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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was carried out to investigate the Sacbrood virus (SBV) of Korean native honeybees causing 
serious damage in Jeonbuk area. Korean native honeybees completing the after overwinter 60 farms and 
March to April active phase adult bees and larvae 52 farms were collected from farms in 7 counties. 
Active phase of the adult bees 39 (75.0%) and larvae 24 (46.2%) farms was infected with SBV in 52 
farms. This result indicate that SBV was the highest in Imsil-gun than other are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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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토종벌은 냄새 감지 능력이 발달하여 다양한 밀원

을 이용하는 능력을 갖고 있으며, 먹이 소모가 적어 

적은 노력과 에너지 투입으로 쉽게 꿀을 생산할 수 

있는 특징을 보인다. 또한 기온과 환경적응능력이 뛰

어나고 꿀벌 응애, 백묵병 등 각종 병해충에 저항성

이 뛰어난 것이 장점이다(이 등, 2011). 

  1913년에 처음 발견된 Sacbrood virus (SBV)는 꿀벌 

유충에 질병을 일으키며 1964년 Picornavirus로 28 nm

의 circular capsid로 특성이 조사되었다(Bailey, 1969). 

Sacbrood virus의 서양종 꿀벌(Apis mellifera)의 발생은 

지역에 관계없이 SBV라 하며 동양종 꿀벌(Apis cera-
na)은 지역에 따라 유전적 차이를 보여 태국에서 검

출되면 Thai sacbrood virus (TSBV), 중국은 Chinese 

sacbrood virus (CSBV)라 한다(Allen과 Ball, 1996). 국내

의 토종벌에서 SBV는 Choi 등(2010)이 Korean Sacbrood 

virus (KSBV)라 하였지만, Choi 등(2008)이 양봉 농가

를 대상으로 SBV 조사 결과 2개 지역에서 5.6%의 감

염을 보고 하였고, 유충이 SBV에 감염되면 점차 갈

색으로 변하며 결국엔 번데기가 되지 못하고 폐사하

며 탈피액이 외피에 모여 주머니 모양(Sacbrood)을 형

성한다고 하여 한국에서는 낭충봉아부패병이라고 불

린다(Kim 등, 2008). SBV는 주로 번식기인 봄, 여름

에 다발하며 SBV에 감염된 성충은 외관상으로 건강

한 벌과 구분이 되지 않으나 수명이 급속히 짧아지게 

된다. 국내 토종벌에서 SBV는 2009년 강원 홍천에서 

최초 발생된 후 2010년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토종벌 

멸종 위기까지 겪었으며, 전북 또한 90% 이상의 피

해를 입었다. 그러나 낭충봉아부패병은 특별한 치료

법이 없어 예방이 중요하다고 사료되어 농가지도를 

위해 토종벌의 낭충봉아부패병 관찰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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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Detected antigen by SBV of Korean honeybee in Jeonbuk province

Area
After overwinter 

(Farms)
No. of positive (%) 

(Honeybee)
Active phase 

(Farms)

No. of positive (%)

Adult bees Larvae

Imsil 60 1 (1.7) 25 17 (68.0) 14 (56.0)
Buan   1 1 (100) 1 (100)
Wanju 12  9 (75.0) 5 (41.7)
Namwon   8  7 (87.5) 0 (0)
Jeonju   1 0 (0) 0 (0)
Jinan   3 3 (100)  2 (66.7)
Jangsu   2 2 (100) 2 (100)
Total 60 1 (1.7) 52 39 (75.0) 24 (46.2)

재료 및 방법

조사대상

  전북지역 토종벌 사육농가 중 2014년 전북축산위

생연구소에 의뢰된 임실군, 완주군, 남원시, 진안군, 

장수군, 부안군, 전주시 등 7개 시ㆍ군을 대상으로 실

시하였다. 2013년 토종벌 종보전 육종 및 보급 농가 

중 임실군의 성봉 60농가를 2월과 7개 시ㆍ군은 3∼4

월 활동기에 52농가의 성봉 및 유충을 조사 대상으로 

하였다. 

분석방법

  시료는 PBS로 10% w/v을 균질화하여 상층액 300 

L로 RNeasy mini kit (Qiagen, Germany)를 사용하여 

RNA를 추출하였고, RT-PCR은 동물 질병표준 진단

요령에 의해 실시하였다.

