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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질병

Ⅰ. 소 질병

Ⅰ- 1

탄저(Anthrax)

사체검사

역학조사

세균검사
(직접검경)

병리해부 및
조직검사

아스콜리반응

세균분리

(+)

(-)

양성

음성

PCR 검사

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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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역학상황
가. 원인 : Bacillus anthracis
나. 예방접종(탄저, 기종저) 유무
다. 과거 농가 인근에서 탄저 발생유무
라. 최근 축사내외의 흙, 모래 옮김
마. 경과가 급성, 심급성(돼지 : 만성경과가 많음)
바. 시설 내 혹은 주변에 소 또는 다른 가축의 급사 여부

2. 임상증상
가. 패혈증에 의한 급사
나. 발열, 혈변, 점막의 청색증
다. 항문, 비공 등 천연공의 출혈 및 혈액응고 부전
라. 경정맥이 심하게 부풀어 오름
마. 국소성 탄저는 인후두부 부종(돼지의 경우 많음)

3. 병리해부검사
가. 혈액은 타르양(tar)이며 응고 부전
나. 비장은 매우 부드럽고 암적색 및 타르양이며 3~4배 종대
다. 출혈반점이 장기의 점막, 장막과 피하직에 존재
라. 실질장기의 울혈, 종창, 부종
마. 궤양성 출혈성 장염

급사에서 보인 천연공으로부터의 출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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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장의 고도의 종대와 암적색 타르성의 단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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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원인체분리검사
분리재료 : 혈액, 체액, 조직, 장기
사용배지 : 혈액배지, MacConkey agar(감별목적)
균분리 방법
가. 혈액, 체액 또는 조직과 장기를 절개하여 swab한 면봉을 혈액배지, MacConkey agar에
도말한다.
나. 37℃에서 24시간 배양한다.
다. 아래와 같은 특징적인 모양의 colony를 채취하여, 혈액배지에 계대배양 하고, Gram
staining을 실시한다.
※ Colonial appearance : grey-white to grey, 0.3-0.5 mm in diameter, nonhaemolytic, with
a ground-glass moist surface, and very tacky when teased with an inoculating loop, 'medusa
head' appearance.

동정 및 확인 방법
가. Gram staining : large gram positive rod, 1 x 3-5 um, oval, central to subterminal
spore
나. Giemsa staining : capsules stained pink, bacillus cells stained dark blue, in pairs
or short chains,
※ 배양된 탄저균은 long chain을 이루는 반면, 생체에 있는 탄저균은 paired 또는 short
chain을 이룬다.
다. Non-motile
라. Non-haemolyt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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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유전자검사
분리재료 : 배양된 colony
DNA 추출
가. 배양된 colony 1개를 25ul의 멸균증류수에 부유시킨다.
나. 95℃에서 20분간 boiling 한 후 4℃로 냉각시킨다.
다. 12,000rpm에서 잠깐 원심분리한 후 상층액을 PCR에 사용한다.

Polymerase chain reaction
Product
size

비고

PA 5(3048-3029): TCCTAACACTAACGAAGTCG
PA 8(2452-2471): GAGGTAGAAGGATATACGGT

596 bp

1 mM

1234(1411-1430): CTGAGCCATTAATCGATATG
1301(2257-2238): TCCCACTTACGTAATCTGAG

846 bp

0.2 mM

Target gene
Protective
antigen(PA)
Capsule
PCR conditions
Reference

Primer sequences

95℃, 5m - 30 cycles(95℃, 30s - 55℃, 30s- 72℃, 30s) - 72℃, 10m
Salisbury Med. Bull. 1996. No. 87, Special Suppl., 47-49.
J. Appl. Bacteriol. 1993. 75, 463-472.

6. 기타 검사법
Direct microscopy
혈액을 직접도말하여 협막 염색 또는 Giemsa 염색하여 탄저균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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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coli test
가. 탄저병 진단용 혈청을 이용(Bacillus anthracis 육군2묘균에 대한 고도면역 혈청)
나. 탄저로 의심되는 가축의 비장, 간장, 혈액 등을 유발에 갈아서 끓는 물에 중탕한 후 여과시켜
이것을 탄저병 진단용 혈청과 반응시켜 혈청과 침강원과의 접촉면에 백색의 혼탁윤
(화살표)이 생길 때 양성으로 판정한다.

동물 접종시험
가. 부패가 현저한 재료에 대해서 실시
나. 방 법
1) 부패한 검체의 혈액 및 비장에 대해 가열(70℃ 15분) 실시
2) 마우스 또는 기니픽의 피하 또는 근육 내에 0.2 ~ 0.5㎖씩 접종
3) 접종 후 폐사한 동물의 혈액으로 부터 세균 분리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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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항체검사법
진단용으로 거의 실시하지 않음

8. 감별진단
가. 기종저
나. 악성수종
다. 초산염중독
라. 급성고창증
마. 헤모필루스감염증
바. 괴사성장염
사. 출혈성 패혈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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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2

기종저(Blackleg)

역학조사

임상검사

병리해부 및
조직검사

세균검사
(분리배양)

(+)

(-)

PCR 검사

양성

양성

음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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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역학상황
가. 원인 : Clostridium chauvoei
나. 6개월령~2년령에서 다발
다. 예방접종(탄저, 기종저) 유무
라. 과거 인근에서 기종저 발생유무
마. 시설 내 혹은 주변에 소 또는 다른 가축의 급사 여부
바. 동거우 임상검사(발열, 혈변, 점막의 청색증)

2. 임상증상
가. 갑작스런 고열, 원기소실, 반추정지, 식욕절폐
나. 다육부의 근육에 종류형성
다. 촉진하면 염발음이 있고 파행이 나타남
라. 호흡곤란과 맥박이 빨라지며 1~2일에 폐사

3. 병리해부검사
가. 항문이나 비공에서 출혈
나. 혈액응고는 없음
다. 피하조직의 심한 혈액․장액성 액체 저류
라. 흉근, 골반에서 병변이 자주 관찰되며 때로 심근에서도 확인됨
마. 근육이 암적색이고 가스를 동반한 낙산취(酪酸臭)
바. 병변부위 주변 림프절은 충혈 종대

피하조직의 기종과 암적색의 교양 침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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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병리조직검사
가. 골격근 세포의 심한 괴사, 출혈, 근세포 사이에서 가스가 관찰됨
나. 간과 신장의 변성과 섬유소성-출혈성 흉막염이 나타나기도 함
다. 섬유소성 심외막염, 기종성 심근염 및 괴사가 관찰되기도 함

5. 원인체분리검사
분리재료 : 병변이 있는 조직(주로 창상이 있는 근육)
사용배지 : 혈액배지, MacConkey agar(감별목적)
균분리 방법
가. 병변이 있는 조직으로부터 멸균 면봉 또는 백금이를 이용하여 배지에 도말한다.
나. 37℃, 혐기상태에서 36-48시간 배양한다.
다. Rough, pale grey, β-hemolysis colony를 확인한다.

※ 균수부족 등 필요시 다음의 배지를 사용하여 증균 가능
가. 증균배지 : cooked meat medium
나. 증균시 균분리 방법
1) 잘게 자른 간, 근육 또는 골수 swab에 100℃에서 10분간 thermal shock을 가한다.
2) 흐르는 물에서 cooling시킨다.
3) Cooked meat medium에 접종한다.
4) 37℃에서 48시간 혐기 배양한다.
5) 배양액을 혈액배지에서 37℃에서 48시간 혐기 배양한다.

동정 및 확인 방법
가. Gram staining을 실시하여 현미경으로 확인한다.
1) G(+), 다형태성 간균(단간균, 긴간균, 연쇄상, 타원형 등)
2) spore 관찰(central, subterminal, intermediate 등 다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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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액배지 배양사진

그람양성 간균

※ Characteristics of Clostridium spp.
Organism

C. chauvoei

Colony morphology
Rough, pale grey, β-hemolysis

Gray-yellow, circular, entire, glossy,
C. perfringens translucent with double zone of
beta-hemolysis

Gram stain and spores
Gram-positive, pleomorphic (short rod
or long rod), central, subterminal or
intermediate spore
Boxcar-shaped bacilli, singly or in pairs;
rarely seen spores, central to
subterminal, oval, and swelling the cell

C. difficile

Creamy yellow-gray-white;
Straight bacilli with short chains; rare
irregular, coarse or mosaic internal
structure; fluoresces yellow-green with oval, subterminal to free spores
horse-stable odor

C. sordellii

Large, gray-white, scalloped edge

Gram-positive bacilli; subterminal or
free spores, often in chains

C. botulinum

Gray-white, irregular; usually
β- hemolytic

Gram-positive bacilli singly or in pairs;
spores subterminal like tennis rackets

C. septicum

Straight or curved, gram-positive cells
Gray, translucent, swarms like medusa that turn gram negative in old cultures;
heads; β- hemolytic
spores oval and subterminal, swelling the
cell

C. tetani

Gram-positive cells that turn gram
Gray, translucent, irregular to rhizoid; negative after 24 h in culture; singly or
narrow zone of β- hemolysis
in paris; spores oval and terminal with
tennis racket appearance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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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유전자검사
분리재료 : 배양된 colony
DNA 추출법 : 그람양성균 DNA 추출 시판 키트 사용
Polymerase chain reaction
Target gene
16S rRNA

Primer sequences
CC 16S-L: GTCGAGCGAGGAGAGTTC
CC 193-R: CGGATTGCTCCTTTAATTAC

Product size

비고

159 bp

PCR conditions 95℃, 15m - 28 cycles(93℃, 60s - 50℃, 60s- 72℃, 120s)- 72℃, 10m
Reference

Vet. Microbiol. 86 (2002) 257-267

7. 기타검사법
Direct microscopy
가. Slide glass를 병변이 있는 부위에 stamping하여 열고정 후 Gram staining을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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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C. chauvoei : G+, rod

8. 항체검사
혈청검사법 실시하지 않음

9. 감별진단
가. 탄저
나. 악성수종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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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3

브루셀라병(Brucellosis)

역학조사

임상검사

병리해부 및
조직검사

세균검사
(분리배양)

혈청검사

(+)

양성

(-)

음성

(+)

양성

(-)

음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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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역학상황
가. 원인 : Brucella abortus
나. 임신말기의 유산 유무
다. 최근 신규 입식 유무 및 반출 유무
라. 인근 농장의 브루셀라병 발생 유무
마. 성우는 감염에 의한 폐사는 없으며 유사산이 속발하는 우군의 감염률은 20~50%에 달함
바. 유산은 감염 후 첫 임신에서만 주로 발생하고 그 이후 임신 시에는 유산 예는 드물지만
균 배출이 계속됨

2. 임상증상
가. 소는 임신말기에 유산하고, 유산 시 후산정체가 오는 경우가 많음
나. 유산 후 일시적 혹은 영구적 불임
다. 유방과 상유방림프절의 종창, 유즙 분비 감소
라. 숫소에서는 고환염 및 부고환염이 확인됨

3. 병리해부검사
가. 자궁 소구간 점막, 소구, 궁부(태아 태반)의 황색 막편 부착
나. 고환 및 부고환의 종창

유산시에 나타난 혼탁하고 표면이 과립상이 된
황백색의 괴사반이 있는 태반

16

유산한 모우의 음부로부터 오로의 유출

Ⅰ. 소 질병

4. 병리조직검사
가. 자궁 소구간 점막의 심한 섬유소성, 궤양성 자궁내막염
나. 소구, 궁부(태아 태반) : 심한 괴사 및 호중구, 대식세포 침윤, 석회화
다. 유산태아의 기관지폐렴

Macrophage와 lymphocyte의 집적으로
이루어진 육아종성 병변

Brucella abortus는 소간균이지만
분리 초대에서는 구간균상

5. 원인체분리검사
분리재료
가. 유산된 태아(위 내용물, 비장, 폐 포함)
나. 태막, 질 분비물, 우유, 정액, 관절염 액이나 수종액, 혈액
다. 부검 시 세망내피계(경부, 유방 및 생식기의 림프절, 비장), 자궁, 유방 등

사용배지
1) 혈액배지(5% sheep blood agar), Brucella 선택배지
2) 증균용 배지 : 5% bovine/horse serum이 첨가된 Brucella broth 또는 Trypticase soy
broth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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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ucella 선택배지>
① Farrell's medium 사용(Oxoid, CM0169B, SR0209E, SR0035C) 또는
② MBS(modified brucella selective) medium 사용
- 기초배지 : Trypticase soy agar w/o glucose, neutral red 0.03g/L(멸균 전 첨가함), 1-erythritol
1.0g/L(멸균 후 여과하여 첨가함), 5% bovine/ horse serum
- 항생제 첨가 : L당 bacitracin 25,000unit(0.38g), aztreonam 2.5㎎, nalidixic acid 2.5㎎,
vancomycin 20㎎, amphotericin B 1.25㎎, nystatin 100,000unit(2.3㎎)
※ Ref: Diagnostic Microbiology and Infectious Disease 67(1); 15-21. 2010

균 분리 방법
가. 분리 재료를 혈액배지, Brucella 선택배지, 또는 증균용 배지에 접종한다. 임파절 등 각종
고형 가검 재료는 유발 등을 이용하여 미세하게 분쇄한 후 접종한다. 또한 혈액, 임파절
등 균이 적게 분포하는 가검물은 증균용 액체배지(5∼10㎖)를 사용할 것을 권장한다.
나. 고형배지는 37℃, 5∼10% CO2 환경에서 72시간 이상 배양한다(최대 2주 까지). 초대배양은
반드시 CO2 환경에서 배양하며, B. canis는 CO2를 요구하지는 않는다. 증균용 배지에
접종하였을 경우 최대 4∼5주간 배양하면서 5-7일 간격으로 고형배지에 옮겨 심어 균 배양
유무를 관찰한다.

동정 및 확인 방법
가. 배양 후 4-5일째 직경 1∼2mm의 원형으로 평활하며 위에서 보면 볼록한 형태의 투명한
유백색의 특징적인 집락(pinpoint or small, smooth, opaque translucent colony)을
형성한다. 초대 분리 시 보통 smooth colony 형태를 취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rough
colony로 변형될 수 있다.
나. 그람음성(Gram negative), 구간균 또는 단간균(coccobacilli), 비운동성(non-motile)이며,
아포나 편모가 없다.
다. 생화학적 특성검사에서 catalase (+), oxidase (+), 대부분 urease (+)
라. 브루셀라균 종(species) 및 생물형(biovar)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CO2 요구, 색소(thionin
및 basic fuchsin) 배지 증식 유무, 브루셀라 monospecific antisera(A, M, R) 응집 유무,
phage에 의한 용균 유무 등이 포함된 classical biotyping assay로 동정한다.
마. VITEK II를 이용하면 브루셀라 속균은 B. melitensis로 확인되며 API kit를 이용한 동정은
불가능하다.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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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그림 1. 혈액배지에서 4일 배양된 브루셀라균 집락(A), 선택배지(MBS)에서 5일 배양된 브루셀라균 집락(B),
그람 염색한 브루셀라균(1,000 X)

6. 항원검사
6-1. 유전자검사
분리재료
가. 순수 분리된 세균 집락
나. 유산태아 또는 태반 조직 등 균이 다량 존재하는 조직

DNA 추출법
가. 조직 DNA 추출용 키트를 이용하여 추출한다.
나. 순수 분리된 세균집락인 경우 boiling method 또는 이와 동등한 방법으로 DNA를 추출한다.

Polymerase Chain Reaction
가. Bru16 PCR
1) 16S rRNA를 이용한 Brucella species specific PCR법(단, 토양유래 균인 Ochrobacterium
spp. 등 일부에서 비특이 반응이 확인됨)
Target gene
16s rRNA

PCR conditions
Reference

Primer sequences
F4 : TCG AGC GCC CGC AAG GGG
R2 : AAC CAT AGT GTC TCC ACT AA

Product size (bp)
905

94℃ 5min → 40 cycle(94℃ 30sec, 57℃ 30sec, 72℃ 60sec) → 72℃ 10min
Journal of clinical microbiology 33(3):615-7,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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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Bru16-PCR 증폭사진. M. 100 bp ladder, 1. B. abortus, 2. B. melitensis, 3. B. suis, 4. B.
ovis, 5. B. canis, 6. B. neotomae, 7-8. B. abortus isolates, 9-10. B. canis isolates, 11.
D.W

나. BaSS PCR
1) B. abortus strain specific PCR법 :

B. abortus biovar(bv) 1, 2, 4 : 880 bp, 500 bp, 180 bp
B. abortus RB51 : 880 bp, 500 bp, 300 bp, 180 bp
B. abortus S19 : 880 bp, 500 bp
B. abortus bv. 3, 5, 6, 9 또는 Other Brucella spp. : 880 bp, 180 bp
Non-Brucella : 880 bp
Target gene
B. abortus-specific

Primer sequences
GAC GAA CGG AAT TTT TCC AAT CCC

B. abortus RB51 -specific GCC AAC CCC AAA TGC TCA CAA
IS711-specific

eri primer 1

TGC CGA TCA CTT AAG GGC CTT CAT TGC CAG

Product
(bp)
500
300
-

GCG CCG CGA AGA ACT TAT CAA
180

eri primer 2
16s universal F
16s universal R

PCR conditions
Reference

20

CGC CAT GTT AGC GGC GGT GA
GTG CCA GCA GCC GCC GTA ATA C
880
TGG TGT GAC GGG CGG TGT GTA CAA G
95℃ 2min → 35 cycle(95℃ 30sec, 60℃ 30sec, 72℃ 60sec) →
72℃ 5min
Methods in Molecular Biology 216:97-108, 2003.

Ⅰ. 소 질병

그림 3. BaSS-PCR 증폭사진. M. 100 bp ladder, 1-7. B. abortus biovar 1-6과 9, 8. B. abortus RB51,
9. B. abortus S19, 10. B. melitensis, 11. B. ovis, 12. B. suis, 13. B. canis

다. One-step differential multiplex PCR
1) 10종의 브루셀라균종 및 3종의 백신균주도 동시에 감별 가능
Target gene

Primer sequences

Product size (bp)

BME1 0998f
-0997r

ATC-CTA-TTG-CCC-CGA-TAA-GG
GCT-TCG-CAT-TTT-CAC-TGT-AGC

1682
(2524)

BME2 0843f
-0844r

TTT-ACA-CAG-GCA-ATC-CAG-CA
GCG-TCC-AGT-TGT-TGT-TGA-TG

1071

BME2 0722f
-0721r

CCA-ACC-GTA-TGT-CCT-CTC
TGC-GGG-AAC-TGG-TGT-TCG-AC

766

BME2 0428f
-0428r

GCC-GCT-ATT-ATG-TGG-ACT-GG
AAT-GAC-TTC-ACG-GTC-GTT-CG

587

BME1 0535f
-0536r

GCG-CAT-TCT-TCG-GTT-ATG-AA
CGC-AGG-CGA-AAA-CAG-CTA-TAA

BME1 r02f
-r02r

CTA-CTC-AAG-GAC-AAC-AGG-T
TGT-GTC-GTT-TAA-GGC-AAT-AG

344

BR 0953f
-0953r

GGA-ACA-CTA-CGC-CAC-CTT-GT
GAT-GGA-GCA-AAC-GCT-GAA-G

272

BME1 0752f
-0752r

CAG-GCA-AAC-CCT-CAG-AAG-C
GAT-GTG-GTA-ACG-CAC-ACC-AA

218

BME2 0987f
-0987r

CGC-AGA-CAG-TGA-CCA-TCA-AA
GTA-TTC-AGC-CCC-CGT-TAC-CT

152

450
(1320)

PCR conditions 95℃ 5min → 30 cycle(95℃ 35sec, 60℃ 120sec, 72℃ 80sec) → 72℃ 5min
Reference

Applied and Environmental Microbiology 77(18): 6726-6728,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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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Differential multiplex PCR 증폭사진. M. 100 bp ladder, 1-7. B. abortus bv 1-6 and 9, 8.
B. abortus RB51, 9. B. abortus S19, 10. B. canis, 11-15. B. suis bv1-5, 16. B. ovis, 17.
B. neotomae, 18-20. B. melitensis bv 1-3, 21. B. ceti, 22. B. pinnipedialis, 23. B. microti,
24. B. inopinata

2) Differential multiplex PCR 결과 해석
균종(species)

B.
B.
B.
B.
B.
B.
B.
B.
B.
B.
B.
B.
B.

abortus bv1-6, 9
canis
suis bv 1-5
ovis
neotomae
melitensis bv 1-3
ceti
pinnipedialis
microti
inopinata
abortus S19
abortus RB51
melitensis Rev1

증폭산물(bp)
2524 1682 1320 1071

766

○

587

45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8

152
○

○
○
○
○

○

○

○

○

○

○

○

○

○
○
○

272

○

○

○

344

○

○

○

○

○

○

○

○

○

○

○

○

○

○

○

7. 항체검사
국가공급 진단액
가. 소
1) Rose bengal test
로즈벵갈 응집반응은 브루셀라병 혈청학적진단을 위한 1차 스크리닝 진단법으로 진단액은

Brucella abortus 1119-3균을 감자한천배지에 배양하여 집균하고 살균한 다음 균부유액에
로즈벵갈 색소를 가한 농후한 균액으로 브루셀라병 진단을 위한 로즈벵갈 평판응집반응용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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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원으로 사용하며 검사방법은 제조회사의 사용방법에 따른다.
2) Serum agglutination test(Tube test)
시험관응집반응은 브루셀라병 혈청학적 진단을 위한 확진 진단법으로 사용되며, Brucella

abortus 1119-3 균을 감자한천배지에 배양하여 집균 하고 살균한 다음 균부유액에 페놀을
가한 유백색의 농후한 균액으로 브루셀라병 진단을 위한 시험관 응집반응용 항원으로 하며
검사방법은 제조회사의 사용방법에 따른다.
3) Milk ring test

B. abortus 1119-3균을 감자한천배지에 배양, 집균, 살균한 균부유액을 헤마톡실린으로
염색, 페놀을 첨가하여 암청색의 농후한 균액으로 만들어 젖소 브루셀라병 우군 스크린용
항원으로 하며 검사방법은 제조회사의 사용 방법에 따른다.
나. 돼지
1) Rose bengal test
소에서 사용하는 같은 진단액을 사용한다.
2) Serum agglutination test(Tube test)
소에서 사용하는 같은 진단액을 사용한다.
3) C-ELISA test

Brucella abortus 1119-3을 배양한 균체에서 추출 및 정제한 LPS 항원을 이용하여
브루셀라 항체를 측정하는 진단법으로 ELISA kit 제조회사에 따라 검체 희석방법과 결과
판정기준은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돼지에서 Tube test에서 판정이 어려울 때
최종검사법으로 사용한다.
다. 개
1) Immuno-chromatography법

B. canis 항체가 1차적으로 gold pad에 접합되어 있는 protein A와 반응하여 멤브레인을
따라 이동하면 검사선 위치에 흡착되어 있는 B. canis 항원과 반응하면서 복합체를 형성하여
양성일 경우 대조군과 함께 2개의 밴드가 확인된다. 검사방법은 제조회사의 사용방법에
따른다.
2) 신속평판응집반응법
불활화시킨 B. canis 균을 항원으로 사용하는 신속 혈청 응집반응용 진단액으로 검역본부에
서 자체 생산하여 사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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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감별진단
가. Trueperella pyogenes의 자궁 감염
나. Yersinia pseudotuberculosis의 자궁 감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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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4

결핵병(Tuberculo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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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역학상황
가. 원인 : Mycobacterium(M.) bovis, M. avium, M. tuberculosis
나. 성우에서 산발적 발생
다. 집단 사육군에서 다발
라. 종종 발생하고 상재화되기 쉬움

2. 임상증상
가. 아급성형, 만성형 등이 있으며 감염우의 일부만 증상이 나타남
나. 쇠약, 식욕부진, 호흡곤란, 기침, 체표 림프절의 종대
다. 호흡기형과 전신형으로 나타남

3. 병리해부검사
가. 특징적인 육안병변으로 결핵결절(tubercle)이 관찰됨:
한계가 명료하고 보통 피막으로 싸여진 직경 1~40mm의 황색 또는 백색의 농양.
석회침착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가 있음
나. 호흡기형은 결핵결절이 인두뒤림프절, 기관지림프절, 종격림프절에서 가장 흔함.
아래턱림프절, 귀밑샘림프절, 구개편도에서도 나타남
다. 폐 병변은 육안병변을 가진 소의 10-20%에서만 관찰됨. 주로 횡격막엽에서 관찰됨. 폐흉막
및 늑흉막에도 병변이 나타남
라. 전신형은 결핵병변을 보인 동물의 1%에서만 관찰됨. 결핵균이 혈액을 통해 전신에 감염되는
것으로 추정
마. 병변은 폐, 림프절, 뼈, 간, 신장, 유선, 자궁, 흉막, 복막, 심낭, 뇌막에서 관찰됨

결핵에 감염된 소의 림프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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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의 복벽주변, 결합조직으로 둘러싸여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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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병리조직검사
가. 육아종성 결핵결절 확인: 병변의 중심부는 치즈양 괴사 및 석회화, 그 주변에 유상피세포,
다핵거대세포, 림프구 침윤, 가장자리에 결합조직 증식
나. 항산성염색으로 대식구 내 결핵균 확인

결핵 감염 초기의 폐,
폐포내 염증세포 및 섬유소의 삼출

항산성 염색시 밝은 분홍색의 결핵균 관찰됨

5. 원인체 분리검사 [일반적으로 진단에 이용하지는 않음]
분리재료: 폐나 림프절의 육아종성 결절
* 인두뒤림프절, 기관지림프절, 종격림프절, 장간막림프절

사용배지
1) Lowenstein-Jensen (LJ) with pyruvate or glycerol
2) Middlebrook 7H11 with pyruvate or glycerol
* 일반적으로 M. bovis의 배양에는 pyruvate, M. avium, M. tuberculosis의 배양에는
glycerol첨가
* 결핵균은 장기간 배양하기 때문에 petri dish보다 사면배지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

배지제조
1) Lowenstein-Jensen (LJ)
- LJ배지를 600ml 증류수에 넣고, Pyruvate 5g를 첨가한 다음, 열을 가하면서 녹여준다.
121도에서 20분간 고압멸균 처리한 후, 식히고, 보관한다.
- SPF계란을 세제로 씻고, 물기를 제거한 다음, 75% Isopropyl alcohol에 30분 넣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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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독처리하고 U.V를 5분간 조사하여준다.
- 믹서에 계란을 깨서 갈고, 1000ml의 계란을 LJ배지와 거품이 나지않도록 주의하며
섞어준다.
- 오염되지 않게 계란배지를 사면 배양용기에 10㎖씩 분주해준다.
- 알코올램프를 이용하여 배양용기 뚜껑과 입구를 화염멸균한 후 뚜껑을 닫는다.
- 분주한 LJ배지를 사면이 형성되도록 눕혀서 건조 오븐에서 83℃, 1~2시간 두어 굳힌다.

2) Middlebrook 7H11
- 증류수 900ml에 배지를 넣고, Pyruvate 6g (또는 Glycerol 5ml)를 첨가 후 녹이고,
고압멸균 처리한다.
- 배지를 50도 정도까지 식힌 다음, 무균적으로 OADC enrichment (Becton, Dickinson
and Company;BD) 100ml를 첨가하고, 가볍게 섞어준다.
- 배양용기에 10㎖씩 분주해주고, 알코올램프를 이용하여 배양용기 뚜껑과 입구를
화염멸균한 후 뚜껑을 닫는다.
- 분주한 배지를 비스듬하게 (사면배지가 되도록) 눕혀 굳힌다.
* 결핵배양용 배지는 37도에서 2~3일간 보관하여 다른 세균에 의한 오염여부를 확인한
다음, 오염되지 않은 배지를 사용.
* 오염, 부패가 심한 조직을 배양하는 경우, 추가로 MGIT supplement (BD, 5종항생제
포함;Polymyxin B, Amphotericn B, Nalidixic acid, Trimethoprim, Axlocillin)를 LJ 또는
7H11배지를 멸균 후 식힌 다음에 12vial (LJ), 7.6 vial (7H11)을 넣어서 다른 미생물에
의한 오염을 억제할 수 있다.

조직처리 및 배양방법
1) 결절부위 또는 병변의심주위 주변으로 약 5g정도를 멸균된 가위와 forcep을 이용하여
자른 다음, 멸균이 된 파쇄용기 또는 homogenizer 용기에 넣고, 가위로 잘게
잘라준다. 그 다음, 파쇄기나 homogenizer로 용기를 옮기고, 조직을 갈아 유제상태로
만든다.
* 파쇄기가 없는 경우, 스토마커, homogenizer 등을 이용할 수 있음
* 결합조직, 지방은 제거하는 게 좋다.

2) 조직유제에 1XPBS를 10ml 넣고, 조직과 섞어준 다음, 조직액과 동량의 멸균된 10%
Oxal acid액을 첨가하고, 충분히 섞어준 후, 실온에서 10분간 정치하여 decontamination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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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조직액을 필터처리하여 덩어리를 걸러내고, 남은 조직액을 수거한 다음, 3,000rpm
에서 10분간 원심분리한다.
4) 상층액을 버리고, 침전물에 1.5ml~2ml의 1XPBS를 첨가한 다음, 재부유시키고, 4N
NaOH를 이용해 pH 6.5~7정도로 중화한다.
5) 배양액 200ul를 배지표면에 도포한 후, 4~8주간 배양한다.
6) 아래표를 참고하여 Colony의 모양을 확인한다.
M. bovis

M. tuberculosis

Dysgonic
Growth-type and colony from
Small, moist-sheen colonies that
media with glycerol
break up easily

Eugonic
Rough, tough and buff
Colonies hard to break up

Growth time

3-8 weeks

3-8 weeks

Enhanced growth
with 0.4% sodium pyruvate

+

-

Lowenstein Jensen에 배양된 M. bovis 균주

7H11에 배양된 M. bovis 균주

6. 유전자 검사
검사재료: 폐 및 림프절의 육아종
DNA 추출법
1) DNA 추출할 유제액 준비
2) Mycobacterium에 대한 inactivation (80℃, 30분)
3) 그람양성균 DNA 추출 시판키트 사용하여 DNA 추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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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ymerase Chain Reaction
1) IS6110, IS1081 : specific for Mycobacterium tuberculosis complex
Target gene
IS6110

PCR conditions

Reference

Primer sequences
TB284: GGACAACGCCGAATTGCG
TB850: TAGGCGTCGGTGACAAAGGCCAC

PCR conditions

Reference

550 bp

Journal of Clinical Microbiology. 2001. 39: 4166-4168

Primer sequences
F2: CTGCTCTCGACGTTCATCGCCG
R2: GGCACGGGTGTCGAAATCACG

Product size

비고

135 bp

95℃ 5 min → 45 cycles(95℃ 10 s, 58℃ 30 s, 72℃ 20s) → 72 ℃ 10 min

BMC Veterinary Research. 2007. 3: 12

PCR 결과판독

→ IS6110 또는 IS1081에 대해 특이적인 band를 보이면 결핵 양성으로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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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95℃ 5 min → 30 cycles(95℃ 20 s, 65℃ 30 s, 72℃ 30s) → 72 ℃ 10 min

Target gene

IS1081

Product siz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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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Differentiation of M. bovis from M. tuberculosis
- 분리된 균에 대하여 실시 : 12.7-kb fragment specific for M. tuberculosis
Target gene

12.7-kb fragment
specific for M.
tuberculosis

Primer sequences
CSB1 : TTCCGAATCCCTTGTGA
(Common forward)
CSB2 : GGAGAGCGCCGTTGTA
(M. bovis-specific)
CSB3 : AGTCGCCGTGGCTTCTCTTTTA
(M. tuberculosis-specific)

Product size

M. bovis: 168bp
M. tuberculosis: 262bp

PCR conditions

95℃, 5min → 30 cycles(94℃ 1 min, 52.3℃ 1.5 min, 72℃ 1min) → 72 ℃, 10
min

Reference

Veterinary Microbiology 109 (2005) 211-216 & Veterinary Microbiology 123
(2007) 282

<출처: Veterinary Microbiology 109 (2005) 211-216>

7. 기타 검사법
Direct microscopy
1) 병변 조직을 slide glass에 stamping한다.
2) Acid-fast staining kit로 염색한 후 검경한다.
3) 염색상 비교
(1) Mycobacterium bov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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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Smear from tissue : short, relatively plump
② Smear from culture media : larger, slender, beaded

(2) Mycobacterium avium : variable in shape, long beaded rod or short,
solid-staining forms
(3) Mycobacterium paratubercuolosis : short, thick rod (0.5 x 1.0 um), appears
in clump in tissues and feces

<출처: Clinical Veterinary Microbiology. P.J. Quinn et al.>

PPD 검사 : 생축에 대해 실시

8. 항체검사
ELISA
- 현재 국내에 M. bovis 정제항원을 코팅항원으로 사용한 ELISA kit와 결핵 특이 재조합
단백질을 코팅항원으로 사용한 kit가 생산되고 있으며, 소의 혈청 중에 이에 대한 특이항체
유무를 조사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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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페론 감마 키트
1) 감염이 의심되는 소의 혈액을 이용하여 세포성 면역을 측정하는 방법
2) 감염의심동물로부터 혈액을 채취하여 PPD(tuberculin purified protein derivatives)와
배양을 시킨 후 생성된 인터페론 감마(IFN-r)를 측정함으로써 결핵에 감염된 소를
찾아 낼 수 있음

9. 감별진단
가. 농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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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5

요네병(Johne's Disease, Paratuberculosis)

역학조사

임상검사

병리해부 및
조직검사

혈청검사

PCR

(+)

양성

34

(-)

음성

(+)

(-)

양성

음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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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역학상황
가. 원인 : Mycobacterium avium subsp. paratuberculosis
나. 감수성 동물: 소, 면양, 산양 및 기타 야생 반추류
다. 전파: 수평 및 수직전파 가능(우유, 정액, 뇨, 태반, 오염된 토양 및 사료)
라. 발병연령: 주로 2세 이상의 성우
마. 발병원인: 출산, 운송, 비위생적 사양관리 등 스트레스에 의해 발병

2. 임상증상
가. 점진적인 체중감소 및 쇠약
나. 만성 설사(면양 및 산양에서는 설사증상이 나타나지 않음)

3. 병리해부검사
가. 장간막림프절(특히 회맹부)의 심한 종대
나. 회장 및 맹장, 근위부 결장의 심한 점막 비후(점막이 심히 주름져 있음)

요네병에 감염된 쇠약한 개체

장 점막이 심하게 비후되어 있음

4. 병리조직검사
가. 육아종성 림프절염, 회장염 및 맹결장염
나. 항산성(Ziehl-Neelsen) 염색을 이용하여 병변 내 원인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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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점막 융모가 비후되고 짧아져있으며 점막
고유층에 미만성으로 염증세포가 침윤되어 있음

항산성 염색, 세균집락이 붉은색으로 관찰됨

5. 원인체 분리검사
분리재료 : 회맹결장 연접부, 분변, 장간막 림프절
사용배지 : HYE(Herrold Egg Yolk media)
균 분리 방법(일반적인 진단에는 이용하지 않음)
1) 분변 배양
(1) 분변 1 g을 증류수 40㎖에 섞은 후 2시간 동안 정치
(2) 상층액 5㎖ + 30㎖ 1% HPC(hexadodecylpyridinium)
(3) 상온에서 24~36시간 동안 정치시킨 후 상층액 제거
(4) 침전물 0.1㎖를 아래 사면배지에 도말
① HEY with antibiotics(50㎎ chlorampenicol, 100,000U penicillin, 50㎎
amphotericin B) and Mycobactin J
② 7H10 with Mycobactin J
(5) 37℃에서 배양하며 매주 관찰(16주까지 관찰)

2) 조직(회장 말단부, 장간막 림프절) 배양
(1) 조직 4 g을 세절하여 2.5% trypsin 50㎖에 넣음
(2) 4% NaOH로 pH를 7.0으로 조정한 후 마그네틱 바를 넣고 30분 교반
(3) 거즈로 여과 후 3,000g로 원심
(4) 상층액 버리고 침전물에 0.75% HPC(hexadodecylpyridinium) 20㎖ 섞어 18시간
동안 상온배양하며 매주 관찰(16주까지 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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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유전자검사
검사재료 : 분변, 회장내용물
DNA 추출법
1) 분변 1g에 증류수 40㎖를 잘 섞어 2시간 정치 후 상층액 1㎖를 e-tube에 채취
2) 분변추출용 키트를 이용하여 DNA 추출

Polymerase Chain Reaction
Target gene
IS900
PCR conditions
Reference

Primer sequences

Product size

F: CCGCTAATTGAGAGATGCGATTGG
R: AATCAACTCCAGCAGCGCGGCCTCG

229 bp

94℃ 5min → 35 cycle(94℃ 30s, 60℃ 30s, 72℃ 30s) → 72℃ 10min
Vary PH et al. JCM 1990, 28(5) 933-937
Stabel JR and Bannantine JP. JCM 2005, 43(9) 4744-4750

PCR 결과판독

<농도별 검출한계>

7. 기타 검사법
직접검경[Ziehl Neelsen stain, acid-fast stain]
1) 조직(회맹결장연접부, 장간막 림프절)을 scraping하여 슬라이드에 smear
2) 시판되는 Ziehl Neelsen stain kit를 사용하여 염색
3) 적색의 단간균이 무리를 이루어 보이며, 기타 분변유래 물질은 청색으로 염색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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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간막림프절 스탬프, Giemsa stain>

8. 항체검사
가. 국가 공급진단액 : Indirect ELISA

9. 감별진단
가. 소바이러스성설사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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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6

큐열(Q-Fever)

역학조사

임상검사

병리해부 및 조직검사

혈청검사

면역조직화학염색
PCR

(+)

(-)
(+)

양성

음성

양성

(-)

음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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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역학상황
가. 원인 : Coxiella burnetii
나. 인수공통전염병
다. 세포질내 기생하는 기생충으로 소, 면양, 산양이 보균자 역할
라. 전파: 오염된 사료를 통해 구강감염되거나, 오염된 먼지를 통한 흡입
마. 원인체의 배출: 분만, 우유, 분변

2. 임상증상
가. 유산(임신말기)
나. 사산, 허약우 분만

3. 병리해부검사
가. 태반점막 비후 및 다발성 미네랄 침착

태반 표면 미만성의 출혈소

4. 병리조직 검사
가. 자궁: 화농성의 배상반염(intercotyledonitis)
나. 태아: 육아종성 간염, 비화농성 폐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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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농성 태반염

태반조직에 호염기성의 염증세포 침윤

5. 원인체 분리검사
5-1. 세균 분리검사
분리재료 : 유산태아(폐, 위액), 태반, 질분비물
사용배지 : 5일령 계태아
균분리 방법
1) 태반 또는 유산태아 1g을 PBS(항생제 첨가:streptomycin 150 ㎍/㎖, Gentamicin
100㎍/㎖) 5㎖에 균질화한다.
2) 원심분리(500g, 10분)를 실행한다.
3) 5일령 SPF 계태아의 난황에 0.1㎖접종한다.
4) 5일 내 죽은 계태아는 버리고 10-15일령의 계태아를 냉장고에 넣어 태아를 안락사
시킨 후 난황을 수집한다.
5) PCR로 동정 및 확인한다.
6) 순수분리를 위해 계태아에 계대 배양할 수 있다.

5-2. 유전자 검사
분리재료 : 질분비물, 태아(위액, 폐) 등
DNA 추출법
1) Genital swab 또는 유산태아 조직액 1ml
2) Proteinase K, 200㎕첨가 후 56℃에서 3시간 처리
3) 100℃ 10분 후 13,000g에서 5분 원심
4) 상층액을 template로 사용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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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R 조건
Target gene

PCR conditions
Reference

Primer sequences(5‘→3’)
Product size 비고
TAT GTA TCC ACC GTA GCC AGT C
687 bp
CCC AAC AAC ACC TCC TTA TTC
95℃ 2min → 5cycle(94℃ 30s, 66-61℃ 1min(1℃감소), 72℃ 1min) → 40
cycles(94℃ 30s, 61℃ 30s, 72℃ 1min) → 72℃ 10min
JCM. 2008, p.2038-2044

5-3. 기타검사법
Direct smear
1) 질분비물 등을 슬라이드글라스에 찍는다.
2) 건조 후 고정(화염)
3) 0.4% basic fuchsin 1분 염색
4) 0.5% acetic acid 탈색
5) 1% methylene blue 대조염색 1분
6) Immersion oil을 떨어뜨려 현미경 검사(1000x)
7) 청색바탕에 핑크색의 단간균 들이 대식구의 세포질에서 다량 확인됨

<질분비물 : 대식구내 염색>

5-4. 항체검사
검사방법 : ELISA(phase I and phase II purified antige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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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7

타이레리아병(Theileriosis)

역학조사

임상검사

혈액검사

병리해부검사

병리조직검사

( + )

양성

( - )

음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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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역학상황
가. 원인 : Theileria(T.) sergenti, T. parva, T. annulata, T. mutans
나. 방목우의 방목초기에 발생
다. 진드기의 종류 및 서식상황을 조사
라. 고온, 분만, 수송, 스트레스에 의해 감작되며 따뜻할 때에 호발
마. 방목지의 오염도와 관계

2. 임상증상
가. 고열
나. 일반증상의 악화
다. 빈혈, 말기에는 황달
라. 뇨의 색이 정상
마. 원인체 검사
1) 혈액을 도말(Giemsa 염색)하여 타이레리아 검출
2) 혈구계산 : 적혈구수의 감소(PCV치 측정)

3. 병리해부검사
가. 악성 카탈열과 유사한 소견이 관찰
나. 림프장기(림프절, 비장, peyer's patches)의 종대
다. 결합조직의 장액성 및 출혈성 부종
라. 간과 비장의 종창

빈혈에 의해 창백해진 안결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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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신성의 현저한 황달

Ⅰ. 소 질병

4. 병리조직검사
가. 림프장기: 미만성의 림프구성 증생, 세망내피계 활성화 및 헤모시데린 침착, germinal
center의 림프구 소실 등

Theileria sergenti 기생 적혈구 및 빈혈에 의한
적혈구 염색성 저하와 대소부동

5. 원인체검사법
분리재료 : 림프절, 혈구
분리 방법 :
가. direct smear
1) 림프절 또는 혈액 직접도말 후 김자염색 실시
2) Lymphocyte 내에 대분열체(macroschizont) 또는 소분열체(microschizont) 확인
3) 혈구내 간상형(2.0×0.5㎛) 또는 콤마형의 적내형(piroplsam)관찰

<혈구내 적내형(piroplasm)의 형태 : 간상형(2.0×0.5㎛) 또는 콤마형 등 다양>

45

동물질병 표준진단요령

<림프절의 림프아세포내 소분열체(microschizont : 0.3~0.8㎛)>

동정 및 확인 방법 : 유전자검사

6. 항원검사법
6-1. 유전자 검사
분리재료 : 림프절, 혈구
DNA 추출법 : Blood에서 DNA추출가능한 상용 kit
Primer
가. T. parva primer
Target gene
TPR 1
PCR conditions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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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mer sequences
F : ATATATCCAGCCATAGCTCCTGGAATGATTGT
R : TACAGCCAATGAGATCTCATGACACATATAGA

Product
size

비고

405 bp

95℃ 15min→ 30 cycles(94℃ 60s, 65℃ 60s, 72℃ 60s) → 72℃ 10min
Bishop et al., 1992, Parasitol. 104 : 215-232
Watt et al., 1997, Parasitol Res. 83 : 359-363

Ⅰ. 소 질병

나. T. annulata
Target gene
30-kDa gene
PCR conditions
Reference

Primer sequences

Product size 비고

F : GTAACCTTTAAAAACGT
721 bp
R : GTTACGAACATGGGTTT
95℃ 15min→ 30 cycles(94℃ 60s, 55℃ 60s, 72℃ 60s) → 72℃ 10min
D'Oliverira et al. JCM 1995, 33(10) 2665-2669

다. T. sergenti(국내에서 주로 보고됨)
Target gene

Primer sequences

Product size

F : CCTCTTGAAGTCATCCATGT
R : CACTGAGCTGGAAAGAGCTA

비고

128 bp

PCR conditions

95℃ 15min → 35 cycles(96℃ 30s, 60℃ 1 min, 72℃ 1 min) → 72℃ 10min

Reference

SONG KH and SANG BC. 2003. The Korean Journal of Parasitology 41(3)
141-145
M : 100 bp ladder
Lane 1 : PCR positive control of T. sergenti
Lane 2 : T. sergenti DNA, positive sample
Lane 3 : PCR-negative control NA template
Lane 4 : T. sergenti DNA negative sample

7. 항체검사법
판매진단키트 : 없음

8. 감별진단
가. 바베시아병
나. 아나플라즈마
다. 중독성 빈혈
라. 트리파노소마병
마. 에페리스로준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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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8

바베시아병(Babesiosis)

역학조사

임상검사

혈액검사

병리해부검사

병리조직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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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양성

음성

Ⅰ. 소 질병

1. 역학상황
가. 원인 : Babesia(B) bovis, B. bigemina
나. 진드기의 종류 및 서식상황을 조사
다. 성우에 발증
라. 감염방목지의 건초 급여 후 바로 발생하였는지 여부
마. 방목지의 오염도와 관계
바. 어린 진드기 발생기에 호발

2. 임상증상
가. 발열
나. 쇠약
다. 빈혈(가시점막의 창백)
라. 혈색소뇨, 황달
마. 원인체 검사
1) 혈액을 도말(Giemsa 염색)하여 바베시아 검출 및 동정
2) 혈구계산 : 적혈구, 백혈구 검사

3. 병리해부검사
가. 주요장기의 퇴색, 황달
나. 암갈색조의 신장
다. 비장종대, 연화 및 충혈(흑색조)
라. 간의 충혈
마. 방광점막의 비후 및 방광 내강에 검은 점조성 뇨 저류(혈색소뇨)

4. 병리조직검사
가. 기생충이 함유된 적혈구가 모든 장기의 혈관내에서 관찰(신장, 뇌, 심장, 골격근 등)
나. 간소엽의 중심성 변성, 혹은 괴사(고도기생 예)
다. 신세뇨관 상피세포의 초자적 변성 및 핵농축, 핵소실
라. 뇌, 신장의 모세혈관 내에 원충기생 적혈구의 집적, 뇌실질의 수종
마. 림프절에서는 림프구의 핵농축 또는 붕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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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하조직과 복강 내 지방조직의 황달 소견,
혈색소뇨 저류로 인한 방광팽만

Babesia Bovis 감염 적혈구의 모세혈관 내
집적에 의한 뇌의 울혈

5. 원인체 분리검사
현미경검사법 : 김자염색상에서 기생충체가 쌍으로 보임
가. 슬라이드 글라스에 혈액 smear
나. Giemsa 염색(acridine orange) : 10% Giemsa 20~30분
다. 현미경 검사
라. 주의사항 : 기생충이 모세혈관에 있기 때문에 귀 또는 꼬리 끝에서 혈액을
채취하는 것이 좋다(heparin 처리)

<Giemsa 염색, 혈구내 기생충>

마. 구별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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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B. bovis : 적혈구 변연부에 0.9×2.0㎛
2) B. bigemina : 적혈구 중앙부에 2.8×5.0㎛

6. 항원검사
6-1. 유전자 검사
분리재료 : 혈액
DNA 추출법 : Blood에서 DNA추출가능한 상용 kit
PRIMER(for multiplex PCR)
Name

Primer sequences

Product size

Babesia bovis

BoF : ACGAGGAAGGAACTACCGATGTTGA
BoR : CCAAGGAGCTTCAACGTACGAGGTCA

356 bp

Babesia bigemina

BiIA : CATCTAATTTCTCTCCATACCCCTCC
BiIB : CCTCGGCTTCAACTCTGATGCCAAAG

278 bp

PCR conditions
Reference

비고

1차 : 95℃ 2 min → 55℃1min → 73℃ 1.5min → 35 cycles(94℃ 2min, 55℃
60s, 72℃ 2min) → 73℃ 15min → 4℃
Figueroa et al., 1993, Vet Parasite 50 : 69~81.

