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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아보바이러스 전파 매개체인 등에모기 분류법

1. 개요
번식장애를 유발하는 소 아보바이러스(arbovirus)의 매개체로 알려진 등에모기속(Culicoides)
등에모기종(biting midges)에 대한 분류, 동정 및 국내 분포상황을 파악하는데 사용가능함

2. 등에모기 채집 요령
1) 적어도 2개 면이 벽면으로 둘러싸여 있고 비가 들이치지 않는 축사에 설치한다.
2) 높이는 1.5-2m 되는 곳에 수평이 되도록 설치한다.(축사 안에 설치할 경우 가축의 신체가
닿지 않는 위치에 설치)
3) 저녁에 설치하여 다음날 이른 아침 (가급적 일몰시간 30분전에 설치하여 일출전에 수거한다)에
유문등(black light trap)으로부터 포집망(채집망)을 제거한다.
4) 유문등에서 포집망(채집망)을 제거할 때 잡힌 모기가 탈출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가. 유문등에서 포집망(채집망) 제거시에 유문등의 팬을 가동시켜 밤새 잡힌 모기가 팬 위쪽
으로 빠져 나가지 않도록 한다.
나. 채집 대상모기(등에모기)의 크기가 매우 작으므로(1-3mm) 포집망(채집망)의 작은 빈틈을
빠져 나오지 않도록 망 위쪽을 잘 동여맨다.
다. 모기는 위쪽으로 올라가는 습성이 있으므로 유문등에서 포집망(채집망)을 제거시에는
망의 막힌 부분이 터진 곳보다 위쪽에 위치하도록 하면서 망을 제거토록 한다.
라. 모기가 없을 경우 형광등이 나갔는지 또는 팬이 작동되는지 살펴본 후 이상이 있을 경우
교체한다.
5) 일단 모기가 잡혀있는 잘 동여매진 채집망은 섭시 영하 20도 냉동고에 5시간 보관 하여
모기를 동사시킨다.
가. 포집망(채집망)으로부터 나방을 제거한 후 모기들을 비닐백에 담아 아이스팩과 함께 스티
로폼 박스에 넣는다.
나. 보내는 비닐에는 채집날짜, 채집 지역(농장명) 및 송부자를 기재한 후 해당 담당자에게
보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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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등에모기 채집등 관련부품 사항
1) 유문등에 의해 등에모기가 유인되며, 모터와 팬이 아래쪽에 장착되어 있어 1번방에는 큰
개체가 2번방에 작은개체인 등에모기가 채집되는 원리임

그림 1. 등에모기 채집을 위한 유문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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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실체현미경을 이용한 등에모기종 분류
1) C. punctatus: 하얀 바탕에 검은 반점들로 이루어짐. 가장 큰 특징은 큰 핏줄과 작은 핏줄
사이에 있는 큰 검은 반점위치
2) C. oxystoma: 검은 바탕에 하얀반점들로 이루어짐. 오른쪽 위쪽에 둥근 2개의 점이 특징
3) C. arakawae: 검은바탕에 하얀 반점들로 이루어짐. 오른쪽 등근 부분을 따라 4개의 흰 점들이
연속적으로 있는 것이 특징임
4) C. maculatus: 오른쪽위에 큰 흰 반점이 있음. 흰바탕에 검은 반점들로 이루어짐
5) C. actoni: 전체적인 무닉가 C. maculatus와 비슷하지만 날개 크기가 약간 작으며 검은
바탕에 흰 무늬로 이루어짐

그림 2. 날개 모양에 의한 등에모기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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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추류의 파라폭스바이러스(Parapoxvirus) 검출을 위한 유전자 진단법

1. 개요
1) 반추류 파라폭스바이러스는 인수공통전염병으로 국내에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이 필요한
질병이며 이는 구제역과 감별해야 할 질병임
2) 파라폭스바이러스 공통 유전자 부위에 특이적으로 반응하는 프라이머 제작을 통해 반추류의
파라폭스바이러스(orf virus, bovine papular stomatitis virus, bovine pseudocowpox
virus 등)를 모두 검출 가능함

2. 유전자검사 방법
1) 반추류 가검물에서 유전자 (DNA) 추출
가. 가피시료 (수포 등)
◦ 핀셋 혹은 가위 등을 이용하여 반추류 가피 조직을 채취 후 곧바로 항생제가 포함된 1∼2㎖의
PBS가 들어있는 원심분리관에 옮겨 사용 전까지 냉장 보관
◦ 실험실에서 가피 등을 유발 혹은 자동 유제기 등을 이용하여 유제 후 원심분리하여 상층액을
채취하여 DNA 추출에 이용
* 10% (W/V) 조직유제액 (a-MEM +항생제)

◦ 제조사의 권고 방법에 따라 kit를 사용하여 DNA을 추출
2) PCR에 사용되는 프라이머
가. Primer 정보
primer 명칭

염기서열('5-3')

PPP-1

GTCGTCCACGATGAGCAGCT

크기

594 bp
PPP-4

TACGTGGGAAGCGCCTCG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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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PCR 구성
구성

농도

㎕

PCR buffer

5X

5

Enzyme mix

1U

1

dNTP

200uM

1

PPP-1

0.2uM

1

PPP-4

0.2uM

1

Distilled water

9

DNA

2

Total

20

다. PCR 반응 조건
Temperature

Time

Cycles

Initial inactivation

95℃

5min

1

Denaturation

94℃

1min

Annealing

55℃

1min

Extension

72℃

1min

Final extension

72℃

5min

30

1

라. PCR 결과 확인
- 모든 파라폭스바이러스에 대해 594pb의 PCR 증폭 밴드 확인을 통한 진단

M

-

PPV-1 PPV-2 PPV-3 Orf-1 Orf-2

+

3. 기대효과
1) 향후 구제역 의심축 감별진단에 활용하여 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구제역 감별진단 가능
2) 국내 반추류에서 유행하고 있는 파라폭스 바이러스의 신속한 진단 및 인체 전파 차단
등 신속한 방역조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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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역염색화학법을 이용한 소의 아까바네병 항원검사법

1. 아까바네바이러스 특이 항체 작성
1) 국내 분리 아까바네 바이러스를 이용하여 고역가 아까바네 항토끼 혈청을 제작
2) 토끼, 마우스 등을 이용하여 다양한 항체를 제작하고 아까바네병으로 진단된 소에 대한 비교
실험 결과, 가장 효율이 좋은 항체를 선발하여 최적 반응 조건을 확립

2. 실험방법
* 시료는 포르말린 고정조직을 사용

1) 탈파라핀: Xylene 10분간 3회
2) 함수: 100%→ 80% alcohol (2분간 1회)
3) PBS로 수세(5분*3회)
4) protease Ⅰ으로 37℃에서 16분 반응시켜 항원복원
5) PBS로 수세(5분*3회)
6) 3% H2O2로 37℃에서 10분 반응
7) PBS로 수세(5분*3회)
8) 1차 항체: 검역본부 자체생산 고역가 아까바네 항토끼 혈청 2시간 반응
9) PBS로 수세(5분*3회)
10) 2차 항체로 37℃에서 20분 반응
11) PBS로 수세(5분*3회)
12) DAB로 37℃에서 8분 반응
13) PBS로 수세(5분*3회)
14) Hematoxylin으로 4분 대조염색 → 흐르는 물에 수세하여 탈수 후 커버글라스 봉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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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실험결과
◦ 뇌 신경세표에서 바이러스 항원 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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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추류 유사산 시료처리 매뉴얼 개선

1. 현황 및 문제점
1) 국내 반추류 유사산의 진단율은 약 30% 내외로 낮은 실정임
2) 반추류 유사산의 일부 세균 및 기생충성 원인체의 경우 표준화된 진단법이 없어 국내 발생
상황을 파악하기 힘들어 방역대책 수립에 애로사항
3) 유사산원인체 중 인수공통전염병(브루셀라, Q열 등)은 인체감염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유사산
시료(태아 및 태반)의 “표준시료관리요령”의 제정이 시급한 실정임

2. 연구성과내용
1) 유산발생농장 조사표 작성(붙임1)
가. 일반 병성감정의뢰서를 보완하여 유사산 시료 의뢰시 농장정보를 구체적으로 수집
나. 유사산 모축의 유산 일령, 산차 및 기형발생 등을 조사하여 유사산 진단의 자료로 사용
다. 유산전후 급이사료의 변화, 백신접종유무 및 시료채취시 태아의 상태 등을 기술함으로써
유사산 진단에 추가 자료로 활용
2) 유산시료처리 매뉴얼 작성(붙임2)
가. 유산시료 채취요령 개선
- 반추류 유사산 질병검사 시료채취 요령을 붙임2와 같이 개선
- 기존에는 유산발생시 주로 유산태아만을 의뢰하는 경우가 대부분 이었으나, 다양한 원인
체가 태반에서 검출 또는 분리되는 경우가 많아 본 연구에서는 유산발생시 태반의
시료채취를 의무화
- 또한 정체태반으로 태반을 채취하기 어려울 경우 멸균 면봉을 이용하여 질점액을
멸균면봉으로 채취하여 원인체 검사에 사용
- 모축 및 동거축에 대한 혈청검사를 추가하여 유사산 진단의 효율 증대
3) 유사산 시료별 분리세균 검사결과
가. 유사산 원인체 중 검사두수 총 87건 중 14건이 분리
나. 태반에서 분리율은 9건(23.7%)로 태아의 5건(5.7%)보다 분리율이 4배 이상 높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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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대장균이 10건으로 가장 많이 분리되었고, Streptococcus sp. 3건 Bacillus 1건 분리
라. 세균 분리율은 태아 보다는 태반에서 높게 나타나 기존 보고와 일치
표. 유사산 시료에 따른 세균분리 건수
분리세균 (%)

계(%)

E. coli

Bacillus sp.

Streptococcus sp.

태반(n=38)

6 (15.7)

0 (0.0)

3 (7.9)

9 (23.7)

태아(n=87)*

4 (4.6)

1 (1.1)

0 (0.0)

5 (5.7)

*: 폐, 위내용물

3. 표준기술활용사항
◦ 반추류 유사산 시료 채취 요령 개요
현행
태아 및 모축혈액 의뢰
↓
유전자 및 항체 검사
↓
유사산진단

변경
농장조사표

유사산 시료처리 매뉴얼

기존의 병성감정의뢰서
→ 붙임1의 「유사산 발생농장
조사표」 추가로 작성

<시료채취>
1) 태아(기존) → 태반 및 질점액을 시료항목에 추가
2) 모축혈청(기존) → 유사산 모축 및 동거축에 대한
검사 추가

4. 기대효과
1) 국내 반추류 유사산 질병 시료 채취 및 처리에 대한 표준화
2) 유사산 질병 진단을 통한 질병예방 및 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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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유사산 발생농장 조사표

유사산 발생 농장 조사표

[붙임 2] 유사산 시료채취 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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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추류 유사산(세균 및 기생충성) 질병 multiplex 유전자 진단법 개발

1. 현황 및 문제점
1) 국내 반추류 유사산의 진단율은 약 30% 내외로 낮은 실정임.
2) 반추류 유사산의 일부 세균 및 기생충성 원인체의 경우 표준화된 진단법이 없어 국내 발생
상황을 파악하기 힘들어 방역대책 수립에 애로사항
3) 반추류 유사산 유전자검사법에 대한 진단법표준화가 필요함

2. 연구성과내용
1) Multiplex PCR용 유전자 진단법 개발
가. 유산태아에 대한 유전자검사법은 Table 1 및 Fig. 1와 같이 특이 프라이머를 작성 후
세균 5종에 대한 유전자검사법을 확립
나. set 1 (Yersinia enterocolitica, Campylobacter fetus, Listeria monocytogenes) 과
set 2 (Coxiella burnetii, Chlamydophila abortus, Leptospira interogans)로 프라이머
조건 확립
다. 각각의 set를 구성한 후 Table 2의 조건으로 한번에 유전자검사를 실시
라. 각각의 프라이머는 NCBI의 Blast를 실시하여 유사세균 등과의 반응유무를 확인
마. 실험실검사 결과 Fig. 1과 같이 각각의 사이즈에 따라 구분
Table 1. 유산태아 검출용 프라이머
Target

Set1

Set 2

Size(bp)

Forward (F) / Reverse (R)
F : 5'- ACAATGGGGCCATCTTTCCGCA-3'
R : 5'- TGCACCAAGCATCCAAGTGCCA-3'

Yersiniaenterocolitica

234

Campylobacter fetus

365

F : 5'- TAGGGGCACCACCTGTTCTGCT-3'
R : 5'- ATTTGCCGGCCCTCTTTTCCCG-3'

Listeria monocytogenes

594

F : 5'- GCCTGCAAGTCCTAAGACGCCA-3'
R : 5'- TTCCCTTCACTGATTGCGCCGA-3'

Coxiella burnetii

289

F : 5'- GTCCGCAGCACGTCAAACCGTA-3‘
R : 5'- CCCACCGCTTCGCTCGCTAAAA-3'

Chlamydophila abortus

357

F : 5'- ATGACGTCTGCAGCGCAGCTTT-3'
R : 5'- TGGGCGCTTTAGCTCCGAACTC-3'

Leptospira interogans

414

F : 5'- CGGAACTTGAGCCTGCGCGTTA -3'
R : 5'- TGATCGGCATCACGTTCGCACC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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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유산태아 검출용 유전자 검사법 반응조건
Step
Pre-denaturation
Denaturation
Annealing
Extention
Final-Extention

Temperature
95℃
95℃
65℃
72℃
72℃

Time
5 min
30 sec
30 sec
40 sec
5 min

Cycle
1
35
1

Fig. 1. 유전자 검사 결과
* Yer: Yersinia, Cam: Campylobacter, Lis: Listeria, Lep: Leptospira, Qf:Q-fever, Chl: Chlamidophila

2) Multiplex PCR의 검출한도 및 특이도 시험
가. 민감도 및 검출한계를 측정하기 위하여 Yersinia enterocolitica, Listeria monocytogenes는
배양하기 쉽기 때문에 배양 후 단계희석을 통한 민감도를 측정하였으며, 나머지는 배양이
어렵거나 세포배양을 해야 하는 특성상 T-vector에 cloning을 실시하여 copy수로 민감
도를 측정(Table 3)
나. 검사결과 Yersinia enterocolitica (104 CFU/mL), Listeria monocytogenes (106
CFU/mL)까지 측정 가능하였으며, Campylobacter fetus (102 copies), Coxiella

burnetii (103 copies), Chlamydophila abortus (102 copies), Leptospira interogans
(102 copies)로 나타남
다. 특이도 시험에서는 유산 원인체들과 유사한 균들을 사용하여 비특이 반응이나 이상증폭
여부를 확인하였으나, 모든 set에서 음성반응을 보임(Fig. 2)
Table 3. 원인체별 검출한계 검사
Bacteria

Detection limit
104 CFU/mL
106 CFU/mL
102 copies/mL
103 copies/mL
102 copies/mL
102 copies/mL

Yersinia enterocolitica
Listeria monocytogenes
Campylobacter fetus
Coxiella burnetii
Chlamydophila abortus
Leptospira interoga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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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t 1

set 2

Fig. 2. 유산원인체 검출용 유전자 키트의 특이도 검사
1. Arcanobacterium pyogenes ATCC19411,

2. Comamonas testosteroni ATCC11996

3. Stenotrophomonas maltophilia ATCC13637 4. Rhodotorula glutinis ATCC15125
5. Actinobacillus suis ATCC15557

6. Listeria monocytogenes ATCC19114

7. Salmonella Pullorum ATCC19945

8. Burkholderia cepacia ATCC25416

9. Pseudomonas aeruginosa ATCC27853

10. Bacillus subtilis KCTC 1328

11. Enterobacter cloacae ATCC13047
12. E. coli ATCC25922 13. Salmonella Choleraesuis S-16,
set 1 (Y:Yersinia, C:Campylobacter, L:Listeria),
set 2 (L:Leptospira, Q:Coxiella, C:Chlamydophi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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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표준기술활용사항
1) 반추류 유사산 시료 채취 요령 개선
변경

현행
태아 시료
↓
단일 유전자 키트 검사
↓
유사산진단

유전자검사법
<유전자검사법 개선>
1) 검사법 추가: Coxiella burnetii, Chlamydophila abortus,

Campylobacter fetus
2) 단일 유전자검사(기존) → multiplex화 및 반응동기화로 동시에 6종의
원인체 검사 가능

4. 기대효과
1) 국내 반추류 유사산 유전자 검사법 표준화
2) 유사산 질병 진단을 통한 질병예방 및 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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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까바네병 실시간 중합효소 연쇄반응법(Real-time PCR)

1. RNA 추출
1) 혈액의 경우 전혈을 이용하거나, PBMC(peripheral blood mononuclear cells) 분리를
위해 Histopaque-1077(Sigma, UK)를 사용 가능
2) 조직시료의 경우 1.5ml 튜브에 세포배양배지를 이용하여 균질화
3) 8000 rpm, 10분 원심 후 150㎕ 상층액을 RNA 추출용으로 사용
4) RNA추출키트는 시중에서 판매되는 키트를 사용

2. cDNA 합성
1) Random primer를 이용하여 역전사과정을 수행
2) 아래에 예시는 Takara primescript 1st strand cDNA 합성키트의 경우에 해당하며,
MultiScirbe TM MuLV reverse transcriptase (Thermo Fisher) 등 다른 키트의 사용도 가능
- 표 1. 1차 반응액 조성
Amount
(㎕)
1
1
1
7
10

Reagent
Oligo dT primer
Random 6 mers
dNTP mixture
Template RNA
Total

- 65℃ 5분 반응 후 즉시 얼음에 cooling
3) 2차 반응액 준비하기
- 표 2. 2차 반응액 조성
Reagent
Template RNA primer Mixture(위에서 준비한 1차 반응액)
5X primescript buffer
RNase inhibitor
Primescript RTase
RNase free water
Total

- 42℃ 60분, 95℃ 5분 반응 후 얼음에 coo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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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ount
(㎕)
10
4
0.5
1
4.5
20

3. 실시간유전자 검사법(real-time PCR)
1) 유전자검사전 프라이머 및 SYBRgreen 시약을 준비
2) 반응조건
가. 아래의 반응조성(Takara SYBR fast qPCR키트에 해당) 및 조건으로 실시간 유전자
검사를 실시
나. 반응시 각각의 양성 및 음성대조를 첨가하여 실시
다. 표 3. 실시간 유전자검사용 반응액 조성
Reagent

Amount
(㎕)
12.5
1
1
2
8.5
25

Conc

SYBR fast qPCR mix
PCR forward primer
PCR reverse primer
Template
Water (PCR grade)
Total

10 pmol
10 pmol

- 반응조건
Step
initial-denaturation
Denaturation
Annealing
Melt curve

Temperature
95℃
95℃
65℃
95℃
65℃
95℃
15℃

Time
10 min
10 min
30 min
10 min
5 min
5 min

3) 반응결과
- 그림 1에서와 같이 각각의 양성대조와 같은 채널에서 증폭이 확인

그림 1. 아까바네 바이러스검출을 위한 실시간 유전자증폭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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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ycle
1
50

송아지 설사병 진단 요령

1. 시료채취 및 운송
1) 멸균 면봉을 이용한 시료채취는 시료의 양이 부족하여 여러 가지 검사 불가능
2) 개체별 시료를 채취하되 되도록 무균적으로 채취
* 축사 바닥의 분변은 검사 불가 (농장 환경시료와 개체에서 검출된 원인균이 일치하지 않음)

3) 시료 운송은 반드시 냉장상태로 하며, 채취 후 최대한 빨리 검사

송아지 분변 시료 채취 방법

2. 검사 원인체 항목(총 12종)
구분

원인체

검사방법

바이러스
(6종)

소로타바이러스(Rotavirus), 소코로나바이러스(Coronavirus), 소바이러스성
설사바이러스(BVDV; Bovine viral diarrhea virus), 노로바이러스
(Norovirus), 토로바이러스(Torovirus), 코부바이러스(Kobuvirus)

PCR

세균
(3종)

병원성대장균(Pathogenic E. coli)
살모넬라(Salmonella spp.)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Clostridium perfringens)

균분리

원충
(3종)

콕시듐(Eimeria spp.)
크립토스포리디움(Cryptosporidium spp.)
지알디아(Giardia spp.)

충란검사
PCR (또는 ELISA)
PCR

3. 원충성 기생충 난포낭/포낭 검사
1) 부유법: 아래의 방법중 하나로 분변 내 난포낭/포낭 부유 후 검경
가. 포화질산소듐(NaNO3) 부유법: 포화질산소듐용액으로 부유 후 검경
* 포화질산소듐용액 : 질산소듐 400g + 수돗물 1,000ml (specific gravity = 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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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포화설탕 부유법: 포화설탕용액으로 부유 후 검경
* 포화설탕용액 : 설탕 454g + 수돗물 355ml (specific gravity = 1.27)

(참고문헌: Veterinary Parasitology Reference Manual, 5th, William Foreyt, 2001)
2) 검사방법
가. 비커에 1-2g의 분변을 넣음 (중감염인 경우 0.5g 또는 0.2g으로 검사)
나. 멸균 면봉 등을 이용하여 위에 기술된 포화용액 10ml과 잘 섞음
다. 거름망 등을 이용하여 분변, 포화용액 혼합물의 찌꺼기를 걸러냄
라. 걸러진 용액을 15ml 코니칼 튜브에 옮김
마. 표면장력이 생길 때 까지 포화용액을 부어줌
바. 커버글라스를 덮고 10분간 정치
사. 커버글라스를 슬라이드 글라스 위에 옮겨 100배~400배 배율로 검경
3) 콕시듐(Eimeria spp.) 난포낭은 감별이 가능하나, 와포자충(Cryptosporidium spp.)의 난
포낭이나 지알디아(Giardia spp.)의 포낭은 크기가 너무 작아 검경이 어려워 PCR이나 항원
ELISA로 진단하는 것이 바람직함

콕시듐 난포낭

크립토스포리디움 난포낭(UPEI 인용)

지알디아 포낭 (UPEI 인용)

4. 진단킷트를 이용한 크립토스포리디움 항원 검사
1) Cryptosporidium parvum 검출용 항원 ELISA kit을 이용해 제조사의 방법에 따라 실험
* Cryptosporidium parvum Antigen Test Kit (IDEXX Laboratories, Inc. USA)

2) PCR과 시판 ELISA 검사법 일치도 비교 결과, κ value = 0.65로서 두 검사 결과 간 일치도가
좋음을 나타냄

5. 원충성 원인체 감별 PCR 검사법
1) 분변용 DNA 추출키트를 이용하여 분변에서 DNA 추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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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Cryptosporidium spp. 및 종동정용 유전자 검사법
* C. parvum과 C. bovis/ryanae는 송아지 설사에서 감별하며, C. andersoni는 성우에서 감별

Target gene

Product
size(bp)

Primer sequences

Cryptosporidiu
AGTGACAAGAAATAACAATACAGG
m spp.
CCTGCTTTAAGCACTCTAATTTTC
(18S rRNA)
C. parvum
(18S rRNA)

GAAATAACAATACAGGACTTTTT
CCTGCTTTAAGCACTCTAATTTTC

C.
bovis/ryanae
(18S rRNA)

CAATACAGARCCTTACGGTT
CCTGCTTTAAGCACTCTAATTTTC

C. andersoni
(18S rRNA)

ACGGATCGCATCTCTGATGC
CCTGCTTTAAGCACTCTAATTTTC

크립토스포리디움속(Cryptosporidium spp.)에
대한 PCR 결과
1, 음성콘트롤; 2, 양성콘트롤

PCR
conditions

Ref

295

96℃ 2m → 40 cycles J Vet Med Sci
(94℃ 30s, 60℃ 30s, (2007) 69:1099
72℃, 60s) → 72℃ 7m
–1101

285

94℃ 5m → 45 cycles
(94℃ 30s, 57℃ 30s,
72℃, 30s) → 72℃ 7m

270

94℃ 5m → 45 cycles
(94℃ 30s, 53℃ 30s,
72℃, 30s) → 72℃ 7m

500

94℃ 5m → 45 cycles
(94℃ 30s, 57℃ 30s,
72℃, 30s) → 72℃ 7m

Vet Parasitol
(2016)
229: 81-89

크립토스포리디움 파범(Cryptosporidium
parvum)에 대한 PCR 결과
1, 음성콘트롤; 2, 양성콘트롤

3) Giardia spp. 동정용 유전자 검사법
- 1차 PCR을 실시한 뒤 증폭산물을 template로 하여 2차 PCR을 실시
Target gene

Giardia spp.
(β-giardin)
nPCR

Product
size(bp)

Primer sequences

1st

AAGCCCGACGACCTCACCCGCAGTGC
GAGGCCGCCCTGGATCTTCGAGACGAC

753

2nd

GAACGAGATCGAGGTCCG
CTCGACGAGCTTCGTGTT

511

- 21 -

PCR
conditions

Ref

95℃ 15m → 35 cycles
Int J
(95℃ 30s, 65℃ 30s,
72℃, 60s) → 72℃ 7m Parasitol
(2005)
95℃ 15m → 35 cycles
35:
(95℃ 30s, 55℃ 30s, 207-213
72℃, 60s) → 72℃ 7m

지알디아(Giardia spp.) β-giardin 유전자에 대한
nested PCR(2차 PCR) 결과
1, 음성콘트롤; 2, 양성콘트롤

6. 병원성대장균
1) 대장균 분리법은 “동물질병 표준진단요령”을 참고
2) 분변에서 분리한 대장균에서 DNA 추출(분변에서 직접 추출하지 않음)
3) 송아지 설사병에 관련된 병원성인자 추가 보완: stx1, stx2, eae, hly, saa, sta, f5, f17, f41
4) 소화기질병을 일으키는 대장균 분류
분류

임상증상

sta + f5, f17, f41

(신생송아지) 설사

EPEC

eae

(송아지)미약~출혈성 설사

STEC

stx1,stx2,(saa)

EHEC

stx1,stx2,(saa) + eae + hly

(송아지) 출혈성 설사는 드물다
(성우) EHEC의 무증상 캐리어

ETEC

AEEC

병원성인자

5) 병원성인자에 대한 유전자 검사법
Target
gene

stx1

stx2

Product
size(bp)

Primer sequences
TTCGCTCTGCAATAGGTA
TTCCCCAGTTCAATGTAAGAT

555

GTGCCTGTTACTGGGTTTTTCTTC
AGGGGTCGATATCTCTGTCC

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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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R
conditions

Ref

multiplex PCR
95℃ 10m →
25 cycles
(95℃ 30s, 50℃ 45s,
70℃, 90s) →

JCM
(1998)
36:1795-7

Target
gene

Product
size(bp)

Primer sequences

eae

ATATCCGTTTTAATGGCTATCT
AATCTTCTGCGTACTGTGTTCA

425

sta

GCTAATGTTGGCAATTTTTATTTCTGTA
AGGATTACAACAAAGTTCACAGCAGTAA

190

F5

TATTATCTTAGGTGGTATGG
GTATCCTTTAGCAGCAGTATTTC

314

F41

GCATCAGCGGCAGTATCT
GTCCCTAGCTCAGTATTATCACCT

380

F17

GGGCTGACAGAGGAGGTGGGGC
CCCGGCGACAACTTCATCACCGG

411

hly

GGTGCAGCAGAAAAAGTTGTAG
TCTCGCCTGATAGTGTTTGGTA

1551

saa

CGTGATGAACAGGCTATTGC
ATGGACATGCCTGTGGCAAC

119

PCR
conditions

Ref

70℃ 10m

병원성 유전자에 대한 multiplex PCR 결과
양성콘트롤을 2개 사용하여 실험
P1: stx1, eae, stx2에 대한 positive control
P2: f41, f5, sta에 대한 positive control

95℃ 10m →
30 cycles
(95℃ 30s, 61℃ 30s,
72℃, 30s) →
72℃ 5m

Vet Microbiol
(2013)
167:532-9

95℃ 10m → 35 cycles Vet Microbiol
(94°C 1m, 66°C 1m,
(2005)
72°C 1m) → 72℃ 5m 110:67-76

병원성 유전자에 대한 single PCR 결과
P1: f17, P2: hly, P3: saa에 대한 양성콘트롤

7. 살모넬라균 및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
- 분리 및 동정기법은 “동물질병 표준진단요령”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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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송아지 설사와 관련된 바이러스성 원인체에 대한 유전자 검사법
1) 핵산 추출키트를 이용하여 분변에서 DNA/RNA 추출
2) BVDV, Rotavirus, Coronavirus는 가축방역사업용 진단액을 사용
3) Norovirus와 Torovirus는 nested PCR을 이용, Kobuvirus는 일반 PCR을 이용
Target
gene

BVD

Rota

Corona

Kobu

Primer sequences

GGCATATGCCCWTAGTAGGACTAGC
AGTTGCAACTCCATGTGCMATGTAC

Product
size(bp)

특허출원
(10-20080116959)

392

GCACCACTTCTGGTAGTAATGA
CAGCATCCCCATGATTGATATC

660

AGTTAYTTTTCCTTYTAYGGBGA
1st
AGTGTCTCTGTCAGTCATCTTCAT

45℃ 30m → 95℃ 5m →
40 cycles (95℃ 30s,
58℃ 1m, 72℃, 1m) →72℃
*가축방역 사업
10m
용진단액
(인트론)

631

45℃ 30m → 94℃ 5m →
J Gen Virol
35 cycles (94℃ 45s,
(2003)
56℃ 45s, 72℃ 1m) → 72℃
84(11): 3069-77
10m

532

45℃ 30m → 94℃ 5m →
35 cycles (94℃ 1m,
48℃ 1m, 72℃ 2m) → 72℃ 7m

Noro
GTCGACGGYCTKGTSTTCCT
2nd
CACAGCGACAAATCATGAAA

TTCTTACTACACTTTTTGGA
1st
ACTCAAACTTAACACTAGAC

Ref

287

AAGCCGGCTTTAAAAGAGAGAAT
GGATCGAWCCWGTYGGCCAYCCYT

GATGCTCCTCGGTGGTCTCA
GTCGGGGTCCATCACAGGGT

PCR
conditions

Vet Micro
(2007)
124: 125-133

325

94℃ 5m → 30 cycles
(94℃ 1m, 50℃ 1m,
72℃ 2m) → 72℃ 7m

603

45℃ 30m → 94℃ 10m → 35
cycles (94℃ 1m, 49℃ 1m, 7
2℃ 2m) → 72℃ 10m

Microbiol
(2003)
41:3089-99

409

94℃ 10m → 35 cycles
(94℃ 1m, 49℃ 1m,
72℃ 2m) → 72℃ 10m

Unpublished
data

Toro
2nd

TATGTACTATGTTTCCAGCT
CCAACACAAATCCGCAACG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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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VDV에 대한 PCR 결과

Rotavirus에 대한 PCR 결과

Coronavirus에 대한 PCR 결과

Norovirus에 대한 PCR 결과

Torovirus에 대한 PCR 결과

Kobuvirus에 대한 PCR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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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xiella burnetii 인공배지 배양법

1. 시료처리 방법
1) 균분리에 가장 적합한 시료는 태반과 비장
* 간은 enzyme 때문에, milk sample은 fat 때문에 분리가 쉽지 않음

2) 분리 효율을 높이기 위해 RT-PCR 결과 Ct value<28 일때만 분리 시도
* 균분리를 위한 시료는 반드시 -80°C 냉동고에 보관할 것

3) 조직샘플을 이용한 배양액 준비
* 하루에 12샘플이 적당
* 분리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샘플당 4개 유제, 비드튜드 한 개당(샘플당) 배지 2개 사용

가. (준비물) vircon S (2 tablets for 1 L), 100um, 1.2um, 0.45um filter, 2.5ml
syringe, petridish, pasture pipet, lysing matrix tube (1.4mm ceramic sphere),
disposable knife
* lysing matrix tube 구입처: mpbio.com(biomedical 6913-500 for Fastprep-24)

나. 클린벤치에 lab mat를 깔고 vircon S를 듬뿍 뿌림
다. -80°C에 보관되어 있던 시료를 <0.5mm로 작게 잘라서 lysing matrix tube에 넣고
RPMI를 약 1ml정도 넣음
라. 20초간 lysis, 5분간 방치, 20초간 lysis, 5분간 방치, 20초간 lysis (최대 3회)
* milk sample의 경우에는 1회만 실시

마. 시료당 50ml 튜브를 3개씩 준비하고 각 사이즈의 filter를 한 개씩 준비
바. lysis된 유제액을 pasture pipet으로 100um사이즈의 필터가 놓인 50ml 튜브로 옮김.
이때 RPMI로 한번 더 washing하여 필터로 옮겨줌
사. 1.2um filtration, 다시 0.45um filtration 하며 매번 새로운 튜브로 옮김
* 중간에 막히면 억지로 syringe를 누르지 않는다.

4) 만들어진 접종액을 2개의 배지에 나누어 접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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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배지 조성 및 배양방법
1) 대량배양을 위해서는 액체배지를 사용하고, 분리를 위해서는 고체 배지 사용
2) 아래의 Acidified citrate cysteine medium-2(ACCM-2) 조성을 이용하여 stock
solution 제조
* 시약은 25x, 50x, 100x로 만들어 각각 냉장, 냉동 또는 실온 보관
* (Molarity 계산법) Molarity = weight/molecular weight (제품마다 다름)
* 배지는 제조후 되도록 바로 사용(7일까지는 사용 가능)

3) (100ml 배지 제조 방법) 300ml 삼각플라스크 사용
COMPONENT

LIQUID(1X)

SOLID(2X)

12.5 ml

25 ml

약 20-40 ml

약 20-40 ml

RT

100X KH2PO4 (Potassium phosphate)
* 넣으면 노랗게 색이 변함

1 ml

2 ml

4°C

100X MgCl2 (Magnesium chloride)

1 ml

2 ml

4°C

100X CaCl2 (Calcium chloride)

1 ml

2 ml

4°C

25X NaCl2 (Sodium chloride)

4 ml

8 ml

100X Bacto Neopeptone

1 ml

2 ml

-20°C

100X L-cysteine

1 ml

2 ml

-20°C

100X Iron sulfate

1 ml

2 ml

-20°C

casamino acids (BD223120)

250 mg

500 mg

fresh

Methyl-b-cyclodextrin (sigma C4555-10G)
* 1% FBS를 대체

100 mg

200 mg

fresh

50X Citric acid

2 ml

4 ml

50X Sodium citrate

2 ml

4 ml

RPMI 1640(Gibco) + glutamax-I
water (적은양 넣음)
* stock soln에 물이 있기 때문에 마지막에 맞춤

- 27 -

보관

4) 100 ml 조금 못되게 DW를 넣고 magnetic bar를 넣어 혼합하면서 6 N NaOH를 이용하여
pH를 4.75로 조정
5) (filtering) filter system suction (날짜, 배지이름, pH 기입)에 pH가 맞춰진 배지를 넣고
filtration실시. 필터가 된 배지는 손을 깨끗이 멸균 후 무균상자에서 뚜껑을 바꿈
* 250 ml filter system, Low protein binding, 0.22um (Corning 430767)
* Erlenneyer Flask with 0.2 um vent cap

6) 0.5 g/100 ml agarose를 heating하여 식힘
* Agarose: UltraPure Agarose, Invitrogen #15510-027

7) (solid medium 제조) 2X ACCM 35 ml + agarose 35 ml를 잘 섞어준 뒤 plate에 20
ml씩 분주 (100x20 mm petridish 사용)
8) liquid medium에 배양 방법
: 20 ml liquid medium + bacteria → 7∼8일 배양 → 원심(14,000 rpm, 20분) → 상층액
버리고 pellet을 PBS로 2회 washing → 원심(14,000 rpm, 10분) → pellet(bacteria)
* liquid media는 인큐베이터에서 키울 때 stirring 해야됨
* 균으로 배양시에는 6일정도 걸리고, tissue에서 분리시에는 2주 이상 걸림
* cell → liquid 계대하면 느리게 자라지만 liquid → liquid로 계대하면 빠르게 자람

9) solid medium에 배양 방법
BSL3에서
2X ACCM

1,900 ul

Agarose

500 ul

bacteria in H2O*
* 10^4 ∼ 10^8까지 dilution 한 것을 사용

100 ul

Total (2.5 ml)

2,500 ul

가. 이것을 voltexing하여 plate위에 overlay한 뒤 박스에 담아서 4°C에서 30분간 굳힌다
나. 배지 표면을 건조시키기 위하여 20분간 뚜껑 열고 방치
다. 파라필름으로 잘 감아서 인큐베이터에 7-8일 배양 (2.5% O2, 5% CO2)
* 2.5% O2 incubator를 준비할 수 없다면, GENbox microaer (Biomerieux 96125) 3개를 container에
넣고 배양

라. 콜로니가 보이면 PBS로 2회 washing
마. 원심(1,200 rpm, 10분)하여 상층액을 수거(세균은 상층액에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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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xiella burnetii 면역조직화학염색법

1. 실험재료
1) 포르말린 고정 파라핀 포매조직(소 태반): PCR 결과 Coxiella burnetii가 검출 되고, 조직병
리검사결과 화농성 태반염이 관찰된 시료
가. 1차 항체: Rabbit anti-Coxiella burnetii Ab (MAB 313, 네덜란드중앙수의연구소 제공)
나. 2차 항체: Universal secondary Ab (Ventana, 760-4205)
다. 항체 희석액: Antibody diluent with background reducing components
(Dako, S3022)
라. 발색제: DABMap kit (Ventana, 760-124)
※ HRP-conjugated streptavidin 및 DAB가 포함된 kit

2. 실험방법
1) 파라핀 포매조직(태반)을 3㎛ 두께로 자른 section을 탈파라핀
2) Tris buffer(pH7.6)로 세척
3) CC1로 121℃에서 15분 반응시켜 항원을 복원
4) Tris buffer(pH7.6)로 세척
5) 1차 항체를 항체 희석액에 1:200으로 희석시킨 후 37℃에서 32분 반응
6) Tris buffer(pH7.6)로 세척
7) 2차 항체로 37℃에서 12분 반응
8) Tris buffer(pH7.6)로 세척
9) HRP-conjugated streptavidin로 37℃에서 16분 반응
10) Tris buffer(pH7.6)로 세척
11) DAB로 37℃에서 8분 반응
12) Tris buffer(pH7.6)로 세척
13) Hematoxylin으로 4분 대조염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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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Tris buffer(pH7.6)로 세척
15) 탈수 후 커버슬라이드로 덮음

3. 실험결과
- 태반의 세포(tropobast)에서 양성(갈색으로 반응)으로 나옴

그림. Coxiella burnetii 면역염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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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xiella burnetii real-time PCR 진단법

1. 시료준비
1) 검체 : 큐열이 의심되는 동물의 혈액, 생식기분비물 및 각종내부 장기(유산태아, 태반 등
유산관련 검체가 진단확률이 가장 높음)
2) DNA 추출 : 실험실에서 사용하고 있는 DNA extraction kit의 사용자 메뉴얼에 따라 추출

2. Primer 및 Probe
1) Probe : FAM-AATCCCCAACAACACCTCCTTATTCCCAC
2) Primers : Forward 5`-CATCACATTGCCGCGTTTAC-3`
Reverse 5`-GGTTGGTCCCTCGACAACAT-3`

3. PCR 조성
- 사용하는 PCR kit의 매뉴얼에 따라 PCR 반응시약을 혼합하여 사용

4. 반응조건
Temp

Time

Cycle

95℃

1 min 30 sec

1 cycle

95℃

15 sec
40 cycle

60℃

40 sec

5. 결과판정
- 실험실에 보유하고 있는 장비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ct value 40이상은 음성으로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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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에서의 회백뇌연화증 병리검사법

1. 현황 및 문제점
◦ 소에서 회백뇌연화증은 과거부터 발생되어 왔지만 대부분 일선 지자체 병성감정기관에서는
처음부터 감염병 위주로 진단을 수행하여 진단기간 장기 소요, 진단 인력 또는 재료 낭비,
예방 조치 지연 등으로 피해가 커지는 경향이 있음
◦ 회백뇌연화증이 ‘12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진단되기 시작하였으며, 매년 검색되고 있는
질병이나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만 진단이 되고 있는 실정임
※ 회백뇌연화증은 비감염성 질병으로서 주된 임상증상은 신경증상, 특징적인 병변은 뇌 회백질 괴사,
주요 원인은 티아민 결핍, 반추수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는 질병으로 알려져 있음

◦ 감염병 위주로 되어 있는 동물질병표준진단요령에 회백뇌연화증을 등재하여 신경증상을
나타내는 소에서는 반드시 감별 진단할 수 있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음

2. 연구성과내용
◦ 회백뇌연화증에서 나타나는 대표적인 신경증상 확인
- 눈이 안보임, 과 흥분상태, 식욕상실, 과 흥분상태, 운동실조 등

그림 1. 회백뇌연화증의 임상증상

◦ 병리해부검사 결과 뇌 회백질 부위의 괴사 확인
- 뇌 회백질 부위에서 노랗거나 연화된 괴사부위가 관찰됨
- 뇌간 부위에서 출혈 소견도 관찰됨
- 뇌 이외의 다른 장기에서는 특이 소견이 관찰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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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뇌 단면 회백질 부위의 괴사와 뇌간의 출혈 소견 관찰

◦ 자외선조사에서 뇌 회백질 부위의 자체 형광 발광 확인
- 자외선을 조사하면 육안병리검사에서 관찰된 괴사부위에서 형광 발광이 확인됨

그림 3. 자외선 조사에 의한 뇌 회백질 괴사부위의 형광 발광 관찰

◦ 조직염색법에서 특징적인 소견 관찰
- 뇌 회백질 부위의 괴사 및 신경세포의 공포화가 관찰됨

그림 4. 조직염색법에서 뇌 회백질 괴사 및 신경세포의 공포화 관찰

◦ 혈중 티아민 검사
- 혈중내 티아민 농도가 낮을 경우 진단 보조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음
- 검사 결과 10두중 7두에서 표준 값보다 낮음을 확인하였음(표 참고)
※ 혈중 티아민 표준 값 : 75 - 185 nmo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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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회백뇌연화증으로 진단된 소에서의 혈중 티아민 수치 측정 결과
번호
1
2
3
4
5
6
7
8
9
10

지역 / 품종 / 연령
김천 / 한우 / 46개월령
용인 / 젖소 / 6개월령
안성 / 한우 / 4개월령
김포 / 젖소 / 5세령
강화 / 한우 / 3세령
광주 / 한우 / 12개월령
안성 / 비육우 / 13개월령
영주 / 한우 / 4개월령
태안 / 한우 / 10개월
남양주 / 한우 / -

티아민 수치
119.8 nmol/L
38.3 nmol/L
6.0 nmol/L
10.1 nmol/L
104.9 nmol/L
52.4 nmol/L
30.3 nmol/L
167.1 nmol/L
55.1 nmol/L
50.2 nmol/L

판정
정상
낮음
낮음
낮음
정상
낮음
낮음
정상
낮음
낮음

3. 표준기술활용사항
◦ 동물질병표준진단요령_ 소질병 / I-10 / 광견병(Rabies) / 9. 감별진단 항목에 회백뇌연
화증 추가
<현재>

→

<개정>
9. 감별진단
가. 급성 뇌막뇌염
나. 디스템퍼
다. 오제스키병
라. 약물중독
마. 뇌종양
바. 바이러스성 뇌염

→

사. 리스테리아병
아. 회백뇌연화증

◦ 동물질병표준진단요령_ 소질병 / I-10 / 광견병(Rabies) / 10. 참고자료 항목을 추가하여
회백뇌연화증 진단법 내용과 병리 소견 그림 등을 첨부
가. (임상증상) 회백뇌연화증에서 나타나는 대표적인 신경증상 확인(☞ 그림 1)
- 눈이 안보임, 과 흥분상태, 식욕상실, 과 흥분상태, 운동실조 등
나. (병리해부검사) 뇌 회백질 부위의 괴사와 뇌간부위의 출혈 확인(☞ 그림 2)
- 자외선조사에서 뇌 회백질 괴사 부위의 자체 형광 발광 확인(☞ 그림 3)
다. (병리조직검사) 뇌 신경세포의 공포화 및 괴사 관찰(☞ 그림 4)
라. (티아민검사) 보조수단으로 혈중 내 티아민 수치를 측정하여 정상(75 - 185 nmol/L)
이하 인지 확인(☞ 표 1)

4. 기대효과
◦ 회백뇌연화증 진단법 표준기술활용으로 소 신경계질병에 대한 정밀진단 역량 강화
◦ 소 신경증상 질병에 대한 정확한 감별진단으로 경제적 손실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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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에서의 구루병 병리검사법

1. 현황 및 문제점
◦ 소에서 구루병은 과거부터 발생되어 왔지만 대부분 일선 지자체 병성감정기관에서는 처음부터
감염병 위주로 진단을 수행하여 진단기간 장기 소요, 진단 인력 또는 재료 낭비, 예방 조치
지연 등으로 피해가 커지는 경향이 있음
※ 구루병(rickets)은 주로 어린 동물에서 일어나며, 성장중인 뼈의 석회침착 장애가 특징적인 질병으로
증상은 보행 이상이나 기립불능을 나타내며, 가축에서는 비타민 D와 인의 결핍에 의해 일어나지만,
칼슙 부족도 원인이 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 감염병 위주로 되어 있는 동물질병표준진단요령에 구루병을 등재하여 보행 이상 등의 신경
증상을 나타내는 소에서는 반드시 감별 진단할 수 있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음

2. 연구성과내용
◦ 구루병의 대표적인 임상증상을 확인하였음
- 보행 이상, 기립불능, 관절 만곡 등
◦ 병리해부검사
- 경골 단면에서 정상 뼈보다 밀도가 낮고 불규칙한 연골의
배열과 출혈 소견을 확인
- 뼈 이외에 뇌나 신경조직, 실질 장기 등에서는 특이 소견이

그림 1. 보행 이상을 나타내는 소

없음
<정상 경골 단면>

그림 2. 경골 단면에서 성장판 부위의 불규칙한 연골 배열과 출혈소견(A &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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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리조직검사
- 경골 성장판(physis) 연골세포의 불규칙한 배열 확인(A)
- 골간단(metaphysis)의 trabeculae 배열이 고르지 못한 소견과 출혈 및 섬유화 관찰(B)

그림 3. 구루병을 앓고 있는 소의 경골 및 골간단 조직염색 소견(Bar = 200µm)

◦ 혈청화학적 검사
- 구루병 발생 원인으로 알려진 비타민 D(25-hydroxyvitamin D3; D3), 인, 칼슘에 대한
부족을 증명하여 진단 보조수단으로 활용 가능함
- 검사 결과 구루병을 앓고 있는 환축과 같이 영향을 받은 동거우에서 비타민 D3가 공통적으로
결핍되어 있음을 확인하였음(표 참고)

표 1. 구루병이 진단된 농장 소에 대한 혈청내 비타민 D(D3), 칼슘, 인 농도 측정 결과
Group

Serial No. of cattle

Case cattle

Affected cattle

a

b

Value (unit)a
D3 (ng/㎖)

Ca (mg/㎗)

P (ng/㎗)

1

4.89

4.20

4.10

2

<4.20

7.80

6.00

b

1

7.13

NT

NT

2

4.33

NT

NT

3

5.76

NT

NT

4

<4.20

NT

NT

5

4.90

NT

NT

6

6.77

NT

NT

7

7.68

NT

NT

8

4.72

NT

NT

9

6.94

NT

NT

The reference range of D3, Ca and P levels in serum is 37-80 ng/㎖, 8.0-10.5 mg/㎗, and
4.0-7.0 mg/㎗, respectively.
NT : not tes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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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표준기술활용사항
◦ 동물질병표준진단요령_ 소질병 / I-10 / 광견병(Rabies) / 9. 감별진단 항목에 구루병
추가
<현재>

→

→

<개정>
9. 감별진단
가. 급성 뇌막뇌염
나. 디스템퍼
다. 오제스키병
라. 약물중독
마. 뇌종양
바. 바이러스성 뇌염
사. 리스테리아병
아. 회백뇌연화증
자. 구루병

