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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Commercial bivalent killed Salmonella vaccine Salenvac-T has been used in several countries in order to
prevent salmonellosis with Salmonella enterica serovars Enteritidis (SE) and Typhimurium (ST) in poultry. However,
this vaccine has not been used in poultry farms in South Korea. In this study, we evaluated the efficacy of Salenvac-
T vaccine to protect against the challenge of virulent SE and ST, and the effect of the vaccine on egg production
and mortality in layer hens. The colonization of liver, spleen and cecum with challenged SE and ST was reduced
in vaccinated chickens compared with that of unvaccinated control group. The twice vaccination with Salenvac-T
induced elevated antibody responses against both SE and ST detected by enzyme-linked immunosorbent assay (ELISA).
The higher average hen-day production was observed in the vaccinated layer hens than in the unvaccinated layer hens
without significance. The average mortality was lower in the vaccinated layer hens during the experiment period. The
antibody responses to both SE and ST were persistently detected in the vaccinated layers. In summary, vaccination
with Salenvac-T reduces colonization of internal organs and induces good antibody responses, thereby results in higher
performance and lower egg contamination with SE and ST in layer he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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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Salmonella Enteritidis(SE)와 Salmonella Typhimurium(ST)

은 닭에 감염되어 설사를 비롯한 소화기 증상을 유발하고,

산란율과 부화율의 감소, 육질저하 및 이로 인한 도태와 사

료효율의 감소 등으로 인해 양계산업에 경제적 손실을 초래

하고 있다. 또한 국외의 경우 이들 살모넬라는 인수공통전염

병의 원인균으로 계란 또는 계육을 통해 사람에게 살모넬라

식중독을 일으키며 살모넬라에 의한 식중독은 1980년대부터

꾸준히 발생건수가 증가하고 있다 [1, 18]. 국내의 경우도 살

모넬라에 의한 식중독이 가장 많으며 그 중 SE에 의한 식중

독이 가장 많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15, 22]. 지금까지

알려진 바에 의하면 SE의 경우 계육보다는 계란을 통해 사

람의 식중독을 일으키며, ST의 경우 오염된 계란보다는 계

육을 통해 사람에게 식중독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산란

계는 물론 육계에서 예방을 해야 되는 병원체이다. 최근 들

어 ST 중 definitive type(DT) 104가 사람의 식중독을 일으

키는 주요병원체이며 계사를 비롯한 환경 내에서 많이 오염

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11, 16]. ST DT104가 경구

또는 비말로 감염되면 닭의 생식기로 이동한 후 난포에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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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되면서 생성하는 계란을 오염시킨다고 한다 [14]. SE의 경

우 특히 산란계에 있어서 환우기간 중 분변을 통해 더욱 많

이 배출되며 장기내 균이 더 많이 집락을 형성하고 오랜 기

간 지속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12, 13]. SE와 ST는

수직 전파가 가능하고 농장내 일단 감염이 되면 분변이나 환

경을 통해 전파된다. 일단 닭에 감염되면 평생 동안 보균하

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SE와 ST 예방을 위해서는 위생적인 사양관리, 계사내 설

치류의 제거, probiotics 또는 prebiotics 등의 경쟁적 배제제

의 사료내 첨가 및 백신접종을 들 수 있다. 백신의 경우 일

부 국가에서는 사용하고 있으며 사람의 식중독 감소를 위해

닭에 예방접종을 세계보건기구(WHO)에서는 권장하고 있다

[18]. 최근 영국을 비롯한 일부 국가에서는 살모넬라 백신을

닭에 접종함으로써 사람에서의 살모넬라 식중독 발생이 급

감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7]. 닭에서의 SE와 ST의 감

염을 예방하고 그로 인해 사람에서의 이들 두가지 살모넬라

의 감염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양계산업에 있어 전국적인

SE 및 ST 예방전략이 필요하다. SE와 ST 예방을 위해 사

용되는 백신에는 일반적으로 생균백신 및 불활화백신이 있

는데 생균백신이 장기간 숙주에 방어항원을 노출시킨다는 측

면에서 오랜 방어효과를 나타내고 있고 국소면역 및 세포매

개성 면역을 자극시킨다는 점에서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17]. 그러나 살모넬라 생균백신의 안전성 문제가 최근

