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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머리말
PRRS바이러스(PRRSV)는 변이가 아주 빨라1,2) 전 세계에 유전적으로 다양한
PRRSV들이 유행하고 있으며, 일단 특정 지역에 전파되면 지역에 특징적으로 진화
하기 때문에 지역적 특성이 뚜렷한 바이러스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한다. 현재 국내
에 유행하는 PRRSV들도 예전에 비해 지역적 특성이 뚜렷한 형태로 진화하고 있으
며, 새로운 유전형의 바이러스들이 지속적으로 검출되는 상황이다.
따라서 최근 국내에 유행하고 있는 PRRSV는 북미 지역과 유럽 지역에 유행하
는 바이러스들과 유전적으로 매우 상이하므로 실제 상용백신들과 ORF5 유전자 기
준으로 15~20% 이상의 차이를 보인다. 또한 병원학적면역학적 특성이 잘 분석된
북미 지역 및 유럽 지역 대표주들과 유전적 차이가 갈수록 커지고 있기 때문에 국
내 유행 PRRSV의 병원성 및 면역성을 국외의 대표주들과 비교하여 유추하기는 거
의 불가능하다.
이러한 이유로 농장 발생 PRRSV에 대한 염기서열 분석이 많은 비용과 노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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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요됨에도 불구하고, 백신 선택이나 방역전략 수립에 활용될 수 있는 유의미한 정
보를 찾기가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본고에서는 그동안 농림축산검역본부와 협력하여 진행한 ‘국내 PRRSV 동물접종
을 통한 병원성 및 교차 방어능 평가(Z-1543069-2017-20-1)’ 연구 과제를 수행한
자료를 소개한다. 국내 유행 PRRSV를 분리하고 유전적 특성에 따라 분류하였고,
국내 유행 대표 바이러스들을 자돈에 직접 공격 접종하여 병원학적면역학적 특성
을 분석하였기에 현재 국내에서 유행하고 있는 PRRSV의 특성을 설명하고자 한다.

II. 국내 유행 PRRSV의 분류와 특성
1. 국내 유행 PRRSV의 유전적 특성
국내 양돈장에 유행하는 PRRSV는 북미형 5그룹(Lineage 1, Lineage 5,
Korean lineage A, B, C)과 유럽형 2그룹(Korean EU, EU vaccine)으로 분류할
수 있다. 북미형 바이러스 5그룹 간에는 15~20% 이상의 유전적 차이를 보이고,
유럽형 2그룹 간에도 15% 정도의 유전적 차이를 보이나 유럽형 백신주에서 유래
된 바이러스 그룹(EU vaccine)을 제외하고 2013년 이후 국내에서 발생하는 대부
분의 한국형 유럽형 바이러스들(Korean EU-subgroup A) 간의 유전적 차이는
10% 이하로 북미형 바이러스와 비교하여 유전적 차이가 다소 낮은 것으로 분석된
다3)(그림 1). 각 유전형별 유전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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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ergence

Percent Identity

(그림 1) 국내 유행 대표 PRRSV 유전적 분류 및 ORF5 유전자 상동성

(1) 북미형 Lineage 5(L5)
북미형 바이러스 중 Lineage 5는 현장에서 가장 빈번하게 사용되고 있는 MLV
백신과 유사한 바이러스(98.3~99%의 상동성)로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
는 백신이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검출되는 바이러스 그룹이며, 국내
에서도 전체 발생의 32% 정도를 차지할 정도로 발생 빈도가 높은 바이러스이다
(표 1). 오래전부터 국내에서 사용되어온 대표 바이러스주의 대부분이 이 그룹에
속하며, 최근 유행하는 바이러스 중에서는 NA8과 NA42를 이 그룹의 대표주로
분류하고 있다.
(표 1) 2009-2018년 국내 발생 PRRSV의 계통 분석 결과
북미형

Lineage 5

Lineage 1

Korean
lineage A

Korean
lineage B

Korean
lineage C

발생비율

32.19%

4.14%

21.7%

15.6%

19.2%

유럽형

European Vaccine

Korean EU(A)

Korean EU(B)