7. 항체검사
판매진단키트 : 없음

8. 감별진단
가. 타이레리아병
나. 아나플라즈마
다. 에페리스노준병
라. 렙토스피라병
마. 산욕성 혈색소뇨증
바. 신우신염
사. 중독성 빈혈
아. 트리파노소마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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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9

아나플라즈마(Anaplasmosis)

역학조사

임상검사

혈액검사

( + )

AM

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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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AC

양성

혈청검사(C-ELISA)

( + )

( - )

양성

음성

Ⅰ. 소 질병

1. 역학상황
가. 원인체
- 소 : Anaplasma marginale, Anaplasma centrale
- 면양과 산양 : Anaplasma ovis
나. 흡혈곤충, 진드기의 이상 발생 여부
다. 봄부터 가을에 걸쳐 성우(주로 3년생 이상)에서 많이 발생
라. 고온, 분만, 수송 등의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다발
마. 목야의 오염도와 관계가 있음

2. 임상증상
가. 발열, 창백(빈혈) 및 황달
나. Hemoglobinemia 및 hemogobinuria는 관찰되지 않음
다. 혈구검사(PCV치 측정): 적혈구수 감소, 백혈구수 증가

3. 병리해부검사
가. 뚜렷한 병리학적 소견 없음

아나플라즈마 감염에 의한 담낭 종대

4. 원인체 직접검경
검사재료
1) 생체 : 혈액(혈구+항응고제, 모세혈관보다는 큰 혈관에서 채혈)
2) 사체 : 간, 신장 등 실질장기의 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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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방법
1) Blood smear 및 건조 실시
2) 고정 : 100% 메탄올, 1분
3) 염색 : 10% Giemsa 용액, 30분
4) 세척 및 건조 : 수돗물로 3~4회 세척후 풍건
5) 현미경을 이용하여 1000배에서 관찰(크기 : 0.3~1.0㎛)

<Blood smear, Giemsa stain>

현미경 검사 결과
1) A. marginale : 혈구 가장자리에 진하게 염색된 구형의 봉입체(0.3~1.0 ㎛)
2) A. centrale : 혈구 중앙에 구형의 봉입체(0.3~1.0 ㎛)

5. 유전자 검사
검사재료 : 혈액
DNA 추출법 : Blood에서 DNA 추출 가능한 시판 키트 이용
PCR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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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rget gene

Primer sequences(semi-nested)

Product size

1733F-TGTGCTTATGGCAGACATTTCC
3134R-TCACGGTCAAAACCTTTGCTTACC
msp1α

조성특이사항
PCR conditions
Reference

789 bp
1733F-TGTGCTTATGGCAGACATTTCC
2957R-AAACCTTGTAGCCCCAACTTATCC
(1차에서 나오지 않을 경우만 사용)
Primer 100pmol(각각)
만약 nested 실시할 경우 1차 product 5㎕를 template로 사용

비고
GenBank
No. M32871

94.8℃ 3 min → 30 cycles (94℃ 30s, 55℃ 60s, 72℃ 2min) → 72℃ 7min
(※ Nested 실시할 경우 annealing 만 60℃로 변경)
Veterinary Microbiology, 86, (2002) 325-335

<PCR 검사결과>

6. 항체검사
가. Indirect ELISA(rMSP5 항원), C-ELISA(rMSP5 항원)

7. 감별진단
가. 바베시아병
나. 타이레리아병
다. 에페리스노준병
라. 렙토스피라병
마. 중독성 빈혈
바. 트리파노소마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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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10

광견병(Rabies)

역학조사

임상검사

병리해부검사

RT-PCR

형광항체검사

바이러스분리
(동물접종시험)

병리조직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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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성

음성

Ⅰ. 소 질병

1. 역학상황
가. 원인 : Rabies virus
나. 인수공통전염병(동물: 제2종 가축전염병, 사람: 제3군 법정전염병)
다. 최근 발생 여부
라. 발생장소 및 동물이동 사항
마. 야생동물(너구리 등)의 출현 및 야생동물과의 접촉 여부
바. 교상 또는 창상 유무
사. 예방접종 여부

2. 임상증상
임상증상은 3~7일간 지속되며 대부분 10일 이내에 폐사
가. 광폭형(Furious form)
1) 초기에는 흥분, 과민
2) 동공확장, 각막반사 소실
3) 낮은 쉰 목소리, 경계태세
4) 이물을 물어뜯어 치아손상, 구강내 궤양, 이물을 먹음
5) 저작, 연하곤란, 심한 유연
6) 운동실조, 경련, 마비
나. 마비형(Paralytic form)
1) 하지마비, 근육경련, 하악마비, 유연, 연하곤란

3. 병리해부검사
가. 특징적인 병변이 없음
나. 위내에 돌, 나무 등의 이물이 있을 경우가 있음
다. 상처가 있을 수 있음
라. 광견병 의심 예의 시료채취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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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세

부

방

법

- 조직채취 : 두개골을 절개 한 후 뇌를 적출한다. 뇌(피질, 암몬각, 소뇌, 연수)를
병리조직검사용
시료채취

채취한다.
- 고정 : 10% 완충 중성 포르말린액이 조직량의 10배 이상 되도록 하여 고정한다.
※ 가장 중요한 채취부위는 뇌간(brain stem; 중뇌, 교, 연수)

형광항체검사 및
마우스접종용
시료채취

- 뇌(피질, 암몬각, 소뇌, 연수)를 무균적으로 채취하여 시료채취용 용기에 담아서
완전히 밀폐한 후 최대한 빠른 시간내에 냉장상태로 운반한다.
※ 가장 중요한 채취부위는 뇌간(brain stem; 중뇌, 교, 연수)

- 혈청 : 주사기로 혈액 10㎖ 내외를 혈액응고 방지처리 되지 않은 용기에 채취한다.
30분~1시간 동안 실온에 보관하여 혈액이 응고되면 혈청을 분리하여

항체검사용
혈청 채취

의뢰한다.
※ 채취시 주사기에 공기가 들어가도록 한다.

4. 병리조직검사
가. 신경세포 세포질내에 네그리소체(Negri body) 형성
- 육식동물(개, 너구리 등) : 해마의 신경세포
- 초식동물(소, 양 등) : 소뇌의 Purkinje cell
나. 비화농성 뇌척수염, 신경절신경염, 뇌신경세포의 변성, 혈관주위 세포침윤, 신경교증
다. 시료의 사후변화가 심한 경우에는 민감도가 급격히 저하되므로 주의 요망

바이러스성 뇌염소견과 뉴런 내 Negri's body 관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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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형광항체 조직검사
가. 조직 내에 존재하는 광견병바이러스를 신속 정확하게 검출할 수 있는 진단법으로 국제수역
사무국(OIE)의 표준진단법 중 하나임

검사재료
1) 부검후 최대한 빨리 채취한 신선한 상태의 조직이어야 함
2) 초식동물(소뇌), 육식동물(해마)

검사방법(간접 형광항체법, IFAT)
1) 얼려놓은 가검재료를 틀(mold)에 넣어 freezing medium으로 포매하여 냉동실에서 신속히
동결시킨다(약 15분 소요).
2) 동결절편기로 자른 4~6 ㎛ 절편을 슬라이드글라스에 얹은 다음 조직 주위를 글래스펜슬로
칠한다. 실온에서 5분정도 건조시킨 뒤 미리 차갑게 한 아세톤(-5 ~ -20℃ 보관)에 담가
5~10분간 고정한다.
3) 고정한 슬라이드는 찬바람이나 공기 중에서 말린다.
4) 검사할 슬라이드와 대조슬라이드를 같이 세척액(PBS)으로 가볍게 5분씩 3회 세척한다.
5) 1차 항체(Anti-rabies monoclonal antibody)를 조직절편이 완전히 덮이도록 충분히
(100~200㎕) 떨어뜨린 다음 실온의 습상에서 30~60분간 반응시킨다(음성대조는
항체희석액을 양성대조와 실험할 슬라이드는 1차 항체를 감작).
6) 슬라이드의 용액을 버리고 흡착지를 대어 완전히 제거한다.
7) 4℃에 보관한 세척액(PBS)으로 5분씩 3회 세척한다(탈락된 세포가 혼입되지 않도록
세척액을 바꿔서 사용).
8) FITC결합 2차 항체(FITC anti-mouse conjugate)를 조직절편이 완전히 덮이도록 충분히
(100~200㎕) 떨어뜨린 후 실온의 습상에서 30~60분 반응시킨다.
9) 4℃에 보관한 세척액 (PBS)으로 5분씩 3회 세척한다.
10) FA용 mounting medium을 떨어뜨리고 커버글라스를 덮은 다음 형광 현미경으로 관찰한다.

판정
1) 광견병에 감염되어 항원을 보유하고 있는 신경세포들은 암회색 또는 회녹색 배경 하에 밝은
녹색의 특이 형광반응이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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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1) 검사 시에는 반드시 양성 및 음성 대조 슬라이드를 두어 결과를 비교한다.
2) 모든 과정에서 조직이 마르지 않도록 유의하며 습상에서 실시하도록 한다.
3) 사용할 PBS는 냉장고(4℃)에서 미리 차게 한 후 사용한다.
4) 사용할 아세톤은 냉동실에 넣어 차게 하여 사용한다.
5) 광견병 양성 확진은 병리조직검사 또는 바이러스분리와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권장한다.
6) 본 검사법의 민감도는 시료의 상태(사후변화의 정도, 정확한 시료채취 부위), 실험자의 숙련도,
1차 항체(anti-rabies monoclonal antibody)의 반응 특이도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다.

6. 원인체분리검사
분리재료
1) 초식동물(소, 양 등) : 소뇌
2) 육식동물(개, 너구리 등) : 대뇌(암몬각)

세포주
1) 마우스 신경세포(mouse neuroblastoma)

바이러스 분리 방법
<조직배양 세포를 이용한 바이러스 분리>
1) 마우스 신경세포(mouse neuroblastoma)에 뇌조직 유제액을 접종하여 2~4일간 배양한 후
고정하여 FAT와 같이 시험을 실시하거나 avidin-biotin 염색을 실시하여 광견병 바이러스
증식을 확인한다(생물안전구역내 세포배양시설이 있는 실험실에서만 실험이 가능하다).

<마우스 접종시험(Mouse inoculation test, MIT)>
1) 접종동물 : 3~4주령의 SPF(specific pathogen free) 마우스 5~10마리 또는 2일령의 SPF
마우스 한배 새끼를 이용한다.
2) 접종액 : 뇌 조직을 항생제 첨가 완충용액으로 20%(w/v) 균질화시킨 후 그 상층액을
이용한다.
3) 접종방법 : 마우스의 고통을 줄이기 위해 마취한 후 뇌내 접종하고 28일간 관찰한다.
폐사동물은 매번 FAT를 실시한다. 일반적으로 야외 광견병바이러스를 성체에 접종할 경우
접종 9일째부터 폐사가 시작되며, 2일령 마우스에 접종한 경우에는 급속 진단을 위해 접종
5, 7, 9, 11일째에 각 1마리씩 형광항체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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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정 및 확인 방법
1) 광경병 바이러스가 세포에서 증식하여도 CPE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아세톤으로 세포를
고정하고, 광견병 특이 단클론항체를 이용한 면역화학염색으로 바이러스 분리여부를 확인한다.

<마우스신경세포에서 증식된 야외 광견병바이러스, 면역화학 염색>

7. 유전자검사
7-1. 유전자 검사(RT-PCR)
개요
뇌 조직으로부터 광견병 바이러스 유전자를 검출하는 매우 민감한 검사법이다. 조직 내에
광견병 바이러스가 소량만 존재하여도 검출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작은 오염이
있을 경우에도 거짓 양성(위양성) 반응을 보일 수 있는 단점이 있다.

검사시료
1) 뇌조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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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프라이머(reverse primer), 역전사효소(reverse transcriptase)를 이용하여 cDNA를 합성한다.
4) cDNA를 중합효소, 특이 primer 및 완충액 등과 혼합하여 적정 온도 조건 하에서 PCR을
실시한다.

Primer 및 RT-PCR 조건
Target gene
N gene
RT
PCR

Primer sequences
RVNSF : 5'-GCA GAT AGG ATA GAG CAR A-3'
RVNSR : 5'-AAA GTG AAT GAG ATT GAA C-3'

Product size
467 bp

50℃(45℃), 30min ; 95℃, 15min
95℃, 3min, 35 cycles(94℃, 30sec, 55℃, 30sec, 72℃, 30sec) ; 72 ℃, 10 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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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판정
1) Agarose gel에 전기영동하고 ethidium bromide(EtBr)로 염색한 후 증폭 밴드를
확인한다.

500 bp →

유의사항
1) 항상 양성 및 음성 대조군을 함께 실험하여야 하며, filter tip을 항상 사용 하고 일단 tip이나
튜브가 다른 시약에 접촉하였을 경우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2) 반드시 실험자는 실험용 장갑을 착용하고 실험을 실시한다.

8. 항체검사법
개요
항체검사법은 혈청 중에 존재하는 광견병 바이러스에 대한 중화항체를 검출 하는 방법이다.
항체검사법은 광견병 감염여무를 판별하기 위한 검사가 아니며, 새로 개발한 백신의 효력을
평가하거나 광견병

발생국(지역)에서

비발생국으로의 이동,

국가(지역)간

이동시

이동대상동물이 광견병에 대한 견고한 면역이 형성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사용된다. 또한
우리나라의 광견병 발생지역의 사육가축 및 서식 야생동물에 대한 항체 수준을 파악하기
위하여 국가방역차원에서 항체검사에도 사용된다.
광견병 항체검사는 OIE에서 fluorescent antibody virus neutralisation test(FAVNT), rapid
fluorescent focus inhibition test(RFFIT) 및 ELISA를 공인검사법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특히 국가간의 동물 이동시 동물의 항체 수준을 파악하기 위하여 주로 사용되는 검사법은
FAVNT와 RFFIT이다. 특히 OIE 산하 광견병표준실험실인 AFSSA에서 그 검사 능력을
인증받은 실험실에서 검사한 결과만 국제적으로 인정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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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방법
1) Baby hamster kidney-21(BHK-21)와 광견병 공격접종주(challenge virus strain, CVS)를
이용한다.
2) 세포배양용 96웰 플레이트상에서 검사혈청과 0.5IU의 OIE 혹은 WHO 표준혈청을 3진
단계희석한다.
3) 100TCID50/50㎕ CVS를 각 웰에 넣어 37℃에서 1시간 반응시킨다.
4) BHK세포를 각 웰에 넣어 48시간 배양한다.
5) 배양액을 버리고 80% acetone으로 고정하고 FAT 방법과 같이 감염된 세포를 염색한다.
6) 형광현미경으로 각 웰의 형광유무를 판독하여 바이러스가 증식이 억제된 최고 희석 배수를
산출한다.
7) 0.5IU의 OIE 혹은 WHO 표준혈청과 가검혈청의 median dose(D50)을 비교 산출하여
가검혈청의 IU 역가를 구한다.

<중화시험후 형광항체로 염색된 감염세포(BHK-21)>

9. 감별진단
가. 급성 뇌막뇌염
나. 디스템퍼
다. 오제스키병
라. 약물중독
마. 뇌종양
바. 바이러스성 뇌염
사. 리스테리아병

63

동물질병 표준진단요령

Ⅰ- 11

소유행열(Bovine Ephemeral Fever)

역학조사

임상검사

혈액검사

병리해부검사

병리조직검사

항체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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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역학상황
가. 원인 : Bovine ephemeral fever virus (BEFV)
나. '소의 유행성 감기‘라고도 하며 제 3종 가축전염병
다. 감수성동물 : 소 (홀스타인종이 보다 높은 감수성), 물소
라. 모기매개성의 급성열성 전염병
마. 주로 늦여름에서 가을에 발생(8월~11월)
바. 전국적 주기적으로 발생
사. 심한 유행성이지만 동거 (접촉)감염은 아님
아. 이환율은 높으나 폐사율이 낮음 (1% 이하)
자. 이바라끼 바이러스와 복합감염시 더욱 심한 임상증상 보임
차. 유량감소, 유산, 수소의 일시적불임으로 인한 경제적 피해
카. 후유증으로 폐기종, 폐렴, 유방염, 운동실조
타. 병인기전: 바이러스가 모기의 체내에 머물러 있다가 흡혈할 때
소의 혈류 내로 들어가 주로 백혈구 내에서 증식하여 질병을 유발
파. 임상증상에 따른 개체발병의 경우에는 진단이 어려우며 집단발병에
의한 특이적인 임상증상과 고열 등을 보일 때 진단가능

2. 임상증상
가. 임상증상의 정도는 매우 다양
나. 임상증상을 보인지 3~4일 이내에 빠르게 자연 치유됨
다. 합병증이 없는 경우 회복율은 95~97%
라. 갑작스런 발열 (1~2일후 하강) : 고열이 12~18시간 지속 후 정상체온으로 복귀하였다가
다시 고열이 지속됨 (2~3회 반복)
마. 경미한 감염시 : 발열, 파행, 경직이 1~2일 관찰됨
바. 증등도 감염시 : 식욕감퇴, 눈물, 비루, 근육진전, 파행, 경직, 볼과 아래턱 피하부종,
1위무력증, 변비, 횡와, 유량감소 (50% 이하), 임신말기 유산
사. 심감염시 : 사지마비, 연하곤란, 유연, 1~4일 이내에 반사작용 소실, 혼수상태, 폐사
아. 혈액검사시 호중구 증가, 림프구 소실, 저칼슘혈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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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병리해부검사
가. 장액섬유소성 다발성장막염 : 활액, 심외막, 흉강, 복강
나. 장막의 부종, 출혈
다. 흉강과 복강의 수종액에는 섬유소성 응고물 혼재
라. 심하게 감염된 관절 : 갈색 또는 황색의 젤라틴양 관절주위 액
마. 발열기에는 폐수종, 흉막염, 심외막염
바. 림프절 부종
사. 일부 골격근의 괴사

폐의 경미한 퇴축부전과 충혈반

대퇴관절에 있어서의 관절염

4. 병리조직검사
가. 감염된 조직 : 부종, 호중구침윤, 충혈, 출혈
나. 혈관변화 : 혈관내피세포의 종창, 증식, 혈관주위세포의 증식, 세동맥의 섬유소성 괴사,
근육 혈관내 혈전

폐포벽의 충혈과 폐포내의 장액저류 및 호중구 침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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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원인체 분리검사
분리재료
발열 초기의 혈액(EDTA, citrate 등 항응고제를 첨가한 혈액)

실험동물 및 세포주
생후 24시간 이내의 젖먹이 mouse 또는 hamster BHK-21, HmLu-1 세포, Vero 세포

바이러스 분리 방법
1) 발열 초기의 혈액에서 원심분리를 통해 혈장을 분리한다.
2) 분리된 혈장을 filter를 통과하여 여과 후 0.05ml을 주사기를 이용하여 포유 마우스 뇌내에
접종한다.
3) 임상증상이 나타날 때까지 기다린다.

동정 및 확인 방법
1) 실험동물을 이용하는 방법:
(1) 임상증상의 증후로 젖을 먹느냐 먹지 않느냐로 판단하고 상부의 백반 출현 현상화에
따라 판단한다.
(2) 증후가 인정된 마우스 뇌재료를 마우스를 이용하여 2∼3대 추가 계대한다. 계대가
지속될수록 임상증상이 명확하며 잠복기도 짧아진다.

6. 유전자검사
6-1. 유전자 검사(RT-PCR)
개요
BEFV의 RT-PCR은 262bp의 G 유전자를 증폭하여 BEFV의 존재 여부를 검사하는 방법이다.

검사시료
1) 검사용 시료의 준비
(1) 검사에 사용할 수 있는 시료는 소의 발열 초기의 혈액 및 유산태아 등을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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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료는 가능한 신선한 것을 사용하고 보관 시에는 냉동 보관한다.
2) 바이러스 유전자의 추출
(1) 시중에 판매중인 RNA 추출 키트를 이용하여 시료의 종류에 적합하게 RNA를
추출하며, 조직시료의 경우 10% 유제액을 이용하여 추출한다.
(2) 추출한 유전자 5㎕를 RT-PCR 검사에 사용한다.

RT-PCR에 사용되는 프라이머 정보
목적 유전자
G gene

프라이머 염기서열(5ʹ→3ʹ)
BEFVF: 5'-CGGTTGCACAGATGCGGTTAAGA-3'
BEFVR: 5'-GACTCTCACATCTGGTATCC-3'

증폭산물
262 bp

(주) 프라이머 염기서열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실험시 확인한다.

검사방법
1) RT-PCR Premix에 추출한 유전자 5㎕를 넣고, 아래의 조건으로 RT-PCR을 실시한다.
<RT-PCR 반응 조건>
Step

RT-PCR Cycle
Temp.

Time

Cycle

cDNA synthesis

50℃(45℃)

30 min

1 cycle

Initial inactivation

95℃

15 min

1 cycle

Denaturation

94℃

20 sec

Annealing

55℃

20 sec

Extension

72℃

30 sec

Final Extension

72℃

10 min

35 cycles
1 cycle

2) PCR cycle이 종료되면 PCR product 5㎕를 EtBr이 첨가된 1.5% agarose gel에서
통상적인 방법으로 전기영동하고 특이유전자의 존재여부를 확인한다. 이때
특이유전자 분획이 너무 많은 경우 시료를 줄여서 전기영동하면 선명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

결과판정
1) Control DNA는 262bp의 증폭산물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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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FV RT-PCR 결과>

7. 항체검사
7-1. 혈청중화시험법
개요
소 모기매개바이러스성 질병은 모기에 의해 바이러스가 전염되어 병을 일으키는 질병을
총칭하는 것으로 국내에서는 소의 번식장애에 관련이 있는 아까바네병, 아이노바이러스감염증
및 츄잔병과 호흡기에 주로 임상증상을 보이는 소 유행열과 이바라기병이 있다.
소 유행열 검사법으로는 혈청중화시험법, 혈구응집억제반응법, 포유마우스접종법, 형광항체법
등이 있으며 최근에는 유전자 진단법도 이용하고 있다. 여기에 소개되는 검사법은 조직배양을
이용하여 감염소의 혈액중의 항체역가를 확인하는 혈청중화시험법(Serum neutralization
test)이다.

검사재료
-56℃, 30분 동안 비동화된 소 혈청

시약 및 기구
1) α-MEM 배지
2) 소태아혈청(FBS)
3) vero세포
4) 세포배양용 96 well plate
5) 도립 현미경

바이러스 증식
1) Vero cell을 플라스크 혹은 plate에 70~90% monolayer가 형성되게 배양한다.
2) Seed stock virus를 100~1000TCID50/0.1ml되게 희석하여 배양세포 전면에
69

동물질병 표준진단요령

도포될 수 있을 정도의 양을 접종한다.
3) 37℃에 60~90분동안 배양하여 바이러스가 흡착되도록 한다.
4) 37℃로 예열한 유지배지(2-3% FBS-MEM)를 적당량 첨가한다.
5) 매일 CPE를 관찰하여 세포 monolayer의 75~95%가 CPE를 보일 때(약 24-48시간)까지
배양 후, 배양액을 수거한다.
6) 배양액을 1,600rpm에 10분간 원심하여 상층액을 적당량 분주하여 -70℃에 보관한다.

바이러스 항원의 역가(TCID50)의 측정
1) 바이러스 역가 측정
(1) 튜브를 사용하여 희석배지로 stock virus를 10배수 희석한다(대개 10-1~10-8까지 희석).
(2) 바이러스 희석액을 희석배수마다 8개의 well에 각각 100㎕씩 접종한다.
(3) 세포부유액을 100㎕씩 가한다(약 3x104 cells/100ul정도).
(4) 배양 48시간 이후부터 CPE를 관찰한다.
※ Karber method로 TCID50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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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사 sheet 및 세포배양 plate에 virus명, plate number, 날짜, 실험하는 사람의
이름 등을 기록한다.
2) 세포배양용 96well plate에 50ul씩 희석용 배지(α-MEM)를 넣는다.
3) 가검혈청을 56℃에서 30분간 비동화 한 후 희석용 배지를 넣은 96well plate에 50ul씩
첨가한 다음 2진 희석한다.
4) stock virus를 α-MEM 배지로 2×102TCID50/0.1ml 되게 희석한다. 각 검사 well에
희석된 BEF virus를 50ul씩 첨가한다.
5) 희석된 virus를 3단계 10진희석하여 back titration을 실시한 다음,

37℃ CO2 인큐

베이터에서 1시간동안 반응시킨다
6) 5% FBS가 첨가된 α-MEM 배지에 부유한 100ul(3×104개)의 vero 세포를 96well에
각각 넣는다.
7) 세포만 함유된 대조세포도 2 well이상 되도록 한다.
8) 37℃, CO2 인큐베이터에서 3~5일 동안 배양한 후 결과를 판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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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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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조세포에 어떠한 세포변성반응이나 오염이 되어서는 안되며 시험에 사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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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러스의 함량결과가 30∼300 TCID50/50ul이면 실험결과에 신뢰성을 부여할 수
있다. 항체 역가는 세포변성효과를 일으키지 않은 최대 희석배수의 역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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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감별진단
가. 보툴리즘, 바베시아병, 기종저 등에 의한 열성 질환
나. 이바라끼병
다. 아이노바이러스감염증
라. 합포체성폐렴
마. 파라인플루엔자
바. 아데노바이러스감염증
사. 전염성비기관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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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12

소아까바네병(Akabane Disease)

역학조사

임상 검사

혈액 검사

병리해부검사

병리조직검사

항체 검사(HI 및 중화시험)*

양성

RT-PCR

음성

양성

음성

* 항체검사 : 태아 흉수에 대한 항체검사 및 모체 혈청에 대한 최소 2회 이상 항체 검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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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역학상황
가. 원인 : Akabane virus
나. 지방병성 소 관절만곡증 및 무뇌수두증(enzootic bovine arthrogryposis and hydranencephaly;
ag/he)이라고도 함
다. 모기매개성 바이러스성 질병
라. 소아까바네병은 제3종 가축전염병
마. 임신한 소, 면양, 산양에 감염
바. 계절적 영향(10~3월에 다발)
사. 예방주사를 맞지 않은 어미소에서 태어난 송아지에서 발생
아. 주로 초임우에서 발생하며 동일우에서 재발생은 드묾
자. 비발생지역 또는 비유행지역에서의 도입우에 발생
차. 발생이 유행적이고 단기간에 넓은 지역에 발생

2. 임상증상
가. 성우에서는 특별한 임상증상이 없음
나. 태아의 유산, 조산, 사산 또는 기형송아지(관절만곡증과 무뇌수두증)의 분만 등 번식장애
일으킴
다. 임신한 소의 감염 시기에 따라 임상증상이 다름
1) 임신초기(1~2개월) 감염시 : 비화농성 뇌염으로 인한 태자 사망에 따른 흡수, 미이라화
등이 발생
2) 임신 80~120일에 감염시 : 유산되지 않고 태어나더라도 보행실조, 우울, 실명, 다양한
정도의 대뇌반구의 공동화(뇌공동증~무뇌수두증)
3) 임신중기(120~180일) 감염시 : 사지강직, 관절만곡증, 사경, 척주후만증, 척추측만증,
신경원성 근육의 위축으로 인해 난산
4) 임신후기(7~9개월) 감염시 : 기립불능, 사지마비, 운동실조
라. 백혈구의 감소

3. 병리해부검사
가. 유산한 송아지의 체형이상으로 관절만곡, 척주후만증, 척주전만증, 척추측만증, 하악
단소증, 근육위축
나. 대뇌 : 왜소뇌증, 수두증, 뇌공동증, 무뇌수두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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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소뇌 : 정상이거나 현저한 위축

사지의 이상과 척추의 만곡을 보이는 유산태아

대뇌 결손부에 의한 뇌간부의 노출

4. 병리조직검사
가. 비화농성 뇌막뇌척수염 : 병변은 뇌간, 교, 연수, 척수의 배측면에 현저하며 림프-조직구성
혈관주위 세포침윤(perivascular cuffing), 다발병소성 신경교증(gliosis), 신경세포 괴사,
신경식작용(neuronophagia) 등의 소견을 보임
나. 척수 신경세포의 변성
다. 대뇌실질의 손실과 낭포형성, 공동화
라. 근염, 근섬유 위축

대뇌에서 위관성 세포침윤을 동반한 비화농성 뇌염

구간근에서 왜소근증이 관찰됨

5. 원인체 분리검사
분리재료
일반적으로 모우로부터 바이러스 분리는 어렵고 신선한 유산태자의 뇌, 뇌수, 태반의 유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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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동물 및 세포주
1) 젖먹이 mouse 또는 hamster
2) Vero 또는 HmLu-1 세포

바이러스 분리 방법
1) 신선한 유산태자의 뇌 등을 세포배양 배지 혹은 PBS 용액을 이용하여 10% 유제액를
만든다.
2) 원심분리 후 filter를 통과하여 여과하고 0.05ml을 주사기를 이용하여 포유 마우스
뇌내에 접종한다.
3) 접종 후 10일정도 증상이 나타날 때까지 기다린다.

동정 및 확인 방법
1) 신경증상이 있는지 유무로 판단한다.
2) 임상증상이 인정된 마우스 뇌재료를 2~3대 추가 계대하며 이때에 증상이 명확하며
잠복기도 3~5일로 짧아지고 접종 마우스는 폐사한다.
3) 증상이 확인된 마우스 뇌재료를 Vero세포주 또는 HmLu-1세포에 접종하면 virus는
CPE를 일으키며 증식 분리된다.
4) 바이러스분리가 목적이 아니고 virus 존재만 확인할 경우 접종한 마우스를 3주간
관찰하고 채혈하여 항체의 유무를 검사하다.

6. 항원검사
6-1. 유전자 검사(RT-PCR)
개요
Akabane의 RT-PCR은 476bp의 S fragment 유전자를 증폭하여 Akabane의 존재 여부를
검사하는 방법이다.

검사시료
1) 검사용 시료의 준비
(1) 검사에 사용할 수 있는 시료는 유산태아의 뇌, 뇌수, 태반 등을 사용할 수 있다.
(2) 시료는 가능한 신선한 것을 사용하고 보관 시에는 냉동 보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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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바이러스 유전자의 추출
(1) 시중에 판매중인 RNA 추출 키트를 이용하여 시료의 종류에 적합하게 RNA를
추출하며, 조직시료의 경우 10% 유제액을 이용하여 추출한다.
(2) 추출한 유전자 5㎕를 RT-PCR 검사에 사용한다.

RT-PCR에 사용되는 프라이머 정보
목적 유전자
S fragment

프라이머 염기서열(5ʹ→3ʹ)
AKAVF: 5'-CAGAAGAAGGCCAAGATGGT-3'
AKAVR: 5'-AATGCAGCCTTGACTGCGTCC-3'

증폭산물
476 bp

(주) 프라이머 염기서열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실험시 확인한다.

검사방법
1) RT-PCR Premix에 추출한 유전자 5㎕를 넣고, 아래의 조건으로 RT-PCR을 실시한다.
<RT-PCR 반응 조건>
Step

RT-PCR Cycle
Temp.

Time

Cycle

50℃(45℃)

30 min

1 cycle

Initial inactivation

95℃

15 min

1 cycle

Denaturation

94℃

20 sec

Annealing

55℃

20 sec

Extension

72℃

30 sec

Final Extension

72℃

10 min

cDNA synthesis

35 cycles

1 cycle

2) PCR cycle이 종료되면 PCR product 5㎕를 EtBr이 첨가된 1.5% agarose gel에서
통상적인 방법으로 전기영동하고 특이유전자의 존재여부를 확인한다. 이때
특이유전자 분획이 너무 많은 경우 시료를 줄여서 전기영동하면 선명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

결과판정
1) Control DNA는 476bp의 증폭산물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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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kabane RT-PCR 결과>

7. 항체검사
개요
소 모기매개바이러스성 질병은 모기에 의해 바이러스가 전염되어 병을 일으키는 질병을
총칭하는 것으로 국내에서는 소의 번식장애에 관련이 있는 아까바네병, 아이노바이러스감염증
및 츄잔병과 호흡기에 주로 증상을 보이는 소 유행열과 이바라기병이 있다.
소 아까바네병 검사법으로는 혈청중화시험법, 혈구응집억제반응법, 포유마우스접종,
형광항체법 등이 있으며 최근에는 유전자 진단법도 이용하고 있다. 여기에 소개되는 검사법은
조직배양을 이용하여 감염소의 혈액중의 항체역가를 확인하는 혈청중화시험법(Serum
neutralization test)이다.

검사재료
검사를 위해서는 56℃, 30분동안 비동화된 최소 1㎖이상의 혈청이 필요하다.

시약 및 기구
1) α-MEM 배지
2) 소 태아혈청(FBS)
3) vero세포
4) 세포배양용 96well plate
5) 도립 현미경

바이러스 증식
1) Vero cell을 플라스크 혹은 plate에 70~90% monolayer가 형성되게 배양한다.
2) Seed stock virus를 100~1000TCID50/㎖되게 희석하여 배양세포 전면에 도포될 수 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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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의 양을 접종한다.
3) 37℃에 60~90분동안 배양하여 바이러스가 흡착되도록 한다.
4) 37℃로 예열한 유지배지(2-3% FBS-MEM)를 적당량 첨가한다.
5) 매일 CPE를 관찰하여 세포 monolayer의 75~95%가 CPE를 보일 때 (약 24-48시간)까지 배양
후, 배양액을 수거한다.
6) 배양액을 1,600rpm에 10분간 원심하여 상층액을 적당량 분주하여 -70℃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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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씩 접종한다.
다. 세포부유액을 100㎕씩 가한다 (약 3x104 cells/100ul정도).
라. 배양 48시간 이후부터 CPE를 관찰한다.
※ Karber method로 TCID50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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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

-3

-4

-5

-6

-7

-8

희석배수

10

10

10

10

10

10

1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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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사 sheet 및 세포배양 plate에 virus명, plate number, 날짜, 실험하는 사람의 이름 등을
기록한다.
2) 세포배양용 96well plate에 50ul씩 희석용 배지(α-MEM)를 넣는다.
3) 가검혈청을 56℃에서 30분간 비동화 한 후 희석용 배지를 넣은 96well plate에 50ul씩 첨가한
다음 2진 희석한다.
4) stock virus를 α-MEM 배지로 2×102TCID50/0.1ml 되게 희석한다. 각 검사 well에 희석된
Akabane virus를 50ul씩 첨가한다.
5) 희석된 virus를 3단계 10진 희석하여 back titration을 실시한 다음, 37℃ CO2 인큐베이터에서
1시간동안 반응시킨다.
6) 5% FBS가 첨가된 α-MEM 배지에 부유한 100ul(3×104개)의 vero 세포를 96well에 각각
넣는다.
7) 세포만 함유된 대조세포도 2 well이상 되도록 한다.
8) 37℃, CO2 인큐베이터에서 3~5일 동안 배양한 후 결과를 판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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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TCID50/50㎕) 현탁액을 첫번째 튜브에
0.1㎖ 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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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TCID50/0.1㎖농도가 되도록 한다.
7) 37℃ CO2 incubator에서 48~72시간 배양한 다음, CPE를 관찰 기록한다.
8) Karber method로 역가를 산출한다.
※ 이상적인 항원 바이러스의 역가는 100TCID50/50㎕이나 back titration의 결과가
30~300TCID50/50㎕이면 실험결과에 신뢰성을 부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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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정기준
1) 대조세포에 어떠한 세포변성반응이나 오염이 되어서는 안되며 시험에 사용한 각각의 소
모기매개 바이러스의 함량이 100TCID50/50ul가 되어야 한다. 항체 역가는 세포변성효과를
일으키지 않은 최대 희석배수의 역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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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감별진단
가. 아이노바이러스감염증
나. 츄잔병
다. 소바이러스성설사
라. 소 전염성비기관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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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13

소전염성비기관염(Infectious Bovine Rhinotracheitis)

역학조사

임상검사

병리해부검사

병리조직검사

PCR

(+)

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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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역학상황
가. 원인체 : Infectious bovine rhinotracheitis virus(IBRV)
나. 제 3종 가축전염병
다. 사양환경변화, 장거리 수송, 방목 등의 직후에 다발
라. 지역, 계절, 연령에 관계없이 발생(모든 연령에 감염되나, 3개월령 전후에 다발)
마. 체중감소, 유량감소, 임신율저하, 유산 등에 의한 경제적 손실
바. 폐사는 송아지에서 나타나며 성우에서 간혹 폐사되기도 함
사. 2차 세균감염으로 인한 폐렴이 주요 폐사 원인임
아. 비말감염(자연감염), 성접촉, 분비물, 배설물로 인한 감염
자. 잠복감염 개체가 전파요인이 될 수 있음

2. 임상증상
가. 감염 부위에 따라서 여러 가지 형태의 증상을 나타냄 : 비기관염, 각결막염, 외음질염,
귀두포피염, 자궁내막염, 유산, 유방염, 피부염, 뇌수막염 등
1) 호흡기형 : 안검 부종, 결막 충혈, 유연, 발열, 기침, 침울, 식욕저하, 장액성 비루를 보이다가
수일 후 점액화농성 눈물, 콧물, 비점막 충혈, 괴사, 부종으로 적비(red nose), 호흡곤란,
개구호흡
2) 생식기형 : 외음부 발적, 종창, 농포, 점막에 구진, 미란, 궤양, 2차감염시 자궁염증, 일시적
불임, 질에 화농성 삼출물(수컷의 경우 음경, 포피에 유사소견)
나. 유산(4~7개월 임신우), 유방염, 유량감소
다. 신경증상은 주로 4~6개월령의 송아지에서 발생하며 100% 폐사를 나타냄
라. 어린 송아지의 경우 설사를 보임
마. 백혈구 감소

3. 병리해부검사
가. 2차감염이 없을 경우 병변은 비강, 후두, 기관에 한함
나. 호흡기형(비기관염) :
1) 비강점막과 부비동의 점상, 반상 출혈
2) 코, 인두, 후두, 기관 점막의 괴사는 융합되어 반(plaque)을 형성 후 치즈양 위막 또는 궤양
3) 부비동과 인두에 장액섬유소성 삼출물 저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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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관 내에 혈액성 삼출물 저류
5) 기관지폐렴 및 농양 형성
다. 생식기형(외음질염, 귀두포피염, 자궁내막염) :
1) 음문, 질점막의 발적과 수포, 농포 형성 등
라. 신생송아지에서 전신 감염시 소화기계에도 병변을 일으킴
1) 구강, 비강 점막의 충혈
2) 구강, 비강 점막의 괴사, 미란, 궤양
3) 식도와 위에 수 mm의 출혈 괴사반점
마. 유산태아의 경우, 간에 간혹 미세한 회백색반점, 신장출혈
바. 피부에 1cm 정도의 농포 또는 수포가 생김

안검의 부종과 결막의 충혈

기관의 점상출혈

4. 병리조직검사
가. 호흡기형 : 카탈성 섬유소성 상부기도염, 때로는 폐렴
나. 생식기형 : 외음부염, 질염
다. 기도상피 또는 음문 질 점막 상피세포 및 염증부위 신경절 세포에서 핵봉입체 관찰(질병의
초기에만 관찰됨)
라. 유산태아에서는 괴사성태반염, 태반융모의 괴사성 혈관염, 간, 림프절, 비장 등에 괴사소
마. 비화농성 뇌수막염
바. 시료채취 시 참고사항
1) 감염초기의 소에서 비강 swab(5~10두)
2) 외음질염, 귀두포피염시 생식기에서 swab
3) Swab할 때는 점막면을 강하게 문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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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포피를 생리식염수로 세척한 후 세척액을 채취하여 수송배지에 부유하여 4℃에 보관하여
빠른 시간 내에 의뢰하고 수송배지는 2~10% FBS와 항생제가 함유된 세포배양배지를
사용한다.
5) 부검시 바이러스분리용으로 호흡기계점막, 편도, 폐, 기관림프절을 채취하여야 하며,
유산태아의 간, 폐, 비장, 신장, 태반을 채취하여 냉장상태로 재빨리 의뢰한다.

5. 원인체 분리검사
분리재료
임상증상이 있는 소의 비즙, 눈물, 질점액, 포피도말액, 뇌염소견이 있는 뇌, 신선한 태자 유제액

세포주
소 신장세포(MDBK)

바이러스 분리 방법
1) 위의 분리 재료 등을 세포배양 배지 혹은 PBS을 이용하여 10% 유제액을 만든다.
2) 원심분리 후 filter를 이용해 여과 후 여과액을 접종 전날에 배양한 MDBK세포에 접종
후 3~4일 경과 후에 CPE 형성유무를 관찰하고 CPE가 관찰되지 않을 경우에는
2~3회 계대배양한다.

동정 및 확인 방법
1) 중화시험, 형광항체법, 유전자 검출법 등을 통해 동정․확인할 수 있다.

6. 항원검사
6-1. 유전자 검사(PCR)
개요
IBR의 PCR은 476bp의 Glycoprotein C(gC) 유전자를 증폭하여 IBR의 존재 여부를 검사하는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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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시료
1) 검사용 시료의 준비
(1) 검사에 사용할 수 있는 시료는 소의 비즙, 눈물, 질점액, 포피도말액, 뇌염소견이
있는 뇌, 신선한 태아 유제액 등을 사용할 수 있다.
(2) 시료는 가능한 신선한 것을 사용하고 보관 시에는 냉동 보관한다.
2) 바이러스 유전자의 추출
(1) 시중에 판매중인 DNA 추출 키트를 이용하여 시료의 종류에 적합하게 DNA를
추출하며, 조직시료의 경우 10% 유제액을 이용하여 추출한다.
(2) 추출한 유전자 5㎕를 PCR 검사에 사용한다.

PCR에 사용되는 프라이머 정보
목적 유전자

프라이머 염기서열(5ʹ→3ʹ)

증폭산물

IBRVF: 5'-TACGACTCGTTCGCGCTCTC-3'
Glycoprotein C(gC)

IBRVR: 5'-GGTACGTCTCCAAGCTGCCC-3'

476 bp

(주) 프라이머 염기서열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실험시 확인한다.

검사방법
1) PCR Premix에 추출한 유전자 5㎕를 넣고, 아래의 조건으로 PCR을 실시한다.
<PCR 반응 조건>
Step

RT-PCR Cycle
Temp.

Time

Cycle

Initial inactivation

95℃

3 min

1 cycle

Denaturation

94℃

20 sec

Annealing

55℃

25 sec

Extension

72℃

25 sec

Final Extension

72℃

10 min

35 cycles
1 cycle

2) PCR cycle이 종료되면 PCR product 5㎕를 EtBr이 첨가된 1.5% agarose gel에서
통상적인 방법으로 전기영동하고 특이유전자의 존재여부를 확인한다. 이때
특이유전자 분획이 너무 많은 경우 시료를 줄여서 전기영동하면 선명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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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판정
1) Control DNA는 476bp의 증폭산물을 확인할 수 있다.

<IBR PCR 결과>

7. 항체검사
개요
Bovine herpesvirus type 1으로 분류되는 바이러스이며 혈청검사는 간접형광항체법, ELISA,
바이러스중화시험법 등을 사용할 수 있는데, IBRV는 세포배양에서 특징적인 CPE를
일으키므로 중화시험법을 혈청검사법으로 주로 사용한다. 그러나 중화시험법으로는
백신항체와 야외감염항체를 감별할 수 없기 때문에 임상증상 관찰과 바이러스분리 등을
병행하여 진단하여야 한다. 그러나 동일한 개체를 급성기와 회복기에 혈청을 채취(2~3주
간격으로 2회 채취) 하여 항체가 수준을 비교하여 4배 이상의 급격한 항체수준 상승이 있는
경우 감염을 진단할 수 있다.

검사재료
검사를 위해서는 56℃, 30분동안 비동화된 최소 1㎖이상의 혈청이 필요하다.

