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실전 테크닉
컨설팅파일

【Cl. novyi 】

클로스트리디움 노비에 의한
급사 사례와 백신 효과에 관한 고찰

클로스트리디움

노비(Cl. novyi)는
아포를 형성하는

혐기성균으로 주로 비육돈과 모돈에서 급성 폐사를 유발
한다.
클로스트리디움 노비의 여러 가지 타입 중에 급성 폐사
양 용 석 수의사
(주)한국히프라

를 일으키는 원인은 Type A 또는 Type B이며, 이 균이 돼
지의 내부 장기에 침입하여 치명적인 괴사성 독소를 생산
함으로써 폐사에 이르게 한다. 돼지 체내에서 가스를 발생
시키므로 폐사된 돼지에서 피하 기종이 특징적으로 관찰
되며, 그로 인해 몸을 눌러 보면 스펀지 같은 촉감을 느낄
수도 있다.
여름철 고온 스트레스에 의해 발생률이 증가한다고 알
려졌지만, 본인이 경험한 바에 의하면 여름뿐 아니라 환절
기 또는 다소 쌀쌀한 계절에도 발생률이 적지 않다.
모돈의 분만 또는 육성·비육돈의 사양환경 등에서 오
는 스트레스도 클로스트리디움 노비 감염의 원인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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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비육돈에서 클로스트리디움 노비 확진 사례
약 2,000두 규모의 비육농장에서 특정 돈사에서만 130일령 비육돈의 30% 이상
이 폐사한 사례이다.

▲ (사진 1) 폐사된 비육돈

▲ (사진 2) 분뇨로 가득 찬 돈사

(사진 1)은 비육돈의 복부 팽만 및 많은 두수의 폐사가 발생한 모습이며, (사진
2)에서는 돈사 바닥이 분뇨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위생 상태가 매우 좋
지 않았으며, 그로 인해 가스도 많이 차고, 습도 또한 높아서 돼지가 제대로 먹고,
마시고, 숨쉴 수 없는 환경이었다.
폐사된 비육돈들을 부검한 결과, 내부 장기에서 클로스트리디움 노비 감염의 일
반적인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간 괴사 및 가스 거품(사진 3, 4), 초콜릿 색 변성(사
진 4) 등을 볼 수 있었다. 또한 간은 탄력이 없고 푸석푸석한 느낌의 촉감이 있었으
며, 다른 장기에서는 신장과 비장 종대, 신장과 소장 내부에서 출혈 소견을 보이는
비육돈들이 다수 있었다.

▲ (사진 3) 간 괴사 및 가스 거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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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4) 간 괴사-초콜릿 색 변성

2019. 5월호

2019-04-22 오후 8:48:38

▲ (사진 5) 신장 내 출혈

▲ (사진 6) 신장 비대

▲ (사진 7) 장 출혈 및 간 괴사

이후 샘플을 실험실에
의뢰하여 PCR(항원) 검
사를 진행하였으며, 클
로스트리디움 노비 감염
(그림 1) PCR 검사 결과

을 확진하였다.
이 농장의 조치 사항

으로는 환경 위생도 개선(분뇨 제거 및 수세·소독 후 돈사 휴지기 준수)과 아목시
실린 항생제 첨가를 실시하였으며, 다음 배치에서는 이와 같은 폐사는 발생하지 않
았다. 사양환경 개선을 통해 대부분의 질병을 예방할 수 있으므로 돼지들이 편히
먹고, 마시고, 숨을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는 것이 중요하다.

2. 모돈에서 클로스트리디움 노비 확진 사례
무더운 여름에 충남 소재 모돈 180두 규모의 일괄사육농장에서 일주일 사이에
모돈 8두가 폐사(전체 모돈두수의 4.4%)하였으며, 클로스트리디움 노비를 확진한
사례이다. 폐사된 모돈 중 일부는 비강에서 혈액 섞인 하얀 거품을 쏟아 낸 흔적을
보였으며, 사후 빠른 복부 팽만 및 간 기포 형성, 일부 모돈에서는 흉강 내 출혈도
관찰되었다.
이 농장의 특징으로는 대체로 모돈 체형이 과비 상태였으며, 최근 분만사에서 급
격한 사료 증량이 이루어졌다. 이러한 부분도 스트레스 요인이 될 수 있으며, 그로
인해 면역력이 취약해질 수 있으므로 모돈 급이 프로그램 조정을 통한 과비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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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8) 비강 출혈

▲ (사진 9) 빠른 부패 및 복부 팽만 ▲ (사진 10) 간 괴사 및 기포 형성

(그림 2) 클로스트리디움 노비 검사 결과

분만 후 급격한 사료 증량 방지, 해당 돈사 소독 강화, 분만사에서 3주간 감수성 있
는 항생제 첨가를 실시하였다.

3. 클로스트리디움 노비 백신 효과에 대한 고찰
현재 ‘대장균+클로스트리디움 노비(Cl. Novyi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 타
입 C(Cl.perfringens type C)’ 합제 백신이 상용화되어 있으며, 본인은 2개 농장
에서 클로스트리디움 노비 백신을 적용하기 전 1~2년간 모돈 급사두수, 클로스트
리디움 노비 백신을 적용한 후 2년 동안의 모돈 급사두수를 모니터링하였다.
A 농장에서는 급사로 인한 모돈 폐사가 클로스트리디움 노비 백신을 적용하고
(표 1) 클로스트리디움 노비 백신 적용 효과
모돈 전체 폐사두수

급사로 인한 모돈 폐사두수

A 농장

32.7%▼

31.3%▼

B 농장

36.9%▼

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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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서 31.3% 감소하였으며, B 농장에서는 급사로 인한 모돈 폐사두수는 73.3% 감
소하였다. 두 농장의 모돈 전체 폐사두수 또한 30% 이상 감소하였다(두 농장 모두
해당 기간 동안 사양관리 및 시설에서 특이한 변동이 없었음). 물론 모돈의 급사 원
인으로 클로스트리디움 노비 감염 외에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결과적으로 백신
적용 후에 모돈 급사두수는 유의성 있는 감소를 보였다.

4. 맺음말
클로스트리디움 노비는 발병했을 때 바로 진단으로 이어지지 않는 사례가 많다.
최근에는 다소 흔해진 질병이기도 하며, 일부 농장은 꾸준히 발병해서 모돈이 죽으
면 ‘그냥 클로스트리디움 노비겠거니’ 하면서 굳이 샘플 의뢰를 안 하는 경우도 있
고, 다른 한편으로는 모르고 지나치는 사례도 있다. 그래서 많은 돼지의 희생을 치
른 이후에 대책을 세우는 경향도 있는 것 같다.
클로스트리디움 노비는 농장 환경 또는 동물의 장내에 상재하는 균으로 알려져
있으며, 한 번 발병한 농장은 연중 꾸준히 가랑비에 옷 젖듯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모돈 한두 마리 폐사에도 기민하게 반응할 필요가 있다. 멀쩡했던 돼지가 갑자기
죽거나 사후 복부 팽만이 급격히 이루어지는 현상이 보이면 담당 수의사와 상의하
여 빠른 조치를 해야 한다.
클로스트리디움 노비가 꾸준히 발병하는 농장에서는 사양환경 개선(분만 및 고
온 스트레스 저감, 위생도 향상 등), 백신 적용, 항생제 등을 적절히 활용하면 많은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또한 별다른 스트레스 요인도 없으며, 사육환경이나 돈사
위생 정도가 높은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클로스트리디움 노비에 의한 모돈 급사가
발생하는 농장은 백신 적용이 피해 감소를 위한 대안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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