대두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변이시킨 생균백신주가 불완전

해서 접종된 숙주에서 백신주가 증식하는 과정에서 변이된

유전자가 원래의 유전자로 복귀가 되고 이러한 병원성 유전

자가 살모넬라간에 수평이동을 함으로써 병원성을 회복하기

때문이다 [3, 4]. 지금까지 알려진 바에 의하면 상용화되고

있는 SE 및 ST 불활화 백신은 살모넬라 감염계에서 분변을

통한 균의 배출을 감소함과 아울러 계란내 오염을 감소시키

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9, 10]. 오염된 계란을 통해 SE

및 ST가 사람에게 전파될 수 있기 때문에 영국을 비롯한 일

부 국가에서는 계란을 통한 식중독의 발생을 감소시키기 위

해 SE와 ST의 이가백신을 산란계 및 일부 종계에 사용하고

있다 [6]. 불활화백신은 높은 안전성 이외에, 특히 다른 살모

넬라 혈청형과 혼합하여 다가백신으로 사용할 수 있는 높은

응용성과 모계접종을 통해 병아리에 강력한 모체이행항체를

전달할 수 있다는 점, 불활화 백신을 접종한 닭에서 분변내

의 SE의 배출이 감소하고 장기내 집락화가 감소되며 계란내

의 오염도가 감소된다는 점을 들어 개발되고 있다 [9].

Salenvac-T는 SE와 ST의 피해를 감소시키기 위해 개발된

불활화백신으로 외국의 경우 오랜 임상시험결과를 통해 효

능과 안전성이 입증되고 있다 [8, 23, 25]. 그러나 국내의

경우 미국, 서유럽 및 일본의 양계환경과는 다른 실정이어서

Salenvac-T에 대한 국내 양계 계군에 대한 적용시험을 통해

안전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내에서 Salenvac-T 백신의 ST 및

SE 분리주에 대한 Salenvac-T 백신의 방어효과를 관찰함과

아울러 야외 농장을 대상으로 하여 Salenvac-T 백신의 국내

산란계군을 대상으로 한 안전성을 조사하였다.

재료 및 방법

Vaccine 

SE와 ST를 예방하는 불활화 2가백신인 Salenvac-T

(Intervet, UK)은 SE PT4(1 × 109 cells/dose)와 ST DT104

(1 × 109 cells/dose)가 함유되어 있으며 adjuvant로 Aluminum

hydroxide가 사용되었으며, thiomersal이 적량 포함되어 있다.

백신은 3주령 이상의 닭에 수당 0.5 mL/dose를 근육내로 투

여하였고 2차 접종은 1차 접종 후 4주 후에 수당 0.5 mL/

dose를 근육내로 투여하였다.

Salenvac-T의 방어효과 실험

특정병원균부재(SPF)종란에서 부화된 병아리를 부화 후

isolator에서 격리사육하여 실험을 실시하였다. 급여하는 사료

는 살모넬라 유무를 사전조사하여 살모넬라 음성인 사료를

자유 급식시켰으며 음수용 물은 일반 수돗물을 자유 음용시

켰다. 총 35수의 SPF병아리를 다음과 같이 5군으로 나누었

다. I군: 백신비접종 + ST공격접종군(unvac + ST, 7수), II군:

백신비접종 + SE공격접종군(unvac + SE, 7수), III군: 백신접

종군 + ST공격접종군(vac + ST, 8수), IV군: 백신접종군 + SE

공격접종군(vac + SE, 8수), V군: 백신비접종군 +비공격접종

군(Control, 5수)로 나누어 사육하였다. 3주령 때에 III, IV군

에 Salenvac-T를 수당 0.5 mL씩 근육에 접종하고 4주후인

7주령 때 동일한 방법으로 2차 접종하였다. 이때 백신 비접

종군(I, II군)의 경우 생리식염수를 동일한 용량과 경로로 접

종하였다. Salenvac-T를 2차 접종한 후 2주 째에 고병원성인

ST와 SE를 해당하는 군에 각각 수당 0.5 mL씩 경구로 공격

접종하였다. 공격접종균주는 SE국내분리주인 SE 277(1.1 ×

1010 cfu/0.5 mL)을 접종하였고 ST(ATCC 14028, 1.4 × 1010

cfu/0.5 mL)를 접종하였다. 접종 후 7일 동안 설사 등의 임

상증상 및 폐사를 조사하였다. 폐사하지 않은 경우 공격 접

종 후 7일째에 모든 계군의 닭에서 혈액을 채취하여 혈청을

분리하였으며, 도태시킨 후 체중을 측정한 다음 비장, 간, 맹

장을 오염되지 않도록 각각 채취하였다.