시약 및 기구
1) 세포배양배지(희석액) : α-Minimum Essential Medium(α-MEM)
2) 세척액 : Calcium-Magnesium free PBS(CMF-PBS)
10× Stock solution 제조
Na2HPO4
NaH2PO4
NaCl
D.W.
☞ 고압멸균(121℃, 15psi, 15분)하여
3) 항원 : PQ주

16.7g
5.7g
85.0g
to 1ℓ
보관. 2차 증류수로 10배 희석하여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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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트립신 용액 : Trypsin-EDTA(10× or 1×)
5) 배양세포 : MDBK(Madin Darby Bovine Kidney)

바이러스 증식
1) MDBK cell을 플라스크 혹은 plate에 70~90% monolayer가 형성되게 배양한다.
2) Seed stock virus를 100~1000TCID50/㎖되게 희석하여 배양세포 전면에 도포될 수 있을
정도의 양을 접종한다.
3) 37℃에 60~90분 동안 배양하여 바이러스가 흡착되도록 한다.
4) 37℃로 예열한 유지배지(2-3% FBS-MEM)를 적당량 첨가한다.
5) 매일 CPE를 관찰하여 세포 monolayer의 75~95%가 CPE를 보일 때(약 24~48시간)까지 배양
후, 배양액을 수거한다.
6) 배양액을 1,600rpm에 10분간 원심하여 상층액을 적당량 분주하여 -70℃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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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씩 접종한다.
다. 세포부유액을 100㎕씩 가한다(약 3x104cells/100ul정도).
라. 배양 48시간 이후부터 CPE를 관찰한다.
※ Karber method로 TCID50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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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

-3

-4

-6

-7

-8

10

10

10

10

10

10

1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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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8

-5

희석배수

Ⅰ. 소 질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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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사방법
1) 검사 sheet 및 세포배양 plate에 virus명, plate number, 날짜, 실험하는 사람의 이름 등을
기록한다.
2) 세포배양용 96well plate에 50ul씩 희석용 배지(α-MEM)를 넣는다.
3) 가검혈청을 56℃에서 30분간 비동화 한 후 희석용 배지를 넣은 96well plate에 50ul씩 첨가한
다음 2진 희석한다
4) stock virus를 α-MEM 배지로 2×102TCID50/0.1ml 되게 희석한다. 각 검사 well에 희석된
IBR virus를 50ul씩 첨가한다.
5) 희석된 virus를 3단계 10진희석하여 back titration을 실시한 다음, 37℃ CO2 인큐베이터에서
1시간동안 반응시킨다
6) 5% FBS가 첨가된 α-MEM 배지에 부유한 100ul(3×104개)의 MDBK 세포를 96well에 각각
넣는다.
7) 세포만 함유된 대조세포도 2 well이상 되도록 한다.
8) 37℃, CO2 인큐베이터에서 3~5일 동안 배양한 후 결과를 판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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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TCID50/50㎕) 현탁액을 첫번째 튜브에
0.1㎖ 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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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TCID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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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TCID50/50㎕이나 back titration의 결과가
30~300TCID50/50㎕이면 실험결과에 신뢰성을 부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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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정기준
1) 검사의 정확도 - 유효한 검사가 되기 위해서는 back titration하여 사용한 바이러스의 역가가
100TCID50/50ul이나 back titration의 결과가 30∼300TCID50/50ul이면 실험결과에
신뢰성을 부여할 수 있다.
2) 특정 희석배율의 양쪽 well에서 CPE가 100% 저해되고 해당 well monolayer가 형태적으로
대조군의 well과 비교하여 거의 일치할 때 ⇒ 양성으로 판정한다.
3) 1개 또는 양쪽의 well에 CPE가 명백하게 관찰되고 해당 희석배율의 대조군 well은 정상일
때 ⇒ 해당 희석배율의 혈청을 음성으로 판정한다.
4) 대조군 well의 monolayer가 파괴되어 있을 때 ⇒ 해당 희석배율에서 독성반응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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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감별진단
가. 파라인플루엔자
까. 아데노바이러스감염증
나. 레오바이러스감염증
다. 이바라끼병
따. 파스튜렐라감염증
라. 마이코플라즈마 폐렴
마. 전염성각결막염
바. 악성카탈열
빠. 합포체성폐렴
사. 소바이러스성설사-점막병
싸. 유행열
아. 클라미디아병
자. 헤모필루스감염증
짜. 캄필로박터감염증
차. 출혈성 패혈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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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14

소류코시스(Bovine Leukosis)

역학조사

임상검사

혈액 검사

병리해부 및
조직검사

ELISA(항체)
AGP(항체)
PCR

(+)

양성

(-)

음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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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역학상황
가. 원인 : Bovine leukemia virus
나. 지방병형(성우형) 소류코시스만이 가축법정전염병임
다. 3세 이상에서 다발하고 항체양성률이 높음
라. 과거에 같은 축사와 방목지에서 발생이 있었음
마. 혈연 관계우의 발생여부
바. 본 병의 발생이 있었던 농장에서 소의 도입 여부

2. 임상증상
가. 일반증상 악화
나. 체표림프절의 종대, 골반강 종유, 안구 돌출, 비유량 감소, 내장림프절 종대(지방병형에
많음) 또는 이러한 종류 증상의 합병증
다. 식욕부진, 체표림프절 종창, 체중감소, 비유량 감소, 가시점막 창백, 안구돌출, 기립불능
라. 연변 또는 설사
마. 혈액검사
1) 림프구수가 고도로 늘어남(1만이상 때로는 20만 이상)
2) 대부분의 예에서 비정상세포(정상 림프구보다 큰형, 불규칙한 핵 형태, 세포질은 농염)가
말초 림프구수의 5% 이상 차지
바. 생검: 종대된 림프절을 생검하여 조직상의 종양세포를 확인

3. 병리해부검사
가. 림프절의 종창 내지 종유화
나. 심장, 장간막, 제4위벽, 자궁벽, 뇨관, 횡격막 등에 회백색 종양결절 형성
다. 비장의 종대

장막부위에 종양세포가 침윤되어 하얗게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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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병리조직검사
가. 병소는 미분화 또는 분화형의 대형 림프구모양 세포의 종양성 증식
나. 성우형에서는 골수, 간에 종양세포 증식이 확인되는 일은 극히 드묾

5. 원인체 분리검사
분리재료
병우의 말초림프구(mononuclear cells)

세포주
1) 소태아폐세포(Fetal bovine lung, FBL)

바이러스 분리 방법
1) 감염우의 혈액을 항응고(EDTA 등) 처리된 튜브에 1.5ml을 채취하여 leucosep tube
등(ficoll/sodium metrizoate density gradient)을 통해 mononuclear cell을 분리한다.
2) 20% FBS와 배양배지 40ml이 포함된 2x106 FBL 세포와 함께 3-4일간 배양한다.

동정 및 확인 방법
1) 합포체(Syncytium) 형성 유무에 따라 판정하고 합포체에 바이러스 유무를 형광
항체법으로 증명한다.

6. 항원검사
6-1. 유전자 검사(PCR)
개요
Bovine Leukosis의 PCR은 First PCR 440bp, Nested PCR 476bp의 특이 유전자를
증폭하여 Bovine Leukosis의 존재 여부를 검사하는 방법이다.

검사시료
1) 검사용 시료의 준비
(1) 검사에 사용할 수 있는 시료는 병우의 말초림프구(mononuclear cells) 등을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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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료는 가능한 신선한 것을 사용하고 보관 시에는 냉동 보관한다.
2) 바이러스 유전자의 추출
(1) 시중에 판매중인 DNA 추출 키트를 이용하여 시료의 종류에 적합하게 RNA를 추출하며,
조직시료의 경우 10% 유제액을 이용하여 추출한다.
(2) 추출한 유전자 5㎕를 PCR 검사에 사용한다.

PCR에 사용되는 프라이머 정보
목적 유전자
First PCR
Nested PCR

프라이머 염기서열(5ʹ-3ʹ)
BLV1AF1: 5'-CTTTGTGTGCCAAGTCTCCCAGATACA-3'
OBLV6AR1: 5'-CCAACATATAGCACAGTCTGGGAAGGC-3'
OBLV3F2:5'-CTGTAAATGGCTATCCTAAGATCTACTGGC-3'
OBLV5R2:5'-GACAGAGGGAACCCAGTCACTGTTCAACTG-3'

증폭산물
440 bp
341 bp

(주) 프라이머 염기서열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실험시 확인한다.

검사방법
1) PCR Premix에 추출한 유전자 5㎕를 넣고, PCR을 실시한다.
<PCR 반응 조건>
First PCR Step
Denaturation
Annealing
Extension
Denaturation
Annealing
Extension
Final Extension
Nested PCR Step

RT-PCR Cycle
Temp.

Time

94℃
60℃
72℃
94℃
55℃
72℃
72℃

45 sec
60 sec
90 sec
45 sec
60 sec
90 sec
5 min

Cycle
5 cycles

30 cycles
1 cycle

PCR Cycle
Temp.

Time

Denaturation

94℃

45 sec

Annealing

58℃

60 sec

5 cycles

Extension
Denaturation
Annealing
Extension
Final Extension

72℃
94℃
53℃
72℃
72℃

90 sec
45 sec
60 sec
90 sec
5 min

30 cyc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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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st PCR이 끝난후에 nested PCR은 1st PCR product 1ul을 넣고 반응한다.
3) PCR cycle이 종료되면 PCR product 5㎕를 EtBr이 첨가된 1.5% agarose gel에서 통상적인
방법으로 전기영동하고 특이유전자의 존재여부를 확인한다. 이때 특이유전자 분획이 너무
많은 경우 시료를 줄여서 전기영동하면 선명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

결과판정
1) Control DNA는 First PCR 440bp, Nested PCR 341bp의 증폭산물을 확인할 수 있다.
M1 2

<Bovine Leukosis PCR 결과>
M: 100bp ladder; 1: negative control; 2: BLV positive sample

7. 항체검사
7-1. 한천겔면역확산법
개요
소 백혈병은 임파성 망상직계조직(lymphoreticular tissue)의 이상증식을 주증으로 하는
소의 혈액 종양성 질병으로 retrovirus인 Bovine leukemia virus(BLV)의 감염에 의해
발생한다. 혈청학적 검사법으로는 한천겔면역확산법(Agar gel immunodiffusion test)을
이용하여 감염우의 혈액중의 응집항체를 검출하는 방법과 ELISA법을 이용하여 혈청 및
우유에서 항체를 검사하는 방법이 있다.

검사재료
검사를 위해서는 56℃, 30분동안 비동화된 2㎖의 혈청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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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약 및 기구
1) 0.7% Agar
Noble agar 7g
Borate-NaCl Buffer(pH 8.6) 1000ml
※ Borate-NaCl Buffer(pH 8.6)제조법
NaOH 2g
NaCl 70g
H3Bo3 9g
DW to make 1000ml
2) 겔 펀치
3) 플라스틱 페트리 디쉬

검사방법
1) Borate-NaCl buffer에 noble agar를 넣어 0.7%가 되도록 한 다음 끊여 완전히 녹인다.
2) 바닥이 평편한 곳에서 90mm 페트리디쉬에 2.6mm 높이가 되도록 19ml씩 분주한다.
3) Agar를 완전히 굳힌 다음 겔 펀치를 이용하여 중앙에 1개의 구멍과 주위에 6개의 구멍을
뚫는다(OIE standard manual 참조).

4) 중앙 구멍에 25ul의 소 류코시스(BLV)항원을 넣는다
5) 주위 6구멍 중 한 구멍과 이의 대각선의 구멍에 각각 25ul씩 양성 및 음성 혈청을 넣는다.
6) 나머지 4구멍에 25ul씩 가검혈청을 넣는다.
7) 겔이 건조되지 않도록 습기가 유지되는 용기에 넣고 뚜껑을 덮어 실온(20℃±5℃)에서 3일
이상 반응 후 결과를 판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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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정기준
1) OIE Standard manual에 따라 결과는 24시간에 판독할수 있으며 72시간이 되기 전 48시간에
결과를 확정할 수 있다.
2) 표준항원과 표준양성 혈청간에 흰색띠를 나타내고 가검 혈청에서 흰색 침강선이 관찰되면
양성으로 판정한다.
3) 양성대조 침강선이 나타나지만 가검 혈청에서 침강선이 관찰되지 않으면 음성으로 판정한다.
4) 양성대조에서 침강선이 나타나지 않으면 재검사를 실시한다.

유의사항
1) 비특이적으로 띠를 이루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표준 양성혈청과 표준항원 사이에 부드러운
곡선형형태의 띠를 이루면 양성이지만 비특이적인 반응은 판정기준과 다르게 서로 교차하여
×표 형태의 띠를 이룰 때에는 재시험을 실시하거나 표준항원 및 항체에 대한 정밀여부를
검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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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감별진단
가. 지방괴사증
나. 호산구성 근염
다. 심낭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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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15

소렙토스피라병(Bovine Leptospirosis)

역학조사

임상검사

세균검사
(분리배양, 검경)

병리해부검사
혈청검사

(+)

(-)

(-)

(+)
병리조직검사

동물접종시험

세균검사
(분리배양, 검경)

(+)

양성

양성

(-)

음성

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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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역학상황
가. 원인 : Leptospira pomona 등
나. 과거 본병의 발생여부
다. 여름철의 우기, 특히 홍수 후에 발생
라. 축사, 사료 등이 쥐의 분뇨 등에 오염
마. 유산시기: 임신 후기(7개월 이후)

2. 임상증상
가. 전형적인 임상증상이 나타나는 것은 비교적 적고, 불현성 감염이 많음
나. 발열
다. 혈색소뇨
3

라. 빈혈(100~300만/mm ) 및 황달
마. 일반증상의 악화

3. 병리해부검사
가. 급성의 경우에는 여러 장기 피하 조직의 황달, 피하조직 점막의 점상출혈 내지 출혈 반점,
방광 내 혈색소뇨가 충만
나. 만성일 경우에는 병소가 신장에 국한되며 피질의 작은 백색반점 내지 작은 결절

종대되고 출혈반이 혼재된 적색의 신장

방광 내 다량의 혈색소뇨 저류

4. 병리조직검사
가. 급성일 경우에는 신장 사구체와 세뇨관에 고도의 변성 및 괴사, 신장 간질에 임파구의 침윤
나. 도은염색(silver stain)하여 병소의 렙토스피라의 검출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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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간소엽의 중심성 괴사
라. 만성일 경우에는 신장의 피질에서 임파구의 침윤 및 결합조직의 증식

사구체와 요세관 강에 있어서 헤모글로빈 요원주 형성

모세담관내 담즙의 전색

5. 원인체분리검사

분리재료
뇨, 신장 등

사용배지
EMJH 배지 + EMJH supplement + 1% rabbit serum + 1% fetal calf serum +
5-fluorouracil(오염의 가능성이 있을 때 첨가)

균분리 방법
1) 뇨 : 당일 채취한 신선한 뇨 한 방울을 액체배지에 접종하거나 원심분리하여 상층액을
버리고 EMJH broth 1㎖에 재부유, 10배, 100배 희석하여 EMJH semisolid medium에
접종
2) 신장 조직 : 유제한 후 suspension을 EMJH semisolid medium에 접종
3) 28-30℃에 배양하며 1주 단위로 4주까지 관찰. 그 후 매달 1회 6개월까지 관찰
4) EMJH semisolid medium에서 배양시 균이 자라서 농축된 띠를 형성 (Dinger's z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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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관찰 방법 : 암시야 현미경이나 위상차 현미경으로 관찰

6. 유전자검사
검사 재료
뇨, 유산태아 등

DNA 추출
1) Boiling method로 DNA를 추출한다 (분리균 이용).
2) 조직 추출용 시판 키트를 이용하여 추출할 수 있다.

Polymerase Chain Reaction
1) Leptospira spp.에 대한 항원의 검출
Target gene

secY

Primer sequences
F : CTG AAT CGC TGT ATA AAA GT
R : GGA AAA CAA ATG GTC GGA AG

Product size 비고
285 bp

PCR
conditions

94℃ 10min
35 cycle(94℃ 60s, 55℃ 60s, 72℃ 120s)
72℃ 10min

Reference

Gravekamp et al. Journal of General Microbiology (1993),
139, 1691-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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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R 결과판독
1) 1.5% Agarose Gel loading

3. 항체검사

7. 항체검사
진단법 개요
동물에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렙토스피라의 7가지 혈청형에 대한 혈중 항체를
검사하며, 필요에 따라 추가된 혈청형을 통한 응집 용균 반응 검사를 실시
※ Leptospira Canicola, Hardjo, Pomona, Icterohaemorrhagiae, Grippotyphosa,
Tarassovi, Sejroe

실험방법
1) 혈청은 PBS를 사용하여 12.5배로 희석
2) 96 well plate에 1번 well을 제외한 모든 well에 PBS를 25 uL씩 분주
3) 1번과 2번 well에 12.5배로 희석된 시료를 25 uL 넣은 후 2번 well부터 단계희석
4) 희석이 완료된 각 well에 항원을 25 uL씩 접종
※ 항원의 활력이나 숫자 (2 X 108개/mL)를 암시야 현미경 하에서 확인 후 사용
5) 접종 후 혼합하여 28℃ 항온기에 2시간동안 감작
6) 암시야현미경으로 양성 및 음성 혈청에 대한 균의 활력, 숫자의 차이를 확인 후, 시료
검사결과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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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판정
판정

검사결과

음성

Leptospira 균의 활력 및 숫자가 음성혈청과 같다

+

Leptospira 균이 음성혈청 대비 75% 생존

++

Leptospira 균이 음성혈청 대비 50% 생존

+++

Leptospira 균이 음성혈청 대비 25% 생존

++++

Leptospira 균이 양성혈청과 같다

시판 LATEX 진단액 :

8. 감별진단
가. 바베시아병
나. 신우신염
다. 산후혈색소뇨증
라. 약물중독
마. 지방괴사증
바. 소아까바네병
사. 고사리중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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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16

보툴리즘(Botulism)

역학조사

임상검사

병리해부 및
조직검사

독소 검사
(마우스 접종시험)

(+)

(-)

(양성)

(음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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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역학상황
가. 원인 : Clostridium botulinum
나. 세균 증식에 따른 신경독소 생성. 이 독소를 동물이 먹고 이완성 마비에 의한 폐사
다. 소, 말, 양, 닭 등에서 주로 발생. 연령에 관계 없이 발생
라. 전세계적으로 발생하며, 집단 발생하는 경향이 있음
마. 치사율이 보통 30-45%로 높음
바. 원인은 독소가 생성된 건초 등을 먹은 경우, 독소를 함유한 죽은 사체(고양이 등)로 오염된
사료를 먹은 경우, 독소로 오염된 잔반을 먹은 경우 등

2. 임상증상
가. 사료 등에 있는 독소를 섭취한 뒤 보통 6시간에서 10일(일반적으로 18~36시간) 사이에
증상이 나타남
나. 처음에 뒷다리 근육이 약해지고 마비되어 주저 않고 그 후에 앞다리, 머리, 목이 마비되어
호흡근 마비로 폐사
다. 또한 혀가 마비되어 탄력성이 저하되기도 하며 침흘림과 음식물을 삼키지 못하는 경우도
있음
라. 폐사할 때까지 정신이 남아 있는 것이 특징임
마. 증상이 나타나면 보통 1-3일 후 폐사. 보툴리즘에 걸린 소는 거의 치료가 되지 않음

3. 병리해부소견
- 특이한 병리해부 소견이 없는 것이 특징임

발병 초기 후지마비로 인한 기립불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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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병리조직소견
- 특이한 병리조직 소견이 없는 것이 특징임

5. 임상병리검사
- 특이적인 혈액학적, 혈청화학적 변화가 없음

6. 독소 검사
Mouse toxicity test (Mouse bioassay) : 독소유무확인
1) 재료 : 혈청, 위 및 장내용물 배양액, mouse(ICR, 18-22g)
2) 실험방법
(1) 시료처리
- 혈청 : 혈액을 원심 분리 후 혈청은 그대로 사용한다.
- 증균배양액: 위, 장, 분변, 환경시료
→ 배양액 1ml + 0.5% trypsin 0.25ml를 실온에서 30~60분간 반응시킨다.
* Trypsin(Difco 1:2,000)을 사용함
(2) 접종
- 배양액을 2마리의 마우스에 각각 0.5ml씩 복강 접종한다.
- 배양액 열처리: 80℃, 10분간 열처리 후 복강 접종한다.
(3) 관찰 : 보툴리즘일 경우 시료는 대부분 6~24시간 내에 마우스가 폐사하지만, 열처리시료는
생존한다. 두가지 모두 폐사할 경우 보툴리즘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

Mouse neutralization test: 독소 타입 검사
1) Mouse toxicity test에서 마우스가 폐사된 시료에 대하여 실시
2) 재료 : 혈청, CMM 증균액(위, 장, 분변, 환경시료), Mouse(ICR, 18~22g, 4~5주령), 항독소
Type A, B, C, D, E
3) 실험방법
(1) 아래와 같이 항독소(antitoxin)와 샘플을 실온에서 30~60분간 반응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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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Volume of smaple (ml)

Volume of antitoxin* (ml)

Serum

1.0

0.25

위, 장, 분변 및 환경시료 배양액의
Trypsin 처리액

1.25

0.25

※ Antitoxin* : Type A, B, C, D, E, F에 대해 10 international units(IU)/ml로 희석하여
사용한다.
(2) 접종 : 혈청 및 trypsin 처리액에 대해 두 마리의 mouse에 각각 0.5ml씩 복강접종한다.
(3) 관찰 : 항독소에 의해 중화가 되는 경우 마우스는 폐사하지 않고, 중화가 되지 않는 경우
폐사가 일어난다.
→ 예를 들면, 항독소 B가 모두 생존하고 A, C, D마우스가 폐사하면 type B로 판정한다.

마우스 중화시험 모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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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원인체 분리
1) 분리시료 : 위내용물, 분변, 환경시료
2) 사용배지 : CBSA, 혈액배지, Cook meat medium(증균)
3) 균분리 방법
모식도

1) Whirl Pak(지퍼백)에 시료와 0.2% gelatin PBS(0.2% gelatin/0.4% Na2HPO4 pH6.4,
100mL)을 1:3의 비율로 섞은 후 30분간 혼합한다.
* 0.2% gelatine diluent 제조법
조성

용량

Gelatin(Sigma)

0.2g

0.4% Na2HPO4(pH6.4)

100mL
멸균 후 사용

2) 4℃에서 하룻밤 정치배양(독소 추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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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000rpm에서 5분간 원심하여 상층액을 회수 → 지저분한 내용물 제거
4) 상층액을 8,000rpm에서 10분간 원심
(1) 상층액은 0.45㎛ 필터하여 독소검사(마우스 접종)에 사용
(2) 침전액은 증균배양 및 세균분리용으로 사용
5) 침전액은 5mL PBS에 부유 후 열처리(80℃, 10분간)
6) 침전액 2-3mL을 Cook meat medium(CMM)에 접종하여 37℃, 3～5일간 혐기배양
7) 배양 상층액(5mL)을 8,000rpm, 10분 원심 후 0.45㎛ 필터하여 마우스 접종
8) 배양 침전액은 CBSA(C. botulinum selective agar, Biolife 4013026)에 도말 접종 후 37℃,
2～3일간 혐기배양
9) 유사집락을 선발하여 유전자검사 실시. 양성이 확인된 집락은 CMM배지에 접종하여 37℃,
2～3일간 혐기배양
10) 배양 후 상층액을 7)번과 같이 처리하여 마우스 접종

동정 및 확인 방법
- 배양액 및 분리세균을 QIAamp DNA kit(Qiagen)을 이용하여 DNA 추출
- CMM 배양액 및 분리세균을 이용하여 유전자검사 실시

1) 유전자검사(일반 PCR)
- Type A and B
Type
A
B
PCR
conditions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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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mers
Af
Ar
Bf
Br

CBMLA1
CBMLA2
CBMLB1
CBMLB2

Sequence (5'→3')
AGC TAC GGA GGC AGC TAT GTT
CGT ATT TGG AAA GCT GAA AAG G
CAG GAG AAG TGG AGC GAA AA
CTT GCG CCT TTG TTT TCT TG

product size
782
205

95°C 15 min → 95°C 30 s, 60°C 25 s, 72°C 20s (30 cycle) → 72°C 10 min
Appl. Environ. Microbiol. 2001, 67(12):5694–56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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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ype C and D
Type
C
D

Primers

Sequence (5'→3')

CS-11

ATA CAC TAG CTA ATG AGC CTG

CS-22

TGG AGT ATT GTT ATT CCC AGG

DS-11

GTG ATC CTG TTA ATG ACA ATG

DS-22

TCC TTG CAA TGT AAG GGA TGC

product size
290
497

PCR
conditions

95°C 10 min → 94°C 1min, 55°C 1min, 72°C 1min (25 cycles) → 72°C 10min

Reference

Microbiol. Immunol. 1996, 40(1):5-11.

2) Real-time PCR(Type C, D 구분용)
Primers

Sequence (5'→3')

C-I_F
C-I_R

TCCTGGGAATAACAATACTC
CTAGGTCCAGTTATTATAACAC

C-I_Probe

FAM_AACCCAGTTGTTACCTTGTCTAGTTT_BHQ2

C-II_F
C-II_R

GGGTCAAAATTTATCTCG
AGCTCTCTACAATCTAATG

C-II_Probe

FAM_ATCCAGCATTAAGAAAAGTCAATCCT_BHQ2

C-III_F
C-III_R

TCAGCTTAATCCAATATTTCC
GGGTTACTATAACTTTACCTC

C-III_Probe

FAM_CCCTGAACTACCTAATTTAAAGTCAAA_BHQ2

D-C_F
D-C_R

GACTGATTTAGTTCCACTAG
GCATGGTTGTATTATAAACG

D-C_Probe

FAM_ACGTATCTCATCCATTGGTTGATC_BHQ2

D-I_F
D-I_R

TCCAGTAATAGCTTTAATGC
TCCTCAAATTGTACGTTG

D-I_Probe

FAM_AAATCCCTCGCTAACTTGTGGAC_BHQ2

D-II_F
D-II_R

GAAGCATTAGGTTATAGCAATAAG
TCCTCAACTACTTCATTCG

D-II_Probe

FAM_AGAATAAACCTGCTTGAACACCTTT_BHQ2

D-III_F
D-III_R

ATGGCAATATAGAATGGA
ACCCCATTATATTATTAGTTATAG

D-III_Probe

FAM_ATCCTGTATGACTTAATGATTCACT_BHQ2

PCR conditions

95°C, 3min → 40 cycle (94°C 10s, 60°C 45s)

Reference

Appl. Environ. Microbiol. 2012, 78(9):3120-3127.

구분

C, C-D

C, C-D

C, D-C

D-C

D, D-C

D, D-C

D, C-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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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ype C 는 C-Ⅰ, C-Ⅱ 및 C-Ⅲ에 모두 증폭됨
- Type CD mosaic toxin은 C-Ⅰ, C-Ⅱ 및 D-Ⅲ 증폭
- Type D는 D-Ⅰ, D-Ⅱ 및 D-Ⅲ에 모두 증폭
- Type DC mosaic toxin은 D-Ⅰ, D-Ⅱ, C-Ⅲ 및 D-C에 증폭

그림 1. 보툴리눔 Type C와 D의 유전자검사법에 의한 모식도

8. 종합 진단
- 독소 검출률이 낮으므로(약 50%) 역학상황, 임상증상, 병리해부 및 조직 소견을 종합하여
진단한다.

9. 감별진단
가. 유열
나. 유기인계 및 유기염소계 살충제 중독
다. 유행열
라. 성우 아까바네 뇌척수염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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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17

대장균증(Colibacillosis)

역학조사

임상검사

병리해부검사

병리조직검사

세균분리

( - )

( + )

독소검사

pili유무검사

양성

음성

※ 세균검사는 신선한 재료로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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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역학상황
가. 원인 : Escherichia coli
나. 집단사육시 발생이 많음
다. 생후~2주령까지의 송아지에 다발(생후 얼마 지나지 않아 패혈증으로 폐사되는 예도 있음
: 1~3일령)
라. 연중 발생하고 사양환경 급변, 장거리 수송, 사료급변 등 스트레스 받았을 때 많이 발생
마. 초유 섭취량 부족, 비위생적 관리, 빈혈, 과식 등도 발병 요인

2. 임상증상
가. 악취 있는 회백색-황색 수양성 설사, 때로는 연변을 배설
나. 설사에 따른 탈수
다. 패혈증으로 진행되면 급사
라. 때로는 폐렴, 관절염, 뇌막염을 일으킴

3. 병리해부소견
가. Enterotoxigenic E. coli 감염인 경우 소화기 장기의 특이한 병변은 없음
나. Enterohemorrhagic E. coli 감염인 경우 주로 결장과 직장 점막이 발적되며 점막에 점액,
괴사 조직, 혈액이 부착(때로는 소장, 맹장에도 병변이 발견됨)되며, 장간막림프절이 종종
커짐
다. 패혈증형에서는 관절염, 장막염이 관찰됨

백색의 수양성 하리변과 항문주위 오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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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병리조직소견
가. Enterotoxigenic E. coli 감염인 경우 특징적인 병변은 없음. 소장의 고유층과 융모의
기저부에 경미한 호중구 침윤이 관찰됨. 호중구가 내강으로 유입되기도 함
나. Enterohemorrhagic E. coli 감염인 경우 결장 점막 상피세포의 괴사 및 탈락되기도 함.
점막 상피세포 표면에 다수의 그람음성 구간균이 부착된 모습이 관찰됨. 염증이 번져서
음와상피세포의 확장과 음와내강에 탈락 상피세포와 염증세포가 관찰되기도 함

회장의 점막에 부착되어 있는 다수의
장관접착융모소멸성 대장균 (AEEC)

대뇌에 나타난 화농성 수막염

5. 원인체분리검사
분리재료 : 분변, 회장내용물, 장 조직, 면봉 스왑
축종
분리장기

분변
회장
패혈증, 뇨, 자궁
기타(면봉)

소

돼지

○(5주이내) ○(1-2주)
○(5주이내) ○(1-2주)
○
○
○
○

닭

기타

비 고

○(4-5주)
○(4-5주)
○
○

○
○

설 사
설 사
패혈증, 비뇨기, 생식기
-

사용배지 : 혈액배지, MacConkey agar, EMB
세균분리
가. 분변 및 회장
1) 분변 또는 회장내용물을 멸균 면봉을 이용하여 배지(혈액배지, MacConkey agar) 에 평판
도말한다.
2) 37℃, 24시간 배양한다.
3) 혈액배지에서 용혈유무 확인하고, MacConkey agar에서 핑크색 집락을 EMB agar에
계대한다(37℃, 24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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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cConkey>

<Blood agar>

<EMB agar>

<Gram stain>

4) EMB agar에서 금속광택 집락을 선택하여 병원성인자 PCR을 실시한다.
5) 검사결과 병원성인자(F5[K99], F41, LT, ST, Stx2)가 확인되면 항생제감수성 검사 실시
6) 검사결과 병원성인자 음성으로 확인되면 검사 종료

나. 기타시료 (패혈증 장기, 면봉 등)
1) 장기의 표면을 멸균하고 무균적으로 절개한다.
2) 멸균 면봉 또는 일회용 백금이를 이용하여 조직을 강하게 문지른다.
3) 혈액배지, MacConkey agar에 접종 후 백금이를 이용하여 도말한다.
4) 37℃, 24~48 시간 배양한다.
5) 조직에서 대량으로 순수분리가 되면 패혈증 등을 의심하고 병리소견과 대조한 이후 실험을
실시한다.
6) 병리 검사에서 병변이 확인되면 MacConkey배지에서 핑크색 집락을 EMB agar에
계대한다(37℃, 24시간).
7) 금속광택이 나는 집락을 선택하여 항생제 감수성시험

다. 패혈증성 대장균(septicemic E. coli)
1) 주로 1주일령 이하에서 발생이 높다(초유미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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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개 이상의 실질장기(간, 비장, 폐, 장간막림프절)에서 세균 분리한다.
3) 시료를 무균적으로 채취하여 혈액배지, MacConkey agar에 도말한다.
4) 세균분리 후 EMB agar에 계대한다(37℃, 24시간).
5) 금속광택이 나는 집락을 선택하여 항생제 감수성 및 유전자 검사 실시한다.

라. Verotoxin E. coli(O157:H7)
1) 분변을 buffered peptone water 에서 37℃, 6시간 배양한다.
2) Sorbitol MacConkey II agar(BBL)에 도말한다.
3) Filter papar에 indole reagent를 1방을 떨어뜨리고 무색의 의심집락을 문질러 5분 내에
적색으로 변하면 양성으로 판정한다.
4) 표준혈청과 응집반응 또는 시판 latex kit를 사용하여 혈청형을 확인한다.
5) VT1, VT2, eae gene을 PCR로 확인한다.

6. 항원검사
6-1. 유전자 검사
검사재료 : 분리세균
가. 순수분리된 대장균을 boiling method로 DNA 추출한다.
Primer
가. 대장균 유전자검사

117

동물질병 표준진단요령

Target gene
F5(K99)
F17
Saa
ehxA(Hemolysin)
STX1
STX2
EAE
PCR conditions
Reference

Primer sequences
GCGACTACCAATGCTTCTGCGAATAC
GAACCAGACCAGTCAATACGAGCA
GGGCTGACAGAGGAGGTGGGGC
CCCGGCGACAACTTCATCACCGG
CGTGATGAACAGGCTATTGC
ATGGACATGCCTGTGGCAAC
GGTGCAGCAGAAAAAGTTGTAG
TCTCGCCTGATAGTGTTTGGTA
TTA GAC TTC TCG ACT GCA AAG
TGT TGT ACG AAA TCC CCT CTG
TTA TAT CTG CGC CGG GTC TG
AGA CGA AGA TGG TCA AAA CG
CAT TAT GGA ACG GCA GAG GT
ATC TTC TGC GTA CTG CGT TCA
95℃ 15min
35cycle(94℃, 30s., 55℃, 30s., 72℃, 1m.)
72℃ 10min
J. Vet. Sci. 2011, 12(2), 159-164.

1 : STX1, 2 : STX2, 3 : ehxA, 4 : Saa, 5 : F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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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size(bp)

비고

230
411
119
1,551
531
327
790

반드시 양성
대조군과
비교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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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베로톡신산생 대장균 검출 PCR
Target gene
VT1
VT2
eaeA
PCR conditions
Reference

Primer sequences
F : CGCTCTGCAATAGGTACTCC
R : CGCTGTTGTACCTGGAAAGG
F : TCCATGACAACGGACAGCAG
R : GCTTCTGCTGTGACAGTGAC
F : GCTTAGTGCTGGTTTAGGATTG
R : CCAGTGAACTACCGTCAAAG

Product
size(bp)

비고

256
185
618

95℃ 15min
25cycle(94℃, 30s., 63℃, 1m 30s., 72℃, 1m 30s.)
72℃ 10min
OIE manual 6th edition 2008. 1301p

7. 항체검사
- 없음

8. 감별진단
가. 로타바이러스감염증
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다. 크립토스포리디움
라. 살모넬라병
마. BVD/MD
바. 콕시듐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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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18

살모넬라증(Salmonellosis)

역학조사

보
균
우

임상검사

발
병
우

병리해부검사

세균검사
(증균배양)

세균검사
(분리배양)

( + )

병리조직검사

혈청검사

양성

120

( - )

음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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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역학상황
가. 1~4주령의 송아지에 다발하고 성우에서 산발적 발생
나. 집단사육군에서 다발
다. 송아지에서는 1~7일 경과 후 패혈증으로 폐사
라. 임신우에서는 유사산을 일으키는 경우가 있음

2. 임상증상
가. 발열, 황색 혹은 회색 수양성의 악취 변, 점액성 혈변
나. 탈수, 가시점막 창백
다. 만성 예에서는 관절의 종창, 신경증상을 나타내는 경우가 있음
라. 성우에서는 만성 설사가 관찰됨

3. 병리해부소견
가. 장간막 림프절의 종대, 발적
나. 회장에서 가장 병변이 심함. 그 후에 공장과 결장에 병변이 생김
다. 카타르성 장염이나 출혈성 또는 섬유소성 괴사성 장염이 관찰됨
라. 패혈증형에서 간에 작은 백색 괴사반점이 산재
마. 비장의 종대, 단면이 울혈로 인해 펄프모양으로 보임

Salmonella Dublin 에 의한 패혈증에서 확인되는
신장의 점상출혈

소장 내 황회색의 내용물을 함유하며 심한 점막
충출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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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병리조직소견
가. 소장의 융모가 짧아지고 융모 표면에 얇은 섬유소층이 덮이며 나중에는 점막의
광범위한 괴사와 궤양이 나타나서 괴사부위에서 섬유소와 호중구가 내강으로 유출됨
나. 소장 고유층에는 단핵세포가 침윤되며 모세혈관에 혈전이 형성
다. 소장에서 관찰된 병변이 대장에서도 관찰됨
라. 간, 신장, 림프절, 골수에서 파라티푸스양 결절(육아종)이 관찰됨
마. 패혈증형에서 폐의 울혈 및 수종이 관찰되며, 폐포 간질이 단핵세포 침윤에
의해 비후됨. 폐포 간질 모세혈관의 혈전, 폐포 내강으로 부종액과 대식세포의
유출이 관찰됨
바. 송아지 아급성의 경우 위쪽 폐엽의 기관지 폐렴, 화농성 활막염이 관찰됨

소장 점막의 항살모넬라 항체에 양성반응을 보인
균체(면역조직화학염색법)

간에서 대식세포의 집단으로 이루어진
티프스양 결절

5. 원인체 분리검사
분리재료 : 분변, 회장말단부, 장간막림프절, 병변이 있는 장기(비장, 간)
사용배지 : Blood agar, MacConkey agar, XLT4, Chrome agar, RV broth
< 선택배지별 살모넬라 의심균 집락 >
Rambach agar : 붉은색 집락(간혹 핑크빛)
Bismuth sulfate agar : 검은색 집락
Brilliant green agar : 붉은색 집락
XLD medium : 붉은색 집락(중앙에 검은색)
SS agar : 검은색 집락(간혹 노랑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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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분리 방법
1) 직접배양
(1) 분변 또는 회장내용물을 백금이로 채취하여 배지(Blood, MacConkey, XLT4)에 평판
도말한다. 실질장기(장간막림프절, 비장 및 간)의 경우는 표면을 멸균하고 무균적으로
절개한 후 멸균 면봉을 이용하여 조직을 강하게 문지른 후 배지에 도말한다.
(2) 37℃에서 24시간 배양한다.
(3) MacConkey배지에서 투명한 집락이나 XLT4에서 중앙부위가 검은색 집락을 채취하여
Chrom agar에 계대한다.
(4) 분리균을 생화학동정기(VITEK Ⅱ, API 20E)를 이용하여 동정한다.
(5) 의심균이 생화학검사에서 음성으로 확인되면 PCR을 실시하여 확정한다.
(6) 정확한 동정을 위해서는 O, H typing을 실시한다.

<Blood agar>

<MacConkey agar>

<Chrome agar>

<XLT4>

<Gram's stain, X1000>

2) 증균배양
※ 사후 시간 경과 등 시료가 오염되어 세균분리가 어려운 경우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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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분변이나 실질 장기 1 g을 RV broth 9ml에 혼합한다.
(2) 43℃에서 24시간 배양한다.
(3) 배양액을 백금이로 채취하여 Chrom agar에 도말한다.
(4) 37℃에서 24시간 배양 후 의심집락을 채취한다.
(5) 생화학동정기(VITEK Ⅱ, API 20E)를 이용하여 동정한다.
(6) 의심균이 생화학검사에서 음성으로 확인되면 PCR을 실시하여 확정한다.
(7) 정확한 동정을 위해서는 O typing과 H typing을 실시한다.
3) 시판 생화학검사키트(API20E)를 사용 결과
※ 제조사의 방법에 준하여 실시

<살모넬라로 확인된 API20E 생화학 및 당분해 성상>

4) 혈청학적 동정(O typing)
(1) 준비물: 0.85% 멸균식염수, 슬라이드 글라스, 백금이, 살모넬라 항혈청세트
(2) 자가응집 유무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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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Colony + 멸균식염수 응집이 일어나면 비선택배지에 재배양
② 재검사 후 자가응집반응이 없으면 검사 실시
(3) O typing 방법
① 항혈청 1 drop (35㎕) + 세균 colony를 평판응집반응 검사
② 잘 혼합한 후 1분 이내 응집여부를 관찰
③ 폴리그룹 항혈청에 양성인 경우 같은 방법으로 반응시켜 그에 속한 그룹혈청형을
결정하고, 다시 단일 항혈청과 반응시켜 O type을 결정
※ 참고 : 동물에서 자주 분리되는 poly B, D, C1 혈청을 먼저 반응시킨 후 다른 poly
항혈청 실시
<Salmonella O typing Scheme>
Salmonella O polysera(A-G)
+

－

Only one positive
out of the group
O antisera

－ with
Poly A or B

+

- with
poly C,D,E,F

Vi antiserum

Salmonella
H typing

＋

－

Heat and
retest with Vi

Not Salmonella

+
Not
Salmonella

－
react with
Poly A to G

Not Salmonella

O typing

<양성>

<음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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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혈청학적 동정(H typing)
(1) 준비물: 0.6% formalized saline
(2) 항원준비
① 운동성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Motility GI medium에 3회 접종 후 35℃에서 18-20시간
배양
② 만약 세균이 5-6㎝/24시간 정도 이동하면 사용 가능
③ Veal broth 또는 BHI broth에 24시간 배양
④ 동량의 broth 와 0.6% formalized saline 혼합
(3) H antisera preparation
① 대부분의 항혈청 [1:250(항혈청 0.1ml + 식염수 25ml)]
⇒ 혼합 후, 0.5ml + 검사시료 0.5ml ⇒ 최종 1:1000
② 항혈청 x, z13, z15, z28[1:125(항혈청 0.1ml + 식염수 12.5ml)]
⇒ 혼합 후, 0.5ml + 검사시료 0.5ml ⇒ 최종 1:500
③ 항혈청 poly a-z [1:25(항혈청 0.1ml + 식염수 2.5ml)]
⇒ 혼합 후, 0.5ml + 검사시료 0.5ml ⇒ 최종 1:100
(4) H typing 방법
① 투명한 e-tube : 희석된 항혈청 0.5ml + 항원 0.5ml을 넣고 50±2℃에서 1시간동안
배양한 후 응집 확인(flocculation)
② 재검사(phase-reversed test organism)
(5) Phase-reversal 검사
① 만약 Salmonella typhimurium의 경우 i-antisera
② GI motility medium 2.5 ㎖ + 0.1㎖(dilution of 1/10 of the antisera(i))을 지름 30mm의
Petri dish에 붓고 굳힌다.
③ 가장자리에 세균을 접종한 뒤 37℃에서 24시간 배양
④ 이동한 세균을 BHI broth에 접종하고 위의 tube test에 따라 재검사 실시
<Salmonella H typing Scheme>
* Poly grouping

Salmonella H group antisera
Poly a-z (1:25 dilution)
Poly A
Poly B
Poly C
Poly D
Poly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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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agellar antigens group
EN, G, L, Z4, 1 complex and a-k, r-z, z6, z10, z29
a, b, c, d, i, z10, z29
eh, en, enx, enz15, G complex
k, l, r, y, z, z4
z35, z36, z37, z38, z39, z41, z42
1 complex, z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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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picer-Edwards antisera(common screening)

Salmonella H antisera Spicer-Edwards

H antigen(s)

1

2

3

4

a

＋

＋

＋

－

b

＋

＋

－

＋

c

＋

＋

－

－

d
e,h

＋
＋

－
－

＋
＋

＋
－

G complex

＋

－

－

＋

i

＋

－

－

－

k

－

＋

＋

＋

r

－

＋

－

＋

y

－

＋

－

－

z

－

－

＋

＋

z4 complex

－

－

＋

－

z10

－

－

－

＋

z29

－

＋

＋

－

※ 소에서 분리되는 살모넬라의 항원특성
Host

Serotypes

Cattles

S. dublin
S. derby
S. typhimurium
S. enteritidis

H-antigens

Serogroup

Somatic(O)
antigens

D1

1,9,12,[Vi]

g, p

-

급성패혈증

B
B
D1

1,4,[5],12
1,4,[5],12
1,9,12

f, g
i
g, m

[1,2]
1,2
[1,7]

패혈증 및 만성장염,
사람의 식중독

phase-1 phase-2

Diseases

6. 유전자 검사
검사재료 : 분리세균
DNA 추출법 : boiling method
Polymerase Chain Reaction
Target gene

InvA
PCR conditions
Reference

Primer sequences
F : TTTACGGTCTATTTTGATTTG
R : TATGCTCCACAAGGTTAATG

Product size

비고

443 bp

95℃ 5min → 35cycle (94℃ 1min., 54℃ 30s. 72℃ 30s) → 72℃ 10min
Arnold et al. 2004. J. Vet. Med. B 51 : 459-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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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R 결과판독

7. 감별진단
가. 소바이러스성설사증-점막병형
나. 콕시듐증
다. 대장균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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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19

장독혈증(Enterotoxemia)
역학조사

임상검사

부

검

세균검사
(분리배양)

병리조직검사

세균검사
(분리배양)

(+)

(-)

독소검사

독소검사
(+)

(+)
독소중화시험

(-)

독소중화시험

독
소
형
판
정

독
소
형
판
정
양성

(-)

음성

음성

양성

음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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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역학상황
가. 장 내 Clostridium perfringens가 과증식하여 산생하는 독소로 인해 발생
나. 유발요인: 스트레스(수송, 환경변화 등), 갑작스러운 사료 변화(탄수화물 또는 단백질의
과다급여, 물 부족 등), 항생제 또는 항기생충제 치료, 분만, 수유 등
다. 산발적으로 발생하며 전염성 질병은 아님
라. 송아지, 비육우, 젖소에서 발생
마. 급성 또는 아급성으로 치사율은 거의 100%

2. 임상증상
가. 대부분은 임상증상 없이 급사
나. 자연공의 출혈을 동반하는 급사
다. 복부 통증, 신경 증상을 나타내기도 함
라. 황갈색 수양성 설사, 황갈색 진흙모양의 변, 혈변 또는 변비
마. 황달, 혈뇨

3. 병리해부소견
가. 소장의 충출혈, 소장벽의 괴사 및 디프테리아성 막 형성, 소장 내용물은 혈액성으로
섬유소와 괴사조직이 혼재되어 있음
나. 소장 일부 또는 전체에서 병변이 나타나며, 때로는 분절성 장염이 관찰됨
다. 가끔 섬유소성 복막염도 관찰됨
라. 자연공, 피하, 근육에 충출혈
마. 심낭액의 혼탁과 심내막의 점상 출혈
바. 폐의 울혈과 수종
사. 간의 퇴색과 충출혈
아. 신장의 퇴색과 표면의 점상출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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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의 발적

소장 점막의 충출혈

4. 병리조직소견
가. 소장 : 점막 상피세포의 변성 및 괴사, 점막고유층의 미만성 출혈 및 염증세포 침윤,
점막하직의 수종, 대간균이 소장 점막 상피세포에 부착되어 있거나 괴사소에서 관찰됨
나. 위: 제4위의 충혈 및 궤양
다. 폐: 충혈과 수종
라. 신장: 피질의 출혈, 신세뇨관의 괴사, 수질의 충출혈 및 수종
마. 간: 소엽성 공포변성과 괴사

소장 점막의 출혈 및 괴사(HE)

소장 내용물에 그람양성 간균(그람염색)

5. 원인체 분리검사
분리재료 : 분변, 소장 내용물
사용배지 : 혈액배지, MacConkey 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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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분리 방법
1) 분변 또는 소장 내용물을 백금이로 채취하여 혈액배지, MacConkey 배지에 도말한
후 37℃에서 24시간 혐기배양한다.
2) Dual-hemolytic zone을 보이는 집락을 혈액배지에 계대하고, 그람염색을 실시한다.