발생비율

6.84%

81.66%

1.71%

(2) 북미형 Lineage 1(L1)
Lineage 1에 속하는 북미형 바이러스도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는 바이러스이
다. 2000년 초에 국내에 유입된 이후 현재까지도 검출되고 있으며, 전체 발생의
약 4%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표 1). 이 그룹의 대표주는 NA31과 NA73으로 명명
되며, 서로 95.9%의 상동성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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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북미형 Korean Lineage A(KLA)
KLA 그룹에 속하는 북미형 바이러스는
국내에서만 특이적으로 발생하는 바이러스
로 최근 발생하는 전체 PRRSV의 22% 정
도를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된다(표 1). 이
그룹의 대표주는 NA4와 NA149으로 명명
되며, 서로 92.3%의 상동성을 가진다.
(4) 북미형 Korean Lineage B(KLB)
KLB 그룹에 속하는 북미형 바이러스 또한 국내에서만 특이적으로 검출되는 바
이러스로 최근 발생하는 전체 PRRSV의 16% 정도를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된다(표
1). 대표주는 NA10과 10D415로 명명된다. 서로 87.7%의 낮은 상동성을 보이므로
이 그룹의 바이러스들은 다른 유전형의 그룹과 비교하여 그룹 내 유전적 다양성이
매우 큰 그룹으로 관찰되며, 현재도 활발하게 변이가 진행되고 있는 그룹으로 유추
된다. 따라서 향후 2~3개의 독립된 그룹으로 재분류가 필요할 수도 있으므로 향후
주의 깊은 모니터링이 필요한 그룹이라 할 수 있다.
(5) 북미형 Korean Lineage C(KLC)
KLC 그룹에 속하는 북미형 바이러스도 국내에서만 특이적으로 검출되는 바이러
스로 최근 발생하는 전체 PRRSV의 19% 정도를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된다(표 1).
이 그룹의 대표주는 NA45와 NA282로 명명되며, 서로 92.1%의 상동성을 보인다.
(6) 유럽형 Korean EU(KEU)
2013년까지 국내에서 발생하는 한국형 유럽형 바이러스들은 크게 2개의 그룹인
subgroup A와 B로 분류가 되었으나 2013년 이후 최근까지 국내에서 발생하는 대
부분의 한국형 유럽형 바이러스는 subgroup A에 속한다(표 1). 대표 바이러스로는
CBNU0495, EU35, EU47 등이 있으며, 서로 10% 미만의 유전적 차이를 보인다.
(7) 유럽형 EU vaccine(EUV)
현재 국내에는 두 종류의 유럽형 약독화 백신들이 사용되고 있으며, 이러한 약독
화 백신의 사용 증가는 백신과 유사한 바이러스 변이주의 출현을 증가시키고 있다.
이러한 백신 유래 변이주들은 각각의 해당 백신과 ＞95% 이상의 상동성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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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내 유행 PRRSV의 병원학적 특성
PRRSV의 병원성을 평가하는 기준은 아직 명확하게 정립되어 있지 않다. 중
국에서 2006년부터 발생하고 있는 고병원성 PRRSV가 100%에 이르는 폐사율
을 보이는 사례가 있지만, 대부분 PRRSV들의 단독감염에 의해서 육성·비육구
간 이상의 연령에서 폐사가 일어나는 경우는 거의 드물고, 어린 연령의 자돈에
서의 폐사도 주로 다양한 세균감염이 연루된 2차 복합감염에 의한 것이 대부분
이다. 또한 PRRSV는 호흡기 질병뿐만 아니라 유사산 등의 생식성 질병도 일
으키므로 PRRSV의 병원성은 이후 설명되는 다양한 요인들을 복합적으로 고려
하여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
(1) PRRSV의 증식과 배출
PRRSV는 감염 돼지의 폐포대식세포(Porcine alveolar macrophage, PAM)
에서 주로 증식되며, 감염 후 혈액과 폐, 림프절을 위주로 다양한 장기에서 검출
된다. 일반적으로 감염 후 혈액 및 폐 내 증식성이 높은 PRRSV가 병원성이 높
고, 비강 등을 통한 바이러스 전파도 빠른 것으로 평가된다4,5).
PRRSV의 증식은 감염 돼지의 연령에 따라 차이가 난다. 이유자돈에 감염된
후 일반적으로 6주 정도에 혈중 바이러스가 제거되나 림프절이나 편도에서 156
일까지 검출된 예도 있다. 임신모돈이나 웅돈의 경우에는 감염 후 4주 이내에
혈중 바이러스가 사라지나 생식기계에 감염이 일어나 웅돈의 정액에서 감염 후
43~92일 동안 간헐적으로 검출이 가능하다.
임신모돈의 경우 임신 말기(임신 90일경)에 PRRSV 감염이 빈번하게 발생하
며, 태반감염을 통해 태아로 감염이 일어나며 분만 시 태반, 양수, 제대혈과 분
만자돈의 폐, 가슴샘, 심장, 간, 림프절 등 다양한 장기에서 PRRSV가 검출된다.
(2) 체중 감소
PRRSV 감염에 의한 발열과 식욕 부진 등에 의해 감염자돈의 증체율이 감소
한다. 체중 감소는 일반적으로 감염 바이러스의 혈중 바이러스 역가와 반비례하
게 관찰된다. 실험적인 조건 하에서 PRRSV 음성 4주령 자돈의 4주 동안의 평
균 일당 증체율이 0.55~0.60kg인 반면, PRRSV의 감염된 돼지의 경우는 감염
된 바이러스의 종류와 감염 돼지의 유전적 차이에 따라 0~0.42kg 정도로 다양
하게 관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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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발열
이유자돈의 정상 체온은 38~39.5℃
로 정상 체온을 유지하도록 체내 열을
방출하기 위한 방법으로 호흡을 한다.
따라서 정상 체온에서 0.5℃ 이상 올
라가면 사료 섭취량이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실험적인 조건 하에서
4주령 이유자돈에 PRRSV를 감염시키
고 10일간 체온을 측정한 결과 감염된
바이러스의 종류와 감염 돼지의 유전적 차이에 따라 39~42℃로 다양하게 관찰되며,
이러한 체온의 상승은 체중 증가와 반비례 상관관계를 보인다.
(4) 폐 병변
PRRSV 단독감염으로 인한 병변은 보통 폐와 림프절에 집중적으로 관찰된다.
PRRSV 단독감염에 의한 폐병변은 주로 간질성 폐렴에 의한 전체 폐엽의 퇴축 부전이
며, 림프절의 중등도 또는 심한 비대증, 출혈 또는 부종 등이 관찰될 수 있다. 주로 경
부 림프절, 두부 림프절, 흉강 림프절과 서혜부 림프절이 영향을 받는다.
PRRSV 감염은 대식세포를 파괴하고 전반적인 면역억제 현상을 보이므로 다양한
세균의 2차 감염이 빈번하게 일어나며, 이러한 2차 감염을 일으키는 병원체에 따라 다
양한 복합적인 병변을 일으킨다.
(5) 국내 유행 PRRSV의 특성 요약 및 병원성 비교
① 동물실험 방법
유전적인 특성에 따라 분류한 5개와 2개 그룹의 국내 유행 북미형 및 유럽형의 대
표 바이러스들을 4주령 PRRSV 음성 자돈에 동일한 바이러스 역가(103TCID50/mL)로
감염시켜 각 그룹 바이러스의 특성을 분석하였다.
② 바이러스 특성 분석
감염 후 4주간의 혈중 바이러스 역가, 비강 바이러스 역가, 엘라이자(ELISA) 항체
가 및 체중 변화 등을 측정하였고, 감염 후 10일간 체온 변화를 측정하였다. 또한 감염
후 4주에 부검을 실시하고 폐 병변을 기록하여 바이러스의 특성을 기록하였다.
③ 결과 분석 방법
- 전파력 : 혈중 바이러스 역가와 비강 바이러스 역가는 비례적인 상관관계를 보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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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바이러스의 전파와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전파력 지표로 분류하였다.
- 임상증상 : 체온과 체중 변화 또한 반비례적인 상관관계를 보이며, 바이러스
감염에 의한 임상증상과 관련이 높으므로 임상증상 지표로 분류하였다.
- 폐 병변 : 부검 시 관찰된 폐 병변은 감염 바이러스 제거 후 회복과 높은 상관
관계가 있으므로 별도의 지표로 병원성 분석에 활용되었다.
④ 병원성 특성 요약(표 2)
전파력, 임상증상 및 폐 병변 등의 지표를 바탕으로 5개의 국내 유행 북미형 바
이러스들의 병원성을 평가한 결과 Korean lineage B에 속하는 10D145와 NA10이
가장 높은 지표를 보여 국내 유행 PRRSV 중 가장 높은 병원성을 보이는 고병원성
의 바이러스로 분석되었다.
이외 그룹의 북미형 바이러스들은 중등도의 병원성을 보이며, 2차 감염이 일어
나지 않는 경우 감염 4주 전후로 회복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2차 감염이 일어나
는 경우는 폐사나 지속적인 소모성 질환을 일으킬 수 있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국내 유행 유럽형 바이러스들은 대부분 낮은 수준의 병원성을 보이나
CBNU0495 등의 일부 유럽형 바이러스는 높은 전파력을 보이고, 북미형 바이러스
들과 유사한 수준의 병원성을 일으키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표 2) 국내 유행 PRRSV 병원성 요약
바이러스 분류

