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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야생 조류에서의 뉴캣슬병 바이러스 항체분포율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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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Newcastle disease virus (NDV) infects a variety of birds with a wide range of clinical signs from asymptomatic 
to severe. During a 10-month period in 2011, a total of 1,024 sera from wild birds including 42 species of birds in 8 orders 
were collected and the seroprevalence of NDV in wild birds was evaluated by hemagglutination inhibition (HI) test. Evidence 
of NDV infection was observed in 12.6% (129/1,024) of wild birds with a maximum prevalence reported in Mandarin duck 
(27.8%, 32/115) followed by Mallard duck (20.8%, 57/274), Spot-billed duck (11.9%, 36/303), Pintail (2.9%, 1/34), Black- 
tailed gull (2.9%, 1/34), White-fronted goose (1.8%, 1/56) and Common teal (1.4%, 1/69). None of the other 35 species of 
wild birds were antibody-positive for NDV. Mandarin duck, Mallard duck and Spot-billed duck showed high sero-prevalance 
of 12.2% to 42% during winter season (November to March). Our results indicate that Mandarin duck, Mallard duck and 
Spot-billed duck might be natural reservoirs for NDV in Korea and the prevalence of NDV infection in wild birds displayed 
a seasonal pattern with high prevalence of NDV in winter season (November to M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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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Newcastle disease virus(NDV)는 바이러스 계통분류상 Pa-
ramyxoviridae family, Avularvirus genus로 분류되는 Avian 
paramyxovirus(APMV) 중 하나이다(Mayo, 2002). APMV는
전 세계 다양한 조류 species에서 분리되고 있으며, 2010년
포크랜드 섬(Falkland islands) 펭귄에서 APMV-10이 보고됨
에 따라 총 10개의 혈청형(APMV type 1-10)이 존재하는 것
으로 알려져 있다(Miller et al., 2010). NDV는 APMV-1에
속하며, 유전계통 분류상 두 개의 clade(class Ⅰ과 Ⅱ)로 크
게 구분하고 있고, 이들 clade들은 각각 최소한 9개 이상의
유전형(genotype)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Kim et 
al., 2007; Liu et al., 2009). 

NDV는 숙주 영역이 광범위하여 조류 50개 목(oder) 중
27개 목의 최소 241개 조류 species가 감염될 수 있는 것으
로 알려져 있다(Kaleta and Baldauf, 1988). NDV의 독력은

약독형(lentogenic)에서강독형(velogenic)까지바이러스 strain
에 따라 다양하다. 또한 강독형 NDV라 하더라도 감염 조류
species마다 병원성이 다양하게나타난다. 가금조류의 경우, 
닭목(Galliciformes)의 닭, 칠면조, 메추라기, 꿩 등은 ND에
감수성이 높지만, 기러기목(Order Anseriformes)의 오리와

거위는대부분임상증상을나타내지않는다. 그러나최근중
국에서출현한 NDV 변이주는오리와거위에감수성이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Jinding et al., 2005; Liu et al., 2003). 
야생조류의경우, 조류 species마다다양하다. 비둘기(Alexan-
der et al., 1984), 가마우지(Glaser et al., 1999), 뿔닭(Haruna 
et al., 1993), 소쩍새(Choi et al., 2008b) 등일부 조류 species
는 감수성이 높지만, 대부분의 야생 조류 species들은 감염
이 되더라도 임상 증상을 나타내지 않는다. 
국내양계의 경우, NDV 백신 의무접종으로 최근 몇년간

ND 발생 건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Choi, 2010). 그
러나최근국가간지역간이동이자유로운야생조류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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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우리나라와 중국에서 NDV 분리 사례들이 보고(Cai et 
al., 2011; Choi et al., 2008a; Kim et al., 2011; Lee et al., 
2009; Shim et al., 2011; Zhu et al., 2010)되고 있어, 야생 조
류로부터 가금 조류로의 질병전파 위험성이 상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 서식하는 야생
조류에서의 NDV 역학적연구는미흡한실정이다. 따라서본
연구를 통하여 국내 서식하는 야생 조류를 대상으로 NDV 
혈청 검사를 실시하여 NDV 감염이 일어나는 야생 조류

speies와 감염 시기 등을 조사하여 국내 서식 야생 조류에서
의 NDV 역학 상황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재료 및 방법