동정 및 확인 방법
1) 그람염색 결과 염색성상과 일치하면 PCR을 실시한다.
※ 그람염색 결과 : 약 0.6~0.8 x 2~4um 크기의 그람양성 간균이며, 아포가 있는
경우에는 난원형이며 세균의 subterminal에 위치

<Blood Agar>

6. 유전자 검사
검사재료 : 분리세균
DNA 추출법 : 그람양성균용 DNA 추출 시판 키트 사용
Polymerase Chain Reaction
Target gene
CPA
(alpha toxin)
CPB
(beta toxin)

Primer sequences
Forward:
Reverse:
Forward:
Reverse:

GTTGATAGCGCAGGACATGTTAAG (511-535)
CATGTAGTCATCTGTTCCAGCATC (913-889)
ACTATACAGACAGATCATTCAACC (589-613)
TTAGGAGCAGTTAGAACTACAGAC (824-801)

Product
비고
size
402 bp
236 bp

CPE
(epsilon toxin)

Forward: ACTGCAACTACTACTCATACTGTG (436-459)
Reverse: CTGGTGCCTTAATAGAAAGACTCC (976-953)

541 bp

CPI
(iota toxin)

Forward: GCGATGAAAAGCCTACACCACTAC (563-586)
Reverse: GGTATATCCTCCACGCATATAGTC (879-856)

317 bp

PCR
conditions

95℃ 5 min → 30 cycles(94℃ 1 min, 55℃ 1min, 72℃ 1 min) → 72℃ 10 min

Reference

Yoo HS et al., J. Clin. Microbiol. 1997, 35: 28-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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톡신 산생 양상에 따른 Clostridium perfringens의 type
Major toxin

Clostridium perfringens
Type
A
B
C
D
E

Alpha
+
+
+
+
+

Beta
+
+
-

Epsilon
(+)
+
-

Iota
+

7. 기타 검사법
장 내용물을 이용한 독소 증명
1) 장 내용물 20~30ml를 원심분리하여 상층액 준비(독소는 취약하므로 채취 후 시료를
바로 실험실로 옮겨 실험 실시)
2) 두 마리의 마우스에 각각 정맥주사
(1) 실험군 : 맑은 상층액 0.4ml 접종
(2) 대조군 : 멸균 식염수 0.4ml 접종
3) 마우스의 상태를 관찰: 독소가 존재하면 실험군은 10~12시간 내 폐사(5분 이내에 죽으면
보통 shock사)

장 내용물을 이용한 독소중화시험
1) 각각의 antitoxin과 clarified content를 다음과 같이 혼합
(1) 실험군 : 상층액 0.5ml + 멸균식염수 0.2ml + 항독소 0.1ml
(2) 대조군 : 상층액 0.5ml + 멸균식염수 0.3ml
2) 마우스 두 마리에 0.4ml씩 각각 정맥주사한 뒤 마우스 상태 관찰

8. 항체검사
- 이용 가능한 검사 방법 없음

9. 감별진단
가. 탄저, 기종저, 악성수종, 살모넬라병, Haemophilus somnus 감염증
나. 소바이러스성설사증-점막병형, 아데노바이러스감염증
다. 콕시듐증
라. 중독성 장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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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20 만헤이미아헤모리티카감염증(Mannheimia Pneumonia, Shipping Fever)

역학조사

임상검사

병리해부

세균배양 및 PCR
검사

조직검사

(+)

(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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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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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역학상황
가. 송아지에서 많이 발생하며, 특히 Mannheimia haemolytica의 감염에 의한 폐렴 증상
나. 유발요인 : 스트레스(수송, 환경변화 등), Parainfluenza virus 3형(PI-3) 또는 소전염성
비기관염바이러스(IBRV)의 호흡기 감염 후 2차적 발생
다. 산발적으로 발생하며 전염성 질병은 아님
라. 급성 또는 아급성으로 치사율은 20%

2. 임상증상
가. 발열(40-41℃), 원기소실, 농양 비즙, 호흡기 증상
나. 발병률 약 20%

3. 병리해부소견
가. 기도 내에 점액과 혈액이 있음
나. 폐에 부종, 소엽간 결합조직의 확장, 흉막에 섬유소 침착
다. 주로 전엽 및 중간엽에 경화소 존재

폐 표면에 섬유소 침착

폐 절단면에 자적색 경화소

4. 병리조직소견
가. 폐에 다수의 혈전 존재
나. 괴사성 기관지염 및 기관지폐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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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에 다수의 혈전(HE)

괴사성 기관지염(HE)

5. 원인체 분리검사
분리재료 : 폐
사용배지 : 혈액배지, MacConkey 배지
균분리 방법
1) 폐 표면을 열소독하고 환부와 정상 경계 부위 이용
2) 백금이 등을 이용하여 기관지를 swab한 후 혈액배지 및 MacConkey 배지에 접종
3) 37℃에서 24~48시간 배양
4) 집락의 특징
(1) 일반적으로 혈액배지 상에서 용혈성 집락 형성
(2) MacConkey 배지에서 매우 작은 크기로 자라거나 자라지 않음

동정 및 확인 방법
1) Gram (-), 운동성(-), oxidase (+), indole (-), urease (-)

<Blood ag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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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유전자검사
검사재료 : 분리세균 또는 가검시료
DNA 추출법 : Boiling method 또는 시판 키트 사용
Polymerase Chain Reaction
Target gene

lktA-artJ
intergenic
region
PCR conditions
Reference

Primer sequences
F : GTCCCTGTGTTTTCATTATAAG
R : CACTCGATAATTATTCTAAATTAG

Product size

비고

385 bp

94℃ 3min → 35 cycles (94℃ 60sec, 58℃ 60sec, 72℃ 60sec) → 72℃ 5min
Angen et al., Vet Microbiol. 137:165-171, 2009

PCR 결과판독
1) 2% Agarose Gel loading

7. 감별진단
가. 마이코플라즈마 폐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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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21

마이코플라즈마증(Mycoplasmosis)

역학조사

임상검사

병리해부

세균배양 및 PCR
검사

조직검사

(+)

(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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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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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역학상황
가. 생후 1~6개월령 정도의 자우에 이환율이 매우 높고, 혼합감염에 의한 폐사율도 높음
나. 이환우의 폐나 기도, 음경포피, 질 등에 병원소가 존재함
다. 소의 특성상 핥는 습성에 의해 직접 접촉감염이 용이하게 일어나며, 비말 감염도 가능함
라. 발증은 주로 한냉기에 증가하며 환축은 장기간에 걸쳐 연쇄상 발생양상을 보임

2. 임상증상
가. 초기증상: 발열(39℃), 수양성 비즙, 기침
나. 병세가 진행되면 41℃의 고열, 원기소실, 식욕절폐, 피모의 광택소실, 화농성 비즙이 관찰됨
다. 만성화되면 횡와하여 숨이 차서 헐떡거리며 신음하면 예후가 불량함
라. 폐렴과 파행 증상이 종종 병행되기도 함

3. 병리해부소견
가. 폐엽의 병변부는 명확하게 구분되며, 병변부는 소엽성의 폐기종이나 무기폐부에 건강한
소엽이 혼재함
나. 이들의 소엽을 수종성으로 확장한 간질이 둘러싸고 있어 전체가 대리석 모양을 나타냄

자적색 경화소, 간질의 수종성 확장

4. 병리조직소견
가. 폐 : 폐포주위 림프여포(BALT)의 과형성 및 cuffing, 폐포에 원형세포의 심한 침윤,
간질성폐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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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지주위 림프여포(BALT)의 과형성(HE)

5. 원인체 분리검사
분리재료: 비즙 또는 병변부 폐
사용배지
1) Media(OIE manual, 2008, 6th edition)
(1) Part A
① PPLO broth w/o crystal violet(Difco)
② Purified agar
③ DW

14.7g
10g
700㎖

(2) Part B(pH 7.8, filter sterilize)
① Pig serum(56℃, 1hr)

150㎖

② 25% Yeast extract

100㎖

③ 10% Glucose soln

10㎖

④ 5% Thallous acetate

10㎖

⑤ 200,000IU/㎖ Penicillin G
⑥ 0.1% Phenol red

(3) Part A를 고압멸균한 후 50℃에서 Part B 첨가
(4) Petri dish에 분주 및 건조(37℃, 24시간)
2) 판매되고 있는 시판 배지 이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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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분리 방법
1) 가검물 접종(시료 채취 후 빠른 시간에 접종하는 것이 중요)
2) 37℃에서 20일 동안 매일 관찰(5~12% CO2에서 배양하며 건조되지 않도록 한다)
3) 현미경으로 검사(colony 확인)

동정 및 확인 방법
1) 고형의 선택 배지 상에서 전형적으로 작고 현미경상으로 “fried-egg colony"로 중앙에
균이 밀집되고, 바깥으로 밝은 형태의 집락을 나타냄
2) M. hyorhinis의 몇몇 균주는 선택배지에서 자라지 않거나 성장정도가 매우 작음
3) 그람염색으로 마이코플라스마속 균을 염색하기 어렵기 때문에 김자염색을 실시
4) 균 동정은 유전자 검사로 확인

<출처 : http://www.dsmz.de/human_and_animal_cell_lines/main.php?content_id=89>

6. 유전자 검사
검사재료: 분리세균 또는 swab samples
DNA 추출법
1) Boiling method
2) Swab sample로 추출할 경우에는 boiling 전에 14,000rpm으로 10분간 원심
분리하여 상층액을 버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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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ymerase Chain Reaction
<Mycoplasma universal primer>
Target gene

Primer sequences

Product
size

비고

16s rRNA

F : GGC GAA TGG GTG AGT AAC ACG
R : CGG ATA ACG CTT GCG ACC TAT G

PCR
conditions

95℃ 15min → 30 cycles (94℃ 60sec, 60℃ 60sec, 72℃ 5 min) → 72℃ 10 min

Reference

Wong-Lee et al. Diagnostic molecular microbiology principles and
applications, American Society for Microbiology p. 257-260, 1993

464 bp

<소, Mycoplasma bovis>
Target gene

uvrC

Primer sequences
MBOUVRC2-L : 5'-TTACGCAAGAGAATGCTTCA-3'
MBOUVRC2-R : 5'-TAGGAAAGCACCCTATTGAT-3'

Product
size

비고

1626 bp

PCR
conditions

94℃ 2min → 35 cycles (94℃ 30sec, 52℃ 30sec, 72℃ 90sec) → 72℃ 10min

Reference

Subramaniam et al. Molecular and Cellular Probes 12:161-169, 1998
Thomas et al. Vet J 168:100-102, 2004

7. 감별진단
가. 파스튜렐라 폐렴
나. 헤모필루스 감염증
다. 파라인플루엔자
라. 아데노바이러스감염증
마. 합포체성 폐렴
바. 소전염성비기관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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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22

네오스포라증(Neosporosis)

역학조사

임상검사

부 검

혈청학적검사
(간접형광항체법)

병리조직검사

(+)

(-)

면역조직화학적검사

(+)

양성

(-)

음성

음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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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역학상황
가. 종숙주는 개이며 중간숙주는 소, 염소, 양, 말 등으로 세계적으로 널리 퍼져있는 질병
나. 소에서 주 감염경로는 태반감염이며 원충 섭취에 의한 구강감염도 가능
다. 감염된 소는 일생동안 원충을 보유하며 혈청학적으로 양성을 보이는 소는 음성인 소보다
유산위험이 2~3.5배 높음
라. 감염 위험요소는 개와 같은 종숙주 동물, 후산물의 섭취, 면역저하, 계절, 나이, 산차, 지역 등임
마. 단발성 혹은 산발성으로 발생, 때때로 갑자기 단기간에 다발하기도 함
바. 어미소에서 송아지에 수직감염 되어도 대부분의 송아지는 정상적으로 분만되어 잠복
감염소가 됨

2. 임상증상
가. 유산(임신 3개월에서 분만 전까지 다양한 일령)
나. 사산(자가융해 또는 미라화)
다. 신경증상, 성장부진, 기립불능을 나타내는 송아지 분만

3. 병리해부소견
가. 유산태아 조직에는 아무런 병변이 없거나 중추신경계, 심장, 근육, 간에서 염증병변이
나타남
나. 심장과 근육에 유백색 반점 또는 뇌에 백색 또는 담적색의 반점

4. 병리조직소견
가. 뇌 : 비화농성 뇌척수염, 비화농성 수막염, 급성 병변에서는 다발성 괴사소, 아급성
병변에서는 다발성 신경아교증과 혈관주변 염증 세포 침윤
나. 심장: 비화농성 심내막염, 심근염, 심외막염
다. 골격근: 비화농성 골격근염
라. 간: 괴사소
마. 태반: 괴사성 태반염
바. 가끔 조직 내에 증식형 원충(tachyzoite) 이나 조직포낭(tissue cyst)이 관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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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화농성 수막염(HE)

비화농성 골격근염(HE)

5. 원인체 분리검사
분리재료 : 소 유산태아의 뇌, 심장, 폐, 신장 등
사용배지 : 0.5% trypsin, Antibiotic saline(1,000unit penicillin, 100㎍
streptomycin/㎖ of saline) 등
원충 분리(Dubey JP, Schares G. 2006. Vet Parasitology)
1) 20% soln. with saline + 동량의 0.5% trypsin 또는 Acid pepsin in saline
2) 37℃, 30~60min on the shaker
3) 원심 후 saline 으로 3회 세척
4) 침전액 + Antibiotic saline(1000unit penicillin, 100㎍ streptomycin/㎖ of saline)
5) Sodium bicarbonate로 pH 중화
6) 김자 염색 후 충체 관찰

6. 유전자 검사
분리재료 : 태아조직(뇌), 흉수
DNA 추출법 : 조직추출법

145

동물질병 표준진단요령

Polymerase Chain Reaction
Target gene

Nc-5
PCR conditions
Reference

Primer sequences(concentraion)

Product size

F : CTCGCCAGTCAACCTACGTCTTCT
R : CCCAGTGCGTCCAATCCTGTAAC

비고

350 bp

95°C 15min → 31cycle (94°C 1min, 53°C 1min, 72°C 30sec) → 72°C 10min
Okeoma CM et al. 2004. Vet Microbiol. 122 : 307-315

<Lane 2 : positive, Lane 3 : negative>

7. 항체검사
국가 공급진단액 : IFA(indirect fluorescent assay)
가. Neospora caninum tachyzoite를 세포배양하여 만든 항원을 슬라이드
글라스에 흡착시킨 것으로 간접형광항체반응 검사법에 의한 소 네오스포라
감염항체 검사에 사용함
나. 검사방법
1) -70℃에 보관중인 IFA antigen coating slide를 꺼내 foil 포장을 벗긴 후 10분간 풍건
2) 비동화시킨 가검 혈청을 serum diluting buffer로 단계 희석
3) 200배 희석된 표준양성혈청, 음성혈청 및 가검혈청을 각 well에 13㎕씩 떨어뜨림
4) 습윤 chamber에 slide를 넣고 37℃에서 30분간 반응
5) 반응 후 1× FA rinse buffer에 10분간 담그고 가끔 흔들어 줌
6) 세척 후 test well에는 Fluorescein-labeled Goat anti-Bovine IgG(1 : 80)를
13㎕씩 떨어뜨림
7) 습윤 chamber에 slide를 넣고 37℃에서 30분간 반응
8) 반응 후 1× FA rinse buffer에 10분간 담그고 가끔 흔들어 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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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세척 후 slide를 꺼내어 물기를 최대한 털어내고, 항원이 coating되지 않은 반대면과
coating면의 가장자리 물기를 paper towel로 제거
10) slide에 mounting fluid를 2~3방울 떨어뜨린 후 cover glass로 덮고 형광
현미경으로 관찰 (×200, ×400)

다. 결과판정
1) Control well의 표준양성혈청과 음성혈청의 차이가 명확해야 함
2) 200배 희석된 가검혈청이 표준양성혈청의 것과 비슷한 강도의 형광을 나타내면
양성으로 판정함

양성
혈청 희석배율 (100배)

양성
혈청 희석배율 (200배)

음성

라. 유의사항
1) 항원항체 반응 중 혈청이 마르지 않도록 함
2) 표준혈청과 Fluorescein-labeled 혈청은 반복적인 얼림과 녹임을 피하고, 반드시
소량씩 미리 분주하여 필요한 만큼씩 꺼내서 사용
3) 공급된 네오스포라 항원 slide는 낱개 포장되어 있으므로 한 장씩 꺼내어 사용하고
일단 사용한 slide는 재사용하지 않음

8. 감별진단
가. 근육포자충증(Sarcocystosis)
나. 다른 유산 관련 질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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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23

유방염(Mastitis)

임상검사

체세포수 검사

원인체 검사(배양)

(+)

(-)

순수 배양

PCR
(마이코플라스마 등)

균 동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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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상증상
가. 임상형 유방염
- 유방 외형의 종창, 발열
- 이상유 : 우유내 덩어리, 물같은 우유 등
- 고열, 식욕결핍, 체온상승 등의 전신증상 동반
나. 준임상형 유방염
- 유방염에 감염되어 있으나 증상은 육안으로 확인할 수 없음
- CMT 검사, 실험실 진단(세균배양 등) 등으로 판정

2. 체세포 수 검사
가. CMT 검사(California Mastitis test)
1) 원리
우유내의 체세포 DNA와 CMT 시약이 반응하여 겔을 형성하는 특성을 이용한 방법으로
우유내 체세포의 함유량을 추정할 수 단순하고 신속한 검사방법이다.

2) 검사방법
착유전에 유방을 맛사지 한 후 첫 몇줄기 젖을 짜버리고 나서 검사한다. 분방의 위치대로
백색 반응판에 유즙을 짜 넣은 후 CMT 시약을 넣고 전후좌우로 돌리면서 응집형태나
색깔을 보고 판정한다.

3) 판정
겔 형성 정도에 따라 아래와 같이 판정하며 각각의 판정에 따라 체세포수를 추정할 수
있다(표 1).
표 1. CMT 검사법에 의한 판정과 체세포 수
표시

반응도

판정상태

-

음성

±

체세포수(ml)
범위

평균

겔 형성 없음

20만미만

10만

흔적

약간의 겔 형성

15~50만

30만

+

약한 양성

경미-중정도 겔 형성

40~150만

90만

++

명확한 양성

중정도 겔 형성

80~500만

270만

+++

강한 양성

심하게 겔 형성

500만 이상

81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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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자동화 검사 장비법
1) 원리
우유 중 체세포를 형광물질인 ethidium bromide로 염색시켜 일정량을 디스크에 도포시켜
순간적으로 통과되는 체세포를 할로겐램프 또는 레이저 빔으로 측정하는 검사법이다.

2) 검사장비
검사장비로는 포소메틱(Fossomatic)과 소마카운터(Somacount)가 있으며 짧은 시간에
많은 수의 시료를 검사할 수 있다.

3) 검사장비 표준화
(1) 체세포 수 측정의 표준이 되는 직접현미경법과 자동화기기의 검사결과는 95%이상의
상관관계가 있어야 한다.
(2) 검사기기별 표준화 작업은 검역본부에서 생산된 3종의 체세포 측정용 표준용액의 수치와
자동화 장비로 측정한 결과치가 오차범위 ±5% 이내가 되도록 보정하여 사용한다. 표준화
작업은 주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3. 원인균 분리 검사
가. 시료채취
유방과 유두의 소독
유방과 유두는 깨끗이 세척하고 마른 수건 등을 이용하여 물기를 완전히 제거하고 알콜솜을
이용하여 소독한다.

우유채취 및 운반
분방별 우유를 몇 번 짜내서 버리고 멸균된 시료채취병에 채취한다. 채취된 시료는 냉장
상태를 유지하여 실험실로 운반하여 가능한 빠른 시간내에 검사한다.

나. 세균배양
시료접종 및 배양
1) 우유 시료는 혈액배지 10ul, MacConkey 배지에는 100ul를 접종하여 35~37℃에서
24~48시간 호기 및 혐기 배양한다.
2) 집락의 형태를 관찰하고 균 집락별로 순수분리배양한다. 단, 집락의 종류가 3개 이상인
경우에는 오염으로 간주한다.
3) 집락이 관찰되지 않는 시료는 일반배양에서는 자라지 않는 마이코플라스마 등이 의심되므로
마이코플라스마용 배지에 배양하거나 PCR법을 등으로 검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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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세균동정
1) 순수분리배양한 집락은 생화학검사, 자동화시스템, PCR 방법 등을 이용하여 균을
동정한다.
2) 세균 동정 자동화 장비로는 바이텍(Vitek), 질병분석기(Maldi-Tof) 등이 있으며 해당
장비의 사용법에 따라 검사한다.

4. PCR(마이코플라스마)
개요
Mycoplasma spp의 16s rRNA와 M. bovis 특이 유전자 gyrA 유전자를 증폭하여 우유 중
M. bovis를 확인하는 방법이다.

검사시료
1) 시료준비 및 유전자 추출
(1) Mycoplasma로 의심된 시료는 0.45um filter에 여과하여 마이코플라스마 균 선택적
증균배지에 5~10일간 CO2 배양기에 배양한다.
(2) 배양 증균액으로부터 boiling 방법으로 DNA를 추출한다. 배양액 1ml을 원심분리(12,000rpm,
10분) 후 펠렛을 식염수 500ul를 넣고 현탁스킨 후 다시 원심분리(12,000rpm, 10분) 한다.
펠렛을 DW 300ul로 현탁시킨 후 10분간 boiling하여 원심(12,000rpm, 10분) 후 상층액을
사용한다.

2) M. bovis 유전자의 추출
(1) 시중에 판매중인 RNA 추출 키트를 이용하여 시료의 종류에 적합하게 RNA를 추출하며,
조직시료의 경우 10% 유제액을 이용하여 추출한다.
(2) 추출한 유전자 5㎕를 RT-PCR 검사에 사용한다.

PCR에 사용되는 프라이머 정보
Pathogens

Mycoplasma spp.
M. bovis

Primer sequences(5'→3')
F: TGG GGA GCA AAC AGG ATT AGA TAC C
R: TGC ACC ATC TGT CAC TCT GTT AAC CTC
F: CAC CCT CAT GGT GAT TCT TCG GT
R: AGC TTG GTC ACC ATC AAT TGA ACC

Target

Product size
(bp)

16s rRNA

280

gyrA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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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방법
1) PCR Premix에 추출한 유전자 5㎕, primer 5㎕, DW 5㎕를 넣은 후 아래의 조건으로 PCR을
실시한다.
<PCR 반응 조건>
Process

Temp

Time

Cycle

Pre-denaturation

95 ℃

10min

-

Denaturation

95 ℃

30sec

Annealing

60 ℃

30sec

Extension

72 ℃

30sec

Last-extension

72 ℃

10min

35cycle

-

2) PCR cycle이 종료되면 PCR product 2㎕를 1.5% agarose gel에서 전기영동하고
특이유전자의 존재여부를 확인한다.

결과판정
시료에서 아래 크기의 2개의 분획(120bp, 280bp)이 확인되면 양성으로 M. bovis 양성으로
판정한다.

그림 1. 시료에서 분리된 Mycoplasma 의심집락의 PCR 검사결과. N : negative control, P : positive
control, 1~20, 22~27 : Mycoplasma 음성 시료, 21 : M. bovis 양성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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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24

파상풍(Tetanus)

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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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역학상황
가. 원인 : Clostridium tetani
나. 상처를 통해 침입한 세균이 혐기성 환경에서 아포가 발아하며, 원인균이 생산한 신경독소에
의해 신경독성을 일으킴
다. 아포는 토양, 동물의 분변 등에 다량 분포하고 있으며, 동물의 위장관계에도 분포
라. 신경독소가 억제성 신경전달물질의 방출을 방해하여 경련성 마비를 일으킴
마. 말, 소, 돼지, 개, 고양이 등에서 연령에 관계없이 발생
바. 거세나 단미, 제각, 코걸이나 이표삽입, 분만 후 생식기 감염, 제대 감염 등에 의한 병변부위
가 원인균의 감염부위가 될 수 있음

2. 임상증상
가. 잠복기는 상처부위의 크기, 침입한 아포의 수, 숙주의 항체역가 등에 따라 다양
나. 머리와 목 주위 근육이 경직되는 초기 증상을 시작으로, 귀가 뒤쪽으로 당겨지며, 윗
눈꺼풀이 올라가고, 입이 다물어짐
다. 사지, 등, 목을 뻣뻣하게 신장시킨 자세를 유지하며, 꼬리를 치켜 올리고, 다리를 질질 끄는
자세를 취하며, 반추류에서는 24시간 내에 고창증이 시작되며, 말에서는 산통이 나타남
라. 심한 경련 시 횡와로 누운 자세를 취하게 되며, 연하가 불가능하여 입부위에 포말성 타액이
모임
마. 후두경련과 질식으로 인한 호흡부전으로 폐사
바. 치사율은 어린가축에서 50% 이상 보이기도 함

소

뻣뻣한 사지, 꼬리 치켜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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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병리해부검사
- 특이한 병리해부 소견이 없음

4. 병리조직검사
- 특이한 병리조직 소견이 없음

5. 원인체분리검사
분리재료
- 상처부위 스왑, 병변조직, 환경시료 등
사용배지
- CMM (Cooked meat medium), blood agar, TPGY bro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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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식도

1) 가검물 1 g을 멸균 PBS 5 mL에 부유시킨다.
2) 가검물 부유액을 80℃, 10∼15 분간 가열한 다음 실온에 식힌다.
3) CMM* 배지에 가열로 전처리한 가검물 1 mL을 접종한다.
*CMM : Cooked meat medium (사용직전 100℃, 15 분간 끓여 배지 내 용존산소를 제거)

4) CMM 배지에 37℃, 2일 이상 증균 배양한다.
5) 배양액 한 루프 (약 10 µL)를 혈액배지에 접종하여 37℃, 1∼2일간 혐기배양한다.
6) 혈액배지 상 파상풍균 의심집락 (대부분 swarming 형태)을 선택하여 순수분리용 혈액배지에
37℃, 1∼2일간 혐기배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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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상풍균 집락형태 : Colony form (좌), Swarming form (우)

동정 및 확인 방법
1) 독소 유전자 검출법
- 분리균의 DNA를 추출하여 아래의 PCR 조건으로 파상풍 독소유전자 (tetX) 유무
확인
Target gene

tetX

Primer

Sequence (5'→3')

Product size (bp)

NF255

GCCGGAAAGGTATGAATTG

NF256

TGTTGGGATCATTGCAGCTA

812

95℃, 5m
PCR condition

35 cycles :

95℃ 1m, 52℃ 1m, 72℃ 2m

72℃, 5m
참고문헌 : James J. et al, Am. J. Trop. Med. Hyg., 2009. 827-831

2) 그람양성 간균 및 아포확인
3) 생화학 시험
Egg Yolk agar

Acid from
Hydrolysis Digestion of
Indole
casein
production Glucose Lactose Sucrose Maltose
Lecithinase Lipase of gelatin
-

-

+

-

v

-

-

-

-

+ 양성, - 음성, v 다양한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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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R 결과판독

6. 독소검사
Mouse toxicity and neutralization test (Mouse bioassay)
1) 분리된 파상풍균을 CMM 또는 TPGY broth에 배양한 상층액을 0.45 ㎛ 여과 후, 18∼22
g 마우스에 0.5 mL을 복강접종 한다.
2) 복강접종 후 4일간 관찰하여 폐사유무를 확인한다. 보통 24시간 내에 마우스가 폐사하지만
낮은 농도의 독소를 함유하는 배양액의 경우, 더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다.
3) 마우스가 폐사한 경우, 여과한 배양 상층액을 항독소와 실온에서 30∼60분 반응시킨 후,
마우스에 0.5 mL 복강접종 한다.
4) 항독소에 의해 중화가 되는 경우 마우스는 폐사하지 않으며, 파상풍 독소임을 확인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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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25

소바이러스성설사(Bovine Viral Diarrhea)

역학조사

임상검사

병리해부 및
조직검사

혈청검사

PCR

(+)

양성

(-)

음성

(+)

(-)

양성

음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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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역학상황
가. BVD 바이러스 감염에 의해 발생하는 소의 질병
나. 소가 가장 감수성이 높고, 면양 등 반추동물에 자연감염됨

2. 임상증상
가. 생후감염의 경우 자우에서는 심한 설사, 발열, 2차 감염 등에 의한 폐사
나. 성우에서는 대부분 불현성 감염이지만, 점막병형의 경우 구강점막의 미란, 궤양, 발열,
호흡기 증상
다. 임신우에서는 감염일령에 따라 증상이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는데 유사산, 기형 등의 증상을
보이고 감염일령에 따라 일부 면역관용 상태가 되어 출산 후 지속적으로 바이러스를
배출하여 문제를 일으키는 감염원이 되기도 함

3. 병리해부검사
가. 점막병형: 비점막, 구강점막의 손실
나. 유산형: 소뇌형성 부전
다. 설사형: 대장내에 녹색 또는 회색의 수양성 설사변

4. 병리조직검사
가. 점막병형: 비점막, 구강점막의 미란 또는 궤양
나. 설사형: 움와세포의 괴사 및 융모 위축

구강점막 궤양소 관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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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원인체분리검사
분리재료
백혈구, 혈장(전혈), 및 감염된 소의 비장, 신장, 림프절, 편도 등의 조직

세포주
MDBK(Madin Darby Bovine Kidney)

바이러스 분리 방법
가. 분리 시료가 백혈구 혹은 혈장인 경우 FBS가 첨가되지 않은 α-MEM 배지로 단계희석하고,
조직인 경우 10% 유제액을 만들어 MDBK 세포에 접종하며, 바이러스 증식을 위한

세포유지 배지는 2.5% Horse serum(HS)이 첨가된 α-MEM 배지를 이용한다.
나. MDBK세포에 접종 후 3∼5일간 배양한다.

동정 및 확인 방법
가. 소바이러스성설사바이러스(BVDV)가 세포에서 증식하여도 세포변성효과(CPE)가 나타
나는 경우와 나타나지 않는 두 가지 경우가 가능하므로 아세톤으로 세포를 고정하고,
BVDV 특이 단클론항체를 이용한 형광염색(FA)으로 바이러스 분리여부를 확인한다.

6. 항원검사
6-1. 유전자 검사(RT-PCR)
개요
BVDV의 RT-PCR은 BVDV type 1(BVDV1)과 BVDV type 2(BVDV2)를 검출할 수 있으며,
297bp의 5’UTR 유전자를 증폭하여 BVDV의 존재 여부를 검사하는 방법이다.

검사시료
가. 검사용 시료의 준비
1) 검사에 사용할 수 있는 시료는 소의 혈장, 백혈구, 분변 및 조직시료와 세포배양액을
사용할 수 있다.
2) 시료는 가능한 신선한 것을 사용하고 보관 시에는 냉동 보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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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바이러스 유전자의 추출
1) 시중에 판매중인 RNA 추출 키트를 이용하여 시료의 종류에 적합하게 RNA를 추출하며,
조직시료의 경우 10% 유제액을 이용하여 추출한다.
2) 추출한 유전자 2-5㎕를 RT-PCR 검사에 사용한다.

RT-PCR에 사용되는 프라이머 정보
목적 유전자

프라이머 염기서열(5ʹ→3ʹ)

증폭산물 크기

F: GGC ATA TGC CCW TAG TAG GAC TAG C

5’UTR

297bp
R: AGT TGC AAC TCC ATG TGC MAT GTA C

검사방법
가. RT-PCR Premix에 추출한 유전자 5㎕를 넣고, 아래의 조건으로 RT-PCR을 실시한다.
<RT-PCR 반응 조건>
Step

RT-PCR Cycle
Temp.

Time

Cycle

cDNA synthesis

45℃

30 min

1 cycle

Initial inactivation

94℃

5 min

1 cycle

Denaturation

94℃

30 sec

Annealing

58℃

30 sec

Extension

72℃

40 sec

Final Extension

72℃

5 min

40 cycles

1 cycle

나. PCR cycle이 종료되면 PCR product 5㎕를 EtBr이 첨가된 1.5% agarose gel에서 통상적인
방법으로 전기영동하고 특이유전자의 존재여부를 확인한다. 이때 특이유전자 분획이 너무
많은 경우 시료를 줄여서 전기영동하면 선명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

결과판정
가. Control DNA는 297bp의 증폭산물을 확인할 수 있다.
나. 시료에서 아래 크기의 분획(297bp)이 확인되면 양성으로 판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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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Size Marker
Lane1~7: BVDV 감염
N: 음성대조

<BVDV RT-PCR 결과>

BVDV 검출 키트 사용
검역본부와 공동연구를 통해 인트론사의 BVDV 검출키트가 상용화(Cat no. IP12040) 되어
판매중이므로 사용할 수 있다.

6-2. 항원 효소면역측정법(ELISA)
개요
지속감염우 검색이나 herd check용으로 주로 항원 ELISA법이 상용화되어 사용되고 있다.

7. 항체검사
혈청중화시험법 및 항체 ELISA법이 사용되고 있으며, 실험목적에 따라 다르나 herd
check용으로는 주로 항체 ELISA법이 상용화되어 사용되고 있다.

7-1. 바이러스(BVDV) 준비 및 역가측정
바이러스 배양
가. 바이러스를 배양하기 위해서는 MDBK 세포가 80-90% monolayer된 상태에서 stock
virus를 100~1000배 희석하여 접종한다(예; 75cm2에 5ml)
나. 접종액이 흡착될 수 있도록 가끔 흔들어 주면서 37℃에 60~90분 동안 흡착시킨다.
다. 접종액을 버린다음, 2~3% Horse serum 함유배지를 넣어준다.
라. 매일 CPE를 관찰하여 세포 monolayer의 75~95%가 CPE를 보일 때(대개 24-72시간),
냉동고에서 얼린후 3회 동결융해시켜 배양액을 수거한다.
마. 바이러스배양액을 3,000 rpm에 10분간 원심하여 상층액을 적당량 분주하여 -70℃에
보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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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러스 항원의 역가(TCID50)의 측정
가. 튜브를 사용하여 무혈청 희석배지로 stock virus를 10배수 희석한다(대개 10-1~10-8).
나. 바이러스 희석액을 희석배수마다 8개의 well에 각각 100㎕씩 접종한다.
다. 약 3x104 cells/100ul의 세포부유액을 100㎕씩 가한다.
라. 3~7일 배양한 다음, CPE를 관찰한다.
마. Karber method로 TCID50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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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희석배수 10
판독결과

-1

8/8

10

-2

8/8

10

-3

8/8

10

-4

8/8

10

-5

8/8

10

-6

8/8

10

-7

4/8

t*=6.0 above

10

-8

0/8

t* = 6.0
Δt = (8+4)/8 - 4/8 = 1.0
ΣT50 = 6.0 + .0 = 7.0 ☞ stock virus의 TCID50는 7.0 (=10,000,000)
SN test시의 바이러스 역가를 200TCID50로 할 때 10,000,000을 200으로 나누면 50,000,
즉 1:50,000으로 희석하면 중화시험용 항원의 역가가 된다.

7-2. 혈청중화시험
개요
혈청중화시험은 혈중에 존재하는 BVDV에 대한 특이항체를 세포배양법을 이용하여 측정하는
방법으로 세포배양에서 세포변성효과(CPE)를 유발하는 바이러스들에 대한 항체가 측정에
많이 사용되고 있다.

검사재료
가. 혈액채취 : 일반적인 혈액 채취튜브(항응고제 무첨가)에 혈액시료를 채취한다.
나. 수송시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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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송 전에 혈괴를 제거하고 혈청을 분리해야 한다.
(2) 혈청의 보관은 동결하는 것이 가장 좋다.
다. 검사소요량 : 검사를 위해서는 최소 1㎖의 혈청이 필요하다.
라. 혈청 비동화: 가검혈청은 56℃, 30분 불활화시킨다.

시약 및 기구
가. 세포배양배지(희석액) : 항생제가 첨가된 α-Minimum Essential Medium(MEM)
나. 세척액 : Calcium-Magnesium free PBS(CMF-PBS)
(1) NaCl
8.0 g
(2) KCl
0.2 g
(3) Na2HPO4
1.15 g
0.2g
(4) KH2PO4
(5) D.W.
to 1ℓ
☞ 고압멸균(121℃, 15psi, 15분)하여 보관.

다. 항원 : BVDV NADL주
라. 트립신 용액 : Trypsin-EDTA
마. 배양세포 : MDBK(Madin Darby Bovine Kidney) 세포
바. 말 혈청: Horse Serum(HS)
사. 세포배양용 96well plate

검사 방법
가. 검사 sheet 및 세포배양 plate에 바이러스명, plate number, 날짜, 실험하는 사람의 이름
등을 기록한다.
나. A열을 제외한 B~H열의 전 well에 배양액(혈청 비포함)을 50㎕씩 분주한다.
다. A열(첫번째 well)에 100㎕의 검사혈청을 2-3well 씩 넣는다.
라. A열의 각 well에서 50㎕를 B열로 옮긴 다음, 피펫팅하여 혼합한 다음 C열로 옮기는 식으로
H열까지 2배수 희석(1:1 → 1:128)을 실시한다.
마. 보관된 항원바이러스(stock virus)를 α-MEM 배양액으로 200 TCID50/50㎕되게
희석한다.
바. 전 well(1~7번)에 희석항원을 50㎕씩 넣는다. 단. 세포대조군, back titration well에는
항원을 가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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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분주항원의 back titration을 실시한 다음, 37℃에서 1시간 배양한다.
4
아. 5% HS가 첨가된 배양배지에 MDBK 세포를 3X10 cells/100ul 정도 되도록 현탁하여

100㎕씩 모든 well에 넣는다.
자. 37℃ CO2 incubator(습상으로)에서 3~4일간 배양한 다음, CPE를 관찰․기록 한다.

시험결과의 판독
가. 특정 희석배율의 well에서 CPE가 100% 저해되고 해당 well monolayer가 형태적으로
대조군의 well과 비교하여 거의 일치할 때 ⇒ 해당되는 well의 최고 혈청 희석배수의 역수를
중화항체가로 표시
나. 1개 또는 양쪽의 well에 CPE가 명백하게 관찰되고 해당 희석배율의 대조군 well은 정상일
때 ⇒ 해당 희석배율의 혈청을 음성으로 판정
다. 대조군 well의 monolayer가 파괴되어 있을 때 ⇒ 해당 희석배율에서 독성반응이
있음(비동화를 하지 않은 혈청도 세포독성이 있음)

유의사항
가. 중화시험을 실시할 때에는 반드시 사용하는 항원바이러스의 역가검정을 위한 back
titration을 실시하여야 한다.
나. 유효한 검사가 되기 위해서는 back titration하여 사용한 바이러스의 역가가 200 TCID50가
되어야 하고, 양성혈청 대조군의 역가가 예견한 역가의 1단계 희석배율내에 있어야 한다.

7-3. 혈청중화시험에서 바이러스 Back titration
Back titration
가. 역가가 측정된 바이러스를 기준으로 Back titration위해 각 희석단계별로 4 well씩 50㎕의
배지를 가한다.
나. 3개의 튜브에 4.5ml의 희석액(혈청 비포함 MEM)을 넣고, 희석한 바이러스 현탁액을 첫
번째 튜브에 0.5ml 가한다.
다. 잘 혼합한 다음, 0.5ml을 덜어내어 두 번째 튜브로 옮긴다. 각각 다른 피펫을 사용하여
“다”와 같은 방법으로 세 번째 튜브에 희석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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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3

S1
A

1:1

↓

B

1:2

↓

C

1:4

↓

D

1:8

↓

E

1:16

↓

F

1:32

↓

G

1:64

↓

H

4

5
S2

6

7

8

9

S3

10
CC

11
12
희석 항원
back
titration
100TCID50
/100㎕
10

1

0.1

1:128 ↓

라. Back titration용 플레이트에 표시후, 각 희석배수별로 4well씩 희석된 바이러스를 50ul씩
분주하고, 배지를 전체 well에 50ul씩 분주한다.

마. 이상적인 바이러스의 역가는 100TCID50/50ul이나 Back titration의 결과가

30～300

TCID50/50㎕이면 실험결과에 신뢰성을 부여할 수 있다.

7-4. 간접형광항체법을 이용한 BVDV 항체가 측정
검사재료
가. 혈액: 일반적인 항응고제 무첨가 채취튜브에 혈액시료를 채취하고 혈청분리를 실시한다.

시약 및 기구
가. 항원: 위에서 언급한 바이러스 배양방법을 이용하여 BVDV를 배양하여 stock virus를
만들어 보관한다.
나. MDBK cell: BVDV에 대한 항체가 없는 혈청(예; 말혈청)을 첨가한 α-MEM 배지를
사용한다.
다. FITC-conjugated anti Mouse IgG: 적정 단백질 농도로 희석해서 사용한다. 일반적으로
5ul/ml의 농도로 사용하면 적당하다.
라. Acetone(80%): -20℃에 냉동보관하면서 사용한다.

시험방법
가. 96well plate를 이용하여 가검혈청을 넣을 A열을 제외한 나머지 well에 α-MEM 배지
50ul씩 분주한다.
167

동물질병 표준진단요령
나. 가검혈청을 A열에 100ul를 분주하고 혈청을 2진 희석한다.
다. 각 혈청별로 BVDV 항원(50~100TCID50/well)를 넣는다.
라. 37℃에서 1시간 감작시킨 후 MDBK세포를 넣는다.
마. 37℃, CO2 배양기에서 72~96시간 배양한다.
바. well내의 배양액을 제거한다.
사. 형광항체염색 실시
1) PBS를 well당 200㎕씩 첨가하여 1회 세척한다.
2) 흡착지에 plate를 가볍게 두드려 여분의 용액을 제거한 다음, 실온에 두어 말린다.
3) 80% Acetone을 well당 100㎕씩 첨가하고 -20℃에서 7분간 고정한다.
4) 37℃에서 40분간 건조한 다음, 적정농도로 희석한 anti-BVDV IgG용액을 well당
100㎕씩 첨가한다.
5) 37℃에서 1시간 또는 4℃에서 하룻밤 습상에서 배양한다.
6) well내의 용액을 제거한 다음, PBS로 3회 세척한다.
7) 흡착지에 plate를 가볍게 두드려 용액을 제거한 다음, 적정농도로 희석한
FITC-conjugated anti-mouse IgG 용액을 well당 100㎕씩 첨가한다.
8) 5~6번의 세척과정을 반복하고, 흡착지에 용액을 제거한 다음 공기건조한다.

실험결과 판독
가. 핵 부위는 어두우면서 세포질에는 강력한 형광을 보이면 양성으로 판정한다.

<소바이러스성설사 간접형광항체법. 항체양성일 때 특이형광을 보이는 양성세포를 관찰 할
수 있다. MDBK cell, 120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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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역학상황
가. 돼지, 소, 염소, 개의 피부, 상부 호흡기, 귀, 암컷 생식기 등의 상재 세균의 일종
나. 기회감염을 통하여 유방염, 간농양, 폐렴, 뇌염, 패혈증 등을 일으킴
다. 환경 (사료, 계절, 이유)변화로 스트레스를 받을 경우 발생가능성이 높음
라. Arcanobacterium pyogenes에서 Trueperella pyogenes로 변경 (Yassin et al. 2011)

2. 임상증상
가. 임상증상은 감염부위에 따라 다양
나. 심내막염, 기관지성 폐렴, 복막염, 절뚝거림, 유방염, 뇌염, 발열
다. 화농성 골수염으로 척수 골절, 척수 압박 (compression of the spinal cord), 척추 붕괴
(vertebral collapse)

3. 병리해부검사
가. 폐 : 발적, 적색 경화소, 고무양 경도, 농 산재, 폐흉막 및 흉벽에 섬유소 부착
나. 관절 : 관절액 혼탁
다. 간: 간농양(크림양의 점조한 농이 존재)

4. 병리조직검사
가. 섬유소성 화농성 흉막 폐렴
나. 화농성 간염

폐: 농소 존재

폐: 화농성 폐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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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원인체분리검사
분리재료
화농 부위 (폐, 관절, 폐흉막), 복수, 흉수

사용배지
혈액배지, MacConkey agar (감별용)

균분리 방법
1) 화농부위의 표면을 spatula로 열소독하고 환부와 정상 경계 부위를 절개
2) 백금이 등을 이용하여 절개부위를 swab 한 후에 혈액배지 및 MacConkey 배지에 접종
3) 37℃에서 24~48시간 호기 배양
4) 집락의 특성
가. 그람염색 : 그람양성, 다형성 간균 (pleoumorphic rod)
나. 혈액배지 : pinpoint 형성, 반짝이는 beta-hemolytic 집락 형성 (24~48시간 이내),
시간 경과에 따라 건조하고 불투명하게 됨.
다. 생화학적 특성 : 비운동성, nitrate reduction 음성, catalase 음성, gelatinase 양성,
CAMP 양성

혈액배지
<pinpoint, 반짝이는 beta-hemolytic 집락 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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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cConkey agar
<자라지 않음>

Ⅰ. 소 질병

1) plo

유전자 PCR

PCR 결과 판독

500bp→
←270bp

결과

6. 감별진단
가. Fusobacterium necrophrum
나. Bacteroides s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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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1

돼지열병(Classical Swine Fever)

역학조사

임상검사

혈액검사

병리해부 및
조직검사

형광항체검사,
PCR

(+)

항원 ELISA

(-)

(+)

(음성)

(-)
(음성)

PCR
제한효소처리 또는
유전자 칩

야외주
(양성)

백신주(LOM)
(음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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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역학상황
가. 원인 : Classical swine fever virus(CSFV)
나. 높은 발병률과 폐사율
다. 연령, 성별, 계절에 관계 없이 발생
라. 예방접종상황
마. 돼지의 구입, 이동, 외부인 방문 등
바. 주변지역의 발병 상황
사. 사료, 특히 잔반의 급여와 식수

2. 임상증상
가. 발열, 침울, 원기쇠약
나. 결막염(안검에 분비물 부착)
다. 변비후의 설사
라. 후구마비, 사지경련 등 신경증상
마. 피부의 자반, 특히 하복부, 다리, 귀 등
바. 이동을 싫어하고 모여 있음

3. 병리해부검사
가. 백혈구 감소
나. 인후두, 위, 회장, 결장, 맹장, 방광 등 점막하의 충혈 및 점상 출혈
다. 신장 표면의 점상 출혈
라. 림프절의 종대와 주연성 출혈
마. 비장 변연부의 출혈성 경색
바. 맹장․결장 점막에 단추양 궤양

방광, 출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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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병리조직검사
가. 비화농성 뇌막염, 뇌 실질 조직의 위관성 원형세포의 침윤, 신경교증
나. 림프조직의 괴사, 혈관의 변성, 세망내피세포계의 활성화

뇌, 비화농성 뇌막염

림프절, 변연부 출혈

5. 원인체분리검사
분리재료
백혈구, 혈장(전혈), 및 감염된 돼지의 비장, 신장, 림프절, 편도 등의 조직

세포주
Porcine kidney-15 cell(PK-15 세포)

바이러스 분리 방법
가. 분리 시료가 백혈구 혹은 혈장인 경우 FBS가 첨가되지 않은 MEM 배지로 단계희석하고,
조직인 경우 10% 유제액을 만들어 PK-15 세포에 접종하며, 바이러스 증식을 위한 세포유지
배지는 5∼10% FBS가 첨가된 MEM 배지를 이용한다.
나. PK-15세포에 접종 후 3∼5일간 배양한다.

