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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조류 질병

Ⅲ- 1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ighly Pathogenic Avian Influenz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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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역학상황
가. 원인 : Avian influenza virus(AIV)
나. 전파 속도가 빠르고 닭에서 인공감염과 자연감염시 높은 폐사율을 보임

HPAI에 감염된 닭 농장, 높은 폐사율을 보임

2. 임상증상
가. 닭과 육용오리는 높은 폐사율을 보이며, 오리와 야생조류는 축종, 연령, 바이러스 종류에
따라 폐사율이 다양하게 나타남
나. 닭은 일반적으로 증상이 발견되지 전에 폐사하는 경우가 있으며 머리와 목 근육의 진전,
사경 등 신경증상이 나타나기도 함
다. 닭은 벼슬, 육수, 다리 피부 등에 청색증을 보임
라. 산란중인 닭, 오리에서는 급격한 산란저하가 나타나며, 기형난, 연각란, 탈색란 등의
난질저하를 보임

HPAI에 감염된 닭, 벼슬과 육수의 심한 출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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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PAI에 감염된 닭, 다리 피부 출혈에 따른 청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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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병리해부검사
가. 고병원성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심급성으로 폐사하였을 경우 특이소견이 관찰되지 않는
경우도 있음
나. 피하 및 근육의 출혈. 기관점막의 울혈
다. 다량의 심낭수 저류. 지방조직의 점상출혈(심관부, 복부 등). 심근의 회백색 변색(괴사)
라. 폐 울혈 및 부종
마. 간 파열에 이은 출혈. 췌장과 비장의 회백색 반점(괴사 반점)

HPAI에 감염된 닭, 목 피하, 기관 점막의 심한 울혈 또는 출혈

HPAI에 감염된 닭, 대퇴 근육의 출혈

HPAI에 감염된 닭, 다량의 심낭수 저류

HPAI에 감염된 오리, 심근의 회백색 변색(괴사)

HPAI에 감염된 닭, 폐 울혈 및 부종

HPAI에 감염된 닭, 간 파열에 이은 출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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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PAI에 감염된 닭, 췌장의 흰색 반점(괴사 반점) HPAI에 감염된 오리, 췌장의 회백색 반점(괴사 반점)

4. 병리조직검사
가. 비화농성 뇌염. 뇌의 괴사 및 염증세포 침윤
나. 비강, 기관, 폐 및 기낭 점막하직의 부종 및 염증세포 침윤
다. 비장, 심근, 골격근, 뇌, 육수 등의 괴사 및 단핵세포 침윤
라. 괴사성 췌장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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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PAI에 감염된 오리, 뇌의 괴사

HPAI에 감염된 오리,
심한 심근의 괴사 및 비화농성 심근염

HPAI에 감염된 오리, 췌장의 심한 괴사(N)

HPAI에 감염된 오리, 폐포벽 모세혈관의 울혈,
폐포 내강에 수종액 저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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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원인체분리검사
분리재료
기관, 폐, 장, 맹장편도, 비장, 간장 등

실험동물 및 세포주
9~11일령의 SPF 발육란

바이러스 분리 방법
1) 기관, 폐, 신장, 맹장편도 등의 조직을 채취하여 10% 유제액을 만들어 1,500g에서 20분간
원심분리한다.
2) 상층액을 채취하여 9~11일령의 발육란 요막강(AC; allantoic cavity)내에 접종한다.

동정 및 확인 방법
1) 발육란에 접종 4~6일 후 요막액을 채취하여 혈구응집유무를 확인한다.

[HA 검사법]
① V자형 96well microplate의 전체 well에 PBS를 25㎕씩 분주한다.
② 요막액을 첫 번째 well에 각각 25㎕씩 분주한다.
③ 마이크로 피펫을 이용하여 각각의 시료 25㎕씩 다음 well로 옮겨 2진 희석한다.
④ 1% 적혈구 부유액 25㎕씩을 각 well에 넣어주고 plate를 잘 흔들어준 후 실온에서 40분간
정치시킨다.
⑤ 40분 경과 후 혈구응집억제 정도를 플레이트를 기울여 관찰한다.
⑥ 혈구 응집이 일어난 것은 적혈구가 well 전체에 골고루 퍼져있고 응집이 일어나지 않은
것은 혈구가 가운데로 모여 단추 모양 (◉)을 이루고 있다. 최종 결과 판정은 반드시 plate를
45° 기울여서 흐르는 것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그림 1. 종란접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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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채취한 요막액에서 RNA를 추출하여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의 공통항원인 nucleocapsid
유전자 및 matrix 유전자에 특이적인 프라이머를 사용한 유전자 검사를 통해 조류인플루
엔자바이러스임을 확인한다.
3) 분리된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의 병원성은 정맥내 병원성지수, 트립신처리하지 않은
CEF세포에서 CPE 형성 유무 및 HA유전자 분절부위의 염기서열분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6. 유전자검사(RT-PCR)
유전자 분리재료: HA양성 요막액
RNA 추출법 : RNA extraction kit 사용(Qiagen, Intron 등)
One-step RT-PCR :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의 유전자를 역전사-중합효소 연쇄반응
(Reverse Transcription-Polymerase Chain Reaction, RT-PCR)을 이용하여
특이적으로 검출하는 방법(AIV Multi-tube Detection Kit, 인트론사)
※ 종란접종법 등을 통해 증폭한 바이러스(요막액)를 검사하는 방법이며, 조직유제액 등을
사용한 검사에서는 비특이 반응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함
1) RT-PCR 조성 : 8개의 tube에 각각 RNA 추출액 2ul, DW(DNase, RNase-free) 18ul를
넣어준다. tube에는 RT-PCR 반응에 필요한 성분들이 건조되어 있는 상태이므로 시료와
DW를 넣은 후 잘 섞어주어 완전히 녹았음을 확인한 후 반응시킨다.
2) RT-PCR 반응 조건
역전사반응
전변성반응

45℃ / 30m
94℃ / 5m

변성 반응

94℃ / 30s

프라이머 결합반응

55℃ / 60s

유전자 합성

72℃ / 60s

최종 유전자 합성

72℃ / 5m

반응 종료

16℃ / pause

3) 1.5% agarose gel에서 100V, 20분간 전기영동하여 증폭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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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반응별 증폭산물 크기]
Tube No.

ID

Target gene

Product size (bp)

1

AIV com

Avian Influenza A virus NP gene

224

2

AIV com

Avian Influenza A virus M gene

378

3
4

AIV H5-1
AIV H5-2

AIV subtype H5
AIV subtype H5

311
563

5

AIV H7-1

AIV subtype H7

354

6

AIV H7-2

AIV subtype H7

632

7

AIV H9-1

AIV subtype H9

252

8

AIV H9-2

AIV subtype H9

498

그림 2. AIV 특이 유전자 증폭사진

7. 항체검사
진단법 개요
조류인플루엔자의 혈청검사에는 한천겔침강반응(AGP), 혈구응집억제반응(HI), 난황항체검사
및 ELISA 등이 있다. 여기에 소개되는 검사법은 H5 및 H7 혈구응집억제반응(HI)이다.

검사재료
1) RDE(Ⅱ) “SEIKEN”(Receptor Destroying Enzyme) 1바이알(500수분)은 멸균된 생리식염수
20ml를 넣어 완전히 녹인 다음 바로 사용하거나 소분하여 -70℃ 냉동시켜 사용한다.
2) 가검혈청 40㎕에 RDE(-70℃ 냉동) 40㎕을 혼합한 후 37℃ incubator에 18시간 반응시킨다.
3) 56℃ water bath에 30분간 RDE를 비동화후 완전히 식힌다.
4) (선택사항) 2.5% sodium citrate 40㎕와 PBS 40㎕ 첨가하여 검사에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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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방법
1) V자형 96well microplate 모든 well에 PBS를 25㎕씩 분주한다.
※ sodium citrate 처리시, 첫 줄을 제외한 나머지 well에 PBS를 25㎕씩 분주한다.
2) 전 처리된 가검혈청을 첫 번째 well에 각각 25㎕씩을 분주한다.
※ sodium citrate 처리시, 첫 번째 well에 각각 50㎕씩을 분주한다.
3) 자동희석기 또는 마이크로 피펫을 이용하여 각각의 혈청을 2배 단계 희석한다.
4) 8HAU(H5 또는 H7) 항원 25㎕을 각 well에 넣어주고 잘 흔들어 혼합하고(plate shaker가
있다면 약 900rpm에서 15초간 shaking한다), 실온(20~25℃)에서 30분간 반응시킨다.
5) 30분 후 1% 적혈구 부유액 25㎕을 각 well에 넣어주고 플레이트를 잘 흔들어 실온에서
40분간 정치시킨 후 혈구응집억제 정도를 관찰한다.

판정기준
1) 반드시 45도로 기울여서 양성혈청과 유사하게 흘러내릴 경우 양성으로 판정한다.
2) HI 역가는 8HAU 항원을 완전히 억제하는 혈청의 최대 희석 배수이다.
3) 양성 대조 혈청의 역가가 알려진 역가의 2배 이내에 있어야 유효하다.
※ OIE(세계동물보건기구)에서는 항체검사결과 양성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시
- 검사에 사용한 항원이 8 HAU이므로 1/8(23) 이상일 때 양성으로 판정한다.
- 4 HAU 항원을 사용한 경우 1/16(24) 이상일 때 양성으로 판정한다.

[유의사항]
√ HI 결과는 사용하는 항원량, 희석방법, 항원과 검사시료(혈청)의 반응시간, 반응온도 등에 따라
결과에 차이가 있으므로 동일한 방법으로 실험을 실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 -70℃ 냉동 시켜 사용 시 한번 꺼내어서 사용한 RDE는 재 냉동하지 않으며, 잔여분은 폐기한다.
√ HI 실험 전 HA test는 주 1회 정도 실시하며, 항원을 8HAU으로 희석 후 back titration을 반드시
병행해야한다.
√ RDE 처리한 가검혈청은 4배 희석된 것이므로 결과 판정 시 유의한다.

8. 감별진단
가. 뉴캣슬병
나. 유기인계 살충제 중독
다. 닭전염성기관지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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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2

뉴캣슬병(Newcastle Dise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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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역학상황
가. 원인 : Newcastle disease virus(NDV)
나. 질병발생시 전파 속도가 빠르고 폐사율이 높음
다. 산란중인 닭에서는 급격한 산란저하가 나타남
라. 일령에 관계없이 발생
마. 사료섭취량이 줄고 닭이 무기력해짐

2. 임상증상
가. 안면이 붓거나 재채기 등의 호흡기 증상
나. 수양성 설사 및 녹변
다. 머리를 흔들거나 목이 뒤틀리기도 하며 다리 및 날개 마비 등의 신경증상
라. 산란율이 갑자기 하락하고 기형난, 연각란, 탈색란 등의 난질저하

ND에 감염된 닭, 서지 못하고 목을 비틈
ND에 감염된 닭, 안면부 부종 및 아래눈꺼풀 출혈
출처: R.Reece, New South Wales Agriculture,
출처: USA Animal Health Association
Australia.

3. 병리해부검사
가. 기관내의 심한 출혈성 염증
나. 장관내의 부종과 출혈, 괴사나 궤양
다. 선위, 근위, 맹장편도 및 기타 장관 내 림프조직에서의 출혈
라. 가슴이나 심장근육에서의 출혈소견
마. 지방조직의 점상출혈(심외막, 복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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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D에 감염된 닭, 선위 점막의 출혈 반점
출처: USA Animal Health Association

ND에 감염된 닭, 맹장편도의 심한 출혈
출처: USA Animal Health Association

4. 병리조직검사
가. 뇌의 신경세포 변성괴사, 신경교세포의 증식, 혈관주위의 림프구 침윤 및 혈관내피세포 증생
나. 각종 장기 혈관내벽의 괴사소견 및 혈전증
다. 장점막에 궤양형성
라. 비강, 기관, 폐장 및 기낭 점막하직의 부종 및 세포 침윤

ND에 감염된 닭, 연수의 조직사진, 신경세포의 괴사 및
다수의 신경교세포가 신경세포를 탐식하는 모습(화살표)
출처: Roselene Ecco 등. Avian Pathology 2011

ND에 감염된 닭, 소뇌의 조직사진,
심한 혈관주위 단핵세포 침윤

5. 원인체분리검사
분리재료
기관, 폐, 장, 맹장편도, 비장, 간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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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동물 및 세포주
1) 9~11일령의 SPF 발육란
2) CEF 또는 CEL

바이러스 분리 방법
1) 기관, 폐, 신장, 맹장편도 등의 조직을 채취하여 10% 유제액을 만들어 1500g에서 20분간
원심분리한다.
2) 상층액을 채취하여 9~11일령의 발육란 요막강(AC; allantoic cavity)내 또는 CEF세포 또는
CEL세포에 접종한다.

동정 및 확인 방법
1) 세포에 접종하여 37℃에서 7일간 배양후 뉴캣슬병 바이러스 특이 세포변성 효과인 합포체
형성유무를 관찰하여 충분히 CPE가 관찰되면 상층액을 채취하여 혈구응집반응 및 뉴캣슬병
표준양성혈청을 이용한 혈구응집 억제반응으로 중화 여부 확인한다.
2) 발육란에 접종 4~6일 후 요막액을 채취하여 혈구응집유무를 확인하고 뉴캣슬병 표준양성
혈청을 이용한 혈구응집억제반응으로 중화 여부 확인 한다.
3) 분리된 뉴캣슬병 바이러스의 병원성은 종란평균치사시간, 뇌내병원성지수 혹은 F단백질의
아미노산 배열분석 등을 통해 확인하거나 아래의 유전자 검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6. 유전자검사
가. 유전자검사(RT-PCR)
개요
NDV의 RT-PCR은 379bp 및 204bp의 F 단백질 유전자를 증폭하여 NDV의 존재 여부와 백신주
및 야외주를 검사하는 방법이다.

검사시료
1) 검사용 시료의 준비
(1) 검사에 사용할 수 있는 시료는 감염닭의 조직시료 또는 구강/항문 스왑 및 분변을 사용할
수 있다.
(2) 9~11일령의 SPF 종란 또는 계태아섬유아세포(CEF), 계태아신장세포(CEK)에 시료를
접종하여 배양액에서 NDV를 분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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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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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전자를 RT-PCR 검사에 사용한다.

RT-PCR에 사용되는 프라이머 정보
목적 유전자

프라이머 염기서열(5ʹ→3ʹ)

증폭산물

NDPt-R :TGCCACTGMTAGTTGYGATA
Pathotype : 204 bp
NDPt-F : GGAAGGAGACRRAAACGCT
F
NDCom-R = NDPt-R
Commontype : 379 bp
NDCom-F : ATACACCTCRTCYCAGACAG
(주) 프라이머 염기서열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실험시 확인한다.

검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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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sec

Annealing

50℃

30 sec

Extension

72℃

30 sec

Final Extension

72℃

5 min

RT

40 cycles

PCR

1 cycle

(주) RT-PCR에 사용되는 진단키트에 따라 RT 반응의 온도 및 시간 조건은 변경할 수 있으므로 실험
시 제조사 매뉴얼을 반드시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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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판정
1) common type RT-PCR 에서 379bp의 증폭산물을 확인할 수 있다.
2) pathotype RT-PCR 에서 204bp의 증폭산물을 확인할 수 있다.
3) 약독주 또는 강독주 판별은 아래와 같이 판정한다.
결

과
결과판정

Common type RT-PCR

Pathotype RT-PCR

양성

양성

강독형NDV(야외주)

양성

음성

약독형NDV(백신주)

음성

양성

재시험 필요

음성

음성

NDV 음성

<그림1. NDV 특이 유전자 증폭사진>

나. 유전자검사(Real-time RT-PCR)
개요
NDV의 유전자형간 변이가 적은 Matrix 부위에 설계된 프라이머 및 프로브를 이용하여 다양한
유전형의 NDV를 광범위하게 검출하는 실시간 RT-PCR 유전자 검사법

검사시료
1) 검사용 시료의 준비
(1) 검사에 사용할 수 있는 시료는 감염닭의 조직시료 또는 구강/항문 스왑 및 분변을 사용할
수 있다.
(2) 9~11일령의 SPF 종란 또는 계태아섬유아세포(CEF), 계태아신장세포(CEK)에 시료를
접종하여 배양액에서 NDV를 분리할 수 있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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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전자를 실시간 RT-PCR 검사에 사용한다.

RT-PCR에 사용되는 프라이머 및 프로브 정보
목적 유전자

프라이머 및 프로브 염기서열(5ʹ→3ʹ)

증폭산물

Forward :AGTGATGTGCTCGGACCTTC
Matrix

Reverse: CCTGAGGAGAGGCATTTGCTA

121 bp

Probe: [FAM)-TTCTCTAGCAGTGGGACAGCCTGC-[TAMRA]
(주) 형광 및 quenching dye 종류는 장비 및 시약 요건에 맞게 변경할 수 있음

검사방법
<Real-time RT-PCR 반응 조건>
Step

RT-PCR Cycle
Temp.

Time

cDNA synthesis

50℃

30 min

Initial inactivation

95℃

15 min

Denaturation

94℃

15 sec

Annealing/Extension

60℃

60 sec (Scan)

Cycle
1 cycle

RT

40 cycles

PCR

(주) 사용하는 키트 및 장비에 따라 반응의 온도 및 시간 조건은 변경할 수 있으므로 실험 시 제조사 매뉴얼을
반드시 확인한다.

결과판정
검사 시료의 시험결과 CT 값이 40 이하일 경우 양성으로 판정한다. 단, 음성 대조 (증류수)
시료는 형광값이 검출되지 않거나, CT값이 40 이상이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재시험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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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항체검사
개요
뉴캣슬병의 항체검사는 보조적인 수단으로 혈구응집억제반응, 혈청중화시험, 형광항체반응,
한천겔침강반응 등이 있으며 여기에 소개되는 검사법은 혈구 응집억제반응(Hemagglutination
inhibition test, HI test)이다.

검사재료
56℃, 30분 동안 비동화된 혈청
1% 닭 적혈구
뉴캣슬병 HI 진단항원

검사방법
1) V자형 96 well 마이크로 플레이트 첫 번째 줄을 제외한 전체 well에 PBS를 25㎕씩 분주한다.
2) 가검혈청을 첫 번째 well에 각각 25㎕씩을 분주한다. 각각의 플레이트에는 반드시
양성혈청과 음성혈청을 포함시킨다.
3) 자동희석기 또는 마이크로 피펫을 이용하여 각각의 혈청을 2배 단계 희석한다.
4) 4 HA unit 항원 25㎕을 각 well에 넣어주고 잘 흔들어 혼합하고 실온에서 30분간 반응
시킨다.
5) 30분 후 1% 적혈구 부유액 25㎕ 각 well에 넣어주고 플레이트를 잘 흔들어 실온에서 40분간
정치시킨 후 혈구응집억제 정도를 관찰한다.

판정기준
1) HI 역가는 4 HA unit 항원을 완전히 억제하는 혈청의 최대 희석배수이다.
2) 음성 대조혈청이 4배 이상의 역가를 보이지 않으며 양성 대조혈청의 역가가 알려진 역가의
2배 이내에 있어야 유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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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HI 결과는 사용하는 항원량, 희석방법, 항원과 검사시료(혈청)의 반응시간, 반응온도 등에
따라 결과에 차이가 있으므로 실험시간 결과 비교를 위해서는 동일한 방법으로 실험을 실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8. 감별진단
가. 고병원성 또는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나. 닭전염성후두기관염
다. 닭전염성기관지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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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3

추백리·가금티푸스(Pullorum Disease ․ Fowl Typhoid)

역학조사

임상검사

혈청학적검사

병리해부검사

병리조직검사

세균분리검사

(+)

(-)

생화학성상검사

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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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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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역학상황
가. 원인
- 추백리 : Salmonella pullorum
- 가금티푸스 : Salmonella gallinarum
나. 초생추의 폐사가 꾸준히 계속됨
다. 산란성계에서 식욕감퇴와 원기소실을 동반하면서 폐사가 증가
라. 육용종계에서 산란율, 부화율이 떨어지고 발육중지란이나 죽은 알이 많음

2. 임상증상
가. 초생추의 폐사 증가와 병아리의 항문주위에 설사변이 부착되어 지저분함
나. 중추 및 성계에서는 뚜렷한 증상이 없거나(추백리), 또는 성계에서 폐사율이 증가(가금티푸스)
다. 다리가 쇠약하고, 실명을 일으킬 수가 있음

3. 병리해부검사
가. 병아리에서 잔존하는 난황을 자주 볼 수 있으나, 그 외의 변화는 일반적으로 적음
나. 간의 변색과 백색 반점, 심외막이나 장관 장막면의 백색융기, 심낭의 혼탁과 심낭수의 증량,
복막의 혼탁과 치즈와 같은 물질이 부착되어있는 경우도 있음
다. 비장의 종대가 관찰됨
라. 추백리균, 가금티푸스균 감염 시에는 이상난포가 자주 관찰됨

육계 17일령, 가금티푸스, 간에 1mm 가량의 백색
반점(괴사) 존재(화살표)

육계 17일령, 가금티푸스. 비장 종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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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병리조직검사
가. 간, 비장의 다발성 괴사소와 괴사부위에 염증세포 침윤
나. 폐, 심장, 장의 장막에서의 육아종성 세포결절
다. 화농성 심낭염, 복막염, 관절염

산란계, 가금티푸스,
간에 용해성 괴사(N) 및 염증세포 침윤

5. 세균 분리검사
가. 분리재료 : 간, 비장, 담즙, 난황 등
나. 사용배지 : Rappaport-Vassiliadis(RV), Tetrathionate/ brilliant green broth, MacConkey
agar, Rambach agar 등
다. 균 분리방법
- 폐사된 병아리는 간, 비장, 담즙, 난황에서 분리하며 성계는 난소에 균이 많이 들어있어
분리재료로 사용한다. Tryptic soy broth나 brain heart broth에서 24시간(37℃) 이상
증균배양하여 MacConkey agar나 Rambach agar 등에 도말한다.
- MacConkey agar에서는 무색의 집락을, Rambach agar에서는 붉은색의 집락을 선택한
후, 순수분리하고 Salmonella group D 항혈청과 응집반응을 실시하여 응집이 나타나는
균에 대하여 생화학성상검사를 실시한다.
- 생화학동정(VITEK Ⅱ, API 20E)을 이용하여 동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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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모넬라균의 감별진단을 위한 생화학적 성상비교>

(OIE Terrestrial Manual 2012)

6. 유전자검사
6-1. 유전자 검사
분리재료 : 분리세균
DNA 추출법 : boiling method 등을 이용
PCR
<프라이머 정보>
Name

Sequence(5' → 3')

SG-L

GATCTGCTGCCAGCTCAA

SG-R

GCGCCCTTTTCAAAACATA

SGP-L

CGGTGTACTGCCCGCTAT

Product
size(bp)

비 고

174

S. gallinarum

Primers
252
SGP-R

CTGGGCATTGACGCAAA

S. pullorum & S.
gallinarum

Reference : Kang et al., Veterinary Microbiology 147(2011) 181-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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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R 반응 혼합물 조성>
시 약

첨가량(㎕)

물

최종농도

11.8

5× Taq buffer

5

1×

MgCl2(25mM)

1.5

1.5mM

dNTPs(10mM)

0.5

0.2mM

Primer SGP-L (10pmol/㎕ = 10µM)

1

0.4µM

Primer SGP-R (10pmol/㎕ = 10µM)

1

0.4µM

Primer SG-L (10pmol/㎕ = 10µM)

1.5

0.6µM

Primer SG-R (10pmol/㎕ = 10µM)

1.5

0.6µM

Taq pol(5U/㎕)

0.2

1U

주형 DNA(boiled lysate)

1

합계

25

<PCR 수행 조건>
PCR 단계
1 cycle

30 cycles

1 cycle

온도

시간

Predenaturation

94℃

5분

Denaturation

94℃

30초

Annealing

65℃

30초

Extension

72℃

30초

Final extension

72℃

7분

<결과해석>
- PCR 증폭 산물 사이즈 별 균주 확인 : 2% agarose gel loading
· 가금티푸스(S. gallinarum) : 약 174bp와 약 252bp크기의 2개의 DNA 밴드
· 추백리(S. pullorum) : 약 252bp의 1개 DNA 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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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100bp Marker, lane 1 : biovar gallinarum(ATCC9184, 252bp, 174bp), lane 2 : biovar
Pullorum (ATCC 19945, 252bp), lane 3 : serovar Enteritidis (ATCC 13076), lane4 : serovar
Typhimurium (ATCC 14028), lane 5 : E.coli (ATCC 35218)
<Duplex PCR analysis of biovars Gallinarum and Pullorum>

7. 혈청검사
가. 추백리 진단액을 이용하며, 추백리 및 가금티푸스 감염계가 동일한 반응 양상을 나타낸다.
나. 전혈평판응집반응
다. 혈청평판응집반응(3~4주령까지는 보균계에서도 항체 음성인 경우가 많다.)
라. ELISA

8. 감별진단
가. 닭대장균증
나. 뉴캣슬병
다. 닭전염성에프(F)낭병
라. 가금페스트
마. 가금콜레라
바. 닭곰팡이성폐렴
사. 닭포도상구균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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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4

가금콜레라(Fowl Cholera)

역학조사

임상검사

병리해부검사

세균검사
(직접검경)

세균검사
(분리배양)

(+)

(-)

병리조직검사

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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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역학상황
가. 원인 : Pasteurella multocida
나. 조류 파스튜렐라병(avian pasteurellosis), 조류 출혈성 패혈증(avian hemorrhagic
septicemia)이라고도 함
다. 야생조류와 가금 등 모든 조류에서 발생하는 급성 전염병으로 2종 가축전염병임
(칠면조에서 가장 심한 병변 형성)
라. 패혈증으로 폐사하며 폐사율, 이병률이 매우 높다
마. 국내에서는 야생조류에서 간헐적으로 발생

2. 임상증상
<급성형>
가. 발병 후 수시간 내에 갑작스런 폐사가 나타나며 이는 내독소(endotoxin)에 의한 쇼크 때문임
나. 발열, 식욕감퇴, 침울, 보행거부, 깃털불량, 구강 내 점액성 삼출물 저류, 설사, 호흡수증가,
산란율저하 등이 특징적으로 관찰됨
다. 설사 초기에는 흰색의 수양성 설사, 후기에는 녹색의 점액성 설사
라. 폐사직전 육수 및 벼슬에 청색증

<만성형>
가. 급성감염이 계속하여 발생되거나 병원성이 낮은 균의 감염으로 발병됨
나. 만성형은 병변이 호흡기계나 근골격계에서 주로 나타남
다. 육수와 비동, 관절, 흉골낭의 종창(원인: 섬유화농성삼출물)
라. 호흡기계 감염시 기관수포음, 호흡곤란
마. 결막, 인두의 삼출물
바. 뇌막, 중이, 두개골 염증시 목이 돌아가는 신경증상

3. 병리해부검사
<급성형>
가. 급성형일 경우 대부분의 병변은 혈관계장애와 관련됨
나. 폐사된 조류는 두부 주위가 청자색을 띄고 근육은 검은 색깔을 띰
다. 복강 내 장기 특히 심장, 폐, 복부지방 및 장점막에 광범위한 점상 또는 반상 출혈이 관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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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간과 비장의 종대 및 미만성 흰색 괴사반점
마. 복수, 심낭수 관찰됨
바. 전신충혈(특히 복강장기의 정맥)
사. 인두, 소낭, 장내에 다량의 점액이 관찰됨
아. 난포파열 등 난소질환

<만성형>
가. 주로 호흡기계, 비동, 함기골 등에 화농성염증 유발
나. 폐렴(칠면조에서 가장 흔함)
다. 섬유소성 복막염이 가장 특징적인 소견임
라. 결막염, 안면종대와 함께 육수내 노란색 치즈양 물질 저류
마. 관절내강에 노란색 섬유소성 화농성 삼출물

가금콜레라, 산란계, 섬유소성 복막염

가금콜레라, 산란계, 결막염 및 각막염

4. 병리조직검사
<급성형>
가. 충혈된 혈관에서 다량의 세균이 관찰됨
나. 심한 다발병소성 간세포, 비장의 괴사와 함께 염증세포 침윤
다. 파종성혈관내응고 또는 섬유소성 혈전이 닭과 오리에서 관찰됨

<만성형>
라. 피부(육수, 벼슬)조직의 괴사 및 화농성 염증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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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관절내강에서 화농성염증반응

가금콜레라, 산란계, 결막염, 결막에 염증세포 침윤, 가금콜레라, 산란계, 폐의 심한 울혈, 혈전(큰 화살표)
원인균 집락(화살표), 혈관내 혈전(T)
및 폐포벽 모세혈관내 원인균 집락(작은 화살표)

가금콜레라, 산란계, 간의 괴사(N) 및
동양모세혈관내 원인균 세균집락(화살표)

가금콜레라, 산란계, 비장의 괴사

5. 세균분리검사
가. 분리재료 : 폐, 간, 비장, 골수, 심장 혈액 등
나. 사용배지 : 혈액배지, MacConkey agar(감별용)
다. 균분리 방법
1) 분리재료에서 멸균된 면봉으로 도말하여 접종한다.
(1) 37℃에서 호기성 조건하에서 18~24시간 배양한다.
(2) 일반적으로 혈액배지 상에서 회백색의 non-hemolytic colony를 형성함
(3) MacConkey 배지에서 자라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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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동정 및 확인 방법
(1) Gram (-), oxidase (+), catalase (+), indole (+), urease (-), Hemolysis (-),
Motility(-), coccobacillary 또는 short rod-shaped, 0.2-0.4×0.6-2.5㎛ size, bipolar
staining with wright or giemsa stains, methylene blue.
(2) 자동 생화학 동정기계 및 생화학 동정 키트를 사용하여 동정
(Vitek II 및 API 20NE로 동정 가능)
<가금콜레라의 감별진단을 위한 생화학적 성상비교>

<OIE terrestrial manual 2008>

6. 세균검사(직접경검)
가. 병변부(간장, 비장 등)의 직접도말표본을 그람염색 또는 김자염색 등을 하여 그람 음성의
간균이면서 양단 염색상을 보이는 균을 확인한다.

7. 유전자 검사
가. 분리재료 : 분리세균
나. DNA 추출법
Boiling method로 DNA 추출한다.
다. Polymerase chain re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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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psular type P. multocida PCR>
Target gene

Primer sequences

Product size

Capsular type

460 bp

common

KMT1

F : ATCCGCTATTTACCCAGTGG
R : GCTGTAAACGAACTCGCCAC

hyaDhyaC

F : TGCCAAAATCGCAGTCAG
R : TTGCCATCATTGTCAGTG

1,044 bp

A

bcbD

F : CATTTATCCAAGCTCCACC
R : GCCCGAGAGTTTCAATCC

760 bp

B

dcbF

F : TTACAAAAGAAAGACTAGGAGCCC
R : CATCTACCCACTCAACCATATCAG

657 bp

D

ecbJ

F : TCCGCAGAAAATTATTGACTC
R : GCTTGCTGCTTGATTTTGTC

511 bp

E

fcbD

F : AATCGGAGAACGCAGAAATCAG
R : TTCCGCCGTCAATTACTCTG

851 b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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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ene PCR>
Target gene

toxA

PCR conditions

Reference

Primer sequences
F : CTTAGATGAGCGACAAGG
R : GAATGCCACACCTCTATAG

Product size

비고

846 bp

95℃ 10min → 40 cycles (94℃ 30sec, 55℃ 30sec, 72℃ 30sec) → 72℃ 10min

Lichtensteiger et al., J. Clin. Microbiol. 34(12):3035-3039,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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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PCR 결과판독
1) 2% Agarose Gel loading

⇒ Common(KMT1 gene) 및 type에 특이적인 2가지 band를 나타내면 양성으로 판정한다.
⇒ Common(KMT1 gene)에 특이적인 1가지 band만 확인될 경우에는 기타 생화학적 성상검사 등의
결과를 종합하여 판정한다.

8. 항체검사
가. 특이항체검출을 위한 혈청검사는 가금콜레라의 진단을 위해 사용되지 않고 있음

9. 감별진단
가. 대장균증
나. 살모넬라감염증
다. 뉴캣슬병
라. 괴사성장염
마. 가금티푸스
바. 리스테리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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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5

오리바이러스성간염(Duck Viral Hepatitis)

역학조사

임상 검사

병리해부검사

병리조직검사

항원검사
(RT-PCR)

(+)

(-)

양성

음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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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역학상황
가. 원인 : Duck hepatitis A virus(DHAV)
나. DHAV 에는 3가지 type으로 분류되며 I형은 기존에 유행했던 type 이며 II형은 N-DHV 라고도
불리며 주로 대만에서 발생보고가 있음. III형은 최근 우리나라에서만 분리보고 되었음.
다. 3주령 이내의 어린 오리에 감염
라. 병의 경과가 매우 빠르고 치사율이 높은 급성 전염병
마. 2종 가축전염병
바. 전세계적으로 발생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1985년부터 확인
사. 접촉, 동거축의 분변을 통해 전파되며 공기전파도 가능
아. 난계대전염은 되지 않음

2. 임상증상
가. 급성경과하여 발병 3~4일 만에 폐사
나. 폐사율은 다양 : 1주이내(95%), 1~3주령(50%), 4주령 이상에서는 폐사 없음
다. 침울, 기면, 운동실조, 몸의 균형을 잃고 한쪽으로 쓰러짐, 목을 뒤로 젖히면서 경련하는
등 후궁반장

오리바이러스성 간염, 육용오리(4일령),
머리를 뒤로 젖히며 폐사된 상태

오리바이러스성 간염, 육용오리(4일령),
간의 발적 및 종대

3. 병리해부검사
가. 간종대, 간표면에 직경 1 cm 내외의 출혈소 존재
나. 비장 종대 및 반점
다. 신장 종창 및 충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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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병리조직검사
가. 간세포 괴사, 염증반응 및 출혈
나. 담관증생
다. 피하부종

오리바이러스성 간염, 육용오리(7일령), 간의
출혈(H), 간세포 괴사(화살표)

오리바이러스성 간염, 육용오리(7일령), 간세포 심한
괴사(작은화살표), 정상 간세포(큰 화살표)

5. 원인체분리검사
분리재료
죽은 오리의 간 등

실험동물 및 세포주
1) 10~14 일령의 오리알 또는 8~10일령의 닭 종란
2) 오리계태아 간세포(DEL cell)

바이러스 분리 방법
1) 간 등의 조직을 채취하여 10% 유제액을 만들어 1500g에서 20분간 원심분리한다
2) 상층액을 채취하여 10~14 일령의 오리알, 또는 8~10일령의 닭 종란의 요막강(AC; allantoic
cavity)내 접종한다. 세포배양을 할 경우 오리 계태아간세포(DEL cell)에 접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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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정 및 확인 방법
1) 세포에 접종하여 37℃에서 7일간 배양후 오리 간염 바이러스 특이 세포 변성효과인 cell
rounding 및 괴사 유무를 관찰하여 충분히 CPE가 관찰되면 상층액을 채취하여 유전자
검사를 통해 확인한다.
2) 발육란에 접종 4~6일 후 요막액을 채취하여 유전자검사를 통해 오리 간염 바이러스를
확인한다.

6. 유전자검사
검사시료
간 유제액, 종란 배양액 또는 세포배양액

검사시료
1) 검사용 시료의 준비
(1) 검사에 사용할 수 있는 시료는 죽은 오리의 간 조직 또는 SPF 발육란 배양액을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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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전자를 RT-PCR 검사에 사용한다.

RT-PCR에 사용되는 프라이머 정보
목적 유전자

프라이머 염기서열(5ʹ-3ʹ)

증폭산물

F : AAGAAGGAGAAAATYAAGGAAGG
3D

467 bp
R : TTGATGTCATAGCCCAASACAGC

(주) 프라이머 염기서열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실험시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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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방법
<RT-PCR 반응 조건>
Step

RT-PCR Cycle
Temp.

Time

Cycle

cDNA synthesis

45℃

30 min

1 cycle

Initial inactivation

95℃

5 min

1 cycle

Denaturation

94℃

20 sec

Annealing

52℃

30 sec

Extension

72℃

30 sec

Final Extension

72℃

5 min

RT

40 cycles

PCR
1 cycle

(주) RT-PCR에 사용되는 진단키트에 따라 RT 반응의 온도 및 시간 조건은 변경할 수 있으므로 실험
시 제조사 매뉴얼을 반드시 확인한다.

결과판정
1) 전기영동 결과에서 467bp의 증폭산물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1. DHV 특이 유전자 증폭사진

7. 감별진단
가. 대장균증
나. 살모넬라병
다. 아플라톡신중독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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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6

오리바이러스성장염(Duck Viral Enteritis)

역학조사

임상 검사

병리해부검사

병리조직검사

항원검사
(바이러스 분리, PC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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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성

음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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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역학상황
가. 원인체 : Duck virus enteritis virus(DVE virus)
나. Duck plague라고 불리움
다. 모든 연령의 오리, 거위, 백조에 감염됨(7일령부터 발생 보고됨)
라. 병의 경과가 매우 빠르고 치사율이 높은 급성 전염병
마. 폐사율은 5~100%로 다양
바. 성축에서 폐사율이 더 높음
사. 2종 가축전염병으로 국내에서 발생보고는 없음
아. 직접 접촉 또는 물에 의해 전파됨
자. 회복된 개체는 보균자가 됨
차. 잠복기는 3~7일이며 증상이 보이면 1~5일 이내 폐사
카. 임상증상, 부검소견은 품종, 성별, 연령 등에 따라 다양함

2. 임상증상
가. 수명, 식욕감퇴, 심한 갈증, 쇠약, 깃털상태 불량, 의기소침, 운동실조, 날개를 늘어뜨리고
머리를 숙이고 있음
나. 비루
다. 수양성설사, 혈변
라. 새끼오리에서 탈수증, 체중감소, 결막염, 파란색부리, 항문주위가 혈변으로 오염됨
마. 산란종: 산란율저하
바. 성축(수컷) : 음경탈출

3. 병리해부검사
가. 혈관손상으로 다양한 장기에 출혈, 체강에 혈액
나. 심장, 간장, 췌장, 폐장, 신장, 장간막 등에 점상 및 반상출혈
다. 구강, 식도, 맹장, 직장, 총배설강 등에 특징적인 점막에 치즈양 물질 부착 또는 궤양, 발적
라. 점막병변은 식도의 세로추벽, 장의 윤상띠와 평행하게 배열
마. 출혈반은 처음에는 황색 융기부로 발생, 녹색 가피를 형성하면서 융합되어 커다란
디프테리아성의 막으로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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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간 표면에 다발병소성 흰색 출혈, 괴사 반점
사. 모든 림프장기는 괴사, 출혈(비장, 흉선, F낭)
아. 맑은 황색의 액체가 침투하여 경부에서 흉부의 피하조직이 변색
자. 산란종: 난황파열, 복강내 혈액
차. 성축(암컷)에서 혈난포, 기형난포
카. 새끼오리는 울혈보다는 림프계병변이 현저
타. 성축은 출혈, 생식기계 병변이 현저

오리바이러스성장염, Muscuby duck, 식도점막 종축 오리바이러스성장염, Muscuby duck, 총배설강의
주름을 따라서 점막에 치즈양 물질 부착 및 출혈. 출혈
출처 : Hien 등. Control of Newcastle disease and 출처 : Hien 등. Control of Newcastle disease and
duck plague in village poultry Edited by Joanne duck plague in village poultry Edited by Joanne
Meers, Peter B. Spradbrow and Tran Dinh Tu Meers, Peter B. Spradbrow and Tran Dinh Tu
ACIAR Proceedings No. 117. 2004
ACIAR Proceedings No. 117. 2004

4. 병리조직검사
가. 혈관손상에 따른 조직학적 변화
- 큰 혈관보다는 작은 혈관에 영향
- 내피세포가 파열되어 출혈
나. 혈관손상에 수반되는 퇴행성 변화가 내부장기에서 관찰됨
다. 소화기계 등의 상피세포에서 호산성의 핵내봉입체 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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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리바이러스성장염, 식도의 심한 궤양(U),
정상 상피(N).

오리바이러스성장염, 좌측 사진의 확대,
식도의 궤양(U) 및 점막층 출혈(H)

5. 원인체분리검사
분리재료
죽은 오리의 간, 비장 또는 신장조직

실험동물 및 세포주
1) 9~14일령 오리종란
2) 오리계태아 섬유아세포(DEF), 오리계태아 간세포(DEL)

바이러스 분리 방법
1) 감염개체의 장기조직을 채취하여 10% 유제액을 만들어 1500g에서 20분간 원심 분리한다.
2) 상층액을 채취하여 9~14일령 오리종란 장뇨막(CAM; chorioallantoic membrane), 또는
오리계태아섬유세포 및 오리계태아 간세포에 접종한다.
3) 오리종란에 접종 시 접종 후 4~10일에 계태아를 폐사시키거나 계태아 전신 출혈이 나타남.
4) 오리계태아 섬유아세포 및 오리계태아 간세포에 접종 시, 접종 후 2~4일에 세포가 둥글어
지며 떨어지고 커진 세포가 괴사되는 세포병변효과(CPE; cytopathogenic effect)가 나타남.
5) 상층액을 채취하여 10~14 일령의 오리알, 또는 8~10일령의 닭 종란의 요막강(AC; allantoic
cavity)내 접종한다. 세포배양을 할 경우 오리 계태아간세포(DEL cell)에 접종한다.

동정 및 확인 방법
종란 접종한 장뇨막 유제액 또는 오리계태아 섬유세포 및 오리계태아 간 세포에 접종한
세포배양액에서 DNA를 추출하여 바이러스 유전자 검사 및 유전자 증폭산물에 대한 염기서열
분석을 통하여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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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유전자검사
검사시료
죽은 오리의 간, 비장 또는 신장조직, 오리종란 장뇨막, 오리계태아 섬유아세포 배양액

검사시료
1) 검사용 시료의 준비
(1) 검사에 사용할 수 있는 시료는 오리의 조직 유제액 또는 발육란 및 세포배양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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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전자를 PCR 검사에 사용한다.

PCR에 사용되는 프라이머 정보
목적 유전자

프라이머 염기서열(5ʹ→3ʹ)

증폭산물

F : GAA GGC GGG TAT GTA ATG TA

UL31

R : CAA GGC TCT ATT CGG TAA TG

446 bp

(주) 프라이머 염기서열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실험시 확인한다.

검사방법
<PCR 반응 조건>
Step

Temp.

Time

Cycle

94℃

5 min

1 cycle

Denaturation

94℃

30 sec

Annealing

55℃

1 min

Extension

72℃

30 sec

Final Extension

72℃

5 min

Predenaturation

PC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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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판정
- 전기영동 결과에서 446bp의 증폭산물을 확인할 수 있다.

7. 감별진단
가. 오리바이러스성간염
나. 파스튜렐라증
다. 콕시듐증
라. 다른 원인에 의한 괴사성, 출혈성장염
마. 뉴캣슬병
바. 조류인플루엔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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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7

닭마이코플라즈마병(Mycoplasmosis)

역학조사

임상검사

(증상발현계군)

병리해부검사

혈청학적검사

(불현성감염계군)

원인체동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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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성

음성

병리조직검사

(+)

(-)

양성

음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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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역학상황
가. 원인 : Mycoplasma gallisepticum, Mycoplasma synoviae
나. 불량환경(밀사, 환기불량 등)일 때 많이 발생
다. 발증 예에서는 혼합감염이 많음
라. 생바이러스 백신의 분무접종에 의한 유발이 의심됨
마. 간혹 다리의 이상을 나타내는 것도 있음
바. 전파속도는 비교적 늦음

2. 임상증상
가. 콧물, 기침, 눈물
나. 개구호흡, 이상호흡음(습성, 헐떡거림, 천명, 기성)
다. 안검 및 안면의 경결, 종창
라. 관절의 종창부는 파동성이 있어 파행
마. 산란감소

3.병리해부검사
가. 비강, 안와동에 점액이나 치즈양 물질 존재 및 점막의 발적 종창
나. 때로 각막혼탁을 동반한 안면부 피하와 눈꺼풀의 심한 부종(각결막염)
다. 후두, 기관내 회백색 점액저류
라. 폐에서의 회백색 괴사병소
마. 기낭은 혼탁종창하며 삼출액, 치즈양 물질이 있음
바. 관절강에 크림양 내지 치즈양의 삼출물이 있음
사 때로는 심낭, 간포막등의 장막이 혼탁비후, 교양물 혹은 섬유소의 부착

안면피부 및 안와하동부종

급성 기낭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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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병리조직검사
가. 비강, 안와하동, 기관의 만성카탈성염 : 점막상피의 증생, 고유층의 조직구 침윤과 림프구의
과형성
나. 만성기관지폐렴 : 기관지고유층의 비후, 기관지주위의 림프여포 과형성, 삼출성변화와
기질화
다. 만성기낭염 : 림프여포 과형성, 섬유세포증식
라. 화농성관절염

기관 점막층 비후, 섬모소실, 림프구 및 조직구침윤
폐의 측기관지 관강내 적혈구, 림프구, 섬유소 침윤
및 점막상피세포 변성

5. 세균분리검사
가. 분리재료(OIE terrestrial Manual 2008)
- 생축 : 뒤콧구멍 틈새, 인두, 식도, 기관, 안구, 총배설강, 생식기
- 폐사축 : 비강, 안와아래동, 기관, 기낭
- 안와아래동과 관절강에서 나온 삼출물.
나. 사용배지(OIE manual 2008 6th edition)
△ Media
1) Part A
- PPLO broth w/o crystal violet(Difco) 14.7 g
- Purified agar
- D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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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Part B(pH 7.8, filter sterilize)
- pig serum(heated 56℃ 1hr)

150 ㎖

- 25% fresh yeast extract

100 ㎖

- 10% glucose sol

10 ㎖

- Cysteine hydrochloride

0.1 g (MS 배양시)

- Nicotinamide adenine dinucleotide(NAD)

0.1 g (MS 배양시)

- 5% thallous acetate

10 ㎖

- 200,000 IU/㎖ Penicillin G
- 0.1% phenol red solution

5 ㎖
20 ㎖ (고형배지- 제조시 제외)

3) Part A는 autoclave 후 56℃에서 Part B 첨가
4) Petri dish에 분주 및 건조(37℃ 24시간)(고형배지 제조시)
5) 4℃ 냉장보관
※ 판매되고 있는 시판 배지 이용 가능

다. 균분리 방법
- 가검물(비강, 안와하동, 기관, 기낭, 관절병변부 등의 삼출물, 폐 유제 등, 시료 채취 후
빠른 시간에 접종하는 것이 중요)을 상기 Frey 배지를 이용 하여 분리배양을 한다. Frey의
액체배지 배양시 배양액의 1/10의 용량이 되게 유제 또는 부유액 접종하여 37℃에서
10일간 배양한 후 색깔의 변화가 있으면 한천배지에 도말하여 높은 습도의 37℃에
3~5일간 배양을 한다. 도말배지에서는 전형적인 유두상의 집락을 형성하며 이는
현미경하에서 관찰이 가능하다.
- 기타 항혈청을 이용한 간접형광항체법, PCR 등의 검사법을 수행한다.

6. 유전자검사
가. 분리재료
- 분리세균 또는 swab samples
나. DNA 추출법
- 작업을 선행한다.
다. PCR 검사법
- Primer 및 PCR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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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e

Sequence(5' → 3')

MG 1

GGATCCCATCTCGACCAGGAGAAAA

MG 2

CTTTCAATCAGTYGAGTAACTGATGA

MS 1

GAAGCAAATAGTGATATCA

Product size(bp)

비고

732

M.
gallisepticum

207

M. synoviae

Primers

PCR 조건

MS 2

GTCGTCTCGAAGTTAACAA

1 cycle

Predenaturation 94℃ 5분

35cycle

Denaturation 94℃ 1분, Annealing 50℃ 1분, Extension 72℃ 2분

1cycle

Final extension 72℃ 10분

Reference Wang et al., Molecular and Cellular Probes (1997) 11, 211-216.

라. PCR 결과 확인
- PCR 증폭 산물 사이즈 별 균주 확인 :
· M. synoviae : 약 207bp크기의 DNA 밴드
· M. gallisepticum : 약 732bp 크기의 DNA 밴드

< M:100bp, lane 1 : M. synoviae lane 2 : M. gallisepticum Lane 3 : negative>

7. 항체검사
◦ 혈청학적검사(계군의 10%에 대해서 실시)
- Mycoplasma gallisepticum 및 Mycoplasma synoviae 진단액을 사용한 혈청 평판응집반응법
- ELI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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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감별진단
가. 전염성코라이자
나. 닭전염성기관지염
다. 닭전염성후두기관염
라. 닭대장균증
마. 닭포도상구균병
바. 계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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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Low Pathogenic Avian Influenz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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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역학 상황
가. 원인 : Avian influenza virus(AIV)
나. 전파속도가 빠르고 일반적으로 폐사율이 없거나 낮음

2. 임상 증상
가. 대부분의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바이러스는 야생조류에서 임상증상을 유발하지 않음
나. 그러나 닭과 칠면조에서는 호흡기, 소화기, 비뇨기, 생식기의 증상을 유발
다. 호흡기 증상이 가장 흔하며 기침, 재채기, 과다한 눈물을 보임
라. 산란계의 산란율이 저하하고, 침울, 활동저하, 사료 및 음수 섭취 부족을 보임

3. 병리해부 검사
가. 안와하동이 점액성 또는 화농성 콧물로 비후되기도 함
나. 기관 점막의 울혈 혹은 출혈, 염증 삼출물이 존재
다. 파스튜렐라 멀토시다 등 세균이 복합감염되면 섬유소 또는 화농성 기관지 폐렴이 생김
라. 카타르성 또는 섬유소성 염증이 기낭과 복막에서 관찰됨
마. 산란계의 난관 내에 염증 삼출물 존재. 난소의 퇴축 및 출혈
바. 췌장 표면의 백색 반점 및 출혈

4. 병리조직 검사
가. 호중구성 또는 림프구성 기관염과 기관지염이 흔하며, 섬유소성 폐렴을 보이기도 함
나. F낭, 흉선, 비장에서 림프구의 소실과 괴사가 관찰됨

5. 원인체 분리검사
분리재료
기관, 폐, 장, 맹장편도, 비장, 간장 등

실험동물 및 세포주
9~11일령의 SPF 발육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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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러스 분리 방법
1) 기관, 폐, 신장, 맹장편도 등의 조직을 채취하여 10% 유제액을 만들어 1,500g에서 20분간
원심분리한다.
2) 상층액을 채취하여 9~11일령의 발육란 요막강(AC; allantoic cavity)내에 접종한다.

동정 및 확인 방법
1) 발육란에 접종 4~6일 후 요막액을 채취하여 혈구응집유무를 확인한다.

[HA 검사법]
① V자형 96well microplate의 전체 well에 PBS를 25㎕씩 분주한다.
② 요막액을 첫 번째 well에 각각 25㎕씩 분주한다.
③ 마이크로 피펫을 이용하여 각각의 시료 25㎕씩 다음 well로 옮겨 2진 희석한다.
④ 1% 적혈구 부유액 25㎕씩을 각 well에 넣어주고 plate를 잘 흔들어준 후 실온에서 40분간
정치시킨다.
⑤ 40분 경과 후 혈구응집억제 정도를 플레이트를 기울여 관찰한다.
⑥ 혈구 응집이 일어난 것은 적혈구가 well 전체에 골고루 퍼져있고 응집이 일어나지 않은
것은 혈구가 가운데로 모여 단추 모양 (◉)을 이루고 있다. 최종 결과 판정은 반드시 plate를
45° 기울여서 흐르는 것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그림 1. 종란접종]

2) 채취한 요막액에서 RNA를 추출하여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의 공통항원인 nucle
ocapsid 유전자 및 matrix 유전자에 특이적인 프라이머를 사용한 유전자 검사를 통해
조류인플루엔자바이러스임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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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분리된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의 병원성은 정맥내 병원성지수, 트립신처리하지
않은 CEF세포에서 CPE 형성 유무 및 HA유전자 분절부위의 염기서열분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6. 유전자 검사(RT-PCR)
유전자 분리재료: HA양성 요막액
RNA 추출법 : RNA extraction kit 사용(Qiagen, Intron 등)
One-step RT-PCR :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의 유전자를 역전사-중합효소 연쇄반응
(Reverse Transcription-Polymerase Chain Reaction, RT-PCR)을 이용하여
특이적으로 검출하는 방법(AIV Multi-tube Detection Kit, 인트론사)
※ 종란접종법 등을 통해 증폭한 바이러스(요막액)를 검사하는 방법이며, 조직유제액 등을
사용한 검사에서는 비특이 반응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함
1) RT-PCR 조성 : 8개의 tube에 각각 RNA 추출액 2ul, DW(DNase, RNase-free) 18ul를
넣어준다. tube에는 RT-PCR 반응에 필요한 성분들이 건조되어 있는 상태이므로 시료와
DW를 넣은 후 잘 섞어주어 완전히 녹았음을 확인한 후 반응시킨다.
2) RT-PCR 반응 조건
역전사반응
전변성반응

45℃ / 30m
94℃ / 5m

변성 반응

94℃ / 30s

프라이머 결합반응

55℃ / 60s

유전자 합성

72℃ / 60s

최종 유전자 합성

72℃ / 5m

반응 종료

16℃ / pause

40 cycles

3) 1.5% agarose gel에서 100V, 20분간 전기영동하여 증폭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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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반응별 증폭산물 크기]
Tube No.

ID

Target gene

Product size (bp)

1

AIV com

Avian Influenza A virus NP gene

224

2

AIV com

Avian Influenza A virus M gene

378

3
4

AIV H5-1
AIV H5-2

AIV subtype H5
AIV subtype H5

311
563

5

AIV H7-1

AIV subtype H7

354

6

AIV H7-2

AIV subtype H7

632

7

AIV H9-1

AIV subtype H9

252

8

AIV H9-2

AIV subtype H9

498

그림 2. AIV 특이 유전자 증폭사진

7. 항체검사
진단법 개요
조류인플루엔자의 혈청검사에는 한천겔침강반응(AGP), 혈구응집억제반응(HI), 난황항체
검사 및 ELISA 등이 있다. 여기에 소개되는 검사법은 H5 및 H7 혈구응집억제반응(HI)이다.