1. 야생 조류 채혈

본 연구에 사용한야생조류 검사시료는농림수산검역검

사본부(주소)의 조류 인플루엔자 예찰 사업의 일환인 야생
조류 포획 사업 과정에서 채취한 시료이다. 11월까지 전국
적으로 포획한 8개 목 42종의 야생 조류로부터 채혈하였으
며, 기러기목의 야생 조류의 경우, 경기, 충남, 전북 지역의
철새 도래지 중심으로, 그 외 조류종은 전남, 경기, 강원 지
역을 중심으로 검사시료를 채취하였다. 2011년 2월부터 채
취한 야생 조류 혈청 시료는 56℃, 30분간 열처리를 한 후
실험에 사용하였다.

 
2. 진단 항원 및 표준혈청

야생 조류 혈청 시료는 혈구응집억제반응(Hemagglutina-
tion inhibition: HI)법으로 NDV 항체 보유 여부를 조사하였
다. NDV 항체 검사를위하여 NDV LaSota 항원과표준혈청
은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세계동물보건기구(OIE) 뉴캣슬병
표준실험실에서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사용하였다. NDV 항
체와교차반응여부를조사하기위하여 APMV-2, APMV-3, 
APMV-4, APMV-6, APMV-7, APMV-8, APMV-9 등 다른
APMV serotype에대한표준항원과표준혈청은미국 Natio-
nal Veterinary Service Laboratory(Ames IA, USA)로부터 구
입하여 사용하였다. 

3. 항체 검사

NDV 항체검출을위한 HI법은β-procedure microtiter me-
thod로 실시하였다. 즉, V-bottom 96-well microplate의 전체
well에 PBS 25 μL씩 분주하고, 첫 번째 wells에 검사 혈청
을 25μL씩 첨가한 다음 2진 단계 희석을 실시하였다. 그
후 4 HAU(hemagglutination unit)의 NDV 항원을 전체 well

에 각 25μL씩 분주하고 실온에서 반응시켰다. 항원-항체
반응을 실시한 후 1% 닭 적혈구 부유액을 25μL씩 분주하
고 실온에서 40분간 정치시킨 다음 결과를 판독하였다. 항
체 역가는 혈구 응집을 완전히 억제되는 혈청의 최대 희석

배수의 역수로 하였다. 그 결과 4배 이상의 HI 역가를 보이
는 경우 NDV 항체 양성으로 판정하였다.

결 과

1. 야생 조류에서의 NDV 항체 보유율 조사

2011년 2월부터 2011년 11월까지포획한야생조류 8개목
42종 1,024수를 대상으로 HI법으로 NDV 항체 보유율 조사
를 실시하였다. 채취한 야생 조류 혈청 시료는 기러기목(Or-
der Anseriformes) 7종 854수, 도요목(Order Charadriiformes) 
15종 93수, 딱따구리목(Order Piciformes) 3종 12수, 매목(Order 
Falconiformes) 2종 3수, 비둘기목(Columbiformes) 1종 7수, 
뻐꾸기목(Order Cuculiformes) 1종 1수, 올빼미목(Order Stri-
giformes) 2종 10수, 참새목(Order Passeriformes) 11종 44수
였다. 이들야생조류들을대상으로 NDV 항체검사를실시한
결과, 조사 대상 야생 조류의 12.6%(129/1,024)가 양성 반응
을나타내었다. Table 1에서보는 바와같이, 항체 양성을보
인 야생 조류 129수 중 128수는 기러기목 야생 조류였으며, 
나머지 1수는 도요목 야생 조류였다. 그러나 나머지 6개 목
의 야생 조류에서는 NDV 항체가 검출되지 않았다. 

2. 조류종별, 시기별 NDV 항체 보유율 조사

야생조류 species별 NDV 항체 양성률을조사한결과, 항
체가검출된 야생 조류 species는 원앙(Mandarin duck), 청둥
오리(Mallard), 흰뺨검둥오리(Spot-billed duck), 고방오리(Pin-
tail), 쇠기러기(White-fronted goose), 쇠오리(Common teal), 
괭이갈매기(Black-tailed gull) 등 7종이었다. 이 중 괭이갈매
기(도요목)를 제외한 나머지 조류 species는 모두 기러기목
의 야생 조류였다. 기러기목 야생 조류의 경우, 원앙(27.8%, 
32/115), 청둥오리(20.8%, 57/274), 흰뺨검둥오리(11.9%, 36/ 
303)는 10% 이상의 높은 항체 양성률을 보인 반면, 고방오
리(2.9%, 1/34), 쇠기러기(1.8%, 1/56), 쇠오리(1.4%, 1/69)에
서는 3% 미만의 낮은 항체 보유율을 보였다. 
도요목의경우, 괭이갈매기 1종(2.9%, 1.34)을제외한나머