동정 및 확인 방법
가. 돼지열병바이러스(CSFV)가 세포에서 증식하여도 CPE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아세톤으로
세포를 고정하고, CSFV 특이 단클론항체를 이용한 형광염색(FA)으로 바이러스 분리여부를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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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K-15 세포에서의 CSFV의 FA 사진>

6. 항원검사
6-1. 유전자 검사(RT-PCR)
개요
CSFV의 RT-PCR은 421bp의 5’NCR 유전자를 증폭하여 CSFV의 존재 여부를 검사하는 방법이다.

검사시료
가. 검사용 시료의 준비
1) 검사에 사용할 수 있는 시료는 돼지의 혈장, 백혈구, 정액 및 조직시료와 세포배양액을
사용할 수 있다.
2) 시료는 가능한 신선한 것을 사용하고 보관 시에는 냉동 보관한다.
나. 바이러스 유전자의 추출
1) 시중에 판매중인 RNA 추출 키트를 이용하여 시료의 종류에 적합하게 RNA를 추출하며,
조직시료의 경우 10% 유제액을 이용하여 추출한다.
2) 추출한 유전자 5㎕를 RT-PCR 검사에 사용한다.

RT-PCR에 사용되는 프라이머 정보
목적 유전자

프라이머 염기서열(5ʹ→3ʹ)

증폭산물 크기

CTAGCCATGCCCAYAGTAGG
NCR

421bp
CAGCTTCARYGTTGATTGT

(주) 프라이머 염기서열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실험시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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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방법
가. RT-PCR Premix(MedianDiagnostics)에 추출한 유전자 5㎕를 넣고, 아래의 조건으로
RT-PCR을 실시한다.
<RT-PCR 반응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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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PCR cycle이 종료되면 PCR product 5㎕를 EtBr이 첨가된 1.5% agarose gel에서 통상적인
방법으로 전기영동하고 특이유전자의 존재여부를 확인한다. 이때 특이유전자 분획이 너무
많은 경우 시료를 줄여서 전기영동하면 선명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

결과판정
가. Control DNA는 309bp의 증폭산물을 확인할 수 있다.
나. 시료에서 아래 크기의 분획(421bp)이 확인되면 양성으로 판정한다.

<CSFV RT-PCR 결과>

백신주와 야외주 감별
RT-PCR을 통해 양성이 확인되면 백신주인지 야외주인지 확인하여야 한다. PCR band가
뚜렷하게 하나의 band로 나타나는 경우 PCR 정제단계를 생략하고 제한효소 처리를 할 수 있다.
백신주(LOM주) 및 야외주 감별은 Xho I 처리를 통해 알 수 있으며, 백신주인 경우 Xho I
처리 시 절단되지 않는 반면 야외주의 경우 2개의 band로 절단되어 야외주를 감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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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증폭된 CSFV 5'NCR 유전자 정제
1) QIA quick PCR purification Kit protocol(Qiagen #28104)
① PCR 샘플 1 volume에 PB buffer 5 volume을 넣고 섞는다.
예) sample 100㎕에 PB buffer 500㎕를 넣는다.
② 2ml tube에 spin column을 위치시킨다.
③ DNA를 넣고, 30∼60초 동안 원심분리한다.
④ 원심 후 나온 액을 버리고, 같은 tube에 다시 위치시키고 PE buffer 0.75ml을 넣고
30∼60초 동안 원심분리한다.
⑤ 원심 후 나온 액을 버리고, 같은 tube에 다시 위치시키고, 다시 1분간 원심분리 한다.
⑥ 1.5ml tube로 column을 위치시킨다
⑦ EB buffer(또는 DW) 50㎕를 넣고 1분 동안 원심 분리하여 수거한다(DNA 농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30㎕ 원심).

2) Ethanol precipitation 법
① Sample 1 volume에 ethanol 2.5 volume, 3M sodium acetate(pH 5.2) 1/10 volume을
넣고 -20℃에서 30분 또는 -70℃에서 10분간 정치한다.
② 12,000rpm에서 15분간 냉장온도에서 원심분리한다.
③ 상층액을 버리고 70% ethanol 0.5ml을 넣고 12,000rpm에서 5분간 냉장온도에서
원심분리한다.
④ 상층액을 버리고 침전된 pellet을 건드리지 않고 피펫으로 물기가 없도록 조심스럽게
제거한다.
⑤ 실온 혹은 37℃에서 건조하거나, vacuum desiccator에서 건조시킨다.
⑥ 증류수 50㎕를 넣어 용해한다.

나. 5'NCR 유전자의 제한효소처리법
1 tube당 반응체

반응적정농도

Volume (예)

정제 DNA

0.5∼0.2ug

5㎕

10X Xho l buffer

10배 농축

2㎕

Xho l(제한효소)

2∼4 unit 사용

1㎕

멸균증류수

-

12㎕

총 volume

-

20㎕

1) 다음의 술식에 의하여 DNA를 제한효소 처리한다.
2) 37℃에서 1시간 30분에서 3시간동안 반응한다.
3) Loading buffer를 넣고 agarose 1.5%에서 전기영동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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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전기영동 결과 유전자 절단(야외주는 298bp와 123bp로 절단) 여부를 확인한다.

<PK-15 세포에서의 FA 사진>

6-2. 형광항체검사(Fluorescent antibody test, FAT)
개요
CSFV에

특이적으로

반응하는

단클론항체(MAb)를

절편된

감염조직에

반응시켜

특이형광으로 확인한다.

진단액의 구성
가. 1X Anti-CSFV MAb
나. 1X FITC Anti-Mouse Conjugate

8㎖
8㎖

다. 10X Washing Solution

100㎖

라. FA Mounting Fluid

3㎖

필요한 시약 및 기구
가. Slide glass 및 cover slip
나. 동결절편기 또는 조직절편기
다. FA Microscope(FITC용)

시료의 처리
가. 시료채취
신선한 편도, 림프절, 비장 등을 채취하여 사용하되 편도에서 가장 검출률이 우수하다.
나. 동결절편
채취된 조직은 틀(mold)에서 OCT compound(freezing medium)로 덮어 -20℃에서
신속히 동결시킨 후 조직표본 제작에 사용한다. 동결절편시에는 -10∼-15℃의 온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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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께는 4∼6um의 절편을 제작하면 FA 검사에 사용하기 가장 적합하나 실험실의 조건에
따라 조정하여 제작한다.
다. 건조 및 고정
실온에서 5분정도 두어 슬라이드 상의 조직을 건조시키고, 냉장고에 보관한 아세톤으로
실온에서 5∼10분 동안 고정한 후 세척액으로 5분간 3회 세척한다.

사용방법
가. 검사에 사용할 조직 슬라이드를 미리 준비한다.
나. Anti-CSFV MAb 2∼4방울(50∼100㎕)로 조직절편이 완전히 덮이도록 첨가한다.
다. 실온의 습상에서 30∼60분간 반응시킨다.
라. 슬라이드의 용액을 버리고, 슬라이드를 세로로 세워 필터페이퍼를 사용하여 용액을 완전히
제거하며, 이때 슬라이드가 건조되지 않도록 유의한다.
마. 충분한 양의 1X 세척액으로 3분간 세척액을 교체하면서 3회 세척한다.
바. FITC anti-mouse conjugate 2∼4방울(50∼100㎕)로 조직을 충분히 덮은 다음 실온의
습상에서 30∼60분간 반응시킨다.
사. 1X 세척액으로 용액을 교체하면서 3분간 3회 세척하고 슬라이드를 세워 filter paper에
대고 용액을 완전히 제거한다.
아. FA Mounting fluid를 2∼4방울(50∼100㎕)를 떨어뜨리고 커버글라스를 덮은 다음
검경한다.

결과판정
가. 감염세포는 암회색 또는 회녹색 배경하에 밝은 녹색으로 바이러스 감염이 관찰된다.
나. 세포질에서 주로 밝은 형광을 관찰할 수 있으나, 핵에서 형광이 관찰되는 경우도 있다.
다. 1X FITC conjugate에는 대조염색시약이 포함되어 있어 조직 슬라이드의 배경이 적색으로
관찰된다.
라. 정확한 검사를 위해서는 양성대조 조직 슬라이드를 병행하여 검사하면 보다 정확한 판독이
가능하다.

7. 항체검사
혈청중화시험법 및 항체 ELISA법이 사용되고 있으며, 실험목적에 따라 다르나 herd
check용으로는 주로 항체 ELISA법이 상용화되어 사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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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효소면역측정법(ELISA)법(메디안디노스틱사)
개요
CSFV의 envelope associated glycoprotein(E protein) 즉, E0, E1과 E2(gp55)를 가지고
있으며, E2 glycoprotein에 항원결정부위가 있어 바이러스의 중화와 관련된 항체는 주로 E2
유래이다.
돼지열병바이러스 항체 ELISA는 재조합 E2(gp55) 항원을 사용한 간접 ELISA(indirect
ELISA)를 기반으로 하는 제품으로 바이러스 중화항체와 높은 상관관계를 나타내어 돈군의
중화항체 존재여부를 스크린 검사하거나 항체의 역가 검사에 사용된다.

키트에 포함되어 있는 시약(메디안디노스틱사 키트 기준)
시약내용

용량

비고

CSFV gp55 항원 흡착 플레이트

5 plate

희석용 플레이트(Dilution Plate)

5 plate

10X 세척액(10X Washing buffer)

200ml

희석액(Dilution Buffer)

200ml

HRPO Anti-Swine IgG Conjugate

70ml

양성대조(Positive Control, PC)

1ml

음성대조(Negative Control, NC)

1ml

발색제(ABTS Substrate)

70ml

사용 전에 꺼내 실내 온도와 비슷하게 유지시킨
후 사용

정지액(Stop Solution)

70ml

냉장 보관시 용액에 결정이 발견되면 37℃에서
완전히 녹인 후 사용

20 ㎖의 10X 세척액을 180 ㎖의 증류수와 잘
혼합하여 사용

추가로 필요한 시약 및 기구
가. 마이크로 피펫 및 팁(tip)
나. 8 또는 12 채널 마이크로 피펫
다. 피펫 및 피펫 에이드
라. 증류수(시판 주사용 증류수 사용가능)
마. 항온기(37±1℃)
바. 판독기: ELISA reader(405 nm)
사. ELISA plate용 자동 또는 반자동 세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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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방법
가. 분리된 혈청 또는 혈장은 사용시까지 -20℃ 이하 냉동고에 보관하며 비동화하지 않는다.
나. CSFV gp55 항원 흡착 플레이트를 실온에 두고 10∼20분가량 방치한다.
다. 희석용 플레이트에 양/음성대조 및 시료를 20배 희석한다. 제품에 포함된 희석용 플레이트에
희석액(Dilution Buffer)를 250㎕씩 분주하고, 희석용 플레이트의 1-well에 1두분 시료와
양성대조(Positive Control)와 음성대조(Negative Control)를 각각 13㎕씩 분주한다(희석
배수 1/20).
라. CSFV gp55 항원 흡착 플레이트를 지퍼백에서 꺼낸 다음 희석된 양성/음성대조 및 시료를
각 100㎕씩 동일하게 분주한다(1-well 혹은 2-well 검사를 할 수 있다). 각각의 시료마다
반드시 팁(tip)을 교환하고 희석용 플레이트에서 ELISA 플레이트로 분주하는 과정은
되도록 빠르고 정확하게 실시한다.
마. 37℃ 항온기에서 1시간 반응시킨다.
바. 반응액을 털어 버리고 1X 세척액(1X Washing Buffer) 300㎕씩을 모든 well에 분주한 후
바로 털어버리는 과정을 3회 반복한다.
사. 마지막 세척액을 제거하고 well 내에 물기가 남지 않도록 플레이트를 거꾸로 들고 paper
towel 위에 여러 번 쳐서 물기를 제거한다. 이때 물기를 털어 버린 후 well이 마르지 않도록
특히 주의해야 한다.
아. HRPO Anti-Swine IgG Conjugate를 각 well에 100㎕씩 분주하고 37℃ 항온기에서 1시간
반응시킨다.
자. 위의 5)∼6)번과 동일한 방법으로 세척한다.
차. 발색제(ABTS Substrate)를 각 well에 100㎕씩 분주하고 실온에서 10분간 반응시킨다.
카. 10분 후 정지액(Stop Solution)을 각 well에 100㎕씩 첨가하여 반응을 중지시킨다.
타. 판독기(ELISA Reader)의 405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한다. 육안으로 보아 양성대조의
발색반응이 10분 후에도 잘 안 될 경우 발색 반응시간을 20분까지 연장할 수 있으며, 정확한
측정을 위해서는 플레이트 well 내 거품 등 방해물을 제거한 후 판독한다.

실험결과의 판독
가. 유효성 평가
1) 양성대조(Positive Control, PC): 평균 OD 값은 0.5 이상
2) 음성대조(Negative Control, NC) : 평균 OD 값은 0.3 미만
3) Corrected Positive Control(CPC)값 : 0.3 이상
CPC = 양성대조 평균 OD - 음성대조 평균 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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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결과 판정
1) 가검시료의 Sample to Positive(S/P) ratio을 산출하여 판정한다.
2) S/P값이 0.14 이상이면 양성, 0.14 미만인 경우 음성으로 판정한다.
S/P

=

(가검시료 평균 OD - 음성대조 평균 OD)
CPC

8. 감별진단
가. 톡소플라즈마병
나. 돼지단독
다. 출혈성패혈증
라. 돼지오제스키병
마. 아프리카 돼지열병
바. 돼지생식기호흡기증후군(PRRS)
사. 흉막폐렴
아. 살모넬라병
자. 돼지써코바이러스관련 질병(PCV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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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2

돼지오제스키병(Aujeszky's Disease)

역학조사

임상검사

혈액검사

부

검

병리조직검사

(+)

(-)

형광항체법

PCR

혈청검사
(gE 항체감별 ELISA)

(+)

(-)

(+)

(-)

(+)

(±)

(-)

양성

음성

양성

음성

양성

재검사*

음성

* 재검사는 일정기간(약 2주후) 경과 후 다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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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역학상황
가. 원인 : Aujeszky's disease virus(ADV)
나. 포유자돈에 발생, 2주 미만 자돈은 폐사율 높음
다. 돼지열병 예방접종 실시상황
라. 유산, 사산 등 번식장애 수반 여부
마. 최근 돼지의 구입, 이동, 외부인의 출입 등
바. 인근 농장의 발병 상황
사. 일령이 높을수록 폐사율이 감소

2. 임상증상
가. 발열, 원기쇠약
나. 포유자돈의 구토, 선회, 근경련 등의 신경증상
다. 1개월 이상 자돈은 대부분 회복되나 위축돈이 됨
라. 혈액검사시 백혈구 감소, 막대모양의 핵을 가진 호중구 증가

3. 병리해부검사
가. 중증의 경우 각 림프절의 미약한 충혈과 경도의 출혈, 비점막, 인후두 점막의 충혈, 폐수종,
소화관 점막의 출혈, 신장의 점상출혈, 편도, 간, 폐 실질의 회백색 반점
나. 신경증상이 나타난 경우에는 뇌막에 출혈, 뇌척수액의 증가

신경증상

간의 표면에 백색반점이 산재하여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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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병리조직검사
가. 대뇌, 소뇌, 연수 및 척수의 신경세포의 괴사를 동반한 비화농성 뇌척 수막염, 신경절염,
혈관주위의 단핵구 침윤, 신경교세포의 증식 및 결 절 형성
나. 간, 비장, 부신, 편도 등에 있어서 국소성 괴사와 비염 및 인두염
다. 폐 충혈․부종, 폐소엽 괴사 및 간질성 폐렴
라. 각 장기의 괴사소 인접부의 신경세포, 신경교세포, 실질장기의 세포에 호산성 핵내 봉입체
마. 3주령 이하의 돼지에서 병변은 중추신경계에 많음

비화농성 뇌염

5. 원인체 분리검사
분리재료
감염된 돼지의 비즙, 편도, 뇌 등의 조직

세포주
가. Porcine kidney-15 cell, SK6 cell, 또는 초대 및 2대 배양세포 등

바이러스 분리 방법
가. 조직을 FBS가 첨가되지 않은 MEM 배지을 이용하여 10% 유제액을 만들어 세포에 접종하며,
바이러스 증식을 위한 세포유지 배지는 5∼10% FBS가 첨가된 MEM 배지를 이용한다.
나. CPE가 나타날 때까지 5∼6일간 배양하며, CPE가 보이지 않을 경우 계대 배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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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정 및 확인 방법
가. 접종 후 전형적인 CPE를 확인한다.
나. 일부 세포에서 CPE가 나타났을 때 아세톤을 이용하여 고정하고, 돼지오제스키바이러스
(ADV) 특이 단클론항체를 이용한 형광염색(FA)으로 바이러스 분리여부를 확인한다.

6. 항원검사
6-1. 유전자 검사(PCR)
개요
ADV 유전자를 증폭하기 위한 유전자 검사법은 현재 파보바이러스(PPV)와 함께 abortion
multiplex PCR 키트를 이용하여 동시 진단이 가능하다.

검사시료
가. 검사용 시료의 준비
1) 임신 70일령 이하의 유산태아(체장 16cm 미만)의 흉수, 체액 또는 폐, 편도, 비장, 림프절
등의 조직을 1 g 절개하여 항생제가 첨가된 배지를 이용하여 10% 유제액으로 만든 후,
그 원심 상층액 300㎕를 취하여 사용한다.
2) 대부분 임신중기(70∼75일 이후) 유산태아는 그 원인 바이러스에 대한 항체가 생성되어
검사 효율이 떨어지므로, 임신 초기(70일 이전)의 유산태아인 경우 주로 사용한다.
나. 바이러스 유전자의 추출
1) 시중에 판매중인 DNA 추출 키트를 이용하여 시료의 종류에 적합하게 DNA를 추출하며,
조직시료의 경우 10% 유제액을 이용하여 추출한다.
2) 추출한 유전자 5㎕를 RT-PCR 검사에 사용한다.

PCR에 사용되는 프라이머 정보
질병명

목적 유전자

ADV

gD

PPV

VP2

프라이머 염기서열(5ʹ→3ʹ)
CGTACCGCGCCCACGTGGCC
GTCGGTGAGGATGTTCACGC
CCATACACACCAGCAGCACC
ACCTGAGCTGGCCTAATTGC

증폭산물 크기
263bp

455bp

(주) 프라이머 염기서열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실험시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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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방법
가. Multiplex PCR Premix(20㎕)에 추출한 유전자를 5㎕ 넣고, 아래의 조건으로 PCR을
실시한다.
<PCR 반응 조건>
Step

PCR Cycle
Temp.

Time

Cycle

Initial inactivation

94℃

1 min

1 cycle

Denaturation

94℃

45 sec

Annealing

55℃

30 sec

Extension

72℃

45 sec

Final Extension

72℃

10 min

35 cycles
1 cycle

나. PCR검사의 유효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DNA control을 사용하는 경우 DNA control 5㎕를
첨가하고 PCR을 실시한다. 이때 positive DNA는 시료에 오염되기 쉬우므로 가장 마지막에
첨가하고,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filter tip을 사용한다. 또한 유전자증폭이 완료된 후
전기영동 시에도 가장 마지막에 다루는 것이 좋다.
다. PCR cycle이 종료되면 PCR product 10㎕를 EtBr이 첨가된 1.5% agarose gel에서 통상적인
방법으로 전기영동하고 특이유전자의 존재여부를 확인 한다. 이때 특이유전자 분획이 너무
많은 경우 시료를 줄여서 전기영동하면 선명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

결과 판정
가. DNA control의 결과를 기준으로 특이유전자 분획이 검출되면 양성으로 판정한다. ADV인
경우 263bp를, PPV인 경우 455bp를 확인할 수 있다.

Multiplex PCR Premix(ADV/PPV)

M : Size Marker,
Lane1 : ADV 단독감염(263bp)
Lane2 : PPV 단독감염(455bp )

Lane3 : ADV/PPV 중복감염
Lane4 : Negative control
Lane5 : Positive control

<ADV/PPV Multiplex-PCR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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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형광항체검사(Fluorescent antibody test, FAT)
개요
ADV에 특이적으로 반응하는 단클론항체(MAb)를 절편된 감염조직에 반응 시켜
특이형광으로 확인한다.

진단액의 구성
가. 1X Anti-ADV MAb : 8㎖
나. 1X FITC Anti-Mouse Conjugate : 8㎖
다. 10X Washing Solution : 100㎖
라. FA Mounting Fluid : 3㎖

필요한 시약 및 기구
가. Slide glass 및 cover slip
나. 동결절편기 또는 조직절편기
다. FA Microscope(FITC용)

시료의 처리
가. 시료채취
신선한 편도, 림프절, 비장 등을 채취하여 사용하되 편도에서 가장 검출률이 우수하다.
형광항체 검사에 사용할 조직은 부검 후 최대한 빨리 채취한 신선한 상태의 조직이
적합하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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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건조 및 고정
실온에서 5분정도 두어 슬라이드 상의 조직을 건조 시키고, 냉장고에 보관한 아세톤으로
실온에서 5∼10분 동안 고정한 후 세척액으로 5분간 3회 세척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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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방법
가. 검사에 사용할 조직 슬라이드를 미리 준비한다.
나. Anti-ADV MAb 2∼4방울(50∼100㎕)로 조직절편에 완전히 덮이도록 첨가한다.
다. 실온의 습상에서 30∼60분간 반응시킨다.
라. 슬라이드의 용액을 버리고, 슬라이드를 세로로 세워 필터페이퍼를 사용 하여 용액을 완전히
제거한다. 이때 슬라이드가 건조되지 않도록 유의한다.
마. 충분한 양의 1X 세척액으로 3분간 세척액을 교체하면서 3회 세척한다.
바. FITC anti-mouse conjugate 2∼4방울(50∼100㎕)로 조직을 충분히 덮은 다음 실온의
습상 에서 30∼60분간 반응시킨다.
사. 1X 세척액으로 용액을 교체하면서 3분간 3회 세척하고 슬라이드를 세워 filter paper에
대고 용액을 완전히 제거한다.
아. FA mounting fluid를 2∼4방울 (50∼100㎕)를 떨어뜨리고 커버글라스를 덮은 다음
검경한다.

결과판정
가. 감염세포는 암회색 또는 회녹색 배경하에 밝은 녹색으로 바이러스 감염이 관찰된다.
나. 세포질에서 주로 밝은 형광을 관찰할 수 있으나, 핵에서 형광이 관찰되는 경우도 있다.
다. 1X FITC conjugate에는 대조염색시약이 포함되어 있어 조직 슬라이드의 배경이 적색으로
관찰된다.
라. 정확한 검사를 위해서는 양성대조 조직 슬라이드를 병행하여 검사하면 보다 정확한 판독이
가능하다.

7. 항체검사
ADV 특이 항체 검사를 위한 방법으로 혈청중화시험법과 ELISA법이 사용 되고 있으며, 이
중 ELISA법은 ADV 항체 유무 확인을 위한 Herd 검사용 ELISA 키트와 야외 바이러스감염에
의한 항체만을 검출할 수 있는 감별 진단용 ELISA 키트가 상품화되어 활용되고 있다. 현재
국내에서는 ADV의 방역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ADV의 gI(최근 gE로 명명) 유전자가 결손된
유전자재조합백신의 사용이 허가되어 있으며, 예방접종을 실시하였을 경우에는 기존의
항체진단법(중화시험)으로는 예방접종에 의한 항체와 야외 바이러스의 감염에 의한 항체를
감별할 수가 없으나 IDEXX사 및 SYNBIOTICS사의 감별 ELISA 진단 키트를 이용할 경우에
야외 바이러스감염에 의한 항체를 진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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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Herd 검사용 ELISA
7-1-1. IDEXX사의 PRV/ADV gB Ab Test kit 사용방법
Kit에 포함되어 있는 시약
구분

시 약 류

용량

비 고

1

PRV-antigen coated plate

6개

실온에 정치 후 사용

2

Anti-PRV gB: HRPO Conjugate

60㎖

단백안정제 함유 완충액

3

PRV positive control

7㎖

단백안정제 함유 인산완충액

4

PRV negative control

7㎖

단백안정제 함유 인산완충액

5

Sample diluent

120㎖

단백안정제 함유 인산 완충액

6

Wash concentrate(10×)

235㎖

증류수로 10배 희석하여 사용

7

TMB substrate

60㎖

8

Stop solution

60㎖

추가로 필요한 시약 및 기구
가. 50, 100㎕ 용량에 적합한 multi micropipette 및 tip
나. 실린더(세척액 제조를 위한 500㎖용)
다. 96 well plate ELISA reader
라. 시료 희석을 위한 튜브
마. 멸균 증류수 또는 탈이온수
바. 세척액을 분주하고 흡입할 수 있는 기구 및 진공장치

검사방법
가. 사용 전에 모든 시약들을 실온에 내놓고, 흔들거나 교반하여 혼합시킨다.
나. 항원 코팅 plate 및 검사 sheet에 시료의 위치를 정확히 기록한다.
다. 1:2로 희석한 음성대조(A1, B1) 및 양성대조군(C1, D1) 100㎕를 검사용 plate의 well에
분주한다.
라. 희석(1:2)한 가검혈청 100㎕를 기록된 위치대로 각각 2 well씩 분주한다.
㈜ 기록한 위치대로 다른 plate에서 희석한 다음, 그대로 검사용 plate로 옮기는 것이 좋다.
마. 실온에 60분 동안 반응시킨다.
※ 2℃~8℃에서는 하룻밤(16∼20시간) 반응시킨다.
바. Well당 300㎕의 세척액을 가하여 3∼5회 세척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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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각 세척시 마다 well의 내용액을 완전히 흡입하되, 세척동안이나 conjugate를
첨가하기 전에 plate가 건조해지지 않도록 한다.
㈜ 2. 마지막 세척 후에는 종이타월 위에 plate를 가볍게 두드려 여분의 용액을 완전히
제거한다.
사. Anti-PRV gB HRPO conjugate를 각 well당 100㎕씩 분주한다.
아. 실온에 20분간 배양한다.
자. 세척 : 바)항대로 세척한다.
차. TMB substrate를 각 well당 100㎕씩 분주하고 실온에 15분간 배양한다.
카. 반응정지액을 각 well당 50㎕씩 분주하여 반응을 정지시킨 다음, ELISA 판독기를 이용하여
파장 650㎚에서 빈 well(on-air)의 blank를 설정한 다음, 측정하여 결과를 산출한다.
㈜ 650은 spectrophotometer상 빛의 파장을 의미하며, 이 실험법의 ELISA 결과 판독시
사용되는 파장이다. Spectrophotometer의 종류에 따라 filter를 갈아 끼우거나 컴퓨터
모니터상에서 파장 650㎚를 선택하여 사용한다.

실험결과의 판독
가. 계산 방법

∘ 음성대조군 평균치(NCx)의 산출
NCx

=

A1 A(650) + B1 A(650)
2

∘ 양성대조군 평균치(PCx)의 산출
PCx

=

C1 A(650) + D1 A(650)
2

∘ 시료/음성대조군 비교치 산출
S/N

=

Sample A(650)
NCx

나. S/N치가 0.6 이하인 가검혈청은 PRV 항체 양성으로 판정한다.
※ 가검혈청을 2℃~8℃에서 하룻밤 배양한 경우 0.5 이하인 가검혈청을 PRV 항체 양성으로
판정한다.
다. S/N치가 0.6 이상 0.7 이하인 경우 재검사를 시행 한다. 재검사 결과도 동일할 경우에는
일정기간 후에 시료를 다시 채취하여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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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검혈청을 2℃~8℃에서 하룻밤 배양한 경우 0.5 이상 0.6 이하인 가검혈청을 재검사를
실시한다. 재검사 결과도 동일할 경우에는 일정기간 후에 시료를 다시 채취하여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라. S/N치가 0.7 이상인 가검혈청은 PRV 항체 음성으로 판정한다.
※ 가검혈청을 2℃~8℃에서 하룻밤 배양한 경우 0.6 이상인 가검혈청은 PRV 항체 음성으로
판정한다.
마. NCx값에서 PCx값을 뺏을 때 0.3 보다 값이 커야 한다.

7-2. 감별진단 ELISA
7-2-1. SYNBIOTICS사의 SERELISA PRV gI Ab Mono Blocking kit 사용방법
Kit에 포함되어 있는 시약
표지

시약내용

용 량

비

PRV envelope glycoprotein coated
plate

4 plate

포장 개봉 후 4주 이내 사용할 것

W

Wash solution
(10X concentrated)

SD

Sample diluent

N

Negative control

P

Positive control

CD

Conjugate diluent

CJ

Conjugate Mab
anti-PRVgⅠ/peroxidase

PS

Buffered peroxidase substrate

S

Stop solution

고

증류수로 10배 희석하여 사용하고 희석 후 48
시간 이내 사용

CD로 10배 희석하여 사용하고 희석 후 24시간
이내 사용할 것

추가로 필요한 시약 및 기구
가. 50∼1000㎕ 용량에 적합한 multi micropipette 및 tip
나. 실린더(세척액 제조를 위한 100, 1000㎖용)
다. 플레이트 판독기(파장 450 및 630㎚ 또는 450㎚)
라. 시료 희석을 위한 튜브
마. 멸균 증류수 또는 탈이온수
바. 세척액을 분주하고 흡입할 수 있는 기구 및 진공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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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방법
가. 사용 전에 모든 시약들을 미리 실온에 꺼내 정치하여(1시간), 이상 유무를 확인한다.
침전물이 있을 경우에는 흔들거나 교반하여 혼합 시킨다.
나. 항원 코팅 plate 및 검사 sheet에 시료의 위치를 정확히 기록한다.
다. 양성대조혈청, 음성대조혈청 및 희석(1:2)한 가검혈청 100㎕를 검사용 plate의 well에
첨가한 다음, 흔들어 혼합한다.
㈜ 기록한 위치대로 다른 plate에서 희석한 다음, 그대로 검사용 plate로 옮기는 것이 좋다.
라. 플레이트를 밀봉한 다음, 37℃에서 2시간(또는 5∼3℃에서 하룻밤) 배양한다.
마. Well당 300㎕의 세척액을 가하여 3∼5회 세척한다.
㈜1. 각 세척시 마다 well의 내용액을 완전히 흡입하되, 세척 중이나 conjugate를 첨가하기
전에 plate가 건조해지지 않도록 한다.
㈜2. 마지막 세척 후에는 종이타월 위에 plate를 가볍게 두드려 여분의 용액을 완전히
제거한다.
바. 희석(1:10)한 conjugate 용액를 각 well당 100㎕씩 분주한다.
사. 플레이트를 밀봉한 다음, 37℃에서 1시간 동안 반응시킨다.
아. 세척 : 마)항대로 세척한다.
자. Peroxidase 완충기질액(PBS)를 각 well당 100㎕씩 분주하고 혼합한다.
차. 실온(차광된 상태)에서 30분간 반응시킨다(이 때는 플레이트를 밀봉하지 않아도 된다.).
카. 반응정지액을 각 well당 50㎕씩 분주하고 혼합하여 반응을 정지시킨 다음, spectro
photometer로 흡광도 450㎚과 630㎚ 또는 450㎚에서 판독하여 결과를 산출한다.
㈜ 450㎚ 및 630㎚ 필터가 다 구비되어 있을 때는 2개 파장에서 흡광도를 측정하도록
하고, 단일파장의 경우 450㎚에서 판독한다.

실험결과의 판독
가. 시료와 음성 및 양성 대조혈청의 흡광도(OD) 측정결과를 백분율(%)로 환산하여 판독하는
방법과 판독기준이 되는 백분율에 해당 하는 OD를 미리 산출하여 시료의 OD치와 비교하여
판독하는 방법이 있다.

1) 흡광도 측정 결과의 백분율 환산 방법
% SAMPLE

=

음성대조혈청의 OD 평균치 - 검사시료의 평균 OD치
음성대조혈청의 OD 평균치 - 양성대조혈청의 평균 OD치

- 시료당 2개 well씩 검사하였을 경우는 2개 well의 평균치를 구해 산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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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판정
시 료

음성 판정

의양성 판정

양성 판정

혈청/혈장

% S < 40%

40% ≤ % S < 50%

% S ≥ 50%

2) OD치를 이용한 직접 판독
- 판정기준이 되는 40% 및 50%에 해당하는 OD치를 먼저 산출한 다음, 각 시료의 OD치를
비교하여 판정한다.
※ ODCO40 : 40%에 해당하는 OD치 즉 음성판독 기준치
= 0.60 × 음성 OD 평균치 + 0.40 × 양성 OD 평균치
※ ODCO50 : 50%에 해당하는 OD치 즉 양성판독 기준치
= 0.50 × 음성 OD 평균치 + 0.40 × 양성 OD 평균치
- 결과판정
0
혈청/혈장

ODCO50
양성판정

ODCO40
의양성 판정

음성판정

실험결과의 해석
가. 실험의 유효성 평가

∘ 음성대조혈청에 대한 OD치가 0.500 이상이고, 양성대조혈청의 백분율 환산치가 80%
이상이면 해당 실험결과를 유효한 것으로 판정한다.

나. 실험결과 양성으로 판독된 시료는 오제스키병 바이러스에 감염되었 거나 gI 유전자가
함유된 예방약을 접종한 개체로 판정한다.
다. 실험결과 음성으로 판독된 시료는 오제스키병에 감염되지 않았거나 gI 유전자 결손백신을
접종받은 개체로 판정한다.
라. 의양성으로 판독된 시료는 재검사하여야 하며, 재검사결과도 의양성일 경우에는 동일
동물(개체)에서 시료를 다시 채취하여 검사를 실시한다.
: 모돈이 야외감염항체를 보유하고 있는 농장일 경우 초유를 통해 항체가 전달되기 때문에
해당 농장의 6개월 미만의 돼지에서는 모체이행 항체로 인한 양성반응이 나타날 수 있다.
이러한 모체이행항체의 경우 위양성반응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 명확한 양성반응을 나타내는 개체는 없으나 위양성반응이 소수 검색 되는 농장의 경우는
농장의 역학상황을 확인하여 결과해석에 참고하도록 하고, 동일개체에 대하여 시료를
재채취하여 2차 검사를 실시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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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2. IDEXX사의 Pseudorabies virus gpI(gE) Antibody Test kit 사용방법
Kit에 포함되어 있는 시약들
구분

시 약 류

용 량

1

PRV-coated plate

6개

2

Anti-PRV-gB : HRPO Conjugate

60㎖

3

Porcine negative control

5㎖

4

PRV-gpⅠpositive control

5㎖

5

Sample diluent

120㎖

G

Wash concentrate(10×)

235㎖

H

TMB substrate

60㎖

I

Stop solution

60㎖

비

고

포장개봉 후 4주 이내 사용할 것

증류수로 10배 희석하여 사용

추가로 필요한 시약 및 기구
가. 50∼100㎕ 용량에 적합한 multi micropipette 및 tip
나. 실린더(세척액 제조를 위한 500㎖용)
다. 96-well plate ELISA reader
라. 시료 희석을 위한 튜브
마. 멸균 증류수 또는 탈이온수
바. 세척액을 분주하고 흡입할 수 있는 기구 및 진공장치

검사방법
가. 사용 전에 모든 시약들을 실온에 내놓고, 흔들거나 교반하여 혼합시킨다.
나. 항원 코팅 plate 및 검사 sheet에 시료의 위치를 정확히 기록한다.
다. 1:2로 희석한 음성대조(A1, A2, 및 A3) 및 양성대조군(A4, A5)을 검사용 plate의 well에
분주한다.
라. 희석한 가검혈청(1:2)을 기록된 위치대로 분주한다.
㈜ 기록한 위치대로 다른 plate에서 희석한 다음, 그대로 검사용 plate로 옮기는 것이 좋다.
마. 실온에 1시간(또는 2∼8℃에서 하룻밤) 동안 반응시킨다.
바. Well당 300㎕의 세척액을 가하여 3∼5회 세척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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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각 세척 시마다 well의 내용액을 완전히 흡입하되, 세척 중이나 conjugate를 첨가하기
전에 plate가 건조해지지 않도록 주의한다.
㈜2. 마지막 세척 후에는 종이타월 위에 plate를 가볍게 두드려 여분의 용액을 완전히
제거한다.
사. Anti-PRV-gpI:HRPO conjugate를 각 well당 100㎕씩 분주한다.
아. 실온에 20분간 배양한다. 이 때 TMB substrate를 제조한다.
자. 세척 : 바)항대로 세척한다.
차. TMB substrate를 각 well당 100㎕씩 분주하고 실온에 15분간 반응시킨다.
카. 반응정지액을 각 well당 50㎕씩 분주하여 반응을 정지시킨 다음, ELISA 판독기를 이용하여
파장 650㎚에서 빈 well(on-air)의 blank를 설정한 다음, 측정하여 결과를 산출한다.
㈜ 650은 spectrophotometer상 빛의 파장을 의미하며, 이 실험법의 ELISA 결과 판독시
사용되는 파장이다. Spectrophotometer의 종류에 따라 filter를 갈아 끼우거나 컴퓨터
모니터상에서 파장 650㎚를 선택하여 사용한다.

실험결과의 판독
가. S/N치가 0.60 이하이면, 오제스키병 gpI 항원에 대한 항체 양성으로 판독한다.
나. S/N치가 0.6 이상 0.7 이하이면 가검혈청을 재검사해야 하며, 재검사 결과도 동일할
경우에는 일정기간 후에 시료를 다시 채취하여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다. S/N치가 0.7 이상일 경우에는 오제스키병 gpI항원에 대한 항체 음성으로 판독한다.
㈜ 모든 가검혈청은 이중(시료당 2 well)으로 검사해야 한다.
라. 계산 방법

∘ 음성대조군 평균치(NCx)의 산출
NCx

=

A1 A(650) + A2 A(650) + A3 A(650)
3

∘ 양성대조군 평균치(PCx)의 산출
PCx

=

A4 A(650) + A5 A(650)
2

∘ 시료/음성대조군 비교치 산출
S/N

=

Sample A(650)
N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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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결과의 해석
가. 실험의 유효성 평가

∘‘(음성대조혈청의 OD치 - 양성대조혈청의 OD치)’값이 0.3 이상이면 해당 실험을 유효한
것으로 판정한다.

나. Anti-gpI을 포함하여 오제스키병에 대한 항체가 존재한다는 것은 이전에 오제스키병의
야외독주에 노출되었거나, 기존의 오제스키병 생독 또는 사독백신(국내에서는 현재
유전자결손 백신만 사용되고 있음)을 적용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 기존 진단법(중화시험 등)에 의해 돼지오제스키병 바이러스 항체가 검출되지만, 감별
ELISA 진단법으로는 항체가 검출되지 않을 때는 유전자 결손백신을 적용한 것으로
판정한다.

7-3. 혈청중화시험법(Serum neutralization test, SNT)
검사재료
가. 56℃에서 30분 비동화하여 보체를 파괴한 혈청
나. OIE 국제표준혈청을 이용하여 중화항체역가가 조정된 대조혈청

시약 및 기구
가. 배양세포 : PK-15, SK6 세포 등의 세포주 또는 초대 및 2대 배양세포 등을 이용하며, 1주
2회(3∼4일) 간격으로 트립신용액 (Trypsin EDTA 0.25%)을 이용하여 세포를 소화시켜
1:3 또는 1:5 비율로 증식시키며 유지한다.
나. 세포배양배지(희석액) : 세포주에 따라 다르나 PK-15 세포인 경우 10% 우태아 혈청(FBS)
및 항생제가 첨가된 α-minimal essential medium(α-MEM)을 사용한다.
다. 세척액 : Calcium-Magnesium free PBS(CMF-PBS)
{NaCl 8.0g, KCl 0.2g, Na2HPO4 1.15g, KH2PO4 0.2g를 혼합한 후 증류수가 1000㎖가
되도록 맞춘 다음 고압멸균(121℃, 15분)하여 보관한다}
라. 항원 : 양산주(YS주)를 접종하여 세포주에서 75% 이상 세포변성효과(CPE)를 나타냈을
때 동결․융해․원심분리한 상층액을 Reed & Muench 또는 Kä rber 등의 방법을 이용하여
역가를 측정하고 -70℃ 이하에 1㎖씩 분주 보관한 바이러스액을 사용한다.
마. 세포배양용 96 well pl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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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방법
가. 세포배양용 96 well plate에 실험종류, 날짜, 실험자 그리고 각 혈청번호 및 대조표시(Back
titration, 대조혈청, 세포대조군 등) 등을 표시한다.
나. 모든 well에 무혈청배지(항생제가 포함된 α-MEM)를 50㎕씩 분주한다.
다. plate의 첫 번째 3개의 well(3 반복시험기준, 상황에 따라 2 반복시험도 가능하나 3 반복이
추천됨)에 50㎕의 비동화 검사혈청을 넣는다.
라. multichannel 피펫을 이용하여 보통 8열 (1/256희석)까지 50㎕씩 2진 희석하고 마지막
well의 50㎕는 버린다.
마. stock 바이러스를 α-MEM으로 100TCID50/50㎕ (또는 2×103 TCID50/㎖) 되게 희석하고
50㎕씩 넣는다.
바. 매 실험당 대조군은 아래와 같이 둔다.
1) 바이러스 대조군(Back titration) :
실험에 공시된 바이러스 양의 정확성을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희석된 바이러스액
(100TCID50/50㎕)을

원액으로

1/1(100TCID50/50㎕),

1/10(10TCID50/50㎕),

1/100(1TCID50/50㎕), 1/1,000(0.1TCID50/50㎕)으로 희석하여 희석배수별로 5well 이상
50㎕씩 넣어 준다 (결국, 100㎕/well →바이러스 희석액 50㎕ + 무혈청배지 50㎕).
2) 세포대조군 : 세포 오염여부의 판단, 적정한 세포수의 여부 및 정상 증식능 확인 등을
목적으로 세포만 넣어준다.
3) 혈청대조군 : 원래의 목적은 가검혈청의 세포독성 등의 확인을 위한 것으로 바이러스 액을
제외한 가검 혈청희석액과 세포만을 넣는 대조군이나 생략하는 경우도 많다.
4) 양성 및 음성혈청 대조군 : 양성대조혈청은 OIE 국제표준혈청 등을 이용하여 역가를
비교․조정한 양성혈청을 사용하며, 음성혈청도 확인된 것을 사용한다.
사. 10% FBS가 첨가된 배지에 PK-15 세포주 등을 2.5×104cells/100㎕되게 희석하고 100㎕씩
well에 분주한다.
아. 37℃ CO2 세포배양기에서 3∼4일간 배양한 다음 결과를 판독한다.

판정기준
가. 중화항체는 모든 희석배수의 well에서 50% 이상 CPE가 억제되었을 때 양성으로 판정하며
역가는 최고 희석 배수의 역수를 중화항체가로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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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가. 결과 판독시 각 대조군은 아래의 조건을 만족시켜야만 실험이 정확성을 보장할 수 있다.
1) 바이러스 대조군 : 바이러스 역가가 30∼300TCID50/50㎕이어야 한다.
2) 세포대조군 : 세포의 증식, 상태 등이 정상적이어야 한다.
3) 혈청대조군 : 세포에 대한 독성을 확인하고 이를 세포변성효과(CPE) 판독 시 고려한다.
나. 어떤 희석배수(1/2)에서라도 중화가 된다면 양성으로 판정하나 만약 가검 혈청 원액에서만
중화될 경우는 ELISA 등 다른 검사법을 활용하여 확인 하거나 해당 가검혈청 채혈시기
보다 최소 8일 이후에 다시 채혈한 혈청으로 재시험(중화시험)을 수행하여 확인해야 한다.

8. 감별진단
가. 돼지열병
나. 돼지일본뇌염
다. 전염성위장염(TGE)
라. 돼지파보바이러스감염증
마. 아프리카 돼지열병
바. 흉막폐렴
사. 글래서씨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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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3

돼지일본뇌염(Japanese Encephalitis)

역학조사

임상검사

부 검

병리조직검사

항체검사*

PCR

(+)

(-)

(+)

(-)

양성

음성

양성

음성

* 항체검사 : 태아 흉수의 항체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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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역학상황
가. 원인 : Japanese encephalitis virus(JEV)
나. 모돈은 임신 중 증상이 없음
다. 유산한 모돈의 돼지파보바이러스와 돼지일본뇌염 예방접종상황 조사
라. 주변지역의 유사질병 발생 실태조사
마. 양돈장 주변의 작은 붉은 집모기 존재 여부
바. 8~11월경에 유산 다발

2. 임상증상
가. 분만된 자돈이 신경증상(진전, 경련, 선회운동, 마비)을 나타낸 후 바로 폐사
나. 백자․흑자․미이라 등의 사산태자

3. 병리해부검사
가. 사산태자의 뇌실에 장액이 저류
나. 사산태자의 피하 출혈, 혈액양 수종액 침윤
다. 감염태자에 뇌수두증이 보이는 예도 있음
라 모돈은 특이 소견 없음

유사산 태자

감염태자의 무뇌수두증

4. 병리조직검사
가. 태아의 비화농성 뇌염: 신경세포의 변성․미만성 증식․결절 형성, 림프구․형질세포 등의
위관성 세포침윤, 때때로 뇌막염 동반
나. 태아의 소뇌․연수․척수 발육부전을 동반한 뇌수두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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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화농성 뇌염

5. 원인체 분리검사
분리재료
유산태아 및 혈장

세포주
African green monkey kidney cell(Vero세포), Baby hamster kidney cell, MDBK cell
line, mosquito cell line 등

바이러스 분리 방법
가. 감염시료를 FBS가 첨가되지 않은 MEM 배지을 이용하여 10% 유제액을 만들어 세포에
접종하며, 세포유지는 3∼5% FBS가 첨가된 MEM 배지를 이용한다.
나. CPE가 나타날 때까지 5∼6일간 배양하며, CPE가 보이지 않을 경우 계대 배양한다.