검사재료
1) RDE(Ⅱ) “SEIKEN”(Receptor Destroying Enzyme) 1바이알(500수분)은 멸균된 생리 식염수
20ml를 넣어 완전히 녹인 다음 바로 사용하거나 소분하여 -70℃ 냉동시켜 사용한다.
2) 가검혈청 40㎕에 RDE(-70℃ 냉동) 40㎕을 혼합한 후 37℃ incubator에 18시간 반응 시킨다.
3) 56℃ water bath에 30분간 RDE를 비동화후 완전히 식힌다.
4) 2.5% sodium citrate 40㎕와 PBS 40㎕ 첨가하여 검사에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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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방법
1) V자형 96well microplate 모든 well에 PBS를 25㎕씩 분주한다.
※ sodium citrate 처리시, 첫 줄을 제외한 나머지 well에 PBS를 25㎕씩 분주한다.
2) 전 처리된 가검혈청을 첫 번째 well에 각각 25㎕씩을 분주한다.
※ sodium citrate 처리시, 첫 번째 well에 각각 50㎕씩을 분주한다.
3) 자동희석기 또는 마이크로 피펫을 이용하여 각각의 혈청을 2배 단계 희석한다.
4) 8HAU(H5 또는 H7) 항원 25㎕을 각 well에 넣어주고 잘 흔들어 혼합하고(plate shaker가
있다면 약 900rpm에서 15초간 shaking한다), 실온(20~25℃)에서 30분간 반응시킨다.
5) 30분 후 1% 적혈구 부유액 25㎕을 각 well에 넣어주고 플레이트를 잘 흔들어 실온에서
40분간 정치시킨 후 혈구응집억제 정도를 관찰한다.

판정기준
1) 반드시 45도로 기울여서 양성혈청과 유사하게 흘러내릴 경우 양성으로 판정한다.
2) HI 역가는 8HAU 항원을 완전히 억제하는 혈청의 최대 희석 배수이다.
3) 양성 대조 혈청의 역가가 알려진 역가의 2배 이내에 있어야 유효하다.
※ OIE(세계동물보건기구)에서는 항체검사결과 양성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시
- 검사에 사용한 항원이 8 HAU이므로 1/8(23) 이상일 때 양성으로 판정한다.
- 4 HAU 항원을 사용한 경우 1/16(24) 이상일 때 양성으로 판정한다.
[유의사항]
√ HI 결과는 사용하는 항원량, 희석방법, 항원과 검사시료(혈청)의 반응시간, 반응온도 등에 따라 결과에
차이가 있으므로 동일한 방법으로 실험을 실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 -70℃ 냉동 시켜 사용 시 한번 꺼내어서 사용한 RDE는 재 냉동하지 않으며, 잔여분은 폐기한다.
√ HI 실험 전 HA test는 주 1회 정도 실시하며, 항원을 8HAU으로 희석 후 back titration을 반드시
병행해야한다.
√ RDE 처리한 가검혈청은 4배 희석된 것이므로 결과 판정 시 유의한다.

8. 감별진단
가. 뉴캣슬병
나. 닭전염성후두기관염
다. 닭전염성기관지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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닭뇌척수염(Avian Encephalomyelitis)

역학조사

임상 검사

병리해부검사

병리조직검사

항원검사
(부화란 접종, RT-PCR)

(+)

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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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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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역학상황
가. 원인 : Avian encephalomyelitis virus(AEV)
나. 4주령 이하의 감수성 있는 병아리에서 발생. 전세계적으로 발생
다. 모계군으로부터 난계대 전염되며, 감염 병아리로부터 동거 병아리로 수평전파 되기도 함
라. 고전염성(40~60%), 고폐사율(25~50%)
마. 닭(병아리)이 감수성이 가장 높음
바. 꿩, 메추리, 칠면조 등에서도 발생 가능

2. 임상증상
가. 어린 병아리에서의 다리근육 마비, 운동실조, 견좌자세, 발육불량
나. 두경부의 진전과 같은 신경증상을 보임
다. 성계는 무증상 이거나 산란계군에서 2~3주에 걸쳐 일시적으로 약 5~10%의 산란저하가 있음
라. 때로는 부화율 저하도 관찰됨

3. 병리해부검사
가. 근위의 근육층에 백색 반점이 관찰됨

4. 병리조직검사
가. 중추신경계에서 산재성 비화농성 뇌척수염과 신경절염이 관찰되며 특히 뇌와 척수에서
혈관주위 단핵세포침윤, 신경교세포 증식이 관찰됨
나. 췌장, 선위의 근육층, 심장에서 림프구 결절이 관찰됨

소뇌분자층 혈관주위내 중등도의 단핵구 침윤

소뇌 백색질내 신경세포 중앙 염색질 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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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원인체분리검사
분리재료
뇌조직

세포주 및 실험동물
1일령 SPF 병아리 또는 5~6일령 SPF 발육란

바이러스 분리 방법
1) 임상증상이 나타나는 초기에 뇌조직을 무균적으로 채취한 후 10% 유제액을 만들어
1500g에서 20분간 원심분리한다 .
2) 상층액을 채취하여 1일령 병아리에 뇌내로 접종하거나 5~6일 령의 SPF 발육란 난황낭에
접종하여 배양한다.

동정 및 확인 방법
1) 1일령 병아리 접종 시: 접종 후 1~4주간 임상증상을 관찰한 뒤 부검하여 뇌조직을 이용한
유전자검사를 실시한다.
2) 5~6일령 SPF 발육란 난황낭 접종 시: 접종 12일 후 접종한 발육란의 절반에 대해 계태아의
운동실조, 다리근육위축, 폐사 등을 관찰하며, 특이 소견이 없는 경우 나머지 발육란을
부화시켜 10일 동안 임상증상을 관찰하여 발증이 나타날 때까지 기다린다. 또한, 계태아
또는 부화 병아리의 뇌조직을 이용하여 유전자검사를 실시한다.

6. 유전자검사
개요
AEV의 RT-PCR은 619bp의 VP2 유전자를 증폭하여 AEV의 존재 여부를 검사하는 방법이다.

검사시료
1) 검사용 시료의 준비
(1) 검사에 사용할 수 있는 시료는 병아리 또는 계태아의 뇌조직이다.
(2) 시료는 가능한 신선한 것을 사용하고 보관 시에는 냉동 보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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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바이러스 유전자의 추출
(1) 시중에 판매중인 RNA 추출 키트를 이용하며, 10% 뇌조직 유제액을 이용하여 추출한다.
(2) 추출한 유전자를 RT-PCR 검사에 사용한다.

RT-PCR에 사용되는 프라이머 정보
목적 유전자

프라이머 염기서열(5ʹ→3ʹ)

증폭산물

CTTATGCTGGCCCTGATCGT
VP2

619 bp
TCCCAAATCCACAAACCTAGCC

(주) 프라이머 염기서열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실험 시 확인한다.

검사방법
<RT-PCR 반응 조건>
Step

RT-PCR Cycle
Temp.

Time

Cycle

cDNA synthesis

45℃

30 min

1 cycle

Initial inactivation

95℃

15 min

1 cycle

Denaturation

94℃

1 min

RT

35 cycles

Annealing
PCR

62℃

1 min

62℃

10 min

Extension
Final Extension

1 cycle

(주) RT-PCR에 사용되는 진단키트에 따라 RT 반응의 온도 및 시간 조건은 변경할 수 있으므로 실험
시 제조사 매뉴얼을 반드시 확인한다.

결과판정
- 전기영동결과에서, 619bp의 증폭산물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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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EV RT-PCR 결과>

7. 감별진단
가. 영양장애(닭뇌연화증, 구루병 등)
나. 뉴캣슬병
다. 마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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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10 닭전염성후두기관염(Infectious Laryngotracheitis)

역학조사

임상 검사

병리해부검사

병리조직검사

항원검사
(부화란/세포 접종,
PCR)

(+)

양성

(-)

음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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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역학상황
가. 원인 : Infectious laryngotracheitis virus(ILTV)
나. 전세계적으로 발생함
다. 주로 닭에서 감염이 이루어지나 꿩, 칠면조 등도 감염 가능
라. 감염 후 회복된 개체는 잠복감염 동물로 남아 있다가 환경적 요인이나 개체의 건강상태
등의 요인에 의해 재발 가능

2. 임상증상
가. 임상증상은 매우 미약한 경우부터 심한 경우 까지 다양
나. 감염된 개체는 침울하고 식욕이 결핍되어 사료 소비량이 현저히 줄어들며 기침, 재채기,
라음(rale), 콧물, 헐떡거림 등을 동반한 호흡기 증상을 보임
다. 기관내의 혈액성 혹은 점액성 삼출물에 의해 호흡곤란이 오며 흡기 시 목을 길게 쭉 뻗으며
호흡하게 됨
라. 기침이나 재채기를 심하게 하므로 케이지 주변에 혈액성 혹은 점액성 삼출물의 흔적을
볼 수 있음

3. 병리해부검사
가. 후두, 기관 내강에 점액, 혈액이 유출되거나 디프테리아성 막편이 저류 하거나 부착

기관 내강에 점액, 혈액 저류 및 디프테리아성 막편 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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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병리조직검사
가. 질병 초기(감염 1~5일)의 기관점막에 술잔세포(goblet cell)의 소실, 핵내봉입체 및
염증세포들의 침윤을 관찰할 수 있음. 질병이 진행됨에 따라 점막 상피세포의 크기가
커지고 섬모가 소실되며 부종이 나타나기도 함
나. 다핵(합포체) 세포 형성, 림프구, 조직구, 형질세포 등이 기관점막과 점막하직에 침윤

기관 삼출물내 다핵세포 및 핵내봉입체 관찰

5. 원인체분리검사
분리재료
기관 삼출물이나 기관, 눈꺼풀 등

세포주 및 실험동물
1) 9~11일령 SPF 발육란
2) CEL(chicken embryo liver), CK(chicken kidney) 세포

바이러스 분리 방법
1) 기관 스왑, 기관 삼출물 또는 기관, 눈꺼풀 등의 조직을 채취하여 10% 유제액을 만들어
1500g에서 20분간 원심분리한다.
2) 상층액을 채취하여 9~11일령의 발육란 장요막(CAM; chorioallantoic membrane) 또는
CEL, CK 세포에 접종한 뒤 배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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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정 및 확인 방법
1) CAM 접종시: 접종 5일 후 CAM 상에 가장자리가 불투명하고 중심부위는 괴사로 인해 움푹
꺼진 형태의 플라크(plaque)를 관찰할 수 있고, CAM을 유제하여 유전자검사를 실시한다.
2) CEL, CK 세포 접종시: 접종 후 3일 이내에 거대합포체를 형성하는 특징적인 CPE와
핵내봉입체를 관찰할 수 있다.

6. 유전자검사
개요
ILTV의 PCR은 588bp의 p32 유전자를 증폭하여 ILTV의 존재 여부를 검사하는 방법이다.

검사시료
1) 검사용 시료의 준비
(1) 검사에 사용할 수 있는 시료는 CAM 유제액, 세포배양액, 또는 기관 및 기관 삼출물이다.
(2) 시료는 가능한 신선한 것을 사용하고 보관 시에는 냉동 보관한다.
2) 바이러스 유전자의 추출
(1) 시중에 판매중인 DNA 추출 키트를 이용하여 추출한다.
(2) 추출한 유전자를 PCR 검사에 사용한다.

RT-PCR에 사용되는 프라이머 정보
목적 유전자

프라이머 염기서열(5ʹ→3ʹ)

증폭산물

CTACGTGCTGGGCTCTAATCC
p32

588 bp
AAACTCTCGGGTGGCTACTGC

(주) 프라이머 염기서열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실험 시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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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방법
<PCR 반응 조건>
Step

Temp.

Time

Cycle

94℃

5 min

1 cycle

Denaturation

94℃

30 sec

Annealing

55℃

30 sec

Extension

72℃

30 sec

Final Extension

72℃

10 min

Predenaturation

PCR

PCR Cycle

35 cycles

1 cycle

결과판정
- 전기영동결과에서, 588bp의 증폭산물을 확인할 수 있다.

<ILTV PCR 결과>

7. 감별진단
가. 계두(습성형)
나. 뉴캣슬병
다. 조류인플루엔자
라. 닭전염성기관지염
마. 전염성코라이자
바. 닭마이코플라즈마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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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11 닭전염성기관지염(Infectious Bronchitis)

역학조사

임상 검사

병리해부검사

병리조직검사

항원검사
(부화란 접종,
RT-PCR, Immunoblot)

(+)

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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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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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역학상황
가. 원인 : Infectious bronchitis virus(IBV)
나. 육계와 산란계의 주요 질병이며 전파가 매우 빠름
다. 전세계적으로 발생
라. 혈청형이 다양하여 백신접종을 한 계군에도 발생
마. 감염일령에 따라 다양한 증상을 유발함

2. 임상증상
가. 주요 증상은 헐떡거림, 기침, 재채기, 콧물 등의 호흡기 증상임
나. 병원성 세균이 복합감염 시 호흡기 증상이 심해지며 기낭염을 유발함
다. 산란하는 닭에서 산란저하, 연란․무각란 등의 기형란 발생
라. 신장염형의 경우 호흡기 증상 외에 설사, 음수량 증가 등의 증세를 나타내며 폐사하기도 함

3. 병리해부검사
가. 장액-점액성 삼출물이 비강 및 기관 점막에 존재
나. 기관 점막의 울혈
다. 난관의 위축
라. 난포의 연화 및 파열
마. 신장염형의 경우 신장의 종대, 요산 침착

신장형 IB: 신장 종대 및 요산 침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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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병리조직검사
가. 기관 점막 상피세포의 섬모 소실, 상피세포의 구형화와 탈락, 점막에 호중구, 림프구의
침윤, 점막상피세포의 재생 및 증생
나. 산란계의 난관 상피세포의 섬모 소실 및 위축, 점막에 림프구, 형질세포 침윤
다. 세뇨관 상피세포의 변성, 공포화 및 탈락. 간질에 염증세포 침윤, 세뇨관의 병변은 수질에서
현저함

신장 세뇨관 상피세포 괴사 및 간질내 림프구 침윤

5. 원인체분리검사
분리재료
기관, 폐, 신장, 맹장편도

세포주 및 실험동물
9~11일령 SPF 발육란

바이러스 분리 방법
1) 기관, 폐, 신장, 맹장편도 등의 조직을 채취한 후 10% 유제액을 만들어 1500g에서 20분간
원심분리한다.
2) 상층액을 채취하여 9~11일령의 SPF 발육란의 요막강(AC; allantoic cavity)내에 접종하고
3~7일간 배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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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정 및 확인 방법
1) 계태아 병변관찰: 접종 7일후 계태아 위축(stunting), 둥글게 말림현상(curling), 목이
뻣뻣해지는 현상 및 신장의 요산침착 등의 계태아 병변 확인됨. 단, 야외분리주의 경우 최소
2~3회 계대하여야 계태아 병변 나타남
2) 요막액 검사: 접종 2~4일후 요막액을 채취하여 RNA를 추출한 뒤 유전자 검사를 실시하거나,
요막액을 나이트로셀룰로오스(NC)막에 흡착시켜 IBV 특이 단클론 항체를 이용하여
바이러스를 확인한다(Immunoblot법).

6. 유전자검사
개요
IBV의 RT-PCR은 750~790bp의 ORF1b 및 Spike 유전자를 증폭하여 IBV의 존재 여부를
검사하는 방법이다.

검사시료
1) 검사용 시료의 준비
(1) 검사에 사용할 수 있는 시료는 요막액 및 기관, 신장 등의 조직시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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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전자를 RT-PCR 검사에 사용한다.

RT-PCR에 사용되는 프라이머 정보
목적 유전자

프라이머 염기서열(5ʹ→3ʹ)

증폭산물

AGC AAC GCC AGT TGT TAA TTT G
ORF1b~S1

750~790 bp
CWG TAC CAT TAA CAA ART AAG CMA G

(주1) 프라이머 염기서열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실험 시 확인한다.
(주2) 증폭된 PCR산물의 크기가 다를 수 있는데 이는 IBV S단백질의 변이율이 높아 아미노산의
deletion/insertion이 다양하기 때문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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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방법
<RT-PCR 반응 조건>
Step
RT

PCR

RT-PCR Cycle
Temp.

Time

Cycle

cDNA synthesis

50℃

30 min

1 cycle

Initial inactivation

95℃

15 min

1 cycle

Denaturation

94℃

1 min

Annealing

52℃

1 min

Extension

72℃

1min 30 sec

Final Extension

72℃

10 min

35 cycles
1 cycle

(주) RT-PCR에 사용되는 진단키트에 따라 RT 반응의 온도 및 시간 조건은 변경할 수 있으므로 실험
시 제조사 매뉴얼을 반드시 확인한다.

결과판정
- 전기영동결과에서, 750-790bp의 증폭산물을 확인할 수 있다.

7. 항체검사
전염성기관지염의 항체검사는 보조적인 수단으로 혈구응집억제반응, 혈청 중화시험,
형광항체반응, 한천겔침강반응 등이 있으며 여기에 소개되는 검사법은 혈구응집억제반응이다.

7-1. 혈구응집억제반응(HI)법
검사재료
56℃, 30분 동안 비동화 및 kaolin 처리된 닭 혈청
1% 닭 적혈구
닭전염성기관지염 HI 진단항원

추가로 필요한 시약 및 기구
1) 마이크로 피펫 및 팁(tip)
2) 8 또는 12 채널 마이크로 피펫
3) 피펫 및 피펫 에이드
4) 증류수(시판 주사용 증류수 사용가능)
5) 항온기(37±1℃)
420

Ⅲ. 조류 질병

6) 판독기 : ELISA reader(405nm)
7) ELISA plate용 자동 또는 반자동 세척기

검사 방법
1) V자형 96 well 마이크로 플레이트 첫 번째 줄을 제외한 전체 well에 PBS를 25㎕씩 분주한다.
2) 가검혈청을 첫 번째 well에 각각 50㎕씩을 분주한다. 각각의 플레이트에는 반드시
양성혈청과 음성혈청을 포함시킨다.
3) 자동희석기 또는 마이크로 피펫을 이용하여 각각의 혈청을 2배 단계 희석한다.
4) 4 HA unit 항원 25㎕을 각 well에 넣어주고 잘 흔들어 혼합하고 4℃에서 40분간 반응시킨다.
5) 30분 후 1% 적혈구 부유액 25㎕ 각 well에 넣어주고 플레이트를 잘 흔들어 4℃에서 40분간
정치시킨 후 혈구응집억제 정도를 관찰한다.

실험결과의 판독
1) HI 역가는 4 HA unit 항원을 완전히 억제하는 혈청의 최대 희석배수이다.
2) 음성 대조혈청이 4배 이상의 역가를 보이지 않으며 양성 대조혈청의 역가가 알려진 역가의
2배 이내에 있어야 유효하다.

유의사항
HI 결과는 사용하는 항원량, 희석방법, 항원과 검사시료(혈청)의 반응시간, 반응온도 등에
따라 결과에 차이가 있으므로 실험시간 결과 비교를 위하여는 동일한 방법으로 실험을 실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8. 감별진단
가. 뉴캣슬병
나. 닭전염성후두기관염
다. EDS-76
라. 조류인플루엔자
마. 전염성코라이자
바. 닭마이코프라즈마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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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12 마렉병(Marek's Disease)

역학조사

임상 검사

병리해부검사

병리조직검사

항원검사
(PCR)

(+)

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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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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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역학상황
가. 원인체 : Marek's disease virus(MDV)
나. 주로 가금의 신경계에 병변을 유발하는 질병
다. 닭에서 6주령 이상에서 주로 발생하며 12~30주령 사이에 다발

2. 임상증상
가. 체중감소 및 만성 쇠약
나. 다리 혹은 날개 및 목의 마비 등의 신경증상, 운동실조
다. 모근부 및 피부의 종양소 형성
라. 눈에 백색 종양소 병변 형성 및 맹목
마. 복부의 종창 및 촉진시 간의 종대
바. 증상이 오래 경과된 경우 설사가 나타남

3. 병리해부검사
가. 신경 : 좌골신경총, 상완신경총 등의 말초신경의 종대
나. 내부장기 : 폐, 심장, 장간막, 신장, 간장, 비장, F낭, 흉선, 부신, 췌장, 선위, 장, 홍체, 골격근,
난소, 피부에 백색 또는 회색 결절 형성하며 결절은 단단하며 매끄러움

신장 및 간장 종대 및 경화

4. 병리조직검사
가. 신경 : 두 가지 종류의 종양 세포가 관찰됨(다형태성 림프구의 결절, 광범위한 소형 림프구
및 형질세포 침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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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내부 장기 : 신경에서 관찰된 종양세포 보다는 형태가 균일함. 세포 형태는 소형~중형
림프구, 림프아구 등

간실질내 다양한 크기의 림프구 침윤

5. 원인체분리검사
분리재료
혈액, 우모근

실험동물 및 세포주
계태아 섬유아세포 (CEF cell)

바이러스 분리 방법
- 4주령 미만의 SPF닭의 신장세포를 채취하여 monolayer로 배양한다.
- 검체에서 채취한 혈액의 백혈구층 또는 우모근의 10% 유제액을 접종한다.

동정 및 확인 방법
접종 5~8일후에 마렉병바이러스 특이플라크를 확인한다.

6. 유전자검사
검사시료
혈액, 우모근 또는 종양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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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시료
1) 검사용 시료의 준비
(1) 검사에 사용할 수 있는 시료는 혈액, 우모근 또는 종양조직 유제액 및 세포배양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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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전자를 PCR 검사에 사용한다.

PCR에 사용되는 프라이머 정보
목적 유전자

프라이머 염기서열(5ʹ→3ʹ)
F : ATGTCTCAGGAGCCAGAGCCGGCGCT

1st
R : GGGGCATAGACGATGTGCTGCTGAG

MDV Meq
gene

F : TGTTCGGGATCCTCGGTAAGA
nested
R : AGTTGGCTTGTCATGAGCCAG

증폭산물
야외주 : 1062 bp
백신주 : 1242 bp

야외주 : 583 bp
백신주 : 763 bp

(주) 프라이머 염기서열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실험시 확인한다.

검사방법
<1st PCR 반응 조건>
Step

PCR Cycle
Temp.

Time

Cycle

95℃

5 min

1 cycle

Denaturation

94℃

30 sec

Annealing

57℃

20 sec

Extension

72℃

1 min

Final Extension

72℃

5 min

Predenaturation

35 cycles

PCR

1 cycle

(주) RT-PCR에 사용되는 진단키트에 따라 RT 반응의 온도 및 시간 조건은 변경할 수 있으므로 실험
시 제조사 매뉴얼을 반드시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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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st PCR cycle이 종료되면 PCR product 를 EtBr이 첨가된 1.5% agarose gel에서 통상적인
방법으로 전기영동하고 특이유전자의 존재여부를 확인한다. 그리고 PCR product 를 100배
희석하여 nested primer set과 함께 아래의 조건으로 PCR을 실시한다.
<Nested PCR 반응 조건>
PCR Cycle

Step

Temp.

Time

Cycle

95℃

5 min

1 cycle

Denaturation

94℃

20 sec

Annealing

57℃

20 sec

Extension

72℃

30 sec

Final Extension

72℃

5 min

Predenaturation

35 cycles

PCR
1 cycle

(주) RT-PCR에 사용되는 진단키트에 따라 RT 반응의 온도 및 시간 조건은 변경할 수 있으므로 실험
시 제조사 매뉴얼을 반드시 확인한다.

결과판정
- 전기영동 결과에서 확인된 증폭산물 크기에 따라 백신주와 야외주를 감별가능하다.

그림 1. 마렉병 의심시료에 대한 감별 PCR법 적용 예시

7. 감별진단
가. 닭백혈병
나. 세망내피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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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13 닭전염성F낭병(Infectious Bursal Disease)

역학조사

임상 검사

병리해부검사

병리조직검사

항원검사
(한천겔 침강반응,
항원 ELISA, PCR)

(+)

양성

(-)

음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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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역학상황
가. 원인체 : Infectious bursal disease virus(IBDV)
나. 전파가 빠른 급성 전염성 질병이며 발병률이 100%에 이름
다. 3~6주령 닭에서 전형적인 임상증상이 잘 나타남
라. 임상증상과 폐사는 발병 후 수일간 지속되다가 일시에 중지됨
마. 2주령 이하에 감염된 경우는 임상증상 없이 면역저하가 일어남
바. 일반적인 소독제 등 외계에 대한 저항성이 강하여 한번 오염된 농장에 다시 발생하는 경우가
많음

2. 임상증상
가. 침울, 식욕부진, 깃털이 빠지거나 곤두서거나, 졸음 등의 증상이 나타남
나. 유백색 혹은 녹색 수양성 설사
다. 폐사율은 평균 20~30% 정도이며, 감염 바이러스에 따라 50% 이상이 되기도 함

3. 병리해부검사
가. 감염 후 3~4일에 F낭에 수종, 울혈이 생겨서 크기와 무게 증가
나. 감염 후 5일째에 정상 무게가 되며 그 이후 무게가 감소. 위축되면 회색으로 변함
다. 감염된 F낭은 점막에 괴사 반점이 보이며 때때로 점상 혹은 반상 출혈을 보임
라. 일부 변이형 바이러스의 경우 F낭의 종대 없이 위축만 나타남
마. 흉근과 대퇴부 근육의 반상출혈, 선위와 근위 연접부 점막의 출혈이 존재하기도 함

F낭 종대 및 황색의 부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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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낭의 출혈성 병변(좌) 및 황색의 종대 병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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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병리조직검사
가. 병변은 F낭에 가장 심하게 나타남

F낭 점막상피세포 탈락, 출혈 및 림프구 소실

5. 원인체분리검사
분리재료
감염후 3~6일 이내의 F낭을 비롯한 면역 장기 조직

실험동물 및 세포주
9~11일령의 SPF 발육란

바이러스 분리 방법
- F낭의 채취하여 10% 유제액을 만들어 1,500g에서 20분간 원심분리를 한다.
- 상층액을 채취하여 9~11일령의 SPF 발육란의 장요막(CAM; chorioallantoic membrane)에
접종한다.

동정 및 확인 방법
- 표준형 바이러스의 경우, 접종 후 3~5일에 계태아를 폐사시키거나 계태아에 충혈, 점상출혈
및 반상출혈 등이 나타나며 간괴사가 나타나기도 하고 흔히 표면이 창백함. 반면 비장은
정상보다 크기가 작고 작은 괴사반점이 나타나기도 함
- 변이형 바이러스의 경우 계태아를 폐사시키지 않고 6~7일간 배양하면 뇌와 복부수종, 계태아
위축, 창백 등이 나타남. 드물게 계태아의 충･출혈이 나타나기도 하며 간은 담녹색으로 괴사가
나타나지만 비장은 정상보다 2~3배 종대됨
- 한천겔 침강반응(AGP)을 이용하여 표준항혈청과 F낭 유제 상층액을 반응시켜 바이러스를
동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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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항원 및 항체검사
6-1. 유전자검사
검사시료
감염후 3~6일 이내의 F낭 유제 상층액 및 바이러스 분리된 CAM 유제 상층액
1) 검사용 시료의 준비
(1) 검사에 사용할 수 있는 시료는 F낭 유제액, 바이러스 분리된 CAM 또는 계태아 조직 유제
상층액 등을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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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전자를 RT-PCR 검사에 사용한다.

RT-PCR에 사용되는 프라이머 정보
목적 유전자
VP2

프라이머 염기서열(5ʹ→3ʹ)

증폭산물

F : AGCCTTCTGATGCCAACAAC

365 bp

R : ATCTGTCAGTTCACTCAGGC

(주) 프라이머 염기서열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실험시 확인한다.

검사방법
<RT-PCR 반응 조건>
Step
RT

PCR

RT-PCR Cycle
Temp.

Time

Cycle

cDNA synthesis

45℃

30min

1 cycle

Initial inactivation

95℃

5 min

1 cycle

Denaturation

94℃

1 min

Annealing

50℃

1 min

Extension

72℃

2 min

Final Extension

72℃

10 min

35 cycles
1 cycle

(주) RT-PCR에 사용되는 진단키트에 따라 RT 반응의 온도 및 시간 조건은 변경할 수 있으므로 실험 시
제조사 매뉴얼을 반드시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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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판정
전기영동 결과에서 365bp의 증폭산물을 확인한다.

6-2. 항체검사
개요
닭 전염성 F낭병(IBD) 바이러스 P4 주를 SPF 병아리에 접종하여 F낭 유제액을 불활화하여
만든 한천겔 면역확산반응용 항원이며 닭 전염성 F낭병 감염 바이러스의 항체를 검출하기 위한
한천겔 면역확산반응 검사(agar gel immunodiffusion test)에 사용한다.

검사시료
56℃, 30분 동안 비동화된 혈청

검사방법
1) 페트리디쉬(∅87×15㎜)를 수평판 위에 놓고 수평으로 맞춘다.
2) Gel medium을 끓는 물에 중탕하여 완전히 녹인 후 20㎖를 넘치지 않게 고르게 편 다음
굳힌다.
3) Gel 펀치를 이용하여 구멍을 뚫고 well(직경 5㎜, 간격 2~5㎜)을 만든다.
4) 항원을 50㎕을 중앙 well에 볼록하게 솟아오르도록 넣고 주위 well에는 가검혈청(50㎕)과
표준양성혈청(50㎕)을 넣는다.
5) Gel이 건조되지 않도록 습기가 유지되는 용기에 유리판을 넣고 뚜껑을 덮어 실온에 둔다.

결과판정
24~48시간 동안 관찰하여 가검혈청과 항원사이에 양성혈청의 것과 동일한 띠가 생기면
양성으로 판정한다. 그러나 양성혈청에서 생긴 띠와 가검혈청에서 생긴 띠가 서로 교차되어
나타나면 가검혈청은 양성으로 판정할 수 없다.

유의사항
판독할 때에는 유리판을 불빛 위에 두고 보아야 혈청과 항원 사이에 생긴 띠를 관찰하기 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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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감별진단
가. 마렉병
나. 마이코톡신
다. 닭전염성빈혈
라. 닭전염성기관지염(신장형)
마. 콕시듐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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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14

조류 보툴리즘(Avian Botulism)

∙ 검사법에 따른 조류 보툴리즘 검사과정
신속검사
(유전자검사)

마우스 중화실험

순수분리

1일째

- 채혈
- 마우스 준비

- 시료채취(맹장)
- 액체배지 접종

- 시료채취(맹장, 간)
- 액체 배지 접종

2일째

- 혈청분리
- 독소 존재 여부 확인을
위한 마우스 접종 실험

- DNA 추출
- 유전자 검사
- 결과 판독

3일째

- 독소형 판별을 위한
마우스 접종 실험

- 액체 배지에 계대 배양

4일째

- 결과확인

- 고체 배지에 접종

5일째

- 순수 분리

6일째

- 결과 확인

1. 역학상황
가. 주로 사육기간이 긴 계종(토종닭, 산란계, 메추리, 꿩, 야생조류)에서 발생
나. 한번 증상이 나타난 농장에는 다음 계군에서도 증상이 보임

2. 임상증상
가. 보툴리눔 독소는 근육에 이완성 마비를 일으키므로 임상증상은 닭, 칠면조, 꿩, 오리가
유사함
나. 닭에서는 다리, 날개, 목, 눈꺼풀의 마비가 주요 증상이다. 마비 증상은 다리에서 날개,
목, 눈꺼풀 순서로 상행성으로 진행됨
다. 닭에서는 다량의 요산이 섞인 설사변을 배설하기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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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mber neck 소견 (토종닭)

설사 소견 (토종닭)

3. 병리해부 및 조직소견
가. 특이한 소견이 없는 것이 특징임

4. 원인체 분리 검사
분리재료
가. 폐사체의 간 및 맹장 내용물
사용배지
가. 액체 배지(TPGY : Tryptone-peptone-glucose-yeast extract)
- 5% Tryptone
- 0.5% Proteose peptone
- 0.4% glucose
- 2% yeast extract
- 0.1% starch
- 0.1% l-cysteine-HCL
- 0.14% NaHCO3
※ 시중에서 팔고 있는 TPGY base와 성분이 다름

434

Ⅲ. 조류 질병

나. 고체 배지(McClung Toabe Agar)
- 4% Proteose Peptone
- 0.2% NaCl
- 0.2% glucose
- 0.5% NaHPO4
- 0.1% KH2PO4
- 0.02% MgSO4
- 0.5% yeast extract
- 2.5% Bacto agar
- 0.1% l-cysteine HCl
- 0.14% NaHCO3
- 나머지 성분을 넣고 Autoclave로 멸균 후, 10% 난황(egg yolk) 첨가(1L의 배지를
만든다고 하면 증류수를 900ml 넣고 멸균 후, egg yolk 100ml를 첨가)
※ 시중에서 파는 McClung Toabe agar base에는 위에 붉은 색으로 표시된 성분이
없기에 추가로 첨가하여야 함

분리방법
가. 액체 배지
1) 9ml TPGY에 시료(200mg) 접종
2) 70℃ 수조에서 15분간 열처리
3) 혐기 조건으로 37℃ 배양기에서 48시간~72시간 동안 배양
4) 시험관 하부에서 배양액 500㎕를 채취하여 새로운 TPGY에 접종
5) 남은 배양액 중, 450㎕는 아래 유전자 검사에 ‘순수분리 시’로 나온 방법에 따라 PCR
검사 진행
6) 2)~3) 과정을 반복 후, 혐기 조건으로 37℃ 배양기에서 24~48시간 동안 배양

나. 고체 배지
1) 위에 5)과정에서 양성이 나온 시료를 대상으로, 고체 배지에 접종
2) 액체 배지의 하단부에 백금이를 넣은 후, McClung Toabe agar에 접종
3) Anaerobic jar에 gas pack과 함께 넣어 준 후, 37℃ 배양기에서 24~48시간 배양
4) 흰색의 불투명한 세균집락 중에, 주위에 난황성분을 분해하여 투명한 환을 갖는 집락을
찾아 순수 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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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동정
1) 1.5ml 튜브에 60㎕의 증류수에 의심집락 3~4개를 부유 시키고, 100℃에서 15분간 중탕,
얼음에서 식힌 후, 1300rpm에서 5분간 원심분리
2) 상층액을 DNA 주형으로 이용하여 아래 표기된 Single tube nested PCR법으로 확인

McClung Toabe agar에서 Clostridium botulinum 독소형 C/D의 집락

5. 마우스 중화 실험
시료
- 혈청
- 맹장 내용물 및 간을 접종한 증균액의 상층액을

실험동물
- 실험동물 : ICR, 6주령, male

실험방법
가. 독소 존재여부 확인
- 시료 0.5ml를 실험동물 2마리의 왼쪽 하복부에 접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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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완성 마비 및 사망 여부를 통해 독소 존재 여부 확인
- 보통 6시간 전후로 증상이 나타나나 최대 5일까지 관찰
- 별도의 실험동물 2마리는 대조군으로 관찰

나. 독소형 판별
- 독소 존재 여부가 확인 된 후 진행
- 독소형

의 항혈청

를 시료와 동량으로 혼합

예시 독소형

시료

독소형

시료

독소형

시료

독소형

시료

독소형

시료

- 각 항혈청 당 실험동물 2마리씩으로 실험군을 구성
- 시료와 항혈청 혼합액 0.5ml씩을 실험동물 왼쪽 하복부에 접종
- 이완성 마비 및 사망 여부를 통해 독소 존재 여부 확인
- 어느 항혈청을 혼합해준 실험군이 증상 및 사망이 없는지로 독소형 판별
예시 독소형

항혈철 혼합액을 접종한 실험군만 증상 및 사망이 없었으면 시료에 있는

보툴리눔의 독소형을
살아남은 경우 독소형

라는 것을 유추 만약 항혈청
혹은

실험군과

실험군이 모두

형이 라고 유추

6. 유전자검사
진단법개요
조류 보툴리즘은 본래 독소형 C에 의해 일어난다고 알려 졌으나 최근에는 독소형 C/D 에 의해
발생한다는 보고가 주를 이루고 있어, 이를 반영하여 그림 2와 같이 검출 및 증폭 대상 부위를
독소형 C와 C/D의 N 말단 부위로 하여 Single tube nested PCR법을 이용한 유전자 검사 키트를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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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클로스트리디움 보툴리눔(Clostridium botulinum) 그룹 Ⅲ 독소의 종류 및
프라이머에 의한 유전자 증폭 부위를 나타낸 모식도

유전자 분리재료
- 신속검사 시 : 맹장 내용물 접종액(1일 증균한 액체배지 이용)
- 순수분리 시 : 맹장 내용물 및 간 접종액(3일 증균한 액체배지 이용)

DNA 추출법
가. 신속 검사 시
- QIAamp DNA mini kit에 그람 양성균 추출법에 따라 추출
- QE 버퍼 50㎕만 넣고 10분 이상 정치 후 원심분리

나. 순수 분리 시
- 균액 450㎕을 EP tube에 넣고 12,000 rpm으로 1분간 원심분리 후, 상층액 버리기
- 펠렛을 증류수 150㎕로 부유 후, 끓는 물에 15분간 중탕
- 13,000 rpm으로 10분간 원심분리 후 상층액 분리하여 DNA 주형으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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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 증폭
가. iNtRon사에서 시판 중인 Clostridium botulinum Type C & C/D Detection Kit 사용
나. DNA 2㎕에 증류수 18㎕를 키트에 넣어줌
다. 고형물이 잘 풀어지도록 섞어 준 후 짧게 원심을 돌린다.
라. 유전자 증폭장치(PCR)에 넣고 아래와 같은 조건으로 반응시킨다.
과정

온도(℃)

시간(초)

사전 DNA 변성단계

96

120

94

15

72

60

56

300

94

15

56

90

72

60

72

60

1차 증폭단계
올리고뉴클레오티드 반응단계

2차 증폭 단계

최종 DNA 신장단계

사이클

15

40

결과판독
- 증폭 산물을 전기영동을 하였을 때 265 bp의 기대 밴드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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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의 실제예
1) 가검물에 특이 소견이 없고, 병력 청취 시 신경 증상이 있었다면 보툴리즘을 의심
2) 생축이 있다면 마비 증상이 심한 개체를 대상으로 채혈 실시하여 마우스 중화 실험을 실시
3) 부검 시 간과 맹장 내용물을 채취, 그중 맹장 내용물은 TPGY배지에 접종하여 24시간 배양
후, DNA를 채취하여 유전자 검사 진행
4) 양성 시 조류 보툴리즘으로 가진단을 내리고 농가에 1차적으로 통보
5) 간과 맹장 내용물을 대상으로 순수분리 실시.
6) 순수 분리 후 마우스 중화실험 실시
7) 2)의 마우스 중화실험 양성 시나 순수분리 성공 시에 조류 보툴리즘으로 확진

참고문헌
Single-tube nested PCR assay for the detection of avian botulism in cecal contents of
chickens. Anaerobe. 2015

7. 감별진단
가. 마렉병(Marek's disease)
나. 뉴캣슬병(Newcastle disease)
다. 모넨신(monensin)․납(lead) 중독
라. 비타민 E․셀레늄(selenium) 결핍
마. 골격계 질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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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1

말비강폐렴(Equine Viral Rhinopneumonitis)

역학조사

임상검사

병리해부 및 조직검사

혈청검사

면역조직화학염색
& RT-PCR

(+)

양성

(-)

음성

(+)

양성

(-)

음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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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역학상황
가. 원인체 : Equine herpesvirus 1(EHV-1), Equine herpesvirus 4(EHV-4)
나. 상부 호흡기 병변과 임신마의 유산이 특징인 급성 바이러스성 전염병으로 전 세계적으로
발생이 보고되어 있어 말 산업에 큰 경제적 손실을 주고 있음
다. 말과 동물에만 감염됨
라. 연령, 계절, 지역적 발생 분포는 개체별 면역상태 또는 말 집단에 따라 다양함
마. 망아지에서 호흡기 질병이 동일한 말 집단에서 매년 발생할 수 있음(대부분 EHV-4에 의해
발생)
바. 임신마가 EHV-1 또는 EHV-4에 감염되면 유산을 일으킴(EHV-4에 의한 유산은

드뭄)

사. 신경원성 EHV-1 감염증에 대한 이환율과 폐사율이 2000년 이후에 증가하고 있음
아. 잠복감염과 보균자가 EHV-1과 EHV-4 모두에서 발생함
자. 공기 전파도 가능하며, 감염된 비루, 유산태아, 태반 등에 의해 감염될 수 있음

2. 임상증상
가. 감염 2-10일 후 임상증상이 발현됨
나. 체온이 38.9-41.7℃까지 오르며 호중구 감소증, 림프구 감소증, 장액성 비루, 권태, 인두염,
기침, 식욕부진, 악하림프절 또는 인두후림프절 종대가 나타남
다. EHV-1에 감염되면 이상성 고열(diphasic fever)이 나타나며 두 번째 fever peak에바이러스
혈증 발생함
라. 2차 세균감염이 흔하게 발생하여 점액농성 비루 및 폐렴이 나타남
마. EHV-1 감염에 의한 유산(보통 임신 7-11개월에 발생)은 감염 2-12주 후에 일어남
바. 유산태아는 자가융해 되지 않고 태반은 유산 후 곧 배출되며, 태아는 2차 세균감염에 대한
감수성이 커서 몇 시간 또는 며칠 후 폐사함
사. 신경원성 EHV-1 감염은 미약한 보행실조, 후지 마비, 기립불능, 방광 및 꼬리 기능소실,
회음부와 서혜부의 피부감각 소실을 일으키며, 마비가 사지로 퍼지면 폐사함

3. 병리해부검사
가. EHV-4 감염에 의한 병변은 호흡기 상피와 관련 림프절에 국한됨
나. EHV-1은 비강 점막, 폐, 부신, 흉선 신경기관의 혈관 내피세포에 감염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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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비폐렴: 호흡기 점막의 발적 및 궤양, 폐에 다발소성 자두색 병소
라. EHV-1 감염 유산태아: 폐엽간 부종, 흉수, 다발소성 간괴사, 심근, 부신, 비장에 점상 출혈
마. 신경원성 EHV-1 감염증: 특이 육안소견은 없으며 뇌막, 뇌와 척수 실질에 미약한 출혈

- 유산태아 폐: 퇴축불량, 점상 출혈 반점

- 유산태아 간: 절단면에 괴사소

4. 병리조직검사
가. 비폐렴: 호흡기 상피세포와 관련 림프절에 염증, 괴사, 핵내 봉입체 관찰되며 폐에 호중구
침윤, 말단 기관지, 기관지 주변, 혈관 주변에 단핵구 침윤, 폐포강 내 장액섬유소성 삼출물
나. EHV-1 감염 유산태아: 흉선 괴사, 폐, 간, 부신, 림프계 조직에 핵내봉입체
다. 신경원성 EHV-1 감염증: 혈관 내피세포 손상에 의한 혈관염, 혈관주변 염증세포 침윤,
혈전, 출혈, 뇌연화, 병변은 중추신경계 어느 부위든지 관찰될 수 있음

- 유산태아 폐: 기관지 상피세포 괴사 및 폐포강 - 유산태아 간: 간세포의 괴사 및 염증세포 침윤
내염증세포 침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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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면역조직화학적 염색 검사
실험 재료
1) 포르말린 고정 파라핀 포매조직(말 사산태아 폐): PCR 검사결과 EHV-1이 검출되었으며,
조직병리검사결과 괴사성 폐렴이 관찰된 시료
2) 1차 항체: Goat anti-EHV-1 Ab(VMRD, Catalog No. 210-70-ERV, Lot P081121-005)
3) 2차 항체: Biotinylated anti-goat Ab
(Vetcor laboratories, VECTASTAIN® Elite ABC kit)
4) 항체 희석액: Antibody diluent with background reducing components
(Dako, Catalog No. S3022)
5) 발색제: DAB map detection kit (Ventana, Catalog No. 760-124)
※ HRP-conjugated streptavidin 및 DAB가 포함된 kit

실험 방법
1) 파라핀 포매조직(폐 및 간)을 3㎛ 두께로 자른 section을 탈파라핀
2) Tris buffer(pH7.6)로 세척
3) Tris/Borate/EDTA buffer(pH8.4)로 93℃에서 30분 반응시켜 항원복원
4) Tris buffer(pH7.6)로 세척
5) 3% H2O2로 37℃에서 4분 반응
6) Tris buffer(pH7.6)로 세척
7) 1차 항체를 항체 희석액에 1:500으로 희석시킨 후 37℃에서 32분 반응
8) Tris buffer(pH7.6)로 세척
9) 2차 항체로 37℃에서 12분 반응
10) Tris buffer(pH7.6)로 세척
11) HRP-conjugated streptavidin로 37℃에서 16분 반응
12) Tris buffer(pH7.6)로 세척
13) DAB로 37℃에서 8분 반응
14) Tris buffer(pH7.6)로 세척
15) Hematoxylin으로 4분 대조염색
16) Tris buffer(pH7.6)로 세척
17) 탈수 후 커버슬라이드로 덮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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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 결과
- 양성 슬라이드(왼쪽 그림)에서 말허피스바이러스1형 발현부위가 기관지 상피세포 및 침윤된
염증세포에서 갈색으로 발색된 반면, 1차 항체를 반응시키지 않은 음성 슬라이드(오른쪽
그림)에서는 발색되지 않음

양성 슬라이드

음성 슬라이드

6. 항원검사
개요
EHV의 EHV-1 및 EHV-4에 특이적인 Glycoprotein B 유전자를 증폭하여 바이러스를 검출함

검사시료
1) 검사용 시료의 준비
(1) 호흡기 증상으로 인한 발열초기 환축에서의 비인두 삼출액이 가장 좋은 시료임
(2) 유산태아 조직에 대한 검사를 위해서는 유산태아의 간, 폐, 흉선 그리고 비장 조직을
무균적으로 채취함
(3) 환축 전혈을 항응고제 튜브에 채취함
2) 바이러스 유전자의 추출
(1) 시중에 판매중인 DNA 추출 킷트를 이용하여 시료의 종류에 적합하게 DNA를
추출하며, 조직시료의 경우 10% 유제액을 이용하여 추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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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R에 사용되는 프라이머 정보
< EHV-1과 EHV-4 바이러스의 핵산 검출에 사용하는 프라이머 조합>
Target region

Glycoprotein
B(gB) coding
region of
EHV-1

Glycoprotein
B(gB) coding
region of
EHV-4

Primer

Direction

Genomic location
(bases)

BS-1-P1

Ext. Forward

917 to 936

gB1-R-2

Ext. Reverse

2390 to 2363

acgctgtcgatgtcgtaaaacctgagag

BS-1-P3

Int. Forward

1377 to 1396

ctttagcggtgatgtggaat

gB1-R-a

Int. Reverse

2147 to 2127

aagtagcgcttctgattgagg

BS-4-P1

Ext. Forward

1705 to1724

tctattgagtttgctatgct

BS-4-P2

Ext. Reverse

2656 to 2637

tcctggttgttattgggtat

BS-4-P3

Int. Forward

1857 to1876

tgtttccgccactcttgacg

BS-4-P4

Int. Reverse

2456 to 2437

actgcctctcccaccttacc

Sequence
tctacccctacgactccttc

(참고문헌 : OIE 2008, Sixth edition)

검사방법
1) External 프라이머를 사용하여 가검물에서 추출한 DNA 2ul(1-2ug)을 PCR 혼합용액(총
양은 50ul, 50mM KCl, 10mM Tris/HCl, pH9.0, 0.1% Triton X-100), 200mM of dNTP,
2.5mM MgCl2, 2,0uM의 각각 양방향 프라이머와 함께 Taq DNA 중합효소를 희석하여
반응시킴
2) 반응조건은 94℃ 4분 반응 후 94℃, 30초와 60℃ 30초 그리고 72℃ 92초의 반응을 40
반복 수행한 후 72℃에서 10분간 반응하여 종료함
< EHV-1형 및 EHV-4 유전자검사법에 적용한 PCR 증폭 조건>
PCR 증폭 조건
구 분
Predenaturation

Denaturation

Annealing

Extention

Elongation

시간/온도

94℃, 4min

94℃, 30sec

60℃, 30sec

72℃, 90sec

72℃, 10min

사이클

1

40

1

3) 반응시에는 반드시 음성/양성 대조군을 포함하여야 함
4) 두 번째 증폭을 위한 조건: 첫 번째 증폭산물을 1/10희석하여 internal primer를 사용하여
반응시키며, 위와 같은 조건으로 실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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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판정
1) 증폭산물의 겔 상에서의 분석: 각각의 증폭산물 중 10ul를 6x loading dye와 희석하여 1.5%
agarose gel에서 반응함. 자외선 조사기에서 아래와 같이 770bp(EHV-1) 및 580bp
(EHV-4)의 특이적인 밴드가 확인되면 양성으로 판정함
<표준주에 대한 EHV-1 및 EHV-4의 유전자 증폭 결과>

lane M: DNA 마커
lane 1: 음성시료
5

lane 2: EHV 1형 바이러스 (10^ TCID50)
lane 3: 음성시료 증폭산물
5

lane 4: EHV 1형 바이러스 (10^ TCID50)에 대한 2차 PCR
1

lane 5: EHV 4형 (10^ TCID50)
lane 6: EHV 4형 바이러스(10^3 TCID50)
lane 7: 음성시료
1

lane 8: EHV 4형 바이러스 (10^ TCID50)에 대한 2차 PCR
lane 9: EHV 4형 (10^3 TCID50)에 대한 2차 PCR
lane 10: 음성시료

7. 항체검사
개요
1) 감염여부 판단의 보조적인 자료로 활용 가능함
2) 대부분의 말들이 EHV-1 또는 EHV-4에 대한 항체를 어느 정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단일
채혈에 의한 항체검사를 통해 급성의 야외 감염을 판정하기는 충분하지 못함
3) 감염이 의심되는 환축에서 일정간격을 두고 동일 개체에서 채혈된 혈청(paired sera사용)이
필요함. 급성기와 회복기에 채혈된 혈청에 대하여 중화시험, ELISA, 보체반응법(CF) 등의
항체검사결과를 수행해서 검사결과가 4배 이상 중화항체가 차이가 나는 경우에 EHV-1 또는
EHV-4 감염에 의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음
4) 중화시험법은 말 표피세포(E-Derm) 또는 토끼신장세포(RK-13)를 사용(EHV-4는 RK-13에서
CPE가 확실치 않음)하여 well 당 virus 함량이 101.5~102.5 TCID50가 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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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재료
-56℃, 30분 동안 비동화된 혈청

검사방법
1) 바이러스 중화시험법
(1) 56℃에서 30분간 혈청을 비동화함
(2) 혈청을 1:1 희석부터 시작하여 2진법 희석으로 단계 희석함
(3) 100 TCID10/well 농도의 바이러스와 혈청을 반응시킴
* 바이러스의 역가 결정 방법은 아래의 내용을 참고로 함. 단, 이 때 혈청에 의한
독성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혈청대조군을 포함하며, 혈청희석배율을 1/4에서
1/256으로 적용함
(4) 바이러스 역가검정을 위한 별도의 plate를 포함해야 함
(5) 37℃, 5% CO2에서 1시간 동안 반응시킴
5
(6) 말 표피세포(E-Derm) 또는 토끼신장세포(RK-13)를 5x10^ cells/㎖의 농

도로 10% 소태아 혈청이 첨가된 MEM배지에 풀어 50㎕씩 첨가함
(7) 4-5일간 37℃, 5% CO2 환경에서 배양하며 세포병변여부를 판독함
(8) 바이러스대조군의 농도는 10^1.5에서 10^2.5TCID50 정도이면 적절한 것으로
판단함
(9) 급성기와 회복기 혈청 검사결과에서 4배 이상 중화항체가 증가가 인정된다면
말비강폐렴이 야외감염으로 판단함
2) 바이러스 역가검정 시험법
(1) 5% FBS가 첨가된 MEM배지에 적정 농도로 희석된 Cell(ED or Vero cell)
Microtiter plate(96well, flat-bottom)에 100 ㎕/ well 씩 넣음
(2) Cell monolayer가 형성되도록 CO2 incubator (37℃ 세포배양용 incubator) 에서
배양함
(3) 세포단층면이 90% 이상 형성되면 기존의 배양액은 버리고, octa-pipette (100
㎕ 규격)을 이용하여 무혈청 배지로 cell을 3회(100 ㎕/ well ) 세척함
(4) Titration을 위한 Virus 희석액을 준비함. Virus seed(-70℃에 보관)를 상온에
서 10~15분 정도 녹인 후, E-tube(1.5㎖ 규격)에 Control(무혈청 배지를 사
용) 및 MEM(serum-free)으로 10^1~10^10 범위까지 희석한 virus액을 준
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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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Control 및 Virus 희석액을 각각 100 ㎕/well 씩 cell monolayer 상에 첨가한
후, 1시간 동안 CO2 incubator에 배양함. 이때 동일한 Virus 희석 농도에 대해
8개의 well을 사용함
(6) Virus 접종액을 세포와 버리지 말고, 여기에 다시 무혈청 배지를 100 ㎕/ well
씩 첨가함
(7) CO2 incubator (37℃ 바이러스배양용 incubator)에 약 7일간(또는 virus
titration하여 CPE가 충분히 나온 시점까지) 배양함
(8) 아래 그림과 같이 CPE가 나타난 희석 농도 및 well 수를 기록한 후, TCID50을
구함(Reed and Muench법 적용)

결과판정

<E-Derm cell을 10^5 TCID50 바이러스 함량의 EHV-1(KYD strain)을 감염시킨 후 경시별
CPE 양상: a. b c d는 감염 후 18, 24, 48, 72시간째의 현미경 100배 사진>

유의사항
중화시험을 실시할 때에는 반드시 사용하는 항원 virus의 역가검정을 위한 Back titration을
실시하여야 함

8. 감별진단
말인플루엔자
말바이러스성동맥염
선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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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2

말전염성자궁염(Contagious Equine Metritis)

역학조사

임상검사

병리해부검사

병리조직검사

세균검사
(분리배양, 카드응집반응, PCR)

(+)
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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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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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역학상황
가. 원인체 : Taylorella equigenitalis(그람음성, 간균, 통성혐기성균)
나. 대부분의 경우 무증상의 보균 종마와의 교배를 통해서 전염되며 급성 화농성의
자궁내막염을 유발하여 일시적인 불임을 초래하는 생식기 질병
다. 숫말을 포함하여 대부분의 감염동물에서 무증상이며, 재발률이 높기 때문에 질병진단 및
근절에 어려움이 많음
라. 보균 씨수말이 가장 중요한 감염원이며, 씨수말의 포피에서 이 균은 수개월에서 수년까지
생존 가능하며, 부적절한 위생 상태에서의 말 생식기 점검 또는 세척시, 인공수정용 감염
숫말의 정액을 통한 기계적 전파에 의해서도 전염됨
마. 또한, 암말도 이 균을 보균할 수 있으며, 감염된 임신 말에서 태어난 망아지는 장기간 동안
무증상의 보균동물로 작용할 수 있으며, 오염된 사람의 손, 기구 등의 간접적인
접촉감염으로도 질병전파 가능

2. 임상증상
가. 숫말의 경우 임상증상이 없으며 감염 후 수개월간 보균동물로 작용
나. 암말에서 자궁경관염, 질염, 자궁내막염, 점액화농성의 질 분비물 다량배출
다. 수태율 저하, 교배 후 조기발정

암말에서 점조성의 유백색 질 분비물 배출

3. 병리해부검사
가. 육안적으로 자궁체와 질전정에 회백색 농성삼출물
나. 자궁내막 충혈 및 비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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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병리조직검사
가. 급성 자궁내막염 소견

5. 원인체 분리검사
분리재료
◦암말 : 자궁경부, 질, 요도 및 음핵의 swab

◦숫말 : 포피 및 요도 swab

TM

※ 특수수송배지(Cultureswab

Plus Amies Gel with Charcoal)를 사용하여 swab 채취 후

냉장상태로 48시간 이내에 실험실로 운반하여 즉시 선택배지로 배양하는 것이 균분리율을
높임

말전염성자궁염 시료채취 요령(좌; 숫말, 우; 암말)

사용배지 : 선택배지로 Timoney's medium을 제조하여 사용함
1) Eugon agar base를 정량하여 녹인 다음 121℃ 15분간 멸균

2) 85℃정도 식혀서 5% 면양혈액 첨가하여 5분 정도 혼합 ⇦ 쵸콜렛색이 됨
3) 항온수조에서 50～55℃ 정도로 배지를 식힌 다음 아래와 같이 제조된 항생제를 배지 ℓ당
각각 1㎖씩 첨가하여 완전히 혼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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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페트리디쉬(직경 8.5㎝)에 25㎖씩 분주
※ 항생제 Stock 용액 제조법
항생제

용량

용매

희석액

Amphotericin B
Clindamycin
Trimethoprim

0.15g
0.05g
0.01g

Dimethylformamide 1㎖
멸균 D.W 1㎖
0.05M HCl 10㎖

멸균 D.W 9㎖
멸균 D.W 9㎖
-

※ 상기 항생제 Stock 용액을 배지 ℓ당 1㎖씩 첨가하면, 항생제의 최종농도는 Amphotericin B은
15㎍/㎖, Clindmycin은 5㎍/㎖, Trimethoprim은 1㎍/㎖가 됨

균분리 배양법
1) 시료가 채취된 수송배지의 면봉을 가지고 선택배지에 도말하되 반드시 표준균주도 시료와
동시에 배양하여 비교할 것

◦ 처음 배지의 1/4은 면봉으로 조밀하게 도말하고 다음부터 백금이로 배지 전표면에 획선
도말
2) 도말된 Plate는 5～10%의 CO2 인큐베이터에서 배양
3) 배양 2, 4, 6일째에 Plate 검사하여 의심균주를 선발하되 반드시 6일째까지 배양하여 최종판정
※ 의심되는 집락 : 배양 48시간 후 베이지색의 조그만 집락을 보이고 5일 후는 3~4㎜정도
됨
4) 의심되는 집락은 반드시 항생제가 첨가되지 않은 Chocolate 평판배지에서 48∼ 72시간 동안
CO2인큐베이터에서 순수배양 시킨다.
5) 순수 배양된 균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생화학적 검사를 아래의 순서대로 실시하여
표준균주의 성상(표)과 다른 경우에는 음성 판정하고 일치된 경우에는 항혈청을 이용하여
응집반응검사에 의하여 최종적으로 판정한다.

