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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계산업 현황 및 당면과제 특집

닭에서 문제가 되는 마이코플라즈마는 2종으로

Mycoplasma gallisepticum(MG)과 Mycoplasma

synoviae(MS)가 있다. 두 질병 모두 한 번 닭에게 감염되

면 평생 동안 감염상태를 유지하면서 지속적으로 닭의

양분과에너지를소모하기때문에만성소모성질병으로분

류가 되는 질병이다. 또한 종계에 감염되면 수직감염되어

병아리에게도 질병을 유발하므로 방역적으로 중요도가 높

아제3종법정가축전염병이다. 

두 종의 마이코플라즈마균 모두 기도 내의 섬모를 손상

시키기 때문에 대장균증 감염을 촉발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마이코플라즈마는 균주와 닭의 건강상태에 따라 발

현되는임상증상의정도가천차만별이라, 감염되어도아무

런 증상이 없는 닭이 있는가 하면, 계군을 도태해야 하는

지경에 이르는 경우도 있다. 지금은 덜하지만 과거에는 산

란계를 육성하는 시기에‘클리닝’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면

닭 마이코플라즈마 감염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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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증상이 없어도 항생제를 주기적으로 사

용했었다. 항생제는 질병에 대한 예방효과

가 없다. 이미 닭의 체내에 세균이 있을 경

우에만 효과를 보이기 때문에, 클리닝을 목

적으로사용하는대부분의항생제는만성감

염하는질병인마이코플라즈마에대한항생

제 다. 지금은 항생제를 사용하기가 어렵

기 때문에 백신 사용해 예방하는 것이 일반

적이다. 

MG는 산란계에서 호흡기증상을 유발하

고 이어지는 대장균증 감염으로 폐사율을

증가시키는 질병이다. 종계의 경

우에는 부화중지란의 수를 증가시

키기 때문에 생산성을 크게 악화

시킨다. MG는 전염성기관지염과

조합되었을 경우, 특히 크게 피해

를 준다. MG는 만성감염하는 질

병이라 실험을 하기가 까다로운

데, 전염성기관지염과 조합하면

MG증상의 정도가 크게 증가하므

로, 공격접종 시험을 할 때, 전염

성 기관지염과 같이 감염시킨다. 우리나라

에서 IB가 만연하다는 것을 감안하여 두 질

병을 모두 잘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몇

년전까지만하더라도일부는우리나라에서

MG백신을사용한지오래되어더이상MG

가 없다고 주장하기도 했지만, 3년 전 농림

수산식품부에서 광범위하게 모니터링한 결

과 우리나라에서 MG가 광범위하게 유행하

고 있다는 것이 증명되었다. MG에 의한 증

상은만성형으로발현되기때문에산란률이

단기간에 감소하지는 않지만, 오랜 기간에

걸쳐 생산성을 감소시키기 때문에 피해가

적지않다. 백신을잘접종하는것이중요한

이유이다. 

MS는 관절염과 난각이상을 주 증상으로

하는 마이코플라즈마균이다. 5년 전쯤, 우

리나라에서 산란 종계로부터 MS가 수직감

염되어산란실용계의육성시기에크게피해

(출처: Bioproperties Dr. Chris Morrow)

난각첨부이상증사진

표 1. 닭 마이코플라즈마 증상 비교

구 분 MG MS

호흡기증상 +++ +

산란저하 ++ +

난각이상 ++

관절이상 ++

폐사율 증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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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유발한 적이 있었다. 종계회사에서

감염된 종계군을 도태했고 2018년부터

MS백신을 사용하면서 피해가 사그라

들었다. 

현재 산란실용계를 사육하는 농장은

거의모두MS에오염되어있는상태이지

만, 다행히관절염을유발하는MS에감

염된 경우는 많지 않은 것같다. 요즘은

양계산업에서MS에의한관절염보다는

MS에의해발생하는난각첨부이상(Egg

Apex Abnormality, EAA)에대해관심이증

가하고있다. 난각첨부이상증은계란의둔단

부의 난각 두께가 얇아지면서 난각 표면의

주름이 증가해 그 부분만 난각색이 어둡게

보이는증상이다.

계란의 상품성을 크게 떨어뜨려 경제적

피해가 크다. 발생하게 되면 전체 계란의

5% 이하로발생한다. 관절염의경우와마찬

가지로 MS 야외균주에 따라 발생할 수도

아닐수도있다. 과거충북대에서국내발생

사례를 논문으로 발표하기도 했다. MS에

의해서만 발생하므로 증상이 발생하면 MS

백신을사용해예방하는것이좋다. 

국내에 마이코플라즈마백신은 현재 MG

가 3종, MS가 1종 상용화되어있다. 백신에

따라 각기 특징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백신

이 좋다라고 딱 잘라서 이야기하기는 어렵

겠다. 다만, 백신에따라사용법이다르다는

것은 꼭 기억되었으면 한다. MG F 균주를

사용한백신은동결건조백신으로음수백신

이가능해유통과사용이편하다. 

효과가 좋은 대신 다소의 부작용이 우려

되는 점은 단점이다. 수직감염이 가능해 종

계에서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MG

6/85 균주를 사용한 백신은 점안과 분무가

모두가능하지만, 분무했을때효과가더좋

다. 동결건조 백신이기 때문에 사용도 편하

다. 다만, 체내에서 머무르는 기간이 짧아

효과가떨어지는편이다. 부작용은없다. 접

종해도항체가를증가시키지않아야외감염

과백신접종에의한면역반응을구분하기는

편하다. MG TS-11과 MS-H 균주를 사용

한 백신은 점안접종만 가능하고 동결된 백

신을해동해사용해야하므로사용하기에는

불편하다. 비용도비싼편이지만, 부작용우

려가적고효과가우수한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