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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방염의 정의 및 분류

1 유방염의 정의
유방염은 화학적 자극, 상처나 미생물의 감염에 의하여 유선조직에 염증이 생기는 질병을
말하며, 젖소에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한다.

2 임상 증상에 의한 유방염 분류
유방염의 명칭은 임상적, 세균학적, 병리학적 특징 등에 의해서 다양하게 분류되지만,
일반적으로 임상 증상에 의한 구분이 널리 이용되고 있다. 즉, 유방이 붓거나 발적, 또는
우유 내의 응고물 검출 등 증상이 육안으로 보이는 임상형 유방염과 임상 증상이 육안으로
식별 불가능하고 별도 검사에 의해서 감염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준임상형 유방염(숨겨진
유방염)으로 구분된다.

①
②
③
④
⑤

발적
발열
종창
통증
기능장애

임상형 / 육안적 관찰 가능
준임상형 / 실험실 검사

❙그림 1-1❙ 유방염의 5대 증상

가. 준임상형 유방염(subclinical mastitis)
준임상형 유방염(숨겨진 유방염)은 목장에서 가장 빈번하게 나타나는 형태이다.
유방의 임상 증상을 육안으로는 확인할 수 없는 유방염을 말하며, CMT (California
Mastitis Test) 등 야외 간이진단법이나 유즙의 세균 배양 등 실험실 진단에 의해서만
판정할 수 있다. 이러한 준임상형 유방염에 대한 집중적인 검색, 치료 및 예방을 통한
유방염 관리를 해야만 목장의 생산성을 향상 시킬 수 있다.
준임상형 유방염이 목장에서 중요하게 관리되어야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발생률이 임상형 유방염보다 15~40배 정도로 휠씬 높다. ② 유방염에 감염되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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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발견할 수 없다. ③ 유방염 감염 기간이 길다. ④ 감염되지 않은 소의 감염원으로
작용하여 유방염을 전파시킬 수 있다. ⑤ 임상형 유방염으로 전환될 수도 있다.
⑥ 유량 감소 및 유질 저하를 초래한다.
따라서 목장에서는 유질을 향상시키고 목장 수익을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우군 내에
잠재하고 있는 준임상형 유방염 관리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유방염으로부터 영원히 해방될 수 없을 것이다. 목장에서 준임상형 유방염 감염우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CMT 등을 실시하여 체세포수를 정기적으로 검사하는
것이 필요하다.

나. 임상형 유방염(Clinical mastitis)
임상형 유방염은 대장균, 황색포도알균, Streptococcus uberis와 같은 일부 환
경성 연쇄알균 등이 감염되면 병원체에서 분비되는 독소나 효소에 의해서 세포파괴
현상으로 인하여 발병된다. 즉, 유방염 원인체가 유두 또는 혈류에 의하여 유방에
침투한 후에 영양분이 많이 있는 유방의 우유 내에서 대량 증식한다. 증식된 균은
면역세포에 의하여 탐식된 다음에 대장균과 같은 그람 음성균은 내독소(endotoxi
n)와 포스포리파제(phospholipase)를, 포도알균이나 연쇄알균과 같은 그람 양성균
은 다양한 종류의 효소(enzyme)와 독소(toxins)를 분비하고 이러한 물질들은 아라키
돈산(arachidonic acid)과 같은 염증 대사산물을 생성함으로써 발적, 발열, 동통,
종창, 기능상실 등 유방염의 5대 증상을 나타낸다[그림 1-1].
이러한 염증 대사산물의 종류 및 생성 정도에 따라 감염된 분방의 국소적인 증상과
더불어 체온상승, 식욕결핍, 반추위 무력증과 같은 전신증상을 초래하기도 한다.
목장에서 임상형 유방염 발생은 많지 않지만 발병될 경우에 유질저하 뿐만 아니라
심지어 소가 폐사할 수도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야 하며, 조기에 적절한 방법으로
치료하지 않을 경우에는 만성으로 진행되어 여러 가지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그러므로 임상형 유방염의 경우에는 약제에 의한 치료를 실시해야 하며, 치료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유방염 감염 양상 및 정도에 대한 이해와 더불어 증상에 따른
체계적인 치료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기전에 의하여 발병된 임상형 유방염은 감염 양상 및 정도에 의해서
심급성(매우 심한 유방염), 급성(심한 유방염), 아급성(일반적인 유방염), 만성으로
구분되며 그 특징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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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심급성 유방염(peracute mastitis)
심급성 유방염은 갑자기 발병되며 유방의 염증이 매우 심하고 물과 같은 유즙이 분비
된다. 동시에 유방의 종창(swelling), 발열(heat), 발적(redness), 동통(pain), 그리고
유방의 기능장애(disturbed function)에 의한 급격한 유량 감소와 같은 5대 증상을
보이면서 유방염으로 인한 전신 증상 즉, 전신열, 침울, 오한, 사료섭취 중단, 급격한
체중감소, 기립불능 등이 추가적으로 나타나는 상태이다[그림 1-2]. 이러한 심급성
유방염은 세균이나 감염된 유선조직에서 분비된 효소, 독소와 백혈구의 산생물에
의하여 발생되며, 패혈증이나 독혈증에 기인되어 전신증상을 나타내면서 때때로
폐사에 이르기도 한다. 이러한 전신증상은 유선조직에서 유방염의 명백한 증상을
보이기 전에 나타난다. 심급성 유방염의 경우에는 수의사의 신속한 처방이 필요하다.
하지만 치료에 대한 반응은 낮고 생존하더라도 회복하는데 수개월이 소요되며 감염된
유선조직이 파괴되기도 한다.

❙그림 1-2❙ 세균 독소에 의하여 유방의 종창 및 발적과 기립불능 상태의 심급성 유방염

2) 급성 유방염(acute mastitis)
급성 유방염은 심급성 유방염과 비슷하지만 증상 정도는 약간 덜하다. 즉, 유방염의
5대 증상이 있고, 전신열과 약간의 식욕 저하 및 침울 등의 전신증상이 있다. 유방의
염증 상태는 약간 심하고 유량이 급격하게 감소되며, 흰색 또는 노란색의 응고물
또는 물과 같거나 혈액이 보이는 유즙을 생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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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아급성 유방염(subacute mastitis)
아급성 유방염은 비교적 가벼운 염증 상태를 보이는 것으로서 유방의 변화를 관찰할
수 없을 정도로 염증의 주요 증상은 억제되고, 전신증상도 보이지 않는다. 다만 유즙
내 작은 응고물이 있고 비정상적인 유즙 색깔을 보이는 등 유방으로부터 분비되는
우유 분비물의 변화만을 관찰할 수 있는 것으로서 임상형 유방염 중에서 목장에서
가장 흔히 발병되는 형태이다.
4) 만성 유방염(chronic mastitis)
만성 유방염은 유선 내에 병소가 있어서 한 달에서 일 년에 이르기까지 장기간
병원균을 가지고 있다가 임상형으로 재발된 것을 만성 유방염이라 한다. 건유기를
지나서 다음 비유기까지도 유방염이 계속되는 경우도 있다. 또한, 만성 유방염은
젖소의 면역상태, 병원균의 종류, 기타 원인에 의하여 급성 또는 아급성 임상형이나
준임상형 유방염 형태로 전환될 수 있으며, 항생제 치료를 실시하더라도 쉽게
치료되지 않기 때문에 목장 전체의 유방염 예방관리를 위해서는 만성형의 유방염
감염우를 도태시키기도 한다.

3 비특이성 유방염
비특이성 유방염(Nonspecific mastitis)은 무균성 유방염(aseptic mastitis)이라고도
지칭되며, 유방염 원인균이 우유에서 분리되지 않지만 CMT에서 양성을 나타낼
정도로 체세포수가 높게 나타나며 임상형 또는 준임상형 유방염을 보인다. 이러한
비특이성 유방염 원인으로는 유선 조직의 물리적 상처, 화학적 자극, 부적절한 착유
기능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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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방염 관리의 첫 출발점은 감염우를 조기에 발견하는데 있다. 유방염 감염우를 신속하게
발견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유방 및 우유의 형태에 의해서 판단하는 육안 검사, CMT
검사, 실험실 검사 등이 있다. 하지만 실험실 검사는 시간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농장에
서 착유시간에 매일 쉽게 할 수 있는 CMT 검사 등을 우선적으로 실시하고 실험실 검사는
추가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 육안 검사
유방염 감염우를 육안으로 확인하기 위한 임상검사로는 유방 외형 검사와 촉진 검사,
우유 검사 등이 있다. 유방의 외형 검사 내용으로는 유방과 유두의 크기, 모양과 대칭성
등이 있다. 유방의 비대칭은 한쪽 유방 또는 다른 쪽 유방의 위축과 부종이 원인이며,
유두 피부의 상처, 탈색 등은 유두 손상을 의미한다. 육안 검사의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외형 검사
1) 유방
- 유방 형태 : 비정상적인 모양은 유방염 소인
- 유두와 바닥까지 거리 : 바닥에 가깝게 매달린 유두는 유방염 소인
- 대칭 : 비대칭은 유방염을 의미
- 상유방 림프절 : 유방염 감염시 종창
2) 유두
- 위치 : 외부로 돌출한 유두는 상처 소인이 되며, 이는 유방염 소인
- 피부와 유두 끝의 상태 : 유두관 상피세포의 탈출은 과착유 의미
3) 다리와 발굽
- 다리 절음과 발굽 불량은 유방염 소인

나. 촉진 검사
1) 유방 : 경결(착유 후 촉진), 부종, 섬유화, 분방의 비대칭은 유방염을 의미
2) 유두 : 유두 끝의 섬유화 덩어리는 유방염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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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우유 검사
1) 착유 : 우유 분비 감소나 퍼지는 우유 흐름은 만성형의 유두 상처 의미
2) 우유 형태 : 우유 내 응괴, 침전물과 고름이 보이면 유방염을 의미하며, 건유 분비물은
혈청과 유사하고 꿀과 같음
3) 냄새 : 분비물의 악취는 대표적인 하절기 유방염 세균인 코리네박테리움 보비스
(Corynebacterium bovis) 등에 감염되었을때 나타남
4) 산도 검사 : 증가된 산도(pH)는 유방염을 의미(초유는 정상 우유 보다 산도가 낮음)
5) 전기흐름도 검사 : 유방염 우유는 정상 우유에 비하여 나트륨과 염소 이온이 증가하고
칼륨 이온과 유당이 감소하는데 이러한 유성분의 변화에 의해서 전기 흐름의 차이가
발생. 이러한 원리를 이용하여 우유 검출기에 니켈 전극을 사용하여 유방염 감염
여부를 판정하는 방법으로 목장에서 널리 사용

2 체세포수 검사
가. 체세포의 정의와 의의
체세포란 우유를 생산하는 유선 상피세포와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미생물을 제거하여
젖소의 몸을 건강하게 유지해 주는 면역세포 즉 백혈구를 합한 것이다. 건강한
초산우의 원유에는 일반적으로 체세포수가 5~10만개/ml 이하를, 경산우의 원유에는
20만개/ml 이하를 나타낸다. 체세포는 유선상피세포가 60~70%를 차지하며
나머지는 면역세포로 구성된다.

염증, 감염, 상처

병원균과 백혈구와의 전쟁

백혈구 증가
(호중구, 대식구, 림프구)

백혈구 시체(98~99%)
상피세포 (1~2%)
체세포수 증가

❙그림 2-1❙ 유방염 감염에 따른 우유 중 체세포수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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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유방 내에 미생물이 감염되면 [그림 2-1]에서와 같이 미생물을 죽이기 위해
체내에 있는 면역세포가 유선으로 이동하기 시작하고 우유 중 면역세포가 증가하여
일반적으로 원유 ㎖당 20만개 이상의 체세포수로 증가하며를 나타내며, 감염의
정도가 심할수록 체세포수가 증가한다. 이에 따라 체세포수를 측정하여 유방염을
진단하는 기술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널리 이용되고 있다.
그러므로 목장 별 체세포수를 측정함으로써 해당 목장에 유방염 감염우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목장 전체 감염우의 약 70~80%가 한개 분방만이
감염되어 있기 때문에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체세포수 측정을 실시해야만 목장에서
가장 문제시되는 준임상형 유방염을 색출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냉각기 체세포수가
50만개/ml일 경우에 [표 2-1]에서와 같이 유방염 감염률은 약 16%로 추정하며, 그로
인한 유량감소는 약 6%로 보고되고 있다.

❙표 2-1❙ 냉각기 체세포수에 따른 유방염 감염률과 유량 감소와의 관계
냉각기 체세포수(개/ml)

분방 감염률 (%)

유량 감소율 (%)

200,000

6

0

500,000

16

6

1,000,000

32

18

1,500,000

48

29

나. 체세포수 측정법
1) 직접현미경법
우유 중 체세포수를 측정하기 위한 표준 검사 방법으로는 슬라이드에 우유를 직접
도말하고 염색하여 현미경으로 관찰하는 것이다. [그림 2-2]는 이러한 방법에 의하여
체세포를 관찰한 것으로 유방염에 감염된 경우에는 세균을 잡아서 죽이는 역할을
하는 발굽 모양의 호중구가 급격하게 증가하여 전체 체세포 중 95% 이상을 차지하며
전체적으로 우유 중의 체세포수 증가의 원인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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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 직접현미경법에 의해 염색된 원유 중 체세포의 형태

2) 씨엠티 검사(CMT, California Mastitis Test)
씨엠티 검사법은 우유 내에 있는 체세포의 DNA와 CMT 시약이 반응하여 생긴 응고물
이나 겔 형성 정도에 따라 판정하는 쉽고 단순하며 신속한 방법이다. 검사 방법은
[그림 2-3]에서와 같이 분방 위치대로 백색 반응판에 유즙을 짜 넣은 후 씨엠티 시약을
가하고 전후좌우로 돌리면서 응집 형태나 색깔을 보고 판정하는 것으로서 검사 결과는
음성, 의심, 양성으로 구분된다.

❙그림 2-3❙ 유방염 감염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씨엠티 검사 실시

이 검사법은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지만
판정에 숙련되기 위해서는 충분한 훈련이 필요하다. 판정 상태 및 그에 따른
체세포수는 [표 2-2]와 같으며, 월 2회 이상 정기적인 체세포수 검사를 통하여 농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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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방염 수준을 확인하고 이를 유방염을 해결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 검사법은 검사자의 숙련도에 따라 결과 해석이 다양하게 나올 수 있으므로
반복적인 검사를 통해서 눈에 익숙해질 때까지 지속적으로 훈련해야 한다.
❙표 2-2❙ CMT 판정과 체세포수
표시

반응도

판정상태

-

음성

±

체세포수(개/ml)
범위

평균

액상의 상태로 있으면서 응고물이 전혀 형성되지 않음

20만
미만

10만

흔적

약간의 응고물이 형성되며, 혼합액을 계속 흔들 때 응고물이
소실되는 경향이 있음

15
~50만

30만

+

약한
양성

명확한 응고물이 형성되나 겔 형성은 없으며,
계속 흔들면 응고물이 소실되는 경우가 간혹 있음

40
~150만

90만

++

명확한
양성

혼합 즉시 겔이 형성되어 중앙으로 모여 정점이 형성되나
중지하면 혼합액은 다시 수평으로 됨

80
~500만

270만

+++

강한
양성

전체가 겔 상태로 되어 중앙에 모여 회전을 중지하여도 여전히
그 상태를 유지하고 점조하며 응고물이 바닥에 부착되는
경향이 있음

500만
이상

810만

* 알카리성 우유(alkaline milk) : pH 7.0 이상으로 심자색을 나타낸다. 건유기가 가까웠거나, 염증으로
인한 비유 저하를 의미한다.
* 산성 우유(acid milk) : pH 5.2 이하로서 황색으로 변한다. 체세포수 증가로 유당이 분해되어 산성화가
되었음을 의미한다.
* 주의사항 : 신선하고 오염되지 않은 우유만을 사용해야 하며, 체세포는 착유 뒤쪽에 있는 우유에서
증가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첫 우유 시료를 사용하여 검사한다.

개체별 체세포수 검사 결과는 나중에 참고하기 위해 기록해 두어야 한다. 이 기록은
감염이 더 진행될 때까지 발견할 수 없는 준임상형 유방염을 찾아낼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 유즙 중에 체세포수가 높은 것은(20만개/ml 이상) 유방 내에
유방염이 어느 정도 이상이 있다는 것을 암시한다. 그러나 체세포수가 50만개/ml
이상인 젖소 중 실제로 유방염 원인균에 감염 되어 있는 개체는 60%에 불과하기
때문에 CMT 검사로는 치료 여부를 결정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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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동화장비
우유 중의 체세포를 에티디움 브로마이드(ethidium bromide) 등의 형광물질로 코팅
시킨 후 일정량을 디스크에 도포시켜 순간적으로 통과되는 체세포를 레이저 빔으로
측정하는 검사법으로서 장비의 종류로는 포소매틱(Fossomatic), 소마카운트
(Somacount), 소마스코프(Somascope) 등이 있다. 가장 신속하게 우유 중의 체세포
수를 측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 시간당 200개 이상의 시료를 측정할 수 있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세계 각국의 유방염 진단 연구소나 유업체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이 장비를 이용하여 목장의 집합유(bulk milk)와 젖소 개체별 우유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3 유방염 원인체 검사
유방염 감염 유무를 확인하기 위하여 실험실에서 수행하는 가장 대표적인 검사법은 유즙
에서 유방염 원인체를 검사하는 것이다. 이러한 검사는 목장의 유방염 발생 형태가 전염성
인지 아니면 환경성인지, 그러한 원인균이 어디서 무슨 원인 때문에 발생 되었는지를 확인
하는데 좋은 정보를 제공하여 유방염 예방 및 치료 대책에 도움을 줄 수 있다.
하지만, 정확한 검사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다. 즉, 오염된 시료는
잘못된 진단 결과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작업량 증가와 혼란 등으로 인하여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유방염 원인균을 우유에서 검출하기 위해서는 무균적으로
시료를 채취해야 한다. 특히 유방으로부터 우유 채취 시에 공기 중이나 젖소의 피부,
유두, 채취자의 손 등에 흔히 존재하고 있는 여러 가지 세균의 오염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
또한, 대부분의 유방염 원인균은 수일간 냉장 상태에서 또는 수 주일간 냉동상태에서
생존한다. 하지만 장기간의 냉장 및 냉동상태에서의 보관은 저온세균의 증식으로 인하여
검사 결과의 변화를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시료 채취 및 운반과정은 미생물의 특성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실행되어야 한다.

10

제3장 _ 유방염 원인체의 종류

제3장

|

유방염 원인체의 종류

1 유방염 원인체의 분류
젖소 유방염은 착유기, 착유자, 환경 등 여러 가지 요인 간의 복잡한 상호작용에 의해서
젖소 주변에 상존하는 세균, 곰팡이, 바이러스 등 다양한 미생물이 유두 내에 침투하여
유방에 염증을 일으키는 질병이다. 유방염을 일으키는 원인체는 감염 양상 및 발생 경로에
따라서 ①전염성 유방염, ②환경성 유방염, ③기회성 유방염 원인균으로 분류한다.
❙표 3-1❙ 전염성 및 환경성·기회성 유래의 유방염 원인균 비교
구 분

균종

전염성 원인균
◦
◦
◦
◦

Staphylococcus aureus
Streptococcus agalactiae
Corynebacterium bovis
Mycoplasma spp.

환경성·기회성 원인균
◦
◦
◦
◦

Coliforms

Streptococcus uberis
Coagulase-negative staphylocci

Acinetobacter baumannii

보균자

◦ 감염된 분방

◦ 젖소, 젖소의 주변환경

감염
매개체

◦ 착유과정, 착유자 손, 착유기,
유두 세척 수건

◦ 깔짚, 분변, 토양

감염시기

◦ 착유과정 (비유기)

◦ 비유기 또는 분만전후

계절

◦ 계절에 상관없음

◦ 여름철 다발

감염기간

◦ 30일 이상 (만성)

◦ 30일 이하 (60~70%)

발병형태

◦ 준임상형 > 임상형

◦ 임상형 > 준임상형

발생목장

◦ 냉각기 체세포수가 높고 착유시설이
비위생적인 목장

◦ 냉각기 내 체세포수 낮은 목장

방제대책

◦
◦
◦
◦
◦
◦

개체별
임상형
철저한
착유후
건유기
도태

수건사용
유방염의 조기 치료
착유기 관리
유두침지
항생제 주입

◦ 목장 주변의 환경정리 및 소독철저
◦ 분만전후 위생적인 사양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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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전염성 유방염 원인균
전염성 유방염 원인균은 젖소의 유선 내에서 생존하기 위하여 유선내 환경에 잘 적응
하며 주로 감염된 유두에 서식한다. 이들 균주는 유선에서 성장과 증식이 가능한
것으로 착유과정에서 간접적인 접촉에 의하여 소에서 소로 전파되는 세균을 지칭한다.
[표 3-1]에서와 같이 황색포도알균(Staphylococcus aureus), 무유성연쇄알균
(Streptococcus agalactiae), 마이코플라스마(Mycoplasma spp.) 등이 가장 대표적
이다. 이러한 균주들은 유선 내 환경에 잘 적응하여 주기적인 임상형 상태가 일어나기도
하지만 주로 만성형이나 준임상형인 경향이 있어 지속적으로 감염되어 재발하기 쉬워
높은 냉각기 내 체세포수를 나타낸다.

나. 환경성 유방염 원인균
환경성 유방염 원인균은 용어에서 시사하는 것처럼 주요 서식처는 젖소의 주변 환경
(우사 바닥, 분변, 토양)이며, 이들은 젖소에서 생존하기 위해 적응하지는 않고 일반적
으로 유방에 침입 후 증식하여 숙주의 면역반응을 유도한 다음 빠르게 소멸된다. 장내
세균류(Coliforms)와 환경성 연쇄알균(Streptococcus uberis)이 대표적이다.
이들은 착유시와 착유 간, 건유기 중 또는 암소의 초산 전 등 시기와 관계 없이
청결하지 못한 환경에 의해 빈번히 발생한다. 이들은 숙주 내에 생존하기 위한 적응
과정이 없기 때문에 주로 임상형 유방염의 증상을 나타내며, 유방에 감염되면 감염
즉시 증식하여 숙주의 면역반응을 유도한 후 빠르게 소멸 된다.
따라서 장내세균류 감염의 약 70~80%, 환경성 연쇄알균 감염의 약 50%가 임상증상을
나타내며, 환경성 병원체 감염의 60~70%가 30일 이하의 짧은 감염기간을 나타낸다.

다. 기회성 유방염 원인균
기회성 유방염 원인균은 젖소 유방 주위와 착유자의 손 등에 서식하고 있는 황색
포도알균을 제외한 포도알균(CNS; Coagulase negative staphylococcus)이 해당
된다. 이러한 세균들은 젖소의 유방 및 피부 등에 존재하는 정상 세균총과 목장 외부
환경에 존재하면서 영양불량 등에 의하여 젖소의 면역 상태가 저하되는 시기에 유선내
‘기회성 침입자’로서 작용하여 유방염을 일으킨다.
* Coagulase는 황색포도알균(S. aureus)에 존재하는 내열성 효소로서 황색포도알균과 이외의
포도알균을 감별하는데 사용한다. 포도알균 중에서 Coagulase에 양성을 보인 균종은
S. aureus 이외에 S. intermedius, S. hyicus 등이 있지만, Coagulase 음성 포도알균이라
함은 보통 황색포도알균 이외의 포도알균(CNS)을 지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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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CNS는 사양관리가 잘되는 목장에서 채취한 우유시료에서 가장 흔히 분리된다
[표 3-2]. 분방의 10~15% 정도는 이 균에 의해서 항상 발생하지만 이들 감염의
일부는 유두관 감염이다. CNS 감염률이 높다면 유두침지가 부적절하거나 비효과적
살균제로 착유 후 유두소독을 실시하고 있는지를 먼저 점검해야 한다.
전형적인 CNS 감염은 준임상형이며, 체세포수는 비감염 유선 보다 2~3배 정도가
높다. CNS 감염의 약 10%는 체세포수가 50만개/ml 이상이며, CNS 감염의
10%에서 임상형 유방염이 발병된다. 초산우가 경산우보다 감염률이 높으며,
분만 시에 발병 가능성이 높다. 효과적인 착유후 살균제로 유두침지 소독 실시로
비유기 첫 주 또는 2주 이상에서 신속하게 CNS 감염을 줄일 수 있으며, 비유초기
CNS 발생을 감소시키려면 유두관이 감염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
❙표 3-2❙ 기회성 및 환경성 유방염 원인균의 특성
원인균

특성
1. 젖소의 유방 및 피부 등에 존재하는 정상 세균총으로 면역 저하 시
유선에 기회적으로 감염되며, 사양관리가 잘 되는 농가에서 주로 발병

CNS
(기회성)

2. 대부분 준임상형 유방염(10% 임상형) 형태로서 체세포수는 대부분 50만개/ml 미만이며,
10% 정도가 50만개/ml 이상을 나타냄
3. 분만 시, 초산우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발병률을 보임
4. 착유 후 유두침지 및 건유 연고제 주입 효과적

1. 분변, 오염된 물, 오염된 우사 바닥 깔짚에서 증식하고 서식하다가
젖소 체표면에 오염되어 착유 전후에 유방 내에 침투
장내세균
(환경성)

2. 감염부위가 유선 분비 세포 표면이며, 젖소의 체내 면역반응에 의한
자연적인 치료율이 높아 감염 기간이 짧음
3. 최근 미국과 유럽에서 40%의 임상형 유방염이 그람음성균에 의해 발생
4. 치료율은 치료 시기 및 방법에 의해서 다양하게 나타남

효과적인 살균제로 착유 후 유두를 철저히 소독하고 비유기 마지막 착유 후 건유기
약제에 의한 모든 분방을 치료함으로써 CNS 감염관리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착유 시 청결과 유두 건조는 유두 표면에서 세균이 집합유 냉각기 오염을 감소시킨다.
건유우 치료는 CNS 감염을 90% 정도 치료할 수 있지만 신감염은 유두 피부 세균총이
지속적으로 상존하므로 건유시기에 발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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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방염 주요 원인체의 특징
유방염 원인균 검사를 실시하여 목장의 유방염 발생 형태가 전염성인지 아니면 환경성
유방염인지, 그러한 원인균이 어디서 무슨 원인 때문에 발생되었는지를 분석한 뒤
적절하게 사양관리를 실시하는 것은 유방염 문제 해결의 귀중한 자료가 되어 유방염 예방
및 치료대책에 매우 중요한 도움을 줄 수 있다.

가. 황색포도알균
황색포도알균의 일차적인 서식처는 감염된 유방이다. 이 균은 유두공, 유두관 그리고
상처 또는 거친 상피세포(터진 곳, 얼은 곳, 딱지진 곳, 사마귀, 병소)에 쉽게 집락을
형성하지만 건강한 피부에서는 쉽게 집락을 형성하지 못한다. 또한, 이 균은 전염성
병원균으로 착유 동안 감염된 유선에서 감염되지 않은 유선과 유두로 전파된다.
황색포도알균의 관리 방법 핵심은 [표 3-3]에서와 같이 유두소독과 건유우 치료이다.
목장 내 유방의 1% 이내로 황색포도알균 감염을 감소시키기 위한 대책으로는 감염우
확인 및 격리, 엄격한 착유위생, 효과적인 치료와 도태이다.
효과적인 살균에 의한 착유후 유두소독과 건유기 항생제 치료는 전염성 병원균의
일차적인 관리방법이다. 또한, 이 균에 감염된 소의 확인과 격리, 그리고 비유기 소의
맨 마지막 착유는 비감염우에 노출을 감소시킬 수 있다. 만성 감염우의 도태는
황색포도알균 감염의 발생을 줄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다.

나. 환경성 연쇄알균과 장알균
환경성 연쇄알균과 장알균은 목장 주변 외부 환경과 젖소의 유방, 피부, 입술,
생식기에서 분리되며, 건유기 동안 소에서 새롭게 감염되는 일반적인 균이다. 또한
비유 초기 동안 임상형 유방염 소에서 자주 분리된다. 이 균의 기본 예방과 관리
방법으로는 착유시 효과적인 위생처리 방법과 착유 전 유두소독이다. 기타 권장관리
방법은 착유 후 유두소독, 건유우 항생제 치료, 청결하고 건조한 환경유지 등이 있다.
건유우 항생제 치료는 건유 초기 동안 이 균 감염 예방에 효과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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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 주요 유방염 원인균의 특징과 관리방법
구분

원인균

서식 장소

특징

관리 방법

황색포도알균

전
염
성

감염된 유즙
상처난 유두
착유기
세척수건
착유자의 손

무유성연쇄알균

감염된 유즙

전염성 높음
치료율 높음

원
인
균

감염우 격리
개체별 세척수건 사용
착유 후 유두침지소독
건유기 치료

코리네박테리움

피부, 유두관

주로 잠재성 유방염

착유 후 침지소독
건유기 치료

마이코플라스마

감염우의 분변
호흡기, 눈

산유량 감소

감염우 격리, 도태
철저한 착유위생

장내세균

분, 톱밥

급성 유방염
자연 치유도 많음

청결하고 건조한 깔짚
착유 전 침지소독

환경성연쇄알균
장알균

볏짚
유두 피부

잠재성, 만성, 임상형 유방염,
건유후기에 주로 발병

건유기 치료
착유 전 침지소독

유즙, 피부, 유두관

잠재성 유방염
체세포 증가

건유기 치료
착유 전후 침지소독

임상형 유방염
치료율 낮음
산유량 감소

감염 분방 폐쇄
도태

환
경
성
·
기
회
성
원
인
균

포도알균(CNS)
녹농균

불량한 착유기
오염된 침지액

효모상 진균

사일리지, 볏짚

주로 잠재성 유방염
유선내 미세 협착형성
치료율 낮음

감염우 격리
개체별 세척수건 사용
착유 후 유두침지 소독
건유기 치료, 도태

임상형 유방염
치료에 장기간 소요

다. 장내세균(Enterobacteriaceae)
대장균과 같은 장내세균은 일반적으로 우사 바닥 깔집, 분변, 흙과 식물에서 발견된다.
주로 건유 전후와 분만 전후에 유방염을 발생시키고 점차 감소되며, 덥고 습한 기후에
감염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최근의 연구자료에 의하면 우사 바닥 깔짚 중
장내세균이 100만개/g 이상으로 존재할 경우에 장내세균으로 인한 유방염 발생
비율이 높아지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장내세균성 유방염은 체세포수가 15만개/ml 이하로 사양관리가 잘 되고 있는
목장에서 비유 초기에 내독소에 의한 심한 임상형 유방염을 일으켜 비정상 우유와
감염 분방의 종창을 나타낸다. 그러나 비유기에 그람 음성 세균 감염의 약 10%는
심급성 임상형 유방염을 일으켜, 감염된 소는 전해질 치료와 감염 분방에서 우유의
빈번한 착유가 포함된 추가적인 전신적 항생제 치료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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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방염 원인균 검사를 실시하여 목장의 유방염 발생 형태가 전염성인지 환경성인지,
어디서 유래한 세균인지를 분석한 뒤 적절하게 사양관리를 실시하는 것은 유방염 문제
해결의 귀중한 자료가 되어 유방염 예방 및 치료대책에 매우 중요한 도움을 줄 수 있다.
여기서는 전염성 유방염의 대표균주인 황색포도알균과 환경성 유방염의 대표균주인
장내세균과 간헐적으로 목장에서 문제되는 곰팡이성 유방염의 관리요령에 대해서
언급하고자 한다.

1 황색포도알균성 유방염
황색포도알균은 전세계적으로 전염성 유방염 원인균 중 가장 문제가 되는 것으로 만성형
또는 재발형의 중요한 준임상형 유방염 원인체이다. 황색포도알균에 의한 유방염 피해를
없애기 위하여 다양한 노력이 시도되고 있으나 문제 해결에 어려움이 있다. 이는
황색포도알균 감염 분방은 대부분 잠재성을 나타내어 감염우 개체를 확인하기가 어렵고,
황색포도알균이 존재하고 있는 부위가 다양하며, 여러 가지 항생제에 내성을 나타내어
치료율이 낮기 때문이다.

1) 황색포도알균은 농장의 어디에서 발견될 수 있는가?
만성으로 감염된 착유우와 초임우는 같은 우군에서 새로운 황색포도알균 감염을 유발
하는 주요 인자이다. 초임우의 유방, 유두의 피부, 주둥이, 생식기 주변부의 체조직
부위가 다른 초임우에게 황색포도알균을 전파시킬 수 있는 주요 요인이 될 수 있다.
황색포도알균의 또다른 인자로는 바이러스 감염에 의한 유두의 손상과 착유자의
손이다. 또한, 화학적인 자극, 갈라진 유두, 동상, 벌레 물린 곳, 착유기에 의한 자극,
우유를 짜기 위한 물리적인 자극 등이 있으며, 이러한 것들은 황색포도알균의 감염을
증가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된다.
2) 황색포도알균은 어떤 유방염 문제를 유발하는가?
황색포도알균 균체로부터 생성된 독소는 젖소로 하여금 대부분 잠재성의 준임상형
유방염을 일으키지만 때로 젖소를 폐사에 이르는 임상형 또는 괴저성의 유방염까지
매우 다양한 증상을 유발한다. 일단, 황색포도알균 균체가 유선으로 침투하여 유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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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비기관과 배출 기관의 심부조직까지 깊숙이 침입하게 된다. 이렇게 침입한 황색
포도알균은 독소를 분비하여 유선 내 조직세포에 손상을 주어 미세화농을 형성하거나
유선조직 내의 면역체계를 혼란시켜 항체가 병원균과 싸우거나 근절시키는 것을
어렵게 한다.

3) 황색포도알균은 다른 젖소로 어떻게 전파되는가?
황색포도알균에 감염된 젖소의 유방은 외관상으로 건강하고 정상적으로 보이지만
균을 전파하는 보균자가 되어 착유 시에 착유 수건, 착유자의 손, 오염된 유두컵,
라이너를 통하여 감염되지 않은 소의 유방으로 전파된다.
4) 우군 내 황색포도알균 감염은 어느 정도 전파되며, 어떤 증상들이 나타나는가?
목장에서 비유기 젖소의 40~50% 이상의 비율로 개체별 2개 이상의 분방에서 황색
포도알균에 감염되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다. 적어도 한번 감염되었던 소들은
재 감염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다음과 같은 증상이 존재하면 황색포도알균에 감염
되었음을 시사한다. ① 비유기 치료율이 25% 이하를 나타내는 만성형의 유방염을
가지고 있는 소들이 여러 마리 있다. ② 황색포도알균에 의한 유방염 임상증상이 착유
우나 분만전 초임우를 포함하여 어느 경우에나 나타날 수 있다. ③ 냉각기 집합유
체세포수가 30~80만개/ml 수준이며, 대부분의 젖소가 임상형 유방염 증상 없이
여러 번 검사에서 체세포수 50만개/ml 이상을 나타내며, 우군 내에 황색포도알균에
감염된 젖소의 20% 이하가 체세포수 150만개/ml 이상을 나타낸다. ④ 아무런 임상
증상 없이 비유기간 동안 유방이 말라버린다.