Taylorella equigenital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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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ylorella equigenitalis 표준균주의 특징적인 성상
구분

Catalase 검사 Oxidase 검사 그람염색성

표준균주

양성

양성

호기배양
(혈액배지)

운동성

Phosphatase

비발육

음성

양성

G-구균,
단간균

카드응집반응법
1) 의심되는 CEM 균주를 항생제가 첨가되지 않은 초콜릿 배지에서 24∼48시간 순수 배양
2) 진단용 kit를 냉장고(2∼8℃)에서 꺼내어 실온에 30분간 방치
< 말전염성자궁염 동정을 위한 항혈청 Kit >

◦ Kit 품명 : Mono-tayl
◦ 생산국가 및 회사 : 노르웨이, Bionor
◦ 주소 : Bionor A/S, P.O.Box 1868, N-3705 Skien, Norway

3) 진단액은 사용 전에 거품이 일어나지 않게 하면서 내용물이 균질화 될 때까지 완전하게
섞는다.
4) 진단액 kit에 포함되어 있는 Card에 반드시 시약을 한 방울 적하
5) 순수 배양된 CEM 의심균주를 시약(test reagent)에서 30초정도 혼합하여 카드를 2∼3회
기울여 준 다음 응집유무 판독
6) 5번의 검사에서 응집이 일어난 경우에는 동일한 시료를 반드시 대조시약(control reagent)에
적용하여 상기 5번과 같이 검사 실시 후 최종 판정
7) 최종판정

◦양성 : 의심시료가 시약검사에서 응집(양성)되고, 대조시약 검사에서 비응집 (음성)되는
경우

◦음성 : 양성 이외의 경우에는 음성임
※ 기타사항은 Monotayl kit 설명서 참조

유전자검출법
1) 재료 및 장비
(1) 임상증상이 있는 개체의 생식기관 swab 또는 조직 유제액
(2) 유전자 추출 및 증폭에 필요한 시약
(3) Real time PCR mach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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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방법

◦ 말 전염성 자궁염을 유발하는 세균 (Taylorella equigenitalis)의 16S 리보좀 유전자를
실시간유전자진단법(Realtime PCR) 기법을 이용하여 특이적으로 검출함
(1) DNA 추출 : 상용화 제품(Promega, Qiagen, Intron 등)의 사용법에 준함
(2) 반응시약 : 상용화 제품(Biorad, Invitrogen, ABI 등)의 사용법에 준함
(3) 가검시료, 양성대조군, 음성대조군 모두 duplicated 로 실험한다.
(4) Realtime PCR primers, Probe

Primer

Sequences (5'-3')

Concentration

Tay377 for CCGCGTGTGCGATTGA

5pmol

Tay488 rev TTTGCCGGTGCTTATTCTTCA

5pmol

TequiFAM

AAAGGTTTGTGTTAATACCATGGACTGCTGACGG

비

고

Veterinary
microbiology118,
247-254 (2006)

2.5pmol

(5) Realtime PCR 반응 조건
94°C, 10min

1cycle

94°C, 5sec, 60°C, 10sec, 72°C, 15sec, 40 cycle
3) 결과판정
- cq 값 35이하의 샘플은 양성판정
- cq 값 36이상 40이하 샘츨은 재검-> 재검하여 36이상 40 이하이면 양성판정
- cq 값 N/A는 음성판정

457

동물질병 표준진단요령

Ⅳ-3

말파이로플라즈마(Equine Piroplasmosis)

역학조사

임상검사

혈액 검사

병리해부 및
조직검사

항원진단 :
PCR

항체진단 :
ELISA, IFA

(+)

(-)

(+)

(-)

(양성)

(음성)

(양성)

(음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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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역학상황
가. 원인체 : Babesia caballi, Theileria equi
나. 진드기 매개성 원충성 질병(tick-borne protozoal infection)
다. 진드기에 의하여 전염되지만, 오염된 주사기와 바늘에 의하여 다른 말에 전파될 수 있음
라. 감수성 동물은 마과동물(말, 노새, 당나귀, 얼룩말 등)임
마. 감염되면 급성 또는 만성의 경과를 취하고 발열, 빈혈, 황달 등의 비특이적 임상증상을
나타내며, 회복된 동물은 오랜기간 동안 보균자로 남아 전파체(carrier) 역할을 함
바. 열대/아열대 지역에서 풍토병이며, 아프리카, 아시아, 남부유럽, 중남미, 멕시코와 미국에서
발생하고 있음

2. 임상증상
가. 급성 열, 원기·식욕의 소실, 쇠약, 빈혈, 황달, 체중감소, 혈색소뇨, 후구마비, 갑작스런 폐사,
무증상 등으로 다양하며 비특이적임
나. 일반적으로 지속성 열과 황달을 수반하는 빈혈이 일어나지만 혈색소뇨는 드물게 나타남
다. 급성인 경우 임상증상 발생 후 1-4주 내에 폐사
라. 회복된 동물은 오랜 기간 동안 보균자가 될 수 있음

3. 병리해부검사
가. 전신성 황달, 점상출혈
나. 비장 및 간 종대
다. 신장의 유약 및 점상출혈
라. 중증 시 폐수종 및 말단성 폐렴

4. 병리조직검사
가. 임파절, 4위, 심장, 비장, 자궁 및 척수 등에 불규칙한 핵을 갖는 임파구성 종양세포 증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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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신장 혈색소혈증(피질) 및 황달(수질)

② 기관 및 심장주변지방(pericardial fat)의 황달,
폐의 불규칙적 울혈 및 경화성병변

출처 : http://www.cfsph.iastate.edu

5. 원충검사
분리재료 : 혈액
혈액도말법
1) 혈액(2㎕)을 슬라이드에 직접 도말 후 공기 중에 건조시킨다.
2) 슬라이드를 5~7분간 absolute Methanol에 고정시킨다.
3) 슬라이드를 공기 중에 말린다.
4) Giemsa stain(Sigma-Aldrich, Procedure No. GS-10)을 증류수로 1:20배 한
용액으로 15분간 염색한다.
5) 증류수로 세척한다.
6) 슬라이드를 공기 중에 말린 후, 광학현미경으로 혈구 내 기생충을 관찰한다.
※ 적혈구내 쌍배씨상(B. caballi)이나 십자가형의 4개의 메로조이트(T. equi)원충 관찰

말 파이로플라즈마병 혈액도말 현미경 관찰 T. equi (좌), B. caballi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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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항체검사법
검사재료 : 혈청
6-1. 효소면역법(cELISA 키트, 미국 VMRD사)
1) Serum diluting buffer로 1:1 희석한 serum sample 50㎕을 각각 plate로 분주한
후 30 분간 실온에서 반응시킨다.
2) Wash solution으로 3번 세척한다.
3) Primary antibody를 diluting buffer로 1X를 만든 다음 50㎕을 각각 plate로 분주한
후 30분간 실온에서 반응시킨다.
4) Wash solution으로 3번 세척한다.
5) Secondary antibody를 diluting buffer로 1X를 만든 다음 50㎕을 각각 plate로
분주한 후 30분간 실온에서 반응시킨다.
6) Wash solution으로 3번 세척한다.
7) Substrate solution을 50㎕씩 well에 넣고 30분간 실온에서 반응시킨다.
8) Stop solution을 50㎕씩 well에 넣고 plate를 살짝 흔들어 섞어준다.
9) 파장 620, 630, 650㎚에서 OD 값을 읽는다.
10) 결과를 해석하여 양성 및 음성을 판정한다.
(1) 유효조건

◦ Negative control의 OD 평균값이 0.30~2.00이어야 한다.

◦ Positive control의 inhibition %가 반드시 40% 이상이어야 한다.

(2) 결과 계산: % inhibition = 100 -〔(Sample O.D. × 100) ÷ (Mean Negative
Control O.D.)〕

◦ inhibition % = 40% 미만 : 음성

◦ inhibition % ≥ 40% 이상 : 양성

6-2. 형광항체법(말파이로플라즈마병 형광항체키트, Fuller 연구실)
가. 준비
1) 냉동 보관된 혈액도말 항원슬라이드를 꺼내어 30∼45분간 두어 온도가 올라감과
동시에 건조되도록 한다.
2) Lot 번호나 다른 정보 등 슬라이드에 관한 정보들을 test sheet에 적어둔다.
3) 양성 및 음성 항혈청을 해동시키고 test sheet에 lot number를 기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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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항혈청 및 가검혈청 희석
1) 가검혈청을 PBS로 1차 희석(1:10)하고, 8배 희석하여 1:80로 희석한 후, 2배 단계희석 하여
1:1,280까지 희석한다.

◦ 양성혈청(1:80으로 희석후 제공됨)도 2배 단계희석하여 1:1280까지 희석한다.
2) 가검혈청의 accession/I.D. number를 확실히 test sheet에 기입해 둔다.

다. 항원항체 반응
1) 희석된 가검혈청 및 대조혈청(양성 및 음성) 10㎕를 각각의 검사 well에 분주한 후 test
sheet에 pattern을 기록해 둔다.
2) 슬라이드를 빛이 닿지 않게 한 후, 습윤 챔버에 넣고 37℃에서 30분간 배양한다.
3) 1X IFA PBS로 각각 5분씩 4~5회 세척한다. 이때 검사 well에 코팅된 항원이 탈착하지 않도록
세척액을 검사 well에 직접 가하지 않도록 유념한다.
4) 마지막 세척 후, 슬라이드 전면에 흐르는 세척액을 가볍게 털어낸다.

라. Fluorescein Labeled(FITC) Affinity Purified Antibody 준비
1) fluorescein labeled(FITC) affinity purified antibody가 포함된 conjugate를 검사 well당
10㎕씩 분주한다.
2) 슬라이드를 빛이 닿지 않게 한 후, 습윤 챔버에 넣고 37℃에서 30분간 배양한다.
3) 1X IFA PBS로 각각 5분씩 4~5회 세척한다. 이때 검사 well에 코팅된 항원이 탈착하지 않도록
세척액을 검사 well에 직접 가하지 않도록 유념한다.

마. IFA 슬라이드 판독
1) 세척을 완료한 슬라이드에 mounting 배지를 3~4방울 가한 후 커버글라스를 장착한다.
2) X400배의 형광현미경으로 검경한다.
3) 희석된 양성혈청을 기준으로 가검혈청이 가해진 검사 well의 발색강도, 패턴을 조사한다.
4) 1:80 희석배수에서 같은 희석배수의 양성대조군과 유사한 발색 패턴 및 형광강도가 관찰될
때 양성으로 판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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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 equi 형광발색 관찰결과 : 음성대조군 (좌), 양성대조군(x80) (중), 양성가검물 (x80) (우)

유전자 검출법
1) 재료 및 장비
(1) 감염의심 개체의 전혈
(2) 유전자 추출 및 증폭에 필요한 시약
(3) PCR machine
(4) Gel documentation system
2) 방법

◦ 말 파이로플라즈마병을 유발하는 원충 2종(Theileria equi 및 Babesia caballi)의 표면
항원에 해당되는 EMA(Equine merozoite antigen)-1 및 BC-48 유전자를 중합효소연쇄
반응 (Polymerase Chain Reaction, PCR) 기법을 이용하여 특이 적으로 검출함.
(1) DNA 추출 : 상용화 제품(Qiagen, Intron 등) 사용법에 준함
(2) 반응시약 : 상용화 제품(Accupower PCR premix, Enzynomics PCR premix 등)
사용법에 준함
(3) PCR primers
◦ EMA-1 유전자 검출

PCR

Primer

Sequences (5ʹ-3ʹ)

Expected sizes

First

EMA-5
EMA-6

TCGACTTCCAGTTGGAGTCC
AGCTCGACCCACTTATCAC

268 bp

Nested

EMA-7
EMA-8

ATTGACCACG TCACCATCGA
GTCCTTCTTGAGAACGAGGT

218 bp

비

고

International
Journal for
Parasitology
(2001)
31;384-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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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C-48 유전자 검출
PCR

Primer

Sequences (5ʹ-3ʹ)

Expected sizes

First

BC48F1
BC48R3

ACGAATTCCCACAACAGCCGTGTT
ACGAATTCGTAAAGCGTGGCCATG

530 bp

Nested

BC48F11
BC48R31

GGGCGACGTGACTAAGACCTTATT
GTTCTCAATGTCAGTAGCATCCGC

430 bp

비

고

International
Journal for
Parasitology
(2001)
31;384-386

(4) PCR 반응 조건
Step

1)
2)

PCR Cycle
Temp.

Time

Cycle

Denaturation

95℃

5min

1 cycle

Denaturation

94℃

15sec

Annealing

60℃/56℃1)

15sec

Extention

72℃

30sec*

Final extention

72℃

5min

35cycles/30cycles2)
1 cycle

T. equi는 60℃. B. caballi는 56℃
1차 PCR 수행시 35 cycles, nested PCR 수행시 30 cycles 수행

3) 결과판정

◦ 증폭 산물이 확인되면 양성으로 판정함
- T. equi (EMA-1 유전자) : 1차 268bp / 2차 218bp 검출
- B. caballi (BC-48 유전자) : 1차 530bp / 2차 430bp 검출

말파이로플라즈마병 nested PCR후 gel electrophoresis결과 : T. equi 검사결과
(218bp) (좌), B. caballi 검사결과 (430bp)(우) (100bp marker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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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감별진단
가. 슈라
나. 탄저
다. 말전염성빈혈
라. 아프리카마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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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해외전염병

Ⅴ- 1

우역(Rinderpest)

역학조사

임상검사

혈액 검사

병리해부 및 조직검사

PCR,
항원 ELISA, 바이러스 분리

항체 ELISA, 바이러스
중화시험

(+)

(-)

(+)

(-)

(양성)

(음성)

(양성)

(음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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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역학상황
가. 원인 : 파라믹소바이러스과, 모빌리바이러스속, Rinderpest virus
나. 국내 비발생 질병(1931년 최종 발생)
다. OIE/FAO 공동으로 2011년 5월 전세계 우역 박멸 선언
라. 감수성 동물은 소과류동물(소, 물소, 야크 등), 면양, 산양, 돼지등임.
마. 계절적 영향을 받지 않으며 접촉에 의한 전파가 이루어짐
바. 전염성과 치사율이 매우 높음(한우의 경우 90%이상 폐사)
사. 소에서 발생율과 치사율이 높고 입 주위 괴사 소견과 함께 심한 설사

2. 임상증상
가. 심급성의 경우에는 고열과 함께 2～3일내 급사
나. 급성의 경우에는 고열(40～42℃), 식욕감퇴, 호흡수 증가
다. 질병 초기에는 심한 눈물, 콧물 및 침 흘림 관찰
라. 증상 경과시 구강 및 입 주위에 괴사병변 관찰
마. 증상 말기엔 심한 설사 증상 관찰 후 탈수로 폐사

① 발열증상을 보인 후 심한 침 흘림

② 구강 내 잇몸 등의 부위에 미란, 출혈

〔그림 1〕 우역 임상증상 (Manual of the diagnosis of Rinderpest, FAO)

3. 병리해부검사
가. 임파절의 수종성 종창
나. 제4위 점막 출혈, Peyer's patchs의 괴사성 출혈
다. 결장 하부와 직장 점막 주위에 얼룩말 무늬 모양의 반점 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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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소화기 및 상부기도 점막 상피세포의 충․출혈

① 장점막의 심한 충혈과 출혈
〔그림2〕 우역 병리 해부 소견 (Manual of the diagnosis of Rinderpest, FAO)

4. 병리조직검사
가. 림프구와 점막 상피세포의 변성 괴사
나. 림프조직의 배중심에 핵내봉입체와 세포질봉입체를 포함한 다핵거대 세포의 형성
다. 편평상피세포의 중층화

5. 유전자 검사
5-1. 유전자 검사(RT-PCR): OIE 권장법
유전자 분리재료 : 비장, 림프절, 편도, 말초혈액 림프구 등
RNA 추출법 : 시중에 판매중인 RNA extraction kit 사용
RT-PCR
Target gene

Primer sequences

Product
size

우역 특이
RT-PCR

B12(F): 5'-CAAGGGGGTGGTGAGATCCAGCACAA-3'
B2(R): 5'-ATCCTTGTCGTTGTATGTTCTCGG-3'

296 bp

Morbillivirus

Nad1(F): 5‘-CAAGCCAAGGATTGCAGAAATGA-3'
Nad2(R): 5‘-AATTGAGTTCTCTAGAATCACCAT-3'

222 bp

공통 RT-PCR
PCR

비고

94℃, 15min - 30 cycles(94℃, 30sec, 60℃, 30sec, 72℃, 30sec) - 72 ℃, 10 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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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유전자검사(RT-PCR): 농림축산검역본부 개발 진단법
유전자 분리재료 : 비장, 림프절, 편도, 말초혈액 림프구 등
RNA 추출법 : 시중에 판매중인 RNA extraction kit 사용
RT-PCR
Target gene
F gene
PCR

Primer sequences
F : TGGCTGGTGCAGCTCTCGIIIIIGCAACCGCAG
R: TGTTTCCAGACTTGCCTRAAGACIIIIIATAGCCTGGG

Product
size

비고

115 bp

94℃, 15min - 40 cycles(94℃, 30sec, 61℃, 90sec, 72℃, 50sec) - 72 ℃, 10 min

6. 항체 검사
6-1. 효소면역측정법(ELISA) : RPV c-ELISA(상용 kit)
검사재료
1) 우역바이러스 항원(RP recN)
2) 강한 양성(우역백신접종혈청), 약한 양성(양성혈청 dilution), 음성혈청(소음성혈청)

시약 및 기구
1) 0.01M PBS(pH7.4)
2) PBST(0.05% tween 20 in PBS)
3) Blocking buffer(0.5% Calf Negative serum in PBST)
4) OPD
ⓛ Chromogen buffer : dissolve 1 Phosphate-Citrate buffer tablet in 100㎖ D.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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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OPD buffer : dissolve 1 OPD tablet(30㎎) in 50㎖ chromogen buffer

5) 1M H2SO4 : 471㎖ 증류수에 H2SO4(35.2N) 29㎖

검사방법
1) 우역바이러스 재조합 N단백질 항원을 PBS(0.01M, pH7.4)로 1/5000배 희석한 뒤 well당
50㎕씩 분주한다. 37℃에서 약하게 교반시키면서 1시간 반응시킨다. 이때 새로 발현한 항원
사용시 반드시 항원/단클론 항체 titration을 실시하여 농도 설정 후 사용한다.
2) 내용물을 버린 뒤 PBST(0.05% Tween 20 in PBS)로 3회 세척한다.
3) 혈청과 단클론항체를 아래와 같이 희석한 다음에 분주한다.
⑴ 혈청은 blocking buffer로 1/10배 희석한 뒤 50㎕씩 2 well 분주한다.
⑵ 단클론항체(R-8A-04)는 blocking buffer로 1/20,000배 희석한 뒤 blank를 제외한 전
well에 50㎕씩 분주한다.
⑶ 37℃에서 약하게 교반시키면서 1시간 반응시킨다.
4) 내용물을 버린 뒤 PBST(0.05% Tween 20 in PBS)로 3회 세척한다.
5) Anti-mouse HRP(Thermo)를 blocking buffer로 1/5000배 희석한 뒤 50㎕씩 모든 well에
분주한다. 37℃에서 약하게 교반시키면서 1시간 반응시킨다.
6) 내용물을 버린 뒤 PBST(0.05% Tween 20 in PBS)로 5회 세척한다.
7) OPD buffer에 2% H2O2를 1/200 비율로 넣고 잘 섞은 뒤 모든 well에 50㎕씩 분주한다.
8) 실온에서 10분간 반응시킨다.
9) 1M H2SO4를 모든 well에 50㎕씩 분주하여 반응을 멈춘다.
10) ELISA reader기 492nm에서 측정한다.
※ RPV c-ELISA plate layout
1
2
3

4

5

A

Cc

Cc

1

9

B

C-

C-

2

10

C

C+

C+

3

11

D

C+

C+

4

12

E

C++

C++

5

13

F

C++

C++

6

14

G

Cm

Cm

7

15

H

Cm

Cm

8

16

6

7

8

9

10

11

12

Cc : conjugate control (No serum and mAb), C- : Negative control sera,
C++ : Strong positive control sera, C+ : Weak positive control se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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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정기준
1) 단클론항체의 OD는 0.8～1.5 이어야 한다.
2) 모든 well의 평균 OD를 값을 계산한 다음에 blank OD값을 뺀다.
3) Percent inhibition(%) = 100 - {(sample mean OD/mAb mean OD)X100}
4) Control panel PI 기준값
- C-: 0～40% , C+: PI 50～80%, C++: PI 90～100%
5) sample 결과 판정
- cut-off value : 50%
- 40% 이하 : 음성, 40～50% : 의양성, 50% 이상 : 양성
6) 의양성 및 양성 후속 조치
- 중화시험 및 IFA 실시 → 음성 → 음성 판정 → 양성판정

유의사항
상용화된 kit로서 세부사항은 제품내 사용설명서에 따른다.

7. 감별진단
가. 구제역
나. 악성카타르열
다. 소바이러스설사증
라. 소전염병 비기관염
마. 가성우역
바. 블루텅
사. 수포성구내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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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2

가성우역(Peste Des Petits Ruminants)

역학조사

임상검사

혈액 검사

병리해부 및 조직검사

PCR,
항원 ELISA

(+)

항체 ELISA

(-)

(+)

(음성)

바이러스 분리

(-)
(음성)

바이러스 중화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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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역학상황
가. 원인 : Paramyxoviridae과 morbillivirus속 peste des petits ruminants virus(PPRV)
나. 1942년 서아프리카 코트디브와르(Cote d’Ivoire)국가에서 처음 확인
다. 환경에 대한 저항성은 상대적으로 약해 일반 소독제, 열, 강산성/강알칼리성 등에 의해
쉽게 감염력을 상실
라. 감염동물과의 접촉에 의해 전파되며 감염동물의 분비물이 접촉이나 비말형태로 흡입
마. 오염된 사료나 물, 감염축의 부산물 등을 경구로 섭취함으로서 비감염축으로 감염
바. 아프리카대륙 중북부지역의 국가와 터키에서 방글라데시에 이르는 아시아 지역의
국가들에서 발생

2. 임상증상
가. 잠복기 : 3~10일
나. 열성기 : 고열(40~41℃)로 인한 침울, 졸음증상
다. 점막미란기 : 점막(구강, 비강, 눈 및 생식기 등)부위가 충혈되며, 진한 화농성 눈물과 심한
침흘림이 관찰되고 구강점막에 미란과 괴사가 진행됨. 대개 2일내지 3일 정도 지속되며
체온은 서서히 저하
라. 하리기 : 고열증상이 나타난 지 2일내지 3일경에 시작됨. 혈액과 장점액이 일부 썩은 설사가
관찰되며 심한 호흡곤란 동반
마. 증상이 나타난 후 일주일내지 10일 사이에 심한 탈수로 폐사

3. 병리해부소견
가. 미란성 병변이 입에서부터 1, 2위 접합부까지 뻗어있음
나. 선상 출혈, 얼룩말무늬가 대장 말단부위에서 관찰
다. 임파절 비대, 비장은 괴사 병변, 폐렴증상

4. 병리조직소견
가. 백혈구 증가증 다음 백혈구 감소증
나. 임파절의 수종성 종창
다. 제4위 점막 출혈, Peyer's patch의 괴사성 출혈
라. 대장 말단부위의 얼룩말 무늬양 반점 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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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항원 검사
5-1. RT-PCR 검사법(OIE 권장법)
개요
∘ OIE에서 가성우역 진단을 위해 권장하고 있는 RT-PCR 진단법

실험방법
∘ 시료 : 전혈, 비장, 림프절, 장점막 등의 감염 조직

∘ RNA 추출 : RNA 추출 키트를 이용함

사용하는 진단키트 매뉴얼에 따름
시약명

Primer

사용량

Sequence

RT-PCR 증폭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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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약명

Primer

사용량

Sequence

RT-PCR 증폭 조건

시약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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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mer

Sequence

RT-PCR 증폭 조건

결과 확인

∘ 1.5% agarose gel에서 전기 영동하여 증폭산물 확인

∘ 가성우역 특이 RT-PCR의 경우에는 N gene의 경우 351bp, F gene의 경우에는 1st round에는
447bp, 2nd round에서는 371bp 증폭산물 확인

6. 항체 검사
6-1. 중화시험
재료
가. 가성우역 양성혈청(2016년 영국도입 표준양성혈청), 음성혈청(산양 음성혈청)
나. 샘플혈청
다. 96 well cell culture plate, dilution plate
라. PPRV Nigeria 75/1 strain (2016 영국 퍼브라이트 도입)

- 바이러스는 –70℃ 냉동고에 보관하며, 사용전 titration을 실시하여 역가를 미리 확인

마. D-MEM(10% fetal bovine serum + 2X 항생제)
6

바. 배양세포 : vero 1586 cell, 사용전 6×10 /㎖로 준비

실험방법
1) 실험에 사용할 혈청은 항온수조에서 56℃, 30분간 처리하여 비동화시킨다.
2) 혈청을 아래와 같이 희석하여 분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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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샘플 혈청은 세포희석배지를 이용하여 1/5배부터 시작하여 2배수 단계희석한후 96well
tissue culture plate에 100㎕씩 분주한다.

∘ 가성우역 양성 및 음성혈청은 샘플 혈청과 마찬가지로 1/5배 희석부터 시작하여 2배수
계단희석 한 뒤 100㎕씩 분주한다. cell control에는 혈청희석배지 100㎕를 분주한다.
3) 1000 TCID50/㎖ 바이러스 (즉 100TCID50/well) 100㎕를 혈청이 포함된 plate에 넣어주고
가볍게 mix 한다.
4) 바이러스를 아래와 같이 back titration 한다.

∘ working virus를 10배수 계단희석(10-1～10-4)한 뒤 각 희석 배수 당 100㎕씩 6well에
분주 후 혈청희석배지를 100㎕씩 분주한다.

6) plate cover를 덮고 37℃ CO2 incubator에서 1시간 반응시킨다.
7) vero cell를 준비하고 분주한다.

∘ 혈청과 바이러스 반응 시간동안 vero cell을 준비한다.

∘ monolayer를 형성한 vero cell꺼내 배지를 버리고 PBS로 3회 washing한 다음에 1×trypsin
분주 후 37℃에서 5분간 반응시킨다.

∘ 트립신 처리 후 vero cell은 3배 volume의 2×항생제, 10% FBS가 첨가된 배지에 잘 부유시켜
6×106/㎖로 맞춘다.
8) 반응이 끝난 plate에 준비된 vero cell을 well 당 50㎕씩 분주 후 다시 37℃ CO2 incubator에서
배양한다.
9) 1~2주간 결과를 확인한다.

결과판독
1) 유효성을 아래와 같이 평가한다.
∘

에서는

은

은

가 없어야 한다
∘ 혈청시료의 경우 cell control well에서 세포독성 또는 오염이 나타나지 않아야 한다.
2) 결과를 아래와 같이 판정한다.

∘ well내 세포변성효과(CPE)가 확인되면 양성 well로 판정한다.

∘ 중화 역가는 well의 절반 이상 바이러스를 중화하는 혈청의 희석배수를 의미하며, 중화 역가
10배 이상일 때 양성으로 판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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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PPRV c-ELISA
재료
∘ 가성우역 바이러스 항원(PPR recombinant N protein)

∘ 강한 양성(가성우역 접종 토끼혈청), 약한 양성(양성혈청 dilution), 음성 혈청(산양
음성혈청)

∘ 0.01M PBS(pH7.4)

∘ PBST(0.05% tween 20 in PBS)

∘ Blocking buffer(3% skimmed milk powder in PBST)

∘ OPD

ⓛ Chromogen buffer : dissolve 1 Phosphate-Citrate buffer tablet in 100㎖ D.W.
② OPD buffer : dissolve 1 OPD tablet(30㎎) in 50㎖ chromogen buffer

∘ 1M H2SO4 : 471㎖ DW에 H2SO4(35.2N) 29㎖

실험방법
가. 가성우역 바이러스 재조합 N단백질 항원(PPR recombinant N : Batch No. 040319 :
1600배, 040519 : 3200배)을 PBS(0.01M, pH7.4)로 희석한 뒤 well 당 50㎕씩 분주한다.
37℃에서 약하게 교반시키면서 1시간 반응시킨다. 이때 새로 발현한 항원 사용 시 반드시
항원/단클론항체 titeration 실시하여 농도 설정 후 사용한다.
나. 내용물을 버린 뒤 PBST(0.05% Tween 20 in PBS)로 3회 세척한다.
다. 혈청과 단클론항체를 아래와 같이 희석하여 분주한다.
① 6혈청은 blocking buffer로 1/10배 희석한 뒤 25㎕씩 2 well 분주한다.
② 단클론항체(P-3H-12-HRP labelled: batch no. 0403월)는 blocking buffer로 1/400배
희석한 뒤 blank를 제외한 전 well에 25㎕씩 분주한다.
라. 37℃에서 약하게 교반시키면서 30분간 반응시킨다.
마. 내용물을 버린 뒤 PBST(0.05% Tween 20 in PBS)로 3회 세척한다.
바. OPD buffer에 2% H2O2를 1/200 비율로 넣고 잘 섞은 뒤 모든 well에 50㎕씩 분주한다.
사. 실온에서 10분간 반응시킨다.
아. 1M H2SO4를 모든 well에 50㎕씩 분주하여 반응을 멈춘다.
자. ELISA 측정기로 492nm에서 측정한다.

※ PPR C-ELISA plate layo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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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c

C-

test1

2

3

4

5

6

7

8

9

10

B

Cc

C-

C

C++

C++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D

C++

C++

E

C+

C+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F

C+

C+

G

mAb

mAb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H

mAb

mAb

Cc : conjugate control(No serum and mAb) C- : Negative control sera
C++ : Strong positive control sera
C+ : Weak positive control sera

결과판독
가. 대조 양성 혈청의 OD는 0.8～1.5 이어야 한다.
나. 모든 well의 평균 OD를 구한 다음에 blank OD 값을 감한다.
다. Percent Inhibition(%)=100-{(sample mean OD/mAb mean OD)X100}
라. Control panel PI 기준값
- C-: 0～40% , C+: PI 50～80%, C++: PI 90～100%
마. sample 결과 판정
- cut-off value : 50%
- 40%이하 : 음성, 40～50% : 의양성 , 50% 이상 : 양성
바. 의양성 및 양성 후속조치
- 중화시험 및 IFA 실시 → 음성 → 음성 판정→ 양성 판정

7. 감별진단
가. 구제역
나. 악성카타르열
다. 수포성구내염
라. 소전염성비기관염
마. 우역
바. 블루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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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3

돼지수포병(Swine Vesicular Disease)

역학조사

임상검사

혈액 검사

병리해부 및
조직검사

항원진단
: RT-PCR, ELISA

(+)

(-)

항체진단
: ELISA, CF

(+)

(음성)

바이러스 분리

(-)
(음성)

바이러스 중화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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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역학상황
가. 원인 : Picornaviridae, enterovirus(28nm 크기의 ssRNA 바이러스)
나. 주요 감염원은 감염개체의 분변이며 돼지와 돼지 사이의 감염은 주로 피부나 발굽의 상처를
통해 이루어지며 오염된 음식물 섭취를 통해서도 감염이 가능
다. 환경에 매우 강하고 넓은 범위의 pH에 대해서도 안정적이기 때문에 160일 이상 생존이 가능
라. 구제역과 매우 유사하며 임상적으로는 감별이 불가능함

2. 임상증상
가. 체온이 2~4℃ 상승하고 코와 발굽사이에 수포가 형성되며 드물게 혀와 유두에도 형성
나. 수포가 터져서 상피가 탈락되며 보통 1주일 이후 회복됨
다. 전염성은 높지만 페사율은 매우 낮음
라. 구제역과 임상증상이 유사하여 실험실적인 감별진단이 요구됨
마. 돼지와 사람만이 감염이 될 수 있으며 소나 염소와 같은 동물은 감염되지 않음

3. 병리해부소견
가. 돼지에서는 제관부위에 병변이 형성되며 수포와 괴사가 일어남

4. 병리조직소견
가. 상피 세포내 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한 부종과 수포성 변성

5. 항원 검사
가. PCR 진단법

개요
임상증상을 보이는 돼지에서 수포액 혹은 수포조직을 채취하여 돼지수포병 바이러스 유전자의
존재여부를 확인하는 진단법이다. 진단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2차례의 PCR을 실시한다('Nested
PCR'). 특히 본 PCR을 수행한 후에 돼지수포병 바이러스 유전자 중 1D 부위의 유전자내
약 200bp 정도의 염기서열 (2761-2950)을 분석하여 네 가지 그룹의 돼지수포병 바이러스
strains 중 어느 그룹에 속하는지를 판정하여 역학적 분석에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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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약 및 기구
1) 샘플 전처리

∘ 유발 & 유봉, PBS, Sea sand, 원심분리기, 원심분리튜브(15ml/50ml 및 에펜도르프 튜브)

∘ 유전자 및 RNAse의 오염을 막기 위해서 샘플과 직접적으로 접촉하는 모든 기구 및 시약은
미리 멸균처리를 하며, RNA의 안정성을 유지하기위해서 유발과 유봉, PBS 등은 4℃로
차갑게 유지한다.

∘ 팁은 반드시 필터 팁을 사용하여 유전자 및 RNAse의 오염을 최소화한다.

2) RNA 추출

∘ RNeasy Mini kit

∘ 양성 대조 항원 : 돼지수포병 바이러스 감염세포 상층액

∘ 음성 대조 항원 : 멸균 PBS

3) RT-PCR
가) RT-PCR Pre-mix
나) Primers
Primer

Region

Sequence(5'→3')

Forward

1C

2414-2432 (ACACCCTTTATAAAACAGG)

Reverse

2A

3317-3334 (GCCAACGTACACGGCACC)

4) 2차 PCR(Nested PCR)
∘ PCR Pre-mix
∘ Primers
Primer

Region

Sequence(5'→3')

Forward

1C1D

2438-2459 (TTCTTTCAAGGGCCCCCAGGAG)

Reverse

1D

3005-3027 (AACATGCTGTATGCGTTGCCTAT)

시험방법
1) 샘플 전처리

∘ 수포액: 멸균 PBS로 10% 되게 현탁액을 제조 후 100ul를 취한다.
∘ 상피조직: 일정량을 유발에 넣고서 멸균 sea sand를 적당량 첨가하고 멸균 PBS로 10%
되게끔 첨가한 후에 유봉으로 균질액을 제조한다. 1,500g, 5분 원심 분리하여 100㎕
상층액을 취한다.
∘ 양성 및 음성 대조 항원을 100㎕ 취하여 대조군으로 사용한다.
* 세포파쇄 공정까지는 Biosafety level 3 실험실에서 수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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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RNA 추출
가) 세포파쇄: 샘플 100㎕ 대해서 RLT 300㎕ 첨가하여 mixing한다.
나) 70% 에탄올 300㎕ 첨가 후 mixing 한다.
다) 총 700㎕를 column에 넣고 10,000rpm, 15초간 원심 분리한다.
라) RW1 700㎕ 넣고 10,000rpm, 15초간 원심 분리한다.
마) RPE 500㎕ 넣고 10,000rpm, 15초간 원심 분리한다.
바) RPE 500㎕ 넣고 10,000rpm, 1분간 원심 분리한다.
사) 추가로 1분간 원심 분리한다.
아) Column을 새로운 1.5㎖ 튜브로 옮긴다.
자) RNase-free water 30㎕ 첨가하여 1분간 방치한 후 10,000rpm, 1분간 원심 분리하여
filter 액을 취한다.

3) RT-PCR
가) 아래의 표와 같이 혼합액을 만든다.
RNase Free water

13㎕

RNA(상기 filter 액)

5㎕

Primer(F), (20p/㎕)

1㎕

Primer(R), (20p/㎕)

1㎕

RT-PCR Pre-mix
계

20㎕

나) PCR 기기에 다음과 같이 RT-PCR 조건을 설정한다.
다) cDNA 합성 (57℃;10분, 42℃;45분, 94℃;10분)
라) PCR
① 94℃; 30초, 50℃; 30초, 72℃; 1분(30회)
② 72℃; 10분, 4℃; 보관

4) 2차 PCR
가) 아래의 표와 같이 혼합액을 만든다.
RNase Free water

13㎕

1차 PCR 산물

5㎕

Primer(F), (20p/㎕)

1㎕

Primer(R), (20p/㎕)

1㎕

PCR Pre-mix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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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PCR 기기에 다음과 같이 PCR 조건을 설정한다.
① 94℃; 30초, 65℃; 30초, 72℃; 1분(30회)
② 72℃; 10분, 4℃; 보관

결과판정
1) 1.0~1.5% agarose gel 전기영동을 실시하여 양성 대조 항원에서 590bp band가 확인되고
음성 대조 항원에서는 해당 band가 없어야 한다.
2) 가검물 lane에서 590bp band가 관찰되면 양성으로 판정한다.

6. 항체 검사
가. 경쟁반응식 효소면역법(Competitive ELISA)

개 요
본 경쟁반응식 효소면역법(Competitive ELISA)은 돼지수포병 바이러스 항원의 특이적인
부위에 대해서 단클론항체와 가검혈청 내 항체가 경쟁적으로 반응하는 원리를 이용하여
돼지수포병 바이러스의 감염여부를 확인하는 검사법이다.

검사재료
1) 기구 및 장비

∘ Maxisorp ELISA plates(Nunc, Denmark)
∘ 항온(37℃) 배양기(Shaking incubator)
∘ Plate 자동세척기(Optional)

∘ 흡광도측정기(ELISA reader)

∘ 희석용 기구(Multichannel pipet, Micropipet 등)
∘ 희석용기(플라스크, 원심튜브, plastic bottle 등)

2) 시약제조
(1) 항원코팅 용액(0.05M carbonate-bicarbonate, pH9.6)
: Carbonate bicarbonate capsule(Sigma 제품) 하나를 100ml의 증류수에 용해하여 만든다.
제조 후 4℃에서 1주일까지 보관이 가능하다.

(2) 항원 희석액 : 0.01M PBS + 0.05% Tween 80 + 1% yeast extract
(3) 혈청 및 conjugate 희석액 : 항원 희석액 + 1% mouse ser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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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세척용 완충액 : 0.01 M PBS + 0.05% Tween 20
(5) Chromogen buffer : 0.05M Phosphate-Citrate buffer, pH5.0
: Buffer 정제 한 알을 100㎖의 정제수에 녹여 제조한다. 4℃에서 1주일까지만 보관

(6) OPD stock 용액 : 30㎎ OPD tablet을 50㎖의 chromogen buffer에 녹인다.
(소분하여 -20℃에서 2개월까지 dark 보관. 보관 중 색깔을 띠면 즉시 버리고 새로
제조한다.)

3) 기본시약

∘ 돼지수포병 ELISA 항원
∘ 돼지수포병 단클론항체

∘ 돼지수포병 대조혈청(강 양성, 약 양성, 음성 혈청)

검사방법
1) ELISA plate에 단클론항체 코팅

∘ 돼지수포병 특이 단클론항체(5B7)을 코팅용액으로 1:600(batch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으로
희석하여 Maxisorp ELISA plate에 well 당 50㎕씩 첨가한 후 4℃ 밤새 반응시킨다.

2) Plate 세척

∘ 세척용 완충액으로 3회 세척한다.

3) 돼지수포병 항원 반응

∘ 항원을 30배 희석(batch마다 상이할 수 있음)하여 Maxisorp ELISA plate에 well 당 50㎕씩
첨가한 후 37℃ 1시간 반응시킨다.

4) Plate 세척

∘ 세척용 완충액으로 3회 세척한다.

5) 혈청반응

∘ 혈청을 7.5배부터 3진 희석한다. 이때, 우선 diluent buffer를 첫 well에는 65㎕를 넣고
나머지 한 well에는 50㎕를 넣는다. 그리고 혈청을 첫 well에 10㎕ 넣고 pipet mixing 후
다음 well에 25㎕를 transfer 하는 식으로 serial dilution을 실시한다. 만약에 혈청의 수가
많을 경우에는 U-bottom polypropylene plate에서 먼저 mixing 후 해당 plate에
multichannel pipet으로 넣어준다. 이후 37℃ 1시간 반응시킨다.

6) Conjugate 반응

∘ 상기 혈청반응 plate를 세척하지 않고 바로 conjugate 희석용액으로 200배 희석(batch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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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할 수 있음)한 용액을 25㎕/well 첨가하고 나서 37℃ 1시간 반응시킨다.

7) Plate 세척

∘ 세척용 완충액으로 3회 세척한다.

8) HRP 기질용액 반응

∘ OPD(0.5㎎/㎖), 0.02% H2O2 mixture를 50㎕/well 첨가하여 10분간 상온 방치 후
반응정지용액(1.25M 황산용액) 50㎕/well을 넣고 492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한다.

결과판정
PI = 100 X [1- 검사혈청 OD / 대조 well 흡광도 평균]

1) Control well의 반응흡광도 검증

∘ 0% 대조 well(혈청은 없고 단크론항체 conjugate 첨가)은 흡광도가 0.8~1.5이어야 한다.

2) 대조 혈청 well의 반응흡광도 검증

∘ 음성대조군 : PI < 50% at 1/7.5 dilution

∘ 양성대조군 : PI ≥ 50% at 1/202.5 dilution

∘ Reference serum : PI ≥ 80% at 1/7.5 dilution

3) 검사혈청의 결과판독

∘ 1/7.5 dilution에서 PI ≥ 80% 이면 양성
∘ 1/7.5 dilution에서 PI < 70% 이면 음성

표 1. 스크리닝 혈청검사용 ELISA plate의 디자인
1

2

3

4

5

6

7

8

9

10

11

12

A

1

2

3

4

5

6

7

8

9

10

11

12

B

1

2

3

4

5

6

7

8

9

10

11

12

C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D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E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100% C pos 1/7.5

F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100% C pos 1/22.5

G 35

36

37

38

39

40

41

42

cont RS 1/7.5

H 35

36

37

38

39

40

41

42

cont RS 1/22.5 C neg 1/22.5 100% C pos 1/202.5

C neg 1/7.5 100% C pos 1/6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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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감별진단
가. 구제역
나. 수포성구내염
다. 돼지수포성 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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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4

수포성구내염(Vesicular Stomatitis)

역학조사

임상검사

혈액 검사

병리해부 및
조직검사

항원진단 :
바이러스분리

항체진단
: ELISA, CF

(+)

(-)

(양성)

(음성)

(+)

(-)
(음성)

바이러스 중화시험

(+)

(-)

양성

음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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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역학상황
가. 원인 : Rhabdoviridae family, Vesicular stomatitis virus
나. 혈청학적으로 뉴저지(New Jersey)형과 인디아나(Indiana)형의 2형이 있음
다. 피부나 점막을 통한 직접전파가 인정되고 있지만, 모기나 파리와 같은 곤충매개성 전파의
가능성도 제기되는 등 정확한 전파경로는 알려지지 않음
라. 열대지방의 경우 우기가 끝난 후, 온대지방의 경우에는 첫 서리가 내리는 시점에서 질병의
발생이 멈추는 등 계절적인 차이가 있음
마. 사람과 말이 최종숙주임
바. 체액 특이성 항체가 이 바이러스의 감염을 항상 방어할 수 있는 것은 아님

2. 임상증상
가. 잠복기는 평균 3～5일
나. 구제역과 임상증상이 유사하여 실험실적인 감별진단이 요구됨
다. 단기간의 발열과 구강, 유두, 지간부, 제관에 수포 발생
라. 병변은 구강, 유두 및 다리의 상피조직에 국한
마. 초기에는 일반적으로 과도한 침흘림이 관찰됨
바. 발증 동물은 일반적으로 2주일 내에 회복

3. 병리해부검사
가. 말과 소에서는 혀, 입술, 잇몸 등에 돼지에서는 콧등에 수포나 구진
나. 수포괴사 부위 상피 박리

말의 혀에 수포로 인한 미란
출처 : http://www.cfsph.iastate.e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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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병리조직검사
가. 구강점막 상피 세포내 국소적인 바이러스 감염
나. 상피세포내 부종

5. 원인체 분리검사
분리재료
수포액, 수포상피, 식도-인두액, 인후두부 스왑

세포주
African green monkey kidney(Vero), baby hamster kidney(BHK-21), IBRS2

바이러스 분리 방법
1) 조직상층액 또는 수포액을 세포에 접종한 후 37℃에서 48시간 배양한다.

동정 및 확인 방법
1) CPE가 나타나지 않는 경우 flask를 얼렸다 녹인후 세포상층액을 새로운 세포에 접종한다.
3회까지 passage 각 상층액을 ELISA나 CF 검사를 실시한다.

6. 유전자검사
진단법 개요
임상증상을 보이는 개체의 수포액 혹은 수포조직에 존재하는 수포성구내염바이러스
유전자를 검출하는 진단법으로서 사용한다. 소의 경우, 수포조직이 없을 경우에는 프로방 컵을
이용하여 채취한 식도인후두액을 사용하기도 한다. 인디아나와 뉴저지, 두가지 혈청형의
공통적인 부위에 대한 primer와 각각의 혈청형에 특이한 primers에 대한 PCR를 실시하여
양성인 경우 특정 혈청형을 결정하는 방법이다.

시약 및 기구
1) 샘플 전처리

∘ 유발 & 유봉, PBS, Sea sand, 원심분리기, 원심분리튜브(15ml/50ml 및 에펜도르프 튜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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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전자 및 RNase의 오염을 막기 위해서 샘플과 직접적으로 접촉하는 모든 기구 및 시약은 미리
멸균처리를 하며, RNA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유발과 유봉, PBS 등은 4℃로 차갑게 유지한다.

∘ 팁은 반드시 필터 팁을 사용하여 유전자 및 RNase의 오염을 최소화한다.

2) RNA 추출

∘ RNeasy Mini kit(Qiagen 社)
∘ 양성 대조 항원

: 수포성구내염바이러스(두가지 혈청형) 감염세포 상층액

∘ 음성 대조 항원 : 멸균 PBS

3) cDNA 합성

∘ RT Pre-mix

∘ Reverse primers

4) PCR

∘ 6PCR Pre-mix
∘ Primers

- 수포성구내염 공통 primers(N protein 부위; 565bp)

․ VSNP5(Reverse): 5' GCTGCAGTGGACTATGTTC 3'

․ VSNP6(Forward): 5' CATTCAATACCAGATCCGAGC 3'
- 뉴저지형 검출 primers(G protein 부위; 281bp)

․ VSNJGP11(Reverse): 5' CGCAGACAAGAACTCACA 3'
․ VSNJGP4(Forward): 5' TCGGTAACTGTGCCATAC 3'

- 인디아나형 검출 primers(G protein 부위; 225bp)

․ VSINGP1(Reverse): 5' CCAAGAGTCACAAGGCTA 3'

․ VSINGP2(Forward): 5' CCGTCACAGTTGCATATC 3'

시험방법
1) 샘플 전처리

∘ 수포액: 멸균 PBS로 10%되게끔 현탁액을 제조 후 100ul 취한다.

∘ 상피조직: 일정량을 유발에 넣고서 멸균 sea sand를 적당량 첨가하고 멸균 PBS로 10%
되게끔 첨가한 후에 유봉으로 균질액을 제조한다. 1,500g, 5분 원심분리하여 100㎕의
상층액을 취한다.

∘ 양성 및 음성 대조 항원을 100㎕ 취하여 대조군으로 사용한다.
* 파쇄 공정까지는 Biosafety level 3 실험실(차폐실)에서 수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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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RNA 추출
(1) 세포파쇄: 샘플 100㎕ 대해서 RLT 300㎕ 첨가하여 mixing 한다.
(2) 70% 에탄올 300㎕ 첨가 후 mixing 한다.
(3) 총 700㎕를 column에 넣고 10,000rpm, 15초간 원심 분리한다.
(4) RW1 700㎕ 넣고 10,000rpm, 15초간 원심 분리한다.
(5) RPE 500㎕ 넣고 10,000rpm, 15초간 원심 분리한다.
(6) RPE 500㎕ 넣고 10,000rpm, 1분간 원심 분리한다.
(7) 추가로 1분간 원심 분리한다.
(8) Column을 새로운 1.5㎖ 튜브로 옮긴다.
(9) RNase-free water 30㎕ 첨가하여 1분간 방치한 후 10,000rpm, 1분간 원심
분리하여 filter액을 취한다.
3) cDNA 합성

∘ 다음과 같이 혼합액을 만든다.
RNase Free water

14㎕

RNA(상기 filter 액)

5㎕

Primer(R), (20p/㎕)

1㎕

RT Pre-mix
합계

∘ PCR 기기에 다음과 같이 cDNA 합성 조건을 설정한다.

20㎕

: 57℃; 10분, 42℃; 60분, 94℃; 5분, 4℃; 보관

4) PCR

∘ 다음과 같이 혼합액을 만든다.
RNase Free water

13㎕l

상기 cDNA

5㎕

Primer(F), (20p/㎕)

1㎕

Primer(R), (20p/㎕)

1㎕

PCR Pre-mix

∘ PCR 기기에 다음과 같이 PCR 조건을 설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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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94℃; 105초
(2) 94℃; 15초, 56℃; 30초(35회)
(3) 72℃; 7분, 4℃; 보관

결과 판독
가. 1.0-1.5% agarose gel 전기영동을 실시하여 두가지 혈청형의 양성대조 항원에 대해서
공히 수포성구내염공통 primer에 대한 PCR 결과 565bp band가 관찰되어야 하며 음성
대조 항원은 해당 band 없어야 한다.
나. 각각의 혈청형에 대한 양성 대조 항원은 각각의 primer에 대한 PCR 결과 뉴저지형은 281bp,
인디아나형은 225bp band가 확인되어야 한다.
다. 가검물 lane에서 수포성구내염 공통 primer에 대한 565bp band가 확인되고 두가지 혈청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band가 관찰되면 특정 혈청형에 대한 양성으로 판정한다.

7. 항체검사
혈청중화시험법 및 항체 ELISA법 모두 OIE 표준진단법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실험목적에
따라 다르나 herd check용으로는 주로 항체 ELISA법(미국 NVSL)이 사용되고 있다.

개 요
본 경쟁반응식 효소면역법(Competitive ELISA)은 수포성구내염바이러스 항원의 특이적인
부위에 대해서 진단용 항체와 가검혈청 내 항체가 경쟁적으로 반응하는 원리를 이용하여
수포성구내염바이러스의 감염여부를 확인하는 검사법이다.

검사재료
1) 기구 및 장비

∘ Polysorp ELISA plates(Nunc, Denmark)
∘ 항온(37℃) 배양기(Shaking incubator)
∘ Plate 자동세척기(Optional)

∘ 흡광도측정기(ELISA reader)

∘ 희석용 기구(Multichannel pipet, Micropipet 등)
∘ 희석용기(플라스크, 원심튜브, plastic bottle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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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약제조

∘ 항원코팅 용액(0.05M carbonate/bicarbonate, pH9.6) : Carbonate bicarbonate capsule
(Sigma제품) 하나를 100㎖의 증류수에 용해하여 만든다. 제조 후 4℃에서 1주까지 보관이
가능하다.

