 이로 인하여 생산단계에서의 직접피해액이 약

2,833억 원과 간접피해액 30억 원이 발생하였으며, 정부의 방역 및

살처분 활동 등으로 약 374억 원이 발생하는 등 총 3,288억 원의 경

제적 손실이 발생하였다. 이후 2010년 12월부터 2011년 5월까지 전

국 25개 시·군에서 53건 발생하여 주변 농장에서 사육 중이던 총

650만 수의 가금에 대해서 예방적 살처분을 실시하였다. 이로 인하

여 살처분 보상금 등으로 약 822억 원의 경제적 손실금이 발생하였

다(이상진, 2013; 2010/2011년도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백서,

2012).

2.2 전염병 전파 경로

미국 질병관리센터에서는 질병의 전파에는 감염체를 지니고 있는

발생원, 질병에 감수성을 지니고 있는 감염원 그리고 질병 전파 방

법이라는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하다고 정의하고 있다. 이 중에서 질

병이 전파되는 방법을 그림 2에서와 같이 크게 3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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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Category and details of transmission.

첫 번째로, 접촉 전파(Contact transmission)가 있는데 이는 다시

직접 접촉 전파(Direct contact transmission)와 간접 접촉 전파

(Indirect contact transmission)로 구분된다. 직접 접촉 전파는 감염

된 개체의 미생물이 매개체 없이 감수성을 지닌 개체로 이동되어

전파되는 것으로 정의되며, 혈액이나 기타 체성분이 감염된 개체에

서 감수성을 지닌 개체로 직접적으로 이동하는 경우에 발생한다. 간

접 접촉 전파는 직접 접촉 전파와는 반대로 오염된 매개체에 의해

서 질병이 전파되는 경우로 정의되며, 의료진에 의한 병원체 전파,

의료 기구에 의한 병원체 전파, 감염 개체와 동일한 물건을 공유하

는 경우에 발생한다고 보고하고 있다. 축산환경에서는 수의사, 진료

기구 혹은 같은 사육 공간에서의 사료통 공유 등이 해당된다.

두 번째로, 액적 전파(Droplet transmission)가 있다. 액적 전파는

감염된 개체의 기침 혹은 재채기를 통해 발생하는 액적을 통해서

질병이 전파되는 것으로 정의되며 기술적으로는 접촉 전파의 한 형

태로 볼 수 있는데 병원체를 포함한 액적이 직접 접촉 혹은 간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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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촉 경로를 통해서 전파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접촉 전파와는 달리

액적 전파는 감염된 개체의 기도로부터 발생한 병원체를 포함하는

액적이 감수성을 지닌 개체의 점막 표면으로 직접적으로 전달됨으

로써 질병이 전파되는 것을 말한다. 액적 전파가 가능한 최대 거리

는 아직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지만 전통적으로 액적 전파의 위험이

있는 범위를 감염된 개체로부터 1 m로 정의하고 있으며 액적 전파

에 기여하는 액적의 크기를 5 ㎛ 이상으로 정의하고 있다.

세 번째로, 공기 중 전파(Airborne transmission)가 있다. 공기 중

전파는 병원체를 포함하고 있는 공기 중 액적이나 호흡성 분진 크

기의 입자가 더 작은 크기의 입자로 나누어지면서 발생한다고 정의

하고 있다. 여기서 호흡성 분진이란 호흡 시 가스 교환 부위인 폐포

까지 도달하는 호흡성 분진 크기의 입자를 뜻하며 그 크기는 미국

산업위생사협회에서 10 ㎛ 이하로 정의하고 있으며 평균 입경은 4

㎛ 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방법에 의해서 운반되는 미생물은

기류를 따라 먼 거리까지 전파될 수 있으며 그로 인하여 감염된 개

체와 접촉한 이력이 없는 개체가 호흡을 통해서 미생물을 흡입하여

질병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그 밖에도 병원체에 오염

된 물, 음식과 같은 환경적인 요소 및 모기, 쥐, 철새와 같이 매개체

에 의하여 전파되는 경우도 있다(CDC, 2007).

이러한 질병 전파 방식 중에서 접촉 전파는 방역 대책을 통하여

질병의 차단이 공기 중 전파 방식과 비교하여 용이하다고 할 수 있

다. 하지만 공기 중 전파는 질병을 전파하는 매개체가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미세한 크기이며 기류를 타고 장거리를 이동하여 질병

을 전파시키기 때문에 그 차단이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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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질병 별 감염 역치

바이러스성 전염병의 경우 감염 개체의 타액 및 분비물에 포함되

어 있는 바이러스가 공기 중 입자화 되어 전파되거나 공기 중 에어

로졸에 흡착되어 전파될 수 있다. 따라서 모든 바이러스성 질병은

이론적으로 공기 중 전파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질병 발생 시 사회에 미치는 경제적 영향성 및 사회의 관심도에 따

라서 연구되어 있는 정보가 다르기 때문에 모든 질병의 감염 역치

가 연구되어 있지는 않다. 따라서 감염 역치가 연구되어 있는 대표

적인 질병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FMD의 경우 축종에 따라서 24시간 동안 공기 중으로 배출하는

바이러스의 농도와 노출되었을 경우 감염되는 농도가 조사되어 있

다. 반추동물에 비하여 돼지가 24시간 배출하는 바이러스 농도가 높

으며 돼지 한 마리당 24시간 동안 ×
1) 의 바이러스를 공

기 중으로 배출하며 높을 경우 × 까지 배출하기도 한

다. 반면에 반추동물인 소와 양의 경우 호흡을 통하여

×  이하의 바이러스를 배출한다. 그리고 돼지의 경우

× 농도의 바이러스에 노출되면 감염되지만 반추동물인

소와 양의 경우 × 농도의 바이러스에 노출되면 감염된

다고 보고되고 있다(Alexandersen and Donaldson, 2002).

1) TCID50 : Tissue Culture Infectious Dose 50(50% 조직배양감염량)

바이러스의 세포변성효과의 측정지표. 일정계열의 바이러스단계 희석

액을 같은 조건하에서 배양한 많은 세포배양에 접종하여 세포변성효과

가 나타난 배양병을 파악하여 50%의 배양병의 세균 변성효과가 나타

나는 바이러스 희석배수를 TCID50(50% 조직배양감염량)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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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RS의 경우 구강 노출을 통해 감염되기 위해서는

× 농도가 필요하며, 비강 노출인 경우 ×,

인공 수정을 통해 감염되는 경우에는 × 농도가 필요하

다고 보고되고 있다. 또한 PRRS 바이러스의 경우 바이러스의 종류

에 따라서도 감염 역치가 달라지는데 MN-184의 경우

× 농도의 에어로졸에 노출되었을 경우 감염되는데 반

해, VR-2332의 경우 × 농도의 에어로졸에 노출되어야

감염된다고 보고되고 있다(Zimmerman et al., 2012).

국내에 위광견병이라고 알려져 있는 Aujeszky’s disease 의 경우

감염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 ∼× 농도가 필요

하며 자돈의 경우 × 농도가 필요하다. 코와 인두의 분비

물에서는 최대 × ∼× 농도의 바이러스가 분비물 및

에어로졸의 형태로 배출된다고 조사되었으며 1마리의 돼지가 24시

간 동안 공기 중으로 배출하는 바이러스는 최대 ×

라고 보고되고 있다(Mettenleiter et al.,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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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재료 및 방법

기침 할 때 발생하는 에어로졸의 입경을 기준으로 공기 중 바이러

스 분사 장비를 선정하였으며 공기 중 바이러스의 포집이 가능한

다단포집기, 바이오샘플러, 분진포집기, 포자포집기 및 수동식 시료

채취기를 사용하여 실험을 진행하였다. 공기 중으로 바이러스를 분

사하는 제한된 영역을 조성하기 위하여 원형 아크릴 파이프를 이용

하여 실험 챔버를 설계하였으며 설계된 아크릴 실험 챔버 내부에

바이러스를 분사하고 챔버에 연결된 포집 장비를 통하여 공기 중

바이러스를 포집하였다. 1차 실험을 통하여 5가지 포집 장비의 성능

을 비교, 평가하여 공기 중 바이러스 포집에 보다 효과적인 장비를

선정하였으며 2차 실험을 통하여 1차 실험에서 선정된 효과적인 공

기 중 바이러스 포집 장비에 대해서 구제역 바이러스의 공기 중 감

염 역치의 실험 조건에서 다양한 포집 시간에 따른 포집 성능을 평

가하였다.

3.1 공기 중 바이러스 분사 장비

공기 중 바이러스 분사 장비를 선정함에 있어서 공기 중으로 분사

되는 입자의 크기와 돼지가 기침할 때 공기 중으로 발생하는 입자

의 크기의 유사성이 높은 장비를 선정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돼지가

기침할 때 발생하는 입자의 크기 분포에 대한 연구가 진행된바 없

어서 대안으로 사람이 기침할 때 발생하는 입자 크기에 대한 특성

을 기준으로 공기 중 바이러스 분사 장비를 선정하고자 하였다.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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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 연구들에 따르면 사람이 기침할 때 발생하는 에어로졸의 입자

크기는 그림 3 및 4 에서와 같이 대체로 0.1～1 ㎛ 범위에 분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Ersahin, 2007; Holmgren et al., 2010;

Morawska et al., 2009; Yang et al., 2007). Aerosol spectrometer

(GRIMM, Inc., Germany)를 이용하여 공기 중 바이러스 분사 장비

에서 공기 중으로 분사되는 에어로졸의 입경을 분석한 결과 그림 5

와 같이 분사된 입자의 입경 크기가 대체로 1 ㎛ 이하에 분포함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를 통해서 공기 중 바이러스 포집 실험을 위

한 공기 중 바이러스 발생 장비 선정에 대한 타당성을 확인하였다.

Fig. 3 Particle size distribution when human 
cough or sneeze (Holmgren,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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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Particle size distribution when human 
cough or sneeze 

(C. Ersahin, 2007)

Fig. 5 Distribution of aerosolized droplet particle size 
according to nozzle diameter of aerosolization instru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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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 중 바이러스 분사 장비의 분사거리가 실험 챔버의 크기보다

길 경우에는 공기 중으로 분사된 바이러스가 챔버의 맞은편에 흡착

되는 문제가 발생하여 공기 중에 부유하는 바이러스의 손실률이 크

게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공기 중 바이러스 분사 장비의

분사 거리에 맞추어 실험 챔버를 설계하기 위하여 분사 거리를 측

정하는 예비 실험을 수행하였다.