장기내에서의 공격접종한 균의 분리 및 혈청검사

적출한 장기의 무게를 측정한 후 비장 및 간의 경우 각각

인산완충식염수(Buffered peptone water; BD, USA)에 첨가

한 후 Tissue lyzer II(Qiagen, USA)를 이용하여 유제를 한

후 간과 비장의 경우 바로 XLT-4 agar(BD)에 도말 접종한

후 37oC에서 24시간 배양하였다. 배양된 Salmonella균 특이

적인 집락수를 계산하여 장기별 g당 colony forming unit

(cfu/g)를 산출하였다. 맹장의 경우 유제한 후 바로 10 mL의

BG tetrathionate broth(BGTB; BD)에 접종한 후 42oC에서

48시간 증균 배양하여 XLT4 agar에 다시 접종하였다. 접종

된 한천배지를 37oC에서 24시간 배양한 후 살모넬라 특이

집락수를 산출하였다. Salenvac-T의 접종 후 항체형성을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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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기 위해 백신접종전, 2차백신접종전, 공격접종전, 도태시

점에서 각각 채혈을 실시하였다. 혈청을 분리한 후 56oC에서

30분간 비동화 시킨 후 ELISA kit를 사용하여 항체가를 측

정하였다. Enzyme-linked immunosorbent assay(ELISA)는

SE의 경우 IDEXX(USA)에서 생산된 SE ELISA kit를 사

용하였으며, ST의 경우 BioChek(UK)에서 생산된 ST antibody

test kit를 사용하였다. ELISA 시험은 제조회사의 방법에 준

해 실시하고 항체의 역가를 측정하였다.

야외농장에서의 Salenvac-T의 시험

Salenvac-T의 야외 농장시험을 위해 경기도에 위치한 산란

계 농장에서 실시하였다. 농장 2계사를 지정하여 백신접종군

과 백신 비접종군으로 나누었다. 선발시 무작위로 10수씩의

닭에서 혈청을 채취하여 ST와 SE 항체 음성인 것을 확인하

였다. 백신은 1차접종은 8주령에 실시하고, 2차 접종은 1차

접종후 4주 후에 실시하였다. 백신접종후 4주마다 각 군마다

20수의 닭에서 채혈과 총배설강 swab을 실시하였다. 혈청을

분리하여 비동화를 시킨 후 ELSIA를 실시할 때까지 –20oC

에서 보관하였다. ELISA kit는 상기에 언급한 것과 같이

SE의 경우 IDEXX(USA)에서 생산된 kit를 사용하였으며, ST

의 경우 BioChek(UK)에서 생산된 kit를 사용하여 실시하였

으며, 총배설강의 경우 상기에 언급한 맹장내용물에서의 살

모넬라 검사방법대로 실시하였다. 각 군별 산란율, 폐사율, ST

및 SE에 대한 항체가 조사 및 배설강swab내의 살모넬라 검

출을 실시하였다.

 

평가내용 및 통계처리 

실험군간의 폐사율, 간, 비장, 맹장내의 cfu수, 체중, ST

및 SE에 대한 항체가를 분석하였고 군간의 비교는 Tukey's

test for multiple comparison으로 실시하며 모든 통계처리는

SAS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통계적 분석은 각 그룹간을

chi-square test 방법에 의해 비교하였다.