∘ 불로킹 용액(0.01M PBS+5% skimmed milk)
∘ 혈청 희석액(0.01M PBS+1% skimmed milk)

∘ Conjugate 희석액(0.01M PBS+1% skimmed milk+10% goat normal serum)
∘ 세척용 완충액(0.002M PBS+0.05% Tween 20)

∘ 발색제 완충액(TMB solution: KPL TMB one component)

3) 기본시약

∘ 수포성구내염 ELISA 항원(인디애나형 및 뉴저지형)

∘ 수포성구내염 진단용 마우스 항체(인디애나형 및 뉴저지형)
∘ 수포성구내염 대조 양성혈청(인디애나형 및 뉴저지형)

∘ 항 마우스 면역글로불린 conjugate(KPL)

검사방법
1) ELISA plate에 수포성구내염 항원 코팅

∘ 수포성구내염 항원을 코팅용액으로 1:2,500(batch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으로 희석하여
Polysorp ELISA plate에 well 당 75㎕씩 첨가한 후 4℃ 밤새 반응시킨다. 단 G11 및 G12
well(blank well)에는 항원을 첨가하지 않는다.

2) 항원코팅 plate의 blocking 처리

∘ ELISA plate내 반응 후 남은 항원용액을 털어낸 후(세척하지 않고) 불로킹 용액을 well 당
100㎕첨가하여 37℃ 30분간 중등도 속도로 shaking하면서 불로킹 처리한다.

3) 검사혈청 반응

∘ 검사혈청은 불로킹 반응기간 동안 U자형 plate에서 혈청을 1:8되게 미리 희석한다. 검사는
대조혈청을 각 plate마다 반드시 포함시킨다. 혈청희석은 혈청 희석액 70㎕에 혈청 10㎕를
첨가함으로서 희석한다. Plate 불로킹 처리 후 ELISA plate를 세척용 완충액으로 3회 세척
한 후 검사혈청을 well 당 50㎕씩 첨가한 후 37℃ 30분간 중등도 속도로 shaking하면서
반응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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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스크리닝 혈청검사용 ELISA plate의 디자인
1
2
3
4
5
6
7
8
A
1
9
17
25
B
2
10
18
26
C
3
11
19
27
D
4
12
20
28
E
5
13
21
29
F
6
14
22
30
G
7
15
23
31
H
8
16
24
32
DB.: dilution buffer(혈청없음), Bl: blank(항원없음), Pos: 양성 혈청

9
33
34
35
36
37
38
39
40

10

11
41
42
43
44
45
DB
Bl
Pos

12

4) 진단용 마우스항체 반응

∘ 혈청-항원반응이 끝난 후 ELISA plate를 세척하지 않고 수포성구내염 단클론항체
(1:2,500배 희석)를 well당 50㎕씩 첨가한 후 37℃, 30 분간 중등도 속도로 shaking하면서
반응시킨다.

5) Conjugate반응

∘ 단클론항체 반응이 끝난 후 ELISA plate를 세척용 완충액으로 3회 세척한다. 그 후, 1:500배
희석한 항마우스 면역글로불린 conjugate(anti-mouse IgG peroxidase conjugate)를
well당 50㎕씩 첨가한 후 37℃, 30 min분간 중등도 속도로 shaking하면서 반응시킨다.

6) 항원-항체반응산물의 발색

∘ Conjugate 반응이 끝난 후 ELISA plate를 세척용 완충액으로 3회 세척한다. 그 후 TMB
용액을 각 well에 50 ㎕씩 첨가하여 실온에서 흡광도가 1.0정도 될 때까지 발색시킨다.
그 후 반응정지용액(1.25M 황산용액)을 반응을 정지시킨 후 450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한다.

결과판정

∘ 100% 대조 well(단클론항체 없이 conjugate만 첨가된)은 흡광도가 0.05이하여야 하며, 0%
대조 well(혈청만 없는 well)은 흡광도가 0.5와 1.5사이여야 한다. 억제백분율(percent
inhibition)은 다음 공식으로 구한다.

PI = 100 [(0% 대조 well OD - OD test) / (0% 대조 well OD)]
- PI ≥ 50% 이면 양성
- PI < 50% 이면 음성

8. 감별진단
가. 구제역
나. 돼지수포병
다. 돼지수포성 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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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5

럼피스킨(Lumpy Skin)

역학조사

임상검사

혈액 검사

병리해부 및
조직검사

항체진단
: ELISA, CF, Western blot

항원진단 : PCR

(+)
(양성)

(-)

(+)

(-)

(음성)

(음성)

바이러스 중화시험

(+)

(-)

양성

음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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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역학상황
가. 원인 : Capripox virus중 Lumpy skin disease virus(LSDV)
나. 국내 비발생 질병
다. 대부분의 아프리카 지역에서 발생하며 최근에는 이스라엘 등 아프리카 이외지역 발생도
보고
라. 잠복기는 대략 6~9일 정도임
마. 소와 물소가 자연숙주임
바. 주된 전파경로는 모기나 파리 등에 의한 기계적 전파이며 직접접촉에 의한 전파도 가능

2. 임상증상
가. 고열(체온이 40℃까지 상승), 비염, 결막염
나. 전신성의 결절(직경: 2~5㎝) 형성이 특징적임
다. 사지부종으로 인한 보행곤란

안면부 결절
출처 :http://lib.jiangnan.edu.cn

3. 병리해부검사
가. 전신성 림프절 종대
나. 눈, 코, 입 방광, 생식기 등에서 점막에 결절

4. 병리조직검사
가. 전신성 림프절 염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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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www.fao.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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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원인체분리검사
분리재료
생검 또는 폐사직후 피부 결절, 폐, 림프절, 항응고처리된 혈액

세포주
Bovine, ovine or caprine 유래세포, bovine dermis 세포, lamb testis(LT), Ovine testis
cell(OA3․Ts)

바이러스 분리 방법
1) 조직상층액 1㎖ 또는 혈액의 경우 buffy coat 층을 25cm2 플라스크에 접종 후 37℃에서
1시간 반응한다.
2) 상층액은 버리고 PBS로 세척후 GMEM과 같은 배지 10㎖을 넣어주고 7～14일간 배양한다.
3) 만약 CPE가 나지 않는 경우 얼렸다 녹였다를 3회 반복 후 상층액을 새로운 LT세포에
접종하여 관찰한다.

6. 유전자검사
항원진단 대상 조직
: 발열기 환축의 혈액(buffer coat 층), 피부 biopsy 및 병변(폐, 림프절)

DNA 추출 : genomic DNA를 추출하는 kit 사용
6-1. PCR (OIE 2010 ver.)
PCR
1) 진단 primer set
구 분

염기서열

A775 F

TCC GAG CTC TTT CCT GAT TTT TCT TAC TAT

A969 R TAT GGT ACC TAA ATT ATA TAC GTA AAT AAC

증폭산물
192bp

유전자

비고

Attachment carpripox
protein
specif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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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PCR 조건
00- PCR Premix 이용(DNA 추출 1～2㎕ + 각 10pmol primer set)
Predenaturation
Denaturation
PCR 조건

94℃, 5분
94℃, 1분 (35 cycle)

Annealing

50℃, 30초

Extension

72℃, 1분

Elongation

72℃, 5분

3) 결과

<A775 F/A969 R primer를 이용한 유전자 증폭법. M : Marker, SPV(Sheep pox virus),
GPV(Goat pox virus), LSDV(Lumpy skin disease virus>

6-2. PCR (농림축산검역본부 개발 진단법)
PCR
1) 진단 primer set
: 국내 발생하는 전염성농포성피부염과 감별 가능
구 분
QIA F

QIA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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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기서열
TTTCCTGATTTTTCTTACTAT
AAATTATATACGTAAATAAC

증폭
산물

유전자

비고

172bp

P32

carpripox
specif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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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PCR premix : 상용화된 PCR premix를 사용
PCR premix

사용량

Primer(F) 20pmole

1

Primer(R) 20pmole

1

RNase-free water

13

Template(RT-PCR)

5

Final vol.

20㎕

3) PCR 조건

PCR 조건

Predenaturation

94℃, 10분

Denaturation

94℃, 1분 (40 cycle)

Annealing

45℃, 30초

Extension

72℃, 1분

Elongation

72℃, 1분

4) 결과 : 172bp에서 밴드가 확인되어야 하며 음성대조항원은 해당밴드가 없어야함

QIA F/QIA R primer를 이용한 유전자 증폭법
M, Marker; line 1, Sheep pox virus(SPV); line 2, Goat pox virus(GPV) ; line 3,
Lumpy skin disease virus(LSDV) ; line 4, Contagious pustular dermatitis(OrfV)

7. 항체검사
가. 중화시험법
검사재료
1) 배양세포 : Ovine Testis cell(OA3․Ts) in DMEM with 1% antibiotics and 10% FBS
2) 샘플혈청은 검사전 배지와 1:1로 희석하여 56℃ 30분간 비동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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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방법
1) 미리 준비한 OA3․Ts세포가 95% 이상 자란 96well plate의 배지를 버린다.
2) 혈청이 없는 DMEM(1% anti)을 50㎕씩 모든 well에 분주한다.
3) 비동화시킨 혈청을 2-fold dilution하여 A~D열까지 50㎕씩 분주한다(혈청희석배수는
1:4~1:32가 됨).
4) 양성 및 음성대조군도 샘플혈청과 동일하게 분주한다.
5) Stock virus를 100~300TCID50이 되도록 준비하여 cell control well을 제외하고 50㎕씩
분주한다.
6) plate는 sealing후 37℃ 5% CO2 incubator에서 배양하면서 3-7일간 관찰한다.
7) 3~7일뒤 CPE가 보이고 back titration에서 100% CPE가 날 때 판독한다.
<Plate layo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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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판독
1) CPE sc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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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혈청희석은 75~100% CPE가 보일 때를 positive로 고려하며 end-point는
Spearman-Karber method를 사용
(1) titer가 1:4 또는 그 이상일 경우 positive
(2) positive sample은 1:32도 가능하나 이때는 재검 필요
(3) negative sample은 CPE가 25% 이하이거나 중화되지 않아야 함
(4) 낮은 희석배수에서는 toxic change가 나타날 수도 있는데 이 경우에는 음성 또는 낮은
역가의 양성인지 구분이 어려움

8. 감별진단
가. 우역
나. Bovine papular stomatitis(Parapoxvirus)
다. Pseudocowpox(Parapoxvir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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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6

양두･산양두(Sheep Pox･Goat Pox)

역학조사

임상검사

혈액 검사

병리해부 및
조직검사

항체진단
: ELISA, CF, Western blot

항원진단 : PCR

(+)

(-)

(양성)

(음성)

(+)

(-)
(음성)

바이러스 중화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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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성

음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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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역학상황
가. 원인 : Capripox virus중 Sheep pox virus(SPV), Goat pox virus(GPV)
나. 국내 비발생 질병
다. 북아프리카, 중동, 아시아(인도, 네팔, 베트남, 중국 등) 지역에서 주로 발생
라. 잠복기는 대략 8~13일 정도임
마. 감수성동물은 면양 및 산양(원인체 strain 및 품종에 따라 감수성 차이 존재)
바. 감염동물의 기도감염, 직접접촉 혹은 오염된 사료를 통한 간접 전파

2. 임상증상
가. 고열(체온이 40℃까지 상승)
나. 전신성의 구진 또는 결절(직경: 0.5~1.5㎝) 형성이 특징적임
다. 비염, 결막염 발생

안면부 결절

외음부 구진 및 결절

출처 : www.iahvb.co.in/

3. 병리해부검사
가. 전신성 림프절 종대
나. 체내 여러 곳에 출혈성 염증과 궤양
다. 신장과 간에서 직경 2cm 정도의 탈색부위 형성

4. 병리조직검사
가. 유극세포층의 증식 및 공포변성, 상피층의 염증 및 괴사
나. 세포질내 호산성봉입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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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원인체분리검사
분리재료
생검 또는 폐사직후 피부 결절, 폐, 림프절, 항응고처리된 혈액

세포주
Bovine, ovine or caprine 유래세포, bovine dermis 세포, lamb testis(LT), Ovine testis
cell(OA3․Ts)

바이러스 분리 방법
1) 조직상층액 1㎖ 또는 혈액의 경우 buffy coat 층을 25cm2 플라스크에 접종 후 37℃에서
1시간 반응한다.
2) 상층액은 버리고 PBS로 세척후 GMEM과 같은 배지 10㎖을 넣어주고 7～14일간 배양한다.
3) 만약 CPE가 나지 않는 경우 얼렸다 녹였다를 3회 반복 후 상층액을 새로운 LT세포에
접종하여 관찰한다.

6. 유전자검사
항원진단 대상 조직
: 발열기 환축의 혈액(buffer coat 층), 피부 biopsy 및 병변(폐, 림프절)

DNA 추출 : genomic DNA를 추출하는 kit 사용
6-1. PCR (OIE 2010 ver.)
PCR
1) 진단 primer set
구 분

염기서열

A775 F

TCC GAG CTC TTT CCT GAT TTT TCT TAC TAT

증폭
산물

192bp
A969 R

508

TAT GGT ACC TAA ATT ATA TAC GTA AAT AAC

유전자

비고

Attachment carpripox
protein
specific

Ⅴ. 해외전염병

2) PCR 조건

PCR 조건

Predenaturation

94℃, 5분

Denaturation

94℃, 1분 (35 cycle)

Annealing

50℃, 30초

Extension

72℃, 1분

Elongation

72℃, 5분

- PCR Premix 이용 (DNA 추출 1～2㎕ + 각 10pmol primer set)

3) 결과

<A775 F/A969 R primer를 이용한 유전자 증폭법.
M : Marker, SPV(Sheep pox virus), GPV(Goat pox virus), LSDV(Lumpy skin disease virus>

6-2. PCR (농림축산검역본부 개발 진단법)
PCR
1) 진단 primer set
: 국내 발생하는 전염성농포성피부염과 감별 가능
구 분

염기서열

QIA F

TTTCCTGATTTTTCTTACTAT

QIA R

AAATTATATACGTAAATAAC

증폭
산물

유전자

비고

172bp

P32

carpripox
specif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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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PCR premix : 상용화된 PCR premix를 사용
PCR premix

사용량

Primer(F) 20pmole

1

Primer(R) 20pmole
RNase-free water

1
13

Template(RT-PCR)

5

Final vol.

20㎕

3) PCR 조건

PCR 조건

Predenaturation

94℃, 10분

Denaturation

94℃, 1분 (40 cycle)

Annealing

45℃, 30초

Extension

72℃, 1분

Elongation

72℃, 1분

4) 결과 : 172bp에서 밴드가 확인되어야 하며 음성대조항원은 해당밴드가 없어야함

QIA F/QIA R primer를 이용한 유전자 증폭법
M, Marker; line 1, Sheep pox virus(SPV); line 2, Goat pox virus(GPV) ; line 3,
Lumpy skin disease virus(LSDV) ; line 4, Contagious pustular dermatitis(OrfV)

7. 항체검사
중화시험법만이 사용되고 있음

검사재료
1) 배양세포 : Ovine Testis cell(OA3․Ts) in DMEM with 1% antibiotics and 10% FBS
2) 샘플혈청은 검사전 배지와 1:1로 희석하여 56℃ 30분간 비동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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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방법
1) 미리 준비한 OA3․Ts세포가 95% 이상 자란 96well plate의 배지를 버린다.
2) 혈청이 없는 DMEM(1% anti)을 50㎕씩 모든 well에 분주한다.
3) 비동화시킨 혈청을 2-fold dilution하여 A~D열까지 50㎕씩 분주한다(혈청희석배수는
1:4~1:32가 됨).
4) 양성 및 음성대조군도 샘플혈청과 동일하게 분주한다.
5) Stock virus를 100~300TCID50이 되도록 준비하여 cell control well을 제외하고 50㎕씩
분주한다.
6) plate는 sealing후 37℃ 5% CO2 incubator에서 배양하면서 3-7일간 관찰한다.
7) 3~7일뒤 CPE가 보이고 back titration에서 100% CPE가 날 때 reading한다.
<Plate layout>
T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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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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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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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

c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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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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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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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판독
1) CPE score
-

No CPE observed

+

0~25% CPE observed

1

±25% CPE observed

2

±50% CPE observed

3

±75% CPE observed

4

100% CPE ob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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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혈청희석은 75~100% CPE가 보일 때를 positive로 고려하며 end-point는
Spearman-Karber method를 사용
(1) titer가 1:4 또는 그 이상일 경우 positive
(2) positive sample은 1:32도 가능하나 이때는 재검 필요
(3) negative sample은 CPE가 25% 이하이거나 중화되지 않아야 함
(4) 낮은 희석배수에서는 toxic change가 나타날 수도 있는데 이 경우에는 음성 또는
낮은 역가의 양성인지 구분이 어려움

8. 감별진단
가. 블루텅병
나. Contagious ectyhma(contagious pustular dermatitis or orf)
다. 가성우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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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7

아프리카 돼지열병(African Swine Fever)

역학조사

임상검사

혈액 검사

병리해부 및
조직검사

항원진단 : PCR

(+)

항체진단 : ELISA

(-)

(+)

(-)
(음성)

(양성)

(음성)

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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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역학상황
가. 원인 : 아스파바이러스과, 아스피바이러스속, African swine fever virus(ASFV)
나. 돼지 열병과 매우 유사한 부검소견을 나타내어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명명
다. 돼지류(돼지, 야생돼지 등)에 감염되는 바이러스성 질병
라. 감염돼지와의 직접 접촉을 통한 전파, 오염된 돼지의 식육잔반 등을 통한 경구감염, 연진드기
(Soft ticks: Ornithodoros spp.) 매개에 의한 전파 등 다양한 전파방법이 있음
마. 급성형의 경우 폐사율이 100%이나 준임상형의 경우는 폐사율이 낮음

2. 임상증상
가. 잠복기는 3～15일 정도이며 고열(40～42℃)이 나타남
나. 급성형의 경우 고열, 귀 끝, 꼬리, 가슴, 배, 다리등에 출혈성 붉은 반점, 가파른 호흡, 구토,
설사, 유산 등이 나타나며 폐사율이 매우 높음
다. 준임상형의 경우 가벼운 피부 출혈이 여러 군데 나타남
라. 만성형의 경우는 체중감소 및 호흡이 고르지 못하고 유산 등이 나타남

① 폐사된 돼지피부의 청색증

② 둔부의 발적

③ 귀 끝 발적

그림1. 아프리카돼지열병 감염돼지의 임상증상(FAO, Recognizing African swine fever. A field manual)

3. 병리해부검사
가. 내부 장기에 출혈이 나타남
나. 비장, 림프절, 신장, 폐와 심장등의 크기가 커지고 어두운 적색을 나타냄
다. 특히 비장의 크기가 수배로 커지고 어두운 색깔을 나타내는 특징이 있음
라. 준임상형의 경우 내부 장기에 출혈성 변화는 있으나 그 정도가 덜함

514

Ⅴ. 해외전염병

① 심낭수와 심근 출혈(급성)

② 신장의 점상 및 반상 출혈반점(급성)

③ 전형적인 비장의 종대(급성)

④ 아프리카 돼지열병에 감염된 돼지의 비장(위)과
정상비장(아래)과의 비교

그림2. 아프리카돼지열병 감염돼지의 조직소견(OIE, Atlas of Transboundary Animal Diseases)

4. 병리조직검사
가. 출혈을 동반한 림프구의 핵붕괴로 인한 림프절의 과도한 괴사
나. 괴사의 정도와 빈도가 돼지열병에 비해 심함

5. 유전자 검사
가. 유전자 검사(PCR)

유전자 분리재료 : 항응고제 처리된 혈액과 비장, 편도, 신장, 림프절 등의
감염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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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NA 추출법 : 시중에 판매중인 DNA extraction kit 사용
(ex.
PCR
∘ 양성대조군 : ASF plasmid RB(Pirbright, UK) cDNA

Primer

Sequence

RT-PCR 증폭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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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mer

Sequence

RT-PCR 증폭 조건

ASF
DNA copy
number /ul
7

10

2

9.99

10.11

6

13.07

13.07

5

16.38

16.25

4

19.86

19.81

3

23.43

23.29

2

26.95

26.91

1

30.67

30.50

0

33.42

39.37

10
10

1

10
10
10
10
10

6. 항체 검사
가. 효소면역측정법(ELISA): OIE 권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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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재료 : 비동화된 돼지 혈청
시약 및 기구
1) VP73 항원이 코팅된 96 well 플레이트(8 well, 12 strips)
2) inactivated positive control serum(Vial, 1ml)
3) negative control serum(Vial, 1ml)
4) peroxidasa conjugate 100X conc.(Vial, 350ul)
5) 25X washing sol.(bottle, 125ml)
6) diluent(DE01-1) ready to use(bottle, 125ml)
7) substrate(TMB)(bottle, 30ml)
8) stop sol.(bottle, 60ml)
검사방법
1) conjugate를 제외한 모든 시약은 사용 전 실온에 꺼내어둔다.
2) 희석액을 각 well에 50㎕씩 분주한다. A1과 B1에는 양성 대조혈청, A2와 B2에는 음성대조
혈청, 나머지부분에 샘플혈청 50㎕씩 분주한다(가급적 한 시료 당 2 well을 사용할 것).
3) 37℃에서 1시간 또는 18～34℃에서 18시간 정도 반응시킨다.
4) 4회 세척한다.
5) specific conjugate를 100배 희석 후 모든 well에 100㎕씩 분주한 다음에 37℃에서 30분간
반응시킨다.
6) 5회 세척한다.
7) substrate(TMB)를 모든 well에 100㎕씩 분주한 뒤 실온에서 15분간 반응시킨다.
8) stop solution을 100㎕씩 분주한다.
9) 450nm에서 결과를 읽는다.

판정기준
1) test validation
⑴ 음성 대조혈청의 OD는 0.7이상이어야 한다.
⑵ 음성 대조혈청 OD/양성 대조혈청 OD는 4이상이어야 한다.

2) interpre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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⑴ cut off calculation
- positive cut off = CN-[(CN-NP)×0.5]
- negative cut off = CN-[(CN-NP)×0.4]
NC = 음성 대조 혈청의 OD
PC = 양성 대조 혈청의 OD

⑵ result interpretation
- 혈청샘플의 OD가 positive cut off보다 낮으면 항체양성
- 혈청샘플의 OD가 negative cut off보다 높으면 항체음성
- 혈청샘플의 OD가 두 cut off 사이일 경우에는 의심으로 고려하여 재시험 또는
동일 혈청을 이용해 IFA, indirect ELISA 시험법 등을 추가적으로 해 볼 것

유의사항
: 상용화된 kit로서 세부사항은 제품 내 사용설명서에 따른다.

7. 감별진단
가. 돼지열병
나. 돼지단독
다. 톡소플라즈마병
라. 돼지오제스키병
마. 흉막폐렴
바. 살모넬라병
사. 파스튜렐라폐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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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8

리프트계곡열(Rift Valley Fever)

역학조사

임상검사

혈액 검사

병리해부 및
조직검사

항체진단
: ELISA

항원진단 : RT-PCR

(+)

(-)

(양성)

(음성)

(+)

(-)
(음성)

바이러스 중화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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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성

음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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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역학상황
가. 원인 : Bunyaviridae family, Rift Valley Fever Virus(RVFV)
나. 국내 비발생 질병
다. 모기에 의해 전파되는 곤충매개 질병
라. 반추류 가축과 사람에 감염되는 인수공통전염병임
마. 어린 가축일수록 치사율이 높음
바. 산양, 소 등 반추류 동물에서 유산과 어린가축 폐사가 관찰되고 접촉한 사람에서 심한
독감증상이 나타남

2. 임상증상
가. 갑작스런 어린 동물의 높은 폐사율
나. 임신축의 경우 유산 증상이 특징적임
다. 고열, 심한 비루, 유연, 구토 등의 증상이 관찰
라. 사람의 경우 고열, 두통, 근육통, 구토 등 독감유사 증상

면양에서의 유산
출처 : http://www.fao.org

소에서 유산된 태아
출처 : http://www.nelvet.co.za

3. 병리해부소견
가. 간종대, 유약, 부서지기 쉬운 형태
나. 실질조직의 회백색의 괴사반점
다. 담낭, 비장, 임파절 및 신장의 종대 및 점상출혈
라. 드물게 출혈성 장염 및 황달소견 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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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괴사

임파절 종대 및 출혈

출처 : http://www.fao.org

4. 병리조직소견
가. 간 세포 밀집, 핵 부스러기, 약간의 섬유소와 염증세포
나. 대부분 간세포의 용해성 괴사 및 정상조직의 소실, 세포내봉입체

간괴사
출처 : http://www.fao.org

5. 원인체분리검사
분리재료
발열기 혈액 또는 간, 비장, 뇌와 같은 조직, 유산태자

세포주
African green monkey kidney(Vero), baby hamster kidney(BHK), AP61 mosquito cel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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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러스 분리 방법
1) 샘플을 1/10 희석한 후 세포에 접종하여 37℃에서 1시간 반응시킨다
2) 상층액은 제거후 PBS로 세척한 뒤 새 배지를 넣고 5～6일간 배양한다.
3) CPE가 확인되면 바이러스분리 확인을 위해 RT-PCR을 실시한다.

6. 유전자검사
유전자 분리재료: 전혈 및 감염조직
RNA 추출법: RNA 추출 키트를 이용함(Qiagen, Intron 등)
검사방법
1) Agrose gel-based RT-PCR(Nested)
∘1st RT-PCR primer
Target gene

Primer sequences

NSca

5'CCT-TAA-CCT-CTA-ATC-AAC 3'

NPng

5'TA-TCA-TGG-ATT-ACT-TTC-C 3'

Product size
810bp
(Clone 13의 경우
242bp)

∘1st RT-PCR 반응액 제조(상용화된 one-step RT-PCR kit)
시약명

사용량

RNA template

5

5X buffer

5

dNTP mixture

1

Enzyme mixture

1

Each Primer (10pM)

1.5

RNase Inhibitor(10U)

1

RNase-free water

9

Final vol.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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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st RT-PCR 반응
Step

Temp/Time
NSca/NSng

Cycles

cDNA synthesis

45℃, 30min

1 cycles

RTase inactivation and
Initial reaction

95℃, 2min

1 cycles

Denaturation

94℃, 30 sec

Annealing

44℃, 30 sec

Extension

72℃, 1min

Final Extension

72℃, 5min

40 cycles

1 cycles

∘ Nested RT-PCR primer
Target gene

Primer sequences

NS3a

5'ATG-CTG-GGA-AGT-GAT-GAG-CG 3'

NS2g

5'GAT-TTG-CAG-AGT-GGT-CGT-C 3'

Product size
668bp
(Clone 13의 경우
129bp)

∘Nested PCR 반응액 제조
Bioneer PCR premix

사용량

Primer(F) 10pmole

1

Primer(R) 10pmole

1

RNase-free water

17

Template(RT-PCR)

1

Final vol.

20㎕

∘Nested PCR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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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Temp/Time
NS3a/NS2g

Cycles

RTase inactivation and
Initial reaction

95℃, 2min

1 cycles

Denaturation

94℃, 1min

Annealing

55℃, 1min

Extension

72℃, 1min

Final Extension

72℃, 5min

25 cycles

1 cyc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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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real-time RT-PCR
∘ RT-PCR primer 및 probe
Target gene

Primer sequences

RVS

5'AAA-GGA-ACA-ATG-GAC-TCT-GGT-CA3'

RVAs

5'CAC-TTC-TTA-CTA-CCA-TGT-CCT-CCA-AT 3'

RVP

FAM 5'AAA-GCT-TTG-ATA-TCT-CTC-AGT-GCC-CCA-A 3' TAMRA

∘ RT-PCR 반응액 제조(상용화된 real-time RT-PCR kit)
시약명

사용량

RNA template
2X RT-PCR buffer

5
10

25× RT-PCR Enzyme Mix

0.8

RVS primer (10pM)

2

RVAs primer (10pM)

2

RVP probe (20pM)

0.2

Final vol.

20㎕

∘ RT-PCR 반응
Step

Temp/Time
NSca/NSng

Cycles

Reverse Transcription

45℃, 30min

1 cycles

RTase inactivation and
Initial reaction

95℃, 5min

1 cycles

Ampelication

95℃, 5 sec

Annealing

57℃, 35 sec

45 cycles

∘ RT-PCR 결과

sample RNA를 107부터 100 copy/㎕까지 희석하여 standard cur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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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항체검사
7-1. 효소면역측정법(ELISA) : ID-VET사(상용화되어 판매하는 키트)
시약 준비
1) IDVET ID Screen RVF Competition Multi-species
2) 모든 방법은 제조사 매뉴얼에 따름
3) recombinant RVF nucleoprotein이 plate에 코팅되어 있음
4) DW로 wash solution 1x로 준비

실험방법
1) 분주
- Dilution buffer 19를 각 well에 50㎕씩 분주
- Positive control을 A1, B1에 50㎕씩 분주
- Negative control을 C1, D1에 50㎕씩 분주
- 나머지 well에 각 샘플을 50㎕씩 분주

2) 37℃에서 1시간 incubation
3) wash solution 300㎕씩 분주하여 3회 wash
4) dilution buffer 19를 이용하여 Anti-RVF-NP conjugate 10x를 1x로 만듬
5) conjugate 1x 100㎕씩을 각 well에 분주
6) 21℃에서 30분 incubation
7) wash solution 300㎕씩 분주하여 3회 wash
8) substrate solution 100㎕씩을 각 well에 분주
9) 21℃에서 15분 incubation in the dark
10) stop solution 100㎕씩을 각 well에 분주
11) OD 450nm에서 reading

결과 분석
1) validation
ODNC > 0.7
ODPC/ODNC < 0.3

2) Interpretation
Competition(%) = ODsample/ODNC ×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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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ult

Status

S/N ≤ 40%

Positive

40% < S/N ≤ 50%

Doubtful

S/N > 50%

Negative

7-2. 바이러스중화시험법(the prescribed test for international trade)
진단법 개요
1) 배양세포 : Vero/BHK cell in DMEM with 1% antibiotics and 10% FBS
2) 샘플혈청은 검사전 56℃ 30분간 비동화
3) 세포는 3x105/㎖ 로 준비

검사재료 : 샘플 혈청
검사방법
1) 96well TC plate에 5% RVF-negative serum과 항생제가 첨가된 배지를 25㎕씩 분주한다.
2) 각 줄의 첫 well에 샘플 혈청 25㎕을 분주하여 2배수 단계희석한다.
screening의 목적일때는 1/10부터 1/80까지 duplicate
end-point titration의 경우 4배수로 그이상까지
3) 바이러스 25㎕ (100 TCID50 /well)를 양성, 음성, 샘플 혈청에 넣어준다.
바이러스는 최소 2-fold 희석하여 바이러스 대조군을 둔다.
4) 37℃ 30분간 반응시킨다.
5) Vero/BHK 세포를 3x105/㎖ 으로 희석한 뒤 각 well에 50㎕씩 분주한다.
6) plate는 sealing후 37℃ 5% CO2 incubator에서 배양하면서 3-5일간 관찰한다.
7) 결과판독 : 양성대조군에서는 CPE가 없어야 한다.

8. 감별진단
가. 악성카타르열
나. 우역
다. 블루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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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유행열
마. 구제역
바. 수포성구내염
사. 우폐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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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9

블루텅병(Bluetongue)

역학조사

임상검사

병리해부검사

병리조직검사

항원검사
RT-PCR,
바이러스분리

항체검사
ELISA, 중화시험

(+)

(-)

(+)

(-)

양성

음성

양성

음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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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역학상황
가. 원인 : Reoviridae, Orbivirus, Bluetongue virus(BTV)
나. 반추류에서 발생하는 곤충매개성 질병으로 등에모기가 주요 전파 매개체이며 동거축간
접촉전파는 이루어지지 않음
다. 27개의 혈청형이 보고되었으며 잠복기는 5-10일임
라.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전세계적으로 블루텅 발생지역이 확대하고 있음

2. 임상증상
가. 임상증상은 주로 면양에서만 발현하며 소 및 그 외 반추동물에서는 불현성 감염이
일어나거나 경미함
나. 발열(40-42℃) 후 침울, 침흘림 증상
다. 구강, 콧등(비강), 안면, 턱, 눈 주위 및 결막, 귀 충혈, 수종, 염증 및 괴사
라. 발굽에서 발적, 충혈, 염증으로 인한 절룩거림
마. 급성인 경우 폐수종, 폐렴 합병증으로 10일 이내 폐사
바. 임신 양의 경우 유산, 기형태자 분만

① 침울(depression)

② 침흘림(salivation)

③ 눈의 충혈(congestion)

④ 혀의 청색증(bluetongue)

⑤ 주둥이의 궤양

⑥ 발굽의 발적과 충혈

블루텅 8형 바이러스를 면양 인공감염시의 임상증상
(출처: Karin Darpel, Pirb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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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병리해부소견
가. 소화기계 및 호흡기계 점막(구강, 식도, 위, 장, 기관 등)에 충혈, 수종, 출혈, 궤양
나. 발굽, 관상대 충혈
다. 림프절 및 비장 종대
라. 심각한 양측성 기관지소엽성 폐렴

4. 병리조직소견
가. 구강 점막하직의 부종 및 염증세포 침윤
나. 폐수종
다. 심근괴사, 출혈
라. 관상동맥 비대

5. 항원검사
5-1. RT-PCR 유전자 진단법(OIE 공인진단법)
분리재료 : 전혈 및 감염조직
RNA 추출 : 상용화된 one-step RT-PCR kit를 사용함
RT-PCR
∘프라이머 정보
Sequence (5‘→3’)

Primer
BT
-VP7
53/35
BT
-VP3
-AU
BT
V-NS1

RT-PCR
F

CAAGAGCACTCACTGTGATG

R

CTCATGTCAACTCCACCAAC

Semi-Nested PCR

Product size (bp)

(36-685)

F
R

CCTGATGTTTCCAGGACAAATT
ATACTC
5'-CCGATTAAAGGCAAACCAAA
GCGATATCC

F

GTTCTCTAGTTGGCAACCACC

R

AAGCCAGACTGTTTCCCGAT

좌동
TATGTAACGCTGAGCATG
TACGTAG
GCAGCATTTTGAGAGAGC
GA
CCCGATCATACATTGCTT
CCT

1st: 1,055-1763
2nd: 1055-1455

1st : 11 ~ 284
2nd : 170~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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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st RT-PCR 반응액 제조(상용화된 one-step RT-PCR kit)
시약명
RNA Denaturation

사용량
4.5

5X buffer

5

dNTP mixture

1

Enzyme mixture

1

RNase Inhibitor(10U)

0.5

RNase-free water
Final vol.

13
25㎕

∘1st RT-PCR 반응
Temp/Time
Step

BT53/35
BT-VP3-AU-F1/R2

BTV-NS1-F2/R2

Cycles

cDNA synthesis

50℃, 30min

50℃, 30 min

1 cycles

RTase inactivation and
Initial reaction

95℃, 15min

95℃, 15 min

1 cycles

Denaturation

94℃, 30 sec

94℃, 30 sec

Annealing

55℃, 30 sec

58℃, 30 sec

30 cycles

Extension
Final Extension

68℃, 45 sec
68℃, 7 min

72℃, 45 sec
72℃, 7 min

1 cycles

∘Nested PCR 반응액 제조
Bioneer PCR premix
Primer(F) 20pmole

사용량
1

Primer(R) 20pmole

1

RNase-free water

17

Template(RT-PCR)

1

Final vol.

20㎕

∘Nested PCR 반응
Step

Temp/Time

Cycles

BT-VP3-AU-F1/R2

BTV-NS1-F2/R2

Initial reaction
Denaturation

94℃, 5 min
94℃, 30 sec

94℃, 5 min
94℃, 30 sec

1 cycles

Annealing

55℃, 30 sec

58℃, 30 sec

30cycles

Extension

72℃, 30 sec

72℃, 30 sec

Final extension

72℃, 7 min

72℃, 7 min

증폭산물

약 400bp

101b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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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V 특이 유전자 증폭사진

5-2. 블루텅 혈청형(1,2,3,4,15,16) 감별 RT-PCR
분리재료 : 전혈 및 감염조직
RNA 추출 : 상용화된 RNA 추출 키트를 이용함
RT-PCR
∘ primer set : primer는 20pmol 농도로 사용
Type

size

BTV 1*

765bp

BTV 2*

1804bp

BTV 16*

1557bp

BTV 3**

580bp

BTV 4**

537bp

BTV 15**

334bp

primer
BTV-1/2/335F GRAATCARCGYAGAGATG (1007)
BTV-1/2/591R TGYTGYCGYGARAGCGCCTG (1772)
BTV-2/2/284F GAGTTCTGATGTCGGATATTAGTCACG (852)
BTV-2/2/842R TCGTCGCACACTTCGAATAG (2656)
BTV-16/2/273F GGAGGRAACTTCGARCGAAY (819)
BTV-16/2/p792R TCACCAAYCCRAAWCGATT (2376)
BTV3 F1-1351 AATCATTGTGATTTATWTCCK
BTV3 R2-1930 CCATGATRGTMARGATTAGAA
BTV4 1121 TMG CWT CYG AAT GYG AGT TRG
BTV4 R 1658 CSR CKC GYY TAT TCC AYG GAT CR
BTV15 F1-1010 ATA CAR GCG RTW GGM AGT G
BTV15 R 1344 TCY GGY ACS GGT STG TGA

* BTV 1, 2, 16형 primer : 영국 퍼브라이트연구소에서 발표한 J General Virology 88 (2007) 2811-2823의
논문 참조
** BTV 3, 4, 15형 primer : 2007~2008년의 수의과학연구사업 “리프트계곡열등 항체진단법개발”을 통하여
자체 제작)

1) RT : Invitrogen Superscript 이용하여 cDNA를 합성한다.
2) PCR : 상용화된 PCR premix 사용
→ cDNA 2㎕에 forward 및 reverse primer를 각각 1㎕씩 넣고 증류수로 total
volume 20㎕를 맞춘다.
→ 피펫팅하여 잘 섞은 뒤 가볍게 spin down한다.
→ 다음 조건으로 PCR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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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Temperature / Time

Cycles

Initial reaction

95℃, 5 min

1 cycles

Denaturation

95℃, 30 sec

Annealing

50℃, 30 sec

Extension

72℃, 2.5 min

Final extension

72℃, 10 min

30cycles

1 cycles

블루텅 혈청형(1,2,3,4,15,16) 감별 RT-PCR 특이 유전자 증폭 사진

5-3. RT-qPCR 유전자 진단법 1(OIE 공인진단법)
분리재료 : 전혈 및 감염조직
RNA 추출 : 상용화된 one-step RT-PCR kit를 사용함
RT-qPCR
∘프라이머 정보
Primer/Probe

Working conc.
(pmol/ul)

Forward Primer

TGGAYAAAGCRATGTCAAA

20

Reverse Primer

ACRTCATCACGAAACGCTTC

20

6-fam]-ARGCTGCATTCGCATCGTACGC-[Tamra]

5

Pro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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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T-qPCR 반응액 제조
시약명

사용량(ul)

2X reaction mix

12.5

Forward primer

0.5

Reverse primer

0.5

Probe

1

RNase free water

2.5

ROX(1/10 dilution)

0.5

MgSO4

1

Supersript III RT/Platinum Taq mix

0.5

Final vol.

19

∘ Denaturation 반응 : 6ul의 RNA를 95℃, 5min 반응 후 반응액 19ul에 분주
∘ RT-qPCR 반응
Step

Temp/Time

Cycles

cDNA synthesis

48℃, 30min

1 cycles

RTase inactivation and
Initial reaction

95℃, 2min

1 cycles

Denaturation

95℃, 15 sec

Annealing

56℃, 30 sec

Extension

72℃, 30 sec

50 cycles

RT-qPCR 결과
∘
∘

∘ 시료에서

은
은

값이 안나옴
이하의

개

값이 나옴

에 적어도 개의 음성
개

을 사용

에 적어도 개의 양성

을 사용

값이 나오면 양성 없으면 음성으로 판정

5-4. RT-qPCR 유전자 진단법 2(OIE 표준실험실 추가확인 검사법)
분리재료 : 전혈 및 감염조직
RNA 추출 : 상용화된 one-step RT-PCR kit를 사용함
RT-qPC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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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이머 정보
Primer/Probe

Working conc.
(pmol/ul)

Sequence (5‘→3’)

Forward Primer1 291-311 GCGTTCGAAGTTTACATCAAT

20

Reverse Primer1
381-357

CAGTCATCTCTCTAGACACTCTATAATTACG

20

Forward Primer2
291-311

GCTTTTGAGGTGTACGTGAAC

20

Reverse Primer2
381-357

CTCCCTTGAAACTCTATAATTACG

20

FAM-CYG GAT CAA GTT CAC TCC AYG GC-Tamra

5

Probe

∘ RT-qPCR 반응액 제조
시약명

사용량(ul)

2X reaction mix

12.5

Forward primer1

1

Reverse primer1

1

Forward primer2

1

Reverse primer2

1

Probe

0.5

RNase free water

0.5

ROX(1/10 dilution)

0.5

MgSO4

0.5

Supersript III RT/Platinum Taq mix

0.5

Final vol.

19

∘ Denaturation 반응 : 6ul의 RNA를 95℃, 5min 반응 후 반응액 19ul에 분주
∘ RT-qPCR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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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Temp/Time

Cycles

cDNA synthesis

55℃, 30min

1 cycles

RTase inactivation and
Initial reaction

95℃, 10min

1 cycles

Denaturation

95℃, 15 sec

Annealing/Extension

60℃, 60 sec

45 cycles

Ⅴ. 해외전염병

RT-qPCR 결과
∘ Negative control은 Ct 값이 안나옴(32개 well에 적어도 2개의 음성 control을 사용)

∘ Positive control은 35이하의 Ct 값이 나옴(32개 well에 적어도 2개의 양성 control을 사용)

∘ 시료에서 Ct 값이 35이하 나오면 양성, 없으면 음성으로 판정
∘ 시료체서 Ct 값이 35이상의 경우 재검사

5-5. RT-qPCR 유전자 진단법 3(유전자 검출법 민감도 개선)
분리재료 : 전혈 및 감염조직
RNA 추출 : 상용화된 one-step RT-PCR kit를 사용함
RT-qPCR
∘ 프라이머 정보
Primer/Probe

Sequence (5‘→3’)

Working conc.
(pmol/ul)

Forward Primer

TGGAYAAAGCRATGTCAAA

20

Reverse Primer

ACRTCATCACGAAACGCTTC

20

[6-Fam]-ARGCTGCATTCGCATCGTACGC-[Tamra]

5

Probe

∘ Denaturation 반응 : 5㎕ RNA를 유전자 증폭에 필요한 프라이머, 프로브 및 nuclease free
water(2㎕)를 함께 넣고(total 7㎕) 가열(95℃, 5min) 및 냉각(4℃, 3min) 시켜 프라이머가
대상 유전자와 결합할 수 있도록 처리 후 반응액 18㎕에 분주
- 기존 진단법과 비교 시 바이러스 역가에 따라 Ct 값(Threshold cycle)에서 0~5회 이상
차이 확인
∘ 블루텅바이러스 유전자 추출 후 처리 방법(RNA denaturation)에 따른 Ct값 변화
virus dilution
BTV
BTV
BTV
BTV
BTV

10-2
10-3
10-4
10-5
10-6

RNA denaturation condition
with Primers
with Primers
26.37
26.18
31.51
33.14
35.52
40.99
38.28
N/A
N/A
N/A

ΔCt
-0.19
1.63
5.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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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러스 10-4 희석배수에서의 RNA denaturation 조건에 따른 증폭곡선

∘ RT-qPCR 반응액 제조: 사용 kit 및 시료 수에 맞춰 반응액 준비
∘ RT-qPCR 반응
Step

Temp/Time

Cycles

cDNA synthesis

45℃, 30min

1 cycles

RTase inactivation and
Initial reaction

95℃, 10min

1 cycles

Denaturation

95℃, 15 sec

Annealing/Extension

56℃, 30 sec/72℃, 30 sec

45 cycles

RT-qPCR 결과
∘ Negative control은 Ct 값이 안나옴(32개 well에 적어도 2개의 음성 control을 사용)

∘ Positive control은 35이하의 Ct 값이 나옴(32개 well에 적어도 2개의 양성 control을 사용)

∘ 시료에서 Ct 값이 35이하 나오면 양성, 없으면 음성으로 판정
∘ 시료체서 Ct 값이 35이상의 경우 재검사

5-6. 등에모기 유전자 동정법
: 블루텅 바이러스를 전파시키는 주 매개체인 등에모기 동정법
1) 등에모기 시료를 각각 Label이 되어있는 에펜도르프튜브(Ep tube)에 하나씩 옮겨 담음
2) 각 Ep tube에 Proteinase K 40㎕, Buffer ATL 180㎕.
3) Vortexing (≒20~30sec) 후 centrifuge (≒20~30sec)처리 (sample에 따라 손상이 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간조절)
4) 56℃로 setting된 Water bath/Heating block에 over night (3~4h 정도로 하여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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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각 Ep tube에 Buffer AL 200㎕를 넣고 Vortexing (≒20~30sec)
6) 각 Ep tube에 100% EtoH 200㎕를 넣고

Vortexing (≒20~30sec)후 centrifuge

(≒20sec)처리
7) Spin Column에 각각 옮김
8) Centrifuge를 8,000rpm/1min 으로 setting 후 처리
9) 이후 collection tube의 용액을 버리고 새로운 collection tube로 교체
10) 교체 후 spin column에 Buffer AW1/500㎕를 넣고 Centrifuge 8,000rpm/1min 처리
11) collection tube의 용액을 버리고 새로운 collection tube로 교체, Buffer AW2/500㎕를
넣고 Centrifuge 8,000rpm/1min 처리
12) collection tube의 용액을 버린 뒤 다시 꽂아 Centrifuge를 14,000rpm/3min 으로 setting
후 처리
13) 3분 후 collection tube의 용액과 tube를 버리고, spin column은 Ep tube에 꽂아 Beffer
AE/50㎕을 넣고 5min 방치(room temp.)
14) 1min 뒤 Centrifuge를 10,000rpm/1min 처리 후 spin column을 버린 뒤 Ep tube에 남은
용액(DNA) 냉동 보관처리
15) Primer LCO, HCO, DNA, Primix 혼합
*primix Vol. 20/ DW 17㎕, DNA 1㎕, LCO 1㎕, HCO 1㎕ total 20㎕를 맞춤
Oligo Name

Oligo Seq

Mer(s)

Amount

Purification

1

LCO1490

GGT CAA CAA ATC ATA AAG ATA TTG G

25

0.05 umoles

MOPC

2

HCO2198

TAA ACT TCA GGG TGA CCA AAA AAT CA

26

0.05 umoles

MOPC

(Folmer et. al 1994)
16) ① 94℃ 5min (② 94℃ 30sec ③ 50℃ 30cec ④ 72℃ 30sec) ⑤ Go to step 2, 35
cycle ⑥ 72℃ 5min ⑦ storage 4℃
17) 1.2% Agar gel 만들고 120V/1h loading(Marker 100bp step ladder 4㎕)
18) Gel documentation에서 Band 유무를 확인 후 밴드가 확인 된 샘플의 DNA를 업체 의뢰
19) Seq. 결과를 MEGA5 program으로 염기서열 정리, 중간에 매칭이 되지 않는 것은 Cromas
program으로 확인 후 조정(MEGA5, Cromas, program fee/free)
20) 모든 sample이 정리가 되면 MEGA5의 Phylogeny- construct/Test Neighbor-joining
Tree...- Model/Method에서 Kimura2-parameter model 선택 후 완료

539

동물질병 표준진단요령

6. 항체검사
가. C-ELISA 항체 진단법(OIE 공인진단법)
: 미국, 프랑스에서 상용화된 C-ELISA가 있음
∘ 블루텅 혈청형 공통부위인 VP7에 대한 혈청 내 항체를 검출함
∘ 상용화된 키트의 사용 설명서에 따라 실험을 실시

7. 감별진단
가. 곤충매개성 질병 : 이바라키, 유행열
나. 수포성 질병 : 구제역, 소바이러스성설사증
다. 다발성 관절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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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10 마웨스트나일열(West Nile Fever)

역학조사

임상검사

병리해부검사

병리조직검사

항원검사
RT-PCR,
바이러스분리

항체검사
PRNT

(+)

(-)

(+)

(-)

양성

음성

양성

음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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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역학상황
가. 병원체 : 웨스트나일 바이러스(Flaviviridae과 Flavivirus속)
나. 국내에서 발생하지 않은 질병(단 국내 야생조류에서 항체 양성 확인)
다.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 호주, 북미, 중남미 등 광범위한 지역에서 전세계적으로 발생
보고됨
라. 조류 및 야생조류는 보유숙주로 체내에서 바이러스가 증폭되어 모기를 통해 다른 동물을
감염 시킬 수 있고, 사람이나 말 등 포유동물은 주로 감염모기에 물려 질병이 유발되나
다른 동물로는 전파시키지 않는 종점(dead end) 숙주
마. 모기(특히 Culex종)에 의한 전파

2. 임상증상
가. 사람에 감염되면 대부분 무증상으로 가볍게 경과하나 그렇지 않으면 독감과 비슷한 증상을
나타내고, 일부 위험집단(노약자, 면역저하 환자군 등)에서는 뇌염, 뇌막염에 의한
신경증상이 나타나 심한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으며, 잠복기는 일반적으로 3～15일
나. 대부분의 조류가 감염될 수 있으나 임상증상은 다양해서, 대부분 무증상을 보이지만 일부
종은 신경증상으로 폐사하기도 하며, 1999년 미국에서는 웨스트나일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폐사한 야생조류가 많이 발견됨
다. 말이 감염되면 발열, 운동실조, 후지허약, 기립불능, 근육수축, 입술마비, 안면강직, 실명
등의 증상을 보이며, 심한 경우 뇌염 증상 나타내며 폐사에 이르는데, 백신접종하지 않은
말에서는 폐사율이 33%임

3. 병리해부검사
전신적인 장미진 또는 구진성 반점의 발진, 림프절 종창

4. 병리조직검사
뇌염 및 림프절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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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항원 및 항체 검사
5-1. 바이러스 분리검사
분리재료
말에서는 뇌, 척수, 혈액 등, 조류에서는 뇌, 심장, 신장, 간 등의 가검물

세포주
Vero cell, RK-13 cell

바이러스 분리 방법
1) 시료 전처리 : 시료를 균질기에 넣어 처리한 후, 시험관에 옮겨서 원심분리하여, 상층액을
여과기로 여과하여 사용
2) 세포에 접종 및 배양 : Vero, RK-13 세포 등에 접종하여 배양

동정 및 확인 방법
웨스트나일 바이러스에 의한 세포병변(CPE) 현상 확인 후, 단클론항체 또는 항혈청을 사용한
간접형광항체법(IFA) 등의 면역염색을 실시하거나 특이적인 유전자 부위를 검출하여(PCR 등) 확인

5-2. 유전자검사
유전자 분리재료 :
말에서는 뇌, 척수, 혈액 등, 조류에서는 뇌, 심장, 신장, 간 등의 가검물, 모기

RNA 추출법 : 시판중인 RNA extraction kit 사용(Qiagen, Intron 등)
※ 모기시료
- 분류된 모기를 한 tube에 최대 30마리씩 넣어 합동시료 (pool)를 만듦
- 모기시료가 있는 튜브에 PBS 첨가

․ 모기의 수가 10마리 미만일 경우 500 ul 첨가

․ 모기의 수가 10마리 이상일 경우 1ml 첨가

- PBS를 첨가한 시료튜브에 2mm stainless bead 2∼3개를 넣어준다.
- 균질기 (homogenizer)를 이용하여 5분간 유제
- 200 ul만을 RNA 추출을 위해 사용하고 나머지는 -70℃에 보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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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l-time reverse transcription PCR에 사용되고 있는 프라이머 및
브루브
프라이머
NS2A (F)

유전자염기서열(5'→3')

농도

NS2A probe

진단부위

Eiden
et al (2010)

NS2A

GGGCCTTCTGGTCGTGTTC
0.9 uM

NS2A (R)

참고문헌

GATCTTGGCYGTCCACCTC
FAM-CCA-CCC-AGG-AGG-TCC-TT
C-GCA-A-BHQ

0.25 uM

반응조건
50℃, 30분 -> 1 cycle
95℃, 15분 -> 1 cycle
95℃, 30초, 55℃, 30초, 72℃, 30초-> 42 cycle

결과판독
Ct 값 37 이하: 양성, Ct 값 37.1 이상 42 이하: 의양성, 재검실시, Ct 값
42.1 이상: 음성

5-3. 항체검사
진단법 개요
항체진단법으로는 IgM 항체검출을 위한 효소면역법(IgM capture ELISA)와 플라크 감소
중화시험법(PRN: plaque reduction neutralisation)을 적용할 수 있으며, 이 외에도
웨스트나일열 바이러스 감염에 의한 항체를, 혈구응집억제시험법(HI), IgG ELISA, 중화시험법
등으로 검출할 수 있음

[IgM capture ELISA]
검사재료
검사대상 동물(말)의 혈청

시약 및 기구
1) Mircopl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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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LISA reader
3) ELISA washer

검사방법
1) Anti-equine IgM을 1:100으로 희석하여 well 당 100㎕씩 분주한 후 냉장상태로 하룻밤
두어(건조되지 않도록 humid chamber를 사용할 것) 플레이트에 코팅되도록 한다.
2) PBST로 3회 세척한다.
3) 각 well을 blocking buffer(5% skimmed milk in PBST) 300㎕로 채우고 실온에서 1시간
정치한다.
4) PBST로 3회 세척한다.
5) 가검혈청과 대조혈청을 PBST에 1:400으로 희석하여 준비한다.
6) 준비된 혈청 희석액을 50㎕씩 분주한다(빈 well은 PBST로 채움).
7) 37℃에서 90분간 반응(humid chamber를 사용)시킨다.
8) PBST로 3회 세척한다.
9) WNV와 다른 일반바이러스 항원을 적정 농도로 희석하여(1:10-1:50) well에 분주하고
냉장상태로 하룻밤 반응시킨다.
10) PBST로 3회 세척한다.
11) HRP가 결합된 단클론항체(4G3)를 1,000배 희석하여 각 well에 분주한다.
12) 37℃에서 90분간 반응(humid chamber를 사용)시킨다.
13) PBST로 6회 세척한다.
14) ABTS substrate 50㎕ 분주하고 실온의 암실에서 30분간 반응시킨다.
15) 450nm 파장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여 결과를 판독한다.

