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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RS

(Porcine Reproductive and Respiratory Syndrome)는
PRRS바이러스 감염에 의해서 발생되며, 주로 폐와 림프조직

의 백혈구를 타깃으로 질병을 일으킨다. PRRS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해 번식돈군에
서는 번식성적 저하, 자돈에서는 호흡기 문제, 성장 지연, 폐사율 증가를 보인다.
PRRS바이러스는 돈군의 사이즈, 건강 상태에 상관없이 모든 형태의 돈군에 영향
을 줄 수 있으며, 전 세계에 매우 넓게 퍼져 있어 양돈산업에서 경제적으로 가장 중
요한 질병이다.
PRRS바이러스는 1980년대 후반에 미국과 중유럽에서 처음 발견되었으며, 유럽
형은 Type Ⅰ, 북미형은 Type Ⅱ로 구분되고, 이 두 바이러스 간 유전적 차이는 최
대 40%까지 난다. 2000년대 초반에 중국에서는 고병원성 바이러스가 등장하여 양
돈산업에 큰 피해를 끼치고 있으며, 현재 PRRS는 전 세계적에서 지속적으로 유행
하고 있다.
특히 아시아 지역에서는 북미형이 주로 문제가 되며, 농장에서 북미형, 유럽형
이 혼합 감염되어 있거나 혹은 북미형 바이러스가 감염된 경우 유럽형 바이러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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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된 농장에 비해 피해가 훨씬
크기 때문에 PRRS 컨트롤에 훨
씬 더 집중해야 할 필요가 있다.
PRRS바이러스는 다른 호흡기
병원체 및 2차 감염 원인체 등의
출현을 야기하며, PRRS바이러스
에 의한 2차 감염은 병원체와 환
경적인 요인, 사양관리 등에 의해
(그림 1) PRRS 유럽형과 북미형의 차이
<자료 : Mike Mautagh, University of Minnesota>

복합적으로 나타난다.
미국에서는 PRRS바이러스 감

염에 의한 경제적 피해를 모돈 두당 약 114.71달러, 자돈 출하 두당 약 4.67달러로
연간 약 664백만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약 7천억원 정도로 추정하고 있
다. 또한 부가적으로 PRRS와 관련된 질병 컨트롤 및 차단방역 등 약 5천억원의
추가 비용이 소요된다고 발표하였다(Source : Holtkamp DJ, et al. Journal of
Swine Health and Production, 21 (2), pp 72-84.). 한국에서는 연간 최소 1천억
원 이상의 피해를 입힌다는 보고도 있다.
이렇게 농장에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주는 질병인 PRRS를 효과적으로 컨트롤하
기 위해서는 높은 수준의 질병의 이해도, 다양한 사양관리 도구, 표준화된 접근법
이 필요하다. 이에 체계적인 형태의 PRRS 컨트롤 방법인 5 Step Process를 소개
하고자 한다.

Step 1. 실현 가능한 목표 설정
농장에서 PRRS를 컨트롤함에
있어 첫 번째 단계는 농장 상황
에 맞는 목표 설정단계이다. 이러
한 목표 설정은 생산 시스템, 농
장 형태, 바이러스 타입 등에 따
라 매우 다양할 수 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농장에서는 PRRS 안
(그림 2) 체계적인 형태의 PRRS 컨트롤 방법인
5 Step Process

정화, 청정화, 예방을 목표로 설
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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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2. 현재 농장의 PRRS 상태를 정확히 체크하고 확정
현재 농장의 PRRS 상태는 바이러스의 배출 및 노출에 대한 평가를 통해 결정된
다. 바이러스 배출 상태는 혈액이나 구강액 샘플에서 바이러스가 검출되는지 여부
에 따라 항원 검사를 통해 음성, 양성(안정/불안정)으로 분류할 수 있다. 또한 바이
러스에 노출된 적이 있는지 여부는 혈액에서 PRRS에 대한 항체가 존재 유무에 따
라 음성 혹은 양성으로 분류하게 된다.
특히 최근 채혈을 통한 혈청검사를 대신하여 모돈에서 자돈으로 바이러스 수직
감염 여부를 Processing Fluid(자돈 조직액 검사)를 통해 번식돈군 PRRS 안정화
평가를 손쉽게 할 수 있다. 자돈 조직액 검사 방법은 다음과 같다.
① 준비된 통 위에 깨끗한 비닐봉지를 씌운다.
② 비닐봉지 위에 거즈와 같은 천을 덧씌운다
(조직에서 혈액 및 삼출액만 받기 위해).
③ 이 위에 단미 및 거세 이후 제거된 꼬리와 고환 조직을 담는다.
④ 30분 정도 지난 후 제거된 꼬리와 고환 조직을 거즈와 함께 제거한다.
⑤ 누출된 조직액/혈액을 멸균 튜브에 담아 실험실로 진단 의뢰한다
(냉장 5일간 보관 가능).