5) 위의 증상이 있는 우군에서 조치할 수 있는 사항은 무엇인가?
우선, 고위험도의 젖소를 검색해서 현재 황색포도알균이 존재하는지를 확인한다.
우군 중 15%의 우유 시료를 무작위로 선발하여 무균적으로 채취하거나, 체세포수가
40만개/ml 이상의 젖소에서 우유 시료를 채취한다. 채취된 시료는 실험실에 의뢰
하여 유방염 원인균 검사를 실시한다.
6) 유방염 원인균 검사 결과에서 어떤 결론을 얻을 수 있는가?
분방별 유방염 원인균 배양검사에서 50% 이상이 황색포도알균에 감염되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면 우군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의미하며, 황색포도알균 감염 관리
권장기준은 일반적으로 우군 내 5% 이하이어야 한다. 분방별 유방염 원인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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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양검사에서 음성으로 판정되었으나 체세포수가 40만개/ml이 넘는 젖소는 2~4주
후에 황색포도알균 재검사를 받아야 하며, 체세포수 20만개/ml 이상일 경우에는
유방염 원인균이 규명될 때까지 매달 유방염 원인균 검사를 하여야 한다.
7) 황색포도알균 감염이 높게 나타나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은?
황색포도알균의 감염 사실이 확인되면 장기적인 유방염 관리 프로그램을 계획하여
시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프로그램의 적용 시 젖소 한마리의 황색포도알균
감염이 나머지 젖소들에게 감염될 수 있다는 사실을 항상 염두에 두고 목장에서는
다음과 같은 세가지의 즉각적인 관리대책이 필요하다.
첫째. 임상형 또는 준임상형 유방염을 나타내는 만성형의 감염우를 도태한다.
도태의 기준은 대체우 여건, 농장의 현금 흐름도, 냉각기 집합유 체세포수, 젖소의
우유 생산 능력 등에 따라서 결정되지만 아래와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는 젖소를
우선 도태한다.
① 최저의 우유 생산량을 보이고, 1산 이상의 만성형 임상형 유방염 감염우
② 2산 이상으로 매월 체세포수 검사 결과가 40만개/ml 이상인 소
③ 임상형 또는 준임상형 유방염 증상을 나타내면서 3회 이상 비유기 유방염 치료에
효과가 없는 소
④ 1개 이상의 분방에서 황색포도알균이 세번 분리된 경우
둘째. 착유시에 감염된 젖소와 비감염된 젖소와의 격리를 실시한다.
체세포수가 20만개/ml 이상이고 황색포도알균에 감염된 젖소와 비유기간 유방염
치료를 받은 젖소는 모두 격리 대상이 된다. 착유기간 동안 감염우 및 비감염우를
분리하기 위한 두가지 방법이 있다.
① 황색포도알균 감염우와 격리를 위해 우군 분리를 실시하고 감염우를 맨 마지막에
착유한다.
② 착유시 모든 착유우 소독 세척을 실시한다. 즉, 유두컵 라이너 표면의 황색포도알균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착유소독 세척주기 동안 25ppm의 요오드 농도를 유지하여야
하며, 착유 소독 세척으로 전달되는 요오드의 농도를 매일매일 점검해야 한다.
셋째. 2가지 방법 이외에 다음과 같은 관리내용에 대하여 충실하게 수행한다.
① 건유 기간의 감염 시, 분만 80일전의 임신 젖소에게 상용화 된 건유기용 유방염
연고제를 이용하여 유방염 감염 유무와 관계없이 4개 분방 모두에 주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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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황색포도알균 관리 프로그램이 실행되기 전까지 즉, 감염된 소가 파악되고
관리되기 전까지 착유우나 초임우의 구입 계획을 연기한다.
③ 모든 착유우의 우유로부터 유방염 원인균 배양검사를 하거나 체세포수로 비감염을
입증하기 전까지는 격리해야 한다.
④ 감염되지 않은 초임우를 맨 먼저 착유한다.
⑤ 착유 시설 장비를 모두 점검하고(진공펌프, 진공조절기, 라인 크기, 진공압,
진공기능 등), 1,000회 이상 착유를 실시한 라이너는 폐기한다.
⑥ 착유자에게 착유 원리에 대해서 교육한다.
⑦ 황색포도알균 감염 예방을 위하여 10%의 글리세린 또는 동등한 연화제가 함유된
1%의 요오드로 착유 전후에 유두침지 또는 분무 소독을 실시한다.
⑧ 건유 전까지는 매일 2~3번 착유가 이루어져야 한다. 착유를 거르면 준임상형
유방염이 임상형 유방염으로 반전할 수 있다.
⑨ 축사 환경을 향상시켜 유두에 상처를 줄 만한 잠재적인 요소를 제거한다.
⑩ 착유 시에 일회용 착유 장갑을 착용하고 자주 소독해 준다.
8) 황색포도알균에 감염된 젖소의 치료법은?
황색포도알균에 감염된 착유우를 치료하기 위해서는 5~6일 정도의 우유를 폐기해야
하므로 경제적 손실이 매우 크며, 비유기 치료율은 20% 정도이다. 치료 기간을 10일
이상으로 올리면 치료율은 54%(치료범위 : 26~92%)정도로 향상 될 수 있지만
치료비용은 더욱 상승한다. 또한, 유선 내 연고제 주입과 항생제 주사를 병행하면
치료율이 약 30% 정도로 향상되지만 납유가능 기간은 길어진다. 이와 같이 고가의
치료비용과 낮은 치료율에 비교하면 준임상형 황색포도알균 감염이 효과적이라고
말할 수 없다. 치료에 실패할 경우에는 황색포도알균 감염우에 치료를 실시한 것에
대하여 후회하게 된다.
따라서 황색포도알균의 예방과 관리 프로그램이 그 어느 치료법보다 효과적이다.
현재까지 알려진 황색포도알균 감염우의 비유기 치료율이 낮은 이유는 다음과 같은
요인 때문이다.
① 황색포도알균이 젖소 유선조직에 미세 화농을 형성하여 항생물질이 감염부위에
쉽게 도달하지 못한다.
② 황색포도알균이 페니실린과 같은 항생제에 노출될 경우 베타락탐 계열의 항생제에
내성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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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황색포도알균이 백혈구의 식세포 작용에 의해 백혈구 내로 끌려 들어갈 경우
항생제에 노출되지 않고 백혈구의 탐식작용에도 저항을 한 후 백혈구가 수명을
다하고 파괴되면 밖으로 빠져 나와 다시 유선을 감염시킨다.
9) 황색포도알균 예방약 사용이 도움이 될까?
황색포도알균성 유방염에 대한 예방약 개발이 많은 국가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현재
국내외적으로 황색포도알균 균체를 이용한 예방약이 시판되고 있으며, 이들은
초임우의 분만 후에 일시적으로 괴저성 유방염의 발병을 줄이는 등 황색포도알균
감염 예방에 도움을 줄 수 있으나 감염을 완전히 예방할 수는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황색포도알균은 다양한 효소와 독소를 생산함으로써 유선 내 면역반응을 피하여 유선
조직의 손상을 초래한다. 이에 병원균의 감염을 쉽게 하고 유방 내 약물주입에 저항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때문에 치료율이 매우 낮다. 이와같이 황색포도알균에 의한
유방염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예방이 최선이며, 이를 위해서는 유두로
병원균이 접근하는 것을 방지해야 하며, 유방염 감염우에 대해서는 정확한 진단을
통해 감염 유무를 주기적으로 파악하여야 하며, 감염이 확인되면 앞에서 언급한
유방염 관리 프로그램을 적용하여 목장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

2 환경성 연쇄알균성 유방염
무유성 연쇄알균의 주요 서식 장소는 감염된 유즙이며, 이러한 감염원이 착유자의 손,
세척수건, 라이너 등을 통하여 착유시에 감염되지 않은 소에 전파되어 주로 준임상형
유방염을 일으킨다. 페니실린 등의 항생제에 의한 비유기 치료율이 높고, 건유기 치료,
유두침지 소독, 위생적인 착유위생 등의 유방염 관리 프로그램을 적용할 경우에는
효율적으로 제거할 수 있기 때문에 국내에서 이 균에 의한 유방염 발생은 많지 않다.
최근에는 목장의 유방염 관리를 위한 방제프로그램의 도입과 우사 바닥에 톱밥, 왕겨
등의 깔짚을 사용하는 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Streptococcus uberis, Streptococcus

bovis 등의 환경성 연쇄알균에 의한 유방염 발생은 상대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환경성
연쇄알균에 의한 유방염 감염 시 40~50% 정도가 임상형 유방염을 나타내어 목장에 큰
경제적 손실을 주고 있다. 환경성 연쇄알균의 특징과 관리 방법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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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환경성 연쇄알균의 서식장소는?
환경성 연쇄알균은 젖소가 활동하는 우사 환경과 젖소 유두, 피부, 생식기에 주로
서식한다.
2) 환경성 연쇄알균성 유방염의 발병기전은?
대부분의 환경성 연쇄알균은 유선에서 독립적으로 생존할 수 없으며, 착유전후
환경성 연쇄알균이 심하게 오염되어 있는 환경 부위에 젖소 유두의 끝이 접촉한
상태에서 착유시 잘못된 착유 방법과 적절하지 못한 착유기 사용으로 인하여 유방
내에 침투하여 유방염을 일으킨다. 환경 유래 유방염 원인체 중 장내세균은 우사
바닥에 톱밥을 깐 농장에서 발생률이 높게 나타나지만, 연쇄알균은 우사 바닥에
왕겨를 깐 농장에서 발생률이 높다. 환경성 연쇄알균성 유방염 발병 가능성이 높은
목장은 다음과 같다.
① 젖소가 과밀 사육되고 있는 목장
② 환기 상태가 좋지 못한 목장
③ 우사 바닥 상태가 청결하지 못한 목장
④ 최근에 소를 구입한 목장
⑤ 소가 활동하는 운동장이 진흙 투성이인 목장
⑥ 전반적으로 위생 및 청결 상태가 불량한 목장

3) 환경성 연쇄알균성 유방염의 감염경로와 발병 특징은?
황색포도알균과 무유성연쇄알균과 같은 전염성 유방염 발병율이 낮은 목장에서
환경성 연쇄알균에 의한 유방염이 주로 문제가 되며, 개체별 발병율은 20~40%
수준이다. 우군 상황에 의해서 목장별 발생률은 약간의 차이가 있으나 주로 초임우
또는 건유우의 분만전후 시기에 문제가 되며, 대부분은 분만 후 1~3주 이내에
사라지게 된다. 하지만 만성형으로 장기간 감염을 나타내는 경우도 있다.
환경성 연쇄알균에 의한 유방염에 감염된 젖소는 중증의 준임상형 유방염에서부터
생명에 위험을 줄 정도의 임상형 유방염까지 다양하다. 유방염 발생 양상은 기후와
사육 환경에 의해서 영향을 받으며, 감염우의 50% 정도는 임상형 유방염 증상을
나타낸다. 임상형 유방염 발병우의 대부분은 분만 후 60일 이내의 비유초기 소이며,
일반적으로 감염우의 60% 정도는 감염 기간이 30일 이내를 나타내지만 100일 또는
그 이상 지속되는 경우도 있다.
또한, 환경성 연쇄알균성 유방염의 대부분은 건유기 초기 또는 말기에 발생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요인으로는 건유기 항생제 치료 시에 항생제 약효 지속 기간이
14~21일 정도 되므로 건유 초기의 유방염 신감염은 최소화할 수 있지만 건유 말기의
유방염 예방에는 도움이 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개체별로는 나이가 많을수록 환경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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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쇄알균성 건유기 유방염 발생 비율이 6~7배 정도 높으며, 외부 습도가 높을 때
발생하는 경향이 있다.
4) 환경성 연쇄알균성 유방염으로 문제되는 우군의 특징적인 증상은?
① 건유기 항생제 치료에도 불구하고 분만 후 30~60일에 임상형 유방염 발생이 많다.
② 건유기 항생제 치료가 시작되기 직전의 건유 초기의 많은 젖소에서 임상형 유방염
발생이 있다.
③ 환경성 연쇄알균성 유방염의 50~70%가 건유기 마지막 20일에 발생하기 때문에
초산우에서 분만 후 곧 바로 임상형 유방염 발생이 많다.
④ 분만 후 30~60일의 착유우 뒷 분방에서 임상형 또는 준임상형 유방염 발생 비율이
많으며, 동시에 자궁 감염을 나타낸다.
⑤ 분만 후 200일 이상의 비유말기의 소에서 심한 임상형의 유방염 증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체세포수가 상당히 높다.
⑥ 수년간의 좋은 착유 위생, 유두침지 소독 및 건유기 항생제 치료와 같은 유방염
관리 프로그램의 적용에도 불구하고 임상형 유방염 발생이 증가한다.
⑦ 감염된 분방의 대부분이 감염 2~3주 이내에 치료가 되므로 첫 분만한 초산우의
한 개 분방에서 체세포수가 500만개/ml 이상을 나타낸다.
5) 환경성 연쇄알균성 유방염의 확인을 위한 검사방법은?
환경성 연쇄알균성 유방염의 확인을 위한 방법은 ① 전체 소의 15%에 해당되는 분방
우유, ② 체세포수 20만개/ml 이상인 소의 우유, ③ 유방염 임상증상을 나타내는
모든 소의 우유, ④ 분만 후 1주일 이내의 모든 소의 우유 중 한가지 방법을 선택하여
무균적으로 우유 시료를 채취하여 유방염 원인균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6) 목장에서 취할 수 있는 사양관리 방법은?
건유우, 분만에 가까운 건유우 및 초임우, 분만 전후의 분만우 및 초산우, 그리고
최근 외부로부터 구입한 소는 환경성 연쇄알균성 유방염 발병 위험이 높다. 그러므로
이들 소가 활동하고 있는 우사의 주변 환경은 특별 관리하여 가능한 건조하고 위생
상태가 양호하게 유지되어야 한다. 또한, 이들 환경성 연쇄알균이 주로 서식하는 톱밥
우사 바닥이 오염되었을 경우에는 신속하게 제거하고 왕겨 등으로 교체 해주어야
한다. 또한, 착유직후 1시간 정도는 유두괄약근이 열려져 있어 유방염 원인균이
침입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므로 착유가 완료된 뒤에는 사료를 공급하여 소가 일정
기간 동안 서서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유방염 예방에 도움을 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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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환경성 연쇄알균성 유방염 치료방법은?
환경성 연쇄알균에 의한 비유기 준임상형 유방염에 대한 항생제 치료율은 50%
미만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비유기 항생제 치료는 권장되지 않는다. 하지만 임상형
유방염의 경우에는 분방별 또는 개체별 치료가 필요하며, 항생제는 균별로 약제에
대한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실험실에서 약제 감수성 검사에 의하여 전문
수의사와 상의하에 체계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치료 성공여부는 치료후 21일 경
CMT 또는 체세포수 검사에 의하여 판정할 수 있다.
또한, 초임우의 분만 전 환경성 연쇄알균으로 인한 유방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분만 전 7일과 14일에 유방 내 항생제 주입은 환경성 연쇄알균 감염을 제거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러한 소들 중 대사장애가 있는 소의 경우에는 비유 3~4일
이후에도 항생제가 우유 중에 잔류할 수 있으므로 항생제 잔류검사 후에 납유를
실시해야 한다.
8) 환경성 연쇄알균성 유방염 발생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착유 방법은?
환경성 연쇄알균성 유방염은 주로 착유 전후에 일어나지만 착유 시에도 문제가 될
수 있다. 따라서, 환경성 연쇄알균성 유방염 발생을 줄이기 위하여 가능한 착유과정
중 유방 세척에 사용되는 물의 양은 제한해서 사용하고, 유방 세척 후에는 마른 수건을
사용하여 유방이 건조되도록 한다. 또한, 유두 손상에 의한 환경성 연쇄알균의 침입을
예방하기 위하여 착유압과 맥동기 상태가 적절하게 된 상태에서 착유해야 하며,
라이너 수명이 다한 것은 사용을 중지해야 한다. 또한, 착유 끝 무렵에 라이너의
미끄러짐 현상에 의하여 유선 내 세균의 침투가 용이하지 않도록 관리되어야 한다.
9) 환경성 연쇄알균성 유방염 발생을 줄이거나 예방하기 위하여 목장에서 할 수 있는
사양관리 방법은?
환경성 연쇄알균을 목장에서 완전히 제거할 수는 없다. 하지만 목장에서 다음과 같은
장기적인 유방염 관리 프로그램을 실시하면 환경성 연쇄알균성 유방염 발생을
줄이거나 예방할 수 있다.
① 후리스톨 우사에서 환경성 연쇄알균의 오염원을 제거하기 위하여 착유우, 분만우,
건유우가 사육되고 있는 우사 바닥 깔짚을 교체한다. 특히, 분만사는 분만 후
청결하게 유지 되어져야 한다.
② 우사에 소가 과밀하게 사육되지 않도록 우군 규모를 재편성한다.
③ 젖소 체내에 비타민과 셀레늄이 부족할 경우에 세균에 대한 유선의 방어기전이
저하되어 유방염 발생이 증가할 수 있다. 그러므로 모든 착유우를 포함하여 건유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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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초임우의 영양소 요구량에 기초하여 비타민 2,000 IU, 셀레늄 6 mg, 아연,
구리 등과 같은 광물질이 적절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사료 영양 관리를 실시한다.
④ 환경 스트레스의 예방을 위하여 환기가 잘 되고 햇빛이 잘 비출 수 있도록 우사
환경을 제공한다.
⑤ 착유 전 후 소독제에 의한 유두소독은 환경성 연쇄알균성 유방염 예방에 효과적이다.

3 장내세균성 유방염
유방염을 일으키는 원인체와 관련 요인이 다양하기 때문에 특정 원인체에 대한 예방약
사용, 위생적인 착유 과정 등의 특정한 한가지 방법만으로는 유방염 예방 및 치료가
어렵다. 따라서 전세계적으로 유방염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하여 “올바른 착유기 사용,
착유 후 유두침지 또는 분무소독 실시, 임상형 유방염의 적극적인 치료, 건유기 항생제
치료, 만성 감염우의 적극적인 도태와 같은 “유방염 5대 관리프로그램”을 적용하였으며,
그 결과 유방염 발병율이 크게 감소되어 체세포수가 획기적으로 개선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유방염 5대 관리프로그램”의 적용은 황색포도알균, 무유성 연쇄알균과
같은 전염성 유방염 원인체의 근절에 절대적인 도움을 주었다. 하지만, 냉각기 내 체세포
수가 20만개/ml 미만의 사양관리가 잘 된 목장에서 장내세균이나 환경성 연쇄알균과
같은 환경성 유방염 원인체에 의한 유방염 발생이 점차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으며, 이들은
주로 임상형 유방염을 일으켜 목장에 경제적 피해를 주고 있다. 실제적으로 영국 내 목장에
서 발생하는 임상형 유방염의 약 2/3가 환경성 원인균에 의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최근 국내 유방염 원인균의 분포율 조사 결과, 유방염 원인균 중 장내세균과 환경성 유방염
원인균의 분리율이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1) 장내세균성 유방염 원인체는 농장의 어디에서 발견되는가?
장내세균성 유방염 원인체는 용어에서 쉽게 알 수 있는 것처럼 젖소의 소화기와 토양
중에 서식하는 그람 음성 간균으로 대표적인 균주로는 대장균이 있다. 이러한 균들은
분변, 오염된 물, 더럽고 오염된 우사 바닥 깔짚에서 증식하고 서식한다.
2) 장내세균성 유방염은 언제 발생하는가?
체세포수가 15만개/ml 이하이며 유방 내에 다른 유방염 원인체가 존재하지 않는
소에서 장내세균성 유방염 발병 가능성이 높다. 이는 다른 전염성 유방염 원인체와는
다르게 착유시 감염된 소에서 감염되지 않은 건강한 소에게로의 전파가 이루어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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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고, 착유 전후에 장내세균성 유방염 원인체가 오염되어 있는 환경 부위에 젖소
유두의 끝이 접촉한 뒤에 유두괄약근을 통하여 유방 내에 침투하여 유방염을
일으킨다.
3) 장내세균성 유방염의 발병기전은?
장내세균이 유선에 들어가면 이 균들은 신속하게 증식하거나 수일 동안 잠복상태로
존재한다. 이 균들은 증식할 때 내독소(endotoxins)를 생성하며, 생성된 독소들은
체내 백혈구에 의하여 세균이 파괴 될 때 혈류로 방출된다. 이러한 독소들에 의해
영향을 받은 소들은 수 시간 이내에 체온상승, 식욕결핍, 체중감소, 비정상적인 유즙
생산, 우유 생산량 감소의 임상증상을 나타낸다.
4) 어떤 소들이 장내세균성 유방염에 가장 잘 감염되는가?
장내세균에 의한 임상형 유방염을 나타내는 소들의 대부분이 분만전후와 비유 초기에
영양 불균형에 의한 스트레스가 증가되는 시기인 착유 60일 이내이며, 가장 심한
급성형의 임상형 유방염을 나타내는 소는 나이가 많고 우유 생산 능력이 좋은
고능력우다. 이 소들의 60~70%가 건유 마지막 또는 분만 시에 실질적으로 감염이
시작된 후 어떤 소들은 비유초기에 자발적으로 치료가 되지만 다른 소들은 수 일
또는 수 주간 준임상형 감염 상태로 존재하다가 임상형으로 진행된다. 또한,
비유시기와 관계없이 계절적으로 따뜻하고 비가 잦은 여름철에 유방염 발생 확률이
높으며, 외부 환경 변화가 심한 늦가을이나 초겨울, 봄철의 환기 상태가 불량한
농장에서 장내세균성 유방염 신감염 비율이 증가한다. 특히, 우사 및 운동장이 분변
등으로 오염된 환경에서 사육되고 있는 착유우와 건유우에서의 장내세균성 유방염
발생 비율이 높다.

적자색 변색

1~2주후 궤사부

❙그림 4-1❙ 대장균에 의한 급성형의 괴사성 유방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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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장내세균성 유방염의 발생 비율은?
대부분의 장내세균성 유방염은 [그림 4-1]에서와 같이 급성형의 임상형 유방염을
나타낸다. 하지만 일부 농장에서는 1주일에서 1개월 사이에 착유우의 10~15%
정도가 감염될 수 있다. 장내세균성 유방염의 임상증상은 포도알균 또는 연쇄알균에
의한 유방염 증상과 비슷하다. 즉, 외견상 정상적으로 보이며, 비정상적인 우유 또는
수양성의 우유를 생산한다. 이러한 장내세균성 급성형의 임상형 유방염 발생 비율이
높더라도 농가당 분방별 장내세균성 유방염 감염 비율은 전체의 5% 이하이며,
일반적으로 한 개 분방에서만 임상증상을 나타낸다.
6) 장내세균성 유방염 발병 양상은 어떠한가?
장내세균에 의해서 발병되는 유방염의 양상은 정상적인 우유 생산의 회복에서부터
폐사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하다. 감염 회복의 정도는 임상형 유방염에 감염된 소에
대하여 얼마나 신속한 치료가 이루어지느냐에 달려 있다.
일반적으로 장내세균성 유방염 발병우의 50% 정도는 생존하지만 비유기간 동안
감염된 분방으로부터 생성되는 유량은 정상 이하이다. 또한, 감염으로부터 생존한
일부 소들 중 식욕감소나 체중감소 같은 특징적인 임상증상을 나타내는 경우에는
경제성 문제로 인하여 도태된다.
또한, 장내세균성 임상형 유방염 발병우의 10% 정도는 임상 증상이 나타난 후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1~2일 이내에 폐사되며, 나머지 40% 정도는 빨리
회복되어 정상적으로 우유를 생산한다. 장내세균에 의한 만성형의 유방염 발병은
거의 없다.
7) 장내세균성 유방염에 감염된 소의 임상증상은?
일반적으로 장내세균성 유방염에 심하게 감염된 소의 전형적인 임상증상은 제1위
기능장애에 의한 갑작스런 사료 섭취 중단이다. 하지만 어떤 소는 장내세균 감염
후 수시간 이내에 먹을 수는 있지만 기립불능 상태를 나타낸다. 이때 감염된 분방에서
분비되는 유즙은 수양성 또는 점액성을 나타내며, 체온은 상승하고, 유방은 부어
있으며, 통증을 느끼고, 때때로 노란색의 끈적한 유즙을 분비한다. 이러한 상태에
있는 소들은 허약하고 탈수 상태가 계속되어 정상 체온 이하를 나타내며, 감염된
소의 혈중 칼슘 수준이 감소되어 저칼슘증(유열)의 증상을 나타내기도 한다.
8) 장내세균성 유방염의 치료방법은?
장내세균성 유방염의 대부분은 수액요법, 광범위 항생제 주사 및 유방내주입,
아스피린, 칼슘제, 항히스타민제제와 같은 약물을 이용한 즉각적인 치료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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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차적으로 혈중 독소를 희석하고 젖소 체액을 정상적인 상태로 되돌리는 산성증
(acidosis)에 대한 치료를 위하여 대량의 생리식염수를 정맥주사해야 한다. 처음
1~2시간 내에 20리터를 투여하고, 12시간 이내에 60리터까지 투여한다. 만약 소가
일어나지 못하면 150~200g의 중탄산나트륨을 처음의 3~5리터의 수액제제에
섞어 투여하며, 사료섭취 중단에 따른 영양소 보충을 위하여 50% 포도당 500ml를
최초 2~3리터의 수액에 첨가하여 주사한다. 아스피린 제제와 같은 항프로스타글란딘
제제와 항히스타민 제제는 체내 독소를 배출하고 염증으로 인한 체내 쇼크 증상을
완화시키기 위하여 사용된다.
광범위 항생제 주사는 독소에 의한 임상 증상의 완화에는 효과가 없지만 세균에 의한
2차 감염의 합병증을 예방하기 위해서 사용한다. 하지만 장내 세균성 유방염 치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항은 감염된 유선으로부터 세균과 독소를 제거하기 위하여
1시간 간격으로 자주 착유 해 주는 것이다. 그러므로 착유가 완료될 무렵에 옥시토신
제제를 주사하여 독소가 함유된 잔유를 제거하는 방법도 치료에 도움을 줄 수 있다.
또한, 장내세균성 원인체에 의한 임상형 유방염 치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항은
발병 6~8시간 이내에 신속하게 치료를 실시 하는 것이며, 이러한 신속한 치료는 수일
이내에 정상적인 유량을 회복하는데 있어서 결정적인 작용을 한다.
9) 장내세균성 유방염으로 문제되는 목장에서 취할 수 있는 사양관리 방법은?
장내세균성 유방염 예방을 위해 균이 서식할 수 있는 환경을 신속하게 제거해야 한다.
우선, 착유우가 활동하고 있는 우사 운동장 바닥의 깔짚을 교체하거나 소독을
실시해야 한다. 특히, 분만 2~3주 이내의 건유우 및 초임우가 있는 우사와 분만전후의
소가 있는 우사 바닥 깔짚은 교체 되어야 하며, 바닥은 가능한 건조하고 위생 상태가
양호하게 유지되어야 한다. 또한, 소가 활동하고 있는 공간에서 분변의 오염을 줄이기
위하여 밀집 사육되지 않도록 관리되어야 한다. 착유직후 1시간 정도는 유두괄약근이
열려 있어 유방염 원인균이 침입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므로 착유가 완료된 뒤에는
사료를 공급하여 소가 일정 기간 동안 서서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유방염 예방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이와 같이 목장에서의 장내세균성 유방염 예방을 위하여 목장 우사 환경 등의
사양관리에 신경을 써야 할 것이며, 특히 건유우 및 분만전후 사양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며, 급성형의 임상형 유방염이 발생되면 무엇보다도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치료를 실시하여 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27

젖소 유방염 진단 및 관리 | Animal and Plant Quarantine Agency

4 진균성 유방염
1) 진균성 유방염 원인체 및 발병기전
진균성 유방염 주요 원인균으로는 캔디다, 아스퍼질러스 등이 있다. 이러한 균주들은
젖소 주위의 환경에 존재하며, 특히 토양이나 물에 서식 하다가 세균성 유방염
발생으로 항생물질의 장기간 투여 후에 균 교대증에 의해 발생되는 경우가 많다.
우사 환경이나 착유용 기구, 유방 내 주입용 항생제 등의 오염에 의해 주로 발병된다.
특히, 우사 내의 습도가 높은 장마철인 여름부터 겨울철에 이르기까지 곰팡이가
증식하기 쉬운 경우이거나 소가 분만시에 받는 스트레스, 유선의 손상 등으로 소
체내 방어기전이 저하될 경우에 주로 발생한다. 또한, 유방염에 걸린 경우에 유두
내로 항생제 주입시 유두소독을 실시하지 않고 비위생적으로 처치할 경우에도 발생할
수 있다.
2) 진균성 유방염에 감염된 소의 임상증상
진균성 유방염의 주요 임상증상으로는 우유에 하얀 응고물을 가지고 유방은 딱딱하며
발열 및 유방 종창이 있는 것이 특징적이다. 하지만 이러한 임상증상만으로는
정확하게 진균성 유방염에 감염되었는지를 확인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유방염
감염우로부터 원인체 검사를 실시하여 진균성 유방염 감염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3) 진균성 유방염의 치료 및 예방대책
일반목장에서의 진균성 유방염 발생은 간헐적으로 나타난다. 하지만 진균성 유방염에
감염된 경우 항생제에 대한 치료 효과가 거의 없으며 오히려 더욱 악화가 되기 때문에
목장에서 더욱 문제가 된다. 따라서, 목장에서는 진균성 유방염에 감염되었을 경우
에는 다른 유방염 치료시와 마찬가지로 소염제, 해열제 등을 사용하여 치료하더라도
항생제를 사용하면 안되고 항진균제재인 니스타틴, 암포테리신, 콜르트리마졸 등의
주사제를 이용하여 유방에 주입하거나 근육주사하여 치료하여야 한다. 하지만 대체적
으로 치료에 대한 반응은 매우 낮은 편이다. 그러므로 목장에서는 치료보다는 예방에
더욱 중점을 두고 사양관리를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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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마이코플라스마성 유방염
1) 마이코플라스마성 유방염의 원인체
마이코플라스마는 세포벽이 없고 직접 숙주세포에 기생하는 미생물로서 허약한
개체뿐만 아니라 건강한 개체의 내부 여러 기관에서 증식한다. 유방염을 일으키는
주요 균주로는 M. bovis(유방에서 주로 분리), M. alkalescens(호흡기에서 주로
분리), M. bovigenitalium(생식기에서 주로 분리), M. canadense(관절에서 주로
분리) 등이 있으며, M. bovis가 가장 흔히 분리된다.
또한, M. bovis는 건강한 젖소의 호흡기에 잠복해 있다가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기회감염으로 폐렴을 일으키여켜 만성 감염우의 경우에는 관절염으로 발전되기도
한다. 또한, 감염된 우유를 섭취한 송아지에서 주로 이염이 발생되기도 한다.
2) 마이코플라스마성 유방염에 감염된 소의 임상증상
마이코플라스마 유방염의 전형적인 임상증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여러 개의 분방
에서 유방염이 발생하며, 둘째, 갑작스런 유량 감소가 있으며, 셋째, 건강하게 보이던
소에서 심한 유방염을 나타내고, 넷째, 감염된 유방에서 분비되는 유즙이 모래알 같은
침전물이 있는 수양성 또는 점액성을 나타낸다. 하지만 마이코플라스마에 감염된
소는 준임상형 유방염으로 진행되어 체세포수 증가 이외에는 특별한 임상소견
없이 정상적인 유즙을 나타내기도 한다. 이와 같이 일정 기간 동안 임상형 또는
준임상형 유방염 감염 양상을 주기적으로 반복한다. 이러한 증상은 마이코플라즈마
균에서만 보여지는 전형적인 현상이 아니기 때문에 균을 분리·동정하는 것이 이
질병을 확인하는 가장 최선의 방법이다.
3) 마이코플라스마성 유방염의 진단 방법
마이코플라스마성 유방염의 진단을 위해서는 세균학적 배양이 필요하다. 분리 배양을
위해서는 감염된 분방 우유, 감염된 소의 종합우유(4개 분방의 모든 우유), 또는 냉각
기 집합유로부터 7일간 특수 배양해야 한다. 감염된 소의 우유로부터 마이코플라
스마 검사 결과 음성을 나타내는 경우 그 소는 음성을 의미하지만 간헐적으로 마이코
플라스마가 우유로부터 배출되지 않아 위음성 결과를 나타낼 수 있다. 따라서, 마이코
플라스마 검사시에 1,000두 중에서 한 마리가 감염되었을 경우 냉각기 집합유에서
양성 반응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우군의 마이코플라스마 유방염의 감염 유무를 확인
하는데 있어서 냉각기 집합유를 이용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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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마이코플라스마성 유방염의 유방염 전파경로
마이코플라스마는 송아지를 비롯하여 감염된 소에 보균하고 있기 때문에 전염성
유방염 원인체로 분류한다. 그러나 다른 전염성 유방염 원인체와는 다르게 마이코
플라스마성 유방염은 공기를 통해서 호흡기로부터 유방으로 전파된다. 때때로
호흡기 또는 귀 질환이 있던 송아지가 나중에 준임상형의 마이코플라스마성 유방염에
감염되기도 하지만, 가장 일반적인 감염원은 준임상형 유방염에 감염된 소의 외부로
부터의 구입이다. 또한, 외부로부터 구입한 준임상형 마이코플라스마성 유방염의
건유우가 분만 후에 임상형 유방염으로 진행되지 않지만 우유를 통하여 높은
수준의 원인균을 배출하여 착유과정 또는 오염된 환경을 통하여 다른 소들에게 전파될
수도 있다.
5) 마이코플라스마성 유방염 관리방법
마이코플라스마성 유방염 관리방법의 첫 번째 방안으로는 외부 구입우에 대한 철저한
검색이다. 준임상형 마이코플라스마 유방염에 감염된 초산우 등 신규 도입우는 우군
감염의 매우 흔한 형태이다. 그러므로 신규 도입우는 격리 사육해야 하고 마이코
플라스마 검사후 우군 내 편입해야 한다. 특히, 초임우 또는 건유우의 경우에는 개체
우유로부터 검사할 수 없으므로 구입한 목장의 냉각기 집합유 검사를 실시한 후
음성인 농장으로부터 소를 구입하여야 한다.
우군 내 임상형 유방염 감염우, 체세포수가 높은 모든 개체에 대해서도 마이코
플라스마 검사를 실시 해야 한다. 냉각기 집합유에 대해서는 적어도 월 1회 이상
원인체 검사를 해야 하고 마이코플라스마가 발생했다면 더 자주 검사를 해야 한다.
마이코플라스마는 세포벽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신규 항생제에 대해서는 효과가
없고, 세포질에 작용을 하는 기존의 항생제에 대해서도 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치료에 효과가 있는 항생제가 없는 실정이다. 감염우의 경우에는 항상
감염원이 될 수 있으므로 적극적인 도태가 권장된다. 하지만 감염 두수가 너무 많아서
도태가 어려운 목장에서는 감염우를 격리사육하고 맨 마지막에 착유하는 등 위생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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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방염의 발병 여부는 환경, 유방염 원인 미생물과 젖소 체내 방어능력 3가지 요소에
의하여 결정된다. 일반적으로 사육 환경이 악화되고, 병원체가 증가하고, 젖소의 면역기능이
저하되면 유방염 발생 위험도가 증가한다[그림 5-1].

∙유방구조
∙유방내방어기전
∙비유시기
∙연령

젖소

저항성
감수성

병원균

위험도
스트레스 증가 노출

∙독소
∙독력인자
∙항생물질에 대한
저항성

전파

유두손상

환경

∙젖소관리 ∙기후
∙사료급여 ∙축사
∙착유

❙그림 5-1❙ 유방염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젖소, 환경, 병원균과의 상호관계

젖소의 유방염 위험도 증가의 요인은 고온, 저온, 다습, 광선, 일교차와 같은 기상 조건과
환기 불량, 밀집 사육 등과 같은 환경적 요인 및 사료 영양적 요인, 그리고 분만과 같은
생리적 요인과 기생충 감염과 같은 질병 요인 등이 있다[표 5-1]. 유방염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발생 요인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필요하며, 이에 본 장에서는 유방염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젖소, 환경, 병원균과의 상호관계에 대해서 소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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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 유방염 발생에 영향을 주는 요인
구

분

예

시

유전

- 유방이 처진 소, 유방염 감수성우
- 유방염에 자주 걸린 소, 만성 감염우 등

생리

- 분만한 소, 나이 많은 소, 면역력이 떨어진 소 등
- 우군 서열에 따른 스트레스

기후

- 고온, 추위, 심한 일교차 등

축사
시설

- 불결한 깔짚 관리 상태
- 밀집사육 등에 의한 휴식 공간 부족
- 환기불량, 선풍기 부족 등에 의한 고온 스트레스 등

영양

- 곰팡이에 오염된 사료
- 비타민과 셀레늄과 같은 미량 영양소 부족
- 요소태질소(MUN) 증가 (사료중 단백질 과다 및 에너지 부족 등)

질병

- 반추위과산증(TMR 급여량 부족, 폭식, 상대적 조사료섭취 부족,
저칼슘혈증, 사료섭취공간 부족 등)
- 발굽삭제 미비로 인한 발굽 불량 및 부제병, 후산정체

착유기

착유위생
및 방법

- 부적절한 착유압(높거나 낮은 착유압)
- 불안정한 진공압, 부적절한 맥동기 상태
- 라이너의 탄력성 손실 및 오염된 라이너, 비위생적인 착유기
-

비위생적인 유두세척 및 건조
개체별 수건 및 마른 수건 미사용
착유 전후 유두침지 또는 분무소독 미실시
과착유(착유자 부족, 1분 이내 착유기 미부착 및 5분 이상 착유 등)

1 유방염 원인체에 대한 젖소의 방어기전
젖소의 유방은 외부로부터 노출되어 있고, 아침, 저녁으로 매일 착유를 하는 과정에
유두관이 열려 있어 미생물이 유방에 침입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항상 유방염
발생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사양관리가 위생적으로 양호한 우군에서도 유방염은 흔히
발생하는 질병이다.
이러한 유방염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젖소에는 여러 가지 다양한 방어기능이 있다.
그 첫 번째 물리적인 방어선으로는 유두 끝의 구조이다. [그림 5-2]에서와 같이
해부학적으로 유두 끝은 탄력성이 풍부한 괄약근으로 구성되어 있어 착유시간 이외에는
항상 꽉 닫혀져 있기 때문에 미생물이 침투하지 못하도록 한다. 또한, 유두괄약근 주위의
조직에서 “케라틴(keratin)”이라는 끈적끈적한 물질이 분비되어 미생물이 유방 내로
침투하지 못하도록 물리적으로 막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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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물리적 방어기구 B: 면역학적 방어기구)
❙그림 5-2❙ 유두의 방어기구

이러한 “물리적 방어기전”을 피하여 유방 내부로 침투한 미생물에 대하여 생체 및 유방에
서는 이차적인 “면역학적 방어기전”이 작용한다. 젖소 체내의 면역학적 방어기구에는
유방염의 진행 여부에도 매우 다양하게 전개되지만, 유선에서 주요 방어인자로는
호중구와 대식세포 등과 같은 세균을 사멸시키는 탐식세포와 락토페린, 라이소자임 등과
같은 정균 및 살균성 단백질이 있다. 특히, 호중구와 대식세포는 세균이 감염된
유선 내 체세포수의 95% 이상을 차지하는데 이들은 체내 면역물질들과 결합하여
세균을 제거하는데 있어서 매우 효과적이고 중요한 역할을 한다. 림프구 또한 세균에
대한 최적의 탐식작용을 도와주기 위하여 세균 특이적 면역글로블린 생성과 사이토카인
등의 생성을 통하여 면역조절 작용을 하는 등 체내 효과적인 면역반응을 위해 필수적
역할을 한다. 이렇게 젖소는 세균으로부터 감염을 피하기 위하여 다양한 면역학적
방어기전을 가지고 있다.
이와 같이 젖소는 체내 다양한 방어 기전을 갖고 있기 때문에 미생물에 의한 유방염 감염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지만 지속적으로 미생물에 노출되거나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하여 젖소의 정상적인 방어기전이 저하되면 유방염 감염 가능성이 높아진다. 따라서
목장에서는 젖소의 면역기능이 잘 발휘될 수 있도록 건강 관리에 신경을 써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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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방염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젖소 내부적 요인
유방염 발병은 젖소의 물리적 기능 및 면역학적 기전 등 체내 방어 능력에 의해서 영향을
받지만 이외에도 생리적, 영양적, 환경적, 유전적, 질병적 요인에 의해서 유방염 저항성에
약간의 차이가 있다.