Fig. 6 Shape of aerosol from aerosolization instru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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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Injection distance test using ink(0 ∼ 30 cm)

Fig. 8 Injection distance test using ink(40 ∼70 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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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즐 분사구에서부터 50 cm 까지는 분사된 액상 시료의 흔적이

선명하게 보였으며 70 cm 이후에서부터 급격히 흐려지기 시작하여

1 m 이상에서는 육안으로 거의 확인되지 않았다. 이러한 공기 중

바이러스 분사장비의 분사거리 테스트 결과를 토대로 하여 아크릴

챔버에 바이러스 액상 시료를 분사하였을 경우에 아크릴 챔버 벽면

에 흡착되는 에어로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아크릴 실험 챔버의 크

기를 1 m 로 결정하였다.

3.2 아크릴 실험 챔버

아크릴 챔버는 지름 0.6 m, 높이 0.7 m 로 설계하였으며 부피는

200 L 이다. 앞선 분사 장비의 분사거리 테스트 결과를 통해서 도출

된 1 m 의 크기를 만족하기 위해서 아크릴 챔버 측면에 직경 0.1

m, 길이 0.4 m 의 원형 아크릴 파이프를 부착하여 유입구를 설치하

였다. 또한 바이러스 분사 시 챔버 내부에서의 바이러스 농도 균일

성을 위하여 그림 8과와 같이 챔버 중앙 바닥에 팬을 설치하여 내

부 공기 유동을 형성하였으며 그림 9과 같이 부착된 파이프를 통하

여 바이러스를 분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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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Picture of experimental scene using acrylic chamber

실험용 아크릴 챔버 내부로 분사된 공기 중 바이러스 시료를 포집

하기 위해 아크릴 챔버 하단에서 10 cm 높이에 공기 흡입용 지름 1

cm 의 구멍 6개를 설계하였는데, 아크릴 챔버 내부의 공기를 흡입

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불균일한 시료 포집을 억제하고자 공기 흡

입용 튜브 연결 구멍은 각각 60° 간격으로 균일하게 설계하였다.

3.3 공기 중 부유 바이러스 포집 장비

바이러스의 크기는 일반적으로 직경 0.02 ㎛에서 0.3 ㎛ 사이이며

공기 중에 존재하는 분진에 흡착되어 전파된다고 알려져 있다. 이처

럼 기류를 타고 이동하여 이를 흡입한 동물이 질병에 걸리게 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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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 중 바이러스를 포집하기 위하여 공기 중 분진의 포집이 가능

한 다단포집기, 바이오샘플러, 분진포집기, 포자포집기, 수동식 시료

채취기를 사용하여 실험을 진행하였다.

3.3.1 다단포집기 (225-370, SKC Inc., USA)

다단포집기(Compact-Cascade-Impactor, CCI)는 관성력의 원리를

이용하여 공기역학적 직경에 따라 공기 중 입자를 포집하는 장치로

Kim et al. (2007), Otake et al. (2002, 2010) 등의 연구에 따르면 생

물학상 오염물질인 바이러스, 세균 등이 공기 중 미세 에어로졸에

흡착되어 공기 중으로 전파되기 때문에 이를 통하여 공기 중 입자

에 흡착되어 있는 바이러스의 포집이 가능하다. 포집기의 노즐을 통

하는 입자 중 충분한 관성을 가진 입자는 장치 내에서 형성되는 유

선을 따르지 못하고 충돌판에 위치한 필터에 침착되고 크기가 작은

입자는 유선을 따라 각각의 다음 충돌판이 있는 단계로 이동하게

된다. 이러한 원리에 따라서 다단포집기는 각 충돌판에 정해진 크기

의 분진을 포집하게 된다. 즉 유선의 이탈 유무, 공기 역학적 직경

에 따라 입자의 크기별 분포를 파악할 수 있는 장치로써 그림 10과

같이 하단부에 펌프를 연결한 뒤 주변 공기를 18 LPM(Liter Per

Minutes)의 유량으로 흡입하여 공기 중 입자를 각 층별 필터에 직

경별로 포집한다. 공기 중 에어로졸을 포집하기 위하여 공극이 0.7

㎛이며 지름이 25 mm 인 glass microfibre 필터(1825-025,

Whatman Ltd., USA)를 4개 사용하며, 각 층별 포집하는 에어로졸

및 분진의 공기역학적 입경은 stage 1 (>1.2 ㎛), stage 2 (1.0～1.2

㎛), stage 3 (0.5～1.0 ㎛), stage 4 (0.3～0.5 ㎛)이다. 이렇게 공기

역학적 입경 크기를 구분하여 포집함으로써 공기 중 부유 입자의



- 28 -

입경에 따른 바이러스의 흡착 유무를 확인 할 수 있다.

Fig. 10 Picture of Compact Cascade Impactor

Fig. 11 Each stage of CCI filter for airborne virus 
samp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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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2 바이오샘플러 (225-9595K4, SKC Inc., USA)

바이오샘플러(Bio-sampler)는 12.5 LPM의 유량으로 주변 공기를

흡입하여 공기 중에 부유하고 있는 에어로졸 및 생물학적 입자를

포집하는데 사용되는 장비이다. 공기 흡입을 위하여 음압식 공기 흡

입 펌프(Flite2, SKC Inc., USA)를 흡입유량 12.5 LPM으로 설정하

여 사용하였다. 그림 12와 같이 공기 유입부, 배출부, 포집부의 3단

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중간에 위치한 배출부 하단의 3개 노즐이

sonic-orifice 역할을 한다. 상단부를 통해서 흡입된 공기는 노즐을

통해서 가속되며 하단부에 들어있는 포집 용액에 충돌하여 공기 중

에 존재하는 에어로졸 및 가스상 입자들이 포집 용액에 포집된다.

본 연구에서 공기 중에 부유하고 있는 바이러스를 포집하는데 있어

서 보다 효과적으로 포집하기 위하여 인산완충용액과 글리세린을 9

: 1로 혼합하여 포집 용액으로 사용하였다. 인산완충용액의 성분은

다음 표 2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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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2 Bio-sampler and air sampling pump

Phosphate Buffered Saline solution
Distilled 

water
   

1,000 ㎖ 8.0 g 0.2 g 1.19 g 0.2g

Table 2 Component of Phosphate Buffered Saline solution(1 Liter)

3.3.3 분진포집기 (901-2011, SKC Inc., USA)

분진포집기(Air-sampler)는 대기 중 미세 먼지를 포집하기 위하여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휴대용 장비로 다단포집기와 마찬가지로 공기

중 분진을 포집함으로써 공기 중 바이러스를 포집할 수 있다.

NIOSH에서는 공기 중 총 분진량을 포집하기 위해서는 공극이 2 ～

5 ㎛이며 지름이 37 mm 인 필터를 사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이

에 따라서 분진포집기에서는 공극이 2.0 ㎛이며 지름이 37 mm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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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ytetrafluoroethylene(PTFE) 필터(225-1709, SKC Inc., USA)와

필터 고정용 카세트(225-3, SKC Inc., USA), 그리고 공기를 흡입하

는 진공 펌프로 구성되어 있으며, 4 LPM 의 유량으로 공기 중 바

이러스를 포집한다.

Fig. 13 Air-sampler consisted of Polytetrafluoroethylene(PTFE) 
Filter, Cassette to install filter and air sampling pump

3.3.4 포자포집기 (Microflow 90, Aquaria, Scotland)

포자포집기(Microflow)는 일반적으로 공기 중 부유 세균 및 포자

를 포집하는 장비로 각 세균에 반응하는 특성화된 고형배지를 사용

하는 휴대용 장비이다. PRRS 바이러스 포집을 위한 고형배지가 상

용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바이오샘플러에 사용한 인산완충용액을

사용하여 실험을 진행하였다. 액체 상태인 인산완충용액을 사용하기

위하여 그림 14와 같이 포자포집기의 흡입구를 상향으로 한 뒤 내

부에 인산완충용액을 넣은 페트리접시를 장착하여 실험을 진행하

였으며 30 LPM의 유량으로 공기 중 바이러스를 포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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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4 Microflow and scene of airborne virus sampling

3.3.5 수동식 시료채취기

수동식 시료채취기(Passive sampler)는 공기를 흡입하는 것과 같

은 인위적인 힘을 사용하여 포집하는 액티브 샘플러와 반대되는 장

비로 공기 중 시료의 자유낙하 운동 혹은 농도차이에 의한 확산을

이용하여 시료를 포집하는 샘플러를 총칭한다. 이 연구에서는 자유

낙하 하는 공기 중 부유 바이러스를 포집하기 위해 페트리접시

(Petri-dish)와 인산완충용액을 사용한 수동식 시료채취기를 사용하

였다. 페트리접시 위에 낙하한 분진이 내부 공기 유동에 의해서 다

시 비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인산완충용액과 글리세롤을 9 : 1

비율로 혼합한 포집 용액을 페트리접시에 10 ㎖ 넣어서 실험을 실

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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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5 Passive sampler for sampling particles by 
settling

3.4 바이러스 검출 실험법

중합효소 연쇄반응법(Polymerase Chain Reaction, PCR)은 게놈

DNA에서 특정한 부분만을 시험관 내에서 선택적으로 복제하고 증

폭할 수 있는 간편하고 신속한 방법이다. PCR을 위해서는 증폭될

핵산과 증폭의 시발점이 되는 두 개의 시발체(Primer)가 있어야 한

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적당한 dNTPs와 증폭에 적당한 조건 및 증

폭을 시행할 수 있는 중합효소(Polymerase)가 있어야 핵산의 증폭

이 가능하다. 중합효소 연쇄반응을 통하여 특정 부위의 DNA를 105

∼ 108배까지 증폭시킬 수 있으며, 이렇게 증폭된 DNA를 전기연동

을 통하여 특정 DNA 진단에 사용할 수 있다(임상분자생물학,

2010). PCR법의 기본 원리는 다음 그림 16과 같으며 첫 단계는 이

중쇄 DNA를 단일쇄 DNA로 열변성(denaturation)시킨다. 두 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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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는 올리고뉴클레오티드를 단일쇄 DNA에 결합(annealing)시키고

세 번째 단계는 결합한 올리고뉴클레오티드를 시발체로 하여 DNA

중합효소에 의해 DNA를 합성(extension)하며 이상의 과정을 일정한

주기로 반복한다.