◦ 동물질병표준진단요령_ 소질병 / I-10 / 광견병(Rabies) / 10. 참고자료 항목을 추가하여
구루병 진단법 내용, 그림 및 표를 첨부
가. (임상증상) 구루병에서 나타나는 대표적인 신경증상 확인(☞ 그림 1)
- 외상과 무관하게 보행 이상, 기립불능 등
나. (병리해부검사) (☞ 그림 2)
- 경골 단면에서 정상 뼈보다 밀도가 낮고 불규칙한 연골의 배열과 출혈 소견을 확인
다. (병리조직검사) (☞ 그림 3)
- 경골 성장판(physis) 연골세포의 불규칙한 배열 확인
- 골간단(metaphysis)의 trabeculae 배열이 고르지 못한 소견과 출혈 및 섬유화 관찰
라. (혈청학적검사)
- 구루병 발생 원인으로 알려진 혈청내 비타민 D, 인, 칼슘 수치를 측정하여 정상이하
(37-80ng/㎖, 8.0-10.5mg/㎗, 4.0-7.0mg/㎗)에 대한 부족을 증명(☞ 표 1)

4. 기대효과
◦ 구루병 병리검사법 표준기술활용으로 소 신경계질병에 대한 정밀진단 역량 강화
◦ 소 신경증상 질병에 대한 정확한 감별진단으로 경제적 손실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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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에서의 비타민A결핍증 진단법

1. 현황 및 문제점
◦ 일반적으로 질병진단기관에서는 폐사축이 발생하면 감염병 중심으로 병성감정을 실시하는
경향이 있음
◦ 또한 지자체 진단기관에서 감염성 질병으로 의심하여 진단을 의뢰한 소에서 종종 비감염성
질병으로 진단되는 경우가 있으며, 이 경우 진단 시간, 인력 및 시약 낭비, 예방조치 지연
등으로 피해가 커지는 경향이 있음
◦ 소에서 비타민A결핍증의 경우 주요 임상증상인 유산, 조산, 기형, 시력 상실 등이 소바이러스성
설사와 매우 유사한 질병임
◦ 동물질병표준진단요령에 소바이러스성설사와 반드시 감별진단을 해야 하는 질병으로 비타민
A결핍증을 등재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음

2. 연구성과내용
◦ 비타민A결핍증을 진단하는데 필요한 방법으로 임상증상, 육안병리소견, 조직병리소견, 원인체
검사, 비타민A검사 등을 종합하여 분석하였음
가. 임상증상 및 농가 역학사항
- 농가 대부분이 특별한 질병 없이 유산 또는 조산 피해가 계속 발생함
- 수개월 또는 수년전부터 일부 또는 다수의 개체가 시력상실 현상이 나타남
- 사육 소 대부분이 영양상태가 평균보다 낮은 수준이었음
- 질 나쁜 조사료(볏짚) 급이
- 비타민A함량이 성장단계별 요구량보다 낮은 농후사료 급이
나. 육안병리소견
- 전신 쇠약, 무수정체, 시신경 위축, 또는 뇌실 확장 및 수액 저류 등이 관찰됨
다. 조직병리소견
- 망막부위에 림프구 침윤, 뇌수두증 부위 뇌염, 맥락막부위의 불규칙적인 증식(lacework
모양), 맥락막의 뇌실막세포(ependymal cell) 증식, 맥락막 아래 림프구 침윤
라. 원인체검사
- 세균, 바이러스 등의 감염성 원인체 검사결과 모두 불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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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비타민A수치 검사
- 일부 시력상실, 쇠약, 말기 유산 및 무수정체가 확인된 농가
※ 환축 3두 모두 비타민A수치가 2~17㎍/㎗범위에 해당하여 체중감소, 맹증, 시신경 수축 등의 임상
증상을 나타낼 수 있는 결핍 수준이었음
환축Ⅰ

환축Ⅱ

환축Ⅲ

비고(Reference)

3㎍/㎗

6㎍/㎗

14㎍/㎗

25~60㎍/㎗

- 다수 시력상실, 쇠약, 조산 및 뇌실 확장이 확인된 농가
※ 동거축 19두 모두 비타민A수치가 2~17㎍/㎗범위에 해당하여 체중감소, 맹증, 시신경 수축 등의
임상증상을 나타낼 수 있는 결핍 수준이었음
번호

측정 값

번호

측정 값

번호

측정 값

번호

측정 값

1

6

6

14

11

17

16

4

2

10

7

3

12

7

17

7

3

4

8

2

13

2

18

2

4

9

9

5

14

8

19

5

5

6

10

6

15

5

-

- (참고사항) 비타민A결핍증은 사료 내에 비타민 A 부족으로 인하여 야맹증, 경련, 뒷다리
마비, 선천적 결손 등을 나타내는 질병으로 혈중 내 비타민A수준별 임상증상은 아래 표와
같음
표. 소에서 비타민 A 결핍 농도별 임상증상
임상증상

정상

체중감소

맹증, 운동실조

경련, 시신경 수축

비타민 A 수치

25~60㎍/㎗

8.89~18.05㎍/㎗

4.87~8.88㎍/㎗

< 4.87㎍/㎗

바. 관련 사진

말기 유산된 송아지

조산한 송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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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수정체

시력 상실

뇌실 확장 및 수액 저류

모든 사육우에 육성우 사료 급여

대뇌실
맥 락
뇌
맥 락

뇌수두증 부위 뇌염과 맥락막부위의
불규칙적인 증식(lacework모양), X40

맥락막의 뇌실막세포(ependymal cell)
증식(화살표) 및 림프구 침윤, X200

3. 표준기술활용사항
◦ 동물질병표준진단요령_ 소질병 / I-25 / 소바이러스성설사(Bovine viral diarrhea) /
8. 감별진단 항목에 ‘나. 비타민A결핍증’ 추가
현
재

8. 감별진단
가. 요네병

→

개
정

8. 감별진단
가. 요네병
나. 비타민A결핍증

◦ 동물질병표준진단요령_ 소질병 / I-25 / 소바이러스성설사(Bovine viral diarrhea) /
9. 참고자료 항목을 추가하여 비타민A결핍증 진단법의 내용, 그림 및 표를 첨부

4. 기대효과
◦ 전신 소모성, 유사산 및 조산관련 소 질병에 대한 진단역량 강화
◦ 정확한 감별진단으로 경제적 손실 저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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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비타민A결핍증 진단법

비타민A결핍증 진단법
9. 참고자료
9-1. 비타민A결핍증 진단법
가. 임상증상 및 역학사항
- 농가 대부분이 특별한 질병 없이 유산 또는 조산 피해가 계속 발생함
- 수개월 또는 수년전부터 일부 또는 다수의 개체가 시력상실 현상이 나타남
- 사육 소 대부분이 영양상태가 평균보다 낮은 수준이었음
- 질 나쁜 조사료(볏짚) 급이
- 비타민A함량이 성장단계별 요구량보다 낮은 농후사료 급이

조산, 쇠약

시력 상실

나. 병리해부검사
- 전신 쇠약, 무수정체, 시신경 위축, 또는 뇌실 확장 및 수액 저류 등이 관찰됨

무수정체

시력 상실

다. 병리조직검사
- 망막부위에 림프구 침윤, 뇌수두증 부위 뇌염, 맥락막부위의 불규칙적인 증식(lacework
모양), 맥락막의 뇌실막세포(ependymal cell) 증식, 맥락막 아래 림프구 침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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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뇌 실
맥락막

뇌실
맥 락

뇌수두증 부위 뇌염과 맥락막부위의
불규칙적인 증식(lacework모양), X40

맥락막의 뇌실막세포(ependymal cell)
증식(화살표) 및 림프구 침윤, X200

라. 원인체검사
- 세균, 바이러스 등의 감염성 원인체 검사결과 모두 불검출
마. 기타 검사(비타민A검사)
- 혈중내 비타민A의 농도를 측정하여 결핍을 확인
- 정상 농도는 25~60㎍/㎗이며, 결핍 농도별 임상증상은 아래표와 같이 나타남
체중감소

맹증, 운동실조

경련, 시신경 수축

8.89~18.05㎍/㎗

4.87~8.88㎍/㎗

< 4.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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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바이러스성설사(BVD) 바이러스 검출을 위한
PNA프로브를 이용한 유전형 감별 진단법

1. 현황 및 문제점
◦ 소바이러스성설사(BVD)는 국내에 상재되어있는 대표적인 생산성저하 질병으로 농장내 지속
감염우 생존시 농가 누적피해가 심각한 질병임
◦ 현재 동물질병 표준진단요령의 소바이러스성설사 유전자 검사법으로 중합효소연쇄반응법
(rT-PCR)법이 등재되어 있음
◦ BVD 바이러스를 정량할 수 있고, BVD 유전형을 감별할 수 있는 신속·정확한 실시간 유전자
진단법의 추가 및 활용이 제기됨

2. 연구성과내용
◦ PNA(peptide nucleic acid)은 핵산염기가 인산 결합이 아닌 펩티드 결합으로 안정성이
높아 보관이 용이하고 쉽게 분해되지 않으며, SNP(single nucleotide polymorphism)를
검출하는 능력이 천연 핵산보다 뛰어난 장점이 있음
◦ 유전자 증폭후 DNA가 융해(변성)되는 온도를 분석함으로 기존의 BVDV 유전자진단법에서
발생될 수 있는 실험실내 위양성 반응을 최소화하고, 유전자 증폭후 전기영동과정 없이 실시
간으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으며, 유전형 판별이 가능한 PNA 프로브 이용 실시간 유전자
진단법을 개발함
◦ BVDV에 대한 5‘UTR 유전자 대상 primer 및 BVDV type 1 및 type 2를 감별할 수
있는 특이 PNA 프로브를 제작하고, 최적 증폭 및 융해 반응 조건을 확립함
표 1. BVDV 실시간 유전자검사용 프라이머/프로브 및 반응 조건

Name

Primer sequences (5’-3’)

비고

F: GGC ATA TGC CCW TAG TAG GAC TAG C

서열번호 프라이머

R: GAA ATC AAC TCC ATG TGC CAT GTA C

1 & 2

BVDV primer
BVDV Type 1

Dabcyl-GCC ACG TGG AC-O-K(FAM)

BVDV Type 2

Dabcyl-ATG CCA TGT GGA C-O-K(HEX)

- 43 -

PNA probes
(서열번호 3 & 4)

Step

Temp

Time

Cycle

cDNA synthesis

50℃

10 min

1

Pre Denature

95℃

10 sec

1

95℃

10 sec

58℃

30 sec

72℃

40 sec

95℃

3 min

1

75℃

1 min

1

55℃

1 min

1

40℃ ~ 85℃

Increment 1℃
5 sec hold

1

Amplication step

Melting step

40

◦ 시료 RNA 3ul, 2X qRT-PCR PreMix, 서열번호 1 프라이머 1ul (3 pmol), 서열 번호
2 프라이머 1ul (20 pmol), 서열번호 3,4 프로브 각각 0.5ul(5pmol)를 첨가하고, 최종 볼륨이
20ul이 되도록 D.W를 첨가하여 표1의 유전자 증폭 및 융해 조건으로 실험을 진행함

그림 1. BVDV 검출을 위한 실시간 유전자검사법 증폭 및 융해 곡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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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VDV-1은 FAM 형광을 이용하여 파란색으로 증폭 및 융해 곡선이 표시되며, BVDV-2는
HEX 형광을 이용하여 초록색 곡선을 나타냄(그림 1)
◦ 검출한계는 BVDV-1이 3 copies, BVDV-2가 3 x 101 copies까지 검출 가능함(그림 2)

그림 2. BVDV 유전형별 검출한계 결과

그림 3. 돼지열병 바이러스를 이용한 특이도 결과

◦ Pestivirus에 속하는 돼지열병(CSFV)의 백신주(LOM strain)와 야외 분리주(SW strain)
(그림 3), 소 코로나바이러스, 로타바이러스 등을 이용한 특이도 평가 결과, 판별기준인 융해피
크가 관찰되지 않아 높은 특이도를 보임
◦ 야외 시료(n=46)에 적용시 기존 중합효소연쇄반응법(RT-PCR)법과 100% 일치하면서 염기
서열 분석을 통한 유전형과 일치함(그림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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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야외시료(n=46)를 이용한 기존 BVDV RT-PCR과 개발 진단법의 비교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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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표준기술활용사항
◦ 소바이러스성설사바이러스 진단을위한 유전자검사항목 중 실시간 유전자증폭법 추가
기존

변경

소바이러스성설사(BVD)

소바이러스성설사(BVD)

1. 원인체 분리검사

1. 원인체 분리검사

2. 항원검사

2. 항원검사

1) 유전자검사(RT-PCR)

1) 유전자검사(RT-PCR, Real-time PCR)

2) 항원 효소면역측정법(ELISA)

2) 항원 효소면역측정법(ELISA)

3. 항체검사

3. 항체검사

◦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동물질병 표준진단요령(농림축산검역본부 예규
제142호)”에 “소바이러스성설사바이러스 유전자검사” 항목을 추가하여 표준기술로 활용
◦ 소바이러스성설사바이러스 바이러스 검출용 실시간 유전자검사법 [붙임 1]

4. 기대효과
◦ 소바이러스성설사바이러스(BVDV) 유전형 판별 실시간유전자 진단을 통한 신속·정확한
질병진단

[ 붙임 1 ] : 바이러스성설사바이러스(BVDV) 유전형 감별 실시간 유전자검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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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소바이러스성설사 바이러스 유전형 감별 실시간 유전자검사법
1. RNA 추출
1) 혈액의 경우 전혈을 이용하거나, PBMC(peripheral blood mononuclear cells) 분리를
위해 Histopaque-1077(Sigma, UK)를 사용할 수 있다.
2) 조직시료의 경우 1.5ml 튜브에 세포배양배지를 이용하여 균질화 한다.
2) 8000 rpm, 10분 원심 후 150㎕ 상층액을 RNA 추출용으로 사용한다.
3) RNA추출키트는 시중에서 판매되는 키트를 사용한다.

2. 검사방법
1) 추출 RNA 3ul, 2X qRT-PCR PreMix, 서열번호 1 프라이머 1ul (3 pmol),
서열번호 2 프라이머 1ul (20 pmol), 서열번호 3,4 각각 0.5ul(5pmol)를 첨가 하고,
최종 20ul이 되도록 D.W를 첨가한다.
2) 아래의 조건으로 Real-time PCR(아래조건은 Biorad기기의 경우이며 다른 기기
(예: ABI7500등)사용시 융해조건의 마지막 단계를 0.3℃∼0.5℃ Increment로 조정)을
실시한다.
<실시간유전자 검사법에 사용되는 프라이머 및 프로브 정보>
Name

Primer sequences (5’-3’)

BVDV primer
BVDV Type 1

비고

F: GGC ATA TGC CCW TAG TAG GAC TAG C

서열번호 프라이머1 &

R: GAA ATC AAC TCC ATG TGC CAT GTA C

2

Dabcyl-GCC ACG TGG AC-O-K(FAM)

PNA probes
(서열번호3 & 4)

BVDV Type 2 Dabcyl-ATG CCA TGT GGA C-O-K(HEX)

Step

Temp

Time

Cycle

cDNA synthesis

50℃

10 min

1

Pre denature

95℃

10 sec

1

95℃

10 sec

58℃

30 sec

72℃

40 sec

95℃

3 min

1

75℃

1 min

1

55℃

1 min
Increment 1℃
5 sec hold

1

Amplication step

Melting step

40℃ ~ 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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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1

3. 결과판정
1) 서열번호 3의 염기서열로 표시되는 PNA 프로브(FAM형광)에 의한 융해 피크가 관찰되면
BVDV-1 으로 서열번호 3의 염기서열로 표시되는 PNA 프로브(HEX 형광)에 의한 융해피
크가 관찰되면 BVDV-2 유전형으로 판별한다.
2) 판정표 참고
1st check

판정기준

2nd check
melting peak Tm range(℃)

Target

Fluor

Amplication curve

BVDV type 1

FAM

cut off value Ct 40

61.00~65.00

BVDV type 2

HEX

cut off value Ct 40

60.00~64.00

(Threshold RFU 100)

3) 반응결과
- 그림 1에서와 같이 각각의 양성대조와 같은 채널에서 증폭이 확인된다.

a) BVDV-1 amplication curve & melting peak

b) BVDV-2 amplication curve & melting peak

그림 1. 소바이러스성설사바이러스 검출을 위한 실시간 유전자증폭 및 유전형 판별 결과
a) BVDV-1 b) BVDV-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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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

- 51 -

소모성질병 저감을 위한 양돈장 사육 단계별 질병 모니터링 기법

1. 현황
1) 국내 양돈장에서 문제되고 있는 소모성질환은 다양한 질병의 원인체들이 복합감염되고
있으나 종합적인 실험실 진단체계가 확립되어 있지 않아 농장단위 방역대책 수립이 곤란함
- 컨설팅 수의사들의 임상지식을 통한 진단이나 단편적인 실험실진단으로 인하여 질병피해가
지속되거나 전파를 더욱 확대시키게 됨
2) 정부에서는 돼지소모성질환의 피해 최소화를 위하여 컨설팅을 통한 지원지도사업을 실시
하고 있으나 종합적인 진단서비스가 지원되고 있지 않아 컨설팅의 효율성 저하는 물론 컨설팅
결과에 대한 사후 검증도 곤란한 실정임
3) 따라서, 개별 질병별, 개체단위 검사 및 결과 통보체계를 농장단위 질병 모니터링 체계로
개편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한 질병 모니터링기법 개발 및 기술전수가 필요함

2. 표준기술 내용
1) 사육단계별 질병 모니터링기법을 확립하여 모돈 산차별, 포유모돈/자돈 및 자돈 사육단계별
모니터링을 기법을 확립하였음(표1 및 표2)
표 1. 농장에서의 질병발생 양상 파악 및 대책 수립을 위한 실제 접근전략
검사구분

검사대상

검사내용

포유모돈 및 자돈
사육단계별
혈청검사

산차별 모돈

검사결과의 활용
태반감염 또는 수직감염 여부 확인

주요 질병의 항원
및 항체검사

사육단계별 자돈

모돈군의 질병안정화 여부 확인

사육단계별 감염양상 및 시기 파악

위축/폐사돈
병리검사

문제구간 위축돈
또는 폐사돈

임상, 부검, 조직병리,
원인체검사 등

위축 및 폐사의 직접적인 원인규명
(주증상 질병, 복합감염상황)

사육환경
평가

시설, 환기문제
사육환경 문제점

각 돈사별 사육환경
(밀사, 환기 등)

사육환경상의 질병유발 및 악화요인
파악 및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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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농장단위 질병모니터링을 위한 시료채취 기준 빛 방법
농장규모

모돈

20일령
(포유돈)

40일령
(이유돈)

70일령

100일령

130일령

160일령

계

>3,000두

15

12

10

10

10

10

10

77

<3,000두

15

12

7

7

7

7

7

62

※ 시료채취방법
1) 모돈: 후보돈과 경산돈 산차별(1, 2, 3 및 4산이상) 각 3두씩 채혈하되 각 산차별 포유 중인 모돈 1두씩 포함하고,
해당모돈의 포유자돈(20일령 전후: 개체식별 필수)을 각 3두씩 채혈
2) 자돈 : 그룹별(돈방별)로 골고루 2-3두씩 채혈
3) 시료채취 : 10㎖ 정도 채혈한 다음, 3-4㎖는 항응고제 튜브에 옮겨 담아 흔들어 준 다음 냉장보관하고, 나머지는
정치, 응고시켜 혈청이 분리된 다음 튜브에 옮겨 담거나 주사기에 그대로 운반한다(주사기를 굳기
전에 운반하거나 냉장하면 용혈이 되므로 반드시 정치시켜 혈청이 분리된 다음 운반할 것)

2) 확립된 모니터링 기법을 이용하여 전국의 지정양돈장을 대상으로 3년간 적용시험한 결과,
돼지 소모성질환을 유발하는 주요 질병들의 감염양상과 유형 파악이 가능하였음
3) 바이러스성 질병 중 핵심질병은 PRRSV (PCV2와 동일한 방법)로 농장별로 다양한 감염
양상을 나타내고 있었으며, 농장별 감염유형은 7가지로 구분되었으며, 유형별 단계적인 방역
지도가 가능하였음(표 3 및 표 4)
가. 농장단위 PRRSV 감염유형 분석기준(표 3)
바이러스 항원 및 항체검사 결과를 근거로 모돈군은 안정(stable)과 비안정(unstable)
으로 구분하였으며, 포유모돈/자돈군과 자돈군은 바이러스 항원 검사결과에 따라 감염
(infected)과 비감염(not infected)로 구분하였으며, 이에 따라 농장의 감염유형은 크게
7가지 범주로 구분
표 3. 개선된 한국형 PRRS 감염유형 분석
농장구분

모돈군

포유군

자돈군

비고(기존 감염유형)

① 3N

음성(N)

음성(N)

음성(N)

음성농장

② S/N/N

안정(S)

비감염(N)

비감염(N)

모돈 안정/자돈 비활성(SI)

③ S/N/I

안정(S)

비감염(N)

감염(I)

④ S/I/N

안정(S)

감염(I)

비감염(N)

⑤ S/I/I

안정(S)

감염(I)

감염(I)

⑥ U/I/N

비안정(U)

감염(I)

비감염(N)

⑦ U/I/I

비안정(U)

감염(I)

감염(I)

모돈 안정/자돈 통제(SC)
또는 모돈 안정/자돈 활성(SA)

모돈 비안정/자돈활성(UA)

① 3N 유형: PRRS 음성인 농장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소수 농장에 불과하다. 이 유형의
농장은 PRRS 음성상태를 계속 유지하기 위한 기본적인 PRRS 유입 방지조치를 강도
높게 유지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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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S/N/N 유형: 과거에 PRRS 감염이 있었으나 현재 모돈군 및 자돈군에 PRRS 바이러스의
순환감염이 종식된 농장으로 역시 음성농장에 준하는 강도 높은 유입 방지조치를 유지
해야 함
③ S/N/I 유형: 모돈군의 면역수준이 높고 바이러스 감염이 없기 때문에 포유기 수직감염은
이루어지지 않으나 이유후 자돈군에서 일부 PRRS 바이러스가 감염되고 있는 농장으로
자돈군내 수평전파 차단조치를 이행해야 함
④ S/I/N 유형: 모돈군이 안정되어 있으며, 자돈구간에서도 PRRS 바이러스 감염이 없음
에도 불구하고 포유기에 수직감염이 이루어지는 농장임. 이 농장은 과거 열심히 노력
하여 PRRS를 통제하는데 성공하였으나 최근 감염돈(또는 정액)을 구입함으로써 문제가
시작되고 있는 농장유형으로 즉각 강도 높은 방역조치가 이행되지 않으면 산발적인
유사산과 호흡기질병 피해가 다시 시작될 수 있음. 따라서 최근 구입한 후보돈과 저산차
모돈을 중심으로 전두수 항원검사를 실시하여 감염모돈을 색출하여 도태하거나 격리
순치하여야 하며, 이후 생산되는 자돈들은 자돈군내 수평감염 차단을 위한 조치를 실시
해야 함. 이러한 방역조치가 실패한다면 자돈구간으로 질병이 전파되어 이후 기술할
⑤, ⑥, ⑦번 유형으로 농장상황이 악화되게 됨
⑤ S/I/I 유형: 모돈군은 안정되어 있으나 포유구간과 이후 자돈구간에 PRRS 바이러스가
감염되어 있는 유형으로 ④ S/I/N 유형에서 포유구간에 감염된 PRRS가 자돈구간으로
악화된 경우 또는 ③ S/N/I 유형에서 지돈구간의 PRRS 바이러스가 포유구간으로
역으로 감염된 경우로 해석할 수 있음. 어떤 상황이든 이 유형은 사육구간별 수평전파
차단이 실패한 것이므로 철저한 수평전파 차단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⑦번 유형
으로 악화되어 피해가 농장 전체로 확산되게 됨
⑥ U/I/N 유형: 모돈구간에서 바이러스가 감염되고 있으며, 감염모돈으로부터 포유구간
에서 수직감염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아직 자돈구간으로는 확산이 되지 않은 농장유형
으로 ④ S/I/N 유형에서 악화되어가는 유형으로 분석되는 경우. 이 유형의 농장에 대해
서는 ④ S/I/N 유형에서 필요한 조치와 함께 모돈군의 PRRS 안정화 조치를 동시에
실시해야 피해 악화를 막을 수 있음
⑦ U/I/I 유형: 최악의 상황으로 모돈, 포유 및 자돈구간에서 바이러스가 지속적으로 순환
감염되고 있으므로 모든 방역조치( 유입방지조치, 모돈 안정화조치, 자돈 안정화조치)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함
나. 농장의 PRRS 감염유형에 따른 방역조치
농장의 PRRS 발생유형이 어떤 것이든 PRRS의 기본적인 방역조치는 농장유입 방지조치,
모돈군 안정화조치 및 자돈군 안정화 조치로 요약할 수 있음. 또한 PRRS 방역의 성공을
위하여 우선적으로 해야 할 조치의 순서 즉, 방역의 중요도 역시 농장유입 방지조치모돈군 안정화조치-자돈군 안정화 조치로이해하여야 함. 예를 들어 아무리 노력을 하여
PRRS를 안정화시켰다고 하더라도 어느 한순간 유입방지조치에 허점이 생겨 PRRS 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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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스가 농장내로 재유입된다면 그동안의 모든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게 되며, 또한 모돈구
간이 안정화 되지 않아 포유구간에서 수직감염된다면 이미 감염된 자돈이 자돈구간으로
흘러들어가기 때문에 자돈구간의 안정화는 불가능한 일이며, 이미 감염되어 있는 자돈
에게는 백약이 무효인 것이므로 농장의 발생유형 분석을 통하여 내 농장의 문제점을 파악
하고, 추가로 필요한 방역조치를 성실하게 이행해야 함
표 4. 바이러스성질병(PRRS) 농장단위 모니터링에 따른 유형분석 및 방역조치
필요한 방역조치의 유형
농장구분

유입
방지

모돈군
안정화

포유기
감염차단

수평감염
차단

① 3N(음성농장)

○

② S/N/N(모돈안정/포유비감염/자돈비감염)

○

③ S/N/I(모돈안정/포유비감염/자돈감염)

○

④ S/I/N(모돈안정/포유감염/자돈비감염)

○

○/×

○

○/×

⑤ S/I/I(모돈안정/포유감염/자돈감염)

○

○/×

○

○

⑥ U/I/N(모돈비안정/포유감염/자돈비감염)

○

○

○

○/×

⑦ U/I/I(모돈비안정/포유감염/자돈감염)

○

○

○

○

○

4) 세균성질병은 바이러스성 질병의 1차 감염이후 폐사율 증가의 주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었으며,
글래서병, 흉막페렴이 주로 문제가 되고 있었음
- 각 질병의 항체가 검사결과를 사육단계별로 분석하여 질병의 감염시기와 감염구간을 파악
하여 방제지도가 가능하였으며, 표 5는 흉막페렴의 모니터링 분석결과임
5) 이상과 같이 사육단계별 질병 모니터링 기법을 이용한 정기적인 검사를 통한 농장별 문제구간
분석 및 평가는 농장내의 질병의 복합감염상황을 파악할 수 있었으며(표 6), 이러한 모니터링
결과는 농장의 돼지소모성질환 방제 지도에 유용하게 활용 가능하였음.
표 5. 사육단계별 글래서병 항체 검사 및 이에 따른 평가 예
HPS(biov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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령
0일

령
16

령
0일

0일
13

일

령
10

령

70

일

돈

40

모

돈
4산

모

모

돈
3산

돈
2산

돈

모

자

1산

유
포

포

유

모

보

돈

돈

돈

1.6
1.4
1.2
1
0.8
0.6
0.4
0.2
0

후

평균 표준편차
1.07
0.26
0.79
0.18
0.79
0.16
0.23
0.12
0.69
0.27
0.62
0.27
0.50
0.11
0.64
0.18
0.22
0.07
0.44
0.16
0.50
0.17
0.85
0.12
1.07
0.29

웅

HPS
웅돈
후보돈
포유모돈
포유자돈
1산모돈
2산모돈
3산모돈
4산모돈
40일령
70일령
100일령
130일령
160일령

◇ 분석결과 : 100일령에서 160일령 사이의 구간에서 항체가가 상승하고 있어 70일령 전후에
감염이 이루어지고 있음
표 6. 사육단계별 질병모니터링 결과에 따른 GJ 농가의 종합분석 실예
질병명

모돈

>2주

PRRSV (북미형)

-

-

PRRSV (유럽형)

-

-

후보돈

-

SIV

-

-

-

-

M. hyopneumoniae

-

-

-

-

P. multocida

-

-

B. bronchiseptica

-

-

-

-

A. pleuropneumoniae

-

-

-

-

H. parasuis

-

-

-

Salmonella sp.

-

-

-

PCV-2

4-5주

-

8-9주

-

12-13주

16-17주

21-22주

-

-

-

-

-

-

-

-

-

-

-

-

-

-

-

-

-

◇ 분석결과 :
- 초기 PRRS 및 PCV2와 더불어 세균성 호흡기질병이 함께 감염되는 것을 보여 PMWS발생
가능성이 있음
- 후기 육성돈에 PRRS감염은 줄어들고 있으나, PCV2 및 세균성호흡기 질병(유행성폐렴,
흉막폐렴, 글래서병)이 발생되고 있는 것으로 보임. 살모넬라 감염이 지속되고 있어 PRDC
발생 가능성과 함께 피해가 커질 우려가 있음
- 실제 농장의 피해상황 확인을 위한 위축돈 병리검사와 살모넬라 감염양상 및 원인 분석을
위한 정밀검사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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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생식기호흡기증후군바이러스
프로파일 모델을 이용한 발생유형 분석 기법

1. 현황
1) 돼지생식기호흡기증후군(PRRS)는 돼지소모성질환의 주 원인체로 국내 양돈업의 질병 피해
규모는 1,000억원 이상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음
2) 국내 양돈현장에는 다양한 PRRSV가 나타나, 상재성, 복합감염성 및 준임상형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단독감염뿐 아니라 타 질병과 복합감염되어 피해를 악화시키고 있음
3) 농장마다 PRRS 발생형태가 다양하여 이에 대한 방제대책을 일률적으로 적용할 수 없음
4) 또한, 농식품부 돼지소모성질환 지도지원사업의 일환으로 각 시도에서 9종 질병 검사항목
중 PRRS에 대한 사육단계별 검사 후 검사결과를 해석할 수 있는 발생유형 분석 기법이
필요
5) 이를 통한 분석기법은 국내 실정 및 농장별 상황에 맞는 PRRS 청정화(안정화) 전략 개발 시
활용 가능함

2. 표준기술 내용
1) 시료채취 및 검사방법
가. 시료채취
- 농식품부 소모성질환 지원지도사업에서 실시하고 있는 9종 질병모니터링 시료채취방법
및 농장별 채취두수에 따라 실시
나. 검사방법
- 항체 검사방법(ELISA) 및 바이러스 검사방법 (RT-PCR)은 “동물질병표준검사법“에 따라
실시
2) 농장단위 발생유형분석
가. 지정양돈장을 선정하여 사육단계별 PRRS 항원 및 항체 검사를 실시하여 그림과 같이
5개의 유형으로 농장단위 유형(프로파일) 분석을 실시함
① 프로파일 1 (3N유형): PRRS 바이러스 항원 및 항체가 검출되지 않은 음성농장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소수 농장에 불과함. 이 유형의 농장은 PRRS 음성상태를 계속 유지
하기 위한 기본적인 PRRS 유입 방지조치를 강도 높게 유지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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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프로파일 2 (SNN유형): 모돈군 안정/포유기 비감염/자돈군 비감염돈군으로 과거에
PRRS 감염이 있었으나 현재 모돈군 및 자돈군에 PRRS 바이러스의 순환감염이 종식된
농장으로 역시 음성농장에 준하는 강도 높은 유입 방지조치를 유지해야 함. 모돈군에서
과거감염으로 인한 항체가 검출되지만 바이러스 항원은 검출되지 않음. 자돈군의 경우
전구간에서 바이러스 항원은 검출되지 않으며, 항체는 포유 및 이유자돈 일부에서
검출되지만 육성/비육기 이후 항체음성으로 전환되거나 낮은 항체가를 보임

③ 프로파일 3 (SNI 유형): 모돈군 안정/포유기 비감염/자돈군 감염돈군으로 모돈군에
바이러스 감염이 없기 때문에 포유기 수직감염은 이루어지지 않으나 이유후 자돈
구간에서 일부 PRRS 바이러스가 감염되고 있는 농장으로 자돈군내 수평전파 차단
조치를 이행해야 함. 모돈군 및 포유자돈구간에서는 항체수준이 낮고 균일하며 바이
러스가 검출되지 않으나, 육성 및 비육구간에서는 항체양전을 보이며 이후 지속적
으로 상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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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프로파일 4 (SII 유형): 모돈군 안정/포유기 감염/자돈군 감염돈군으로 모돈군은 안정
되어 있으나 포유구간과 이후 자돈구간에 PRRS 바이러스가 감염되는 유형으로 제
3유형(SNI)에서 지돈구간의 PRRS 바이러스가 포유구간으로 역으로 감염된 경우로
해석할 수 있음. 어떤 상황이든 이 유형은 사육구간별 수평전파 차단이 실패한 것이므로
철저한 수평전파 차단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제 5유형(UII)으로 악화되어 피해가
농장 전체로 확산되게 됨. 모돈군의 항체수준이 낮고 균일하며, 포유자돈에서는 모돈에
의한 이행항체와 함께 바이러스 항원이 검출되며, 자돈-육성구간에서는 항체양전과
함께 항원이 검출됨

⑤ 프로파일 5 (UII유형): 모돈군 비안정/포유기 감염/자돈군 감염돈군으로 모돈, 포유
및 자돈구간에서 바이러스가 지속적으로 순환감염되고 있는 최악의 상황이므로 모든
방역조치(유입방지, 모돈 안정화, 수직감염 차단, 자돈 안정화조치)를 원점에서 재검토
해야 함. 모돈군의 항체수준이 불균일하며 바이러스 항원 또한 검출됨. 포유자돈 구간
역시 비안정돈군으로 인해 수직감염이 관찰되며, 자돈군인 경우 항체의 수준이 SP
2.0이상의 높은 수준을 보이면서 지속상승하며, 바이러스 항원이 검출되는 유형으로
농장내 다양한 유입경로(후보돈, 정액 등)를 통하여 바이러스가 도입되어 순환감염되고
있으므로 흔히 후보돈이나 정액에서도 바이러스가 검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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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PRRSV 프로파일 모델 설정 및 분석방법은 아래표와 같음
PRRSV에 대한 혈청 프로파일 모델은 연령별로 돈군을 모돈, 포유돈, 자돈으로 구분하였고,
항체검사에 의한 항체의 수준과 항원검사에 의한 양/음성을 기준으로 하여 5개의 프로파일을
설정하였음
돈군
Profile

1
(3N)

검사결과

결과 해석

모돈

포유

자돈

항체
음성

항체
음성

-모돈군 및 포유자돈군 항체음성
항체
-자돈구간에서 항체양전이 없거나 미미함
음성
-육성-비육구간에서 항체 음성

음성(청정)농장

2
(SNN)

-모돈군 항체수준이 낮고 균일함
-포유자돈은 모돈과 유사한 항체수준
안정 비감염 비감염
-자돈-비육돈구간에서 항체양전 없음
-전구간에 걸쳐 바이러스 항원 음성

돈군 안정화
(자돈군에서
임상증상 없음)

3
(SNI)

-모돈군의 항체수준이 낮고 균일함
-포유자돈구간 비감염
안정 비감염 감염
-육성-비육돈구간에서 항체양전이 있으며,
바이러스 항원이 검출되기도 함

모돈안정/자돈감염군
(임상증상)

4
(SII)

안정

5
(UII)

비
안정

감염

-모돈군 항체수준이 낮고 균일하며 항원음성
감염 -포유자돈 항원양성(수평감염) 또는 40일령 항체상승
-자돈-비육돈구간의 다양한 시기에 항체양전, 항원양성

모돈안정/자돈순환감
염(역감염)군

감염

-모돈군의 항체수준이 불균일 또는 항원양성
-사육구간에서 급격한 항체양전이 관찰
감염
-SP2.0의 높은 항체수준을 보이며 지속상승
-자돈구간에서 다수 항원 양성

전돈군순환감염군
모돈비안정/포유기 수
직감염/자돈군 순환감
염

4) 농장단위 발생유형별 방역조치 개요
◦ PRRS 감염유형 분석에 따라 필요한 추가 방역조치를 아래표와 같이 농장에 적용
필요한 방역조치의 유형
농장의 감염유형 구분

유입방지

모돈군
안정화

포유기
감염차단

수평감염
차단

① 3N(음성농장)

○

② S/N/N(모돈안정/포유비감염/자돈비감염)

○

③ S/N/I(모돈안정/포유비감염/자돈감염)

○

④ S/I/I(모돈안정/포유감염/자돈감염)

○

○/×

○

○

⑤ U/I/I(모돈비안정/포유감염/자돈감염)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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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지 사이토메갈로바이러스 유전자 검출 진단법

1. 현황
1) 돼지 사이토메갈로바이러스는 돼지에서 임신돈의 번식장애와 자돈의 위축, 호흡기 질병 등
다양한 병증을 유발하며, 국내 돼지에서 혈청 중 항체양성률이 높게 나타남
2) 돼지 사이토메갈로바이러스 감염증은 임상증상이 최근 양돈산업에서 가장 중요한 질병인
돼지생식기호흡기증후군과 돼지 써코바이러스 감염증과 유사한 점이 많아 감별할 필요가
있음
3) 돼지 사이토메갈로바이러스 유전자 검출법을 통해 본 질병을 신속정밀하게 진단할 수 있음

2. 표준기술 내용
1) 시험재료: 핵산추출킷트, PCR kit, primers, thermocycler, ethidium bromide
2) 시험방법
가. 돼지 조직 시료로부터 핵산 추출
나. 특이 primer를 이용하여 아래와 같은 조건으로 PCR 실시
Primer

증폭조건
증폭산물 크기

- PCMV-gB-F: CCCTGATCTTAAATGACGAGGACGTGAC
- PCMV-gB-R: ACCGTCTGAGAGAGACTGAACTTCTCTGACAC
1) 1 cycle: 94℃, 5분
2) 35 cycles: 94℃, 30초, 60℃ 30초, 72℃ 40초
3) 1 cycle: 72℃, 7분
406 bp

다. 전기영동을 실시하여 ethidium bromide 염색 후 증폭산물 확인

▷ M: 100-bp DNA ladder
▷ 1 ~ 9: 돼지 조직시료
▷ 10: PCMV 양성 control
▷ 11: PCMV 음성 control

- 62 -

혈청학적 유형분석을 통한 돼지열병의 농장단위 면역수준 평가 기법

1. 현황
1) 돼지열병은 전염성이 매우 강하고, 연령 및 계절에 관계없이 발생하는 치사율이 높은 전염병임
2) 돼지열병 근절을 위해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으며 가축전염병예방법 및 동법 시행령, 돼지
콜레라방역실시요령에 따라 ’99년부터 양돈장에 대한 혈청검사 결과 검사두수 대비 항체
양성율이 80%미만일 경우 과태료를 (300만원 이하) 처분하고 있음
3) 돼지열병백신은 모돈 1회, 자돈 40일령(5~6주령)에 1차, 60일령(8~9주령)에 2차 접종을
실시하고 있음
4) 그러나, 농장의 전반적인 면역수준 및 적기에 예방접종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파악할 수 있는
분석기법이 없음
5) 따라서, 이를 분석할 수 있는 기법으로 혈청모니터링을 통해 도출된 혈청프로파일을 작성하였음

2. 표준기술 내용
1) 시료채취 및 검사방법
가. 시료채취
- 농식품부 소모성질환 지원지도사업에서 실시하고 있는 9종 질병모니터링 시료채취방법
및 농장별 채취두수에 따라 실시
나. 검사방법
- 항체 검사방법(ELISA) 및 바이러스 검사방법 (RT-PCR)은 돼지콜레라정밀검사법
(2003)에 따라 실시
2) 농장단위 혈청학적 유형분석
가. 지정양돈장을 선정하여 사육단계별 항체 검사를 실시하여 그림과 같이 6개의 큰 유형으로
농장단위 유형(프로파일) 분석을 실시함
나. CSFV에 대한 질병모니터링의 목적은 모돈 및 자돈에 대하여 적기에 예방접종이 이루어
지고 있는지, 농장의 전반적인 면역수준이 야외 돼지열병의 감염을 방어할 수 있는지,
그리고 혹시 현재 감염이 진행되고 있는지 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것임. 따라서 모돈군의
면역수준과 자돈군의 사육단계별 면역수준을 연계하여 분석할 수 있도록 프로파일을 분류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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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프로파일1
모돈군 및 자돈군 전반에 걸쳐 항체수준이 양호한 농장으로 모돈에 대한 예방접종과
자돈에 대한 1차 및 2차 백신접종을 충실히 이행하는 농장으로 분석

② 프로파일2
모돈군 일부개체에서 항체수준이 낮고, 이로인해 이유자돈의 항체수준 또한 아주 낮게
나타나는 농장으로 일부 모돈 개체 백신 접종 누락 또는 올바르게 접종되지 않은 경우
임. 모돈군내 백신접종 누락 없이 철저히 접종하도록 하고 백신 접종 강화 필요

③ 프로파일3
60일령 돈군의 항체 수준이 낮은 농장으로 자돈의 1차 백신접종이 누락된 농장임.
1차 백신접종 강화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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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프로파일4
60 및 90일령 돈군의 항체 수준이 낮은 경우로 1차 백신접종 누락 및 2차 백신접종을
지연 시킨 농장임. 프로그램에 맞춰 접종하도록 유도하고 백신 접종 강화 필요함

⑤ 프로파일5
모돈의 항체수준이 고르지 않고, 자돈군의 항체수준이 전반적으로 낮은 농장임. 모돈에
대한 예방접종 누락 및 자돈군에 전혀 백신접종을 하지 않는 농장으로 모돈 및 자돈의
예방접종 강화 필요

⑥ 프로파일6
비육돈군에서 항체수준(SP2.0이상)이 급격히 올라간 농장으로 돼지열병 감염이 의심
되는 농장으로 해석됨. 고역가 ELISA를 통해 재시험을 실시하고 고역가로 나올 경우
양돈장 감염여부 조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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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위의 6개의 혈청프로파일 분석을 통해 최종적으로 모돈 및 자돈구간으로 세분하여 농장
단위 혈청프로파일을 아래표와 같이 작성하였음
- 모돈구간: 모돈군의 프로파일은 모돈과 자돈의 항체 수준을 연계하여 분석함. S1형은
모돈군의 면역이 안정되어 있어 포유/이유자돈에게 모체이행항체가 충분히 전달되는
경우, S2형은 일부 모돈의 면역수준이 낮아서 포유자돈 또는 이유자돈에게로 모체이행
항체의 전달이 미흡한 경우, 그리고 S3형은 모돈의 예방접종 누락으로 면역수준이
불량하여 모체이행항체의 전달을 기대할 수 없는 유형임
- 자돈구간: 자돈구간의 유형은 이유/육성/비육돈 전구간에서 방어항체 수준을 유지하는
경우를 G1형으로 분류하였으며, 항체가 양전되는 시기를 기준으로 2-4형으로 구분
하고, 면역항체 이하로 지속되는 경우 5형으로, 감염이 의심되는 높은 수준의 항체를
보이는 경우 6형으로 구분하여 분석함
돼지열병(CSF)의 혈청 유형(프로파일) 분류 기준
구분

모돈

자돈

프로파일

항체검사

항원검사

해석

S1

모돈 평균항체수준이 0.6이상,CV60%이내
포유/이유돈(20-40일령) 평균 SP 0.14이상

항원음성

모돈면역 우수

S2

모돈 평균항체수준에 관계없이 포유/이유돈
(20-40일령)에서 다수 항체 음성 개체 존재

항원음성

모돈면역 미흡

S3

모돈 평균 항체수준이 0.3이하로 낮거나 음성

G1

70-130일령 전구간에서 항체 수준 양호

항원음성

예방접종 우수

G2

70일령 항체 음성/100일령 항체양전

항원음성

1차접종 누락

G3

70일령 항체 양성/100일령 항체음성

항원음성

2차접종 누락

G4

70일령부터 항체음성/130일령 항체 양전

항원음성

비육기예방접종

G5

자돈 전구간에서 항체수준 지속 감소/항체 양전이 없음

항원음성

예방접종 누락

G6

40-130일령 돈군에서 평균SP값이 1.5이상으로
높은 상승이 있고 CV60%이상으로 불균일

항원양성/또는
음성

감염군/
감염의심군

예방접종 누락

3) 농장단위 발생유형별 방역조치 개요
가. 모돈 및 자돈단계의 혈청학적 유형 분석 결과를 토대로 예방접종 강화 지시 및 필요시
예방접종 미이행 농장에 대한 페널티 적용
나. 자돈단계 G6 유형인 경우 돼지열병 발생 의심농장이므로 즉각적인 추가조사 및 방역조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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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 유래 대장균 설사병 원인체의 진단법 개선

1. 현황 및 문제점
1) 돼지의 대장균증은 연령별로 병원성인자가 서로 다른 패턴으로 나타나며, 이들 독소나 부착
인자 등의 병원성인자가 대장균증 발현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2) 돼지의 대장균증 진단은 병원성 대장균의 분리에 의존하고 있으며, 병원성인자 검출과 질병
진단시 구체적인 지침이 없는 실정임

2. 연구성과내용
1) 병원성 대장균의 분리 및 병원성인자 검색 모식도
시 료(소장 또는 분변)
↓
혈액/맥콩키 배지 배양
↓
집락채취
(용혈성 3개, 비용혈성1개)
↓
병원성인자에 대한
multiplex PCR
↓
항생제감수성시험

가. 국내 설사발생 돼지농장에서 135균주의 대장균을 분리하여 PCR로 병원성인자 검색한
결과 대장균 135균주 중 병원성인자 EAST가 57균주로 가장 많은 분리율을 보였으며,
Paa 46균주, F4(K88) 21균주, LT이 17균주 순으로 분리되었음
나. 총 135균주 중 73균주가 용혈성을 보여, 돼지 설사병 발생과 용혈성대장균과의 연관성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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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병원성 대장균의 주요 병원성인자 모식도

* 위의 모식도는 OIE 대장균 표준실험실( 캐나다 몬트리올대학)의 Dr. Fairbrother 교수의 병원성 대장균에
대한 진단체계임

3) 돼지 병원성 대장균에서 병원성과 병원성인자와의 상관성
질병

설사병

부종병

병원성

병원체

주요 병원성인자

강함

ETEC

LT, STa, STb,
F4, F5, F6, F18, F41

EPEC

Eae

ETEC

STb, EAST1, AIDA

약함

ETEC

LT, STa, STb

강함

STEC

Stx2e, F18

중등도

가. 돼지 대장균설사병에서 병원성인자 보유형태에 따라 병원성의 차이를 보임
나. 병원성인자 중 독소 (LT, ST 등)만을 가진 대장균보다는 독소와 부착인자(F4~F41, AIDA)를
동시에 가지는 대장균이 병원성이 강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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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표준기술활용 사항
1) 돼지 대장균증의 진단법 개선
현행

대장균 분리
↓
병원성인자 PCR(13종)
↓
진단: 병원성 대장균

변경
세균수(배지)

병원성인자(필수)

E. coli 107CFU 이상/g(분변)*

LT, ST, Eae
Stx2e(돼지부종병)

* 대장균 의심 집락이 ③에서까지 확인되어야 한다

- 돼지에서 설사증상을 보이는 개체의 소장 또는 분변에서 대장균을 분리하고 기존 표준검
사법의 13개 병원성인자(PCR) 확인 후 필수인자(LT, ST, Eae, Stx2e)가 확인된 개체만
대장균성설사증으로 진단함