가. 생리적 요인
비유에서 유선 퇴축에 의한 건유기 또는 건유기에서 초유 생성기로 이행하는 생리적
변화 시기(분만 전 2주부터 분만 후 2~3주까지)는 유방염에 대한 감수성이 현저히
높아지는 시기로 준임상형 및 임상형 유방염 발생이 가장 높다. 즉, 착유 중 병원체를
정기적으로 씻어내려 주던 비유 기능이 중지되는 건유 시기와 퇴축된 유선에 우유
생성을 위해 체액이 축적되어 유방 내압이 증가하고 젖소의 분만과 관련된 여러
호르몬의 변화에 따른 여러 가지 생리적 스트레스가 증가하는 건유 전후와 분만
전후에 젖소의 면역기능이 저하되어 다른 시기보다 10배 이상의 높은 유방염이
발병된다. 또한, 분만에 따른 체내 호르몬 변화 등에 의한 생리적 현상에 의하여 사료
섭취량과 우유 생산량의 불균형을 나타내는 비유 초기에도 유방염 발생 가능성이
어느 시기보다도 높다.

나. 영양적 요인
젖소의 영양 결핍은 질병에 대한 저항성을 감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사료의
영양적 요인이 유방염 발생에 영향을 줄 수 있다. 특히, 유선 상피세포의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비타민 A와 E, 베타카로틴, 구리, 아연, 셀레늄 등과 같은
광물질이 부족하였을 경우에는 유방염에 더 걸리기 쉽다. 또한, 농후사료를 과다
급여하여 조사료와의 영양 균형이 적절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반추위 과산증 등의
대사성 질병 발생에 따른 체내 불균형에 의하여 유방염 발병 가능성이 더욱 높아진다
[그림 5-3]. 따라서 목장에서는 이러한 사료의 영양적 문제에 의한 유방염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섬유소 함량이 높고, 사료 내 비타민 A와 E, 그리고 베타카로틴
함량이 상대적으로 높은 건초가 충분하게 급여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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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3❙ 젖소 유방염 발생에 영향을 주는 사료적 요인

다. 유전적 요인
지금까지의 젖소 개량 방향이 우유 생산 능력 및 유성분 향상 쪽으로 집중되어 유방염
저항성을 높이기 위한 유전적 개량은 상대적으로 저조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젖소의 경제형질에 대한 유전력에 있어서 유방염은 0.10~0.30 정도의 영향을 보이
며, 젖소 외형 형질에 대한 유전력은 유방의 모양과 크기 0.08, 유두의 부착상태
0.06, 유두와 유방의 자질 0.27을 나타내어 유전적 요인에 의하여 직․간접적으로
유방염 감수성 또는 저항성에 영향을 미친다. 즉, 유전적으로 유두가 무릎 관절 이하로
처져 있거나, 유두의 부착 위치가 착유기 장착에 어려운 경우, 깔대기 모양의 유두를
가진 소, 깊거나 늘어진 유방, 유두괄약근이 약하거나 우유가 새는 경우에는 유방염에
감염 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아진다. 또한, 유전적으로 비유능력이 우수한
고능력우의 경우에는 생리적, 영양적 변화에 더욱 민감하여 산유량이 적은 소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유방염 발생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목장에서는 이러한 젖소의
경제형질에 대한 유전력을 참고로 하여 유방염 저항성이 높은 젖소의 개량에 힘써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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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질병적 요인
유방 부종, 유두 손상, 부제병, 분만직후 대사성 질병(유열/저칼슘증, 케톤증, 지방간,
제4위전위증), 번식장애 등은 유방염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게 된다. 특히, 분만
직후 문제가 되는 대사성 질병은 유방염 발생 및 질병 경과와 심각성에 영향을 준다.
저칼슘증은 유두괄약근에 영향을 주어 대장균군(coliform)*으로 인한 유방염 발생
가능성이 높아진다. 케톤증(에너지 부족 및 단백질 불균형)과 지방간(지방 대사장애)
에 걸린 젖소는 호중구의 식균작용과 세균사멸 능력 감소에 따른 미생물에 대한 방어
능력 저하로 유방염에 쉽게 감염될 수 있다.

* 대장균군(coliform) : 그람 음성 간균의 비포자 형성균으로서 유당(lactose)을 분해하여
산(acid)과 가스(gas)를 생성하는 장내세균과(Enterobacteriaceae)에 속하며,

Escherichia, Klebsiella, Enterobacter, Citrobacter 4가지 세균들이 해당됨

3 유방염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젖소 외부적 요인
가. 착유방법
착유는 우유 생산에 꼭 필요한 과정이지만 유두관 노출로 인하여 유방염 원인
미생물이 침투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에 착유자 손의 위생 상태, 유방
세척 수건과 세척수의 위생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또한, 젖소 비유 생리에 맞지
않은 착유방법은 과착유의 원인이 되어 유두 손상 및 유방염의 기회가 제공되므로
착유자는 올바른 착유 방법 및 착유 위생에 준하여 착유를 실시해야 한다.

나. 착유기
하루에 2회 이상 착유를 해야 하는 착유우의 경우에 부적절한 착유기 사용은 젖소의
물리적 방어 기구인 유두관의 강도를 변화시켜 세균 침투에 대한 저항성을 감소시킨
다. 또한, 착유 과정 중 유방염 원인균이 착유기에 의해서 다른 소의 유방으로 옮기는
작용을 한다. 위와 같이 착유기와 유방염은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목장에서는
잘못된 착유로 인한 유두손상 및 유방염 예방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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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사육환경
젖소가 사육되는 환경은 직간접적으로 젖소의 건강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 될
수 있다[그림 5-4]. 그중에서 젖소 사육시설 및 방목장이 분변 등의 배설물로
오염되어 있을 경우에 젖소의 눕는 습성 때문에 유방 및 체표면에 오염되어 착유
과정 중 유방 내에 침투하여 유방염의 원인이 될 수 있다. 또한, 우사 바닥이 습할
경우에는 파리의 서식처가 되어 젖소에게 스트레스를 주며, 우유 중 세균수와 유방염
발생 빈도의 증가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우사에 분변이 쌓이지 않도록 경사와
배수로를 설치하고, 정기적으로 파리서식처에 대한 방제 작업을 수행해야 한다.
젖소 사육시설은 유방의 질병과 유두 상처의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청결하게
유지되어야 하며, 우사 바닥이 딱딱하고 습지가 많은 상태는 발굽 손상을 초래하여
사료섭취가 제한된다. 이로 인하여 우유 생산량과 세균에 대한 저항성이 감소되어
유방염에 쉽게 감염 될 수 있으므로 톱밥, 왕겨 등을 사용하여 축사바닥을 부드럽고
건조한 상태로 유지해야 한다.
이와 같이 비위생적인 우사 환경은 젖소 유방 주위에 오염물의 부착 기회를 증가시켜
유방 세척 시간의 증가와 분변 유래의 대장균과 같은 환경성 유방염 원인체의 감염
기회를 증가시키는 반면, 소를 깨끗한 상태로 유지하는 일은 착유 작업의 간소화와
유방염 감염 기회를 줄임으로써 우유 생산량 및 유질에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다.
❙표 5-2❙ 유두의 청결상태와 체세포수와의 관계
청결 상태

농장수(개)

체세포수(개/ml)

매우 청결

141

173,000

청결

524

211,000

보통

299

241,000

더러움

64

268,000

매우 더러움

13

281,000

실제적으로 1995년에 프랑스에서 보고된 자료에 의하면 [표 5-2]에서와 같이 유두의
청결 상태를 5단계로 구분하여 목장의 체세포수를 비교 조사한 결과 유두의 오염
상태에 따라서 체세포수가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었으며, 매우 청결한
목장의 체세포수(173,000개/ml)와 매우 더러운 목장의 체세포수(281,000개/ml)에
있어서도 10만개/ml 정도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목장에서의
체세포수 감소를 위한 착유 위생 개선방안의 출발점은 우사 환경의 청결에서부터
이루어진다고 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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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고온 및 한냉스트레스
고온 및 한냉 스트레스시 유방염 발생 가능성이 높아진다. 특히, 무덥고 습한 환경의
고온 스트레스는 체내 면역체계의 기능 저하로 인하여 유방염 원인균에 대한 젖소의
저항성 감소와 더불어 세균의 증식 조건이 촉진된다[그림 5-4]. 또한, 여름철에는
파리 등이 서식하여 유방염을 전파하는 매개체로 작용한다. 따라서 목장에서는
여름철에는 다른 계절보다 환경 유래의 대장균군과 연쇄알균에 의한 임상형 유방염
발생이 우세하므로 이에 대한 예방대책을 신속하게 취하여야 한다.

❙그림 5-4❙ 젖소 유방염 발생에 영향을 주는 영양 및 환경적 요인

또한, 날씨가 추워지면 추위 스트레스에 따른 면역력 저하와 착유 후 또는 우사에서
소가 쉬고 있을 때 유두 주위에 있는 물이 얼게 되어 동상이 발생하거나 유두 끝에
병변이 발생하기 쉽기 때문에 유방염 발생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러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우선 착유시설이 정상적으로 작동되는지를 사전에 충분히 점검해
보고 착유를 실시 해야 한다. 또한 착유 전 유두에 충분히 자극을 주고, 착유 완료
후에는 착유기를 신속하게 제거하여 과착유가 되지 않도록 특별히 신경써야 한다.
유두침지 또는 분무에 사용되는 소독제에는 10%의 글리세린 또는 이와 동등한
연화제가 함유된 것을 사용하여 유두가 트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한, 소가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하고 유두가 얼지 않도록 분뇨를 제거하는 횟수를 늘리거나 톱밥 또는 왕겨
등을 사용하여 가능하면 우사를 건조상태로 유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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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유방염 관리 방법
젖소 유방염은 발생 인자(기상 조건, 축사 환경, 착유기, 사료 급여, 분만, 우군서열에
따른 스트레스 등)가 다양하고 그 인자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위생적 사육환경을
제공하는데 한계가 있고 획기적인 치료법 및 예방약이 없기 때문에 유방염을 완전히
근절하는데는 어려움이 있다. 그러므로 오직 철저한 예방 관리를 통해 유방염 발생을
낮추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유방염 예방을 위하여 투자하고 노력하면 유방염 발생은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반대로 유방염 관리를 위해 투자하지 않으면 발생했던 유방염이
갑자기 없어지지 않을 뿐더러 치료 위주의 유방염 관리로는 유방염 발생률이 절대로
줄어들지 않는다.
또한, 유방염이 문제되는 목장에서 유방염 발생 요인이 될 수 있는 착유 방법, 착유 시설,
우사 바닥 환경, 영양 문제 등의 사양관리에 대한 변화 없이 몇몇 유방염 문제우
도태만으로는 일시적으로 유방염 발생은 감소할지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면 정상적인 다른
소에 유방염이 발생하여 체세포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악순환이 반복되는 형태가 될
것이다.
그러므로 유방염 관리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예방이 선행되어야 하며, 가장 중요한 것은
젖소의 면역력을 저하시키는 요인을 개선시키는 것이다. 특히, 면역력이 떨어지는 건유우,
분만우, 비유 초기우와 고능력우에 대한 세밀하고 집중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최근에 국내 젖소 유방염 원인균은 황색포도알균과 같은 전염성 유방염 원인균보다는
환경성 연쇄알균(S. uberis 등), 장알균, 대장균 등과 같은 환경성 유방염 원인균과 CNS와
같은 기회성 유방염 원인균 분리율이 과거에 비하여 절대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환경성 및 기회성 유방염 원인균 발병이 증가하는 이유는 밀집 사육에 따른 서열 스트레스,
열악한 우사 바닥 환경, 고온 다습한 환경과 심한 일교차, 급격한 사료 변경과 영양소
불균형에 따른 장내 미생물총 파괴 등에 의한 면역체계의 기능 저하 때문이다.
환경성 및 기회성 유방염 예방을 위해서는 면역력 저하 요인 개선과 더불어 젖소의 유두가
환경 유래 세균에 노출되지 않도록 착유우의 적정한 사육밀도를 준수해야 한다. 또한
우사 바닥이 질어지지 않도록 최소 월 2회 이상 유두와 목장 환경을 건조하고 청결하게
관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특히, 소는 외부 환경에 노출된 개방형 축사시설에서
활동해야 하고, 우유 생산을 위하여 많은 양의 사료 섭취와 분뇨를 배설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기후 환경적 요인에 더욱 취약할 수 있으므로 적절한 환경 관리를 유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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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따라서 기후 환경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하여 우사 내에 온․습도계를 설치하고
이산화탄소 등의 환기 상태를 주기적으로 측정한 다음 환경 시설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등 문제 해결을 위한 관심과 투자가 있어야 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젖소가 필요로 하는 영양소의 분량 즉, 젖소의 발육 및 체력유지에 필요한
영양소와 우유를 생산하고 송아지를 임신하고 유지하는데 필요한 영양소 등을 검토하여
충분한 조사료 급여와 비타민과 광물질 등의 영양소 부족이 없도록 적절하게 급여해야
한다. 특히 호르몬 불균형과 우유 생산량 증가에 따른 영양소 불균형이 심한 분만전후기의
젖소에서의 체계적인 영양 관리는 면역력 향상과 유방염 예방을 위해서 매우 중요하다.
젖소의 유방염은 다양한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발생되므로 종합적인 관리대책이
필요하다. 이와 더불어 목장별로 젖소 사육 형태 및 사양관리 방법에 차이가 있으므로
내 목장에 적합한 유방염 예방관리가 있어야 하며,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유방염 원인균 검사와 착유우에 대한 영양 관리는 최소한 월 1회, 착유 시설에
대한 점검은 6개월 간격으로, 축사시설과 환경에 대한 점검은 1년 간격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특히, 최근에 문제 되는 환경 유래 병원체에 의한 유방염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유두에 이러한 병원체들이 노출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이러한
병원체에 대한 젖소의 면역능력을 강화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젖소 유방염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미생물, 젖소, 환경 요인들의 상호관계를 기초로 하여 유방염 관리 방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우사 바닥 환경을 건조한 상태로 유지하여 미생물이 유두 끝에 노출되지 않도록 관리
2) 착유전 유방을 위생적으로 깨끗하게 처리
3) 올바른 착유기 사용 및 젖소 비유생리에 적합한 착유 실시
4) 착유 후 유두침지 소독 실시
5) 유방염 감염률이 제일 높은 건유기에 집중적인 관리
6) 유방염 감염우를 격리 사육
7) 영양소 부족이 없도록 젖소에게 사료를 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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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방염 예방은 질병을 근절하고 유질을 향상 시키는데 있어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지만
젖소의 건강과 고품질의 우유 생산을 위해서는 감염우에 대한 제거가 필요하다. 유방염
감염우를 제거하는 방법에는 [그림 6-1]에서와 같은 네가지 방법이 있다. 첫째, 자연 치유,
둘째, 분방폐쇄 또는 도태, 셋째, 약제에 의한 비유기 치료, 넷째, 약제에 의한 건유기
치료가 있다.

도 태

건유기치료

유방염을 제거하는
4가지 방법

비유기치료

자연치유

❙그림 6-1❙ 유방염 감염우를 제거하는 4가지 방법

1 자연치유
자발적인 치유는 유방 감염에 대한 소의 자발적인 방어기전인 면역체계의 작용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전체 유방염 발생의 17~20% 정도에서 볼 수 있으며,
이 경우는 황색포도알균 이외의 포도알균(CNS) 및 장내세균에 의한 경증의 유방염,
유방염 감염 초기 또는 감염 후기에 볼 수 있다. 하지만 유방염 증상이 확실하고 심할
때에는 자연 치유 가능성이 낮으므로 약물에 의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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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분방폐쇄 및 도태
가. 분방폐쇄
난치성의 만성형 유방염을 비롯하여 모든 유방염 감염우를 완벽하게 치료를 할 수는
없다. 또한 유전적으로 매우 우수한 고능력우를 도태시키는 것이 비경제적일 수도
있다. 이러한 경우에 일반적으로는 분방을 폐쇄하는 것을 권장한다. 다양한 분방폐쇄
방법이 있으나, 가장 보편적인 방법은 화학약품을 유방 내에 주입하여 유선조직을
파괴시켜 우유 분비를 중지시키는 것이다. 현재까지 가장 보편적이며 안전한 것으로
권장되는 분방폐쇄 방법으로는 착유를 완료한 후에 2% 클로르헥시딘 디아세테이트
(chlorhexidine diacetate) 용액 60ml를 폐방하고자 하는 유방 내에 주입하고
24시간 후에 착유한 다음 동일한 양을 한번 더 주입하는 것이다. 이외의 방법으로는
강옥도 20ml를 1회 주입, 3~5% 질산은 60ml를 24시간 간격으로 2회 주입,
3% 페놀용액 80ml를 1회 주입하는 것이 있다. 이러한 방법은 약물을 주입한 분방에서
심한 종대와 경결 등의 염증 증상을 보이며, 때때로 식욕감퇴를 나타내기도 한다.

나. 도태
도태는 반복적인 치료에 반응하지 않고, 체세포수가 지속적으로 높은 만성형
유방염을 우군에서 제거하는 현실적으로 유일한 방법이다. 특히 황색포도알균에
지속적으로 감염되어 있거나, 항생제 치료제에 내성을 보이는 미생물(마이코플라스
마, 곰팡이)에 감염된 착유우 또는 유두 손상 및 비정상적인 형태의 유두와 무릎
밑으로 유방이 처진 착유우 등 유전적으로 유방염 감수성이 높은 소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도태를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와 같이 도태의 기준은 매우
다양하지만 유방염으로 문제되는 소의 도태 여부를 결정할 때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항목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1) 감염 분방수 : 2개 이상 감염 되었을 때
2) 체세포수 : 개체 종합유의 체세포수가 장기간 지속적으로 높을 때
3) 감염 원인체 : 황색포도알균에 감염 되었을 때
4) 산유량 : 일일 평균 산유량이 10kg 미만일 때(경제성 고려)
5) 연령 : 5산 이상의 노령우일 때(경제수명 고려)
6) 비유시기 : 비유초기일 때(비유말기우는 건유기 치료 권장)
7) 번식상황 : 임신되지 않을 때(임신우는 조기 건유 및 건유기 치료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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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비유기 치료
약물에 의한 치료는 임상형, 준임상형의 비유기와 건유기 항생제와 보조요법에 의한 치료
방법이 있다. 임상형 유방염은 유방 내 연고 주입 등 신속하고 다양한 처방이 요구된다.
치료 기간은 유방염 증상에 따라서 차이가 있지만 최소 3일 이상이 필요하다. 준임상형
유방염은 CMT에서 명확한 양성(++) 이상의 결과를 보일 때 치료가 권장되지만 치료
효과 등을 고려한다면 건유기 치료가 권장된다.

가. 유방염 치료 전략
약물에 의한 치료는 유방염 감염 수준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현실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방법으로서 항생제 치료가 가장 기본이다. 항생제를 이용하여 유방염을
치료하는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유방염에 걸린 분방의 우유 생산을 정상으로 되돌아오게 하는 것
둘째, 심급성 유방염에 감염된 소의 폐사를 예방
셋째, 감염 원인체를 제거
넷째, 건유기에 새로운 감염을 예방
약제에 의한 유방염 치료 시 항상 고려되어야 할 사항으로는 유방염 치료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항생제가 감염부위까지 깊숙히 도달해야 하며, 감염부위의 약제농도가
치료에 충분한 농도로 일정 기간 동안 유지되고, 감염된 세균을 사멸시킬 수 있는
항생제를 선택해야 한다. 또한, 원인균의 종류에 있어 항생제 종류별로 효과에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항생제 감수성 검사를 수행한 후 치료하면 매우
효과적이다.
잘못된 항생제로 유방염을 치료할 경우에는 치료 지연으로 인하여 만성형의 준임상형
유방염으로 진행되어 목장의 경제적 손실을 더욱 가중 시킬 수 있기 때문에 유방염
원인균 배양검사에 기초하여 올바른 항생제를 선발해야 한다. 또한, 치료한 소는 약물
잔류를 방지하고 유방염 치료율을 진척시키기 위하여 개체별로 정확하게 식별하고,
유방 상태, 유즙 상태, 치료개시일 및 종료일, 치료약제, 소의 치료 여부 등을 기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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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임상형 유방염의 치료 원리
임상형 유방염에 대한 성공적인 치료 원리는 다음과 같다.
1) 유방염의 초기 진단 : 다른 질병과 마찬가지로 치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점은
증상이 심하지 않고, 만성화되지 않도록 감염 초기에 신속하게 치료하는 것이다.
따라서 질병의 조기 발견이 절대적이다. 또한, 장기간의 준임상형 유방염 감염우는
젖소의 면역상태에 의하여 임상형 유방염으로 재발할 가능성이 있고, 다른 소에게
감염원을 전파하여 문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초기 진단은 더욱 중요시 된다.
따라서 목장주는 착유기를 부착시키기 전에 전착유 우유에 대하여 CMT 검사 등을
실시하여 경미하거나 중간 정도인 유방염을 진단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2) 병원체의 잠정적인 진단 : 적절한 치료를 위해서는 유방염 원인이 되는 병원체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유선 내 항생제 주입은 마이코플라스마, 곰팡
이, 만성형의 황색포도알균, 대장균 등의 그람 음성균에 의해 야기된 가벼운
유방염이 걸린 소에 효과적이지 못하다. 또한, 황색포도알균과 연쇄알균 중 일부
균주(Streptococcus uberis)는 완전히 치료가 되었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더욱 긴 기간 동안의 유방 내 항생제 주입이 필요하다. 이와 같이 유방염 원인체
별로 항생제에 대한 치료의 반응 결과가 상이하므로 적절한 치료의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병원체의 특성을 고려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3) 성공적 치료 가능성의 인식 : 유방염 치료율은 병원균, 감염 기간과 소의 특성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난다. 만성형의 황색포도알균 감염우에 대하여 유선 내
항생제를 반복적으로 주입하는 것은 비용면에서 효과적이지 않다. 이에 반하여
대부분의 연쇄알균에 의한 유방염은 적당기간 동안 유선 내 항생제를 사용하면
치료에 매우 효과적이기 때문에 유방염 치료의 가능성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 유방염 치료시 고려해야 할 사항
1) 감염된 세균을 사멸시킬 수 있는 감수성 약제 선택
효과가 없는 항생제로 유방염을 치료할 경우에는 치료 지연으로 인하여 만성형의
준임상형 유방염으로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유방염 원인균 배양 및 약제 감수성
검사에 기초하여 올바른 항생제를 선발해야 한다.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유방염 주요
원인균에 대한 항생제 감수성 정도를 비교 조사한 결과, 유방염 원인체에 따라서
항생제 감수성 결과에 매우 큰 차이를 보였다. 감수성이 없는 약제 주입은 유방에
물을 주입한 것과 같다. 따라서 목장에서는 유방염 치료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정기적인
약제 감수성 검사를 실시하여 감수성 약제가 어떤 것인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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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적절한 치료기간 준수
유방염 원인체가 제거되기 위해서는 항생제가 감염부위 심부까지 도달해야 하며,
약제가 치료에 충분한 농도로 일정 기간 동안 유지되어야 한다. 하지만 농장에서는
유방염을 치료하다가 임상증상이 없어지면 치료를 중단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다.
이러한 경우 대체적으로 유방염이 재발하거나 만성화 될 수 있는데 이는 임상증상이
사라져도 균이 완전히 없어지는 비율이 낮기 때문이다. 따라서 목장에서는 유방염을
치료할 때 조기중단하지 말고 임상증상이 중단된 뒤에도 완전한 치료를 위하여 최소
1-2일 정도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하다.

유선소엽

유선포

유
방의
조 모식
도
유방
의 내 부구
부 구조
모 식도

대집유강
유선동

유두구

유두동

대유관 개구

유두관

❙그림 6-2❙ 유방의 내부 구조 모식도

3) 유방염 증상에 따른 보조적인 치료 수반
급성 유방염의 경우에는 감염 초기에 유방이 종창되고 고열 등의 증상이 수반 되므로
항생제 이외에도 소염제와 해열제, 간기능 개선을 위한 영양제 등의 치료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보조적인 치료 방법 중 약제의 흡수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농을 비롯한 염증 대사산물의 분비 촉진를 위해 소염제 치료가 선행되어야 한다.
유방은 [그림 6-2]에서와 같이 우유 생산 및 배출을 위하여 매우 복잡한 형태의 그물망
구조로 되어 있고 유방염 감염시에는 이러한 미세한 배관에 농을 비롯한 염증
삼출물이 축척되어 유방 촉진시에 딱딱한 덩어리가 잡히게 된다. 따라서 효과적인
치료를 위해서는 이러한 배관에 축적된 염증산물의 신속한 제거를 위한 소염제 사용이
필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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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만성 유방염의 경우 건유기 치료 또는 도태 적극 고려
비유기 치료에는 계속되는 우유 생성으로 약제 농도가 희석되고, 잔류문제로 인하여
고농도의 항생제 주입이 어려우므로 치료 효율이 감소되어 비경제적일 수 있지만
건유기 치료는 이러한 문제점의 해결이 가능하다. 따라서 준임상형 유방염의 경우에는
약물 잔류로 인한 우유 폐기 등으로 경제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비유기
치료 보다는 건유기 치료가 권장된다. 이에 반하여 황색포도알균과 같은 고질적인
만성 유방염에 걸린 소는 건강한 다른 소에게 전염원이 되어 피해가 가중되기 때문에
도태도 적극적인 치료 방법이 될 수 있다. 감염기간, 감염 분방수, 산차, 유두의 형태,
발굽 및 번식상황 등을 고려해서 도태를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라. 유방염 양상별 치료방법
효과적인 유방염 치료를 위해서는 감염원의 특성, 질병의 지속 기간, 치료에 대한
반응을 고려해야 하는데 무엇보다도 유방염 발병 양상에 기초하여 체계적인 치료를
실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1) 심급성 또는 급성 독소형 유방염
40℃ 이상의 고열이 수반되는 심급성 또는 급성 독소형 유방염의 경우에는 주로
장내세균이 산생하는 내독소(endotoxin)에 의해서 식욕부진 등의 임상 증상을
초래하므로 조기에 치료를 실시하지 않으면 젖소로서의 기능을 상실할 수 있다. 즉,
독소형 유방염의 경우에는 독소로 인한 독혈증을 예방하기 위하여 무엇보다도 중요한
점은 고열 증상이 시작된지 6시간 이내에 신속하게 치료해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적으로 외국의 연구에 의하면 대장균 내독소 주입 4시간 후에 급격한 체온상승,
심박동수 및 호흡수의 증가, 제1위 운동의 감소, 통증 등의 임상증상을 초래하는
것으로 조사되어 조기치료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었다.
치료 전략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사항은 체온 관리이다. 고열이 수반되었다는 것은
내독소가 혈류를 통해 전신으로 확산되었다는 의미이며, 장기간의 체온상승은
식욕감소, 기립불능 등의 이차 합병증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치료 방향을 설정하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심급성 및 급성 유방염 치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점은 감염된 분방으로부터
염증 산물과 세균 독소의 배설을 촉진시키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우선적으로
임신되지 않는 소에 대해서는 비유촉진제인 40-60단위의 옥시토신을 주사한 다음
2-3시간 간격으로 착유하는 것이 유방염 치료에 도움이 된다. 또한, 약 20리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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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해질 수액을 경구 또는 정맥 주사하여 체액을 원상태로 되돌리고 독소를 희석하는
것이 필요하며, 아스피린 제제와 같은 항프로스타글란딘 제제와 항히스타민 제제를
주사하여 염증으로 인한 체내 쇼크 증상을 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덱사메타존, 프레드니솔론 등과 같은 코티코스테로이드성 소염제는 독혈증,
유방부종, 조직의 염증을 완화시키고 분비된 독소를 제거하는데 도움이 되며 유방
내 주입한 약제의 확산을 촉진시켜 유방염 치료에 도움이 되므로 유방이 부어 있거나
또는 단단한 경우, 유방 내 괴사조직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적극적인 사용이 권장된다.
하지만 이러한 제제를 3일 이상 장기간 사용하게 되면 체내 면역반응을 억제하거나
임신된 소의 유산 또는 조산 등을 일으키므로 주의해서 사용해야 한다.
최근 독일에서 임신우에게 유산의 위험성이 없는 비스테로이드성 항염증제 (NSAIDs,
Non-steroidal anti-inflammatory drugs)를 급성 유방염 치료에 적용한 바, 염증
대사산물의 농도가 현저하게 감소되어 내독소에 의해 유발된 통증을 감소시켜
임상증상 개선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비스테이로드성 항염증제 이외에
키모트립신과 같은 단백분해효소제도 염증 완화를 위해 사용이 권장된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급성 유방염 치료에 있어서 항생제의 사용은 2차 세균감염에 의한
합병증을 예방하는데 부수적인 역할을 하며, 치료의 주요 방향은 해열제를 사용하여
열을 낮추고, 소염제 등을 적절하게 사용하여 염증의 증상을 감소시키는 것이다.
2) 아급성 및 준임상형 유방염
아급성 및 준임상형 유방염의 효과적인 치료를 위해서는 항생제가 감염부위까지 확산
침투되어 미생물을 박멸하고, 세균 번식을 억제하는데 필요한 시간과 약제 용량이
적절히 유지되어야 한다. 따라서 목장에서 과거 항생제 감수성 검사 성적과 경험에
기초하여 유방 내 연고제를 최소 3일간 주입한다. 유방 내 주입과 동시에 정맥 또는
근육 주사로 항생제 투여를 병행하는 것이 치료 효과를 상승시킬 수 있다. 하지만
유방염시 항생제를 사용하여 원인체가 일주일 이내에 완전히 제거되더라도 염증에
의한 체세포수의 증가는 수주간 지속될 수가 있다. 따라서 유선세포의 빠른 회복을
위해서는 소염제와 항생제를 병행해서 사용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다. 또한,
임상증상에 따라서 전해질 용액을 투여하고 소염제, 진통제, 해열제 등을 추가적으로
투여한다. 비유기 임상형 유방염의 경우에는 빠른 회복을 위하여 치료 기간 중에
배합사료 및 기타 사료의 급여량을 2/3이하로 줄여 유방의 부담을 적게 하고, 착유
후에 손으로 후착유를 실시하는 등 효과적인 사양관리와 보조요법이 병행되어야 한
다. 임상증상이 사라져도 유방염 재발률을 줄이기 위하여 적어도 24시간 정도 치료를
계속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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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유방염 원인체에 따른 치료율 비교
유방염 치료율은 원인체의 종류 및 병원성 요인과 유방염 감염기간 및 감염 분방수,
젖소의 연령 등에 의해서 좌우된다. 특히, 마이코플라스마, 효모, 만성형의 황색
포도알균 감염과 그람 음성균은 유방염 연고제 주입이 효과가 없기 때문에 유방염
원인균 검사에 의하여 치료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곰팡이성 유방염에
감염된 분방에 항생제를 사용하면 유방 내 정상적인 세균총이 파괴되면서 곰팡이의
증식 속도가 촉진되어 오히려 유방염을 더욱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항곰팡이
제제가 함유된 유방염 연고제 또는 주사제를 치료해야만 효과가 있다.
이와 같이 유방염을 치료할 때에는 젖소의 임상 증상 양상과 유방염 원인체의 종류에
따라서 보다 체계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실제적으로 미국의 여러 연구자들이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유방염 원인체에 따라서 치료율에 다양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가) 황색포도알균
황색포도알균에 의한 유방염 치료율은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결정되지만 4주
이상의 만성형의 경우에 페니실린-노보바이오신 항생제의 유선 내 주입에 의한
치료율은 35%를 나타내었다[표 6-1]. 이에 반하여 2주 이내의 황색포도알균에 의한
신감염의 경우에는 70%의 치료율을 나타내었다. 개체별로는 48개월 이하의
소에서는 81%, 96개월 이상의 소에서는 55%를 나타내어 어린 연령일수록 치료
효과가 높았으며, 감염분방이 1개일 경우의 치료율은 73%, 감염 분방이 4개일 경우의
치료율이 56%를 나타내어 감염 분방이 적을수록 치료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6-1❙ 유방염 원인체의 특성과 치료율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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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체

감염기간

검출방법

유방감염 부위

치료율

황색포도알균

길다

체세포수 증가
때때로 임상형

분비세포 내 미세농양

35% 미만(만성형)
최고 70%(신감염)

CNS

다양하다

체세포수 증가
중등의 임상형

분비세포 표면

높은 치료율
(자연 치료율
70% 이상)

무유성 연쇄알균

길다

체세포수 증가

분비세포 표면

90% 이상

환경성연쇄알균

다양하다

체세포수 증가
임상형

분비세포 표면
일부 침투성

70% 이상

장내세균류

짧다

중등 심한 임상형

분비세포 표면
때때로 혈류

높은 치료율
(자연 치료율
85% 이상)

마이코플라스마

길다

체세포수 증가
무유증, 임상형

분비세포 표면
혈류

매우 낮은
치료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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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기타 포도알균(CNS)
황색포도알균 이외의 포도알균은 유방염을 일으키는 주요 원인체가 아니지만, 우군에
3~10% 정도는 항상 존재하여 준임상형의 유방염을 일으킨다. 하지만 다른 원인체
와는 다르게 자연 치료율이 매우 높다.
다) 연쇄알균
연쇄알균성 유방염은 황색포도알균과는 달리 유선의 분비세포 표면에 감염되어
항생제에 대한 치료 반응이 좋기 때문에 비유기 준임상형 유방염에도 치료가 권장되고
있다. 원인체 종류별로 치료율에 있어서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전반적으로 페니실린
계통의 항생제로 유선 내 치료를 실시하였을 때 70% 이상의 치료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라) 장내세균
장내세균성 유방염은 이들 원인체의 감염부위가 유선 분비 세포 표면이며, 젖소의
체내 면역반응에 의한 자연적인 치료율이 높아 감염 기간도 짧지만 장내세균성
유방염의 5~15% 정도는 이들 세균의 세포벽에서 분비되는 내독소가 혈류에
운반되어 중등 내지는 심한 임상형 유방염을 일으킨다. 치료율은 조기 진단 및
치료여부에 의해서 다양하게 나타나며, 옥시토신의 사용과 착유를 자주 하는 것이
보조 치료로서 권장되고 있다.

바. 임상증상과 유방염 원인체에 따른 치료전략
유방염을 치료 할 때에는 조기진단, 유방염 증상에 따른 적절한 치료 및 유방염
원인체에 따른 적정 기간의 항생제 사용이 포함되는 등 감염우의 병력과 원인균의
정확한 진단에 기초한 체계적인 치료가 필요하다.

❙그림 6-3❙ 임상증상 및 유방염 원인균 검사에 의한 치료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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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는 이러한 사실에 기초하여 유방염 감염우의 고열 유무에 따른 임상증상과
목장에서 상업용 유방염 원인균 배양시스템을 이용한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유방염
치료 방법이 [그림 6-3]과 같이 적용되었다. 즉, 고열 발생시 임상증상에 따른
즉각적인 치료를 수행하고 고열이 발생하지 않을 경우에는 유방염 원인균 배양검사를
실시하여 황색포도알균이 나오면 체세포 검사 및 그동안의 감염 기간과 연령 등을
고려하여 치료 또는 도태를 실시한다. 즉, 1산 또는 2산 감염우의 1개 분방에
대해서는 6일간의 항생제 치료를 실시하여 도태여부를 결정한다.
장내세균과 균이 분리되지 않은 유방염 감염우의 경우에는 항생제를 사용하지 않고
소염제, 수액요법 등의 치료를 실시하는 등 균종에 따라 유방염 치료전략을 수립한다.
이러한 치료 방법을 적용한 결과 제한된 항생제 사용과 치료기간의 단축 효과를
확인하였다. 위의 내용을 종합해 볼 때 가장 효과적인 치료 전략은 초기 진단, 유방염
원인균의 진단과 원인균에 따른 적정 기간 동안의 항생제 사용이다.

사. 유방염 치료 실패의 원인
약물로 유방염을 치료 하더라도 치료율이 낮거나 치료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일반적으로 유방염 치료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연령이 많을수록

2) 감염 분방이 많을수록

3) 체세포수가 높을수록

4) 뒷 분방에 감염되었을 경우

5) 황색포도알균에 감염되었을 경우

6) 만성형 유방염일 경우

치료실패의 원인에는 다음과 같은 요인이 있다.
1) 만성이 급성으로 전이됨으로써 병소의 다수가 유방 심부의 결합조직까지 확대되어
약물의 침투가 잘 안되는 경우
2) 치료 중이거나 치료 후에 착유 시설 및 착유 방법 등의 사양관리에 지속적인 문제가
있는 경우
3) 항생제에만 의존하는 경우
4) 급성 유방염에 감염되었을 때 신속하게 치료하지 못했을 경우
5) 항생제 선택이 잘못되었을 경우
6) 항생제 사용기간이 짧아서 약제 사용량이 부족했을 경우
7) 유방염 균이 항생제에 내성을 나타내는 경우
8) 젖소의 면역저하로 유방염 균에 대한 저항성이 낮거나 없을 경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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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건유기 치료
1년간의 비유기 착유량은 건유기 사양관리와 유방염 치료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즉, 비유기 유방염 치료는 세균에 대한 낮은 치료율과 치료에 따른 뚜렷한 착유량
증가가 보이지 않으므로 소요 경비에 비해 매우 낮은 효과를 나타낸다. 따라서 건유기
치료가 매우 효과적이며 특히, 준임상형 유방염 치료에 적절하다. 건유기에는 착유하지
않는다는 장점과 면역세포의 기능저하 및 스트레스로 인한 유방염 감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유방염 감염 유무와 관계없이 모든 분방에 약효가 장기간 지속되는 건유기
연고제를 주입하여 분만 직후의 유방염 발생을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다.
건유기 치료는 건유 초기에 환경성 연쇄알균에 의한 신감염을 현저히 감소시키지만 분만
당시 또는 분만 2주 전에는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하여 최근 일부 국가에서는
유방염 원인균이 전염성에서 환경성으로 변화하면서 유방염 치료 또는 예방 목적으로
건유기 모든 소에 건유기 연고제를 주입하는 방법 대신에 유방염 감염우에 대해서만
연고제를 주입하는 선택적 치료를 권장하고 있다. 또한, 유방염 원인체의 유방 내 침입을
막기 위하여 항생제가 아닌 유두 밀봉제(teat sealer)를 이용하여 유두를 폐쇄하여 건유기
중 신감염을 예방하는데 효과가 입증되어 널리 사용되고 있다.