동정 및 확인 방법
가. 접종 후 전형적인 CPE를 확인한다.

<Vero 세포에서의 JEV의 CPE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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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일부 세포에서 CPE가 나타났을 때 아세톤을 이용하여 고정하고, 돼지일본뇌염바이러스
(JEV) 특이 단클론항체를 이용한 형광염색(FA)으로 바이러스 분리여부를 확인한다.

6. 항원검사
6-1. 유전자 검사(RT-PCR)
RT-PCR

방법을

이용하여

JEV

유전자

증폭을

통해

진단이

가능하며

현재

돼지뇌심근염바이러스(EMCV)와 함께 동시에 진단이 가능하다.

개요
JEV 유전자를 증폭하기 위한 유전자 검사법은 EMCV와 함께 abortion multiplex RT-PCR
키트를 이용하여 동시에 진단이 가능하다.

검사시료
가. 검사용 시료의 준비
1) 임신 70일령 이하의 유산태아(체장 16cm 미만)의 흉수, 체액 또는 폐, 편도, 비장, 림프절
등의 조직을 1g 절개하여 항생제가 첨가된 배지를 이용 하여 10% 유제액으로 만든 후,
그 원심 상청액 300㎕를 취하여 사용한다.
2) 대부분 임신중기(70∼75일 이후) 유산태아는 그 원인 바이러스에 대한 항체가 생성되어
검사 효율이 떨어지므로, 임신 초기(70일 이전)의 유산 태아인 경우 주로 사용한다.
나. 바이러스 유전자의 추출
1) 시중에 판매중인 RNA 추출 키트를 이용하여 시료의 종류에 적합하게 RNA를 추출하며,
조직시료의 경우 10% 유제액을 이용하여 추출한다.
2) 추출한 유전자 5㎕를 RT-PCR 검사에 사용한다.

RT-PCR에 사용되는 프라이머 정보
질병명
JEV

EMCV

목적 유전자
E
NS1
3D

프라이머 염기서열(5ʹ→3ʹ)
GTTGCGAGCCTCAATGACATGACC
CGGGATCCTTAAGCATGCACATTGGTCGC
GGTGAGAGCAAGCCTCGCAAAGACAG
CCCTACCTCACGGAATGGGGCAAAG

(주) 프라이머 시퀀스는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실험시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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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방법
가. Multiplex RT-PCR(20㎕)에 추출한 유전자를 5㎕ 넣고 아래의 PCR program과 같이
RT-PCR을 실시한다.
<PCR program>
Step

RT-PCR Cycle
Temp.

Time

Cycle

cDNA synthesis

50℃

30 min

1 cycle

Initial inactivation

95℃

15 min

1 cycle

Denaturation

94℃

45 sec

Annealing

55℃

30 sec

Extension

72℃

45 sec

Final Extension

72℃

10 min

35 cycles

1 cycle

나. PCR검사의 유효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DNA control을 사용하는 경우 DNA control 5㎕를
첨가하고 PCR한다. 이때 positive DNA는 시료에 오염되기 쉬우므로 가장 마지막에
첨가하고,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filter tip을 사용한다. 또한 유전자증폭이 완료된 후
전기영동 시에도 가장 마지막에 다루는 것이 좋다.
다. PCR cycle이 종료되면 PCR product 10㎕를 EtBr이 첨가된 1.5% agarose gel에서 통상적인
방법으로 전기영동하고 특이유전자의 존재여부를 확인 한다. 이때 특이유전자 분획이 너무
많은 경우 시료를 줄여서 전기영동하면 선명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

결과 판정
가. DNA control의 결과를 기준으로 특이유전자 분획이 검출되면 양성으로 판정한다. JEV인
경우 480bp를, EMCV인 경우 286bp를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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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ultiplex RT-PCR Premix(JEV/EMCV)

M : Size Marker
Lane 1 : EMCV 단독감염(286bp)
Lane2 : JEV 단독감염(480bp)
Lane3 : JEV, EMCV 중복감염
Lane4 : Negative control
Lane5 : Positive control
<JEV/EMCV RT-PCR 결과>

7. 항체검사
7-1. 혈구응집억제반응법(Haemagglutination-inhibition test, HI test)
개요
JEV를 마우스 뇌 내에 접종 후 감염뇌조직을 유제액으로 만든 항원을 사용 하여 JEV
감염이나 백신접종에 따른 혈중 항체를 검출하기 위한 검사법이다.

진단액의 구성
가. JEV HI Antigen(Lyophilized)

1㎖

나. JEV positive control(PC)

1㎖

다. JEV negative control(NC)

1㎖

라. RBC Washing Buffer

100㎖

마. RBC Dilution Buffer

100㎖

바. Dilution Buffer

100㎖

사. Sample Treatment Buffer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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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한 시약
가. Alsever's solution
Glucose

2.05g

Sodium citrate

0.80g

Sodium chloride
D.W. to

0.42g
100㎖

제조 후 0.45㎛에서 필터 후 냉장보관 하면서 사용한다.
나. 거위 혈구(수컷)
1) 10 ㎖ 주사기에 alsever’s solution 5㎖를 넣고 거위 혈구 5㎖를 채혈한다.
2) 거위 혈액을 원심분리용 튜브에 넣고 500 x g에서 10분 동안 원심 분리 하여 혈구를
침전시킨 후 피펫으로 백혈구 층을 포함한 적혈구 상부층 용액을 제거한다.
3) 적혈구 용량의 2∼3배 RBC washing buffer를 채우고 2번 과정을 3회 반복하여 packed
RBC를 준비한다.
4) 준비된 Packed RBC 1㎖에 13.3ml의 RBC washing buffer를 첨가하여 표준화 RBC를
제작한다.
5) 표준화 RBC는 사용 전에 RBC Dilution Buffer로 1:24로 희석하여 사용한다.
다. 25% Kaolin solution
Sample treatment buffer에 acid washed Kaolin을 25%가 되도록 첨가하여 용액을
제조한다.
라. U-bottom microplate
마. JEV HI 항원은 8HA Unit으로 희석하여 사용한다.
바. 항원의 역가가 512 HA Unit인 경우 항원 0.1㎖에 dilution buffer 6.4㎖를 첨가하여 64배
희석하여 사용한다.

시료의 처리
가. 시료를 56℃ 항온수조에서 30분간 처리하여 비동화를 실시한다.
나. 비동화한 시료 100㎕에 sample treatment buffer 400㎕를 첨가한 후 혼합 한다.
다. 5배 희석된 시료에 동량의 25% Kaolin용액 500㎕를 첨가하고, 실온에서 5분 간격으로
흔들어 주면서 30분 동안 반응(비특이반응 제거)시킨다.
라. 8,000rpm에서 5분 원심 한 후에 상층액을 새 튜브로 옮기고 세척한 Packed 거위 적혈구를
1/50volume(20㎕)으로 각 튜브에 첨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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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실온에서 5분 간격으로 흔들어 주면서 1시간 동안 배양하고 8,000rpm에서 5분간 원심
분리하여 상층액을 HI검사에 사용한다(최종희석배수 1/10).
바. 임신 70일령 이상의 유산태아(체장 16㎝ 이상)는 흉수나 복수를 채취하여 시료 전처리
후 검사시료로 사용할 수 있다.
사. 태아가 동결되었거나 체액을 채취하기 어려울 때는 비닐통에 태아를 넣고 4℃에 하룻밤
두어 생긴 삼출액을 채취하여 시료 전처리 후 HI 검사에 사용할 수 있다.

검사방법
<혈구응집반응(HA test)>
가. Dilution buffer 50㎕를 모든 well(U bottom microplate)에 첨가한다.
나. JEV HI 항원 50㎕를 첫 번째 well에 첨가한 후 이진 희석하고 마지막 희석액 50㎕는 버린다.
이때 바이러스 대조와 RBC 대조도 설정한다.
다. 플레이트의 각 Well에 1:24로 희석된 RBC 50㎕를 첨가한다. 플레이트 1장당 적혈구 5
㎖이 필요하다.
라. 플레이트를 진탕하여 잘 혼합한 후 37℃에서 30분간 배양하고 결과를 판독한다.
마. HA역가는 혈구응집이 일어난 마지막 희석배수의 역수를 계산하여 산출한다.
바. JEV HI 항원은 8HA Unit으로 희석하여 HI 검사에 사용한다.

<혈구응집억제반응(HI test)>
가. U bottom microplate에 dilution buffer 25㎕를 두 번째부터 12번째 well까지 첨가한다.
나. 전 처리된 시료를 첫 번째 well에 50㎕ 첨가한 후 11번째 well까지 25㎕씩 넘기면서 2진
계단희석 한다. 이때 시료의 비특이 반응을 확인하기 위하여 12번째 well에 전 처리된 시료
50㎕를 첨가한다.
다. 8HA Unit으로 희석된 JEV HI항원을 첫 번째 부터 11번째 well까지 25㎕씩 첨가하고
밀봉하여 37℃에서 2시간 동안 배양한다.
라. 1:24로 희석된 거위 적혈구 50㎕을 각 well에 첨가하고 37℃에서 30분간 반응시킨 후
판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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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 모식도>

마. 판정
1) 양성대조의 HI는 40배 이상이고 음성대조는 10배 미만으로 판독되어야 한다.
2) 혈청 대조와 적혈구 대조에서는 비특이 혈구 응집반응이 없어야 한다.
3) 혈구응집이 억제된 마지막 희석배수를 가검시료의 HI 역가로 계산한다. 최초 희석배수가
1/10이므로 역가는 10배부터 시작하여 산출한다.
4) 판독 결과 HI 10배 이상이면 항체 양성으로 판정한다. 모돈에서 640배 이상의 경우
야외감염으로 판단할 수 있다.
5) 돼지의 감염성 번식장애 진단 시 임신 70일령 이전(태아의 crown-rump의 길이가 16cm
이하) 태아는 항체 형성능이 없기 때문에 항원검출 또는 원인체 분리를 실시하여야 하며
임신 70일령 이후(17cm 이상)는 태아의 혈청, 복수 등을 이용한 항체검출을 실시하여야
한다.

8. 감별진단
가. 돼지뇌심근염바이러스감염증
나. 돼지파보바이러스감염증
다. 돼지오제스키병
라. 브루셀라병
마. 톡소플라즈마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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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4

돼지전염성위장염(Transmissible Gastroenteritis)

역학조사

임상검사

병리해부검사

병리조직검사

형광항체법

PCR

(+)

(-)

(+)*

(-)

양성

음성

양성

음성

* 병리 해부 및 조직 검사와 종합하여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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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역학상황
가. 원인 : Transmissible gastroenteritis virus(TGEV)
나. 전파가 빠름
다. 1주령 이하에서 발생률과 폐사율 높음
라. 겨울철에 많이 발생
마. 구입한 돼지 또는 구입한 돼지와 접촉한 예방주사하지 않은 모돈의 새끼돼지에서 발생
바. 주변지역의 질병 발생실태 조사
사. 2주미만의 포유자돈에서 폐사율이 높음
아. 모돈의 예방접종 실시여부

2. 임상증상
가. 수양성의 심한 설사와 탈수증
나. 설사변 내에 소화되지 않은 우유 존재
다. 구토
라. 심한 체중감소
마. 모돈의 체온상승, 무유증, 구토, 식욕부진, 설사

3. 병리해부검사
가. 소장은 황색 또는 황록색의 수양성 내용물로 충만하며 소장벽은 융모의 위축으로 얇아짐
나. 위장에는 소화되지 않은 우유 응괴가 남아 있음
다. 경우에 따라 신장의 신우부위에 황색조의 과립물질 존재

소장, 장벽이 얇아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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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병리조직검사
가. 장융모의 위축과 장상피세포의 편평상피화, 괴사, 탈락
나. 카탈성 장염
다. 위 점막 상피의 변성
라. 신장의 곡세뇨관 상피세포의 변성

5. 원인체분리검사
분리재료
설사 분변 및 감염된 돼지의 소장

세포주
Swine testicle cell(ST세포), porcine kidney(PK) cell line 등

바이러스 분리 방법
가. 변 및 조직을 10% 유제액(minimum essential medium 이용)을 만들어 ST 세포에 접종하며,
세포유지는 5% FBS가 첨가된 MEM 배지를 이용한다.
나. 세포변성효과(Cytopathic effect : CPE)가 나타날 때까지 5∼6일간 배양하며, CPE가
보이지 않을 경우 계대배양을 실시한다.

<ST 세포에서의 CPE 사진>

동정 및 확인 방법
가. 접종 후 특이 CPE를 확인한다.
나. 일부 세포에서 CPE가 나타났을 때 아세톤을 이용하여 고정하고, TGEV 특이 단클론항체를
이용한 FA, 특이 프라이머를 이용한 PCR 또는 전자현미경 관찰을 통해 바이러스
분리여부를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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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항원검사
6-1. 유전자 검사(RT-PCR)
TGEV 및 PEDV 동시에 진단이 가능한 RT-PCR을 이용하여 검사하며, PEDV RT-PCR
검사법을 참고하여 검사를 실시한다.

6-2. 형광항체검사(Fluorescent antibody test, FAT)
조직절편을 통한 조직(소장)내 TGEV 증명은 돼지 TGEV 검사용 단클론항체를 이용한
형광항체법으로 확인이 가능하다.

개요
TGEV에 특이적으로 반응하는 단클론성항체 생산 잡종 세포(hybridoma)를 증식시켜 만든
단클론성항체이며 TGEV 검사에 사용한다.

진단액의 구성
가. 1X Anti-TGEV MAb

8㎖

나. 1X FITC Anti-Mouse Conjugate

8㎖

다. 10X Washing Solution
라. FA Mounting Fluid

100㎖
3㎖

필요한 시약 및 기구
가. Slide glass 및 cover slip
나. 동결절편기 또는 조직절편기
다. FA microscope(FITC용)

시료의 처리
가. 시료채취
신선한 돼지 소장조직을 사용한다. 형광항체 검사에 사용할 조직은 부검 후 최대한 빨리
채취한 신선한 상태의 조직이 좋다.
나. 동결절편
채취된 조직은 틀(mold)에서 OCT compound(freezing medium)로 덮어 -20℃에서
신속히 동결시킨 후 조직표본 제작에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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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결절편 시에는 -10∼-15℃의 온도에서 두께는 4∼6um의 절편을 제작 하면 FA 검사에
사용하기 가장 적합하나 실험실의 조건에 따라 조정하여 제작한다.
다. 건조 및 고정
실온에서 5분 정도 두어 슬라이드 상의 조직을 건조시키고, 냉장고에 보관한 아세톤으로
실온에서 5∼10분 동안 고정한 후 세척액으로 5분간 3회 세척한다.

사용방법
가. 검사에 사용할 조직 슬라이드를 미리 준비한다.
나. Anti-TGEV MAb를 2∼4방울(50∼100㎕)로 조직절편에 완전히 덮이도록 첨가한다.
다. 실온의 습상에서 30∼60분간 반응시킨다.
라. 슬라이드의 용액을 버리고, 슬라이드를 세로로 세워 필터페이퍼를 사용하여 용액을 완전히
제거한다. 이때 슬라이드가 건조되지 않도록 유의한다.
마. 충분한 양의 1X 세척액으로 3분간 세척액을 교체하면서 3회 세척한다.
바. FITC anti-mouse conjugate를 2∼4방울(50∼100㎕)로 조직을 충분히 덮은 다음 실온의
습상에서 30∼60분간 반응시킨다.
사. 1X 세척액으로 용액을 교체하면서 3분간 3회 세척하고 슬라이드를 세워 filter paper에
대고 용액을 완전히 제거한다.
아. FA Mounting fluid를 Cover slip의 크기에 맞게 2∼4방울(50∼100㎕)를 떨어뜨리고
커버글라스를 덮은 다음 검경한다.

결과판정
가. 감염세포는 소장의 융모상피세포에서 암회색 또는 회녹색 배경 하에 밝은 녹색의 특이
형광반응이 관찰된다.
나. 배경조직 색이나 강도는 검체의 형태나 상태에 따라 다양하며, 회색, 녹색, 황색, 오렌지색,
적색 및 갈색으로 관찰되지만 밝은 녹색의 양성반응과는 쉽게 구별된다.
다. 정확한 검사를 위해서는 양성대조 조직 슬라이드를 병행하여 검사하면 보다 정확한 판독이
가능하다.

7. 항체검사
돼지 전염성위장염 항체 측정은 주로 혈청중화시험법이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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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혈청중화시험(Serum neutralization test)
검사재료
가. 혈액채취 : 일반적인 혈액 채취튜브(항응고제 무첨가)에 혈액시료를 채취한다.
나. 수송시 유의사항
1) 수송 전에 혈괴를 제거하고 혈청을 분리하는 것이 좋다.
2) 24시간 이상 수송해야 한다면 수송 전에 동결해야 한다.
다. 검사소요량 : 검사를 위해서는 최소 0.5㎖의 혈청이 필요하다.
라. 혈청의 비동화 : 검사 혈청은 56℃ 항온수조에서 30분간 비동화시킨다.

시약 및 기구
가. 세포배양배지(희석액) : α-Minimum Essential Medium에 antibiotic sol.첨가
나. 세척액 : Calcium-Magnesium free PBS(CMF-PBS)
NaCl 8.0g, KCl 0.2g, Na2HPO4 1.15g, KH2PO4 0.2g를 혼합한 후 증류수가 1000㎖가
되도록 맞춘 다음 고압멸균(121℃, 15분)하여 보관한다.
다. 항원 : TGE virus stock(백신주)
라. 배양세포 : Swine testicle cell(ST세포)
마. 소 태아혈청 : Fetal bovine serum(FBS)
바. 세포배양용 96 well plate

검사방법
가. 검사 sheet 및 세포배양 plate에 virus명, plate number, 날짜, 실험하는 사람의 이름 등을
기록한다.
나. Microplate 첫 번째 well에 50㎕의 검사 혈청을 3 well씩 넣는다. 단, 이미 역가를 알고
있는 양성 혈청 및 음성혈청을 대조혈청으로 둔다.
다. 모든 well에 α-MEM 배양액(혈청 비포함)을 50㎕씩 분주한다.
라. 첫 well부터 50㎕씩 2진 희석한다.
마. stock virus를 α-MEM 배양액으로 200TCID50/50㎕되게 희석한다. :
각 검사 혈청당 2줄의 well에 희석된 TGE virus를 50㎕씩 가하고, 나머지 1줄의 well에는
virus대신에 α-MEM를 50㎕씩 가한다.
바. 희석된 virus를 3단계 10진 희석하여 Back titration을 실시한 다음, 37℃ CO2 incubator
(습상으로)에서 1시간 반응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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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사. 10% FBS가 첨가된 배양배지에 ST세포를 2×10 cells/100㎕정도 되도록 현탁하여
microplate 모든 well에 100㎕씩 넣는다.
아. 37℃ CO2 incubator(습상으로)에서 5∼7일간 배양한 다음, CPE를 관찰한 후 기록한다.

판정기준
가. Virus가 첨가된 2줄의 well에서 CPE가 100% 저해되고 해당 well의 monolayer가
형태적으로 대조군의 well과 비교하여 거의 일치할 때 : 해당되는 well의 최고 혈청
희석배수의 역수를 중화항체가로 표시
나. Virus가 첨가되지 않은 대조군 well의 monolayer가 파괴되어 있을 때 : 해당 희석배율에서
독성반응이 있다(비동화를 하지 않은 혈청도 세포독성이 있다).

바이러스 항원(PEDV)의 준비 및 TCID50의 측정
가. 바이러스 배양
2

1) 바이러스를 배양하기 위해서는 ST 세포가 80∼90% monolayer(75cm )된 상태에서
stock 바이러스를 100∼1000배 희석하여 5 ㎖를 접종한다.
2) 접종액이 흡착될 수 있도록 가끔 흔들어 주면서 37℃에 60∼90 분간 흡착시킨다.
3) 접종액을 버린 다음, 5% FBS 함유 배지 30 ㎖를 넣어준다.
4) 매일 CPE를 관찰하여 세포 monolayer의 70∼90%가 CPE를 보일 때(대개 5일), 냉동고
(-70℃)에서 얼린후 3회 동결 융해시킨다.
5) 동결융해한 바이러스를 3,000rpm, 10분간 원심하여 1㎖ 분주하여 -70℃에 보관한다.
나. 바이러스 역가 측정
-7
1) 튜브를 사용하여 희석배지로 stock virus를 10배수 희석한다 (대개 10 까지 희석).

2) 각 virus 희석배수마다 8개의 well에 각각 100㎕씩 접종한다.
3) 약 2×105cells/100㎕로 부유된 세포를 100㎕씩 첨가한다.
4) 3∼7일간 배양한 다음 CPE를 관찰한다.
5) Karber method로 TCID50를 계산한다.
다. Back titration
1) 역가가 측정된 virus를 기준으로 200TCID50/50㎕가 되게 virus를 희석한다.
2) 3개의 튜브에 4.5㎖의 희석액(혈청 비포함 MEM)을 가한다.
3) 희석한 virus 현탁액을 첫 번째 튜브에 0.5㎖ 가한다.
4) 잘 혼합한 다음, 0.5㎖을 덜어내어 두 번째 튜브로 옮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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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용한 피펫은 버린다.
5) 4)와 같은 방법으로 세 번째 튜브에 희석을 실시한다.
6) Back titration용 플레이트에 표시를 한 다음, 각 희석배수별로 4 well씩 또는 8 well씩
희석된 virus를 50㎕씩 분주하고, 배지를 전체 well에 50㎕씩 분주한다.
7) virus의 역가는 200TCID50/50㎕이나 back titration의 결과가 50∼200TCID50/50㎕이면
실험 결과에 신뢰성을 부여할 수 있다.

8. 감별진단
가. 돼지열병
나. 돼지오제스키병
다. 로타바이러스감염증
라. 돼지대장균성설사증
마. 돼지적리
바. 살모넬라병
사. 장독혈증
아. 돼지유행성설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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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5

돼지유행성설사(Porcine Epidemic Diarrhea)

역학조사

임상검사

병리해부검사

병리조직검사

형광항체법

PCR

(+)

(-)

(+)*

(-)

양성

음성

양성

음성

* 병리 해부 및 조직 검사와 종합하여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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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역학상황
가. 원인 : Porcine epidemic diarrhea virus(PEDV)
나. 연령에 관계 없이 발생하고 이병률이 100%임
다. 2주령 미만 신생자돈의 폐사율이 TGE보다 낮고 비육돈 및 성돈에서의 발병은 TGE보다 흔함
라. 연중 발병하나 겨울철에 많이 발생
마. 구입한 돼지 또는 구입한 돼지와 접촉한 예방접종을 실시하지 않은 모돈의 새끼 돼지에서
발생
바. 주변지역의 질병 발생실태 조사
사. 모돈의 예방접종 실시 여부

2. 임상증상
가. 수양성의 심한 설사와 탈수증
나. 구토
다. 식욕부진, 의기소침
라. 모돈의 비유저하

3. 병리해부검사
가. 소장에 노란색의 액체가 차 있고 소장벽은 융모의 위축으로 얇아짐
나. 위장에는 소화되지 않은 우유응괴가 남아 있음
다. 경우에 따라 신장의 신우부위에 황색조의 과립물질 존재

소장, 장벽이 얇아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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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병리조직검사
가. 소장의 융모의 위축과 상피세포의 편평화, 탈락 및 공포변성

소장, 융모가 낮아져 있고, 장상피세포의
세포질내에 공포가 보인다

5. 원인체분리검사
분리재료
설사 분변 및 감염된 돼지의 소장

세포주
African green monkey kidney cell(Vero세포)

바이러스 분리 방법
가. 분변 및 조직을 FBS가 첨가되지 않은 MEM 배지을 이용하여 10% 유제액을 만들어 세포에
접종하며, 접종 후 세포유지는 2㎍ trypsin이 첨가된 MEM 배지를 이용한다.
나. CPE가 나타날 때까지 5∼6일간 배양하며, CPE가 보이지 않을 경우 계대 배양한다.
※ 백신주를 제외한 야외 PEDV의 분리는 매우 어렵다.

동정 및 확인 방법
가. 접종 후 특이 CPE를 확인한다.

<Vero 세포에서의 CPE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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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일부 세포에서 CPE가 나타났을 때 아세톤을 이용하여 고정하고, 돼지유행성설사
바이러스(PEDV) 특이 단클론항체를 이용한 형광염색(FA)으로 바이러스 분리여부를
확인한다.

6. 항원검사
6-1. 유전자 검사(RT-PCR)
개요
PEDV는 전자현미경법, 형광항체법, 바이러스 분리법 및 RT-PCR법을 이용하여 검출하고
있으며, 이 중 RT-PCR법이 짧은 시간 내에 검출이 가능하여 많이 사용되고 있다. 특히
국내에서는 PEDV와 돼지전염성위장염 바이러스(TGEV)를 동시에 검출할 수 있는 키트를
이용하여 신속하게 검출할 수 있다.

검사시료
가. 검사용 시료의 준비
1) PEDV/TGEV 감염 의심돈에서 분변(혹은 장 조직)을 채취하여 PBS에 5%(W/V)
부유액(혹은 유제액)을 만든다.
2) 5% 부유액(혹은 유제액)을 3,000rpm에서 10분간 원심 분리한 후 상층액을 채취하여
실험에 사용한다.
나. 바이러스 유전자의 추출
1) 시중에 판매 중인 RNA 추출 키트를 이용하여 시료의 종류에 적합하게 RNA를 추출하며,
조직시료의 경우 10% 유제액을 이용하여 추출한다.
2) 추출한 유전자 5㎕를 RT-PCR 검사에 사용한다.

검사방법
가. PEDV/TGEV RT-PCR PreMix tube에 PEDV/TGEV Detection Solution 10㎕, DEPC water
7㎕ 및 RNA template 3㎕를 넣는다.
나. 아래의 PCR program과 같이 RT-PCR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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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R program>
Step

RT-PCR Cycle
Temp.

Time

Cycle

cDNA synthesis

45℃

30 min

1 cycle

Initial inactivation

94℃

5 min

1 cycle

Denaturation

94℃

20 sec

Annealing

55℃

30 sec

Extension

72℃

50 sec

Final Extension

72℃

5 min

40 cycles

1 cycle

다. PCR cycle이 종료되면 PCR product 5㎕를 EtBr이 첨가된 1.5% agarose gel에서 통상적인
방법으로 전기영동하고 특이유전자의 존재여부를 확인한다. 이때 특이유전자 분획이 너무
많은 경우 시료를 줄여서 전기영동하면 선명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

검사방법
전기영동 후 PEDV인 경우 525bp를, TGEV인 경우 755bp를 확인할 수 있다. 만약, PEDV와
TGEV가 동시에 감염 되었을 경우에는 525bp와 755bp 두 개의 밴드가 검출된다.

<PEDV/TGEV RT-PCR 결과>

6-2. 형광항체검사(Fluorescent antibody test, FAT)
개요
PEDV에 특이적으로 반응하는 단클론항체를 바이러스 감염 조직 및 감염 세포에 적용하여
특이 형광을 확인함으로써 돼지유행성설사 바이러스 검사에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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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액의 구성
가. 1X Anti-PEDV MAb

8㎖

나. 1X FITC Anti-Mouse Conjugate

8㎖

다. 10X Washing Solution
라. FA Mounting Fluid

100㎖
3㎖

필요한 시약 및 기구
가. Slide glass 및 cover slip
나. 동결절편기 또는 조직절편기
다. FA microscope(FITC용)

시료의 처리
가. 시료채취
신선한 돼지 소장조직을 사용한다. 형광항체 검사에 사용할 조직은 부검 후 최대한 빨리
채취한 신선한 상태의 조직이 좋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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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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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방법
가. 검사에 사용할 조직 슬라이드를 미리 준비한다.
나. Anti-PEDV MAb를 2∼4방울(50∼100㎕)로 조직절편에 완전히 덮이도록 첨가한다.
다. 실온의 습상에서 30∼60분간 반응시킨다.
라. 슬라이드의 용액을 버리고, 슬라이드를 세로로 세워 필터페이퍼를 사용하여 용액을 완전히
제거한다. 이때 슬라이드가 건조되지 않도록 유의한다.
마. 충분한 양의 1X 세척액으로 3분간 세척액을 교체하면서 3회 세척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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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FITC anti-mouse conjugate를 2∼4방울(50∼100㎕)로 조직을 충분히 덮은 다음 실온의
습상에서 30∼60분간 반응시킨다.
사. 1X 세척액으로 용액을 교체하면서 3분간 3회 세척하고 슬라이드를 세워 filter paper에
대고 용액을 완전히 제거한다.
아. FA mounting fluid를 Cover slip의 크기에 맞게 2∼4방울(50∼100㎕)를 떨어뜨리고
커버글라스를 덮은 다음 검경한다.

결과판정
가. 감염세포는 소장의 융모상피세포에서 암회색 또는 회녹색 배경하에 밝은 녹색의 특이
형광반응이 관찰된다.
나. 배경 조직 색이나 강도는 검체의 형태나 상태에 따라 다양하며, 회색, 녹색, 황색, 오렌지색,
적색 및 갈색으로 관찰되지만 밝은 녹색의 양성반응과는 쉽게 구별된다.
다. 정확한 검사를 위해서는 양성대조 조직 슬라이드를 병행하여 검사하면 보다 정확한 판독이
가능하다.

소장, 융모상피 세포의 세포질에서 양성반응을 보인다.

7. 항체검사
7-1. 혈청중화시험법(Serum neutralization test, SNT)
개요
혈청중화시험법은 항체 유무는 물론 중화 항체역가를 측정할 수 있어 돼지유행성설사 항체
검출시 주로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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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재료
가. 혈액채취 : 일반적인 혈액 채취튜브(항응고제 무첨가)에 혈액시료를 채취 한다.
나. 수송시 유의사항 : 수송 전에 혈괴를 제거하고 혈청을 분리하는 것이 좋으며, 24시간 이상
수송해야 한다면 수송 전에 동결해야 한다.
다. 검사소요량 : 검사를 위해서는 최소 0.5㎖의 혈청이 필요하다.
라. 혈청의 비동화 : 검사 혈청은 56℃ 항온수조에서 30분간 비동화시킨다.

시약 및 기구
가. 세포배양배지(희석액) : α-Minimum Essential Medium에 antibiotic sol.첨가
나. 세척액 : Calcium-Magnesium free PBS(CMF-PBS)
NaCl 8.0g, KCl 0.2g, Na2HPO4 1.15g, KH2PO4 0.2g를 혼합한 후 증류수가 1000㎖가
되도록 맞춘 다음 고압멸균(121℃, 15분)하여 보관한다.
다. 항원 : PED virus stock(백신주)
라. 배양세포 : Vero cell(세포에 따라 바이러스에 감수성 차이가 있으므로 주의)
마. 소 태아혈청 : Fetal Bovine serum(FBS)
바. 세포배양용 96 well plate

검사방법
가. 검사 sheet 및 세포배양 plate에 virus명, plate number, 날짜, 실험하는 사람의 이름 등을 기록한다.
나. Microplate 첫 번째 well에 50㎕의 검사 혈청을 3 well씩 넣는다. 단, 이미 역가를 알고
있는 양성 혈청 및 음성혈청을 대조혈청으로 둔다.
다. 모든 well에 α-MEM 배양액(혈청 비포함)을 50㎕씩 분주한다.
라. 첫 well부터 50㎕씩 2진 희석한다.
마. stock virus를 α-MEM 배양액으로 200TCID50/50㎕되게 희석한다.
바. 각 검사 혈청당 2줄의 well에 희석된 PED virus를 50㎕씩 가하고, 나머지 1줄의 well에는
virus대신에 α-MEM를 50㎕씩 가한다.
사. 희석된 virus를 3단계 10진 희석하여 Back titration을 실시한 다음, 37℃ CO2
incubator(습상으로)에서 1시간 반응시킨다.
아. 10% FBS가 첨가된 배양배지에 Vero세포를 2×105cells/100㎕정도 되도록 현탁하여
microplate 모든 well에 100㎕씩 넣는다.
자. 37℃ CO2 incubator(습상으로)에서 5∼7일간 배양한 다음, CPE를 관찰한 후 기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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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정기준
가. Virus가 첨가된 2줄의 well에서 CPE가 100% 저해되고 해당 well monolayer가 형태적으로
대조군의 well과 비교하여 거의 일치할 때 : 해당되는 well의 최고 혈청 희석배수의 역수를
중화항체가로 표시
나. Virus가 첨가되지 않은 대조군 well의 monolayer가 파괴되어 있을 때 : 해당 희석배율에서
독성반응이 있음(비동화를 하지 않은 혈청도 세포독성이 있음)

바이러스 항원(PEDV)의 준비 및 TCID50의 측정
가. 바이러스 배양
1) 바이러스를 배양하기 위해서는 Vero 세포가 80∼90% monolayer (75cm2)된 상태에서
stock 바이러스를 100∼1000배 희석하여 5 ㎖를 접종한다.
2) 접종액이 흡착될 수 있도록 가끔 흔들어 주면서 37℃에 60∼90분간 흡착시킨다.
3) 접종액을 버린 다음, 2% FBS 함유 배지 30 ㎖를 넣어준다.
4) 매일 CPE를 관찰하여 세포 monolayer의 85∼95%가 CPE를 보일 때(대개 5일),
냉동고(-70℃)에서 얼린후 3회 동결 융해시킨다.
5) 동결융해한 바이러스를 3,000rpm, 10분간 원심하여 1 ㎖ 분주하여 -70℃에 보관한다.
나. 바이러스 역가 측정
-7

1) 튜브를 사용하여 희석배지로 stock virus를 10배수 희석한다(대개 10 까지 희석).
2) 각 virus 희석배수마다 8개의 well에 각각 100㎕씩 접종한다.
3) 약 2×105cells/100㎕로 부유된 세포을 100㎕씩 가한다.
4) 3∼7일 배양한 다음, CPE를 관찰한다.
5) Karber method로 TCID50를 계산한다.
다. Back titration
1) 역가가 측정된 virus를 기준으로 200TCID50/50㎕가 되게 virus를 희석 한다.
2) 3개의 튜브에 4.5㎖의 희석액(혈청 비포함 MEM)을 가한다.
3) 희석한 virus 현탁액을 첫번째 튜브에 0.5 ㎖ 가한다.
4) 잘 혼합한 다음, 0.5㎖을 덜어내어 두번째 튜브로 옮긴다. 사용한 피펫은 버린다.
5) 4)와 같은 방법으로 세번째 튜브에 희석을 실시한다.
6) Back titration용 플레이트에 표시를 한 다음, 각 희석배수별로 4 well씩 또는 8 well씩
희석된 virus를 50㎕씩 분주하고, 배지를 전체 well에 50㎕씩 분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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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이상적인 virus의 역가는 200TCID50/50㎕이나 back titration의 결과가 50∼200TCID50/
50㎕이면 실험 결과에 신뢰성을 부여할 수 있다.

8. 감별진단
가. 돼지열병
나. 돼지오제스키병
다. 로타바이러스감염증
라. 돼지대장균성설사증
바. 돼지적리
사. 살모넬라병
아. 장독혈증
자. 돼지전염성위장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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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6

돼지단독(Swine Erysipelas)

역학조사

임상검사

혈액검사

병리해부검사

세균검사
(직접검경)

병리조직검사

세균검사
(증균배양)

동물접종시험
세균검사
(분리배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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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성

음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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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역학상황
가. 원인 : Erysipelothrix rhusiopathiae
나. 포유동물에서 조류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보균성
다. 예방접종과 치료 효과의 유무 확인
라. 여름철에 호발

2. 임상증상
<급성형>
가. 급성폐사
나. 발열(40〜42℃), 일반증상의 악화(패혈증형)
다. 담자적색반의 출현
라. 담홍색의 두드러기 모양의 구진이 복부, 등에 호발(담마진형)

<만성형>
가. 발육지연
나. 관절부의 종창 및 파행(관절염형)
다. 심내막염형: 급사하는 경우도 있음
라. 백혈구(특히 단핵구) 수의 증가

3. 병리해부검사
가. 급성형 : 비장 종대, 심외막․신장 점상출혈, 장관 peyer's patch 종대, 위장점막 출혈
나. 만성형 : 심내막 특히 판막에 사마귀 모양의 증식이 나타나며 관절에서는 활액의 증가․혼탁,
활막의 충혈, 관절의 비후

다이아몬드 피부 병변

심내막(판막)에 사마귀 모양의 황색조 증식 병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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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병리조직검사
<급성형>
가. 심근섬유간의 모세혈관, 신장사구체 모세혈관에 초자양 혈전, 충출혈, 세망내피계 세포의
활성화

<만성형>
가. 심내막염 : 판막이 기질화 되면서 혈전이 형성
나. 관절염 : 증식성 비화농성 관절염, 장액성 활액 증가

피부 표피와 진피의 괴사

혈전형성(화살표)

5. 원인체분리검사
분리재료
가. 돼지 : 혈액, 장기(heart, lung, liver, spleen, kidney, joint(synovial fluid))

사용배지 : 혈액배지, MacConkey agar(감별목적)
균분리 방법
가. 혈액, 관절낭액 또는 조직으로부터 멸균 면봉 또는 loop를 이용하여 시료를 묻힌 후 배지에
도말한 후 5~10%의 CO2 배양기에서 37℃에서 24~48시간 배양한다 .
나.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여 의심되는 colony를 확인한다. MacConkey 배지에서는 자라지
않으며 혈액배지에서의 colony의 모양은 아래와 같다.
1) 24시간 배양시 non-hemolytic pin-point colony(0.5mm)
2) 48시간 배양시 colony 바로 근처에만 greenish hemolysis 관찰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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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Colony는 smooth 또는 rough form이 나타날 수 있다.

<24시간 배양시 혈액배지상 colony 모양>

<48시간 배양시 혈액배지상 colony 모양>

※ 균수부족 등의 이유로 필요시 다음의 배지를 사용하여 증균할 수 있다.
- Enrichment : Tryptic soy broth(pH7.6, Difco) supplemented with 0.1% Tween 80, 0.3%
Tris(hydroxymethyl) aminomethane, crystal violet(5mg/ml), 0.03% sodium azide
- 증균시 균분리 방법
1) 관절낭액 또는 조직을 무균적으로 절제하여 잘게 잘라서 10ml enrichment broth에 넣고, CO2
배양기에서 37℃에서 24시간 배양한다.
2) 배양액을 혈액배지에 subculture한 후 CO2 배양기에서 37℃에서 24-48시간 배양한다.

동정 및 확인 방법
가. Gram staining 결과
1) Smooth form colony의 균 : 중간크기의 G(+) 간균
2) Rough from colony의 균 : 다양한 길이의 filament 모양의 G(+) 간균

<Gram st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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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Biochemical test : Oxidase(-), catalase(-), urease(-), triple-sugar iron(TSI) 배지에서
Hydrogen sulfide(H2S) 산생
다. 자동생화학동정기(Vitek, GP card 등)을 사용하여 동정
라. 시판 생화학 동정 kit(API Coryne kit) 사용하여 동정

<Identification of E. rhusiopathiae with API Coryne kit>

6. 항원검사
6-1. 유전자 검사
가. 분리재료 : 배양된 colony
나. DNA 추출법 : 그람양성균 DNA 추출 시판 키트 사용
다. Polymerase chain reaction
Target gene
2.2-kb DNA
(Specific for
Erysipelothrix
rhusiopathiae)
PCR conditions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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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mer sequences
ER1 : CGATTATATTCTTAGCACGCAACG
ER2 : TGCTTGTGTTGTGATTTCTTGACG

Product size

비고

937bp

95℃, 15 min - 30 cycles(94℃, 1 min, 63℃, 30 s, 72℃, 1 min) - 72 ℃, 10 min
Journal of Clinical Microbiology 36(1998) 86-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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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항체검사
현재 공급하고 있는 국가 진단액은 없음

8. 감별진단
가. 돼지열병
나. 아프리카돼지열병
다. 돼지연쇄상구균병
라. Trueperella pyogenes감염증
마. 톡소플라즈마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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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7

돼지생식기호흡기증후군(Porcine Reproductive and
Respiratory Syndrome)

역학조사

임상검사

병리해부검사

병리조직검사

형광항체법

PCR

유전자 칩
또는 PCR

(+)

(-)

양성

음성

(+)*

북미형

* 병리 해부 및 조직 검사와 종합하여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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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형

(-)

(+)*

(-)

음성

양성

음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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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역학상황
가. 원인 : Porcine reproductive and respiratory syndrome virus(PRRSV)
나. 전 일령의 호흡기증상(특히, 자돈이나 육성돈)
다. 임신 말기의 유사산, 조산 및 허약자돈 분만
라. 옹돈의 정액성상 이상
마. 전파가 다양(돼지로부터 직접접촉에 의한 전파, 야생동물, 사료 및 물에 의한 전파,
공기전파, 태반감염, 정액에 의한 감염 등)
바. 주변지역의 질병 발생실태 조사

2. 임상증상
가. 번식장애
1) 임신 후기의 조산, 사산(대형 미이라), 및 허약자돈 출산
2) 비유정지, 반복유산, 발정회귀의 지연
3) 웅돈의 정액성상 이상
나. 호흡기증상
1) 전 일령(특히, 자돈이나 육성돈)의 호흡기 증상
2) 빠른 복식호흡, 발열, 청색증, 폐렴 증상을 나타내고 만성 경과시 2차적인 세균감염으로
증상이 심해짐
3) 상재화되어 있을 경우 번식장애나 호흡기증상이 완화됨

3. 병리해부검사
가. 위축되어 있으며 피모가 거칠음
나. 폐의 퇴축 불량 및 고무양 경도
다. 림프절의 종창

유산태아, 다양한 크기의 태아가 유산된다.

폐, 퇴축불량 및 만졌을 때 고무양 경도를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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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병리조직검사
가. 폐의 간질성폐렴(2차감염시 기관지 간질성폐렴)
나. 비화농성 심근염
다. 림프기관의 림프구 괴사, 림프구 소실 또는 증가
라. 경미한 림프조직구성 뇌염
마. 림프조직구성 간질성 신염
바. 림프조직구성 자궁근염, 자궁내막염
사. 정소의 위축

폐, 폐포벽의 증식 및 폐포강내 세포 침윤으로
폐포강이 거의 보이지 않음

폐, 침윤된 세포는 대부분 대식구임

5. 원인체분리검사
분리재료
혈장 및 편도, 폐, 림프절 등을 포함한 조직

세포주
Monkey kidney cell line(MA104, MARC145 세포) 또는 Porcine alveolar macrophage
(PAM) 세포

바이러스 분리 방법
가. 감염 초기의 혈액에서 원심분리를 통해 얻은 혈장 및 감염조직을 분쇄하여 얻은 10%
유제액을 이용하여 세포에 접종한다. 세포유지는 3∼5% FBS가 첨가된 MEM(MARC145
세포용) 또는 RPMI(PAM 세포용) 배지를 이용한다.
나. MARC145 또는 PAM 세포에 접종 후 세포변성효과(Cytopathic effect : CPE)가 나타날
때까지 3∼5일간 배양하며, CPE가 보이지 않을 경우 계대배양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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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정 및 확인 방법
가. 접종 후 특이 CPE를 확인한다.
나. 일부 세포에서 CPE가 나타났을때 아세톤을 이용하여 고정하고, PRRSV 특이 단클론항체를
이용한 FA, 특이 프라이머를 이용한 PCR 또는 전자현미경 관찰을 통해 바이러스
분리여부를 확인한다.

<MARC145 세포에서의 FA 사진>

<PAM 세포에서의 FA 사진>

6. 항원검사
6-1. 유전자 검사(RT-PCR) : PRRSV NA/EU typing
조직 및 세포에서 형광항체법, 바이러스 분리법 및 RT-PCR로 항원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RT-PCR은 상품화 된 Kit를 사용할 수 있다.

개요
PRRSV ORF7 RT-PCR은 PRRSV의 북미형 및 유럽형 ORF7 유전자를 동시에 증폭시킬 수
있으며, PRRSV NA/EU typing Nested PCR은 정액 및 혈액 등의 가검물에서 소량의 바이러스
유전자를 검사할 때 사용할 수 있다.

검사시료
가. 검사용 시료의 준비
1) 검사에 사용할 수 있는 시료는 돼지의 혈장, 혈청, 백혈구, 정액 및 조직시료, 세포배양액을
사용할 수 있다.
2) 시료는 가능한 신선한 것을 사용하고 보관 시에는 냉동 보관한다.
3) 정액(Sperm) 시료의 검사
① 정액시료는 단백질성분이 많아 유전자 추출 시 유전자 증폭방해 물질이 완전하게
제거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주의를 요한다.
② 다음 방법은 정액시료 검사의 정확도를 향상시킬 수 있다.
- 정액시료는 Whole sperm을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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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액시료는 시료채취 시 보존액에 1/5로 희석하여 검사하는 것이 검사의 정확도를
향상시킬 수 있다.
- 동결된 정액원액을 검사하는 경우, 증류수로 1/5로 희석한 후 검사에 사용한다. 검사
전에 희석하는 경우 정액과 증류수를 혼합하여 충분히 진탕한 후 검사에 사용한다.
나. 바이러스 유전자의 추출
1) 10% 유제액 300㎕로부터 RNeasy Mini Kit을 사용하여 50㎕ DEPC treated water로
추출한다 (타 회사의 RNA 또는 DNA 추출 키트 사용도 무방하다).
2) 추출한 유전자 5㎕를 RT-PCR 검사에 사용한다.