4. 기대효과
1) 돼지 설사병 및 부종병에 대한 진단표준화
2) 병원성대장균 진단을 통한 대장균설사병 예방백신개발 및 항생제 처치로 질병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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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모넬라 콜레라수이스(Salmonella Choleraesuis)의 분리 및 동정기법

1. 현황 및 문제점
1) 지속적인 만성소모성 질병의 발생과 더불어 살모넬라의 감염도 자주 검색되고 있는 실정이나
국내 돼지에서 분리되는 살모넬라 혈청형은 주로 Salmonella Typhimurium (ST)으로서
전신패혈증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진 S. Choleraesuis (SC)의 분리보고는 거의 없는 실정임
2) 비장종대 등 부검 소견에서 SC 감염으로 의심되는 가검물에서도 균이 분리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 진단상 혼선 야기
3) 살모넬라균의 초대분리는 주로 H2S 양성, Lactose 비분해 등의 생화학적 성상 및 살모넬라
선택배지에서의 독특한 색깔로 구분하여 실시하는데, SC는 ST와 생화학적 성상이나 선택
배지에서의 특징에 차이가 있어 초대분리 시 간과할 가능성이 높음
4) 살모넬라균의 분리법과 배지의 선택에 대한 정보는 매우 다양하여 연구자들 사이에서도
많은 혼란을 일으키고 있어 분리법에 대한 표준화가 요구됨

2. 연구성과 내용
1) 살모넬라 콜레라수이스 (SC)의 분리기법 확립
가. 분리 대상 장기: 편도, 비장, 장간막림프절
- SC는 임상증상을 보인 돼지에서 분변이나 소화기장기 보다 비장, 림프절과 같은 실질장기
에서 분리율이 높음
나. 선택증균배양:
- RV (Rappaport-Vassiliadis R10 broth), 37°C, 18-24시간 배양
※ SC와 같은 host-adapted serovar는 43°C에서 억제됨

- 추가로 2차 선택증균을 실시하면 SC의 분리율 월등히 높아짐
※ 2차 증균배양 방법: 1차 증균된 RV 1mL를 새로운 9mL RV에 넣고 37°C, 18-24시간 추가배양

다. 선택배지에 접종:
- SC는 느리게 자라므로 48시간 배양하여 3-5개의 의심콜로니를 순수분리
- 최소한 2-3 종류의 배지를 사용할 것을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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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cConkey: lactose 비분해 콜로니를 검사
※ 단, Pseudomonas spp., Proteus spp. 등도 lactose 비분해이므로 감별이 필요

- XLT4: SC는 H2S 음성, S. Choleraesuis var. Kunzendorf는 H2S 양성
- Rambach agar: SC는 24시간 배양시 살모넬라 특유의 진분홍색 콜로니와는 다른 연분
홍색의 콜로니로 자람
※ Pseudomonas spp.등과 감별 필요, 48시간 배양하면 적색으로 변함
※ 살모넬라 중 host-adapted serovar 확인할 때 유용

- CHROM agar: 모든 살모넬라 혈청형에서 보라색으로 자람
※ 살모넬라 확인시 유용

S. Typhimurium (ST)

S. Choleraesuis (SC)

그림 2. Rambach agar에서 ST와 SC의 감별 (24시간 배양)
※ 48시간 배양시 SC도 ST와 같은 색으로 변함

S. Choleraesuis (SC)

S. Choleraesuis var. Kunzendorf (SCK)

그림 3. XLT4에서 SC는 H2S를 산생하지 않으며 배지를 노란색으로 변화시켜
E. coli와 감별이 어려움. SCK는 H2S를 산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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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multiplex PCR
- ST와 SC를 감별하는 multiplex PCR 사용
- 참고문헌: Woods 등, JCM (2008), 4018-4022
Primer Sequences

Product Size

ConOri-F
ConOri-R

GCGGTGGATTCTACTCAAC
AGAAGCGGAACTGAAAGGC

461 bp

CsPcSC4352-F
CsPcSC4352-R

TCGAGGGTTAAAGATGGGG
TACCACACGCTAAGCAACC

709 bp

STM3664-F
STM3664-R

ATGAAACTTGCCGCCTTCGCTC
AATAGAGCGCGCCGAACTGA

997 bp

PCR conditions

96°C 5min→29 cycles (94°C 30s, 53°C 30s, 72°C 1min)→72°C 10min

그림 4. S. Choleraesuis와 S. Typhimurium이 각각 709 bp와 997 bp에서 특이 증폭산물이 확인됨.
461bp는 Salmonella spp.에서 공통으로 증폭되는 밴드임

마. Serotyping: SC는 group C1에 응집
바. 생화학성상을 이용한 S. Choleraesuis의 biotyping
Biotype

Dulcitol 대사능

Mucate 대사능

H2S 산생능

Choleraesuis

-

-

-

Choleraesuis
var. Kunzendorf

-

-

+

Choleraesuis
var. Decatur

+

+

+

- 72 -

3. 표준기술활용사항
1) 돼지 살모넬라감염증의 진단법 개선
가. 분리 시료의 선택: 소화기장기 보다는 실질장기 (편도, 비장, 림프절 등) 이용
나. 선택증균시 host-adapted salmonella는 43°C에서 억제되므로 37°C에서 실행
다. 선택배지로 Rambach agar를 사용하여 다른 살모넬라와 감별
라. S. Choleraesuis 의심 집락에서 DNA를 추출하여 multiplex PCR 실시
마. 혈청학적 분석, 생화학성상 검사로 확인
2) 동물질병 표준검사법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예규 제65호)에 살모넬라 콜레라수이스 (S.
Choleraesuis) 정밀진단법 추가하여 표준기술로 활용

4. 기대효과
돼지 살모넬라 감염증 (패혈증형)에 대한 진단 표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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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tinobacillus suis의 생화학성상 및 유효 항생제 선발

1. 현황 및 문제점
1) A. suis는 자돈에서 급성 패혈증, 성돈에서는 폐렴, 관절염, 유산, 돈단독 유사 피부병변
등 다양한 병증을 유발하나 국내에서는 진단법 뿐 만 아니라 감염현황 조사 등 대책이 전무한
실정임
2) 동일한 Pasteurellaceae에 속하면서 유사한 질병을 유발하는 A. pleuropneumoniae, H.

parasuis와의 동시 감별 진단이 요구되고 있음
3) A. suis의 치료는 감염 초기 유효 항생제를 투여하는 것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국내 분리주에
대한 항생제감수성 시험으로 유효 항생제 선발 필요

2. 연구성과내용
1) 도축장 및 호흡기 병변 폐에서 A. suis 분리율
분리원

시료

시료수

폐

분리세균

A. suis

APP

HPS

PM

S. suis

A. pyogen

214

0

11

0

48

19

6

편도

186

0

1

1

9

22

8

폐

88

2

3

7

9

8

2

편도

30

2

0

0

0

0

1

기관

23

1

0

1

0

0

0

536

5(0.93)

15(2.80)

9(1.68)

66(12.31)

49(9.14)

17(3.17)

도축장

호흡기
이환돈

계

가. 국내 호흡기발생 돼지농장 및 도축장에서 536개 시료에서 5균주의 A. suis를 분리
나. 도축장 폐에서는 PM, APP, S. suis 순으로, 편도에서는 S. suis, PM순으로 분리
다. 호흡기 이환돈에서는 폐에서 A. suis가 2건 PM, Haemophilus parasuis (HPS) 및

S. suis가 비슷하게 분리되었고 편도에서는 A. suis가 2건, 기관에서도 A. suis 1건,
HPS가 1건 분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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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내 A. suis 분리주와 표준균주, APP 및 HPS의 생화학적 성상 비교
A. suis
(n=5)

A.suis
ATCC15557

APP
(biovar 2)

HPS

Hemolysis

＋

＋

＋

－

CAMP

－

－

＋

－

Growth on MacConkey

＋

＋

－

－

Catalase

＋

＋

＋

＋

Oxidase

＋

＋

＋

－

Esculin hydrolysis

＋

＋

－

－

Ornithine decarboxylase

－

－

－

－

H2S production

－

－

－

－

Phosphatase

－

＋

＋

－

Lipase

－

－

－

－

Urease

＋

＋

＋

－

NAD requirement

－

－

－

＋

Cellobiose

－

＋

－

－

Glucose

＋

＋

＋

＋

Lactose

＋

＋

－

V

Maltose

＋

＋

＋

－

Mannitol

－

－

＋

－

Mannose

＋

＋

－

－

Sucrose

＋

＋

＋

＋

Trehalose

＋

＋

－

－

Acid production

가. 국내분리 A. suis균주는 표준균주와 비교시 혈액배지에서 용혈이 있으며 MacConkey
배지에서 집락을 형성
나. NAD요구성은 없었음(CAMP음성)
다. glucose, lactose, sucrose 등을 분해하였으나, cellobiose 및 mannitol은 이용하지
않음
라. A. suis는 혈액배지에서 용혈현상에서는 APP와 비슷하지만 CAMP현상이 없는 점과
MacConkey에서 자라기 때문에 APP와 구분가능하며, HPS와는 용혈성이 없으며, NAD
요구성에서 차이가 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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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병원성독소 유전자 확인

965bp: APXⅡ
723bp: APXⅠ
396bp: APXⅢ

M,100-bpmarker; 1,NCTC12996; 2,ATCC15557; 3, Canadian A.suis isolate;
4,KoreanA.suisisolate; 5,A.lignieresii; 6,APP serotype1; 7, APP serotype2
8, APP serotype4; 9,APPserotype6;N,Negative
- A. suis 분리주는 APXⅠ 및 APXⅡ 등의 독소유전자가 존재하지만 APP type 2, 4, 6에서
처럼 APPXⅢ는 검출되지 않음
4) 항생제 감수성 검사
항생제 농도별 세균수(㎍/ml)
항생제

0.03

0.06

0.12

0.25

0.5

1

GEN

2

4

8

1

1

2

2(40)

4

1

5(100)

CLI
SPE
CEF

1

1

64

128

0(0)

5

0(0)
2

2

3(60)
0(0)

1

ERY

2

RFP

3

3

TET

2

1

3

1

1

1

0(0)
1

0(0)

2

0(0)

TIL

2

TML

3
4

VAN
ENR

32

3

CHL
AMP

16

내성률
(%)

0(0)
1

1(20)
2

5

3

5(100)
0(0)

- 국내 A. suis 균주들은 ceftiofur, ampicillin 및 enrofloxacin에 감수성이 높았지만
clindamycin, vancomycin 및 clorampenicol에는 내성을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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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표준기술활용 사항
1) A. suis진단을 위한 분리 및 생화학적 성상 비교
주요성상

돼지 호흡기세균
A. suis

APP

HPS

PM

용혈(혈액배지)

＋

＋

－

－

NAD 요구성

－

＋/－

＋

－

CAMP reaction

－

＋

－

－

MacConky 배지

＋

－

－

－

2) 독소유전자 분석
- A. suis는 병원성을 나타내는 독소유전자가 APP에서와 다르게 APXⅢ gene이 확인되지 않음
3) A. suis에 대한 항생제 감수성
- 국내에서 분리된 A. suis는 ceftiofur, ampicillin 및 enrofloxacin에 감수성이 높고
clindamycin, vancomycin 및 clorampenicol 등에는 내성을 나타냄

4. 기대효과
1) 돼지 호흡기질병중 A. suis 감염시 돼지 호흡기원인체와 감별진단
2) A. suis의 정확한 진단 이후 적절한 항생제 처치로 조기 질병치료 및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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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iner 염색법을 이용한 Lawsonia intracellularis 검사법

1. 현황 및 문제점
1) 증식성 회장염은 주로 비육돈에서 소장뿐만 아니라 대장까지 비후되는 것이 특징
2) 질병에 걸린 돼지는 식욕부진, 간헐적 또는 지속적인 설사 및 심각한 체중감소를 보이며
양돈농가에 경제적 피해를 야기함
3) 증식성 회장염의 원인균인 Lawsonia intracellularis는 세포 내에 기생하여 자라는 세균
4) 균의 배양을 위해선 특수한 시약, 기기 또는 시설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주로 육안적인 소견
및 병리조직학적 소견, 특수염색법, 유전자 검사법에 의한 확정진단을 실시하여야 함

2. 연구성과내용
- 포르말린 고정 4~5㎛ 파라핀조직을 탈파라핀 후, 0.5% uranyl nitrate로 microwave 70W로
30초, 2.5% gum mastic으로 1분, Reducing solution로 microwave 40W로 30초 반응시켜

Lawsonia intracellularis균이 검정색으로 염색됨

3. 표준기술활용사항
1) 육성, 비육돈 설사 개체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위하여 조직소견 및 기존의 PCR법을 보조할
수 있는 방법으로 활용
2) 농식품부고시 제2011-169(2011.10.07.)호와 관련하여 “위생·방역관리 우수종돈장 인증
요령”이 개정된 이후 증식성 회장염에 대한 표준검사법을 확립하고 6차례에 걸친 우수종돈장
인증에서 본 염색법을 활용
3) 시약의 제조 등 시판 키트에 비해 시간 소요가 있으나, 검사 단가가 저렴하고 조직의 상태에
따라 반응시간 등을 수정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 활용가치가 있음
4) 향후 동물질병 표준검사법에 본 염색법을 추가시킴으로써 국내 질병진단기관에 표준화된
진단법의 보급으로 보다 정확한 진단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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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Lawsonia intracellularis 균 관찰용 특수염색법(Steiner법)
1) 시료: 포르말린에 고정된 회장조직
2) 절편: 4~5㎛
3) 준비: Glassware, coplin jars(염색 jar 또는 bottle), Whatman #4 filter paper,
microwave oven
4) 시약: Sigma 등 시약 참조(powder type으로 구입)
0.5% Uranyl Nitrate:
Uranyl nitrate
D.W.
2% Hydroquinone:
Hydroquinone
D.W.

0.5㎎
100㎖

0.5% Silver Nitrate:
Silver nitrate
D.W.

0.5㎎
25㎖

10% Gum Mastic stock Solution:
Gum mastic
10㎖
Absolute alcohol
100㎖

0.5㎎
100㎖

※ overnight동안 용해, filter paper로 여과

2.5% Gum Mastic:
10% Gum mastic stock
Absolute alcohol

15㎖
75㎖

※ overnight동안 용해, filter paper로 여과

Reducing solution:
2.5% Gum mastic
2% Hydroquinone
0.5% silver nitrate

15㎖
25㎖
0.6㎖

※혼합순서: Hydroquinone→Gum mastic→Silver
nitrate, 사용전 혼합, 여과하지 않음

5) 염색방법
가. 탈파라핀: Xylene 10분간 3회
나. 함수: 100%→ 80% alcohol (2분간 1회)
다. 수세: D.W. (5분간 1회)
라. 0.5% uranyl nitrate, microwave 70W (30초)
마. 수세: Hot D.W. 5분간 3회 (microwave high power, 5분간 끓인 DW 사용)
바. 95% alcohol (1분간 2회) → 100% alcohol (1분간 2회)
사. 2.5% gum mastic, 1분
아. Reducing solution, microwave 40W (30초), 2회
* 조직절편이 황색조 내지 황갈색조로 변할 때까지 반응시킴

자. 수세: D.W. (5분간 3회) → 탈수, 청명화, 커버글라스 봉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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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실험결과
◦ 장의 crypt 내강과 세포 내에 Lawsonia intracellularis 균체 확인
◦ Spirochets: Black/ Background: Yell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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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온증폭법(RT-LAMP)을 이용한 PED 진단법

1. 현황
1) 돼지 설사병은 이환돈의 폐사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와 성장지연 등의 간접적인 피해로 전세계
양돈산업 생산성 저하의 주요 요인이 되고 있음
2) PED는 매년 전국에서 산발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어린 자돈의 폐사와 자돈 이상의 돼지에서
설사로 인한 성장지연등으로 생산성에 많은 피해를 주고 있는 고질적인 질병임
3) PED 진단을 위해서 병리조직검사, 형광항체검사, 유전자검출법(RT-PCR) 및 현장 신속진단
킷트가 주로 사용되고 있으나, 신속진단킷트는 민감도가 떨어지고, 다른 검사법은 검사시간이
약 4시간∼2일이 소요됨
4) 바이러스 병원성 연구나 발생농가에서 관행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인공감염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생체 조직에 존재하는 바이러스의 양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정량할 수 있는 검사법이
필요함
5) Reverse transcription-loop-mediated isothermal amplification(RT-LAMP) 방법은
증폭시킬 유전자의 6개의 위치를 인식하도록 특별히 고안된 4개의 primer를 사용하기 때문에
기존 RT-PCR법 보다 특이성이 매우 높고, 유전자 증폭시 온도변화 없이 등온으로 수행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반응시간이 짧은 장점이 있음
6) RT-LAMP은 전기영동과정이 필요하지 않고 일정한 온도 유지만으로도 특정 유전자를 증폭
할 수 있어 현장에서 검사가 가능하므로 PED와 같은 전파력이 높은 바이러스 질병을 조기
진단하기 위해서는 현장적용성이 높은 RT-LAMP의 확립 및 적용이 필요함

2. 표준기술 내용
1) PED바이러스 특이 primer 및 최적조건 확립
가. Primer 제작을 위해 기존 발표된(NCBI) 국내분리주 및 최근 국내분리주(10주)의 각
유전자별로 염기서열을 분석하여 염기서열변화가 낮은 부위인 nucleocapsid protein
유전자를 선택함
나. Nucleocapsid protein 유전자 증폭을 위해 6종의 프라이머 즉 F3, B3, FIP, BIP,
LoopF 및 LoopB를 제작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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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FIP의 경우 BIP의 상보적인 염기서열 및 loop를 형성하는 염기서열(LoopF) 부분을 합한
것으로 설계하였고(39nt), BIP도 FIP의 상보적인 염기서열 및 loop를 형성하는 염기서열
(LoopB)의 부분을 합한 것으로 설계하였으며(39nt), F3와 B3는 FIP 및 BIP primer의
바깥쪽에 위치하도록 제작함
표 1. RT-LAMP에 사용되는 primer 정보
Primer

염기서열정보(5'-3')

PED_N FIP

CGAAGCAAGCTGCTACGCTAAAAGACATCCCAGAGTGGA

PED_N BIP

TTGGAGATGCGGAATTTGTCGAACTGGCGATCTGAGCATA

PED_N F3

CTTCGAAGGAACGTGACC

PED_N B3

AGAGCAATGCTGCAACAT

PED_N LoopF

TTCGCCCTTGGGAATTCTC

PED_N LoopB

AGGTGTTGATGCGTCAGG

- Primer별 최적 농도 : F3와 B3(5pmol), 이외 primer(25∼50pmol)
- 최적 반응 온도 : 63℃
- 진단 소요시간 : 30분
2) RRT-LAMP의 검출한계 및 특이도 확인
가. 선발된 primer를 이용하여 PED바이러스 cRNA를 합성한 후 10진 희석을 통해 검출한계를
조사한 결과 3.56×101 copy까지의 검출감도를 보임
나. 진단법의 특이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돼지전염성위장염바이러스 및 로타바이러스 등
10종의 바이러스를 적용한 결과, 모두 비특이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아 특이도가 높음을
확인함

그림1. PED바이러스에 대한 RT-LAMP의 검출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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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RT-LAMP의 진단 효율성 검사
가. PED 바이러스를 3일령의 포유자돈 2두에 PEDV를 구강접종 후 날짜별로 개발된
RT-LAMP법을 이용하여 바이러스 검출 효율을 조사한 결과, 바이러스 접종 후 18시간
부터 분변에서 진단이 가능하였음
나. PED 바이러스 접종 후 6일간 대부분의 설사분변에서 약 101∼105 copy수로 검출이
되었으며, 따라서 야외분변에서의 PED 바이러스 진단 및 정량이 개발된 진단법으로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그림2. PED 바이러스 공격접종 후 RT-LAMP를 이용한 설사내 PED 바이러스 검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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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및 특정 병원성 미생물 부재 돼지(SPF) 생산 방법

1. 개요
구제역 음성 돼지 이용을 위해 특정 병원성미생물 부재 돼지(SPF) 생산 및 방역 관리 요령에
대한 운영사항을 정하고 구제역항체 검사결과 음성임을 확인하고자 함

2. 생산방법
1) 구제역 음성 SPF 돼지 생산시설 및 구비 조건
가. 사육시설을 아래 표와 같이 나누고 UV 램프와 같은 구비조건을 갖추어야 함

표 1. 구제역 음성 SPF 돼지 생산 시설 및 구비 조건

2) 차폐시설의 시설 및 방역관리 운영
가. 사육시설 유지 운영 사항
◦ Pass box, Pass room, 탈의실, 샤워실, 착의실, 전실: 출입요령을 준수하고 기록 하며,
주기적으로 낙하세균 검사 실시
◦ Hepa filter가 설치된 공조시설: 6개월 주기로 교체
◦ 음수필터: 6개월 주기로 교체하며, 음수튜브는 3개월 주기로 교체
◦ 멸균작업복 및 보호장구를 착용하여 작업하도록 함
나. 방역관리 운영 사항
◦ 필요물품: 청소용품, 고압분사기, 수세미, 걸레, 세제, 소독용품, 소독약, 포름알 데하이드,
KMnO4, 소독용기, 소독분부기, 계량컵, 희석액, 저장조
◦ 사육시설 내부: 월1회 내부소독을 실시하고 소독 12시간 후 멸균수를 이용하여 세척하여
침전소의 수세는 2주마다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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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실, 탈의실, 샤워실, 착의실 내부: 주 1회 소독, 포름알데하이드와 KMnO4를 사용하여
실시(1.0m2당 10ml, 10g을 이용)
◦ 전체소독: 실험동물의 all-out 후 진행하고, 소독 12시간 경과 후 항온항습기를 가동하여
내부 공기를 순환시키며 소독 24시간 후 무균수로 세척 실시
다. 사육시설 모니터링 사항
◦ 음수 모니터링: SPF 동물이 섭취하는 물은 3중 필터(0.5㎛, 1.0㎛, 3.0㎛)를 통해 걸러진
물을 UV처리가 가능한 저장조에서 1회 더 살균하여 공급(주기적인 음수필터 교체로
이물질의 유입 방지)
◦ 사료 모니터링: 사료는 비닐랩으로 밀봉한 후 방사선 처리하고, 개봉후에는 샘플을
채취하여 세균검사 등 미생물검사 실시,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폐기한 후 새로운 사료를
같은 방법으로 검사하여 이상이 없는 제품만 사용
◦ 환경 모니터링: 아래 표와 같이 실시
표 2. 구제역 음성 SPF 돼지 생산 시설 환경 모니터링 방법
항목

목표치

모니터링방법

온도

23℃ ± 2℃

매달 공조기 전문업체 점검

습도

50% ± 10%

매달 공조기 전문업체 점검

환기횟수

10-15회/hr

매달 공조기 전문업체 점검

암모니아 농도

20ppm 이하

분기별 전문업체 의뢰

조명

150-300 lux

분기별 전문업체 의뢰

소음

50 db 이하

분기별 전문업체 의뢰

낙하세균검사

colony 30개 이하

분기별 자체 검사

일반세균(colony/ml)기준:
100 CFU이하

분기별 자체검사

음수

pH기준: 5.5-8.5
미생물배양검사결과: 적합

상/하반기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의뢰

사료

미생물배양검사결과: 적합

분기별 자체검사

깔집

미생물배양검사결과: 적합

분기별 자체검사

◦ 미생물 모니터링
- 세균검사
∙ 장염검사항목으로 대장균, 살모넬라균, 캠필로박터균, 돈적리 등
∙ 폐렴검사항목으로 파스튜렐라폐렴, 흉막폐렴, 글래서씨병 등
∙ 기타: 연쇄상구균, 포도상구균, 돈단독 등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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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러스검사
∙ TGE, PED, PCV2, 돼지열병바이러스(CSFV), 돼지생식기호흡기증후군(PRRSV) 등
- 기생충검사검사
∙ 분변내의 충란검사, 내·외부 기생충 검사 실시
3) 구제역 음성 SPF 돼지 공급
가. 동물 공급시에는 구제역을 포함하여 PRRSV, CSFV, 살모넬라, 돼지인플루엔자에 대한
혈청검사 음성을 확인할 수 있는 결과서(Certificate)를 제출

3. 기대효과
가. 전국 구제역 백신 접종에 따른 항체 음성 시험동물의 확보 기술을 도출함에 따라 백신
개발 및 검정에 필요한 시험동물을 원활히 공급할 수 있음
나. 구제역 음성 동물 공급을 위한 SPF 돼지 생산의 사육시설 및 방역 관리 방법과 질병
모니터링 방법을 확립함으로서 보다 정확하고 신뢰성이 확보된 구제역 시험 결과를 도출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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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항체 음성동물(소 및 염소) 생산 방법

1. 개요
구제역 항체 음성동물 생산을 위해 구제역 백신 접종 모우에서 태어난 신생우 및 신생염소에
대용유를 급여하는 방식으로 생산하고 구제역항체 검사결과 음성임을 확인하고자 함

2. 생산방법
1) FMD 항체 음성 송아지 생산을 위한 대용유 급여방식
가. 구제역 백신 접종된 모우에서 태어난 신생자우에 대하여 출생 5일까지는 초유를 급여하고,
6일째부터 8주까지 대용유를 순차적으로 급여하여 구제역 항체 음성 전환 시점을 확인함
표 1. 구제역 항체 음성 송아지 생산을 위한 대용유 급여 방법

나. 구제역 항체가 검사방법
- 구제역 항체검사용 ELISA: PrioCHECKⓇ(FMDV type O, Prionics), LPB ELISA(A,
Asia 1 serotype)
- 양성판정기준: PI(percentage inhibition) 50%이상
다. 대용유를 급여하여 생산한 송아지에서 구제역 3종류 혈청형에 대한 항체검사 결과, 60일령
에서 구제역 항체음성으로 확인되어 시험동물로 사용 가능

그림 1. 대용유 급여 송아지(60일령) 4마리의 구제역 항체검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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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FMD 항체 음성 염소 생산을 위한 대용유 급여방식
가. 구제역 백신 접종된 염소에서 태어난 신생 염소에 대하여 출생 1일까지는 초유를 급여
하고, 2일째부터 4주까지 대용유를 순차적으로 급여하여 구제역 항체 음성 전환 시점을
확인함
표 2. 구제역 항체 음성 염소 생산을 위한 대용유 급여 방법

나. 구제역 항체가 검사방법
- 구제역 항체검사용 ELISA: PrioCHECKⓇ(FMDV type O, Prionics), LPB ELISA(A,
Asia 1 serotype)
- 양성판정기준: PI(percentage inhibition) 50%이상
다. 대용유를 급여하여 생산한 염소에서 구제역 3종류 혈청형에 대한 항체검사 결과, 40-50일령
에서 구제역 항체음성으로 확인되어 시험동물로 사용 가능함

(마리)
그림 2. 대용유 급여 염소(6주령) 9마리의 구제역 항체검사 결과

3. 기대효과
가. 전국 구제역 백신 접종에 따른 항체 음성 시험동물의 확보 기술을 도출함에 따라 백신
개발 및 검정에 필요한 시험동물을 원활히 공급할 수 있음
나. 대용유를 급여함에 따라 모체이행항체가 소실되는 시점보다 조기에 구제역 항체 음성동물을
생산할 수 있기 때문에 구제역 관련 시험의 애로사항이 감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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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 병원성대장균의 F4 아형분석을 위한 realtime PCR법

1. 현황 및 문제점
1) 돼지의 대장균증은 연령별로 병원성인자가 서로 다른 패턴으로 나타나며, 이들 독소나 부착
인자 등의 병원성인자가 대장균증 발현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2) 이중 F4(K88) 부착인자는 아형에 따라 지역적 및 병원성 분포가 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질병진단시 구체적인 지침이 없는 실정임

2. 연구성과내용
1) realtime PCR용 primer 및 probe 제작
Table 1. realtime PCR primer, probe 및 반응조건
Oligonucleotide sequence
Primer

Probe
Reaction

F4F-agaggtggggttacttctgc
F4R-tctttgaatctgtccgagaatatc
pF4ab-FAM-acgacgactgtttcgggtgctgca-BHQ1
pF4ac-Cal Fluor Red610-aggggttctgaactctcggctggg-BHQ2
95℃ 5min, 40 cycle (95℃ 10s)

2) 병원성 대장균의 F4아형분석 realtime PCR 법 민감도 및 특이도
가. 병원성대장균의 주요 부착인자인 F4(K88)에 대한 아형을 분석하여 국내 분리주는 F4ac
type 이 대부분이며 일부 F4ab type이 검출됨
나. 장내 유사균주와의 실험에서 작성된 primer 의 민감도 및 특이성이 확인됨
Table 2. 민감도 시험
처리법
배양액
분변처리
분변처리 및 증균

검사법

아형[log10CFU/g(mL)]
F4ab

F4ac

F4ad

RT-PCR

6

5

4

C-PCR

7

6

6

RT-PCR

6

6

4

d

C-PCR

ND

ND

ND

RT-PCR

3

2

2

C-PCR

6

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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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특이도 시험
균주명

아형[log10CFU/g(mL)]
F4ab

F4ac

F4ad

Citrobacter freundii

음성

음성

음성

Clostridium perfringens

음성

음성

음성

Clostridium difficile

음성

음성

음성

Enterococcus faecalis

음성

음성

음성

Enterobacter cloaca

음성

음성

음성

Klebsiella pneumonia

음성

음성

음성

Proteus miribalis

음성

음성

음성

Salmonella Typhimurium

음성

음성

음성

Salmonella Enteritidis

음성

음성

음성

Salmonella sp.

음성

음성

음성

Yersinia enterocolitica

음성

음성

음성

3) 국내 분리 돼지 병원성대장균의 F4 아형분석결과
Virotype

F4 subtypes
F4ab

F4ac

F4ad

-

32
5
3
2

-

F4/LT/STb (n = 32)
F4/LT/STa (n = 5)
F4/STb (n = 3)
F4/LT (n = 2)

3. 표준기술활용 사항
1) 돼지의 병원성대장균중 F4부착인자가 매우 중요함
2) 이들의 아형분석은 향후 백신개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3) 이러한 F4아형을 분석할 수 있도록 FaeG 유전자에 대한 특이 프라이머 및 probe를 이용한
realtime PCR을 수행하여 감별하는 검사법으로 활용

4. 기대효과
1) 돼지 대장균설사병 원인체인 장독소형대장균의 부착인자인 F4아형 분석
2) 병원성대장균 진단 및 대장균설사병 예방백신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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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중합효소연쇄반응법(Real-time RT-PCR)을 이용한 PED 진단법

1. 현황
1) PED의 경우 성돈이나 육성돈보다는 주로 포유자돈에서 구토와 설사를 동반한 탈수로 인한
높은 폐사와 이병율을 특징으로 하는 질병임
2) 우리나라인 경우 PED는 매년 전국에서 산발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발생자돈의 폐사 및 설사로
인한 성장지연등으로 생산성에 많은 피해를 주고 있는 고질적인 질병임
3) PED제어를 위해 생백신 또는 불활화 백신을 비롯한 간헐적으로 야외바이러스를 모돈에
접종하여 초유항체를 통해 자돈에 면역을 부여하여 PED를 예방하고 있음
4) 현재까지 PED 진단을 위해서 병리조직검사, 형광항체검사, 유전자검출법(RT-PCR) 및 현장
신속진단킷트가 주로 사용되고 있으나, 신속진단킷트는 민감도가 떨어지고, 다른 검사법은
검사시간이 약 4시간∼2일이 소요됨
5) 또한 발생농가인 경우 항체형성을 극대화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위에서도 언급하였듯이 관행적
으로 인공감염을 실시하는 경우가 있어 적절하게 감염시킬 수 있도록 바이러스를 정량할
수 있는 검사법이 필요함
6) Real-time RT-PCR은 전기영동없이 증폭산물의 증가를 실시간으로 신속하게 모니터링이
가능하며, 실험시 오염의 위험성이 적고, DNA 또는 RNA의 정량이 가능한 장점을 가지고
있어 전파가 빠른 PED를 진단 및 정량을 위해서는 Real-time RT-PCR의 적용이 필요함

2. 표준기술 내용
1) PED바이러스 특이 primer(및 probe) 선발 및 최적조건 확립
가. 기존 발표된(NCBI) 국내/국외분리주 및 최근 국내분리주(10주)의 각 구조유전자별로
염기서열을 분석한 결과 염기서열 변이가 낮게 분석된 nucleocapsid protein 유전자
부위를 선택함
나. Nucleocapsid protein 유전자 증폭을 위해 표1과 같이 primer 및 probe를 작성함
다. 민감도 및 특이도가 높은 primer와 probe 농도 확인 결과, 모두 20pmole에서 최적의
반응을 보임
라. Real-time RT-PCR의 최적 반응 조건은 RT반응시간인 경우 42℃ 10분, 유전자 증폭
조건은 95℃ 3초, 60℃ 20초(45cycle)였으며 총 진단시간은 40분이 소요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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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Real-time RT-PCR에 사용되는 primer 및 probe 정보
Primer

염기서열정보(5'-3')

PED_N F

GYGGTAATTCACAGAATCG

PED_N R

GAGACTTGTTATTGTTATTATTATTGCC

PED_N probe

CTCTGTTCTGAGAAGCTCCACGACC

2) Real-time RT-PCR의 검출한계 및 교차반응성 확인
가. 검출한계를 조사하기 위해 PED 바이러스의 cRNA(2.38×1011 copy)를 합성한 후 10진
희석을 통해 검출한계를 조사한 결과, 2.38×102 copy까지의 검출감도를 보임
나. 진단법의 특이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돼지전염성위장염바이러스 및 로타바이러스등 10종의
바이러스를 적용한 결과, 모두 비특이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아 특이도가 높음을 확인함

그림1. PED바이러스에 대한 Real-time RT-PCR의 검출한계

3) Real-time RT-PCR의 진단 효율성 검사
가. Real-time RT-PCR의 민간도, 특이도 및 정확도를 확인하기 위해 현재까지 PED발생
농장의 설사분변･조직 및 음성농장의 설사분변을 대상으로 실시함
나. 야외설사분변은 우선적으로 RT-PCR을 실시하여 양성 및 음성을 확인하고, 이 결과와
Real-time RT-PCR의 결과를 비교 분석함
다. RT-PCR에서 양성으로 판정된 32개 시료 모두 Real-time RT-PCR에서 양성 반응을
보였으며, RT-PCR에서 음성으로 판정된 15개 시료중 3개 시료는 Real-time RT-PCR
에서 양성 반응을 보여 민감도가 우수함을 확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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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achyspira속 균종을 구분할 수 있는 real-time PCR법 개발

1. 현황 및 문제점
1) 돈적리(Brachyspira hyodysenteriae)는 배합사료에 항생제 사용을 금지한 이후 비육돈에서
다발하여 현장에서 심각한 피해를 입히고 있음
2) 특히, 돈적리는 균분리 후 nox gene의 sequencing으로 균동정을 실시하여 일반실험실에서
적용하기 곤란함
3) 양돈질병진단 분야별 협의체에서도 이에 대한 진단법 개선요구

2. 연구성과내용
1) Brachyspira spp. nox gene 검색 및 얼라인먼트
- 본 연구에서는 현재 알려진 Brachyspira spp.의 nox gene에 대한 sequences를 NCBI
에서 검색 후 Fig. 1과 같이 CrustalW를 이용하여 얼라인 실시

Fig. 1. Brachyspira spp. 유전자 얼라인먼트

2) 프라이머 및 probe작성
- 위에서 작성된 얼라인먼트를 기준으로 Brachyspira spp.에 특이 프라이머 및 probe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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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Brachyspira 감별용 실시간유전자검사용 프라이머 및 probe

Fig. 2. 표준균주를 이용한 실시간 유전자검사법 확립

3) 국내 야외균주를 이용한 야외분리주 검사법 비교
- 국내 분리주를 이용한 검사에서도 Table 2와 같이 각각의 균주에 대하여 100%의 일치율을
확인
Table 2. Brachyspira spp.에 대한 real-time PCR과 sequencing 일치도
Bacteria

No. of isolate

Method
Sequencing

Real-timePCR

Agreement
(%)

B. hyodysenteriae

5

5

5

100

B. pilosicoli

1

1

1

100

B. mudochii

30

30

30

100

B. innocens

10

10

10

100

Total

46

46

46

100

- 94 -

4) 장내 유사균종에 대한 특이도 검사
- 장내 유사세균에 대한 검사에서 모두 음성
* Arcanobacterium pyogenes ATCC19411, Comamonas testosteroni ATCC11996, Stenotrophomonas

maltophilia ATCC13637, Rhodotorula glutinis ATCC15125, Actinobacillus suis ATCC15557, Listeria
monocytogenes ATCC19114, Salmonella Pullorum ATCC19945, Burkholderia cepacia ATCC25416,
Pseudomonas aeruginosa ATCC27853 Bacillus subtilis KCTC 1328, Enterobacter cloacae ATCC13047,
E. coli ATCC25922, Salmonella Choleraesuis S-16

3. 표준기술활용사항
1) Brachyspira 진단법 개선
가. 모식도
<기존>

<변경>

나. 브라키스피라 속 균 검출용 실시간 유전자검사법 [붙임 1]

4. 기대효과
1) 국내 돼지 Brachyspira 설사병에 대한 유전자 검사법 표준화
2) 비육돈 설사에 대한 감별진단을 통한 질병예방 및 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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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Brachyspira spp. 감별 실시간 유전자검사법
1. 분리균 배양
1) 비육돈의 설사변 및 결장 부위를 blood 및 CVS agar에 도말
2) 37℃ 6일간 혐기배양 (Gaspack 등)
3) 배지에 용혈을 보이지만 집락을 형성하지 않는 것을 확인
4) 배지를 멸균 blade를 이용하여 0.5㎠크기로 무균적으로 채취
2. DNA 추출
1) 채취된 배지 plug를 500㎕ PBS에서 균질화
2) 8000 rpm에서 원심 후 100㎕ 상층액을 DNA 추출용으로 사용
3) DNA추출키트는 시중에서 판매되는 키트를 사용
3. 실시간유전자 검사법(real-time PCR)
1) 유전자검사 전 프라이머 및 probe를 제작
가. 프라이머(국내 제작가능)
나. probe (국외: Taqman or Bioscience 등 권장)
2) 반응조건
가. 아래의 반응조성 및 조건으로 실시간 유전자검사를 실시
나. 반응시 각각의 양성 및 음성대조를 첨가하여 실시한
다. 2차 반응은 1차에서 murdo/inno에서만 양성일 경우 만 사용
Table 1. 1차 반응액 조성
Mixture

Conc

2X taq premix*
Primer
Probe(B. hyodysenteriae)
Probe(B. intermedia)
Probe(B. pilosicoli)
Probe(B. murdo/inno)
Water (PCR grade)
Template (DNA)

10 pmol
5 pmol
5 pmol
5 pmol
5 pm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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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ount(㎕)
10
1
1
1
1
1
3
2

Table 2. 2차 반응액 조성
Mixture

Conc

2X taq premix*

Amount(㎕)
10

Primer

10 pmol

1

Probe(B. murdo/inno)

5 pmol

1

Probe(B. murdo)

5 pmol

1

Water (PCR grade)

5

Template (DNA)

2

*: real-time PCR용 premix 사용

라. 반응조건
Step

Temperature

Time

Cycle

Pre-denaturation

95℃

1.5 min

1

Denaturation

95℃

10 sec

Annealing

55℃

20 sec

Extention

72℃

5 sec

3) 반응결과
- Fig.1에서와 같이 각각의 양성대조와 같은 채널에서 증폭이 확인

Fig. 1. 표준균주를 이용한 실시간 유전자검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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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수송배지별 Brachyspira hyodysenteriae의 생존률 변화

1. 현황 및 문제점
1) 돈적리(Brachyspira hyodysenteriae)는 배합사료에 항생제 사용을 금지한 이후 비육돈에서
다발하여 현장에서 심각한 피해를 입히고 있음
2) 돈적리의 진단시 균분리에 의한 진단이 매우 중요하지만 돈적리균은 혐기균이기 때문에
수송배지의 사용이 매우 중요
3) 현재 국내에서는 돈적리 진단 의뢰시 비육돈 설사시료를 일반 면봉을 이용하여 시료를
의뢰하지만 이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2. 연구성과내용
1) 표준균주(Brachyspira hyodysenteriae)를 이용한 수송배지별 생존율 비교시험
가. B. hyodysenteriae균주를 이용하여 수송배지별 생존율을 조사
나. 본실험에 사용한 수송배지(Table 1)
다. B. hyodysenteriae균주를 배양하여 활동성을 확인한 후 PBS에 희석하여 접종액으로 사용
라. 각각의 수송배지에 접종 후 0일부터 5일까지 4℃와 상온에 보관하면서 생존율을 측정
마. Brachyspira는 집락형성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균 배양을 Fig.1와 같이 scoring하여 수치화
Table 1. 수송배지별 비교시험 방법
번호

조 성

제 조 사

처리방법

처리시간

A

Broth(PBS)

실험실

4℃, 상온

5일

B

Broth(TSB+FBS+L-cystein)

실험실

4℃, 상온

5일

C

Semisolid

STARPLEX

4℃, 상온

5일

D

Semisolid

Anaerobic systems

4℃, 상온

5일

culture swab with amies media

BD

4℃, 상온

5일

E(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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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Brachyspira 배양결과 수치화 방법

2) 수송배지별 생존기간
가. Brachyspira spp.는 혐기균 특성상 농장에서 실험실까지 빠른 시간 내 수송이 되지
않을 경우 생존률이 급격히 감소하기 때문에 수송배지의 사용이 매우 중요
나. 본 시험에서는 B. hyodysenteriae를 이용하여 수송배지별 생존률과 DNA변화를 측정(Fig. 2)
다. 상온보다는 4℃에서 생존율이 높게 조사됨
라. 3일 이상을 보존 시 4℃ 및 상온 모두 균수가 급격히 감소
마. 0~5일까지 DNA 변화를 real-time PCR로 분석한 결과 균수 측정과 동일하게 3일
이후로 DNA 양이 급격히 감소

Fig. 2. 수송배지 및 보존기간별 B. hyodysenteriae 균수(DNA)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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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표준기술활용사항
- Brachyspira 진단시 수송배지 사용법 개선 모식도
현행
비육돈 부검 및 설사변
↓
culture swab
↓
세균분리 및

변경
돼지 설사변 시료처리 매뉴얼
<시료채취>
설사변 면봉 (기존) → 분변 수송배지에 면봉으로
시료 채취하여 의뢰

4. 기대효과
1) 국내 돼지 Brachyspira 설사병에 대한 세균 검출율 증가
2) 비육돈 설사에 대한 감별진단을 통한 질병예방 및 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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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안판독 등온증폭법(RT-LAMP)을 이용한 PRRSV 진단법

1. 현황
1) 돼지생식기호흡기증후군은 모돈의 번식장애와 자돈의 호흡기질병을 유발하며, 전세계 양돈
산업 생산성 저하의 주요 요인이 되고 있음
2) PRRS는 전국 대부분의 양돈장에서 상재성으로 발생하면서 큰 피해를 유발하기 때문에
최근 PRRS를 안정화 또는 청정화 하기 위한 방제전략이 개발, 적용되고 있으며, 이러한
방제전략의 성공을 위해서는 신속, 정확한 진단이 필수적임
3) PRRSV의 진단에는 바이러스 분리동정, 병리조직검사, 형광항체검사, 유전자검출법
(RT-PCR 또는 real time RT-PCR)이 이용되고 있으며, 신속·정확한 진단과 PRRSV의
유전형 감별이 가능한 유전자진단법을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음
4) Reverse transcription-loop-mediated isothermal amplification(RT-LAMP) 방법은
증폭시킬 유전자의 6개의 위치를 인식하도록 특별히 고안된 4개의 primer를 사용하기
때문에 기존 RT-PCR법 보다 특이성이 매우 높고, 유전자 증폭시 온도변화 없이 등온으로
수행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반응시간이 짧은 장점이 있음
5) RT-LAMP의 결과는 전기영동, 실시간 탁도 측정 또는 형광색소를 이용한 색깔 변화 등으로
판독할 수 있으나 이들 판독방법은 추가적인 실험과정과 장비를 이용해야 하므로 현장에서
바로 판독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으며, 반응튜브의 뚜껑을 열어서 증폭산물을 취급해야
하므로 기 증폭된 증폭산물에 의한 교차오염과 이로 인한 오증폭의 위험이 증가함
6) 최근 RT-LAMP의 반응액에 금속지시제인 Hydroxynaphthol blue (HNB)를 첨가하여
반응이 끝난 반응물의 색깔 변화를 통하여 육안으로 간편하게 RT-LAMP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개발되었음
7) 따라서 PRRSV의 유전형을 신속정확하게 감별진단과 현장적용성이 높은 육안 판독
RT-LAMP의 확립 및 적용이 필요함

2. 표준기술 내용
1) PRRSV 유전형 감별진단을 위한 특이 primer 선발 및 최적 반응조건 확립
가. Primer 제작을 위해 국내․외 북미형 및 유럽형 PRRSV의 N gene의 유전자염기서열을
정보를 수집하였고, Web-기반의 primer 설계 프로그램인 Primer Explorer V4 (Eik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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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emical, Japan; http://www.primerexplorer.jp/e/)를 이용하여 북미형 및 유럽형을
감별진단할 수 있는 6종의 프라이머 즉 F3, B3, FIP, BIP, LoopF 및 LoopB를
제작하였음
나. FIP의 경우 BIP의 상보적인 염기서열 및 loop를 형성하는 염기서열(LoopF) 부분을 합한
것으로 설계하였고(39nt), BIP도 FIP의 상보적인 염기서열 및 loop를 형성하는 염기서열
(LoopB)의 부분을 합한 것으로 설계하였으며(39nt), F3와 B3는 FIP 및 BIP primer의
바깥쪽에 위치하도록 제작함
표 1. RT-LAMP에 사용되는 프라이머 정보
Genotype

EU

NA

a
b

Primer

Sequence (5’-3’)a

Genome positionb

F3

GCCTGAGAAGCCACATTT

14747–14764

B3

AATCAGGCGCACTGTATG

14928–14945

LF

GYTCRGTCTGGGTGAGRTG

14796–14814

LB

GCTTTCATCCAGYGGGAA

14873–14890

FIP (F1c-F2)

CTGRATCGATTGCAAGCARAGCTSCTGAAGATGACRTYCG

14820–14840
14773–14791

BIP (B1-B2c)

TTYAATCAAGGCGCWGGAACTGGCAGCATRAACTCAACCT

14847–14868
14902–14919

F3

CCAAATAACAACGGCAAGC

14892–14910

B3

GGTCTGGATYGACGACAG

15114–15131

LF

TGYTGRGCGATGATCTTACC

14967–14986

LB

CTRGCGACTGAAGATGAYGTCA

15057–15078

FIP (F1c-F2)

TTTCTTYCCCGGTCCCTTGCCAATCAGCTGTGCCARAT

15000–15020
15946–14962

BIP (B1-B2c)

CGGAGAAGCCCCATTTYCCTCACAATTGCCGCTCACTA

15095–15111
15037–15057

R, A and G; Y, C and T; S, C and G; W, A and T.
The position of the primer-binding sequence is marked according to the genetic sequence of the EU and
NA reference PRRSV Lelystad and LMY strains (GenBank accession numbers M96262 and DQ473474.1).

