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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모바이러스 (Avian

pneumovirus : APV)

는 양계질병에 있어서 새로이

부각되고 있는 조금은 특별한

호흡기 질병의 원인체지만 이

미남아프리카에서는약 20년

전에 발생된 보고가 있다. 그

때는 칠면조에서 처음 발생이

보고되었지만, 이후에 닭에서

도발생했다. 

비기관염 (rhinotracheitis)

이라고도불리는이질병은그당시남아프리카

의칠면조사육산업에막대한피해를주었으며

그로인해결코회복될수없을만큼의큰재앙을

낳았었다. 그래서 칠면조 비기관염 바이러스

(Turkey rhinotracheitis virus, TRTV)라고도

불린다. 몇 년 후에 이와 유사한 임상증상을 보

이는 질병이 프랑스에서 보고되었고, 국에서

는 그 원인체를 분리하여 뉴모바이러스

(pneumovirus)라고특징지었다. 이때부터최초

로 Avian pneumovirus라 명명되어 지금에 이

르고 있다. 그 후에도 APV는

유럽 각지와 중동지방에서 발

생했으며 현재는 세계 각국에

서 칠면조와 양계 산업 모두를

위협할 정도로 중요한 질병으

로자리잡고있다. 

APV가감염될수있는조류

는 칠면조, 닭, 꿩, 호로조

(Guinea fowl) 등이지만 이중

에서도칠면조와닭이APV 감

염에가장민감한동물이다. 남

아프리카의예로, APV의임상감염을보이는꿩

이나 야생 호로조가 계사 주변에서 발견된다는

것은APV가이들동물에의해서전파될수있다

는것을뜻한다. 비둘기, 거위, 오리는APV 감염

에 저항성이 있지만 최근에 청둥오리도 APV에

감염된사례가보고된바있다. 타조와갈매기에

서APV에대한항체가검출되기도했지만이들

종에서 바이러스를 분리하지는 못했다. 남아프

리카에서 APV가 최초 보고된 이후 유럽에서는

국 동쪽 해안가에서 처음으로 보고되었다는

뉴모바이러스감염증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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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은APV를전세계적으로전파시키는데있

어서 철새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추정은 대규모의 철새가 머무르는 미국

의 미네소타에서 APV가 갑자기 발생한 사실로

도뒷받침될수있다.

칠면조에서 APV 감염이처음발견되었을때

닭에서는 두부종창증 (Swollen head

syndrome :SHS)이최초로보고되었다. 이것은

APV가닭에서는SHS의원인체가될수있다는

사실을이끌어냈지만APV와 SHS 사이의정확

한연결고리를찾는데는어려움이있었다. SHS

의 대표적인 증상으로는 안면과 안와하동의 부

종이 특징적이다. 대뇌성 방향감각 상실, 사경

(torticolis), 후궁반장 등의 증상이 종종 동반될

때도 있다. 본 증후군으로 인한 폐사율은 2%를

넘지 못하고, 이환율은 10%정도이다. 종계에서

는산란율의저하를일으킨다. SHS는육계와종

계에서모두보고된바있지만종계에서APV가

SHS 원인체로첫번째역할을한다는증거가더

뚜렷하다고보고되고있다. 그러나 APV 단독으

로SHS를유발하는것은아닌것으로알려져있

다. 남아프리카에서SHS의첫발생보고가있었

을때IBV 또한분리되었고, 미국의캘리포니아

의 경우에도 SHS 사례에서 IBV와 E.coli가 분

리되었다. 실험적으로 SHS는 E.coli 단독 감염

만으로도재현될수있다.

육계에서APV는 SHS 증상을일으키는첫번

째병원체라하기보다는다른호흡기바이러스

나세균등과복합감염되었을때병성을나타낸

다고 보는 것이 더 현명할 것이다. 하지만 육계

에 TRTV vaccine을 사용했을 때 질병 피해가

감소하는 것은 육계에 있어서 APV의 중요성을

보여주는증거라할수있다. APV는칠면조에서

와 마찬가지로 닭에서도 주로 상부호흡기에 감

염한다. 바이러스 분리와 면역화학적 기법을 이

용한 바이러스 검출결과에서 호흡기 조직 중에

서도특히비갑개에서검출되었고, 감염후아주

짧은시간내에만검출이가능하다. 