RT-PCR에 사용되는 프라이머 정보
프라이머 염기서열(5ʹ→3ʹ)
1차 Forward

ATGGCCAGCCAGTCAATCA

1차 Reverse

TCGCCCTAATTGAATAGGTGA

2차 Forward

CCAGTCAATCAGCTGTGCCA

2차 Reverse

CGGATCAGGCGCACAGTATG

목적유전자
ORF7

ORF7

(주) 프라이머 시퀀스는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실험시 확인한다.

검사방법
가. PRRSV ORF7 RT- PCR
1) 건조된 PRRSV ORF7 RT-PCR Premix에 PCR grade water 15㎕를 넣은 후, 추출한
유전자를 5㎕ 넣고, 아래의 PCR program과 같이 PCR을 실시한다(Total 20㎕ reaction).
2) RT-PCR검사의 유효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Control DNA를 동일한 방법 으로 첨가한다.
Control DNA는 교차오염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한다.
3) PCR cycle이 종료되면 그 중 5㎕를 EtBr이 첨가된 1.5% agarose gel에서 통상적인
방법으로 전기영동하여 특이유전자의 존재여부를 확인한다.
4) 양성으로 의심되는 시료는 정확한 확인 검사를 위해 PRRSV Nested PCR을 사용하여
검사한다.
나. PRRSV Nested PCR
1) PRRSV NA/EU typing Nested PCR Premix에 PRRSV ORF7 RT-PCR 에서 증폭된 유전자
1㎕를 첨가하고 아래의 PCR Program과 같이 PCR을 실시한다(Total 20㎕ reaction).
2) PCR cycle이 종료되면, 그 중 5㎕를 EtBr이 첨가된 1.5% agarose gel에서 통상적인
방법으로 전기영동하고 특이유전자의 존재여부를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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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R Program>
Step

RT-PCR

Nested PCR

Temp.

Time

Cycle

cDNA synthesis

45℃

30 min

1 cycle

Initial inactivation

94℃

5 min

1 cycle

Denaturation

94℃

20 sec

Annealing

55℃

20 sec

Extension

72℃

30 sec

Final Extension

72℃

10 min

35 cycles

1 cycle

Temp.

Time

Cycle

94℃

3 min

1 cycle

94℃

20 sec

55℃

20 sec

72℃

30 sec

72℃

10 min

25 cycles

1 cycle

결과판정
가. Control DNA는 266bp의 증폭산물을 확인할 수 있으며, 시료에서 아래 크기의 분획이
확인되면 양성으로 판정한다.
Product
PRRSV ORF7 RT-PCR
PRRSV Nested PCR

Virus

Product Size

PRRSV 북미형

433bp

PRRSV 유럽형

398bp

PRRSV 북미형

287bp

PRRSV 유럽형

184bp

나. 유전자 증폭산물의 양이 적어 양성반응이 약하게 나타날 수 있으므로 판독에 유의한다.
다. 양성농장(Herd)이 확인되면 정확한 감염개체를 확인하기 위하여 정밀검사가 필요할 수 있다.
라. 바이러스의 typing이 필요한 경우 DNA Chip을 사용하여 검사할 수 있다.

<PRRSV RT-PCR / Nested PCR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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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유전자 검사(RT-PCR) : NA/EU/HP PRRSV typing
개요
고병원성 PRRSV가 의심되거나 일반적인 PRRSV 유전자검사와 고병원성 PRRSV를 동시에
진단하고자 하는 경우 아래의 프라이머 정보와 PCR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바이러스 type을
확인할 수 있다.

RT-PCR에 사용되는 프라이머 정보
표 1. 고병원성 PRRSV 진단용 primer 정보
구분

프라이머 염기서열(5'→3')

유럽형(type Ⅰ)

Forward

ATGGCCAGCCAGTCAATCA

북미형(type Ⅱ)

Reverse

TCGCCCTAATTGAATAGGTGA

Forward
Reverse
고병원성형(HP)

목적유전자
ORF7

상동

ORF7

Forward

CTCAAAGACCAGATGGAGGAG

Reverse

GATGGCTTGAGCTGAGTATTTTG

ORF1a (NSP2)

검사방법
<PCR program>
구 분

RT-PCR 증폭 조건
RT

Predenaturation Denaturation Annealing

시간/온도 50℃, 30min
cycle

1

95℃, 15min
1

Extention

Elongation

94℃, 20sec 55℃, 30sec 72℃, 40sec
35

72℃, 5min
1

결과 판정
구분

증폭산물 크기

유럽형(type Ⅰ)

398bp

북미형(type Ⅱ)

433bp

PRRSV RT-PCR 결과
M 1

2 3 4 5 6 7

8 9 10

북미형: 433bp

고병원성형(H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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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P형: 273bp
일반형: 증폭없음

M: size marker; 1~5: PRRSV 북미형; 6: PRRSV 유럽형, 7-8:
음성시료, 9-10: PRRSV 고병원성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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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형광항체검사(Fluorescent antibody test, FAT)
형광항체법을 이용하여 조직내의 PRRSV를 검출하는 것으로, 동결절편된 조직에 PRRSV
특이 단클론항체 및 anti-mouse FITC conjugate를 반응시킨 후 세포내에서의 형광을
관찰하여 바이러스 감염 유무를 확인할 수 있다.

개요
돼지생식기호흡기증후군 바이러스에 특이적으로 반응하는 단클론성 항체를 이용하며,
돼지생식기호흡기증후군 감염조직 및 감염세포의 돼지생식기 호흡기증후군 바이러스 검사에
사용한다.

진단액의 구성
가. 1X Anti-PRRSV MAb

8㎖

나. 1X FITC Anti-Mouse Conjugate

8㎖

다. 10X Washing Solution
라. FA Mounting Fluid

100㎖
3㎖

필요한 시약 및 기구
가. Slide glass 및 cover slip
나. 동결절편기 또는 조직절편기
다. FA Microscope(FITC용)

시료의 처리
가. 시료채취
신선한 편도, 인파절, 비장 등을 채취하여 사용하되 편도와 림프절에서 가장 검출률이
우수하다. 형광항체 검사에 사용할 조직은 부검 후 최대한 빨리 채취한 신선한 상태의
조직이 좋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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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작 하면 FA 검사에
사용하기 가장 적합하나 실험실의 조건에 따라 조정하여 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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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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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방법
가. 검사에 사용할 조직 슬라이드를 미리 준비한다.
나. Anti-PRRSV MAb를 2∼4방울(50∼100㎕)로 조직절편에 완전히 덮이도록 첨가한다.
다. 실온의 습상에서 30∼60분간 반응시킨다.
라. 슬라이드의 용액을 버리고, 슬라이드를 세로로 세워 필터페이퍼를 사용 하여 용액을 완전히
제거한다. 이때 슬라이드가 건조되지 않도록 유의한다.
마. 충분한 양의 1X 세척액으로 3분간 세척액을 교체하면서 3회 세척한다.
바. FITC anti-mouse conjugate를 2∼4방울(50∼100㎕)로 조직을 충분히 덮은 다음 실온의
습상에서 30∼60분간 반응시킨다.
사. 1X 세척액으로 용액을 교체하면서 3분간 3회 세척하고 슬라이드를 세워 filter paper에
대고 용액을 완전히 제거한다.
아. FA Mounting fluid를 2∼4방울(50∼100㎕)를 떨어뜨리고 커버글라스를 덮은 다음
검경한다.

결과판정
가. 감염세포는 암회색 또는 회녹색 배경하에 밝은 녹색으로 바이러스 감염이 관찰된다.
나. 세포질에서 주로 밝은 형광을 관찰할 수 있으나, 핵에서 형광이 관찰되는 경우도 있다.
다. 배경조직 색이나 강도는 검체의 형태나 상태에 따라 다양하며, 회색, 녹색, 황색, 오렌지색,
적색 및 갈색으로 관찰되지만 밝은 녹색의 양성반응과는 쉽게 구별된다.
라. 정확한 검사를 위해서는 양성대조 조직 슬라이드를 병행하여 검사하면 보다 정확한 판독이
가능하다.

7. 항체검사
항체 유무 및 역가 측정을 위해 간접형광항체법 및 상용화된 ELISA Kit를 사용할 수 있다.
상용화된 ELISA Kit에서 위양성 또는 위음성인 경우 간접 형광항체법으로 확인 검사를
실시한다. 시판되고 있는 herd check용 ELISA kit로는 IDEXX사의 PRRSV antibody test kit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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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효소면역측정법(ELISA)법(IEDXX사)
Kit에 포함되어 있는 시약들
구분

시 약 류

용량

1

PRRSV Antigen coated plates

5개

2

Conjugate

60㎖

3

Positive control

4㎖

4

Negative control

4㎖

5

Sample diluent

120㎖

6

Stop solution

60㎖

7

TMB substrate

60㎖

8

Wash concentrate(10×)

235㎖

비 고

증류수로 10배 희석하여 사용

추가로 필요한 시약 및 기구
가. 5∼1000㎕ 용량에 적합한 multi micropipette 및 tip
나. 실린더(세척액 제조를 위한 500㎖용)
다. 96 well plate ELISA reader
라. 시료 희석을 위한 튜브
마. 멸균 증류수 또는 탈이온수
바. 세척액을 분주하고 흡입할 수 있는 기구 및 진공장치

실험시 주의사항
가. 모든 내용물은 2∼8℃에 보관해야 하며, 실험 전에는 실온(18∼26℃)으로 온도를 맞춘 후
사용한다.
나. 사용기한이 지난 내용물은 사용하지 않아야 하며, 제조일자가 다른 kit의 내용물을 서로
혼합하는 일이 없도록 한다.
다. 재현성 있는 정확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용액의 제조방법이나 실험 순서를 엄격하게 준수하여야
한다. 피펫팅, 반응시간, 세척과정 등에 신중을 기해야만 정확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

검사재료
혈청이나 혈장시료를 키트에 포함되어 있는 시료 희석액으로 1:40배(5㎕ : 195㎕) 희석한
다음, 검사에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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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방법
가. 사용 전에 모든 시약들을 실온(18∼26℃)에 내놓고, 흔들거나 교반하여 혼합시킨다(각
시료/시약마다 피펫팁을 교체한다).
나. 항원 코팅 plate 및 검사 sheet에 시료의 위치를 정확히 기록한다.
다. 희석하지 않은 양성대조 및 음성대조를 검사용 plate의 각 2개의 well에 100㎕씩 분주한다.
라. 희석한 가검혈청 100㎕를 기록된 위치대로 각각 well에 분주한다.
마. 실온(18∼26℃)에서 30분동안 배양한다.
바. Well당 300㎕의 세척액을 가하여 3∼5회 세척한다.
① 각 세척시 마다 well의 내용액을 완전히 흡입하되, 세척과정이나 conjugate를 첨가하기
전에 plate가 건조해지지 않도록 한다.
② 마지막 세척 후에는 종이타월 위에 plate를 가볍게 두드려 여분의 용액을 완전히 제거한다.
Anti-Porcine HRPO conjugate를 각 well당 100㎕씩 분주한다.
사. 실온에서 30분간 배양한다.
아. 바.항 방법과 동일하게 세척한다.
자. TMB substrate를 각 well당 100㎕씩 분주하고 실온에서 15분간 반응 시킨다.
차. 반응정지액을 각 well당 100㎕씩 분주한 후, ELISA 판독기를 이용하여 파장 650㎚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여 결과를 판독한다.
카. 실험결과의 판독
① 실험성립조건
- PRRSV가 코팅된 strip에서 양성대조와 음성대조의 차가 0.150이거나 높아야 한다.
- NHC strip에서 음성대조는 0.150이거나 낮아야 한다.
② 양음성 판정
- S/P값이 0.4 미만인 가검혈청은 PRRSV 항체 음성으로 판정한다.
- S/P값이 0.4 이상인 가검혈청은 PRRSV 항체 양성으로 판정한다.
㈜ 본 ELISA Screening test에서 양성 및 음성으로 판정된 시료는 IFA kit를 이용하여
확인검사가 필요한 경우도 있다.
③ 결과 판정값 계산 방법
- 음성대조군 평균치(NC)의 산출
N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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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C1 A(650) + NC2 A(65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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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성대조군 평균치(PC)의 산출
PCx

=

PC1 A(650) + PC2 A(650)
2

- 시료에 대한 S/P 산출
S/P

=

Sample A(650) - NCx
PCx - NCx

7-2. 간접형광항체검사(Indirect fluorescent antibody test, IFA)
개요
돼지생식기호흡기증후군 바이러스를 세포배양하여 그 배양세포를 65% 아세톤, 35% 알콜
혼합액으로 처리하여 마이크로플레이트에 흡착(PRRSV antigen coated plate)시키고 간접형광표식
2차 항체를 이용하여 만든 키트이며 돼지 생식기호흡기증후군 바이러스의 항체를 검사하기 위해
사용한다.

진단액의 구성
가. PRRSV FA Antigen plate(96-well)

4ea

나. 100X FITC Anti-Swine Conjugate

0.5㎖

: 100X FITC Anti-Swine Conjugate 0.1㎖을 1X 세척액 10㎖에 희석하여 사용한다(1/100
희석).
다. Positive control(PC)

0.3㎖

라. Negative control(NC)

0.3㎖

마. 10 X Washing solution

100㎖

: 10㎖의 10 X Washing solution을 90 ㎖ 의 증류수와 혼합하여 1X washing solution을
제조하여 사용한다. 1X washing solution은 냉장보관하면서 사용하되 3일 이내 사용한다.

필요한 시약 및 기구
가. 희석용 96-well microplate
나. 마이크로 피펫(20∼200㎕)
다. 형광 현미경(FITC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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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료의 처리
가. 가검 혈청을 56℃에 30분간 처리하여 비동화 한다.
나. 스크린 검사를 위하여 혈청을 1X washing solution을 사용하여 1:20으로 희석한 후 검사에
사용한다(Manual of Diagnostic Tests and Vaccines for Terrestrial Animals. OIE. 2004 기준).
다. 검사결과에 따라 양성으로 판정되는 혈청을 2배 계단 희석하여 혈청 역가를 검사할 수 있다.

사용방법
가. PRRSV FA antigen plate의 strip을 떼어내어 필요한 수량만큼 plate frame에 조립하고
검사용지에 가검 혈청의 번호 및 위치를 기록한다.
나. 희석용 plate에 가검 혈청 10㎕와 세척액 190㎕를 넣어 1:20으로 희석, 혼합 한다. 이때
양성대조 및 음성대조도 같이 희석하여 준비한다.
다. 희석한 혈청과 양성, 음성대조 100㎕를 각각 IFA용 plate에 정확히 분주 한다.
라. 밀봉한 다음, 37℃에서 1시간 동안 반응시킨다.
마. 반응이 종료되면 플레이트를 털어버리고 세척액을 각 well에 300㎕씩 첨가하여 3∼5회
세척한 다음, 용액을 완전히 제거한다.
바. 적정농도(1/100)로 희석한 FITC anti-swine conjugate를 각 well에 50㎕씩 분주한다.
사. 밀봉한 다음 37℃에서 30분에서 1시간 동안 반응시킨다.
아. 배양이 종료되면 플레이트의 용액을 털어버리십시오. 이때 플레이트가 건조되면
비특이형광이 관찰되므로 즉시 세척액을 300㎕씩 각 well에 첨가하여 3∼5회 세척한다.
자. 반응이 완료된 플레이트를 형광현미경으로 검경하여 결과를 판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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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감별진단
가. 돼지파보바이러스감염증
나. 돼지오제스키병
다. 혈구응집뇌척수염바이러스감염증
라. 돼지써코바이러스2형감염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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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엔테로바이러스감염증
바. 돼지인플루엔자
사. 돼지열병
아. 사이토메갈로바이러스감염증
자. 렙토스피라감염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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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8 돼지 위축성비염(Atropic Rhinitis)

역학조사

임상검사

(돈군의 오염도 조사)
혈청학적검사

병리해부검사

(+)

(-)

세균검사

병리조직검사

양성

252

음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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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역학상황
가. 원인 : Bordetella bronchiseptica, Pasteurella multocida
나. 자돈 및 모돈의 예방접종 유무
다. 증체율의 감소, 사료효율의 저하, 발육지연
라. 코의 외형적인 변화

2. 임상검사
가. 재채기의 빈발, 비즙, 눈물, 눈곱
나. 안면의 변형, 비중격의 만곡
다. 비출혈

3. 병리해부검사
가. 비갑개의 위축, 소실 또는 비중격의 만곡
나. 비점막의 수종성 비후, 점액성 또는 화농성 삼출물, 출혈

비갑개의 위축에 따른 주둥이 변형

비갑개의 위축정도에 따른 판정

4. 병리조직검사
가. 골조직의 흡수와 골조직 형성 부전에 의한 비갑개의 위축, 소실
나. 비갑개 점막의 급성 혹은 만성의 카탈성 염증

5. 원인체 분리검사
분리재료 : 비강 혹은 기관 swab, 폐
사용배지 : 혈액배지, MacConkey agar, SB agar(선택배지: Smith-Baskervil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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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 분리 방법
가. 백금이 등을 이용하여 기관지를 swab한 후에 배지에 접종
나. 37℃, 5% CO2에서 24~48시간 배양

동정 및 확인 방법
가. 혈액배지 상에서 매우 작고, convex, smooth colony를 형성하며, 일부 균종에서 용혈성이
존재(β-hemolysis)
나. 혈액배지 상에서 3단계의 colony형태
1) 배양 시간이 지남에 따라 집락의 크기가 커지고, flat형태로 변하면서 균의 구조가 변화함에
따라, 병원성을 소실하게 된다.
단계
Phase I

특징

convex and shiny

virulent, encapsulated phase

large, circular and convex with smooth
surface

Phase II
Phase III

colony 형태

avirulent phase

large, flat and granular with irregular edge

다. MacConkey agar에서 핑크빛을 띄는 창백한 소형집락으로, 집락의 주변은 황색으로
변색된다.
라. SB agar에서 파란색의 작은 집락을 나타낸다.
1) SB agar는 pH indicator를 가지며, B. bronchiseptica는 alkaline reaction으로 인해
blue color를 나타내며, 다른 균들은 acid가 높아짐에 따라 green~yellow로 색이 변하게
된다.
마. Gram(-), coccobacilli, motile, catalase(+), oxidase(+)
바. 자동 생화학 동정기계 및 생화학 동정 키트를 사용하여 동정
(Vitek II 및 API 20NE로 동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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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ony on Blood Agar>

<Colony on MacConkey Agar>

<Gram Stain>

6. 항원검사
6-1. 유전자 검사
분리재료 : 세균집락
DNA 추출법 : boiling method로 DNA 추출한다.
Polymerase Chain Reaction
Target gene
flaA

Primer sequences

Product size

F : TGG CGC CTG CCC TAT C
R : AGG CTC CCA AGA GAG AAA GGC TT

비고

237bp

PCR
conditions

95℃ 10 min → 35cycles (94℃ 1min, 53℃ 15 sec, 72℃ 20 sec) → 72℃ 7 min

Reference

Daniela Hozbor et al. Res. Microbiol. 150(1999) 333~341

7. 항체검사
국가공급 진단액 : 마이크로 플레이트 혈청응집반응 검사용 항원
- 배양하여 얻은 균체 불활화 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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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9

파스튜렐라증(Pasteurellosis)

역학조사

임상검사

병리조직검사

세균검사
(분리배양 검사)

(+)

(-)

양성

음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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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역학상황
가. 연중 발생하지만 사양환경, 기후급변, 장거리 수송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많이
발생
나. 정상돼지의 편도와 코에서 분리
다. 공기전파도 가능하나 코의 접촉이 주요 전파 경로
라. 수직전파도 가능하나 대부분 수평전파
마. 비육기의 돼지에서 호발
바. 일차적으로 질병을 일으키는 경우는 드물고 대부분 2차 감염체로 작용

2. 임상증상
가. 급성형
1) 혈청형 B 감염에 의해 발생
2) 고열과 호흡곤란으로 폐사
3) 내독소성 쇼크에 의해 복부의 청색증
나. 급만성형
1) 흉막염을 일으키나 폐사까지 가는 경우는 드뭄
2) 육성기․비육기 돼지의 기침
다. 만성형: 가장 많이 발생하는 형태로 기침이 관찰됨

3. 병리해부소견
가. 폐의 첨엽 및 횡격막엽 등 폐의 여러 곳에 단단한 회백색의 병변이 퍼져 있음
나. 농양성 삼출물을 동반하는 경우도 있음
다. 폐, 흉막과 간질의 수종성 비후
라. 폐문 림프절의 종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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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측 폐의 앞쪽엽, 중간엽에 자적색조의
경화소가 관찰됨

좌측 폐 중간엽과 횡격막엽에 자적색조의
경화소가 관찰됨

4. 병리조직검사
가. 세기관지 및 폐포상피세포의 탈락
나. 기관지강, 폐포 내에 다수의 호중구, 장액성 섬유소의 삼출
다. 폐문림프절에 호중구의 침윤

세기관지 내강에 다수의 호중구가 침윤되어 있음 폐포강내에 다수의 호중구, 장액성 삼출물이 관찰됨

5. 원인체 분리검사
분리재료: 비강 및 편도(돼지위축성비염), 폐
사용배지 : 혈액배지, MacConkey agar(감별용)
균분리 방법
1) 폐 표면을 spatula로 열소독하고 환부와 정상 경계 부위를 칼로 자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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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백금이 등을 이용하여 기관지를 swab 한 후에 혈액배지 및 MacConkey 배지에 접종
3) 37℃에서 24 시간 배양
4) 집락의 특징
(1) 일반적으로 혈액배지 상에서 mucoid, non-hemolytic colony를 형성함
※ D type의 일부 및 조류에서 분리 균은 대부분 mucoid 하지 않으며 type A 균주의
집락은 type D보다 더 크고 점조하다
(2) 특징적인 냄새를 풍김
(3) MacConkey 배지에서 자라지 않음

동정 및 확인 방법
1) Gram(-), oxidase(+), indole(+), urease(-), coccobacilli
2) 자동 생화학 동정기계 및 생화학 동정 키트를 사용하여 동정
(Vitek II 및 API 20NE로 동정 가능)

<Gram stain>

<Blood Agar : mucoid>

6. 유전자 검사
검사재료 : 분리세균
DNA 추출법: Boiling method
Polymerase Chain Re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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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psular type P. multocida PCR>
Target gene

Primer sequences

Product size

Capsular type

460bp

common

KMT1

F : ATCCGCTATTTACCCAGTGG
R : GCTGTAAACGAACTCGCCAC

hyaDhyaC

F : TGCCAAAATCGCAGTCAG
R : TTGCCATCATTGTCAGTG

1,044bp

A

bcbD

F : CATTTATCCAAGCTCCACC
R : GCCCGAGAGTTTCAATCC

760bp

B

dcbF

F : TTACAAAAGAAAGACTAGGAGCCC
R : CATCTACCCACTCAACCATATCAG

657bp

D

ecbJ

F : TCCGCAGAAAATTATTGACTC
R : GCTTGCTGCTTGATTTTGTC

511bp

E

fcbD

F : AATCGGAGAACGCAGAAATCAG
R : TTCCGCCGTCAATTACTCTG

851bp

F

PCR conditions
Reference

95℃ 5min, 30 cycle(95℃ 30s, 55℃ 30s, 72℃ 30s), 72℃ 5min
Townsend et al., J. Clin. Microbiol. 39(3):924-929, 2001
<Toxigenic P. multocida PCR>

Target gene

Primer sequences
F : CTTAGATGAGCGACAAGG
R : GAATGCCACACCTCTATAG

toxA
PCR conditions
Reference

Product size
846bp

95℃ 10min → 40 cycles(94℃ 30sec, 55℃ 30sec, 72℃ 30sec) → 72℃ 10min
Lichtensteiger et al., J. Clin. Microbiol. 34(12):3035-3039, 1996

PCR 결과판독

⇒ Common 및 type에 특이적인 2가지 band를 나타내면 양성으로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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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항체검사
가. 국가공급 진단액을 이용한 ELISA 검사법을 이용: 균을 배양하여 균체를 초음파 분쇄기로
파쇄하고 균체의 외막 단백질을 추출하여 만든 항원
나. 판매 상품(ELISA kit): P. multocida toxin에 대한 항체검사 키트의 경우 toxoid가 포함된
백신에 대한 항체와의 감별이 불가능함

8. 감별진단
가. 글래서씨병
나. 인플루엔자
다. 유행성폐렴
라. 위축성비염
마. 톡소플라즈마병
바. 액티노흉막폐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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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10 살모넬라증(Salmonellosis)

역학조사

세균검사
(증균배양)

(+)

임상검사

부

검

(-)

병리조직검사
(+)

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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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성

음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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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역학상황
가. 4개월령 미만의 자돈에 많이 발생
나. 일단 발생하면 상재화 되기 쉬움
다. 여러 매개체를 통해 전파
라. 불현성 장기 보균돈이 주요 전파원이며 수송, 질병, 영양부족 등 스트레스가 있을 때 균
배설이 많아짐
마. 주로 이유자돈에서 발생하며 성돈이나 포유자돈은 노출되어도 질병이 잘 발생하지 않음

2. 임상증상
가. 수양성, 노란색 설사
나. 시간이 경과하면 혈액과 점액이 섞인 악취가 있는 설사
다. 일단 발생하면 며칠 내에 같은 돈방에 있는 대부분의 돼지로 전파
라. 발열, 사료섭취 저하, 탈수
마. 폐사율은 높지 않으나 회복 후 일부 돼지는 보균돈으로 작용

3. 병리해부소견
가. 국소성 또는 미만성 괴사성 회장염, 결장염, 맹장염
나. 병변부위 장은 부종이 있으며 점막은 발적되고 거침
다. 점막에는 회백색 또는 노란색 막편이 부착
라. 장간막 림프절 발적, 종창, 습윤
마. 만성의 경우 회장, 맹장, 결장에 단추양 궤양
바. 간의 종창과 작은 백색 괴사소 산재

대장, 단추양 궤양

돼지, 복부 팽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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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병리조직검사
가. 음와 및 표면 장상피세포의 괴사
나. 고유층과 점막하직에는 많은 대식구, 약간의 림프구가 존재하며 초기단계 에서는 다수의
호중구가 관찰됨
다. 섬유소, 혈소판, 백혈구로 이루어진 혈전 형성
라. 괴사부위는 점막근층, 점막하직, 림프소절에서도 나올 수 있음
마. 급성기에는 peyer's patch의 괴사가 보이나 폐사축에서는 림프구 비후나 재생성 증식이
관찰됨
바. 간의 국소적 괴사(paratyphoid nodule), 세망내피세포의 활성화

대장, 섬유소와 염증세포, 괴사세포가 손상된
상피표면에 부착되어 있으며 점막하직의 염증과
부종이 관찰됨

대장, 상피층이 모두 소실되어 있는 미만성 대장
궤양이 관찰됨

5. 원인체 분리검사
분리재료 : 분변, 회장말단부, 장간막림프절, 병변이 있는 장기(비장, 간)
사용배지: Blood agar, MacConkey agar, XLT4, Chrome agar, RV broth
< 선택배지별 살모넬라 의심균 집락 >
Rambach agar : 붉은색 집락(간혹 핑크빛)
Bismuth sulfate agar : 검은색 집락
Brilliant green agar : 붉은색 집락
XLD medium : 붉은색 집락(중앙에 검은색)
SS agar : 검은색 집락(간혹 노랑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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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분리 방법
1) 직접배양
(1) 분변 또는 회장내용물을 백금이로 채취하여 배지(Blood, MacConkey, XLT4)에 평판
도말한다. 실질장기(장간막림프절, 비장 및 간)의 경우는 표면을 멸균하고 무균적으로
절개한 후 멸균 면봉을 이용하여 조직을 강하게 문지른 후 배지에 도말한다.
(2) 37℃, 24시간 배양한다.
(3) MacConkey 배지에서 투명한 집락이나 XLT4에서 중앙부위 검은색집락을 채취하여
Chrom agar에 계대한다.
(4) 분리균을 생화학동정기(VITEK Ⅱ, API 20E)를 이용하여 동정한다.
(5) 의심균이 생화학검사에서 음성으로 확인되면 PCR을 실시하여 확정한다.
(6) 정확한 동정을 위해서는 O, H typing을 실시한다.

<Blood agar>

<MacConkey agar>

<Chrome agar>

<XLT4>

<Gram's stain, X1000>

2) 증균배양
※ 사후 시간 경과 등 시료가 오염되어 세균분리가 어려운 경우 실시
(1) 분변, 실질 장기 등 1g을 RV broth 9ml에 혼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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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43℃, 24시간 배양한다.
(3) 배양액을 백금이로 채취하여 Chrom agar에 도말한다.
(4) 37℃, 24시간 배양 후 의심집락을 채취한다.
(5) 생화학동정기(VITEK Ⅱ, API 20E)를 이용하여 동정한다.
(6) 의심균이 생화학검사에서 음성으로 확인되면 PCR을 실시하여 확정한다.
(7) 정확한 동정을 위해서는 O typing과 H typing을 실시한다.
3) 시판 생화학검사키트(API20E)를 사용 결과
※ 제조사의 방법에 준하여 실시

<살모넬라로 확인된 API20E 생화학 및 당분해 성상>

4) 혈청학적 동정 (O typing)
(1) 준비물: 0.85% 멸균식염수, 슬라이드 글라스, 백금이, 살모넬라 항혈청 세트
(2) 자가 응집반응 유무 검사
① Colony + 멸균식염수 응집이 일어나면 비선택배지에 재배양
② 재검사 후 자가 응집반응이 없으면 검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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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O typing 방법
① 항혈청 1 drop(35㎕) + 세균 colony를 평판응집반응 검사
② 잘 혼합한 후 1분 이내 응집여부를 관찰
③ 폴리그룹 항혈청에 양성인 경우 같은 방법으로 반응시켜 그에 속한 그룹혈청을 결정하고,
다시 단일 항혈청과 반응시켜 O type을 결정
※ 참고 : 동물에서 자주 분리되는 poly B, D, C1 혈청을 먼저 반응시킨 후 다른 poly혈청 실시
<Salmonella O typing Scheme>
Salmonella O polysera(A-G)
+

－

Only one positive
out of the group
O antisera

－ with
Poly A or B

+

- with
poly C,D,E,F

Vi antiserum

Salmonella
H typing

＋

－

Heat and
retest with Vi
+
Not
Salmonella

Not Salmonella
－

react with
Poly A to G

Not Salmonella

O typing

<양성>

<음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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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혈청학적 동정(H typing)
(1) 준비물: 0.6% formalized saline
(2) 항원준비
① 운동성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Motility GI medium에 3회 접종 후 35℃ 18~20시간
배양
② 만약 세균이 5~6㎝/24시간 정도 이동하면 사용 가능
③ Veal broth 또는 BHI broth에 24시간 배양
④ 동량의 broth 와 0.6% formalized saline 혼합

(3) H antisera preparation
① 대부분의 항혈청 : 1:250(항혈청 0.1ml + 식염수 25ml)
⇒ 혼합 후, 0.5ml + 검사시료 0.5ml ⇒ 최종 1:1000
② 항혈청 x, z13, z15, z28 : 1:125(항혈청 0.1ml + 식염수 12.5ml)
⇒ 혼합 후, 0.5ml + 검사시료 0. 5ml ⇒ 최종 1:500
③ 항혈청 poly a-z : 1:25(항혈청 0.1ml + 식염수 2.5ml)
⇒ 혼합 후, 0.5ml + 검사시료 0.5ml ⇒ 최종 1:100

(4) H typing 방법
① 투명한 E-tube : 희석된 항혈청 0.5ml + 항원 0.5ml을 넣고 50±2℃에서 1시간동안
배양한 후 응집 확인(flocculation)
② 재검사(phase-reversed test organism)

(5) Phase-reversal 검사
① 만약 Salmonella Typhimurium의 경우 i-antisera
② GI motility medium 2.5㎖ + 0.1㎖(dilution of 1/10 of the antisera(i))을 지름 30mm의
Petri dish에 붓고 굳힘
③ 가장자리에 세균을 접종한 뒤 37℃ 24시간 배양
④ 이동한 세균을 BHI broth에 접종하고 위의 tube test에 따라 재검사 실시
<Salmonella H typing Scheme>
* Poly grouping
Salmonella H group antisera
Poly a-z(1:25 dil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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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agellar antigens group
EN, G, L, Z4, 1 complex and a-k, r-z, z6, z10, z29

Poly A

a, b, c, d, i, z10, z29

Poly B

eh, en, enx, enz15, G complex

Poly C

k, l, r, y, z, z4

Ⅱ. 돼지 질병

Salmonella H group antisera

Flagellar antigens group

Poly D

z35, z36, z37, z38, z39, z41, z42

Poly E

1 complex, z6

* Spicer-Edwards antisera(common screening)
Salmonella H antisera Spicer-Edwards

H antigen(s)

1

2

3

4

a

＋

＋

＋

－

b

＋

＋

－

＋

c

＋

＋

－

－

d

＋

－

＋

＋

e,h

＋

－

＋

－

G complex

＋

－

－

＋

i

＋

－

－

－

k

－

＋

＋

＋

r

－

＋

－

＋

y

－

＋

－

－

z

－

－

＋

＋

z4 complex

－

－

＋

－

z10

－

－

－

＋

z29

－

＋

＋

－

6. 유전자 검사
검사재료 : 분리세균
DNA 추출법 : boiling method
Polymerase Chain Reaction
Target gene

InvA
PCR conditions
Reference

Primer sequences
F : TTTACGGTCTATTTTGATTTG
R : TATGCTCCACAAGGTTAATG

Product size

비고

443bp

95℃ 5min → 35cycle (94℃ 1min., 54℃ 30s. 72℃ 30s) → 72℃ 10min
Arnold et al. 2004. J. Vet. Med. B 51 : 459~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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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R 결과판독

7. 혈청검사
판매 진단액(ELISA Kit)
1) S. Typhimurium & S. Choleraesuis LPS 항원

8. 감별진단
가. 증식성회장염
나. 돼지적리
다. 대장균설사증
라. 장독혈증
마. T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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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11

대장균증(Colibacillosis)

역학조사

임상검사

부

검

병리조직검사

세균검사
(분리배양)

(+)

독소검사

(-)

섬모검사

양성

음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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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역학상황
가. (신생자돈 설사증) 4일 이내의 포유자돈에 발생
나. (이유자돈 설사증) 이유 후 자돈에 호발
다. 계절에 관계 없이 발생
라. 한 배의 자돈에서 발생이 높고 전 돈군에 전파되는 경우는 드묾
마. 초산돈 등 모돈이 항체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발생하기 쉬움
바. 허약자돈 및 무유증 모돈의 자돈에서 발생하기 쉬움

2. 임상증상
가. 생후 2~3시간 안에 발생
나. 설사로 인한 탈수증상, 대사성 산증
다. 변의 색은 투명한 색부터 하얀색까지 다양
라. 복부 근육이 약해지고 눈이 들어감
마. 알카리성 분변에 의해 항문부위는 붉게 변함
바. 포유정지
사. 이유자돈의 경우 신생자돈보다 증상이 미약함

3. 병리해부검사
가. 위는 소화되지 않은 응유로 확장, 정맥 경색
나. 소장점막 및 장막의 발적, 소장의 확장
다. 장 내용물은 고형물이 적고 수양성, 포말성
라. 장간막 림프절의 발적, 때로는 비장의 점상 발적소

위 내강에는 소화되지 않은 응유로 가득 차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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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병리조직검사
가. 소장점막 및 장막의 충혈
나. 소장 점막 융모 상피에 다수의 간균 부착
다. 고유층에 호중구와 대식구의 침윤 및 출혈
라. 위, 소장, 대장의 소혈관내 섬유소성 혈전
마. 심한 경우 융모 괴사가 관찰되기도 함
바. 많은 경우에 장의 특징적인 병변이 관찰되지 않음
사. 소화기 이외 다른 장기의 특징적인 변화는 거의 없음

소장 점막의 충혈

점막 융모 상피에 다수의 간균 부착(화살표)

5. 원인체분리검사
분리재료
축종

소

돼지

닭

기타

비고

분변

○(5주이내)

○(1~2주)

○(4~5주)

-

설사

회장

○(5주이내)

○(1~2주)

○(4~5주)

-

설사

혈액, 뇨, 자궁

○

○

○

○

패혈증, 비뇨기, 생식기

기타(면봉)

○

○

○

○

-

분리장기

사용배지 : 혈액배지, MacConkey agar, EMB
세균분리
가. 분변 및 회장
1) 분변 또는 회장내용물을 멸균 면봉을 이용하여 배지(혈액배지, MacConkey agar) 에 평판
도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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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cConkey>

<Blood agar>

<EMB agar>

<Gram stain>

2) 37℃, 24시간 배양한다.
3) 혈액배지에서 용혈유무 확인하고, MacConkey agar에서 핑크색 집락을 EMB agar에
계대한다(37℃, 24시간).
4) EMB agar에서 금속광택 집락을 선택하여 병원성인자 PCR을 실시한다.
5) 검사결과 병원성인자(F4[K88], F5[K99], F6[987P], F41, LT, ST, Stx2e [edema])가
확인되면 항생제감수성 검사 실시
6) 검사결과 병원성인자 음성으로 확인되면 검사 종료
나. 기타시료(패혈증 장기, 면봉 등)
1) 장기의 표면을 멸균하고 무균적으로 절개한다.
2) 멸균 면봉 또는 일회용 백금이를 이용하여 조직을 강하게 문지른다.
3) 혈액배지, MacConkey agar에 접종 후 백금이를 이용하여 도말한다.
4) 37℃, 24~48 시간 배양한다.
5) 조직에서 대량으로 순수분리가 되면 패혈증 등을 의심하고 병리소견과 대조한 이후 실험을
실시한다.
6) 병리 검사에서 병변이 확인되면 MacConkey배지에서 핑크색 집락을 EMB agar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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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대한다(37℃, 24시간).
7) 금속광택이 나는 집락을 선택하여 항생제 감수성 시험
다. 패혈증성 대장균(septicemic E. coli)
1) 주로 1주일령 이하에서 발생이 높다(초유 미섭취).
2) 1개 이상의 실질장기(간, 비장, 폐, 장간막림프절)에서 세균 분리한다.
3) 시료를 무균적으로 채취하여 혈액배지, MacConkey agar에 도말한다.
4) 세균분리 후 EMB agar에 계대한다(37℃, 24시간).
5) 금속광택이 나는 집락을 선택하여 항생제 감수성 및 유전자 검사 실시한다.

6. 항원검사
6-1. 유전자 검사
검사재료 : 분리세균
순수분리된 대장균을 boiling method로 DNA 추출한다.

Primer
가. Multiplex PCR
Target gene
K88
K99

Primer sequences
TGAATGACCTGACCAATGGTGGAACC
GCGTTTACTCTTTGAATCTGTCCGAG
GCGACTACCAATGCTTCTGCGAATAC
GAACCAGACCAGTCAATACGAGCA

Product size
484bp
230bp

비고
양성
대조군과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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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rget gene
K88

F18

F41

LT

STa

STb

STX2e(Edema)

Primer sequences
TGAATGACCTGACCAATGGTGGAACC
GCGTTTACTCTTTGAATCTGTCCGAG
TGGCACTGTAGGAGATACCATTCAGC
GGTTTGACCACCTTTCAGTTGAGCAG
TTAGCAGCGAAGATGAGTGATGGG
GTACTACCTGCAGAAACACCAGATCC
ACGGCGTTACTATCCTGTCTATGTGC
TTGGTCTCGGTCAGATATGTGATTCT
GTCAGTCAACTGAATCACTTGACTCT
CATGGAGCACAGGCAGGATTACAACA
GCTACAAATGCCTATGCATCTACACA
CATGCTCCAGCAGTACCATCTCTAAC
CGGTATCCTATTCCCAGGAGTTTACG
GTCTTCCGGCGTCATCGTATAAACAG

PCR conditions

95℃ 15min
25cycle (94℃, 30s., 63℃, 1m 30s., 72℃, 1m 30s.)
72℃ 10min

Reference

Zhang W, et al. Vet Microbiol. 2007,123:145~152.

Gel loa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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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Gel 사용

Product size

비고

484bp

334bp

515bp

275bp

152bp

125bp

599bp

양성
대조군과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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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Single PCR(돼지 및 일반)
Target gene

Primer sequences
ATGCCATCAACACAGTATATC

EAST1

TCAGGTCGCGAGTGACGG
CCATAAAGACAGCTTCAGTGAAAA

paa

GTATTACTGGTACCACCACCATCA
ACAGTATCATATGGAGCCA

AIDA-I

TGTGCGCCAGAACTATTA
CATTATGGAACGGCAGAGGT

EAE

PCR conditions
Reference

Product size

ATCTTCTGCGTACTGCGTTCA

비고

125bp

180bp

585bp

반드시
양성
대조군과
비교 요망

790bp

95℃ 15min
30cycle(94℃, 30s., 55℃, 30s., 72℃, 1m.)
72℃ 10min
Zhang W, et al. Vet Microbiol. 2007, 123:145~152.

7. 항체검사
없음

8. 감별진단
가. 돼지살모넬라병

라. 로타바이러스감염증

나. 연쇄상구균증

마. 콕시듐감염증

다. TGE

바. 돼지유행성설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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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12 장독혈증(Enterotoxemia)

역학조사

임상검사

부

검

세균검사
(직접검경)

병리조직검사

세균검사
(정량배양)

(+)

독소검사
(장내용물)

(-)

(+)

(-)

독소검사
(+)

양성

278

(-)

음성

음성

양성

음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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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역학상황
가. 생후 1일부터 발생할 수 있으며 3일경에 가장 발생이 많음
나. 생후 1주 이상되면 산발적으로 발생
다. 백신을 하지 않은 모돈의 자돈은 100% 폐사
라. 사료가 바뀐 후 모돈 등 큰 돼지에서도 발생
마. 건강한 돼지에서 자주 발생

2. 임상증상
가. 수양성 혈변, 회음부에 설사변 부착
나. 체온 저하(35℃)
다. 허약해지고 움직이지 못하며 갑자기 폐사하며, 폐사 전에 복부 피부가 검게 변함

3. 병리해부검사
가. 소장 특히 공장과 회장은 암적색을 나타내고 다량의 혈액양의 내용물이 차 있음
나. 공장 벽의 포말성 가스
다. 복부 근육의 부종 및 복강 내 혈액성 내용물이 있을 수도 있음
라. 장간막 림프절 발적
마. 급성 섬유소성 장막염
바. 아급성으로 발생한 돼지는 출혈성 혈변이 잘 관찰되지 않음

소장의 장벽이 전체적으로 암적색조로 발적되어 소장의 장벽에는 포말성 기포가 관찰되고 점막이
있음
발적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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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병리조직검사
가. 소장점막 상피의 변성, 괴사, 탈락
나. 장 상피세포 표면에 다수의 큰 간균이 카페트 모양으로 부착
다. 점막 고유층의 미만성 출혈, 점막하직의 수종과 다양한 크기의 기종 형성
라. 장간막 림프절의 림프구 변성

소장 점막이 변성, 괴사되어 있고 점막하직에는
수종성 병변을 보임

(그람 염색사진) 장점막 표면에 다수의 그람 양성
간균이 부착되어 있음

5. 원인체 분리검사
분리재료 : 분변, 소장 내용물
사용배지 : 혈액배지, MacConkey 배지
균분리 방법
1) 분변 또는 소장 내용물을 백금이로 채취하여 혈액배지, MacConkey agar에 도말한
후 37℃, 24시간 혐기 배양한다.
2) Dual-hemolytic zone을 보이는 집락을 혈액배지에 계대하고, 그람염색 실시

동정 및 확인 방법
1) 그람염색 결과 염색성상과 일치하면 PCR을 실시한다.
※ 그람염색 결과 : 약 0.6∼0.8 x 2∼4um 크기의 그람양성 간균. 아포가 있는 경우에는
난원형이며 세균의 subterminal에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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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ood Agar>

6. 유전자 검사
검사재료 : 분리세균
DNA 추출법 : 그람양성균용 DNA 추출 시판 키트 사용
Polymerase Chain Reaction
Target gene

Primer sequences

Product
비고
size

CPA
(alpha toxin)

Forward: GTTGATAGCGCAGGACATGTTAAG (511-535)
Reverse: CATGTAGTCATCTGTTCCAGCATC (913-889)

402bp

CPB
(beta toxin)

Forward: ACTATACAGACAGATCATTCAACC (589-613)
Reverse: TTAGGAGCAGTTAGAACTACAGAC (824-801)

236bp

CPE
(epsilon toxin)

Forward: ACTGCAACTACTACTCATACTGTG (436-459)
Reverse: CTGGTGCCTTAATAGAAAGACTCC (976-953)

541bp

CPI
(iota toxin)

Forward: GCGATGAAAAGCCTACACCACTAC (563-586)
Reverse: GGTATATCCTCCACGCATATAGTC (879-856)

317bp

PCR
condisions

95℃ 5 min → 30 cycles(94℃ 1 min, 55℃ 1min, 72℃ 1 min) → 72℃ 10 min

Reference

Yoo HS et al., J. Clin. Microbiol. 1997, 35: 28~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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톡신 산생 양상에 따른 Clostridium perfringens의 type
Clostridium perfringens

Major toxin

Type

Alpha

Beta

Epsilon

Iota

A

+

-

-

-

B

+

+

(+)

-

C

+

+

-

-

D

+

-

+

-

E

+

-

-

+

7. 기타 검사법
소장을 이용한 독소 증명
1) 장내용물 20~30ml를 원심분리하여 상층액을 준비
(독소는 취약하므로 채취 후 시료를 바로 실험실로 옮겨 실험실시)
2) 두 마리의 마우스에 각각 정맥주사한다.
(1) 실험군 : 맑은 상층액 0.4ml를 접종한다.
(2) 대조군 : 멸균 식염수 0.4ml를 접종한다.
3) 마우스의 상태를 관찰: 독소가 존재하면 실험군은 10~12시간 내 폐사
(5분 이내에 죽으면 보통 shock사)

독소중화시험(Identification of the toxin in the small intestine)
1) 각각의 antitoxin과 clarified content를 다음과 같이 혼합
(1) 실험군 : 상층액 0.5ml + 멸균식염수 0.2ml + 항독소 0.1ml
(2) 대조군 : 상층액 0.5ml + 멸균식염수 0.3ml
2) 마우스 두 마리에 0.4ml씩 각각 정맥주사한 뒤 마우스 상태를 관찰한다.