Fig. 16 Diagram of PCR(Polymerase Chain Reaction) (임상분자생물학, 
2010)

PCR로 증폭된 밴드를 에티디움 브로마이드(EtBr)로 염색된 아가

로스 젤(Agarose gel)에서 관찰하려면 약 50 ng의 DNA가 필요한데

50 ng은 300 bp 길이의 DNA인 경우 약 1,011 카피가 있어야하는

양이다. 따라서 단일 카피의 300 bp DNA를 증폭 후 전기영동하여

볼 수 있으려면 약 37 주기의 반복이 필요하다(임상분자생물학,

2010). 이렇게 증폭된 DNA는 이론적으로 각각의 PCR 주기마다

DNA는 2배씩 증폭되어야 하지만 그림 17에서와 같이 일정 주기가

지나면 증폭되는 DNA의 양이 감소하다가 최종적으로는 안정기

(Plateau)에 도달하게 되는데 주요한 원인으로는 첫 번째로 데옥시

뉴클레오타이드(dNTPs) 또는 시발체(primer)와 같은 기질의 고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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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로 특정 변성온도에서 데옥시 뉴클레오타이드 혹은 효소와

같은 반응물의 안정화, 세 번째로 pyrophosphate에 의한 반응 부산

물의 합성반응 저해, 네 번째로 생산된 DNA 가닥의 재결합에 의한

프라이밍(priming) 저해 등이 있다(Innis et al., 1990).

역전사 중합효소 연쇄반응법(Reverse Transcriptase Polymerase

Chain Reaction, RT-PCR)은 소량의 mRNA를 이용하여 유전자의

발현을 알아볼 수 있는 검사법으로 조직이나 세포로부터 RNA를 추

출한 뒤 역전사 효소(Reverse Transcriptase)를 이용하여 cDNA를

합성하고, 이 cDNA를 사용하여 PCR을 시행하는 방법이다(임상분

자생물학, 2010). 통상적으로 mRNA를 측정하여 유전자의 발현도를

측정하는 방법은 Nothern blotting이 주로 이용되는데 이 방법은 실

험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사용하려고 하는 시료 내에 RNA의 양

Fig. 17 PCR phases: Exponential, Linear, Plateau (임상분자생물학,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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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풍부하지 않을 때에는 실제로 수행하기가 곤란하다는 단점이 있

다. 어떤 종류의 바이러스는 전사방향과는 반대로 RNA로부터 DNA

를 만들어내어 숙주 세포의 DNA 속에 자신의 DNA를 삽입시켜 자

신을 증폭시킬 수 있는 능력을 지니고 있는데 이러한 RNA 바이러

스들이 가지고 있는 역전사효소(Reverse transcriptase)는 mRNA를

이용하여 이에 상보적인 DNA를 만들어 내는데 이용된다. (임상분

자생물학, 2010)

실시간 정량 중합효소 연쇄반응법(Quantitative Real Time

Polymerase Chain Reaction, qRT-PCR)은 기존의 시간이 오래 걸리

거나 정량 분석이 힘들었던 유전자 측정방법들의 단점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으로 빠른 시간 내에 단시간으로 정확한 유전자 양을 측

정할 수 있는 방법이다(임상분자생물학, 2010). qRT-PCR은 형광 물

질의 화학적 성질을 PCR 기법에 응용한 것으로 반응이 진행된에

따라서 검체 내에 존재하는 목적유전자의 증폭과 함께 형광 물질의

방출 양을 실시간으로 검출 및 분석하여 목적유전자의 증폭 유무를

신속하게 정량적으로 분석 할 수 있는 방법이다. 실시간 정량 중합

효소 연쇄반응법의 정량은 실시간으로 매주기마다 증폭, 누적되는

유전자를 측정하여 이를 증폭주기별로 분석하여 표시함으로써 기존

의 PCR법이 고정된 주기의 증폭이 완료된 후에 증폭 산물을 분석

하던 방법을 탈피하여 주기마다 증폭되는 양을 표시함으로써 정확

한 양을 측정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의 PCR 검사법과 qRT-PCR의

가장 큰 차이는 증폭된 유전자를 어느 시기에 분석하는가이다. 기존

의 PCR 검사법들의 대부분은 일정 주기의 증폭이 모두 끝난 후에

결과 산물을 분석하는 방식으로, 증폭 전의 표적 유전자의 작은 차

이에 의하여 증폭량이 크게 차이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부정확



- 37 -

하다. 하지만 qRT-PCR의 경우에는 초기에 증폭 산물의 급격한 증

가가 있는 시기에 측정함으로써 시료의 고갈에 의한 검체 간의 현

저한 증폭 양의 차이에 따른 부정확성을 근본적으로 제거할 수 있

다(김동욱, 2003).

3.5 연구 방법

첫 번째로, 동물질병의 공기 중 전파에 대해서 연구한 사례를 분

석함에 있어서 추정, 확인, 예측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동물 질

병은 병원체를 포함하고 있는 혈액과의 접촉, 병원체에 감염된 개체

와의 접촉 등 다양한 요인들에 의해서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다양

한 요인들과 질병발생의 상관성을 역학조사를 통하여 분석하고 공

기 중 전파를 제외한 다른 요인들의 상관성이 없음을 규명함으로써

공기 중 전파를 추정한 연구들에 대해서 사례조사를 실시하였다. 동

물질병의 공기 중 전파는 질병을 유발하는 병원체가 공기 중에 부

유하는 에어로졸에 흡착되어 이동하면서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바

이러스가 흡착된 공기 중 에어로졸을 포집하여 공기 중 전파를 확

인한 연구에 대해서 실험실에서 공기 중 바이러스를 포집한 실험과

실제 질병이 발생한 농장 및 농장 인근에서 공기 중 바이러스를 포

집한 실험으로 구분하여 사례조사를 실시하였다. 또한 공기 중 바이

러스를 포집하는 대신에 실제 동물을 감염군과 실험군 그리고 대조

군으로 구분하여 감염군을 사육하는 축사와 실험군을 사육하는 축

사를 덕트로 연결하여 공기 접촉을 유도하여 실험군의 동물이 공기

중 전파를 통해 감염되는 실험에 대해서도 사례조사를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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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컴퓨터 모델링을 통하여 기상환경 및 지형에 따라서 공기

중 바이러스의 확산을 분석하고 과거의 실제 발병 사례와 비교한

연구에 대해서도 사례조사를 실시하였다.

두 번째로, FMD와 HPAI와 등의 전염성이 높은 전염병을 이용하

여 실험하기 위해서는 실험실 내부의 바이러스가 위부로 유출되지

않는 최고 수준인 생물안전도 4단계의 실험실이 필요하다. 하지만

이러한 4단계 실험실이 국내에는 없기 때문에 바이러스의 위험성이

낮으며 인수공통 전염병이 아닌 PRRS VR-2332 바이러스를 이용하

여 실험을 진행하였다.

실험에 사용된 PRRS 바이러스는 농림수산검역건사본부 바이러스

과에서 제공받아서 사용하였으며 역가검사를 통해서 농도가

× 임을 확인하였다.

Fig. 18 Change of cell shape according to PRRS infection(Healthy 
lung defense cell(left), PRRS-infected dead lung defense cell

공기 중으로 분사되는 바이러스 농도에 따른 각 장비별 바이러스

검출 성능 평가를 위해서 다음 표 3와 같이 실험 케이스를 구성하

였다. 실험은 각각 장비의 흡입 유량을 고려하여 장비를 조합하였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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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실험 케이스별 총 흡입유량은 Case 1∼3의 경우 48 LPM, Case

4∼6의 경우 49.5 LPM으로 두 그룹 모두 약 0.25 AER(Air

Exchange Rate, min-1) 이었다.

Case Concentration of PRRSV Equipments

Case 1 ×  

Microflow, 
CCI

Case 2 ×  

Case 3 ×  

Case 4 ×   Bio-sampler, 
Dust-sampler, 

Passive-sampler
Case 5 ×  

Case 6 ×  

Table 3 Experimental design according to concentration of PRRS 
virus

실험 유량을 유사하게 설계하기 위하여 포자포집기와 다단포집기

는 각 실험별로 그림 20 (a)와 같이 한 대씩 설치하여 실험을 진행

하였으며, 바이오샘플러와 분진포집기의 경우에는 각 실험별로 그림

20 (b)와 같이 3대씩 설치하여 실험을 진행하였다. 또한 낙하 분진

에 대한 바이러스 포집을 위하여 수동식 시료채취기를 3개 설치하

여 실험을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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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9 Scene of experiment for detecting airborne vir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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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chematic diagram of case 1, 2 and 3 (experimental 
equipments are microflow, CCI)

(b) Schematic diagram of case 4, 5 and 6 (experimental 
equipments are bio-sampler, dust-sampler and passive-sampler)

Fig. 20 Diagram of detecting of airborne virus

참고문헌에 따르면 구제역에 감염된 돼지의 경우 × 농

도의 바이러스를 공기 중으로 배출하며 최대 × 농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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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배출하기도 한다고 알려져 있다. 이에 따라 실험을 진행하는 아

크릴 실험 챔버 내부의 공기 중 바이러스 농도를 ×


으로 설계하기 위하여 × 농도의 바이러스 2 ㎖를 0.2 ㎥

체적의 아크릴 실험 챔버에 분사하였다. 농림수산검역건사본부 바이

러스 과에서 협조 받은 × PRRS 바이러스를 2배, 10배

로 희석하여 ×, ×
, ×

 3가지 농도

로 실험을 진행하여 공기 중 분사 농도별 포집 효율을 분석하였다.

공기 중 바이러스 포집 시간은 각 케이스별로 동일하게 진행하였으

며 실험이 진행되는 동안 아크릴 실험 챔버의 5회 내부 체적 교체

를 만족하기 위하여 포집 시간을 20분으로 결정하였다. 실험 시작과

동시에 2 ㎖의 PRRS 바이러스를 아크릴 실험 챔버 내부로 분사하

면서 각 장비들이 공기 중 바이러스 포집하도록 하였다. 실험 종료

후 다음 실험에 영향을 주지 않기 위하여 소독용 에탄올을 이용하

여 아크릴 챔버 내부를 소독하였으며 소독 후 증류수로 세척한 뒤

건조하여 후속 실험을 진행하였다.