5 유방염에 대한 항생제 사용 지침
젖소 유선은 항생제 치료가 곤란한 부위이다. 주사 등 비경구적인 방법으로 투여했을
때 그 항생제가 우유 내로 침투하는 정도, 또는 유선 내로 주입했을 경우 유방 전체에
흡수되어 퍼지는 정도는 그 약물의 생체 내에서의 흡수, 확산 및 대사 등 동태학적(Phama
cokinetic) 특징에 따라 달라진다. 이러한 약물 동태학적인 요소로는 지질에 대한 용해성,
이온화 되는 정도, 혈청과 유방 단백질에 결합하는 정도 및 약물의 유형 등이 있다. 젖소에
대한 항생제 치료는 우유에 잔류 항생제를 없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유방염 치료시 고려해야 할 또 다른 측면은 항생제의 화학적 구조와 작용 및 효과 등
약동학(phamacodynamics)적인 면이다. 우유가 항생제의 작용을 방해해서는 안 되는데
macrolides, tetracyclines, 및 trimethoprim-sulfonamides는 우유에서 효력이 감소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표적이 되는 세균에 대한 최소억제농도(Minimal inhibitory
concentration, MIC)가 낮은 약제를 선정하는 것이 특히, 전신성으로 항생제를 투여할
때 더 좋다. 그리고 유선에서는 식균작용이 약화되므로 살균작용이 있는 항생제가 더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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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실적으로 항생제 감수성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치료를 위한 전제조건으로 간주되지만
젖소 유방염을 치료할 때 실험실적으로 확인된 효능이 생체 내에서도 효과적이라는
보장은 없다. 유방염 원인균에서의 항생제 내성이 아직까지는 임상적으로 중요한
문제로서 대두되지는 않고 있지만, 이 점에 관해서는 지역적으로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가장 큰 문제는 널리 퍼져있는 포도알균, 특히 황색포도알균(S. aureus)의 penicillin
G에 대한 내성이다. CNS(Coagulase-negative staphylococci)는 황색포도알균보다
더 내성이 있고 쉽게 다제 내성이 되는 경향이 있다. 유방염을 일으키는 연쇄알균은 penic
illin G에는 감수성인 상태로 남아 있지만, macrolides와 lincosamides에 대한 내성이
검출되어 왔다. 대장균군의 항생제 감수성 양상은 다양하다.
유방염에 감염된 소에 항생제를 투여하는 가장 일반적인 경로는 유선 내로 투여하는
것이다. 유선 내 투여의 장점은 고농도의 항생제가 우유에 도달하고 그 약물이 감염된
분방에 직접적으로 주입되기 때문에 항생제의 소비량이 적다. 예를 들어, 전신성으로
투여한 후 우유 중의 penicillin G 농도는 유선 내로 직접 투여한 후의 농도에 비해
약 100배~1000배 더 낮다. 반면, 유선 내 투여의 단점은 유방 전체에 약물이 고르게
분산되지 않으며 유두관을 통해 항생제를 주입할 때 오염될 위험이 있다는 점이다.
유선 내 치료의 효능은 감염을 일으킨 병원체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연쇄알균, CNS 및

Corynebacterium spp.로 인한 유방염의 치료에 대한 반응이 가장 좋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가. 임상형 유방염
젖소에서 항생제를 사용하게 되는 가장 흔한 원인이 유방염이며 이러한 치료가
공중보건학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다. 임상형 유방염의 치료는 국내외적인 항생제
신중 사용 지침을 고려해야 하며 가능하면 원인균을 표적으로 해야 한다. 급성
유방염일 경우, 우군에 대한 자료와 개인적 경험에 근거하여 치료를 시작해야 한다.
농장에서의 신속한 세균학적 진단은 적정 항생제 선정을 용이하게 해준다. 많은
나라에서 신속 진단을 가능하게 해 주는 선택적 진단용 배지의 구입이 가능한데,
이는 젖소 개체에 대한 치료 결정을 내리는데 있어서 중요하다.
각 농장에 대한 치료 절차나 약제 선정은 그 농장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수의사가
결정해야 한다. 농장에서의 유방염 치료를 위한 문서화 된 치료 절차를 사용하여
항생제 신중 사용과 사용량을 감소시킬 수 있다. 또한, 항생제 잔류물질을 방지하는
절차가 유방염 치료에 있어서 일상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만일 각 개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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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세포수를 알 수 있다면 이를 이용하거나 CMT 결과나 전염성 유방염에 감염된
우군에서는 선택적인 세균의 배양을 통해서 그 젖소의 치료제에 대한 반응을 모니터링
할 수 있다.
임상형 유방염 치료를 위해서는 유선 내 주입보다 전신적(비경구적) 경로로 약을
투여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론적으로는 항생제가 전신성
으로 투여되면 유방조직에 더 잘 침투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전신적으로 투여한 후
항생제가 우유나 유방조직 내에 치료 농도로 도달하여 유지되기는 어렵고 극히
소수의 약제만이 전신성 유방염 치료제로서 적정한 약물 동태학적 및 약동학적 특징을
가진다.
oxytetracycline, trimethoprim-sulfonamide 및 ceftiofur와 같은 광범위
항생제는 종종 우유 중에서 치료 농도에 도달하지 못하여 결과적으로 임상형 유방염의
치료에 대해 보이는 효능이 다양하다. 그러나 coliform에 의한 심각한 임상형
유방염은 예외인데, 이는 아마도 혈액-우유 장벽(blood-milk barrier)의 침투성이
현저히 증가하거나 균혈증을 퇴치하는 치료 효과 때문일 것이다. macrolides 계열은
이상적인 약물 동태학적 특징을 가지고 있으나 임상형 유방염의 전신적 치료에
사용했을 때 효과가 적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Penicillin G는 전신성 치료제로 사용되는 약산성 약제로서 유선 내로 침투는 잘
안되지만 감수성 균주의 경우 MIC 수치가 매우 낮기 때문에 우유 중에 치료농도로
도달할 수 있고, 따라서 임상시험 결과 전신성 penicillin G의 치료 효과가 보고된
바 있다. penethamate는 좀 더 지질 친화성인 penicillin G 제제이기 때문에 penici
llin G procaine 보다 우유 내로 확산이 더 잘 된다. penicillin과 aminoglycosides
합제는 사용해서는 안 되는데, 이는 이 두 가지 약제의 혼합이 더 좋은 효능을
나타낸다는 과학적인 증거가 없고 aminoglycosides가 오랫동안 지속되는 잔류물을
생성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이다.
치료와 관련된 중요한 임상적 질문은 그 항생제가 우유나 유방조직 내에 축적되는지
여부이다[표 6-2와 6-3]. 이 부위의 축적은 원인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연쇄알균은 우유 또는 유두관 내에 머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황색포도알균은
유방조직을 침투하여 심부 감염을 일으킨다. 전신성 치료가 확실히 유리한 단 한가지
유형의 유방염은 황색포도알균에 의한 유방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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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2❙ 임상형 유방염의 원인체별 항생제 치료 표적부위
유방염 원인체

우유/유두관

유방조직

젖소

무유성연쇄알균(Streptococcus agalactiae)

+++

-

-

기타 연쇄알균(Other streptococci)

+++

+

-

+

+++

-

+++

-

-

+

-

+++

황색포도알균(Staphylococcus aureus)
Coagulase negative staphylococci(CNS)
대장균군(Coliforms)

❙표 6-3❙ 임상형 유방염의 원인체별 항생제 치료를 위한 권장사항
원인체

Streptococci

균종

약제 선택

대채제

비고

S. agalactiae
S. dysgalactiae
S. uberis

Penicillin G

유선 내 투여 권장

Enterococci

감수성 검사
결과에 따를 것

세균학적 치유는 예후 불량

Staphylococci
ß-Lactamase(-)

S. aureus
CNS

Penicillin G

S. aureus 유방염시
combination 치료

Staphylococci
ß-Lactamase(+)

S. aureus
CNS

No antimicrobials

Cloxacillin
Macrolides
Lincosamindes

유선내 또는 전신성 치료는
사용하는 약제에 따라 달라짐
cloxacillin은 Methicillin-내성
S. aureus (MRSA)에 대한 선택

Coliforms

E. coli

No antimicrobials

Fluoroquinolones
Cephalosporins

심각한 유방염과
분만기 중에 필요한 항생제

* 표에 제시한 약제의 구입 여부는 국가마다 다를 수 있음

coliform 세균으로 인한 심각한 유방염에서는 균혈증을 치료하기 위해 항생제를
비경구적으로 투여하도록 권장되어왔다. 비록 coliform 유방염에 대한 항생제 치료
효과는 의문스럽지만, 전신성 항생제 치료는 E. coli에 의한 심각한 유방염의 경우
에는 효과가 있을 수 있는데, enrofloxacin, ceftiofur 및 cefquinome의 경우
실험적 또는 임상적 시험에서 효과를 보여주었다. 심한 coliform 유방염에 걸린 소에
살균작용이 있는 항생제를 투여하면 대량의 endotoxin 방출을 야기한다는 증거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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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형 유방염을 치료할 때는 좁은 범위의 항생제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연쇄알균
이나 페니실린 감수성 포도알균에 의한 유방염을 치료하기 위한 첫번째 약제로 선택
되는 항생제는 베타락탐 항생제, 특히 penicillin G이다. 제3 또는 제4세대 세팔로스
포린 계열 같은 광범위 항생제는 유방염 치료를 위한 최초의 약제로 선택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로 인해 광범위 베타락탐 내성균의 출현이 증가될 수 있기 때문이다.
황색포도알균으로 인한 임상형 유방염에 대해서는 전신성 치료가 권장되며, 심한
coliform 유방염의 경우에는 전신성 및 유선 내 치료를 병행하는 것이 더 좋다.
표준 치료 지속 기간이 너무 짧은 것은 유방염 치료시 치유율이 낮은 중요한 이유이다.
치료 기간의 연장(연장이 아니라 사실은 그것이 적절한 치료기간임)이 치유율을
개선하므로 황색포도알균이나 Streptococcus uberis로 인한 유방염은 통상적인
치료 지속기간보다 더 연장되어야 한다. 임상형 유방염은 최소 3일 동안은 치료해야
하고 이 권장 치료기간은 대부분의 라벨에 표시된 권장기간보다는 더 길다. 다시
말해서 모든 유방염 치료는 과학적 연구결과로 알려진 각각의 약제의 효능과 치료
기간에 근거를 두고 실시해야 한다.

나. 준임상형 유방염
비유기간 중 준임상형 유방염을 항생제로 치료하는 것은 치료 비용이 많이 들고
효과는 낮아서 비경제적이다. 수많은 준임상형 유방염을 대상으로 미국에서 실시한
한 연구에서 전반적인 세균학적 치유율은 항생제 치료를 했을 때 75%였고 치료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68%였다. 이러한 미미한 차이의 치유율도 연쇄알균에 의한
유방염의 경우에만 해당하고 황색포도알균에 의한 유방염에서는 항생제 치료를 한
경우와 치료를 하지 않은 경우에 차이가 없었다.
준임상형 유방염의 치료는 다른 예방조치가 취해지지 않는 한 그 우군내의 유방염
발생률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다. 높은 체세포수에 근거한 젖소의 치료에 대한
연구들은 우유 생산에 영향을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했음을 보여주었다. 황색포도알균
이나 무유성연쇄알균 같은 매우 전염성이 높은 세균들로 인한 문제가 있는 우군에서는
준임상형 유방염에 대한 치료가 권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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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방염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 및 관리의 중요성

젖소 유방염은 발생 인자가 많고, 그 인자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 젖소의 사육 환경은
사람 같은 위생적인 환경을 제공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유방염은 항상 발병되며,
젖소에서 가장 경제적 피해가 많은 질병이다.

1 유방염 발생에 따른 경제적 손실
유방염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 형태나 범위는 이미 많이 연구되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우유 생산량 감소
② 유성분 변화에 따른 유질 저하
③ 급성 또는 만성 유방염 발생에 따른 유방염 치료비 증가
④ 유방염 치료에 따른 우유 내 항생제 혼입으로 우유 폐기
⑤ 도태로 인한 판매 가격의 감소 및 대체우 비용 증가
⑥ 유방염 감염우를 관리하기 위해 소요되는 노동력 증가
⑦ 우유 분비 세포의 파괴에 의한 유전 능력의 손실
⑧ 유방염 발생과 치료에 따른 정신적 부담
⑨ 유방염 관리를 위해 착유기구 소독, 우사 환경 청결 등 관리 비용 증가
⑩ 유방염 발생에 따른 조기 도태로 젖소 경제수명 단축
⑪ 납유 우유의 항생제 잔류 위반 가능성 증가
유방염 발생에 따른 경제적 손실은 국가별 원유가격 및 유대 산청 체계, 젖소가격 등에
의해서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외국에 비하여 kg당 원유 생산 비용과
젖소 가격이 상대적으로 높고, 체세포수에 따른 유대 차액이 크기 때문에 유방염 발생에
따른 경제적 손실은 외국에 비하여 더욱 높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따라서 목장의 수익성
향상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유방염 관리에 최우선 순위를 두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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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방염과 유질과의 관계
유방염에 감염 된 원유는 정상 우유에 비하여 세균의 증가와 유선세포의 손상으로
정상적인 우유 합성 장애와 유선 내 염증반응에 따른 여러 종류의 효소가 활성화된다.
이로 인하여 [표 7-1]에서와 같이 지방, 단백질 중 카제인, 유당, 칼슘 등은 감소하고,
유청단백질, 락토페린, 면역글로블린, 나트륨, 염소 등은 증가하여 우유의 맛과 영양적인
측면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게 된다. 또한, 열처리에 의한 가공처리 후에도 시유 보존
기간의 단축을 초래하여 유통기간의 감소를 가져오는 등 유제품의 품질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주게 된다.

❙표 7-1❙ 유질에 대한 유방염의 영향
구성 성분

정상우유
(%)

체세포수 높은
우유 (%)

체세포수 높은 우유
/정상 우유 (%)

무지고형분

8.9

8.8

99

지방

3.5

3.2

91

유당

4.9

4.4

90

총단백질

3.61

3.56

99

카제인

2.8

2.3

82

유청단백질

0.8

1.3

162

혈청알부민

0.02

0.07

350

락토페린

0.02

0.10

500

면역글로블린

0.10

0.60

600

나트륨

0.057

0.105

184

염소

0.091

0.147

161

칼륨

0.173

0.157

91

칼슘

0.12

0.04

33

유제품의 품질은 무엇보다도 제품의 원료가 되는 원유의 품질에 의하여 일차적인 영향을
받게 된다. 원유의 품질에 영향을 주는 요소 중 유방염이 가장 주요한 요인이 된다. 따라서
전세계적으로 유방염 감염 수준을 간접적으로 표시해 주는 체세포수에 의하여 유대를
결정하고 있으며 체세포수가 매우 높은 원유에 대해서는 벌과금을 부여하여 국가 전체의
유질 향상에 힘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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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유방염 목표 관리 기준
젖소를 사육하다 보면 유방염이 전혀 발생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면 유방염 발생이 어느
정도면 적당한가? 유방염 발생은 목장 사육시설 및 환경조건, 젖소 사육 규모, 착유 시설,
노동력 현황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서 결정된다.
미국 유방염관리위원회(The National Mastitis Council)에서의 수익성 향상을 위한
유방염 관리 기준은 [표 7-2]와 같다. 즉, 임상형 유방염 발생우가 월 평균 2% 미만이며,
냉각기 전체 체세포수는 20만개/ml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매월 전체 착유우 대상 CMT를 실시하여 그 중 88%가 음성, CMT 약한 양성(+)
7%, CMT 명확한 양성(++)과 강한 양성(+++)이 5% 정도로 각각 유지되어야 한다.
❙표 7-2❙ 미국 유방염관리위원회에서 권장하는 기준
권장 기준

개선이 필요로 하는
기준

즉각적인
조치 기준

< 20만개/ml

20~50만개/ml 미만

> 50만개/ml

체세포 25만 이상 소의 비율

< 15%

15~25%

> 25%

임상형 유방염 발생률(두수/월)

< 2%

2~5%

> 5%

임상형 유방염으로 폐기되는 우유
(연간 두당 손실량)

< $10

$ 10~35

> $35

임상형 유방염으로 폐기되는 우유
(전체 생산량에 대한 비율)

< 0.5%

0.5~1.5%

> 1.5%

유방염 지침
냉각기 체세포수

4 국가별 유방염 관리 사업
낙농 선진 국가에서는 젖소 유방염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줄이기 위하여 각국의 여러
가지 상황 등을 고려하여 국가 또는 민간기관에서 유방염 관리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표 7-3, 표 7-4].
1) 미국
유방염 관리를 위하여 국가에서는 USDA에서 주관하며, 사업수행은 국가연구기관,
민간연구소, 대학에서 수행하고, 민간에서는 유방염 관리위원회(The National
Mastitis Council; NMC)를 1961년에 설립하여 다양한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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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3❙ 국가별 유방염 관리를 위한 사업수행 기관
국가

유방염 사업수행 기관
(국가) USDA에서 주관하며, 국가연구기관, 민간연구소, 대학에서 사업 수행

미국

호주

(민간) 낙농협회에서 유방염관리위원회(NMC, The National Mastitis Council)를
설립하여 수행
정부지원금의 민간기관(Dairy Australia)

네덜란드

Dutch Udder Health Centre에서 재정 지원하고, 낙농협회에서 수행

노르웨이

낙농협회와 동물보건당국의 재정을 합하여 운영

영국
뉴질랜드

우유 생산자가 리터당 0.06penny의 기금을 마련하여 민간기관(AHDB, Agriculture and
Horticulture Development Board)에서 수행
산업자원부 기금(Sustainable Farming Fund)으로 낙농가 조직(DairyNZ)에서 수행

2) 호주
정부지원금의 민간기관인 Dairy Australia에서 유방염 방제사업으로서 Australian
countdown project를 1998년에 시작하였다. 처음 1단계 프로젝트로는 축주와
컨설턴트에 제공할 자료를 3년 동안 개발하고, 3년은 축주와 컨설턴트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였다. 2단계 프로젝트로는 유방염과 체세포수 감소를 목표로
수행하였다.
3) 네덜란드
국가 유방염 관리 프로그램을 실행하기 위하여 Dutch Udder Health Centre에서
재정을 지원하여 낙농협회에서 2005년부터 연구와 교육을 실시하였다.
4) 노르웨이
낙농가협회와 동물보건당국의 재정을 합하여 유두 건강 개선, 체세포수 감소, 항생제
사용을 줄이는 것을 목적으로 1982년에 유방염 관리 프로그램을 시작하였다. 이
프로그램에는 유방염 치료 수행, 착유 프로토콜, 착유기 점검, 선택적 건유기 치료가
포함되었다. 이러한 프로그램 수행으로 임상형 유방염이 15% 감소, 유방염 치료는
60% 감소(’97→’07), 체세포수 감소(250만개/ml→140만개/ml)를 달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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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4❙ 외국의 유방염 관리사업
국가

유방염 관리사업 내용
 농장 규모 파악(30-99두, 100-499두, 500두 이상)
 임상형 유방염 발생 후 회복, 사망, 도태 내역
 유방염 연고 및 주사제 처방 비율, 건유우 및 착유우 비율
 유방염 발생, 항생제 처방, 유방염 발생된 젖소 가운데 항생제 처방된 젖소 비율
 목장 단위에서의 항생제 감수성 검사 결과에 따른 처방 비율
 1차 처방 항생제의 목장 규모별, 지역별(동부, 서부) 사용 비율

미국

 2차 처방 항생제의 목장 규모별, 지역별(동부, 서부) 사용 비율
 목장 별, 개체별 처방 항생제 종류 및 비율
 농장규모 별, 지역별 유방염 백신 처방률(E. coli, Mycoplasma, S. aureus, 기타)
 농장규모 별, 지역별 유방염 젖소 비율
 항생제 처방 상황 파악(처방 비율, SCC, 만성/급성 유방염과 같은
이력 활용, 원유생산량 고려, 혹서기에 처방, 일년 내내 처방)
 목장 단위, 젖소 단위의 처방되는 항생제 제품 비율(성분포함)
 냉각기 단위의 우유 생산량, 체세포수 파악(매년)

호주

 체세포수 목표를 부여 후 동기 부여 확인

네덜

 유방염 관련 응용연구 및 지식 전달

란드

 임상형 및 준임상형 유방염 발생률 조사

노르
웨이

영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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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착유법, 유방염 치료법 교육(최근 스마트폰 앱 개발)

 유방염 관리 전반에 대한 교육
 유질 관련 지표, 유방염 치료횟수, 도태수, 평균 젖소 두수, 원유량, 연간 유방염 발생률, 유질에 따른
손실액, 유방염 발생에 따른 손실액, 국가단위 및 농장 단위에서의 유방염 발생에 따른 손실액 조사

 유방염 5대 지침 교육(임상형 치료, 건유기치료, 만성우 도태, 착유기 정기 점검, 착유후 소독)
 유방염 발생률, 건유기 유방염 발생률, 건유기 치료율, 착유기에 의한 만성 유방염 발생률, 평균 체세포

뉴질

 축주나 목장 컨설팅에 도움이 되는 기술과 도구 개발

랜드

 목장 냉각기 및 개체별 SCC에 따른 임상사례 조사, 건유기 기록을 목장 단위로 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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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영국
우유 생산자가 리터당 0.06p의 기금을 마련, 민간기관(AHDB, Agriculture and
Horticulture Development Board)을 설립하여 1960년대부터 유방염 관리를 위한
5가지 프로그램(임상형 치료, 건유기 치료, 만성우 도태, 착유기 정기 점검, 착유 후
소독)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유방염 발생률이 150 case/100 cow(’67) → 40
case/100 cow(1982년)로 감소되었다.
6) 뉴질랜드
산업자원부 기금(Sustainable Farming Fund)으로 낙농가 조직(DairyNZ)에서
유방염과 관련된 그룹 간의 협력 촉진, 축주나 목장 컨설턴트에 도움이 되는 기술과
도구를 개발하고, 유방염 관리를 통한 유질 향상을 목표로 1993년부터 2010년까지
유방염 관리를 위한 계절별 접근 사업(Seasonal Approach to Managing
Mastitis)을 수행하였다. 2012년부터 2016년까지는 동물건강과 우유 품질 향상을
위하여 Smart SSAM 사업으로 변경하여 냉각기 우유의 체세포수를 매년 10,000
cells/ml를 줄여서 2016년까지 모든 목장을 400,000 cells/ ml 이하로 감소시키는
것과 임상형 유방염을 측정하는 모니터링과 자료 취합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정하고 운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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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방염 관리 프로그램 구성 요소 및 운영

1 유방염 관리 프로그램의 필요성
유방염이란 착유기, 착유위생, 사양관리 방법, 유전적 요인, 환경 상태 등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젖소 주변에 수십 종의 미생물이 감염된 상태를 말하며, 발병 경로 및 발생 요인은
매우 복잡하며 다양하다. 따라서 유방염 관리를 위해서는 어느 특정한 요인만을
관리하기보다는 종합적인 관리가 중요하다. 실제적으로 덴마크에서는 유방염 문제 해결을
위하여 여러 가지 방법으로 투자하고 있으며 그 비율은 [표 8-1]과 같이 사료, 착유기,
종축개량, 질병관리 및 축사시설 등이 균형 있게 종합적으로 관리되고 있다.

❙표 8-1❙ 덴마크에서 유방염 관리를 위한 투자 비율
유방염 관리 분야

비율 (%)

젖소 위생 관리

10~25

사료 영양 관리

15~25

종축개량

3

착유기 관리

10~15

착유방법 개선

15~25

축사시설 개선

15~25

2 미국의 유방염 관리 프로그램
미국 유방염 관리위원회에서도 효과적인 유방염 관리를 위해 다음과 같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우선 효과적인 유방염 관리를 위하여 수의사, 착유시설 및 우사 설치자나
점검자, 영양사 등 각 분야의 특별 전문가와 낙농가 등으로 팀이 구성된다. 팀 구성원은
효과적인 유방염 관리를 위하여 우군에 대한 목표 설정, 목표와 관련된 우군의 유방염
원인과 정도를 측정, 유방염 발병 원인에 영향을 주는 우군의 사양관리 방법에 대한 평가,
이미 목장에 존재하고 있는 유방염 뿐만 아니라 새로운 유방염 감염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설정하고 주기적으로 목표 달성 정도를 점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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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목표 설정
우군 유방염 관리 프로그램(Herd mastitis control program)의 최종 목적은
질병으로부터 경제적 손실을 줄이는 것이다. 이를 위한 방법으로는 목장별 사양관리
형태, 유방염 정도, 시설과 우군 규모, 노동력 등이 영향을 미치지만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점은 연평균 목장 체세포수가 최소 30만개/ml 미만을 유지해야
한다.

나. 유방염 평가
일단 목표가 설정되면 유방염 관리 프로그램에 의하여 우군의 유방염 정도를 평가한
다. 개체별 유방염 감염 정도는 젖소산유능력검정협회에서 매월 측정하는 체세포수
결과를 이용하여 평가한다. 또한 유대 지불과 관련되어 매주 통보되는 목장 냉각기
우유에 대한 체세포수 결과를 활용하여 유방염 발병률과 유량감소 비율을 평가한다.
이러한 체세포수 결과는 낙농가로 하여금 유방염 발병 정도를 신속하게 알 수 있는
정보로 제공된다. 하지만 유방염 관리 즉, 사양관리 방법 개선과 치료방법 선정을
위해서는 개체별 유방염 원인균 검사가 실시되어야 하며, 원인균 검사를 통하여
전염성 유방염 원인균의 감염유무를 판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유방염 원인균 배양
검사는 유방염 관리프로그램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다. 사양관리 방법의 평가
유방염 원인을 분석하기 위한 우군 사양관리의 최초 평가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항목들이 점검되어야 한다. ① 착유유, 건유우, 처녀우가 사육되고 있는 운동장, 우사,
환기 상태 등 환경 ② 착유기 ③ 착유방법 및 착유위생 ④ 우군 건강 상태와 영양
프로그램 ⑤ 치료방법, 착유자 등 유방염과 관련된 다른 요소 ⑥ 유방염 관리 조사표에
의하여 종합적으로 점검한다.

라. 유방염 해결을 위한 계획 설정 및 시도
유방염 문제 내용과 현재의 유방염 관리사항에 기초하여 유방염 관리팀 모두가
참여하여 우군에 대한 목표 달성을 위한 계획이 수립되어져야 한다. 또한 낙농가는
유질 향상 프로그램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하고 적극적인 관심과 실천이 필요하다.
유방염 관리를 위해 수행되어야 할 프로그램으로는 [표 8-2]에서와 같이 감염우의
감염기간을 단축시키는 것과 새롭게 발생되는 유방염을 예방하는 2가지 방법이 있다.
첫째, 감염우의 감염 기간을 단축시키기 위한 유방염 관리 프로그램으로는 감염된
착유우의 비유기 치료, 조기 건유와 함께 수행되는 건유기 항생제 치료, 감염 분방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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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방 또는 도태 등이 있다. 새롭게 발병되는 유방염을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는 위생적이고
올바른 착유 실시, 적절한 착유기 사용, 유두침지 소독, 건유기 항생제 치료 등이
있다. 효과적인 유방염 관리를 위해서는 이 두가지 방법 중에서 무엇보다도 새롭게
발생되는 유방염 예방을 위한 프로그램의 적극적인 실천이 더욱 중요하다.
❙표 8-2❙ 유방염 관리를 위해 수행되는 프로그램의 내용
유방염 관리 형태

유방염 관리 프로그램 내용

새롭게 발병되는 유방염 예방

-

위생적이고 올바른 착유
적절한 착유기 사용
유두침지 소독
건유기 항생제 치료

유방염 감염우의 감염기간 단축

- 비유기 치료
- 건유기 항생제 치료
- 분방 폐쇄 또는 도태

마. 유방염 관리 프로그램의 주기적인 점검
프로그램에 대한 분야별 재평가를 함으로써 설정한 목표의 달성 정도를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것은 프로그램에 대한 동기 유발에 도움이 된다. 그리하여 미국 유방염
관리위원회에서는 분야별 주기적인 점검을 권장하며. 점검내용 및 주기는 [표 8-3]과
같다.
❙표 8-3❙ 유방염 관리를 위해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하는 내용
점검내용

매월

매 6개월

매년

농장 시설

○

○

착유 위생/착유 방법/유두침지

○

○

착유 시설 점검

○

착유 시설 중 고무류(호, 라이너 등) 점검

○

○

냉각기와 개체별 체세포수 검사

○

○

임상형 및 유방염 의심우 원인균 검사

○

○

임상형 유방염과 치료에 대한 검토

○

○

영양 및 기타 유방염 관련 요인에 대한 검토

○

○

※ 출처 : 미국 유방염 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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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유방염 관리 프로그램 적용에 대한 성공 요소
유방염 관리 프로그램의 최종 성공여부는 사람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 모든
관계자가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프로그램을 받아들인다면 성공할 수 있다. 그
중에서도 낙농가가 유방염 관리의 중요성과 유방염 관리프로그램의 모든 구성 요소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이해한다면 성공을 결정하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
또한, 목표에 대한 긍적적인 추진력, 유방염 관리팀에서 낙농가의 결정력, 프로그램
적용 후 성공할 수 있다는 인식이 성공여부에 변수로 작용한다.

3 유방염 관리를 위한 세부 내용
가. 청결하고 안락한 우사 환경 유지
목장 내․외부의 쾌적한 환경은 유방으로부터 세균의 노출을 최소화한다. 이는 젖소로
하여금 스트레스를 감소하여 옥시토신 등 우유 분비 호르몬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등 유방염 발생 소인을 줄여 효과적으로 유방염을 예방할 수 있게 한다. 이와는 반대로
부적절한 우사 환경은 스트레스를 유도하여 젖소로 하여금 유방염에 대한 저항성을
감소시킨다. 일반적으로 우사 환경과 관련하여 점검해야 할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우군의 크기와 구조를 정확하게 평가하여 소가 스트레스 없이 편안하게 사육될
수 있도록 적절한 우사 환경 유지
◦ 세균으로부터의 유방 노출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우사의 바닥은 항상 청결하고,
건조하고, 편안하게 유지
◦ 착유우가 휴식하는 곳은 청결하고 건조하게 관리
◦ 적절한 우사의 환기시스템 유지
◦ 우사 주위에 정전기가 흐르지 않도록 관리
◦ 착유 후에는 착유우의 유두공이 열려져 있어 유두 내로 세균이 들어갈 수 있는
좋은 기회이므로 착유가 끝난 후에는 착유우가 서 있는 상태로 30분 정도 유지될
수 있도록 신선한 사료 공급

나. 위생적이고 올바른 착유실시
올바른 착유 순서와 위생적인 착유 방법이 유방염을 최소화하고 유질을 향상시키는
지름길이다. 또한 좋은 착유 습성과 긍정적인 사고방식은 유방염 전파를 최소화하고,
건강한 유방을 유지함으로써 낙농가의 경제적 소득을 가져올 수 있다. 따라서
낙농가는 올바른 착유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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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착유전에 유두침지 실시
◦ 임상형 유방염 발생우의 조기 검색을 위한 전착유 실시
◦ 착유 전 유두침지 또는 유방 세척 후 유두 건조
◦ 유방세척시 개체별 수건 또는 일회용 타올 사용
◦ 유방염 전파 예방을 위하여 착유자의 손은 청결하게 하거나 비닐 장갑을 착용하고
착유
◦ 유방 세척 후 60초 이내에 착유기 유두컵이 젖소의 유방에 부착될 수 있도록
할 것
◦ 착유 시 라이너의 미끄럼 현상이 발생 되지 않도록 착유기 클러스터를 적절하게
유지
◦ 착유기 클러스터를 제거하기 전에는 크로우의 진공을 차단
◦ 착유 직후(15~30분)에는 유두공이 열려 있어 유두 내로 세균이 들어갈 수 있는
좋은 기회이므로 유두 내외벽 세균을 제거하기 위해서 유두컵 제거 후 곧바로
유두침지 또는 분무소독 실시
◦ 착유 전과 착유 후에 사용되는 유두침지액은 제조회사의 사용설명서 대로 적절한
농도와 방법으로 사용
◦ 유두침지 소독액이 유두의 전 부위에 골고루 적시도록 할 것
◦ 유방염에 감염 된 소는 다른 소에 전파되지 않도록 맨 나중에 착유

다. 올바른 착유기 사용 및 정기적인 관리
잘못된 착유기 사용은 유두 손상과 유방염 발생의 직접적인 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다음과 같은 세부 내용에 대하여 점검해야 한다.
◦ 착유 시설의 규모에 적정한 우유 및 진공 흐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설계
◦ 적절한 상태의 착유기 사용을 위하여 최소 6개월 간격으로 전문가에 의하여
주기적으로 점검
◦ 라이너와 착유 시설 중 고무 및 플라스틱 부분은 제조회사에서 권장하는 대로
정기적으로 교체하고, 찢어지거나 파손된 라이너와 숏트 호스는 즉시 교체
◦ 착유가 끝나는 대로 착유 시설은 올바른 방법에 의하여 철저하게 세척 및 소독
◦ 매 착유가 시작될 때마다 착유기를 세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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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유방의 건강상태 점검 및 유방염에 대한 철저한 기록
유방을 건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미국 유방염 관리위원회에서 권장되는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개체별 체세포수 검사 프로그램(젖소능력검정사업)에 등록하거나 우유 전기전도도
측정에 의하여 유방염 감염 유무 점검
◦ 체세포수가 높은 소의 비율과 분포를 점검
◦ 임상형 유방염 감염우와 체세포수가 높은 착유우는 유방염 검사를 실시
◦ 유방염 감염 유무를 확인하기 위하여 CMT 실시
◦ 젖소검정기관 또는 원유검사실시기관으로부터 우군의 유방 건강 상태를 점검
◦ 우군의 유방염 발병 양상을 분석하고 효과적인 활용을 위하여 임상형 유방염 발병
우는 개체번호, 비유일수, 감염 분방, 감염 횟수 및 치료사항 등에 대하여 철저하게
기록하고, 임상형 유방염 감염 비율을 계산하고, 우군의 분포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
◦ 준임상형(잠재성) 유방염 발생 정도를 알 수 있는 개체별 체세포수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철저하게 기록하고 활용

마. 비유기 임상형 유방염에 대한 적절한 관리
비유기 유방염 치료는 세균에 대한 치료율이 낮아 비경제적이며 뚜렷한 착유량의
증가를 보이지 않으므로 소요경비에 비해 매우 낮은 효과를 나타낸다. 하지만, 비유
기간 중에 임상형 유방염을 치료하지 않으면 만성화, 비유능력의 저하와 함께 유방염
원인균이 우사 내 환경을 오염시켜 건강한 젖소에 감염될 수 있으므로 감염우를
신속히 발견하고 격리하는 등 다음과 같은 방법에 의하여 적절하게 관리해야 한다.
◦ 유방염 발병우 치료시 경제적으로 가치가 있는지를 세부적으로 검토
◦ 유방염 원인균 검사를 위하여 치료 전 우유 시료를 무균적으로 채취
◦ 수의사의 처방에 의한 적절한 치료 계획을 설정
◦ 유방염 주입제 사용시 단일 제제의 항생제를 사용
◦ 만성형의 유방염 감염우나 항생제에 내성을 나타내는 감염우는 치료하지 않을 것
◦ 유방염 치료 후 휴약기간을 준수
◦ 사용설명서에 의하여 치료 약제를 보관하고 약제 유효기간을 확인
◦ 치료한 소를 확실하게 표시하고 기록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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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효과적인 건유기 유방염 관리
1년간의 비유기 착유량은 건유기 사양관리와 유방염 치료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즉, 비유기 유방염 치료는 세균에 대해 치료 효과가 낮고 치료에 따른 뚜렷한
착유량 증가가 보이지 않으므로 소요경비에 비해 매우 낮은 효과를 나타낸다. 따라서
건유기 치료가 매우 효과적이며 특히, 준임상형 유방염 치료에 적절하다. 건유기에
착유하지 않는다는 장점을 살려 항생제 감수성 결과에 의한 약효가 장기간 지속되는
건유기 연고제를 구입하여 비유기간 동안 유방염에 걸린 경험이 있는 개체부터 모든
개체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치료함으로써 분만 직후의 유방염 발생을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다. 또한, 건유기 유방염 치료는 분만 후 면역세포의 기능 저하 및
스트레스로 인한 질병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내용에 대하여
효과적인 건유기 유방염 관리를 실시해야 할 것이다.
◦ 급속 건유 방법에 의하여 건유하고, 맨 마지막 착유 후에는 모든 분방을 건조
◦ 건유를 시키기 전에 우유 생산량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농후사료 급여량을 줄이고,
12~24시간 동안 물 급여량을 제한
◦ 건유기 항생제를 주입하기 전에 유두를 소독하고, 알콜 솜으로 유두 끝을 문지름
◦ 유두 끝을 청결하게 하여 오염을 줄이면서 건유기 항생제를 주입
◦ 유방염 감염 유무와 관계없이 모든 개체의 모든 분방에 건유기 항생제를 주입
◦ 건유기 항생제를 유두에 주입하고, 즉시 유두 침지액으로 소독
◦ 환경성 유방염 원인균의 노출이 높은 상황에서는 건유우에 밀폐제를 사용
◦ 비타민 A, 베타카로틴, 비타민 E, 구리, 아연, 셀레늄과 같은 비타민과 광물질의
결핍은 유방염 저항에 영향을 미치므로 이러한 물질이 사료에 부족하지 않도록
철저한 영양관리를 하여 분만에 따른 면역저하 요인을 개선
◦ 세균의 노출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건유우 환경을 적절하게 유지
◦ 황색포도알균, 대장균성 유방염 감염이 높은 목장에서는 예방약을 접종
◦ 분변 등 더러운 오염 물질이 젖소에 부착되는 것을 감소하기 위하여 과도하게
자란 젖소 체표면의 털과 유두 주변의 털을 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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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전염성 유방염 감염우와 만성 감염우의 관리
목장 전체의 체세포수를 낮추고 유방염을 적극적으로 예방하려면 전염성 및 만성형의
유방염에 대한 특별 관리가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권장되는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외부로부터 구입하고자 하는 착유우는 CMT 검사를 실시하여 유방염 감염 유무를
확인하고, 가능하면 구입하는 목장으로부터 젖소 개체별과 냉각기 체세포수
자료를 요구
◦ 외부로부터 구입하기 전에 유방염이 의심되는 착유우는 우유를 무균적으로 채취하여
유방염 검사를 실시
◦ 최근에 구입한 소는 유방염 감염이 없다고 확인될 때까지는 별도로 관리
◦ 개체별 체세포수가 5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30만개/ml 이상인 착유우에 대해서는
별도로 분리하여 관리
◦ 황색포도알균에 지속적으로 감염되어 있거나, 항생제 치료제에 내성을 보이는
미생물(마이코플라스마, 곰팡이)에 감염된 착유우 또는 유두 손상 및 비정상적인
형태의 유두와 슬개골 밑으로 유방이 처진 착유우 등 유전적으로 유방염 감수성이
높은 인자는 적극적으로 도태를 고려

