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韓獸醫學會誌(2008)
第48卷 第4號
(2008) 48(4) : 451~455

Korean J Vet Res

세망내피증 바이러스 감염 닭에서의 혈액화학치 변화
성환우 ·권혁무 ·김선중
1,*

1

2

강원대학교 수의학과 바이오포아
게재승인 년 월 일

1

,

(

: 2008

2

12

18

)

Clinical blood chemistry analysis in chickens infected with
reticuloendotheliosis virus
Haan-Woo Sung *, Hyuk-Moo Kwon , Sun-Jung Kim
1,

1

2

1

School of Veterinary Medicine, Kangwon National University, Chunchon 200-701, Korea

2

Biopoa, Suwon 441-853, Korea

(Accepted: December 18, 2008)

Abstract : Body weights and blood biochemical values in chickens infected with reticuloendotheliosis virus

(REV)-HI, a Korean isolate, were studied. REV-HI causes severe body weight depression in chickens
inoculated but not in chicken contact-infected. Body weights of infected chickens in 3, 4, and 5 weeks
after infection were 78%, 76% and 65% of those of control respectively. Blood glucose levels in REVinfected chickens were extremely high compared with those in control (226 ± 21 vs. 814 ± 91.3 mg/dl in
week 2) during the experiment period. Triglyceride levels in REV-infected chickens were significantly higher
in week 2 and 3, whereas in week 4, REV-infected chickens showed significantly lower levels than the
control. Blood lipase, amylase and alkaline phosphatase levels of REV-infected chickens in week 2 were
significantly higher, whereas cholesterol, magnesium and calcium values in week 4 were significantly lower
than the control. Other blood biochemical values such as alkaline aminotransferase, aspartate
aminotransferase, and γ-glutamyltransferase were nonsignificantly different from the control. These above
results suggest that weight depression by REV may be related with increase of blood glucose, which
indicated that REV-infected chickens could not use blood glucose as energy source.
Keywords : blood chemistry, glucose, reticuloendotheliosis virus, weight depression

서 론

두기관염, 계두, 콕시듐증 및 살모넬라 감염증 등의 질
병에 대한 저항성이 크게 감소하며 [18-20] 마렉병이나
뉴캣슬병 등의 백신 면역능이 저하되는 것으로 보고되
고 있다 [29, 33]. 국내에서도 흉선과 F낭의 위축과 지
속적인 폐사가 있는 계군으로부터 REV 감염이 확인된
바 있으며 국내 분리주는 면역능을 저하시키고 종양도
유발하는 것으로 확인된 바 있다 [1-3].
REV 감염된 닭에서의 증체저하는 여러 연구자에 의
해 보고된바 있다 [14, 15, 21]. 그러나 아직까지 이러한
증체저하의 원인은 정확히 규명되고 있지 않다. 본 실험
에서는 REV 감염으로 인한 증체저하의 원인을 조사하

세망내피증(reticuloendotheliosis; RE)은 RE virus
(REV)의 감염으로 주로 칠면조 [22, 23], 닭 [4-5, 30], 오
리 [11, 16], 거위 [8]및 Japanese quail [7]등에서 발병된다.
닭에서 세망내피증은 선위염, 깃털의 이상(nakanuke),
증체율의 저하 및 면역능력의 저하가 나타나는 왜소병
증후군(runting disease syndrome)이 나타나기도 하며 [13,
14, 21, 24, 26] 마렉병 종양이나 백혈병 종양과 유사한
만성종양이 발생되기도 한다 [10, 27, 31, 32]. 또한 REV
에 감염된 닭은 면역기능의 저하로 말미암아 전염성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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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위해 REV 감염된 닭의 혈액화학치를 분석 하고자
하였다.