실험을 통해 포집된 시료의 RT-PCR법을 통해 얻어진 아가로스

젤 이미지를 정량적으로 분석하기 위하여 상용 이미지 분석 프로그

램인 포토샵(Photoshop CS6, Adobe Systems Inc., USA)을 이용하

여 각 bend의 밝기 강도를 분석하였다. 각각의 bend 마다 그림 19

와 같이 6 x 18 픽셀을 설정하여 흑색(0)에서 백색(255)으로 밝기

강도를 분석하였다. 이미지 분석 프로그램을 통하여 각 bend의 밝기

강도를 분석함에 있어서 영역 설정을 주의하여야 한다. 설정된 영역

에 속하는 각각의 픽셀에 대해서 밝기 강도를 수치화하여 분석한

뒤 평균 강도를 구하기 때문에 영역 설정이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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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때문에 분석하고자하는 각각 bend에 동일한 크기의 영역을 설정

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형광으로 표시되는 시료의 위치에서 벗어

나게 되면 밝기가 급격하게 감소하기 때문에 밝기 강도를 분석하는

영역의 위치를 동일하게 설정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 따라서 다음

그림 19에서와 같이 시료 중심부를 기준으로 가로 18 픽셀, 세로 6

픽셀로 분석 영역 넓이를 고정하여 밝기 강도를 분석하였다.

Fig. 21 Zone setting for light intensity analysis of 
bend from Agarose gel image by RT-PCR

1차 실험을 통하여 도출된 결과에 기초하여 포집성능이 우수한 바

이오샘플러와 분진포집기를 이용하여 2차 실험을 진행하였다. 2차

실험에서는 선행 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공기 중 구제역 바이러스

감역 역치에 근거하여 포집 시간에 따른 포집 성능을 분석하였다.

돼지의 경우 1,000  농도의 구제역 바이러스에 하루 동안 노

출되면 감염된다고 알려져 있는데 돼지의 평균 일일 호흡량인 52

㎥/day 를 고려하면 돼지의 구제역 바이러스 감염 역치는 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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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다. 이와 유사한 실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분사속

도가 약 3.67 ml/min인 Air-spray를 이용하여 0.2 ㎥의 아크릴 실험

챔버에 1.05  농도의 바이러스를 분사하였으며 이는 약 19.25


으로 구제역 바이러스의 공기 중 감염 역치와 유사하다.

실험에 사용된 바이러스를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 박봉균 교수님의

수의바이러스학 실험실에서 협조 받은 × 농도의 PRRS

바이러스를 약 95배 희석하여 사용하였다. 또한 포집 시간은 산업

보건 분야에서 제시하는 단시간 노출 위험 평가 기준인 15분과 바

이오샘플러 제조업체에서 포집 용액의 증발을 방지하기 위해 권장

하고 있는 운용 시간인 30분을 고려하여 5분, 15분, 30분으로 설계

하였다. 실험 중에 발생할 수 있는 포집 용액의 증발을 방지하기 위

해 PBS 용액에 글리세린은 10% 첨가하여 포집 용액으로 사용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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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결과 및 고찰

첫 번째로, 동물 징병의 공기 중 전파를 연구함에 있어서 질병의

공기 중 전파를 추정하기 위하여 역학 조사를 통하여 직접적인 접

촉 등의 요소가 질병 발생에 기인하지 않았음을 분석한 연구 사례

를 조사하였다. 그리고 공기 중 전파를 확인하기 위하여 실험실 및

현장에서 공기 중 바이러스를 포집하거나 실제 동물을 이용하여 공

기 중 전파를 연구한 사례에 대해서 조사하였으며 컴퓨터 모델링을

통하여 공기 중 전파를 예측한 연구 사례에 대해서 조사하였다.

다음으로 실험을 통해서 얻어진 공기 중 바이러스 포집 시료의 바

이러스 존재 여부 및 바이러스 농도 분석을 위하여 1차 실험은 농

림수산검역검사본부 바이러스과의 협조를 얻어서 RT-PCR 검사를

진행하였으며 2차 실험은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 수의바이러스학

실험실의 협조를 받아 qRT-PCR 검사를 진행하여 시료의 바이러스

농도를 분석하였다.

4.1 공기 중 축산 바이러스 전파 연구사례

4.1.1 역학 조사를 통한 공기 중 전파 추정 연구

축산 전염병이 발생하는 원인으로는 여러 농장에 출입하며 가축의

영양 상태를 검사하는 수의사, 농장에 사료를 공급하는 차량 등이

있으며 다른 지역에서 반입한 가축이 감염되어 있는 경우에도 발생

한다. 또한 전염병 바이러스의 공기 중 전파에 의해서 발생하기도

한다. 다양한 연구자들은 역학조사를 통하여 이러한 다양한 전염병

의 발생원인 중에서 공기 중 전파를 제외한 다른 요소들에 의한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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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 가능성이 없을 경우 질병의 발생 원인을 공기 중 전파로 추정하

였다(Gloster et al., 1984; Christensen et al., 1990; Scheidt et al.,

1991; Christensen et al., 1993; Lager et al., 2002; Christensen et

al., 2005).

Christensen et al. (1990, 1993)은 1979년부터 1990년까지 덴마크

에서 발생한 Aujeszky’s disease 의 바이러스 유전자를 분석하여 서

로 다른 지역에서 발생한 질병들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짧게

는 2 km에서 길게는 80 km까지 떨어진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농장

에서 동일한 유전자의 Aujeszky’s disease가 발생한 것을 확인하였

다. 하지만 수의사에 의한 전염 및 감염된 가축의 농장 반입과 같은

물리적이고 직접적인 전염의 가능성이 존재하지 않았다. 이를 통하

여 1985년과 1989/90년에 덴마크에 발생한 Aujeszky’s disease가 공

기 중으로 전파된 것으로 추정하였다.

Scheidt et al. (1991)은 1988년에 미국 인디애나주에서 발생한 10

건의 Aujeszky’s disease에 대해서 역학조사를 통하여 발생 원인을

조사하였다. 이 지역의 농장을 방문하는 수의사를 조사하여 수의사

가 방문했던 다른 농장에서는 질병이 발생하지 않은 점을 통하여

수의사가 발생 원인이 아닌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동일한 근거로

사료 및 사료를 공급하는 차량에 의해서 질병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직접적인 발생 원인에 의하여 질병이 야기되지

않았기 때문에 공기 중 전파가 질병의 전염에 기여했다고 추정하였

다.

Lager et al. (2002)은 1998년 미국 아이오와주에 위치하고 있던 7

개 농장에서 발생한 PRRS에 대해서 바이러스 유전자를 분석하였다.

각 농장에서 채취된 시료를 분석한 결과 유전자가 동일하거나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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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한 것을 확인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각 농장에서 발생한 PRRS

가 동일한 발생원으로부터 기인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그러나 각 농

장의 질병 발생이 감염된 돼지에 의한 직접 전파 혹은 사람이나 곤

충에 의한 간접 전파와 관련되어 있지 않다고 조사되었기 때문에

공기 중 전파에 의해서 질병 전파가 발생하였다고 추정하였다.

Christensen et al. (2005)은 1982년부터 1983년 사이에 덴마크에서

발생한 구제역을 분석하여 구제역의 공기 중 전파를 연구하였다.

Funen섬에서 발생한 22건의 구제역과 Funen섬의 동쪽에 위치한

Zealand섬에서 발생한 1건의 구제역에 대해서 바이러스의 유전자를

분석한 결과 3종류의 바이러스로 구분되었다. 이 중에서

O/DEN.B/82 형의 구제역이 Funen섬 북부에서 4건 발생하였고

Zealand섬 남서부에서 발생하였는데 두 지점은 바다를 사이에 두고

약 90 km 이상 떨어져 있었으며 질병의 전파가 의심되는 요인은 발

견되지 않았다. 이에 Zealand섬에서 발생한 구제역은 Funen섬의 북

부에서 발생한 구제역이 공기 중으로 전파된 것으로 추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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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 Species Disease Location of outbreak
Distance between

premises

Gloster et al.(1984) Pig Aujeszky’s disease Yorkshire, Britain 9 km

Christensen et al.(1990) Pig Aujeszky’s disease Denmark ≥ 80 km

Scheidt et al.(1991) Pig Aujeszky’s disease Decatur, IN, USA ≥ 5 km

Christensen et al.(1993) Pig Aujeszky’s disease Denmark 12 km

Lager et al.(2002) Pig PRRS Iowa, USA 33 km

Christensen et al.(2005) Pig FMD Denmark ≥ 70 km

Table 4 Summary of epidemic investigation studies of airborne transmi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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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2 공기 중 전파 확인

4.1.2.1 실험실에서의 공기 중 바이러스 포집을 통한 전파 확인 연구

질병의 전파는 매개체가 되는 바이러스가 숙주에서 수용체로 이동

하면서 발생한다. 이러한 바이러스는 그 크기가 매우 작아서 육안으

로 확인이 불가능하며 공기를 통하여 전파되는 경우에는 더욱 어렵

다고 할 수 있다. 이데 많은 연구자들이 공기 중 전파를 확인하기

위하여 실험실에서 바이러스를 공기 중으로 분사한 뒤 포집 장비로

공기 중 바이러스를 확인하는 연구를 진행하였다(Ijaz et al., 1987;

Agranovski et al., 2005; Dee et al., 2005; Agranovski et al., 2006;

Hermann and Zimmerman, 2008; Claudia et al., 2009; Ryan et al.,

2009).

Ijaz et al. (1987)은 Human rotavirus, Bovine rotavirus, Simian

rotavirus, mouse rotavirus를 6-jet Colison nebulizer를 이용하여

공기 중으로 분사한 뒤 임핀저 타입의 All Glass Impinger를 이용하

여 포집 용액의 종류에 따라 달라지는 포집 성능을 평가하였다. 기

본적으로 Tryptose phosphate broth(TPB) 용액을 사용하여 포집하

였으며 uranine과 Antifoam A를 TPB에 첨가한 용액에 대하여 포

집 차이를 평가하였다. Human rotavirus와 Mouse rotavirus의 경우

TPB에 uranine을 첨가한 용액에서 포집 성능이 가장 좋았으며

Bovine rotavirus의 경우 TPB에 Antifoam A를 첨가하였을 때 포집

성능이 가장 좋게 나타났다.

Agranovski et al. (2005, 2006)은 Influenza 바이러스와 Vaccinia

바이러스를 Collison nebulizer를 이용하여 공기 중으로 분사한 뒤

그림 22와 같은 임핀저 타입의 Personal sampler를 사용하여 공기

중 바이러스 포집 실험을 진행하였다. Influenza 바이러스의 경우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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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된 샘플의 농도가 31 ～ 50   로 회복율이 13 ～ 27%

인 것이 확인되었으며 Vaccinia 바이러스의 경우 포집된 샘플의 회

복율이 85 ～ 94% 인 것이 확인되었다.

