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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atuberculosis (Johne’s disease), a chronic wasting disease caused by Mycobacterium avium sub-
species paratuberculosis (MAP), is a major cause of economic loss in the cattle industry. In Korea, na-
tional monitoring of breeding stock for MAP has been implemented. In this study, we report the re-
sults of serological testing to determine the prevalence of MAP in breeding stock of Korean native
and dairy cattle during 2008 and 2009. A total of 3,927 serum samples were submitted (3,692 Korean
native cattle and 235 dairy cattle) to Animal Disease Diagnostic Division, Animal, Plant and Fisheries
Quarantine and Inspection Agency. The samples were classified into four different age groups for
MAP; group 1 (≤2 year, n = 1,509), group 2 (>2 years to≤3 years, n = 486), group 3 (>3 years to
≤4 years, n = 441), and group 4 (>4 years, n = 1,491). Overall seroprevalence of MAP in this study
was 0.5% (21/3,927), which was much lower than that of conventional cattle (1.2-16.4%) in Korea.
Also, the seroprevalence was determined by age groups: three of group 1 (0.2%), two of group 2
(0.4%), three of group 3 (0.7%), and 13 of group 4 (0.9%) were seropositive for MAP, respectively.
Although seropositive samples were found in all age groups, the seroprevalence tended to increase
with age. Our study showed that the seroprevalence of MAP in pure-bred breeding dairy cattle (0%)
was lower than that in pure-bred breeding Korean native cattle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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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동물질병에 대한 혈청검사는 가축전염병의 예찰, 조기검색

및 예방접종 실태 등을 파악하여 가축방역대책 수립 시에 기

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실시되고 있다. 현재 국가 방역사

업으로 혈청검사를 실시하고 있는 세균성 소 질병은 브루셀라

병과 결핵병에 국한되어 있으며, 요네병과 렙토스피라병에 대

한 혈청검사는 국가 종축에 한해서 행해지고 있다.

요네병은 Mycobacterium avium subspecies paratuberculosis

(MAP)에 의해 발생하며 주로 소, 면양, 산양 등의 반추동물에

서 만성쇠약을 일으켜 전세계적으로 양축산업에 커다란 경제

적 손실을 일으키는 질병이다[3,5,11,12,14,17,20]. 또한 MAP가

사람에서 만성 염증성 장질환으로 알려진 크론병과 관련이

있을 것이라는 증거들이 보고되면서 공중보건학상 중요한 질

병으로 여겨지고 있다[5,6,11,12,14-16].

효소결합 면역흡수 분석법(enzyme-linked immunosorbent

assay, ELISA)은 경제적인 검사법이며, 신속하게 결과를 판독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교차반응을 일으키는 항체를 제거하기

위해 Mycobacterium phlei를 사용함으로써 이전에 비해 특이도

와 민감도가 상당히 개선되어 소에서 요네병 모니터링 및 근

절을 위해 널리 사용되고 있다[5,17,18].

국내에서는 아직 요네병에 대한 국가방역체계가 갖추어져

있지 않지만, 농협중앙회 한우개량사업소와 젖소개량사업소

에서 국가 종축으로 관리되는 한우와 젖소에 대해서는 주기적

으로 요네병에 대한 혈청검사를 실시하여 양성축에 대해서

도태를 실시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2008년부터 2009년까지

2년 동안 의뢰된 국가 종축우의 혈청에 대한 요네병의 양성률

에 대해 조사하고 이를 토대로 국가 방역사업을 위한 기초자

료로 사용하고자 하였다.

재료 및 방법

2008년 1월부터 2009년 12월까지 2년 동안 농림수산검역검

사본부 질병진단과에 총 3,927건(한우 3,692두, 젖소 235두;

2008년 2,036두, 2009년 1,891두; 2세 미만 1,509개, 2-3세 486

두, 3-4세 441두, 4세 초과 1,491두)의 혈청이 의뢰되었다.