재료 및 방법

통계처리
REV 감염계에서 주령별 증체율 및 혈액화학치 변화
는 Student's -test를 실시하여 실험군간 유의성을 조사
하였다.
t

바이러스
동물접종에 사용한 REV는 국내 분리주 REV-HI [1]
를 계태아섬유아(chicken embryo fibroblast) 세포에 3대
계대배양한 바이러스를 사용하였다.
시험동물 및 사육
동물접종 시험에 사용한 병아리는 Hy-Vac(USA)로부
터 구입한 specific pathogen free(SPF) 종란을 부화하여
사용하였으며, 동물 접종 시험은 여과된 공기를 공급하
는 닭 사육용 아이소레이터(삼광과학, 한국)에서 사육하
면서 사료와 물은 무제한 공급하는 방법으로 실시하였다.
REV 접종군에서의 증체율 변화
1일령 SPF 병아리의 근육 내로 REV-HI를 마리당 10
TCID 로 접종였다. 실험군은 접종군, 접촉감염군 및 대
조군으로 구분하였으며, 접종군과 1일령부터 동일한 아
이소레이터에서 동거사육한 실험군을 접촉감염군으로
하였다. 각 실험군을 아이소레이터에서 5주령까지 사육
하면서 3주령부터 5주령까지 주령별로 체중을 측정하여
증체율 변화를 조사하였다.
REV 감염 병아리에서의 혈액 화학치 변화
5일령 계태아에 REV-HI를 계란당 2 × 10 TCID 로
접종하여 부화하였다. 부화된 병아리를 아이소레이터에
서 대조군과 격리 사육하면서 2, 3 및 4주령때 채혈하
여 혈청을 분리하였다. 분리된 혈청은 Ektachem DT II
kit(Kodak, Korea)를 사용하여 건식생화학분석기(Ektachem DT II system; Kodak, Korea)에서 혈액 화학치를
조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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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 감염계에서의 증체율
1일령때 REV-HI를 마리당 10 TCID 씩 근육내로
접종한 실험군과 1일령부터 접종군과 동거사육한 실험
군에서의 증체율을 조사한 결과는 Table 1과 같다. REV
접종군은 3주령때 체중이 141 g으로서 대조군 181 g의
78% 수준이었으며 5주령때는 대조군 대비 체중이 65%
로서 심한 증체저하가 나타났다. 하지만 1일령부터 접
종군과 동거사육된 실험군은 전 시험기간동안 증체율
저하가 나타나지 않았다.
REV 감염계의 혈액화학치
REV 감염계에서 혈액화학치를 조사한 결과는 Table
2와 같다. REV 감염군은 2주령때 혈중 포도당(glucose)
이 814 mg/dl로서 대조군 226 mg/dl 보다 크게 증가되어
있었으며 이러한 혈중 포도당의 증가는 4주령까지 지속
적으로 나타났다. 또한 혈중의 트리글리세리드(triglyceride)는 2주령과 3주령때는 REV 감염군이 유의성 있
게 증가되어 있었으나 4주령때는 REV 감염군이 오히려
감소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교적 췌장 특이성이
있는 혈중 리파아제(lipase)나 아밀라제(amylase)도 2주
령때 REV 감염군은 크게 증가되어 있었다. 기타
ALT(alanine aminotransferase), AST(aspartate aminotransferase), 및 GGT(γ-glutamyltransferase) 등의 혈중 효소들
은 감염군과 대조군간의 큰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으며
마그네슘, 콜레스테롤 및 칼슘 등은 4주령때 REV 감염
군에서 다소 낮은 수치를 보여 주었다(Table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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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Comparison of body weight of chickens infected with REV-HI either by inoculation or by contact
Age (weeks)

Inoculation
Contact
No. of birds
16
10
3
187 ± 31 (103)
Body weight (%)
141 ± 21 (78)
No. of birds
15
10
4
Body weight (%)
186 ± 23 (76)
259 ± 26 (106)
No. of birds
15
10
5
338 ± 47 (107)
Body weight (%)
205 ± 35 (65)
*
The mean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those of control (p < 0.05).
†
Chickens were inoculated with REV-HI (104.3 TCID50) at day old.
‡
Chickens were reared in the same isolator with the inoculated chickens from one day old.
§
Mean body weight (g) ± SD.
†