8. 항체검사
가. 이용 가능한 검사 방법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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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감별진단
가. 신생자돈 대장균증
나. 살모넬라병, 돼지적리, 증식성회장염
다. TGE
라. 중독성 장염
마. 탄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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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13 글래서병(Glasser's Disease)

역학조사

임상검사

부 검

세균검사
(분리배양 및
유전자검사)

(+)

(-)

병리조직검사
(+)

양성

284

(-)

음성

음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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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역학상황
가. 사양환경의 급변, 수송, 기후의 급변 등의 스트레스로 인해 발생
나. 5~8주령의 자돈에 호발
다. 건강한 돼지의 비즙과 기관에서 자주 분리됨

2. 임상증상
가. 발열, 식욕 결핍, 거친 피모
나. 신경증상, 관절염, 기립불능
다. 호흡곤란
라. 드물게 청색증, 피하부종, 폐수종을 동반한 패혈증 형태로도 발생

3. 병리해부검사
가. 심낭, 흉막, 복막에 회황색의 섬유소 부착
나. 심낭수, 흉수, 복수의 증가와 섬유소편의 부유
다. 관절활액막의 섬유소 침착과 관절액의 증가, 혼탁
라. 뇌막의 혼탁 비후

흉강 및 복강장기 장막면에 유황색조의 섬유소가
부착되어 장기끼리 서로 유착되어 있음

폐 흉막과 심외막에 섬유소가 부착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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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병리조직검사
가. 장액섬유소성 또는 섬유소성 화농성 뇌척수염(척수보다 뇌에 현저함), 관절염, 심낭염,
흉막염, 복막염, 활막염
나. 염증은 호중구, 섬유소, 소수의 대식구로 구성

섬유소 화농성 흉막염

섬유소 화농성 심외막염

5. 원인체 분리검사
분리재료: 주요장기의 장막면(뇌, 흉막, 복막, 관절 등)
사용배지
1) 혈액 배지(S. aureus의 nurse streaking 또는 V-growth factor 첨가)
2) MacConkey agar(감별용)
3) 초콜렛 배지

균분리 방법
1) 37℃, 5~10% CO2, 24~48시간 동안 배양

동정 및 확인 방법
1) 혈액 배지상에서 S. aureus 용혈 주변에서 배양됨
2) Non-hemolysis, urease(-), oxidase(-), catalase(+)
3) Morphology : Gram(-), small pleomorphic rods
4) MacConkey 배지에서는 자라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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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ood Agar : S. aureus nurse streaking>

<Chocolate Agar>

<Gram Stain>

6. 유전자 검사
검사재료: 분리세균 또는 가검 재료
DNA 추출법: Boiling method 또는 시판 키트 사용
Polymerase Chain Reaction
1) 1차 PCR 양성시 2차 PCR을 시행하거나 2차 PCR을 단독으로 사용할 수 있다.
2) 1차 PCR의 경우 Actinobacillus indolicus균과의 구별이 어렵고, 2차 PCR의 경우 H.

parasuis specific하지만 민감도가 떨어져 2가지 PCR의 병용이 권장됨
3) 2차 PCR의 경우 시판 키트를 이용하여 Multiplex PCR을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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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PCR>
Target gene
16s rRNA
PCR conditions
Reference

Primer sequences
F : GTG ATG AGG AAG GGT GGT GT
R : GGC TTC GTC ACC CTC TGT

Product size

비고

821bp

95℃ 15min → 30 cycles (94℃ 30 sec, 59℃ 30, 72℃ 2min) → 72℃ 10min
J Vet Diagn Invest 13:495-501, 2001

<2차 PCR>
Target gene
16s rDNA

PCR conditions
Reference

Primer sequences
HP1F3 : tat cgR gag atg aaa gac
HP2F2 : gta atg tct aag gac tag
HPRevx : cct cgc ggc ttc gtc

비고

1090bp

95℃ 15min → 35 cycles of (94℃ 1 min, 56℃ 45 sec, 72℃ 1min) → 72℃ 10min
Veterinary Microbiology 119:266~276, 2007

PCR 결과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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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항체검사
판매상품(ELISA kit): LPS 유래의 항원 코팅된 시판 키트를 사용

8. 감별진단
가. 돼지열병
나. 돼지오제스키병
다. 인플루엔자
라. 연쇄상구균증
마. 액티노흉막폐렴
바. 파스튜렐라폐렴
사. 마이코플라즈마병
아. 톡소플라즈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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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14 액티노바실러스성흉막폐렴(Actinobacillus Pleuropneumonia)

역학조사

임상검사

부 검

세균검사
(분리배양 및
유전자검사)

(+)

(-)

병리조직검사
(+)

양성

290

(-)

음성

음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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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역학상황
가. 4~5개월령의 돼지에 호발
나. 돈사, 돈방 단위로 국소적으로 발생
다. 심급성 예에서는 24시간 이내, 급성 예에서는 2~4일 경과 후 폐사
라. 돼지의 직접 접촉에 의해 전파되나 비말감염도 가능
마. 농장내로의 유입은 보균돼지의 입식이 가장 많음

2. 임상증상
가. 심급성형
1) 건강했던 돼지가 죽은 상태로 발견되는 경우가 많음
2) 고열(41℃), 식욕절폐
3) 코, 귀, 다리에서 시작하여 나중에는 전신 청색증이 나타남
4) 죽기 전에 코나 입에 거품 섞인 혈액성 물질이 보임
나. 급성형
1) 고열, 피부 발적, 식욕저하, 기침, 혈액 순환장애
다. 만성형
1) 급성기가 지난 후 발생
2) 열이 별로 없으며 식욕 저하
3) 운동을 하기 싫어함
4) 심급성형, 급성형, 만성형이 한 돈사에서 같이 발생함

3. 병리해부검사
가. 폐흉막의 섬유소 부착, 폐와 흉막의 유착
나. 폐 절단시 병변부에 검은색과 흰색의 띠가 명확히 보임
다. 폐의 충출혈, 수종, 검은색 간변화
라. 심낭수, 흉수의 증량과 혼탁
마. 흉강 림프절의 충출혈, 수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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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 횡격엽 및 심엽에 검은색의 결절이 존재하며
흉막에 노란색의 막편이 부착되어 있다.

폐, 절단시 단면이 검은색을 띠고 있다.

4. 병리조직검사
가. 괴사성 섬유소성 흉막폐렴
나. 폐흉막, 소엽간질의 수종과 섬유소의 삼출
다. 폐 괴사부위 주변으로 원형세포 및 oat 세포 침윤
라. 혈전 또는 림프관 색전
마. 만성형에서는 육아종 형성, 석회화

폐, 검은색의 염증세포로 구혹된 경계가 명확한
괴사부위가 존재한다,

폐, 왼쪽에 섬유소성 흉막염 소견과 오른쪽에
폐부종이 보인다.

5. 원인체 분리검사
분리재료: 폐, 기관지
사용배지: 혈액배지, 초콜렛 배지, MacConkey 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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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분리 방법
1) 폐 : 표면을 spatula로 열소독하고 환부와 정상 경계 부위를 멸균된 칼로 절개하여,
일회용 loop 등을 이용해 기관지 내강을 swab 한 후에 혈액배지, 초콜렛 배지,
MacConkey 배지에 접종
2) 기관지 : 멸균 PBS 등으로 flushing하여 혈액 배지, 초콜렛 배지, MacConkey 배지에
접종
3) 혈액 배지에는 포도상구균(ATCC 25923)을 도말(nurse streaking)
4) 37℃, CO2 환경에서 24~48시간 배양

동정 및 확인방법
1) 혈액 배지상에서 지름 1∼2㎜ 크기의 반짝이는 colony가 위성현상(satellitism,
Nicotinamide Adenine Dinucleotide(NAD) 의존성)을 보이며, 완전용혈대를 형성
2) 초콜렛 배지에서 지름 1∼3㎜의 투명한 colony를 형성. 의심집락을 혈액 배지에
계대하고 포도상구균을 1자 도말하여 위성현상을 관찰
3) Biotype에 따라 NAD-dependent한 Biotype I(15)과 NAD-independent한 Biotype
II(2)로 나뉘어 짐.
4) MacConkey 배지에서는 자라지 않음
5) A. indolicus, A. porcinus도 위성현상이 나타날 수 있으니 감별진단 필요
6) 생화학 성상 : Gram(-) rods, catalase variable(주로 양성), oxidase variable, CAMP
현상이 특징
7) 자동 생화학 동정기계로는 동정이 불가능하며, 생화학 동정 키트(API NH 카드)를
통해 동정 가능

<Chocolate Agar>

<Blood Agar : S. aureus nurse strea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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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유전자 검사
검사재료: 분리 세균, 가검재료
DNA 추출법: Boiling method 또는 시판 키트 사용
Polymerase Chain Reaction
Target gene

apxIVA
toxin
PCR conditions
Reference

Primer sequences

Product size

F : TGG CAC TGA CGG TGA TGA
R : GGG GAC CGA CTC AAC CAT

비고

422bp

94℃ 10min → 35 cycle(95℃ 30s, 52℃ 30s, 72℃ 30s) → 72℃ 10min
Schaller et al., Veterinary Microbiology 79:49~62, 2001

PCR 결과판독
1) 1.5% Agarose Gel loading

7. 항체검사
국가공급 진단액을 이용한 ELISA 검사법(APP2, APP5)
apx IV toxin 항원에 대한 항체가 측정이 가능한 키트가 판매되고 있음(장점
: 야외감염 항체가만 검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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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감별진단
가. 마이코플라즈마폐렴
나. 파스튜렐라감염증
다. 인플루엔자
라. 글래서씨병
마. 연쇄상구균병
바. 톡소플라즈마병
사. 돼지폐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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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15

돼지적리(Swine Dysentery)

역학조사

임상검사

세균검사
(직접검경)

부 검

병리조직검사

세균검사
(분리배양 및PC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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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성

음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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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역학상황
가. 상재화되는 경향이 있음
나. 집단적(드물게 산발적)으로 발생
다. 체중 15~70kg의 육성비육돈군에 호발하나 성돈이나 포유돈 발생 없음
라. 감염원은 외부에서 도입된 돼지로 인한 것이 많음
마. 유행은 장기간 계속되며 항생제 치료시기와 맞물려 3~4주 간격으로 임상증상이 나타난다.
바. 쥐에 의해 전파 가능
사. 증상이 없는 보균돈에 의해 농장으로 유입되는 경우가 많다.

2. 임상증상
가. 처음에는 회황색의 연변 또는 설사변이 보이나 시간이 지나면 점액 설사 또는 혈변 배설
나. 발열(40~40.5℃)
다. 대부분 회복되나 증체율이 떨어짐

3. 병리해부검사
가. 쇠약, 거친 피모
나. 대장 특히 결장 부위에 혈액과 점액이 섞인 분변 존재
다. 장간막 림프절 종대
라. 소장 및 결장 장간막의 발적 및 수종
마. 대장 점막이 매끈하지 못하나 궤양 발생은 드묾
바. 장막의 작은 흰색 융기
사. 소장의 병변은 관찰되지 않음

결장이 전체적으로 암적색조로 발적되어 있음

대장의 점막면이 발적되어 있고 매끈하지 못함(우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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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병리조직검사
가. 결장 점막(상피고유층)의 변성 박리 및 탈락, 점액과 혈액 혼합
나. 충혈과 부종에 의해 점막과 점막하직의 종대
다. 배상세포 증식
라. 음와 상피세포가 길쭉해지고 진하게 염색됨
마. 도은 염색으로 대장 점막의 음와(crypt) 상피세포 표면 및 배상세포 세포질 내에서
스파이로헤타균을 확인
바. 때때로 손상된 상피세포 안이나 고유층에서도 세균이 관찰됨
사. 고유층에 호중구 등 다수의 염증세포 침윤

결장 점막의 변성 및 탈락

(도은염색) 음와상피세포 표면에 검은색으로
염색되는 적리균 관찰

5. 원인체 분리검사
분리재료 : 돼지 결장 점막 또는, 분변
가. 급성 감염기에 있는(7주령 이상) 육성․비육돈에서 채취
나. 부검 후 장 내용물이 좋으며, 분변에 점액과 혈액이 혼입된 시료가 좋음
다. 실험실로 이동시 시료가 건조되지 않도록 주의
사용배지 : pre-reduced TSA + Blood agar + (Vancomycin + colistin
+ Spectinomycin)
균분리 방법
가. 분변 또는 colon의 점막을 1:10의 비율로 식염수로 희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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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원심(500g 이하, 분변찌거기 제거목적)
다. 상층액을 0.8, 0.65, 0.45㎛ filter로 순차적으로 여과하여 여과액을 배지에 도말
라. 혐기상태에서 42℃, 2~3일간 배양
1) 의심되는 colony의 모양
○ Small, transluscent colony with a zone of clear hemolysis
○ Hemolysis: strong beta-hemolysis(B. hyodysenteriae)

동정 및 확인 방법
가. Biochemical test
1) Hemolysis intensification(for B. hyodysenteriae)
4일정도 배양된 집락이 있는 agar를 0.5㎠정도 잘라내고 다시 4일동안 배양하면
잘라진 경계를 따라 1~2mm정도의 용혈이 나타난다.
2) Indole spot test : 여과지에 세균을 도말 후 indole reagent(P-dimethylanimocinnamaldehyde)를 떨어뜨리고 1~3분 내에 파란색이 나타나면 양성판정

6. 항원검사
6-1. 유전자 검사
분리재료 : 돼지 colon 점막 또는 분변
DNA 추출 : 분변 추출용 유전자 키트
Polymerase Chain Re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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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모두 개별 PCR 실시
Primer
Name

Product Annealing
size(bp)
temp.

Primer sequence

비고

F1 AGGTGACTGTGCTACTGT
R1 AACGTCTGCTGCCTTCTT

320

62℃

B. hyodysenteriae

F1 TGAAATCTTCTAAAGATGAG
R1 TAGCTAAAGCAATATATTCA

96

52℃

B. pilosicoli

Interm2004

F1 TTGCCTAGAGTTATGGGTAAT
R1 GACATAACTACCATATCTACT

182

55℃

B. intermedia

Innoc

F1 ATGGTGCTATAAAAGTAGAC
R1 ACCAACCAGTAGAAGCCATG

249

55℃

B. innocens

BrNOX2

F: CWWGTTCTTGGCCTGTAACT
R: YCCATAACTCTWGGCAWAGC

250

55℃

Common

Hyo
Pilo2004

PCR
conditions

94℃ 15min
40 cycle(94℃ 30s, Annealing temp. 30s, 72℃ 60s)
72℃ 10min

Reference

Weissenbock et al. Vet. Microbiol. 2005, 111, 67~75

*: W(A,T), Y(C,G)
- Type strain control
1: Negative control,
2: Br. pilosicoli,
3: Br. hyodysenteriae,
4: Br. intermedia,
5: Br. innocens,
- Primer set
A: genus-specific primers ''BrNOX2''
B: ''Pilo2004''
C: ''Hyo1'''
D: 'Interm2004''
E: ''Innoc''

6-2. 기타 검사법
직접검경 :
가. Colonic mucosa를 scraping 또는 분변희석
나. 고정 후 dilute carbol fuchsin 또는 silver 염색액으로 4~6min 처리
다. 현미경 검사 : 나선형의 균 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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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항체검사
검사 방법 없음

8. 감별진단
가. 돼지 살모넬라병

라. 괴사성 장염

나. 증식성출혈성 장염

마. TGE

다. 위궤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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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16

연쇄상구균증(Streptococcosis)

역학조사

임상검사

부 검

세균검사
(분리배양)

(+)

(-)

병리조직검사
(+)

양성

302

(-)

음성

음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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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역학상황
가. 5~10주령의 돼지에 가장 많이 발생하며, 관절염은 2~5주령, 패혈증은 포유자돈에
호발하며 포유돈은 비교적 폐사율이 높음
나. 편도, 비강, 생식기, 호흡기에 정상적으로 존재
다. 건강하게 보이는 보균돈에 의해 농장으로 유입
라. 농장내에서는 돼지간 접촉전파와 공기로 전파
※ 인수공통전염병임

2. 임상증상
가. 발열과 함께 식욕부진, 침울, 파행이 발생
나. (뇌막염형) 점막 발적과 함께 보행실조, 경련 등 다양한 신경증상
다. (패혈증형) 발열, 급사, 호흡곤란, 피부자반증
라. (관절염형) 파행, 운동실조, 관절의 농양
마. 드물게 성돈의 귀에 수종

3. 병리해부검사
병변형성 부위에 따라 다양한 병변이 관찰됨
<뇌막염형> (Str. suis type II)
가. 뇌수막의 혈관 충혈
나. 림프절의 종대
다. 체표가 붉게 변하고 소장은 충혈
<패혈증형> (Str. equisimilis, Str. suis type I)
가. 황달, 장막하 점상출혈, 섬유소 침착
나. 간과 비장의 종대, 폐의 간변화, 수종
<다발성 관절염형>
가. 관절강의 크림상-치즈상의 삼출액 및 섬유소 침착
나. 관절의 소농양
<심내막염형> (Str. equisimilis)
가. 심내막의 종유
<경부 농양형>
가. 경부, 두부의 농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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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수막의 혈관 충혈

관절강에 화농성 삼출물

폐흉막과 심외막에 유황색조 섬유소 막편 부착

심내막염

4. 병리조직검사
가. 복막 및 흉막의 섬유소성 염증
나. 화농성 뇌막염
다. 혈전성 심내막염
라. 섬유소성 또는 화농성 관절염
마. 두경부 림프절의 화농성염증, 농양균이 혈류로 전파되어 모든 장기에 화농성 병소 형성

화농성 뇌막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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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원인체분리검사
분리재료 : 폐, 뇌, 관절, 편도
사용배지 : 혈액배지
균분리 방법
가. 폐, 뇌, 관절 : 표면을 spatula로 열소독하고 환부와 정상 경계 부위를 칼로 자름. 백금이
등을 이용하여 혈액배지에 접종 37℃, CO2 환경에서 24~48시간 배양

동정 및 확인 방법
가. 혈액배지 상에서 작고 용혈성을 가진 집락을 형성
나. 혈액배지 상에서 일반적으로 α-hemolysis를 나타내지만, 일부에서 β-hemolysis도 나타날
수 있다.
다. 생화학 성상 : Gram + cocci, catalase -, oxidase -, bile esculin 가수분해 +, VP - 등
라. 자동 생화학 동정 기계 및 시판되는 생화학 동정 키트를 이용한 동정 가능(API 20 STREP
및 VITEK II로 동정)

혈액배지 배양사진

그람염색

6. 항원검사
6-1. 유전자 검사
분리재료 : 분리 세균
DNA 추출법 : 그람 양성 세균 DNA 추출을 위한 시판 kit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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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ymerase Chain Reaction
gdh(glutamate dehydrogenase gene)은 S. suis의 모든 혈청에 존재하는 유전자
Target gene

gdh

Primer sequences
JP4 : GCAGCGTATTCTGTCAAACG
JP5 : CCATGGACAGATAAAGATGG

Product size

비고

688bp

PCR conditions

94℃ 5min → 35 cycle(94℃ 60s, 55℃ 60s, 72℃ 60s) → 72℃ 7min

Reference

O. Okwunabua et al. FEMS Microbiology Letters 218 (2003) 79~84

PCR 결과판독: 1.5% Agarose Gel loading
6-2. 기타 검사법
혈청형 분류를 위해 Lancefield grouping이 가능한 항혈청 set 구매 가능

6-3. 기타 참고 자료
혈청형에 따라 1-34, 1/2 형으로 총 35혈청형으로 구분하지만 보통 질병 증상을
나타내는 환돈에서는 전세계적으로 주로 2형이 분리됨
일반적으로 MRP(Muraminidase Releasing Protein) 이나 EF(Extracellular
Factor)가 주요 병원성 인자로 추정됨
지금까지 S. suis의 universal virulence marker는 정해진 것이 없음.

7. 감별진단
가. 돼지단독

마. 톡소플라즈마병

나. 돼지열병

바. 글래서씨병

다. 액티노흉막폐렴

사. 대장균증

라. Trueperella pyogenes 감염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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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17 마이코플라즈마증(Mycoplasmosis)

역학조사

임상검사

부 검

(+)

(-)

세균검사(유전자검사)

병리조직검사
(+)

양성

(-)

음성

음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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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역학상황
가. 밀사, 환기불량의 양돈장에 다발
나. 계절에 따라 발생하며 일반적으로 만성으로 경과하나 폐사율은 낮음
다. 증체율 감소, 사료효율 악화, 발육지연
라. 농장으로의 유입은 보균돈에 의해 일어남
마. 자돈은 모돈으로부터 세균이 감염되며 그후 자돈간 전파가 발생
바. 이환율은 높으나 폐사율은 낮음

2. 임상증상
가. 일반적으로 전구증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고, 8~10주령에 나타나는 경우도 있음
나. 가벼운 건성 기침이 이른 아침, 급이시, 심한 운동시 나타남
다. 대부분 비화농성 기침임
라. 일반적으로 사료섭취는 감소하나 전체적으로 정상 돼지와 구별 안됨
마. 2차 세균감염이 일어나면 발열, 식욕감소, 거친 호흡 등의 증상이 나타남

3. 병리해부검사
가. 폐의 앞쪽엽, 중간엽에 좌우 대칭성 회색 또는 적색 간변화
나. 폐문 림프절, 종격 림프절의 발적 종창
다. 2차 감염이 없으면 병변은 국소적이고 한계가 명확
라. 절단면은 무겁고 두꺼워 보이나 단단하지는 않음

폐, 심염, 첨엽, 횡격엽 끝부위가 고기와 같은 경도로
단단하게 변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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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병리조직검사
가. 초기에는 호흡기도 내에 호중구의 침윤
나. 시간이 경과하면 기관지주위 림프소절, 혈관주위에 림프구가 침윤되어 심하게 종대됨
다. 기관지 점막 상피세포, 폐포상피세포의 증식
라. 페포강내에는 호중구와 단핵구, 호산성의 액체가 다량 존재
마. 만성 예에서는 기관지 점막 고유층의 섬유성 비후

폐, 기관지 주위 림프조직이 심하게 증식하여 있음

폐, 증식된 림프조직의 확대사진으로 크기가 다양한
림프구로 구성되어 있음

5. 원인체 분리검사
분리재료
1) M. hyopneumoniae : nasal swabs or discharge, transtracheal washing, Lung
2) M. hyorhinis : nasal swabs or discharge, transtracheal washing

사용배지
1) Media(OIE manual, 2008, 6th edition)
(1) Part A
① PPLO broth w/o crystal violet(Difco)
② Purified agar
③ DW

14.7g
10g
700㎖

(2) Part B(pH 7.8, filter sterilize)
① pig serum(56℃, 1hr)

150㎖

② 25% yeast extract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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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10% glucose soln

10㎖

④ 5% thallous acetate

10㎖

⑤ 200,000 IU/㎖ Penicillin G

5㎖

⑥ 0.1% phenol red

20㎖

(3) Part A를 고압멸균한 후 50 ℃에서 Part B 첨가
(4) Petri dish에 분주 및 건조(37℃, 24시간)
2) 판매되고 있는 시판 배지 이용 가능

균분리 방법
1) 가검물 접종(시료 채취 후 빠른 시간에 접종하는 것이 중요)
2) 37℃, 20일 동안 매일 관찰(5~12% CO2에서 배양하며 건조되지 않도록 한다)
3) 현미경으로 검사(colony 확인)

동정 및 확인 방법
1) 고형의 선택 배지상에서 전형적으로 작고 현미경상으로 “fried-egg colony"로 중앙에
균이 밀집되고, 바깥으로 밝은 형태의 집락을 나타냄
2) M. hyorhinis의 몇몇 균주는 선택배지에서 자라지 않거나 성장정도가 매우 작음
3) 그람염색으로 마이코플라스마속 균을 염색하기 어렵기 때문에 김자염색을 실시
4) 균 동정은 유전자 검사로 확인

<출처 : http://www.dsmz.de/human_and_animal_cell_lines/main.php?content_id=89>

6. 유전자 검사
검사재료: 분리세균 또는 swab samp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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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NA 추출법
1) Boiling method
2) Swab sample로 추출할 경우에는 boiling 전에 14,000rpm으로 10분간 원심 분리하여
상층액을 버리는 작업을 선행한다.

Polymerase Chain Reaction
<Mycoplasma universal primer>
Target gene

Primer sequences

Product size

비고

16s rRNA

F : GGC GAA TGG GTG AGT AAC ACG
R : CGG ATA ACG CTT GCG ACC TAT G

PCR
conditions

95℃ 15min → 30 cycles (94℃ 60sec, 60℃ 60sec, 72℃ 5 min) → 72℃ 10 min

Reference

Wong-Lee et al. Diagnostic molecular microbiology principles and
applications, American Society for Microbiology p. 257~260, 1993

464bp

<돼지 : M. hyopneumoniae, M. hyorhinis >
Target gene

Primer sequences

Product size

비고

p36

F : GGGCCGATGAAACCTATTAAAATAGCT
R : GCCGCGAAATTAAATATTTTTAATTGCATCCTG

948bp

85pmol
hyopneumon
iae

p37

F : GTAGTCAAGCAAGAGGATGT
R : GCTGGAGTTATTATACCAGGA

346bp

50pmol
hyorhinis

PCR
conditions

95 ℃ 15 min → 35 cycles (94℃ 1min, 50℃ 1min, 72℃ 90sec) → 72 ℃ 10 min

Reference

J. Caron, et al. Journal of clinical Microbiology, Apr, 1390~1396, 2000

※ M. hyopneumoniae와 M. hyorhinis는 Multiplex PCR에 대한 protocol을 이용한다.

7. 감별진단
가. 글래서씨병
나. 액티노흉막폐렴
다. 파스튜렐라 폐렴
라. 인플루엔자
마. 폐충증
바. 파라인플루엔자
사. 톡소플라즈마병
아. 위축성비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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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18

렙토스피라병(Leptospirosis)

역학조사

임상검사

세균검사
(직접검경)

부

검

혈청검사

(+)

(-)

(-)

(+)
병리조직검사

동물접종시험

세균검사
(분리배양, 검경)

(+)

양성

312

양성

(-)

음성

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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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역학상황
가. 과거 본병의 발생여부
나. 여름철의 우기, 특히 홍수 후에 발생
다. 축사, 사료 등이 쥐의 분뇨 등에 오염
라. 신장에 존재하면서 오줌을 통해 배출

2. 임상증상
가. 급성형
1) 식욕부진, 발열 등이 나타나서 모르는 상태로 지나간 후 회복되는 경우가 많음
2) 극소수의 감염돈에서 황달이나 혈색소뇨가 보일 수 있다.
나. 만성형: 임신 후반기 유산, 허약 자돈 분만

3. 병리해부검사
가. 유산태아
1) 여러 장기의 부종
2) 체강의 혈액양 장액성 내용물
3) 신장 피질의 점상 발적소
나. 자돈: 신장의 흰색 반점

태반에 다발성으로 적색조 반점 산재

신장에 다수의 흰색반점 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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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병리조직검사
가. 유산태아: 간의 소상 괴사소
나. 자돈
1) 신장 사구체와 세뇨관에 고도의 변성 및 괴사, 신장 간질에 림프구의 침윤, 결합조직의
증식
2) 도은염색(silver stain)하면 병소에서 렙토스피라가 검출됨

신장, 간질성 신염

도은염색 사진으로 균이 흑색으로 염색됨

5. 원인체 분리검사
* 일반적으로 진단을 위해 분리검사는 하지 않음
분리재료 : 뇨, 신장 등
사용배지 : EMJH 배지 + EMJH supplement + 1% rabbit serum + 1% fetal
calf serum + 5-fluorouracil(오염의 가능성이 있을 때 첨가)
균분리 방법
가. 뇨 : 당일 채취한 신선한 뇨 한 방울을 액체배지에 접종하거나 원심분리하여 상층액을
버리고 EMJH broth 1㎖에 재부유, 10배, 100배 희석하여 EMJH semisolid medium에 접종
나. 신장 조직 : 유제한 후 suspension을 EMJH semisolid medium에 접종
다. 28~30℃에 배양하며 1주 단위로 4주까지 관찰. 그 후 매달 1회 6개월까지 관찰
라. EMJH semisolid medium에서 배양시 균이 자라서 농축된 띠를 형성 (Dinger's z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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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owth on EMJH medium>

마. 관찰 방법 : 암시야 현미경이나 위상차 현미경으로 관찰

6. 항원검사
6-1. 유전자 검사
검사 재료 : 뇨, 유산태아 등
DNA 추출 :
가. Boiling method로 DNA를 추출한다(분리균 이용).
나. 조직 추출용 시판 키트를 이용하여 추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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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ymerase Chain Reaction
가. Leptospira spp.에 대한 항원의 검출
Target gene

Primer sequences
F : CTG AAT CGC TGT ATA AAA GT
R : GGA AAA CAA ATG GTC GGA AG

secY

Product size

비고

285bp

PCR
conditions

94℃ 10min
35 cycle(94℃ 60s, 55℃ 60s, 72℃ 120s)
72℃ 10min

Reference

Gravekamp et al. Journal of General Microbiology (1993), 139, 1691~1700

PCR 결과판독: 1.5% Agarose Gel loading

7. 항체검사
국가공급 진단액을 이용한 현미경 응집 반응
(Microscopic Agglutination Lysis Test)
가. 동물에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렙토스피라의 7가지 혈청형에 대한 혈중
항체를 검사하며, 필요에 따라 추가된 혈청형을 통한 응집 용균 반응 검사를
실시
※ Leptospira Canicola, Hardjo, Pomona, Icterohaemorrhagiae, Grippotyphosa,
Tarassovi, Sejro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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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실험방법
1) 혈청은 PBS를 사용하여 12.5배로 희석
2) 96 well plate에 1번 well을 제외한 모든 well에 PBS를 25uL씩 분주
3) 1번과 2번 well에 12.5배로 희석된 시료를 25uL 넣은 후 2번 well부터 단계희석
4) 희석이 완료된 각 well에 항원을 25uL씩 접종
※ 항원의 활력이나 숫자(2 X 108개/mL)를 암시야 현미경 하에서 확인 후 사용
5) 접종 후 혼합하여 28℃ 항온기에 2시간동안 감작
6) 암시야현미경으로 양성 및 음성 혈청에 대한 균의 활력, 숫자의 차이를 확인 후, 시료
검사결과 판정

다. 결과판정
판정
음성

검사결과

Leptospira 균의 활력 및 숫자가 음성혈청과 같다

+

Leptospira 균이 음성혈청 대비 75% 생존

++

Leptospira 균이 음성혈청 대비 50% 생존

+++

Leptospira 균이 음성혈청 대비 25% 생존

++++

Leptospira 균이 양성혈청과 같다

시판 LATEX 진단액 : Leptospira spp.에 대한 항체 검출 키트 판매

8. 감별진단
가. 돼지열병
나. 돼지써코바이러스2형관련 질병
다. 바이러스성 유산
라. 세균성 유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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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19

톡소플라즈마증(Toxoplasmosis)

역학조사

임상검사

부 검

(+ )

(- )

병리조직검사

( + )

(- )
원충검사

(+ )

(- )

동물접종시험

(+ )

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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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

양성

양성

항체검사

(- )

음성

(+ )

양성

(- )

음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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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역학상황
가. 2~4개월령에 다발하고 폐사율이 높음
나. 산발적, 때때로 집단적으로 발생
다. 돈사주변에 고양이 출입 여부

2. 임상증상
가. 발열
나. 일반증상의 악화, 설사 또는 변비
다. 귀, 코끝, 하지, 복부 등에 자적색 무늬
라. 호흡곤란(복식호흡)
마. 보행실조, 기립불능

3. 병리해부검사
가. 폐에 담홍색, 오렌지색을 띠며 대엽성 수종, 할단면에 다량의 장액을 포함하고 때로는
출혈반이나 백색 괴사반 형성
나. 림프절 종대, 경결, 출혈, 광범위 괴사
다. 간의 혼탁종창, 괴사소 또는 출혈점
라. 신장의 점상 출현
마. 장점막의 충혈, 미란, 궤양 때로는 출혈

4. 병리조직검사
가. 림프절, 비장의 림프조직 괴사, 세망내피세포의 증식
나. 간, 신장, 폐, 림프절의 다발성 괴사소
다. 장액성, 증식성 간질성 폐렴
라. 비화농성 뇌염(신경교세포 결절 산재, 소상괴사, 혈관주위 세포 침윤)
마. 림프절, 간, 폐 또는 뇌에 톡소플라즈마 원충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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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 gondii tachyzoite

폐포벽에 톡소플라즈마 원충확인(화살표)

5. 원충 분리검사
분리재료
축종

돼지

염소(양)

고양이

유산태아(태반)

○

○

○

소화기(장, 분변)

○

호흡기(폐, 림프절)
뇌

분리장기

소

개

○

○

○

○

○

○

심장
간

조류

○
○

혈청

○

○

○

뇌에서 원충 분리(OIE manual, 2004)
1) 유산태아 뇌 2~5g + 동량의 0.3M PBS(100 unit penicillin, 745IU streptomycin)
2) Stomaching하여 마우스에 0.5㎖ 복강접종
3) 접종 후 6~8주에 마우스의 뇌를 적출하고 혈청채취(-20℃ 보관)
4) 적출 뇌조직 +동량의 0.3M PBS → Homogenate
6) cyst를 Giemsa 염색으로 확인

320

Ⅱ. 돼지 질병

6. 유전자 검사
검사재료 : 분리재료 참고(PCR 검사성적이 있는 문헌 조사)
축종
분리장기
유산태아(태반)

돼지

양

고양이
(종숙주)

○

○

○

소화기(장, 분변)

소

개

조류

○

호흡기(폐, 림프절)

○

뇌

○

○

근육(심장, 혀, 골격)

○

비장

○

○

○

○

○

○

눈

○

○

○

DNA 추출법
1) 분변처리법(Vet parasitology, 2007)
(1) 분변 1g + DW 10ml → mixing하여 원심(2,000g, 10min)
(2) 상층액 버리고 나머지에 동량의 sheather's soln. 또는 ZnSO4 첨가
* Sheather's soln.(sugar 106g, 100ml DW, 0.8ml phenol; gravity 1.26)
(3) 원심(1,000g, 10min)
(4) volume의 9배의 DW 첨가하여 원심(2,500g, 10min)
(5) 펠렛을 e-tube에 옮기고 DNA extraction kit(그람양성용)를 사용하여 DNA를 추출
2) 조직처리법
(1) 태반 등의 장기 2g에 glass bead와 증류수를 넣고 homogenizer로 분쇄
(2) 3,000rpm, 15분간 원심분리
(3) 상층액을 DNA extraction kit를 이용하여 DNA 추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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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ymerase Chain Reaction
Target gene
B1 GENE
PCR conditions
Reference

Primer sequences(concentraion)

Product size

F : GGAACTGCATCCGTTCATGA
R : CAGACGAATCACGGAACTG

비고

501bp

94℃ 4min → 35 cycle (94℃ 1min, 52℃ 1min, 72℃ 1min) → 72℃ 8min
서명득, 신기욱. 2001. 대한수의학회지. 41(1) : 89~98

7. 항체검사
국가 공급진단액 : IFA(indirect fluorescent assay)
가. 개요
Toxoplasma gondii tachyzoite를 세포배양하여 만든 항원을 슬라이드 글라스에 흡착시킨
것으로 간접형광항체반응 검사법에 의한 돼지 톡소플라즈마 감염항체 검사에 사용한다.

나. 검사방법
1) -70℃에 보관중인 IFA antigen coating slide를 꺼내 foil 포장을 벗긴 후 10분간 풍건
2) 비동화시킨 가검 혈청을 serum diluting buffer로 단계 희석
3) 200배 희석된 표준양성혈청, 음성혈청 및 가검혈청을 각 well에 13㎕씩 떨어뜨린다.
4) 습윤 chamber에 slide를 넣고 37℃에서 30분간 반응
5) 반응 후 1× FA rinse buffer에 10분간 담그고 가끔 흔들어준다.
6) 세척 후 test well에는 Fluorescein-labeled Goat anti-Swine IgG(1 : 80)를 13㎕씩
떨어뜨린다.
7) 습윤 chamber에 slide를 넣고 37℃에서 30분간 반응
8) 반응 후 1× FA rinse buffer에 10분간 담그고 가끔 흔들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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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세척 후 slide를 꺼내어 물기를 최대한 털어내고, 항원이 coating되지 않은 반대면과
coating면의 가장자리 물기를 paper towel로 제거
10) slide에 mounting fluid를 2~3방울 떨어뜨린 후 cover glass로 덮고 형광 현미경으로
관찰 (×200, ×400)

다. 결과판정
1) Control well의 표준양성혈청과 음성혈청의 차이가 명확하여야 함.
2) 200배 희석된 가검혈청이 표준양성혈청의 것과 비슷한 강도의 형광을 나타내면 양성으로
판정한다.

양성
혈청 희석배율(100배)

양성
혈청 희석배율(200배)

음성

라. 유의사항
1) 항원항체 반응 중 혈청이 마르지 않도록 한다.
2) 표준혈청과 Fluorescein-labeled 혈청은 반복적인 얼림과 녹임을 피하고, 반드시 소량씩
미리 분주하여 필요한 만큼씩 꺼내 쓴다.
3) 공급된 톡소플라즈마 항원 slide는 낱개 포장되어 있으므로 한 장씩 꺼내어 사용하고 일단
사용한 slide는 재사용하지 않는다.

Latex agglutination test(LAT)
가. 개요
톡소플라스마(Toxoplasma gondii, RH starin) 항원을 폴리스틸렌 라텍스 입자에 흡착하여
만든 톡소플라스마 라텍스 검사 키트이며 톡소플라스마 감염항체 검사에 사용한다.

나. 검사방법
1) 가검혈청과 표준양성혈청을 혈청희석용 완충액으로 1:8로 희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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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희석된 혈청을 25㎕씩 마이크로플레이트에 넣고, 혈청희석용 완충액으로 1:16, 1:32, 1:64,
1:128, 1:256로 2배 계단 희석하여 각 well에 25㎕씩 남게 한다.
3) 1:8, 1:16, 1:32, 1:64, 1:128, 1:256배로 희석된 검사혈청이 들어있는 각 well에 라텍스
진단액을 25㎕씩 분주
4) 플레이트 진탕기로 가볍게 흔들어 준 뒤 15~24시간 실온에서 반응
5) 흰색 종이 위에 반응된 플레이트를 놓고 판정 기준에 따라 판정

(참고 표) 진단 반응 예시
1:128배 희석
혈청 25㎕
+라텍스진단액
25㎕

1:256배 희석
혈청 25㎕
+라텍스진단액
25㎕

표준 1:8배 희석 혈청 1:16배 희석 혈청 1:32배 희석 혈청 1:64배 희석 혈청 1:128배 희석
25㎕
25㎕
25㎕
25㎕
혈청 25㎕
양성
+라텍스진단액 +라텍스진단액 +라텍스진단액 +라텍스진단액 +라텍스진단액
혈청
25㎕
25㎕
25㎕
25㎕
25㎕

1:256배 희석
혈청 25㎕
+라텍스진단액
25㎕

표준 1:8배 희석 혈청 1:16배 희석 혈청 1:32배 희석 혈청 1:64배 희석 혈청 1:128배 희석
25㎕
25㎕
25㎕
25㎕
혈청 25㎕
음성
+라텍스진단액 +라텍스진단액 +라텍스진단액 +라텍스진단액 +라텍스진단액
혈청
25㎕
25㎕
25㎕
25㎕
25㎕

1:256배 희석
혈청 25㎕
+라텍스진단액
25㎕

가검
혈청

1:8배 희석 혈청 1:16배 희석 혈청 1:32배 희석 혈청 1:64배 희석 혈청
25㎕
25㎕
25㎕
25㎕
+라텍스진단액 +라텍스진단액 +라텍스진단액 +라텍스진단액
25㎕
25㎕
25㎕
25㎕

플레이트진탕기 또는 손으로 가볍게 진탕
하룻밤 정체 반응(15~24 시간)
판

독

다. 결과판정
1) 혈청 희석액 1:64의 반응에서 +1정도 이상의 응집반응이 있으면 양성
2) 혈청 희석액 1:64의 반응에서 +0.5정도 응집반응이 있으면 의양성
3) 혈청 희석액 1:64의 반응에서 응집반응이 0이면 음성
※ 판정기준
+3

응집이 강하게 일어나 주변부가 일그러지고 불규칙함

+2

응집의 크기가 크고 주변부가 약간 일그러짐

+1

응집의 크기가 작고 원형의 응집상을 볼 수 있음

+0.5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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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집반응 판정기준 도해]
+3

+2

+1

+0.5

0

라. 유의사항
1) 실온이 10℃ 이하에서는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 경우가 있으므로 항온기에서 반응시켜야
한다.
2) 반응시 완충액이 증발하지 않도록 잘 덮어서 반응시킨다.
3) 검사 대상 혈청이 세균에 오염되어 있으면 반응 도중 세균이 증식하여 라텍스 비드를
서로 응집시켜 비특이 반응을 유발하므로 검사 혈청이 세균에 오염되지 않도록 한다.
4) 반응시 강한 자장이나 정전기는 비특이 반응을 유발하므로 피해야 한다.

판매상품
1) Toxoplasmosis multi-species(SAG1 surface antigen of tachyzoites) Indirect ELISA

8. 감별진단
가. 돼지열병, 돼지단독, 돼지오제스키병, 돼지일본뇌염
나. 돼지 인플루엔자, 파보바이러스 감염증
다. 글래써병, 액티노흉막폐렴
라. 아프리카돼지열병, 파스튜렐라병, 마이코플라즈마 폐렴, 연쇄상구균병
마. 광견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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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20

돼지인플루엔자(Swine Influenza)

역학조사

임상검사

병리해부검사

RT-PC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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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리조직검사

(+)

(-)

양성

음성

Ⅱ. 돼지 질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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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상증상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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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크론항체를 이용하여 면역조직화학 염색법을
폐에 대한 조직검사결과 기관지 상피세포의 괴사 및
실시하였을 때 기관지 상피세포의 세포질에서 강한
상피세포 사이에 다수의 염증세포가 침윤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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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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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러스 분리 방법
<MDCK세포를 이용한 바이러스 분리>
1) 10% 유제액(Dulbecco’s Modified Eagle’sl medium, DMEM이용) 또는 비강액(원
액 또는 DMEM이용 희석)을 세포에 접종 1-2시간 후 세척하고, 세포유지는 0.3∼10
㎍/ml Tosylphenylalanylchloromethane(TPCK)가 첨가된 DMEM 배지를 이
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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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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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인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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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육란에 시료 접종 및 요막액 채취를 통한 바이러스 분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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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포배양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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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

프라이머 염기서열(5ʹ-3ʹ)
F : ATG AGY CTT YTA ACC GAG GTC GAA ACG
R : TGG ACA AAN CGT CTA CGC TGC AG

증폭산물
244bp

검사방법
1) RT-PCR Premix(Median)에 추출한 유전자 5㎕를 넣고, 아래의 프로그램에 따라 RT-PCR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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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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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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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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재료
돼지 호흡기질환으로 의심된 가검물의 편도 및 폐의 재료

시약 및 기구
1) 100% acetone 100 ml
2) PBS (Phosph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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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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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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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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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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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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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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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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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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효소면역측정법(ELISA)
현재 공급되고 있는 국가 진단액은 없으며, 돈군내 항체측정을 위해서 국내외에서 개발되어
시판되고 있는 ELISA kit를 사용하여 감사할 수 있다.

8. 감별진단
가. 돼지생식기호흡기증후군
나. 돼지써코바이러스연관질병
다. 파스튜렐라 폐렴
라. 돼지열병
마. 연쇄상구균성폐렴
바. 마이코플라스마성폐렴
사. 액티노바실러스성흉막폐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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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써코바이러스연관질병

Ⅱ- 21

(Porcine Circovirus-Associated Disease)

역학조사

임상검사

병리해부검사

RT-PCR

병리조직검사

항체검사
유산태아
만 해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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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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7

동물질병 표준진단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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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핵거대세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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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섬유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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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림프절을 현미경으로 관찰하면 림프구 소실과 함께
종대된 장간막 림프절 소견임
대식구 세포질내에 다수의 봉입체가 관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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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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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항원검사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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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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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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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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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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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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FA Mounting Flu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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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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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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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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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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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용화되어
있는 효소면역측정법 (ELISA)은 제조사의 사용메뉴얼에 따라 실험을 실시한다.

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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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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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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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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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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V2 항체 양성 사진

8. 감별진단
가. 돼지생식기호흡기증후군
나. 돼지인플루엔자
다. 파스튜렐라 폐렴
라. 돼지열병
마. 연쇄상구균성폐렴
바. 마이코를르스마성폐렴
사. 액티노바실러스성흉막폐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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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22

클로스트리디움디피실감염증
(Clostridium Difficile Infection)

역학조사

임상검사

부

검

세균검사
(직접검경)

병리조직검사

세균검사
(배양)

(+)

독소검사

(-)

(+)

(-)

독소검사

(+)

양성

(-)

음성

음성

양성

음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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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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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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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막 표면 상피층으로 호중구 삼출
결장간막에 부종 및 염증세포
단핵구 및 호중구 침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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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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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처리한 가검물을 직접 선택배지에 접종하여 37℃에서 48시간 이상 혐기배양

선택배지(CDSA) 상에서 노란색으로 보이는 C. difficile

선택배지(CDIF) 상에서 검정색으로 보이는 C. difficile

다. 의심집락 선발
1) 선택배지 상에서 고유의 색이나 모양, 냄새를 가진 집락 선발
2) 혈액배지에 순수계대하여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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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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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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housekeeping 유전자 (tpi) PCR
Target gene

t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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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oduct size(bp)
227b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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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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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nnealing for 30s at temperatures decreasing from 65℃ to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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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m → 40 cycles (95℃ 15s, 62℃ 2m, 72℃ 40s) → 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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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m → 40 cycles (95℃ 20s, 62℃ 1m, 74℃ 40s) → 74℃ 5m
Reference

Kato et al., J. Clin. Microbiol. (1998) 2178-2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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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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m → 30 cycles (94℃ 45s, 52℃ 1m, 72℃ 80s)→72℃ 10m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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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CR 결과 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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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감별진단
가. 클로스트리디움성장염
나. 살모넬라증
다. 대장균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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