Table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한우는 충남 서산 소재 농협중앙

회 한우개량사업소에서 사육되는 종모우(887두), 당대검정우

(853두), 종빈·육성우(1,952두)가 의뢰되었으며, 젖소는 경기

고양시 소재 젖소개량사업소에서 사육되는 보증종모우(49두),

후보종모우(173두), 의빈우(13두)가 의뢰되었다. 다수의 개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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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Seroprevalence of Mycobacterium avium subspecies paratuberculosis in pure-bred breeding cattle

Cattle Breeding bull Bull for performance test Cow Teaser bull Total

Korean native 3/887 (0.3)* 3/853 (0.4) 15/1,952 (0.8) 0 21/3,692 (0.6)

Dairy 0/222 (0)† 0 0 0/13 (0) 0/235 (0)

Total 3/1,109 (0.3) 3/853 (0.4) 15/1,952 (0.8) 0/13 (0) 21/3,927 (0.5)

*Number of positive/tested (%); †Proven bulls (n=49), Young bulls (n=173)

들은 2년에 걸쳐 2회 이상 중복 의뢰된 개체도 있었다. 의뢰된

개체들은 검사시까지 설사, 쇠약 등 요네병의 특징적인 임상

증상은 관찰된 바 없었다.

채혈하여 분리된 혈청은 실험실로 운송된 즉시 상용화 된

ELISA kit (Mycobacterium paratuberculosis antibody tests kit,

Institut Pourquier, France)를 사용하여 제조사의 방법에 따라

검사를 실시하였다. S/P ratio가 70% 이상이면 양성판정 하였

으며, 검사는 2회 반복하였다.

결 과

2008년에서 2009년까지 의뢰된 국가 종축우의 혈청 3,927건

에 대한 요네병 항체검사 결과, 21두(0.5%)에서 항체 양성을

나타내었다(Table 1). 연도별 요네병 항체 양성률을 조사한 결

과, 2008년에 의뢰된 개체에서는 13두, 2009년에는 8두가 양성

으로 검색되었다. 품종별 요네병 항체 양성률을 조사한 결과,

젖소는 모두 음성이었으며 한우에서만 양성률 0.6%

(21/3,692)로 나타났다. 의뢰된 한우 중 당대검정우에서 3두

(0.4%), 종모우에서 3두(0.3%), 종빈·육성우에서 15두(0.8%)가

검출되었다. 또한 이들 개체를 연령별로 구분하여 양성률을

조사한 결과, Fig.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2세 미만에서 0.2%

(3두), 2-3세에서 0.4% (2두), 3-4세에서 0.7% (3두), 4세 초과에

서 0.9% (13두)로 나타나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양성률이 증가

하는 경향을 보였다.

고 찰

요네병은 반추수의 만성소모성 질병으로서 지속성 설사, 유

량감소, 쇠약, 증체율 감소, 수태율 저하 등을 일으켜 경제적인

피해를 끼치는 질병이며, 최근에는 사람의 크론병과 관련이

있을 것이라는 주장들이 제기되고 있어 공중보건상 중요한

질병으로 다루어지고 있다[3,5,6,9,11,14-16]. 요네병은 전 세계

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오래 전부터 국가별로 발생상황 조사,

진단법 연구를 통한 피해감소와 방역대책을 추진해 오고 있다

[9]. 미국에서는 1990년대 말에 이미 National Johne’s

Working Group 등을 주축으로 종합적인 요네병 방역대책을

마련하기 시작하였고[19], 호주에서도 비슷한 시기에 국가 요

네병 방제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14]. 국내의 경우 제주특별

자치도에서는 농가교육을 통해 이 질병을 홍보하고 있으며

Fig. 1. Seroprevalence of Mycobacterium avium subspecies para-
tuberculosis in pure-bred breeding cattle of different age

groups. The seroprevalence tended to increase with age.