❙그림 8-1❙ 유방염 관리를 위해 필요한 관리프로그램의 주요 내용

유방염 관리를 통한 적절한 체세포수 유지를 위하여 [그림 8-1]에서와 같이 체세포수
높은 소 또는 유방염 만성 감염우에 대한 적극적인 도태, 착유시설의 정기적인 점검
및 유지, 젖소 비유 생리에 맞는 올바른 착유위생 및 방법, 착유 전후 유두침지 또는
분무소독 실시, 건유우에 대한 일괄적인 항생제 치료, 임상형 유방염에 감염된 소의
항생제 치료, 면역증강제 등 체세포 감소제의 효율적 활용 등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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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착유의 중요성 및 착유자의 역할
가. 착유의 중요성
착유는 젖소의 우유 생산 능력 향상과 위생적인 우유 생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즉, 착유는 젖소의 유방으로부터 우유를 짜내는 단순한 작업이 아니라
농장에서 소를 관찰하고 관리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를 제공하며, 착유우의 몸을
활성화시키는 수많은 생리적 기전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우유 생산 능력에도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다.
젖소의 우유 합성 능력은 젖소의 유전적 능력과 사료의 영양적 요인 등에 기인하지만
합성된 우유를 100% 착유하는 것은 착유기의 기능과 착유자의 작업 능력에 따라
좌우된다. 예를 들면, 1회 착유시 15kg 정도의 우유를 생산하는 젖소의 유선조에는
150~400ml의 우유가 저장되어 있고, 나머지 대부분의 우유는 150~200개의
유선포에 저장되어 있다.
이렇게 유선포 내에 저장된 우유는 유선자극에 의해 체내에서 분비되는 옥시토신
호르몬에 의하여 유선포 근육세포의 수축작용에 의하여 유선조로 우유가 배출(젖내림
과정)되기 때문에 적절한 유선자극 없이는 우유를 생산할 수 없으므로 젖소 우유
생산량은 젖내림 과정에 의해서 결정된다.
잘못된 착유방법이나 비위생적인 착유과정에 의해서 우유 생산량 감소 뿐만 아니라
젖소 목장 주변의 세균이 착유과정을 통하여 냉각기 우유로의 혼입에 의한 세균수
증가, 또는 세균의 유선 내 침입에 의한 유방염 발생으로 체세포수의 증가 등의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하여 낙농업에서 가장 중요하고 어려운
작업 중의 하나가 착유작업이지만 국내 일부 낙농가들은 착유의 중요성에 대해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착유는 사양관리 요소 중 매우 빈번하게 수행하는 기본적인 업무이며, 낙농가
이외에 다른 사람들이 대신할 수 없기 때문에 더욱 중요하다. 따라서 착유자는
무엇보다도 착유기술과 절차에 대해서 더욱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젖소의 생체 리듬과
효율적으로 조화를 이루어 젖소가 생산한 우유를 100% 착유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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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착유자의 역할
착유시설이 적절하고 효율적으로 작동되더라도 착유 시스템의 성능을 가장 잘 조절할
수 있는 것은 여전히 착유자이다. 착유자는 착유기의 부족한 기능들을 보완해 줄
수 있다. 이와 같이 착유자는 훌륭한 관리 능력을 이용하여 체세포수가 적은 양질의
우유를 만드는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착유자는 젖소의 비유 생리를
고려하여 올바른 착유기술을 가지고 위생적으로 착유를 실시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착유자는 위의 내용들을 항상 상기하면서 착유를 실시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착유 방법은 완벽한 착유를 통한 우유 생산량 증가뿐만 아니라 유방염을 효과적으로
예방하는 지름길이다.
올바른 착유 습관은 하루아침에 달성되는 것이 아니고 지속적인 노력에 의해서 달성될
수 있으며, 이러한 착유 습관이 체세포수를 좌우하여 목장의 수익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목장의 올바른 착유 습관이 안정적인 체세포수
유지에 있어서 절대적 항목이므로 체세포수 문제 농가는 위의 내용들을 참고하여
착유방법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 후 잘못된 습관은 빠른 시간 내에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

2 우유의 생성 및 분비
가. 유방의 구조와 기능
유방은 4개의 분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일반적으로 뒷 분방은 전체 우유 생산량의
약 60%를, 앞 분방은 약 40%의 우유를 생산한다. 유방의 각 분방은 독립적인 구조와
기능을 갖추고 있으므로 낙농가는 젖소 한 마리를 관리하는 것이 실제적으로는 4개의
유두를 별도로 관리하는 것과 같아 유방 관리는 대단히 많은 노동력과 관심을 필요로
한다. 유방의 주요 구조와 기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유방은 혈액으로부터 우유의 원료가 되는 영양분을 공급받아 유선포(alveoli)라는
세포에서 우유를 생산한 다음, 뿌리와 같이 분포되어 있는 관(ducts)을 통하여 우유를
체외로 분비하는 외분비 기관으로 되어 있다[그림 9-1]. 이러한 유선포는 상피세포와
근육세포로 구성된 근상피세포(myoepithelial cell)에 의해서 둘러 싸여 있고,
가운데에 혈관과 임파선 및 신경이 분포되어 있다[그림 9-2]. 일반적으로 비유기에는
150~200개의 유선포가 모여 유선소엽을 형성하고, 여러 개의 유선소엽이 모여
유선엽(mammary lobe)을 형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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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1❙ 유방의 해부학적 구조

❙그림 9-2❙ 유선포의 조직 구조

유선포는 우유를 합성하고 분비하는 상피세포(epithelial cells)와 이러한 상피세포를
지탱하면서 뇌하수체 후엽으로부터 분비되는 옥시토신(oxytocin)에 의하여 수축
운동을 통하여 합성된 우유가 관으로 잘 배출되도록 하는 근육세포(muscle cells)로
구성되어 있으며, 유선포에서 혈액으로부터 영양소를 공급받아 유즙을 합성한다. 1ml
의 우유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혈액 500ml이 필요하다.
이 유선포에서 합성된 우유는 모세유관, 소유관, 대유관과 같은 유선관과 연결되어
유선조(gland cistern)로 이송된다. 유선조는 분비 세포로부터 합성된 유즙을
저장하는 곳으로서 개체별로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일반적으로 15~20개의 유선관과
연결되어 있고, 여기에 저장된 유즙은 유두조(teat cistern)를 통하여 밖으로
배출된다.
유두조는 유두관과 연결되어 착유전에는 유두괄약근(streak canal)에 의해서 닫혀
있다. 이와 같이 유방은 우유를 생산하는 세포(alveoli)가 60%, 생산된 우유를
운반하는 관(duct)이 20%, 그리고 우유를 저장하는 유선조(cistern)가 20%로 각각
구성되어 있으며, 고무풍선과 같은 형태로서 존재한다.

나. 우유의 분비기전
우유의 생성은 고무풍선이 확장되는 것처럼 유선포에 우유가 가득 차 있는 상태이며,
우유의 배출은 고무풍선에서 공기가 빠지는 것처럼 옥시토신 분비에 의하여 유선포
내측의 근육세포의 수축으로 유선포에 가득 찬 우유가 관으로 이동된다. 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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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포강은 15~20분 동안 유선세포로부터 배출되는 유즙으로 고무풍선처럼 4~5배
정도로 확장된다. 유선포강이 유즙으로 가득차서 수은주 25~40mm 수준의 압력에
도달하면 유선포의 모세혈관이 수축되어 혈액 공급이 감소되고 유즙 합성이 중단된
다. 그러므로, 유즙의 합성은 착유 후 10시간까지 거의 동일하게 증가하다가 급격히
감소하기 때문에 1일 2회 착유보다 1일 3회 착유하면 15~20% 우유를 증산할 수
있고, 1일 1회 착유하면 유량이 40~50% 감소하게 된다.

❙그림 9-3❙ 착유자극에 의한 옥시토신 호르몬의 분비과정

이렇게 합성된 우유는 [그림 9-3]과 같이 유두의 자극이나 소리 등의 신경자극이
척추를 타고 뇌의 시상하부에 전달된다. 이 때 뇌하수체 후엽에서 옥시토신이
분비되고, 이 옥시토신은 혈액을 타고 유방으로 운반되어 유선포와 유선관을
둘러싸고 있는 근상피세포를 수축시켜 우유의 배출을 촉진시킨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유선포와 소유관에 저장되어 있던 우유가 대유관을 거쳐 유선조와 유두조로
내려온다. 일반적으로 옥시토신은 유두자극 후 30~60초 이내에 분비가 이루어지고,
분비시간은 4~7분 정도 유지된다. 이 때 젖소의 불쾌감이나 분노, 소음, 혹한, 혹서
등은 교감신경을 긴장시켜 아드레날린을 분비시켜 유방의 혈액 순환을 긴장시키고
옥시토신 분비를 억제시켜 우유 분비를 저해한다.
이와 같이 우유의 분비 및 배출 기전은 매우 복잡하면서도 체계적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러한 젖소의 비유 생리를 고려하여 올바른 착유 방법으로 착유한다면 농가가 우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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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을 위해 노력한 결실을 볼 수 있을것이다. 이와는 반대로 젖소의 비유 생리에
맞지 않는 착유 방법을 고집한다면 100%의 우유를 착유할 수 없으며, 유방염 감염
기회를 증가시킬 것이다.
유방염은 우유를 생산하는 유선 조직세포가 손상되어 유선 구조의 변형을 초래한다.
즉, 치료 후에는 우유를 생산하는 세포가 결합조직으로 변형하여 우유를 생산하는
세포의 감소와 결합조직 세포의 증가를 가져와 결국은 우유 생산량 감소를 초래하게
된다. 따라서, 가장 좋은 유방은 분비세포와 유선관 조직이 최대로 발달되고,
결합조직이 적은 것이다. 이러한 유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착유자는 올바른 착유
방법으로 착유를 실시하여 유방염을 예방해야 할 것이다.

3 올바른 착유 절차
젖소가 생산한 100%의 우유를 완전하고 위생적으로 착유하고, 유방염을 예방하기 위해서
착유자는 젖소의 비유 생리적 조건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올바른 방법으로 착유를
실시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권장되는 올바른 착유 절차는 다음과 같다.
1단계 : 스트레스가 없는 착유 환경 제공
소가 과민해지거나 놀랐을 경우에 아드레날린이 옥시토신의 작용을 억제함으로써
착유가 불완전해지고 궁극적으로는 수익이 감소하게 된다. 아드레날린은 모세혈관을
통해 혈액이 흐르는 것을 제한하는데, 이는 소가 우유를 생산해 내는 능력의 일부를
상실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아드레날린이 방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스트레스가
없는 착유 환경을 조성하고, 착유전 30분 부터 착유가 종료될 때까지는 젖소에게
안정된 여건을 제공하고, 소를 부드럽게 다루어야 한다.
2단계 : 전착유 실시
유방과 유두를 세척하기 전에 첫 우유를 짜내는 것은 첫 우유에 들어 있는 세균을
제거함으로써 새로운 감염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요인을 없애고 세균이 유방 조직
내로 밀고 올라가지 못하도록 한다. 또한, 이러한 작업은 비정상적인 우유와 유방염
감염 유무를 사전에 점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유방을 더욱 자극시켜
우유 분비를 촉진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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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4❙ 올바른 착유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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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 : 유두의 세척과 자극
유방 표면에는 신경조직이 많이 분포되어 있으며, 이러한 신경조직은 온도와 접촉에
매우 민감한 반응을 보인다. 착유를 위한 유두의 준비과정은 이러한 신경조직으로
하여금 우유 내림 반응을 촉진한다. 따라서 착유자는 착유우의 착유 준비 즉, 착유우의
유방과 유두를 닦아주는 마사지 작업과 전착유 컵을 이용한 전착유 검사를
실시함으로써 착유우가 젖 내림을 시작하도록 도와준다. 착유우의 젖 내림 개시는
우유 분비 호르몬인 옥시토신을 분비하여 혈관을 통해 유방으로 전달되게 한다.
그러면 유선세포 주위에 근육 섬유질의 수축을 가져오고 이때 본격적으로 우유가
생산된다. 일반적으로 전착유 마사지 작업부터 옥시토신이 유선세포에 전달되는데
걸리는 시간은 30~60초 정도이다. 또한, 옥시토신이 분비되는 시간 즉, 젖 내리는
시간은 착유우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보통 4~7분 정도 지속된다.

우유배출곡선

0초

15초

30초

60초

분
전자극
시간
착유전 자극시간
후 경과시간

❙그림 9-5❙ 착유전 자극시간에 따른 우유 배출곡선의 영향

독일에서의 연구 자료에 의하면 착유 전 유두 자극 유무는 우유 배출 곡선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즉, 착유 전에 유방에 자극을 주지 않을 경우에는
옥시토신 분비가 저하되어 [그림 9-5]에서와 같이 이중 피크 곡선을 나타내어 최고
비유기가 유지되지 못하여 유량 저하를 초래할 수 있다. 이에 반하여, 착유 전에
적절한 유두 자극을 가할 경우에는 곧바로 최고 비유곡선을 유지하게 되어 효과적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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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한 착유를 위해서는 1분 정도의 유두 자극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낙농가는 착유 전에 옥시토신 분비를 적절하게 유도하기 위하여 유방세척
등을 포함한 적당한 자극을 준 다음 착유를 실시해야 한다.
[표 9-1]은 유방 자극 시간과 착유 시간과의 관계를 나타낸 것으로 유방자극 시간을
15초 주었을 때는 착유가 6분 이상 걸리는 소의 비율이 40.6%이지만 유방 자극
시간을 30초로 주었을 때는 착유가 6분 이상 걸리는 소가 전체의 2.8%로 감소되어
빠른 시간 안에 착유를 완료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유방을 자극하는 시간이 전체
착유 시간을 그만큼 줄여준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므로, 효과적인 착유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유방 자극이 필요하다.

❙표 9-1❙ 유방 자극 시간과 착유 시간과의 상관관계 비교
착유 시간
0 ~
3 ~
4 ~
5 ~
6분

3분
4분
5분
6분
이상

착유를 완료한 소의 비율 (%)
유방 자극시간(15초)

자극시간(30초)

0
9.8
33.3
16.7
40.6

15.3
45.8
26.4
9.4
2.8

일반적으로 권장되는 유방의 세척 방법은 다음과 같다. 즉, 옥시토신 자극 유도와
유방염 균에 의한 전파 예방을 위하여 유방이나 유두는 자극이 없는 소독제가 함유된
미지근한 물로 씻어내야 한다. 유방을 가장 위생적으로 세척하기 위해서는 일회용
종이수건을 사용해야 하고, 한번 사용한 수건은 다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하면 소에서 소로 전염되는 다른 미생물을 제어할 수 있게 된다. 유방 세척 소독제는
유기 오염 물질이 들어가면 효과가 감소되므로 축사에서 소독제의 효과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매 착유시마다 용액을 교체하여 사용해야 한다. 또한, 유방과 유두는 세균이
들어 있는 물이 유두 끝으로 흘러내리는 것을 막기 위해서 세척 후 즉시 새로운 마른
수건으로 닦아주어야 한다.
만약 착유우가 스트레스나 통증을 느끼게 되면 아드레날린이 분비되어 우유 분비
호르몬인 옥시토신의 활동을 방해하여 착유우의 젖 내림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게 된다. 이와 같이 착유우, 착유 장비와 착유 시간의 관계는 효율적인 착유를
위해서는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이며, 작업환경 또한 매우 중요한 사항이므로
농가에서는 착유시 소에게 스트레스가 가해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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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6❙ 착유자극후 시간경과에 따른 착유율 비교

4단계 : 자극 시간으로부터 45~90초 이내에 유니트 부착
착유기 유니트를 유방에 부착하는 최적 시간은 자극 시간으로 부터 45~90초가
바람직하다. 만약, 유니트를 이 시간 안에 부착할 수 있다면 옥시토신 분비를 촉진시켜
우유를 완전히 착유할 수 있고, 부착 시간을 지연시키면 옥시토신 분비가 감소되어
젖 내림 과정은 줄어들고 유방에 남아 있는 우유량은 늘어날 것이다. 즉, 착유 자극
후 3분이 경과 한 후 착유를 할 경우 전체 착유량의 85%만을 착유할 수 있으며,
착유 자극 후 5분이 경과한 후에는 전체 착유량의 50%만을 착유하기 때문에 완벽한
착유를 위해서는 옥시토신 분비 곡선을 고려하여 유두 자극 후 1분 이내에 바로
착유기를 부착하여 착유를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그림 8-5].
5단계 : 착유 유니트 조정
유두컵이 유두에 밀려 올라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 착유 유니트를 정확하게 조정했는
지를 확인해야 한다. 만약, 착유 유니트가 정확하게 조정되어 있지 않으면 착유가
불균일하게 되어 유방에 우유를 약간 남기거나 착유자가 착유 하는데 시간을 지체할
수 있기 때문에 착유 시간이 증가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 또한, 유니트 조정이 부적절
하면 라이너가 삐걱거리고 착유 유니트가 떨어지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
6단계 : 과착유 방지
아무리 유전 능력이 우수한 젖소라 하더라도 착유 시간이 20분 이상 소요된다면 다두
사육과 동시에 많은 젖소를 착유 해야 하는 낙농여건 상 많은 문제점을 초래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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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게 된다. 따라서, 최근에 개량되는 유전 능력 중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이
착유와 관련되는 유전 능력 인자이다.

❙표 9-2❙ 우유 생산 능력 인자의 개량목표
우유 생산 능력 인자

개량 목표

분당 최고 우유 배출량

3.0~4.5kg

최고 착유시간

4~5분

착유 하강시간

1분 이하

주 착유시간

6분 이하

기계 후 착유량

0.3kg 이하

[표 9-2]는 일반적으로 젖소에서 권장되는 우유 생산 능력 인자의 개량목표이다. 즉,
주 착유 시간은 6분 이하이며. 기계 후 착유량은 0.3kg 이하이다. 따라서, 과착유에
의한 유방 내 조직손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착유 시간은 가능하면 6분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착유가 끝났는데도 유두에서 유두컵을 떼어내지 않고 착유를 계속하는 것을
과착유라 하는데 과착유가 반복되면 유두 첨단과 유두관 내의 연한 조직이 손상되어
짓무른 상태가 되어 유방염 균의 침입이 쉬워진다.
과착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착유가 끝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즉,
파이프라인 착유기의 경우 1인당 유니트 사용 갯수가 3대 이상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또한, 착유 종료 직전에 손으로 유방을 마사지하면서 유두컵을 밑으로 당겨 기계에
의한 후착유를 하게 되면 수축되는 유두와 라이너 사이로부터 강한 공기가 빨려
들어가기 때문에 라이너 미끄럼 현상이 발생하여 감염 분방으로부터 비감염
분방으로의 병원균의 전파를 조장하게 되므로 착유기에 의한 후착유는 피해야 한다.
유방에서 우유가 완전히 착유 되었을 때 공기가 들어가지 않도록 유두컵을 부드럽게
떼어내야 한다. 착유기로 인한 감염을 일으키는 최대 위험은 착유 종료시에 발생된다.
유방에 우유가 없어지고 진공상태가 되면 세균이 유두관으로 들어가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착유 유니트를 떼어내기 전에 진공을 차단해야 한다. 이것은 수동으로
할 수도 있고 자동 탈착기를 이용 할 수도 있다. 자동 탈착기가 부착된 기계는 차단
밸브를 잠근 다음 1.5초 후에 실린더가 작동되도록 시간 지연을 설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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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단계 : 착유 후 즉시 유두침지 또는 분무소독 실시
아무리 위생적인 조건에서 착유하더라도 착유시에 어느 정도 유방염 균이 옮겨지는
것을 피할 수는 없다. 또한 착유가 끝난 후 15~30분 정도는 유두공이 열려져 있어
유두 내로 세균이 들어갈 수 있는 좋은 기회이므로 유두 내외벽의 세균을 제거하기
위해서 유두 침지 또는 분무소독을 실시해야 한다. 실제적으로 외국의 연구자료에
의하면 소독액으로 유두를 분무하거나 침지하면 새로운 유방 내 감염을 50%로 줄일
수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유두를 침지할 때에는 최대의 효과를 얻기 위해서 유두의
2/3만큼을 소독액에 담궈 침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분무소독을 실시할 경우에는 유두 전체에 고루 분무되도록 해야 한다. 두 가지
방법 중 어떠한 경우에도 유두 끝부분이 소독액으로 잘 덮여 있어야 하는데 이는
세균의 침입을 막아주는 유방 조직의 유두괄약근을 보호하기 위해서이며, 유두에
파리가 붙지 않는 효과를 볼 수 있다. 유두침지의 경우는 침지할 때마다 유두에 부착된
유즙과 기타 오염물이 침적액에 혼입되므로 몇 두 연속해서 사용한 소독액은 점차
농도가 떨어져 약효가 저하되므로 자주 교체 해주어야 한다. 스프레이 방식은 유두
전체가 소독약으로 충분히 적셔지도록 분무해야 한다.
위의 내용을 종합해 볼 때 착유 시설이 적절하고 효율적으로 작동되더라도 착유
시스템의 성능을 가장 잘 조절할 수 있는 것은 여전히 착유자이다. 착유자는 훌륭한
관리 능력으로 양질의 우유를 만드는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항상
젖소의 비유 생리를 고려하여 올바른 착유 기술을 가지고 위생적으로 착유를 실시해야
한다. 이러한 착유 방법은 완벽한 착유를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유방염을 효과적으로
예방하는데도 기여할 것이다. 체세포수 개선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올바른 착유 방법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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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착유기의 중요성
낙농산업에서 착유 작업에 소요되는 노동력은 전체 작업의 약 50%로서 가장 높다.
착유시설은 기술적으로 복잡하고, 유지 및 관리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유방염 발생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목장 경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또한, 젖소의 경우
아무리 축사 환경을 개선하더라도 사람과 같은 위생적인 사육 환경을 공급할 수 없기
때문에 유방염은 젖소가 있는 곳이라면 어디서나 발병되는 고질적인 질병이다. 특히,
하루에 2회 실시하는 착유 과정에 문제가 있다면 그 중에서도 잘못된 착유기를
사용한다면 유방염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며 그로 인한 경제적 피해는 매우 클 것이다.
그러므로, 유방염 전문가들은 유방염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인 중 하나를
착유기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는다. 그러나, 실제 농가에서는 착유기에 대해서
얼마나 이해하고 있으며 무엇을 어떻게 점검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실제적으로 대부분의 낙농가가 착유기가 젖을 짜는데 이상이 없으면 착유기의 모든 것이
정상인 것으로 생각하기도 한다.
한편, 착유에 영향을 미치는 세가지 요소가 있는데 그것은 소, 착유기, 착유자이다. 이러한
요소 들 중에서 가장 통제하기 쉬운 것은 착유기이다. 왜냐하면 최상의 성능을 공급할
수 있도록 적합하게 설치하고, 적절하게 유지되도록 관리한다면 가장 쉽게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내 일부 낙농가는 착유기의 전문적인 지식과 관심 부족으로
인하여 오히려 가장 어려운 문제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효과적인 착유와
유방염 예방을 위한 착유기의 기본 구성과 기능, 그리고 점검 요령은 다음과 같다.

2 착유기의 기본 원리
젖소의 유방에서 합성된 우유는 옥시토신의 분비에 의하여 근상피세포의 수축작용이
발생하여 유선포에서 유선조까지 이동하게 된다. 이때 유두조의 괄약근을 열어 유선조의
대기압과 유두컵 내부의 착유 진공압 차이를 이용하여 유방의 우유를 착유 시설로 흐르게
하는 것이 착유기의 기본 원리이다. 이와같이 착유 원리는 간단하지만, 젖소의 유방에
무리를 주지 않고 착유를 한다는 것은 매우 주의를 요하는 일이다. 즉, 유두에 물리적
손상을 주지 않고 유두괄약근을 열 수 있는 적정한 진공도와 진공도에 노출된 유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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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하조직을 보호하기 위한 마사지 기능을 고려해야 한다. 또한, 라이너를 통해 밀크
크로우에 착유된 우유가 송유관을 따라 냉각기로 이송되는데 필요한 진공도 차이를
만들어 내는 밀크 크로우 내의 공기주입구의 크기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이러한 착유
시설의 구성 요소 하나 하나가 정상적인 착유를 위해 필요한 것이므로 착유자는 이러한
구성 요소들의 역할에 대해서 정확히 숙지할 필요가 있다.

3 착유기와 유방염
젖소의 유방은 외부로 노출되어 있고 매일 착유를 하기 때문에 세균이 침입할 수 있어
유방염 발생 가능성은 항상 있다. 따라서 사양관리가 양호한 우군에서도 유방염은 흔히
발생하는 질병으로서 세균에 의한 유방염의 발생은 감소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문제되고
있다. 젖소는 세균의 외부 침입을 막기 위하여 여러 가지 다양한 방어 작용을 가지고
있다. 그 첫 번째 방어선으로는 해부학적으로 유두 끝에 괄약근이 위치하여 있고, 이
괄약근 주위에 케라틴(keratin)이 지속적으로 분비되어 세균의 침입을 막고 있다.
부적절한 착유기 사용은 유두관의 강도를 변화시켜 세균 침투에 대한 저항성을
감소시킨다. 따라서, 가장 이상적인 착유기는 유두 끝의 자극을 최소화하여 유선세포에
손상을 줄이고 케라틴층을 유지하면서 유두 끝이 신속하게 닫힐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만약 착유기를 잘못 사용하면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유방염을 일으키는데 영향을 준다.
첫째, 유두끝 유두괄약근의 손상으로 자연 방어기전이 파괴되어 젖소 주변에 분포하고
있는 유방염 원인균이 쉽게 감염되도록 한다. 둘째, 우유를 짜는 동안에 우유가 역류하여
유두관으로 들어감으로써 유방염 원인균이 유방 내에 감염된다. 셋째, 착유 과정 중
유방염 원인균이 착유기에 의해서 다른 소의 유방으로 옮기는 작용을 한다. 그 중에서
착유기에 의한 감염의 주요 원인은 유적역류와 맥동의 부조화이다. 즉 우유 방울이 유두
끝으로 들어가는 유적역류는 라이너가 팽창되어 있을 때에 내부 진공압에 갑자기 큰
변동이 생기면 일어난다. 이때 유두 끝에 맺혀 있던 유방염 원인균이 포함된 우유방울이
급속하게 빨려 들어가서 감염을 일으킨다.
위와 같이 착유기와 유방염은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착유 중 착유 유니트가 바닥에
잘 떨어지거나, 우유 짜는 속도가 아주 느릴 때, 여러 마리 소의 각 유두 끝이 비정상적일
때(유두의 각질화, 가늘고 긴 형태의 유두 모양 등) 진공계기의 진공압 변동이 심할 때,
착유 과정 중 맥동기의 소리가 이상하게 들리는 등의 현상이 발생하였을 때나, 또는 아무
이상이 없어도 1년에 2회 이상씩 정기적인 점검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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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착유기 구성 요소와 관리내용
최대의 착유 효과를 얻기 위하여 착유기는 여러 가지 세부 시스템이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이러한 착유기를 올바르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착유기의 구성 요소와
기본적인 원리에 대해서 충분한 지식을 갖고 착유기를 적절하게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착유기의 기본 원리는 진공을 사용하여 유두 외부의 압력을 낮추는 것이다. 그러므로
진공시스템은 착유기의 가장 기초가 되는 중요한 요소이다.

가. 적정 진공압 설정
착유기 작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진공압이며, 착유 시스템에는 착유 진공압과 라인
진공압이 있다. 착유 진공압은 착유가 진행되어 우유가 흐르는 동안 평균적으로
유니트 내에서 발생되는 진공압을 말하며, 라인 진공압은 착유기의 우유 라인 내의
진공계기에 표시되는 진공압을 말한다. 착유기의 성능 및 젖소의 산유량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권장하는 적정 착유 진공압은 우유 흐름이 최고에
도달하는 시점에서 12"Hg이며, 이러한 진공압 상태에서 젖소 유두관은 완전히
개방된다. 착유 진공압은 유방 내에 적용되는 압력이기 때문에 라인 진공압은 우유
라인의 위치(높이)에 따라서 약간씩 조정된다.
미국 착유기 제조협회에서 권장하는 착유기 유형별 라인 진공압 기준은 [표 10-1]과
같다. 착유 시설은 일반적으로 젖소의 유방 위치를 기준으로 우유 라인이 낮게
설치되었을 때를 “하향식 우유라인”으로, 높게 설치되었을 때를 “상향식 우유라인”
으로 구분한다. 유방 내 적용되는 착유 진공압은 동일하더라도 진공 라인에 적용되는
압력은 우유 라인의 위치(높이)에 따라 달라진다.
❙표 10-1❙ 우유라인 위치별 진공계기에서의 라인 진공압 권장 기준
착유기 유형
상향식 우유 라인
항아리 유량계
하향식 우유 라인

소가 서 있는 바닥에서
우유 라인 중심까지의 높이

라인 진공압

1.8 m
1.4~1.6 m
팔러 형태의 우사

14.0~15.0"Hg (46~50 kPa)
13.5~14.5"Hg (44~48 kPa)
12.5~13.5"Hg (42~44 kPa)

* 주의：진공압은 우군의 평균 착유속도, 유니트와 우유 라인 사이에 장착된 부가적인 장치의 종류와
수에 따라 달라진다. 유량계를 사용하였을 때 우유 라인 높이가 증가되어 진공압은 대략 0.5"Hg
정도 높게 설정되어야 한다.

예를 들면, 우유 라인이 유방으로부터 80cm 정도 높거나 낮게 설정되었을 때 1"Hg의
압력 차이를 나타낸다. 그러므로 우유 라인의 위치가 유방으로부터의 길이가 2.4m

83

젖소 유방염 진단 및 관리 | Animal and Plant Quarantine Agency

정도(소가 서 있는 바닥에서 우유라인 중심까지의 높이 : 1.8m) 높게 설치된 상향식
우유 라인(파이프라인 착유기)의 경우에는 적정 착유진공압(12"Hg) 보다 2~3"Hg
높은 14.0~15.0"Hg로 나타나며, 유방의 위치보다 80cm정도 낮게 설치된 하향식
우유라인(텐덤이나 헤링본 착유기)의 경우에는 적정 착유진공압 보다 1"Hg의 압력
차이로 12.5~13.5"Hg를 나타난다.
이와 같이 착유 진공압은 동일하더라도 라인 진공압은 우유 라인의 위치에 따라
차이를 나타낼 수 있으므로 적절한 착유압 설정을 위해서는 우유 라인의 위치를
고려해야 한다. 착유 진공압이 너무 높으면 다음과 같은 세가지 문제가 발생된다.
① 유니트의 스트립 시간 증가 : 높은 진공압은 착유 유니트를 유두에 올라붙게 하여
우유 흐름을 억제시킨다. 이러한 결과는 젖소로부터 우유를 완전히 착유하기
위하여 착유자는 때때로 착유가 끝날 무렵 유니트를 끌어내려야 하며 손으로
유두를 마사지 해야 한다.
② 유두 병변 : 각질화와 같은 유두 장애는 높은 진공압 또는 유두 끝의 높은
압력차이로 인한 과착유에 의해 나타나며 유두 조직에 스트레스를 가중시킨다.
③ 유두의 울혈 증가 : 높은 진공압은 유두 끝에 울혈 현상을 일으킨다. 이것은 유두
조직의 팽창을 증가시켜 유두관의 크기를 감소시키며 유두관이 작아지면 착유
시간이 더 길어지게 된다.
진공압이 너무 낮을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세가지 문제가 발생된다.
① 유니트의 떨어짐 : 낮은 진공압은 유니트가 유두에 부착된 상태에서 충분한
흡입력을 제공하지 못하여 유니트의 떨어짐이 발생한다. 이는 산유량이 최대기에
도달하는 시점에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된다.
② 라이너의 미끄러짐 : 진공압이 낮을 경우에는 착유 유니트 자체의 무게로 인하여
유두의 아래로 떨어진다. 그 결과 라이너의 위쪽 주변의 유두관을 파손시킨다.
착유하는 동안 라이너가 젖소의 유두 위에서 미끄러지면 유니트에 공기가
흡입되고, 그 결과 착유 진공압이 감소된다.
③ 착유 지연 : 낮은 진공압은 유두관이 완전히 열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유를
배출시킬 수 있는 압력 차이가 낮기 때문에 착유 속도를 느리게 한다.
따라서 목장에서는 진공계기에 표시되어 있는 라인 진공압을 알고 있어야 한다.
진공압 표시방법은 Inch Hg, cmHg, kPa로 표시되며, 착유기 진공압 표시 방법과
단위별 진공압 보정표는 [표 10-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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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2❙ 착유기 진공압 표시 방법과 진공압 단위별 보정표
Inch Hg

cmHg

kPa

12

30.4

40.4

15

38.0

50.5

진공계기는 착유기 내의 진공압 표시장치로서 매 착유 시마다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착유자가 잘 보이는 곳에 고정해 두어야 하며, 착유 전 진공계기의 바늘이 적정
진공압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항상 점검해야 한다. 또한 3개월 간격으로 진공계기의
오차율 즉, 오래된 진공계기의 경우 라인 진공압과 진공계기 바늘이 나타내는
진공압이 다른 경우가 있으므로 정기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 진공계기가
고장났을 때는 즉시 수리 또는 교체해야 한다.