결 과

체중비교 및 장기내의 공격접종균주의 검출율

백신군과 백신비접종군과의 체중 비교는 공격접종 전과 공

격접종 후 체중의 변화를 비교하였다. 모든 군별, 공격접종

전과 후를 비교할 때 유의성이 있는 체중의 차이가 나타나

지 않았다(data not shown). Salenvac-T를 2회 접종한 후 2

주째에 공격접종을 하였으나 폐사를 보인 군은 없었다. 공격

접종 후 7일째에 모두 도태를 시킨 후 각 장기별 공격접종

균의 집락수를 산출한 결과는 Table 1에 기술하였다. 대조군

(V)의 경우 간, 비장, 맹장에서 SE와 ST균이 검출되지 않았

다. SE를 공격접종한 군의 경우 백신접종군과 백신비접종군

에서의 장기별 분리된 집락수(Log10cfu/g)의 차이는 간에서는

2.46 ± 2.69과 3.29 ± 3.51을, 비장에서는 2.68 ± 2.79과

3.48 ± 3.60을 보였으며 맹장에서는 0.0 ± 0.0과 4.43 ± 4.85을

각각 나타냈다. ST를 공격접종한 군에서는 백신접종군과 백

신비접종군에서의 장기별 분리된 집락수(log cfu/g)는 간에서

는 1.79 ± 1.96과 2.15 ± 2.39을, 비장에서는 2.45 ± 2.58과

2.60 ± 2.72을 보였으며, 맹장에서는 4.81 ± 5.08과 4.96 ±

5.22을 각각 나타냈다. 일반적으로 장기에서의 SE와 ST의

분리수는 백신비접종군에 비해 백신접종군에서 감소되는 경

향을 보였으며 특히 SE공격접종군에서 비장과 맹장에서의

검출율은 백신접종군이 비접종군에 비해 유의성있게 감소되

는 것으로 나타났다(p < 0.05).

항체가 조사

백신접종전(–42 dpi), 2차백신접종전(–28 dpi), 공격접종 2

주전(–14 dpi), 공격접종전(0 dpi), 및 공격접종 후 7일(7 dpi)

에서 각각 수집한 혈청을 대상으로 SE와 ST에 대한 항체가

를 ELISA를 실시하여 측정한 각 군별 평균값을 그래프로

표시하였다(Fig. 1). SE에 대한 항체가의 경우(Fig. 1A) 대

조군(control)과 백신비접종 + ST공격접종군(ST)의 경우에는

시험 전기간 동안 음성항체가를 보였다. 또한 백신비접종군 +

SE공격접종군(SE)의 경우 공격접종후 7일째 SE양성항체가가

관찰되었다. 백신접종군(V + SE, V + ST)의 경우 1차백신접

종후 2주 동안 항체가 형성되지 않았다가 2차백신접종후 2

주후(–14 dpi)에서는 약간 형성하기 시작하다가 공격접종전(0

dpi)까지 급속하게 항체가가 상승되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공

격접종후 7일째에는 SE공격접종군(V + SE)의 경우 항체가가

더 많이 상승되었으나 ST공격접종군(V + ST)의 경우 항체가

가 감소하였다.

ST에 대한 항체가는 Fig. 1b에 기술하였다. 대조군

(control)의 경우 전기간 동안 항체가가 검출되지 않았다. ST

와 SE공격접종군(ST, SE)의 경우 공격접종후 7일째에 약한

양성 항체가가 검출되었다. 백신접종군(V + ST, V + SE)의 경

우 1차백신접종 후 2주까지(–28 dpi)는 양성항체가 검출되지

않다가 2차백신접종후 2주후에는 항체가가 생성하기 시작하

여 공격접종전까지는 급격히 항체가가 상승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공격접종 후 ST공격접종군(V + ST)은 항체가가 더

높이 상승하지만 SE공격접종군(V + SE)에서는 항체가가 급

속히 하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1. Viable counts (cfu/g) of Salmonella (S.) Enteritidis (SE)
and S. Typhimurium (ST) in liver, spleen and cecum of
vaccinated and unvaccinated chickens after challenge

Strains
Isolation (Log10cfu/g)

Vaccination Unvaccination

S. Enteritidis

Liver 2.46 ± 2.69 3.29 ± 3.51

Spleen 2.68 ± 2.79* 3.48 ± 3.60

Cecum 0.0 ± 0.0* 4.43 ± 4.85

S. Typhimurium

Liver 1.79 ± 1.96 2.15 ± 2.39

Spleen 2.45 ± 2.58 2.60 ± 2.72

Cecum 4.81 ± 5.08 4.96 ± 5.22

* indicate significant difference (p < 0.05) between the viable
counts of vaccinated and unvaccinated chicke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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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외 임상농장의 생산성적

Salenvac-T를 접종한 후 42주령까지의 주간 산란율과 주간

폐사율은 Fig. 2에 기술하였다. 전기간에 걸쳐 백신접종군의

주간 산란율이 백신비접종군의 산란율에 비해 비슷하거나 다

소 높게 유지되었으나 통계적 분석(t-test)에 의하면 두군간의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주간 폐사율의 경우

백신접종군이 백신비접종군보다 42주까지 유의성 있게 낮게

나타났다(p < 0.05).