도내 요네병 최소화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미국의 경우 범국가적으로 또는 주별로 실시한 조사 결과,

전국적인 발생 분포를 보였고 개체별 항체 양성률은 0.4-8.6%

로 지역별로 차이를 나타내었다[3]. 우군별 항체 양성률이

43-50%로 조사된 캐나다와 미국뿐 아니라 낙농 선진국이라

알려진 유럽의 여러 국가 즉, 독일, 덴마크, 네덜란드에서도

우군별 양성률이 47-84.7%로 높게 조사되었다[5]. 단편적인 조

사이지만 Table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국내에서 이루어진 조사

결과, 지역에 따라 다양한 항체 양성률이 보고되었으나

[2,7-10,11,13], 전국적인 질병분포나 국가종축에 대한 자료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17]. 질병분포현황에 따라 방역대책의 목

적과 방법이 달라지기 때문에 차후에 전국적인 혈청검사를

통해 감염실태를 파악하여 예방 및 방역대책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4,17].

국가동물방역통합시스템(KAHIS)의 연도별 질병 발생통계

에 따르면 2004년부터 2008년까지 요네병은 20-49건(53-140

두) 수준으로 발생하였으나 2009년도에 111건(277두), 2010년

에는 169건(433두)으로 이 질병의 발생이 급속히 증가하는 경

향을 보이고 있다(data not shown). 현재 국내에서는 요네병

이 제2종 가축전염병이지만 요네병 관리를 위한 방역실시요

령은 제정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요네병은 연령이 낮을수록 감염에 대한 감수성이 높으나

2-10년 이상의 긴 잠복기로 인해 조기발견 및 근절이 어려

운 질병으로 알려져 있으며 대부분의 임상증상은 2세 이상

에서 나타난다[1,5,14,15,17,20]. 요네병에 감염된 개체는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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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Regional seroprevalence of Mycobacterium avium subspecies paratuberculosis in cattle in Korea

Region Cattle
Number of positive/ tested (%)

Sampling year Reference
Herd level Cattle level

Kangwon Dairy 109/162 (67.3) 372/2,261 (16.4) Unknown Kim et al., 2002

Jeonbuk Dairy 22/52 (42.3) 35/260 (13.5) Mar., 2005 to Oct., 2006 Chu et al., 2007

Chungnam Dariy 3/57 (5.2) 13/254 (5.1) Feb. to Aug., 2009 Jeon et al., 2009

Gyeongbuk Dairy 6/27 (22.2) 25/363 (6.9) Jul. to Oct., 2007 Lee et al., 2009

Gyeongbuk KN* 8/114 (7.0) 19/281 (6.8) Jul. to Oct., 2007 Lee et al., 2009

Gyeongnam Dariy 20/48 (41.7) 27/444 (6.1) Unknown Lee and Jung, 2009

Gyeongnam KN 7/147 (4.8) 7/590 (1.2) Unknown Lee and Jung, 2009

*KN, Korean native

사 이외에 특이한 임상증상이 없이 병원체를 지속적으로 배

출하므로 이 질병을 육안적으로 감별해 내기는 쉽지 않아

방역에 어려움이 많다[5,7,14,17,20]. 요네병에 대한 효과적인

치료법이나 백신이 없고 진단법의 민감도가 낮아 조기발견

및 도태가 최선의 예방책이며 이를 위해서는 정기적인 검사

가 필수적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이에 더하여 검사∙도

태 정책만으로는 요네병 발생율이 감소되지 않기 때문에 송

아지를 성우로부터 격리시키는데 초점을 맞춘 송아지 위생

관리 또한 매우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국가 종축우의 요네병 항체 양성률은

0.5%이었으며, 국내 일반 농가의 양성률(1.2-16.4%)과 큰 차이

를 보이고 있었다. 이는 국가 종축우의 경우 신규 입식시에

요네병에 대한 항체검사 및 양성우에 대한 적극적인 도태를

실시하여 질병을 차단하였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한편 MAP

는 외부 환경 및 일반 소독제에 저항성이 높아 방목하는 개체

들은 언제든지 요네병의 감염에 노출되어 있을 수 있다[15].