지 14개 species에서는 항체가 검출되지 않았다. 또한 딱따
구리목 12수, 매목 3수, 비둘기목 7수, 뻐꾸기목 1수, 올빼미
목 10수, 참새목 11수 등 나머지 5개목 77수의 야생 조류에
서는 NDV 항체가 검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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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Prevalence of antibodies to Newcastle disease virus (NDV) in wild bird species from Korea by hemagglutination inhibition 
(HI) test

Species　
No. positive/no. testeda

Total Feb Mar May Jun July Aug Sep Oct Nov

Order Anseriformes 128/854 38/235 25/216　 　 　 　 　 　 　3/96 62/307

Pintail (Anas acuta) 1/34 1/33 0/1

White-fronted goose (Anser albifrons) 1/56 　 1/3 0/49 0/4

Common teal (Anas crecca) 1/69 1/36 0/29 0/4

Mandarin duck (Aix galericulata) 32/115 8/19 　 24/96

Mallard (Anas platyrhynchos) 57/274 19/90 11/77 1/3 26/104

European wigeon (Anas penelope) 0/3 0/2 　 0/1

Spot-billed duck (Anas poecilorhyncha) 36/303 9/55 13/106 2/44 12/98

Order Charadriiformes 1/93 1/10　 0/9　 0/24　 　 0/50　 　 　

Black-tailed gull (Larus crassirostris) 1/34 1/10 0/24

Terek sandpiper (Tringa cinereus) 0/9 0/3 0/6

Curlew (Numenius arquata) 0/3 0/3

Dunlin (Calidris alpina) 0/5 0/5

Great knot (Calidris tenuirostris) 0/21 0/21

Broad-billed sandpiper (Limicola falcinellus) 0/5 0/1 0/4

Far eastern curlew (Numenius madagascariensis) 0/1 0/1

Rufous-necked stint (Calidris ruficollis) 0/1 0/1

Whimbrel (Numenius phaeopus) 0/3 0/3

Common greenshank (Tringa nebularia) 0/1 0/1

Black-tailed godwit (Limosa limosa) 0/2 0/2

Sharp-tailed sandpiper (Calidris acuminata) 0/1 0/1

Grey-tailed tattler (Tringa brevipes) 0/1　 0/1

Lesser sand plover (Charadrius mongolus) 0/5 0/2 0/3

Kentish plover (Charadrius alexandrinus) 0/1 0/1 -　

Order Piciformes 0/12 0/3 0/1　 0/6 0/2　 　

Great spotted woodpecker (Dendrocopos major) 0/6 0/3 0/2 0/1

Grey-faced woodpecker (Picus canus) 0/4 0/1 0/2 0/1

White-backed woodpecker (Dendrocopos leucotos) 0/2 0/2

Order Falconiformes 0/3 0/2　 0/1　

Chinese sparrow hawk (Accipiter soloensis) 0/2 0/2 -　

Goshawk (Accipiter gentilis) 0/1 0/1

Order Columbiformes　 0/7 0/3　 0/3　 0/1　

Rufous turtle Dove (Streptopelia orientalis) 0/7 0/3 0/3 0/1

Order Cuculiformes 0/1 0/1　

Oriental cuckoo (Cuculus saturates) 0/1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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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Continued

Species　
No. positive/no. testeda

Total Feb Mar May Jun July Aug Sep Oct Nov

Order Strigiformes 0/10 0/1　 0/4　 0/4　 0/1

Scops owl (Otus scops stictonotus) 0/7 0/1 0/2 0/3 0/1

Brown hawk owl (Ninox scutulata) 0/3 -　 0/2 0/1

Order Passeriformes 　 0/44 0/7 0/10　 0/16 0/11　

Black-billed mapie (Pica pica) 0/4 0/1 0/3

Black-naped oriole (Oriolus chinensis) 0/1 0/1

Azure-billed mapie (Cyanopica cyana) 0/5 0/5

Jay (Garrulus glandarius) 0/5 0/2 0/3

Yellow-throated bunting (Emberiza elegans) 0/2 0/2

Great tit (Parus major) 0/2 0/2

Parrotbill (Paradoxornis webbiana) 0/1 0/1

Barn swallow (Hirundo rustica) 0/1 0/1

Grey-backed Thrush (Turdus hortulorum) 0/3 0/1 0/1 0/1

Brown-eared bulbul (Hypsipetes amaurotis) 0/18 0/2 0/3 0/6 0/7

Oriental Great Reed Warbler (Acrocephalus arundinaceus) 0/2 0/2

aSerum with HI titer (log2) of 2 or greater was considered positive.

