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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의 농장에서 조류독감을 예방하세요
간단한 야생 관리 지침으로 생물보안을 향상시키세요
조류독감은 야생조류 및 가금류에서 발견되는 질병입니다.

생물보안이 가장 중요합니다

야생 물새들이 이 질병의 징후를 보이는 경우는 드물지만,
이들 조류들의 부리와 코에서 나오는 분비물과 배설물로

여러분의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독감을 예방하는 가장

바이러스를 주변에 퍼트릴 수 있습니다. 이 바이러스는

좋은 방법은 지속적으로 적절한 생물보안 조치를 취하는

가금류에 심각한 질병이나 폐사까지 일으킬 수 있습니다.

것입니다. 미국 농무부와 업계 협력업체들은 권장 생물보안
조치 사항의 목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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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APHIS)는 주 및 지역 공무원, 업계 전문가와 협조해
가금류 재배업자가 고병원성 조류독감 (HPAI)을 감시,
보고, 통제하는 것을 돕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여전히
어떻게 고병원성 조류독감이 미국에 퍼지고 있는지 조사
중에 있습니다.

www.aphis.usda.gov/animal_health/birdbiosecurity/biosecu
rity에서 제공합니다.
이들 조치 사항을 바탕으로 추가적으로 간단한 야생 관리 지침을
통해 이들 조치 사항을 더 향상시키시기 바랍니다. 아래 관리
지침은 야생 조류와 다른 야생 동물들이 농장에 들어와 여러분의
가금류와 직접 접촉하거나 야생 조류의 배설물과 분비물이
부츠나 장비, 먹이를 통해 여러분의 가금류에게 실수로 전달되지
않도록 막는 것을 도울 수 있습니다.

1. 야생동물 유인 물질을 줄이세요
고인 물을 제거하세요

• 물이 고이지 않도록 경사를 고르게 하세요.
• 물이 48시간 이상 있는 곳은 메우세요.
• 야생 동물이 사용하는 고인 물 안이나 근처로 걷거나 장비를 옮기는 것을
피하세요.

• 물을 양계장에서 멀리 흐르도록 하기 위해 프랑스식 하수구(잡석암거)와
지하 배수로 설치를 고려하세요.
연못과 분지 지역의
위험 요소를
관리하세요

• 정수가 되지 않은 지표수는 오염되었을 수 있기 때문에 양계장에 물을 주거나
양계장 및 다른 시설을 청소하는데 사용하지 마세요.

• 인공 물 구조물의 둑에 제초하는 것을 고려하세요.
• 억제 기법(철사, 포식자 유인 기구, 겁주는 기구 등)을 이용해 양계장 근처의
물에 물새들이 오지 못하도록 하세요.

• 펜스를 이용해 양계장의 활동 지역을 자연 연못 및 식물이 자라는 지역에서
구분하세요
먹이가 될만한 것들을

• 야생동물에게 먹이를 주지 마세요.

줄이세요

• 깨끗한 판 위에 먹이 구조물을 설치하세요.
• 새는 곳이 없는지 파이프와 연결 부위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세요.
• 빠른 청소를 위해 빗자루와 뚜껑 덮인 쓰레기통을 모든 먹이 저장 공간에
비치하세요.

• 자연의 야생동물들의 먹이가 되는 잔디 씨앗, 벌레, 과실 나무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자주 잔디를 깎으세요
- 사용한 쓰레기를 양계장 근처에 쌓아놓지 마세요

쓰레기 뚜껑을

동물의 사체는 항상 덮어두세요.

덮으세요

대형 쓰레기통과 쓰레기통 뚜껑은 닫고 잠금장치를 하세요.

새들이 앉는 횃대를

양계장 벽의 구멍과 부서진 부분을 고치세요.

제거하고 구멍을

불필요한 선반과 수평인 평면을 제거하세요.

메우세요

분리 그물, 스크린, 횃대 억제 기법인 방충제 젤이나 새 못 등을

2. 야생동물의 접근을 막으세요

설치하세요.
둥지 잠복기가 시작되기 전에 주정부 및 연방정부 규제에 따라
오래된 둥지를 닦거나 제거하세요. 연중 어느 때건 알이나 새끼가
있는 둥지를 제거하는 것은 불법임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쥐나 새가 파거나, 씹거나, 쪼는 조짐이 보이는지 확인하기 위해
거품 설치를 검사하세요.

3. 야생동물 억제 장치를 사용하세요

겁주는 기구들을

유인 기구와 겁주는 기구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자주 옮기세요.

자주 옮기거나

불꽃놀이가 효과적일 수는 있지만, 잘 훈련되고 해당 업무에 전념할 수

교체하세요

있는 직원이 필요하며 가금류에 스트레스를 줄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미국 농무부와 기타 전문가들은 고병원성 조류독감의 확산을
막기 위해 야생 조류를 살상하는 것을 권장하지 않습니다. 야생 조류의
개체수가 많고 야생 조류들이 지속적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살상은
실용적이지도 않고 환경에 좋지도 않습니다.

양계장 근처에 야생동물이 접근하는 지역에 대해 걱정이 되는 양계업자들은 미국 농무부 동물 및 토양 건강 검사
서비스 야생동물 서비스 주정부 사무실에 1-866-4USDA-WS (1-866-487-3297) 로 전화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미국 농무부 웹사이트(www.usda.gov/avianinfluenza)에 들어가셔서 조류독감과 권장되는 생물보안 조치에
대해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미국 농무부는 기회 균등 제공자 및 고용자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