결    과

낭충봉아부패병 항원검사 결과

  월동 후 활동 전에 토종벌 60농가의 항원검사 결과 

임실군 1농가(1.7%), 3∼4월 활동기에 52농가의 성봉 

및 유충은 각각 39농가(75.0%), 24농가(46.2%)에서 항

원이 검출되었다. 시ㆍ군별 활동기의 성충 및 유충은 

임실군 25농가 중 17농가(68%)와 14농가(56%), 완주

군 12농가 중 9농가(75%)와 5농가(41.7%), 진안군 3

농가 중 3농가(100%)와 2농가(66.7%), 장수군 2농가

와 부안군 1농가는 성충 및 유충에서 항원이 검출되

었다(Table 1). 

고    찰

  정부에서는 2010년부터 토종벌에서 낭충봉아부패

병으로 인한 피해가 심각해지자 낭충봉아부패병 방

역지침을 마련하였고, 2011년 제 2종 가축전염병으로 

지정하여 긴급 방역조치체계를 구축하여 관리하여 

왔으나 산발적으로 지속 발생되고 있어 토종벌 종 보

전을 위해 육종 및 보급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전북

지역은 2011년 6호, 2012년 6호 2013년 9호가 발생되

었으나 대부분의 농가는 증상으로 자체 진단하고 방

역기관에 검사를 의뢰하지 않았으며 질병 발생 봉군

에 대한 철저한 소각도 미흡한 것으로 추정된다. 

2014년 종보전 사업추진을 위해 시ㆍ군별 2013년 보

급 농가를 대상으로 검사를 실시하여 활동기의 성충

과 유충의 감염률로 보아 종보전 사업으로 농가마다 

1∼2봉군을 분양받아 발생 농가수가 많았으며 분양

받은 봉군 관리와 질병 근절이 미흡한 실정이었다. 

  2009년 전국 SBV 감염률은 17.6%, 전북은 30.0%로 

보고(Yoo와 Yoon, 2009)되었으나 이번 전북지역에서

는 월동 후 활동 전 성봉에서 1.7%, 3∼4월 활동기 

성봉 75.0%, 유충 46.2%로 높은 결과를 보였다. 또한, 

경북 동부지역에서 보고(Ouh 등, 2013)된 성봉과 유

충의 감염률 66.7%, Jeon 등(2013)의 충남 천안지역 

38%, 아산지역 50%보다 성봉에서는 높은 결과를 보

였다. 2011년 Chung 등은 꿀벌 질병 진단과 치료에 

대한 양봉가의 의식 조사 결과 질병상담은 양봉동호

회(양봉가 동료)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질병치료

는 자가 치료가 89.2%로 대부분 자가 치료를 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특히 낭충봉아부패병은 애벌레에 감

염되는 바이러스 질병으로 세계적으로 아직 치료제 

및 예방약이 개발되어 있지 않아 무분별한 항생제의 

오남용으로 먹는 꿀에 오염이 우려되기도 한다. 우선 

강건한 봉군을 만들기 위해 무리한 분봉을 하지 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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낭충봉아부패병에 감염되면 인근 농가로의 전염을 

방지 하기위해서라도 감염 봉군을 신속히 소각하고 

벌통 주변 및 사용한 기구에 대한 소독만이 효과적인 

치료법이자 예방책이 될 수 있으리라 사료되며, 앞으

로 낭충봉아부패병에 대한 백신이나 치료법 및 내성

이 있는 봉군 육종 등 다양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

루어져야 하고 전국적인 관찰 체계가 확립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벌의 생리 특성상 집단생활과 이동거리를 감

안한다면 일반 산업동물과 다른 특별한 정부의 방역

대책과 감염봉군 소각에 따른 적절한 보상 등이 재고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결    론

  전북지역 7개 시ㆍ군 토종벌 사육농가의 낭충봉아

부패병 항원 검사 결과 월동을 마치고 활동 개시 전 

임실군의 토종벌 60농가에서는 1농가, 3∼4월 활동기

의 52농가 성봉은 39(75.0%)농가와 유충 24(46.2%)로 

성충 및 유충은 임실군 25농가 중 17농가(68%)와 14

농가(56%), 완주군 12농가 중 9농가(75%)와 5농가

(41.7%), 진안군 3농가 중 3농가(100%)와 2농가

(66.7%), 장수군 2농가와 부안군 1농가는 성충 및 유

충에서 항원이 검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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