판정기준
1) 시료의 평균 OD를 구한다.
2) 양성 판정 기준점을 구한다(음성혈청 평균값의 2배).
3) 시료의 바이러스 항원에 대한 OD 값에서 일반바이러스 항원에 대한 평균 OD값을 뺐을
때 양성 판정 기준점을 넘으면 양성으로 판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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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NV Neutralization Test-microtitre format]
검사재료
West Nile Virus(385-99) 및 Vero cell
검사대상 동물(말)의 혈청

검사방법
1) 가검혈청을 무혈청 alpha-MEM에 1/5-1/640 으로 희석한 후 25ul 혈청을 microplate에
넣은 후, 100 TCID50 의 웨스트나일 바이러스 25ul를 각각의 plate에 첨가하여, 37℃, 5%
CO2 인큐베이터에서 한 시간 동안 반응시킨다.
2) 한시간 후에 5% FBS, alpha-MEM 배지에 유지한 104 vero cell 50ul를 각각의 palte에
첨가한 후, 37℃, 5% CO2 인큐베이터 3-5일 간 배양한다.

판정기준
VN titer 가 1/10 이상일 경우 양성으로 판정한다.

6. 플라비비리데 공통 검출을 위한 유전자 진단법
유전자 분리재료 :
말에서는 뇌, 척수, 혈액 등, 조류에서는 뇌, 심장, 신장, 간 등의 가검물, 모기

RNA 추출법 : 시판중인 RNA extraction kit 사용(Qiagen, Intron 등)
One step RT-PCR 용 프라이머
프라이머

유전자염기서열(5'→3')

mFU1

TACAACATGATGGGAAAGCGAGAGAAAAA

CFD2

GTGTCCCAGCCGGCGGTGTCATCAGC

반응조건
50°C, 30min -> 1 cycle
95°C, 10min -> 1 cy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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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cycles of 95°C for 30s, 60°C for 30s, 72°C for 60s -> 40 cycle
72°C, 5min -> 1 cycle

결과판독
유전자 증폭 크기

그림 1. 웨스트나일바이러스 (NY99 strain, B956 strain), 일본뇌염바이러스 증폭 사진

7. 감별진단
가. 말에서는 일본뇌염, 베네주엘라 말뇌염 등 다른 모기매개 뇌염들, 말 원충성척수염, 말
1형 허피스바이러스, Borna병, 광견병 등과 감별진단 필요함
나. 혈청학적으로는 일본뇌염 바이러스, St. Louis encephalitis 바이러스 등 플라비바이러스들과
항체 교차반응이 일어날 수 있어 감별진단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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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11

동부 및 서부 말뇌염
(Eastern and Western Equine Encephalitis)

역학조사

임상검사

병리해부검사

병리조직검사

항원검사
RT-PCR

바이러스분리

(+)
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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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성

(+)
양성

(-)
음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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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역학상황
가. 원인 : Togaviridae과, Alphavirus속
나. 국내에 발생하지 않는 질병
다. 모기에 의해 말과 사람에 전파
라. 감염 말 부검시 공기전파 및 접촉전파

2. 임상증상
가. 모기 물린 후 5～14일 후에 고열, 식욕감퇴, 침울 등의 증상을 보인 후 과흥분, 맹목,
운동실조, 횡와 등의 뇌염 동반 증상을 나타낸 뒤에 폐사
나. 말에서 30%의 폐사율을 보이며, 동부말뇌염(EEE)가 서부말뇌염(WEE)보다 높음
다. 닭, 오리 등의 가금류, 들오리, 꿩 등의 사냥감 새, 타조, 거위 등의 주금류에서 감염보고가
있었으며, 드물게는 소, 양, 돼지, 사슴, 개 등에서 감염 보고가 있었음
라. 사람은 불현성 감염을 나타내며, 독감유사 증상을 보이며, 뇌염으로 사망함. EEE의 경우,
미국에서 1964년부터 2004년까지 40년간 220명(사망률 30～70%)이 사망하였으며,
WEE의 경우, 성인보다는 어린이에서 뇌염 유발

3. 병리해부검사
가. 특징적인 육안소견은 없음

4. 병리조직검사

동부 말뇌염 감염 뇌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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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원인체분리검사
검사재료
∘ 동부 말뇌염은 의심축의 뇌, 서부 말뇌염은 의심축의 뇌, 간 비장 등의 가검물을 채취하여
최대한 신선한 상태로 보관한다.

검사방법
∘ 시료를 균질기에 넣은 다음에 처리한 후에 시험관에 옮겨서 원심 처리한 다음에 상층액을
여과기로 처리하여 사용한다.

∘ 1~4일령의 포유마우스의 뇌에 접종하고 10일간 관찰한다. 이때 폐사한 뇌를 채취하여
6~8일령의 계태아 Yolk Sac내에 접종하여 7일간 관찰하며, 폐사한 뇌와 요막액을
채취하여 Vero, RK-13 또는 BHK-21 세포에 접종

판정기준
∘ 7일간 세포 관찰하여 세포병변(CPE) 현상 발생 확인 및 단클론항체 또는 항혈청을 사용한
형광항체법(FA) 등의 면역염색을 실시하여 확인하며 특이적인 유전자 부위를 증폭하여
염기서열을 확인한다.

6. 유전자검사
검사재료
∘ 시료 : 의심축 뇌, 간 및 비장

∘ RNA 추출 : 상용화되고 있는 RNA 추출 키트를 이용함

검사방법
① 의심시료, 양성 및 음성 조직을 유재(유발 이용) 해서 멸균 PBS로 10% 균질액
② 10,000rpm 10초간 원심
③ 원심 상층액 100㎕에 대해 RLT 350㎕ 첨가 후 mixing
④ 70% 에탄올 350㎕ 첨가 후 mixing
⑤ 총 700㎕를 column에 넣고 >10,000rpm, 15초, 실온 원심
⑥ RW1 700㎕ 넣고, 10,000rpm, 15초, 실온 원심
⑦ RPE 500㎕ 넣고, 10,000rpm, 15초, 실온 원심
⑧ RPE 500㎕ 넣고, 10,000rpm, 2분간, 실온 원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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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추가 1분 원심

 RNase Free Water 50㎕ 첨가하여 1분간 방치한 후에서 10,000rpm, 1분간 원심하여
Filter액 채취

 추출 RNA에 RNase Inhibitor 1㎕ 첨가 후 -70도 보관
<표 1> 진단 primer set
Target virus

Genomic
location(bases)

Sequences

5640-5659

CGGCAGCGGAATTTGACGAG

6047-6072

ACTTTGACGGCCACTTCTGCTGATGA

5100–5122

GTTTGGCGGCGTCTCGTTCTCTA

5437–5414

TCCGTGGTGCTGGTACTGGTCTGT

EEE

WEE

Product
size (bp)
433

338

<표 2> RT-PCR 반응액 제조(One-step RT-PCR Kit)
바이러스별 반응액 사용량

시약명

EEE 9377/9817

WEE 1157/1490

5X buffer

5

5

Q buffer

5

5

dNTP mixture

1

1

Primer(F) 20pmole

1

1

Primer(R) 20pmole

1

1

Enzyme mixture

1

1

RNase Inhibitor (20U)

0.5

0.5

Template

5

2

RNase -free water

5.5

8.5

Final vol.

25㎕

25㎕

<표 3> RT-PCR 반응 조건
구 분

시간
온도

RT-PCR 증폭 조건
RT and pre-denature

Denature

Annealing

Extension

Elongation

EEE

50℃, 30min 95℃,15min

94℃,20sec 64℃,30sec 72℃,20sec

72℃,5min

WEE

50℃, 30min 95℃,15min

94℃,20sec 68℃,30sec

72℃,4min

사이클

1

1

35

72℃,17sec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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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정기준
∘ 1.5% agarose gel에서 전기 영동하여 증폭산물 확인

그림. 전기영동 사진 : 동부 및 서부말뇌염 바이러스 특이 PCR product(338, 433bp size)
M : 1kb DNA molecular weight marker(100bp DNA ladder, Bioneer); Lane 1, 3 : EEE and
WEE virus in Encephalomyelitis Vaccine(Vephalovac® VEWT, Boehringer Ingelheim); Lane
2 : negative sample

7. 감별진단
가. 웨스트나일열, 베네쥬엘라 말뇌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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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12 베네수엘라 말뇌염(Venezuelan Equine Encephalitis)

역학조사

임상검사

병리해부검사

병리조직검사

항원검사
RT-PCR

바이러스분리

(+)

(-)

(+)

(-)

양성

음성

양성

음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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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역학상황
가. 원인 : Togaviridae과, Alphavirus속
나. 국내에 발생하지 않는 질병
다. 모기에 의해 조류, 말, 사람에 전파
라. 감염된 설치류의 케이지 이물과 실험사고로 인한 공기에 의한 전파

2. 임상증상
가. 감염된 말은 갑작스런 폐사 또는 고열, 침울, 허약, 중추신경계 장애, 뇌염 등을 일으킴
나. 건강한 사람은 고열, 두통과 같은 감기증상을 보이나, 어린이 또는 면역력이 약한 사람은
증상이 심함

3. 병리해부검사
가. 특징적인 육안소견은 없음

4. 원인체분리검사
검사재료
∘ 말(뇌, 척수, 혈액 등) 등의 가검물을 채취하여 최대한 신선한 상태로 보관한다.

검사방법
∘ 시료를 균질기로 처리한 후 시험관에 옮겨서 원심하여 상층액을 여과하여 사용한다.
∘ Vero 세포 등에 배양하여 베네쥬엘라 말뇌염 바이러스 병원체 분리

판정기준
∘ 베네쥬엘라 말뇌염 바이러스의 전형적인 세포변성효과(CPE) 확인 및 단클론항체 또는
항혈청을 사용한 형광항체법(FA) 등의 면역염색을 실시하여 확인하며 특이적인 유전자
부위를 증폭하여 염기서열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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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유전자검사
검사재료
∘ 시료 : 의심축의 뇌, 간 및 비장

∘ RNA 추출 : 상용화되고 있는 RNA 추출키트를 이용함

검사방법
① 의심시료, 양성 및 음성 조직을 유재(유발 이용) 해서 멸균 PBS로 10% 균질액
② 10,000rpm 10초간 원심
③ 원심 상층액 100㎕에 대해 RLT 350㎕ 첨가 후 mixing
④ 70% 에탄올 350㎕ 첨가 후 mixing
⑤ 총 700㎕를 column에 넣고, 10,000rpm, 15초, 실온 원심
⑥ RW1 700㎕ 넣고, 10,000rpm, 15초, 실온 원심
⑦ RPE 500㎕ 넣고, 10,000rpm, 15초, 실온 원심
⑧ RPE 500㎕ 넣고, 10,000rpm, 2분간, 실온 원심
⑨ 추가 1분 원심

 RNase Free Water 50㎕ 첨가하여 1분간 방치한 후 10,000rpm, 1분간 원심
 추출 RNA에 RNase Inhibitor 1㎕ 첨가 후 -70도 보관
<표 1> 진단 primer set
Primers Virus
V1057F
V1807R

VEEV

5'-TGTGTGACCAAATGACTGGCATAC-3'

Genome
position(5'-3')
nt 1057 to 1080

5'-TGTGTTATCACTATGACTTGTTCAGCGAG-3'

nt 1779 to 1807

Oligonucleotide sequence

Size
750

<표 2> RT-PCR 반응액 제조(Qiagen One-step RT-PCR Kit, Germany)
바이러스별 반응액 사용량
시약명
EEE 9377/9817
WEE 1157/1490
5X buffer
5
5
Q buffer
5
5
dNTP mixture
1
1
Primer(F) 20pmole
1
1
Primer(R) 20pmole
1
1
Enzyme mixture
1
1
RNase Inhibitor (20U)
0.5
0.5
Template
5
2
RNase- free water
5.5
8.5
Final vol.
25㎕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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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정기준
∘ 1.5% agarose gel에서 전기 영동하여 증폭산물 확인

그림. 전기영동 사진 : 베네쥬엘라 말뇌염 바이러스 특이 PCR product(750bp size).
M : 1kb DNA molecular weight marker(100bp DNA ladder, Bioneer). Lane 1 to 5 : detection
limit(4.30ug/0.1ml to 4.30pg/ul/0.1ml).

6. 감별진단
가. 일본뇌염, 웨스트나일열, 동부 및 서부말뇌염, 광견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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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13 말전염성빈혈(Equine Infectious Anemia)

역학조사

임상검사

병리해부검사

병리조직검사

항원검사
(RT-PCR)

(+)
양성

항체검사
(AGID)

(-)
음성

(+)
양성

(-)
음성

557

동물질병 표준진단요령

1. 역학상황
가. 원인 : 레트로바이러스과 렌티바이러스
나. 국내에 발생하지 않는 질병
다. 말과류 동물에서만 발생
라. 감염된 말의 체액 특히 혈액을 통해 질병이 전파됨
마. 흡혈곤충(말파리, 침파리 등) 및 외과적 기구, 수혈 등에 의해 기계적으로 질병이 전파되며,
수직 전파도 가능

2. 임상증상
가. 잠복기는 일반적으로 1~3주(최대 3개월)
나. 급성형의 경우 고열이외에 특별한 증상 없이 2~3 주내 급사
다. 대부분의 경우 만성형임
라. 만성형의 경우 간헐적 발열, 미세한 점막출혈, 침울, 체중감소, 다리 및 아래가슴에 수종,
빈혈의 증상을 보임
마. 불현성 감염의 경우 증상없이 보독마(carrier)가 됨
바. 감염 후 회복마는 평생 동안 감염 보독마(carrier)가 됨

3. 병리해부소견
- 체중감소, 허약, 빈혈, 다리 하부, 흉부 및 복부의 종창

말전염성빈혈에 감염되어 빈혈에 의한 하복부의 부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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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병리조직소견
가. 급성형의 경우 간, 비장, 신장, 장관 점막 등에 출혈, 수종, 황달 소견
나. 만성형의 경우 간, 비장, 림프절 종대 소견

5. 원인체분리검사
분리재료
1) 혈액

실험동물 및 세포주
1) horse leukocytes culture

바이러스 분리 방법
1) 혈액을 horse leukocytes 에 접종
2) CPE 가 관찰되지 않으므로, 2~3계대 blind passage 수행

동정 및 확인 방법
1) RT-PCR 을 이용하여 확인
※ 바이러스분리가 어려움

6. 유전자검사
6-1. 유전자 검사(RT-PCR)
개요
EIAV의 RT-PCR은 gag 유전자를 증폭하여 EIA의 존재 여부를 검사하는 방법이다.

검사시료
1) 검사용 시료의 준비
(1) 검사에 사용할 수 있는 시료는 말의 항응고제 처리된 혈액 또는 병변시료와
세포배양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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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라이머 염기서열(5ʹ-3ʹ)
GTAATTGGGCGCTAAGTCTAG
CCTCTAATAAATCTTGCTGTC
GGCTGGAAACAGAAACTTTA

gag

CCAGTGGAGCATTCGGTAA
TGGGTGAATACCATACAGACA
CCAGTGGAGCATTCGGTAA

증폭
산물

비고

610

Outer
primers

260

Inner
primers

211

Inner
primers

* nested PC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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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 min

1 cycle

Initial inactivation

94℃

15 min

1 cycle

Denaturation

94℃

60 sec

Annealing

56℃

30 sec

Extension

72℃

60 sec

Final Extension

72℃

10 min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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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T-PCR 결과 610bp 또는 nested PCR 결과 260bp 또는 211bp 사이즈의 유전자가 증폭되면
양성으로 판정

7. 항체검사
- 바이러스 항체검사를 위해 한천겔면역확산법(AGID)을 사용함
- 국제수역사무국(OIE) 공인진단방법
- EIA 바이러스 p26 항원에 반응하는 혈청내 항체 검출방법
- 검사기간 2일 소요되며 ELISA항체 양성 반응 확진용으로 사용됨

7-1. 효소면역측정법(ELISA)
개요
- 미국 VMRD사 EIAV antibody test kit, ELISA
- EIAV strain간 conserved 하면서도 감염축 검출능이 우수하다고 보고된 EIAV p26 항원에
반응하는 혈청 내 항체 검출 방법
- 검사시간 약 35분 소요되며 대량 혈청 스크린용으로 사용됨

키트에 포함되어 있는 시약
시약내용

용량

비고

Antigen-Coated Plates

5plate

Positive Control

4ml

Negative Control

4ml

100X Antigen-Peroxidase Conjugate

0.5ml

Conjugate Diluting Buffer

60ml

10X Wash Solution Concentrate

2X120ml

Substrate Solution

60ml

Stop Solution

60ml

사용 전에 꺼내 실내 온도와 비슷하게
유지시킨 후 사용

Stop Solution

30ml

냉장 보관시 용액에 결정이 발견되면
37℃에서 완전히 녹인 후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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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로 필요한 시약 및 기구
1) 마이크로 피펫 및 팁(tip)
2) 8 또는 12 채널 마이크로 피펫
3) 피펫 및 피펫 에이드
4) 증류수(시판 주사용 증류수 사용가능)
5) 항온기(37±1℃)
6) 판독기: ELISA reader(405nm)
7) ELISA plate용 자동 또는 반자동 세척기

검사 방법
1) EIA 바이러스 p26 항원이 이미 부착되어 있는 해당 플레이트에 혈청시료 및 음성/양성
대조혈청을 50ul씩 넣고 실온(실내온도 21-25℃)에서 10분간 반응시킨다.
2) 반응이 끝나면 세척액으로 한번 세척한다.
3) Antigen-peroxidase conjugate을 모든 플레이트 well에 첨가한 후 실온에서 10분간
반응시킨다.
4) 세척액으로 네번 세척한다.
5) 발색제로 15분간 실온에서 반응시킨 후 stop solution 50㎕를 분주하여 반응을 종료시킨
후에 450nm 파장에서 결과를 판독한다.

실험결과의 판독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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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결과 판정
(1) 가검시료의 Sample to Positive(S/P) ratio을 산출하여 판정한다.
(2) S/P값이 0.14이상이면 양성, 0.14미만인 경우 음성으로 판정한다.
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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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AGID(Agar gel immunodiffusion)
검사재료
- 혈청

AGID 시약 및 기구
1) agar gel
2) petri dish

AGID 검사방법
1) Agar gel 해당 well에 항원, 혈청시료 및 양성혈청 50ul씩 첨가한다.

반드시 옆의 순서에 따라서 넣어야 함
A : EIA 바이러스 p26 antigen
R : Reference positive control serum
S1, S2, S3 : 각 혈청시료

2) 실온(20~25도) humid chamber 내에서 24~48시간 반응한다.

AGID 판정기준
결과는 육안으로 antigen과 시료사이에 형성된 line을 관찰하여 아래와 같이 판정한다.
S1 : 항체 음성
S2 : 항체 양성 → 감염축
S3 : 항체 양성(약양성) → 감염축
- 재채혈 재검 결과 양성 판정
: 잠복기에서 증상기로 진행 의미
- 재채혈 재검 결과 약양성 판정
: 불현성 보독상태 의미

S1 : Very strong positive → 감염축
S2 : Positive(비특이 line도 관찰됨) → 감염축
※ 비특이 Line으로 인해 결과 판독이 어려울 경우 재채혈
후 재검
S3 : Negative

563

동물질병 표준진단요령

AGID 유의사항
∘ EIA 바이러스 감염 말의 경우에 평생 동안 EIA 바이러스 보독 말(혈중 바이러스 존재)로서
역할을 함으로 무임상증상이라고 할지라도 AGID 항체 양성축의 경우 감염 축으로 간주한다.
따라서 항체 양성축의 경우 격리 및 이동제한 방역조치하고 혈액을 채혈하여 농림축산
검역본부 해외전염병과로 냉장상태로 송부하여 EIA 바이러스 실험실 추가 정밀검사를
수행함.

8. 감별진단
가. 출혈성자반증
나. 바베시아감염증
다. 렙토스피라감염증
라. 기생충성질병(간흡충증감염증 등)
마. 페노싸이아진 중독
바. 자가면역성용혈성 빈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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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14 말바이러스동맥염(Equine Viral Arteritis)

역학조사

임상검사

병리해부검사

병리조직검사

항원검사
(RT-PCR)

항체검사
(VNT)

(+)

(-)

(+)

(-)

양성

음성

양성

음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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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역학상황
가. 원인 : Arteriviridae과 Arterivirus 속 equine arteritis virus(EAV)
나. 국내 비발생 질병
다. 생식기 감염에 의한 전파 : 정액 중에 배출되는 바이러스가 생식기 감염에 의해 번식암말로 전파
라. 호흡기 감염에 의한 전파: 공기전파 혹은 다량의 바이러스를 함유한 비즙 분비물 등을
접촉함으로써 발생하는 이러한 수평전파는 일반적 으로 감염개체가 급성형의 임상증상을 보임
마. 잠복기는 3일~14일

2. 임상증상
가. 성숙한 말에서는 대부분이 경증 혹은 불현성이며, 특징적인 임상증상으로는 발열, 식욕부진,
비즙, 결막염, 안검부종, 후지하각부의 종대
나. 수컷 말에서는 음낭 및 포피의 종대이며 임신 말에서의 유산 발생률은 40~59%로 높음
다. 어린 말에서의 사망 예를 제외하고는 대개 폐사율은 낮음

3. 병리해부소견
가. 호흡기, 소화관의 점상출혈

나. 부종, 비장의 출혈성 경색
실험실 감염을 통한 말바이러스동맥염의 임상 증상(결막염 및 안검부종, 담마진, 사지의 부종, 구강
점막의 점상출혈, D; 포피와 하지의 부종(자료: Bell et al,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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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병리조직소견
가. 전신에 분포하는 소동맥의 변성괴사

5. 원인체분리검사
분리재료:
1) 비강 또는 결막에서의 swabs, 항응고 처리된 혈액, 종마(보균마로 추정되는 경우)의 정액

실험동물 및 세포주
1) RK-13 cell

바이러스 분리 방법
1) 채취된 시료를 RK-13 cell에 접종
2) 2~6일 이후에 CPE 확인
3) CPE가 관찰되지 않으면, 재접종하여 4~7일간 CPE 관찰

동정 및 확인 방법
1) RT-PCR 등을 이용하여 확인

6. 유전자검사
6-1. 유전자 검사(RT-PCR)
개요
항원 진단법으로는 바이러스 분리와 유전자 검출법이 있다. 바이러스 분리를 위한 시료로는
비강 또는 결막에서의 swabs, 항응고 처리된 혈액, 종마(보균마로 추정되는 경우)에서의
정액이 요구되며, 배양 세포로는 RK-13 cell 둥이 필요하다. 유전자 진단법으로는 아래에서와
같은 프라이머를 사용하며, EAV Bucyrus & Kentucky주를 표준주로 사용한다.

검사시료
1) 검사용 시료의 준비
(1) 검사에 사용할 수 있는 시료는 말의 비강 또는 결막에서의 swabs, 종마(보균마로
추정되는 경우)의 정액 등과 세포배양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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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라이머 염기서열(5ʹ→3ʹ)

증폭산물

TGGTAGGTGCTTCATTGGCT
ORF 1b

GCGGCACAAGAACACTTCTG
CCTGAGACACTGAGTCGCGT
CCTGATGCCACATGGAATGA

437bp

*186bp

* nested PC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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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 min

1 cycle

Initial inactivation

94℃

15 min

1 cycle

Denaturation

94℃

45 sec

Annealing

55℃

45 sec

Extension

72℃

60 sec

Final Extension

72℃

10 min

35cyc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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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T-PCR 결과 437bp 또는 nested PCR 결과 186bp 사이즈의 유전자가 증폭되면 양성으로 판정

7. 항체검사
항체진단법으로는 바이러스중화시험법이 OIE에서 확진법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표준바이러스
로 Bucyrus(Waybridge)를 사용하여 RK-13 cell이 권장된다. 정제바이러스 및 재조합 단백질
등이 항원으로 사용된 다양한 종류의 ELISA법이 in-house용 스크린 검사법으로서 사용되고
있으며, EAV의 GL, M, or N 구조단백질에 대한 항체진단법이 주로 적용됨

가. 중화항체측정법(Virus Neutralisation test, VNT)
1) 혈청 비동화(56도, 30분)
2) 혈청 희석 및 분주
a. 혈청을 2배 및 4배(최종 4배 및 8배에 해당) 희석하여 해당 well 당 25ul 씩 분주 또는
2배(최종 4배)부터 2배수 계단희석하여 end-point 확인
b. 대조혈청
* 말 음성혈청 : 2배 및 4배(최종 4배 및 8배) 희석하여 해당 well 당 25ul 씩 분주
* 말 양성혈청 : NVSL 양성혈청 15배(최종 30배) 희석하여 해당 well 당 25ul 씩 분주

3) 바이러스 희석 및 분주
a. 10% 기니픽 보체가 들어간 DMEM 준비
b. a항에서 준비된 배지에 바이러스 희석하여 working virus 준비
c. Back titration을 위해 Working virus를 10배수 계단 희석(10-1~10-4)
* 1개 dilution 당 4개 이상 well 사용
d. Cell control well을 제외한 well에 25ul씩 분주

4) Plate tapping 후 37도 1시간 배양
5) 3~5일령 RK13 세포 준비 및 분주
6) 48~72시간 후 결과판독
7) Crystal violet 염색(필요시)
a. 배양 72시간째에 배양액을 완전히 제거 후
b. 1% crystal violet(in Formalin)을 100ul씩 모든 well 분주 후 실온에서 30분 반응
c. 염색약 제거 후 흐르는 물로 깨끗이 세척
d. Dry 후 실온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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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정기준
1) 유효성 평가
- 표준양성혈청의 역가 차이가 0.3Log10이하(기존역가 X ± 2배)일 경우 결과 유효
- Working virus titer가 30~300TCID50일 경우 결과 유효
- 혈청시료의 경우 cell control well에서 세포독성 또는 오염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

2) 결과 판정
a. well 내 CPE 결과 판정(CPE 발생을 %로 확인하는 것은 어려움)
* Virus back titration 중 가장 낮은 희석 배수의 바이러스 CPE well과 비교해서 75%이상
CPE 발생이 억제된 경우 양성 Well로 판정
* Virus back titration 중 가장 낮은 희석 배수의 바이러스 CPE well과 비교해서 75%이상
CPE가 발생한 경우 음성 well로 판정
b. 혈청 결과 판정
* 최종 혈청희석배수 4배에서 음성인 경우 음성
* 최종 혈청희석배수 4배 이상에서 양성인 경우 양성

유의사항
∘ 혈청 자체가 세포독성을 나타내는 경우
- RK13을 하루 전날 microplate에 monolayer를 형성한 후 여기에 혈청-바이러스 반응액을
접종해 볼 것
- Herpesvirus 백신을 접종한 개체에서 세포독성 현상이 나타날 수 있음

8. 감별진단
가. 경증인 경우, 게타바이러스 감염증과의 감별 필요
나. 중증인 경우, 아프리카마역, 말전염성빈혈, 파이로플라즈마병 등과 감별 필요
다. 유산의 경우, 말비강폐렴과 감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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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15 아프리카마역(African Horse Sickness)

역학조사

임상검사

병리해부검사

병리조직검사

항원검사
(RT-PCR)

항체검사
(ELISA)

(+)

(-)

(+)

(-)

양성

음성

양성

음성

571

동물질병 표준진단요령

1. 역학상황
가. 원인체 : Reoviridae, Orbivirus, African horse sickness virus
나. 말, 노새, 당나귀에서 발생하는 곤충매개성 질병으로 9개의 혈청형이 보고되었으며 잠복기는
7~14일
다. 등에모기가 주요 전파 매개체로 주요 활동시기인 여름, 가을에 발생하며 접촉에 의한 전파는
어려움
라. 국내 비발생 질병이며 사하라 사막 남쪽의 아프리카에서 주로 발생

2. 임상증상
가. 순화형(Subclinical form, Horse sickness fever)은 발열(40~40.5℃) 정도의 경미한 증상
나. 급성형(Subacute or cardiac form)은 발열(39~41℃), 두부 및 흉부 부종, 1주일 내에
폐사(폐사율 50%)
다. 심급성형(Acute pulmonary form)은 발열(40~40.5℃), 호흡계 증상(호흡곤란), 결막염,
1주일 내에 폐사(폐사율 95%)
라. 혼합형(cardia and pulmonary)은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유형으로 호흡계 증상, 두부 및
흉부 부종, 폐사(10~80% 이상)

① 안검상와 부위의 부종

③ 감염된 말의 비강에서 다량의 거품이 있는 분비물 배출
아프리카마역에 감염된 말의 임상증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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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병리해부소견
가. 머리, 목, 귀부위의 수종형성
나. 흉수로 인한 흉광 확대, 기관지내 거품 섞인 침전물
다. 심막수종

4. 병리조직소견
가. 심장 결합조직내 출혈, 심근조직 괴사
나. 폐내 울혈증상
다. 장기복막 점상출혈, 장간막 림프절 부종

5. 유전자검사
가. RT-PCR 유전자 진단법 (OIE 공인진단법)

분리재료: 혈액, 비장, 림프절 또는 폐조직
RNA 추출 : RNA 추출 키트를 이용함(Qiagen, Intron 등)
RT-PCR
∘ 진단 primer set
구분

염기서열 (5‘→3’)
GTT AAA ATT CGG TTA GGA TG
GTA AGT GTA TTC GGT ATT G

RT-PCR

증폭산물(bp)
1179

∘ RT-PCR 반응액 제조(Qiagen one-step RT-PCR kit, Germany)
시약명
5X buffer
dNTP mixture
Primer(F) 20pmole
Primer(R) 20pmole
Enzyme mixture
RNase Inhibitor (10U)
Template
RNase-free water
Final vol.

사용량
5㎕
1㎕
1㎕
1㎕
1㎕
0.5㎕
5㎕
10.5㎕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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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T-PCR 반응 조건
구 분
시간/온도
사

이

Pre-denature

Denature

PCR 증폭 조건
Annealing

94℃, 15min

94℃, 1min

55℃, 1.5min

클

1

Extension

Elongation

72℃, 2.5min

72℃, 10min

40

1

그림1. OIE 공인 RT-PCR 진단번에 의한 AHS 특이 유전자 증폭사진

5. 항체검사
가. ELISA 항체 진단법

스페인에서 상용화된 Blocking-ELISA가 있음
∘ 항원은 가장 항원성이 높고 9개의 혈청형에 대해서 가장 conserved한 VP7에 대한 재조합
단백질을 사용

∘ 상용화된 키트의 사용 설명서에 따라 실험을 실시

6. 감별진단
가. 탄저
나. 말전염성빈혈
다. 말바이러스성동맥염
라. 트리파노소마병
마. 파이로플라스마병
바. 헨드라바이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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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16

슈말렌베르크바이러스감염증
(Schmallenberg Virus Infection)

역학조사

임상검사

병리해부검사

병리조직검사

항원검사
(q-PCR)

항체검사
(ELISA)

(+)

(-)

(+)

(-)

양성

음성

양성

음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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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역학상황
가. 원인체 : Bunyavridae, Orthobunyavirus, Schmallenberg virus
나. 곤충매개성 질병으로 등에모기에서 바이러스가 확인되었으며 모기에 대해서는 추가 연구가
필요함
다. 동물간 전파의 가능성은 매우 낮으나 수직전파는 가능함
라. 정액에서 바이러스가 확인되었으나, 전파여부는 추가 연구가 필요함
마. 2011년 유럽에서 처음 확인된 신종질병이며 국내 비발생 질병임

2. 임상증상
가. 성우에서는 주로 불현성 감염이 나타나지만 매개체 활동시기에 일부 개체에서 발열(40℃
이상), 설사, 유량감소
나. 임신 소, 면양, 염소의 경우 유산, 기형태자 분만

3. 병리해부소견
가. 무뇌수두증
나. 중추신경계 형성부전

그림. Hypoplasia, hydranencephaly 증상은 나타내는 뇌조직(출처: Friedrich Loeffler Institute 연구소)

4. 병리조직소견
가. 뇌구멍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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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원인체분리검사
분리재료:
소, 양, 염소 등의 뇌조직, 혈액, 혈청

실험동물 및 세포주
KC cell, BHK-21 cell, Vero cell

바이러스 분리 방법
1) 채취 된 시료를 RK-13 cell에 접종
2) 2~6일 이후에 CPE 확인
3) CPE가 관찰되지 않으면, 재접종하여 4~7일간 CPE 관찰

동정 및 확인 방법
1) RT-PCR, realtime RT-PCR 등을 이용하여 확인

6. 유전자검사
가. 유전자 검사(real-time quantitative reverse transcritption PCR(RT-qPCR))

개요
슈말렌베르크 바이러스 (SBV)의 S gene 부위를 RT-qPCR은 통하여 SBV의 존재 여부를
검사하는 방법이다.

검사시료
가. 검사용 시료의 준비
(1) 검사에 사용할 수 있는 시료는 소, 양, 염소 등의 뇌조직, 혈액, 혈청 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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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를 RT-PCR 검사에 사용한다.

realtiem-PCR에 사용되는 프라이머 정보
목적 유전자

프라이머 염기서열(5ʹ-3ʹ)

비교

TCAGATTGTCATGCCCCTTGC
S gene

TTCGGCCCCAGGTGCAAATC

-

FAM-TTAAGGGATGCACCTGGGCCGATGGT-BHQ1
GACCACTACCAGCAGAACAC
EGFP

GAACTCCAGCAGGACCATG

internal control

HEX-AGCACCCAGTCCGCCCTGAGCA-BHQ1
CAGCACAATGAAGATCAAGATCATC
Beta-actin

CGGACTCATCGTACTCCTGCTT

internal control

HEX-TCGCTGTCCACCTTCCAGCAGATGT-BHQ1
(주) 프라이머 염기서열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실험시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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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me

Cycle

cDNA synthesis

45℃

10 min

1 cycle

Initial inactivation

95℃

10 min

1 cycle

Denaturation

95℃

15 sec

Annealing

55℃

20 sec

Extension

72℃

30 sec

42cyc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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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정액에서 바이러스 유전자의 추출
1) 소정액 250ul 와 Trizol 750ul 혼합, 상온 5분, chloroform 200ul 첨가 후 혼합x,
상온 5분
2) 20,000g에 10분간 원심분리 (냉장), aqueous layer 부분만 분리하여, Isopropanol
500ul 과 혼합, 상온 5분

그림 1. 분리층

3) 12,000g 에 10분간 원심분리 (냉장), 상층액 제거하고, pellet을 75% ethanol 1ml
로 세척
4) 7,500g 에 5분간 원심분리 (냉장), 상층액 제거하고, pellet을 75% ethanol 1ml 로
세척
5) 7,500g 에 5분간 원심분리 (냉장), pellet을 말린 후, 50ul RNesa free water 50ul

realtiem-PCR에 사용되는 프라이머 정보
목적 유전자

프라이머 염기서열(5ʹ-3ʹ)

비교

TCAGATTGTCATGCCCCTTGC
S gene

TTCGGCCCCAGGTGCAAATC

-

FAM-TTAAGGGATGCACCTGGGCCGATGGT-BHQ1
GACCACTACCAGCAGAACAC
EGFP

GAACTCCAGCAGGACCATG

internal control

HEX-AGCACCCAGTCCGCCCTGAGCA-BHQ1
CAGCACAATGAAGATCAAGATCATC
Beta-actin

CGGACTCATCGTACTCCTGCTT

internal control

HEX-TCGCTGTCCACCTTCCAGCAGATGT-BHQ1
(주) 프라이머 염기서열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실험시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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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방법
1) RT-qPCR Premix에 추출한 유전자 5㎕를 넣고, 아래의 조건으로 RT-qPCR을
실시한다.
<RT-PCR 반응 조건>
RT-PCR Cycle

Step

Temp.

Time

Cycle

cDNA synthesis

45℃

10 min

1 cycle

Initial inactivation

95℃

10 min

1 cycle

Denaturation

95℃

15 sec

Annealing

55℃

20 sec

Extension

72℃

30 sec

42cycles

라. 감별진단이 필요한 바이러스와 동시감별 진단용 (One-step multiplex reverse
- transcriptase quantitative PCR(one step mRT-qPCR))
개요
반추류에 감염시 유·사산 등 유사한 임상증상을 나타내는 슈말렌베르크 바이러스(SBV),
아까바네 바이러스 (AKAV), 아이노 바이러스 (AINV) 3종을 동시 감별진단시 이용

realtiem-PCR에 사용되는 프라이머와 프루브 정보
primer/probe

프라이머 염기서열(5ʹ-3ʹ)

mF

TGACTGCAGAAGARTGGATGA

mR

GAATCCAGATTTGGCCCA

Primer

Probe

SBV, AKAV,
AINV

SBV-FAM

FAM-ACAGAAATAAAAGCTGCT

AKAV-HEX

HEX-ATCTAAGTTGGACGCA

AKAV

AINV-Cy5

Cy5-ATGCTGTCCGTGCA

AINV

검사방법
45°, 10min -> 1 cycle
95°C, 10min -> 1 cyclea
95°C, 15s 52°C, 20s -> 1 cy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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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판정
Ct 값이 36이하 양성판정, 37-40 재검사 판정, 41이상 음성판정

7. 항체검사
제조합 Nucleoprotien을 대상으로 SBV 항체를 검출하는 indirect ELISA kit 이용

키트에 포함되어 있는 시약
시약내용

용량

비고

Microplate Coated with SBV recombinant
nucleoprotein (even-numbered wells)

10plate

Concentrated Conjugate (10X)

2X6ml

Positive Control

2X1ml

Negative Control

2X1ml

Dilution Buffer 11

2X60ml

Dilution Buffer 3

2X60ml

Wash Concentrate (20X)

2X60ml

Substrate Solution

2X60ml

사용 전에 꺼내 실내 온도와 비슷하게
유지시킨 후 사용

Stop Solution(H2SO4 0.5M)

2X60ml

냉장 보관시 용액에 결정이 발견되면
37℃에서 완전히 녹인 후 사용

추가로 필요한 시약 및 기구
1) 마이크로 피펫 및 팁(tip)
2) 8 또는 12 채널 마이크로 피펫
3) 피펫 및 피펫 에이드
4) 증류수(시판 주사용 증류수 사용가능)
5) 항온기(37±1℃)
6) 판독기: ELISA reader(405nm)
7) ELISA plate용 자동 또는 반자동 세척기

ELISA법
1) 대조혈청과 가검혈청을 1:10의 비율로 희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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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조합단백질이 코팅되어있는 ELISA 플레이트에 반응시킴
3) 실온에서 45분 정치한다.
4) PBST로 3회 세척한다.
5) Conjugate를 분주하고 30분 정치
6) PBST로 3회 세척한다.
7) Substrate를 분주하고 15분 암시야에서 정치
8) Stop solution 반응 후 450nm에서 판독

판정기준
1) 양성대조혈청의 OD값이 0.350이 넘어야 결과가 인정됨
2) ODpc/ODnc 값이 3을 넘어야 결과가 인정됨

8. 감별진단
가. 아까바네, 아이노 등 기타 Orthobunyavirus 원인체 질병
나. 블루텅
다. Pestivirus 질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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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17 우폐역(Contagious Bovine Pleuropneumonia)

역학조사

임상검사

병리해부검사

병리조직검사

항원검사
PCR, 균분리

항체검사
ELISA

(+)

(-)

(+)

(-)

양성

음성

양성

음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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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역학상황
가. 병원체 : Mycoplasma mycoides subsp. mycoides small colonies(MmmSC)
나. 국내 비발생이며, 주로 사하라이남 아프리카국가에서 광범위하게 발생
다. 반추류에 감염되며, 감염개체의 기침에 따른 비말 및 침, 오줌 등에 접촉하여 전파
라. 증상을 나타내지 않는 만성감염개체는 보균자가 되어 새로운 발생을 일으키는 주원인으로
역할하며, 감염개체의 이동이 전파확산의 주요인

2. 임상증상
가. 잠복기는 일반적으로 1~4개월이나 더 길어질 수 있음
나. 임상증상은 심급성형부터 만성형까지 다양하며, 33%가 심급성형 또는 급성형으로
진행되고, 46%는 감염상태이지만 특별한 병변이 없고, 21%는 이 질병에 저항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됨
다. (심급성형) 감염동물의 10% 정도에서 원기소실, 식욕부진 등이 진행되다가 5일내에 급사함
라. (급성형) 감염동물의 23% 정도는 41.5℃까지 이르는 고열, 유량감소, 침울, 식욕저하, 폐렴,
호흡곤란, 호흡수 증가 등의 증상을 보이며, 1~3주 사이에 폐사할 수 있음
마. (아급성형) 급성형과 비슷하나 강도가 낮으며 기침, 미열 등이 나타나면서 만성형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음
바. (만성형) 급성형이나 아급성형은 3~4주 후에 부분적으로 회복되면 만성형으로 진행되며,
감염개체는 병원체를 전파시키는 무증상 보균동물이 된다.

3. 병리해부검사
가. 흉강 안에 맑은 노란색 또는 섬유소 조각이 섞인 혼탁한 액이 10L까지 차있음
나. 대부분의 경우(80~90%) 한쪽 폐에서만 병변이 나타나는데, 폐엽, 흉늑막, 심외막에 섬유소성
유착이 일어나며, 폐 조직은 소엽간 중격의 부종으로 대리석 모양의 마블링 형태를 보임
다. 만성형에서는 두꺼운 섬유소성 캡슐 안에 부골화된 괴사 조직, 섬유소성 흉막유착 등이
관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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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항원 검사
검사방법
가. PCR 검사법
1) Primer set
(1) MmmSC specific primer set (product size: 296bp)
- MS C1 5' ATACTTCTGTTCTAGTAATATG 3'
- MS C2 5' CTGATTATGATGACAGTGGTCA 3'
(2) Mycoplasma mycoides primer set (product size : 574bp)
- M 451 5' AAATCAAATTAATAAGTTTG 3'
- M 450 5' GTATTTTCCTTTCTAATTTG 3'
2) 반응조건
94°C 2min (1 cycle) → 30 cycles [ 94°C 30s, 50°C 30s, 72°C 30s]→ 72°C 5 min
(1 cycle)

M 1 2 3 4

5 6

7 8

M. 100bp DNA size marker
<Primer : M 450/451>
1. MmmSC Gemu -Goffa
2. MmmSC PO
3. Mmm capri
4. water
<primer : MS C1/C2>
6. MmmSC Gemu -Goffa
7. MmmSC PO
8. Mmm capri
9. water

그림1. PCR 결과 사진

3) Restriction Enzymes
- Dpn II : MS C1/C2 275bp → 2 fragments (186 + 89bp)
- Dra I : MS C1/C2 275bp → 2 fragments (159 + 116bp)
- Asn I : M 450/451 574bp → MmmSC의 경우 2 fragments (379 + 178bp )
→ MmmLC의 경우 3 fragments
(230 + 178 + 153b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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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그림2. 제한효소 처리후 결과 사진

나. Nested PCR 법
1) 진단 primer 염기서열
[표 2. 진단 Primer set]
Primer

location

product size

Frist
PCR

SC3NEST1-L: ACAAAAAGAAGATATGGTGTTGG
SC3NEST1-R: ATCAGGTTTATCCATTGGTTGG

848-868
1562-1541

717

Secon
d PCR

SC3VII: ATTAGGATTAGCTGGTGGAGGAAC
SC3IV-S:TCTGGGTTATTCGAACCATTAT

1002-1025
1504-1483

503

2) 반응조건
- First PCR
94℃, 10min->1 cycle
94℃, 1min, 45℃, 30sec, 72℃ 1min -> 40cycle
72℃ 1min ->1 cycle
- Second PCR
94℃, 10min->1 cycle
94℃, 1min, 45℃, 30sec, 72℃ 1min -> 25 cycle
72℃ 1min ->1 cy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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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3. Nested PCR 결과 사진

5. 항체 검사
진단법 개요
가. 프랑스농업연구개발청(CIRAD)에서 MmmSC에 대한 단클론항체(117/5)을 이용하여 경쟁적
효소면역법(C-ELISA) 개발
나. 이를 상용화하여 polystyrene microplate에 MmmSC lysate가 미리 흡착되어 있는 키트
형태로 공급됨

검사재료
가. 검사시료: 소 혈청
나. Mono well coated microplates, wash concentrate(20x), dilution buffer(N.24)
다. Strong and weak positive, negative control, Mab(anti-MmmSC)
라. Monoclonal anti-mouse IgG peroxidase conjugate
마. Revelation solution(TMB), stop solution(H2SO4)

검사방법
* Plate layout

A

1

2

3

4

5

6

7

8

9

10

11

12

Cc

Cc

1

2

3

4

5

6

7

8

9

10

B

CP++ CP++

11

C

CP++ CP++

21

D

CP+

CP+

31

E

CP+

CP+

41

F

Cm

Cm

51

G

Cm

Cm

61

H

CN

CN

71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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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conjugate control(without serum, without Mab=100% inhibition)
Cm: Monoclonal control(without serum=0% inhibition)
CP++: Strong positive serum, CP+: Weak positive serum
CN: Negative serum

1) 혈청, 단크론항체 희석
① 혈청희석
- 혈청희석용 plate의 각 well에 dilution buffer를 100㎕씩 분주한다.
- CP++, CP+, CN을 해당 well에 11㎕씩 분주한다.
- 샘플혈청을 해당well에 11㎕씩 분주한다.
② Mab
- Mab를 dilution buffer로 1/120배 희석한다.
- A1, A2 well에 dilution buffer를 110㎕씩 분주한다.
- A1, A2를 제외한 모든 well에 희석된 Mab를 110㎕씩 분주한다.
- 혈청희석액과 Mab 희석액이 잘 섞이도록 한다.
③ 혈청/단클론항체 반응
- 항원이 흡착되어있는 plate의 각 well에 혈청/단클론항체 반응액 100㎕를 분주한 다음
37℃에서 1시간 반응시킨다.

2) 세척액을 이용해 2회 세척한다.
3) conjugate를 희석하고 반응시킨다.
① conjugate를 dilution buffer로 1/100배 희석한다.
② 모든 well에 100㎕씩 분주한다.
③ 37℃에서 30분간 반응시킨다.

4) 세척액을 이용해 3회 세척한다.
5) 발색 및 정지시약을 분주한다.
① 발색시약(revelation solution)을 100㎕씩 분주한다.
② 37℃에서 30분간 반응시킨다.
③ 반응정지액(stop solution)을 100㎕씩 분주한다.

6) 450nm에서 결과를 읽는다.

판정기준
1) Inhibition (%) = 100x[(OD Cm-OD Test)/(OD Cm-OD Cc)]
2) Valid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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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D Cc는 0.3이하여야 한다.
- CN의 inhibition%는 35% 이하, CP++는 50～80% 사이, CP+는 60～90% 이어야
한다.
3) Interpretation
- 검사 혈청의 inhibition %가 40% 이하일 때는 음성, 40～50% 사이일 때는 의양성,
50% 이상일 때는 양성으로 각각 판정한다.

6. 감별진단
소 파스튜렐라, 출혈성패혈증, 소유행열, 포낭충증, 결핵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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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18

사슴만성소모성질병(Chronic Wasting Disease)

사체검사
(뇌조직, 인두후림프절)

역학조사

신속검사
(항원 ELISA)

(-)

(+) or (+/-)

확정검사
(IHC, W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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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성

음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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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역학상황
가. 원인 : 정확한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으나 변형프리온으로 사슴간의 접촉감염이나 감염된
사슴의 분비물에 오염된 환경에서 전파 가능
나. 대상: 수평전파가 가능하므로 양성축에 노출되었을 우려가 있는 사슴
다. 양성축 도입일로부터 발생농장으로부터 36개월 이내(필요시, 60개월로 연장가능) 분양
또는 출하된 사슴
라. 양성축 도입일로부터 36개월 이전에 발생농장내로 입식된 사슴

2. 임상증상
가. 몸의 균형을 유지하는 조정능력을 상실하고, 축군 내에서는 다른 동물들과 떨어져 있으며,
돌발적인 움직임 등 비정상적인 행동을 보임
나. 침을 많이 흘리고, 침울해지며 체중감소와 연하곤란 등 마비증세를 나타냄
다. 갈증 및 소변 증가가 나타남
라. 임상증상은 동물이 폐사하기까지 수주에서 수개월간 지속되나 어떤 개체에서는 폐사될
때까지 급성폐렴 외에 아무런 증상을 보이지 않을 수 있음
마. 경정맥이 심하게 부풀어 오름

CWD 감염 사슴으로 머리를 수그리고 쇠약함

CWD 감염 사슴으로 유연증(salivation)을 나타냄

3. 병리해부검사
가. 특이 부검소견 없음

4. 병리조직소견
가. 신경세포(neuron) 및 신경망(neuropil)의 공포변성(공포화)
나. 별아교세포증(astrocyto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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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항원 ELISA
5-1. TeSeE SAP Combi (Bio-rad)키트
개요
1) 의심 시료 내 변형 프리온을 검출하는 방법으로 냉동(냉장)조직시료로부터 proteinase를
처리하여 정상 프리온을 제거한 후 sandwich ELISA방법으로 검출하는 방법
- TSE 진단키트(TeSeE, Bio-rad)는 TeSeE 키트, 샘플채취 주사기, 정량주사기, 시료채취용
숟가락 및 채취통으로 구성되어 있음

시약 및 기구
1) PrP 정제(TeSeE SAP combi kit ; 2～8℃에서 보관 시 유효기간까지 보존가능)
① proteinase K 용액 제조
처리검체 수에 따라(아래표 참조) TeSeE 키트의 용해액(Reagent A)으로 proteinase
K를 250배로 희석한다.
- 희석한 proteinase K용액은 실온(18～30℃)에서 6시간 보존가능하다.
검체수

Reagent A
용량

proteinase K
용량

검체수

Reagent A
용량

proteinase K
용량

2

1 ㎖

4 ㎕

50

13 ㎖

52 ㎕

10

3 ㎖

12 ㎕

58

15 ㎖

60 ㎕

18

5 ㎖

20 ㎕

66

17 ㎖

68 ㎕

26

7 ㎖

28 ㎕

74

19 ㎖

76 ㎕

34

9 ㎖

36 ㎕

82

21 ㎖

84 ㎕

42

11 ㎖

44 ㎕

90

23 ㎖

92 ㎕

2) PrP 검출(TeSeE SAP combi kit ; 2～8℃에서 보관 시 유효기간까지 보존가능)
① 사용하는 시약, 상품화된 마이크로플레이트는 사용하기 약 30분전에 냉장고에서 꺼내어
실온에 방치해 둔다.
② 세척원액(R2)을 삼차증류수에서 10배 희석, 혼합하여 희석세척액(R2')으로 한다.
- R2'(1000㎖)= R2(100㎖)+ 삼차증류수(900㎖)
- 2～8℃에서 2주간 보존 가능
③ 양성 컨트롤(R4)의 병을 가볍게 더빙한 후 개봉하고, R6를 4㎖ 첨가한다. 1분간 방치한
후, 부드럽게 혼합하여 용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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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온에서 2시간, 2～8℃에서 4시간, -20℃에서 6개월간 보존가능하다. 500㎕씩
분주하여 -20℃에 보관하는 것이 좋으며 3회 이상 해동을 반복하지 않는다.
④ 효소표지항체원액(conjugate, R7)을 희석세척액(R2')으로 10배 희석하고 부드럽게
혼화하여 효소표지항체희석액(R7')로 한다.
- R7'(1㎖)= R7(0.1㎖)+ R2'(0.9㎖)
- 1줄의 스트립(8well)에 대하여 1㎖의 효소표지항체희석액(R7')이 필요하다.
- 실온에서 8시간 보존가능하다.
⑤ 호일 등으로 차광한 용기에 기질완충액(R8)과 발색액(R9)을 10:1의 비율로 혼합하여
희석기질발색액(R8+R9)로 한다.
- R8+R9(1.1㎖) = R9(0.1㎖) + R8(1㎖)
- 1줄의 스트립에 대하여 1㎖의 희석기질발색액(R8+R9)이 필요하게 된다.
- 실온에서 6시간 보존가능하다. 단, 사용시에 푸르게 발색되어 있는 경우는 사용할 수
없으므로 새로 만든다.

시험방법
* 아래의 검사방법은 제조회사 권장방법(manual)에 따른 검사방법임

1) PrP정제
① 사슴 뇌간(brainstem)의 Obex부위를 350±40㎎, 인두후림프절의 피질 부분을 200±20
㎎을 계량하여 취한다.
② 계량하여 취한 검체를 kit내 샘플튜브에 넣는다.
③ 샘플튜브를 ribolyser 또는 TeSeE precess 24 또는 48에 장착하여 천천히 균질화
(homogenize)한다. 균질화가 불충분할 때 1 또는 2회 더하며 각 회수 사이에 시료 tube를
실온에 두었다가 실행, 림프절의 경우 큰 beads를 넣고 2회 균질화한다.
Ribolyser

TeSeE Precess 24 또는 48

Time(sec)

45

-

Speed

6.5

-

Program

-

Program 1

④ 균질화된 샘플에서 고형물을 함유하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250㎕를 취해, 2㎖ 또는 1.5㎖
에펜도르프튜브 등에 옮긴다.
- 이 시점에 샘플은 실온에서 8시간, 2～8℃에서 15시간, -20℃에서 1년 보존가능하다.
- 20℃에 보관되었던 시료는 반드시 실온에서 해동하며, 냉동/해동 횟수를 3회 이상 하지
말아야한다. 옮기기 전에 시료는 항상 위아래로 천천히 흔들어 균질화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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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샘플수에 따라 제조한 proteinase K 용액을 250㎕ 첨가하여 잘 혼합한다(튜브 뚜껑을
닫고 위아래로 흔들어 10회 정도 섞음).
효소활성을 균일하게 하기 위해, proteinase K 용액을 첨가는 첫째에서 마지막 튜브까지
5분 이내에 빨리 실시한다.
⑥ 잘 혼합 후, 재빨리 항온수조 또는 Heat Block 등에 두고 37±2℃, 10±1분간 반응을
실시한다. ⑤와 ⑥의 조작 사이의 시간은 2분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
⑦ 반응종료 후 2분 이내에 Reagent B를 250㎕ 첨가하여 용액전체가 푸르게 될 때까지
잘 혼합한다
- Reagent B를 첨가하는 작업은 5분 이내 재빨리 실시한다.
⑧ Reagent B를 넣은 후 30분 이내에 20℃ 20,000×g에서 5분간 또는 15,000×g에서 7분간
원심한다.
⑨ 원심종료 후, 상층액을 버린다. 상층액을 가능한 한 제거하기 위해, 튜브를 상하 역으로
하여 페이퍼 위에 5분간 놓아두어 건조시킨다.
⑩ 건조시킨 후, 10분 이내에 마이크로튜브에 Reagent C을 25㎕ 첨가한다. 볼텍스(vortex)로
혼합해서는 안 된다.
⑪ 빨리 항온수조 또는 Heat Block 등에 두고 100±5℃, 5±1분간 반응을 실시한다. ⑩과
⑪의 조작 사이의 시간은 2분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
⑫ 항온수조 또는 Heat Block 등에서 마이크로튜브를 꺼내어, 볼텍스로 잘 혼합한다(5±2초).
- 이 시점에서 샘플은 2~8℃에서 5시간, -20℃에서 72시간 보존가능 하다. 보존한
경우는 실온에서 녹여서 볼텍스로 잘 혼합한다(5±2초).
⑬ TeSeE키트내 희석액(R6)를 125㎕ 첨가하여 혼합한다. 희석샘플은 볼텍스로 5±2초간
잘 혼합하여 PrP 검출 방법에 따라 마이크로플레이트의 웰에 샘플을 분주한다.