NDV 항체 보유율이 높은 원앙, 청둥오리, 흰뺨검둥오리
등 3종의야생조류 692수를대상으로채혈시기별항체보유
율을조사하였다. 그결과, 원앙의경우 11월 25%(24/96), 2월
42%(8/19)의항체양성률을, 청둥오리의경우 10월 33%(1/3), 
11월 25%(26/104), 2월 21.1%(19/90), 3월 14.3%(11/77)의
항체 양성률을, 흰뺨검둥오리의 경우 10월 4.5%(2/44), 11월
12.2%(12/98), 2월 16.4%(9/55), 3월 12.3%(13/106)의 양성
률을 보였다(Table 1).

3. NDV 항체 양성 시료에서의 교차 반응 여부 조사

NDV 항체 양성반응을보인야생조류의개체혈청이다
른 APMV 혈청형 항원에 대하여 교차 반응을 보이는 지 여
부를 조사하였다. NDV 항체 양성 반응을 보인 개체 129수
중 원앙 8수, 청둥오리 6수, 흰뺨검둥오리 7수 등 20수의 혈
청을 임의로 선정하여 HI법으로 조사하였다(Table 2). 그 결
과, 원앙 8수 중 5수, 청둥오리 6수 중 5수, 흰뺨검둥오리 7
수 중 3수 등 총 13수에서 다른 APMV 혈청형 항원과 양성
반응을 나타내었다. 그러나 동일 혈청 시료에 대하여 APMV 
혈청형별항체역가를비교했을 때, 원앙혈청 1점과청둥오

리 혈청 1점의 경우, NDV 항원과 APMV-9 항원으로 측정
한 항체역가가같았지만, 나머지야생조류혈청 18점에서는
다른 APMV 혈청형항원으로측정한항체역가가 NDV 항원
으로 측정한 항체 역가보다낮았다. 조사 대상 야생조류 20
수를 대상으로 APMV 혈청형별 교차 반응 여부를 분석했을
때, APMV-4에 대하여 1수, APMV-6에 대하여 7수, APMV-7
에 대하여 1수, APMV-8에 대하여 4수, APMV-9에 대하여
8수가 교차 반응을 나타내었다. 다른 APMV 혈청형 항원과
교차 반응을 보인 야생 조류 13수 중 청둥오리 4수, 흰뺨검
둥오리 1수 등 5수는 2개 이상의 다른 APMV 혈청형 항원
과 교차 반응을 나타내었다.

고 찰

본 연구를 통하여 국내에 서식하고 있는 야생 조류들을

대상으로 NDV 감염 실태를 조사하였다. 야생 조류 특히 수
생조류는 대규모 군집 생활과 국경을초월한 자유로운 이동

과 함께 자연계에서의 NDV의 자연 숙주로 간주(Kim et al., 
2007; .Kim et al., 2011; Jindal et al., 2009; Stanislawek 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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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 2002; Takakuwa et al., 1998; Zanetti et al., 2005)되고 있
기 때문에 지역 간 NDV의 확산을 매개하는 중요한 요인으
로 작용할 수 있다. 이들 야생 조류에서 분리되는 NDV는
대부분 약독형 NDV이지만, 강독형 NDV도 분리되는 사례
(Choi et al., 2008a; Majiyabe & Nawathe, 1981; Takakuwa 
et al., 1998; Wobeser et al., 1993; Zhu et al., 2010)가 있다. 
중요한 점은 야생 텃새류에 의해 강독형 NDV가 주변 가금
농장에 유입되어 ND 발생을 초래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Alexander et al., 1985; Pearson et al., 1975). 뿐만 아니라
야생 조류가 보유하고 있는 NDV가 비병원성 바이러스라

Table 2. Cross-reactivity of NDV positive serum samples to other avian paramyxovirus serotypes