Fig. 22 Personal sampler (a) front view of sampler, (b) side 
view of sampler, (c) diagram of cross section of sampler, 
(d) diagram of vertical cross section of sampler 
(Agranovski et al.,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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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e et al. (2005)은 PRRS 바이러스를 Collison nebulizer를 이용

하여 직경 10 cm의 PVC 파이프 내에 분사한 뒤 portable air

sampler를 이용하여 거리에 따른 공기 중 바이러스 포집 실험을 진

행하였다. 30 m 까지는 5번의 반복 실험에 대해서 100%의 검출율

이 확인되었으며 90 m 까지는 80%, 150 m 에서는 50%의 검출율이

확인되었다.

Hermann and Zimmerman (2008)은 PRRS 바이러스와 Swine

influenza 바이러스를 AGI-30, AGI-4, Bio-sampler 및 Midwest

Micro-Tek sampler 의 4종류 임핀저를 사용하여 공기 중 바이러스

포집 실험을 진행하였다. 공기 중 바이러스 포집 실험은

×∼×
의 PRRS 바이러스와 ×∼×


의 H1N1 influenza 바이러스를 수술용 마스크에 분사하여

마스크에 연결된 튜브를 통해 장비가 포집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

다. 실험 결과 Bio-sampler의 효율이 가장 우수하였으며 Midwest

Micro-Tek sampler 의 효율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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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 Species Disease Sampling device
Type of

sampling method

Virus

generation

Recovery

rate

Ijaz et al. (1987)

Human

Cow

Simian

Mouse

Rotavirus

Rotavirus

Rotavirus

Rotavirus

All Glass Impinger

All Glass Impinger

All Glass Impinger

All Glass Impinger

Impinger

Impinger

Impinger

Impinger

6-jet Collison

nebulizer

-

-

-

-

Agranovski et al. (2005)
Bird, Mammal

Cow

Influenza

Vaccinia

Personal sampler

Personal sampler

Impinger

Impinger

Collison

nebulizer

13 ～ 27%

85 ～ 94%

Dee et al. (2005) Pig PRRS
Portable air

sampler
Impinger

Cooking oil

spritzer

100% (1m)

100% (30m)

80% (60m)

80% (90m)

70% (120m)

50% (150m)

Agranovski et al. (2006) Cow Vaccinia Personal sampler Impinger
Collison

nebulizer
68 ～ 89%

Hermann and

Zimmerman (2008)
Pig

PRRS

Influenza

AGI-30

AGI-4

SKC Biosampler

Midwest MicroTek

Impinger

Impinger

Impinger

Impinger

Collison

nebulizer

-

-

-

-

Table 5 Summary of animal experiments of airborne transmission by airborne virus expos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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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2.2 현장에서의 공기 중 바이러스 포집을 통한 전파 확인 연구

질병의 공기 중 전파를 확인하기 위한 방법으로 질병이 감염된 농

장 내외에서 공기 시료를 포집하여 기류를 타고 이동하는 공기 중

바이러스를 확인하는 연구가 진행되었다(김기연 등, 2004; 국립수의

과학검역원, 2010;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2013; Cho et al., 2007;

Kim et al, 2008; Claudia et al., 2009; Dee et al., 2009; Pitkin et

al., 2009; Ryan et al., 2009; Dee et al., 2010; Otake et al., 2010;

Corzo et al., 2013).

Pitkin et al. (2009)은 건물 3채로 이루어진 농장에서 PRRS 바이

러스의 공기 중 전파 실험을 진행하였다. 1번 건물에 PRRS 감염돈

300두를 위치시키고 1번 건물과 120 m 떨어져있는 2번, 3번 건물에

질병에 감염되지 않은 돼지를 20두씩 위치시켰다. 여기서 3번 건물

의 환기구에는 바이러스 유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2중 필터를 설치

하였으며 2번 건물은 PRRS의 공기 중 전파를 통한 질병의 전염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터를 설치하지 않았다. 공기 중 바이러스 포집을

위하여 임핀저 타입의 Midwest MicroTek(Midwest MicroTek,

Brookings, SD, USA) 장비를 이용하여 각 샘플마다 400 L의 공기

를 흡입하여 바이러스 및 공기 중 입자를 포집하였다. 실험 결과 1

번 건물에서는 190개 시료 중에서 55개 시료에서 평균

×(×～× )의 PRRS 바이러스가 검

출되어 바이러스가 공기 중으로 배출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환기구

에 필터를 설치하지 않은 2번 건물에서는 190개 시료 중에서 20개

시료에서 평균 ×(×～× ) 농도의

PRRS 바이러스가 관측되었으나 환기구에 필터를 설치한 3번 건물

의 경우에는 건물 내부에서 PRRS 바이러스가 확인되지 않았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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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통하여 장거리에서의 실험은 아니었지만 농장 내부에서의 공기

중 PRRS 바이러스 전파를 실험적으로 확인하였다.

Dee et al. (2009)는 300두의 돼지를 사육하고 있는 돈사에서

PRRS 바이러스 및 Mycoplasma hyopneumoniae을 대상으로 돈사

외곽에서 공기 중 전파 실험을 진행하였다. 공기 중 바이러스 포집

을 위하여 Pitkin et al. (2009) 연구에서 사용된 것과 동일한

Midwest MicroTek을 사용하여 각 샘플마다 400 L의 공기를 흡입

하여 공기 중 바이러스를 포집하였다. PRRSV의 경우 306개의 포집

샘플 중 4.7 km 지점에서 포집한 4개의 샘플에서 양성반응을 나타

냈으며, Mycoplasma hyopneumoniae의 경우 306개의 포집 샘플 중

2.3 km 지점에서 2개, 4.7 km 지점에서 4개의 포집 샘플에서 양성

반응이 나타났다. 이를 통해 농장 간 전파뿐만 아니라 농장 외부로

의 공기 중 전파를 확인하였다.

Otake et al. (2010)은 16 km 구역 내에서 유일하게 존재하는 돈

사를 대상으로 공기 중 PRRS 바이러스 와 Mycoplasma

hyopneumoniae를 포집하여 공기 중 전파를 확인하였다. 농장으로부

터 짧게는 1.4 km에서 길게는 10.2 km 떨어진 지점에서 Midwest

MicroTek 장비를 이용하여 공기 중 시료를 포집하였으며 PRRS 바

이러스와 Mycoplasma hyopneumoniae를 검사하였다. 총 114 개의

시료 중에서 5개 시료에서 PRRS 바이러스 양성 반응이 나타났으며

최대 9.1 km 지점에 검출되었다. Mycoplasma hyopneumoniae의 경

우 총 114 개의 시료 중에서 6개 시료에서 양성 반응이 나타났으며

최대 9.2 km 지점에서 검출되었다. 이를 통하여 PRRS 바이러스 및

Mycoplasma hyopneumoniae의 공기 중 전파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농림수산검역본부 (2013)에 따르면 서울대학교 이인복 교수 연구



- 55 -

실 팀에서 국내 최초로 현장에서의 공기 중 구제역 바이러스 검출

에 성공하였다. 국내에서 구제역이 발생한 2010년에서 2011년 사이

에 연구팀은 구제역의 공기 중 전파를 확인하기 위하여 구제역 감

염이 확진되어 살처분을 진행하고 있는 농장에서 분진포집기, 바이

오샘플러, 다단포집기 및 고용량 분진포집기를 이용하여 공기 중 구

제역 바이러스 포집을 시도하였다. 4개 농장에서 살처분이 진행되는

동안 1차례씩 포집 실험이 진행되었으며 분진포집기를 이용하여 공

기 중 시료를 포집한 총 70개의 시료 중에서 2개의 시료에서 구제

역 바이러스 양성 반응을 확인하여 구제역 바이러스의 공기 중 전

파를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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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 Virus
Source of airborne

virus

Distance of detecting airborne

virus from source
Sampling device

김기연 등 (2004)
Bacteria

Fungi
200 45-kg pigs

In swine facility of

 × 
AGI-30 Impinger

국립수의과학검역원

(2010)

PRRS

PCV2
- In swine farm TPFE filter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2013)
FMD In swine facility TPFE filter

Cho et al. (2007)
PRRS MN-30100

PRRS MN-184
5 25-kg pigs

separate chamber connected

by 1.3 m duct
Midwest MicroTek

Kim et al. (2008)
Bacteria

Fungi
50-100 kg pigs In swine facility

Cascade impactor with

trypticase soy agar and

twe percent malt extract

agar

Claudia et al. (2009) FMD 20-30 kg pigs

Loosebox of

×× In

biosecure building

Cyclone, Porton, May,

SKC BioSampler

Dee et al. (2009)
PRRS

M. hyo.*
100 25-120 kg pigs

60 25-120 kg pigs

4.7 km

4.7 km

Midwest MicroTek

Midwest MicroTek

* Mycoplasma hyopneumoniae

Table 6 Summary of detecting studies of airborne virus transmission in field cond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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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 Virus
Source of airborne

virus

Distance of detecting airborne

virus from source
Sampling device

Pitkin et al. (2009) PRRS 100 pigs 120 m Midwest MicroTek

Ryan et al. (2009) FMD
5 cattles

and 5 pigs

loosebox in a category 4

bio-containment unit

Bio-Capture 650

BioBadge 100

Dee et al. (2010)
PRRS

M. hyo.

100 25-120 kg pigs

60 25-120 kg pigs

120 m

120 m

Midwest MicroTek

Midwest MicroTek

Otake et al. (2010) PRRS 20 25-120 kg pigs 9.1 km Midwest MicroTek

Corzo et al. (2013) Swine influenza
25～75% of 2,198 pigs

≥75% of 1,200 pigs

2.1 km

1.9 km

Midwest MicroTek

Midwest MicroTek

Table 6 - Continued



- 58 -

4.1.2.3 동물 실험을 통한 전파 확인 연구

과거부터 많은 연구자들이 동물을 활용하여 동물질병의 공기 중

전파 가능성을 확인하는 연구를 진행하였다. 동일한 공간에 질병에

감염된 가축과 감염되지 않은 가축을 격리하여 위치시킨 뒤 공기만

을 이동시켜 발생하는 질병의 전파를 통하여 동물질병의 공기 중

전파를 확인하였다(Brockmeier and Lager, 2002; Cho et al., 2007;

Dee et al., 2004; 2006; Fano et al., 2005; Gillespie et al., 2004;

Mars et al., 1999; Mubareka et al., 2009; Otake et al., 2002;

Trincado et al., 2004; Wills et al., 1997).

Wills et al. (1997)은 동일한 사육 공간에서 실험 그룹간의 접촉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한 ×의 3개의 격리구에 돼지를 위치

시켜 직접 접촉에 의한 전파, 근거리 접촉에 의한 전파, 공기 중 전

파에 대한 실험을 진행하였다. 연기 발생기를 통하여 실험 공간의

기류를 분석하여 기류의 시작점에 PRRS에 감염된 돼지를 위치시키

고 인접 격리구와는 알루미늄 판으로 막아서 액적 등의 접촉 전염

을 방지하여 공기 중 전파를 확인하였다. 총 5번의 반복 실험 중에

서 2번의 실험에서 질병 감염이 확인되어 약 40%의 공기 중 감염율

을 보였다.