- Primer별 최적 농도 : F3와 B3(5pmol), FIP와 BIP (40pmol), LF와 LB (20pmol)
- 최적 반응 온도 : 58℃
- 진단 소요시간 : 40분
2) RT-LAMP의 검출한계 및 특이도 확인
가. 개발 RT-LAMP의 민감도를 기 보고된 qRT-PCR (Kleiboeker 등, 2005)과 비교한
결과, RT-LAMP의 검출한계는 유럽형 및 북미형 표준주에 대하여 각각 1 또는 0.1
TCID50/0.1mL로 확인되었고, 이는 qRT-PCR의 결과와 유사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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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진단법의 특이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북미형 및 유럽형 PRRSV와 돼지에 감염되는 다른
바이러스들로부터 추출한 핵산을 대상으로 개발 RT-LAMP의 특이성을 확인한 결과,
각 북미형 및 유럽형 primer set가 해당 PRRSV의 유전형만을 특이적으로 증폭함을
확인하였음

그림1. PRRS 바이러스에 대한 RT-LAMP의 검출한계

3) RT-LAMP의 진단 효율성 검사
가. 130개의 야외시료(혈청 60, 조직 70)에 대하여 RT-LAMP를 실시한 다음, 그 결과를
기존 RRT-PCR (Kleiboeker 등, 2005) 결과와 비교하였음
나. 130개 시료에 대한 RT-LAMP 검사결과, 전체 검출률은 72.3%(94/130)이었으며, 유럽형
단독감염, 북미형 단독감염 및 유럽형과 북미형 혼합감염이 각각 37.7%(49), 21.5%(28)
및 13.1%(17)로 확인되었음
다. 반면 RRT-PCR에서는 전체 검출률이 70.8% (92/130)이었으며, 유럽형 단독감염, 북미형
단독감염 및 유럽형과 북미형 혼합감염이 각각 37.7%(49), 20.8%(27) 및12.3%(16)로
확인되었음
라. 개발 RT-LAMP의 RRT-PCR 대비 양성, 음성 및 전체 일치률은 각각 98.9% (91/92),
92.1%(35/38) 및 96.9%(126/130)로 두 진단법간에 일치률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어
개발 RT-LAMP가 기존 RRT-PCR을 대체할 수 있는 진단법으로 확인되었음
표 2. 야외시료에 대한 개발 RT-LAMP와 기존 qRT-PCR의 검출효율 비교
qRT-PCR
EU positive
NA positive
EU/NA positive
Negative
Total

EU positive
47
0
0
2
49

NA positive
0
26
1
1
28

RT-LAMP
EU/NA positive
1
1
15
0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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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gative
1
0
0
35
36

Total
49
27
16
38
150

DNA 교차오염 방지기능이 있는
단일튜브 역전사중합효소반응을 이용한 PRRSV 진단법

1. 현황
1) 돼지생식기호흡기증후군은 모돈의 번식장애와 자돈의 호흡기질병을 유발하며, 전세계 양돈
산업 생산성 저하의 주요 요인이 되고 있음
2) PRRS는 전국 대부분의 양돈장에서 상재성으로 발생하면서 큰 피해를 유발하기 때문에
최근 PRRS를 안정화 또는 청정화 하기 위한 방제전략이 개발, 적용되고 있으며, 이러한
방제전략의 성공을 위해서는 신속, 정확한 진단이 필수적임
3) PRRSV의 진단에는 바이러스 분리동정, 병리조직검사, 형광항체검사, 유전자검출법
(RT-PCR 또는 real time RT-PCR)이 이용되고 있으며, 신속정확한 진단과 PRRSV의
유전형 감별이 가능한 유전자진단법을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음
4) Real time RT-PCR 방법은 민감도가 높고, 핵산의 정략적 분석이 가능하나 고가의 장비와
시약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선 진단실에서 상용하는데 제약이 있어 여전히 RT-PCR 방법을
일선 진단실에서 많이 이용하고 있음
5) 그러나 RT-PCR은 검출민감도가 비교적 낮기 때문에 1차 RT-PCR과 2차 nested PCR을
접목한 nested RT-PCR(nRT-PCR)로 민감도를 향상시키고 있으나 기존 2-3단계로 이루
어지는 nRT-PCR은 반응튜브의 뚜껑을 열고, 반응시약을 추가하는 과정 중에서 기증폭된
핵산의 오염에 의한 오증폭을 유발할 수 있음
6) 따라서 기존 2-3단계로 이루어지는 nRT-PCR의 단점을 개선하여 1개의 반응튜브에서
1차 RT-PCR과 2차 nested PCR을 연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single-tube
nRT-PCR(snRT-PCR)의 개발과, 더불어 개발 snRT-PCR에 핵산 교차오염에 의한 오증
폭을 방지할 수 있는 uracil N-glycosylase (UNG) 시스템을 적용하여 오증폭의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UNG-supplemented snRT-PCR (UsnRT-PCR)을 확립 및 적용이
필요함

2. 표준기술 내용
1) snRT-PCR용 primer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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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snRT-PCR용 primer sets는 2010-1014년 사이에 GenBank에 등록된 국내․외 유럽형
및 북미형 PRRSV의 open reading frame (ORF) 7 유전자염기서열 200 여개를 수집한
다음, 유전자 염기서열 분석 프로그램(clone manager 6, Scientific & Educational
Software, USA)을 이용하여 가장 안정적인 부위를 선발한 다음, primer 설계 프로그램인
DNASTARⓇLasergene program (DNASTAR Inc., USA)을 이용하여 유럽형 및 북미형
PRRSV에 특이적인 primer 3종씩 총 6종의 primer를 설계하였음
나. 증폭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1차 RT-PCR용 primer set의 융해점(melting
temperature, MT)과 2차 nPCR용 primer set의 MT를 10 ℃ 이상 차이나도록 하여
1차 RT-PCR을 실시할 동안 2차 nPCR용 primer set의 작동을 최소화함.
다. 선발된 primer sets를 이용하여 1차 RT-PCR 및 2차 nPCR을 실시할 경우 유럽형의
PRRSV인 경우 406 bp와 336 bp 그리고 북미형 PRRSV인 경우 441 bp와 274 bp
크기의 DNA 단편이 증폭되도록 하였으며, 설계된 primer sets는 전문회사(Bioneer,
Daijeon, Korea)에 의뢰하여 합성하였음
표 1. UsnRT-PCR에 사용되는 프라이머 정보
Genotype

Primer
name
EUF1

Sequence (5’-3’)

GGGGAATGGCCAGCCAGTCAATCA

Genome
position

Melting
temperature

14648-14671

68.3 ℃

Product
size (bp)

406
EU

EUR

TGATCGCCCTAATTGAATAGGTGAC

15029-15053

60.7 ℃

EUF2

CCCAGGGGAGGACAGGC

14718-14734

54.2 ℃

NAF1

GGGGGATGGCCAGCCAGTCAATCA

14927-14950

68.3 ℃

NAR

CGGTCGCCCTAATTGAATAGGTGAC

15343-15367

60.7 ℃

NAF2

CTAGTGAGCGGCAATTGTG

15094-15112

51.4 ℃

336

441
NA

274

2) UsnRT-PCR의 최적 반응 조건
가. 반응액의 조성 : 시판 Inclone™ One-step RT-PCR Kit (Inclone biotech, Seoul
Korea)에 포함된 시약들을 이용하여 제조사의 추천방법에 따라 premix를 제조하되,
반응물의 조성 중에서 dTTP와 dUTP의 농도를 0.25/2.0mM 농도비로 조정하여 첨가하고,
UNG 처리를 위하여 0.5 unit의 heat labile Cod UNG (ArcticZymes Inc., USA)를
첨가함
나. 1차 및 2차 primer의 최적농도비: Primer EUR과 NAR는 각 0.4 uM, UF1 및 NF1은
각 0.01 uM, UF2는 0.6 uM 그리고, NF2는 0.2 uM로 최적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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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최적 반응 조건
반응단계

반응조건

반응회수

25°C, 5분

1회

Reverse transcription

50°C, 30분
95°C, 15분

1회

1st PCR

95°C, 20초
68°C, 45초

15회

95°C, 30초
55°C, 30초
72°C, 30초

40회

72°C, 10분

1회

UNG 처리

nd

2

nested PCR

Final extension

3) UsnRT-PCR의 핵산 교차오염 방지 효과 확인
가. 개발 UsnRT-PCR이 실제로 기증폭된 핵산의 오염에 의한 오증폭을 방지할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UsnRT-PCR로 기증폭된 북미형 PRRSV의 DNA 희석액을 각 반응튜브에
혼입시켜 Usn-RT-PCR을 실시한 결과, UNG 처리과정을 적용하지 않은 snRT-PCR
에서는 오염시킨 DNA 농도가 20 fg 이상인 경우 모두 PRRSV 유전자 특이 밴드(441
또는 274 bp)의 증폭이 확인되었으나(그림. 1A) UNG 처리과정을 적용한 UsnRT-PCR
에서는 혼입시킨 DNA의 양에 상관없이 특이 밴드의 증폭이 관찰되지 않았다(그림 2B).
따라서 개발된 UsnRT-PCR은 기증폭된 DNA가 20ng 수준으로 오염되더라도 오증폭이
방지되었음

그림 1. 개발 UsnRT-PCR기법의 DNA 교차오염 방지효과 확인 (A and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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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UsnRT-PCR의 특이도 및 민감도
가. 특이도 분석을 위해 유럽형 및 북미형 PRRSV와 돼지에 감염되는 주요 바이러스성 질병
원인체 6종(2개 아형의 SIV, CSFV, PCV2 및 PPV)에서 추출한 핵산을 template로
하여 각각 UsnRT-PCR을 실시한 결과, 유럽형 및 북미형 PRRSV 이외 다른 병원체의
유전자를 증폭하지 않아 개발된 진단법이 PRRSV의 진단에 특이적으로 활용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음(그림 2)
나. 민감도 분석을 위해 10배 계단희석한 바이러스(104∼10-2 TCID50/0.1mL)를 개발한
RT-PCR에 적용한 결과, 유럽형과 북미형 PRRSV 공히 10 TCID50 희석액까지 양성반응이
관찰되었으며(그림 3A), snRT-PCR인 경우, RT-PCR보다 3단계 더 높은 희석배수인
0.01 TCID50 까지 양성밴드가 확인되었음(그림 3B). 반면에 UNG 처리과정을 적용한
UsnRT-PCR은 유럽형 및 북미형 공히 0.1 TCID50 수준의 검출한계를 나타내어
snRT-PCR에 비하여 10배 낮은 민감도를 나타내었으나 real time RT-PCR(RRT-PCR)의
민감도와 유사한 수준으로 확인되었음(그림 3C)

그림 2. 개발 UsnRT-PCR의 특이도 검증(Lane M, 100 bp DNA marker; Lane 1,
EU-PRRSV; Lane 2, NA-PRRSV; Lane 3, EU- and NA-PRRSV; Lane 4, SIV (H1N2);
Lane 5, SIV (H3N2); Lane 6, CSFV; Lane 7, PPV; Lane 8, PCV2; Lane NC, negative contr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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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EU-(좌) 및 NA-PRRSV(우)에 대한 RT-PCR(A), snRT-PCR(B),
UsnRT-PCR(C) 및 real time RT-PCR(D)간 민감도 비교 검증

5) RT-LAMP의 진단 효율성 검사
가. 야외 시료 110점(혈청 60점, 폐장조직 50점)으로부터 추출한 RNA를 대상으로 개발
UsnRT-PCR과 RRT-PCR을 실시하여 진단의 효용성을 평가한 결과, 개발 UsnRT-PCR는
110점의 야외시료에서 유럽형 PRRSV 단독감염 28점, 북미형 PRRSV 단독감염 38점 및
유럽형/북미형 PRRSV 혼합 11점 등 총 77점에서 양성반응을 나타내었으며, 33점에서
음성반응을 나타내어 70%(77/110)의 검출율을 나타내었음
나. 반면, RRT-PCR은 유럽형 PRRSV 단독감염 26점, 북미형 PRRSV 단독감염 38점 및 유럽형
및 북미형 PRRSV 혼합 12점 등 총 76점에서 양성반응을 나타내었으며, 34점에서 음성
반응을 나타내어 69.1%(76/110)의 검출율을 나타내어 개발 UsnRT-PCR이 기보고된
RRT-PCR에 비해 검출율이 다소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음 (표 2)
다. 개발 UsnRT-PCR의 기존 RRT-PCR에 대한 진단 일치율은 93.6%(103/110)이었으며,
양성일치율이 96.1%로 나타나 개발 UsnRT-PCR이 기존 RRT-PCR을 대체할 수 있는
진단법으로 확인되었음
표 3. 야외시료 대상 개발 UsnRT-PCR과 기존 real time RT-PCR의 검출효율 비교
RRT-PCR

UsnRT-PCR
Eu positve

NA positive

EU/NA positive

Negative

Subtotal

EU positivre

25

-

-

1

26

NA positive

-

35

2

1

38

EU/NA positive

1

1

9

1

12

Negative

2

2

-

30

34

Subtotal

28

38

11

33

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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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델타코로나바이러스(PDCoV) 면역조직화학염색법

1. 현황 및 문제점
◦ ‘14년 이후 미국을 비롯한 중국, 태국 등 여러 나라에서 새로이 PDCoV가 발생하여 설사로
인한 돼지 생산성에 많은 피해를 주고 있음
◦ 국내에서도 ‘14년에 PDCoV가 검색되었으나, 감염 및 피해상황에 대한 조사가 미흡함
◦ PDCoV에 대한 표준화된 진단법이 개발 및 보급되지 않아 일선 질병진단기관에서는 진단을
하지 않거나 자체 진단법을 적용하고 있음
◦ 변이가 많은 coronsvirus를 효과적으로 제어하기 위한 병원성 연구가 미진함
◦ 특히, PDCoV 면역조직화학염색법(IHC)은 질병진단뿐만 아니라 PDCoV 병리기전 연구를
수행하는데 중요한 실험방법이므로 개발 및 활용 가치가 있음

2. 연구성과 내용
◦ 포유자돈에 대한 PDCoV 공격접종 후 병리조직학적 특성 조사
- 5일령의 포유자돈에 야외 PDCoV 배양액(107TCID50/ml)을 5ml씩 투여한 후, 4일째에
부검을 실시하여 장 조직에 대한 조직학적 소견을 관찰한 결과, 융모 위축 및 점막표면
상피세포의 세포질 공포화 등이 관찰됨(real-time RT-PCR로 PDCoV 유전자 검출)

그림 1. PDCoV 공격접종 포유자돈 소장의 조직학적 소견(H&E 염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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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변이 있는 장 조직을 IHC로 관찰하기 위해 포르말린 고정 3㎛ 파라핀조직을 탈파라핀
후, proteinase K로 37℃에서 12분 반응시켜 항원을 복원하고, Mouse anti- PDCoV
NP 단크론항체(KDN-4, 500배 희석)를 37℃에서 32분 반응시킴
* KDN-4: 묶음형 용역사업(국내 돼지델타코로나바이러스의 특성 조사 및 진단법 개발 연구,
‘16∼’17년)에서 개발된 PDCoV 뉴클레오캡시드 단백질 특이 단크론항체

- ABC method를 이용하여 Fast Red로 발색시킨 결과, 공장 및 회장 부위의 융모 상층부에
위치한 enterocyte의 세포질에서 PDCoV 항원이 검출됨

그림 2. PDCoV 공격접종 포유자돈 소장의 면역조직화학염색(IHC)

3. 표준기술활용 사항
◦ 확립된 진단법을 동물질병표준진단요령(농림축산검역본부 예규 제93호)에 등재
◦ 현행 동물질병표준요령에는 상기 돼지델타코로나바이러스(PDCoV)에 대한 진단방법이 포
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신규 항목을 신설하고 PDCoV 면역조직화학염색법(붙임 참조)을
추가하여 정밀진단에 활용하고자 함

4. 기대효과
◦ PDCoV 진단을 위해 본 기술을 활용함으로서 신속하고 정확한 질병발생 원인을 파악할
수 있으며, PDCoV의 병리기전 및 타 질병과의 상호작용 구명 연구에 효과적으로 사용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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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돼지델타코로나바이러스(PDCoV) 면역조직화학염색법(IHC)

□ 실험 재료
1. 포르말린 고정 파라핀 포매조직(돼지 장 조직)
* PDCoV 공격접종돈 공장조직으로 장 윰모위축 및 점막표면 상피세포의 세포질공포화 조직병리소견이
관찰된 시료

2. 1차 항체: Mouse anti-PDCoV NP Ab(KDN-4)
* Medegene LAbs사의 mouse anti PDCoV NP(Catalog No. SDSS-197) 구입 사용 가능

3. 2차 항체: Universal secondary Ab(Ventana, Catalog No. 760-4205)
4. 항체 희석액: Antibody diluent with background reducing components(Dako,
Catalog No. S3022)
5. 발색제: RedMap kit(Ventana, Catalog No. 760-123)
* Alkaline phosphatase-conjugated streptavidin 및 Fast Red가 포함된 kit

□ 실험 방법
1. 파라핀 포매조직(뇌)을 3㎛ 두께로 자른 section을 탈파라핀
2. Tris buffer(pH7.6)로 세척
3. proteinase K로 37℃에서 12분 반응시켜 항원을 복원
4. Tris buffer(pH7.6)로 세척
5. 1차 항체를 항체 희석액에 1:500으로 희석시킨 후 37℃에서 32분 반응
6. Tris buffer(pH7.6)로 세척
7. 2차 항체로 37℃에서 12분 반응
8. Tris buffer(pH7.6)로 세척
9. Alkaline phosphatase-conjugated streptavidin로 37℃에서 16분 반응
10. Tris buffer(pH7.6)로 세척
11. Fast Red로 37℃에서 8분 반응
12. Tris buffer(pH7.6)로 세척
13. Hematoxylin으로 4분 대조염색
14. Tris buffer(pH7.6)로 세척
15. 탈수 후 커버슬라이드로 덮음

- 111 -

□ 판독
PDCoV 감염 돼지의 소장 점막표면 상피세포 세포질에서는 붉은색으로 발색된 반면,
PDCoV 음성 돼지의 소장에서는 발색되지 않음

PDCoV 감염 포유자돈의 공장

PDCoV 미감염 포유자돈 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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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델타코로나바이러스(PDCoV) 진단용 실시간 유전자 진단법

1. 현황 및 문제점
◦ ‘14년 이후 미국을 비롯한 중국, 태국 등 여러 나라에서 새로이 PDCoV가 발생하여 설사로
인한 돼지 생산성에 많은 피해를 주고 있음
◦ 국내에서도 ‘14년에 PDCoV가 검색되었으나, 감염 및 피해상황에 대한 조사가 미흡함
◦ PDCoV에 대한 표준화된 진단법이 개발 및 보급되지 않아 일선 질병진단기관에서는 진단을
하지 않거나 자체 진단법을 적용하고 있음
◦ 타 바이러스성 질병과 달리 PDCoV는 야외 감염 돼지에서 바이러스 검출률 및 감염량이
낮아 민감도가 우수한 유전자 진단법의 개발 및 보급이 필요함

2. 연구성과 내용
◦ PDCoV 진단용 qRT-PCR 개발을 위한 primer 및 probe 제작 및 선발
- PDCoV 검출용 qRT-PCR 개발을 위해 서로 다른 유전자 부위를 증폭하는 3종의 primer
및 probe를 제작함
표 1. PDCoV 진단용 qRT-PCR 개발을 위한 primer 및 probe
Primer & Probe

P1

P2

P3

Sequence(5'-3')

PDCoV_S1

CAGTACCATCAAAAGATGCTGAAATC

PDCoV_AS1

ACCATAGAATTTGGTTGTTCCAATC

PDCoV_P1

TTCACTTGCACGCAATCAGACCATCG

PDCoV_S2

ATCTGCGCACTGATACCTGTAGTT

PDCoV_AS2

TCATCTCACAAGCACCAGATTCA

PDCoV_P2

CCTGTCAGCAGTAAACAATGGCATGTCATT

PDCoV_S3

ATCGACCACATGGCTCCAA

PDCoV_AS3

CAGCTCTTGCCCATGTAGCTT

PDCoV_P3

CACACCAGTCGTTAAGCATGGCAAG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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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ne locus

Reporter

ORF1

S

M

Texas
-Red

◦ PDCoV 진단용 qRT-PCR의 최적 증폭 master mix 및 최적 온도 설정
- 단계 희석된 PDCoV RNA를 이용하여 3종의 primer 및 probe와 3종의 master mix로
qRT-PCR를 실시한 결과, PDCoV S1/AS1(P1)의 primer 및 probe와 master mix C를
사용할 경우 가장 검출 감도가 우수하여 최종 선발함
- qRT-PCR의 최적 반응 조건은 RT 반응시간의 경우 50℃ 15분후 95℃ 5분, 유전자
증폭조건은 95℃ 10초, 60℃ 30초(45cycle)로 설정하였고, threshold는 250으로 적정함
표 2. PDCoV primer(probe) 및 Master mix별 qRT-PCR의 검출 감도

◦ PDCoV 진단용 qRT-PCR의 검출한계 조사
- 최종 확립된 PDCoV 진단용 qRT-PCR의 검출한계를 조사한 결과, 10 copy까지 검출
가능하였으며, 외국 문헌에 발표된 qRT-PCR과 비교시, 동등 이상의 민감도를 보였음
Plasmid

PDCoV

Copies/Rx

Ct value

105

23.35

104

27.25

103

30.80

102

35.55

10

39.25

1

-

그림 3. PDCoV 진단용 qRT-PCR의 검출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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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DCoV 진단용 qRT-PCR의 특이도 조사
- 돼지에서 질병을 유발하는 바이러스(PRRSV, PCV2, RotaV, SIV, EMCV, JEV, ADV,
PPV, CSFV) 유전자를 이용하여 특이도 시험을 실시한 결과, 비특이 반응은 없었음

3. 표준기술활용 사항
◦ 확립된 진단법을 동물질병표준진단요령(농림축산검역본부 예규 제93호)에 등재
◦ 현행 동물질병표준진단요령에는 상기 돼지델타코로나바이러스(PDCoV)에 대한 진단방법
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신규 항목을 신설하고 PDCoV 실시간 유전자 진단법을 추가하
여 정밀진단에 활용하고자 함

4. 기대효과
◦ 본 기술을 동물질병 진단에 활용함으로서 PDCoV를 신속하고 정확한 진단할 수 있고,
바이러스 정량을 통한 PDCoV의 병리기전 및 타 질병과의 상호작용 구명 연구에 효과적
으로 사용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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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 설사병 유발 코로나바이러스 3종(PEDV, TGEV, PDCoV)
동시 감별 진단용 실시간 유전자 진단법

1. 현황 및 문제점
◦ ‘14년 이후 미국을 비롯한 중국, 태국 등 여러 나라에서 새로이 PDCoV가 발생하여 설사로
인한 돼지 생산성에 많은 피해를 주고 있음
◦ 국내에서도 ‘14년에 PDCoV가 검색되었으나, 감염 및 피해상황에 대한 조사가 미흡함
◦ PDCoV에 대한 표준화된 진단법이 개발 및 보급되지 않아 일선 질병진단기관에서는 진단을
하지 않거나 자체 진단법을 적용하고 있음
◦ PDCoV는 PEDV, TGEV와 항원성 차이가 크고, 교차반응성도 미약하며, 일반적으로 치사
율과 소장의 위축 병변이 PEDV보다 약함
◦ 타 바이러스성 질병과 달리 PDCoV는 야외 감염 돼지에서 바이러스 검출률 및 감염량이
낮아 민감도가 우수한 유전자 진단법의 개발 및 보급이 필요함
◦ 특히, 임상적으로 구분이 힘든 돼지 설사병 유발 코로나바이러스(SECoV)인 PDCoV,
PEDV, TGEV를 편리하게 진단할 수 있는 동시 감별 유전자 진단법의 개발 요구가 많음

2. 연구성과 내용
◦ SECoV 감별 진단용 Multiplex qRT-PCR의 primer 및 probe 제작 및 선발
- PDCoV, PEDV, TGEV를 동시 감별 진단할 수 있는 Multiplex qRT-PCR 개발을 위해
각 바이러스별로 3∼4종의 primer 및 probe를 제작함
- PDCoV는 민감도를 높이기 위해 2종 또는 3종의 primer 및 probe을 혼합하여 시험한
결과, 최종 PDCoV S2/AS2(P2)와 S3/AS3(P3) primer(probe)를 혼합할 경우 가장
감도가 우수하였음
- PEDV는 PEDV S2/AS2(P2), TGEV는 TGEV S2/AS2(P2) primer 및 probe가 민감도
및 특이도가 높아 선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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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SECoV 동시 감별용 Multiplex qRT-PCR 개발을 위한 primer 및 probe
Virus

Primer & Probe

P2
PDCoV
P3

PEDV

TGEV

P2

P2

Sequence(5'-3')

PDCoV_S2

ATCTGCGCACTGATACCTGTAGTT

PDCoV_AS2

TCATCTCACAAGCACCAGATTCA

PDCoV_P2

CCTGTCAGCAGTAAACAATGGCATGTCATT

PDCoV_S3

ATCGACCACATGGCTCCAA

PDCoV_AS3

CAGCTCTTGCCCATGTAGCTT

PDCoV_P3

CACACCAGTCGTTAAGCATGGCAAGCT

PEDV_S2

GAATTCCCAAGGGCGAAAAT

PEDV_AS2

TTTTCGACAAATTCCGCATCT

PEDV_P2

CGTAGCAGCTTGCTTCGGACCCA

TGEV_S2

TAATGTAAGGCAACCCGATGTCT

TGEV_AS2

AGCATTGCCAAATCAAATCTAAACT

TGEV_P2

CATCGCGCTGTCTACTCTTGTACAGAATGG

Gene
locus

Reporter

S
TexasRed
M

N

FAM

N

Cy5

표 2. SECoV 동시 감별용 Multiplex qRT-PCR의 primer 및 probe 조성별 검출 감도

◦ SECoV 감별 진단용 Multiplex qRT-PCR의 최적 온도 설정
- Multiplex qRT-PCR의 최적 반응 조건은 RT 반응시간의 경우 50℃ 15분후 95℃ 5분,
유전자 증폭조건은 95℃ 10초, 60℃ 30초(45cycle)로 설정하였고, 3종 바이러스 모두
threshold는 250 RFU로 40cycle 이내 증폭을 양성으로 판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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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CoV 감별 진단용 Multiplex qRT-PCR의 검출한계 조사
- 최종 확립된 SECoV 동시 감별 Multiplex qRT-PCR의 검출한계를 조사한 결과, 3종의
바이러스 모두 10 copy까지 검출이 가능하였으며, 외국 문헌에 발표된 qRT-PCR과 비교시,
동등 이상의 민감도를 보였음

Plasmid

Copies/Rx

Ct value

104

25.66

103

28.10

102

31.73

10

35.91

104

28.08

103

31.73

102

35.35

10

39.01

104

26.93

103

29.33

102

33.12

10

37.16

PDCoV

PEDV

TGEV

그림 1. SECoV 동시 감별 Multiplex qRT-PCR의 검출한계

- SECoV 동시 감별 Multiplex qRT-PCR과 함께 개발한 PDCoV qRT-PCR, PDCoV
conventional RT-PCR(cRT-PCR), PDCoV nested-PCR 및 기존에 사용되고 있는
PEDV /TGEV 동시 감별 cRT-PCR에 대한 검출한계를 조사한 결과, Multiplex
qRT-PCR의 감도가 우수함
표 3. SECoV 진단을 위한 개발 혹은 기존 유전자 진단법들의 검출한계

Detection limit(copy no.)
PDCoV

PEDV

TGEV

SECoV Multi qRT-PCR

10

10

10

PDCoV qRT-PCR

10

-

-

PDCoV cRT-PCR

100

-

-

PDCoV nested-PCR

10

-

-

PEDV/TGEV cRT-PCR

-

1,000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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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CoV 감별 진단용 Multiplex qRT-PCR의 특이도 조사
- 돼지에서 질병을 유발하는 바이러스(PRRSV, PCV2, RotaV, SIV, EMCV, JEV, ADV,
PPV, CSFV) 유전자를 이용하여 특이도 시험을 실시한 결과, 비특이 반응은 없었음

3. 표준기술활용 사항
◦ 확립된 진단법을 동물질병표준진단요령(농림축산검역본부 예규 제93호)에 등재
◦ 현행 동물질병표준진단요령에는 상기 돼지델타코로나바이러스(PDCoV)에 대한 진단방법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신규 항목을 신설하고 SECoV 감별 진단용 Multiplex qRT-PCR을
추가하여 정밀진단에 활용하고자 함

4. 기대효과
◦ 본 기술을 동물질병 진단에 활용함으로서 PDCoV를 포함한 PEDV, TGEV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감별 진단할 수 있으며, 바이러스 정량을 통한 PDCoV의 병리기전 및 타 질병과의
상호작용 구명 연구에 효과적으로 사용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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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루페렐라 (Trueperella pyogenes)의 균분리 및
plo toxin 유전자 검출 진단법

1. 현황 및 문제점
◦ Trueperella pyogenes은 그람 양성균으로 소, 양, 돼지 등의 점막에 상존하는 세균으로
기회감염을 통하여 폐렴, 뇌염, 유방염, 관절염과 유산 등을 야기.
◦ 사람에서는 정상 세균총에 포함되지 않지만 가축과 접촉하는 축산인에서 폐렴, 고열, 피부상피
세포의 궤양을 일으킨다는 보고가 있음. (출처 : Emerging infectious disease, 2009)
◦ 최근 연구에 따르면 Trueperella pyogenes은 평상시에는 가축의 점막에 상재되어 있지만,
돼지 이유시기에 환경 및 사료 변화로 인하여 면역력이 감소될 경우 돼지의 전신감염을
일으키는 PMWS, PRRS 등과 복합감염을 일으키는 주요 병인체로 주목받고 있음.
◦ 항생제 사용기준 강화 정책에 따른 2011년 항생제의 사료첨가 금지로 인하여 최근 양돈
농가에서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으나, 감별 진단할 수 있는 표준기술이 적립되지 않는
상황임.

2. 연구성과 내용
가. 트루페렐라 (Trueperella pyogenes)의 분리 및 동정기법 확립
1) 분리 대상 시료: 화농 부위 (폐, 관절, 뇌막), 복수, 흉수
- 시료 운송은 냉장상태로 하며, 채취 후 최대한 신속히 검사
2) 균분리 방법
◦ 화농부위의 표면을 spatula로 열소독하고 환부와 정상 경계 부위를 절개
◦ 백금이 등을 이용하여 절개부위를 swab 한 후에 혈액배지 및 MacConkey 배지에
접종
◦ 37℃에서 24~48시간 호기 배양
◦ 집락의 특성
- 그람염색: 그람양성, 다형성 간균 (pleoumorphic rod)
- 혈액배지: pinpoint 형성, 반짝이는 beta-hemolytic 집락 형성 (24~48시간 이내),

시간 경과에 따라 건조하고 불투명하게 됨.
- 생화학적 특성: 비운동성, nitrate reduction 음성, catalase 음성, gelatinase 양성,

CAMP 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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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액배지

MacConkey agar

<pinpoint, 반짝이는 beta-hemolytic 집락 형성>

<자라지 않음>

3) VITEK, PCR 등으로 균 동정

나. 독소 유전자 검출 방법
◦ 검사재료 : 분리세균 또는 조직
- 분리된 T. pyogenes의 동정검사 또는 병변에서 세균이 분리되지 않을 경우 조직에서
유전자 축출
◦ Toxin gene PCR 검출
- 분리된 T. pyogenes에서 toxin gene(plo) 존재 여부 확인
- plo gene (PLO, hemolytic exotoxin pyolysin) 유전자 검출법
Target
gene

plo
PCR condition

Sequences

Product
Size

F : 5'-GGC CCG AAT GTC ACC GC-3'(823-839)
R : 5'-AAC TCC GCC TCT AGC GC-3'(1076-1092)
95°C 15분 → 35 cycles (94°C 1분, 55°C 1분, 72°C 1분) → 72°C 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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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0bp

500bp→
←270bp

Plo gene PCR 결과

3. 표준기술활용사항
◦ 연구 성과로 도출된 트루페렐라(Trueperella pyogenes) 균 분리 및 plo toxin 유전자
검출법
Target
gene

plo
PCR condition

Sequences
F : 5'-GGC CCG AAT GTC ACC GC-3'(823-839)
R : 5'-AAC TCC GCC TCT AGC GC-3'(1076-1092)

Product
Size
270bp

95°C 15분 → 35 cycles (94°C 1분, 55°C 1분, 72°C 1분) → 72°C 7분

4. 기대효과
◦ 트루페렐라(Trueperella pyogenes)에 대한 진단법 기술제공으로 축산농가 피해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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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질병 표준진단요령’에 ‘돼지써코바이러스연관질병’ 추가

1. 현황 및 문제점
◦ 돼지 써코바이러스는 전세계적으로 퍼져 있는 바이러스로 국내에서도 가장 중요한 돼지
질병 원인체로 알려져 있음
◦ 전신 쇠약 증상이 주 증상이며 호흡기, 소화기, 번식장애도 일으키고 있음
◦ 현재 백신을 사용하고 있어 예전보다 피해가 적기는 하지만 아직도 많은 피해를 줌

2. 연구성과 내용
◦ 현재까지 국내외에서 개발된 각종 진단방법을 정리하여 국내에서 활용하기 적당한 방법으로
제작함
◦ 여러 가지 진단방법을 체계화하여 진단체계를 만듬

3. 표준기술 활용사항
□ 표준화된 진단을 위해 아래와 같은 목차로 진단요령을 작성함
◦ 돼지 써코바이러스연관질병 진단체계
◦ 역학상황

◦ 임상증상

◦ 병리해부검사

◦ 병리조직검사

◦ 감별진단

◦ 원인체 분리검사

◦ 항원검사

◦ 항체검사

4. 기대효과
◦ 검역본부는 물론 지자체, 민간, 대학 등 가축질병 진단기관에서 표준화된 방법으로 진단을
수행함으로서 일관된 진단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함
[ 붙임 ] : 돼지 써코바이러스연관질병 표준진단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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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2. 돼지써코바이러스연관질병(porcine circovirus-associated disease)

역학조사

임상검사

병리해부검사

RT-PCR

병리조직검사

항체검사

유산태아만
해당됨

(+)

(-)

양성

음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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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역학상황
가. 원인 : porcine circovirus Type 2로 20nm 내외의 작은 바이러스임
나. 예전에는 이유후전신소모성증후군, 돼지피부염신증증후군 등 여러 가지 질병명으로
불리기도 하였음
다. 감염후 체내에서 125일까지 검출되기도 하며 영구감염될 수 있다는 보고도 있음
라. 구강과 코를 통한 감염이 주 전파요인임. 전염원은 비즙, 기관지 분비물, 눈물, 분변,
침, 오줌, 우유, 정액 등 다양한 분비물에 존재하고 있음
마. 태반을 통한 수직감염도 가능함
바. 파보바이러스나 돼지생식기호흡기증후군바이러스와 복합감염시 증상이 심하게 발현됨
사. 바이러스는 주로 대식구에서 증식하며 내피세포, 상피세포 등에서도 증식됨
아. 수컷이 잘 감염되며 기타 위험요인으로는 생시체중 저하, 모돈 수 증가, 교차 포유,
조기 이유 등이 알려져 있음
자. 주요 발병기전으로는 림프조직 및 말초혈액내의 림프구 감소에 의한 것으로 알려져
있음

2. 임상증상
가. 가장 잘 알려진 증상은 이유후 2~4개월령 돼지에 발생하는 심한 위축임. 이환율은
4~30%, 폐사율은 4~20%임
나. 피부의 창백과 설사도 자주 보임
다. 피하에 종대된 립프절 관찰됨
라. 이상적인 면역 반응에 의해 피부 및 신장에 출혈 및 염증이 생김.
마. 설사가 발생할 수도 있음
바. 임신축에 감염되면 유사산이 발생함

3. 병리해부검사
가. 전신 림프절의 종대가 가장 특징적인 육안소견임
나. 폐의 퇴축불량과 경화 등 간질성 폐렴 소견이 보임
다. 간은 종대되거나 위축되며 색조가 약해짐
라. 피부에 불규칙한 붉은색 또는 보라색의 반점이 나타남
마. 신장은 양측성으로 커지고 피질부에 작은 결절성 병변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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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 전체에 붉은색 반점이 산재하여
있음(피부염신증증후군 사례)

피부를 현미경으로 관찰하면 혈관염과 함께
심한 염증소견이 관찰됨

4. 병리조직검사
가. 종대된 림프절을 조직학적으로 관찰하면 림프구가 소실되어 있고 조직구와 다핵거대세
포가 존재함. 침윤된 세포의 세포질내에는 포도송이 모양의 세포질내 봉입체가 관찰됨.
그러나 항상 보이지는 않음
나. 폐에는 간질성 폐렴 소견이 보이며 기관지 및 혈관 주위에 림프구가 침윤됨. 섬유소성
세기관지염이 관찰되기도 함
다. 간 세포의 변성과 림프조직구성 염증이 관찰됨. 고사되는 세포도 관찰되며 소엽간 섬유
증이 관찰됨
라. 피부에서는 괴사 및 출혈이 관찰되며 괴사성 혈관염도 관찰됨
마. 신장에서는 섬유소성괴사성 사구체염과 피화농성 간질성 신염 소견이 관찰됨
바. 유산 태아에서는 비화농성 섬유성 또는 괴사성 심장염이 보임

전신림프절의 종대가 특징이며 상기 사진은
발적 종대된 장간막 림프절 소견임

림프절을 현미경으로 관찰하면 림프구 소실과 함께
대식구 세포질내에 다수의 봉입체가 관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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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감별진단
가. 돼지생식기호흡기증후군
나. 돼지인플루엔자
다. 파스튜렐라 폐렴
라. 돼지열병
마. 연쇄상구균성폐렴
바. 마이코를르스마성폐렴
사. 액티노바실러스성흉막폐렴

6. 원인체 분리검사
PCV2는 PCV1이 존재하지 않는 Porcine kidney cell line(PK-15)를 이용하여 분리할
수는 있으나, PK-15 cell clone에 따라서도 증식성이 다르고, 분리율도 낮아 일반적으로
진단을 위해서는 사용하지 않는다.

7. 항원검사
7-1. 유전자검사(PCR)
개요
PCV2와 관련된 질병에 걸린 돼지의 혈액, 내부 장기, 분변, 유산 태아 등으로부터 PCV2
유전자를 추출하고 PCV2 ORF2 유전자를 특이적으로 증폭하여 바이러스의 존재 여부를
검사하는 방법이다. 흔히 PMWS를 진단하기 위해 정량 유전자검사법(real-time PCR)도
사용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돼지에서 PCV2 감염이 흔하므로 유전자검사 결과와 함께
임상증상, 조직병리학적 병변 정도 등을 종합하여 PCVAD, PMWS, PDNS 등을 진단한다.

검사시료 처리
1) 환축으로부터 얻은 혈장, 혈청, 정액, 분변, 내부 장기 조직 및 유산체 등의 시료를 사용한다.
2) 조직 시료는 조직배양배지나 PBS에 10%로 부유하여 유제한 다음 원심분리(3,000rpm,
10분)하여 그 상청액을 수거한다.
2) 상청액으로부터 DNA를 추출한다(시중에 판매중인 DNA extraction kit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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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방법
1) 추출된 DNA를 중합효소, 특이 primer 및 완충액 등과 혼합하여 아래의 PCR 조건으로
반응시킨다.
2) PCR 검사의 유효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대조 DNA를 동일한 방법으로 첨가하여 반응시키되
대조 DNA로 인한 교차오염을 주의한다.

Primer 및 PCR 조건
Target gene
ORF2
gene
PCR

Primer sequences(5' → 3')
PCV2ORF2F: CAC GGA TAT TGT AKT CCT GGT CG
PCV2ORF2R: CGC ACC TTC GGA TAT ACT G

Product size
493 bp

94℃, 3min, 35 cycles(94℃, 20sec, 55℃, 20sec, 72℃, 30sec) ; 72℃, 10min

결과판정
1) Ethidium bromide(EtBr)가 첨가된 1.5% Agarose gel에서 전기영동하여 493bp의
증폭 밴드를 확인한다.

M; DNA ladder, 1-5: 양성가검물, 6: 음성 대조, 7: 양성 대조
*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공급하는 PCV2 PCR kit의 양성 대조 DNA는 317bp의 유전자가 증폭되도록
설계되어 있으며, 시료에서 317bp의 유전자가 검출되면 양성 대조 DNA가 오염된 것으로 판정함

유의사항
1) 양성 및 음성 대조군은 시료와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filter tip을 이용하여 가장
마지막에 첨가해 사용하고, 일단 tip이나 튜브가 다른 시약에 접촉하였을 경우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2) 반드시 실험자는 실험용 장갑을 착용하고 실험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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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형광항체검사(Fluorescent antibody test, FAT)
개요
동결절편된 조직에 PCV2 특이 단클론항체 및 anti-mouse FITC conjugate를 반응시킨
후 감염조직 및 감염세포내에서 형광을 관찰하여 PCV2 감염 유무를 확인하는 검사법이다.

진단액의 구성
1) 1X Anti-PCV2 MAb

8㎖

2) 1X FITC Anti-Mouse Conjugate

8㎖

3) 10X Washing Solution

120 ㎖

4) FA Mounting Fluid

3㎖

시약 및 기구
1) Slide glass 및 cover slip
2) 동결절편기 또는 조직절편기
3) FA Microscope (FITC용)

시료의 처리
1) 시료채취
- 신선한 편도, 임파절, 폐 등을 채취하여 사용하며, 형광항체 검사에 사용할 조직은 부검
후 최대한 빨리 채취한 신선한 상태의 조직이 좋다.
2) 동결절편
- 채취된 조직은 틀(mold)에서 OCT compound (freezing medium)로 덮어 -20℃에서
신속히 동결시킨 후 조직표본 제작에 사용한다.
- 동결절편 시에는 -10∼-15℃의 온도에서 두께는 4∼6um의 절편을 제작하면 FA 검사에
사용하기 가장 적합하나 실험실의 조건에 따라 조정하여 제작한다.
3) 건조 및 고정
- 실온에서 5분 정도 두어 슬라이드 상의 조직을 건조 시키고, 냉장고에 보관한 아세톤으로
실온에서 5∼10분 동안 고정한 후 세척액으로 5분간 3회 세척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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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방법
1) 검사에 사용할 조직 슬라이드를 미리 준비한다.
2) Anti-PCV2 MAb를 2∼4방울 (50∼100㎕)로 조직절편에 완전히 덮이도록 첨가한다.
3) 실온의 습상에서 30∼60분간 반응시킨다.
4) 슬라이드의 용액을 버리고, 슬라이드를 세로로 세워 필터페이퍼를 사용 하여 용액을
완전히 제거한다. 이때 슬라이드가 건조되지 않도록 유의한다.
5) 충분한 양의 1X 세척액으로 3분간 세척액을 교체하면서 3회 세척한다.
6) FITC anti-mouse conjugate를 2∼4방울 (50∼100㎕)로 조직을 충분히 덮은 다음
실온의 습상 에서 30∼60분간 반응시킨다.
7) 1X 세척액으로 용액을 교체하면서 3분간 3회 세척하고 슬라이드를 세워 Filter paper에
대고 용액을 완전히 제거한다.
8) FA Mounting fluid를 Cover slip의 크기에 맞게 2∼4방울 (50∼100㎕)를 떨어뜨리고
커버글라스를 덮은 다음 검경한다.

결과판정
1) 감염세포는 암회색 또는 회녹색 배경하에 밝은 녹색으로 바이러스 감염이 관찰된다.
2) 핵에서 주로 밝은 형광을 관찰할 수 있다.
3) 배경조직 색이나 강도는 검체의 형태나 상태에 따라 다양하며, 회색, 녹색, 황색, 오렌지색,
적색 및 갈색으로 관찰되지만 밝은 녹색의 양성반응과는 쉽게 구별된다.
4) 정확한 검사를 위해서는 양성대조 조직 슬라이드를 병행하여 검사하면 보다 정확한 판독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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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항체검사
PCV2 항체검사는 PMWS와 같은 증상이 있는 돼지와 증상은 없으나 PCV2에 감염되어
있는 돼지간에 항체양성률의 차이가 크지 않으므로 PCV2 진단을 위해서는 사용되지 않는다.
단 돈군의 PCV2에 대한 면역 상태나 PCV2 백신 사용 전후의

모니터링을 위해서는 사용될

수 있다.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공급하는 간접형광항체법 킷트 이외에 여러 종류의 상용화
되어 있는 효소면역측정법 (ELISA)은 제조사의 사용메뉴얼에 따라 실험을 실시한다.

8-1. 간접형광항체법(Indirect Fluorescent antibody test, IFA)
개요
PCV2 감염 세포(PK-15)가 고정된 마이크로플레이트에 돼지 혈청을 반응시킨 후 형광이
표식된 2차항체로 발색시켜 가검 혈청내 PCV2에 대한 항체 유무를 검사하는 방법이다.

진단액의 구성
1) PCV2 Antigen plate(96-well)

1개

2) 50X FITC Anti-Swine Conjugate

0.4㎖

3) Positive control(PC)

0.3㎖

4) Negative control(NC)

0.3㎖

5) 10 X Washing solution

100㎖

필요한 시약 및 기구
1) 희석용 96-well Microplate
2) 마이크로 피펫(20∼200㎕)
3) 형광현미경(FITC용)

시료의 처리
1) 가검 혈청을 56℃에 30분간 처리하여 비동화 한다.
2) 스크린 검사를 위하여 혈청을 1X washing solution을 사용하여 1:20으로 희석한 후
검사에 사용한다.
3) 검사결과에 따라 양성으로 판정되는 혈청을 2배 계단 희석하여 혈청 역가를 검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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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방법
1) PCV2 antigen plate의 strip을 떼어내어 필요한 수량만큼 plate frame에 조립하고
검사용지에 가검 혈청의 번호 및 위치를 기록한다.
2) 희석용 plate에 가검 혈청 10㎕와 세척액 190㎕를 넣어 1:20으로 희석, 혼합 한다. 이때
양성대조 및 음성대조도 같이 희석하여 준비한다.
3) 희석한 혈청과 양성, 음성대조 100㎕를 각각 IFA용 plate에 정확히 분주한다.
4) 밀봉한 다음, 37℃에서 1시간 동안 반응시킨다.
5) 반응이 종료되면 플레이트를 털어버리고 세척액을 각 well에 300㎕씩 첨가하여 3∼5회
세척한 다음, 용액을 완전히 제거한다.
6) 적정농도(1/50)로 희석한 FITC anti-swine conjugate를 각 well에 100㎕씩 분주한다.
7) 밀봉한 다음 37℃에서 30분에서 1시간 동안 반응시킨다.
8) 배양이 종료되면 플레이트의 용액을 털어버린다. 이때 플레이트가 건조되면 비특이형광이
관찰되므로 즉시 세척액을 300㎕씩 각 well에 첨가하여 3∼5회 세척한다.
9) 반응이 완료된 플레이트를 형광현미경으로 검경하여 결과를 판독한다.

결과판정
1) 양성 및 음성대조를 반드시 같이 검사하여 결과를 비교, 판독한다.
2) 양성대조에서 특이 형광이 관찰되고 가검 혈청에서 특이 형광세포가 관찰되면 항체
양성으로 판독한다.