§

‡

*

*

*

Control
25
181 ± 18 (100)
25
245 ± 25 (100)
25
317 ± 29 (100)

세망내피증 바이러스 감염 닭에서의 혈액화학치 변화
Table 2. Blood biochemical values of chickens infected with REV

453

†

2 weeks
3 weeks
4 weeks
Blood biochemical
values
Contro1
Inoculation
Contro1
Inoculation
Contro1
Inoculation
814 ± 91.3
246 ± 19
424 ± 197
255 ± 12.7
884 ± 452
Glucose (mg/dl)
226 ± 21
Triglyceride (mg/dl) 39.6 ± 2.7
120.6 ± 8.2
69.8 ± 16.3
230 ± 59.6
226 ± 44.8
50 ± 36.1
Lipase (U/l)
139 ± 59.5
920 ± 265
151 ± 62.6
241 ± 75.1
167 ± 93.8
233 ± 114.4
Amylase (U/l)
388 ± 31
1542 ± 146
444 ± 95
1014 ± 518
498 ± 222
648 ± 183
ALT (U/l)
6.4 ± 4.5
6.2 ± 4.6
9 ± 1.2
11 ± 1.2
11.4 ± 11.2
11.2 ± 3.6
AST (U/l)
177 ± 9.4
214 ± 46.3
200 ± 22
186 ± 13
187 ± 8.7
180 ± 29.4
GGT (U/l)
26.6 ± 2.4
28.2 ± 3.9
34.6 ± 5.2
33.2 ± 6.5
33 ± 2.0
35 ± 4.1
781 ± 165
801 ± 284
792 ± 106 1924 ± 1445
ALKP (U/l)
787 ± 152
1327 ± 323
Phoshorus (mg/dl)
7.9 ± 0.5
7.9 ± 0.5
7.9 ± 0.6
8.1 ± 0.7
8.3 ± 0.2
7.7 ± 1.1
Cholesterol (mg/dl)
162 ± 22.5
157 ± 10.2
142 ± 15.9
144 ± 11.8
146 ± 15
108 ± 27
Magnesium (mg/dl)
2.7 ± 0.2
2.6 ± 0.5
2.3 ± 0.1
2.3 ± 0.6
2.3 ± 0.1
1.8 ± 0.2
Calcium (mg/dl)
11.2 ± 0.6
11.2 ± 0.4
11.0 ± 0.2
11.1 ± 0.7
11.7 ± 0.3
10.6 ± 0.5
ALT (alkaline aminotransferase), AST (aspartate aminotransferase), GGT (γ-glutamyltransferase), ALKP (alkaline phosphatase).
*
The mean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those of control (p < 0.05).
†
Five days old embryos were inoculated via the yolk sac with a dose of 2 × 103.0 TCID50 of REV-HI.
‡
Mean ± SD.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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닭에서 세망내피증은 감염계와 접촉에 의한 수평감염
도 일어나며 감염된 모계로부터 후대 병아리에게로 수
직전파도 일어나지만 질병피해는 주로 수직감염된 경우
에만 나타난다 [5, 6, 20, 32]. Witter와 Jonson [28]은 수
평감염된 계군으로부터 분리된 REV를 1일령 병아리에
접종하였을 경우 면역억제 및 종양원성 등의 병원성이
인정되나 수평감염된 계군에서는 특별한 피해가 나타나
지 않음을 보고하여 같은 바이러스라도 감염되는 일령
및 감염경로에 따라 병원성의 차이가 있음을 시사하였
다. 본 실험에서는 REV 접종계 및 동거감염계에서의 증
체율을 조사한 결과 REV 접종계에서는 4주령과 5주령
때 각각 대조군에 대한 체중비가 76%와 65%로서 심한
증체저하가 나타나 다른 연구자의 보고와 일치하였다
[14, 15, 21]. 그러나 동거 감염군에서는 증체율 저하가
나타나지 않아 REV 감염에 의한 증체저하는 감염되는
일령이나 감염경로에 따라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증체율저하의 원인을 조사하기 위하여 난계대
감염형태와 유사한 조건으로 감염시킨 실험군을 대상으
로 혈액화학치를 조사하였다. 실험결과 REV 감염계에
서는 혈중 포도당이 2주령때 814 mg/dl로서 대조군 226
mg/dl보다 크게 증가되어 있었다. 이러한 혈중 포도당의
증가는 4주령까지도 지속적으로 나타나 당뇨병과 유사
한 혈액화학치 소견을 보여주어 혈중 당을 에너지원으
로 이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9, 17]. 반면 축적
지방으로 알려져 있는 트리글리세리드는 2주령과 3주령