2) PrP 검출
① 마이크로플레이트에서 필요한 수만큼 스트립으로 꺼낸다.
- 사용하지 않는 스트립은 통에 되돌리고 건조제를 넣은 후 밀폐한다. 2～8℃에서 1개월간
보존가능하다.
② 아래와 같이 음성컨트롤(R3), 양성컨트롤(R4) 및 TeSeE 추출키트로 추출한 샘플을
마이크로플레이트의 웰에 분주한다.
- A1,B1,C1,D1 : 음성컨트롤(R3)

100㎕

- E1,F1 : 양성컨트롤(R4)

100㎕

- G1,H1 : 샘플

100㎕

③ 필름으로 피복하여 37±2℃에서 30±2분 반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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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필름을 벗기고 플레이트를 세척한다. 자동 마이크로플레이트 워셔기로 세정하는 경우는
오버플로 설정하여 3회 세척한다. 세척종료 후 세척액을 웰에서 완전히 제거하기 위해
페이퍼위에서 액을 털어낸다. 하지만, 5분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
⑤ 효소표지항체희석액(R7')을 100㎕씩 각 웰에 분주한다.
⑥ 필름으로 피복하여 2~8℃에서 30±2분 반응한다.
⑦ 필름을 벗기고 플레이트를 세척한다. 자동 마이크로플레이트 워셔기로 세척하는 경우는
오버플로 5회 세척 한다. 세척종료 후 세척액을 웰에서 완전히 제거하기 위해
페이퍼위에서 액을 털어낸다. 이 상태로 5분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되며 다음 작업을 하기
전에 페이퍼위에 뒤집어 둔다.
⑧ 기질발색액(R8+R9) 100㎕를 웰에 분주하고 알루미늄종이로 플레이트를 피복하고, 암시야,
실온에서 30±5분 반응한다. 반응 시 필름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⑨ 반응정지액(R10) 100㎕를 웰에 분주한다.
⑩ 반응정지액 첨가 후 실온에서 30분 이내에 마이크로플레이트 리더기로 주파장 450nm, 부파장
620nm로 흡광도를 측정한다(bichromatism mode: 450nm OD-620nm OD). 측정하기 전
에 플레이트바닥을 깨끗이 닦고, 측정 할 때까지는 항상 빛을 피하도록 한다.

결과판정
1) 컷오프치(cut-off value)
판정은 다음과 같이 컷오프치를 계산하여 그것을 이용한다.
컷오프치 = (4개의 음성컨트롤의 평균OD치+정수)
정수는 정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키트의 설명서에 기재되어 있는 수치를 적용할 것

2) 판정
샘플의 OD치< {컷오프치 - 컷오프치의 10%} : 음성
샘플의 OD치≥ {컷오프치 - 컷오프치의 10%} : 재검사

3) 재검사
① 상기에 의해 재검사로 된 경우는 마이크로플레이트의 2well에, 균질화된 보존샘플을
이용한다.
② 2well 중 어느 한편의 OD치가 컷오프치 이상 또는{컷오프치- 컷오프치의 10%} 이내의
OD치를 얻은 경우는 양성으로 판정한다.
③ 2well 모두{컷오프치- 컷오프치의 10%} 미만이 경우는 음성으로 판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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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양성(False positive)이 검출되는 경우

샘플이 불충분하게 균질화된 경우, 샘플이 잘못 보존되었거나 탈수된 경우(PrP 추출과정
중에 완전히 균질화되도록 균질화 과정을 수회 반복한다)

ELISA검사자체의 유효성 평가
1) 음성 대조군(R3) :
① 4개의 개별값이 0.150미만이어야 하나, 이 중 한개의 값만이 0.150과 같거나 높으면
제외할 수 있다. 그러나 그러한 값이 두개이상 되면 반복실험을 하여야 한다.
② 음성대조군의 평균값+(평균값×40%)보다 높은 값은 제외시켜야 한다.
※ 만약 ①에서 한 개의 값이 제외되었다면, ②에서 한 개의 값을 추가로 제외시킬 수 있다. 만약
①에서 한 개의 값도 제외되지 않았다면, ②에서 두개의 값을 제외시킬 수 있다. 만약 음성대조군
의 값 중 ①와 ②에 해당되는 경우가 3개 이상 되면 반복실험을 하여야 한다.

2) 양성 대조군(R4)
평균값이 1.000과 같거나 높아야 하며 이 값을 벗어나면 반복실험을 하여야 한다.
※ ELISA양성에 대한 재검사는 1회로 제한하며, 이와 같은 총2회 검사 시에도 양성으로 판정 시
송부(1회 이상 재검사시 확인검사가 불가능함)

결과의 보관
마이크로플레이트 리더로 판독한 결과는 전자자료로 보관한다.

6. 확정검사(면역조직화학염색, IHC)
TSE 진단을 위한 가축에서 조직처리방법
1) 24시간 이상 buffered formalin으로 고정한다.
2) 검사부위(obex, 빗장)가 포함되도록 세절한다.
3) Buffered formalin으로 후고정한다(약 3~5시간).
4) 88% Formic acid로 1시간 처리(변형프리온 불활화 과정)한다.
5) 흐르는 물에 1시간 세척한다.
6) 조직 처리기에서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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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el No. : Shandon pathcentre 1-Day Protocol(19:59)
Reagent

Station

Time(Hr:Min) Temp.(C)

Pressure/vaccum

Drain(sec)

Stir

Ethanol 70%

1

1:30

Amb

N

30

ON

Ethanol 70%

2

1:45

Amb

N

30

ON

Ethanol 90%

3

1:00

Amb

V

30

ON

Ethanol 90%

4

1:00

Amb

V

30

ON

Abs Ethanol

5

1:30

Amb

V

30

ON

Abs Ethanol

6

1:00

Amb

V

30

ON

Abs Ethanol

7

1:00

Amb

V

30

ON

Xylene

8

1:30

Amb

V

30

ON

Xylene

9

1:30

Amb

V

60

ON

Paraplast

11

2:00

62

V

120

ON

Paraplast

12

1:00

60

V

120

ON

∘ 10% Buffered neutral formalin 제조법: 37~40% formalin 100㎖, D.W. 900㎖, Sodium phosphate
monobasic 4g, Sodium phosphate dibasic (anhydrous) 6.5g

Benchmark를 이용한 면역조직화학염색법(Immunohistochemistry, IHC)
가. 슬라이드와 시약 준비
포르말린 고정 파라핀 포매 조직을 2.0µm를 잘라서 VWR micro slide(superfrost plus VWR
Cat No. 48311-703)에 부착한다. 슬라이드 건조기 38℃에서 하룻밤 건조시킨다. 슬라이드
부착율을 높이기 위해 60℃에서 5분간 더 반응한다. 면역조직화학염색을 위해 새로 박절된 조직
을 이용하는 것이 좋으나 양성 및 음성 대조군은 실온에서 4주간 보관할 수 있다. 좀 더 장기간
보관은 권장하지 않는다. 모든 시약은 Milipore 증류수(pH6.34)로 만들어져야 한다.
F99는 VMRD에서 생산된 단클론항체로서 냉동상태로 1.0㎎/㎖(PBS+ 4㎎/㎖ BSA+0.09%
sodium azide)의 농도로 공급된다. BL391, 8E74는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생산된 항체로 냉동
보관하며 이들 항체의 보관은 -80℃에 최소 50㎕씩 분주하여 보관한다. 전염성해면상뇌증 진단
을 위해 농림축산검역본부는 F99 1/200, BL391 1/500, 8E74 1/300농도로 희석하여 사용한다.
처음 녹인 이후에 남은 용액은 10㎕씩 분주하여 -20℃에 보관한다.
597

동물질병 표준진단요령
∘ 시약 및 시약제조 방법
시

약

Formic Acid 98%
(JUNSEI Co.)

제 조 방 법

희석하지 않은 농축된 시판시약

Epitope Demasking
DAKO ChemMate Target Retrieval solution buffer
solution (ChemMate
제조사의 유효기간까지 4℃에서 보관
Target Retrieval solution :0.01mol/L
사용 전에 증류수로 1:10으로 희석하여 사용함
Citrate buffer pH6)

Endogenous Peroxidase Block

Fresh 3% Hydrogen Peroxide in Methanol(30% Hydrogen
Peroxide을 1:10으로 희석하여 사용 Cat No. Applicam
A1134.0500, 4℃ 보관)

Tris Buffered Saline- Triton-X-100
(TTB)

Trizma HCl(29.8g) + 증류 (2L) + Triton X-100(10㎖) 4℃에서
6개월간 보관가능

일차항체 희석액

3% Normal Horse Serum(Gibco 16050-122, Aliquoted 50㎖
at -20℃)을 TTB로 희석한 용액, 만들어진 시약은 4℃에서
2개월간 사용가능

검출시약

Ventana ultraview Red kit(250 heads/kit)
25㎖ AP Red Enhancer, 25㎖ AP Red Multimer, 25㎖ AP
Red Naphthol, 25㎖ AP Red Fast Red A, 25㎖ AP Fast Red
B. 제조사의 유효기간까지 4℃에서 보관

시약 용량 (1방울)

유리슬라이드 당 100㎕ 소요

Tris Buffer solution(TB)

Trizma HCl(29.8g)+D.W.(2L), 실온에서 6개월간 보관가능

Reaction buffern(×10)

Ventana, 제조사의 유효기간까지 실온에서 보관

Liquid Cover slip(LCS)

Ventana, 제조사의 유효기간까지 실온에서 보관

대조염색

Ventana Hematoxylin 25㎖, Bluing reagent 25㎖
Ventana, 제조사의 유효기간까지 4℃에서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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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PrP 면역염색 절차(가축)
단계

염색 방법

1

Xylene으로 탈파라핀 작업을 3회 실시한다(각 5분).
absolute alcohol(100%)로 함수 2회 실시한다(각 5분).

2

3% Hydrogen Peroxide 10분간 침지한다.

3

증류수로 5분 세척한다.

4

88% Formic acid(98% formic acid를 1:10으로 희석) 5분 반응한다.
5분 이상 처리하면, 유리슬라이드에서 조직이 떨어지므로 주의한다.

5

흐르는 물에 10분간 세척한다.

6

Demasking solution(10× ChemMate buffer)을 슬라이드가 잠길 정도로 유리 비이커에
채운다(10장당 400㎖ 정도). 121℃ 30분간 autoclave를 실시한다.

7

비이커가 들어갈 정도의 사각형 용기에 autoclave가 끝난 비이커를 넣고 10분간 흐르는 물로 열을
식힌다.

8

증류수에 10회 정도 Dipping한다.

9

자동면역염색기에서 실시(10～23단계)한다.

10

Reaction buffer로 슬라이드를 세척, 슬라이드에 시약에 대한 용량을 확인하고, 커버슬립을 덮는다.

11

IHC가 시작되고 Slide Chamber를 37.0℃로 따뜻하게 한다. 4분간 반응한다 .

12

슬라이드 세척한다. 커버슬립 시약을 덮는다.

13

커버슬립 시약을 덮고 Fresh first antibody시약을 100㎕ 넣고 32분간 반응한다.

14

Slide Chamber를 37.0℃로 따뜻하게 한다. 슬라이드 세척한다.

15

UltraVeiw Red Multimer 한방울을 넣고 커버슬립 시약을 덮고 12분간 반응한다.

16

슬라이드 세척한다. 커버슬립 시약을 덮는다.

17

UltraVeiw Red Enhancer 한방울을 넣고 커버슬립 시약을 덮고 4분간 반응한다. UltraVeiw Fast
Red A 한방울과 UltraVeiw Red Naphthol 한방을 넣고 8분간 반응한다. UltraVeiw Fast Red
B를 한방울 넣고 8분간 반응한다.

18

슬라이드 세척한다.

19

Hematoxylin 1방울을 넣고 커버슬립시약을 넣고 4분간 반응한다.

20

슬라이드 세척한다.

21

Bluing reagent 1방울을 넣고 커버슬립 시약을 덮고 4분간 반응한다.

22

슬라이드 세척한다. 시약을 확인하고 커버슬립시약을 덮는다.

23

슬라이드 세척한다.

24

0.01% tween 20용액으로 슬라이드를 세척한다.

25

증류수로 세척한다. 흐르는 물로 5분간 세척한다. 증류수에 10-20회 Dipping한다.

26

100% EtOH 3분, 95% EtOH 3분간 반응

27

Neoclear(Xylene 대체용액)로 3분씩 3회 청정화한다.

28

영구 mounting medium(Neomount : Merck 1.09016.0500)으로 봉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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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andon Sequenza를 이용한 사슴만성소모성질병 면역조직화학염색법
1) 슬라이드와 시약 준비
포르말린 고정 파라핀 포매 조직을 2.0um를 잘라서 Superfrost PLUS micro slide (VWR
48311-7031)에 부착한다. 슬라이드 건조기에서 38℃ 하룻밤 건조시킨다. 슬라이드 부착율을
높이기 위해 65℃에서 5분간 더 반응한다. 면역조직화학염색을 위해 새로 박절 된 조직을
이용하는 것이 좋으나 양성 및 음성 대조군은 100개들이 슬라이드박스에 실온에서 4주간
보관할 수 있다. 좀더 장기간 보관은 권장하지 않는다. 모든 시약은 Milipore 증류수(pH
6.34)로 만들어져야 한다.
BL391은 본부 자체 생산 단클론항체로서 냉동상태로 1mg/ml (PBS+4mg/ml BSA+ 0.09%
sodium azide)의 농도로 보관되어 있다. 보관은 -80℃에 최소 50ul씩 분주하여 보관한다.
사슴만성소모성질병 진단을 위해 BL391은 1/1,000으로 희석하여 사용한다. 처음 녹인
이후에 남은 용액은 50ul씩 분주하여 -20℃에 보관한다. F99의 경우 1:250으로 희석하여
사용한다.
∘시약 및 시약제조 방법
시약

제조방법

Formic Acid 98%(JUNSEI Co.) 희석하지 않은 농축된 시판시약
Sodium Citrate Dihydrate(Sodium Citrate Tribasic Dehydrate
또는 Citric Acid Trisodium Salt, C6H5O7Na32H2O, M.W 294.1)
Epitope Demasking solution 25.5g
Citric Acid 2.554g7
(Citrate Buffer pH6.1)
※ 4℃에서 최대 1개월간 보관 DW 1L
가능
※pH를 10mM citric acid solution이나 10mM NaOH solution을
이용하여 6.1로 조정
※사용시 DW로 1:10으로 희석하여 사용
Fresh 3% Hydrogen Peroxide in Methanol
(30% Hydrogen Peroxide을 1:10으로 희석하여 사용 Cat No.
Endogenous Peroxidase Block
Applicam A1134.0500, 4℃ 보관)
※반드시 1회만 사용
Trizma Base 0.605g
NaCl
8.5g
Tris Buffered Saline- Tween
Tween 20
500㎕
20(TBST pH7.6)
DW
1L까지 채움
※pH를 0.1M HCl로 7.6으로 조정
Normal Serum Blo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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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Normal Horse Serum(VECTASTAIN Elite ABC system,
Vector labs, PK6102)을 TBST로 희석한 용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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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약

제조방법

일차항체 희석액(1% BSA)

Bovine Serum Albumin 0.1g
TBST
10㎖
※최소 10㎖ 이상 제조

이차항체 희석액

VECTASTAIN Elite ABC system안의 Biotinylated horse
anti-mouse IgG secondary antibody를 Normal Serum Block에
1:200으로 희석

Conjugate

VECTASTAIN Elite ABC system안의 A시약(116㎕) + B시약(116㎕)
+TBST 5568㎕
VECTASTAIN Elite ABC system, Vector labs, PK6102
3㎖ Normal Horse Serum
1㎖ Biotinylated horse anti-mouse IgG secondary antibody
2㎖ concentrated A, B 시약
DAB(Sigma D5905-100TAB, 100 Tablets)
Mcllvanes Citrate Buffer+0.05% Tween 20(실온에서 최대 1개월
보관 가능)
1) A용액(0.2M Disodium Hydrogen Orthophosphate)
Disodium Hydrogen Orthophospate

검출시약

(Sodium phosphate dibasic, Na2HPO4)
DW
Tween 20

28.3g
1L
500㎕

2) B용액(0.1M Citric Acid)
Citric Acid
DW
Tween 20

21.0g
1L
500㎕

※ A용액 35㎖ + B용액 15㎖ 혼합후 A용액이나 B용액으로 pH를 6.4로
조정
※ Chromogen : DAB 1 Tablet을 Mcllvanes Citrate Buffer+0.05%
Tween 20 20㎖에 넣어 vortex로 섞은 후 0.45㎛ 주사기 필터로
필터여과하여 사용직전 H2O2 10㎕를 넣고 혼합

대조염색

Hematoxylin solution, Mayer's(Sigma MHS32-1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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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PrP 면역염색 절차
일차
단계

염색 방법

1

Xylene으로 탈파라핀 작업을 2회 실시한다(각 6분).
absolute alcohol(100%)로 함수 2회 실시한다(각 6분).

2

흐르는 물에 6분간 세척한다.

3

88% Formic acid(98% formic acid를 1:10으로 희석) 5분 반응한다.
5분 이상 처리하면, 유리슬라이드에서 조직이 떨어지므로 주의한다.

4

흐르는 물에 15분간 세척한다.

5

증류수로 2회 세척한다.

6

Epitope Demasking solution을 슬라이드가 잠길 정도로 유리 비이커에 채운다(10
장당 400ml 정도). 121℃ 30분간 autoclave를 실시한다.

7

Autoclave가 끝난 비이커를 꺼내어 약45분간 충분히 식힌다.

8

흐르는 물에 10분간 세척한다.

9

3% Hydrogen Peroxide 10분간 침지한다.

10

수돗물로 3회 세척한다(각 2분).

11

DW에 슬라이드를 넣어 냉장고에서 overnight한다.

일차
※ Sequenza Clip에 적용하는 모든 시약은 1회당 190㎕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DAB
적용시에는 2회를 적용한다.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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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색 방법

1

Sequenza Clip에 끼운다.

2

TBST를 1회 적용한다.
※이 단계부터는 절대 마르지 않도록 주의한다.

3

Normal Serum Block을 1회 넣고 20분간 반응한다.

4

1차 항체(BL391 또는 F99)를 1회 넣고 1시간 반응한다.

5

TBST로 3회(각 5분) 세척한다.
※이 단계에서 Conjugate를 미리 제조하여 30분 정도 정치시킨다.

6

2차 항체를 1회 넣고 30분 반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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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염색 방법

7

TBST로 3회(각 5분) 세척한다.

8

Conjugate를 1회 넣고 30분 반응한다.

9

TBST로 3회(각 5분) 세척한다.

10

Chromogen을 2회 넣고 10분 반응한다.

11

Sequenza Clip에서 슬라이드를 꺼낸다.

12

슬라이드를 DW에 세척한다.

13

흐르는 물에 5분간 세척한다.

14

Meyer's Hematoxylin 시약을 1회 넣고 2분간 반응한다.

15

흐르는 물에 10분간 세척한다.

16

Absolute alcohol(100%)로 탈수 3회 실시한다(각 3분).

17

Xylene에 3회 담군다(각 3분).

18

Permanent mounting medium(Neomount, Merck 1.09016.0500)으로
봉입한다.

그림1. Sequenza Clip 원리

1. Add 190㎕ of TBST to the Shandon
Sequenza coverplate to create a
liquid surface between the glass
slide and the coverplate.

2. Mount the glass slide
to the coverplate.

3. Place the mounted
coverplates in the
Shandon Sequenza
slide rack.

4. Pipette Duolink In Situ
reagents directly into the
coverplates.

그림2. Sequenza Clip 사용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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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확정검사법(면역블로팅, WB)
Immunoblot for TSE diagnosis
이 진단법은 Western blotting technique으로 포르마린 고정하지 않은 신선한 뇌 조직에서
변형프리온 단백질(PrPres)을 분리 및 검출하는 방법이다. 먼저 collagenase와 DNase I을
처리하여 PrPsc를 노출하고 PK를 처리하여 PrPc를 제거하고 원심을 통해 PrPres를 농축하는
방법으로 시료를 전처리 하여 immunoblot을 실시하여 TSE를 진단한다. 이 방법은 ELISA
tube에 있는 시료를 그대로 이용 가능하여 ELISA 실시한 tube에만 양성반응이 관찰될 경우
본 방법을 확정검사법(confirmatory test)으로 이용 가능하다.

1) 시약제조 및 준비
(1) PrP 추출
- TN buffer : 100mM NaCl, 50mM Tris-HCl(pH7.5)
- Detergent buffer : 4% Zwittergen 3~14, 4% Sarkosyl 100mM NaCl, 50mM
Tris-HCl(pH7.5)
※ detergent buffer 1㎖ 당: 10× TN buffer 100㎕, 30% zwittergen 133.5 ㎕, 25% sarkosyl
160.0㎕

- Butanol-Methanol solution: 2-Butanol : Methanol = 5 : 1
- Proteinase K: 1㎎/㎖ in 50mM Tris-HCl(pH8.0), 1mM CaCl2
- Pefablock : 0.1M in DDW
- Collagenase 20㎎/㎖ in DDW
- DNase I : 10㎎/㎖ in 50% glycerol, 10mM Tris-HCl(pH7.5) 10mM MgCl2
- 2×Sample buffer : 사용 중에 소량은 실온보관가능 장기간 보존은 4℃에서 보관
1M Tris-HCl (pH6.8)

1.25㎖

Glycerol

0.5M EDTA (pH8.0)

120㎕

β-Mercaptoethanol

800㎕

SDS

1g

1% bromophenol blue

800㎕

Urea

4.8g

1㎖

up to 20㎖

2) 실험방법
(1) PrP 추출
① 뇌 시료를 채취(200㎎ 뇌조직, 800㎕ TN buffer)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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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Multi-bead shaker로 뇌 조직을 균질화(45sec 6.5, 20%W/W)한다.
③ 뇌조직 유제액 250㎕에 detergent buffer 250㎕를 섞는다.
④ 2-Buthanol 25㎕를 넣고 혼합한 다음에 sonication을 실시한다.
⑤ 12.5㎕ collagenase(20㎎/㎖)를 넣고 혼합한다.
⑥ 37℃에서 30분간 반응한다.
⑦ 10㎕ 0.1M pefablock을 넣고 혼합한다.
⑧ 2㎕ DNase I(10㎎/㎖)을 넣고 실온에서 5분간 반응한다.
⑨ 250㎕ Butanol-methanol용액을 넣고 혼합한다.
⑩ 20,000g에 20℃ 10분간 원심한다.
⑪ 상층액을 제거하고 침전물을 증발시킨다.
⑫ Sample buffer 100㎕를 넣고 100℃에서 5분간 끓인다.

(2) 전기영동

<그림 1> Vertical electrophoresis system

① Electrophoresis tank를 준비하고 gel 하단의 흰 테이프를 떼어낸 뒤 <그림 1>과 같이
tank에 gel을 장착한다.

<그림 2> Sample loading

② Gel의 상당의 plastic combs을 제거한 후 1㎖ 피펫을 이용하여 running buffer로 각
well을 채워준다.
③ 10㎕의 샘플과 5㎕의 marker를 첫 번째 gel에 로딩하고 두 번째 gel에 marker와 함께
샘플을 단계 희석하여 각 well에 로딩한다(그림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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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el plan
gel 1
1. Marker
2. Blank
3. Cervid positive, PK untreated
4. Cervid negative, PK untreated
5. Blank
6. Sample, PK untreated
7. Sample, PK untreated
8. Blank
9. Sample, PK treated
10. Sample, PK treated
11. Blank
12. Cervid negative, PK treated
13. Cervid positve, PK treated
14. Blank
15. Marker

gel 2
1. Prionics control
2. Marker
3. blank
4. Sample serial dilution 1:2
5. Sample serial dilution 1:4
6. Sample serial dilution 1:8
7. Sample serial dilution 1:16
8. Sample serial dilution 1:32
9. Sample serial dilution 1:164
10. Sample serial dilution 1:128
11. Sample serial dilution 1:256
12. Sample serial dilution 1:512
13. Sample serial dilution 1:1024
14. blank
15. Marker

④ Running buffer로 upper buffer chamber(gel과 gel사이의 공간)를 채워주고 lower
buffer chamber는 gel 하단에서 3㎝정도가 채워지도록 running buffer를 부어준다.
⑤ 500㎕의 antioxidant를 upper buffer chamber에 넣어준 후 tank의 뚜껑을 덮고 뚜껑의
소켓을 power supply에 연결한 후 150V로 50분~1시간 내려준다.
⑥ Sample을 내리는 동안 transfer를 위해 transfer tank에 transfer buffer를 채워주고
cooling device를 연결하여 transfer buffer를 차갑게 한다(4℃). 또한 gel에 맞추어
PVDF membrane와 filter paper를 잘라주고 membrane은 methanol에 15초간 담궈
수화시킨 후 methanol을 버리고 transfer buffer에 담궈 둔다.
⑦ 전기영동이 끝나면 electrophoresis tank에서 gel을 꺼낸 후 그림 3과 같이 precast
gel의 플라스틱 틀에서 gel을 꺼낸 후 transfer buffer에 몇 초간 담궈 둔다.

<그림 3> Precast gel의 플라스틱 틀에서 gel을 꺼냄

⑧ Transfer cassette를 열어 적당한 tray에 놓고 transfer buffer를 부어준다. Cassette의
한쪽 면에 스펀지를 놓고 그 위에 filter paper를 놓고 다시 그 위에 미리 수화시킨
membrane을 올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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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Membrane 위에 gel을 올리고 공기방울을 제거한 뒤 다시 filter paper와 스펀지를 차례로
올린 후 cassette를 닫아 transfer tank에 장착한다.
⑩ Transfer tank의 뚜껑을 닫고 membrane이 positive charge 쪽(그림 4)으로 오도록
소켓을 power supply에 연결 후 400mA로 1시간 30분간 transfer한다.

<그림 4> Transfer sandwich assembly

(3) Immunodetection
① Blocking : membrane에 blocking buffer를 잠기도록 넣은 후 실온에서 30분간 흔들어
주면서 반응시킨다.
② 1st antibody : 6H4, 8E74 또는 S1 항체를 TBST에 3,000배로 희석하여 membrane이
잠기도록 넣어준 후 흔들면서 실온에 1시간 반응시키거나 4℃에서 overnight한다.
③ Washing : TBST로 5분간 3회 세척한다.
④ 2nd antibody : 2차 항체를 3,000배로 희석하여 membrane에 넣어준 후 흔들면서 실온에
최소 30분간 반응시킨다.
⑤ Washing : TBST로 5분간 3회 세척한다.
⑥ Luminiscence buffer를 넣어준 후 5분간 반응시킨다.
⑦ Luminiscence buffer로 CDP-star(12.5mM)를 50배 희석하여 사용한다(CDP-star
최종농도:0.25mM)
⑧ OHP 필름위에 membrane을 올려놓고 희석한 CDP-star를 부어준 후 실온에서 5분간
반응시킨다.
⑨ Membrane에서 과도한 액체를 제거하고 OHP 필름으로 membrane을 덮어준다.
⑩ 암실에서 membrane에 X-ray film을 5~10분간 붙여준 후 차례로 developer와 fixer에
담그어 시그널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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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WD

Na-PTA(Sodium Phosphotungstic Acid)를 이용한 변형프리온(PrP

)

추출법
1) 시약제조 및 준비
(1) PrP 농축 및 추출
① PMCA buffer: 47.6㎖ 1×PBS (pH 7.2), 150㎕ 5M NaCl, 50㎕ Triton X-100, 40㎕
0.5M EDTA, 0.025g Digitonin, 5 tablets complete protease inhibitor cocktail
without EDTA (1 tablet/10㎖)
② Spleen lysis buffer: 3g Tris, 0.5g MgCl2․6H2O, 2.5g N-Lauroylsarcosine, 2.9g
NaCl, 10㎖ Tergitol, 500㎖ DW
③ 4% Sarcosyl/Dulbeccos PBS solution: 4g N-Lauroylsarcosin, approx. 100㎖
Dulbeccos's PBS(D-PBS) solution
④ 0.1% Sarcosyl/Dulbeccos PBS solution: 0.1g N-Lauroylsarcosin, approx. 100㎖
D-PBS solution
⑤ 250mM EDTA: 4.65g EDTA, 50㎖ D-PBS solution
⑥ Sodium phosphotungstic acid(NA-PTA, pH7.4): 1.75g MgCl2․6H2O, 2g Sodium
phosphotungstic acid․2H2O, appox. 50㎖ DW
※ 1.72g MgCl2 6-Hydrate, 2g Na-PTA 2-hydrate, 40 ㎖ DW → pH 7.4로 맞춘 후 50 ㎖까지
DW로 채움

⑦ 11.5Mm MgCl2: 1.165g MgCl2․6H2O, 500㎖ D-PBS solution
⑧ Benzonase 50U/㎖: 제조사의 농도에 따라 희석하며 희석액은 D-PBS 사용

2) 실험방법
단계

방

법

1

시료유제
- 뇌: PMCA buffer 이용 10% 유제액 제작
- 비장: Spleen lysis buffer 이용 10% 유제액 제작

2

10% 유제액 200㎕를 1,000 rpm에서 1분간 원심

3

상층액 100㎕를 취하여 E-tube에 옮김

4

4% Sarcosyl 100㎕ 첨가

5

Incubation, 37℃ 10mins

6

MgCl2 20㎕와 50U Benzonase 10㎕ 첨가

7

Incubation, 50℃ 30mi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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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모든 시약은 4℃, 6개월 보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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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방

법

비

8

Proteinase K(1㎍/㎎) 10㎕ 첨가

9

Incubation, 50℃ 60mins

10

Na-PTA(pH 7.4) 20㎕ 첨가

11

Incubation, 37℃ 30mins

12

Centrifuge, 15,800g 30mins, 10℃

13

상층액 버림

14

0.1% Sarcosyl/D-PBS 40㎕와
acid/D-PBS 40㎕ 첨가하여 재부유

15

Centrifuge, 15,800g 10mins, 10℃

16

상층액 버림

17

0.1% Ssarcosyl/D-PBS 4㎕첨가 후 재부유

18

Sample buffer 4㎕ 첨가

19

100℃ 5mins, spin down

20

전기영동 및 immunoblot 시행

포르말린고정

고

Na-PTA: pre-warmed to 37℃

250mM

파라핀포매(FFPE:

EDTA

Sample buffer 첨가 후 재부
유 어려움

formalin

fixed

paraffin

embedding)조직에 대한 웨스턴블로팅법
1) 시약제조 및 준비
(1) 포르말린고정 파라핀포매(FFPE)조직의 탈파라핀
① Tissue resuspension buffer: 50mM Tris, 1mM EDTA, 0.5% Tween20 (pH7.5)
② Dry ice or LN2
③ Heat block & Sonicator

2) 실험방법
단계

방

법

1

파라핀 절편 20㎛를 1.5 ㎖ tube에 수집

2

1 ㎖ tissue resuspension buffer 첨가

비

고

Tissue resuspension buffer:
50mM Tris, 1mM ED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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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방

법

비

고

0.5% Tween20 (pH 7.5)
3

100℃에서 10분간 가열 후 즉시 dry ice에 얼림

4

3번을 3회 반복

5

100℃에서 10분간 가열

6

16,000g에서 10분간 원심

7

하층의 tissue buffer(pellet포함)를 새로운 tube에 옮김
(100 ㎕ volume)

8

Sonication (10 cycles)

Potency 90%, Pulse on 1 min,
Pulse off 30 sec

9

PK(1 ㎎/㎖) 10 µL 첨가 후 37℃에서 1시간 처리

PK 최종농도: 100 ㎍/㎖

10

Pefabloc(1 ㎎/㎖) 10 µL 첨가

Pefabloc 최종농도: 0.1 ㎎/㎖

11

20,000g, 15분간 원심분리 후 상층액 버림

12

Pellet에 tussue resuspension buffer 20 ㎕ 첨가

13

8 ㎕ sample buffer와 1.8 ㎕ 2-mercaptoethanol 첨가

14

100℃에서 30분간 가열 후 식힘

15

전기영동 및 immunoblot 시행

파라핀과 tissue buffer의 분리
가 불완전할 때, 5번을 반복

8. 직장점막의 림프조직(RAMALT)을 이용한 생체진단법
이 진단법은 직장점막 biopsy용 speculum을 이용하여 항문과 직장 부위
점막 채취하여 검사하는 방법으로서 항문의 좌우 부위 채취 시, 혈관의
분포가 적어 생축에 적용이 가능하여 야생고라니의 검사에 적용 가능한
방법이다.
Speculum을 이용하여 항문 괄약부에서 직장과 맞닿아 있는 점막 부위
(항문조임근 위부터 직장 쪽으로 1 cm부분에 림프소절이 분포하므로 동
부위가 채취되어야 함)를 채취하여 6. 확정검사(면역조직화학염색, IHC)
방법으로 포르말린 고정 파라핀 포매조직을 제작하여 면역조직화학염색법
으로 변형프리온을 존재유무로 진단하는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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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형프리온 검출을 위한 직장점막에 있는 림프소절의 개수는 개 이상임
생체검사법 적용 부위

○: 적용 부위
생체검사용 speculum 및 적용 방법

*: 채취부위
채취된 직장점막내 peyer's patch(림프소절)
직장점막 내 림프소절에서의 PrPCWD IHC

9. 실시간 유도변환 분석기법(RT-QUIC)을 이용한 뇌조직에서 고감도
CWD변형프리온 검출기법
개요
뇌조직에서 소량의 변형프리온을 증폭하여 변형프리온의 존재 유무를 확인하는 방법임

시약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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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Protein misfolding cyclic amplification(PMCA) conversion buffer:
1× PBS 47.6 ml, 5M NaCl 1.5 ml, Triton X-100 0.5 ml,
0.5M EDTA 0.4 ml, Complete protease Inhibitor cocktail 5 tablet
0.05% Digitonin(sigma)
2) rPrP: Hamster recombinant prion protein (0.5 mg/ml; 90-231)
3) 1mM Thioflavin(ThT)
4) 2M NaCl
5) 5× PBS
6) 100mM EDTA
7) N2 buffer : 10 µl N2 media(invitrogen), 990 µl 0.1% SDS/PBS

검사방법
1) 항원(seed) 준비
- 20% 뇌유제액을 PMCA buffer로 2배로 희석한다.
- 희석 plate에 N2 buffer로 200∼2000배로 희석한다.
2) RT-QUIC 반응액 준비
- 1.5 ml 에펜도르프튜브에 Thioflavin을 녹인 후 0.2 µm로 여과 후 호일에 싸둔다.
- 1.5 ml 에펜도르프튜브에 1 건당 5× PBS(20 µl), 2M NaCl(300 mM), 100mM EDTA(1
µl), rPrP(0.1 mg/ml), D.W.(45.5 µl)을 넣고 시료를 넣기 직전에 호일에 싼 1 µl ThT를
넣는다.
3) 96 well plate에 98 µl RT-QUIC반응액을 넣고 2 µl 시료(seed)를 넣는다.
4) PCR 반응용 plate sealer를 잘 밀착시켜서 덮는다.
5) 다음의 반응조건으로 RT-QUIC 반응을 한다.

RT-QUIC program
재조합단백질
hamster rec protein
(90-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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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응온도

시간

55 ℃

59 h 18 min
90 sec shake (700rpm)

cycle

1 min r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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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판정
10만 RFU 이상의 값일 때 양성으로 한다.

10. 토양에서 변형프리온 검출법
10-1. 변형프리온 연쇄증폭법 (PMCA)
개요
가능한 한 여러 곳 특히 먹이통주변, 운동장 등의 토양을 채취하여 토양과
결합되어있는 소량의 변형프리온을 증폭하여 변형프리온의 존재유무를 확인하는
방법이다. 결과의 재현성을 위해 기본 2회 이상 실시한다.

시약제조
1) Protein Misfolding Cyclic Amplication(PMCA) conversion buffer:
1× PBS 47.6 ml, 5M NaCl 1.5 ml, Triton X-100 0.5 ml,
0.5M EDTA 0.4 ml, Complete protease Inhibitor cocktail 5 tablet
0.05% Digitonin(sigma)
2) proteinase K(Qiagen) : 20 mg/ml in 10mM Tris-HCl(pH7.5)
3) Pefablock : 0.1M in DDW
4) cold methanol(100%) : -20℃에 보관
5) 1× sample buffer : 사용 중에 소량은 실온보관가능 장기간 보존은 4℃에서
보관

검사방법
1) 토양 0.5 g을 2 ml 튜브에 넣는다.
2) 1 ml PBS로 10회 washing한다. (Intelli-Mixer ; locker mode F5, 25rpm)
- 세척액은 모두 수거하여 시험에 공시한다.

3) 세척된 토양에 PMCA buffer 1 ml 첨가한다.
4) 37℃에서 1시간 교반한다. (Intelli-Mixer ; locker mode 45, 99rpm)
5) 1,000 g에서 10분 원심을 실시한다.
6) 상층액 20µl를 PCR 튜브에 옮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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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PMCA 56 cycle(misonix S4000 ; pulse on- 30 sec, pulse off- 9 min
30 sec, ampiltude 70)을 1 Round로 하여 3 Round 까지 수행
8) 각 round 별 PMCA 산물 5 µl를 채취 PMCA 15 µl를 PCR 튜브에 넣는다.
9) collagenase(20 mg/ml) 5 µl DNase(1 mg/ml) 8µl 37℃ 1시간 반응
10) proteinase K (20 mg/ml) 1.5 µl 37℃ 1시간 반응
11) 0.1M pefabloc 8 µl
12) 20000g 15분 원심
13) 마이크로 피펱으로 상층액 제거 후 4% SDS 20µl 첨가
14) sonication (pulse on 5 sec, pulse off 1 sec potency 40)
15) 100℃에서 5분간 반응
16) 차가운 메탄올 400µl을 첨가한다.
17) -20℃에서 밤샘처리(O/N) 한다.
18) 20,000g에서 10분 원심을 실시한다.
19) 상층액을 버리고 5분동안 메탄올을 증발시킨다.
20) 1× sample buffer 20 µl를 넣고 100℃에서 5분 반응시킨다.
21) SDS-PAGE gel로 전개 후 PVDF막에 전사한다.
22) Blocking buffer로 30분간 반응시킨다.
23) 일차항체(S1)를 0.5 mg/ml이 되도록 희석하여 1시간 반응시킨다.
24) TBST로 5분간 3회 세척한다.
25) 이차항체(anti-rabbit-AP labled)를 0.25µg/ml이 되도록 희석하여 1시간
반응시킨다.
26) TBST로 5분간 3회 세척한다.
27) Luminescence buffer를 넣어준 후 5분간 반응시킨다.
28) CDP-star를 luminescence buffer로 50배 희석한다.
29) 유리판위에 PVDF막을 올려놓고 희석한 CDP-star를 부어준 후 시그널을
확인한다.

결과판정
프리온 단백질을 두 번의 glycosylation이 존재해 PK를 처리한 PrPres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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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munoblot에서는 30-27kDa, 26-24kDa, 21-19kDa의 세 밴드가 나타난다.
1) 음성대조
- Not treated with PK : 시그널이 없거나 약하다(33-35kDa).
- Treated with PK : 특이 시그널이 없다.

2) 양성대조
- Not treated with PK : 매우 강한 시그널이 나타나며, 때로는 시그널이 너무 강해

3가지의

밴드가

구별이

되지않을

수도

있으며

가장위의

밴드는

33-35kDa이다.
- Treated with PK : 세 개의 특이 밴드가 나타난다.
- PK 처리한 fraction과 처리하지 않은 fraction의 분자량 차이가 나타나야한다.

3) 처리시료
- PK를 처리한 샘플이 PrPres의 시그널이 뚜렷이 보일 경우 양성으로 진단한다.
- PK를 처리한 샘플이 PrPres의 특이 시그널을 보이지 않는다면 음성으로 진단한다.
- 음성 및 양성대조가 전형적으로 나오지 않거나 처리시료가 판단하기 어려울 경우
실험을 반복한다.

11. 항체검사
진단용으로 이용 가능한 검사방법은 없다.

12. 감별진단
가. 대사성질병 : 저마그네슘혈증/저칼슘혈증, 저혈당증, 뇌연화증, 구리결핍, 열사병 등
나. 전염성질병 : 세균성뇌막뇌염, 리스테리아 감염증, 결핵
다. 중독성질병 : 납중독, 소금중독
라. 기타 : 기생충성뇌척수염, 뇌와 척수의 외상, 악성수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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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19 소해면상뇌증(Bovine Spongiform Encephalopathy)

사체검사
(뇌조직)

역학조사

신속검사
(항원 ELISA)

(-)

(+) or (+/-)

확정검사
(IHC, WB)

(+)

(-)

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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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역학상황
가. 원인 : 변형프리온, 소해면상뇌증 원인체에 오염된 소의 육골분
나. 발생 장소 내 8년간의 가축의 이동상황, 가축시장이나 도축장으로의 출하유무, 사료회사
및 사료의 종류, 동일사료 급여농장 추적

2. 임상증상
가. 전신적인 임상관찰
1) 체중감소 및 전신상태의 약화, 직장온도는 정상 또는 약간의 미열(37.5℃이하)
2) 맥박이 느리며 유량감소
3) 치료에 반응하지 않고 흥분하며 감염성 질병 증상없이 진행성 신경증상을 보임
나. 행동장애
1) 낯선 사람에 대한 과도한 과민반응
2) 몸의 떨림
3) 공격적인 방어 행동
4) 불안, 흥분, 근육의 떨림
다. 감각장애
1) 소리, 빛, 접촉 등에 감각 과민(4회이상 검사해서 반복해서 동일한 증상을 보여야 함)
2) 침흘리기, 빈번한 콧망울 핥기
라. 운동장애
1) 방향 전환시 걸음걸이 이상(초기증상)
2) 뻣뻣한 걸음걸이, 보행장애
3) 뒷다리를 비틀거리가 주저 앉음
4) 조그만 장애물을 넘는데 두려움으로 과도한 점프
마. 임상증상 말기 : 기립불능, 전신마비
바. BSE 임상증상 관찰 시 유의사항
BSE 관련 증상은 다른 질병에 의해 나타나는 증상과 구별이 쉽지 않기 때문에 세심한 관찰이
필요. BSE의 주요 임상증상을 확인할 경우 객관적으로 과민반응이 4회이상 반복적으로
관찰되어야 하며, 특히 행동 및 감각 장애를 함께 보이는 운동장애가 나타날 경우 BSE 감염을
의심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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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SE 환축의 겁먹은 눈초리 및 코·콧망울 핥기

BSE 환축의 목 부위 볼펜자극에 대한 과민반응

BSE 환축의 소음에 대한 과민반응

어두운 방에서 빛자극에 대한 BSE 환축의 과민반응

후지의 접촉자극시 소의 격렬한 뒷발차기

BSE 환축의 후구운동실조

무기력하게 버티는 BSE 환축

지면 장애물을 뛰어넘는 BSE 환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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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병리해부검사
가. 특이 부검소견 없음

4. 병리조직소견
가. 신경세포(neuron) 및 신경망(neuropil)의 공포변성(공포화)
나. 별아교세포증(astrocytosis)

BSE 감염소의 뇌(신경세포내 공포)

BSE 감염소의 뇌(고립로핵 신경망의 공포)

5. 항원 ELISA
5-1. TeSeE SAP Combi(Bio-rad) 키트
개 요
1) 의심 시료 내 변형 프리온을 검출하는 방법으로 냉동(냉장)조직시료로부터 proteinase를
처리하여 정상 프리온을 제거한 후 sandwich ELISA방법으로 검출하는 방법
- TSE 진단키트(TeSeE SAP Combi kit, Bio-rad)는 TeSeE 키트, 샘플채취 주사기,
정량주사기, 시료채취용 숟가락 및 채취통으로 구성되어 있음

시약 및 기구
1) PrP 정제(TeSeE SAP combi kit ; 2～8℃에서 보관 시 유효기간까지 보존가능)
① proteinase K 용액 제조
처리검체 수에 따라(아래표 참조) TeSeE 키트의 용해액(Reagent A)으로 proteinase K를
250배로 희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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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희석한 proteinase K용액은 실온(18～30℃)에서 6시간 보존가능하다.
검체수

Reagent A
용량

proteinase K
용량

검체수

2

1 ㎖

4 ㎕

50

13 ㎖

52 ㎕

10

3 ㎖

12 ㎕

58

15 ㎖

60 ㎕

18

5 ㎖

20 ㎕

66

17 ㎖

68 ㎕

26

7 ㎖

28 ㎕

74

19 ㎖

76 ㎕

34

9 ㎖

36 ㎕

82

21 ㎖

84 ㎕

42

11 ㎖

44 ㎕

90

23 ㎖

92 ㎕

Reagent A 용량 proteinase K 용량

2) PrP 검출(TeSeE SAP combi kit ; 2～8℃에서 보관 시 유효기간까지 보존가능)
① 사용하는 시약, 상품화된 마이크로플레이트는 사용하기 약30분전에 냉장고에서 꺼내어
실온에 방치해 둔다.
② 세척원액(R2)을 삼차증류수에서 10배 희석, 혼합하여 희석세척액(R2')으로 한다.
- R2'(1000㎖)= R2(100㎖)+ 삼차증류수(900㎖)
- 2～8℃에서 2주간 보존 가능
③ 양성 컨트롤(R4)의 병을 가볍게 더빙한 후 개봉하고, R6를 4㎖ 첨가한다. 1분간 방치한
후, 부드럽게 혼합하여 용해한다.
- 실온에서 2시간, 2～8℃에서 4시간, -20℃에서 6개월간 보존가능하다. 500㎕씩
분주하여 -20℃에 보관하는 것이 좋으며 3회 이상 해동을 반복하지 않는다.
④ 효소표지항체원액(conjugate, R7)을 희석세척액(R2')으로 10배 희석하고 부드럽게
혼합하여 효소표지항체희석액(R7')으로 한다.
- R7'(1㎖)= R7(0.1㎖)+ R2'(0.9㎖)
- 1줄의 스트립(8well)에 대하여 1㎖의 효소표지항체희석액(R7')이 필요하다.
- 실온에서 8시간 보존가능하다.
⑤ 호일 등으로 차광한 용기에 기질완충액(R8)과 발색액(R9)을 10:1의 비율로 혼합하여
희석기질발색액(R8+R9)로 한다.
- R8+R9(1.1㎖) = R9(0.1㎖) + R8(1㎖)
- 1줄의 스트립에 대하여 1㎖의 희석기질발색액(R8+R9)이 필요하게 된다.
- 실온에서 6시간 보존가능하다. 단, 사용시에 푸르게 발색되어 있는 경우는 사용할 수
없으므로 새로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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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방법
* 아래의 검사방법은 제조회사 권장방법(manual)에 따른 검사방법임

1) PrP정제
① 소 뇌간(brainstem)의 Obex부위를 350±40㎎을 계량하여 취한다.
② 계량하여 취한 검체를 kit내 샘플튜브에 넣는다.
③ 샘플튜브를 ribolyser 또는 TeSeE precess 24 또는 48에 장착하여 천천히 균질화
(homogenize)한다. 균질화가 불충분할 때 1 또는 2회 더하며 각 회수 사이에 시료 tube를
실온에 두었다가 실행한다.
Ribolyser

TeSeE Precess 24 또는 48

Time(sec)

45

-

Speed

6.5

-

Program

-

Program 1

④ 균질화된 샘플에서 고형물을 함유하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250㎕를 취해, 2㎖ 에펜도르프
튜브 등에 옮긴다.
- 이 시점에 샘플은 실온에서 8시간, 2~8℃에서 15시간, -20℃에서 1년 보존가능하다.
- 20℃에 보관되었던 시료는 반드시 실온에서 해동하며, 냉동/해동 횟수를 3회 이상 하지
말아야한다. 옮기기 전에 시료는 항상 위아래로 천천히 흔들어 균질화시켜야 한다.
⑤ 샘플수에 따라 제조한 proteinase K 용액을 250㎕ 첨가하여 잘 혼합한다(튜브 뚜껑을
닫고 위아래로 흔들어 10회 정도 섞음).
효소활성을 균일하게 하기 위해, proteinase K 용액을 첨가는 첫째에서 마지막 튜브까지
5분 이내에 빨리 실시한다.
⑥ 잘 혼합 후, 재빨리 항온수조 또는 Heat Block 등에 두고 37±2℃, 10±1분간 반응을
실시한다. ⑤와 ⑥의 조작 사이의 시간은 2분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
⑦ 반응종료 후 2분 이내에 Reagent B를 250㎕ 첨가하여 용액전체가 푸르게 될 때까지
잘 혼합한다
- Reagent B를 첨가하는 작업은 5분 이내 재빨리 실시한다.
⑧ Reagent B를 넣은 후 30분 이내에 20℃ 20,000×g에서 5분간 또는 15,000×g에서 7분간
원심한다.
⑨ 원심종료 후, 상층액을 버린다. 상층액을 가능한 한 제거하기 위해, 튜브를 상하 역으로
하여 페이퍼 위에 5분간 놓아두어 건조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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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 건조시킨 후, 10분 이내에 마이크로튜브에 Reagent C을 25㎕ 첨가한다. 볼텍스(vortex)로
혼합해서는 안 된다.
⑪ 빨리 항온수조 또는 Heat Block 등에 두고 100±5℃, 5±1분간 반응을 실시한다. ⑩과
⑪의 조작 사이의 시간은 2분 이상 방치해서는 안된다.
⑫ 항온수조 또는 Heat Block 등에서 마이크로튜브를 꺼내어, 볼텍스로 잘 혼합한다(5±2초).
- 이 시점에서 샘플은 2～8℃에서 5시간, -20℃에서 72시간 보존가능 하다. 보존한
경우는 실온에서 녹여 볼텍스로 잘 혼합한다(5±2초).
⑬ TeSeE키트의 희석액(R6)를 125㎕ 첨가하여 혼합한다. 희석샘플은 볼텍스로 5±2초간
잘 혼합하여 PrP 검출 방법에 따라 마이크로플레이트의 웰에 샘플을 분주한다.

2) PrP 검출
① 마이크로플레이트에서 필요한 수만큼 스트립으로 꺼낸다.
- 사용하지 않는 스트립은 통에 되돌리고 건조제를 넣은 후 밀폐한다. 2～8℃에서 1개월간
보존가능하다.
② 아래와 같이 음성컨트롤(R3), 양성컨트롤(R4) 및 TeSeE 추출 키트로 추출한 샘플을 마이
크로플레이트의 웰에 분주한다.
- A1,B1,C1,D1 : 음성컨트롤(R3)

100㎕

- E1,F1 :

100㎕

- G1,H1... :

양성컨트롤(R4)
샘플

100㎕

③ 필름으로 피복하여 37±2℃에서 30±2분 반응한다.
④ 필름을 벗기고 플레이트를 세척한다. 자동 마이크로플레이트 워셔기로 세정하는 경우는
오버플로 설정으로 3회 세척한다. 세척종료 후 세척액을 웰에서 완전히 제거하기 위해
페이퍼위에서 액을 털어낸 후 이 상태에서 5분 이상 방치해서는 안된다.
⑤ 효소표지항체희석액(R7')을 100㎕씩 각 웰에 분주한다.
⑥ 필름으로 피복하여 2~8℃에서 30±2분 반응한다.
⑦ 필름을 벗기고 플레이트를 세척한다. 자동 마이크로플레이트 워셔기로 세척하는 경우는
오버플로 설정하여 5회 세척 한다. 세척종료 후 세척액을 웰에서 완전히 제거하기 위해
페이퍼위에서 액을 털어낸다. 하지만, 5분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되며 다음 작업을 하기
전에 페이퍼위에 뒤집어 둔다.
⑧ 기질발색액(R8+R9) 100㎕를 웰에 분주하고 알루미늄종이로 플레이트를 피복하고, 암시
야 실온에서 30±5분 반응한다. 반응 시 필름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⑨ 반응정지액(R10) 100㎕를 웰에 분주한다.
⑩ 반응정지액 첨가 후 실온에서 30분 이내에 마이크로플레이트 리더기로 주파장 450nm, 부파장
620nm로 흡광도를 측정한다(bichromatism mode: 450nm OD~620nm OD). 측정하기 전
에 플레이트바닥을 깨끗이 닦고, 측정 할 때까지는 항상 빛을 피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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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판정
1) 컷오프치(cut~off value)
판정은 다음과 같이 컷오프치를 계산하여 그것을 이용한다.
컷오프치 = (4개의 음성컨트롤의 평균OD치+정수)
정수는 정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키트의 설명서에 기재되어 있는 수치를 적용할 것

2) 판정
샘플의 OD치< {컷오프치 ~ 컷오프치의 10%} : 음성
샘플의 OD치≥ {컷오프치 ~ 컷오프치의 10%} : 재검사

3) 재검사
① 상기에 의해 재검사로 된 경우는 마이크로플레이트의 2웰에 균질화된 보존샘플을
이용한다.
② 2웰 중 어느 한편의 OD치가 컷오프치 이상 또는 {컷오프치~ 컷오프치의 10%} 이내의
OD치를 얻은 경우는 양성으로 판정한다.
③ 2웰 모두 {컷오프치~ 컷오프치의 10%} 미만이 경우는 음성으로 판정한다.
* 위양성(False positive)이 검출되는 경우
샘플이 불충분하게 균질화 된 경우, 샘플이 잘못 보존되었거나 탈수된 경우 (PrP 추출과정 중에
완전히 균질화 되도록 균질화 과정을 수회 반복한다)

ELISA검사자체의 유효성 평가
1) 음성 대조군(R3) :
① 4개의 개별 값이 0.150미만이어야 하나, 이 중 한 개의 값만이 0.150과 같거나 높으면
제외할 수 있다. 그러나 그러한 값이 두개이상 되면 반복실험을 하여야 한다.
② 음성대조군의 평균값+(평균값×40%)보다 높은 값은 제외시켜야 한다.
※ 만약 ①에서 한 개의 값이 제외되었다면, ②에서 한 개의 값을 추가로 제외시킬 수 있다. 만약
①에서 한 개의 값도 제외되지 않았다면, ②에서 두개의 값을 제외시킬 수 있다. 만약 음성대조군의
값 중 ①와 ②에 해당되는 경우가 3개 이상 되면 반복실험을 하여야 한다.