백신 접종후 SE 및 ST의 항체가 조사 및 총배설강내

살모넬라균 조사

야외 계군에 대한 백신 접종 후 SE와 ST에 대한 항체가

조사를 4주 간격으로 약 33주까지 측정하였다. 1회 조사시

백신접종군과 백신비접종군에서 무작위로 20수씩 선발을 하

여 채혈을 하였고 동일 개체에서 총배설강에서 swab을 해서

살모넬라균의 검출을 시도하였다. 이에 대한 결과는 Table 2

에 기술하였다. 백신접종전 4주령에서는 본 계군은 SE 및

ST에 대한 항체는 음성이었다. 백신비접종군은 시험전기간동

안 SE 1개체, 그리고 SE 1수를 제외하고는 모두 항체 음성

이었다. 양성을 보인 개체는 역가가 거의 cut-off 수치에 근

접한 매우 낮은 수치를 보여 비특이적인 양성반응으로 판단

Fig. 1. Antibody titer of Salmonella Enteritidis (SE) (A) and
Salmonella Typhimurium (ST) (B) measured by ELISA.

Fig. 2. Egg production (A) and mortality rate (B) in the
vaccinated and the unvaccinated hens.

Table 2. Antibody response of SE and ST in the vaccinated and the unvaccinated hens

Group
SE ST

Vaccinated Unvaccinated Vaccinated Unvacinated

Weeks
Positive rate 

(%)
Titre

Positive rate 
(%)

Titre
Positive rate 

(%)
Titre

Positive rate 
(%)

Titre

4 0.0 19.0 ± 16.4 0.0 514.0 ± 9.6 0.0 5553.0 ± 1.6 0.0 559.6 ± 1.4

11 10.0 372.7 ± 429.7 0.0 557.7 ± 63.7 0.0 5112.1 ± 82.6 0.0 515.3 ± 9.6

16 95.0 5947.5 ± 3849.8 0.0 109.4 ± 131.9 95.0 2469.8 ± 1836.8 5.0 128.6 ± 114.8

20 75.0 5473.3 ± 4261.0 10.0 460.1 ± 879.0 75.0 1248.4 ± 1196.5 0.0 198.2 ± 113.7

25 87.0 2589.3 ± 2180.3 0.0 549.7 ± 30.4 57.0 5853.0 ± 772.0 0.0 549.7 ± 31.1

30 95.0 1809.9 ± 1634.9 0.0 592.1 ± 53.4 50.0 5617.3 ± 611.1 0.0 102.6 ± 56.3

33 100.0 1995.5 ± 1478.0 0.0 119.8 ± 93.7 66.7 5885.0 ± 982.3 0.0 549.0 ± 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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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백신접종군의 경우 SE에 대한 항체가는 11주령에

10%의 항체양성율을 보이다가 그뒤 급속히 증가하여 16~33

주령사이에는 75~100%를 나타냈다. 항체가도 11주령에는

373의 낮은 역가를 보이다가 16주령에 최고인 5,948의 역가

를 보이면서 점차 감소하면서 안정되는 추세를 보였다. ST

의 경우 11주령까지는 전부 음성으로 나타나다가 16주령에

는 95%의 항체양성율을 보이다가 33주령까지 점차 감소되

는 경향을 보였지만 50~75%의 안정화된 항체양성율을 보였

다. 역가도 16주령에 가장 높은 2,470의 역가를 보이다가 점

차 감소하는 추세를 나타냈지만 33주령까지 885의 역가를

나타냈다. 총배설강내 살모넬라는 백신접종군과 백신비접종

군사이에 측정한 전기간(33주령)에 걸쳐 전혀 검출되지 않

았다.

고 찰

본 연구에서 사용한 Salenvac-T는 SE PT4와 ST DT104

를 불활화시켜 알루미늄젤을 함유한 2가 백신이다. 최근 사

람에서 ST DT104의 감염례가 증가되는 점과 ST가 계란을

오염시키는 감염원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ST가 닭에서의 살모넬라 감염을 막기 위한 예방 백신에 포

함되는 것은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중 실

험실내 공격접종 후 방어효과에서, Salenvac-T 백신 접종군

은 공격접종 ST 및 SE균의 간, 비장 및 맹장내 집락화 형

성을 백신비접종군에 비해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고 특

히 SE의 검출은 유의성 있는 수준으로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p < 0.05). 이와 같은 결과는 SE 및 ST의 불활화백

신에 대한 이전의 보고와 유사한 것이다 [19, 21, 26]. 특히

맹장내에서의 살모넬라의 감소는 궁극적으로 분변내의 살모

넬라 검출을 감소시킴으로써 배설강으로 나오는 계란의 난

각표면의 살모넬라 감염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귀착된다 [21].