나. 안정적인 진공압 공급 및 유지
1) 진공펌프
착유기의 모든 과정이 진공압에 의하여 이루어지므로 안정적인 진공압을 공급하는
것은 젖소 유방의 건강과 직결되기 때문에 진공펌프는 착유 시스템의 심장과 같다.
많은 낙농가는 착유 시스템에 비해 너무 적은 용량의 진공펌프를 사용하는 실수를
한다. 그것은 최초 구입시에는 비용을 절약할 수 있으나 감소된 우유 생산으로 인해
훨씬 더 많은 것을 잃게 된다. 따라서 적당하고 효율적인 진공펌프의 용량을 선택해야
할 것이다.
진공펌프 용량은 소가 생산해 내는 우유 전량을 성공적으로 착유 하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진공펌프의 효율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미국에서는 보통 분만 후 60일째
되는 날 즉, 비유 최고 정점의 유량을 착유 하는데 필요한 용량을 채택하고 있으며,
유럽에서는 분만 후 30일과 120일째 되는 날의 유량을 착유하는데 필요한 기준으로
한 국제표준화기구(ISO)에 따른 용량을 채택하고 있다.
비유 최고기 동안 소에게 최소의 스트레스로 우유 전량을 착유 할 수 있는 시스템의
능력은 우유 생산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이 기간 동안에 소가 평소보다 1㎏의
우유를 더 생산한다면 결과적으로 비유기 동안 총 90㎏ 정도 더 생산할 수 있으므로
착유기 시스템의 구성 요소들이 이렇게 증가된 생산량을 처리하기에 용량이 부족하다면
해마다 수 많은 경제적 손실을 보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진공펌프의 효율성이 평균
유량의 착유우를 기준으로 하거나 단지 우발적인 공기의 유입이 없이 정상적으로
작동되는 동안만을 기준으로 한다면 그것으로 인하여 진공압을 유지할 수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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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공펌프의 용량에 의해서 얼마든지 라인을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몇 두용이라고
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고, 진공펌프의 용량이 동시에 몇 개의 착유 유니트를 사용할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 진공펌프의 용량을 선정할 때는 착유 시스템에 있는 모든
구성 성분을 고려해야 한다.
진공펌프의 용량은 미국식은 C.F.M(cubic feet per minute), 유럽식은 L/M(liter
per minute)으로 표시하며, 1 C.F.M = 28 L/M로 환산할 수 있다. 유럽에 비하여
미국에서는 진공펌프 예비용량을 50% 추가하여 권장하고 있다. 즉, 미국 착유기
제조협회에서는 착유 유니트 1대당 3 C.F.M(84 L/M)의 진공펌프 용량과
예비용량으로 20 C.F.M(560 L/M)을 권장하고 있다. 만약, 여기에 자동 탈착기가
부착될 경우에는 예비용량에 추가적으로 20 C.F.M(560 L/M), 유량계 사용시에는
10 C.F.M이 더 필요한 것으로 권장하고 있다. 단, 착유 유니트가 24대 이상일 때에는
권장 예비용량이 80 C.F.M(2,200 L/M)으로 증가한다.
예시① 파이프라인 착유기에서 착유 유니트를 4대 사용하고, 진공 라인과 우유 라인이
2인치이며, 30두 착유하는 계류식 우사의 진공 펌프 권장 용량은 다음과 같다.
착유유니트

4개 × 3 C.F.M

예비용량 (착유유니트만 사용)

= 12 C.F.M (340 L/M)

= 20 C.F.M (560 L/M)

총 권장 분당배기량

= 32 C.F.M (900 L/M)

예시② 자동 탈착장치가 부착된 2×3의 탠덤식 착유기에서 진공 라인과 우유 라인이
3인치인 착유시설의 진공 펌프 권장 용량은 다음과 같다.
착유유니트

6개 × 3 C.F.M

예비용량 (착유유니트만 사용)
총 권장 분당배기량

= 18 C.F.M (500 L/M)

= 40 C.F.M (1,130 L/M)
= 58 C.F.M (1,630 L/M)

유럽의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는 착유 유니트가 2∼10개 사이일 경우 예비용량(2
50리터) + (80 × 유니트 갯수)이 합쳐진 진공펌프 용량을 사용하며, 유니트 갯수가
10개 이상일 경우에는 1,050 +〔55 × (유니트갯수 - 10)〕인 진공펌프가 필요하며,
자동 탈착기가 겸비되었을 경우에는 별도로 100 + (20 × 유니트 갯수)의 용량이
추가된다. [표 10-3]은 1997년도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설정한 크로우에 차단
밸브가 있는 착유기 유니트 갯수에 따른 권장 진공펌프 용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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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3❙ 착유시설의 착유 유니트 권장 진공펌프 용량(단위: 리터)
착유유니트 갯수

2

3

4

5

6

8

10

12

14

16

18

20

공기소모량

410

490

570

650

730

밀크마스타
사용시

550

650

750

850

950 1150 1350 1500

700

700

900

900 1300 1300 1300 1600 1600 1600 1600 2000

790

790

790

790

890 1050 1160 1270 1380 1500 1600

Highline
50kPa 기준
진공펌프용량
Lowline
42kPa
진공펌프용량
바켓 착유

790 1000 1460 1460 1460 1460 1800 1800
95 + 71n (n=바켓의 수)

* 자료 : ISO 6690, 1997

이와 같이 농가에서는 유럽의 국제표준기구(ISO) 기준 등을 토대로 하여 착유기
회사별 여건 등을 고려해서 적절한 진공펌프 용량을 선정해야 하지만 국내 젖소
종축의 대부분이 산유량이 높은 캐나다와 미국에서 수입되어 사육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착유 시설 설치시 충분한 용량의 진공 펌프용량이 설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실제 목장에서 구형 시설을 쓰다가 유니트를 추가적으로 늘린다거나
자동 탈착기나 수동식 유량계를 새로 구입해서 사용할 경우 진공펌프 용량을 고려해야
하는데 이를 무시하고 사용할 경우 진공펌프 용량 부족으로 유방염이 발생한
목장들이 많이 있다. 또한, 진공펌프는 계속 사용하면 매년 3~5%의 용량이 감소되기
때문에 3년 이상 사용된 진공펌프는 점검기구를 이용해서 정확한 용량을 확인하여
사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모터 용량과 최대 펌프 분당 배기량은 서로 정비례하기
때문에 적합한 진공펌프의 용량을 선정할 때는 [표 10-4]와 같은 기준을 참고로
하면 된다.
❙표 10-4❙ 모터 용량별 최대 펌프 분당 배기량
마력(Hp)

1.5

2

3

5

7.5

분당배기량
(L/M)

450

600

900

1,200~1,400

1,800~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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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진공조절기
적절한 착유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착유기 시스템의 진공이 일정하게 유지되어
진공압의 변동이 최소화 되어야 한다. 불규칙한 진공압은 유적역류의 원인이 되어
유방염을 일으킬 수 있는 위험성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착유과정 동안에 우발적
으로 공기가 새어 나가는 것을 최소화 해야 한다. 이렇게 착유기 내의 진공압을
12~15"Hg로 유지시켜 주기 위하여 외부 공기의 유입량을 늘이거나 줄이는 장치가
진공조절기이다.
진공조절기와 파이프 설계는 착유기 시스템 전체에 진공압의 균형을 유지하는데 도움을
준다. 만일 파이프가 너무 작거나 너무 많이 굽어져 있다면 공기 흐름에 제약을 받는다.
이로 인해 진공펌프로의 적절한 공기 유동이 이루어지지 않고 보다 높은 진공압에서
진공펌프가 작동하게 된다. 이는 시스템의 변화가 많은 상태의 진공압에서 작동되는데
그것은 착유기 시스템의 균형이 유지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균형이
유지되는 착유기 시스템은 진공압이 1/2"Hg 이상 변하지 않는다. 감응력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진공조절기가 맥동시스템과 관련이 있는 진공 파동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위치에 있어야 한다. 어느 종류의 진공조절기를 사용하더라도 한번 고정된
진공압은 일정해야 한다.
진공압은 라인의 직경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대체로 12~15"Hg로 유지되면 된다.
진공압은 착유시 항상 일정하게 유지되어야 하는데 진공계기 바늘이 착유 도중 심하게
움직이거나 설정압보다 떨어질 경우에는 진공펌프 용량과 진공조절기의 정상 작동
여부를 점검해서 일정한 진공압이 유방에 걸리도록 해야 한다. 착유할 때 진공압이
너무 낮으면 유방 내 우유의 잔류 현상이 있을 수 있고, 진공압이 너무 높으면
고압으로 인한 유방 조직의 손상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착유자가 진공조절기 능력 상태를 쉽게 평가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진공조절기
회복시험이 있다. 이 방법은 스톨 콕크(stoll cock)를 열어서 진공을 해제한 뒤에
3초 안에 자발적으로 회복되는지를 검사하는 방법으로 3초 이상이 소요되면 진공펌프
용량이 부족하거나, 라인의 굵기가 너무 작거나 라인이 막혔거나 너무 많은 배관이
굽어져 있거나 진공조절기가 잘못된 경우이다. 진공조절기의 조절 능력이 떨어지게
되면 착유 중 진공압의 조절 부실로 인하여 유방염 발생의 원인이 된다. 따라서,
착유자는 적어도 1개월에 한번은 진공조절기를 점검해야 하고, 진공조절기가
제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먼지 등을 제거해야 한다. 진공조절기를 분해하면 금속
부분에 검정색의 먼지가 붙어 있는 경우를 볼 수 있기 때문에 1~2개월에 1회 정도
알콜로 청소해야 한다. 설치 후 2~3년이 경과한 진공조절기는 기능 이상이 있을 수
있으므로 정밀 점검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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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진공 및 우유라인의 적절한 내경 유지
파이프라인 착유기의 배관은 진공라인 및 우유라인으로 구분된다. 진공라인은
시스템의 착유 진공을 안정화시키기 위한 매우 중요한 라인으로서 설정된 진공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공기를 이동시킬 수 있다. 진공라인의 직경, 길이, 설계는
착유와 세척 과정을 위해 필요한 공기를 이동시킬 수 있는 착유 시스템의 능력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러므로 진공펌프의 크기를 결정할 때 과거에는 전적으로
착유기 시스템 내의 유니트 숫자에 기초를 두었으나 최근에는 파이프의 길이,
진공조절기의 위치, 펌프의 용량에 따라 결정되고 있다. 즉, 진공압이 라인 전역에서
1/2"Hg내로 유지되어야 한다. 진공라인의 직경이 권장기준보다 클 경우 진공이
떨어지므로 시스템의 회복이 느려지게 된다. 따라서, 주진공 라인을 설치할 경우에는
라인의 공기 유동을 감소시킬 수 있기 때문에 길이가 50피트 이상이고 지나치게 굽은
부위가 많은 공급라인은 가능한 피해야 한다.
우유 라인의 직경은 착유 유니트의 수에 따라 결정된다. 유니트의 공기 뿐만 아니라
우유가 통과하기 위한 적절한 용량에 기초를 두어 선택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라인으로 들어가는 공기를 조절할 수 있는 라인 용량은 적어도 50%가 되어야 한다.
만약, 추가 용량이 우유 이동을 위해 사용된다면 공기 유동이 제한되어 최고로 많은
우유가 흐르는 동안 결과적으로 불안정한 진공압이 생겨날 것이다.

라. 적절한 맥동 시스템 유지
맥동의 주요한 목적은 착유 하는 동안 유두 조직의 울혈과 부종을 억제하도록 유두를
마사지하는데 있다. 맥동기는 유두컵의 맥동실(유두컵 셀과 라이너 사이의 공간)에
진공과 대기압을 교대로 적용시킴으로써 유두를 마사지한다. 대기압 하에 있는
공기가 맥동실에 흡입되면 압력 차이로 인해 라이너가 유두를 누르게 되고, 접혀진
라이너는 유두 벽에 거의 압력을 가하지 않는다. 이러한 역할을 하는 맥동기는
착유기의 부품 중에서 심장부를 이루고 있는 가장 예민하고 중요한 부품이라고 할
수 있다. 맥동기는 작동방식에 따라 여러 가지 기종이 있으나 중요한 것은 적절한
라이너 내의 진공압 유지, 맥동수 및 맥동비를 유지하는 것이다. 맥동수는 착유기
제작회사마다 약간씩 차이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분당 50~65회 정도이다. 맥동수
허용기준은 제조회사별로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분당 ±3회이어야 한다. 맥동 비율은
50:50, 60:40, 70:30 등으로 다양하다.
따라서, 목장 내 맥동기의 맥동수 및 맥동 비율이 착유 유니트마다 다르다면 착유
조건이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젖소에 매우 큰 스트레스 요인이 되어 유방염 감염의
좋은 기회가 되므로 모든 유니트의 조건은 동일해야 한다. 또한, 맥동기를 사용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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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주의사항은 앞과 뒤의 착유 순서가 절대로 바뀌지 않도록 해야 한다. 좌우
맥동방식의 경우는 특별한 표시가 없으나 전후 맥동방식에는 공기배출 및 흡입구에
반드시 앞과 뒤를 구분하는 표시가 있으므로 앞과 뒤를 바꾸어 끼우거나 유두컵과
크라우의 T자 연결 파이프 사이의 짧은 호스를 엇갈리게 끼움으로서 앞과 뒤의 순서가
바뀌지 않도록 해야 한다.
만약 앞뒤의 순서가 바뀌면 유량이 적은 앞의 두개의 유방을 유량이 많은 뒤의 두개의
유방보다 더 오랫동안 착유를 하게 된다. 즉, 상대적으로 유량이 적은 두개의 유방을
과착유하게 되고, 뒤의 유방은 착유가 끝나도 우유가 남게 되므로 유방에 큰 무리를
주게 된다.
또한, 맥동수와 맥동비는 제조회사에 따라 다양하다. 맥동 비율에 따라 어떤 것이
착유 생리에 가장 좋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착유에 사용되는 유니트 중 어떤
하나라도 맥동수와 착유주기에 큰 차이가 있다면 유방염 발생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즉 맥동이 불규칙하면 절름거림 현상(limping)이 나타나므로 유방염이 증가한다.
그러므로 좌우방식 착유기의 경우 림핑이 3% 초과시, 전후방식의 경우는 13% 초과시
교환 및 수리를 요한다.
맥동기는 점검기구에 의해서 정기적인 검사를 받고 제조회사의 지시대로 유지해야
한다. 맥동기의 청소는 3개월에 1회 정도 알콜로 닦아주는 것이 이상적이며, 맥동기를
분해 할 때에는 반드시 청결한 장소에서 볼트, 넛트 등 부품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유의해야 하며 슬라이드(플라스틱 부품과 금속 부분)의 밑부분에 흠이 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 유압식 맥동기 경우 절대 개방하여서는 안 된다.

마. 적절한 라이너의 사용
착유기에 있어서 젖소와 직접 접촉되는 유일한 부위인 라이너는 재질, 형태, 크기
등이 다양하므로 유두 굵기 등을 고려하여 선택해야 한다. 라이너는 일반적으로
직경이 큰 것, 중간, 작은 것 등으로 구분된다. 유두에 비하여 라이너 직경이 크고
재질의 탄력성이 부족할 경우 착유 시 마사지 불량으로 유두가 시퍼렇게 멍이 들고
심하면 유두의 손상을 가져온다. 보통 라이너는 재질과 착유두수에 따라 교환 시기가
달라지기 때문에 라이너 내부를 손가락으로 촉진해서 탄력성 여부와 내부 손상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라이너는 다음과 같은 공식에 의하여 교체를 해 주어야 한다. 즉,
(생산업체가 권장하는 라이너 수명 × 유니트 숫자) / (하루에 젖짜는 횟수 × 착유두수)
이다. 예를 들면 4개의 유니트로 30두의 젖소를 하루에 2번 착유하고, 제조회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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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장하는 라이너의 수명이 2,400일 이라면 라이너의 교환시기는 (2,400 × 4) /
(2 × 30) = 160일이다. 라이너는 반드시 1세트(4개)를 동시에 교체해야 하며, 교환시
내부 뒤틀림이 없어야 한다. 찢어진 라이너가 있으면 우유가 진공호스를 타고 진공
파이프를 통하여 진공펌프로 들어가게 된다. 또한 라이너 속이 까칠하게 되면 유지방
및 유석이 끼게 되어 청소를 해도 잘 제거되지 않아 세균이 서식하여 유방염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즉시 교체해야 한다. 정기적인 라이너 교환은 착유시간 단축 및 유량
생산 증가와 유방염을 예방하는 등 착유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어 눈에 보이지 않은
목장의 이익을 가져온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바. 전기 용량
최근에 목장의 대규모 및 자동화로 인하여 전기 사용량이 증가하는 추세이며, 착유가
주로 아침과 저녁에 이루어지므로 목장 밀집지대에서는 착유기 가동전에 전기의
공급량이 부족하여 진공펌프가 고장 나는 경우가 있다. 착유 중 전기가 정상 전압보다
떨어지게 되면 모터의 회전수가 줄어들고 진공 용량의 저하와 과부하로 인하여 냉각기
및 진공펌프 모터에 이상이 발생될 수 있다. 통상 목장에서 10kw 이상의 계약 용량의
전기라면 큰 무리가 없으나 냉각기, 온수기, 전열기 등 사용되는 기구의 전기 용량을
고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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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착유기 점검내용과 주기
착유기는 제기능을 발휘하기 위해 정기적인 점검과 부품교체 등 수리가 필요하다. 정기
점검은 착유기가 올바르게 작동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착유기에 기인된 유방염을
최소화함으로써 효과적인 착유를 하는데 도움이 된다. 착유기의 주요 부분의 점검내용
및 점검주기는 다음과 같다.
❙표 10-5❙ 진공시스템의 점검내용과 주기
점검내용
1. 진공펌프의 오일 공급 상태

점검 시기
착유시

일일

주간

매월

6개월

1년

×

2. 진공계기에서의 진공압 수준

×

3. 진공펌프로의 오일 떨어지는 간격

×

4. 진공 필터의 청결성 여부

×

5. 배관에서 공기가 새는지 여부

×

6. 보조항아리의 배수 및 볼의 효율성 점검

×

7. 진공조절기 필터 청소 상태

×

8. 진공조절기 감응력 점검

×

9. 진공펌프의 오일 흐름 상태

×

10. 진공펌프 벨트의 장력 상태 점검

×

11. 오일공급장치로부터의 수분 배수상태

×

12. 모든 진공라인의 청결함과 흐름 상태

×

13. 진공필터 스크린 교체 여부

×

❙표 10-6❙ 착유 유니트의 점검내용과 주기
점검내용

점검 시기
착유시

1. 라이너와 셀 사의의 물 존재 여부

×

2. 크로우에 이물질 함유 여부

×

일일

3. 우유호스, 라이너 등의 새는지 여부

×

4. 라이너 내부의 청결 및 거친 상태 점검

×

5. 라이너 탄력성, 부착 상태의 적절성

×

6. 라이너 교환시기(제조회사 권장 수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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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7❙ 맥동기의 점검내용과 주기
점검내용
1. 모든 맥동기의 작동 상태

점검 시기
착유시

일일

주간

매월

6개월

×

2. 맥동기의 청결 상태

×

3. 맥동기와 맥동라인과의 연결 상태

×

4. 맥동기내 공기여과기의 청결 상태

×

5. 맥동기 점검기구에 의한 점검여부

×

6. 맥동기내 공기여과기 교체 여부

1년

×

유방염 예방의 일반관리 프로그램의 5대 원칙은 첫째, 기능적으로 적합한 착유기를
올바르게 사용한다. 둘째, 착유전후 유두침지를 철저히 시행하고, 셋째, 임상형 유방염은
발견 즉시 치료하며, 넷째, 건유기 치료는 철저하게 실시하되, 다섯째, 치료에 반응하지
않은 만성 감염우는 도태하는 것이 경제적이다. 그 중 “기능적으로 적합한 착유기를
올바르게 사용한다”는 원칙은 일반관리요령 중 가장 중요한 사항으로 유방염과 착유기는
떼어놓을 수 없는 필연적인 관계이므로 유방염 문제가 있는 목장에 대해서는 착유 시설의
이상 유무를 꼭 점검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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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시료 채취와 취급
오염된 시료는 잘못된 진단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작업량 증가와 혼란 등으로 인한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 그러므로 유방염 원인균을 우유에서 검출하기 위해서는
무균적으로 시료를 채취해야 한다. 특히 유방으로부터 우유 채취 시에 공기 중이나
젖소의 피부, 유두, 채취자의 손 등에 흔히 존재하고 있는 여러 세균의 오염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대부분의 유방염 원인균은 냉장 상태에서 수일 동안 또는 냉동 상태에서 수 주일
동안 생존한다. 하지만 장기간의 냉장 및 냉동상태에서의 보관은 저온세균의
증식으로 인하여 검사 결과의 변화를 초래할 수 있다. 또한, 어떤 균들은 장기간의
냉장 또는 냉동상태에서 생존하지 못한다. 따라서 시료 채취 및 운반과정은 미생물의
특성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실행 되어져야 한다.
또한, 많은 시간과 노동력, 그리고 경비가 검사 초기에 결정되기 때문에 검사 결과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하여 무균적 시료 채취 기술과 적절한 취급 방법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하지만 어떤 환경 상태에서는 무균적 시료 채취가 불가능할 수도 있다.
따라서 실험실 진단자들은 오염된 시료를 판정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한다.

1. 시료 채취 재료
유방염 검사를 위한 우유 시료 채취 재료는 다음과 같다.
◦ 시료 채취 용기
(입구 내경이 2cm 이상의 15~50ml 용량의 멸균된 플라스틱 병이나 유리병)
◦ 70% 알코올 솜
◦ 세균 검사용 면봉
◦ 아이스박스와 얼음
◦ 시료 용기 걸이
◦ 유두침지 소독제
◦ 종이수건 또는 마른수건
◦ 유성펜 또는 표시용 라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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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료 채취 방법
유방염 검사를 위한 우유 시료 채취 방법은 다음과 같은 순서에 의하여 무균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1) 시료 채취 용기에 표기
시료 채취 전에 시료 채취 용기에 날짜, 농장, 소 개체번호, 분방 위치 등을 표기한다.
2) 유두 청결
손 또는 마른 종이 수건 그리고 솔을 이용하여 유선과 유두에서 오염된 물, 깔짚과
털을 제거한다. 눈에 보이는 유두와 유방의 오염은 세척하고, 종이 수건이나 개체별
헝겊 수건을 이용하여 시료 채취 전에 철저히 건조시킨다.
3) 전착유
대부분의 전착유 우유에는 미생물이 많이 존재하므로 유두로부터 우유 2~3 줄기를
짜서 버린다. 우유와 유선에서 임상형 유방염 증상을 검사하고, 모든 임상증상을
기록한다.
4) 착유전 침지
효과적인 유두 침지제로 착유 전에 모든 분방을 30초간 침지한다.
5) 유두건조
종이 수건이나 마른 수건으로 물기를 완전히 제거한다.

❙그림 1-1❙ 젖소 유두로부터 가검용 유즙 채취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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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알코올 솜으로 유두 세척
흠뻑 적시지 않은 70% 알코올 솜을 이용하여 유방의 먼 쪽 유두에서부터 10~15초
정도 확실하게 문질러 닦는다. 사용 전에 과잉 알코올을 약간 짜서 버리고 유두 끝을
청결히 하기 위해서 여러번 닦아낸다. 알코올 솜에 오염 물질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유두 끝을 세게 문질러 닦는다. 하나의 유두에 하나의 알코올 솜만 사용한다. 또한,
오염된 꼬리, 발굽과 다리가 깨끗한 유두에 접촉되는 것을 피해야 한다.
7) 시료 채취
분방별 시료 채취를 위하여 유두 세척과는 반대로 가장 가까운 유두에서 시료 채취를
시작하고, 유방의 먼 쪽 유두로 이동한다. 멸균된 플라스틱병 또는 유리병의 뚜껑을
열고 열린 뚜껑의 안쪽이 아래로 가게 하여 뚜껑 안쪽 면에 접촉시키지 않는다
[그림 1-1]. 플라스틱병 또는 유리병은 약 45도 각도를 유지하며 시료 채취 용기의
입구가 유두 끝에 접촉이 되지 않도록 하고 우유가 시료 채취 용기에 들어갈 때
착유자의 손이 접촉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우유의 1~3 줄기를 채취하고 즉시 위치를 바꾸어 뚜껑을 안전하고 단단히 닫는다.
시료의 양은 약 20~30ml면 충분하며 시료 채취 용기의 3/4 이상을 절대로 넘어서는
안 되는데 이는 오염의 기회가 증가되기 때문이다. 종합 우유시료(4개 분방 모두의
우유) 채취시에는 가장 가까운 유두에서 채취를 시작하고, 유방 먼 쪽 유두로
진행한다. 플라스틱병이 오랫동안 열려 있으면 혼합시료의 오염위험이 더 크다.
8) 시료의 저장
채취된 시료는 얼음이 들어있는 아이스박스에 신속하게 옮겨서 저장해야 한다.
실온에 1시간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 시료를 보관할 때는 냉장고에서 2일 이내로
해야 한다.

3. 시료의 보관과 운반
채취된 유즙은 더운 여름이나 채취 후 시간이 경과할 경우에는 냉장 상태를 유지
하면서 실험실로 운반해야 한다. 실험실 도착 즉시 냉장고에 보관하면서 가급적
빠른 시간 내에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대부분의 유방염 원인균은 냉장 상태에서
1주일까지는 큰 영향을 받지 않지만, 장거리 운반이나 검사가 즉시 이루어지지 않는
가검 재료는 냉동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Mycoplasma와 같은 특수 세균, Clostridium 속과 같은 혐기성 세균은
가검 유즙을 일반 냉장상태에서 하루 이상 보관시 사멸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들
원인균을 검출하기 위해서는 1시간 이내에 가검 유즙의 세균배양을 실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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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냉각기 집합유 배양검사(BTMC)
가. 검사의 목적
냉각기 집합유 배양검사(bulk tank milk culture; BTMC)는 세균의 존재 유무와
냉각기 집합유 내 우세한 세균의 동정 이 두 가지 중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즉, BTMC
의 일차 목적은 목장 내 Streptococcus agalactiae, Staphyloccus aureus 또는

Mycoplasma spp.와 같은 전염성 유방염 원인체가 존재하는지를 확인하는데 있다.
만약에 BTM 검사에서 이들 전염성 유방염 원인체가 존재한다면 목장 내 분방이
거의 감염되었음을 의미한다. 하지만 배양검사 결과 음성일지라도 검사 방법의 민감
성 문제로 인하여 목장 내 이들 병원균이 존재하지 않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즉,
한 마리의 소에서 감염되었을 경우에 냉각기 집합유 시료에서 검출될 수 있는 확률이

Streptococcus agalactiae의 경우에는 98%, Staphyloccus aureus 97%,
Mycoplasma spp. 80%이기 때문에 우군 내 감염 수준이 매우 낮을 경우에는 냉각기
집합유 시료 검사에서 음성을 나타낼 수 있다.
또한, BTMC의 두 번째 목적은 목장 우유 내 우세 세균이 무엇인가를 확인하는
것이다. 검사 결과 다양한 균이 분리되지만 BTMC에서 분리된 세균은 유선 내 감염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 예를 들면 대장균과 환경성 Streptococci는 유선 내
감염에서 유래된다. 이들 세균의 감염이 높은 경우는 젖은 유방에서 착유, 우유 라인
내 유기물 오염, 갈라진 라이너, 부정확하게 가열된 세척수 그리고 우유의 부정확한
냉각에 의해서이다.
나. 검사의 방법 및 결과
BTMC은 목장의 주요 유방염 원인체를 검색하는데 있어서 매우 경제적이다. 따라서
이러한 검사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검사시기, 시료 채취 방법, 검사 방법이 과학적
자료에 준해서 실시되어야 한다. BTMC를 실시할 때는 가능한 시료가 많을수록, 수일
또는 수주 이상 지속적으로 검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며, 시료 접종량은
우군의 일차적인 스크린 검사를 목적으로 0.01ml를 접종하지만 검사결과의 민감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0.2ml의 용량을 접종하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권장되는 BTMC
방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시료 채취 전 10분간 집합유 탱크 내 우유를 섞는다. 언제나 청결하고, 위생처리
된 도구를 사용하여 집합유 탱크 내의 위에서(절대 출구는 아니다) 시료를
채취한다. 시료는 미생물 배양을 위하여 즉시 얼음이나 냉장고에 보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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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료는 평판 위에서 수직적 가로로 우유의 0.01ml의 용량을 배지 평판에 선상으로
심는다. 접종에 사용되는 것과 같은 루프로 오른쪽 각에서 중앙 줄로 뒤와 앞으로
움직여 평판의 전 표면 위에 퍼지도록 우유를 접종한다.
3) 각 시료는 혈액-esculin 배지, MacConkey 배지, Edwards Modified 배지,
Vogel-Johnson 배지, Mycoplasma 배지에 접종한다.
4) 고체평판배지에서 37℃, 48시간 호기배양하고, Mycoplasma 배지는 37℃, 7일간
배양한다.
5) 각 배지에서 성장한 모든 집락수를 반복하여 계산한 다음 ml당 CFU(colony-for
ming units)로 기록한다.
◦ 총 세균수 : 혈액-esculin 배지 위의 모든 집락
◦ 그람음성 세균수 : MacConkey 배지 위의 모든 집락
◦ Coliforms : MacConkey 배지 위 lactose(+) 집락
◦ Streptococci : Edwards Modified 배지 위의 모든 집락
◦ Staphylococci : Vogel-Johnson 배지 위의 모든 집락

Ⅱ. 유방염 원인체 분리 및 동정
1. 장비 및 재료
가. 필수 장비
◦ 세균 배양기(35~37℃ 항온기), 광학현미경(100~1,000배 배율), 냉장고,
알코올 램프
나. 보조장비
◦ 멸균기, 천평저울, 멸균증류장치, 교반기, CO2 배양기, 혐기배양 시스템, 항온수조,
원심분리기 등
다. 재료
◦ 백금이 또는 멸균된 면봉(유즙을 접종할 수 있는 재료)
◦ 배양용 배지 : 혈액배지(유방염 원인균의 증식에 가장 적합한 배지) 등
◦ 페트리디쉬, 시험관, 생리식염수, 슬라이드 글라스, 염색액
◦ 기타 유방염 원인균 분리동정 배지 및 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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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배지 준비
각 분방별로 채취한 시료를 배지에 도말하기 전 시료를 잘 혼합하고 그람양성균과
그람음성균을 배양할 수 있는 배지를 준비한다. 그람양성균 배양은 혈액배지나
그람양성균만 배양할 수 있는 배지, 그람음성균 배양은 MacConkey 배지나
그람음성균만 자라는 배지에 피펫으로 시료를 접종 후 spreader로 고르게 펴 바른다.
곰팡이류 배양을 위해서는 Chloramphenicol 등 항생제가 첨가된 Sabouraud
dextrose agar(SDA)에 접종하고 25℃ 전후에서 3일간 배양한다.

3. 배양 방법

❙그림 1-2❙ 배지에 균 접종하는 요령

(4등분 : 분방우유, 2등분 : 분방 또는 개체우유)

가. 접종량
1) 분방으로부터 채취된 시료는 전체 배지를 1/4 면적으로 나눈 부위에 미생물 집락의
성장이 적절하게 허용되도록 0.01 ml 용량을 [그림 1-2]와 같이 한 줄로 접종한다.
2) 개체 종합우유 시료는 전체 배지를 1/2 면적으로 나눈 부위에 0.01 ml 용량을
접종한다.
3) 급성 유방염의 시료는 평판 전면 또는 1/2 면적으로 나눈 부위에 0.01 ml 이상의
용량을 접종한다.
* 원유시료 접종량: 혈액 배지(10ul), MacConkey 배지(100ul), SDA(100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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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배양 조건
유방염 원인균별 배양시간 및 온도는 [표 1-1]과 같다.
❙표 1-1❙ 유방염 원인균별 배양시간 및 온도
유방염 원인균

배양 시간

배양 온도(℃)

Staphylococci

24~48hr

35~37

Streptococci

24~48hr

35~37

Corynebacterium spp.

1~4 days

35~37

Gram-positive bacili

24~48hr

35~37

Gram-negative bacili

24~48hr

35~37

Mycobacterium spp.

3~5 days

23~37

Yeast, mold, fungi

24~72hr

23~37

Norcadia spp.

2~5 days

35~37

Mycoplasma spp.

2~10 days

35~37

다. 잘못된 진단
유선 분방의 감염상태는 무균적으로 채취한 우유 시료의 미생물학적 배양 결과의
해석으로 결정된다. 일반적으로 시료 배양의 결과 양상은 세 가지로 나타난다. 즉,
① 세균 성장이 없는 것, ② 순수배양의 성장, ③ 여러종류의 집락으로 성장한 것의
3가지 결과 중 ①과 ③은 진정한 유방염 감염 상태를 나타내지 못한다. 그러므로
무균적 시료 채취 기술, 적절한 보관, 적절한 우유 시료 취급 등은 절대적인
기본사항이다. 또한, 하나의 시료만으로 유방염을 진단하는 것보다 많은 시료를
대상으로 검사하는 것이 보다 정확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1) 위양성 시료(false positive sample)
위양성 시료는 분방에 실제 감염은 없으나 병원균이 분리되는 경우이다. 위양성의
주요 원인으로는 시료채취 또는 검사과정 중 오염 때문이며 주로 환경 유래의
미생물이 분리된다. 따라서, 검사자는 이러한 위양성 반응을 줄이기 위해서 체세포수
검사를 실시하여 진성 유방염 감염 유무를 판정한 다음, 시료 채취나 검사과정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개선해야 할 것이다.
2) 위음성 시료(false negative sample)
위음성 시료는 분방에 실제 감염은 있으나 미생물 배양에서는 미생물 성장이 검사되지
않는 경우이다. 원인은 ① 우유 내 균의 양이 분석의 발견 한계 이내인 경우, ② 특정
배지나 특별한 성장상태가 필요한 경우, ③ 우유시료 내 항생제 등이 병원균의 성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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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해하는 경우 ④ 시료 저장동안 병원균이 사멸하는 경우 등이다. 위음성 시료를
줄이기 위해서는 검사자의 충분한 숙련이 필요하다. 즉, 더 많은 양의 시료 우유(1/2
평판에 0.1ml)를 평판에 접종하거나 유방염 원인체를 고려한 다양한 배양 조건을
인지하면 위음성 반응을 줄일 수 있다. 하지만 coliform과 Staphyloccus aureus
감염에 의한 임상형 유방염 우유의 20~30%는 임상 증상은 있으나 병원균이 소의
면역체계에 의하여 미생물 성장이 되지 않아서 배지에서 균 집락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이다.
라. 오염된 시료
무균적 시료 채취와 정확한 양의 우유를 배지에 접종했다는 전제 하에서 고체배지
상에 자란 세균이 진정한 유방염 원인체인지 오염균인지 구별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다. 우유 10ul를 접종했을 때 5개 이상의 동일한 집락이 순수분리되거나 두가지
균종이 자란 경우에는 그 균들을 진정한 유방염 원인체로 간주한다. 세가지 이상의
균들이 혼합되어 자란 경우나 동일한 집락이 5개 이하인 경우는 오염으로 판정하고
병원균으로 동정해서는 안 된다[그림 1-3]. 오염된 우유 시료는 폐기하고 분방 별
시료를 다시 채취해야 한다. 다만, 주요 전염성 유방염 원인균인 Staphyloccus

aureus와 Streptoccus agalactiae의 경우에는 단 한 개의 균주만 자랐더라도
유방염 원인체로 간주한다.

❙그림 1-3❙ 오염된 시료 배양 결과

시료 오염의 일반적인 원인에는 다음과 같은 경우가 포함된다. 유두 끝의 오염, 시료
채취 용기에 넣기 전 손과 손가락이 우유에 접촉한 경우, 시료 채취 용기 또는
접종기구의 비 소독, 오염 배지 위에 우유 시료를 도말 하는 것, 유두 끝 또는 손의
과잉 알코올, 그리고 면봉 보관 통의 오염, 보관통 입구가 단단히 닫히지 않은 경우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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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미생물 동정
가. 세균 동정
위와 같은 순서에 의해서 유방염 가검물을 혈액배지에 접종 및 배양하면, 배지 위에
나타난 균 집락 형태, 크기, 색깔, 용혈성 등을 관찰한다. 균 집락별로 그람염색을
실시하여 현미경으로 검경하여 그람음성 및 양성 여부, 균의 형태 등을 관찰하여
균종을 결정하며[그림 1-4], 생화학검사 등을 통하여 균 동정을 실시한다.

❙그림 1-4❙ 그람염색법에 의한 형태학적 균 분류

1) 세균의 형태
◦ 구균：세균의 형태가 구형인 것으로 포도알균, 연쇄알균 등이 있다.
◦ 간균：세균의 형태가 막대기 모양인 것으로 대장균 등이 있다.
2) 그람염색
◦ 정 의：세균을 분류할 때 일반적으로 가장 널리 사용되는 방법으로는 그람 염색 시
세균의 세포벽 구조가 다르다는 것을 기초로 하여 균체 성분과 반응하는 crystal
violet의 ethanol에 의한 탈색 여부에 따라 그람양성과 그람음성 세균으로 구분한다.
◦ 방 법
- 슬라이드 글라스 위에 생리식염수 한 방울을 떨어뜨린 다음, 배양된 균을 백금이로
옮겨서 도말하여 공기 중에서 건조 시킨 후 화염․고정한다.
- Crystal violet을 가하고 1분간 반응시킨 후 흐르는 물에 세척한다.
- Iodine 용액을 떨어뜨리고 1분간 반응시킨다(모든 세포는 보라색으로 염색).
- 알코올에 10초 정도 반응시킨 후 흐르는 물에 세척하여 탈색한다.
- Safranin 용액으로 1분간 대조 염색한다(그람 음성균：붉은색, 그람 양성균：보라색).

105

젖소 유방염 진단 및 관리 | Animal and Plant Quarantine Agency

5. 자동화 장비를 이용한 미생물 동정
(1) VITEKⓇ 2 COMPACT
◦ 장비 원리
VITEKⓇ 2 COMPACT는 분리된 미생물을 생화학적인 분석 방법을 이용하여 균명을
확인하는 자동화 미생물 동정 장비로서 초미량의 각종 건조 배지 및 생화학적
반응물이 들어있는 64개 마이크로 웰(well)로 구성된 플라스틱 카드를 사용한다.
카드의 마이크로 웰 내부에서 균의 증식 및 대사가 이루어지고, 이러한 화학반응의
변화가 축적되어 프로그램상에서 분석된 후 자동으로 결과가 출력된다.

❙그림 1-6❙ VITEKⓇ 2 COMPACT 사용법

◦ 실험방법
영양배지에 순수 분리된 신선한 균주로 균 현탁액을 제조한 후 카드와 같이 장비에
장착하면 배양, 분석 및 결과 출력까지 자동으로 진행된다.
◦ 카드(시약)
64개의 마이크로 웰로 구성된 플라스틱 카드를 사용하며 각 웰마다 초미량의 건조
배지, 각종 생화학 반응 기질 또는 항생제가 함유되어 있다. 카드의 모든 웰을
사용하지는 않으며 최적의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카드별로 사용하는 웰이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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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 원인체 종류에 따른 VITEK 2 COMPACT 카드 종류
원인체 종류

카드 종류

반응

표준 탁도

분석

그람음성균

GN

47개의
생화학적 반응

0.6 McF

Kinetic
(2~10 hours)

그람양성균

GP

43개의
생화학적 반응

0.6 McF

Kinetic
(2~8 hours)

Yeast

YST

47개의
생화학적 반응

2 McF

End point
(18 hours)

Bacillus

BCL

46개의
생화학적 반응

2 McF

End point
(14 hours)

N. haemophilus

NH

30개의
생화학적 반응

3 McF

End point
(6 hours)

혐기성균

ANC

36개의
생화학적 반응

3 McF

End point
(6 hours)

Coryneform species
(Lactobacillus 가능)

CBC

36개의
생화학적 반응

3 McF

End point
(8 hours)

그람음성균, 그람양성균, 효모

AST
-###

카드별로 다양

카드별로
상이

Kinetic
(8~18 hours)

(2) MALDI-TOF(Matrix Assisted Laser Desorption Ionization-Time of Flight)
◦ 장비 원리
MALDI-TOF(미생물 동정 질량분석시스템)는 분리된 미생물의 질량을 분석하여
균명을 확인하는 자동화 장비이다. Matrix solution에 의해 용출된 균주의 단백질은
레이져에 의해 이온화되고 진공상태가 된 공간을 날아가 감지기를 통해 질량이
측정된다. 측정된 질량은 균체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데 이렇게 나타난 다른 질량
패턴은 DB화된 정보와 비교되어 동정 결과가 자동으로 출력된다. 결핵균을 포함한
세균, 효모, 곰팡이 동정이 가능하다.
(2-1) VITEKⓇ MS
◦ 실험방법
영양배지에 순수분리 된 신선한 균주를 일회용 loop를 이용하여 슬라이드에 골고루
펴 바르고 matrix solution 1ul를 첨가하여 단백질을 용출한 다음 완전히 건조되면
VITEKⓇ MS 장비에 삽입하고 관련 정보를 입력한 후 장비를 작동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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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7❙ VITEKⓇ MS 사용법

(2-2) MALDI Biotyper
◦ 실험방법
순수분리된 신선한 균주와 HCCA 매트릭스를 MALDI target plate에 점적하여
장비에 장착한 다음 관련 정보를 입력한 후 장비를 작동한다. 종 수준으로 동정된
결과를 자동으로 출력한다.