Gillespie et al. (2000)은 Aujeszky’s disease에 감염된 돼지의 호

흡을 통하여 질병이 전파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실험을 위하여

Aujeszky’s disease에 감염된 돼지와 감염되지 않은 돼지를 준비하

여 두 돼지의 호흡기를 안면용 마스크로 연결하였다. 질병에 감염되

지 않은 돼지는 3일 동안 매일 15분씩 Aujeszky’s disease에 감염된

돼지의 호흡에 노출하여 실험을 진행하였으며 질병에 노출된 지 12

일 후 기침 증상이 나타나며 감염이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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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ockmeier and Lager (2002)는 그림 4과 같이 PRRS를 감염시킨

돼지 3마리와 직접 접촉에 의한 질병 전파 확인을 위한 돼지 1마리

를 외부와 격리된 텐트A에 넣고 공기 중 전파 확인을 위한 돼지 3

마리를 외부와 격리된 텐트B에 넣은 뒤 PRRS의 공기 중 전파를 확

인하였다. 외부와의 격리를 위하여 두 텐트에는 실험기간 동안 섭취

할 충분한 양의 사료를 넣어놨으며 자동 공급 시스템을 통하여 음

수를 공급하였다. 사각 환기팬을 통하여 외부 공기가 텐트A로 공급

되었으며 두 텐트를 유일하게 연결하고 있는 덕트를 통하여 텐트A

의 공기가 텐트B로 공급되었다. 실험 7일 뒤 바이러스 검사에서는 5

번의 반복 실험 중 4번의 실험에서 PRRS의 공기 중 전파가 확인되

었으며 12마리의 돼지 중 9마리의 돼지에서 바이러스가 검출되었다.

실험 21일 뒤에는 5번의 반복 실험 중 모든 실험에서 공기 중 전파

가 확인되었으며 15마리의 돼지 중 모든 돼지에서 바이러스가 검출

되어 12일 후에는 60%, 26일 후에는 100%의 공기 중 전파를 확인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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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3 Arrangement of isolation tents in isolation rooms. 
Principal (three) and ditect-contact (one) pigs were housed 
in tent A, while indirect-contact pigs (three) were housed 
in tent B. (Brockmeier and Lager, 2002)

Trincaro et al. (2004)은 돈방 별로 PRRS에 감염된 돼지와 감염

되지 않은 돼지를 구분하여 배치한 뒤 공기 중 전파 실험을 진행하

였다. 돈사 내 11개의 돈방 중에서 서로 붙어 있는 3 ～11번 돈방에

는 PRRS에 감염된 돼지와 감염되지 않은 돼지를 동시에 위치시켜

접촉에 의한 전파를 실험하였으며, 1번 돈방에는 감염되지 않은 돼

지만을 위치시키고 2번 돈방에 돼지를 위치시키지 않아 감염된 돼

지와의 접촉을 방지하여 공기 중 전파를 실험하였다. 실험 7일 후 9

마리의 비접촉 실험돼지 중 4마리가 PRRS에 감염되어 약 44.5% 공

기 중 전파율이 확인되었으며 14일 후에는 100%의 공기 중 전파율

이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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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 Species Disease Experimental area
Infection rate

(day after infection)

Wills et al. (1997) Pig PRRS × 40% (19)

Mars et al. (1999) Cattle bovine herpes (BHV1)

bovine respiratory syncytial virus

(BRSV)

bovine virus diarrhoes virus

(BVDV)

 20% ( 3), 100% ( 8)

40% ( 9), 100% (12)

0%

Gillespie et al. (2000) Pig Aujeszky’s disease Connected by acrylic face

mask

transmission confirmed

(12)

Brockmeier and Lager

(2002)

Pig PRRS Connected by duct 60% (12)

100% (26)

Otake et al. (2002) Pig PRRS × 30% ( 7)

90% (14)

100% (21)

Dee et al. (2004) Pig PRRS × 100%

Kristensen et al. (2004) Pig PRRS × 20 ～ 86% (21)

Trincado et al. (2004) Pig PRRS × 44% ( 7)

100% (14)

Table 7 Summary of animal experiments of airborne transmission by airborne virus expos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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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 Species Disease Experimental area
Infection rate

(day after infection)

Fano et al. (2005) Pig PRRS × 10% ( 7)

60% (14)

M. hyo 70% (42)

30% (49)

Dee et al. (2006) Pig PRRS HEPA filter

bag filter

2x-low-cost filter

95%-DOP, filter

0%

20%

40%

0%

Cho et al. (2007) Pig PRRS(MN-184)

PRRS(MN-30100)

- 40% ( 7)

0%

Mubareka et al. (2009) Guinea

pig

Influenza 



transmission confirmed

Table 7 - Continu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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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 공기 중 전파 예측 모델링 연구

수많은 연구자들이 질병의 공기 중 전파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는

가운데 컴퓨터 모델링을 통하여 질병이 발생하였을 때 기상 조건에

따라서 질병의 공기 중 전파를 예측하고 과거의 발병 사례와 비교

한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Grant et al., 1994; Moutou and Durand,

1994; Casal et al., 1997; Sørensen et al., 2001; Donaldson and

Alexandersen, 2002; Gloster et al., 2003; Mikkelsen et al., 2003;

Garner et al., 2006; Mayer et al., 2008; Schley et al., 2008;

Gloster et al., 2010; Sanson et al., 2011).

수십에서 수백 킬로미터까지 전파되는 공기 중 바이러스를 분석하

기 위하며 많은 연구자들이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이용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는데 Donaldson et al. (1982)에 의하면 구제역 바이러스가

공기 중에서 에어로졸 형태로 이동할 경우 지상에서는 60 km까지

전파될 수 있으며 바다위에서 이동할 경우 100～280 km 까지 전파

될 수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Casal et al. (1997)은 ALOHA(Areal Location of Hazardous

Atmospheres, NOAA, 1992) 대기 확산 모델을 활용하여 1967년 영

국에서 발생했던 구제역과 1981년과 1988년에 잉글랜드와 미국에서

발생했던 Aujeszky’s disease의 대기 중 확산을 시뮬레이션을 통하

여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시뮬레이션을 통한 질병의 공기 중 전파

결과가 역학 조사를 통해 보고된 과거 구제역과 Aujeszky’s disease

의 확산 경향과 유사하였다. 이를 통하여 시뮬레이션을 이용하여 질

병의 공기 중 확산 예측이 가능할 것이라고 제시하였다.

Sørensen et al. (2000)에 의하면 호흡 및 기침 등을 통하여 구제

역 바이러스를 공기 중으로 배출하는 양이 축종별로 다르다고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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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다. 대표적인 가축인 소, 양, 돼지 중에서 돼지의 경우 배출

하는 바이러스의 양이 매우 많기 때문에 돼지가 구제역에 감염되었

을 경우 공기 중 바이러스 전파를 통한 질병의 전염위험성이 매우

높다고 보고하고 있다. Virus Production Model(VPM)을 사용하여

구제역에 감염된 가축에서 배출되는 바이러스의 공기 중 전파를 분

석한 결과 1000 두의 소가 구제역에 감염되었을 경우에 주풍방향으

로 약 3 km 까지가 감염 위험지역이라고 언급하고 있으나 1000 두

의 돼지가 구제역에 감염되었을 경우에는 공기 중 전파를 통한 감

염 위험지역이 약 300 km 까지 확대된다고 보고하였다.

Gloster et al. (2010)은 1966년 영국에서 발생하여 확산된 구제역

발생 자료와 6개의 공기 중 구제역 확산 모델을 비교하여 구제역의

공기 중 확산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연구에서 사용된 확산 모델은

영국에서 개발한 Numerical Atmospheric-dispersion Modelling

Environment(NAME), 덴마크에서 개발한 A Veterinary

Meteorological decision(VetMet), 뉴질랜드에서 개발한 Plume

Dispersion Emergency Modelling System(PDEMS), 호주에서 개발

한 Adaptive and Integrated Water resources Management(AIWM),

캐나다에서 개발한 Modèle Lagrangien Courte Distance(MLCD), 미

국에서 개발한 National Atmospheric Release Advisory

Center(NARAC) 확산 모델을 사용하였다. 그림 5에서와 같이 구제

역 발생이 확인된 최초 발생 농장과 주변 농장의 위치와 6개의 확

산 모델을 통해서 도출된 구제역 바이러스의 확산 경향이 유사하게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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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4 (a) Location of infected premises in the order they were

confirmed and (b) Total accumulated dosages from six models for 29

December 1966 to 9 January 1967 (Gloster et al.,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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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 Disease Country Dispersion model Model principle

Grant et al. (1994) Aujeszky’s disease USA Gaussian flume diffusion model Gaussian model

Moutou and Durand (1994) FMD Italy ICAIR 3V model Gaussian model

Casal et al. (1997)
Aujeszky’s disease

FMD
UK ALOHA Gaussian model

Sørensen et al. (2001) FMD France RIMPUFF Puff model

Donaldson and Alexandersen (2002) FMD - RIMPUFF Puff model

Gloster et al. (2003) FMD UK

10 km Gaussian plume

NAME

DERMA

LSMC

Gaussian model

Lagrangian model

Plume model

Puff model

Mikkelsen et al. (2003) FMD UK

10 km Gaussian plume

NAME

RIMPUFF

DERMA

Gaussian model

Lagrangian model

Puff model

Plume model

Garner et al. (2006) FMD Australia
HYSPLIT

(puff & particle mode)

Gaussian model

Lagrangian model

Table 8 Summary of airborne transmission modeling of epizootic dise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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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 Disease Country Dispersion model Model principle

Mayer et al. (2008) FMD Austria Lagrangian particle model Lagrangian model

Schley et al. (2008) FMD UK NAME Lagrangian model

Gloster et al. (2010) FMD UK

NAME

VetMet

PDEMS

AIWM

MLCD

NARAC

Lagrangian model

Gaussian model

Plume model

Gaussian model

Gaussian model

Lagrangian model

Sanson et al. (2011) FMD UK NAME Lagrangian model

Table 8 - Continu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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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바이러스 포집 장비별 포집 성능 분석

바이오샘플러, 포자포집기 및 자유 낙하에 의한 분진 포집용 수동

식 시료채취기로부터 얻은 액상 시료는 RNA 추출과정을 통해서 결

과를 얻었으며 분진포집기 및 다단 포집기로부터 얻은 필터 시료는

PBS 1 ㎖을 이용하여 Vortexting 과정을 거친 후 바이러스의 RNA

추출과정을 진행하였다. 추출된 RNA 시료를 RT-PCR 법으로 분석

하여 1차적으로 Agarose gel에 전기영동을 통해서 시료에 포함된

바이러스의 양성/음성을 판별하였다(그림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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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Gel-image of samples analyzed by RT-PCR (Bio-sampler and 
Petri-dish)

(b) Gel-image of samples analyzed by RT-PCR (Petri-dish, 
Microflow, CCI and origin virus sample)

(c) Gel-image of samples analyzed by RT-PCR (CCI and 
Air-sampler)

Fig. 25 Agarose gel image of samples analyzed by RT-PCR



- 70 -

그림 25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모든 시료에 대해서 형광표시가 나

타났는데 이는 모든 시료에서 공기 중 바이러스가 포집되었음을 의미

한다. 이는 공기 중으로 바이러스를 분사하는 영역을 200L의 실험용 

아크릴 챔버로 제한하였기 때문에 실험을 진행하였던 모든 실험장비 

및 시료에서 성공적으로 공기 중 바이러스가 포집된 것으로 판단된

다. Agarose gel 이미지에 표시되는 bend의 밝기는 각 시료의 바이

러스 농도에 따라서 결정되며 바이러스의 농도가 높을수록 bend의 

밝기 또한 밝아지게 된다. 