PCV2 항체 양성 사진

PCV2 항체 음성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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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질병 표준진단요령’에 ‘돼지인플루엔자’ 추가

1. 현황 및 문제점
◦ 돼지 인플루엔자는 주요 호흡기 질병중의 하나임
◦ 우리나라에도 넓게 감염되어 있는 질병임
◦ 돼지는 여러 동물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감염될 수 있어 mixing vessel의 역할을 하여
사람에 중요한 역할을 함

2. 연구성과 내용
◦ 현재까지 국내외에서 개발된 각종 진단방법을 정리하여 국내에서 활용하기 적당한 방법으로
제작함
◦ 여러 가지 진단방법을 체계화하여 진단체계를 만듦

3. 표준기술 활용사항
□ 표준화된 진단을 위해 아래와 같은 목차로 진단요령을 작성함
◦ 돼지 인플루엔자 진단체계
◦ 역학사항

◦ 임상증상

◦ 병리해부검사

◦ 병리조직검사

◦ 원인체 분리검사

◦ 항원검사

◦ 항체검사

◦ 감별진단

4. 기대효과
◦ 검역본부는 물론 지자체, 민간, 대학 등 가축질병 진단기관에서 표준화된 방법으로 진단을
수행함으로서 일관된 진단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함
[ 붙임 ] : 돼지 인플루엔자 표준진단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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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인플루엔자(swine influenza)

역학조사

임상검사

병리해부검사

RT-PCR

병리조직검사

(+)

(-)

양성

음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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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역학상황
가. 원인 : Orthomyxoviridae과에 속하는 Swine Influenza virus가 주 원인이나 조류나
사람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도 감염될 수 있음
나. 전파: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A 형 감염에 의하며 돼지에 빈발하는 질병이며 주로 감염된
돼지의 비인두 점액을 통해 접촉전파가 되지만 공기를 통해서도 전파될 수 있음
다. 병원성: 바이러스는 호흡기계 상피에서 증식하여 호흡기도로 배출됨
라. 감염율(~100%)은 높지만 치사율(1% 이하)은 낮음. 그러나 복합감염이 일어나면 폐사율이
높아질 수 있음
마. H1N1, H3N2, H1N2가 주로 유행하고 있음
바. 사람에 전파가능성
1) 일반적으로는 돼지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쉽게 사람에 감염되지 않으나 산발적 감염
예는 보고됨
2) 주로 돼지와 직접 접촉 작업자가 돼지인플루엔자에 감염
3) 사람에 감염된 돼지인플루엔자가 다른 사람에게 감염되는 경우는 많지 않음
4) 사람형 및 조류형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대한 수용기를 모두 가지고 있어 재조합
(Reassortment) 또는 적응과정(Adaptation)을 거쳐 사람에 병원성이 높은 치명적인
바이러스를 생성할 수 있는 중간숙주로서의 역할

2. 임상증상
가. 40~41℃의 고열, 식욕결핍, 활동성 저하, 호흡곤란 등이 나타남
나. 힘들게 하는 복식호흡과 무호흡이 특징적인 증상임
다. 잠복기는 1~3일이며 증상발현 후 5~8일이 지나면 회복되기 시작함
라. 항체를 가지고 있는 돼지에서는 감염되더라도 대부분 특징적인 증상이 나타나지 않음
마.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감염에 의해서만 발현되는 특징적인 증상이 없기 때문에 임상증상
만으로 이 질병을 진단할 수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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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병리해부검사
가. 폐렴 병변은 첨염과 심염에 국한되는 경향이 있음
나. 병변부 폐는 단단하고 보라색을 띠며 정상부위와 경계가 명확함
다. 소엽간 결합조직의 혈액이 섞인 섬유소성 삼출물이 존재함
라. 폐문 및 종격 림프절의 종대

4. 병리조직검사
가. 바이러스가 기관지 상피세포에서 증식 및 침윤된 호중구가 분비한 효소에 의해 생긴
기관지 상피세포의 괴사 및 탈락이 특징적인 병변임
나. 괴사된 상피세포가 탈락되고 이들이 침윤된 호중구와 섞여 기도를 막음
다. 감염 후 며칠이 지나면 기관지 및 혈관 주위에 림프구가 침윤됨
라. 면역조직화학 염색을 실시하면 기관지 상피세포에서 강한 양성반응이 관찰됨

폐에 대한 조직검사결과 기관지 상피세포의
괴사 및 상피세포 사이에 다수의 염증세포가
침윤되어 있음

단크론항체를 이용하여 면역조직화학 염색법을
실시하였을 때 기관지 상피세포의 세포질에서
강한 양성반응을 보임

5. 원인체 분리검사
□ 분리재료
- 폐, 편도, 타액(oral fluid) 및 비강액
□ 실험동물 및 세포주
- Madin-Darby canine kidney(MDCK) cell 및 9∼11일령의 SPF발육란
□ 바이러스 분리 방법
<MDCK세포를 이용한 바이러스 분리>
1) 10% 유제액(Dulbecco’s Modified Eagle’sl medium, DMEM이용) 또는 비강액(원액
또는 DMEM이용 희석)을 세포에 접종 1-2시간 후 세척하고, 세포유지는 0.3∼10㎍
/ml Tosylphenylalanylchloromethane(TPCK)가 첨가된 DMEM 배지를 이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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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세포변성효과(Cytopathic effect: CPE)가 나타날 때까지 3-7일간 배양하며, CPE가
보이지 않을 경우 1∼2회 계대배양 한다.
<발육란을 이용한 바이러스 분리>
1) 10% 유제 또는 비강 상층액(100∼300㎕)을 이용하여 9∼11일령의 발육란 요막강
(Allantoic cavity)내에 접종하여 35∼37℃에서 4∼5일간 배양한다. 1차 검사에서 음
성일 경우 1∼2회 배양을 추가로 실시한다.
□ 동정 및 확인 방법
<MDCK세포에 접종시 바이러스 분리 확인 방법>
1) 접종 후 특이 CPE를 확인한다.

<MDCK 세포에서의 CPE사진>

2) 일부 세포에서 CPE가 나타났을 때 아세톤을 이용하여 고정하고, SIV(Swine influenza
virus) 특이 단클론항체를 이용한 FA, 특이 프라이머를 이용한 PCR, HA 검사법 또는
전자현미경 관찰을 통해 바이러스 분리여부를 확인한다.
<발육란에 접종시 바이러스 분리 확인 방법>
1) 접종 후 4∼5일된 발육란을 냉장고에 chilling시킨 후 요막액을 채취하여 HA 검사법(아래
내용 참고) 또는 전자현미경을 통해 바이러스 분리여부를 확인한다.

<발육란에 시료 접종 및 요막액 채취를 통한 바이러스 분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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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항원검사
가. 유전자검사(RT-PCR)
□ 개요
SIV의 RT-PCR은 감염의심시료에서 244bp의 matrix 유전자를 증폭하여 SIV 존재여부를
검사할 수 있는 유전자 검사방법이다.
□ 검사시료
1) 검사용 시료의 준비
가) 검사에 사용될 수 있는 시료는 돼지의 비강액, 타액(oral fluid), 조직시료, 세포배양
액을 사용할 수 있다.
나) 시료는 가능한 신선한 것을 사용하고 보관 시에는 냉동 보관한다.
2) 바이러스 유전자의 추출
가) 시중에 판매중인 RNA 추출 킷트를 이용하여 시료의 종류에 적합하게 RNA를
추출하며, 조직시료의 경우 10% 유제액을 이용하여 추출한다.
나) 추출한 유전자 5㎕를 RT-PCR 검사에 사용한다.
□ RT-PCR에 사용되는 프라이머 정보
목적 유전자

프라이머 염기서열(5ʹ-3ʹ)

증폭산물

F : ATG AGY CTT YTA ACC GAG GTC GAA ACG

M

R : TGG ACA AAN CGT CTA CGC TGC AG

244bp

□ 검사방법
1) RT-PCR Premix(Median)에 추출한 유전자 5㎕를 넣고, 아래의 프로그램에 따라
RT-PCR을 실시한다.
Step

RT-PCR Cycle
Temp.

Time

Cycle

cDNA synthesis

50℃

30 min

1 cycle

Initial inactivation

95℃

15 min

1 cycle

Denaturation

94℃

30 sec

Annealing

55℃

30 sec

Extension

72℃

40 sec

Final Extension

72℃

10 min

35 cycles
1 cycle

2) PCR검사의 유효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DNA Control을 사용하는 경우 DNA Control
5㎕를 첨가하고 PCR한다. 이때 Positive DNA(575bp)는 시료에 오염되기 쉬우므로
가장 마지막에 첨가하고,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Filter tip을 사용한다. 또한
유전자증폭이 완료된 후 전기영동 시에도 가장 마지막에 다루는 것이 좋다.

- 138 -

3) PCR cycle이 종료되면 PCR product 10㎕를 EtBr이 첨가된 1.5% agarose gel에서
통상적인 방법으로 전기영동하고 특이유전자의 존재여부를 확인 한다.
□ 결과판정
DNA Control의 결과를 기준으로 특이유전자 분획(244bp)이 검출되면 양성으로
판정한다.

<SIV RT-PCR 결과>

나. 형광항체 진단법
□ 개요
조직절편을 통한 조직 내 SIV 증명은 돼지인플루엔자바이러스 검사용 단클론항체를 이용한
형광항체법으로 확인이 가능하다.
□ 검사재료
돼지 호흡기질환으로 의심된 가검물의 편도 및 폐의 재료
□ 시약 및 기구
1) 100% acetone 100 ml
2) PBS (Phospate buffer saline)
3) Slide glass 및 cover slide
4) 1차항체(특이 SIV 단클론 항체)
5) 2차항체(Antimouse IgG+M+A FITC conjugate)
6) mounting buffer
glycine(0.42g), sodium hydroxide (0.2g). sodium chloride( 0.51g) sodium
azide(0.03g)을 증류수 30 ml에 차례로 첨가하고 용해시킨 다음 glycerol 70 ml를
첨가하여 만든다.
7) 동결절편기
8) 형광현미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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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사방법
1) 급성 호흡기질환으로 의뢰된 자돈 혹은 성돈의 편도, 폐조직을 동결 절편한 후 slide
glass위에 올린다.
2) 100% cold aceton(-20℃에 보관)으로 10분간 고정한다.
3) 1차항체(특이 SIV 단클론항체)를 올린 후 실온에서 30분간 반응시킨다.
4) PBS로 1분씩 5회 세척한다.
5) 2차 항체(anti-mouse FITC conjugate)를 올린 후 실온에서 30분간 반응시킨다.
6) conjugate를 제거한 후 PBS로 1분씩 5회 세척한다.
7) Slide glass위에 mounting buffer를 올린 후 cover slide를 덮고 형광현미경으로
검사한다.
□ 판정기준
1) 형광항체 검사 시 비특이적인 형광이 관찰될 수 있으니 주의하고 세포질 내 강한 형광이
관찰될 때 양성으로 판정한다.
2) 단클론항체 및 FITC conjugate는 -20℃에 보관하면서 사용해야한다.

7. 항체검사
가. 혈구응집억제반응법(Haemagglutination-inhibition test, HI test)
□ 개요
SIV 감염 혹은 백신 접종 후 혈청내의 항체가를 검출하기 위한 검사법이다.
□ 필요한 시약
1) Alsever's solution
Glucose

2.05g

Sodium citrate

0.80g

Sodium chloride

0.42g

D.W. to

100㎖

제조 후 0.45㎛에서 필터 후 냉장보관 하면서 사용한다.
2) RDE(Ⅱ) SEIKEN (Receptor Destroying Enzyme)
RDE 1병에 0.85% 멸균식염수 20ml을 넣고 녹인 후 –70℃에 소분하여 보관하면서
사용한다.
3) 닭 혈구(RBC)
10㎖ 주사기에 Alsever's solution을 반정도 넣고 닭에서 채혈한 후, PBS로 3회 원심
(1,000rpm, 10분) 세척한다. 0.5%로 희석한 RBC는 4℃ 일주일 이내 사용하고 혈구가
용혈 된 경우는 버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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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사방법
<혈구응집반응 (Haemagglutination test, HA test)>
1) 바이러스 항원을 96 Well U microplate 첫 번째 well에 50㎕를 넣는다.
2) 첫 번째 Well부터 끝까지 PBS를 50㎕씩 분주한다.
3) 50㎕씩 첫 번째 Well부터 11번까지 희석하고 마지막 50㎕는 버린다. 12번째 well은
RBC control로 사용한다.
4) 0.5% 닭 RBC 50㎕를 모든 well에 넣고 흔들어 준다.
5) 실온에서 1시간 방치 후 결과를 판독한다. 혈구응집반응이 명확이 보이지 않을 경우
plate를 45도 20-30초간 기울여보아 혈구가 흐르면 음성으로 판정한다.
<가검 혈청의 처리>
1) 30㎕ 혈청 각각의 effendorf tube에 넣는다.
2) RDE 90㎕를 첨가한 후 37℃ water bath에서 18시간 반응시킨다.
3) 56℃ 30분간 비동화한 후 실온으로 식힌다.
4) 0.85% 식염수를 180㎕ 첨가한 후 20㎕의 Packed RBC를 이용하여 4℃에서 60분간
반응, 매 20분마다 섞어준다.
5) 1,500rpm에서 5분간 원심한 후 상층액을 HI에 사용한다.

<HA 결과>

<혈구응집억제반응 (HI test)>
1) U plate를 사용하여 50㎕의 RDE처리 혈청을 첫번째 well에 넣는다.
2) 두번째 well부터 12번째 well까지 PBS를 25㎕를 넣는다.
3) 첫번째 well에서 25㎕를 넘기면서 11번째 well까지 2진 희석한다.
4) 8 HAU의 돼지인플루엔자 바이러스 항원을 25㎕씩 첫 번째 well부터 11번째 well까지
넣는다. 12번째 well에는 PBS 25㎕를 첨가한다.
5) Back titration을 실시한다.
6) 실온 또는 4℃에서 30∼60분간 반응시킨 후 0.5% 닭 RBC를 50㎕ 씩 넣고 흔들어
준다.
7) 실온 또는 4℃에서 20∼30분간 반응 후 판독한다.
8) 판정
- RDE로 처리한 가검혈청은 10배 희석된 것이므로 응집역가 측정 시 유의한다.
- 농장 내 유행하는 바이러스를 이용하여 HI를 실시하여야 정확한 결과를 얻을 수 있으므로
HI시 항원 선택에 유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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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장 내 SIV 감염여부는 1차 HI검사 후 10-21일에 재채혈 된 혈청을 이용하여 2차
HI검사를 실시하고, 1차 검사 결과보다 2차 검사에서 4배 이상의 HI역가 차이를 보이면
감염으로 판정할 수 있다.

<HI 결과>

나. 효소면역측정법(ELISA)
현재 공급되고 있는 국가 진단액은 없으며, 돈군내 항체측정을 위해서 시판되고 있는 ELISA
kit를 사용할 수 있다.

8. 감별진단
가. 돼지생식기호흡기증후군
나. 돼지써코바이러스연관질병
다. 파스튜렐라 폐렴
라. 돼지열병
마. 연쇄상구균성폐렴
바. 마이코플라스마성폐렴
사. 액티노바실러스성흉막폐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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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RS 유전형 감별을 위한 PNA probe 기반 실시간 유전자 진단법

1. 현황 및 문제점
◦ 돼지생식기호흡기증후군(PRRS) 청정화(또는 안정화)를 위해 생독 및 사독백신이 개발되어
사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바이러스 변이로 인해 질병방제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로 인해 양돈산업에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입히고 있음
◦ 국내 발생 PRRSV는 PRRSV1(EU) 및 PRRSV2(NA) 단독 감염 또는 두 개의 유전자형이
혼합된 복합감염이 일어나고 있으며, 각각의 유전자형내에서는 10%이상의 상동성 차이를
보여 유전적으로 다양한 바이러스가 존재하고 있어 정확한 진단이 중요함
◦ 동물질병표준 진단요령(농림축산검역본부 예규 제93호)에는 PRRSV 검출용으로 conventional
PCR만 등록 되어 있으며, 이 방법은 유전형 감별 및 정확한 검출 확인을 위해 1차 RT-PCR
및 2차 nested PCR로 구성되어 있어 민감도가 높은데 반해 시간 소요가 많고 PCR오염
가능성이 높음
◦ 실시간 유전자 진단법(real-time PCR)인 경우 실시간으로 검출상황을 판단할 수 있으어
신속하며 오염가능성이 낮으나, cycler threshold(Ct≧38)값이 높은 시료(비특이 의심 시료)인
경우 양·음성 판단이 어려움
◦ 따라서, 동물질병표준 진단요령내 conventional PCR외에 PRRSV 검출 및 유전형을
한 번에 볼 수 있고, 비특이 의심시료에 대한 양·음성 판정이 용이한 실시간 유전자 진단법을
추가로 등재하여 진단기관의 진단법 선택에 유연성을 높이고자 함

2. 연구성과내용
◦ PNA probe 기반 one-step real-time RT-PCR (one-step rRT-PCR) 개발
- PNA(peptide nucleic acid)는 기본골격이 펩티드 결합으로 이루어진 유사 DNA로
DNA-DNA결합력 보다 PNA-DNA결합력이 매우 우수한 장점이 있음. PNA probe는
Taqman probe의 hydrolysis method와는 다른 hybridization method를 사용하기
때문에 최종 PCR반응이 끝나고 FMCA(Fluorescene melting curve analysis)를 이용하여
만들어진 산물과 넣어준 probe간의 결합력의 차이를 melting temperature (Tm)값으로
구분하여 분석함으로써 특이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임
- PRRSV1 및 PRRSV2의 전체 유전자중 염기서열 변이가 낮은 ORF6 유전자를 이용하여
primer 및 probe를 작성함 (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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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uantitative one-step RT-PCR kit에 RNA 및 primer/probe를 첨가하여 50℃ 30분,
95℃ 15분 반응 후, 95℃ 30초, 58℃ 45초, 72℃ 45초(45 cycles)로 PCR을 실시함.
FMCA는 95℃에서 5분간 변성 단계 후, 75℃, 55℃, 45℃로 1분씩 단계적 혼성화를
거치고, 85℃까지 5초간 간격을 두고 1℃씩 온도를 증가시키며 분석하도록 설정함.
최종 융해곡선(melt peak)에서 Tm값인 64±2℃의 뚜렷한 peak를 확인함
표 1. PRRSV 감별진단용 one-step rRT-PCR
Primers and probes

Sequences

(5’-3’)

PRRS1F

CTGCCCAYCACGTAGAAAGTGC

PRRS1R

CCTGGTACTAGAGTGCCGTT

PRRS1 PNA

FAM-ATACGCTGTGAG-BHQ1

PRRS2F

GGCCCCTGCCCACCACG

PRRS2R

GTAGTRGAGCCGGGACGCCG

PRRSV2 PNA

HEX–TGATAACCACGCA-BHQ2

Amplicon size

115bp

96bp

◦ one-step rRT-PCR의 민감도
- 민감도 분석을 위해 PRRSV1 및 PRRSV2 cRNA를 작성하여 107부터 101까지 희석하여
측정한 결과 각각 10 copy까지 검출이 가능함 (그림1 A, B, C, D)
- FMCA를 통해 분석한 결과 Tm은 64±2℃로 확인됨 (그림1 E, F)

그림 1. One-step rRT-PCR의 민감도 분석 결과 (좌: PRRSV1, 우: PRRSV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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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t값이 높은 시료(Ct≧38)에 대한 양·음성 판정
- 야외시료 중 낮은 커브를 보이면서 Ct값이 높은 7개 시료(비특이 반응 의심시료)를
one-step rRT-PCR 후 FMCA 분석 결과 모두 Tm값인 64±2℃를 확인 할 수 없어
음성으로 판정됨. 따라서, 비특이 반응 시료에 대해 기존 real-time PCR 보다 양·음성
판정이 용이함

그림 2. Ct값이 높은 시료에 대한 양·음성 확인 결과 (위: PRRSV1, 아래: PRRSV2)

◦ 동물질병표준 진단요령내 등재 진단법과의 비교
- 100개의 야외시료(폐, 편도, 림프절)를 이용하여 등재된 진단법(RT-PCR 및 nested PCR)과
개발 진단법에 적용한 결과 nested PCR과 일치하는 결과를 보여 민감도가 높음을 확인함
표 2. 야외시료를 이용한 기존진단법과의 비교
No of clinical
samples
100

RT-PCR(1차)

Assay

Nested PCR(2차)

Positive

Negative

Positive

Negative

One-step

Positive

42

5

47

0

rRT-PCR

Negative

0

53

0

53

3. 표준기술활용사항
◦ 현재 동물질병표준 진단요령에는 convetional PCR만 등재되어 있어 개발한 PNA probe
기반 one-step rRT-PCR 추가하여 질병진단 시 사용하고자 함
◦ 동물질병표준 진단요령(농림축산검역본부 예규 제142호)에 등재

4. 기대효과
◦ 본 진단법은 기존의 real-time PCR의 단점을 극복하고, 한번에 PRRSV 감별이 가능하여
시도 진단기관에서는 신속하고 정확하게 검출하여 현장 방역관리에 용이할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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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RS 항체 위양성반응 의심개체에 대한 확진검사 절차

1. 현황 및 문제점
◦ 돼지생식기호흡기증후군(PRRS) 청정화(또는 안정화)를 위해 생독 및 사독백신이 개발되어
사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바이러스 변이로 인해 질병방제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로 인해 양돈산업에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입히고 있음
◦ 국내 발생 PRRSV는 NA 및 EU 단독 감염 또는 두 개의 유전자형이 혼합된 복합감염이
일어나고 있으며, 각각의 유전자형내에서는 10%이상의 상동성 차이를 보여 유전적으로
다양한 바이러스가 존재하고 있음
◦ 항체검사법으로는 효소면역측정법(ELISA) 및 간접형광항체법(IFA)이 있으며, 이 중 편리성
및 신속성 등의 장점이 있는 ELISA를 진단기관에서 주로 사용하고 있음
◦ 시도시험소에서는 매년 우수종돈장 및 우수AI센터 등에 대한 PRRS 항원 및 항체 검사를
수행하고 있으며, 이들 농장 (PRRS항원 및 항체 음성 농장)에 대한 항체 검사 시 소수개체
(1-2두)에서 ELISA항체 양성반응을 보이는 경우가 있음
: 이는 대부분 위양성 반응(실제 음성)일 가능성이 높으나 감염을 배제할 수 없음
: gold standard법인 IFA에 위양성 의심 혈청 적용시 양·음성 판단이 어려움
◦ 이런 경우, 시도시험소에서는 PRRS양성으로 농장에 통보함으로써 현장에서는 혼란이 야기
되는 사례가 있어, 항체검사에서 위양성반응이 의심될 경우를 대비한 관리방안 마련이 필요함

2. 연구성과내용
◦ 국내 시판 PRRS 항체 ELISA킷트(3개회사)의 효능 비교
- 야외혈청 1,053개를 이용하여 3개회사(A사,B사,C사) ELISA킷트에 적용한 결과 국내 B사
및 C사는 세계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A사 킷트와의 결과 일치도가 높았음. 3개회사의 ELISA
킷트 모두 국내 양돈장 항체검사용으로 적합한 것으로 판단됨 (표 1, 2)
표 1. 야외혈청을 이용한 ELISA킷트 검사 결과
A사
양성(%)
B사
C사

음성(%)

총계(%)

양성(%)

657(95.2)

11(3.0)

668(63.4)

음성(%)

33(4.8)

352(97.0)

385(36.6)

양성(%)

662(95.9)

4(1.1)

666(63.2)

음성(%)

28(4.1)

359(98.9)

387(63.2)

총계(%)

690(100.0)

363(100.0)

1,053(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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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3개 회사의 ELISA킷트 효능 비교
Reference
kit

Test kit

Sensitivity
(%)

Specificity
(%)

Accuracy
(%)

PPV*
(%)

NPV**
(%)

Kappa

P

B사

95.22

96.97

95.82

98.35

91.43

0.91

<0.001

C사

95.94

98.90

96.96

99.40

92.77

0.93

<0.001

A사
*, PPV: postive predictive value, **, NPV: negative predictive value

◦ 3개 회사의 S/P값이 상이한 혈청을 이용한 IFA킷트 적용 결과
- 1,053개의 혈청 중 3개 회사의 ELISA S/P값(S/P값이 0.4이상일 때 항체양성임)이 상이한
혈청 26개를 선정하여 IFA에 적용한 결과, 5개의 혈청을 제외하고 모두 위양성임을 확인함
- 최종 의양성으로 확인된 혈청을 세부적으로 분석한 결과, 각기 다른 2개 회사 킷트의 결과가
일치하더라도 위양성 반응이 나타날 수 있으며, 1개 이상의 회사 킷트에서 위양성을 보이더
라도 확인검사에서 항체양성으로 판정될 수 있으므로 3개회사의 ELISA 킷트간 비교결과로
위양성을 해결할 수 없었음. 따라서, 항체 의양성의심 개체를 일정기간 격리 후 재검사를
통해 최종 확진을 하도록 검사 절차를 마련함
표3. ELISA 킷트별 양·음성이 상이한 혈청을 이용한 IFA 검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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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RS 항체 위양성반응 의심 농장에 대한 확진검사 절차
- 우수종돈장 및 우수AI센터 등 PRRS 음성농장에 대한 항체검사에서 위양성반응이 의심될
경우에 대한 조치 마련
1) 현장상황: 기존 PRRSV 항원 및 항체 음성을 유지하던 농장에서 소수 개체(1-2두)가
실험실진단에서 항체 양성반응을 보이는 경우
2) 확인조치: 그림 1의 절차에 따라 위양성 의심 반응을 보이는 개체 및 돈칸내 동거군에
대해 검사(항원 및 항체)를 실시하여 1차 판정함. 항체만 양성 개체인 경우
2주간 격리 수용 후 재채혈을 통해 추가검사(항원 및 항체)를 실시하여 최종
확진 판정함. 최종 확진 판정 시 항원/항체 양성이거나 항원음성/항체가가
증가하는 경우 PRRS양성으로 판정함

그림 1. PRRS 항체 위양성반응 의심 개체에 대한 확진검사 절차

3. 표준기술활용사항
◦ PRRS 항체 위양성반응 의심 농장에 대한 확진검사 절차를 작성함
◦ 확진검사 절차를 동물질병표준진단요령(농림축산검역본부 예규 제142호)에 등재

4. 기대효과
◦ 본 확진검사 절차 활용으로 시도 진단기관에서는 진단 신뢰도를 강화할 수 있으며,
현장에서는 정확한 검사결과로 농장관리 시 혼란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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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써코바이러스 2형 및 3형 (PCV2, PCV3)
동시 감별 진단용 실시간 유전자 진단법
1. 현황 및 문제점
◦ 돼지 써코바이러스 3형(Porcine circovirus 3, PCV3)은 미국에서 돼지피부염신증(PDNS)
으로 인해 모돈 폐사, 수태율 감소 및 유산 증가 사례와 심근염 병변의 자돈 및 전신성
염증 소견을 보이는 돼지 사례에서 처음 감염 보고된 이후 유럽, 아시아 등 여러 나라에서
검출이 확인됨
◦ PCV3는 ‘16년 말 공식적으로 보고되었으나, 이미 ’10년 이전에도 존재하고 있는 바이러스임이
밝혀졌고, 감염률은 국가별로 차이는 있으나 상당히 높은 것으로 조사됨
◦ 국내에서도 최근 PCV2가 감염되지 않는 유산 태아에서 PCV3가 확인되었고, 일반 양돈장에도
높은 검색률을 보임
◦ PCV2가 처음 발견된 1990년대에는 크게 주목받지 못하였으나, 단독 감염보다 타 질병과
혼·복합 감염으로 막대한 피해를 유발하고 있으며, PCV3도 유사한 감염 양상으로 양돈산업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잠재적인 위험성을 가짐
◦ PCV3에 대한 진단법이 보급되지 않아 일선 질병진단기관에서는 검사하지 않거나 자체 진단
법을 적용하고 있으므로 효율적인 검사를 위해 PCV2와 PCV3를 동시에 검사할 수 있는
진단법의 개발 및 보급이 시급함

2. 연구성과 내용
◦ PCV2 및 PCV3 감별 진단용 Multiplex PNAqPCR의 primer 및 probe 제작 및 선발
- 바이러스 감염 정도를 정량할 수 있으며, DNA와 결합력이 높은 PNA(Peptide Nucleic
Acids) probe를 이용하여 고유한 융해온도(Melting temperature)를 분석함으로서 특이
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실시간 유전자검사법(PNAqPCR)을 개발함
- PCV2와 PCV3를 동시에 검출하기 위해 각 바이러스마다 특이 primer 및 probe를 제작하여
Multiplex PNAqPCR을 확립함
표 1. PCV2 및 PCV3 감별 진단용 Multiplex PNAqPCR의 primer 및 probe
Virus

PCV2

PCV3

Primer & Probe

Sequence(5'-3')

PCV2 F1

GAGAGGCGGGTGTTGAAGATGC

PCV2 R1

GAAGACACCGCCCCCGCAG

PCV2 P1

Dabcyl-CTGGCCAAGATG-TxR

PCV3 F1

AGTGCTCCCCATTGAACGGTGG

PCV3 R1

AAACACAGCCGTTACTTCACCCC

PCV3 P1

Dabcyl-GTCCTGGGTGAGC-H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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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ne locus

ORF2

ORF2

◦ PCV2 및 PCV3 감별 진단용 Multiplex PNAqPCR의 최적 온도 설정
- Multiplex PNAqPCR의 최적 온도 조건은 90℃ 10분 반응 후, 95℃ 30초, 58℃ 45초,
72℃ 45초로 45cycle 증폭 조건을 설정함
- 융해(melting) 온도 조건은 95℃ 5분, 75℃ 1분, 55℃ 1분 반응 후, 45℃에서 85℃까지
5초당 1℃씩 상승시켜 고유한 probe 융해 온도(PCV3 72±2℃, PCV2 73℃±2℃) 유무에
따라 양성 및 음성을 판정함
표 2. PCV2 및 PCV3 감별 진단용 Multiplex PNAqPCR의 반응 조건
Step

Amplification

Temperature

Time

Cycle

95℃

10 min

1

95℃

30 sec

58℃

45 sec

72℃

45 sec

45

Step

Melting

Temperature

Time

Cycle

95℃

5 min

1

75℃

1 min

1

55℃

1 min

1

45℃→ 85℃

↑1℃/5 sec

1

◦ PCV2 및 PCV3 감별 진단용 Multiplex PNAqPCR의 검출한계
- 최종 확립된 PCV2 및 PCV3 감별 Multiplex PNAqPCR의 검출 한계를 조사한 결과,
PCV2는 1.2×101 copy, PCV3는 1.3×101 copy 까지 검출이 가능함

그림 1. PCV2 및 PCV3 감별 진단용 Multiplex PNAqPCR의 PCV2 검출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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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PCV2 및 PCV3 감별 진단용 Multiplex PNAqPCR의 PCV3 검출 한계

◦ PCV2 및 PCV3 감별 진단용 Multiplex PNAqPCR의 민감도
- Multiplex PNAqPCR과 논문에 발표된 유사 PCR의 검출 감도를 비교한 결과, PCV2는
1종의 qPCR과 동등의 결과를 보였고, PCV3도 4종류의 qPCR과 동등의 결과를 보였으며,
PCV3 일반 PCR보다는 감도가 우수하였음
- 개발된 Multiplex PNAqPCR의 PCV3에 대한 Ct value가 타 논문의 qPCR보다 높았으나,
융해 온도 측정으로 항원량이 적은 시료에 대한 결과 해석이 용이함
표 3. PCV2 및 PCV3 감별 진단용 Multiplex PNAqPCR의 민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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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CV2 및 PCV3 감별 진단용 Multiplex qPCR의 특이도
- 돼지에서 질병을 유발하는 바이러스(PRRSV, CSFV, SIV, PPV, ADV, PEDV) 유전자를
이용하여 특이도 시험을 실시한 결과, 비특이 반응은 관찰되지 않음

그림 3. PCV2 및 PCV3 감별 진단용 Multiplex PNAqPCR의 타 바이러스와의 반응성

◦ 야외시료를 이용한 PCV2 및 PCV3 감별 진단용 Multiplex PNAqPCR의 효능시험
- 70개의 야외 시료를 이용하여 개발 Multiplex PNAqPCR의 PCV2와 논문 발표된 유사
qPCR 1종의 결과를 비교한 결과, 바이러스 정량의 상관성이 높음
- 유사 qPCR에서 Ct value가 30이상인 시료에 대한 결과 해석이 모호함에 비해 개발
PNAqPCR의 판정은 용이함

그림 4. PCV2 및 PCV3 감별 진단용 Multiplex PNAqPCR의 PCV3의 효능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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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개의 야외 시료를 이용하여 개발 Multiplex PNAqPCR의 PCV3와 논문 발표된 유사
qPCR 4종의 결과를 비교한 결과, 개발 PNAqPCR에서는 12개 시료에서 양성으로 판정되
었고, 5개 음성 반응 시료는 유사 qPCR에서 대부분 Ct value가 35 이상의 결과를 보여
음성으로 추정됨에 따라 개발 Multiplex PNAqPCR의 판정 용이성이 인정됨
표 4. PCV2 및 PCV3 감별 진단용 Multiplex PNAqPCR의 PCV3의 효능 평가

3. 표준기술활용 사항
◦ 확립된 진단법을 동물질병표준진단요령(농림축산검역본부 예규 제93호)에 등재
◦ 현행 동물질병표준진단요령에는 상기 PCV2 및 PCV3 동시 진단방법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
므로 신규 항목을 신설하고 Multiplex PNAqPCR을 추가하여 정밀진단에 활용하고자 함

4. 기대효과
◦ 본 기술을 동물질병 진단에 활용함으로서 PCV2 및 PCV3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고, 바이러스 정량을 통한 PCV3의 병리기전 및 PCV2을 포함한 타 질병과의 상호작용
구명 연구에 효과적으로 사용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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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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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허피스바이러스1형 면역조직화학염색법

1. 현황 및 문제점
1) 말산업 육성정책에 따라 전국적으로 승마시설과 승용마 사육이 증가되고 있어 말 질병 증가가
예상되나, 국내 말 질병진단 시스템 미흡한 실정임
2) 마사회, 말임상수의사 등은 말산업 발전을 위하여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말 주요 질병으로
말 신경계 질병을 제시하고 있음
3) 말허피스바이러스1형 감염증은 말에서 신경계 질병을 일으킬 수 있는 질병임

2. 연구성과내용
- 포르말린 고정 3㎛ 파라핀조직을 탈파라핀 후, Tris/Borate/EDTA buffer(pH8.4)로 93℃
에서 30분 반응시켜 항원을 복원하고 Goat anti-EHV-1 Ab(500배 희석)를 37℃에서 32분
반응시켜 ABC method를 이용하여 DAB로 발색시켜 EHV-1 발현부위가 갈색으로 확인됨
- 조직시료: 말 사산태아의 폐 조직으로 말허피스바이러스1형이 PCR로 검출되었으며, 괴사성
염증 조직병리소견이 관찰된 시료

3. 표준기술활용사항
- 동물질병 표준진단요령(농림축산검역본부 예규 제76호, 2014.12.30.)에 말 질병과 말허피스
바이러스1형감염증 항목을 신설하고 말허피스바이러스1형 면역조직화학염색법을 추가
하여 정밀진단에 활용하고자 함

4. 말허피스바이러스1형 면역조직화학염색법
1) 실험 재료
가. 포르말린 고정 파라핀 포매조직(말 사산태아 폐): PCR 검사결과 EHV-1이 검출 되었으며,
조직병리검사결과 괴사성 폐렴이 관찰된 시료
나. 1차 항체: Goat anti-EHV-1 Ab (VMRD, 210-70-ERV, Lot P081121-005)
다. 2차 항체: Biotinylated anti-goat Ab
(Vetcor laboratories, VECTASTAIN® Elite ABC kit)
라. 항체 희석액: Antibody diluent with background reducing components(Dako, S3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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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발색제: DAB map detection kit (Ventana, 760-124)
* HRP-conjugated streptavidin 및 DAB가 포함된 kit

2) 실험 방법
가. 파라핀 포매조직(폐)을 3㎛ 두께로 자른 section을 탈파라핀
나. Tris buffer(pH7.6)로 세척
다. Tris/Borate/EDTA buffer(pH8.4)로 93℃에서 30분 반응시켜 항원복원
라. Tris buffer(pH7.6)로 세척
마. 3% H2O2로 37℃에서 4분 반응
바. Tris buffer(pH7.6)로 세척
사. 1차 항체를 항체 희석액에 1:500으로 희석시킨 후 37℃에서 32분 반응
아. Tris buffer(pH7.6)로 세척
자. 2차 항체로 37℃에서 12분 반응
차. Tris buffer(pH7.6)로 세척
카. HRP-conjugated streptavidin로 37℃에서 16분 반응
타. Tris buffer(pH7.6)로 세척
파. DAB로 37℃에서 8분 반응
하. Tris buffer(pH7.6)로 세척
갸. Hematoxylin으로 4분 대조염색
냐. Tris buffer(pH7.6)로 세척
댜. 탈수 후 커버글라스 봉입

5. 실험 결과
- 양성 슬라이드(왼쪽 그림)에서 말허피스바이러스1형 발현부위가 기관지 상피세포 및 침윤된
염증세포에서 갈색으로 발색된 반면, 1차 항체를 반응시키지 않은 음성 슬라이드(오른쪽 그림)
에서는 발색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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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 일본뇌염바이러스 면역조직화학염색법

1. 현황 및 문제점
1) 말산업 육성정책에 따라 전국적으로 승마시설과 승용마 사육이 증가되고 있어 말 질병 증가가
예상되나, 국내 말 질병진단 시스템 미흡한 실정임
2) 마사회, 말임상수의사 등은 말산업 발전을 위하여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말 주요 질병으로
말 신경계 질병을 제시하고 있음
3) 일본뇌염은 말에서 신경계 질병을 일으킬 수 있는 질병임

2. 연구성과내용
1) 포르말린 고정 3㎛ 파라핀조직을 탈파라핀 후, proteinase K로 37℃에서 12분 반응 시켜
항원을 복원하고 Rabbit anti-JEV Ab(500배 희석)를 37℃에서 40분 반응시켜 ABC
method를 이용하여 Fast Red로 발색시켜 JEV 발현부위가 붉은색으로 확인됨
가. 조직시료: 말 뇌 조직으로 일본뇌염바이러스가 PCR로 검출되었으며 비화농성 뇌염 조직
병리소견이 관찰된 시료

3. 표준기술활용사항
1) 동물질병 표준진단요령(농림축산검역본부 예규 제93호, 2015.12.30.) 말 질병에 일본뇌염
항목을 신설하여 일본뇌염바이러스 면역조직화학염색법을 추가하여 정밀진단에 활용
하고자 함

4. 말 일본뇌염바이러스 면역조직화학염색법
1) 실험 재료
가. 포르말린 고정 파라핀 포매조직(말 뇌조직): PCR 검사결과 일본뇌염바이러스가 검출
되었으며, 조직병리 검사결과 비화농성 뇌염이 관찰된 시료
나. 1차 항체: Rabbit anti-JEV Ab (GeneTex, GTX125867, Lot No. 40856)
다. 2차 항체: Universal secondary Ab (Ventana, 760-4205)
라. 항체 희석액: Antibody diluent with background reducing components
(Dako, S3022)
마. 발색제: RedMap kit (Ventana, 760-123)
※ Alkaline phosphatase-conjugated streptavidin 및 Fast Red가 포함된 k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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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험 방법
가. 파라핀 포매조직(뇌)을 3㎛ 두께로 자른 section을 탈파라핀
나. Tris buffer(pH7.6)로 세척
다. proteinase K로 37℃에서 12분 반응시켜 항원을 복원
라. Tris buffer(pH7.6)로 세척
마. 1차 항체를 항체 희석액에 1:500으로 희석시킨 후 37℃에서 40분 반응
바. Tris buffer(pH7.6)로 세척
사. 2차 항체로 37℃에서 12분 반응
아. Tris buffer(pH7.6)로 세척
자. Alkaline phosphatase-conjugated streptavidin로 37℃에서 16분 반응
차. Tris buffer(pH7.6)로 세척
카. Fast Red로 37℃에서 8분 반응
타. Tris buffer(pH7.6)로 세척
파. Hematoxylin으로 4분 대조염색
하. Tris buffer(pH7.6)로 세척
갸. 탈수 후 커버슬라이드로 덮음

5. 실험 결과
1) 양성 슬라이드(A, B)에서 일본뇌염바이러스 발현부위가 신경세포(A) 및 신경아교 세포(B)
에서 붉은색으로 발색된 반면, 1차 항체를 반응시키지 않은 음성 슬라이드(C, D)에서는 발색되지
않음

그림. 일본뇌염바이러스 면역염색 결과(A,B: 양성슬라이드, C,D: 음성슬라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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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허피스바이러스 타입 1형 및 4형의 감별진단 시간유전자진단법

1. 현황 및 문제점
◦ 말 허피스바이러스(EHV; Equine herpesvirus)는 상부 호흡기도에 병변을 일으키는 비강
폐렴의 원인체이며 특히, 임신마에서 유산을 유발하는 급성 바이러스성 전염병으로서
말 사육 농가에 많은 피해를 주고 있음
- 말 비강폐렴(Eqhine Rhinopneumonitis)은 주로 EHV 1형과 4형 감염으로 발생됨
◦ EHV 감염증은 세계동물보건기구(OIE)에서 국가간 질병 유입 및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철저한
검역을 요구하는 OIE 등재 질병임
◦ 국내에서는 1981년 최초 EHV 감염증 발생보고가 있으며, EHV-4 역시 국내 분리보고된 바
있음
◦ 검역본부에서 생산·보급하는 말 바이러스성질병의 진단액은 주로 외래질병에 대한 항체
진단키트 위주이며, 국내 발생 질병의 진단액 보급은 미진한 실정으로 개선이 필요함
◦ 현재 국내의 경우 허피스바이러스 1형과 4형을 검출하기 위하여 nested PCR법 (동물질병
표준진단요령, 농림축산검역본부 예규 제 142호, 17.12.29)을 사용 중에 있어 검출하는 데
많은 시간에 소요되고 PCR 수행시 실험 상 오염의 위험이 있음
◦ 다양한 증상을 유발하는 EHV 감염증의 국내 발생현황을 조사하고, 일선 질병진단 기관에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항원진단법(Real- time PCR)의 개발 및 보급이 요구됨

2. 연구성과내용
◦실시간유전자 진단을 위한 Primer 및 probe 선정
- glycoprotein 부위에서 염기서열 정보를 수집 분석하여 바이러스 특이적 primer 및
probe 선정함
표1. 동시 감별진단용 primer/probe 선정
primer/probe

sequence

EHV-1 Forward

GGGGATCGCCAGCTTTTTC

EHV-1 Reverse

GAGAACGAGCGTTCCCACG

EHV1gB/probe

{FAM}CCTCCCCCACTTTACCCAGGCCC{BHQ1}

EHV-4 Forward

CGGCAAGGGTTTTGGGA

EHV-4 Reverse

GCACGTGTTGCTGTCCGAG

EHV4gB/probe

{VIC}TTATAGCCATAACACATTGTGTA{MG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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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ze
(bp)
64

104

◦실시간유전자진단법의 민감도 및 특이도 평가
- EHV-1과 EHV-4의 당단백질 부위를 증폭한 후 1.0 X 106 copy/ul 부터 1.0 X 100
copy/ul 까지 10배 단위로 희석하여 검출한계를 측정한 결과 각각 1.0 x 100 copy/㎕
까지 가능함을 확인함
표2. 실시간유전자진단법의 민감도 평가
No.