본 연구결과에서 한우의 종빈·육성우에서 요네병 항체 양성률

이 0.8%로서 다소 높은 이유는 한우 종모우(0.3%)와 젖소(0%)

의 경우 방목을 하지 않고 있으며, 종빈·육성우의 경우 4월부

터 11월까지는 방목을 하고 있어 환경에 존재하는 원인균에

의해 지속적인 감염이 유발되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는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요네병의 항체 양성률

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고 이는 기존의 보고들과 유사하였다

[5,11,17,20]. 이는 감염이 진행됨에 따라 체액성 면역반응이

증가되기 때문 또는 연령이 높아질수록 혈청전환이 잘 되기

때문으로 알려져 있다[4,17]. 비록 자료로 제시되지 않았지만

이전의 검사에서 음성이었다가 수개월 후 재검사시 양성으로

판정된 개체(18두, 85.7%)의 경우에는 이 질병의 특징인 긴

잠복기 때문에 혈청전환이 늦어졌기 때문이거나 방목에 의한

환경으로부터의 감염으로 추정된다.

균분리가 요네병의 가장 확실한 진단법이나 감염축은 간헐

적으로 원인균을 배출하기 때문에 위음성의 문제가 있으며,

ELISA는 다른 Mycobacteria와의 교차반응에 의한 의양성 반응

의 결점이 있음이 지적되었다[10,18]. 따라서 Roussel 등[18]은

본 질병의 조기 검색법으로 ELISA와 PCR 및 균분리법을 병용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며, 특히 의양성률이 높은 우군의 경

우 균분리 및 PCR을 통한 원인체 확인검사를 요네병 방역대

책에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균분리의

경우 16주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며, 최종 결과가 판정될 때까

지 출하를 하지 못하는 등 국내에서는 현실적으로 균분리법을

방역대책에 적용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김 등[8]은

ELISA 양성반응 개체의 경우 당장은 임상증상을 발현하지 않

을지라도 신체의 방어력이 저하되거나 연령이 증가하게 되면

분변으로 MAP를 배출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적절한 관리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라고 하였고, Park 등[17]은 전국적

인 항체 양성률을 7.1%로 보고한 바, 이 질병의 확산을 막기

위해 반드시 국내 실정에 맞는 방역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국가 종축의 경우 요네병 항체 양성률이 0.5%에 그친 반면,

일반 농가에서의 양성률은 기존의 보고들에서 1.2-16.4%로 조

사되었다. 이러한 차이는 국가 종축에 대한 요네병 모니터링

은 연 1-2회 실시하여 양성축은 도태하고 있기 때문으로 생각

된다. 따라서 일반 농가에서도 요네병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

해서는 정기적인 혈청검사를 의무화 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요네병의 중요성에 대한 일반 농가의 인식 수준이 매우 낮은

점을 고려해 볼 때 국가차원의 적극적인 교육 및 홍보가 요구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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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국가 종축우에 대한 요네병 항체 양성률 조사

김하영
1
․변재원

1
․전병윤

1
․박범수

1
․정지아

1
․박미학

1
․임연수

2
․정병열

1
*

(
1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질병진단과,

2
농협중앙회 한우개량사업소)

요네병은 Mycobacterium avium subspecies paratuberculosis에 의해 발생하며 반추동물에서 만성 쇠약을 일으켜

전세계적으로 양축산업에 커다란 경제적 손실을 일으키는 질병이다. 본 연구에서는 2008년부터 2009년까지 2년

동안 의뢰된 총 3,927건의 국가 종축우의 혈청에 대한 요네병의 항체 양성률에 대해 조사한 결과 21두(0.5%)에서

항체 양성을 나타내었으며 이는 국내 일반 농가의 양성률(1.2-16.4%) 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이었다. 또한 연령별

양성률은 2세 미만에서 0.2% (3두), 2-3세에서 0.4% (2두), 3-4세에서 0.7% (3두), 4세 초과에서 0.9% (13두)로 전

연령에서 양성이 나타났으나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양성률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품종 별로는 젖소는 모두

음성이었으며 한우에서만 양성률 0.6%를 나타내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