❙그림 1-8❙ Bruker MALDI Blotyper 사용법

108

<부록> 제1장 _ 유방염 검사를 위한 시료채취 및 균 동정

나. 진균류 동정
1) 현미경 관찰
의심 집락을 슬라이드 위에 놓고 10~20% 수산화칼륨을 떨어 뜨려 커버글라스를
덮는다. 슬라이드를 약간 가온하고 15~30분 후 현미경으로 관찰한다.
◦ 현미경적 특징
- 효모 : 둥글고 난원형의 단세포성, 5~9㎛의 크기, 발아되거나 간혹 균사가 관찰됨
- 곰팡이 : 길고 얇은 머리카락 모양의 균사
* 곰팡이는 25℃ 항온기에서 7일간 배양한 뒤에 배지 상에서의 균주의 생장 특성을 관찰하고 자란 곰팡이
일부를 취하여 광학현미경을 이용하여 분생포자과, 분생포자경, 분생포자 등의 포자의 미세 구조를
관찰하여 형태학적으로 동정한다.

2) PCR 진단법
ITS(Internal spacer of the nuclear ribosomal DNA) 등 다양한 특성을 갖는
DNA 염기서열들의 분석으로부터 얻어진 종 특이적 molecular marker를 증폭하여
PCR 산물의 유전자 염기서열을 분석하여 동정한다.
3) MALDI-TOF
◦ 효모 : 세균과 동일한 방법으로 실험을 진행하나 matrix solution 첨가 전에 70%
formic acid 처리하여 장비에 삽입하여 동정한다.
◦ 곰팡이 : 배양한 곰팡이를 멸균수를 묻힌 젖은 면봉으로 채취하여 70% Ethanol에
넣고 혼합한다. Centrifuge로 pellet을 모아준 후 상층액을 버린다. 70% formic
acid를 넣고 vortex 한 후 acetonitrile을 넣고 혼합한다. Centrifuge로 pellet을
모아준 후 상층액 1 ㎕을 MALDI plate에 떨어뜨리고 건조 시킨다. Matrix solution
1 ㎕를 건조된 상층액 위에 떨어뜨리고 건조하여 장비에 삽입하여 동정한다.
다. Mycoplasma 동정
1) 배양
특수 선택배지에 항생제 등을 첨가하여 채취된 유즙 2ml을 동량의 배지에 접종한다.
이를 37℃에서 48시간 배양한 후 배양물을 다시 선택 배지에 접종하여 37℃, 10%
CO2 조건에서 1주일간 배양한다. 배양 3일째부터 실체현미경 하에서 균 집락 유무를
관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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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동정
(1) 형태학적 관찰

Mycoplasma 집락은 20-50 배율의 현미경으로 관찰했을 때 배지를 침습한
중앙부와 그 주변부가 특징적인 ‘Fried-egg’형 모양이다. Diene stain으로 염색하면
균 형태를 관찰할 수 있다.
(2) PCR

Mycoplasma 진단에는 다양한 방법이 개발되었으나, 배양 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배지나 배양 조건 등의 요소에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PCR 방법이
주로 이용되고 있다. 배양한 균주 또는 분방유에서 DNA를 추출하여 Mycoplasma
universal primer를 이용하여 Mycoplasma spp.를 확인하고, species에 특이적인
primer를 사용하여 종을 동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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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방염 원인체 특징 및 관리방법

Ⅰ. 포도알균
Staphylococcus 속은 젖소 유방염 우유 시료에서 가장 많이 분리되는 미생물 중
하나이며, [그림 2-1]과 같이 황색포도알균(Staphylococcus aureus)과 기타
포도알균(CNS, coagulase-negative Staphylococci)으로 구분된다. 혈액배지에서
황색포도알균은 불완전 또는 완전 용혈대를 나타내고, [그림 2-2]와 같이 coagulase
양성 반응과 착색 집락(백색보다 유색)을 보이지만, 기타 포도알균의 대부분은 용혈이
없거나 좁게 나타나며 coagulase 음성 반응을 나타낸다.

❙그림 2-1❙ 유방염 진단을 위한 실제적인 포도알균속의 분류

❙그림 2-2❙ Coagulase test: 슬라이드응집반응(왼쪽)과 시험관응집반응(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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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Staphylococcus aureus는 착유 후 유두침지, 건유우 치료, 효과적인
착유기 관리 등 유방염 관리 프로그램이 잘 실행되지 않는 목장에서 흔히 발견되는
유방염 원인체이지만 이와는 반대로 CNS는 사양관리가 잘 되고, 착유 관리가
효과적으로 수행되는 목장의 우유 시료에서 빈번히 분리되는 가장 일반적인
미생물로서 주로 준임상형 유방염과 약간의 체세포수 증가를 나타낸다.

1. Staphylococcus aureus
가. 집락의 형태
혈액배지에서 크고(2~5mm, 24시간; 3~8mm, 48시간), 매끄러운 크림색~회백색,
황갈색 또는 황금색의 집락을 형성한다. 24시간 배양에서 집락의 가장자리에서 약
2 mm의 좁고 투명한 완전 용혈대를 동반하면서, 넓고 뚜렷한 불완전 용혈대를
형성하는 것이 특징이다. Staphylococcus aureus 이외 기타 균주는 완전 용혈대를
형성하며, 소수의 분리주는 용혈성을 보이지 않는다. 용혈 패턴은 사용하는
혈액배지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으며, 불완전 및 완전 용혈대는
황색포도알균의 전형적인 특징이다.

❙그림 2-3❙ 혈액배지에서 황색포도알균의 용혈상(왼쪽)과 확대된 용혈 집락(오른쪽)

나. 감염원
일차적인 서식처는 감염된 유방이다. 이 균은 유두공, 유두관 그리고 상처 또는 거친
상피세포(터진 곳, 얼은 곳, 딱지진 곳, 사마귀, 병소)에 쉽게 집락을 형성하지만
건강한 피부에서는 쉽게 집락을 형성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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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전파 방법
이 균은 전염성 병원균으로 착유 동안 감염된 유선에서 감염되지 않은 유선과 유두로
전파된다.
라. 기본 예방과 관리 방법
유두소독과 건유우 치료가 관리의 핵심이다. 목장 내에서 Staphylococcus aureus
감염을 1% 이내로 감소시킬 수 있는 대책으로는 감염우 확인 및 격리, 엄격한 착유
위생, 효과적인 치료와 도태이다. 효과적인 살균제로 착유 후 유두소독과 건유기
항생제 치료를 통한 전염성 병원균의 관리는 일차적인 방법이다. 또한, 이 균에 감염된
소의 확인과 격리, 그리고 비유기 젖소의 맨 마지막 착유는 비감염우로의 노출을
감소시킬 수 있다. 비유기 임상형 유방염 치료의 반응은 다양하며, 만성 감염우는
비유기 동안 항생제에 대한 치료율이 낮다. 따라서, 만성 감염우의 도태는

Staphylococcus aureus 감염의 발생을 줄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다.
Staphylococcus aureus 감염은 전형적인 만성형이며 준임상형 유방염이다. 그러나
간헐적으로 이 균은 괴저성 유방염(gangrenous mastitis)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
이 균에 대한 백신 사용은 질병 관리에 효과적이지 못하지만, 발생 정도의 감소와
괴저성 유방염을 경험했던 목장 내 자연치유 증가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마. 기타

Staphylococcus aureus는 비강이나 질에도 존재하며, 다른 부분으로 이동되기도
하지만 감염원으로서의 역할은 낮다. 이 균은 비유 중인 목장에서 낮은 수준으로
감소되었다 하더라도 모든 연령의 처녀우 유선에서 분리된다. 처녀우의 전파 방법은
유두 끝 짓무름(sores)에서 촉발된 것이며 파리가 전파시키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분만전 처녀우는 비유 중인 목장 내 낮은 감염률로 새로운 Staphylococcus aureus의
감염원이 될 수 있으며, 이 균은 목장 주변 환경에서 오랫동안 살아남지 못한다.

2. Coagulase Negative Staphylococci(CNS)
가. 집락의 형태
혈액배지에서 CNS는 크고(2~5mm, 24시간; 3~8mm, 48시간), 매끄러운 집락으로서
백색(착색안됨), 크림색, 회백색, 황갈색 또는 황금색이다. 일부 균주의 집락은
거칠고, 불규칙하게 나타난다. 일반적으로는 용혈이 없지만, 24시간 배양시 좁은(2
mm 이하) 미만성의 완전 용혈대를 형성한다. 일부 집락은 더 크고 미만성의 불완전
용혈대를 형성한다. CNS가 형성하는 미만성의 용혈 형태는 S. aureus가 형성하는
예리한 용혈대와는 확실히 구분된다. 의심집락은 CNS 동정을 위하여 coagulase
시험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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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감염원
젖소 유방염 우유로부터 일반적으로 분리되는 CNS는 젖소의 유방 및 피부 등에
존재하는 정상 세균총이며, 주요 균종으로는 S. chromogenes, S. hyicus, S. simulans,

S. epidermidis가 있다. S. xylosus, S. saprophyticus, S. sciuri, S. cohnii와
같은 novobiocin 내성 CNS는 깔집과 외부 환경에서 서식한다.
다. 전파 방법
CNS는 기회감염균이며, 피부에서 유두관과 유선으로 감염된다. Novobiocin 내성
CNS에 의한 감염원은 환경이다. S. chromogenes와 S. hyicus는 유두에 쉽게
집락을 형성하며, 다른 CNS 보다 더 오래 유지된다. CNS에 의한 감염은 대부분
일시적이며, 젖소에서 젖소로 전파되는 감염 위험성은 낮다.
라. 기본 예방과 관리 방법
효과적인 살균제로 착유 후 유두소독과 비유기 마지막 착유 후 건유기 약제에 의한
모든 분방의 치료는 CNS 감염 관리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착유 시 청결과 유두 건조는
유두 표면에서 세균의 집합유 냉각기로의 오염을 감소시킨다. 건유우 치료는 CNS
감염을 90% 정도 치료할 수 있지만 신감염은 유두 피부 세균총이 지속적으로
상존하므로 건유시기에 발생할 수 있다.
마. 기타
CNS는 사양관리가 잘되는 목장에서 채취한 우유 시료에서 가장 흔히 분리된다. 분방
감염의 약 10~15%는 CNS에 의해서 발생하며, 일부 CNS는 유두관 감염의 원인이
된다. CNS 감염률이 높다면 유두침지가 부적절하거나 비효과적 살균제로 착유 후
유두 소독을 실시하고 있는지를 먼저 점검해야 한다.
전형적인 CNS 감염은 준임상형이며, 체세포수는 비감염 유선보다 약 2~3배 가 높다.
CNS 감염의 약 10%는 체세포수가 50만개/ml 이상이며, CNS 감염의 10%에서
임상형 유방염이 발병된다. 나이 많은 경산우보다 초산우에서 감염 비율이 높으며,
분만 시에 발병 가능성이 높다. 착유 후 살균제를 이용한 유두침지로 비유기 첫 주
또는 2주 이상에서 신속하게 CNS 감염을 줄일 수 있으며, 비유초기 CNS 발생을
감소시키려면 유두관이 감염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 CNS 감염은 S. aureus 감염보다
항생제 치료 효과가 좋으며 독성도 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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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연쇄알균과 장알균
Streptococcus속과 Enterococcus 속균은 착유우와 건유우에서 가장 일반적인
유방염의 원인체이다. 이들 균에 감염된 소들은 준임상형 유방염이나 급성 또는
아급성의 임상형 유방염의 증상을 나타낸다.
유방염을 일으키는 주요 Streptococcus에는 S. agalactiae, S. dysgalactiae, S.
uberis가 있다. S. agalactiae는 착유시 일차적으로 소에서 소로 전파되기 때문에
전염성 유방염 원인균으로 구분되며, S. uberis 등은 젖소 주변 환경에 서식하므로
환경성 병원균으로 구분된다. 기타 환경 유래의 균주로는 S. acidominimus, S.
alactolyticus, S. canis, S. equi, S. equinus(=S. bovis), S. parauberis 등이
있으며, 이들은 빈번하게 분리되지는 않는다.
젖소 유방염을 일으키는 Enterococcus에는 E. durans, E. faecalis, E. faecium,
E. saccharolyticus 등이 있다.

1. Streptococcus agalactiae
가. 집락의 형태
혈액배지에서 직경 1~2mm의 작고 융기된습윤한 반투명의 집락을 나타내며, 대부분
혈액배지에서 투명한 용혈대를 형성하는 β-용혈이지만 일부는 비용혈(감마용혈)이나
α-용혈(초록색 집락)을 나타낼 수도 있다.

❙그림 2-4❙ 혈액배지에서 Streptococcus agalactiae 집락

나. 감염원

S. agalactiae의 일차적인 감염원은 감염우이며 젖소 유방에 기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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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전파 방법

S. agalactiae는 전염성 병원균으로 착유시 일차적으로 소에서 소로 쉽게 확산된다.
바이오필름(biofilm)을 형성하여 무기한으로 생존할 수 있다.
라. 기본 예방과 관리 방법
목장에서 S. agalactiae의 근절은 가능하나 유방염 관리계획이 부적절한 목장에서는
여전히 문제가 되고 있다. 이 균은 착유시 세균의 예방법에 의하여 효과적으로 관리가
가능하다. 즉, 유두의 세척과 개체별 종이 수건에 의한 건조, 위생적인 착유, 효과적인
유두 소독제로 착유 후 소독, 건유우 항생제 치료를가 이에 포함된다. 착유 목장에서
추가검사와 배양 검사에서 음성이 될 때까지 착유 시 맨 마지막으로 착유할 것을
권장한다.

2. Streptococcus dysgalactiae
가. 집락의 형태
혈액배지에서 작고(1~2mm) 융기된 습윤한 반투명 집락을 형성한다. 대부분 α-용혈
(초록색집락)이거나 비용혈(감마용혈)을 나타낸다.

❙그림 2-5❙ 혈액배지에서 Streptococcus dysgalactiae 집락

나. 감염원

S. dysgalactiae는 분방과 환경 등에서 생존할 수 있기 때문에 전염성과 환경성
병원체 양자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유일한 유방염 원인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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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전파 방법
이 균은 착유 시 소에서 소로 전파되며, 소는 환경으로부터 감염된다. 주로 여름에
감염되며 Hydrotaea irritans라는 파리에 의해 전파된다.
라. 기본 예방과 관리 방법
세척과 개체별 종이 수건에 의한 유두 건조, 그리고 착유 전 유두 소독은 이 균의
관리를 위한 효과적인 위생처리 방법이다. 기타 권장 방법은 착유 후 유두 소독,
건유우 항생제 치료, 청결하고 건조한 환경 유지이다.

3. Streptococcus uberis
가. 집락의 형태
혈액배지에서 작고(1~3mm) 융기된 습윤한 반투명한 집락을 형성한다. 대부분
α-용혈(초록색 집락)이거나 비용혈(감마용혈)을 나타낸다.

❙그림 2-6❙ 혈액배지에서 Streptococcus uberis 집락

나. 감염원

S. uberis는 소의 유선에서 분리되는 Streptococci 중 가장 분리 빈도가 높은
균으로서 주변 외부 환경과 젖소의 유방, 피부, 입술, 생식기에서 분리된다.
다. 전파 방법

S. uberis은 대표적인 환경성 유방염 원인균으로 주로 오염된 깔짚에서 전파된다.
이 균은 건유기 동안 소에서 새롭게 감염되는 일반적 균이다. 그리고 비유 초기 동안
임상형 유방염 소에서 자주 분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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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기본 예방과 관리 방법
착유 시 효과적인 위생처리 방법과 착유 전 유두소독은 이 균의 관리에 효과적이다.
기타 권장 관리 방법은 착유 후 유두소독, 건유우 항생제 치료, 청결하고 건조한
환경 유지가 포함된다. 건유우 항생제 치료는 건유 초기 동안 이 균 감염 예방에
효과적이다. 그러나 S. uberis에 신감염되기 쉬운 분만에 가까운 시기에는 효과적
이지 못하다.

4. 기타 Streptococcus속균
가. 집락의 형태
혈액배지에서 작고(직경 1~3 mm) 융기된 습윤하고 반투명한 집락을 형성한다.
비용혈(감마용혈)이거나 α-용혈(초록색 집락)을 나타낸다.
나. 감염원
유방염에 감염된 젖소에서 흔하지 않게 분리되는 기타 Streptococcus의종으로는

S. acidominimus, S. alactolyticus, S. canis, S. lutetiensis, S. zooepidemicus
(Lancefield group G), S. equi, S. equinus(=S. bovis), S. parauberis(=S. uberis
genotype 2)가 있으며, 이러한 균들은 토양, 감염된 유방 및 일반적인 환경에서 분리
된다.
다. 전파 방법
유방염에서 빈번하게 분리되지 않는 기타 Streptococcus 종들은 주로 환경으로부터
감염되지만, S. canis와 S. lutetiensis는 전염성 원인균으로 알려져 있다. S. canis는
주로 소 주변의 환경에서 서식하는 개와 고양이로부터 유발된다. S. parauberis는

S. uberis와 매우 밀접한 종이지만 S. uberis에 비해 유방염 감염률은 매우 낮다.
라. 기본 예방과 관리 방법
효과적인 착유시 위생처리 방법과 착유 전 유두 소독은 Streptococcus 속의 관리에
유용하다. 기타 관리 방법으로는 착유 후 유두 소독, 건유우 항생제 치료, 청결하고
건조한 환경 유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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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nterococcus 속
가. 집락의 형태
혈액배지에서 직경 1~3 mm의 작고 융기된 습윤한 반투명의 집락으로 관찰되며,
비용혈(감마용혈)이거나 α-용혈(초록색 집락)을 나타낸다.

❙그림 2-7❙ 혈액배지에서 Enterococcus faecalis 집락

나. 감염원
유방염을 일으키는 Enterococcus 에는 E. durans, E. faecalis, E. faecium, E.

saccharolyticus 등이 있다. 이 균들은 장관, 분변, 감염된 유방, 일반적 낙농 환경에서
분리된다. Enterococcus로 인한 임상형과 준임상형 유방염은 빈번하게 발생한다.
그러나 간혹 E. faecalis와 E. faecium은 목장에서 산발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
다. 전파 방법

Enterococcus 속은 소에 있어 환경 오염원이다.
라. 기본 예방과 관리 방법
착유 시 효과적인 위생과 착유 전 유두소독은 Enterococcus 속의 관리에 유용한
방법이다. 기타 권장되는 관리 방법은 착유 후 유두소독, 건유우 항생제 치료 그리고
청결하고 건조한 환경을 유지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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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기타 그람 양성 세균
기타 그람 양성 세균은 전염성과 환경성 유방염 원인균으로 구분한다. 주요 전염성
유방염 원인균으로는 Corynebacterium spp.가 있으며, 주요 환경성 유방염
원인균으로는 Aerococcus viridance, Arcanobacterium pyogenes, Bacillus
spp. 등이 있다. 과거에는 Staphylococcus 속이나 Streptococcus 속으로 동정되어

Aerococcus 속에 의한 감염이 매우 적게 추산되었으나, 세균 동정 기술의 발전으로
Aerococcus viridance가 주요 유방염 원인균으로 보고되고 있다.

1. Corynebacterium bovis
가. 집락의 형태
혈액배지에서 백색의 불투명한 매우 작은 크기의 비용혈 집락으로 관찰된다. 이 균은
37℃에서 24시간 배양 후에 균의 집락을 관찰할 수 없지만 48시간 배양 후에는
집락을 볼 수 있다. 우유 시료를 루프로 접종하면 집락이 유지방이 집중하는 곳에
엉킨다. 면봉을 루프 대신 사용할 때는 집락이 평판 위에 넓게 퍼진다.

❙그림 2-8❙ 혈액배지에서 Corynebacterium bovis 집락

나. 감염원

Corynebacterium bovis의 감염원은 감염된 유방과 유두관이다.
다. 전파 방법

Corynebacterium bovis의 확산은 착유 시 소에서 소로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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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기본 예방과 관리 방법
효과적인 살균성 유두 침지제로의 착유 후 유두소독은 소에서 소로의 전파를 줄일 수
있으나, dodecylbenzene sulfonic acid 성분의 유두침지제는 Corynebacterium

bovis와 CNS에는 효과적이지 못하다.
마. 기타

Corynebacterium bovis는 일차적으로 유두관에 집락을 형성는 일반적으로 미약한
병원균으로서 체세포수의 증가와 유량 감소를 초래하는 기회성 유방염 원인체이다.
임상형 유방염의 원인으로는 드물지만 때때로 임상형 유방염 감염우에서 채취한 우유
시료에서 분리되기도 한다. 이 균에 의한 유선 내 감염 제거를 위하여는 건유기 치료가
매우 효과적이다. 이 균은 준임상형 또는 임상형 유방염 감염우의 우유 시료에서
분리할 수 있다. 이 균이 일차적 병원균으로 있다가 없어진 것이 감염의 실제
원인인지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Corynebacterium bovis에 효과적인 약제로 착유
후 유두소독을 한 목장에서는 이 질병의 발생률이 매우 낮다.

2. Aerococcus viridance
가. 집락의 형태
혈액배지에서 작고(1~3mm) 융기된 습윤한 반투명 집락이다. 혈액배지에서 α-용혈을
나타내며, Streptococcus 균종과 구별하기가 어렵다.

❙그림 2-9❙ 혈액배지에서 Aerococcus viridans 집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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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감염원

Aerococcus viridans는 공기, 물, 흙과 같은 주위 환경에 분포한다.
다. 전파 방법
분변과 우사 바닥 깔짚에서 전파되며 기회 감염균이다.
라. 기본 예방과 관리 방법
높은 온도(45-50℃)에서도 견디는 Aerococcus viridance는 주로 여름에 발병률이
높아 축사의 온도와 습도 조절이 중요하다. 특히, 우사 바닥의 깔짚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마. 기타
최근에 Aerococcus viridans가 환경성 유방염 주요 원인균으로 떠오르고 있으며
젖소 유방염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하지만, 정확한 역할이
연구되지 않아 병원성 기전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 Aerococcus viridans는 젖소에서
우유의 체세포수를 높게 하고 우유 성분에 나쁜 영향을 준다.

3. Trueperella pyogenes
가. 집락의 형태
37℃에서 24시간 배양 후 간혹 용혈이 관찰되며, 48시간 배양하면 완전 용혈대가
관찰된다.

❙그림 2-10❙ 혈액배지에서 Arcanobacterium pyogenes 집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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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감염원
전에는 Actinomyces pyogenes, Arcanobacterium pyogenes, Corynebacterium

pyogenes 라 명명되었다. 감염원은 감염된 상처, 유두 상처, 유방 감염, 농포와
생식기가 포함된다.
다. 전파 방법
분만 지역과 건조한 우사 같은 오염된 환경에 유두가 접촉함으로써 확산된다. 이
균은 곤충에 의하여 전달된다.
라. 기본 예방과 관리 방법

Trueperella pyogenes의 관리 방법으로는 감염원인 곤충 관리, 분만 장소의
건조하고 청결한 우사 환경 유지와 다른 소에게로의 전파 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감염 분방 또는 감염우의 제거가 포함된다.
마. 기타

Trueperella pyogenes는 급성 화농형 유방염의 원인으로서 예후는 나쁘다. 감염된
소의 분방은 기능을 상실하고, 감염은 건유우와 분만 전 처녀우에서 높게 발생하며,
유선 내 감염은 유두 손상 또는 유두 주입기의 사용 후 비유기 소에서 나타난다.
일반적으로 이 균에 의한 유방염은 다습한 기후에서 발생하여 유럽에서는 하계
유방염의 원인으로 보고되고 있다.

❙그림 2-11❙ 혈액배지에서 Bacillus cereus 집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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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Bacillus 속
가. 집락의 형태

Bacillus cereus는 크고 회색의 가장자리가 불규칙한 용혈이 있는 집락으로
관찰된다. Bacillus subtilis는 거칠거칠한 표면(ground glass appearance)을 가진
녹회색 집락이다.
나. 감염원
이들의 일차적 감염원은 토양, 물, 먼지, 공기, 분변, 채소, 상처, 농포이다.
다. 전파 방법
주로 오염된 치료 기구나 유방 치료 전 부적합한 위생처리에 의해서 유방 내로 그람
양성 간균이 오염되어 발생된다.
라. 기본 예방과 관리 방법
이러한 유방염 발생이 많으면 감염원으로부터 이 균의 동정이 필요하고 감염원이
제거되어야 한다. 유방염 치료 시에 무균적 작업이 감염 예방에 도움이 되며, 오염된
치료 기구는 간균의 일반적인 오염원이다.
마. 기타

Bacillus cereus는 급성 유방염과 때때로 치명적인 괴저성 유방염(gangrenous
mastitis)의 원인이다. Bacillus cereus 이외의 유방염 원인체는 드물다. 아포는 열과
화학적 소독제에 내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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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그람 음성 세균
그람 음성 세균은 환경성 유방염의 원인체이고, 일반적으로 우사 바닥 깔집, 분변,
흙과 식물에서 발견된다. 그람 음성 세균에 의한 유방염 신감염 비율은 건유 전후와
분만 전 2주 동안 높게 나타난다. 비유 기간 중 이 균에 대한 감수성은 분만 시기에
가장 높고, 비유가 진행되면서 점차적으로 감소되며, 고온 다습한 기후에 감염이
증가되는 경향이 있다.
그람 음성 세균에 의한 유방염은 사양관리가 잘되고 있는 목장에서 임상형 유방염의
약 40% 비율로 발생되고 있다. 그람 음성 세균에 의한 임상형 유방염 발생 사례의
대부분이 비정상 우유와 감염 분방의 종창이 육안으로 관찰된다. 그러나 비유기에
있는 그람 음성 세균의 유선 감염의 약 10%는 심급성 임상형 유방염을 나타내어
전신적인 치료가 필요하다. 그람 음성 세균에 의한 비유기 임상형 유방염의 항생제
치료는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지 못한다. 임상적으로 쇼크 증상을 보이는 젖소는
전해질 치료와 감염 분방에서 우유의 빈번한 착유가 포함된 추가적인 전신적 항생제
치료가 요구된다.
이러한 그람 음성 간균의 대부분은 장내세균으로서 호기성 또는 통성 혐기성 조건에서
잘 증식하며, 편모가 있어 운동성을 가지는 것도 있다. 일반적으로 유방염을 일으키는
대표적인 균주로는 E. coli, Klebsiella spp., Enterococcus spp., Proteus spp.,

Pseudomonas spp., Serratia spp. 등이 있다. 혈액배지에서 그람 음성 간균의
형태는 매우 다양하다.

❙표 2-1❙ 혈액-esculin 배지와 MacConkey 배지에서 그람 음성 세균의 특성
균 종

혈액-esculin 배지

MacConkey 배지

Escherichia coli

분변 냄새

핑크색, 담즙 침착

Klebsiella spp.

점액성

핑크색-노란색 점액성

Enterococcus spp.

분변 냄새

핑크색

Serratia spp.

황색 또는 회색 집락

반투명 또는 붉은 색소

Pseudomonas spp.

포도 냄새, 종종 용혈

반투명의 금속성 광채

Proteus spp.

무리지음

반투명

Pasteurella spp.

융합성장

성장 안함 또는 반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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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E. coli, Enterococcus spp., Klebsiella spp.는 회색조의 직경
3~5mm의 집락을 나타내며, 배지에서 분변 냄새가 나고, E. coli 등 일부 균종은
용혈성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다. Pseudomonas 속균은 혈액배지에서 녹색, 갈색을
띠며, 화농의 특이한 냄새를 나타낸다. Proteus 속균은 혈액배지 상에서 퍼져나가는
특성이 있으며, 특이한 부패취를 나타낸다. 이러한 균들을 세부적으로 동정하기
위해서는 [표 2-1]과 같은 혈액배지에서의 형태를 토대로 triple sugar iron
agar(TSI), oxidase, indole 등 여러 가지 생화학적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1. Escherichia coli
가. 집락의 형태
혈액배지에서 직경 3~5mm의 회색, 습윤한 집락을 보이며, 전형적인 분변 냄새를
나타낸다. 일반적으로 비용혈성이나 균주의 15% 정도는 용혈을 나타내기도 한다.

❙그림 2-12❙ 혈액배지에서 대장균 집락

나. 감염원
대장균의 일차적인 감염원은 우사 바닥 깔짚, 분변, 토양이다.
다. 전파 방법
유두가 대장균으로 오염된 환경에 접촉 된 후 착유와 착유 사이에 일차적으로
감염된다.
라. 기본 예방과 관리 방법
대장균성 유방염 예방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우사 환경의 청결과 건조 유지로
대장균으로부터 유두 끝 노출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효과적인 환경위생으로는 우사

126

<부록> 제2장 _ 유방염 원인체 특징 및 관리방법

바닥에 유기물이 함유되지 않은 깔짚의 사용, 젖소의 과밀 사육 억제, 분변과 오줌의
신속한 제거, 진흙 또는 그늘 아래와 정체된 물 구덩이, 늪지대와 같은 젖은 곳의
출입을 피하는 것이다. 효과적인 살균제로 착유 전 유두 침지 소독을 수행하고 착유
전 철저히 건조시키면 비유기 동안 신감염을 감소시킨다. E. coli J5와 같은 변이
균주를 이용한 예방 접종은 그람 음성 세균에 의한 유방염의 감염과 발생 정도를
감소시킨다.
마. 기타
대부분의 E. coli 감염 기간은 10일 이내이고 항생제 치료에 반응이 낮다. 감염 시기는
분만 전 후 동안 가장 높고, 비유기가 진행되면서 점차적으로 낮아진다.

2. Klebsiella 속
가. 집락의 형태
혈액배지에서 직경 3~5mm의 습윤하고 점조성이 있는 회색의 비용혈 집락으로
관찰된다.

❙그림 2-13❙ 혈액배지에서 Klebsiella pneumoniae 집락

나. 감염원

Klebsiella spp.의 일차적으로 감염원은 유기물이 함유된 깔짚이다.
다. 전파 방법
전형적인 Klebsiella 유방염의 전파 방법은 유기물이 함유된 톱밥에 유두의 노출이다.
라. 기본 예방과 관리 방법

Klebsiella spp.의 감염을 감소시키기 위한 관리 방법의 핵심은 감염원인 유기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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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된 톱밥을 제거하는 것이다. 즉, 우사 바닥에 유기물이 함유되지 않은 깔짚의
사용, 소 과밀사육 억제, 분변과 오줌의 신속한 제거, 그리고 진흙이나 그늘 아래의
젖은 지역, 늪지, 고인 물 구덩이에 출입 금지 등이 포함된 효과적인 환경위생 관리가
필요하다. 효과적인 살균제로 유두침지를 수행하고 착유 전 철저하게 유두를
건조시키면 비유기 동안 신감염을 감소시킨다.
마. 기타

Klebsiella 세균에 의한 유방염의 발생은 주로 우사 바닥 깔짚으로 사용되는 톱밥과
관련되어 있다. 신감염율은 다른 계절보다도 여름철에 더 높으며, 감염 기간은
수주에서 수개월까지 지속되고 항생제 치료 시에 반응이 낮다. 감염률은 분만 전
후에 가장 높고 비유가 진행됨에 따라 점차적으로 감소된다.

3. Enterobacter 속
가. 집락의 형태
혈액배지에서 직경 3~5 mm의 습윤하고 분변 냄새가 나는 비용혈성의 회색
집락이다.

❙그림 2-14❙ 혈액배지에서 Enterobacter cloacae/asburiae 집락

나. 감염원
이 균의 일차적 감염원은 깔짚, 분변, 토양이다.
다. 전파 방법
유두에 이 균이 노출되면 유두 환경과 접촉되는 착유와 착유 사이에 일차적으로
감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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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기본 예방과 관리 방법
유선 내 감염을 감소하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은 소의 청결과 건조를 유지시켜 유두
끝을 Enterobacter spp.에 최대한 노출을 피하는 것이다. 우사 바닥에 유기물이
함유되지 않은 깔짚의 사용, 소 과밀 사육 억제, 분변과 뇨의 신속한 제거, 진흙,
그늘 아래의 젖은 지역, 늪지, 고인 물 구덩이 출입 예방 등이 포함된 효과적인
환경위생 관리가 필요하다. 효과적인 살균제로 유두침지의 수행과 착유 전 철저한
유두 건조는 비유기 동안 신감염을 감소시킨다. E. coli J5 같은 변이균주를 이용한
예방접종은 그람음성 세균에 의한 임상형 유방염 발생을 감소시킨다.
마. 기타

Enterobacter spp.는 유선 감염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분리되는 coliform이며 종종
Klebsiella spp.로 잘못 동정된다. 또한, Enterobacter spp. 감염은 항생제에 대한
치료율이 낮다.

4. Pseudomonas 속
가. 집락의 형태
혈액배지에서 직경 2~4 mm의 불규칙한 모서리를 가진 포도 냄새가 나는 회백색
용혈성 집락으로 관찰된다.

❙그림 2-15❙ 혈액배지에서 Pseudomonas aeruginosa의 집락

나. 감염원

Pseudomonas spp.는 물과 젖은 우사 깔짚에서 일반적으로 발견되는 환경성
병원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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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전파 방법
이 균에 오염된 물에 유두가 노출되면 감염된다.
라. 기본 예방과 관리 방법
효과적인 환경위생 관리는 유기물이 함유되지 않은 우사 바닥 깔짚의 사용, 소의
과밀 사육 방지, 분변과 오줌의 신속한 제거 그리고 진흙 또는 그늘 밑 젖은 지역,
늪지대, 물이 정체된 웅덩이 출입 예방이 포함된다. 효과적인 살균성 유두 침지제의
사용과 착유 전 철저한 유두 건조는 비유기 동안 신감염을 감소시킨다. E. coli J5
같은 변이균주를 이용한 예방 접종은 그람 음성 세균에 의한 유방염의 감염과 발생
정도를 감소시킨다.
마. 기타

Pseudomonas spp.는 주로 준임상형 유방염을 발생시키며 전형적으로 항생제 치료
효과가 낮은 만성형 감염의 원인체이다. 감염된 소는 빈번하게 도태된다. 이 균은
일부 소독제에 내성을 나타내 세척수에 소독제를 넣더라도 착유실 호스 물 방울에
의해 오염된다.

5. Proteus 속
가. 집락의 형태
혈액배지 전 표면을 덮는 회색의 swarming 집락 형태이며 악취가 나고 비용혈성이다.
나. 감염원

Proteus spp.는 우사 바닥 깔짚, 사료, 물과 같은 소의 환경이 서식처이다.
다. 전파 방법

Proteus spp.는 유두 끝에 접촉하여 착유와 착유 사이에 일차적으로 발생한다.
라. 기본 예방과 관리 방법

Proteus spp.의 발병기전에 대한 자료는 많지 않다. 다른 그람 음성 세균에 대한
효과적인 관리 방법이 Proteus spp.에 대해서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효과적인 환경위생으로는 우사 바닥에 유기물이 함유되지 않은 깔집의 사용, 소 과밀
사육 피하기, 분변과 요의 신속한 제거, 진흙 또는 그늘 밑과 정체된 물 구덩이,
늪지대와 같은 젖은 곳의 출입을 피하는 것이다. 효과적인 살균제의 착유 전 유두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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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독의 수행과 착유 전 철저한 건조는 비유기 동안 신감염을 감소시킨다. E. coli
J5 같은 변이균주를 이용한 예방 접종은 그람 음성 세균에 의한 유방염의 감염과
발생 정도를 감소시킨다.
마. 기타

Proteus spp.는 일반적인 유방염 병원균은 아니다. 그러나 이 균에 의한 유방염이
발생하면 만성형으로 되는 경향이 있으며 임상형은 감염이 심하다. 이 균에 의한
항생제 치료율은 낮다.

6. Serratia 속
가. 집락의 형태
혈액배지에서 직경 2~3 mm의 황회색 집락이며 Streptococci와 비슷한 집락을
형성한다. 소 유선 감염에서 분리 된 균의 약 20%는 용혈을 보이며, 만약 37℃
이하에서 배양되면 붉은 색소 침착이 관찰된다.

❙그림 2-16❙ 혈액배지에서 Serratia marcescens의 집락

나. 감염원

Serratia spp.는 일반적으로 흙과 식물에서 서식하는 환경성 병원균이다.
다. 전파 방법

Serratia spp.에 유두가 노출되면 환경과 접촉했을 때나 착유와 착유 사이에
일차적으로 전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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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기본 예방과 관리 방법
유방염 예방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우사 환경의 청결과 건조 유지이다. 효과적인
환경위생으로는 우사 바닥에 유기물이 함유되지 않은 깔집의 사용, 소 과밀 사육
억제, 분변과 요의 신속한 제거, 진흙 또는 그늘 밑과 정체된 물 구덩이, 늪지대와
같은 젖은 곳의 출입을 피하는 것이다. 효과적인 살균제의 착유 전 유두침지 소독의
수행과 착유 전 철저한 건조는 비유기 동안 신감염을 감소시킨다. E. coli J5 같은
변이균주를 이용한 예방 접종은 그람 음성 세균에 의한 유방염의 감염과 발생 정도를
감소시킨다. 일부 Serratia spp. 균주는 chlorhexidine gluconate가 포함된
살균제에 내성이 있다. 목장에서 유두에 항세균 제품을 사용할지라도 착유와 착유
사이 유두 침지컵의 세척과 공기건조를 철저히 하여 이 균의 노출을 감소시켜야 한다.
마. 기타
이 균은 비유기에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만성형 유방염의 원인이 된다. 감염률은
비유기보다 건유기가 더 높으며, 이 균은 항생제 치료에 대한 반응이 낮다.