(그림 3) 자돈 조직액 검사(Processing Fluid test) <자료 : Lopez et al.,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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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과정을 통해 자돈 조직액 검사를 하면 기존에 실시하던 채혈보다 매우 쉽
고 간단하게 PRRSV 수직 감염을 모니터링할 수 있다. 또한 PRRSV 모니터링 주
기를 농장에서 원하는 대로(매 분만 시 가능) 조절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PRRSV
수직감염에 조기 대처할 수 있다. 또한 분만사에서 PRRSV 수평 감염에 대한 평가
는 이유 전 분만틀 안에서 Family oral fluid(모돈/자돈 구강액 검사)를 통해 추가
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Step 3. 현재 농장의 문제점들에 대한 조사 및 이해
농장에서 PRRS를 컨트롤하는 데 있어서
제약 사항을 파악하는 단계이다. 이러한 제약
사항 파악은 ‘COMBAT’을 통해 진행할 수 있
다. COMBAT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그림 4) COMBAT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농장의 위치 및 사양관리/돈군 흐름 등을 조사하여
PRRS와 관련된 가장 중요한 위험요소를 파악할
수 있는 도구

농장의 위치 및 사양관리/돈군 흐름 등을 조
사하여 PRRS와 관련된 가장 중요한 위험요
소를 파악할 수 있는 도구이다.
COMBAT에서 PRRS에 의한 위험요소는 4

가지 범주(내부, 외부, 지리적, 사양관리 및 돈군의 흐름상 위험요소)로 구분하며,
총 55개 항목에 대한 체크를 통해 우리 농장의 위험요소를 확인할 수 있다. 또한
COMBAT 애플리케이션에는 위험요소를 제거할 수 있는 해결책까지 제시되어 있
어 농장에서는 좀 더 수월하게 PRRS 컨트롤을 진행할 수 있다.
또한 최근에는 농장 내에서 사람에 의
한 PRRS바이러스 이동을 추적할 수 있
는 p-TRACK ®(pathogen tracing kit,
p-TRACK)이 개발되어 유럽 및 아시아에서
(그림 5) 농장 내에서 사람에 의한
PRRS바이러스 이동을 추적할 수 있는 p-TRACK

사용되고 있으며, 국내에도 도입되어 양돈장
한곳에서 시험 적용 중에 있다.

내부 차단방역 관리는 농장에서 PRRS 컨트롤을 위해서 매우 중요하며, 특히 농
장 내부에서 병원체를 전파할 수 있는 관리자나 기구의 이동이나 움직임을 파악하
고 통제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p-TRACK을 통해 농장에서 근로자나 기구/장비
등의 움직임을 추적하여 일상적으로 농장에서 간과할 수 있는 질병 전파와 관련된
이동을 분석할 수 있어 농장에서 질병 컨트롤에 도움을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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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4. 해결책 마련 및 계발
농장에서 PRRS를 컨트롤하는 데 있어서 제약 사항을 확인한 후 농장의 정확한
현재 상태에 대해 양돈 전문수의사와 협의하여 해결방안을 마련하는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는 돈군의 흐름 조정, 백신 접종, 차단방역 개선, 지역단위 PRRS 컨트롤
등 다양한 해결방안에 대하여 논의한다. 특히 농장에서 PRRS바이러스를 컨트롤하
기 위해서는 감염 차단, 면역 극대화(백신 접종), 배출 최소화 전략이 필요하다.
▶ 감염 차단 : 차단방역과 사육단계별 관리 수준을 최적화하여 새로운 바이러스
유입을 차단
▶ 면역 극대화 : 농장의 야외 바이러스에 충분히 교차방어 효과가 있는 백신을
선택하고 모돈·자돈 백신을 통하여 전체 돈군의 면역을 극대화
※ 자돈 조직액 검사를 통한 PRRS 백신 접종 프로그램 예시
① 자돈 조직액 검사 PRRS 항원 양성 :
수직 감염 차단을 위한 번식돈군 일괄 백신 접종(분기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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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자돈 조직액 검사 PRRS 항원 음성(8회 연속 음성 시 안정화로 평가) :
수평 감염 억제를 위한 이유 자돈 백신(번식돈군 일괄 백신 유지)

▶ 배출 최소화 : 농장에 맞는 PRRS 컨트롤 프로그램을 적용시켜 돈군의 바이
러스 순환을 최소화

Step 5. 모니터링 및 실행
5 Step의 마지막 단계는 해결책으로 논의된 프로그램에 대해 계획하고, 기대한
대로 실행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며, 프로그램 성공 여부를 생산성적, 임상증
상, 진단 자료 등을 토대로 지속적으로 유지하도록 모니터링하는 것이다.
◇…◇…◇…◇
이처럼 농장에서 성공적으로 PRRS 컨트롤을 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백신 접종이
나 사양관리, 차단방역 개선 등 어느 한 가지 방법만이 아니라 종합적이고 체계적
인 절차를 따르며 검증된 컨트롤 전략인 감염 차단(차단방역과 사육 단계별 관리),
면역 극대화(모돈/자돈 백신), 배출 최소화(PRRS 컨트롤 프로그램)를 통해 접근해
야만 한다.

문의사항
상기 원고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글쓴이에게 문의바랍니다.
☎ 글쓴이 연락처 : 010-5466-4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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