Copies/㎕

1

Ct value
EHV-1

EHV-4

106

17.02

18.28

2

105

20.15

21.47

3

4

10

23.39

24.72

4

103

26.69

27.93

5

102

29.98

31.31

6

1

33.64

34.95

10

- 특이도를 확인하기 위해 EHV-2, Bovine herpesvirus 등 호흡기 질병을 일으킬 수 있는
바이러스 포함 미생물들의 핵산을 이용하여 동일조건에서 검사를 실시하고 교차 반응여부를
확인한 결과, 말 허피스바이러스 양성대조를 제외하고는 다른 유전체에서는 모두 검출되지
않아 교차반응이 없음을 확인
표3. 특이도 확인을 위해 사용한 미생물 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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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별 호환성 평가
- 평가 장비
: AB7500 (Applied Biosystems), CFX96 (Bio-rad), Mx3005P (Agilgent), LC480 (Roche)
표4. 장비별 호환성 비교평가
Copies/ul
6

10
105
104
103
102
101

AB7500
17.02
20.15
23.39
26.69
29.98
33.64

EHV-1 (FAM)
CFX96
Mx3005P
17.11
17.02
19.99
20.18
23.09
23.52
26.28
26.85
29.70
29.92
32.47
32.59

LC480
17.46
20.69
23.92
27.32
30.47
33.47

AB7500
18.28
21.47
24.72
27.93
31.31
34.95

EHV-4 (VIC)
CFX96
Mx3005P
17.97
18.02
21.02
21.27
24.13
24.51
27.31
27.64
30.67
31.06
33.32
34.41

LC480
18.14
21.44
24.62
28.13
31.16
33.95

◦야외샘플을 이용한 nested PCR법과의 비교 평가
- 2016년~2019년간 병성감정으로 의뢰된 말 샘플을 대상으로 nested PCR과 비교하여
100% 민감도, 특이도를 확인함 (추가예정)
표9. 동물질병표준진단요령과 유효성 비교평가

유산태아
전혈
비강스왑
합계

EHV-1
nested PCR
realtime (QIA)
양성
음성
양성
음성
5/55
50/55
5/55
50/55
0/107
107/107
0/107
107/107
0/67
67/67
0/67
67/67
5/229
224/229
5/229
224/229

nested
양성
0/55
2/107
5/67
7/229

EHV-4
PCR
realtime
음성
양성
55/55
5/55
105/107
2/107
62/67
5/67
222/229
7/229

(QIA)
음성
50/55
105/107
62/67
222/229

◦ OIE real-time PCR 및 nested PCR 민감도 비교평가
: 개발 진단법 (APQA realtime PCR) 은 기존 진단법과 동등한 민감도를 나타내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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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표준기술활용사항
◦말 가검시료에서 말 허피스바이러스 1형 및 4형을 동시 감별진단이 가능한 실시간
유전자 진단법을 확립하여 진단에 활용
◦현재 동물질병표준진단요령 (농림축산검역본부 예규 제142호)에는 nested PCR법에 등재
되어있어 말허피스바이러스 1형 및 4형 실시간유전자진단법 추가OIE에 등재 된 진단법과
병행하여 사용 가능도록 함

4. 기대효과
◦ 본 기술은 기존의 nested PCR법의 긴 검출시간, 오염 위험성 등의 단점을 극복하고,
말 허피스바이러스 1형 및 4형을 동시 감별진단이 가능케 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진단을
함으로써 현장 방역관리에 용이 할 것을 기대됨

[붙임 1] 진단 매뉴얼
1. 검사시료 준비
(1) 검사에 이용 가능한 시료는 말의 조직, 혈액 및 세포 배양액 등이 있음
2. 바이러스 유전자의 추출
(1) 시중에 판매 중인 유전자 추출키트를 이용하여 시료 종류에 적합하게 DNA를 추출하며,
조직시료의 경우 10% 유제약을 이용하여 추출함
(2) 추출한 유전자의 5ul 를 검사에 이용함
3. 검사방법
(1) Premix에 추출한 유전자를 5ul 를 넣고 아래의 조건으로 realtime PCR 수행한다
Temp (℃)

Time

Cycle

50

2min

1

95

10min

1

95

15sec

60

1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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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로도코커스 이콰이(Rhodococcus equi) 분리 및 동정기법

1. 현황 및 문제점
◦ Rhodococcus equi는 대식세포에서 증식하는 세포내 기생세균으로 그람양성 호기균이며
운동성이 없고 배양조건에 따라 다양한 형태를 가짐
◦ R. equi가 가진 large virulence plasmid (80-90 kb)에는 망아지의 병원성에 매우
중요한 Vaps (virulence-associated proteins)*를 encoding하는 PAI (pathogenicity
island, 27 kb)를 포함. 그중에서 VapA는 대식세포 내에서 R. equi 증식에 필수
* 6 full-length Vap genes (A, C, D, E, G, H), 3 truncated Vap pseudogenes (F, I, X)
* VapB를 발현하는 79-100 kb의 plasmid도 존재하나 망아지 질병과 관련은 없음

◦ 주로 6개월령 미만의 망아지에서 폐농양 및 화농성 림프절염을 동반한 만성 화농육아
종성 기관지폐렴
◦ 설사증상을 동반한 궤양성 장염 및 장간막 림프절염을 유발하며 종종 성마에서도 감염
원이 되기도 함
◦ 말 뿐만 아니라 고양이, 개, 염소, 소, 돼지 등 다양한 동물종에서 분리되지만 임상증
상을 일으키는 경우는 거의 없음
◦ 인수공통전염성 원인체로 면역력이 저하된 사람(특히 HIV-ADIS 환자)에서 기회감염을
일으키는 중요한 병원체
◦ 망아지에서 감염은 주로 흡입을 통해 이루어지며, 경구감염 및 창상감염도 가능
◦ R. equi 감염에 의한 폐렴 징후가 있는 망아지의 폐사율은 30%에 이름
◦ 감염시 전파력이 느리기 때문에 초기 임상증상을 발견하기 힘들어 만성감염인 경우에도
증상이 갑자기 나타나 신속진단이 어려움
◦ 호흡기증상 및 고열로 인한 망아지 폐사에 따른 경제적 손실을 줄이기 위해 R. equi
감염을 조기 진단할 수 있는 표준기술 확립이 필요

2. 연구성과 내용
가. 로도코커스 이콰이 (Rhodococcus equi) 분리기법 확립
1) 분리 대상 시료
◦ 폐, 기관지삼출물(tracheobronchial aspirate), 비강swab, 림프절, 복막액, 농양, 분변
- 시료는 가능한 무균적으로 채취
- 시료 운송은 반드시 냉장상태로 하며, 채취 후 최대한 신속히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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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균분리 방법
◦ 폐 병변 부위의 표면을 소독하고 환부와 정상 경계 부위 절개 후 멸균된 면봉
등을 이용하여 절개부위를 swab한 후에 혈액배지 및 MacConkey 배지에 접종
◦ 37℃에서 48시간 동안 호기 배양
◦ 집락의 특성
- 그람염색: 그람양성, 다형태성 구간균(pleomorphic coccobacillus)
- 혈액배지에서 ① 24시간 배양시 1-2mm의 작은 집락을 형성하나 고유한 특징은

보이지 않음, ② 48시간 배양시 2-4mm의 점성이 있는 다양한 모양의 집락 형성,
③ 4일 이상 배양시 특징적인 salmon-pink색을 나타냄
- MacConkey 배지에서는 자라지 않음
- 생화학적 특성: 비운동성, nitrate reduction 양성, catalase 양성, urease 양성,

gelatinase 음성, cytochrome c oxidase 음성
3) 유전자 검사법 및 MALDI-TOF 등을 이용하여 균동정
(※ VITEKⓇ2 이용시 R. equi에 대한 데이터가 없어 동정 불가)

Sheep blood agar

MacConkey agar

(점성이 있는 다양한 모양의 집락)

(자라지 않음)

그림. 37°C에서 48시간동안 호기배양한 Rhodococcus equi 집락 모양

나. 로도코커스 이콰이 (Rhodococcus equi) 유전자 검사법
1) 검사재료: 분리된 R. equi 집락 또는 병변 조직에서 추출한 DNA
2) 유전자검사법: 균 동정 및 병원성 인자 확인을 위한 유전자검사법 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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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S rRNA PCR
Target gene

16S rRNA
PCR condition
Reference

Sequences
F : 5'-GGTCTAATACCGGATATGAGCTCCTGTC-3'
R : 5'-CGCAAGCTTGGGGTTGAGCCCCAA-3'

Product Size
450bp

95°C 15분 → 35 cycles (94°C 30초, 64°C 30초, 72°C 1분) → 72°C 10분
Bell KS 등, Lett Appl Microbiol., 1996, 23(2):72-4

◦ vapA PCR
Target gene

vapA
PCR condition
Reference

Sequences
F : 5'-GACTCTTCACAAGACGGT-3'
R : 5'-TAGGCGTTGTGCCAGCTA-3'

Product Size
564bp

96°C 3분 → 35 cycles (96°C 30초, 59°C 30초, 65°C 1분) → 65°C 10분
Halbert ND 등, Am J Vet Res. 2005, 66(8):1380-5

Rhodococcus equi (16S rRNA) PCR 결과

Rhodococcus equi (vapA) PCR 결과

3) 유전자 진단법 민감도 확인 결과

<Rhodococcus equi PCR 민감도>

Rhodococcus equi 표준균주를 확보하여 분석적 민감도를 측정한 결과 최소 검출한계는 1 x 104 CFU/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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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유전자 진단법 특이도 확인 결과

<Rhodococcus equi PCR 특이도>
말에서 호흡기 및 소화기질병을 일으키는 원인체를 대상으로 한 특이도 검사 결과 교차반응 없음

3. 표준기술활용사항
◦ 말의 폐 등 가검물에서 로도코커스 이콰이 분리 및 동정기법 확립
- 분리시료의 선택 : 폐, 기관지삼출물, 비강swab, 림프절, 복막액, 농양, 분변 등
- 24시간 배양 시 특징적인 집락을 형성하지 않으므로 48시간 이상 호기 배양 필수
- R. equi 의심 집락 또는 병변 조직에서 DNA를 추출하여 PCR 실시
◦ 동물질병 표준진단요령(농림축산검역검사본부 예규 제142호)에「로도코커스 이콰이
(Rhodococcus equi) 분리 및 동정기법」을 등재하여 표준기술로 활용

4. 기대효과
◦ 로도코커스 이콰이(Rhodococcus equi)에 대한 정밀진단법 기술제공으로 신속하고
정확한 진단을 통해 축산농가 피해 감소

[ 붙임 ] : 로도코커스 이콰이(Rhodococcus equi) 분리 및 동정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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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도코커스 이콰이(Rhodococcus equi) 분리 및 동정기법

1. 분리재료 : 폐, 기관지삼출물, 비강swab, 림프절, 복막액, 농양, 분변 등
2. 사용배지 : 혈액배지, MacConkey 배지(감별용도)
3. 세균분리 방법
가. 폐 병변부 표면을 소독하고 환부와 정상부 경계 절개
나. 백금이 등을 이용하여 절개부위를 swab한 후 혈액배지 및 MacConkey 배지에 접종
다. 37℃에서 48시간 동안 배양
라. 집락의 특성
1) 혈액배지 상에서 ① 24시간 배양시 1-2mm 집락 형성, ② 48시간 배양시
2-4mm의 점성이 있는 다양한 모양의 집락 형성, ③ 4일 이상 배양시
salmon-pink색을 나타냄
2) MacConkey 배지에서는 자라지 않음
4. 동정 및 확인 방법
가. 그람염색 : 그람양성, 다형태성 구간균(pleomorphic coccobacillus)
나. 생화학적 특성 : 비운동성, nitrate reduction 양성, catalase 양성, urease 양성,
gelatinase 음성, cytochrome c oxidase 음성
다. 유전자 검사법 및 MALDI-TOF 등을 이용하여 균동정
(※ VITEKⓇ2 이용시 R. equi에 대한 데이터가 없어 동정 불가)

Sheep blood agar
(점성이 있는 다양한 모양의 집락)

MacConkey agar
(자라지 않음)

그림. 37°C에서 48시간동안 호기배양한 Rhodococcus equi 집락 모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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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유전자검사
가. 검사재료 : 분리된 R. equi 집락 또는 병변 조직에서 추출한 DNA
나. DNA 추출법: Boiling method 또는 시판 키트 사용
다. Polymerase Chain Reaction
1) 16S rRNA PCR
Target gene

16S rRNA
PCR condition
Reference

Sequences

Product Size

F : 5'-GGTCTAATACCGGATATGAGCTCCTGTC-3'
R : 5'-CGCAAGCTTGGGGTTGAGCCCCAA-3'

450bp

95°C 15분 → 35 cycles (94°C 30초, 64°C 30초, 72°C 1분) → 72°C 10분
Bell KS 등, Lett Appl Microbiol., 1996, 23(2):72-4

2) vapA PCR
Target gene

vapA
PCR condition
Reference

Sequences
F : 5'-GACTCTTCACAAGACGGT-3'
R : 5'-TAGGCGTTGTGCCAGCTA-3'

Product Size
564bp

96°C 3분 → 35 cycles (96°C 30초, 59°C 30초, 65°C 1분) → 65°C 10분
Halbert ND 등, Am J Vet Res. 2005, 66(8):1380-5

라. PCR 결과 판독

Rhodococcus equi (16S rRNA) PCR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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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hodococcus equi (vapA) PCR 결과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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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견병 항체검사를 위한 표준혈청중화시험법

1. 현황
1) 광견병 발생 감소 및 근절을 위하여 주요 발생 동물인 개, 소에 대한 철저한 예방접종과
국내 광견병 전파 매개동물인 너구리에 대한 효율적인 미끼예방약 적용이 중요하며, 백신
접종에 의한 면역 형성 및 수준을 주기적으로 정확히 조사하여 방역 대책에 활용하여야 함
2) 현재 광견병 발생 근절을 위하여 광견병 발생지역에서 사육되고 있는 개, 소에 대하여 매년
지속적으로 무작위 채혈에 의한 항체검사를 실시하고 있음
3) 국가간 이동하는 애완동물(개, 고양이)은 광견병 전파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수적으로 공인된
검사기관에서 광견병 항체검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백신 접종에 의한
방어항체 형성 유무를 검사하기 위해서는 국제적으로 바이러스 중화시험에 의한 중화항체가
수준을 검사하는 것이 원칙임
4) 현재 OIE 매뉴얼에 등재되어 있는 표준중화시험으로는 중화시험후 바이러스 중화 유무를
형광물질 표식 항체로 검출하는 형광항체바이러스중화시험(fluorescent antibody virus
neutralization test, FAVNT)과 신속형광바이러스억제시험(rapid fluorescent focus
inhibition test, RFFIT)이 있음
5) 검역원에서도 표준중화시험법을 확립하고 공식적으로 OIE로부터 광견병 항체검사기관으로
인증 받음에 따라 이러한 시험법을 이용한 검사가 방역사업과 국제간 동물 이동시 이용되고
있음

2. 표준기술 내용
1) OIE 표준 항혈청을 이용한 표준혈청중화시험법(FAVNT) 확립
가. 표준시험법(FAVNT)에 이용되는 표준주(CVS-11)와 세포주(BHK-21)를 Rabies Reference
Lab.인 AFSSA Nancy로부터 분양받음
나. CVS-11의 BHK-21에서의 증식은 양호하며(107 TCID50/ml), 염기서열분석 결과 특이한
변이가 없고, BHK-21의 최적 배양 조건을 확립함(계대시 0.5× trypsin 10분간 처리,
전체 세포중 20%만 계대, 계대 기간은 3일)
다. OIE 표준 항혈청을 이용한 중화시험법과 역가 산출법을 확립함
라. OIE 표준 항혈청(개 혈청, 6.7 IU/ml)과 동등한 역가의 개혈청, 사람혈청 및 단크론
항체를 제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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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표준혈청중화시험법(FAVNT) 개요
시험 단계

시험 방법

비고

혈청 희석배수(반복수)

3진 희석(4줄 반복)

표준혈청도 동일 희석

바이러스(역가)

CVS-11(100TCID50/50ul)

2일 배양된 CVS-11

중화시간

1시간

세포(세포수)

BHK-21(2×104/50ul)

응집이 없는 3일 배양세포

배양시간

48시간

37℃, 5% CO2

고정(시간)

80% 아세톤(10분)

건조후 고정(PBS 세척은 생략)

바이러스확인(염색)

형광물질 부착 광견병 뉴클레오단백질 특이
단크론 항체

단크론 항체 반응은 형광물질 부착
항마우스항체 반응도 가능

역가 계산

각 혈청 역가의 D50(median dose)을 산출한
후 표준혈청역가의 상대 역가로 계산

D50은 Spearman-Kärber 공식이나
neoprobit graphic 방법을 이용

판정

0.5 IU/ml이상

역가 미달인 개체는 백신 재접종

그림 1. 바이러스 감염 세포 염색 사진
표 2. 국내 제작 표준 혈청
제작 항혈청

기원

상태

최종 역가(IU/ml)

개 혈청

백신 접종 고역가 개혈청

비정제

10.2

사람 혈청

사람 치료용 면역혈청

정제

6.0

단크론 항체

중화능이 있는 마우스 항체

정제

4.6

2) 표준시험법에 대한 국제 인증 획득
가. 광견병 항체검사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하여 OIE 광견병 표준 실험실인 프랑스 AFSSA
Nancy에서 엄격한 테스트를 거쳐 국제공인기관을 인증하고 있으며, 검역원에서는 본
표준중화시험법에 대한 인증을 획득함
나. 광견병 혈청검사 국제 인증관련 연례 능력시험에서 표준혈청중화시험법을 이용하여 능력
시험에 통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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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l-time RT-PCR을 이용한 광견병 항원검사법

1. 현황
1) 광견병은 동물뿐만아니라 사람에게 감염되어 증상이 나타나면 거의 대부분 폐사 혹은 사망에
이르게 하는 고위험성 인수공통전염병임
2) 광견병 감염이 의심되는 야생동물이나 개로부터 교상을 입은 사람은 24시간이내 백신 및
면역혈청 처치를 받아야 하며, 특히 교상 유발 동물에 대한 신속한 광견병 검사가 필수적으로
동반되어야 함
3) 현행 광견병 진단을 위해서는 동물에 대한 부검후 뇌조직에 대한 형광항체검사법(Fluorescent
antibody test, FAT)이 표준검사법이며, 이외에 마우스나 신경세포에서 바이러스를 분리
하는 시험법 및 유전자 검사법등이 이용되고 있음
4) FAT는 부검후 약 3-4시간내에 검사가 가능하지만, 신선한 뇌조직에서만 가능하며, 바이러스
분리법은 장기간의 검사시간이 소요되므로 교상관련 시료에 대한 신속한 검사가 필요한 경우
부적합함
5) RT-PCR이나 Real-time RT-PCR를 이용한 광견병 진단은 검사기간이 짧고 부패한 뇌조직
에서도 바이러스 유전자를 검출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며, 특히 Real-time RT-PCR은 일반
RT-PCR보다 검사시간을 절약할 수 있고, 감염 바이러스를 정량적으로 검출할 수 있으므로,
다양한 질병의 진단 및 연구에 이용되고 있음

2. 표준기술 내용
1) 광견병바이러스 특이 primer 및 probe 작성
가. 1998년부터 2009년 국내에서 발생한 광견병 양성 시료(21점)에 대한 바이러스 염기서열을
분석하였고, ORF중 가장 안정적인 nucleoprotein gene에 대해 국내분리주간 변이가
적은 유전자 부위를 검출할 수 있는 primer와 probe(5종)을 제작함
나. 각각의 primer와 probe에 대한 비교 실험 결과, 가장 효율이 좋은 primer와 probe를
선발하여 최적 반응 조건을 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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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광견병 Real-time RT-PCR용 primer 및 probe
Primer
& Probe

Name

Sequence (5' to 3')

Nucleotide
location

Forward

N5F

GRAATTGGGCTTTGACTGGA

353

Reverse

N5R

AAAGGGGCTGTCTCGAAAAT

533

Probe

N5pb

FAM-TATAGGCTGAGCAAAATATCGGGG-TAMRA

441

Length
(bps)
187

2) Real-time RT-PCR의 검출한계 및 특이도 확인
가. 선발된 primer를 이용하여 광견병바이러스 cRNA를 합성하고, 그 농도를 기준으로 copy
수를 계산한 후 희석 RNA로 검출한계를 조사한 결과 100 copy수까지의 검출감도를 보임
나. 시험법에 대한 특이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개디스템퍼바이러스등 23종의 다른 바이러스에
대한 비특이반응 유무를 확인한 결과 전부 음성으로 확인됨
40
35

y = -3.3826x + 40.714
2
R = 0.9989

Ct value

30
25
20
15
10
5
0
0

2

4

6

8

10

Copy No. (Log)

그림 1) 광견병바이러스에 대한 Real-time RT-PCR의 검출한계

3) 야외 시료를 이용한 Real-time RT-PCR의 진단 효율성 확인
가. 너구리, 개, 소, 고양이 뇌조직 시료(488점)에 대한 Real-time RT-PCR과 FAT 검사
결과를 비교한 결과, 444개 음성시료에 대한 비특이반응은 관찰되지 않았으며, FAT에서
양성인 시료(42개) 모두 Real-time RT-PCR에서 양성 반응을 보였고, FAT 음성인 너구리
시료 2개에서 Real-time RT-PCR 양성반응을 확인하였으며, 이것은 FAT에 사용된
시료가 신선하지 않은 이유에 따른 결과로 추측됨
나. 양성시료에 대한 Ct값을 확인한 결과 대부분의 시료에서 10~20 cycle에서 증폭 신호가
관찰됨에 따라 이 시험법의 검출감도로 충분히 야외 감염축을 검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표 2. 야외 뇌조직 시료를 이용한 Real-time RT-PCR과 FAT 시험 결과 비교
너구리
개
소
고양이
합계

시료수
33
121
329
5
488

FAT 양성
15
11
16
0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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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l-time RT-PCR 양성
17
11
16
0
44

개브루셀라병 방역요령 현장 활용

1. 현황 및 문제점
◦ 국내 반려견 시장의 성장과 함께 개 사육규모도 늘고 있어 개에서 발생하는 브루셀라병도
관심을 가지고 다루어야할 질병으로 대두되고 있음.
◦ 개브루셀라병은 수컷에서 생식기 질환을 일으키고 암컷에서 번식장애, 유량감소 및 임신
후기 유산(임신 40-57일 사이) 등 생산성을 저하시켜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야기하는
질병임.
◦ 개브루셀라병은 사람에도 전파될 수 있는 인수공통전염병으로 가축전염병예방법상 제2종
가축전염병이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제 3군 법정감염병으로 분류되어
있음.
◦ 개브루셀라병이 국내 개 번식농장 등에 지속적으로 문제를 일으키고 있으나 이에 대한
방역요령이 명확하지 않은 실정임.

2. 연구성과
◦ 반려견, 유기견, 번식견에서 채취한 시료에 대해 개브루셀라병을 진단하였으며 진단법으로는
딥스틱검사, RSAT, 2ME-RSAT, 세균배양검사를 이용함.
◦ 국내 각 지역의 반려견, 유기견, 번식견 등에서 개브루셀라병 양성 개체들을 검출하였으며
개브루셀라병에 의한 피해사실 및 전파사실 확인.
◦ 발생상황 조사 결과
- 반려견 1807두 중 양성 16두 (0.9%), 의양성 131두 (7.2%) 검출
- 유기견 768두 중 양성 21두 (2.7%), 의양성 93두 (12.1%) 검출
- 번식견 1950두 중 양성 275두 (14.1%), 의양성 272두 (13.9%) 검출
◦ 예방 및 방역요령 표준화를 위한 지침 작성
- 질병 발생 의심시 신고 방법
- 의심축(유․사산) 발생시 대처요령
- 질병진단 의뢰방법
- 농장의 청소, 세척 및 소독 요령
- 양성축과 접촉한 사람의 예방 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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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브루셀라병의 특성 및 농가 방역요령, 방역기관의 조치사항, 소독 및 치료방법 등에
대해 기술하여 개 브루셀라병에 대한 정보 제공과 함께 보다 효과적인 방역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3. 표준기술 활용사항
◦ 개브루셀라병 방역요령 책자 발간을 통해 개 브루셀라병에 대한 적절한 방역요령을 제시
하여 이에 대한 피해를 감소시키고자 함.

4. 기대효과
◦ 개브루셀라병에 대한 정보 제공과 체계적인 방역방법을 제공함으로서 개 브루셀라병의
전파를 막아 국내 개 번식농장 등에 피해가 감소될 것으로 기대됨.
◦ 개브루셀라병 발생 최소화로 반려동물 산업의 활성화를 자져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 붙임 ] : 개브루셀라병 방역요령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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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브루셀라병 방역요령
Ⅰ. 개브루셀라병이란?

Ⅳ. 개브루셀라병 예방요령

1. 개브루셀라병은

1. 소독

2. 국내·외 개브루셀라병 발생상황

2. 예방

3. 병원체의 특성

3. 치료방법

4. 질병 발생기전
5. 질병 전파방법

Ⅴ. 개브루셀라병 진단방법

6. 임상증상

1. 개브루셀라병의 진단

7. 육안 및 병리조직 소견

2. 항체검사

8. 사람 및 다른 가축의 브루셀라병

① 면역크로마토그래피법
② 신속평판응집반응법
③ 시험관응집반응법

Ⅱ. 개브루셀라병 발생 및 의심시

④ 면역확산반응법

사육시설 방역요령

⑤ 효소면역측정법

1. 질병 발생 의심시 신고 방법

3. 세균검사

2. 의심축(유사산) 발생시 대처요령

① 균분리

3. 질병진단 의뢰

② 유전자 검사

4. 사육시설 청소·세척 및 소독 요령

③ 면역조직화학염색

5. 이동제한 기간 중 준수사항
6. 양성견과 접촉한 사람에 대한 처치요령

4. 진단방법의 비교
① 항체검사법
② 세균검사법

Ⅲ. 개브루셀라병 발생 및 의심시
방역기관 조치사항

Ⅵ. 부록

1. 발생 개체 및 동거축에 대한 이동 제한
2. 의심축 및 동거축 검사

1. 결핵병 및 브루셀라병 방역실시요령
2. 개 및 고양이의 안락사 방법

3. 발생개체 안락사

3. 동물방역기관 연락처

4. 폐사체 처리 요령
5. 안락사 가축의 보상금 지급
6. 역학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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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ucella canis 면역조직화학염색법

1. 실험재료
1) 조직: 포르말린 고정 파라핀 포매조직(유산 모견의 태반)
2) 시약
가. 1차 항체: polyclonal rabbit antiserum (농림축산검역본부 세균질병과 제작)
나. 2차 항체: Dako real envision(HPR Rabbit/mouse, Dako, K5007)
다. 발색제: DAB (Dako, 5007)

2. 실험방법
1) 태반 파라핀 조직을 4㎛로 절편, silane 코팅 슬라이드에 부착
2) 탈파라핀, 함수과정
3) PBS로 수세(5분*3회)
4) protease Ⅰ으로 37℃에서 10분 반응시켜 항원복원
5) PBS로 수세(5분*3회)
6) 3% H2O2로 37℃에서 10분 반응
7) PBS로 세정(5분*3회)
8) 토끼항혈청을 희석액에 1:100으로 희석시킨 후 37℃에서 32분 반응
9) PBS로 세정(5분*3회)
10) 2차 항체로 37℃에서 12분 반응
11) PBS로 세정(5분*3회)
12) DAB로 37℃에서 8분 반응
13) PBS로 세정(5분*3회)
14) Hematoxylin으로 4분 대조염색
15) 흐르는 물에 수세
16) 탈수 후 커버슬라이드로 덮음

3. 실험결과
◦ 태반의 영양막 세포 내에서 세균이 진한 갈색으로 염색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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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바이러스성질병 동시 감별 유전자 진단법

1. 현황
1) 국내 동물 질병에 대한 진단법 개발 연구는 산업동물에 집중되어 있고, 개와 고양이 등의
반려동물에 대한 진단 연구는 체계적으로 수행되지 못함
2) 전국 시·도 병성감정기관에서 반려동물에 대한 표준 진단법, 특히 바이러스성 질병에 대한
항원검사법의 보급 필요성을 제기함(전국방역예찰협의회)
3) 개 질병은 대부분 법정전염병이 아니므로 진단 체계, 진단 방법 및 진단액(킷트) 공급 등이
취약함
4) 반려동물은 사람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사람에게도 질병 전파의 위험성이 상시 존재하나
이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미흡함
5) 개과 및 고양이과 등 반려동물에 대한 질병진단은 일선 동물병원에 대부분 실시하고 있어
국가 방역상 중요한 질병 발생시 빠른 대처가 어려움
6) 개는 단일 바이러스감염보다는 복합감염에 의해 증상발현 및 피해가 심하므로 다종의
바이러스를 동시에 검사할 수 있는 진단법 표준화 및 보급이 필요함

2. 표준기술 내용
1) 개 증상별 Multiplex (RT)-PCR용 primer 제작 및 선발
가. 개 증상별로 3종의 바이러스가 포함된 Multiplex (RT)-PCR을 개발하기 위해 각 바이
러스별로 3∼4종의 primer를 제작하고, 감도가 우수하고 비특이 반응이 없는 primer
1종씩을 최종 선발함
표 1. 개 바이러스성질병에 대한 3종 Multiplex (RT)-PCR의 최적 primer
Multiplex
(RT)-PCR set

Virus
CHV

호흡기 바이러스
(DNA)
CAV1,2

Primer
CACGATCGTGTACCTATAGGTGTTC
ACTGCAGTATGAGCACCATCTCGTA
CGCGCTGAACATTACTACCTTGTC
CCTAGAGCACTTCGTGTCCGCT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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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size(bp)

Target
gene

369

gB

CAV1: 508
CAV2: 1,030

E3

Multiplex
(RT)-PCR set

Virus
CPIV

호흡기 바이러스
(RNA)

CIV

CRCoV

CPV
소화기 바이러스
(DNA+RNA)

CDV

CCoV

Primer

Product
size(bp)

Target
gene

333

F

243

M

145

VP2

257

VP2

429

P

300

S

TAGGCCTACAATTGACTCGCCGAT
CAGTACTGCCGTTCCTAGTGATTG
GTCTCGAGACTTGAAGATGTCTTTGC
AAACGTTTTTCATGCCTGATTAGTGG
TAATGGCACCAGATTTGTCAC
ATTCATATGTACCAATGTCCTTGAG
GCTGAAGGAGGTACTAACTTTGG
CTACCAAATGCATATCTTGGATC
TTAATTGAGCTCATGTTTATGATCACAGCGGTG
TTAATTACTAGTATTGGGTTGCACCACTTGTC
AAATGCAGCACCAAATGGC
ATATAGTCAGGTATAATACTAGGC

* CHV(canine herpesvirus), CAV 1,2(canine adenovirus type 1,2), CPIV5(canine parainfluenza virus 5),
CIV(canine influenza virus), CRCoV(canine respiratory coronavirus), CPV(canine parvovirus), CDV(canine
distemper virus), CCoV(canine coronavirus)

2) 3종 Multiplex (RT)-PCR의 최적 증폭 온도 및 primer 농도 설정
가. 3종의 Multiplex (RT)-PCR의 증폭 조건중 annealing 온도는 56℃로 통일하였고, 각
바이러스별로 최적 primer 농도를 설정함
표 2. 3종 Multiplex (RT)-PCR의 최적 증폭 온도 및 primer 농도
Multiplex (RT)-PCR set

호흡기 바이러스(DNA)
PCR

호흡기 바이러스(RNA)
RT-PCR

소화기 바이러스(DNA+RNA)
RT-PCR

Virus

Primer Conc.
(pmol/ul)

(RT)-PCR
Conditions

CHV

10

94℃(5m),

CAV1

10

CAV2

10

72℃(5m)

CPIV

2.5

45℃(30m), 94℃(5m)

CIV

15

CRCoV

15

72℃(5m)

CPV

2.5

45℃(30m), 94℃(5m)

CDV

2.5

CCoV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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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30s), 56℃(30s), 72℃(40s),
(40 cycles)

94℃(30s), 56℃(30s), 72℃(40s),
(40 cycles)

94℃(30s), 56℃(30s), 72℃(40s),
(40 cycles)
72℃(5m)

3) 3종 Multiplex (RT)-PCR의 검출한계 조사
가. 확립된 3종의 Multiplex (RT)-PCR의 검출 한계를 10진 단계 희석된 각 바이러스로
확인한 결과, 100.9∼102.8TCID50/ml로 조사되었으며, 복합감염 시 PCR의 경쟁에 의하여
CPV와 CCoV의 증폭산물 두께가 얇아지는 현상을 관측하였으나, single (RT)-PCR과
비교하여 민감도는 유지되는 것을 확인함
Multiplex
(RT)-PCR set
호흡기
바이러스
(DNA)
호흡기 바이러스
(RNA)
소화기
바이러스
(DNA+RNA)

검출한계
(TCID50/ml)

CHV

102.0

CAV1

102.2

CAV2

101.5

CPIV

102.8

CIV

102.5

CRCoV

-

CPV

100.9

CDV

101.5

CCoV

102.0

그림 1. 3종 Multiplex (RT)-PCR의 검출한계 조사 결과

4) 3종 Multiplex (RT)-PCR의 민감도 및 특이도 조사
가. 확립된 3종의 Multiplex (RT)-PCR과 개별 (RT)-PCR의 민감도 및 특이도를 각 바이러스
별로 양성 및 음성 야외시료를 적용하여 조사한 결과, 특이도에는 차이가 없었으며,
민감도는 CDV와 CCoV가 향상됨을 확인함
표 3. 야외 시료를 이용한 3종 Multiplex (RT)-PCR의 민감도 및 특이도 조사 결과
<호흡기 바이러스(DNA)>

<호흡기 바이러스(R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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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기 바이러스(DNA+RNA)>

‘동물질병 표준진단요령’에 ‘개디스템퍼’ 추가

1. 현황 및 문제점
◦ 개디스템퍼는 개의 주요 전신성 질병중의 하나임
◦ 시·도 및 민간 병성감정기관에서 개를 포함한 반려동물 진단체계 구축이 시급함

2. 연구성과 내용
◦ 현재까지 국내외에서 개발된 각종 진단방법을 정리하여 국내에서 활용하기 적당한 방
법으로 제작함
◦ 여러 가지 진단방법을 체계화하여 진단체계를 만듦

3. 표준기술 활용사항
□ 표준화된 진단을 위해 아래와 같은 목차로 진단요령을 작성함
◦ 개디스템퍼 진단체계
◦ 역학상황

◦ 임상증상

◦ 병리해부검사

◦ 병리조직검사

◦ 원인체 분리검사

◦ 항원검사

◦ 감별진단

4. 기대효과
◦ 검역본부는 물론 지자체, 민간, 대학 등 가축질병 진단기관에서 표준화된 방법으로
진단을 수행함으로서 일관된 진단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함

[ 붙임 ] : 개디스템퍼 표준진단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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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디스템퍼(canine distemper)

역학조사

임상검사

부 검

항원검사
(RT-PCR)

(+)

(-)

병리조직검사
(+)

양성

(-)

음성

음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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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역학상황
가. 원인체 : canine distemper virus (CDV) ; enveloped single-stranded negativesense RNA virus, Morbillivirus로 measles virus 및 rinderpest virus와 관련
있음, 높은 항원변이 및 다양한 바이러스주가 다양한 축종 감수성과 관련 있음
나. 개(12-16주령)에서 높은 전염성을 가지는 세계적으로 발생하는 전신성 바이러스성
질병임
다. 개, 여우, 늑대, 너구리와 같은 개과동물 뿐만 아니라 페렛, 밍크, 수달, 물개, 곰, 아
시아코끼리, 일본원숭이 등 다양한 축종에서 발생
바. 주요 감염경로는 에어로졸 비말 흡입 또는 감염동물과의 접촉임
마. 이 바이러스는 호흡기 림프조직에서 증식한 후, 세포성 viremia가 발생하여 전신 림
프절 감염을 일으키고 호흡기계 소화기계, 비뇨생식계, 중추신경계, 시신경에 감염됨

2. 임상증상
가. 발병 5일 정도에 발열, 침울, 식욕부진
나. 이때 감염개체의 면역체계가 방어를 못하면 전신성 감염(호흡기, 소화기, 중추신경
등)을 일으킴
다. 결막염, 기침, 구토, 설사
라. 신경증상은 감염부위에 따라 다양함 ; 간질성 발작, 사경, 보행실조, 하반신마비, 근
경련
라. 농포성 또는 과각화 피부병변
마. 치아결손, 유산

3. 병리해부검사
가. 가슴생 위축
나. 콧잔등 및 발바닥패드의 과각화
다. 2차 세균감염에 의한 기관지폐렴, 장염, 피부농포
라. 개디스템퍼에서 회복한 성견 치아의 표면이 고르지 못함

발바닥 패드 과각화

치아의 표면이 고르지 못함

*Infectous diseases of the dog and cat
(ELSEVIER 출판)에서 발췌

*Infectous diseases of the dog and cat
(ELSEVIER 출판)에서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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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병리조직검사
가. 림프절 : 림프구 괴사
나. 폐 : 기관지 내 호중구 침윤, 기관지상피세포 변성 및 괴사, 폐포강 내 괴사세포찌꺼기
및 단핵구 침윤, 폐포벽 비후(단핵구 침윤), 2형 폐포상피세포 증식, 합포체 세포 침윤,
봉입체는 기관지상피세포, 2형 폐포상피세포, 합포체 세포에서 자주 관찰됨
다. 뇌 : 신경세포 변성, 신경아교증, 비염증성 탈수초, 혈관주변 염증세포 침윤, 비화농성
뇌막염, 아교세포 핵 내 봉입체
라. 방광, 신장, 위 : 상피세포 내 봉입체
마. 치아 : 에나멜 상피세포의 괴사 및 변성
바. 눈 : 결막염, 각막염, 망막염, 시신경염
사. 피부 : 과각화, 상피층에 합포체 세포 침윤 및 봉입체, 2차세균 감염으로 화농성 염증

폐포벽 괴사에 의한 hyaline membrane 형성 및 탈수초(demyelination), 수초찌꺼기를 탐식하는
합포체 세포 핵 및 세포질 내 호산구성 봉입체
대식구(gitter cell) 침윤, 아교세포 핵 내 호산구성
봉입체
*Colour atlas of Animal pathology
(일본수의병리학회 출판)에서 발췌

*Colour atlas of Animal pathology
(일본수의병리학회 출판)에서 발췌

5. 원인체 분리검사
분리재료
환축의 결막, 비강, 순막, 편도 질의 등의 체액이나 림프, 폐, 장 조직 및 분변

세포주
Vero cell line

바이러스 분리 방법
1) Vero 세포를 계대 배양하여 70-90%의 monolayer가 형성되도록 한다.
2) 환축의 분리재료를 세포배양배지(DMEM) 혹은 PBS을 이용하여 10% 유제액을 만든다.
3) 유제액은 8,000rpm에서 10분 동안 원심분리 후 상청액을 0.45μm filter를 이용해
여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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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전날 배양한 A-72 세포 배양배지를 제거하고 PBS로 2번 세척한 후 유제 여과액을
접종한다.
5) 60-90분 동안 37℃, 5% CO2에서 반응시켜 바이러스가 흡착될 수 있도록 한다.
6) 접종액을 제거하고 2% FBS가 첨가된 DMEM를 첨가하여 37℃, 5% CO2에서
72-96시간동안 배양하면서 세포변성효과(Cytopathic effect, CPE)를 관찰한다.
7) CPE가 확인된 배양용기는 냉동(-70℃) 및 해동을 3회 반복하고, 8,000rpm에서 10분동안
원심분리한 후 상청액을 수거하여 냉동(-70℃) 보관한다.
8) CPE가 관찰되지 않으면 2회 이상 계대배양을 반복한다.

동정 및 확인 방법
1) 유전자 검사법, 특이항체를 이용한 염색 등을 통해 동정․확인할 수 있다.
2) 양성 컨트롤로 canine distemper ATCC No. VR-1578을 사용한다.

<Canine distempervirus의 vero에서의 세포변성효과>

6. 항원검사(RT-PCR)
개요
환축의 결막, 비강, 순막, 편도 질의 등의 체액이나 림프, 폐, 장 조직 및 분변에서
개디스템퍼바이러스의 polymerase cofactor protein을 코딩하는 유전자의 일부를
특이적으로 증폭하여 개디스템바이러스를 진단하는 검사방법이다.

검사시료 처리
1) 환축으로부터 얻은 가검물 시료를 조직배양배지나 PBS에 10%로 부유하여 유제한 다음
원심분리(3,000rpm, 10분)하여 그 상청액을 수거한다.
2) 상청액으로부터 RNA를 추출한다(시중에 판매중인 RNA extraction kit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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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방법
1) 추출된 RNA를 프라이머(reverse primer), 역전사효소(reverse transcriptase) 및 완충액
등과 혼합하여 cDNA를 합성한다.
2) cDNA를 중합효소, 특이 primer 및 완충액 등과 혼합하여 아래의 PCR 조건으로
반응시킨다.
3) PCR 검사의 유효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대조 RNA를 동일한 방법으로 첨가하여 반응시키되
대조 RNA로 인한 교차오염을 주의한다.

Primer 및 RT-PCR 조건
Target gene

Primer sequences(5' → 3')

P gene

CDVF : 5'-TTA ATT GAG CTC ATG TTT ATG ATC ACA GCG GTG-3'
CDVR : 5'-TTA ATT ACT AGT ATT GGG TTG CAC CAC TTG TC-3'

RT
PCR

Product size
426 bp

45℃, 30min ; 94℃, 5min
94℃, 5min, 40 cycles(94℃, 30sec, 56℃, 30sec, 72℃, 40sec) ; 72℃, 5min

결과판정
1) Ethidium bromide(EtBr)가 첨가된 1.5% Agarose gel에서 전기영동하여 257bp의
증폭 밴드를 확인한다.

M; 100bp DNA ladder, 1; 양성가검물, 2; 음성컨트롤, 3; 양성컨트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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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1) 양성 및 음성 대조군은 시료와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filter tip을 이용하여 가장
마지막에 첨가해 사용하고, 일단 tip이나 튜브가 다른 시약에 접촉하였을 경우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2) 반드시 실험자는 실험용 장갑을 착용하고 실험을 실시한다.

7. 감별진단
가. 렙토스피라증
나. 개전염성간염
다. Rockey mountain spotted fever
라. 납 또는 유기인계농약 중독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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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질병 표준진단요령’에 ‘개파보바이러스감염증’ 추가

1. 현황 및 문제점
◦ 개파보바이러스감염증은 개의 주요 소화기 질병중의 하나임
◦ 검역본부에서 진단된 개 감염성질병의 대부분은 개파보바이러스감염증임
◦ 시·도 및 민간 병성감정기관에서 개를 포함한 반려동물 진단체계 구축이 시급함

2. 연구성과 내용
◦ 현재까지 국내외에서 개발된 각종 진단방법을 정리하여 국내에서 활용하기 적당한 방법
으로 제작함
◦ 여러 가지 진단방법을 체계화하여 진단체계를 만듦

3. 표준기술 활용사항
□ 표준화된 진단을 위해 아래와 같은 목차로 진단요령을 작성함
◦ 개파보바이러스감염증 진단체계
◦ 역학상황

◦ 임상증상

◦ 병리해부검사

◦ 병리조직검사

◦ 원인체 분리검사

◦ 항원검사

◦ 항체검사

◦ 감별진단

4. 기대효과
◦ 검역본부는 물론 지자체, 민간, 대학 등 가축질병 진단기관에서 표준화된 방법으로
진단을 수행함으로서 일관된 진단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함
[ 붙임 ] : 개파보바이러스감염증 표준진단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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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1. 개파보바이러스감염증(canine parvovirus infection)

역학조사

임상검사

혈액검사

부검

항체검사
(혈구응집억제반응,
혈청중화시험법)

항원검사
(PCR)

(+)

(-)

(+)

음성

음성
PCR

병리조직검사

(+)
양성

(-)

(-)
음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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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역학상황
가. 원인체 : canine parvovirus 2(CPV-2) ; nonenveloped, single-stranded DNA
virus, 여우와 같은 야생육식동물에서 feline parvovirus-like virus가 돌연변이를
일으켜 만들어짐, CPV-2b가 주로 발병과 관련 있었으나 최근에 CPV-2c도 발병과
연관성이 증가, 분열하는 세포인 소장 음와세포 및 림프구형성세포, 골수세포에 감수
성이 강함
나. 1978년에 몇 개 대륙 개에서 질병이 발생하기 시작, 후향적 혈청학적 연구에서
1976년에 서유럽에서 인지되지 못한 채 유행하고 있었다는 것이 밝혀짐
다. 반려견 뿐만 아니라 코요테, 늑대, 너구리와 같은 야생 개과 동물에서도 발생
라. 발생 초기에는 모든 연령의 개에서 유행하였으나, 백신접종이 이루어지면서 모체항체를
잘 받지 못하거나 모체와 떨어져 생활하는 어린 연령(6주령-6개월령)의 개에서 발생
마. 충분한 CPV-2 항체를 가진 모체의 초유급여가 질병발생 방지에 가장 중요함
바. 주요 감염경로는 바이러스를 가진 분변의 직접 경구 또는 비강 감염 또는 바이러스에
오염된 매개물과의 비간접적 접촉임
사. 이 질병이 초기에 유행했을 때 신생 개에서 비화농성 바이러스성 심근염이 다발(증생
하는 심근세포에 개파보바이러스가 감수성이 있음)
아. 가끔 다양한 장기(신장, 간, 폐, 심장, 장, 혈관내피)에 영향을 미치는 전신성 질병이
신생 개에서 발생(장기생성 시 증생하는 세포에 CPV-2가 감수성이 있음)

2. 임상증상
가. 식욕부진, 쇠약, 침울, 구토, 설사, 탈수, 간헐적 발열
나. 발병 1-2일에는 림프구감소증, 백혈구감소증이 관찰
다. 점액성 또는 수양성, 때때로 혈액성 및 악취성 설사
라. 발병 2-3일에는 탈수 및 단백질저하증으로 기립불능을 일으키거나 회복되기도 함
마. 질병이 악화되면 저혈당증, 패혈증, 산염기 불균형으로 신경증상이 나타남

3. 병리해부검사
가. 탈수
나. 장에서 분절성 또는 광범위한 장막하 출혈, 때로는 근육층 및 점막하층까지 출혈
다. 장막 및 점막에서 Peyer`s patches가 원모양으로 잘 보임
라. 장 내용물은 점액성 또는 수양성, 때로는 혈액성임
마. 점막은 충혈되어 있고 반짝이며, 끈적한 섬유소성 삼출물로 덮여 있음
바. 위 점막은 출혈되어 있으며, 위 내용물은 혈액성이거나 담즙색으로 수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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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장간막림프절은 종대 및 충혈
아. 폐는 충혈, 고무양 경도
자. 림프절 부종, 충혈, 가슴샘 위축
차. 심근염을 동반한 경우 심근에 창백한 줄무늬

소장의 분절성 장막 출혈 또는 발적

심장에 창백한 줄무늬

*Jubb, Kennedy, and Palmer`s pathology of

*Infectous diseases of the dog and cat

domestic animals(ELSEVIER 출판)에서 발췌

(ELSEVIER 출판)에서 발췌

4. 병리조직검사
가. 다발병소성 장 음와상피세포의 괴사, 융모 위축 및 탈락
나. 림프조직(Peyer`s patches, 말초 림프절, 장간막림프절, 가슴샘, 비장)의 림프구 괴사
다. 골수 형성저하증
라. 폐 부종, 단핵구성 간질성 폐렴
마. 바이러스 봉입체가 혀 상피세포 또는 피부 각질세포에서 관찰되는 경우도 있음

장 음와 괴사 및 확장
*Jubb, Kennedy, and Palmer`s pathology of
domestic animals(ELSEVIER 출판)에서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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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근에 단핵구성 심근염 및
심근세포 핵내 봉입체(화살표)
*Colour atlas of Animal pathology
(일본수의병리학회 출판)에서 발췌

5. 원인체 분리검사
분리재료
환축의 장간막 림프절, 장 조직 및 분변

세포주
Dog fibroblast cell line(A-72 세포)

바이러스 분리 방법
1) A-72 세포를 계대 배양하여 70-90%의 monolayer가 형성되도록 한다.
2) 환축의 분리재료를 세포배양배지(DMEM) 혹은 PBS을 이용하여 10% 유제액을 만든다.
3) 유제액은 8,000rpm에서 10분 동안 원심분리 후 상청액을 0.45μm filter를 이용해
여과한다.
4) 전날 배양한 A-72 세포 배양배지를 제거하고 PBS로 2번 세척한 후 유제 여과액을
접종한다.
5) 60-90분 동안 37℃, 5% CO2에서 반응시켜 바이러스가 흡착될 수 있도록 한다.
6) 접종액을 제거하고 2% FBS가 첨가된 DMEM를 첨가하여 37℃, 5% CO2에서
72-96시간동안 배양하면서 세포변성효과(Cytopathic effect, CPE)를 관찰한다.
7) CPE가 확인된 배양용기는 냉동(-70℃) 및 해동을 3회 반복하고, 8,000rpm에서 10분동안
원심분리한 후 상청액을 수거하여 냉동(-70℃) 보관한다.
8) CPE가 관찰되지 않으면 2회 이상 계대배양을 반복한다.

동정 및 확인 방법
1) 유전자검사, 특이항체를 이용한 염색 등을 통해 동정․확인할 수 있다.
2) 양성 대조 바이러스로는 Canine parvovirus ATCC No. VR-953을 사용한다.

<Canine parvovirus의 A-72 세포에서의 세포변성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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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항원검사(PCR)
개요
환축의 장간막 림프절, 장 조직 및 분변으로부터 유전자를 추출하여 개파보바이러스의
캡시드 단백질을 코딩하는 VP2 유전자의 일부를 특이적으로 증폭하여 개파보바이러스를
진단하는 검사방법이다.

검사시료 처리
1) 환축으로부터 얻은 가검물 시료를 조직배양배지나 PBS에 10%로 부유하여 유제한 다음
원심분리(3,000rpm, 10분)하여 그 상청액을 수거한다.
2) 상청액으로부터 DNA를 추출한다(시중에 판매중인 DNA extraction kit 사용)

검사방법
1) 추출된 DNA를 중합효소, 특이 primer 및 완충액 등과 혼합하여 아래의 PCR 조건으로
반응시킨다.
2) PCR 검사의 유효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대조 DNA를 동일한 방법으로 첨가하여 반응시키되
대조 DNA로 인한 교차오염을 주의한다.

Primer 및 PCR 조건
Target gene

Primer sequencessequences(5' → 3')

Product size

VP2 gene

CPVF : GCT GAA GGA GGT ACT AAC TTT GG
CPVR : CTA CCA AAT GCA TAT CTT GGA TC

257 bp

PCR

94℃, 5min, 40 cycles(94℃, 30sec, 56℃, 30sec, 72℃, 40sec) ; 72℃, 5min

결과판정
1) Ethidium bromide(EtBr)가 첨가된 1.5% Agarose gel에서 전기영동하여 257bp의
증폭 밴드를 확인한다.

M; 100bp DNA ladder, 1; 양성가검물, 2; 음성컨트롤, 3; 양성컨트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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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1) 양성 및 음성 대조군은 시료와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filter tip을 이용하여 가장
마지막에 첨가해 사용하고, 일단 tip이나 튜브가 다른 시약에 접촉하였을 경우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2) 반드시 실험자는 실험용 장갑을 착용하고 실험을 실시한다.

7. 항체검사
7-1. 혈구응집억제반응
검사재료
1) 혈청: 채취한 혈청을 kaoline 처리를 실시하고 돼지 적혈수로 비특이 응집소를 제거한
다음 검사를 실시한다.

시약 및 기구
1) VP2 recombinant antigen
2) Sorensen buffer(pH 6.8)
3) Alsever's solution(pH 6.1)
4) Kaoline 현탁액
5) 돼지 RBC

검사방법
1) Kaoline 처리
(1) 56℃에서 30분간 비동화한 혈청을 Sorensen buffer로 1:5 로 희석한다
(2) 희석한 가검혈청 0.1~0.4ml를 튜브에 첨가하고, 동량의 kaoline 현탁액을 첨가한
다음, 혼합한다.
(3) 4℃에서 1시간 배양한다 (배양중 3~4회 혼합한다.)
(4) 원심 (1,000⨉g, 15분, 4℃)한 다음, 상청액을 실험에 사용한다.(최종 혈청은 1:10으로
희석된 상태임)
2) 적혈구를 이용한 비특이 응집소 흡착
(1) 50% 돼지 적혈구 현탁약을 준비한다.
(2) Kaoline을 처리한 혈청 1ml에 대해 50% 적혈구 현탁액 0.1ml을 첨가한다
(3) 4℃에서 1시간 흡착한다.
(4) 원심 (1,500 ⨉g, 10분)한 다음 상청액을 실험에 사용한다.
3) 첫 well에 전처리한 혈청을 100μl 넣고, 나머지 well에는 Sorensen buffer 50μl를
분주하여 첫 well에서부터 2배수 단계희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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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VP2 recombinant antigen이나 CPV (8HA unit/50μl)을 50μl 첨가한다.
5) 항원의 back titration을 실시한 다음, plate를 부드럽게 혼합한 후, 실온에 1시간
배양한다.
6) 적혈구 현탁액 50μl를 첨가한 다음, 부드럽게 혼합한다.
7) 4℃에서 1~2시간 배양한 다음, 판독한다.