바이러스

전파력

임상증상

폐 병변

Lineage 1

NA73

+

++

++

Lineage 5

NA42

++

+

+

Korean lineage A

NA149

++

++

+

10D415

+++

+++

+++

NA10

+++

+++

+++

NA45

+

++

+++

CBNU0495

+++

++

++

EU35

+

+

+

EU47

+

+

+

10D130

+

+

+

R009

+

+

+

EU17

+

+

+

Korean lineage B
Korean lineage C

Korean EU
subgroup A

EU vacc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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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맺는말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국내 유행 PRRSV들은 북미형 5그룹과 유럽형 2그룹으
로 크게 분류할 수 있으며, 북미형 바이러스가 유럽형 바이러스보다 높은 수준의
변이율을 보이고 있다. 그중 Korean lineage B 계열의 바이러스들은 높은 수준의
병원성과 전파력을 보이므로 이들 바이러스 발생에 대한 적절한 대처가 PRRSV
발생에 의한 피해를 줄이는데 중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일부 유럽형 바이러스
(CBNU0495)도 이전에 관찰할 수 없었던 높은 수준의 전파와 병원성을 보이므로
유럽형 바이러스 감염에 대한 대비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지속적인 국내 유행 PRRSV의 모니터링과 특성 분석을 진행하며, 새로
운 바이러스의 출현을 계속 감시해야겠지만, 본고에서 제시된 국내 유행 PRRSV의
특성 정보가 백신 선정이나 방역계획 수립에 활용되어 PRRSV 발생 농장의 피해를
줄이고 효율적인 대비책 마련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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