Sample 
tested

HI titer (log2)

APMV-1 APMV-2 APMV-3 APMV-4 APMV-6 APMV-7 APMV-8 APMV-9

Mandarin duck

 855 6 a      3

 865 3    3   
 867 3    2   
 874 3       
 891 4       3

 896 4       
 909 5      2 
 924 5       

Mallard

 777 4    2   4

 820 4    3 3  
 829 4      3 2

1044 4       3

1065 6       
1081 4    2  2 2

Spot-billed duck

 765 4       
 791 7   4 3  2 2

 800 3       
 959 3       
 763 4       
1014 5       2

1033 3    2   
a, HI titer (log2)<2 

하더라도 가금에서 계대후 병원성을획득하여질병을 일으

킬수 있다(Alexander et al., 1992; Gould et al., 2001; Sheng-
qing et al., 2002). 그러한점을 감안해볼때 본연구는국내
처음으로 야생 조류에서의 NDV 감염 실태를 실시하여 분
석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고 하겠다.
본 연구에 조사한 결과, NDV 항체 양성 개체의 99.2%는

기러기목의 야생 조류였다. 특히 원앙, 청둥오리, 흰뺨검둥
오리는 최소 10% 이상의 높은 항체 양성률을 나타내었다. 
이결과는 국내에서식하는 야생 조류들중 NDV의 주된 자
연 숙주가 기러기목 야생 조류 특히 원앙, 청둥오리, 흰뺨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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둥오리임을 말해 준다. 이들 야생 조류종의 혈청의 경우, 시
기별, 장소별 검사 대상 조류종 시료가 제각각이어서 특정
장소에서 특정 조류종 감염률 추이를 파악하기는 불가능하

였다. 다만 이들 야생 조류종의 시료가 좁은 반경 내(경기, 
충남, 전북 지역의 서해안 철새도래지)에서 채취된 것이기
때문에 이들 조류종에서의 감염률 경향을 분석하는데 무리

가 없다고 판단된다. 원앙, 청둥오리, 흰뺨검둥오리에서의
NDV 항체 양성률 추이를 분석했을 때, 10월에 일부 개체
(청둥오리 1수와 흰뺨검둥오리 2수)에서 항체 양성 개체가
나타난 이후 11월 이후부터 3월까지 12.2～42.9%까지 NDV 
항체 양성률을 보였다. 특히 원앙의 경우 3월까지 지속적으
로 항체 양성률이 높아졌다. 이러한 항체 보유율 추이를 감
안해 보면, 이들 수생 야생 조류 종에서의 NDV 감염은 주
로 10월과 11월 사이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진 다음 무리들
사이에서 순환 감염이 지속적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판단된

다. NDV 감염이 급증하는 10월과 11월은 청둥오리 등 겨울
철새들이 북방 지역으로부터 국내로 유입하는 시기와도 겹

친다. 이러한 결과로 볼 때 청둥오리 등 겨울 철새 무리 중
일부가 국내로 유입하는 시점에 NDV를 보유하고 있다가
철새 도래지 등에서 집단 군락 생활을 형성하면서 순환 감

염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또한 기러기목 야생 조류뿐만 아니라 다른 목의 많은 야

생 조류에서도 NDV가 분리되고 있다(Kaleta and Baldauf, 
1988; Kim et al., 2007; Kinde et al., 2005; Wobeser et al., 
1993). 본 연구에서는 기러기목 조류를 제외하고는 도요목
의 괭이갈매기 1수에서만 NDV 항체가 검출되었다. 본연구
에서 항체 음성인 조류 species는 야생 조류 포획의 어려움
으로검사두수가모두 10수이하로매우적어이들야생조
류 species에서의 NDV 감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판단하
기는어렵다. 향후 이들 야생조류의 혈청 시료가추가로 확
보되는 대로 NDV 항체 검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APMV는 최소한 10개의 혈청형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고
되고있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HI법으로 조사했을때, 이들
혈청형들 간에 어느 정도 교차반응이 존재하며, APMV-1에
속하는 NDV도 다른 혈청형 중 일부와 교차 반응이 나타날
수 있다(Alexander and Chettle, 1978; Kessler et al., 1979; 
Lipkind et al., 1982; Nerome et al., 1978.). 그러므로 본 연구
에서 야생 조류 혈청 시료에서 보인 NDV 항체 양성 반응
결과가 다른 APMV 혈청형 감염에 의한 항체에 의한 교차
반응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나
타난야생 조류 혈청의 NDV 양성 반응 결과가 다른 APMV 
혈청형 항원과 항체의 교차 반응에 의한 결과일 가능성을