Salenvac-T가 다른 살모넬라 혈청형, 특히 국내에서 문제

되는 가금티푸스의 원인체인 S. Gallinarum(SG)과 추백리의

원인체인 S. Pullorum(SP)에 대한 교차방어가능성은 향후 연

구해 볼 필요가 있다. 비록 SG와 SP는 사람에게 전파되어

식중독을 일으키는 살모넬라는 아니지만 국내의 양계산업에

있어 경제적인 피해를 일으키는 원인체이다. 일부 보고에 의

하면 같은 D혈청형군에 속하는 SE백신이 SG를 부분적으로

교차방어를 할 수가 있다는 점이 보고되었고 [5], Okamura

등은 Salenvac-T와 동일하게 SE(PT1, 4)와 ST DT104를

함유한 Olivax SE/ST백신은 계란내 SP의 오염을 감소시킬

수 있다고 보고하였다 [21]. 이러한 교차방어는 SE와 SG 및

SP간에 공통적으로 지니는 O9 지당체(LPS)항원에 대한 방

어항체로 기인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숙주의 세포매개성 면역이 살모넬라 감염증 방어에 중요

한 역할을 한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져 있다 [2, 20]. 최근

산란개시 때 스트레스로 인한 비특이적인 세포매개성 면역

의 억압으로 인해 SP가 계란으로 오염될 수 있다는 가설이

제시되었고 [24], 이러한 것은 비단 SP뿐만이 아니라 SE를

비롯한 난계대 전파 살모넬라에 적용될 수 있다. 본 연구에

서는 Salenvac-T 백신접종 후 체액성 면역만을 조사하였는

바, 추후 세포매개성 면역 분석도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비

록 생균백신에 비해 불활화백신이 방어효과면에서는 다소 떨

어지지만 본 연구에서는 불활화백신인 Salenvac-T가 장기내

집락화를 감소시켰고 충분한 항체를 형성하는 것이 증명되

었다. 무엇보다 국내에서 처음으로 야외 임상농장에서 적용

시 폐사율을 감소시키고 산란율을 다소 증가시키는 결과를

얻어 산란계에서의 SE 및 ST발생 감소를 위해 유용하게 사

용할 수 있는 백신임이 입증되었다.

본 연구는 닭에 감염되어 소화기 증상을 유발하고 산란율

과 부화율의 감소를 초래하며, 계란과 계육을 식용한 사람에

게서 식중독을 일으키는 주요 원인균인 SE와 ST를 사용하

여 해외에서 상용화되어 있는 불활화백신 Salenvac-T의 방어

효과를 평가하였고, 국내야외농장의 산란계군을 대상으로 안

전성 시험을 하였다.

방어효과를 관찰하기 위해, SPF 닭에 Salenvac-T 백신을

3주령과 7주령에 근육내로 2차 접종한 후 2주째에 병원성이

높은 SE 277주와 ST(ATCC 14028)을 경구로 공격접종하였

다. 간, 비장 및 맹장에서의 SE와 ST 검출율은 백신접종군

이 비접종군에 비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SE 공

격접종군에선 검출율이 비장과 맹장에서 유의성있게 감소하

였다(p < 0.05). 안전성 시험을 위해, 야외농장에서 무작위로

선발된 닭에 8주령과 12주령 때에 백신을 접종한 후 각 군

별 산란율, 폐사율, ST 및 SE에 대한 항체가 조사를 실시하

였다. 백신접종 후 SE 및 ST 항체를 ELISA로 측정한 결과

대조군에 비해 백신접종군이 유의성 있게 높은 항체가가 관

찰되었다(p < 0.05). 또한 유의성 있는 차이를 보이진 않았지

만, 백신접종군에서 대조군에 비하여 평균 산란률의 증가, 폐

사율의 감소가 관찰되었다.

본 연구는 Salenvac-T에 대한 국내 양계 계군에 대한 적

용시험을 통해 안전성을 확보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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