판정기준
1) 희석 및 kaoline처리한 혈청의 최초 희석배수가 1:10이므로 역가는 10배부터 시작하여
2배수로 올라간다.
2) 판독방법 :혈구 응집이 일어나지 않는 마지막 희석배율을 가검혈청의 역가로 계산한다.
(1) ● (++) : 혈구응집이 균일하게 일어난 것
(2) ⨀ (-) : 혈구가 혈구대조와 같은 모양으로 well 의 바닥에 원형으로 침강되어 있는 것
(3) ◎ (+) : 부분응집, 응집은 일어났으나 well의 중앙에 링이 보이는 것
(4) (±) : ◎와 ⨀의 중간형
3) 판독 시 유의사항
(1) 혈구 및 혈청대조는 정확한지 확인 → ⨀ (혈구가라앉음)
(2) HI titer는 ⨀ (혈구응집이 나타나지 않는)를 나타낸 최고 희석배수를 말한다.
(3) 항원의 back titration 결과, 항원역가가 규정단위 (8U/25μl) 보다 한 단계 낮을
때(4U/25μl)는 가검혈청의 HI역가도 한 단계 낮게 판독하고, 항원역가가
규정단위보다 한 단계 높을 때(16U/25μl)는 가검혈청의 HI 역가도 한 단계 높게
판독해 준다.

7-2. 혈청중화시험법
개요
혈중에 존재하는 canine parvovirus에 대한 중화항체를 세포배양법을 이용하여 측정하는
방법으로 세포배양에서 세포변성효과(Cytopathic effect, CPE)를 유발하는 바이러스들에
대한 항체가 측정에 많이 사용되고 있다.

검사재료
56°C에서 30분간 비동화한 개 혈청
A-72 세포
Canine parvovirus(ATCC No. VR-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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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러스 증식
1) A-72 세포를 플라스크에 70~90% monolayer가 형성되게 배양한다.
2) Seed stock canine parvovirus를 100~1000TCID50/100ul되게 희석하여 배양세포
전면에 도포될 수 있을 정도의 양을 접종한다.
3) 37℃에 60~90분 동안 반응시켜 바이러스가 흡착되도록 한다.
4) 37℃로 예열한 유지배지(2-3% FBS-DMEM)를 적당량 첨가한다.
5) 매일 CPE를 관찰하여 세포 monolayer의 75~95%가 CPE를 보일 때(약 76-96시간)까지
배양한다.
6) 배양 플라스크는 냉동(-70℃) 및 해동을 3회 반복하고, 8,000rpm에서 10분동안
원심분리한 후 상청액을 수거하여 일회 사용량씩 분주 및 냉동(-70℃) 보관한다.

바이러스 항원의 역가(TCID50)의 측정
1) 바이러스 역가 측정
가. 튜브를 사용하여 희석배지로 stock virus를 10배수 희석한다(대개 10-1~10-8까지 희석).
나. 바이러스 희석액을 희석배수마다 8개의 well에 각각 100μl씩 접종한다.
다. 세포부유액을 전체 well에 100㎕씩 분주한다(약 3x104 cells/100μl).
라. 배양 48시간 이후부터 CPE를 관찰한다.
마. Karber method로 바이러스 역가(TCID50)를 계산한다.
공식 : ΣT50 = t* + Δt
t* = 접종한 well 전체에서 100% 감염을 나타내는 최고 희석배수
Δt = (t*에서 감염된 well 수 + t* 이상의 희석배수에서 감염된 well 수) - 1/2
예)
① CPE관찰 판독 결과표
희석배수

10-1

10-2

10-3

10-4

10-5

10-6

10-7

10-8

판독결과

8/8

8/8

8/8

8/8

8/8

8/8

4/8

0/8

t*=6.0

above

t* = 6.0
② Δt = (8+4)/8 - 4/8 = 1.0
③ ΣT50 = 6.0 + .0 = 7.0
☞ stock virus의 TCID50는 7.0(=10,000,000)
④ SN test시의 바이러스 역가를 100TCID50로 할 때 10,000,000을 100으로 나누면
10,000, 즉 1:100,000으로 희석하면 중화시험용 항원의 역가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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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방법
1) 세포배양용 96well plate에 50μl씩 희석용 배지(DMEM)를 넣는다.
2) 비동화한 가검혈청을 희석용 배지를 넣은 96well plate의 첫 well에 50μl씩 첨가한 다음
7단계 2진 희석하고, 마지막 well의 50μl는 버린다(대조구는 혈청 대신 희석용 배지를
동일량 넣어 희석함).
3) Stock virus를 희석용 배지로 100 TCID50/50μl의 농도로 희석하고 이를 각 검사 well에
50μl씩 첨가한다(대조구에는 바이러스를 첨가하지 않음).
4) 바이러스 역가 측정을 위해 희석된 바이러스를 4단계로 십진 희석하여 100-0.1
TCID50/50μl의 바이러스를 50μl의 희석용 배지(DMEM)를 넣은 well에 첨가한다.
5) 37℃에서 1시간 반응시킨다.
6) 2% FBS가 포함된 DMEM배지에 3⨉104/100μl로 희석된 A-72 세포를 각 well에 100μl
씩 넣어 37℃, CO2 인큐베이터에서 72-96시간 배양하면서 세포변성효과를 관찰한다.

<Canine parvovirus 혈청중화시험법>

혈청중화시험에서의 바이러스 back titration
1) Back titration위해 각 희석단계별로 4 well씩 50㎕의 배지를 가한다.
2) 3개의 시험관에 0.9㎖의 희석액(혈청 비포함 MEM)을 가한다.
3) 중화시험에 사용하기위해 희석한 stock virus(100 TCID50/50㎕) 현탁액을 첫번째 튜브에
0.1㎖ 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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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6-7번 피펫팅한 다음, 0.1㎖를 덜어내어 두번째 튜브로 옮긴다.
주의) 사용한 피펫은 버린다.
5) 같은 방법으로 tube No.2, 및 No.3으로 희석을 실시한다.
6) 각각 다른 피펫을 사용하여 각 희석배율별로 해당well에 희석 바이러스를 50㎕씩 접종한다.
결과적으로 바이러스가 10배 희석되어 100, 10, 1, 0.1 TCID50/0.1㎖농도가 되도록
한다.
7) 37℃ CO2 incubator에서 48~72시간 배양한 다음, CPE를 관찰 기록한다.
8) Karber method로 역가를 산출한다.
※ 이상적인 항원 바이러스의 역가는 100 TCID50/50㎕이나 back titration의 결과가 30~300
TCID50/50㎕이면 실험결과에 신뢰성을 부여할 수 있다.

판정기준
1) 대조구 세포에 어떠한 세포변성반응이나 오염이 되어서는 안 되며 항체 역가는
세포변성효과를 일으키지 않은 최대 희석배수의 역수이다.

A-72 세포

개파보바이러스에 감염된 A-72 세포

유의사항
1) 중화시험을 실시할 때에는 반드시 사용하는 항원 virus의 역가검정을 위한 Back
titration을 실시하여야 한다.

8. 감별진단
가. 개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나. 개장출혈증후군(canine intestinal hemorrhage syndrome)
다. shock gut
라. 중금속 또는 와파린 중독증
마. 개전염성간염
바. 개디스템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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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소화기질병 원인체 검사법

1. 현황 및 문제점
◦ 개 전염성 소화기질병의 치료를 위해 원인체에 대한 실험실 검사는 필수
◦ 특히 1세 미만의 어린 동물에서 전염성 소화기질병 다발하며 설사로 인해 탈수 및 폐사에
이르기도 함

2. 연구성과 내용
◦ 개 분변에 대한 전염성 원인체 분포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패널에 추가할 항목 선정
* 반드시 감별해야 할 원인체와 혼합감염시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는 원인체 포함

◦ (원충성원인체) 충란검사법 및 Cystoisospora spp., Giardia spp., Cryptosporidium
spp.에 대한 PCR 검사법 추가
◦ (세균성원인체) 대장균의 일부 병원성인자 추가하여 보완, Campylobacter spp.
PCR 검사법 추가
◦ (바이러스성원인체) 기존 canine parvovirus(CPV), canine distemper virus(CDV)를
포함하여 canine enteric coronavirus(CECoV)와 canine rotavirus(CRV)의 PCR
검사법 추가

3. 표준기술활용사항
◦ 진단 패널 확대 및 진단기법 추가를 통한 검사체계 확립
◦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동물질병 표준진단요령(농림축산검역본부
예규 제142호)”에 “개 소화기질병 원인체 검사법”을 추가하여 표준기술로 활용
◦ 각 항목의 검사법은 붙임 참조

4. 기대효과
◦ 개 소화기질병의 정확한 감별진단을 통해 적절한 예방대책 강구 및 치료효과 극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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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개의 분변 내 소화기질병 원인체 분포현황(%)

a)

Shelter dog

Companion dog

Others

Total (%)

n=243, 30.4%

n=459, 57.5%

n=97, 12.1%

n=799

Parasite

Intestinal parasite

11.7

2.3

4.3

5.7

Parasite

Cystoisospora

10.2

2.0

0

4.4

(Protozoa)

Cryptosporidium

0.5

0.5

0

0.4

b)

Giardia(PCR)

33.7

6.5

2.1

13.8

c)

Giardia(ELISA)

43.6

7.8

2.1

Bacteria

Pathogenic E. coli

Salmonella

0.7

g)

5.9

e)

6.2

0.2

h)

17.3
f)

9.6

0

0.3

0.7

0.5

0

0.5

0.7

0.5

0

0.5

Cl. perfringens A

27.0

16.8

29.9

20.7

Cl. difficile(A+B+CDT-)

0.4

12.8

0

7.4

Cl. difficile(A B CDT )

2.1

25.5

1.0

15.3

CPV

61.2

10.0

0

23.0

CDV

0.5

0.9

0

0.7

CECoV

2.9

1.4

0

1.6

0

0.8

0

0.4

Campylobacter coli

i)

Campylobacter jejuni

- -

Virus

24.1

d)

-

i)

CRV

a) 충란검사를 통해 개회충, 사자회충, 구충, 편충, 분선충, 모양선충란 검출
b) Cryptosporidium canis(3)/ c) assemblage C&D
d) ETEC(15), EPEC(18), ETEC+EPEC(1)/ e) ETEC(10), EPEC(17)/ f) EPEC(6)
g) Salmonella Typhimurium(1) h) Salmonella Hardar(1) i) 유전자검출

그림. 개 분변에서 검출된 전염성 원인체 분포 현황(%, n=799)

[ 붙임 ] : 개 소화기질병 원인체 검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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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소화기질병 원인체 검사법

1. 검사 원인체 항목(총 13종)
구분

원인체

검사방법

개파보바이러스(CPV; canine parvovirus)
개바이러스

개디스템퍼바이러스(CDV; canine distemper virus)

(4종)

개코로나바이러스(CECoV; canine enteric coronavirus)

PCR

개로타바이러스(CRV; canine rotavirus)
병원성대장균(Pathogenic E. coli)
세균

살모넬라균(Salmonella spp.)

(6종)

클로스트리디움균(Clostridium perfringens & C. difficile)

균분리

캠필로박터(Campylobacter coli, C. jejuni)
기생충 및 원충
(3종 이상)

장내기생충 및 콕시듐(Cystoisospora spp.)

충란검사

와포자충(Cryptosporidium spp.)

PCR

십이지장편모충(Giardia spp.)

PCR (또는 ELISA)

2. 원충성 기생충 난포낭/포낭 검사
1) 부유법: 아래의 방법중 하나로 분변 내 난포낭/포낭 부유 후 검경
가. 포화질산소듐(NaNO3) 부유법: 포화질산소듐용액으로 부유 후 검경
* 포화질산소듐용액 : 질산소듐 400g + 수돗물 1,000ml (specific gravity = 1.18)

나. 포화설탕 부유법: 포화설탕용액으로 부유 후 검경
* 포화설탕용액 : 설탕 454g + 수돗물 355ml (specific gravity = 1.27)
(참고문헌: Veterinary Parasitology Reference Manual, 5th, William Foreyt, 2001)

2) 검사방법
가. 비커에 1-2g의 분변을 넣음
나. 멸균 면봉 등을 이용하여 위에 기술된 포화용액 10ml과 잘 섞음
다. 거름망 등을 이용하여 분변, 포화용액 혼합물의 찌꺼기를 걸러냄
라. 걸러진 용액을 15ml 코니칼 튜브에 옮김
마. 표면장력이 생길 때 까지 포화용액을 부어줌
바. 커버글라스를 덮고 30분간 정치
사. 커버글라스를 슬라이드 글라스 위에 옮겨 100배~400배 배율로 검경
3) 콕시듐(Cystoisospora spp.) 난포낭은 감별이 가능하나, 와포자충(Cryptosporidium spp.)
난포낭이나 지알디아(Giardia spp.) 포낭은 크기가 너무 작아 검경이 어려워 PCR이나
항원 ELISA로 진단하는 것이 바람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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콕시듐 난포낭

크립토스포리디움 난포낭(UPEI 인용)

지알디아 포낭 (UPEI 인용)

개회충 충란

십이지장충 충란

편충 충란

3. 원충성 원인체 감별 PCR 검사법
1) 분변용 DNA 추출키트를 이용하여 분변에서 DNA 추출
2) Cystoisospora spp. 동정용 유전자 검사법
- 1차 PCR을 실시한 뒤 증폭산물을 template로 하여 2차 PCR을 실시
Target gene
Cystoisospora

Primer sequences

1st

spp.
(ITS-1 region
nPCR)

2nd

CCGTTGCTCCTACCGATTGAGTG
GCATTTCGCTGCGTCCTTCATCG
GATCATTCACACGTGGCCCTTG
GACGACGTCCAAATCCACAGAGC

Product
size(bp)

PCR
conditions

-

95°C 5m → 35 cycles
(95°C 30s, 65°C 30s,
72°C 60s) → 72°C 5m

450

95°C 5m → 35 cycles
(95°C 30s, 65°C 30s,
72°C 30s) → 72°C 5m

콕시듐(Cystoisospora spp.)에 대한 PCR 결과
1, 음성대조군; 2, 양성대조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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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f

Exp. Parasitol.
(2008)
118: 592-595

3) Cryptosporidium spp. 동정용 유전자 검사법
- 1차 PCR을 실시한 뒤 증폭산물을 template로 하여 2차 PCR을 실시
Target gene

Primer sequences

Cryptosporidium
spp.
(18S rRNA nPCR)

1st

2nd

GACATATCATTCAAGTTTCTGACC
CTGAAGGAGTAAGGAACAACC
CCTATCAGCTTTAGACGGTAGG
TCTAAGAATTTCACCTCTGACTG

Product
size(bp)

PCR
conditions

Ref

-

95°C 5m → 35 cycles
(95°C 30s, 58°C 30s,
72°C 30s) → 72°C 5m

Appl Environ

95°C 5m → 35 cycles
(95°C 30s, 58°C 30s,
72°C 30s) → 72°C 5m

587

Microbiol.
(2003) 69:
4302-4307

크립토스포리디움속(Cryptosporidium spp.)에 대한 PCR 결과
1, 음성대조군; 2, 양성대조군

4) Giardia spp. 동정용 유전자 검사법
- 1차 PCR을 실시한 뒤 증폭산물을 template로 하여 2차 PCR을 실시
Target gene

Giardia spp.

Product
size(bp)

Primer sequences
1st

CATCCGGTCGATCCTGCC

-

GTCGAACCCTGATTCTCCG

(18S rDNA)
nPCR

Giardia spp.

2nd

1st

(gdh)*
nPCR
→선택사항

Giardia spp.

2nd

1st

(β-giardin)*
nPCR
→선택사항

2nd

GACGCTCTCCCCAAGGAC

170

CTGCGTCACGCTGCTCG
TCAACGTYAAYCGYGGYTTCCGT

-

GTTRTCCTTGCACATCTC
CAGTACAACTCYGCTCTCGG

411

GTTRTCCTTGCACATCTC
AAGCCCGACGACCTCACCCGCAGTGC
GAGGCCGCCCTGGATCTTCGAGACGAC
GAACGAGATCGAGGTCCG

95°C 10m → 40 cycles
(95°C 30s, 59°C 20s, Parasitology
(2007)
72°C 20s) → 72°C 7m
95°C 10m → 45 cycles
134:
(95°C 30s, 59°C 20s,
339-350
72°C 20s) → 72°C 7m
95°C 5m → 35 cycles
(95°C 30s, 57°C 30s, Parasitology
72°C, 30s) → 72°C 5m
95°C 5m → 35 cycles

(2007)

(95°C 30s, 56°C 30s,

339-350

753

134:

(95°C 30s, 65°C 30s,

Int J

72°C, 60s) → 72°C 7m
95°C 15m → 35 cycles

Parasitol

(95°C 30s, 55°C 30s,

35: 207-213

72°C, 60s) → 72°C 7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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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f

72°C, 30s) → 72°C 5m
95°C 15m → 35 cycles

511

CTCGACGAGCTTCGTGTT

PCR
conditions

(2005)

지알디아(Giardia spp.) 18S
rDNA 유전자에 대한 nested
PCR(2차 PCR) 결과
1, 음성대조군; 2, 양성대조군

지알디아(Giardia spp.) gdh
유전자에 대한 nested PCR
(2차 PCR) 결과
1, 음성대조군; 2, 양성대조군

지알디아(Giardia spp.)
β-giardin 유전자에 대한 nested
PCR(2차 PCR) 결과
1, 음성대조군; 2, 양성대조군

4. 병원성대장균
1) 대장균 분리법은 “동물질병 표준진단요령”을 참고
2) 분변에서 분리한 대장균에서 DNA 추출(분변에서 직접 추출하지 않음)
3) 병원성인자: LT, Sta, Stb, EAE, F4, F5, F41, AIDA, EAST, PAA
4) 병원성인자에 대한 유전자 검사법
Target
gene
F4
LT
Sta
Stb
F41
F5
EAE
AIDA
EAST
PAA

Primer sequences
TGAATGACCTGACCAATGGTGGAACC
GCGTTTACTCTTTGAATCTGTCCGAG
ACGGCGTTACTATCCTGTCTATGTGC
TTGGTCTCGGTCAGATATGTGATTCT

Product
size(bp)

275
152

CATGGAGCACAGGCAGGATTACAACA
GCTACAAATGCCTATGCATCTACACA

125

CATGCTCCAGCAGTACCATCTCTAAC
TTAGCAGCGAAGATGAGTGATGGG

515

GTACTACCTGCAGAAACACCAGATCC
GAACCAGACCAGTCAATACGAGCA
CATTATGGAACGGCAGAGGT
ATCTTCTGCGTACTGCGTTCA
ACAGTATCATATGGAGCCA
TGTGCGCCAGAACTATTA

790
585
125

TCAGGTCGCGAGTGACGG
GTATTACTGGTACCACCACCATCA

multiplex PCR
95°C 10m →
25 cycles
(94°C 30s, 63°C 90s,
72°C 90s) →
70°C 10m

Zhang W. et al.,
Vet Microbiol.,
2001, 123:145~152

230

ATGCCATCAACACAGTATATC
CCATAAAGACAGCTTCAGTGAAAA

Ref

484

GTCAGTCAACTGAATCACTTGACTCT

GCGACTACCAATGCTTCTGCGAATAC

PCR
conditions

95°C 10m →
30 cycles
(94°C 30s, 55°C 30s,
72°C 60s) →
70°C 10m

180

* 개에서 검출되지 않은 F6, F18, stx2e를 제외한 병원성인자는 돼지와 동일하게 실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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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성 유전자에 대한 multiplex PCR 결과
P1: f4, f6, lt, sta, stb; P2: f41, f5, sta
P3: stx2e, f18 양성대조군; N: 음성대조군

병원성 유전자에 대한 PCR 결과
P1: eae P2: aida, P3: east, P4: paa 양성대조군
N: 음성대조군

5. 살모넬라균 및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
- 분리 및 동정기법은 “동물질병 표준진단요령”을 참고

6. 캠필로박터균
1) 분변을 Bolton broth*에 접종 후 미호기 조건에서 2-3일 증균 배양
* bolton broth; bolton broth (CM0983, Oxoid) 13.8g을 500mL DW에 녹인 후 autoclave → 25mL
laked horse blood (SR0048C, Oxoid), 1 vial bolton broth selective supplement (SR0183E) 첨가

2) 핵산 추출키트를 이용하여 증균액에서 DNA 추출
3) Campylobacter coli, Campylobacter jejuni PCR 검사
Target gene

Primer sequences

Product
size(bp)

PCR
conditions

Ref

94°C 10m
→ 35 cycles
(94°C 60s, 54°C 60s,
72°C 60s) → 72°C 7m

Rozynek E et al.,
J Med Microbiol.,
2005, 54:615-9

C. coli

AGGCAAGGGAGCCTTTAATC
TATCCCTATCTACAATTCGC

364

C. jejuni

CATCTTCCCTAGTCAAGCCT
AAGATACTCTAGCAAGATGG

773

캠필로박터 (Campylobacter coli, C. jejuni)에 대한 PCR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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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유전자가 검출된 경우에 한하여 균분리 검사 실시
- 증균액을 Campylobacter selective agar (CCDA)*에 접종 후 미호기 조건에서 2-3일
배양
- Campylobacter는 흰색 플라스틱 loop에 묻혔을 때 분홍색(대장균과 색깔로 감별)
* CCDA; Campylobacter blood free selective agar(CM0739, Oxoid) 22.75g을 DW 500mL에
녹인 후 autoclave → 1 vial CCDA selective supplement (SR155E) 첨가

7. 개 바이러스성 소화기질병 원인체에 대한 유전자 검사법
1) 핵산 추출키트를 이용하여 분변에서 DNA/RNA 추출
2) CPV, CDV, CECoV, CRV에 대한 PCR 검사
Target
gene

GCTGAAGGAGGTACTAACTTTGG

CPV

CTACCAAATGCATATCTTGGATC

CDV

CECoV

CRV

Primer sequences

TTAATTGAGCTCATGTTTATGATCACAGCGGTG
TTAATTACTAGTATTGGGTTGCACCACTTGTC
TGCATTTGTGTCTCAGACTT
CCAAGGCCATTTTACATAAG
CAAAGAGTACACAGACATAGCATCCT
ACAGCTACATTCTCTCGCGG

Product
size(bp)

PCR
conditions

257

94°C 5m → 40 cycles
(94°C 30s, 56°C 30s,
72°C 40s) → 72°C 5m

426

45°C 30m → 94°C 5m →
40 cycles (94°C 30s, 50°C
30s, 72°C 40s) → 72°C 5m

694

50°C 30m → 95°C 15m →
J Clin Microbiol
35 cycles (95°C 30s, 56°C
(2004) 42:1797-9
30s, 72°C 40s) → 72°C 7m

426

50°C 30m → 94°C 5m →
40 cycles (94°C 30s, 53°C
30s, 72°C 40s) → 72°C 5m

Ref

동물질병
표준진단요령

Unpublished

* CPV, canine parvovirus; CDV, canine distemper virus; CECoV, canine enteric coronavirus;
CRV, canine rotavirus

CPV에 대한 PCR 결과

CDV에 대한 PCR 결과

CECoV에 대한 PCR 결과

CRV에 대한 PCR 결과

* M, 100bp DNA ladder; 1, 양성시료; 2, 음성대조; 3, 양성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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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유선종양 마커(ER, HER-2, CK14, p63) 면역조직화학염색법 개선

1. 현황 및 문제점
◦ 최근 국내 반려동물의 사육두수가 증가하고 사육동물의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다양한 질병이
다발하고 있으며, 동물복지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가 증가하고 있어 반려동물 질병에 대한
연구가 필요함
◦ 개 유선종양 다발국가의 intact bitch에서의 유선종양 발생률은 종양발생의 50~70%에
이르며, 이 중 20~80%는 악성종양으로 알려짐
◦ 국내 반려견 암컷중 66%는 중성화 수술을 받지 않으며, 중성화 수술 연령이 평균 2.6세로
대부분 첫 발정 이후인 1세 이후에 중성화 수술을 받는 것으로 알려짐 (한국펫사료협회,
2017)
◦ 서울대에서 진단된 생검시료 종양에서 43.1%가 유선종양이었으며(한국임상수의학회지,
2007), 건국대에서 실시한 반려견 암컷 외과수술에서 유선종양 수술이 50%정도 차지함
(Immune Netew, 2016)
◦ 국내는 개 유선종양 다발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개 유선종양의 진단 및 치료에 관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임
◦ 개 유선종양은 조직학적 진단이 gold standard 진단방법으로 예후 정보도 제공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특히, 면역조직화학염색법(IHC)은 진단뿐만 아니라 예후,

치료법 선정에

이용될 수 있어 개발 및 활용 가치가 높음
2. 연구성과 내용
◦ 개 유선종양 마커에 대한 면역조직화학염색법 개선
- 개 유선종양 마커(ER, HER-2, CK14, p63)에 대한 면역조직화학염색법을 자동면역
염색기기(Roche, Discovery®XT 또는 Discovery®Ultra)를 이용하여 실시함
- 개 정상 유선 또는 전립선 조직을 IHC 양성대조군으로 이용하여 포르말린 고정 3㎛ 파라핀
조직을 탈파라핀 후, Tris-EDTA buffer 또는 citric acid buffer로 93℃에서 24~36분
반응시켜 항원을 복원하고, Rabbit or mouse anti-ER, HER-2, CK14, p63 단클론항체
(100~300배 희석)*를 37℃에서 40분 반응시킴
*

단클론 항체 : commercial 항체 이용

- ABC method를 이용하여 DAB로 발색시킨 결과, 유선 상피세포 핵, 전립선 상피세포
세포막, 유선 근상피세포 핵 또는 세포질에서 ER, HER-2, CK14, p63 항원이 발현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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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역조직화학염색법을 이용한 개 유선종양 생검시료의 분자학적 예후인자 검색
- 확립된 면역조직화학염색법 조건을 2019년 확보된 유선종양 시료 중 악성종양 (42건)에
적용하여 분자학적 분류를 실시한 결과, Basal-like(14건, 33.3%), HER-2 overexpressing
(9건, 21.4%) 순으로 다수 분류됨
사진. 분자학적 분류를 위한 IHC 사진

<ER>

negative

positive

positive

positive

score 0

score +1

score +2

score +3

negative

positive

positive

positive

negative

positive

positive

positive

<HER-2>

<CK14>

<p63>

표. 개 유선종양의 분자학적 분류 (n=42)
Molecular type

Luminal A

Luminal B

Basal-like

HER-2
overexpressing

“Normal-like”

No. (%)

6 (14.3)

6 (14.3)

14 (33.3)

9 (21.4)

7 (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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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표준기술활용 사항
◦ 확립된 면역조직화학염색법을 개 유선종양의 병리학적 진단매뉴얼에 포함시켜 병성 감정기관
교육자료로 활용
◦ 개 유선종양 생검시료에 면역조직화학염색법을 적용하여 마커 발현 검색 결과를 동물 병원에
예후인자 정보로써 제공
◦ 면역조직화학염색법으로 개 유선종양의 예후인자(마커)를 검색·조사하여 임상적 치료법 개발
등을 위한 기초자료로 제공

4. 기대효과
◦ 개 유선종양 마커 발현 정보를 동물병원에 제공하여 반려견 예후뿐만 아니라 임상적 치료법
선정에 도움을 줄 수 있어 반려동물 복지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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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ER, HER-2, CK14, p63 면역조직화학염색법(IHC)
□ 실험 재료
1. 포르말린 고정 파라핀 포매조직(개 유선 또는 전립선 조직*)
*

4개 마커중 HER2만 양성대조군으로 전립선 조직 이용

2. 1차 항체: Rabbit or mouse anti-ER, HER2, CK14, p63 Ab*
*

Ab 정보: ER(GeneTex, Cat No. GTX62423), HER2(Leica, Cat No. NCL-L-CB11),
CK14(abcam, Cat No. ab7800), p63(abcam, Cat No. ab735)

3. 2차 항체: Universal secondary Ab(Roche, Catalog No. 760-4205)
4. 항체 희석액: Antibody diluent(Roche, Catalog No. 251-018)
5. 발색제: DABMap kit(Roche, Catalog No. 760-124)
*

HRP-conjugated streptavidin 및 DAB가 포함된 kit

□ 실험 방법
1. 파라핀 포매조직을 3㎛ 두께로 자른 section을 탈파라핀
2. Tris buffer(pH7.6)로 세척
3. Tris-EDTA buffer 또는 citric acid buffer로 93℃에서 24~36분* 반응시켜 항원을 복원
*

항원복원 buffer 및 반응시간 : ER(Tris-EDTA buffer, 30분), HER-2(citric acid buffer, 24분),

CK14(Tris-EDTA buffer, 30분), p63(Tris-EDTA buffer, 36분)

4. Tris buffer(pH7.6)로 세척
5. 1차 항체를 항체 희석액에 희석*시킨 후 37℃에서 40분 반응
*

1항체 희석배수: ER(1:100), HER2(1:200), CK14(1:300), p63(1:100)

6. Tris buffer(pH7.6)로 세척
7. 2차 항체로 37℃에서 12분 반응
8. Tris buffer(pH7.6)로 세척
9. HRP-conjugated streptavidin로 37℃에서 16분 반응
10. Tris buffer(pH7.6)로 세척
11. DAB로 37℃에서 8분 반응
12. Tris buffer(pH7.6)로 세척
13. Hematoxylin으로 4분 대조염색
14. Tris buffer(pH7.6)로 세척
15. 탈수 후 커버슬라이드로 덮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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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독
ER은 유선 상피세포 핵에서 양성반응, HER2는 전립선 상피세포 세포질에서 양성반응, CK14
는 유선 근상피세포 세포질에서 양성반응, p63은 유선 근상피세포 핵에서 양성반응을 보이는
것을 확인함
그림. 유선종양 분자학적 분류를 위한 검색인자 면역조직화학염색 조건 확립

<ER>

양성 대조군

음성 대조군

양성 대조군

음성 대조군

양성 대조군

음성 대조군

양성 대조군

음성 대조군

<HER-2>

<CK14>

<p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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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

- 215 -

고양이 바이러스성질병 동시 감별 유전자 진단법

1. 현황
1) 국내 동물 질병에 대한 진단법 개발 연구는 산업동물에 집중되어 있고, 개와 고양이 등의
반려동물에 대한 진단 연구는 체계적으로 수행되지 못함
2) 전국 시·도 병성감정기관에서 반려동물에 대한 표준 진단법, 특히 바이러스성 질병에 대한
항원검사법의 보급 필요성을 제기함(전국방역예찰협의회)
3) 고양이 질병은 대부분 법정전염병이 아니므로 진단 체계, 진단 방법 및 진단액(킷트) 공급
등이 취약함
4) 반려동물은 사람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사람에게도 질병 전파의 위험성이 상시 존재하나
이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미흡함
5) 개과 및 고양이과 등 반려동물에 대한 질병진단은 일선 동물병원에 대부분 실시하고 있어
국가 방역상 중요한 질병 발생시 빠른 대처가 어려움
6) 고양이는 단일 바이러스감염보다는 복합감염에 의해 증상발현 및 피해가 심하므로 다종의
바이러스를 동시에 검사할 수 있는 진단법 표준화 및 보급이 필요함

2. 표준기술 내용
1) 고양이 바이러스 Multiplex (RT)-PCR용 primer 제작 및 선발
가. 고양이 바이러스 6종을 3종씩 나누어 동시 검사할 수 있는 Multiplex (RT)-PCR을 개발
하기 위해 각 바이러스별로 3∼4종의 primer를 제작하고, 감도가 우수하고 비특이반응이
없는 primer 1종씩을 최종 선발함
표 1. 고양이 바이러스성질병에 대한 2종 Multiplex (RT)-PCR의 최적 primer
Multiplex
(RT)-PCR set

Virus
FPV

Feline A

FHV
FCV

Primer
CTTCATGAAGGAGGTACTAACTTTGG
TGGTATACCAAATGCATATCTTGGATC
ATCTCGAGATCTACTTGACATGCATG
GATGCATCATCGGTAAACCAGTCAAC
GCCTCCTACATGGGAATWC
TGATTTGTGTATGAGTAAGG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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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size(bp)

Target
gene

257

VP2

519

TK

329

VP2

Multiplex
(RT)-PCR set

Virus

FCoV

Feline B

FIV

FeLV

Primer
GATTTGATTTGGCAATGCTAGATTT
AACAATCACTAGATCCAGACGTTAGCT
CAAAATGTGGRTGGTGGAA
GATGTRCAAGACCAATTTCC
GGTACCCTATTACGAAGGGATTGC
GGACGTCCAGTGTTACAGGCCCAAT

Product
size(bp)

Target
gene

177

3'-UTR

553

gag

239

VP2

* FPV(feline parvovirus), FHV(feline herpesvirus), FCV(feline calicivirus), FCoV(feline coronavirus),
FIV (feline immunodeficiency virus), FeLV(feline leukemia virus)

2) 2종 Multiplex (RT)-PCR의 최적 증폭 온도 및 primer 농도 설정
가. 3종의 Multiplex (RT)-PCR의 증폭 조건중 annealing 온도는 52℃로 통일하였고, 각
바이러스별로 최적 primer 농도를 설정함
표 2. 3종 Multiplex (RT)-PCR의 최적 증폭 온도 및 primer 농도
Multiplex (RT)-PCR set

Feline A

Feline B

Virus

Primer Conc.
(pmol/ul)

(RT)-PCR
Conditions

FPV

5

45℃(30m), 94℃(5m)

FHV

10

FCV

15

72℃(5m)

FCoV

5

45℃(30m), 94℃(5m)

FIV

15

FeLV

5

94℃(30s), 52℃(30s), 72℃(40s),
(40 cycles)

94℃(30s), 52℃(30s), 72℃(40s),
(40 cycles)
72℃(5m)

3) 2종 Multiplex (RT)-PCR의 검출한계 조사
가. 확립된 2종의 Multiplex (RT)-PCR의 검출 한계를 10진 단계 희석된 각 바이러스로
확인한 결과, 100.8∼102.0TCID50/ml로 조사되었으며, 복합감염 시 PCR의 경쟁에 의하여
FPV의 증폭산물 두께가 얇아지는 현상을 관측하였으나, single (RT)-PCR와 비교하여
민감도는 유지되는 것을 확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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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ultiplex
(RT)-PCR set

Feline A

Feline B

검출한계
(TCID50/ml)

FPV

100.8

FHV

101.3

FCV

101.7

FCoV

102.0

FIV

101.3

FeLV

-

그림 1. 2종 Multiplex (RT)-PCR의 검출한계 조사 결과

4) 2종 Multiplex (RT)-PCR의 민감도 및 특이도 조사
가. 확립된 2종의 Multiplex (RT)-PCR과 개별 (RT)-PCR의 민감도 및 특이도를 각 바이러스
별로 양성 및 음성 야외시료를 적용하여 조사한 결과, 민감도 및 특이도에는 차이가 거의
없는 것으로 확인함
표 3. 야외 시료를 이용한 2종 Multiplex (RT)-PCR의 민감도 및 특이도 조사 결과

<Feline A>

<Feline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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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line coronavirus 면역조직화학염색법

1. 현황 및 문제점
◦ 반려견 산업이 성장함에 따라 개 및 고양이 질병에 대한 관심도가 증가하고 있음
◦ 최근 우리나라에서 반려동물로써 고양이 숫자가 늘고 있으나 전염성 질병의 발생에 대해서는
연구가 미흡함
◦ 고양이에게 문제가 되는 전염성 병원체들에 대한 진단법 보급이 필요함

2. 연구성과내용
◦ 방법: 파라핀 조직을 4㎛ 로 절편 후 탈파라핀, 함수과정을 거쳐 citrate buffer로 항원복구,
monoclonal anti-coronavirus antibody를 500배로 희석하여 37℃에서 32분 반응,
이차항체 반응을 거쳐 DAB로 발색
※ 세부 실험방법: 붙임참조

3. 표준기술활용사항
◦ 동물질병 표준진단요령(농림축산검역본부 예규 제93호, 2015.12.30.)에 새로 신설될 고양
이 질병 중 ‘고양이전염성복막염’ 항원검사에 고양이 코로나바이러스 면역조직화학염색법
추가

4. 기대효과
◦ Feline coronavirus 에 대한 신속하고 민감한 검사법을 통해 정확한 진단 및 질병의
확산방지

[ 붙임 ] : Feline coronavirus 면역조직화학적 염색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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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험 재료
- 포르말린 고정 파라핀 포매조직(고양이 신장, 장간막림프절, 뇌 등)
- 1차 항체: Monoclonal anti-coronavirus antibody
(Thermo, MA1-82189)
- 2차 항체: Dako real envision(HPR Rabbit/mouse)
(Dako, Catalog No. K5007)
- 발색제: DAB (Dako, Catalog No. 5007)
◦ 실험 방법
- 파라핀 조직(고양이 신장, 장간막림프절, 뇌 등)을 4㎛로 절편, silane 코팅 슬라이드에 부착
- 탈파라핀, 함수과정
- PBS로 수세(5분*3회)
- Citrate buffer로 93℃에서 30분 반응시켜 항원복원
- PBS로 수세(5분*3회)
- 3% H2O2로 37℃에서 10분 반응
- PBS로 세정(5분*3회)
- 1차 항체를 희석액에 1:500으로 희석시킨 후 37℃에서 32분 반응
- PBS로 세정(5분*3회)
- 2차 항체로 37℃에서 12분 반응
- PBS로 세정(5분*3회)
- DAB로 37℃에서 8분 반응
- PBS로 세정(5분*3회)
- Hematoxylin으로 4분 대조염색
- 흐르는 물에 수세
- 탈수 후 커버슬라이드로 덮음

◦ 실험 결과
- 조직병변부위에 침윤된 염증세포(화농육아종성염증)에 갈색으로 발색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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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장. 장막에 형성된 육아종성 병변에서 양성반응.

- 222 -

고양이 소화기질병 원인체 검사법

1. 현황 및 문제점
◦ 고양이 전염성 소화기질병의 치료를 위해 원인체에 대한 실험실 검사는 필수
◦ 특히 1세 미만의 어린 동물에서 전염성 소화기질병 다발하며 설사로 인해 탈수 및 폐사에
이르기도 함

2. 연구성과 내용
◦ 고양이 분변에 대한 전염성 원인체 분포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패널에 추가할 항목 선정
* 반드시 감별해야 할 원인체와 혼합감염시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는 원인체 포함

◦ (원충성원인체) 충란검사법 및 Cystoisospora spp., Giardia spp., Cryptosporidium
spp.에 대한 PCR 검사법 추가
◦ (세균성원인체) 대장균의 일부 병원성인자 추가하여 보완, Campylobacter spp. PCR
검사법 추가
◦ (바이러스성원인체) feline parvovirus(FPV), feline leukemia virus(FeLV), feline
coronavirus(FCoV), feline calicivirus(FCV)의 PCR 검사법 추가

3. 표준기술활용사항
◦ 진단 패널 확대 및 진단기법 추가를 통한 검사체계 확립
◦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동물질병 표준진단요령(농림축산검역본부 예규
제142호)”에 “고양이 소화기질병 원인체 검사법”을 추가하여 표준기술로 활용
◦ 각 항목의 검사법은 붙임 참조

4. 기대효과
◦ 고양이 소화기질병의 정확한 감별진단을 통해 적절한 예방대책 강구 및 치료효과 극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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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고양이 분변 내 소화기질병 원인체 분포현황(%)

a)

Shelter cat

Companion cat

Total (%)

n=34, 21.5%

n=124, 78.5%

n=158

Parasite

Intestinal parasite

93.3

15.4

26.4

Parasite

Cystoisospora

0

3.3

3.2

(Protozoa)

Cryptosporidium

0

0

0

Bacteria

Giardia(PCR)

20.8

7.7

9.9

Giardia(ELISA)

20.0

9.0

10.7

Pathogenic E.coli

11.8

b)

5.9

d)

Salmonella
Campylobacter coli

f)

c)

1.6

e)

5.7
2.5

0

0.8

0.7

14.7

0.8

3.9

41.2

21.0

25.3

0

8.9

7.1

0

7.3

5.8

FPV

82.4

33.6

44.4

FeLV

0

0

0

FCoV

20.6

16.0

17.0

FCaliciV

14.7

10.9

11.8

Campylobacter jejuni

f)

Cl. perfringens A
Cl. difficile(A+B+CDT-)
- -

-

Cl. difficile(A B CDT )
Virus

4.0

a) 충란검사를 통해 고양이회충, 만손열두조충란 검출 b) EPEC(4) c) EPEC(5)
d) Salmonella Enteritidis, group D(2) e) Salmonella Braenderup(1), Salmonella Richmond(1) f)
유전자검출

그림. 고양이 분변에서 검출된 전염성 원인체 분포 현황(%, n=158)

[ 붙임 ] : 고양이 소화기질병 원인체 검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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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 소화기질병 원인체 검사법
1. 검사 원인체 항목(총 13종)
구분

원인체

검사방법

고양이파보바이러스(FPV; feline parvovirus)
고양이바이러스

고양이코로나바이러스(FCoV; feline coronavirus)

(4종)

고양이백혈병바이러스(FeLV; feline leukemia virus)

PCR

고양이캘리시바이러스(FCV; feline calicivirus)
병원성대장균(Pathogenic E. coli)
세균

살모넬라균(Salmonella spp.)

(6종)

클로스트리디움균(Clostridium perfringens & C. difficile)

균분리

캠필로박터(Campylobacter coli, C. jejuni)
기생충 및 원충
(3종 이상)

장내기생충 및 콕시듐(Cystoisospora spp.)

충란검사

와포자충(Cryptosporidium spp.)

PCR

십이지장편모충(Giardia spp.)

PCR (또는 ELISA)

2. 원충성 기생충 난포낭/포낭 검사
1) 부유법: 아래의 방법중 하나로 분변 내 난포낭/포낭 부유 후 검경
가. 포화질산소듐(NaNO3) 부유법: 포화질산소듐용액으로 부유 후 검경
* 포화질산소듐용액 : 질산소듐 400g + 수돗물 1,000ml (specific gravity = 1.18)

나. 포화설탕 부유법: 포화설탕용액으로 부유 후 검경
* 포화설탕용액 : 설탕 454g + 수돗물 355ml (specific gravity = 1.27)
(참고문헌: Veterinary Parasitology Reference Manual, 5th, William Foreyt, 2001)

2) 검사방법
가. 비커에 1-2g의 분변을 넣음
나. 멸균 면봉 등을 이용하여 위에 기술된 포화용액 10ml과 잘 섞음
다. 거름망 등을 이용하여 분변, 포화용액 혼합물의 찌꺼기를 걸러냄
라. 걸러진 용액을 15ml 코니칼 튜브에 옮김
마. 표면장력이 생길 때 까지 포화용액을 부어줌
바. 커버글라스를 덮고 30분간 정치
사. 커버글라스를 슬라이드 글라스 위에 옮겨 100배~400배 배율로 검경
3) 콕시듐(Cystoisospora spp.) 난포낭은 감별이 가능하나, 와포자충(Cryptosporidium spp.)
난포낭이나 지알디아(Giardia spp.) 포낭은 크기가 너무 작아 검경이 어려워 PCR이나 항원
ELISA로 진단하는 것이 바람직함

- 225 -

콕시듐 난포낭

크립토스포리디움 난포낭(UPEI 인용)

지알디아 포낭 (UPEI 인용)

개회충 충란

십이지장충 충란

편충 충란

3. 원충성 원인체 감별 PCR 검사법
1) 분변용 DNA 추출키트를 이용하여 분변에서 DNA 추출
2) Cystoisospora spp. 동정용 유전자 검사법
- 1차 PCR을 실시한 뒤 증폭산물을 template로 하여 2차 PCR을 실시
Target gene
Cystoisospora

1st

spp.
(ITS-1 region
nPCR)

Product
size(bp)

Primer sequences

2nd

CCGTTGCTCCTACCGATTGAGTG
GCATTTCGCTGCGTCCTTCATCG
GATCATTCACACGTGGCCCTTG
GACGACGTCCAAATCCACAGAGC

-

450

PCR
conditions
95°C 5m → 35 cycles
(95°C 30s, 65°C 30s,
72°C 60s) → 72°C 5m
95°C 5m → 35 cycles
(95°C 30s, 65°C 30s,
72°C 30s) → 72°C 5m

콕시듐(Cystoisospora spp.)에 대한 PCR 결과
1, 음성대조군; 2, 양성대조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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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f

Exp. Parasitol.
(2008)
118: 592-595

3) Cryptosporidium spp. 동정용 유전자 검사법
- 1차 PCR을 실시한 뒤 증폭산물을 template로 하여 2차 PCR을 실시
Target gene
Cryptosporidium
spp.
(18S rRNA
nPCR)

Product
size(bp)

Primer sequences
1st

2nd

GACATATCATTCAAGTTTCTGACC
CTGAAGGAGTAAGGAACAACC
CCTATCAGCTTTAGACGGTAGG
TCTAAGAATTTCACCTCTGACTG

PCR
conditions
95°C 5m → 35 cycles
(95°C 30s, 58°C 30s,
72°C 30s) → 72°C 5m
95°C 5m → 35 cycles
(95°C 30s, 58°C 30s,
72°C 30s) → 72°C 5m

-

587

Ref
Appl Environ
Microbiol.
(2003) 69:
4302-4307

크립토스포리디움속(Cryptosporidium spp.)에 대한 PCR 결과
1, 음성대조군; 2, 양성대조군

4) Giardia spp. 동정용 유전자 검사법
- 1차 PCR을 실시한 뒤 증폭산물을 template로 하여 2차 PCR을 실시
Target gene

Giardia spp.

Product
size(bp)

Primer sequences

1st

CATCCGGTCGATCCTGCC

-

GTCGAACCCTGATTCTCCG

(18S rDNA)
nPCR

Giardia spp.

2nd

1st

(gdh)*
nPCR
→선택사항

Giardia spp.

