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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계용살모넬라2가사독백신(SE+ST)의효과

살모넬라2가사독백신이SE (살모넬라엔트

리티디스)와 ST(살모넬라 티피뮤리엄)이외의

04군혈청형살모넬라 (SH ; 살모넬라하이델

베르그, SS : 살모넬라세인트폴, SA : 살모넬

라아고나)에대한효과를파악하기위하여10

수의SPF(무균시험계) 계군유래의5주령추의

경부 중앙 피하에 2가 사독백신을 0.5㎖ 주사

하고비주사대조군10수와같이주사4주후에

SH 내성주 (5.7×108 CFU/㎖)를 1수당 1㎖씩

경구로 공격 접종하 다. 그후 1일, 4일, 7일,

10일, 그리고14일후에맹장변의세균학적검

사를실시하고맹장변에서공격균의분리균수

를 배설균수로 표시하 다. 또한 공격 14일후

에부검하여맹장내용물, 맹장, 비장그리고간

의세균학적검사를실시하 다. 

SS와SA에의한공격시험도동일한방법으

로실시하 교, 공격균수는SS 내성주는9.7×

108 CFU/㎖, SA 내성주는5.5×108 CUF/㎖이

었다. 시험결과 SH 공격시험에서 맹장변으로

부터 배설균수의 변화를 보면 공격 1일후에는

백신접종군과대조군의배설균수에큰차이는

보이지않았으나그이후의차이는뚜렷하여4

일, 7일, 10일 그리고 14일후에는 백신 접종군

은대조군과비교하여확실하게배설균수가적

었다. 또한SH 공격시험에서부검시의맹장내

용, 맹장, 비장그리고간에서의회수된균수는

맹장내용, 맹장그리고비장에서백신접종군은

대조군과비교하여적었고, 특히맹장에서는뚜

렷하게 차이를 보 다. 또한 간에서는 접종군,

대조군모두균이회수되지않았다. 

SS 공격시험에서맹장변으로부터배설균수

의 변화를 보면 공격 10일과 14일후에서는 백

신 접종군과 대조군의 배설균수는 큰 차이가

없었으나 1일, 4일, 7일후에는 백신 접종군이

대조군에비하여뚜렷하게배설균수가적었다.

또한SS 공격시험에서부검시의맹장내용, 맹

장, 비장그리고간에서의회수된균수는백신

접종군은 대조군에 비하여 적은 균수를 보

다. 특히맹장과비장에서는확실한차이가인

정되었다. 

SA 공격시험에서 맹장변으로부터의 배설균

수의 변화를 보면 공격후 어느 시점에서도 백

신 접종군은 대조군에 비하여 적은 균수를 보

다. 특히 10일과 14일후에는더욱뚜렷한차

이를보 다. 그리고SA 공격시험에서의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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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균수는 맹장 내용과 맹장에서 백신 접종군

은대조군과비교하여적은균수를보 다. 특

히 맹장에서는 뚜렷한 차이가 보 다. 비장과

간에서는접종군과대조군모두에서균은회수

되지않았다. 

이상의 시험결과를 정리하면 일본에서 양계

용살모넬라사독백신은지금시험한2가백신

이 시장에 공급되기 전까지는 5개사 6개제품

모두가SE에대한단독백신이었다. 따라서이

번 시험에 사용한 2가 백신은 이전 시험에서

SE와ST에대한배설균경감효과를보 으며

SE에 대해서는 다른 SE 단독 백신과 동일한

효과가인정되었었다. 그러나SE나ST와는O

항원이다른O7군의살모넬라인판티스에의한

공격시험에서는배설균경감효과는인정되지

않았다. O항원성의차이가백신의유효성에관

여된다는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ST와 동일

한 O항원을 가지고 있는 O4군 혈청형 살모넬

라(SH, SS, SA)의공격시험을실시한결과상

기와 같이 백신 접종군의 회수된 균수는 대조

군과비교하여뚜렷하게적은균수를보 기에

각O4군혈청형살모넬라에대한백신의배설

균 경감효과가 인정되었다. 이로써 공격주와

백신주가동일한O항원을가지고있으면배설

균경감효과가있다는것을알게되었다.(NK)

베트남에서의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의유행

최근의HPAI(H5N1)유행의형태는H5N1 바

이러스가 사육하고 있는 야생의 물새 종류 가

운데 유지되면서 순환되는것이라고 생각되어

진다. 그들물새종류는닭에치사적인병원성

을보유한바이러스의감염에서도대부분의경

우에 발병 폐사하는 경우는 없고 불현성 감염

되어 장기간에 결쳐 바이러스를 배설한다. 개

방적환경에서사육하고있는물새종류로부터

바이러스를 박멸하는것은 불가능하기에 감염

원은 지속적으로 존속하게 되어 있다. 더욱이

물새종류에서순환하고있는바이러스는유전

자형, 항원성(혈청형) 또는병원성에서변화가

되면서 매우 다양한 성상을 띄우게 되어있다.

현재 유행하고 있는 HPAI(H5N1) 바이러스는

중국 남부를 중심으로 유러시아 전역의 조류

가운데정착한것으로생각되므로일본으로도

철새등을통하여들어올수있는위험성이높은

것을충분하게염두에두고방역대책을강구할

필요가 있다. 또한 분리된 H5N1 바이러스 주

간에HI 시험에의한혈청학적인교차가없는

다양한바이러스가순환되고있는것도알려지

고있다. 

멕시코에서는 1994년이후발병을동반하지

않는 약독형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H5N2)

가계군에정착하여순환하고있다. 분리된바

이러스는 년대와 더불어 유전자형, 항원형도

변화가이루어져멕시코에서현재사용되고있

는조류인플루엔자사독백신은최근분리된바

이러스주의공격에대해서바이러스배설을전

혀억제하지못한다는보고도있다. 

이러한 것은 사람의 인플루엔자에서 얘기되

고있는것과같이바이러스가숙주의사이에서

유지순환하게되면조류에서도용이한항원변

이가 일어나고 백신의 유효성에 향을 줄 가

능성이있는것을의미한다. 따라서가금에서도

백신을 사용하는 예방 대책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가필요하다고생각한다.(JSP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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