칠면조에서는 APV로 인해 유발되는 임상증상

이나 병변들이 잘 정의되어 있는 반면 닭에서는

▲ 뉴모바이러스에 감염되면 호흡이 곤란하고 사료섭취를 못해 개구호흡을 하는 증상이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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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하지않다. APV가닭에감염하여특정항체

반응을 일으키는 것은 이미 알려져 있지만 APV

의감염이반드시질병을유발하지는않는다. 그

러나 APV는 모든 일령의 닭에서 분리되었으며

실험적으로도APV를닭에감염시켜병원성이밝

혀져왔다. 일반적으로APV는닭에서는다른병

원체들 즉, 마이코플라즈마나 세균 등과의 복합

감염시에Swollen head syndrome (SHS)을일

으킬수있는원인체로작용한다고알려져있다.

또한마렉병과같은면역억제질병이나IB와같은

호흡기질병과복합감염될경우콧물이심해지고

이로인하여사료섭취시기도가막혀폐사가일

어나기도하며, 기낭염과복막염으로이어져만성

호흡기로인한지속적인폐사피해를입게되기도

한다. 또한APV는감염시닭의호흡기상피세포

를침해하기때문에 IB 바이러스나마이코플라즈

마균이2차감염될경우와심지어는ND생독백신

접종 시에도 더욱 심한 호흡기 증상이 유발하게

된다고 보고되고 있다. 최근 국내 육계농장에서

흉선이 심하게 위축되어 면역억제소견을 보이는

육계군에서APV가검출된바있으며, 또한심한

콧물로사료효율을저하시키고복막염등만성호

흡기로 지속적인 폐사를 유발한 육용종계군에서

도이바이러스가검출되고있다. 현재까지국내

양계농장에서확인된 APV들은유전자염기서열

분석 결과 모두 유럽 등지에서 유행하고 있는

APV A와B type에속하는것으로보고되었다.

APV에 의한 농장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감염

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사양관리와 방역

이가장중요하다. APV 바이러스자체를치료할

수는없기때문에감염을사전에미리예방하는

것이좋다. 그러므로2차적세균감염을막기위

해서는 감수성 있는 항생제를 사용하고, 효과적

인 백신을 이용하여 APV를 예방해야 한다.

APV 백신이 정확하게 접종된다면 칠면조와 닭

에서훌륭한방어효과를낼수있는것으로보고

되고 있다. 생독백신은 육성기의 칠면조와 육계

에서 사용되고 산란 개시전의 닭이나 칠면조와

종계에서도 사독백신전의 1차 백신용으로 사용

된다. 생독백신의접종은각개체별로정확한양

이 접종될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해야 하는 것이

무엇보다중요하다.

부화장이나사육장소로이동하기전에생독백

신을한다면좋은효과를기대할수있다. 한번

의 백신은 단기간 사육하는 육성기의 칠면조나

육계에서 방어력을 줄 수 있다. 그러나 나이가

들어서 재감염이 일어날 수 있으므로 대략

10~12주이상기르는경우에는2차백신을해줘

야 한다. 모체이행 항체에 의한 면역은 감염을

막아내지못할뿐만아니라백신의효과를방해

하는것으로알려져있다. 

생독백신에의한면역계의priming 작용없이

사독백신을 사용할 경우에는 APV에 의한 산란

저하에 대해 약간의 효과만 볼 수 있는 반면에

생독백신 후 사독백신을 접종하는 완벽한 백신

프로그램에서는나이든조류에서도완벽한방어

력을 가진다. Subgroup간의 방어율을 살펴보

면, A와B type의APV 사이에서는완벽한교차

방어가 이루어지고 이들 type의 백신들은 콜로

라도분리주와 A도 B type도 아닌프랑스분리

주에 대해서도 완벽한 방어능을 보이는 것으로

보고되고있다. 

최근에는 Fowl poxvirus vector에서 발현된

APV의 F 단백이 칠면조를 강독의 바이러스의

감염으로부터 막아낸 연구결과가 보고된 바 있

다. 아직까지는 바이러스의 특정 항원을 이용한

subunit 백신이나DNA 백신개발이연구단계에

있지만미래의후보백신으로서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