2) 양성 대조군(R4)
평균값이 1.000과 같거나 높아야 하며 이 값을 벗어나면 반복실험을 하여야 한다.
※ ELISA양성에 대한 재검사는 1회로 제한하며, 이와 같이 총2회 검사 시에도 양성으로 판정 시
송부(1회 이상 재검사 시 확인검사가 불가능함)

결과의 보관
마이크로플레이트 리더로 판독한 결과는 전자자료로 보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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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허드체크 BSE(HerdChek BSE, IDEXX) 진단키트
개 요
1) 의심시료내 변형 프리온을 검출하는 방법으로 냉동(냉장) 조직시료로부터 변형프리온과
특이적으로 반응하는 ligand가 coating된 플레이트에 시료를 반응 후 conditioning
buffer를 이용하여 변형프리온을 변형시켜 프리온 항체와 반응하여 변형프리온을 검출
하는 항원포획 ELISA(antigen~capture ELISA) 방법
BSE 진단키트(HerdCheck BSE IDEXX)는 HerdCheck 키트, 샘플채취 주사기, 긴 transfer
피펫 tip, 시료채취용 숟가락 및 채취통으로 구성되어 있음

2) IDEXX 진단키트의 HerdCheck BSE EIA 키트는 검사소요 시간에 따라 3가지 방법으
로 수행이 가능하다 : standard, short, ultra~short

시약 및 기구
1) 사용하는 시약, 상품화된 마이크로플레이트는 사용하기 약 30분전에 냉장고에서 꺼내어
실온에 방치해 둔다.
2) 세척용액(세척용액 1, 세척용액 2) : 각 세척용액 농축액을 실온(18～25℃)에 꺼내 놓고
침전염이 없도록 잘 섞는다. 각 세척용액 농축액은 삼차증류수로 1:10으로 희석한다.
예) 한 플레이트당 40㎖(농축원액)+ 360㎖(삼차증류수) 희석된 세척용액(1X)은 실온(18～
25℃)에 보관시 1주일간 보존 가능하다.

3) 플레이트희석시약 2(D2, 동결보존) : 플레이트희석시약은 복원완충액(R) 200㎕를 첨
가하고 1분간 방치한 후, 부드럽게 혼합하여 용해한다(만든 지 1시간이내에 사용하여
야 한다. ~20℃보관시 6개월 보존가능, 50～60㎕씩 분주하여 ~20℃에 보관).
4) Working plate diluent : 플레이트희석액 1(D1)을 실온(18～25℃)에 꺼내 놓아야
한다. Working plate diluent는 D1 3㎖에 상기 ③에서 제조된 D2 120㎕를 넣고 혼합
하여 용해한다. 한 플레이트 당 2.75㎖이 소요되며 working plate diluent는 준비된
당일에 사용되어야 한다. 제조된 working plate diluent는 실온(18～25℃)에 보관시
8시간 보존가능하다.
5) 음성 및 양성 대조군(동결보존) : 각 대조군의 복원은 복원용액(R) 1㎖을 첨가하고
1분간 방치한 후, 강하게 볼텍스하여 용해한다(만든 지 1시간이내에 사용하여야 한다.
~20℃보관 시 6개월 보존가능, 각 200㎕씩 분주하여 ~20℃에 보관). 음성 및 양성
대조군은 working plate diluent로 반응하거나 희석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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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효소표지항체원액(HPRO~conjugated anti~PrP antibody solution) : 컨쥬게이트
농축액(CC)을 병의 label에 표시된 데로 컨쥬게이트 희석액(CD)으로 희석하여 준비
한다(예를 들어 1:100으로 표시된 경우 120㎕ 컨쥬게이트 농축액에 12㎖ 컨쥬게이트
희석액(CD)을 넣어서 만든다).
※ 중요사항 : 컨쥬게이트 농축액(CC)병에 label을 참고하여 희석배수를 교정하여야 한다. 희석된
컨쥬게이트는 만든지 4시간 내에 사용하여야 한다.

7) HCl 반응정지용액 : 이 시약은 키트에서 제공되지 않는다. 반응정지액(0.5～1.0N HCl)
은 농도에 맞는 것을 구입하던지 농축액을 희석하여 사용한다.
검사순서

Standard Protocol

Short Protocol
(단축 프로그램)

Ultra~Short
Protocol

18～25℃
(모든 단계)

18～25℃
(모든 단계)

32～37℃
(모든 단계)

단계

반응온도

1

희석플레이트에
시료 넣기

120㎕ 시료에 30㎕ working plate diluent를 넣고 거품이 생기지
않도록 잘 섞는다

2

항원검사 플레이트에
시료 넣기

검사플레이트에 희석된 시료를 100㎕넣고, 양성과 음성 대조군을
각각 2 well에 넣고 플레이트에 필름을 덮는다

3

항원검사
플레이트 반응

4

1X Wash1
용액으로 세척

350㎕ 1X Wash 1로 6번 세척

5

Condition
용액 넣기

각 well에 conditioning buffer를 100㎕씩 넣고 필름으로 덮는다
: 10±1분

6

1X Wash2
용액으로 세척

350㎕ 1X Wash 2로 3번 세척

7

conjugate 넣기

각 well에 희석된 conjugate를 100㎕씩 넣고 필름으로 덮는다

8

conjugate 반응

9

1X Wash2
용액으로 세척

350㎕ 1X Wash 2로 5번 세척

10

substrate 넣기

각 well에 substrate를 100㎕씩 넣고 암시야에서 반응 : 15±1분

11

반응정지/
플레이트판독

100㎕ 반응정지액을 넣고 30분까지 반응 후 주파장 450nm 부파장
620또는 650nm로 판독

2~3시간 정치

60～75분

45～60분;
slow shaker*
200±100rpm

20～25분;
slow shaker*
200±100rpm

45～50분

25～30분

* 반응시간에 slow shaker를 사용하는 것은 PrPSc capture를 잘 하기 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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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방법
* 아래의 검사방법은 제조회사 권장방법(manual)에 따른 검사방법임

1) 뇌 시료 전처리 방법
① 소 뇌간(brainstem)의 Obex부위를 0.30(±0.05)g을 계량하여 취한다.
② 계량하여 취한 검체를 kit내 샘플튜브에 넣고 단단하게 뚜껑을 닫는다.
③ 샘플튜브를 ribolyser 또는 TeSeE precess 24 또는 48에 장착하여 천천히 균질화
(homogenize)한다. 균질화가 불충분할 때 1 또는 2회 더하며 각 회수 사이에 시료
tube를 실온에 두었다가 실행한다.
Ribolyser

TeSeE Precess 24 또는 48

Time(sec)

45

-

Speed

6.5

-

Program

-

Program 1

④ 균질화 된 샘플은 실온에서 4시간, 2～7℃에서 24시간, -20℃에서 3개월 보존가능하다.
-20℃에 보관되었던 시료는 반듯이 해동하여야 하며, 플레이트로 옮기기 전에 시료는
항상 위아래로 천천히 흔들어 균질화시켜야 한다.

2) 검출방법
① 마이크로플레이트에서 필요한 수만큼 스트립으로 꺼낸다(사용하지 않는 스트립은 통에
되돌리고 건조제를 넣은 후 밀폐한다). Kit 대조군은 2웰씩 사용한다.
② 플레이트로 옮기기 전에 시료는 항상 위아래로 천천히 흔들어 균질화 시켜야 한다. 긴
homogenate transfer tip으로 시료 균질액에서 채취한다. 희석플레이트에 거품이 생기
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분주하고 분주시 희석플레이트 웰의 가장자리에 시료가 남아있지
않도록 분주한다(120㎕씩 분주).
③ 희석플레이트에 분주된 시료 균질액 120㎕에 working plate diluent 30㎕씩 분주한다.
분주시 거품이 생기지 않도록 조심하면서 피펫팅으로 잘 섞어준다. 2시간이내에 실험을
지속하여야 한다
④ 희석플레이트에 섞인 시료 100㎕를 BSE 항원포획 플레이트에 시료를 기록한 용지에
맞게 분주한다.
⑤ 음성 및 양성대조군은 잘 섞어서 BSE 항원포획 플레이트에 바로 분주한다(이는 working
plate diluent를 첨가하지 말아야 한다).
⑥ 필름으로 플레이트를 덮고 18～25℃에서 2.5±0.5시간 반응한다.
※ 단축 프로그램 : 필름으로 플레이트를 덮고 실온(18～25℃)에서 slow plate shaker에서
45～60분간 반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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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필름을 벗기고 플레이트를 1× 세척용액 1로 세척한다. 자동 마이크로 레이트 워셔기로
세척하는 경우는 350㎕로 설정하여 6회 세척한다. 세척종료 후 세척액을 웰에서 완전히
제거하기 위해 페이퍼위에서 액을 털어낸다. 이 상태에서 5분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되며
다음 작업을 하기 전에 페이퍼위에 뒤집어 둔다.
⑧ 각 웰에 conditioning buffer 100㎕분주하고 플레이트를 필름으로 덮고 실온(18～25℃)에서
10(±1)분 동안 반응한다.
⑨ 필름을 벗기고 플레이트를 1× 세척용액 2로 세척한다. 자동 마이크로플레이트 워셔기로
세척하는 경우는 350㎕로 설정하여 3회 세척한다. 세척종료 후 세척액을 웰에서 완전히
제거하기 위해 페이퍼위에서 액을 털어낸다. 이 상태에서 5분이상 방치해서는 안 되며
다음 작업을 하기 전에 페이퍼위에 뒤집어 둔다.
⑩ 각 웰에 희석된 효소표지항체액 100㎕씩 분주하고 플레이트를 필름으로 덮고 실온(18～2
5℃)에서 60～75분 동안 반응한다.
※ 단축 프로그램 : 필름으로 플레이트를 덮고 실온(18～25℃)에서 45～50분간 반응 한다(shaker
할 필요 없다).

⑪ 필름을 벗기고 플레이트를 1X 세척용액 2로 세척한다. 자동 마이크로 플레이트 워셔기로
세척하는 경우는 350㎕로 설정하여 3회 세척한다. 세척종료 후 세척액을 웰에서 완전히
제거하기 위해 페이퍼위에서 액을 털어낸다. 이 상태에서 5분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되며
다음 작업을 하기 전에 페이퍼위에 뒤집어 둔다.
⑫ TMB 기질반응액 100㎕를 분주하고 알루미늄종이로 플레이트를 피복하는 등의 처치를
하고, 암시야에서 15(±1)분 실온에서 반응을 실시한다. 반응시 필름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⑬ 반응정지액(R10) 100㎕를 well에 분주한다. 반응정지액 첨가 후 실온에서 1시간 이내에
마이크로플레이트 리더기로 주파장(A450) 450nm, 부파장 (AREF) 620nm(또는 650nm)로
하여 흡광도를 측정한다(bichromatism mode : 450nm OD - 620nm OD). 측정하기 전에
플레이트바닥을 깨끗이 닦고, 측정 할 때까지는 항상 빛을 피하도록 한다.

결과 판정
1) 컷오프치(cut-off value)
판정은 다음과 같이 컷오프치를 계산하여 그것을 이용한다.
컷오프치 = 2개의 음성컨트롤의 평균 OD치+0.120

2) 판정
샘플의 OD치〈 컷오프치 : 음성
샘플의 OD치 ≥ 컷오프치 : 재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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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재검사
① 상기에 의해 재검사로 된 경우는 마이크로플레이트의 2웰을 이용하여, 균질화된 보존샘플을
이용하여 실시한다.
② 2웰 중 어느 한편의 OD치가 컷오프치 이상의 OD치를 얻은 경우는 양성 으로 판정한다.
③ 2웰 모두 컷오프치 미만이 경우는 음성으로 판정한다.

ELISA검사자체의 유효성평가
1) 음성 대조군 :
음성대조군 평균값(NCX) : A1(A450-AREF)+B1(A450-AREF)/2
음성대조군의 평균값 < 0.150, 이 값을 벗어나면 반복실험을 해야 한다.

2) 양성 대조군 :
양성대조군 평균값(PCX) : C1(A450-AREF)+D1(A450-AREF)/2
양성대조군의 평균값 ≥0.400, 이 값을 벗어나면 반복실험을 해야 한다.
* ELISA양성에 대한 재검사는 1회로 제한하며, 이와 같이 총2회 검사시에도 양성으로 판정되면
검역본부로 송부 (1회 이상 재검사시 확인검사가 불가능함)

결과의 보관
마이크로플레이트 리더로 판독한 결과는 전자 자료로 보관한다.

검사 시 유의사항
1) 작업은 구획된 전용의 실험실내에서, 원칙적으로 안전 캐비넷(safety cabinet class
II)내에서 실시한다.
2) 작업자는 상처로부터의 감염, 비말에 의한 눈 및 입으로부터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라텍스
또는 비닐장갑, 마스크, 예방의복 및 모자를 착용하고, 필요시 방호안경 등도 사용한다.
3) 작업복을 포함한 각종 기구･기자재는 가능한 1회용 제품을 사용한다.
4) 검사재료의 취급은 클린벤치위에서 실시하고, 비말, 에어로졸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인다.
5) 날카로운 실험도구(바늘, 가위, 칼 실험실 유리제품)의 사용을 금하며 부득이한 경우
일회용품을 사용한다.
6) 검사재료를 흘렸을 때 및 업무 종료시에는 작업장소의 표면을 2N NaOH로 1시간
도포하여 청소한다.
7) 모든 폐기물은 뚜껑이 있는 쓰레기통이나 바이오하자드백(biohazard bag)에 보관
하며 가능한 실험이 끝나자마자 아래의 방법으로 소독 후 폐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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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소각이 가장 권장할만한 방법이며 종이 등 가연성 폐기물은 소각한다.
② 금속성기구 및 소각할 수 없는 플라스틱 기구류는 소각 가능한 천 등으로 오물을 닦은
후에 2% 차아염소산나트륨 또는 2N NaOH에 1시간이상 침지하고 그 후에 물로 닦는다.
③ 액체 폐기물의 경우 최종농도가 2N이 되도록 NaOH를 넣어 1시간 이상 방치 후 폐기한다.

6. 확정검사(면역조직화학염색, IHC)
TSE 진단을 위한 가축에서 조직처리방법
1) 24시간 이상 buffered formalin으로 고정한다.
2) 검사부위(obex, 빗장)가 포함되도록 세절한다.
3) Buffered formalin으로 후고정한다(약 3~5시간).
4) 88% Formic acid로 1시간 처리(변형프리온 불활화 과정)한다.
5) 흐르는 물에 1시간 세척한다.
6) 조직 처리기에서 수행한다.
Model No. : Shandon pathcentre 1-Day Protocol(19:59)
Reagent

Station

Time(Hr:Min) Temp.(C)

Pressure/vaccum

Drain(sec)

Stir

Ethanol 70%

1

1:30

Amb

N

30

ON

Ethanol 70%

2

1:45

Amb

N

30

ON

Ethanol 90%

3

1:00

Amb

V

30

ON

Ethanol 90%

4

1:00

Amb

V

30

ON

Abs Ethanol

5

1:30

Amb

V

30

ON

Abs Ethanol

6

1:00

Amb

V

30

ON

Abs Ethanol

7

1:00

Amb

V

30

ON

Xylene

8

1:30

Amb

V

30

ON

Xylene

9

1:30

Amb

V

60

ON

Paraplast

11

2:00

62

V

120

ON

Paraplast

12

1:00

60

V

120

ON

∘ 10% Buffered neutral formalin 제조법
37~40% formalin 100㎖, D.W. 900㎖, Sodium phosphate monobasic 4g, Sodium phosphate
dibasic (anhydrous) 6.5g

629

동물질병 표준진단요령

면역조직화학염색법(Immunohistochemistry, IHC)
가. 슬라이드와 시약 준비
포르말린 고정 파라핀 포매 조직을 2.0µm를 잘라서 VWR micro slide (superfrost plus VWR
Cat No. 48311-703)에 부착한다. 슬라이드 건조기 38℃에서 하룻밤 건조시킨다. 슬라이드
부착율을 높이기 위해 60℃에서 5분간 더 반응한다. 면역조직화학염색을 위해 새로 박절된 조직
을 이용하는 것이 좋으나 양성 및 음성 대조군은 실온에서 4주간 보관할 수 있다. 좀 더 장기간
보관은 권장하지 않는다. 모든 시약은 Milipore 증류수(pH6.34)로 만들어져야 한다.
F99는 VMRD에서 생산된 단클론항체로서 냉동상태로 1.0㎎/㎖ (PBS+ 4㎎/㎖ BSA+0.09%
sodium azide)의 농도로 공급된다. BL391, 8E74는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생산된 항체로 냉동
보관하며 이들 항체의 보관은 -80℃에 최소 50㎕씩 분주하여 보관한다. 전염성해면상뇌증 진단
을 위해 농림축산검역본부는 F99 1/200, BL391 1/500, 8E74 1/300농도로 희석하여 사용한다.
처음 녹인 이후에 남은 용액은 10㎕씩 분주하여 -20℃에 보관한다.

∘ 시약 및 시약제조 방법
시

약

Formic Acid 98%(JUNSEI Co.)

제 조 방 법
희석하지 않은 농축된 시판시약

Epitope Demasking solution
DAKO ChemMate Target Retrieval solution buffer: 제조사의
(ChemMate Target Retrieval solution : 유효기간까지 4℃에서 보관 . 사용 전에 증류수로 1:10으로
0.01mol/L Citrate buffer pH6)
희석하여 사용함
Endogenous Peroxidase Block

Fresh 3% Hydrogen Peroside in Methanol(30% Hydrogen
Peroside을 1:10으로 희석하여 사용 Cat No. Applicam
A1134.0500, 4℃ 보관)

Tris Buffered Saline- Triton X-100
(TTB)

Trizma HCl(29.8g) + 증류수(2L) + Triton×-100(10㎖) 4℃에서
6개월간 보관가능

일차항체 희석액

3% Normal Horse Serum(Gibco 16050-122, Aliquoted 50㎖
at -20℃)을 TTB로 희석한 용액. 만들어진 시약은 4℃에서
2개월간 사용가능

검출시약

Ventana ultraview Red kit(250 heads/kit): 25㎖ AP Red
Enhancer, 25㎖ AP Red Multimer, 25㎖ AP Red Naphthol,
25㎖ AP Red Fast Red A, 25㎖ AP Fast Red B. 제조사의
유효기간까지 4℃에서 보관

시약 용량(1방울)

유리슬라이드 당 100㎕ 소요

Tris Buffer solution(TB)

Trizma HCl(29.8g)+D.W.(2L)
실온에서 6개월간 보관가능

Reaction buffern(×10)

Ventana, 제조사의 유효기간까지 실온에서 보관

Liquid Cover slip(LCS)

Ventana, 제조사의 유효기간까지 실온에서 보관

대조염색

Ventana Hematoxylin 25㎖, Bluing reagent 25㎖
Ventana, 제조사의 유효기간까지 4℃에서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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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PrP 면역염색 절차(가축)
단계

염색 방법

1

Xylene으로 탈파라핀 작업을 3회 실시한다(각 5분).
absolute alcohol(100%)로 함수 2회 실시한다(각 5분).

2

3% Hydrogen Peroxide 10분간 침지한다.

3

증류수로 5분 세척한다.

4

88% Formic acid(98% formic acid를 1:10으로 희석) 5분 반응한다.
5분 이상 처리하면, 유리슬라이드에서 조직이 떨어지므로 주의한다.

5

흐르는 물에 10분간 세척한다.

6

Demasking solution(10× ChemMate buffer)을 슬라이드가 잠길 정도로 유리 비이커에
채운다(10장당 400㎖ 정도). 121℃ 30분간 autoclave를 실시한다.

7

비이커가 들어갈 정도의 사각형 용기에 autoclave가 끝난 비이커를 넣고 10분간 흐르는 물로 열을
식힌다.

8

증류수에 10회 정도 Dipping한다.

9

자동면역염색기에서 실시(10～23단계)한다.

10

Reaction buffer로 슬라이드를 세척, 슬라이드에 시약에 대한 용량을 확인하고, 커버슬립을 덮는다.

11

IHC가 시작되고 Slide Chamber를 37.0℃로 따뜻하게 한다. 4분간 반응한다.

12

슬라이드 세척한다. 커버슬립 시약을 덮는다.

13

커버슬립 시약을 덮고 Fresh first antibody시약을 100㎕ 넣고 32분간 반응한다.

14

Slide Chamber를 37.0℃로 따뜻하게 한다. 슬라이드 세척한다.

15

UltraVeiw Red Multimer 한방울을 넣고 커버슬립 시약을 덮고 12분간 반응한다.

16

슬라이드 세척한다. 커버슬립 시약을 덮는다.

17

UltraVeiw Red Enhancer 한방울을 넣고 커버슬립 시약을 덮고 4분간 반응한다. UltraVeiw Fast
Red A 한방울과 UltraVeiw Red Naphthol 한방을 넣고 8분간 반응한다. UltraVeiw Fast Red
B를 한방울 넣고 8분간 반응한다.

18

슬라이드 세척한다.

19

Hematoxylin 1방울을 넣고 커버슬립시약을 넣고 4분간 반응한다.

20

슬라이드 세척한다.

21

Bluing reagent 1방울을 넣고 커버슬립 시약을 덮고 4분간 반응한다.

22

슬라이드 세척한다. 시약을 확인하고 커버슬립시약을 덮는다.

23

슬라이드 세척한다.

24

0.01% tween 20용액으로 슬라이드를 세척한다.

25

증류수로 세척한다. 흐르는 물로 5분간 세척한다. 증류수에 10~20회 Dipping한다.

26

100% EtOH 3분, 95% EtOH 3분간 반응한다.

27

Neoclear(Xylene 대체용액)로 3분씩 3회 청정화한다.

28

영구 mounting medium(Neomount : Merck 1.09016.0500)으로 봉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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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확정검사법(면역블로팅, WB)
Immunoblot for TSE diagnosis
이 진단법은 Western blotting technique으로 포르마린 고정하지 않은 신선한 뇌 조직에서
변형프리온 단백질(PrPres)을 분리 및 검출하는 방법이다. 먼저 collagenase와 DNase I을
처리하여 PrPsc를 노출하고 PK를 처리하여 PrPc를 제거하고 원심을 통해 PrPres를 농축하는
방법으로 시료를 전처리 하여 immunoblot을 실시하여 TSE를 진단한다. 이 방법은 ELISA
tube에 있는 시료를 그대로 이용 가능하여 ELISA 실시한 tube에만 양성반응이 관찰될 경우
본 방법을 확정검사법(confirmatory test)으로 이용 가능하다.

1) 시약제조 및 준비
(1) PrP 추출
- TN buffer : 100mM NaCl, 50mM Tris-HCl(pH7.5)
- Detergent buffer : 4% Zwittergen 3-14, 4% Sarkosyl 100mM NaCl, 50mM
Tris-HCl(pH7.5)
※ detergent buffer 1㎖ 당: 10× TN buffer 100㎕, 30% zwittergen 133.5 ㎕, 25% sarkosyl
160.0㎕

- Butanol-Methanol solution: 2-Butanol : Methanol = 5 : 1
- Proteinase K: 1㎎/㎖ in 50mM Tris-HCl(pH8.0), 1mM CaCl2
- Pefablock : 0.1M in DDW
- Collagenase 20㎎/㎖ in DDW
- DNase I : 10㎎/㎖ in 50% glycerol, 10mM Tris-HCl(pH7.5) 10mM MgCl2
- 2×Sample buffer : 사용 중에 소량은 실온보관가능 장기간 보존은 4℃에서 보관
1M Tris-HCl(pH6.8)

1.25㎖

Glycerol

0.5M EDTA(pH8.0)

120㎕

β-Mercaptoethanol

1% bromophenol blue

800㎕

Urea

4.8g

SDS

1㎖
800㎕
1g

up to 20㎖

2) 실험방법
(1) PrP 추출
① 뇌 시료를 채취(200㎎ 뇌조직, 800㎕ TN buffer)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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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multi-bead shaker로 뇌 조직을 균질화(45sec 6.5, 20%W/W)한다.
③ 뇌조직 유제액 250㎕에 detergent buffer 250㎕를 섞는다.
④ 2-Buthanol 25㎕를 넣고 혼합한 다음에 sonication을 실시한다.
⑤ 12.5㎕ collagenase(20㎎/㎖)를 넣고 혼합한다.
⑥ 37℃에서 30분간 반응한다.
⑦ 10㎕ 0.1M pefablock을 넣고 혼합한다.
⑧ 2㎕ DNase I(10㎎/㎖)을 넣고 실온에서 5분간 반응한다.
⑨ 250㎕ Butanol-methanol용액을 넣고 혼합한다.
⑩ 20,000g에 20℃ 10분간 원심한다.
⑪ 상층액을 제거하고 침전물을 증발시킨다.
⑫ Sample buffer 100㎕를 넣고 100℃에서 5분간 끓인다.

(2) 전기영동

<그림 1> Vertical electrophoresis system

① Electrophoresis tank를 준비하고 gel 하단의 흰 테이프를 떼어낸 뒤 <그림 1>과 같이
tank에 gel을 장착한다.

<그림 2> Sample loading

② Gel의 상당의 plastic combs을 제거한 후 1㎖ 피펫을 이용하여 running buffer로 각
well을 채워준다.
③ 10㎕의 샘플과 5㎕의 marker를 첫 번째 gel에 로딩하고 두 번째 gel에 marker와 함께
샘플을 단계 희석하여 각 well에 로딩한다(그림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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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el plan
gel 1
1. Marker
2. blank
3. Cervid positive, PK untreated
4. Cervid negative, PK untreated
5. blank
6. Sample, PK untreated
7. Sample, PK untreated
8. blank
9. Sample, PK treated
10. Sample, PK treated
11. blank
12. Cervid negative, PK treated
13. Cervid positve, PK treated
14. Blank
15. Marker

gel 2
1. Prionics control
2. Marker
3. blank
4. Sample serial dilution 1:2
5. Sample serial dilution 1:4
6. Sample serial dilution 1:8
7. Sample serial dilution 1:16
8. Sample serial dilution 1:32
9. Sample serial dilution 1:164
10. Sample serial dilution 1:128
11. Sample serial dilution 1:256
12. Sample serial dilution 1:512
13. Sample serial dilution 1:1024
14. blank
15. Marker

④ Running buffer로 upper buffer chamber(gel과 gel상이의 공간)를 채워주고 lower
buffer chamber는 gel 하단에서 3㎝정도가 채워지도록 running buffer를 부어준다.
⑤ 500㎕의 antioxidant를 upper buffer chamber에 넣어준 후 tank의 뚜껑을 덮고 뚜껑의
소켓을 power supply에 연결한 후 150V로 50분~1시간 내려준다.
⑥ Sample을 내리는 동안 transfer를 위해 transfer tank에 transfer buffer를 채워주고
cooling device를 연결하여 transfer buffer를 차갑게 한다(4℃). 또한 gel에 맞추어
PVDF membrane와 filter paper를 잘라주고 membrane은 methanol에 15초간 담궈
수화시킨 후 methanol을 버리고 transfer buffer에 담궈 둔다.
⑦ 전기영동이 끝나면 electrophoresis tank에서 gel을 꺼낸 후 그림 3과 같이 precast
gel의 플라스틱 틀에서 gel을 꺼낸 후 transfer buffer에 몇 초간 담궈둔다.

<그림 3> Precast gel의 플라스틱 틀에서 gel을 꺼냄

⑧ Transfer cassette를 열어 적당한 tray에 놓고 transfer buffer를 부어준다. Cassette의
한쪽 면에 스펀지를 놓고 그 위에 filter paper를 놓고 다시 그 위에 미리 수화시킨
membrane을 올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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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Membrane 위에 gel을 올리고 공기방울을 제거한 뒤 다시 filter paper와 스펀지를 차례로
올린 후 cassette를 닫아 transfer tank에 장착한다.
⑩ Transfer tank의 뚜껑을 닫고 membrane이 positive charge 쪽(그림 4)으로 오도록
소켓을 power supply에 연결 후 400mA로 1시간 30분간 transfer한다.

<그림 4> Transfer sandwich assembly

(3) Immunodetection
① Blocking : membrane에 blocking buffer를 잠기도록 넣은 후 실온에서 30분간 흔들어
주면서 반응시킨다.
② 1st antibody : 6H4, 8E74 또는 S1 항체를 TBST에 3,000배로 희석하여 membrane이
잠기도록 넣어준 후 흔들면서 실온에 1시간 반응시키거나 4℃에서
overnight한다.
③ Washing : TBST로 5분간 3회 세척한다.
④ 2nd antibody : 2차 항체를 3,000배로 희석하여 membrane에 넣어준 후 흔들면서 실온에
최소 30분간 반응시킨다.
⑤ Washing : TBST로 5분간 3회 세척한다.
⑥ Luminiscence buffer를 넣어준 후 5분간 반응시킨다.
⑦ Luminiscence buffer로 CDP-star(12.5mM)를 50배 희석하여 사용한다(CDP-star
최종농도:0.25mM)
⑧ OHP 필름위에 membrane을 올려놓고 희석한 CDP-star를 부어준 후 실온에서 5분간
반응시킨다.
⑨ Membrane에서 과도한 액체를 제거하고 OHP 필름으로 membrane을 덮어준다.
⑩ 암실에서 membrane에 X-ray film을 5~10분간 붙여준 후 차례로 developer와 fixer에
담그어 시그널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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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BSE strain 감별법
이 진단법은 비정형 소해면상뇌증의 진단을 위해 실험실에서 수행되는 소해면상뇌증의
감별 하는 분자생물학적 방법을 이용한다
측정법 당화제거 방법

추출 방법에 단백분해효소

의 감수성을

을 추가하고 기본적인 검출반응에서 특이항체

반응성의 차이 등을 이용하여

을 감별하는 방법이다

1) 시약제조 및 준비
(1) PrP 추출
① TN buffer : 100 mM NaCl, 50 mM Tris-HCl(pH 7.5)
② Detergent buffer : 4% Zwittergen 3-14, 4% Sarkosyl 100 mM NaCl, 50 mM
Tris-HCl(pH 7.5)
※ detergent buffer 1mL 당: 10× TN buffer 100 µL, 30% zwittergen 133.5 µL, 25% sarkosyl 160.0 µL

③ Butanol-Methanol solution: 2-Butanol : Methanol = 5 : 1
④ Proteinase K: 1 mg/mL in 50 mM Tris-HCl(pH 8.0), 1 mM CaCl2
⑤ Pefablock : 0.1 M in DDW
⑥ Collagenase 20 mg/mL in DDW
⑦ DNase I : 10 mg/mL in 50% glycerol, 10 mM Tris-HCl(pH 7.5) 10 mM MgCl2
⑧ 2× Sample buffer : 사용 중에 소량은 실온보관가능 장기간 보존은 4℃에서 보관
1 M Tris-HCl (pH 6.8) 1.25 mL
0.5 M EDTA (pH 8.0)

120 µL

1% bromophenol blue

800 µL

Urea

Glycerol

1 mL

β-Mercaptoethanol
SDS

800 µL
1 g

4.8 g
up to 20 mL

(2) PK 감수성 검사 및 디글리코실레이션 검사
① PBS 또는 Tris-HCl(pH6.0, pH8.0)
② PNGase F (NEB P0704S)

(3) 전기영동 및 전사(Transfer)
① 12% Bis-Tris gel 10, 12, 17 well (Invitrogen NP3041, 3042, 3049)
② Protein Marker(Amersham RPN800E)
③ NuPAGE MOPS SDS Running buffer(Invitrogen NP0001-02, 5L)
④ Antioxidant(Invitrogen NP0005, 15mL)
⑤ VWR Grade 707 blotting pad(vwr 28298-032)
⑥ Immobilon-P transfer membrane(Millipore IPVH 00010 26.5cmX37.5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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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PrP 검출
① 일차 항체 : SHA31(Cayman 11866), SAF84(Cayman 189775), P4(R-Biopharm 8007),
N18-5(QIA)
② 이차 항체: ReserveAP Goat anti Mouse IgG(H+L) Phosphatase labeled (KPL
0751-1806)
③ Blocking Solution : Tropix I-Block 2 g, 2 L TBS, 1 mL Tween 20
④ 10× Luminescence buffer(pH9.8) : Tris 2.42 g, MgCl2 0.2 g, DW 100 mL
⑤ Chromogen : CDP star(Roche Appiled Science T2306), NBT/BCIP 1-component
phosphotase substrate (KPL 50-81-18)
⑥ TBST : Tris buffered Saline(pH7.4) 2 L, Tween 20 1 mL
⑦ DuraSeal tranparent film (DS5-150)

2) 실험방법
(1) PrP 추출
① 뇌 시료를 채취(200 mg 뇌조직, 800 µL TN buffer)한다.
② multi-bead shaker로 뇌 조직을 균질화[45 sec 6.5, 20% (W/W)]한다.
③ 뇌조직 유제액 250 µL에 detergent buffer 250 µL를 섞는다.
④ 2-Buthanol 25 µL를 넣고 혼합한 다음에 sonication을 실시한다.
⑤ 12.5 µL collagenase(20 mg/mL)을 넣고 혼합한다.
⑥ 20 µL 1 mg/mL proteinase K를 넣고 혼합한다.
⑦ 37℃에서 30분간 반응한다.
⑧ 10 µL 0.1 M pefablock을 넣고 혼합한다.
⑨ 2 µL DNase I(10 mg/mL)을 넣고 실온에서 5분간 반응한다.
⑩ 250 µL Butanol-methanol용액을 넣고 혼합한다.
⑪ 20,000 g에 20℃ 10분간 원심한다.
⑫ 상층액을 제거하고 5분간 킴타올에서 증발시킨다.
⑬ Sample buffer 100 µL를 넣고 100℃ 5분간 끓인다.
⑭ 전기영동 및 Western blotting 시행 (loading은 10 µL)

(2) PK 감수성 검사법
① 뇌 시료를 채취(200 mg 뇌조직, 800 µL TN buffer)한다.
② multi-bead shaker로 뇌 조직을 균질화[45 sec 6.5, 20% (W/W)]한다.
③ 뇌조직 유제액 250µL에 detergent buffer(또는 PMCA buffer) 250µL를 섞는다.
④ 1, 10 mg/mL proteinase K(PK)를 2가지 pH를 가진 PBS 또는 Tris-HCl buffer에 표의
양 데로 넣고 시료와 혼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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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K농도(µg/mL)

50 (PK 1 mg/mL)

500 (PK 10 mg/mL)

PK양 (µL)

37.5

20

buffer양(µL)

212.5 (pH6.5)

212.5 (pH8.0)

⑤ 37℃에서 1시간 반응한다.
⑥ 10 µL 0.1 M pefabloc을 넣고 혼합한다.
⑦ 20,000 g에 4℃ 1시간 원심한다.
⑧ 상층액을 완전히 제거한다.
⑨ 펠렛에 4% SDS를 100 µL 넣고 초음파 실시 (potency 40%; pulse on 5:00, pulse 1:00;
time 1분)
⑩ 100℃ 5 분 도중(2~3분경과 후)에 flash하면서 잘 녹인다.
⑪ 500 µL의 차가운 메탄올(-20℃ 예냉시킨것)을 넣고 혼합한다.
⑫ -20C에 30분~1시간 이상 방치한다. 이 상태로 보존 가능하여 이 단계에서 다음날 실시
할 수도 있다.
⑬ 상층액을 제거하고 5분간 킴타올에서 증발시킨다.
⑭ Sample buffer 100 µL를 넣고 100℃ 5분간 끓인다.
⑮ 전기영동 및 Western blotting 시행 (loading은 10 µL)

(3) 디글리코실레이션(Deglycosylation)검사법
① 시료 10 µL + PMCA 10 µL를 넣는다 (각 시료는 같은 것을 2개씩 만든다 PNGase
F 처리와 비처리로 구분하기 위함)
② Proteinase K(1 mg/mL) 4 µL를 넣고 혼합한다.
③ 30% sarkosyl 8 µL를 넣고 혼합한다.
④ 20,000 g에 4℃ 1시간 원심한다.
⑤ 상층액을 버리고
⑥ 1 µL glycoprotein denaturation buffer(NEB)와 9 µL 증류수를 넣고 100℃ 10분간
반응한다.
⑦ 16 µL NEB buffer G7 (50 mM sodium phosphate, pH7.5) 및 2 µL 10% NP40(1%),
2 µL PNGase F(비처리는 PBS 2 µL를 넣는다)를 넣고 혼합한다.
⑧ 37℃ waterbath에서 밤샘처리 한다.
⑨ 1× SDS sample buffer 10 µL를 넣고 100℃ 5분간 끓인다.
⑩ 전기영동 및 Western blotting 시행 (loading은 10 µL)

(4) 전기영동 및 전사
7. 확정검사법(면역블로팅, WB)과 같은 방법으로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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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PrP 검출(Immunodetection)
7. 확정검사법(면역블로팅, WB)과 같은 방법으로 하되 일차항체만 SHA31(×1000), SAF84
(×1000), P4(×2500), N18-5(×1000), 을 TBST에 희석하여 membrane이 잠기도록 넣어준
후 흔들어주면서 실온에서 1시간 반응시키거나 4℃에서 밤샘처리한다.

3) 결과해석
이 진단은 원심을 이용해 불용성의 PrPres를 농축하는 것으로 효소를 처리해
가수분해된 음성대조는 시그널을 보이지 않으며 수용성의 PrPC만 포함한 효소를
처리하지 않은 음성대조는 매우 약한 시그널을 보일 수 있다. 프리온 단백질을 두 번의
glycosylation이 존재해 PK를 처리한 PrPres의 immunoblot에서는 30-27 kDa,
26-24 kDa, 21-19 kDa의 세 밴드가 나타나며 정형 BSE PrPres의 경우에는 30-27
kDa의 밴드가 가장 뚜렷하다. 표1과 같이 정형 BSE를 기준으로 1.4 kDa정도 당이없는
밴드(21-19 kDa)가 높고, P4항체와 반응하지 않으며 디글리코실레이션 검사시 두개의
밴드가 확인되고 단백분해 감수성실험시 나타나는 전체 band의 density를 측정하여
0.6이하의 값 일때 H-type으로 진단할 수 있다. L-type은 정형 BSE에 비하여
당이없는 밴드(21-19 kDa)가 0.3 kDa으로 낮고, P4항체에 반응성이 없고 당이
두개밴드인 30-27 kDa의 밴드가 50%이하로 희석반응 시 세 개의 밴드가 모두 확인되고
단백분해 감수성실험 시 나타나는 전체 band의 density를 측정하여 0.6이하의 값 일
때 이다.
표 1. 분자생물학적 BSE strain 감별
BSE type

size1)
difference
in kDa

P4항체와의
반응성2)

glycoprofile
di-glyc(%)3)

deglycosylation
with PNGaseF4)
(SAF84항체이용)

proteolytic
susceptibility
pH8/pH 6.55)

C

ref

no

>50

1 band

>0.7

H

+1.4

yes

>50

2 band

<0.6

L

-0.3

no

<50

1 band

<0.6

(1) 마지막 밴드의 분자량 크기 확인
변형프리온의 면역블로팅 밴드는 세 개의 밴드가 확인이 되며 그 중 당이 없는 마지막밴드의
크기가 비정형 BSE strain이 구분이 가능하며 C-BSE를 기준으로 H-type은 분자량이 1.4
kDa정도 커서 더 위에 위치하고, L-type은 0.3 kDa 정도 작아 더 아래에 위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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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P4 항체와의 반응성: H-BSE만 반응
epitope이 N-terminal 부분으로서 변형프리온이 단백분해효소에 부분적으로 잘리는
부위가 포함된 부분으로서 다른 TSE 감별에도 이용된다. 세 개의 BSE strain 중 H-BSE만
반응하고 C-BSE와 L-BSE는 반응하지 않는다. 따라서 H-BSE의 PrPres(단백분해효소에
저항하는 프리온단백질)는 다른 두 개의 BSE strain 보다 단백분해효소 처리시 앞쪽
부분에서 잘려서 항체와 반응하는 부분이 남아 반응한 것이다.

(3) diglycosylated band의 density 확인
변형프리온의 당화패턴은 TSE감별에도 사용되는 방법으로서 3개의 밴드의 density를 각각
측정하여 세 개 밴드의 비율을 비교 분석한다. BSE의 경우 맨 위의 당이 두 개있는
밴드(diglycosylated band)와 가운데 있는 당이 하나있는 밴드(monoglycosylated band)의
density 비율로 strain을 감별할 수 있다. C-BSE나 H-BSE는 diglycosylated band의
density가 50%이상으로 더 진하며, L-BSE는 50%이하로서 monoglycosylated band의
density가 더 높은 것으로 감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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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당제거 반응(deglycosylation)후 면역블로팅상 band의 개수
변형프리온의 strain구별 방법 중 하나인 당제거반응(deglycosylation)후 밴드의 크기를
확인하는 것으로 C-terminal 부분에 epitope를 가진 항체(SAF84)와 반응 시 H-BSE는
14-16 kDa의 작은 band가 한 개 더 확인되어 2개의 band가 관찰된다.

(5) 단백분해효소 감수성 ratio
변형프리온의 생화학적 특성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단백분해효소 처리농도에 따른 저항성을
확인하는 방법을 응용한 것이다. Jacobs[8]에 의해 확립된 것으로 pH와 PK농도에 따라
stringent(S, PK 500 µg/pH 8)와 mild(M, PK 50 µg/pH 6)반응으로 정하여 실험을
수행하여 나타나는 전체 band의 density를 측정하여 이들의 비율(S/M ratio)을 구하여
감별한다. C-BSE는 0.7이상으로 PK나 pH의 변화에 따른 전체 band의 density가 영향을
덜 받으나, 비정형 BSE는 0.6이하의 값으로 stringent 반응 시 mild 반응보다 band의
density가 반 정도 감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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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변형프리온 검출을 위한 형광항체법 (IFA)
개요
본 기법은 세포에서 변형프리온 검출을 위해 BSE지속감염세포, 소 프리온 발현세포,
식물추출물을 처리세포에 6M GdnHCl을 처리하여 정상프리온 및 변형프리온을 감별
확인하는 방법으로 감염유무 및 억제유무 확인하는 방법임

시약제조
1) 세포: BSE 지속감염세포 (M2B), 소프리온 발현세포(C1-2F), 식물추출물 처리세포(Cured
M2B)
2) 식물추출물: 복분자 추출물
3) 10% FBS가 첨가된 DMEM
4) 검출방법 및 기기: IFA, 96well plate, 5% CO2 incubator
5) 검출시약 :
- 4% paraformaldehyde-sucrose: 4% paraformaldehyde 100ml에 0.4 g Scurose를 넣고
녹인다.
- 0.1M glycine : PBS 100 ml에 7.507 g glycine을 넣고 녹인다.
- 6M GdnHCl : 70.8 g의 GdnHCl을 넣고 100 ml로 맞추고 60℃로 hot plate에 stirring
하면서 녹인다.
- 0.1% digitonin : PBS 10 ml에 0.01 g digitonin을 넣고 녹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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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BS(1×) : pH 7.2 invitrogen 20012-027
- blocking solution : 10 ml PBS에 500 µl FBS를 넣고 섞어준다.
- primary antibody(6H4) : 10× blocking solution 1 ml에 50 µl 6H4를 섞는다.
- Secondary antibody(Alexa 488 anti-mouse antibody) : PBS 1 ml에 1 µl 이차항체를
섞는다.

실험방법
1) M2B, C1-2F, Cured M2B세포를 96well plate에 seeding
- 각 well당 10,000 여개의 세포를 넣고 24시간 후에 IFA수행
- PBS로 3회 세척
- 4% paraformaldehyde-Sucrose 용액에 37℃ 또는 실온에서 10분간 반응
- 0.1 M glycine에 10분간 중화반응 한다.
- 0.1% digitonin에 10분간 반응한다.
- 6 M GdnHCl 10분간 처리한 것 처리하지 않는 것 두가지로 반응한다.
- PBS로 3회 세척한다.
- Blocking sol.(5% FBS-PBS)을 실온에서 30분 반응한다.
- 1차항체(6H4 ×200)를 0.5% FBS-PBS용액에 4℃에서 밤샘처리한다.
- PBS로 5회 세척한다.
- 2차항체(Alexa 488 anti-mouse antibody)를 0.5% FBS-PBS로 1000배 희석한다.
- 3회 세척 후 검경 (바로 검경하기 어려운 경우 호일에 싸서 냉동고에 넣어둔다)

10.항체검사
진단용으로 이용 가능한 검사방법이 없다.

11. 감별진단
가. 대사성 질병
저칼슘혈증, 저혈당증, 저마그네슘혈증, 간성 및 신성 뇌증, 뇌연화증, 열사병, 수분과
염기의 불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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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전염성질병
광견병, 소유행열, 전염성소기관염, 소허피스바이러스감염증 등 바이러스성 전염병,
세균성뇌염(리스테리아감염증, H. somnus에 의한 전염성혈전성뇌막뇌염, 산재성 소뇌
척수염), 네오스포라병 등
다. 중독성질병
납중독, 독성식물 중독, 보툴리즘, 요소중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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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20 스크래피(Scrapie)

사체검사
(뇌조직, 인두후림프절)

역학조사

신속검사
(항원 ELISA)

(-)

(+) or (+/-)

확정검사
(IHC, WB)

(+)

(-)

양성

음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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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역학상황
가. 원인 : 변형프리온 감염축의 태반을 통한 수직감염, 접촉감염 가능
나. 대상 : 수평전파가 가능하므로 양성축에 노출되었을 우려가 있는 양 또는 염소
다. 양성축 도입일로부터 발생농장으로부터 36개월 이내(필요시, 60개월로 연장가능) 분양
또는 출하된 양 또는 염소
라. 양성축 도입일로부터 36개월 이전에 발생농장내로 입식된 양 또는 염소

2. 임상증상
가. 초기에는 불안해하며 축군내에서는 다른 동물과 떨어져 있으려고 함
나. 이를 갈기 시작하면 발굽이나 어린 양을 물기도 함
다. 감염축은 가려움증이 심하여 벽이나 기둥에 비벼서 털이 벗겨지는 특징적인 증상이 나타남
라. 보행이상과 체중감소 등이 관찰되기도 함

Scrapie에 감염된 면양(가려움증으로 벽에 비벼 생긴 탈모현상)

3. 병리해부소견
가. 특이 부검소견 없음

4. 병리조직소견
가. 신경세포(neuron) 및 신경망(neuropil)의 공포변성(공포화)
나. 별아교세포증(astrocyto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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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항원ELISA
5-1. TeSeE SAP Combi 키트(Bio-rad)
개요
1) 의심 시료 내 변형 프리온을 검출하는 방법으로 냉동(냉장)조직시료로부터 proteinase를
처리하여 정상 프리온을 제거한 후 sandwich ELISA방법으로 검출하는 방법
- TSE 진단키트(Bio-rad)는 TeSeE키트, 샘플채취 주사기, 정량주사기, 시료채취용 숟가락
및 채취통으로 구성되어있음

시약 및 기구
1) PrP 정제(TeSeE SAP combi kit ; 2～8℃에서 보관 시 유효기간까지 보존가능)
① proteinase K 용액 제조
처리검체 수에 따라(아래표 참조) 키트내의 용해액(Reagent A)으로 proteinase K를
250배로 희석한다.
- 희석한 proteinase K용액은 실온(18～30℃)에서 6시간 보존가능하다.
검체수

Reagent A 용량 proteinase K 용량

검체수

Reagent A 용량 proteinase K 용량

2

1 ㎖

4 ㎕

50

13 ㎖

52 ㎕

10

3 ㎖

12 ㎕

58

15 ㎖

60 ㎕

18

5 ㎖

20 ㎕

66

17 ㎖

68 ㎕

26

7 ㎖

28 ㎕

74

19 ㎖

76 ㎕

34

9 ㎖

36 ㎕

82

21 ㎖

84 ㎕

42

11 ㎖

44 ㎕

90

23 ㎖

92 ㎕

2) PrP 검출(TeSeE SAP combi kit ; 2～8℃에서 보관 시 유효기간까지 보존가능)
① 사용하는 시약, 상품화된 마이크로플레이트는 사용하기 약30분전에 냉장고에서 꺼내어
실온에 방치해 둔다.
② 세척원액(R2)을 삼차증류수에서 10배 희석, 혼합하여 희석세척액(R2')으로 한다.
- R2'(1000㎖)= R2(100㎖)+ 삼차증류수(900㎖)
- 2～8℃에서 2주간 보존 가능
③ 양성 컨트롤(R4)의 병을 가볍게 더빙한 후 개봉하고, R6를 4㎖ 첨가한다. 1분간 방치한 후,
부드럽게 혼합하여 용해한다.
- 실온에서 2시간, 2～8℃에서 4시간, -20℃에서 6개월간 보존가능하다. 500㎕씩
분주하여 -20℃에 보관하는 것이 좋으며 3회 이상 해동을 반복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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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효소표지항체원액(conjugate, R7)을 희석세척액(R2')으로 10배 희석하고 부드럽게
혼화하여 효소표지항체희석액(R7')로 한다.
- R7'(1㎖)= R7(0.1㎖)+ R2'(0.9㎖)
- 1줄의 스트립(8웰)에 대하여 1㎖의 효소표지항체희석액(R7')이 필요하다.
- 실온에서 8시간 보존가능하다.
⑤ 호일 등으로 차광한 용기에 기질완충액(R8)과 발색액(R9)을 10:1의 비율로 혼합하여
희석기질발색액(R8+R9)로 한다.
- R8+R9(1.1㎖) = R9(0.1㎖) + R8(1㎖)
- 1줄의 스트립에 대하여 1㎖의 희석기질발색액(R8+R9)이 필요하게 된다.
- 실온에서 6시간 보존가능하다. 단, 사용시에 푸르게 발색되어 있는 경우는 사용할 수
없으므로 새로 만든다.

시험방법
* 아래의 검사방법은 제조회사 권장방법(manual)에 따른 검사방법임
1) PrP정제(TeSeE SAP combi kit)
① 양 또는 염소의 뇌간(brainstem)의 Obex부위를 350±40㎎, 인두후림프절의 피질 부분을
200±20㎎을 계량하여 취한다.
② 계량하여 취한 검체를 kit내 샘플튜브에 넣는다.
③ 샘플튜브를 ribolyser 또는 TeSeE process 48에 장착하여 천천히 균질화(homogenize)한다.
균질화가 불충분할 때 1 또는 2회 더하며 각 회수 사이에 시료 tube를 실온에 두었다가
실행, 림프절의 경우 큰 beads를 넣고 2회 균질화한다.
Ribolyser

TeSeE Precess 48

Time(sec)

45

-

Speed

6.5

-

Program

-

Program 1

④ 균질화된 샘플에서 고형물을 함유하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250㎕를 취해, 2㎖ 에펜도르프
튜브 등에 옮긴다.
- 이 시점에 샘플은 실온에서 8시간, 2～8℃에서 15시간, -20℃에서 1년 보존가능하다.
-20℃에 보관되었던 시료는 반드시 실온에서 해동하며, 냉동/해동 횟수를 3회 이상
하지 말아야한다. 옮기기 전에 시료는 항상 위아래로 천천히 흔들어 균질화시켜야 한다
⑤ 샘플수에 따라 제조한 proteinase K 용액을 250㎕ 첨가하여 잘 혼합한다(튜브 뚜껑을
닫고 위아래로 흔들어 10회 정도 섞음).
효소활성을 균일하게 하기 위해, proteinase K 용액을 첨가는 첫째에서 마지막 튜브까지
5분 이내에 빨리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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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잘 혼합 후, 재빨리 항온수조 또는 Heat Block 등에 두고 37±2℃, 10±1분간 반응을
실시한다. ⑤와 ⑥의 조작 사이의 시간은 2분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
⑦ 반응종료 후 2분 이내에 Reagent B를 250㎕ 첨가하여 용액전체가 푸르게 될 때까지
잘 혼합한다.
- Reagent B를 첨가하는 작업은 5분 이내 재빨리 실시한다.
⑧ Reagent B를 넣은 후 30분 이내에 20℃ 20,000×g에서 5분간 또는 15,000×g에서 7분간
원심한다.
⑨ 원심종료 후, 상층액을 버린다. 상층액을 가능한 한 제거하기 위해, 튜브를 상하 역으로
하여 페이퍼 위에 5분간 놓아두어 건조시킨다.
⑩ 건조시킨 후, 10분 이내에 마이크로튜브에 Reagent C을 25㎕ 첨가한다. 볼텍스(vortex)로
혼합해서는 안 된다.
⑪ 빨리 항온수조 또는 Heat Block 등에 두고 100±5℃, 5±1분간 반응을 실시한다. ⑩과
⑪의 조작 사이의 시간은 2분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
⑫ 항온수조 또는 Heat Block 등에서 마이크로튜브를 꺼내어, 볼텍스로 잘 혼합한다(5±2초).
- 이 시점에서 샘플은 2～8℃에서 5시간, -20℃에서 72시간 보존가능 하다. 보존한 경우는
실온에서 녹여 볼텍스로 잘 혼합한다(5±2초).
⑬ TeSeE키트의 희석액(R6)를 125㎕ 첨가하여 혼합한다. 희석샘플은 볼텍스로 5±2초간
잘 혼합하여 PrP 검출 방법에 따라 마이크로플레이트의 웰에 샘플을 분주한다.
2) PrP 검출(TeSeE SAP combi kit)
① 마이크로플레이트에서 필요한 수만큼 스트립으로 꺼낸다.
- 사용하지 않는 스트립은 통에 되돌리고 건조제를 넣은 후 밀폐한다. 2～8℃에서 1개월간
보존가능하다.
② 아래와 같이 음성컨트롤(R3), 양성컨트롤(R4) 및 TeSeE 추출키트로 추출한 샘플을
마이크로플레이트의 웰에 분주한다.
- A1,B1,C1,D1 : 음성컨트롤(R3)

100㎕

- E1,F1 :

100㎕

- G1,H1... :

양성컨트롤(R4)
샘플

100㎕

③ 필름으로 피복하여 37±2℃에서 30±2분 반응한다.
④ 필름을 벗기고 플레이트를 세척한다. 자동 마이크로플레이트 워셔기로 세정하는 경우는
오버플로 설정하여 3회 세척한다. 세척종료 후 세척액을 웰에서 완전히 제거하기 위해
페이퍼위에서 액을 털어낸다. 하지만 5분 이상 방치해서는 안된다.
⑤ 효소표지항체희석액(R7')을 100㎕씩 각 웰에 분주한다.
⑥ 필름으로 피복하여 2～8℃에서 30±2분 반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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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필름을 벗기고 플레이트를 세척한다. 자동 마이크로플레이트 워셔기로 세척하는 경우는
오버플로 5회 세척 한다. 세척종료 후 세척액을 웰에서 완전히 제거하기 위해 페이퍼
위에서 액을 털어낸다. 이 상태로 5분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되며 다음 작업을 하기 전에
페이퍼위에 뒤집어 둔다.
⑧ 기질발색액(R8+R9) 100㎕를 웰에 분주하고 알루미늄종이로 플레이트를 피복하고,
암시야 실온에서 30±5분 반응한다. 반응 시 필름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⑨ 반응정지액(R10) 100㎕를 웰에 분주한다.
⑩ 반응정지액 첨가 후 실온에서 30분 이내에 마이크로플레이트 리더기로 주파장 450nm, 부파장
620nm로 흡광도를 측정한다(bichromatism mode: 450nm OD-620nm OD). 측정하기 전에
플레이트바닥을 깨끗이 닦고, 측정 할 때까지는 항상 빛을 피하도록 한다.