때 REV 감염군에서 크게 증가되어 REV 감염군은 체
내의 에너지원을 혈중의 당을 이용하지 못하는 대신에
축적지방을 동원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4주령때는
REV 감염군의 혈중에서 오히려 축적지방이 낮은 수준
으로 나타나 이 시기때부터는 축적지방의 고갈을 의미
하는 것으로 여겨졌다.
췌장 세포에 의하여 생성되는 리파아제나 아밀라제는
REV 감염군에서 증가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췌장세
포의 손상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혈중의 당은 췌장
에서 생성되는 인슐린(insulin)의 존재 하에서만 체세포
에 흡수되어 에너지원으로 이용될 수 있다 [12]. 췌장에
서 인슐린 생성의 장해는 췌장세포의 직접적인 손상 뿐
아니라 호르몬들의 기능적 손상에서도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현재의 실험 결과로는 혈중 포도당 증가의 원인
이 췌장세포의 손상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요
인에 의한 것인지는 알 수 없었다. 그러나 REV 감염으
로 인한 심한 증체저하는 혈중의 당을 이용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은 추정할 수 있었다.
Sterner 등 [25]은 reovirus에 감염된 닭은 십이지장에
서의 흡수불량이 있으며 혈중 포도당, 아밀라제 및 인
(phosphorus)은 무감염 대조군에 비해 약간 감소하거나
거의 변화가 없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REV에 감염된 닭
은 혈중 포도당과 아밀라제가 오히려 증가되어 있으며
인은 대조군과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reovirus 감염에 의해 나타나는 증체율 저하의 원인과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생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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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분리주 REV-HI를 병아리에 접종하여 증체율 변
화를 조사하고 REV 감염닭에서의 증체저하 원인을 조
사하기 위해 감염된 닭의 혈액화학치를 분석 하여 다음
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1일령때 REV-HI를 접종한 실험군과 1일령부터 접
종군과 동거사육한 실험군에서의 증체율을 조사한 결과
REV 접종군은 3주령때 대조군 대비 체중의 78% 수준
이었으며 5주령때는 대조군 대비 체중이 65%로서 심한
증체저하가 나타났다. 하지만 1일령부터 접종군과 동거
사육된 실험군은 전 시험기간동안 증체율 저하가 나타
나지 않았다.
2. REV 감염군은 2주령때 혈중 포도당이 814 mg/dl
로서 대조군 226 mg/dl 보다 크게 증가되어 있었으며 이
러한 혈중 포도당의 증가는 4주령까지 지속적으로 나타
났다.
3. 혈중의 트리글리세리드는 2주령과 3주령때는 REV
감염군이 유의성 있게 증가되어 있었으나 4주령때는
REV 감염군이 오히려 감소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 REV 감염군의 혈중 리파아제나 아밀라제 및 ALKP
는 2주령때 유의성있게 증가되어 있었으나 마그네슘, 콜
레스테롤 및 칼슘 등은 4주령때 다소 낮은 수치를 보여
주었다. 기타 ALT, AST, 및 GGT 등의 혈중 효소들은
감염군과 대조군간의 큰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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