그림 25 (a)에서 보이는 것과 같이 바이오샘플러를 이용한 공기

중 바이러스 포집 시료인 B1-1 ∼ B3-3이 침강에 의한 자유낙하

분진을 포집한 P1-1 ∼ P3-2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밝은 것을 확인

할 수 있는데 이를 통해서 바이오샘플러를 통해서 포집한 공기 중

바이러스의 양이 상대적으로 많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또한 포자

포집기를 사용하여 공기 중 바이러스를 포집한 M-3 시료와 다단포

집기를 사용한 C3-1, C3-2 시료의 경우 bend의 밝기가 상당히 어둡

게 나타났는데 이는 포자포집기의 경우 포집효율이 전반적으로 낮

을 뿐만 아니라 공기 중으로 분사된 바이러스 농도가 낮았기 때문

으로 판단되며 다단포집기의 경우 Stage 1, 2는 1 ㎛ 이상의 입자를

포집하는데 그림 3 에서와 같이 분사된 바이러스의 입자 크기가 대

체로 1 ㎛ 이하이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그림 25 (c)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분진포집기를 사용하여 공기 중 바이러스를 포집한 시

료들의 검사 결과 각각 시료들 모두 서로 유사한 밝기를 나타내는

것이 확인되었으며 이는 공기 중 바이러스 포집 성능이 비슷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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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경향을 이용하여 각 실험장비별 공기 중 바이러스 포집 효

율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각 bend의 밝기 강도에 따라서 표 9와 같

이 바이러스 농도 분석을 진행하였다. 밝기 강도에 따라서 5 등급으

로 분류하였으며 5 등급으로 책정된 시료의 경우 바이러스의 농도

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Concentration 
of PRRSV

Micro-flow
CCI

stage 1 stage 2 stage 3 stage 4

× 3 3 4 5 5

× 2 2 3 4 4

× 1 1 2 3 4

Bio-sampler Air-sampler
Passive 
sampler

1 2 3 1 2 3 1 2 3

× 5 5 5 4 4 4 5 4 4

× 5 5 5 4 4 4 4 3 3

× 5 4 4 4 4 4 2 3 -

Table 9 Level of detection rate according to concentration of 
PRRSV and instruments

그러나 위와 같은 밝기 강도에 따른 분석은 분석자의 주관적인 판

단이 포함되게 되고 정량적인 분석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이미지 분

석 프로그램인 포토샵을 사용하여 밝기 강도를 수치화한 뒤 실험에

사용한 바이러스 원액의 밝기 강도를 기준으로 무반응 (0)에서 바이

러스 원액 농도 (1)로 정규화하여 표 4와 같은 결과를 도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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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cro-flow
CCI

stage 1 stage 2 stage 3 stage 4

× 0.77 0.75 0.93 0.98 0.99

× 0.59 0.53 0.77 0.94 0.94

× 0.43 0.30 0.34 0.60 0.89

Bio-sampler Air-sampler
Passive 
sampler

1 2 3 1 2 3 1 2 3

× 0.98 0.99 0.98 0.92 0.96 0.96 0.92 0.82 0.85

× 0.99 0.98 0.99 0.95 0.94 0.91 0.69 0.59 0.54

× 0.95 0.84 0.77 0.91 0.87 0.84 0.32 0.82 -

Table 10 Normalized results of aerosolized virus detecting 
experiment

Fig. 26 Relative comparison of sampling instrument according to 
concentration of aerosolized vir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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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자포집기의 경우, 공기 중으로 분사한 초기 바이러스 농도를

× 에서 × 으로 감소시킴에 따라서 0.77에서

0.43으로 포집률이 감소하였으며, 다단포집기의 경우 0.99에서 0.30

으로 포집률이 감소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서 포자포집기 및 다

단포집기는 공기 중으로 분사하는 바이러스 농도에 직접적으로 영

향을 받은 것을 확인되었다. 그리고 다단포집기는 각 단별로 포집률

이 다르게 나타났는데, 1.2 ㎛ 이상의 큰 입자를 포집하는 1단에서

는 공기 중으로 분사한 초기 바이러스 농도를 × 에서

× 으로 감소시키면서 0.75에서 0.30으로 감소하는 경향이

나타났으며, 0.5～1.0 ㎛ 크기의 입자를 포집하는 3단에서는 바이러

스 농도를 × 에서 × 으로 감소시키면서 0.98,

0.94 그리고 0.60으로 감소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또한 0.3～0.5 ㎛의

크기가 가장 작은 입자를 포집하는 4단의 경우에도 3단의 결과와

유사하게 0.99에서 0.89로 감소하는 경향이 나타났는데 이는 공기

중 바이러스 분사 장치의 특성에 기인한 결과로 그림 5에서와 같이

공기 중으로 분사된 바이러스 에어로졸의 입자의 크기가 대부분 1.0

㎛ 이하이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되었다. 바이오샘플러와 분진포집기

의 경우 ×  의 바이러스 농도에서도 높은 포집률을 나타

내었다. 또한 바이오샘플러의 경우, ×  및 × 

농도에서 공기 중 바이러스 에어로졸을 포집한 모든 시료에서 0.98

이상의 높은 포집률을 보였으며, 분진포집기 또한 0.90 이상의 높은

포집률을 보였다. 이와 같이 공기 중으로 분사한 바이러스의 농도가

감소하였음에도 시료의 포집률 감소가 크게 낮아지지 않은 결과는

다단포집기의 4단 시료 결과에서도 나타났다. 이는 바이러스 검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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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RT-PCR의 안정기(Plateau)에 의한 것으로 공기 중 바이러스 에

어로졸이 충분히 포집되어 RT-PCR의 안정기에 도달하여 결과에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었다. 수동식 시료채취기의

경우 다단포집기 및 포자포집기와 유사하게 공기 중으로 분사하는

바이러스의 농도가 × 에서 × 로 낮아짐에 따라

서 시료의 바이러스 포집률 또한 0.86에서 0.57로 낮아지는 결과가

나타났다. 하지만 다단포집기 및 포자포집기와는 다르게 ×

 농도의 바이러스를 공기 중으로 분사하였을 경우 시료의 포

집률이 0.61에서 ×  농도의 바이러스를 분사하였을 경우

시료의 포집률이 0.57로 그 감소가 미미하였다. 그 이유는 ×

 농도의 바이러스를 분사한 실험의 결과에서 시료 하나의 결

과가 0.82의 높은 수치가 나타났기 때문인데 이는 실험 챔버 내부의

공기를 능동적으로 흡입하여 공기 중 바이러스를 포집한 4가지 실

험장비와는 다르게 낙하하는 공기 중 바이러스를 수동적으로 포집

하였기 때문에 발생한 오차인 것으로 판단되었다.

실험의 공기 중 바이러스 분사 최저 농도를 기준으로 바이오샘플

러, 분진포집기 및 다단포집기 4단의 포집률이 포자포집기 및 수동

식 시료채취기보다 좋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하지만 다단포집기의

경우 1～3단은 포집률이 낮게 측정되었으며 유사하게 필터에 시료

를 포집하는 분진포집기에 비하여 장비 운용 측면에서 복잡하며 장

비의 높은 가격으로 인하여 다측점 동시 포집에 제한이 따르기 때

문에 최종적으로 바이오샘플러와 분진포집기가 공기 중 바이러스

포집에 효과적인 것으로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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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공기 중 감염 역치에 대한 포집 성능 분석

1차 실험을 통해서 공기 중 바이러스 포집 성능이 우수하다고 판

단된 바이오샘플러 및 분진포집기를 이용하여 포집 시간에 따른 성

능 평가를 위하여 5분, 15분, 30분간 포집을 실시하였다. 바이오샘플

러를 이용하여 포집된 액상 시료와 PBS 20 ㎖를 이용하여

Vortexting 과정을 거친 분진포집기의 필터 시료를 qRT-PCR 법을

통하여 시료의 바이러스를 정량적으로 분석하였다(표 11).