2nd

1st

(β-giardin)*
nPCR
→선택사항

2nd

GACGCTCTCCCCAAGGAC

170

CTGCGTCACGCTGCTCG

PCR
conditions

Ref

95°C 10m → 40 cycles
(95°C 30s, 59°C 20s, Parasitology
72°C 20s) → 72°C 7m
(2007)
95°C 10m → 45 cycles
(95°C 30s, 59°C 20s,
72°C 20s) → 72°C 7m

134:
339-350

95°C 5m → 35 cycles

TCAACGTYAAYCGYGGYTTCCGT

-

GTTRTCCTTGCACATCTC

CAGTACAACTCYGCTCTCGG

411

GTTRTCCTTGCACATCTC

(95°C 30s, 57°C 30s, Parasitology
72°C, 30s) → 72°C 5m
(2007)
95°C 5m → 35 cycles

134:

(95°C 30s, 56°C 30s,

339-350

72°C, 30s) → 72°C 5m

AAGCCCGACGACCTCACCCGCAGTGC
GAGGCCGCCCTGGATCTTCGAGACGAC
GAACGAGATCGAGGTCCG

95°C 15m → 35 cycles
753

511

CTCGACGAGCTTCGTGTT

(95°C 30s, 65°C 30s,

Int J

72°C, 60s) → 72°C 7m

Parasitol

95°C 15m → 35 cycles

(2005)

(95°C 30s, 55°C 30s, 35: 207-213
72°C, 60s) → 72°C 7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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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알디아(Giardia spp.) 18S
rDNA 유전자에 대한 nested
PCR(2차 PCR) 결과
1, 음성대조군; 2, 양성대조군

지알디아(Giardia spp.) gdh
유전자에 대한 nested PCR(2차
PCR) 결과
1, 음성대조군; 2, 양성대조군

지알디아(Giardia spp.)
β-giardin 유전자에 대한 nested
PCR(2차 PCR) 결과
1, 음성대조군; 2, 양성대조군

4. 병원성대장균
1) 대장균 분리법은 “동물질병 표준진단요령”을 참고
2) 분변에서 분리한 대장균에서 DNA 추출(분변에서 직접 추출하지 않음)
3) 병원성인자: LT, Sta, Stb, Stx2e, EAE, F4, F5, F6, F18, F41, AIDA, EAST, PAA
4) 병원성인자에 대한 유전자 검사법
Target
gene

Primer sequences

Product
size(bp)

PCR
conditions

F4

TGAATGACCTGACCAATGGTGGAACC
GCGTTTACTCTTTGAATCTGTCCGAG

484

LT

ACGGCGTTACTATCCTGTCTATGTGC
TTGGTCTCGGTCAGATATGTGATTCT

275

multiplex PCR

Sta

GTCAGTCAACTGAATCACTTGACTCT
CATGGAGCACAGGCAGGATTACAACA

152

Stb

GCTACAAATGCCTATGCATCTACACA
CATGCTCCAGCAGTACCATCTCTAAC

125

95°C 10m →
25 cycles
(94°C 30s, 63°C 90s,
72°C 90s) →
70°C 10m

F41

TTAGCAGCGAAGATGAGTGATGGG
GTACTACCTGCAGAAACACCAGATCC

515

F5

GCGACTACCAATGCTTCTGCGAATAC
GAACCAGACCAGTCAATACGAGCA

230

EAE

CATTATGGAACGGCAGAGGT
ATCTTCTGCGTACTGCGTTCA

790

AIDA

ACAGTATCATATGGAGCCA
TGTGCGCCAGAACTATTA

585

EAST

ATGCCATCAACACAGTATATC
TCAGGTCGCGAGTGACGG

125

PAA

CCATAAAGACAGCTTCAGTGAAAA
GTATTACTGGTACCACCACCATCA

180

Ref

Zhang W. et al.,
Vet Microbiol.,
2001, 123:145~152

95°C 10m →
30 cycles
(94°C 30s, 55°C 30s,
72°C 60s) →
70°C 10m

* 고양이에서 검출되지 않은 F6, F18, stx2e를 제외한 병원성인자는 돼지와 동일하게 실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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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성 유전자에 대한 multiplex PCR 결과
P1: f4, f6, lt, sta, stb; P2: f41, f5, sta
P3: stx2e, f18 양성대조군; N: 음성대조군

병원성 유전자에 대한 PCR 결과
P1: eae P2: aida, P3: east, P4: paa 양성대조군
N: 음성대조군

5. 살모넬라균 및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
- 분리 및 동정기법은 “동물질병 표준진단요령”을 참고

6. 캠필로박터균
1) 분변을 Bolton broth*에 접종 후 미호기 조건에서 2-3일 증균 배양
* bolton broth; bolton broth (CM0983, Oxoid) 13.8g을 500mL DW에 녹인 후 autoclave → 25mL
laked horse blood (SR0048C, Oxoid), 1 vial bolton broth selective supplement (SR0183E) 첨가

2) 핵산 추출키트를 이용하여 증균액에서 DNA 추출
3) Campylobacter coli, Campylobacter jejuni PCR 검사
Target gene

Primer sequences

Product
size(bp)

PCR
conditions

Ref

94°C 10m
→ 35 cycles
(94°C 60s, 54°C 60s,
72°C 60s) → 72°C 7m

Rozynek E et al.,
J Med Microbiol.,
2005, 54:615-9

C. coli

AGGCAAGGGAGCCTTTAATC
TATCCCTATCTACAATTCGC

364

C. jejuni

CATCTTCCCTAGTCAAGCCT
AAGATACTCTAGCAAGATGG

773

캠필로박터 (Campylobacter coli, C. jejuni)에 대한 PCR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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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유전자가 검출된 경우에 한하여 균분리 검사 실시
- 증균액을 Campylobacter selective agar (CCDA)*에 접종 후 미호기 조건에서 2-3일 배양
- Campylobacter는 흰색 플라스틱 loop에 묻혔을 때 분홍색(대장균과 색깔로 감별)
* CCDA; Campylobacter blood free selective agar(CM0739, Oxoid) 22.75g을 DW 500mL에 녹인
후 autoclave → 1 vial CCDA selective supplement (SR155E) 첨가

7. 고양이 바이러스성 소화기질병 원인체에 대한 유전자 검사법
1) 핵산 추출키트를 이용하여 분변에서 DNA/RNA 추출
2) FPV, FCoV, FeLV, FCV에 대한 PCR 검사
Target
gene

Primer sequences

Product
size(bp)

PCR
conditions

FPV

GCTGAAGGAGGTACTAACTTTGG
CTACCAAATGCATATCTTGGATC

257

FCoV

GAYGGWGTCTTCTGGGTTG
GCTAYRATTGTATCC TCAACAT

257

45°C 30m → 94°C 5m →
40 cycles (94°C 30s, 52°C
30s, 72°C 40s) → 72°C 5m

Feline coronavirus detection kit
Intron Cat. No. IP12176

FeLV

ACCCTATTACGAAGGGATTGC
GTCCAGTGTTACAGGCCCAAT

239

45°C 30m → 94°C 5m →
40 cycles (94°C 30s, 50°C
30s, 72°C 40s) → 72°C 5m

Feline leukemia detection kit
Intron Cat. No. IP12178

FCV

GCCTCCTACATGGGAATWC
CCWTGTACCCTYTGCTCAAG

259

45°C 30m → 94°C 5m →
40 cycles (94°C 30s, 52°C
30s, 72°C 40s) → 72°C 5m

Feline calicivirus detection kit
Intron Cat. No. IP12177

Ref

94°C, 5m → 40 cycles(94°C,
Feline panleukopenia detection kit
30s, 52°C, 30s, 72°C, 40s) →
Intron Cat. No. IP11178
72°C, 5m

* FPV, feline parvovirus; FCoV, feline coronavirus; FeLV, feline leukemia virus; FCV, feline
calicivirus

FPV에 대한 PCR 결과

FCoV에 대한 PCR 결과

FeLV에 대한 PCR 결과

FCV에 대한 PCR 결과

* M, 100bp DNA ladder; 1, 양성시료; 2, 음성대조; 3, 양성대조

- 230 -

공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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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균성 질병에 대한 항균제 감수성 검사법 개선 및 표준화

1. 현황 및 문제점
1) 항균제는 동물 및 사람의 세균성 질병 치료에 널리 사용되고 있으나 항균제 감수성검사
방법은 주로 사람에서 사용되는 항균제를 중심으로 동물에 적용하고 있음
2) 최근 동물 치료를 목적으로 감수성검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미국의 CLSI를 중심으로 소화기
및 호흡기 세균에 대한 항균제의 선발 및 억제대의 기준에 대한 보고
3) 국내에서도 이러한 추세에 맞추어 동물용 항균제의 종류 및 검사방법에 대한 표준화가 필요함

2. 연구성과 내용
1) 국내 항균제 사용현황
가. 동물약품협회의 판매자료를 기준으로 국내 항균제 사용현황을 조사하여 상위 50위 이내의
결과를 취합하였다. 소, 돼지, 닭 등에서 사용되는 항균제의 종류는 대부분 비슷하였다.
나. 상위 10위에는 Amoxycillin, Ampicillin, Chlortetracycline, Enrofloxacin, Florfenicol,
Oxytetracycline, Penicillin, Streptomycin sulfate, Sulfamethoxazole, Sulfathiazole,
Tylosin으로 조사되었다.
다. 소는 Amoxycillin, Penicillin, Chlortetracycline등이 높은 순위를 보였고, 돼지는
Chlortetracycline, Amoxycillin, Tylosin등이 높게 나타났다. 닭은 Chlortetracycline,
Amoxycillin, Enrofloxacin이 높은 사용량을 보였다.
Table 1. 국내 항균제 사용량 조사(2006)
항균제
Amoxycillin
Ampicillin
Apramycin sulfate
Bacitracin
Bambermycin
Carbadox
Cefquinome
Ceftiofur
Cephalexin

항균제 사용 순위
소

돼지

닭

1
5
16
53
48
54
17
32
21

2
8
16
36
45
13
42
38
33

2
6
46
52
44
40
53
43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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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
2
6
26
47
46
36
37
38
28

항균제
Cephazolin sodium
Chloramphenicol
Chlortetracycline
Ciprofloxacin
Clindamycin
Cloxacillin
Colistin sulfate
Doxycycline
Enramycin
Enrofloxacin
Erythromycin
Florfenicol
Flumequine
Gentamycin
Kanamycin
Kitasamycin
Lincomycin
Maduramycin ammonium
Neomycin
Norfloxacin
Ofloxacin
Olaquindox
Oxytetracycline
Pefloxacine
Penicillin
Spectinomycin
Spiramycin
Streptomycin sulfate
Sulfachloropyridazine
Sulfachloropyridazine sodium
Sulfadiazine
Sulfadimethoxine
Sulfamerazine
Sulfamethazine
Sulfamethoxazole
Sulfamethoypyridazine
Sulfamonomethoxine
Sulfaquinoxaline
Sulfathiazole
Thiamphenicol
Tiamulin
Tilmicosin phosphate
Tylosin

항균제 사용 순위
소

돼지

닭

37
15
3
44
39
19
22
36
55
10
30
7
43
14
28
56
34
40
12
24
49
20
4
57
2
62
26
6
38
47
29
18
33
13
9
31
63
23
8
42
27
35
11

53
49
1
26
54
57
24
32
39
14
37
6
40
27
18
23
15
44
19
22
51
29
10
52
7
17
20
11
41
21
30
28
46
5
9
43
50
35
4
48
12
34
3

55
56
1
11
45
57
22
19
35
3
13
10
25
18
39
48
29
36
20
7
34
28
5
37
15
24
50
12
41
23
17
27
42
16
4
26
31
9
14
49
21
33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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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
48
40
2
27
46
44
23
29
43
9
27
8
36
20
28
42
26
40
17
18
45
26
6
49
8
34
32
10
40
30
25
24
40
11
7
33
48
22
9
46
20
34
7

Table 2. 국가별 항생제 감수성 검사에 사용하는 항균제 종류
항균제

미국
(사우스다코타)

Amoxycillin

○

Ampicillin

○

유럽
○

Apramycin sulfate
Ceftiofur

호주

○

○

○

○

○

○

Cephalexin

○

Chloramphenicol

○

○

○

○

Chlortetracycline

○

Ciprofloxacin
Clindamycin

○

Enrofloxacin

○

Erythromycin

○

Florfenicol

○

○
○

○
○

Flumequine
Gentamycin

○

○

Kanamycin

○

○

Neomycin

○

○

Oxytetracycline

○

Penicillin

○

○

Spectinomycin

○

○

Streptomycin sulfate

○

○

Sulfachloropyridazine

○

Sulfadimethoxine

○

○

Sulfathiazole

○

○

Tiamulin

○

Tilmicosin phosphate

○

Tylosin

○

○
○

3. 표준기술 활용 사항
1) 항균제 감수성 시험방법
가. 배지 및 항균제 디스크
- Mueller-Hinton(MH) agar 준비
- 항온 수조에 50℃정도로 식힌 후에 petri-dish에 두께 4mm가 되도록 분주
(직경 150mm: 70ml, 90mm:20ml)
- 냉장고에 보관하며 7일 이내에 사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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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 전 인큐베이터에서 건조 후 사용
- 항균제 디스크는 냉장 혹은 냉동고(β-lactam계열)에 보관하며 상온에서 사용
- 유효기간 내의 디스크 사용 권장
나. 항균제 디스크 검사 (Disc diffusion method)
- 시험균주: 0.5 McFarland 또는 이와 상응하는 탁도 설정
- 평판배지에서 세균집락을 Mueller-Hinton(MH) broth에 배양 후 희석하여 0.5
McFarland로 탁도 조정
- 액체배양이 되지 않는 균주는 평판배지의 집락을 식염수가 담긴 튜브에서 0.5
McFarland로 탁도 조정
- 멸균 면봉으로 균액을 Mueller-Hinton(MH) agar에 골고루 획선 도말
- dispenser 혹은 멸균 핀셋을 이용하여 디스크를 배지에 떨어뜨림
- 각 디스크는 다른 디스크와 24mm 이상 떨어져야 하며 배지 당 디스크 수는 제한되어야
함 (petri dish 직경 150mm: 12개, 90mm: 5개)
- 디스크를 배지 위에 떨어뜨린 후 위치를 옮겨서는 안 됨
- 호기조건으로 16-18hrs, 35±2℃에서 배양한 후 억제대의 지름을 측정
다. 항균제 디스크용 표준균주
균 주

배 지

배 양 조 건

QC strain

Mueller-Hinton agar

35℃/16-18hr

E. coli ATCC 25922

A. pleuropneumoniae
H. parasuis

Chocolate agar

35℃/5-7%
CO2/20-24hr

A. pleuropneumoniae
ATCC 27090

P. multocida

5% sheep blood

35℃/18-24hr

S. pneumoniae
ATCC 49619

S. suis

5% sheep blood

35℃/5-7%
CO2/20-24hr

S. pneumoniae
ATCC 49619

장내세균

Bordetella bronchiseptica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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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항균제 감수성 결과 판독표(표준억제대)
항생제명
Amoxycillin(20)
+Clavulanic acid(10)
Ampicillin

CODE

비감수성(-)

감수성(+)

감수성(++)

AMC30

≤13

14~17

≥18

AM10

비고
CLSI M31-A3(2008)
CLSI M31-A3(2008)

그람음성

≤13

그람양성

≤28

≥29

APR15

≤13

>14

B10

≤8

9~12

≥13

Appl Envron Microbiol
1999. 2770-2772
BBL, NCCLS M2-A8

Ceftiofur

EFT30

≤17

18~20

≥21

CLSI M31-A3(2008)

Cephalexin

CL30

≤14

15~17

≥18

CLSI M31-A3(2008)

Colistin sulfate

CL10

≤8

9~10

≥11

BBL

Doxycycline

DO30

≤12

13~15

≥16

CLSI M2-A2

Enrofloxacin

ENR5

≤16

17~19

≥23

Erythromycin

E15

≤13

14~22

≥23

Florfenicol

FFC30

≤14

15~18

≥19

CLSI M31-A3(2008)
CLSI M31-A2,
CLSI/VAST
CLSI/VAST

Flumequine

UB30

≤20

21~24

≥25

CA-SFM

Gentamicin

GM10

≤12

13~14

≥15

CLSI M31-A2

Kanamycin

K30

≤14

14~17

≥17

CA-SFM

Lincomycin

MY15

≤16

17~19

≥21

CA-SFM

Neomycine

N30

≤12

13~16

≥17

BBL

Oxytetracycline

OT30

≤14

15~18

≥19

CLSI/VAST

P10

≤19

20~27

≥28

CLSI M31-A3(2008)

Spectinomycin

SH100

≤10

11~13

≥14

CLSI/VAST

Spiramycin

SP100

≤18

19~23

≥24

CLSI M31-A2(2004)

S10

≤11

12~14

≥15

BBL

Sulfadiazine

SD.25

≤11

11~16

≥17

CA-SFM

Sulfamethoxazole

RL25

≤10

11~15

≥16

CLSI M31-A3(2008)

Apramycin sulfate
Bacitracin

Penicillin

Streptomycin sulfate

14~16

≥17

Tiamulin

Rosco
호흡기세균

Tiamu

≤13

14~15

≤16

기타세균

Tiamu

≤23

24~27

≥28

Tylosin
Tylos
≤22
23~25
≥26
*: CLSI: Clinical and Laboratory Standards institute
**: CA-SFM: Committee of Antibiogram for French Society for Microbiology
***: BBL: Becton-Dickinson
****:Rosco: ㈜동방 수입 disc

Rosco

4. 기대효과
1) 동물질병 진단관련 분리 원인체에 사용되는 항균제 감수성 검사방법 표준화로 실험실별
동일한 결과 도출 가능
2) 동물질병 표준검사법으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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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로스트리디움 디피실(Clostridium difficile)의 분리 및 동정 기법

1. 현황 및 문제점
◦ Clostridium difficile은 사람을 포함한 동물에 위막성 결장염을 유발하여 설사를 일으키는
원인체이며, 최근 C. difficile은 신생자돈 장염의 주요한 원인체로 드러나고 있음
◦ 포유자돈의 설사병은 지속적으로 경제적 손실을 끼치는 원인 중 하나이지만 주로 검색되는
병원체는 병원성대장균과 바이러스성 원인체이며, 원인 미상의 포유자돈 설사병이 많은
실정임
◦ 설사병이 발생하면 진단 및 항생제 감수성 검사 없이 초기에 항생제를 투여하는 상황에서

C. difficile 감염증의 임상증상을 더 심하게 할 수 있음
◦ 포유자돈 설사 분변 시료로 균분리를 시도 하더라도, C. perfringens 및 일반 장내 세균과

C. difficile 집락을 감별하기 어려움
◦ 북미에서 신생자돈 장염의 원인을 조사한 결과 34.1%가 C. difficile 단독감염으로, 24.3%가
다른 원인체와 C. difficile과의 복합감염으로 보고되어 포유자돈의 중요한 신종 질병으로
알려져 있음(Songer 등, 2004)
◦ 국내에서 이 질병에 대한 분포조사나 발생보고 등이 없는 것은 C. difficile이 혐기균인데다
균의 특성상 균분리가 어려워 명확한 진단법이 없기 때문임
◦ C. difficile 분리법에 대한 정보는 국가간, 실험실간 매우 다양하여 이에 대한 표준화가
요구됨

2. 연구성과 내용
가. 클로스트리디움 디피실(Clostiridum difficile)의 분리 및 동정기법 확립
◦ 분리 대상 시료: 대장내용물 또는 분변
- C. difficile은 소장에는 colonization을 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대장내용물로 검사
- rectal swab을 할 경우에는 반드시 혐기용 수송배지가 들어있는 제품을 사용
- 시료 운송은 반드시 냉장상태로 하며, 채취 후 최대한 빨리 검사
◦ 가검물 전처리
- 시료를 동량의 100% alcohol과 잘 섞은 후 30분-1시간 실온에 방치 또는 80°C
항온수조에 10분간 넣어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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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00g, 10분간 원심 분리하여 pellet을 선택배지에 접종
단, 시료의 양이 적을 경우에는 원심분리를 하지 않고 100uL를 선택배지에 접종
◦ 선택증균배양
표 1. TCCFB (0.1% taurocholate sodium이 포함된 cycloserin-cefoxitin fructose broth)
Ingredient

g/L

Proteose peptone
Disodium hydrogen phosphate
Potasium dihydrogen phosphate
Magnesium sulphate
Sodium chloride
Fructose
pH 7.4 ± 0.2, autoclave them
Supplemented with Cycloserin-cefoxitin
0.1% Sodium taurocholate

40.0
5.0
1.0
0.1
2.0
6.0
2 vials
1.0

- 37°C에서 7일간 혐기배양 후 동량의 alcohol에 배양액을 넣고 1시간동안 alcohol
shock 실시하여 3,800g, 10분간 원심분리한 후 pellet을 선택배지에 접종
※ 156개의 분변에 대한 증균효과를 실험한 결과, 증균을 하지 않고 직접 접종을 했을때(11.5%)보다
증균후 선택배지에 접종했을때(22.4%) 분리율이 높았음

◦ 선택배지에 접종
- 선택배지는 BD사의 Clostridium difficile selective agar(CDSA), Biomerieux사의
ChromID C. difficile agar(CDIF) 등이 시판되고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직접 만들
어서 사용
- alcohol shock이나 heat shock으로 전처리한 가검물을 직접 선택배지에 접종하여
37°C에서 48시간 이상 혐기배양
- 전처리 하지 않은 가검물 약 1mL를 TCCFB에 접종하여 37°C에서 7일 이상 혐기배양
◦ 의심집락 선발
- 선택배지 상에서 고유의 색이나 모양을 가진 집락을 sheep blood agar에 계대

그림 1. 선택배지(CDSA) 상에서 노란색으로 보이는 C. diffic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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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선택배지(CDIF) 상에서 검정색으로 보이는 C. difficile

- sheep blood agar에 계대하여 37°C에서 24시간 이상 혐기배양
- 혈액배지 상에서의 모양은 그림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매우 다양하나 대체적으로
rhizoid edges and ground-glass와 같은 표면을 가지는 집락으로 자람
- 특징적으로 말구유에서 나는 냄새(horse stable-like odor)가 남

그림 3. 혈액배지 상에서 관찰되는 다양한 형태의 C. difficile 집락

- 그람염색: 그람 양성 간균, 아포를 가짐
- VITEK: ANC 카드 사용
- L-proline aminopeptidase test (PRO Disc test): 붉은색으로 변하면 C. difficile 양성 (99%)
나. 분리균을 통한 독소유전자 검출 방법
◦ toxin gene PCR
- 분리된 C. difficile에서 toxin gene 존재 여부 확인
- toxin A gene (tcdA), toxin B gene (tcdB), binary toxin gene (cdtA & cdtB)
검사하여 toxin gene profiling
- toxin A gene PCR
Target
gene

tcdA

Primer
NK9
NK11

PCR condition

Sequences
5'-CCACCAGCTGCAGCCATA-3'
5'-TGATGCTAATAATGAATCTAAAATGGTAAC-3'

Product
Size
1200bp
(500 or 700bp)

95°C 5m → 40 cycles (95°C 15s, 62°C 2m, 72°C 40s) → 74°C 5m

※ A-B+ strain의 경우, tcdA의 product size가 500bp 또는 700bp
※ 참고문헌: Kato 등, JCM (1991), 3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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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oxin B gene PCR
Target
gene

Primer

tcdB

NK104
NK105

PCR condition

Sequences
5'-GTGTAGCAATGAAAGTCCAAGTTTACGC-3'
5'-CACTTAGCTCTTTGATTGCTGCACCT-3'

Product
Size
205bp

95°C 5m → 40 cycles (95°C 20s, 62°C 1m, 74°C 40s) → 74°C 5m

※ 참고문헌: Kato 등, JCM (1998), 2178-2182

- binary toxin gene PCR
Target
gene

Primer

cdtA

cdtApos
cdtArev

5'-TGAACCTGGAAAAGGTGATG-3'
5'-AGGATTATTTACTGGACCATTTG-3'

375bp

cdtB

cdtBpos
cdtBrev

5'-CTTAATGCAAGTAAATACTGAG-3'
5'-AACGGATCTCTTGCTTCAGTC-3'

510bp

PCR condition

Sequences

Product
Size

95°C 5m → 30 cycles (94°C 45s, 52°C 1m, 72°C 80s)→72°C 10m

※ 참고문헌: Stubbs 등, FEMS Microbiology letters (2000), 307-3123

M, 100bp marker
1, A+B+CDT+ (SE 844)
2, A+B+CDT- (NCTC 11204)
3, A-B+CDT- (ATCC 43598)
4, A-B-CDT- (3608/03)
NC, negative control

3. 표준기술활용사항
◦ 돼지(포유자돈) 설사병의 진단법 개선
- 분리 시료의 선택: 대장내용물, 분변
- 장내세균을 억제하기 위해 alcohol shock 또는 heat shock으로 가검물 전처리
- C. difficile 선택배지를 사용하여 48시간 이상 혐기배양
- 선택증균배지(TCCFB)를 사용하여 7일 이상 혐기배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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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심콜로니를 순수분리하여 동정
- PCR을 이용하여 toxigenic strain 감별
◦ 동물질병 표준검사법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예규 제24호)에 클로스트리디움 디피실
(Clostridium difficile) 정밀진단법 추가하여 표준기술로 활용

4. 기대효과
◦ 포유자돈 설사병 감별을 위한 클로스트리디움 디피실에 대한 진단 표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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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로스트리디움 디피실(Clostridium difficile)의 PCR ribotyping 기법

1. 현황 및 문제점
◦ Clostridium difficile은 사람을 포함한 동물에 위막성 결장염을 유발하여 설사를 일으키는
원인체이며, 최근 C. difficile은 신생자돈 장염의 주요한 원인체로 드러나고 있음
◦ 북미에서 신생자돈 장염의 원인을 조사한 결과 34.1%가 C. difficile 단독감염으로 보고
되어 포유자돈의 중요한 신종 질병으로 알려져 있음(Songer 등, 2004)
◦ 검역검사본부 연구사업 결과(2012년) 설사증상이 있는 포유자돈 102두에서 C. difficile
단독 감염이 35.3%로 나타남
◦ Rupnik(2007)의 보고에 의하면 사람과 동물 분리주간의 역학적 특성을 분석했을 때 일치
율이 매우 높게 나타남. 이는 최근 ‘low-risk' 군에서 감염율 증가의 원인이 동물로부터의
전파일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도축일령 동물의 분변이나 도축육에서도 C. difficile
분리율이 20%에 달한다는 보고도 있음
◦ 가축에서 가장 높은 분포율을 보이는 ribotype 078의 경우 인체 감염 증가 추세에 있음.
◦ 돼지에서 배출되는 세균이 돼지와의 직접접촉이나 식육을 통해 사람에 노출될 위험이 있어
공중보건학적인 측면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함
◦ 2009년 국내에서도 일반 균주보다 병원성이 높은 ribotype 027균이 사람에서 보고된 바
있어 더 이상 이 질병의 안전지대가 아님이 입증되었음
◦ 사람과 동물유래의 분리주에 대해 분자생물학적인 비교연구를 통해 이들 사이의 역학관계를
규명하여 동물과 사람 간 전파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고 있음
◦ 따라서 C. difficile의 유형을 파악하는데 전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이용되는 PCR ribotyping
기법을 확립하고자 함

2. 연구성과 내용
가. 균주 준비
◦ 균주를 혈액배지에 37℃에서 혐기배양
- 콜로니의 크기가 2-3mm 정도 된다면 24시간 배양하여 사용해도 무방
- 가능한 48시간 이내로 배양하여 사용할 것
- 얼려 두었던 균주를 녹였다면 적어도 2번 계대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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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DNA 추출
◦ 10개의 C. difficile 단일 집락을 선택
◦ 110uL의 5% Chelex-100 용액에 부유하여 잘 섞어줌
◦ 100℃에서 12분간 heating
◦ 14,000g에서 12분간 원심분리한 후 상층액(약 70uL)만 template로 사용
다. PCR mixture 만들기
◦ 1.5U Taq DNA polymerase (AmpliTaq Gold)를 사용
◦ Primer (참고문헌: Stubbs et al., JCM 1999)
- primer 1 (3' end of 16S rRNA genes); 5'-CTGGGGTGAAGTCGTAACAAGG-3'
- primer 2 (5' end of 23S rRNA genes); 5'-GCGCCCTTTGTAGCTTGACC-3'
◦ PCR mixture 40uL에 10uL의 DNA를 넣어 총 50uL를 사용
PCR mixture

Stock Conc.

uL/1T

Final Conc.

DW

-

15.5

-

Buffer

10×

5

1×

MgCl2

25 mM

8

4 mM

dNTP

25 mM

0.8

0.4 mM

Taq polymerase

5U/uL

0.7

0.07U/uL

Primer 1

10 uM

5

1 uM

Primer 2

10 uM

5

1 uM

template

10

Total

50

라. PCR 증폭
◦ denaturation (95℃, 10분)
◦ denaturation (94℃, 1분), annealing (55℃, 1분), extension (72℃, 2분): 45 cycles
◦ final extension (72℃, 7분)
마. PCR 증폭산물 농축
◦ 75℃에서 30분간 PCR 증폭산물을 농축
- PCR 증폭산물을 e-tube에 옮기고 뚜껑을 연 상태에서 20uL로 농축
- 농축이 끝나면 뚜껑을 닫고 30분 이상 냉장보관 후 전기영동 실시
- 주의사항: 실험 후에는 실험대 주위 소독하여 DNA 오염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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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전기영동
◦ gel은 3% UltraPureTM Agarose-1000 containing 0.5% EtBr 사용
- 하루 전 DW에 미리 agar를 넣어둠
- 녹은 agar를 식힌후 TAE-EB mix 1.4mL를 넣고 잘 섞어줌
- TAE-EB mix = 1mL EtBr + 40mL 50X TAE, 은박지에 싸서 냉장보관
- 만들어진 gel은 2-3시간 이상 냉장고에 보관 후 사용
◦ EP buffer (DW 980mL, 50x TAE 20mL, EtBr 50uL) 만들어 냉장보관후 사용
◦ 농축시킨 20uL의 PCR 증폭산물에 loading dye 3uL를 넣어 20uL 사용
◦ 로딩 할 때는 샘플 4-5개 간격으로 반드시 DNA ladder를 걸어줌
◦ 냉장실에서 전기영동 실시(110V에서 2시간 30분간)

<돼지 분리주에 대한 ribotyping 결과>

<소 분리주에 대한 ribotyping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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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표준기술활용사항
가. 클로스트리디움 디피실 PCR ribotyping 기법 확립
◦ 배양된 균주에서 단일 집락을 선택하여 DNA 추출
◦ PCR mixture 40uL와 DNA template 10uL, 총 50uL를 PCR 증폭
- primer는 16S rRNA와 23S rRNA gene 이용
- AmpilTaq Gold 사용
◦ PCR 증폭산물을 농축
◦ 3% gel을 사용하여 전기영동 후 패턴 분석

4. 기대효과
◦ 동물의 설사병 시료에서 분리한 클로스트리디움 디피실 PCR ribotyping 기법 확립
◦ PCR ribotyping을 통해 클로스트리디움 디피실(Clostridium difficile) 유형 파악에 도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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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질병 표준진단요령’에 ‘클로스트리디움디피실연관질병’ 추가

1. 현황 및 문제점
◦ 클로스트리디움디피실연관질병은 주요 소화기 질병중의 하나임
◦ 국내에도 포유자돈 설사를 유발하여 큰 경제적 피해를 일으키는 질병으로 알려짐
◦ 클로스트리디움디피실은 사람에게도 감염될 수 있는 인수공통질병으로 관심을 기울여야 함

2. 연구성과 내용
◦ 현재까지 국내외에서 개발된 각종 진단방법을 정리하여 국내에서 활용하기 적당한 방법으로
제작함
◦ 여러 가지 진단방법을 체계화하여 진단체계를 만듦

3. 표준기술 활용사항
□ 표준화된 진단을 위해 아래와 같은 목차로 진단요령을 작성함
◦ 클로스트리디움디피실연관질병 진단체계
◦ 역학상황

◦ 임상증상

◦ 병리해부검사

◦ 병리조직검사

◦ 원인체 분리검사

◦ 감별진단

4. 기대효과
◦ 검역본부는 물론 지자체, 민간, 대학 등 가축질병 진단기관에서 표준화된 방법으로 진단을
수행함으로서 일관된 진단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함
[ 붙임 ] : 클로스트리디움디피실연관질병 표준진단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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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로스트리디움디피실연관질병(Clostridium difficile-associated disease)

역학조사

임상검사

부 검
세균검사
(직접검경)

병리조직검사

세균검사
(배양)

(+)

독소검사

(-)

(+)

(-)

독소검사

(+)

양성

(-)

음성

음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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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

음성

1. 역학상황
가. 원인체: Clostridium difficile ; 그람양성 혐기성 간균, 토양이나 다양한 동물의 장 내 존재,
toxin A(액체분비를 일으키는 장독소) 또는 B toxin(세포독소)이 병변 유발
나. 사람에서는 항생제 사용 또는 병원내 감염과 관련된 설사의 주 원인으로 알려져 있었으나,
최근에는 이와 관련 없이도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짐
다. 동물에서도 말, 토끼, 영장류, 돼지, 개, 고양이, 타조 등에서 발생
라. 돼지에서는 주로 1주령 이하 신생자돈에서 설사 유발
마. 돼지에서 분리된 균을 이용한 감염실험에서도 돼지 설사 유발이 증명됨
바. 돼지에서의 감염경로는 토양 내 균 또는 균을 지속적으로 배출하는 보균 모돈임
사. 이 질병에 걸린 개체의 한배 돼지들은 이유 시 증체율이 떨어짐

2. 임상증상
가. 설사, 호흡곤란, 음낭부종, 미약한 복부 팽만
나. 설사가 모든 개체에서 관찰되는 것은 아님
3. 병리해부검사
가. 복수, 흉수
나. 내림결장 부종, 섬유소성 맹장결장염
다. 연변 또는 수양성 결장 내용물이 관찰됨
라. 신장에서는 요산염이 자주 관찰됨

결장 점막에 위막 형성
결장 간막 부종

*Jubb, Kennedy, and Palmer`s pathology of
domestic animals(ELSEVIER 출판)에서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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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병리조직검사
가. 섬유소성 점액성 결장염, 결장 장막 및 간막 부종, 점막고유판에 단핵구 및 호중구 침윤
나. 결장 점막의 분절성 미란 및 궤양
다. 급성의 경우 점막 표면 상피층으로 호중구 삼출(volcano lesion이라 부름)
라. 종종 점막의 깊은 부위 또는 장벽까지도 괴사

결장간막에 부종 및 염증세포
(단핵구 및 호중구) 침윤

점막 표면 상피층으로 호중구 삼출
(volcano lesion)
*Jubb, Kennedy, and Palmer`s pathology of
domestic animals(ELSEVIER 출판)에서 발췌

5. 원인체분리검사
분리재료
대장내용물 또는 분변 (소장내용물은 시료로 적합하지 않음)

사용배지
혈액배지, 클로스트리디움디피실 선택배지(시판 선택배지 또는 직접 제조)

균분리 방법
가. 가검물 전처리
1) 분변 또는 대장내용물을 동량의 100% alcohol과 잘 섞은후 30분-1시간 실온방치
2) 3,800g, 10분간 원심분리하여 펠렛을 선택배지에 접종
(단, 시료의 양이 적을 경우에는 원심분리를 하지 않고 100uL를 선택배지에 접종)
나. 선택배지 접종
1) 전처리한 가검물을 직접 선택배지에 접종하여 37°C에서 48시간 이상 혐기배양

선택배지(CDSA) 상에서 노란색으로 보이는 C. diffic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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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배지(CDIF) 상에서 검정색으로 보이는 C. difficile

다. 의심집락 선발
1) 선택배지 상에서 고유의 색이나 모양, 냄새를 가진 집락 선발
2) 혈액배지에 순수계대하여 37°C, 24시간 이상 혐기배양
- (모양) rhizoid edges and ground-glass와 같은 표면을 가지는 집락으로 자람
- (냄새) 말구유 냄새 (horse stable-like odor)가 특징임

혈액배지 상에서 관찰되는 다양한 형태의 C. difficile 집락

동정 및 확인 방법
가. 그람염색: 그람양성 간균, 아포를 가짐
나. 생화학검사: VITEK ANC 카드 사용
다. L-proline aminopeptidase test (PRO Disc test): 붉은색으로 변하는 C. difficile
양성(99%)
라. 분리균을 통한 독소유전자 검출방법
□ 균분리만으로 진단은 불가능하며, 분리된 균에서 PCR을 이용하여 toxin 유전자 확인
(toxigenic culture)
□ binary toxin 검출과 관계없이 toxin A와 toxin B의 검출여부에 따라 toxigenic,
non-toxigenic 구분. 단, tpi는 housekeeping gene으로서 모든 균주에서 검출됨
□ toxigenic strain은 주로 A+B+CDT+, A+B+CDT-, A-B+CDT-로 구분됨
□ non-toxigenic strain은 tpi 유전자(housekeeping gene)만 검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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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housekeeping 유전자 (tpi) PCR
Target gene
tpi

Primer sequences
tpi-F: AAAGAAGCTACTAAGGGTACAAA
tpi-R: CATAATATTGGGTCTATTCCTAC

Product size (bp)
227bp

PCR conditions 95°C 5m → 40 cycles (95°C 30s, 65-55°C 30s*, 72°C 30s) → 74°C 5m
Reference

Lemee et al., J. Clin. Microbiol. (2004) 5710-5714

* annealing for 30s at temperatures decreasing from 65°C to 55°C during the first 11 cycles

2) toxin A 유전자 (tcdA) PCR
Target gene
tcdA

Primer sequences
NK9: CCACCAGCTGCAGCCATA
NK11: TGATGCTAATAATGAATCTAAAATGGTAAC

Product size (bp)
1200bp
(500 or 700bp)

PCR conditions 95°C 5m → 40 cycles (95°C 15s, 62°C 2m, 72°C 40s) → 74°C 5m
Reference

Kato et al., J. Clin. Microbiol. (1991) 33-37

* A-B+ strain의 경우 tcdA의 사이즈가 500bp 또는 700bp

3) toxin B 유전자 (tcdB) PCR
Target gene
tcdB

Primer sequences
NK104: GTGTAGCAATGAAAGTCCAAGTTTACGC
NK105: CACTTAGCTCTTTGATTGCTGCACCT

Product size (bp)
205bp

PCR conditions 95°C 5m → 40 cycles (95°C 20s, 62°C 1m, 74°C 40s) → 74°C 5m
Reference

Kato et al., J. Clin. Microbiol. (1998) 2178-2182

4) binary toxin 유전자 (cdtA & cdtB) PCR
Target gene

Primer sequences

Product size (bp)

cdtA

cdtApos: TGAACCTGGAAAAGGTGATG
cdtArev: AGGATTATTTACTGGACCATTTG

375bp

cdtB

cdtBpos: CTTAATGCAAGTAAATACTGAG
cdtBrev: AACGGATCTCTTGCTTCAGTC

510bp

PCR conditions 95°C 5m → 30 cycles (94°C 45s, 52°C 1m, 72°C 80s)→72°C 10m
Reference

Stubbs et al., FEMS Microbiol. Lett. (2000) 307-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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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R 결과 판독

M, 100bp marker; 1, A+B+CDT+; 2, A+B+CDT-; 3, A-B+CDT-; 4, A-B-CDT-; NC, negative control

6. 감별진단
가. 클로스트리디움성장염
나. 살모넬라증
다. 대장균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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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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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류인플루엔자(H5/H7형) 혈구응집억제반응 비특이 제거 전처리법

1. 현황
1) 2008년 하반기부터 AI 재발방지를 위한 상시방역의 일환으로 종계, 산란계 및 토종닭을
대상으로 AI항체검사 (H5 및 H7아형 HI assay)를 실시하고 있음
2) AI 항체검사시 토종닭 혈청검사시 H5아형 항체 양성사례가 다수 났으나 확인검사 결과
대부분 음성으로 확인
3) 비특이 반응에 따른 방역당국의 신뢰저항 및 방역상 혼선초래 등 예찰 검사과정에서 나타난
방역상 문제점에 대한 개선․보완의 필요성 제기 (농림수산식품부 동물방역과-804, 2009.6.2)

2. 표준기술 내용
1) 재료
가. PBS(부기1)
나. 96well V형 플레이트
다. HI항원(H5/H7형) 및 항혈청
라. 마이크로피펫
마. 0.4% TPCK Trypsin(부기2)
바. 0.01M KIO4(부기3)
사. 1% glycerol-saline(부기4)
아. RDE (Ⅱ) “SEIKEN”
자. 2.5% sodium citrate(부기5)
차. 닭 1% 적혈구
- Alsiver's solution(부기6)을 닭 적혈구와 동량혼합한 후 1,000rpm에서 원심 침전하여
상층액을 제거하고 PBS를 가하여 3회 세척한 후 원액을 PBS로 최종 1%로 희석함
2) 시료전처리법
가. 열처리 비동화
- 혈청 분리 후 56℃ water bath에 30분간 비동화후 완전히 식힌 다음 검사에 사용
- 257 -

나. Trypsin-Periodate (TP) 처리법
① 가검혈청 40㎕와 0.4% trypsin 40㎕을 혼합(항혈청도 반드시 함께 전처리)
② 56℃ water bath에 30분간 trypsin을 비동화한 다음 완전히 식힌다.
③ 0.01M KIO4 40㎕씩 넣고 실온에서 15분 반응시킨 후 이를 불활화하기 위해 1%
glycerol-saline을 동량 첨가하여 잘 혼합한 후 실온에서 15분 반응시켜 검사에 사용
다. RDE 처리법
① RDE 1바이알(500수분)은 멸균 생리식염수 20ml를 넣어 완전히 녹인 다음 바로 사용
하거나 소분하여 -70℃ 냉동시켜 사용(한번 꺼낸 RDE는 재냉동하지 않는다)
② 가검혈청 40㎕에 RDE(-70℃ 냉동) 40㎕을 혼합한 후 37℃ incubator에 18시간 반응
(항혈청도 반드시 함께 전처리한다)
③ 56℃ water bath에 30분간 RDE를 비동화후 완전히 식힘
④ 2.5% sodium citrate 40㎕와 PBS 40㎕ 첨가하여 검사에 사용
3) HA test(antigen titration)
가. Microplate에 검사품 항원을 2배 단계 희석한다. (25 ㎕/well)
나. 1% 닭 적혈구 부유액 25㎕를 희석된 항원에 각각 넣는다.
다. 이때 항원이 함유되지 않은 PBS well에 1% 적혈구 부유액을 동량으로 넣는다(대조군).
라. 항원과 적혈구를 잘 흔들어 혼합시킨다.
마. 실온에서 40분간 정치시킨 후 판독한다.
※ 판정: 적혈구응집이 일어난 항원의 최종 희석배수를 검사 항원의 혈구응집 역가로 함

4) HI test
가. V자형 96well microplate 의 첫 줄을 제외한 나머지 well에 PBS를 25㎕씩 분주
나. 전처리된 가검혈청을 첫 번째 well에 각각 50㎕씩을 분주한다.
다. 자동희석기 또는 마이크로 피펫을 이용하여 각각의 혈청을 2배 단계 희석한다.
라. 8 HA unit 항원 25㎕을 각 well에 넣어주고 잘 흔들어 혼합(plate shaker가 있다면
약 900rpm 1분간 shaking한다)하고 실온(20~25℃)에서 40분간 반응
마. 40분 후 1% 적혈구 부유액 25㎕을 각 well에 넣어주고 플래이트를 잘 흔들어 실온에서
40분간 정치시킨 후 혈구응집억제 정도를 관찰한다.
※ 판정
① 전처리한 가검혈청 및 항혈청은 4배 희석된 것이므로 결과 판정시 유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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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검사에 사용한 항원이 8 HAU이므로 1/8(23) 이상일 때 양성으로 판정한다. 4 HAU 항원을 사용한
경우 1/16(24) 이상일 때 양성으로 판정한다(참고 : OIE Avian influenza 검사매뉴얼 (Manual of
Diagnostic Tests and Vaccines for Terrestrial Animals 2.7.12))
③ 음성대조혈청이 4배 이상의 역가를 보이지 않으며 양성 대조 혈청의 역가가 알려진 역가의 2배
이내에 있어야 유효하다.
※ 유의사항
① 특히, 토종닭의 혈청시료에 대해 먼저 전처리법 2.1 열처리 비동화후 HI검사하고 그 결과가 양성인
경우 2.2 Trypsin-Periodate처리법으로 재검사한다. 이 경우 또한 양성이면 2.3 RDE처리법으로
재검하여 확진한다.
② HI 결과는 사용하는 항원량, 희석방법, 항원과 검사시료(혈청)의 반응시간, 반응온도 등에 따라
결과에 차이가 있으므로 실험시간 결과 비교를 위하여 동일한 방법으로 실험을 실시하는 것이 중요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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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기>
부기1. 0.1M 인산염 완충 식염수(phosphate buffered saline, PBS)
NaCl.................................................................................8.0g
KCl...................................................................................0.2g
Na2HPO4.........................................................................1.15g
KH2PO4.............................................................................0.2g
D.W............................................................................1,000ml
최종 PH 7.2 로 조정후 멸균처리하여 냉장보관
부기2. 0.4% TPCK Trypsin
TPCK Trypsin.................................................................50mg
0.1M PBS(pH8.2)...........................................................12.5ml
filtering후 소분하여 -70℃에서 6개월간 사용
부기3. 0.01M KIO4
KIO4(FW 230.0).................................................................2.3g
0.1M PBS(pH7.2).........................................................1,000ml
filtering후 4℃에서 일주일간 사용
부기4. 1% glycerol-saline
glycerol............................................................................10ml
saline...........................................................................1,000ml
filtering후 냉장보관
부기5. 2.5% sodium citrate
Sodium citrate...................................................................25g
D.W.............................................................................1,000ml
filtering후 냉장보관
부기6. Alsever's solution
NaCl..................................................................................4.2g
Sodium citrate.................................................................9.82g
Dextrose..........................................................................20.5g
D.W.............................................................................1,000ml
냉장보관

- 260 -

조류인플루엔자 HA유전자 감별 진단법(공통형, H5, H7, H9)

1. 현황
1)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병원성에 따라 저병원성(LPAI)과 고병원성(HPAI)으로 구분
2) 우리나라는 1991년 저병원성 (LPAI) H9N2형이 처음 발생하여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3) 고병원성 (HPAI) H5N1형은 우리나라에서 2003년, 2006년, 2008년 총 3번에 걸쳐 발생
했으며 신속한 진단 및 방역 조치로 조기에 질병을 종식시킴
4) 다양한 종류의 조류인플루엔자진단법 (유전자 진단법, 간이진단킷트, AGIP등)이 개발되어
있으나
5)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조류인플루엔자 유전자 진단법이 표준화 되어있지 않아 수의과학
검역원에서만 진단이 가능한 한계가 있음
6) 2008년도부터 조류인플루엔자에 대해 상시방역체계로 전환됨에 따라 각 시도 가축방역기관에
표준화된 조류인플루엔자 진단법 보급이 필요한 실정임

2. 표준기술 내용
1) 실험법의 개요
본 실험법은 조류인플루엔자 HA 유전자 감별 진단법으로 조류인플루엔자 15 HA 혈청형을
모두 검출할수 있는 고통형, H5, H7, H9형을 감별 진단할수 있는 특이 프라이머를 이용하여
진단하는 실험법이다.
2) 유전자 추출과정
Viral Gene-spin Viral DNA/RNA extraction kit(Intron)을 사용하여 유전자를 추출한다.
3) RT-PCR 과정
가. 작업공간에 Rnase Wiper를 고르게 분무하고 Kimwipes로 닦아낸다. 파이펫의 표면도
동일하게 처리하여 준비한다.
나. 유전자 추출과정에서 추출된 RNA template 2㎕을 각각의 튜브에 넣는다.
(그림 1, Table 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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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조류인플루엔자 진단을 위한 PCR 튜브 모식도

다. 위의 반응물의 Volume이 20㎕가 되도록 RNase-free water 18㎕를 넣어준다.
라. 위의 혼합물을 잘 섞어 준다.
마. 이래 Table 2와 같은 조건으로 RT-PCR을 수행한다(Table 2참조).
Table 2. RT-PCR 반응 조건

바. RT-PCR 반응물을 전기영동 (1% agaros gel, 110V, 25분) 한후 UV lamp로 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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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과 판독: 각 시료가 RT-PCR을 통해서 증폭 가능한 시료는 아래와 같다.

5) 주의사항
가. 진단시 보조적인 데이터로 사용하여야 한다.
나. 사용시 부주의로 오염이 일어날 경우에는 음성대조군에서 밴드가 나올수 있으며 , RNA
양이 많을 경우에는 여러 밴드가 나올수 있습니다. 이 경우 RNA양을 줄이십시오.
다. 검체는 미지의 바이러스나 세균 감염원으로서의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으므로 취급시 주의
해야하며 실험후 검체는 멸균하여 폐기해야 합니다.

- 263 -

질병진단 표준기술 편람
발행일

2020년 3월

발행처

농림축산검역본부 (경상북도 김천시 혁신8로 177)

발행인

농림축산검역본부장 박봉균

편집인

소병재, 이경기, 김희진, 배유찬, 변재원, 정혜영,
고미경, 박지영, 이경현, 김종호, 이현경, 김충현,
문보연, 박중원, 어윤정

인쇄처

가현기획
Tel : 031-423-6684, 044-864-668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