7. Acinetobacter 속
가. 집락의 형태
혈액배지에서 직경 3~5 mm의 회색의 끈적끈적한 형태의 용혈성 집락을 보인다.

❙그림 2-17❙ 혈액배지에서의 Acinetobacter baumannii의 집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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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감염원
자연에 널리 분포하는 흔한 균으로 무생물, 건조한 환경, 먼지, 습한 환경에서도 며칠
동안 생존한다.
다. 전파 방법

Acinetobacter는 어디에나 흔하게 존재해서 유두 표면, 착유 시설, 오염된 물 등에
존재하다가 기회감염으로 전신적으로 쇠약하거나 면역력이 손상된 개체에 감염을
유발한다.
라. 기본 예방과 관리 방법
영양상태 불량 등에 의하여 젖소의 면역상태가 저하되는 시기에 주로 감염되기 때문에
면역력을 저하 시키는 요인을 개선 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유방염 감염률이
제일 높고, 면역능력이 취약한 건유우에 대해서는 더욱 신경을 써야 한다.
마. 기타

Acinetobacter는 클로르헥시딘, 페놀과 같은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살균제와 건조,
열(50-70℃)에 저항하는 경향이 있으며, 불리한 환경 조건에 적응하고 여러 종류의
항생제에 대한 내성을 획득하여 생존하면서 환경에서 확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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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기타 미생물
다양한 종류의 미생물이 젖소 주변 환경 내에 항상 존재하면서 유선 내로 침투하기
위한 적절한 조건이 주어지게 되면 이들은 유선 내 감염원이 될 수 있다. 이들 미생물
중 Mycoplasma spp., Prototheca spp., Nocardia spp.와 같은 미생물은
외부로부터 구입한 감염우에 의하여 농장의 환경에 감염될 수 있다. 또한, 오염된
치료 기구 또는 항생제의 부적절한 유선 내 주입과 치료 시에 Nocardia spp., yeast,
Prototheca spp., 및 그 외 많은 외래성 미생물에 의해 유선 내 감염원이 될 수
있다. 이들 미생물에 의한 유방염 발생은 많지 않지만 Mycoplasma spp., Nocardia
spp., Prototheca spp., yeast 같은 미생물의 관리와 예방을 위해서는 병원균
감염원이 반드시 확인되어야 한다.

1. Mycoplasma 속
가. 감염원
일차적인 서식처는 감염된 유방, 호흡기계, 비뇨생식기계이다.
나. 전파 방법
착유 시 소에서 소로 확산된다. 기타 감염원은 오염된 유선 내 치료 기구, 오염된
손, 환기가 불량 우사 내에서 공기 매개 전염이다. 이 균에 의한 유방염은 호흡기나
비뇨생식기에 퍼져서 혈액을 통하여 감염된다.
다. 기본 예방과 관리 방법
감염 확인 즉시 감염원 차단을 포함한 이 질병에 대한 예방과 관리가 시작되어야
한다. 외부에서 소를 구입할 때는 Mycoplasma 속에 감염되지 않은 목장에서
구입한다. 외부 구입 소, 처녀우 및 경산우의 분만 시 원인균 검사를 실시한다.
적극적인 위생관리는 목장 내 이 원인체에 의한 전파를 예방할 수 있으며, 감염우의
격리와 마지막 착유, 효과적인 살균제로 착유 전후 유두소독, 격리가 허용되지 않는
목장에서는 모든 감염우를 도태시키고, 냉각기 집합 우유로부터 Mycoplasma 속의
존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주기적인 검사가 필요하다.
라. 기타
치료 방법은 없으며, Mycoplasma 속 유방염에 감염 된 소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① 동시에 한 분방 이상에서 임상형 유방염을 나타낸다. ② 임상형 유방염의 우유
시료는 일반적인 세균 배양에서 음성이다. ③ 항생제 치료에 저항하는 임상형 유방염
발생이 증가한다. ④ 감염우의 우유 생산은 심하게 감소하고, 심한 경우 일부 소는
비유가 정지된다. ⑤ 유방염 발생이 많은 상태에서 호흡기 질병이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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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실험실 동정방법
1) 집락의 형태
혈액배지에서는 호기 상태로 자라지 않으며 Mycoplasma 선택배지에 배양한다.
Mycoplasma 배양을 위하여 채취한 우유 시료는 냉장 보관하고, 균분리의 경우
채취 5시간 내 평판에 심어야 한다. 만일 배양 시간이 1일 이상 지연되면 시료를
냉동시키거나 액체질소에 저장해야 한다. 분방수와 같은 수로 Mycoplasma 평판
배지를 나누거나 영구 표시기로 평판의 밑에서 1/2로 표시하여 나눈다. 끝에서
중앙으로 우유 시료를 줄로 심을 때는 멸균 면봉 또는 루프로 같은 곳에 두 번
도말하지 않게 한다. 10% CO2 조건에서 배양하고 37℃, 48시간 배양 후 처음으로
표준현미경 위에서 낮은 배율 또는 입체현미경 아래서 평판을 검사한다. 이후
7~10일 동안 관찰한 후 음성판정 해야 한다.
* Candle jar 배양 : 젖은 스폰지가 있는 통은 CO2 항온기 대신 쓰일 수 있다. 초가 탈 때 약 5~10%
CO2가 생긴다. 특정 독성 생산물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 물질은 Mycoplasma spp. 성장을 억제한다.

2) 현미경 검사 : Mycoplasma 속 집락은 고체 배지에서 fried-egg 형태이며,
일반적인 세균 집락보다 작고, 세균이 비 염색으로 남을 때 Dienes 염색으로 남는다.

❙그림2-18❙마이코플라스마 선택배지에서의 균 집락 소견(“fried egg”모양)

2. Nocardia 속
가. 감염원

Nocardia spp.의 일차 감염원은 흙, 물, 공기, 풀, 유방 피부이다.
나. 전파 방법
오염된 치료 장비, 치료 전 부적절한 유두소독이 일반적인 전파 방법이다. Nocardia
spp.는 환경에서 소로 전파되거나 착유 시 소에서 소로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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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기본 예방과 관리 방법
유방염 치료제를 무균적으로 유선 내 주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목장에서 감염우를
제거하고 만일 발생률이 높으면 감염원을 확인하여 제거한다.
라. 기타
감염 분방의 촉진 시에 딱딱한 결절, 전반적인 섬유소증이 발견된다. 유방 분비물은
화농성이며, 감염 분방은 배출공으로 흘러내릴 수 있다. Nocardia 속에 의한
감염우는 미약 또는 고열이 나타나며, 항생제 치료에 내성이 있다.

3. Prototheca 속
가. 감염원
일차 감염원은 토양, 식물, 개울물, 정체된 연못, 소나 돼지의 분변, 축사와 정체된
지역이 포함된다.
나. 전파 방법
치료 전 부적절한 위생처리 방법은 Prototheca 속에서 일반적인 방법으로 유선에
노출된다. Prototheca 속은 환경에서 소로 전파되거나, 착유 시 소에서 소로 전파될
수 있다.
다. 기본 예방과 관리 방법
다른 소와 환경의 오염으로 인한 감염의 위험을 줄이기 위하여 목장에서 감염우를
제거시킨다. 감염우 격리, 마지막 착유 또는 목장에서 제거 시까지 착유 단위 분리
사용, 농장에서 튀는 것, 또는 흙과 물이 섞이는 것 방지, 분변이 있는 곳에 소의
출입을 제한한다.
라. 기타

Prototheca 속은 준임상형과 급성형 유방염의 원인이 될 수 있는 yeast 형태의
미세조류(microalgae)이다. 젖소 유방염에 관여하는 종은 P. zopfii genotype 2,

P. wickerhamii, P. blaschkeae로 알려져 있는데 이러한 종은 젖소의 유방에 감염
시 느리게 진행되고 준임상형 유방염을 유발하고 체세포수를 증가시켜 농가에 경제적
손실을 일으키는 원인체이다. 항생제 치료에 반응이 없어 난치성 유방염 원인체로
도태가 최선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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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실험실 동정방법
1) 집락의 형태
분방유 시료 10ul를 혈액배지와 SDA(Sabouraud dextrose agar)에 도말 한 후
30℃, 48시간 배양한다. 혈액배지에서 무광택의 연한 회색 집락을, SDA에서는
무광택의 상아색 집락을 확인한다.

❙그림 2-19❙ 혈액배지(왼쪽)와 사브로덱스트로한천배지(오른쪽)에서 Prototheca zopfii 집락

2) 현미경 소견
유리 슬라이드에 DW 10ul를 떨어뜨린 후 배양된 집락 일부를 1ul loop로 취하여
10ul DW와 혼합한 후 암시야 현미경을 사용하여 yeast 형태의 둥글고 길쭉한 형태를
확인한다.

Yeast
Prothotheca
❙그림 2-20❙ Methylene blue 염색에 의한 yeast와 Prototheca의 현미경적 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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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Yeast & Fungi
가. 감염원
수많은 종류의 효모와 곰팡이가 있으나, 유방염을 일으키는 원인체는 한정되어 있다.
주요 원인체로는 캔디다(Candida), 트리코스포론(Trichosporon), 아스퍼질러스(A

spergillus), 크립토코쿠스(Cryptococcus) 등이 있다. 이러한 미생물의 감염원은 흙,
식물, 물, 부식 중인 유기물, 동물의 분비물, 오염된 치료 기구 등이다. 특히, 주사기와
유두 주입제 같은 오염된 치료 기구는 효모와 곰팡이의 일반적인 감염원이다.
나. 전파 방법
일차적인 전파경로는 무균적 방법을 따르지 않는 유선 내 치료를 수행한 결과에 의한
것이다. 때때로 이들 병원균에 대한 노출은 환경 오염에서 높아지고, 부적절한 방법의
치료 또는 착유 기구의 잘못된 사용으로 소에서 소로 감염될 가능성이 있다.
다. 기본 예방과 관리 방법
치료시 항생제 등의 약제를 무균적으로 유선 내에 주입하여야 한다. 유두 상처에
주의하면서 적절히 치료하면 유선 내 감염을 최소화시킨다. 감염 유방에서 첫 젖을
짜서 버리는 것과 적절한 청결, 착유 기구의 위생적인 처리는 병원균의 노출을
감소시킨다. 만일 감염률이 높으면 감염원을 확실히 제거한다.
라. 기타
유방염의 임상 증상이 심해도 곰팡이로 감염된 분방의 항생제 치료는 피해야 한다.
대부분 효모 감염은 2개월 이내에 자연적으로 치유된다. 곰팡이에 의한 유방염 원인은
언제나 목장 기준으로 발병되는 특성이 있다.
마. 실험실 동정 방법
1) 집락의 형태
혈액배지에서 효모의 집락의 특성은 다양하지만, 일반적으로 점조성 또는 왁스성이며
매끄럽거나 주름이 있는 백색~ 크림색 집락을 보인다. 일부 효모균 집락은 CNS와
유사하여 혼동된다. 곰팡이 집락은 균사가 관찰되며, 회색의 솜털 형태로 관찰된다.
SDA(Sabouraud dextrose agar)는 pH가 5.7인 곰팡이 선택배지로서 대부분
세균의 성장을 억제한다. 이 선택배지에서 분리된 곰팡이가 혈액배지에서 다른
세균과 함께 혼재되어 있다면 이 곰팡이는 오염된 것으로 의심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곰팡이는 30℃에서 배양되며, 37℃ 배양은 일부 곰팡이의 성장을 억제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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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현미경 소견
Methylene blue 또는 그람 염색으로 고정된 도말 염색에서 곰팡이는 균사 또는
효모 중 하나이며, 곰팡이는 균사체(mycellium)로 불리는 덩어리가 뒤섞인 기다란
줄기로 구성된다. CNS, 그람 음성 세균과 효모와의 감별을 위해서는 그람 염색을
실시한다. 효모는 그람 양성으로서 세균보다 2~3배 더 크고, 언제나 발아형이며 원형
또는 타원형이다. 또한, 슬라이드 위에 집락을 놓고, 식염수 한 방울을 떨어뜨리고
커버 슬라이드로 덮은 후 낮은 빛을 사용하는 현미경에서 관찰하면 고정된 도말
염색에서 곰팡이를 관찰할 수 있다.
* 주의 : 모든 곰팡이 배양은 인체에 잠재적으로 위험성이 있으므로 생물학적으로 안전한 후드에서 실험을
수행해야 한다.

❙그림2-21❙Sabouraud dextrose agar에서 배양한 Candida krusei(왼쪽)와
Aspergillus brasiliensis(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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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젖소 유방염 주요 원인균 분포(2017-2021년)
◦ 유방염 원인균속 분포 조사(n=1,312)
- (전체) 주요 3가지 균속이 전체의 50.9% 차지 : Staphylococcus spp. 33.4%
(n=438), Streptococcus spp. 11.8%(n=155), Escherichia spp. 5.7%(n=75)
- (그람양성균) Staphylococcus spp. 33.4%, Streptococcus spp.
11.8%, Enterococcus spp. 4.9% 순으로 우세하게 분리
- (그람음성균) E. coli 5.7%, Acinetobacter spp. 4.6%, Pseudomonas spp. 4.6%로
3가지 주요 균 속이 유사한 분리율 보임

❙표 1❙ 젖소 유방염 주요 원인균 분리율 조사 ('17~'21)
No. of isolates (%)
Gram-positive bacteria

Year Quarter
milk

Gram-negative bacteria
UI

NG

PRT
STA

STR

ENC COR AEC LAC MAC BCL OTH

1
4
(0.5) (1.9)

ACI PSE ENB KLE

15
(7)

OTH

'17

272

73
25
17
12
7
1
(34.1) (11.7) (7.9) (5.6) (3.3) (0.5)

4
6
4
3
17
(1.9) (2.8) (1.9) (1.4) (7.9)

23
2
53
(10.7) (0.9)

'18

154

31
16
6
17
4
2
1
2
4
18
14 15
7
3
7
(19.6) (10.1) (3.8) (10.8) (2.5) (1.3) (0.6) (1.3) (2.5) (11.4) (8.9) (9.5) (4.4) (1.9) (4.4)

9
2
24
(5.7) (1.3)

'19

220

97
(35.8)

25
5
11
11
1
4
2
2
(9.2) (1.8) (4.1) (4.1) (0.4) (1.5) (0.7) (0.7)

'20

304

105
(37.1)

28
9
4
9
10
14
10
3
11
9
13 17
7
(9.9) (3.2) (1.4) (3.2) (3.5) (4.9) (3.5) (1.1) (3.9) (3.2) (4.6) (6) (2.5)

'21

428

132
61
(34.2) (15.8)

27
(7)

0
(0)

EC

7
9
20
6
9
9
(1.8) (2.3) (5.2) (1.6) (2.3) (2.3)

438
155 64
51
Total 1,378 (33.4) (11.8) (4.9) (3.9)

27
(10)

4
(1)

10
2
3
6
36
(3.7) (0.7) (1.1) (2.2) (13.3)
17
(6)

8
(3)

21
(7.7) 25

3
14
23
(1.1) (4.9)

24 25
6
3
34
(6.2) (6.5) (1.6) (0.8) (8.8)

1
9
23
(0.3) (2.3)

40 34
25
24 22
75
61 61 37 22 111
(3) (2.6) (1.9) (1.8) (1.7) (5.7) (4.6) (4.6) (2.8) (1.7) (8.5)

44
48
(3.4) (3.7) 148

* Quarter milk (SCC≥200,000 cells/ml)
* STA, Staphylococcus spp.; STR, Streptococcus spp.; ENC, Enterococcus spp.;
COR, Corynebacterium spp.; AEC, Aerococcus spp.; LAC, Lactococcus spp.;
MAC, Macrococcus spp.; BCL, Bacillus spp.; EC, Escherichia coli;
ACI, Acinetobacter spp.; PSE, Pseudomonas spp.; ENB, Enterobacter spp.;
KLE, Klebsiella spp.; PRT, Prototheca spp.; OTH, Others; UI, Unidentified; NG, No grow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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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젖소 유방염 원인균의 균종별 분포도 ('17~'21)
Bacterial species

Staphylococcus

Staphylococcus
Staphylococcus
Staphylococcus
Staphylococcus
Staphylococcus
Staphylococcus
Staphylococcus
Staphyloccocus

Streptococcus

Streptococcus
Streptococcus
Streptococcus
Streptococcus
Streptococcus

aureus
chromogenes
epidermidis
haemolyticus
simulans
xylosus
sciuri
saprophyticus

14.4
34.7
8.4
8.2
7.8
7.1
6.8
3.7
8.9
38.7
25.8
9.0
8.4
5.2
12.9
73.4
12.5
14.1
21.6
15.7
11.8
51.0

4.8
11.6
2.8
2.7
2.6
2.4
2.3
1.2
3.0
4.6
3.0
1.1
1.0
0.6
1.5
3.6
0.6
0.7
0.8
0.6
0.5
2.0

Others

Aerococcus viridans

40

100

3.0

Lactococcus
(n=34)

Lactococcus lactis
Lactococcus garvieae

32
2

94.1
5.9

2.4
0.2

Macrococcus

Macrococcus caseolyticus

25

100

1.9

Bacillus cereus group

22
2
22
853

91.7
8.3
–
–

1.7
0.2
1.7
65.0

(n=155)

uberis
dysgalactiae
suis
equinus
parauberis

Others

Enterococcus
(n=64)

Corynebacterium
(n=51)

(n=40)

(n=25)

Bacillus
(n=24)

Enterococcus faecalis
Enterococcus feacium
Others

Corynebacterium xerosis
Corynebacterium bovis
Corynebacterium glutamicum

Others

Others
Subtotal

Escherichia

Escherichia coli

75

100

5.7

Acinetobacter

Acinetobacter
Acinetobacter
Acinetobacter
Acinetobacter

19
9
8
8
17
37
10
5
9

31.1
14.8
13.1
13.1
27.9
60.7
16.4
8.2
14.8

1.4
0.7
0.6
0.6
1.3
2.8
0.8
0.4
0.7

30

81.1

2.3

Protothrca zopfii

7
14
8
111
367
14

18.9
63.6
36.4
–
–
31.8

0.5
1.1
0.6
8.5
28.0
1.1

Others

30

68.2

2.3

44

–

3.4

48
1,312

–
–

3.7
–

(n=75)

(n=61)

lwoffii
baumannii
johnsonii
radioresistens

Others

Pseudomonas
(n=61)

Pseudomonas aeruginosa
Pseudomonas fluorescens
Pseudomonas putida
Others

Enterobacter
(n=37)

Klebsiella
(n=22)

Enterobacter cloacae /
asburiae
Others

Klebsiella pneumoniae
Klebsiella oxytoca

Others
Subtotal

Prototheca
Others

Total (%)

Aerococcus

Others

Gram
negative
bacteria

Genus (%)

63
152
37
36
34
31
30
16
39
60
40
14
13
8
20
47
8
9
11
8
6
26

(n=438)

Gram
positive
bacteria

No. of
isolates

(n=44)

Subtotal
Unidentified
To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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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유방염 주요 원인균 항생제 내성 (2017-2021년)
가. 유방염 주요 원인체별 항생제 내성 분포
※ 항생제 선발 기준
국내 가축에서 많이 사용하거나 사람에서 중요하게 사용되는 항생제를 중심으로
그람양성균 10종, 그람음성균 16종을 각 항생제 계열별로 포함하도록 선발하였음
- 그람양성균(CMV1AMAF plate) : Ampicillin, Ceftiofur, Cephalothin, Erythromycin,
Oxacillin+2%

NaCl,

Penicillin,

Penicillin/

Novobiocin,

Pirlimycin,

Sulphadimethoxime, Tetracycline
- 그람음성균(KRNV5F plate) : Amoxicillin/ Clavulanic Acid, Ampicillin, Cefepime,
Cefoxitin, Ceftazidime, Ceftiofur, Chloramphenicol, Ciprofloxacin, Colistin,
Gentamicin, Meropenem, Nalidixic Acid, Streptomycin, Sulfisoxazole,
Tetracycline, Trimethoprim/ Sulphamethoxazole
※ 실험방법 및 판정기준
Minimum inhibitory concentration(MIC) 및 CLSI M100 등
균종

항생제 내성 판정 기준

참고논문

S. aureus, CNS

CLSI M1001), CLSI VET082)

Streptocococus

CLSI M100, CLSI VET08,
Pitkala A 등(2008)

Pitkala A 등. J Dairy Sci. 2008
91(10): 4075-81

VET08, Pitkala A 등(2008),

Pitkala A 등. J Dairy Sci. 2008
91(10): 4075-81,
Liu G 등. PLoS One. 2015
28;10(4)

Aerococcus

Liu G 등(2015)

E. coli

CLSI M100, EUCAST3),
NARMS4)

Acinetobacter,
Enterococcus,
Enterobacter,
Klebsiella

CLSI M100

Pseudomonas

CLSI M100,
Ohnish M 등(2011)

1)
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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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hnish M 등. Vet Microbiol. 2011
29;154(1-2):202-7

Clinical Laboratory Standards Institute, M100, 2020
Clinical Laboratory Standards Institute, VET08, 2018
European Committee on antimicobial Susceptibility Testing; 2018
National Antimicrobial Resistance Monitoring System,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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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aureus 항생제 내성 분포(n=63)
- Penicillins 계열 항생제인 Penicillin(39.7%)과 Ampicillin(36.5%)에서 비교적 높은 내성
- 주요 3세대 Cephalosporin 계열의 항생제인 Ceftiofur는 7.9% 내성률
- Erythromycin, Penicillin/ Novobiocin, Pirlimycin, Tetracycline 내성 균주 없었음
❙표 3❙ S. aureus(n=63) 항생제 내성 분포도('17~'21)
Distribution (%) of isolates (㎕/ml)
Antimicrobials
≤0.12

Ampicillin

58.7

0.25

0.5

4.8

Ceftiofur

1

2

4

8

16

7.9

6.3

4.8

4.8

3.2

9.5

12.7

58.7

19.0

1.6

7.9

92.1

4.8

1.6

Cephalothin
Erythromycin

84.1

92.1
60.3

1.6

64

128

256

≥512

1.6

15.9

Oxacillin+2% NaCl
Penicillin

32

7.9

Penicillin/Novobiocin

3.2

4.8

7.9
4.8

4.8

12.7

100

Pirlimycin

100

Sulphadimethoxime

39.7

Tetracycline

27.0

15.9

12.7

4.8

100

Resistant
isolates
(%)

MIC

MIC

50

90

0.12

8

36.5

1

2

7.9

2

2

1.6

0.25

0.5

0

2

2

7.9

0.12

16

39.7

1

1

0

0.5

0.5

0

64

256

4.8

1

1

0

◦ CNS 항생제 내성 분포(n=370)
- S. aureus에 비해 Erythromycin, Tetracyclin에서 높은 내성률
- Penicillin에서 18.4%로 가장 높은 내성률을 보였고, Tetracycline(13.0%),
Erythromycin(9.5%), Ampicillin(9.2%) 순으로 높은 내성률
- Cephalothin(0.5%), Penicillin/ Novobiocin(1.1%)에서 비교적 낮은 내성률
❙표 4❙ CNS(n=370) 항생제 내성 분포도('17~'21)
Distribution (%) of isolates (㎕/ml)
Antimicrobials
≤0.12

Ampicillin

82.2

0.25

8.6

Ceftiofur

0.5

3.8

1

2

4

8

16

2.4

1.9

0.5

0.3

0.3

0.12

0.25

9.2

1

2

3.0

2

2

0.5

3.0
0.5

0.5

1.1

9.5

0.25

4

9.5

1.6

2.7

2

2

4.3
18.4

95.7
4.1

Penicillin/Novobiocin
87.8

0.5

0.5

1.4

2.4

0.5

0.5

0.12

0.25

98.4

0.5

0.8

0.3

0.5

1

1

1.1

5.7

0.5

1.6

4.3

0.5

1

5.9

32

128

6.2

83.5

3.0

0.5

1

16

13.0

Sulphadimethoxime
Tetracycline

≥512

0.8

Oxacillin+2% NaCl

Pirlimycin

256

Resistant
isolates
(%)

0.8

72.7 15.7

8.9

128

90

98.1

Erythromycin

81.6

64

MIC

50

38.6 45.4 12.2

Cephalothin

Penicillin

32

MIC

84.9
13.0

4.3

2.4

2.2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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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reptococcus spp. 항생제 내성 분포(n=148)
- Tetracycline에서 54.7%로 가장 높은 내성률을 보였고,
Erythromycin(45.3%), Pirlimycin(37.2%) 순으로 높은 내성률
- Cephalothin 내성 균주는 없었으며, Ceftiofur(0.7%)에서 비교적 낮은 내성률
❙표 5❙ Streptococcus spp.(n=148) 항생제 내성 분포도('17~'21)
Distribution (%) of isolates (㎕/ml)
Antimicrobials
≤0.12

Ampicillin

74.3

Ceftiofur

0.25

0.5

1

2

4

64

128

256

0.12

0.5

–

0.5

1

0.7

2

2

0

≥512

1.4

1.4

0.7

0.7

78.4 11.5

6.8

2.0

0.7

95.9

2.7

0.7

1.4

1.4

41.9

0.25

8

45.3

93.2

2.0

4.7

2

2

–

2.7

0.12

0.25

2.7

0.7

1

1

–

0.5

8

37.2

512

512

–

16

16

54.7

54.7

73.0

32

90

2.7

0.7

Oxacillin+2% NaCl
Penicillin

16

MIC

50

18.2

Cephalothin
Erythromycin

8

17.6

4.7

1.4

Penicillin/Novobiocin

0.7

98.6

Pirlimycin

60.8

1.4

Resistant
isolates
(%)

MIC

0.7

0.7

1.4

0.7

0.7

36.5

Sulphadimethoxime

36.5

Tetracycline

26.4

6.1

12.8

1.4

2.0

61.5

53.4

◦ Enterococcus spp. 항생제 내성 분포(n=64)
- Tetracycline(64.1%), Erythromycin(28.1%)에서 비교적 높은 내성률
- Ampicillin 내성 균주는 없었으며, Penicillin(3.1%)에서 비교적 낮은 내성률
❙표 6❙ Enterococcus spp.(n=64) 항생제 내성 분포도('17~'21)
Distribution (%) of isolates (㎕/ml)
Antimicrobials
≤0.12

Ampicillin

10.9

0.25

4.7

Ceftiofur

0.5

1

6.3

144

64

128

256

≥512

1

0

12.5

18.8 14.1 46.9

4

8

–

32

32

–

7.8

12.5

4.7

1.6

14.1

1.6

28.1

1

8

28.1

14.1

4.7

81.3

8

8

–

45.3 29.7

1.6

2

4

3.1

78.1 21.9

1

2

–

4.7

4

8

–

512

512

–

16

16

64.1

9.4

1.6

28.1

3.1

12.5 68.8

3.1

15.6 18.8 32.8

Sulphadimethoxime
Tetracycline

32

1

Penicillin/Novobiocin
Pirlimycin

16

Resistant
isolates
(%)

1.6

14.1 32.8

9.4

8

90

4.7

Oxacillin+2% NaCl
Penicillin

4

MIC

50

32.8 45.3

Cephalothin
Erythromycin

2

MIC

1.6
31.3

4.7

64.1

3.1

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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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erococcus spp. 항생제 내성 분포(n=38)
- Ceftiofur(55.3%), Tetracycline(44.7%)에서 비교적 높은 내성률
- Cephalothin, Penicillin, Penicillin/Novobiocin, Pirlimycin 내성 균주는 없었으며,
Ampicillin(2.6%)에서 비교적 낮은 내성률
❙표 7❙ Aerococcus spp.(n=38) 항생제 내성 분포도('17~'21)
Distribution (%) of isolates (㎕/ml)
Antimicrobials

Ampicillin

≤0.12

0.25

0.5

1

97.4

4

8

5.3

15.8

55.3

7.9

15.8

Cephalothin

97.4

Erythromycin

32

64

128

256

≥512

2.6

92.1

7.9

Oxacillin+2% NaCl

10.5
18.4

16

2.6

Ceftiofur

Penicillin

2

76.3

2.6

Penicillin/Novobiocin
Pirlimycin

42.1

47.4

2.6

94.7

MIC

50

90

0.12

0.12

2.6

8

8

55.3

2

2

0

0.25

0.25

7.9

4

8

–

0.25

0.25

0

100

1

1

0

5.3

0.5

0.5

0

32

32

–

1

16

44.7

Sulphadimethoxime

92.1

Tetracycline

Resistant
isolates
(%)

MIC

55.3

2.6

5.3

2.6

42.1

◦ E. coli 항생제 내성 분포(n=72)
- Tetracycline에서 16.7%로 가장 높은 내성률을 보였고, Streptomycin, Sulfisoxazole
에서 각각 15.3%로 비교적 높은 내성률
- 사람에게 중요한 항생제인 Carbapenem계 Meropenem 내성 균주는 없었음
❙표 8❙ E. coli(n=72) 항생제 내성 분포도('17~'21)
Distribution (%) of isolates (㎕/ml)
Antimicrobials

≤0.12

0.25

0.5

1

Amoxicillin
/ClavulanicAcid
Ampicillin
Cefepime

94.4

4

8

20.8

59.7

13.9

1.4

37.5

47.2

1.4

1.4

1.4

1.4

2.8

1.4

1.4

Cefoxitin

1.4

Ceftazidime

29.2

62.5

94.4

Ceftiofur

90.3

2.8

1.4

1.4

Chloramphenicol
Ciprofloxacin

2

1.4
2.8
5.6

87.5

2.8

Colistin

25.0

16

2.8

91.7

Meropenem

128

256

≥512

4.2
12.5
1.4
2.8
1.4

59.7

2.8

2.8

1.4

1.4

5.6

2.8
1.4

1.4

1.4

66.7

22.2

1.4

4.2

100

Nalidixic Acid

2.8

Streptomycin

84.7

Sulfisoxazole

77.8

Tetracycline
Trimethoprim
/Sulphamethoxazole

64

4.2

98.6

Gentamicin

32

80.6
83.3

5.6

2.8

1.4
1.4

6.9

2.8

4.2

1.4

6.9

2.8

8.3

6.9

15.3
2.8

8.3

4.2

Resistant
isolates
(%)

MIC

MIC

50

90

2

8

4.2

4

128

12.5

0.25

0.25

2.8

4

4

2.8

1

1

4.2

0.5

0.5

6.9

8

8

6.9

0.12

0.25

6.9

2

2

1.4

1

1

5.6

0.25

0.25

0

2

8

8.3

16

128

15.3

16

512

15.3

2

128

16.7

0.12

1

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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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cinetobacter spp. 항생제 내성 분포(n=56)
- Trimethoprim/ Sulphamethoxazole에서 17.9%로 가장 높은 내성률을 보였고,
Gentamycin(12.5%), Ceftazidime(10.7%), Tetracycline(10.7%) 순으로 높은
내성률
- Ciprofloxacin 내성 균주는 없었음
❙표 9❙ Acinetobacter spp.(n=56) 항생제 내성 분포도('17~'21)
Distribution (%) of isolates (㎕/ml)
Antimicrobials
≤0.12 0.25

2

4

8

16

32

64

Amoxicillin
/ClavulanicAcid

58.9

10.7

8.9

10.7

7.1

3.6

Ampicillin

44.6

10.7

19.6

8.9

10.7

1.8

16.1

7.1

5.4

1.8

3.6

1.8

Cefoxitin

8.9

5.4

28.6

5.4

7.1

14.3

Ceftazidime

50.0

23.2

12.5

1.8

1.8

10.7

25.0

8.9

10.7

16.1

17.9

25.0

8.9

17.9

16.1

Cefepime

39.3

Ceftiofur

0.5

25.0

21.4

1

Chloramphenicol
Ciprofloxacin

91.1

1.8

3.6

92.9

Meropenem

73.2

12.5

1.8

1.8

3.6

5.4

1.8

75.0

5.4

1.8

5.4

7.1

3.6

1.8

1.8

66.1

21.4

7.1

Nalidixic Acid
Streptomycin

64.3

Sulfisoxazole

66.1

Tetracycline
Trimethoprim
/Sulphamethoxazole

146

64.3

3.6

1.8

256 ≥512

3.6

30.4

14.3

3.6

Colistin
Gentamicin

17.9

128

7.1

67.9

7.1

14.3

5.4

8.9

8.9

12.5

3.6

10.7

5.4

MIC

50

90

Resistant
isolates
(%)

2

32

–

4

32

–

0.5

4

1.8

16

64

–

1

32

10.7

2

16

–

8

64

–

0.12

0.12

0

2

2

7.1

1

16

12.5

0.25

1

1.8

1.8

3.6

2

8

–

1.8

10.7

16

256

–

16

512

–

2

32

10.7

0.12

4

17.9

3.6
3.6

MIC

30.4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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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seudomonas spp. 항생제 내성 분포(n=50)
- Ceftiofur에서 92.0%로 가장 높은 내성률
- Cefepime(2.0%), Ciprofloxacin(2.0%)에서 비교적 낮은 내성
❙표 10❙ Pseudomonas spp.(n=50) 항생제 내성 분포도('17~'21)
Distribution (%) of isolates (㎕/ml)

MIC MIC

Antimicrobials
≤0.12

0.25

0.5

1

2

Amoxicillin
/ClavulanicAcid

8.0

Ampicillin

6.0

Cefepime

14.0

2.0

36.0

Cefoxitin

6.0

Ceftazidime

42.0

Ceftiofur

6.0

18.0

16

22.0

4.0

28.0

22.0

2.0

2.0

2.0

90.0

4.0

2.0

6.0
96.0

Meropenem

48.0

8.0

64

8.0

84.0

128

256

≥512

88.0

2.0

4.0

32.0

40.0

14.0

2.0

Colistin
Gentamicin

32

94.0

8.0
74.0

8

6.0

2.0

Chloramphenicol
Ciprofloxacin

20.0

4

4.0

74.0

16.0

4.0

12.0

16.0

10.0

4.0

2.0

6.0

6.0

50

90

Resistant
isolates
(%)

64

64

–

128

128

–

1

4

2.0

64

64

–

2

4

4.0

16

16

92.0

64

128

86.0

0.12 0.25

2.0

2

2

4.0

1

2

10.0

0.5

4

6.0

12.0

60.0

12.0

2.0

8.0

32

64

–

Streptomycin

30.0

40.0

18.0

2.0

10.0

32

128

–

Sulfisoxazole

8.0

2.0

2.0

8.0

8.0

512

512

–

42.0

12.0

8.0

4

64

–

4

8

80.0

Nalidixic Acid

Tetracycline
Trimethoprim
/Sulphamethoxazole

8.0

2.0

2.0

6.0

26.0

4.0

2.0

44.0

36.0

8.0

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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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nterobacter spp. 항생제 내성 분포(n=34)
- Ampicillin에서 85.3%로 가장 높은 내성률을 보였고, Amoxicillin/ Clavulanic
acid, Cefoxitin에서 각각 76.5%로 비교적 높은 내성률
- Ciprofloxacin, Nalidixic acid 내성 균주는 없었음
❙표 11❙ Enterobacter spp.(n=34) 항생제 내성 분포도('17~'21)
Distribution (%) of isolates (㎕/ml)

MIC MIC

Antimicrobials
≤0.12 0.25

2

4

8

16

32

64

Amoxicillin
/ClavulanicAcid

2.9

2.9

5.9

11.8

17.6

58.8

Ampicillin

2.9

5.9

2.9

2.9

8.8

2.9

Cefepime

0.5

1

88.2

8.8
2.9

5.9

11.8

Ceftazidime

85.3

5.9

5.9

17.6

64.7

Chloramphenicol
Ciprofloxacin

94.1

2.9

2.9

2.9

23.5

2.9

5.9

97.1

2.9

58.8

5.9

8.8

5.9

2.9

20.6

8.8

17.6

2.9

14.7

2.9

Nalidixic Acid

79.4

17.6

2.9

Streptomycin

35.3

Sulfisoxazole

38.2

Tetracycline

148

67.6

26.5
14.7

90

5.9

23.5

2.9

2.9

11.8

2.9

2.9

20.6

38.2

2.9
2.9

8.8

58.8
14.7

20.6

Resistant
isolates
(%)

64

64

76.5

128

128

85.3

0.25

4

2.9

64

64

76.5

1

4

2.9

1

4

–

8

16

8.8

0.12 0.12

44.1

44.1 20.6

8.8

8.8

76.5

Gentamicin

Trimethoprim
/Sulphamethoxazole

73.5

2.9

Colistin

Meropenem

5.9

256 ≥512

2.9

Cefoxitin

Ceftiofur

128

50

0

2

32

–

1

128

44.1

0.25 0.25

2.9

2

4

0

128

256

–

512

512

–

4

256

47.1

0.25

8

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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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lebsiella spp. 항생제 내성 분포(n=19)
- Ampicillin에서 78.9%로 가장 높은 내성률을 보였고, Tetracycline(26.3%),
Gentamicin(15.8%) 순으로 높은 내성
- Cefepime, Ceftazidime, Ciprofloxacin, Meropenem 내성 균주는 없었음
❙표 12❙ Klebsiella spp.(n=19) 항생제 내성 분포도('17~'21)
Distribution (%) of isolates (㎕/ml)
≤0.12 0.25

MIC

50

90

2

16

5.3

32

128

78.9

0.25

0.25

0

4

8

5.3

100

1

1

0

15.8

0.5

1

–

4

64

10.5

0.12

0.12

0

2

2

–

1

128

15.8

0.25

0.25

0

2

4

5.3

16

256

–

32

512

–

2

128

26.3

0.12

8

15.3

2

4

8

16

Amoxicillin
/ClavulanicAcid

68.4

10.5

5.3

10.5

Ampicillin

5.3

5.3

10.5

Cefepime

0.5

1

94.7

Cefoxitin

36.8

Ceftiofur

78.9

Chloramphenicol
Ciprofloxacin

5.3
94.7

52.6

57.9

94.7

Gentamicin

78.9
94.7

256

≥512

5.3
52.6

5.3

5.3

21.1

5.3

26.3

5.3

5.3

5.3

5.3

73.7

5.3

21.1

10.5

5.3

Streptomycin

63.2

Sulfisoxazole

26.3

Tetracycline

68.4
57.9

128

5.3

Nalidixic Acid

Trimethoprim
/Sulphamethoxazole

64

5.3

Colistin

Meropenem

32

5.3

Ceftazidime

21.1

Resistant
isolates
(%)

MIC

Antimicrobials

5.3

5.3
5.3

5.3
10.5

10.5
26.3

26.3

5.3
5.3

42.1
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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