조사하였다. 조사한 20수의 혈청 중 2점(원앙 1, 청둥오리1)
만이 APMV-9 혈청형과같은역가를보였을뿐, 나머지혈청
의경우 NDV 항체역가가 다른 APMV 혈청형항원으로 측
정한 NDV 항체 역가보다 낮았다. 이러한 결과를 볼 때, 본
연구에서 NDV 양성 혈청 대부분은 APMV 혈청형과 교차
반응이 일부 나타나기는 하지만, NDV 감염에 의해 형성된
항체인 것으로 판단된다. 
본연구에서는국내서식야생조류 종들의 NDV 감염분

포조사를위하여혈청학적측면에서조사하였으나, 이들수
생 야생 조류 종들이 보유하고 있는 NDV의 생물학적 다양
성에 대한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향후 이들 야생 조류
species로부터 바이러스 분리 검사를 실시하여 야생 조류들
사이에서 순환하고 있는 NDV가 국내 또는 주변국가 양계
농장에서 존재하는 NDV와 어떤 역학적 관련성을 가지고
있는 지를 조사할 예정이다.
야생조류들은 NDV 이외에도다른 APMV 혈청형에대해

서도 자연 숙주로 간주되고 있다(Coffee et al., 2010; Miller 
et al., 2010). 본 연구에서 다른 APMV 혈청형 감염률 분포
를 조사할 만큼 충분한 양의 혈청 시료를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들 야생 조류 종에서의 다른 APMV 혈청형 감염
분포율을 파악하지 못한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향후 야
생 조류 특히 기러기목의 수생 조류에 대하여 충분한 양의

혈청을 확보하여 다른 APMV 혈청형에 대한 감염 분포율을
조사할 예정이다. 

적 요

본연구는국내에서식하고있는 야생조류에서의 뉴캣슬

병바이러스(NDV) 감염 분포율을 조사하였다. 본 연구를 위
하여 2011년 2월에서 11월에 걸쳐포획한 8개 목 42종의야
생 조류 1,024수를 대상으로 NDV에 대한 혈청검사를 혈구
응집 억제 반응법으로 실시하였다. 그 결과, 조사 대상 야생
조류중 12.6%(129/1,024)에서 NDV 항체가검출되었다. NDV 
항체가 검출된 야생 조류는 기러기목의 6종(원앙, 청둥오리, 
흰뺨검둥오리, 고방오리, 쇠기러기, 쇠오리)과 도요 목의 괭
이갈매기였다. 이 중 원앙(27.8%, 32/115), 청둥오리(20.8%, 
57/274), 흰뺨검둥오리(11.9%, 36/303)는 10% 이상높은항체 
양성률을 나타내었으며, 고방오리(2.9%, 1/34), 괭이갈매기
(2.9%, 1/34), 쇠기러기(1.8%, 1/56), 쇠오리(1.4%, 1/69)는 3% 
미만의 낮은 NDV 항체 양성률을 나타내었다. 그러나 나머
지 6개목 35종의 야생 조류에서는 NDV 항체가 검출되지
않았다. 항체 양성률이 높은 원앙, 청둥오리, 흰뺨검둥오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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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으로시기별조사한결과, 원앙의경우 11월 25%(24/96), 
2월 42%(8/19)의항체양성률을, 청둥오리의경우 10월 33% 
(1/3), 11월 25%(26/104), 2월 21.1%(19/90), 3월 14.3%(11/77)
의 항체 양성률을, 흰뺨검둥오리의 경우 10월 4.5%(2/44), 
11월 12.2%(12/98), 2월 16.4%(9/55), 3월 12.3%(13/106)의
양성률을 보였다. 본 연구 결과는 국내에서 서식하는 원앙, 
청둥오리, 흰뺨검둥오리 등 야생 오리류가 NDV의 주된 자
연 숙주이며, NDV 감염은 10월과 11월사이에 감염이 급증
하기 시작하여 동절기 동안 순환 감염이 일어나는 계절적

특성을 보이는 있음을 나타낸다.
(색인어: 뉴캣슬병바이러스, 야생 조류, 항체분포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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