포집 시간

바이오샘플러

(x1,000 copies/㎕)

분진포집기

(x1,000 copies/㎕)

1 2 3 1 2 3

Case 1 5 분 155.7 186.4 98.7 98.8 55.6 931.9

Case 2 5 분 107.5 122.6 75.4 73.4 68.3 204.8

Case 3 5 분 104.5 250.4 74.7 81.3 94.3 168.2

Case 4 15 분 820.9 1,198.0 202.6 207.7 359.2 673.9

Case 5 15 분 199.6 274.0 240.6 462.8 278.8 314.6

Case 6 15 분 331.0 324.3 261.7 249.7 285.3 1,120.8

Case 7 30 분 355.1 275.5 502.2 1,409.5 231.6 457.0

Case 8 30 분 336.7 319.3 304.5 232.1 250.3 395.2

Case 9 30 분 391.2 338.8 47.7 91.2 103.6 136.7

Table 11 Quantity of virus sampled by experimental instruments

according to sampling time

바이오샘플러를 이용하여 5분, 15분, 30분간 공기 중 바이러스를 포집한

시료의 농도가 각각 평균 130,657 copies/㎕, 428,070 copies/㎕, 318,997

copies/㎕ 이었으며, 표준편차가 각각 54,330 copies/㎕, 326,071 cop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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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771 copies/㎕ 이었다. 또한 소형 분진샘플러를 이용하여 5분, 15분, 30

분간 공기 중 바이러스를 포집한 시료의 경우 농도가 각각 평균 197,410

copies/㎕, 439,190 copies/㎕, 367,460 copies/㎕ 이었으며, 표준편차가 각각

263,822 copies/㎕, 275,081 copies/㎕, 386,492 copies/㎕ 이었다. 큰 오차로

인하여 95% 신뢰 구간에 대해서 평균과 표준 편차를 분석하였다. 95% 신

뢰 구간에 대해서 바이오샘플러의 5분, 15분, 30분 포집시간에 대한 평균은

각각 117,801 copies/㎕, 286,323 copies/㎕, 331,585 copies/㎕ 이었으며, 표

준편차는 20,522 copies/㎕, 35,481 copies/㎕, 34,272 copies/㎕ 로 감소하였

다. 또한 분진포집기의 5분, 15분, 30분 포집시간에 대한 평균은 각각

105,594 copies/㎕, 340,126 copies/㎕, 283,817 copies/㎕ 이었으며, 표준편차

는 49,309 copies/㎕, 67,558 copies/㎕, 108,435 copies/㎕ 로 감소하였다. 포

집 편차를 살펴보면 바이오샘플러가 분진포집기에 비교하여 포집 편차가

적기 때문에 포집 성능이 보다 정확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그림 27과 28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바이오샘플러 및 분진포집기 또한

포집시간이 15분을 지나면서 안정기에 도달한 것으로 보인다. 분진포집기

의 경우 15분간 공기 중 바이러스를 포집했을 때 시료의 농도가 평균

340,126 copies/㎕ 로 분석되었다가 30분간 포집하였을 때 283,817 copies/

㎕ 로 낮아지는 현상이 도출되었다. 이는 필터의 수분 포화에 의해서 발생

한 손실에 의한 것으로 판단된다. 실험은 액체 상태의 바이러스 에어로졸

을 필터를 사용해 포집하면서 진행하였는데 필터의 수분이 포화되면서 필

터 뒷부분으로의 손실이 발생하였기 때문에 15분 이후 바이러스의 포집량

이 감소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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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7 95% confidence interval for quantity of virus sampled by 
bio-sampler according to sampling time

Fig. 28 95% confidence interval for quantity of virus sampled by 
Air-sampler according to sampling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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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공기 중 바이러스 포집 장비 종합 평가

표 5와 같이 각각의 장비에 대해서 포집 성능, 경제성 및 현장 적

용성에 대해서 상, 중, 하로 구분하여 각 장비를 평가하여 각각 3점,

2점, 1점을 부여하였다.

바이오샘플러의 포집 성능이 가장 우사하게 평가되었지만 분진포

집기의 성능 또한 평균 0.9 이상으로 우수하여 바이오샘플러와 분진

포집기를 ‘상’으로 평가하였다. 다단포집기의 경우 0.3～0.5 ㎛ 크기

의 공기 중 입자를 포집하는 4단의 경우만 포집 성능이 우수하여

‘중’으로 평가하였고, 포자 포집기 및 수동식 시료채취기의 경우 전

반적으로 포집 성능이 낮게 측정되어 ‘하’로 평가하였다. 경제성 측

면에서는 실험 장비 및 필터와 같은 소모품도 필요하지 않고 단지

포집액만 필요로 하는 수동식 시료채취기의 경우 1회 실험에 1,125

원의 운영비가 소모되어 ‘상’으로 평가 했으며 다단포집기 및 포자

포집기의 경우 고가의 장비로서 초기 비용이 각각 7,920,000원,

5,610,000원으로 많이 소모되는 단점이 있어 ‘하’로 평가하였다. 반면

바이오샘플러와 분진포집기는 장비 구입비가 각각 3,550,800원,

1,452,000원으로 다단포집기 및 포자포집기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저렴하나 포집시마다 필터 혹은 포집용액이 각각 1,000원, 10,936원

소모되기 때문에 ‘중’으로 평가하였다(그림 5). 현장 적용성 측면에

서는 무게가 가벼우며 파손의 우려가 적은 분진포집기를 ‘상’으로

평가했으며 바이오샘플러의 경우 장비가 유리로 제작되어 있어 공

기 중 바이러스 포집 간에 사용자의 부주의 혹은 동물의 영향으로

파손의 우려가 있어 ‘중’로 평가하였다. 또한 다단포집기의 경우 공

기역학적 입경별로 포집하는 각 단에 필터를 설치해야 하며 각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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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조립 순서를 주의해야 하는 등 현장 근무자에 의한 실험진행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중으로 평가하였다. 그리고 포자포

집기의 경우 공기 중 바이러스를 포집하기 위한 고형화 배지가 판

매되지 않기 때문에 실험을 위해서는 액상 포집액을 이용해야 하는

데 이 경우 휴대가 불가하며 작은 충격에 포집액이 훼손될 우려가

있어 ‘하’로 평가하였으며 수동식 시료채취기는 주변 기류 등으로

인하여 공기 중 바이러스가 포집되지 않을 가능성으로 인하여 ‘하’

로 평가하였다. 이를 토대로 포집 성능, 경제성, 현장 적용성을 종합

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분진포집기와 바이오샘플러가 각각 8점과 7

점으로 우수하다고 평가되었다.

장비 구입비

(원)

운영비

(원/회)
비 고

Air-sampler 1,452,000 10,936 필터(50개입) : 448,800 원

Bio-sampler 3,550,800 1,000 PBS(500 ㎖) : 25,000 원

CCI 7,920,000 21,754 필터(100개입) : 543,840 원

Microflow 5,610,000 1,125
Petri-dish(10개입) : 1,250 원

PBS(500 ㎖) : 25,000 원

Passive-sampler - 1,125
Petri-dish(10개입) : 1,250 원

PBS(500 ㎖) : 25,000 원

Table 12 Price and operating cost of the sampl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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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집 성능 경 제 성 현장 적용성 종 합

Air-sampler 3 2 3 8

Bio-sampler 3 2 2 7

CCI 2 1 2 5

Microflow 1 1 1 3

Passive-sampler 1 3 1 5

Table 13 Airborne virus detecting instrument effectiveness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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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결론

본 연구에서는 실험을 통해서 다단포집기, 바이오샘플러, 분진포

집기, 자유 낙하하는 입자를 포집하는 수동식 시료채취기 및 포자포

집기 5가지 실험 장비에 대해서 공기 중 바이러스를 포집하는데 있

어 보다 효율적인 장비를 선정하고자 하였다. 이번 실험을 통해서 5

가지 공기 중 바이러스 포집 장비 중에서 바이오샘플러와 분진포집

기의 포집 성능이 나머지 장비들에 비해서 더 높은 것으로 판단되

었다. 분진포집기와 바이오샘플러는 공기 중 바이러스를 포집함에

있어서 분진포집기는 필터를 이용하는 반면 바이오샘플러는

Impinger를 이용하기 때문에 서로 포집 원리가 상이하다는 점에서

직접적인 비교는 어렵다. 하지만 시료에 바이러스가 존재하는지 판

단하기 위한 RT-PCR법은 액상시료 형태로 분석이 진행되기 때문

에 분진포집기와 같이 공기 중 바이러스 및 바이러스가 흡착된 에

어로졸을 필터에 포집하는 실험장비는 시료의 손실이 발생할 것으

로 예상된다. 그 이유는 공기 중 바이러스가 포집된 필터를 인산완

충용액과 함께 Vortexting 과정을 진행하여 용액으로 바이러스를 옮

기게 되는데 이때 필터에 바이러스가 잔류할 수 있기 때문이다.

포집 성능 외에 경제성 및 현장 적용성을 함께 고려하였을 경우에

도 바이오샘플러 및 분진포집기의 성능이 나머지 장비들에 비하여

우수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2차 실험을 통하여 확인된 것처럼 바이

오샘플러의 정확성이 더 우수하지만 분진포집기보다 현장 적용성이

좋지 않아서 숙련자에 의한 연구 목적으로는 적합하나 현장 관리인

에 의한 상시적인 사용에는 부적합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와는 반대

로 분진포집기의 경우 바이오샘플러에 비교하여 보다 간편한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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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포집이 가능하며 포집 성능은 바이오샘플러와 비슷하기 때문에

현장에서 간편히 사용하기에는 충분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Air-sampler 및 Bio-sampler가 공기 중 바이러스를 포집하기에 적

합한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실험을 실시하는 인원의 숙련도 및 현장

여건에 따라서 두 장비 중 알맞은 장비를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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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rborne Transmission of

Livestock Disease and

Assessment of Instrument

Efficiency for Sampling

Airborne Virus

Taehwan Ha

Major of Rural System Engineering

Dept. of Landscape Architecture and

Rural System Engineering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epizootic diseases could be spread by contact transmission,

droplet transmission and airborne transmission. Among the

transmission, a spread control of airborne transmission is very

difficult than the others, because an aerosol containing infectio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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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gents may be dispersed by air currents. Therefore detecting

airborne virus in field is important to detect and prevent airborne

transmission. In this study, studies about airborne transmission

were reviewed and efficiency of airborne virus detecting

instruments was compared and assessed.

Previous studies were categorized as presumption, confirmation

and prediction of airborne transmission. Airborne transmission

was presumed by no implication with contact transmission

through epidemiological investigation. In addition, airborne

transmission was confirmed by detecting airborne virus and

infection between animals only through ventilation. Moreover,

prediction of airborne transmission was analyzed by airborne

virus dispersion modeling. Experiments were conducted to assess

instruments such as Air-sampler, Bio-sampler,

Compact-Cascade-Impactor(CCI), Microflow and Passive sampler

in detecting PRRSV. Samples were analyzed by

Reverse-Transcription PCR to assess the efficienccy of the

instruments in detecting the airborne virus. The samples were

classified into five levels according to light intensity which is

presented depending on concentration of virus. And we estimated

the instruments according to efficiency, accuracy, precision,

convenience of experiment, economic feasibility and applicability

in field. As a results, the most samples of Bio-sampler were

estimated at level 5 and all samples of Air-sampler were

estimated at level 4. The result show that Air-sampler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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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o-sampler are more effective than CCI, Microflow and Passive

sampler. And it can be chosen for detecting airborne virus by

user depend on field situation and experimental skill of worker.

keywords : Epizootic-Disease, Airborne-Transmission,

Air-sampler, Bio-sampler, RT-PC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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