결과판정
1) 컷오프치(cut-off value)
판정은 다음과 같이 컷오프치를 계산하여 그것을 이용한다.
컷오프치 = (4개의 음성컨트롤의 평균OD치+정수)
정수는 정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키트의 설명서에 기재되어 있는 수치를 적용할 것

2) 판정
샘플의 OD치< {컷오프치 - 컷오프치의 10%} : 음성
샘플의 OD치≥ {컷오프치 - 컷오프치의 10%} : 재검사

3) 재검사
① 상기에 의해 재검사로 된 경우는 마이크로플레이트의 2웰에, 균질화된 보존샘플을
이용한다.
② 2웰 중 어느 한편의 OD치가 컷오프치 이상 또는 {컷오프치- 컷오프치의 10%} 이내의
OD치를 얻은 경우는 양성으로 판정한다.
③ 2웰 모두 {컷오프치- 컷오프치의 10%} 미만이 경우는 음성으로 판정한다.
* 위양성(False positive)이 검출되는 경우
샘플이 불충분하게 균질화 된 경우, 샘플이 잘못 보존되었거나 탈수된 경우 (PrP 추출과정 중에
완전히 균질화 되도록 균질화 과정을 수회 반복한다)

ELISA검사자체의 유효성 평가
1) 음성 대조군(R3) :
① 4개의 개별값이 0.150미만이어야 하나, 이 중 한개의 값만이 0.150과 같거나 높으면
제외할 수 있다. 그러나 그러한 값이 두개이상 되면 반복실험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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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음성대조군의 평균값+(평균값×40%)보다 높은 값은 제외시켜야 한다.
※ 만약 ①에서 한 개의 값이 제외되었다면, ②에서 한 개의 값을 추가로 제외시킬 수 있다. 만약
①에서 한 개의 값도 제외되지 않았다면, ②에서 두개의 값을 제외시킬 수 있다. 만약 음성대조
군의 값 중 ①와 ②에 해당되는 경우가 3개 이상 되면 반복실험을 하여야 한다.

2) 양성 대조군(R4)
평균값이 1.000과 같거나 높아야 하며 이 값을 벗어나면 반복실험을 하여야 한다.
※ ELISA양성에 대한 재검사는 1회로 제한하며, 이와 같은 총2회 검사 시에도 양성으로 판정 시
송부(1회 이상 재검사시 확인검사가 불가능함)

결과의 보관
마이크로플레이트 리더로 판독한 결과는 전자자료로 보관한다.

6. 확정검사(면역조직화학염색, IHC)
TSE 진단을 위한 가축에서 조직처리방법
1) 24시간 이상 buffered formalin으로 고정한다.
2) 검사부위(obex, 빗장)가 포함되도록 세절한다.
3) Buffered formalin으로 후고정한다(약 3~5시간).
4) 88% Formic acid로 1시간 처리(변형프리온 불활화 과정)한다.
5) 흐르는 물에 1시간 세척한다.
6) 조직 처리기에서 수행한다.
Model No. : Shandon pathcentre 1-Day Protocol(19:59)
Reagent
Ethanol 70%
Ethanol 70%
Ethanol 90%
Ethanol 90%
Abs Ethanol
Abs Ethanol
Abs Ethanol
Xylene
Xylene
Paraplast
Paraplast

Station
1
2
3
4
5
6
7
8
9
11
12

Time(Hr:Min)
1:30
1:45
1:00
1:00
1:30
1:00
1:00
1:30
1:30
2:00
1:00

Temp.(C)
Amb
Amb
Amb
Amb
Amb
Amb
Amb
Amb
Amb
62
60

Pressure/vaccum Drain(sec)
N
30
N
30
V
30
V
30
V
30
V
30
V
30
V
30
V
60
V
120
V
120

Stir
ON
ON
ON
ON
ON
ON
ON
ON
ON
ON
ON

∘ 10% Buffered neutral formalin 제조법
37~40% formalin 100㎖, D.W. 900㎖, Sodium phosphate monobasic 4g, Sodium phosphate dibasic
(anhydrous) 6.5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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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역조직화학염색법(Immunohistochemistry, IHC)
가. 슬라이드와 시약 준비
포르말린 고정 파라핀 포매 조직을 2.0µm를 잘라서 VWR micro slide(superfrost plus VWR
Cat No. 48311-703)에 부착한다. 슬라이드 건조기 38℃에서 하룻밤 건조시킨다. 슬라이드
부착율을 높이기 위해 60℃에서 5분간 더 반응한다. 면역조직화학염색을 위해 새로 박절된 조직
을 이용하는 것이 좋으나 양성 및 음성 대조군은 실온에서 4주간 보관할 수 있다. 좀 더 장기간
보관은 권장하지 않는다. 모든 시약은 Milipore 증류수(pH6.34)로 만들어져야 한다.
F99는 VMRD에서 생산된 단클론항체로서 냉동상태로 1.0㎎/㎖ (PBS+ 4㎎/㎖ BSA+0.09%
sodium azide)의 농도로 공급된다. BL391, 8E74는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생산된 항체로 냉동
보관하며 이들 항체의 보관은 -80℃에 최소 50㎕씩 분주하여 보관한다. 전염성해면상뇌증 진단
을 위해 농림축산검역본부는 F99 1/200, BL391 1/500, 8E74 1/300농도로 희석하여 사용한다.
처음 녹인 이후에 남은 용액은 10㎕씩 분주하여 -20℃에 보관한다.

∘ 시약 및 시약제조 방법
시
Formic Acid 98%
(JUNSEI Co.)

약

제 조 방 법
희석하지 않은 농축된 시판시약

Epitope Demasking
DAKO ChemMate Target Retrieval solution buffer
solution (ChemMate
제조사의 유효기간까지 4℃에서 보관
Target Retrieval solution :0.01mol/L
사용 전에 증류수로 1:10으로 희석하여 사용함
Citrate buffer pH6)
Endogenous Peroxidase Block

Fresh 3% Hydrogen Peroxide in Methanol
(30% Hydrogen Peroxide을 1:10으로 희석하여 사용 Cat No.
Applicam A1134.0500, 4℃ 보관)

Tris Buffered Saline-Triton X-100
(TTB)

Trizma HCl(29.8g) + 증류수(2L) + Triton×-100(10㎖)
4℃에서 6개월간 보관가능

일차항체 희석액

3% Normal Horse Serum (Gibco 16050-122, Aliquoted 50㎖
at -20℃)을 TTB로 희석한 용액
만들어진 시약은 4℃에서 2개월간 사용가능

검출시약

시약 용량 (1방울)
Tris Buffer solution(TB)
Reaction buffern(×10)
Liquid Cover slip(LCS)
대조염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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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entana ultraview Red kit (250 heads/kit) : 25㎖ AP Red
Enhancer, 25㎖ AP Red Multimer, 25㎖ AP Red Naphthol,
25㎖ AP Red Fast Red A, 25㎖ AP Fast Red B. 제조사의
유효기간까지 4℃에서 보관
유리슬라이드 당 100㎕ 소요
Trizma HCl(29.8g)+D.W.(2L)
실온에서 6개월간 보관가능
Ventana, 제조사의 유효기간까지 실온에서 보관
Ventana, 제조사의 유효기간까지 실온에서 보관
Ventana Hematoxylin 25㎖, Bluing reagent 25㎖
Ventana, 제조사의 유효기간까지 4℃에서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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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PrP 면역염색 절차(가축)
단계

염색 방법

1

Xylene으로 탈파라핀 작업을 3회 실시한다(각 5분).
absolute alcohol(100%)로 함수 2회 실시한다(각 5분).

2

3% Hydrogen Peroxide 10분간 침지한다.

3

증류수로 5분 세척한다.

4

88% Formic acid(98% formic acid를 1:10으로 희석) 5분 반응한다.
5분 이상 처리하면, 유리슬라이드에서 조직이 떨어지므로 주의한다.

5

흐르는 물에 10분간 세척한다.

6

Demasking solution(10× ChemMate buffer)을 슬라이드가 잠길 정도로 유리 비이커에
채운다(10장당 400㎖ 정도). 121℃ 30분간 autoclave를 실시한다.

7

비이커가 들어갈 정도의 사각형 용기에 autoclave가 끝난 비이커를 넣고 10분간 흐르는 물로 열을
식힌다.

8

증류수에 10회 정도 Dipping한다.

9

자동면역염색기에서 실시(10～23단계)한다.

10

Reaction buffer로 슬라이드를 세척, 슬라이드에 시약에 대한 용량을 확인하고, 커버슬립을 덮는다.

11

IHC가 시작되고 Slide Chamber를 37.0℃로 따뜻하게 한다. 4분간 반응한다.

12

슬라이드 세척한다. 커버슬립 시약을 덮는다.

13

커버슬립 시약을 덮고 Fresh first antibody시약을 100㎕ 넣고 32분간 반응한다.

14

Slide Chamber를 37.0℃로 따뜻하게 한다. 슬라이드 세척한다.

15

UltraVeiw Red Multimer 한방울을 넣고 커버슬립 시약을 덮고 12분간 반응한다.

16

슬라이드 세척한다. 커버슬립 시약을 덮는다.

17

UltraVeiw Red Enhancer 한방울을 넣고 커버슬립 시약을 덮고 4분간 반응한다. UltraVeiw Fast
Red A 한방울과 UltraVeiw Red Naphthol 한방을 넣고 8분간 반응한다. UltraVeiw Fast Red
B를 한방울 넣고 8분간 반응한다.

18

슬라이드 세척한다.

19

Hematoxylin 1방울을 넣고 커버슬립시약을 넣고 4분간 반응한다.

20

슬라이드 세척한다.

21

Bluing reagent 1방울을 넣고 커버슬립 시약을 덮고 4분간 반응한다.

22

슬라이드 세척한다. 시약을 확인하고 커버슬립시약을 덮는다.

23

슬라이드 세척한다.

24

0.01% tween 20용액으로 슬라이드를 세척한다.

25

증류수로 세척한다. 흐르는 물로 5분간 세척한다. 증류수에 10~20회 Dipping한다.

26

100% EtOH 3분, 95% EtOH 3분간 반응

27

Neoclear(Xylene 대체용액)로 3분씩 3회 청정화한다.

28

영구 mounting medium(Neomount : Merck 1.09016.0500)으로 봉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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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확정검사법(면역블로팅, WB)
Immunoblot for TSE diagnosis
이 진단법은 Western blotting technique으로 포르마린 고정하지 않은 신선한 뇌 조직에서
변형프리온 단백질(PrPres)을 분리 및 검출하는 방법이다. 먼저 collagenase와 DNase I을
처리하여 PrPsc를 노출하고 PK를 처리하여 PrPc를 제거하고 원심을 통해 PrPres를 농축하는
방법으로 시료를 전처리 하여 immunoblot을 실시하여 TSE를 진단한다. 이 방법은 ELISA
tube에 있는 시료를 그대로 이용 가능하여 ELISA 실시한 tube에만 양성반응이 관찰될 경우
본 방법을 확정검사법(confirmatory test)으로 이용 가능하다.

1) 시약제조 및 준비
(1) PrP 추출
- TN buffer : 100mM NaCl, 50mM Tris-HCl(pH7.5)
- Detergent buffer : 4% Zwittergen 3-14, 4% Sarkosyl 100mM NaCl, 50mM
Tris-HCl(pH7.5)
※ detergent buffer 1㎖ 당: 10× TN buffer 100㎕, 30% zwittergen 133.5㎕, 25% sarkosyl
160.0㎕

- Butanol-Methanol solution: 2-Butanol : Methanol = 5 : 1
- Proteinase K: 1㎎/㎖ in 50mM Tris-HCl(pH8.0), 1mM CaCl2
- Pefablock : 0.1M in DDW
- Collagenase 20㎎/㎖ in DDW
- DNase I : 10㎎/㎖ in 50% glycerol, 10mM Tris-HCl(pH7.5) 10mM MgCl2
- 2×Sample buffer : 사용 중에 소량은 실온보관가능 장기간 보존은 4℃에서 보관
1M Tris-HCl (pH6.8)

1.25㎖

Glycerol

0.5M EDTA (pH8.0)

120㎕

β-Mercaptoethanol

1% bromophenol blue

800㎕

Urea

4.8g

SDS

1㎖
800㎕
1g

up to 20㎖

2) 실험방법
(1) PrP 추출
① 뇌 시료를 채취(200㎎ 뇌조직, 800㎕ TN buffer)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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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multi-bead shaker로 뇌 조직을 균질화(45sec 6.5, 20%W/W)한다.
③ 뇌조직 유제액 250㎕에 detergent buffer 250㎕를 섞는다.
④ 2-Buthanol 25㎕를 넣고 혼합한 다음에 sonication을 실시한다.
⑤ 12.5㎕ collagenase(20㎎/㎖)를 넣고 혼합한다.
⑥ 37℃에서 30분간 반응한다.
⑦ 10㎕ 0.1M pefablock을 넣고 혼합한다.
⑧ 2㎕ DNase I(10㎎/㎖)을 넣고 실온에서 5분간 반응한다.
⑨ 250㎕ Butanol-methanol용액을 넣고 혼합한다.
⑩ 20,000g에 20℃ 10분간 원심한다.
⑪ 상층액을 제거하고 침전물을 증발시킨다.
⑫ Sample buffer 100㎕를 넣고 100℃에서 5분간 끓인다.

(2) 전기영동

<그림 1> Vertical electrophoresis system

① Electrophoresis tank를 준비하고 gel 하단의 흰 테이프를 떼어낸 뒤 <그림 1>과 같이
tank에 gel을 장착한다.

<그림 2> Sample loading

② Gel의 상당의 plastic combs을 제거한 후 1㎖ 피펫을 이용하여 running buffer로 각 well을
채워준다.
③ 10㎕의 샘플과 5㎕의 marker를 첫 번째 gel에 로딩하고 두 번째 gel에 marker와 함께
샘플을 단계 희석하여 각 well에 로딩한다.(그림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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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el plan
gel 1
1. Marker
2. blank
3. Cervid positive, PK untreated
4. Cervid negative, PK untreated
5. blank
6. Sample, PK untreated
7. Sample, PK untreated
8. blank
9. Sample, PK treated
10. Sample, PK treated
11. blank
12. Cervid negative, PK treated
13. Cervid positve, PK treated
14. Blank
15. Marker

gel 2
1. Prionics control
2. Marker
3. blank
4. Sample serial dilution 1:2
5. Sample serial dilution 1:4
6. Sample serial dilution 1:8
7. Sample serial dilution 1:16
8. Sample serial dilution 1:32
9. Sample serial dilution 1:164
10. Sample serial dilution 1:128
11. Sample serial dilution 1:256
12. Sample serial dilution 1:512
13. Sample serial dilution 1:1024
14. blank
15. Marker

④ Running buffer로 upper buffer chamber(gel과 gel상이의 공간)를 채워주고 lower buffer
chamber는 gel 하단에서 3㎝정도가 채워지도록 running buffer를 부어준다.
⑤ 500㎕의 antioxidant를 upper buffer chamber에 넣어준 후 tank의 뚜껑을 덮고 뚜껑의
소켓을 power supply에 연결한 후 150V로 50분~1시간 내려준다.
⑥ Sample을 내리는 동안 transfer를 위해 transfer tank에 transfer buffer를 채워주고
cooling device를 연결하여 transfer buffer를 차갑게 한다(4℃). 또한 gel에 맞추어
PVDF membrane와 filter paper를 잘라주고 membrane은 methanol에 15초간 담궈
수화시킨 후 methanol을 버리고 transfer buffer에 담궈 둔다.
⑦ 전기영동이 끝나면 electrophoresis tank에서 gel을 꺼낸 후 그림 3과 같이 precast gel의
플라스틱 틀에서 gel을 꺼낸 후 transfer buffer에 몇 초간 담궈 둔다.

<그림 3> Precast gel의 플라스틱 틀에서 gel을 꺼냄

⑧ Transfer cassette를 열어 적당한 tray에 놓고 transfer buffer를 부어준다. Cassette의
한쪽 면에 스펀지를 놓고 그 위에 filter paper를 놓고 다시 그 위에 미리 수화시킨
membrane을 올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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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Membrane 위에 gel을 올리고 공기방울을 제거한 뒤 다시 filter paper와 스펀지를 차례로
올린 후 cassette를 닫아 transfer tank에 장착한다.
⑩ Transfer tank의 뚜껑을 닫고 membrane이 positive charge 쪽(그림 4)으로 오도록
소켓을 power supply에 연결 후 400mA로 1시간 30분간 transfer한다.

<그림 4> Transfer sandwich assembly

(3) Immunodetection
① Blocking : membrane에 blocking buffer를 잠기도록 넣은 후 실온에서 30분간 흔들어
주면서 반응시킨다.
② 1st antibody : 6H4, 8E74 또는 S1 항체를 TBST에 3,000배로 희석하여 membrane이
잠기도록 넣어준 후 흔들면서 실온에 1시간 반응시키거나 4℃에서 overnight한다.
③ Washing : TBST로 5분간 3회 세척한다.
④ 2nd antibody : 2차 항체를 3,000배로 희석하여 membrane에 넣어준 후 흔들면서 실온에
최소 30분간 반응시킨다.
⑤ Washing : TBST로 5분간 3회 세척한다.
⑥ Luminiscence buffer를 넣어준 후 5분간 반응시킨다.
⑦ Luminiscence buffer로 CDP-star(12.5mM)를 50배 희석하여 사용한다(CDP-star
최종농도:0.25mM)
⑧ OHP 필름위에 membrane을 올려놓고 희석한 CDP-star를 부어준 후 실온에서 5분간
반응시킨다.
⑨ Membrane에서 과도한 액체를 제거하고 OHP 필름으로 membrane을 덮어준다.
⑩ 암실에서 membrane에 X-ray film을 5~10분간 붙여준 후 차례로 developer와 fixer에
담그어 시그널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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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항체검사
진단용으로 이용 가능한 검사방법이 없다.

9. 감별진단
가. Maedi-Visna
나. 회백질연화증
다. 오제스키병
라. 도약병
마. 리스테리아 감염증
바. 광견병
사. 이(lice), 진드기, 옴, 개선충 등 외부기생충 감염, 식물독소에 의한 간성뇌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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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21

구역(Dourine)

역학조사

임상검사

혈액 검사

병리해부 및
조직검사

항원진단 : PCR

항체진단 : CF, IFA

(+)

(-)

(+)

(-)

(양성)

(음성)

(양성)

(음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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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역학상황
가. 원인 체 : Trypanosoma equiperdum
나. 병원성은 strains 종류에 따라 다양하고, 다른 트리파노솜과 달리 혈액에서는 거의 검출되지
않고 조직에서 기생하는 것이 특징임
다. 구역의 전파는 다른 트리파노솜 질병과는 달리 벡터(무척추동물)를 매개로 이루어지지 않고,
교미에 의하여 직접적으로 전파되는 생식기 질병임
라. 감수성 동물은 마과동물(말, 당나귀, 노새)이지만, 당나귀와 노새는 무증상 carrier가 될
수 있음
마. 아프리카, 남미 및 아시아 일부지역에서는 풍토병이며, 중동 및 유럽에서도 발생이 보고됨

2. 임상증상
가. 이 질병의 잠복기는 수주에서 수년으로 다양함
나. 주로 생식기 종창, 피부 플라크형성 및 신경증상을 보임
다. 질병 초기에는 생식기의 부종 및 점액농성 삼출물 관찰
라. 발열, 생식기와 유선의 부종, 피부발진, 운동실조, 안면근육 마비, 눈의 병변, 보행실조,
빈혈, 쇠약, 부종성 피부 반점(silver dollar plaques) 관찰

① 부종성 피부 반점（silver dollar plaques)

② 숫말에서의 생식기 종대

3. 병리해부검사
가. 림프절 특히, 복강내 림프절의 비대 및 출혈, 피하에 젤라틴성 삼출물 존재
나. 수컷에서 음낭, 피포 및 고환피막이 두터워지고 침윤 발생
다. 암컷에서 외음, 질점막, 자궁 및 방광, 유선의 젤라틴성 침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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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병리조직검사
가. 요추, 천골 부위의 척수 및 신경섬유의 퇴화와 위축
나. 근육의 지방병성

5. 원인체 분리검사
진단법 개요
혈액이나 병변조직에서 원충의 관찰이 어렵고, Nagana(T. brucei)나 Surra(T.

evansi)와의

감별진단이 힘들어 현미경검사법은 거의 실시하지 않음. 따라서 현실적으로 임상증상을 토대로
혈청학적 진단을 통해 확진함.

분리재료 : 혈액, 병변조직
분리방법
1) 감염 후 4~5일에 외부생식기의 임파액 및 부종액, 질점액, plaque 삼출물 등 병변조직에서
채취한 샘플로 기생충의 성상을 현미경으로 관찰
2) 혈액도말 : 거의 검출 불가능함

혈액내 T. equiperdum

6. 항체 검사
진단법 개요
감염된 동물의 혈액에 존재하는 항체를 검출하는 방법으로 보체결합반응과 간접형광
항체법이 있다. 보체결합반응은 구역의 임상증상확진 및 잠복감염의 확인을 위해 널리 이용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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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며, OIE 표준검사법이다. 다만 비감염 당나귀 혈청에서는 종종 비특이적 양성 반응이
관찰되기도 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간접형광항체법을 적용한다.

6-1. 보체결합반응법(OIE prescribed test)
항원과 항체가 반응하여 생성된 항원항체복합체가 보체와 결합하는 현상을 이용한
실험방법이다. 테스트는 2단계에 걸쳐 실시된다. 1단계에서는 혈청을 비동화 처리하여 보체의
활성이 없는 항혈청과 항원, 그리고 보체를 섞어 반응을 일으킨다. 2단계에서는 감작
적혈구(보체와 결합하면 용혈반응을 일으킴)를 가해 보체의 잔존량을 측정한다. 1단계에서
항원항체반응이 일어나면 보체가 소비되므로 2단계에서 용혈반응이 일어나지 않는다. 반대로
1단계에서 항원항체반응이 일어나지 않으면 보체가 그대로 남아 있으므로 용혈반응이
일어난다. 이러한 점을 이용하여 혈청 내에 항체의 존재를 알 수 있다.

검사재료 : 혈청
시약 및 기구
1) 기구 및 장비
⑴ 항온배양기(shaking incubator)
⑵ 원심분리기
⑶ 항온수조기(water bath)
⑷ 희석용 기구 및 용기
2) 시약
⑴ veronal buffer
⑵ Hemolysin(rabbit anti-sheep RBC)
⑶ Complement(Guinea-pig serum)
⑷ Dourine CF Antigen

검사방법
1) 검사준비
⑴ 가검 혈청 및 대조 혈청(양성 및 음성) 비동화 처리
◦ 축종별 비동화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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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 : 58℃, 35분
- 당나귀, 노새 : 62℃, 35분
⑵ 면양혈구 세척

◦ Alsever용액에 담긴 면양혈액은 반드시 냉장고에서 5일 이상 정치한 후(혈구 침전)
사용한다.
※ 이와 같은 면양혈구는 약 1달 정도 사용 가능함. 단, 상층액에 용혈 현상이
육안적으로 관찰되지 않거나, 혈구의 오염이 의심되지 않으면 계속 사용가능

◦ 정치된 혈액을 veronal buffer을 혼합하여 원심분리(3,000 rpm, 5분) 시킨 후,
상층액 및 buffy coat 층을 제거한다(3회 실시).

◦ veronal buffer를 첨가하여 1,000g에서 10분간 원심분리 시킨 후, 상층액을
제거하고 침전된 혈구를 사용하여 2% RBC 부유액을 제조한다.
⑶ Hemolysin(rabbit anti-sheep RBC)

◦ 제조자 또는 회사에서 제시한 사용설명서에 따라 희석하여 사용한다.

⑷ Comlement(Guinea-pig serum)

◦ 5.5C'H50 역가의 보체 사용(1C'H50 : 50% 용혈을 일으키는 보체역가)

⑸ 항원희석 : 제조자 또는 회사에서 제시한 사용설명서에 따라 희석하여 사용한다.
⑹ Veronal Buffer : 혈청, 항원, 보체의 희석 및 혈구세척에 사용되는 용액
2) 양성/음성 대조군 혈청 및 보체 titration plate
⑴ 비동화 처리한 양성/음성 대조군 혈청을 준비한다(대조군 혈청은 희석하지 않는다)
⑵ 양성/음성 대조군 혈청 및 보체 titration용 플레이트를 준비한다.
⑶ veronal buffer 25㎕를 플레이트의 A, B열 전 well(A1-12, B1-12)에 분주한다.
⑷ A1 well에 양성대조군 혈청을 25㎕ 분주한 후 이진 희석한다.
⑸ B1 well에 양성대조군 혈청을 25㎕ 분주한 후 이진 희석한다.
⑹ 희석된 antigen 25㎕를 A, B열 전 well(A1-12, B1-12)에 분주한다.
⑺ 희석된 complement 25㎕를 A, B열 전 well(A1-12, B1-12)에 분주한다.
⑻ Complement control 준비

◦플레이트의 G10-12, H10-12 well에 veronal buffer 25㎕씩 분주한다.

◦희석된 complement 25㎕를 G9-10, H9-10 well에 분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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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well(G10, H10)에서부터 이진 희석한다.

◦Veronal buffer 50㎕를 전 well(G9-12, H9-12)에 분주한다.

3) 검사혈청 plate (Screening test)
⑴ 비동화 처리한 검사혈청을 veronal buffer로 5배 희석한다.
⑵ 준비한 플레이트에 희석된 검사혈청 25㎕를 각각의 해당 well에 분주한다.
⑶ 희석된 antigen 25㎕를 전 well에 분주한다.
⑷ 희석된 complement 25㎕를 전 well에 분주한다.
4) 위 1), 3)번 플레이트를 37℃ 1시간 동안 중등도 속도로 shaking하면서 반응시킨다.
5) 감작적혈구 준비(haemolytic system) : 위 4)번의 반응이 끝나기 20분 전에 2% RBC
용액과 희석된 hemolysin을 동량으로 섞은 후 37℃ 10분간 중등도 속도로
shaking하면서 감작시킨다.
6) 위 5)번에서 준비된 감작적혈구 50㎕를 전 well에 분주한 후 37℃ 45분간 중등도
속도로 shaking하면서 반응시킨다.
7) 플레이트를 1,840g 4분 원심분리 후 결과를 판독한다.

판정기준
1) 구역 보체결합반응법 판정기준
용혈 수준
0%

판독
4+

결과
양성

25%

3+

의심

50%

2+

의심

75%

1+

의심

혈구가 거의 없는 경우

Trace

음성

100%

음성

음성

2) End-point titration : Screening test(혈청 5배 희석)에서 양성반응이 관찰 될 경우,
혈청을 이진 희석하여 위와 동일한 방법으로 검사를 실시하여 역가를 확인한다.
※ 혈청내의 Anti-complement activity(ACA)에 의한 비특이적 양성반응이 의심될
경우, 항원을 제외하고 희석된 혈청, 보체, 감작적혈구로 실험을 실시한다. 이때
양성 반응이 관찰될 경우는 false-positive로 간주한다.

(혈청 속에는 자연적인 ACA가존재하지만, 대부분 혈청 비동화처리 과정을 통해 제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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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간접형광항체법
검사재료 : 혈청
시약 및 기구
1) 기구 및 장비
⑴ 항온배양기(shaking incubator)
⑵ 형광현미경
⑶ 희석용 기구 및 용기
2) 시약
⑴ PBS
⑵ Dourine 혈액도말 항원 슬라이드
⑶ Fluorescen Labeled(FITC) Affinity Purified Antibody

검사방법
1) 검사준비
⑴ 냉동 보관된 혈액도말 항원슬라이드를 꺼내어 30∼45분간 두어 온도가 올라감과
동시에 건조되도록 한다.
⑵ Lot 번호나 다른 정보 등 슬라이드에 관한 정보들을 test sheet에 적어둔다.
⑶ 양성 및 음성 대조 혈청을 해동시키고 test sheet에 lot number를 기록한다.
2) 대조혈청(양성 및 음성) 및 가검혈청 희석
⑴ 양성/음성 대조군혈청과 가검혈청을 1% Goat serum를 첨가한 PBS buffer (1㎖
Goat serum/100㎖ PBS)로 아래와 같이 희석한다.

◦ 대조군 혈청은 1:10으로 희석한 다음 다시 8배 희석하여 1:80이 되도록 한 다음, 이 후로
2배 단계희석하여 1:1,280까지 희석한다.

◦ 가검혈청은 1:10으로 희석한 다음 다시 8배 희석하여 최종 1:80이 되도록 희석한다.

⑵ 가검혈청의 accession/I.D. number를 확실히 test sheet에 기입해 둔다.
3) 항원 슬라이드 준비
⑴ 혈액도말 항원슬라이드에 매니큐어로 사각형을 그리거나, 4줄의 선을 긋는다.
단, 이때 반드시 슬라이드의 혈액이 도말된 면에 그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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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 □ □ □ □ □ □
□ □ □ □ □ □ □
□ □ □ □ □ □ □

II

혹은

4) 초기 배양 - 항원항체 반응
⑴ 희석된 혈청 0.01㎖(10㎕)를 각각의 사각형 안에 떨어뜨린다. test sheet에 pattern
을 기록해 둔다.
⑵ 슬라이드를 빛이 닿지 않게 한 후, 습윤 챔버에 넣고 37℃에서 30분간 배양한다.
⑶ 1x PBS (without goat serum)로 각각 10분씩 2~3회 세척한다.
⑷ 마지막 세척 후, 슬라이드 뒷면을 흐르는 수돗물에 가볍게 헹군다.
⑸ 슬라이드를 최소 30분 동안 37℃에서 건조시키거나, 헤어드라이어로 말려준다.
5) Fluorescein Labeled(FITC) Affinity Purified Antibody 준비
⑴ 냉장고에서 fluorescein labeled(FITC) affinity purified antibody를 꺼낸다.
⑵ FITC affinity purified antibody를 PBS buffer로 1:10으로 희석한 후, 1:80으로
희석한다.
6) 최종 배양
⑴ 희석된 FITC affinity purified antibody를 10㎕씩 슬라이드의 각 네모칸 안에 떨어
뜨린다.
⑵ 슬라이드를 빛이 닿지 않게 한 후, 습윤 챔버에 넣고 37℃에서 30분간 배양한다.
⑶ 1x PBS(without goat serum)로 각각 10분씩 2~3회 세척한다.
⑷ 빛을 완전히 차단한 37℃의 배양기에서 30분간 건조시키거나, 헤어드라이어를 사용
하여 말려준다.
7) IFA 슬라이드 판독
⑴ 슬라이드가 건조되었는지 확인한다.
⑵ 10배와 100배 형광현미경으로 검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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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감별진단
가. 슈라
나. 말전염성빈혈
다. 말바이러스동맥염
라. 말전염성자궁염
마. 탄저
바. 교배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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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22

비저(Glanders)

역학조사

임상검사

병리해부검사

병리조직검사

항원검사 :
세균분리배양

항체검사 : CF

(+)

(-)

(+)

(-)

양성

음성

양성

음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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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역학상황
가. 원인체 : Burkholderia mallei(그람음성, 간상체 세균)
나. 말, 당나귀, 노새 등의 단제류에서 전염성이 강하고 치명적인 질병이며, 수주이내에
폐사하기도 하지만 만성형으로 비강, 기도점막, 림프절, 피부 등에 특이적인 비저 결절이
관찰됨
다. 이 균은 사람에게도 쉽게 전염되는 인수공통전염병이며, 급성으로 진행 시 적절한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3주내 95%의 치사율을 보임
라. 접촉감염(감염된 동물의 호흡기와 피부 유출물 접촉), 호흡감염 및 경구감염(오염된 사료와
물 등 섭식) 등으로 전파됨
마. 잠복기는 병변의 유형에 따라 수일에서 수개월로 다양함
바. 감염동물 살처분, 법정전염병 검사, 수입규제 등의 방법으로 많은 나라에서 근절되었으며,
일부 아시아, 아프리카, 남아메리카에서 발생되고 있음

2. 임상증상
가. 병소의 형성부위에 따라 비저(비강), 폐비저(폐), 피저(피부)의 3가지로 구분됨
나. 급성형(acute form)은 당나귀와 노새에서 흔히 발생하여 고열과 호흡기 증상(비공확장,
호흡곤란, 폐렴)을 보이며 수일 내에 폐사하지만, 만성형(chronic form)으로 진행시 수
년동안 생존
다. 주로 비갑개(nasal conchae) 및 비중격(nasal septae)의 염증성 결절 및 궤양, 점액성
분비물 및 하악 임파절 종대, 폐농양, 쇠약, 기침, 호흡곤란, 설사 및 다뇨 증상을 보임

3. 병리해부검사
가. 편측 또는 양측의 코에 염증성 결절과 궤양, 끈끈한 황색의 점조한 농성 비즙, 하악임파절이
딱딱하게 굳음
나. 폐비저형에서는 폐에 농양결절 형성
다. 피부형에서는 만성의 형태로서 임파관 종대, 짓무름, 농양결절 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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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병리조직검사
가. 비저결절의 조직소견은 결핵결절과 유사하며, 중심부에 핵붕괴 확인
나. 오래된 병소에서는 중심부의 석회침착과 그 주위에 거세포가 포함된 유상피세포층,
림프구층과 섬유아세포층으로 되어있음

① 피부 화농성·궤양성 피부염 ② 비점막 염증성 결절 및 궤양

③ 폐의 농양결절

5. 원인체 분리검사
분리재료 : 신선하고 오염되지 않은 병변부위의 괴양부 또는 결절재료
사용배지 : Glyerol agar, Glyerol potato agar 및 glycerol broth (일반
적인 배양배지에서는 느리게 성장하므로 glycerol을 첨가
해주는 것이 좋음)
균분리 배양법
◦ 신선한 병변부위의 도말 표면에는 병원체가 존재하지만, 오래된 병변부위에는 거의 존재하지
않음. 균은 주로 세포 밖에 존재하며 2.5㎛(long)×0.5㎛(wide)의 끝이 둥근 Gram음성
간상체임

◦ 배양 배지에서는 배양시간과 배지 종류에 따라 다른 모양을 나타내며, 장기간 배양 할 경우
형태가 매우 다양하며 액상배지에서는 표면에 균사의 가지를 형성함

◦ 이 균은 호기성, 통성혐기성이며 37℃에서 잘 배양 됨

◦ Glycerol agar에서는 수일 후에 부드럽고 습기가 있는 끈끈한 크림색의 덩어리가 관찰되며,
계속 배양 시에는 덩어리가 두터워지고 거칠고 짙은 갈색이 됨

◦ Glycerol potato agar와 glycerol broth에서도 잘 자라며 얇은 막을 형성하고 nutrient
agar와 gelatin에서는 잘 자라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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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항체 검사
진단법 개요
감염된 동물의 혈액에 존재하는 항체를 검출하는 방법으로 보체결합반응법이 가장 정확한
혈청학적 진단법으로 널리 이용되고 있으며, OIE 표준검사법이다. 다만 비감염 당나귀
혈청에서는 종종 Anti-complement activity(ACA)에 의한 비특이적 양성 반응이 나타나기도
하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6-1. 보체결합반응법(OIE prescribed test)
항원과 항체가 반응하여 생성된 항원항체복합체가 보체와 결합하는 현상을 이용한
실험방법이다. 테스트는 2단계에 걸쳐 실시된다. 1단계에서는 혈청을 비동화 처리하여 보체의
활성이 없는 항혈청과 항원, 그리고 보체를 섞어 반응을 일으킨다. 2단계에서는 감작
적혈구(보체와 결합하면 용혈반응을 일으킴)를 가해 보체의 잔존량을 측정한다. 1단계에서
항원항체반응이 일어나면 보체가 소비되므로 2단계에서 용혈반응이 일어나지 않는다. 반대로
1단계에서 항원항체반응이 일어나지 않으면 보체가 그대로 남아 있으므로 용혈반응이
일어난다. 이러한 점을 이용하여 혈청 내에 항체의 존재를 알 수 있다.

검사재료 : 혈청
시약 및 기구
1) 기구 및 장비
⑴ 항온배양기(shaking incubator)
⑵ 원심분리기
⑶ 항온수조기(water bath)
⑷ 희석용 기구 및 용기
2) 시약
⑴ veronal buffer
⑵ Hemolysin(rabbit anti-sheep RBC)
⑶ Complement(Guinea-pig serum)
⑷ Glanders CF Antig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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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방법
1) 검사준비
⑴ 가검 혈청 및 대조 혈청(양성 및 음성) 비동화 처리
◦ 축종별 비동화 조건
- 말 : 56℃ 35분
- 당나귀, 노새 : 63℃ 35분

⑵ 면양혈구 세척

◦ Alsever용액에 담긴 면양혈액은 반드시 냉장고에서 5일 이상 정치한 후(혈구침전)
사용한다.
※ 이와 같은 면양혈구는 약 1달 정도 사용 가능함. 단, 상층액에 용혈 현상이 육안적으로
관찰되지 않거나, 혈구의 오염이 의심되지 않으면 계속 사용가능

◦ 정치된 혈액을 veronal buffer을 혼합하여 원심분리(3,000 rpm, 5분) 시킨 후, 상층액
및 buffy coat 층을 제거한다. (3회 실시)

◦ Veronal buffer를 첨가하여 1,000g에서 10분간 원심분리 시킨 후 상층액을 제거하고
침전된 혈구를 사용하여 2% RBC 부유액을 제조한다.

⑶ Hemolysin(rabbit anti-sheep RBC)

◦ 제조자 또는 회사에서 제시한 사용설명서에 따라 희석하여 사용한다.

⑷ Complement(Guinea-pig serum)

◦ 5.5C'H50 역가의 보체 사용 (1C'H50 : 50% 용혈을 일으키는 보체역가)

⑸ 항원희석 : 제조자 또는 회사에서 제시한 사용설명서에 따라 희석하여 사용한다.
⑹ Veronal Buffer : 혈청, 항원, 보체의 희석 및 혈구세척에 사용되는 용액
2) 양성/음성 대조군 혈청 및 보체 titration plate
⑴ 비동화 처리한 양성/음성 대조군 혈청을 준비한다(대조군 혈청은 희석하지 않는다)
⑵ 양성/음성 대조군 혈청 및 보체 titration용 플레이트를 준비한다.
⑶ veronal buffer 25㎕를 플레이트의 A, B열 전 well(A1-12, B1-12)에 분주한다.
⑷ A1 well에 양성대조군 혈청을 25㎕ 분주한 후 이진 희석한다.
⑸ B1 well에 양성대조군 혈청을 25㎕ 분주한 후 이진 희석한다.
⑹ 희석된 antigen 25㎕를 A, B열 전 well(A1-12, B1-12)에 분주한다.
⑺ 희석된 complement 25㎕를 A, B열 전 well(A1-12, B1-12)에 분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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⑻ Complement control 준비

◦플레이트의 G10-12, H10-12 well에 veronal buffer 25㎕씩 분주한다.

◦희석된 complement 25㎕를 G9-10, H9-10 well에 분주한다.
◦두 번째 well(G10, H10)에서부터 이진 희석한다.

◦veronal buffer 50㎕를 전 well(G9-12, H9-12)에 분주한다.

3) 검사혈청 plate(Screening test)
⑴ 비동화 처리한 검사혈청을 veronal buffer로 5배 희석한다.
⑵ 준비한 플레이트에 희석된 검사혈청 25㎕를 각각의 해당 well에 분주한다.
⑶ 희석된 antigen 25㎕를 전 well에 분주한다.
⑷ 희석된 complement 25㎕를 전 well에 분주한다.
4) 위 1), 3)번 플레이트를 37℃ 1시간 동안 중등도 속도로 shaking하면서 반응시킨다.
5) 감작적혈구 준비(haemolytic system) : 위 4)번의 반응이 끝나기 20분 전에 2% RBC
용액과 희석된 hemolysin을 동량으로 섞은 후 37℃ 10분간 중등도 속도로
shaking하면서 감작시킨다.
6) 위 5)번에서 준비된 감작적혈구 50㎕를 전 well에 분주한 후 37℃ 45분간 중등도
속도로 shaking하면서 반응시킨다.
7) 플레이트를 1,840g 4분 원심분리 후 결과를 판독한다.

판정기준
1) 비저 보체결합반응법 판정기준
용혈 수준

판독

결과

0%

4+

양성

25%

3+

의심

50%

2+

의심

75%

1+

의심

혈구가 거의 없는 경우

Trace

음성

100%

음성

음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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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nd-point titration : Screening test(혈청 5배 희석)에서 양성반응이 관찰 될 경우,
혈청을 이진 희석하여 위와 동일한 방법으로 검사를 실시하여 역가를 확인한다.
※ 혈청내의 Anti-complement activity(ACA)에 의한 비특이적 양성반응이 의심될
경우, 항원을 제외하고 희석된 혈청, 보체, 감작적혈구로 실험을 실시한다. 이때
양성 반응이 관찰될 경우는 false-positive로 간주한다.

(혈청 속에는 자연적인 ACA가 존재하지만, 대부분 혈청 비동화처리 과정을 통해

제거됨.)

7. 감별진단
가. 비강점막염
나. 부비강염
다. 선역
라. 유행성임파선염
마. 가성피저
바. 가성결핵
사. 스포로트리쿰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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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23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Severe Fever with Thrombocytopenia Syndrome)

혈액시료

항원진단 : qRT-PCR

항체진단 : IFA

(+)

(-)

(양성)

(음성)

(+)

(-)
(음성)

형광항체
바이러스 중화시험
(FA-VN)

(+)

(-)

양성

음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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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역학상황
가. 원인 : Severe Fever with Thrombocytopenia Syndrome Virus(SFTSV)
나. 진드기에 의해 전파되는 매개체 전염병
다. 가축과 사람에 감염되는 인수공통전염병임
라. 2009년 중국에서 발생이 보고된 이후 일본(2013), 한국(2013) 등에서의 발생이 보고된
신종질병임
마. 사람의 경우 고열, 혈소판감소증, 복통 등 다양한 증상이 관찰되지만 동물의 경우 특이한
임상증상이 나타나지 않음

2. 임상증상
가. 동물에서는 특이증상 없음

3. 원인체분리검사
분리재료
혈액 또는 혈청

세포주
African green monkey kidney(Vero), Vero E6, DH82 cells 등

바이러스 분리 방법
1) 혈청시료를 DMEM 배지에 1/2 희석한 후 세포에 접종하여 37℃에서 1시간 반응시킨다
2) 상층액은 제거후 PBS로 세척한 뒤 새 배지를 넣고 5～6일간 배양한다.
3) 바이러스 증식 확인을 위해 qRT-PCR을 실시한다.

4. 유전자검사
유전자 분리재료: 혈청 또는 전혈
RNA 추출법: RNA 추출 키트를 이용함(Qiagen, Maxwell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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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방법
1) RNA 추출
(1) 샘플 100㎕에 대해서 RLT 300㎕ 첨가하여 mixing한다.
(2) 70% 에탄올 300㎕ 첨가 후 mixing 한다.
(3) 총 700㎕를 column에 넣고 10,000rpm, 15초간 원심 분리한다.
(4) RW1 700㎕ 넣고 10,000rpm, 15초간 원심 분리한다.
(5) RPE 500㎕ 넣고 10,000rpm, 15초간 원심 분리한다.
(6) RPE 500㎕ 넣고 10,000rpm, 1분간 원심 분리한다.
(7) 추가로 1분간 원심 분리한다.
(8) Column을 새로운 1.5㎖ 튜브로 옮긴다.
(9) RNase-free water 30㎕ 첨가하여 1분간 방치한 후 10,000rpm, 1분간 원심 분리하여
filter 액을 취한다.

2) qRT-PCR
(1) 진단 primer set과 probe
구 분

염기서열

Forward

TTTCCTGATTTTTCTTACTAT

Reverse

AAATTATATACGTAAATAAC

Probe

증폭대상

비고

S segment

Texasred-TTCTGTCTTGCTGGCTCCGCGC-BHQ

(2) 아래의 표와 같이 혼합액을 만든다.
2X RT-PCR Buffer
RNA(상기 filter 액)

12.5㎕l
5㎕

Primer F, 10pM

1㎕

Primer R, 10pM

1㎕

Probe(10pM)

1㎕

25X RT-PCR Enzyme Mix

1㎕

RNase Free water

3.5㎕

계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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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PCR 기기에 다음과 같이 RT-PCR 조건을 설정한다.
(4) cDNA 합성 (50℃;30분, 95℃;10분)
(5) PCR
① 95℃; 15초, 60℃; 15초(40회)
② 72℃; 10분, 4℃; 보관

Fig 1. SFTSV를 검출하기 위한 Real-time RT-PCR
시험에 대한 결과 : 표준양성 및 음성대조군

(6) 반응별 결과의 판정은 SFTSV Threshold Cycle (Ct) 값이 34이하를 양성으로
간주한다. 양성 그리고 음성대조군 모두 적합하게 나와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재시험을 실시한다.

5. 항체검사(Immunofluorescent Assay)
검사재료 : 혈청 또는 전혈
시약 및 기구
1) 기구 및 장비

⑴ 항온배양기(shaking incubator)
⑵ 형광현미경
⑶ 희석용 기구 및 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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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약
⑴ PBS
⑵ 항원 플레이트
⑶ 축종별 Fluorescen Labeled(FITC) Affinity Purified Antibody

실험방법
(1) 검사 sheet에 가검혈청의 번호와 위치를 기록한다.
(2) 검사 sheet의 기록대로 U-plate에 혈청 10㎕에 PBS 190㎕를 넣어 1:20으로
희석한다.
(3) 희석한 혈청 100㎕를 IFA plate에 접종한다
(4) 1:20 희석된 양성대조혈청 및 음성대조혈청 100㎕를 IFA plate에 접종한다
(5) 37℃, 1시간 배양한다.
(6) PBS를 well당 300㎕씩 가하여 3회 세척한다.
(7) 1:50 - 1:100 으로 희석된 FITC 2차 항체(축종에 따라 선택)를 well당 100㎕씩
접종한다
(8) 알루미늄 호일로 plate를 감싸서 외부의 빛을 차단하고 37℃, 1시간 배양한다.
(9) PBS를 well당 300㎕씩 가하여 3회 세척한다.
(10) PBS를 완전히 제거하고 형광현미경으로 판독한다.

결과 분석
(1) 표준양성혈청의 형광발색을 기준으로 하여 양성/음성을 판단한다.
(2) 100X로 관찰하여 형광이 보이는 경우 200X, 400X로 확대하여 세포질 내에 형광
spot을 관찰하여 양성/음성으로 판단한다.
※ 전반적인 형광이 나타나는 경우 위양성으로 판단할 수 있으므로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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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양성대조군

Fig 2. 음성대조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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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벌 질병

Ⅵ. 벌 질병

Ⅵ- 1

낭충봉아부패병(Sacbrood)

역학조사

임상검사

real-time
RT-PCR

( + )

( - )

양성

음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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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역학상황
가. 원인 : Sacbrood virus
나. 높은 발병율과 폐사율
다. 2010년 이후, 토종벌에서 낭충봉아부패병으로 인한 폐사가 급증
라. 새로운 봉군 구입 사항, 이동양봉, 외부인 방문 등
마. 이전의 꿀벌질병 발생 내역
바. 주변지역의 발병 상황
사. 먹이, 급수
아. 다른 양봉장의 기구를 소독치 않고 사용한 여부
자. 소독한지가 오래된 양봉기구의 사용

2. 임상증상
가. 벌유충의 내부가 물러짐
나. 봉개에 구멍이 뚫려 있음
다. 감염 벌유충을 벌통 밖으로 물어냄
라. 사체의 내부는 물로 채워져 전체적으로 물주머니와 같은 모양임
마. 건조된 벌유충 사체의 모양은 표피의 한 면이 함몰되어 “곤돌라”형으로 됨
바. 벌유충 사체의 점착력이 없음
사. 봉세 약화
아. 생산성 감소

3. 항원검사
3-1. 유전자 검사
유전자 분리재료 : 꿀벌, 벌유충 또는 소비 일부
RNA 추출법 : Tissue에서 virus RNA 추출가능한 상용 kit 사용
real-time RT-PC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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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rget gene

Target gene
(Channel
setting)

Primer Sequences
F : AGAAGACATTTGATACAGTGGACTC

SBV

R : GGAATTCCAGATTCTTCGTCCAC
FAM–GATTTGTTTAATGGTTGGGTTTCTGGTA–BHQ-1
F : AGAAGTTTTGGTGTATATGCGAGG

R : CTGCGCAGTTTCATCTTCATCTTC
HEX- AAATAGACCAAGAAGGGAATCAGATAATCCBHQ-1
Reverse
45℃, 30min
Transcription 95℃, 10min
KSBV

PCR
Reference

비고

polyprotein
gene
(FAM)
structural
protein Vp1
gene
(HEX)

40 cycles(95℃, 15sec - 62℃, 40sec)
This study

연번
검체
결과

양성
양성
음성

양성
양성
양성

비감염 성봉
음성
음성

비감염 유충
음성
음성

비감염 소비
음성
음성

Fig. 1. Sacbrood virus 진단 결과 판독

* Ct ≤ 35 : 양성

4. 항체검사
혈청학적 검사는 가능한 것이 없음.

5. 감별진단
가. 미국부저병
나. 유럽부저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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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2

미국부저병(American Foulbrood)

역학조사

임상검사

원인체분리검사

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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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

real-time PCR

양성

음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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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역학상황
가. 원인 : 미국부저병은 Paenibacillus larvae
나. 정의 : 부저병은 벌유충에 병원균이 감염되어 부패하게 하는 질병을 총칭
다. 근처의 부저병 발생 상황
라. 이전의 꿀벌질병 발생 여부
마. 새로운 봉군 구입 사항
바. 다른 양봉장의 기구를 소독치 않고 사용한 여부
사. 주로 봄과 여름에 다발
아. 소독한지가 오래된 양봉기구의 사용

2. 임상증상
가. 소비 표면이 움푹하게 구멍이 남
나. 벌유충 초기 증상은 머리에 흑백 반점
다. 벌유충은 백색 또는 크림색으로 변하고, 죽으면 황갈색 또는 흑갈색으로 변하여 아교처럼
찐득찐득 함
라. 벌통을 열면 생선 썩는 냄새가 남

3. 원인체분리검사
분리재료
Sterile swab of larval/pupal remains from brood comb, 꿀, 꽃가루(화분), 꿀벌성충, Debris
& bee wax

사용배지

가. PLA(Paenibacillus larvae agar)
나. MYPGP agar (the abbreviation refers to its constituents : Mueller-Hinton
broth, yeast extract, potassium phosphate, glucose and pyruvate)
다. BHIT agar (Brain-Heart Infusion medium supplemented with thiamine)
라. CSA (Columbia sheep 혈액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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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배지제조법
① PLA
· 멸균하여 용해된 Bacillus cereus selective agar base (Oxoid CM617), Trypticase
soy agar (Merck 5458), Supplemented nutrient agar (SNA)를 각각 100 ml씩 섞는다.
· Stock nalidixic acid 3 ml, stock pipemidic acid 3 ml 그리고 50% egg-yolk
suspension 30 ml의 첨가한다.
· Sterile Petri dish에 20 ml씩 분주하여 굳힌다.
· 45～50°C에서 15분간 건조시킨 후 사용한다.
* SNA(per litre) : nutrient agar 23 g, yeast extract 6 g, meat extract 3 g, NaCl
10 g, Na2HPO4 2 g : final pH is 7.4 ± 0.2.
* Nalidixic acid stock solution : dissolving 0.1 g in 2 ml of 0.1 N NaOH and
diluting to 100 ml with 0.01 M phosphate buffer (pH 7.2)
* Pipemidic acid stock : dissolving 0.2 g in 2 ml of 0.1 N NaOH and then diluting
to 100 ml with 0.01 M phosphate buffer (pH 7.2).
* Both antibiotic solutions are filter sterilised.
② MYPGP agar
· Mueller-Hinton broth (Oxoid CM0405) 10 g, yeast extract 15 g, K2PO4 3 g, glucose
2 g, Na-pyruvate 1 g 그리고 agar 20 g을 1 L의 증류수에 녹인 후 멸균한다.
· 45～50℃로 배지를 식힌 후, stock nalidixic acid 3 ml, stock pipemidic acid 3 ml을
첨가한다.
· Sterile Petri dish에 20 ml씩 분주하여 굳힌다.
* P. larvae는 곰팡이가 존재하면 성장이 저해되므로 추가적으로

16.8 ug/ml

medium의 농도로 amphotericin B (Sigma)를 첨가할 수 있다.
※ 참고: Manual of Diagnostic tests and vaccines for terrestrial animals, OIE. 2008.
6th edition

균분리 방법

가. 각각의 시료에 대해 다음과 같이 P. larvae spores를 함유하는 액상 용액으로
만든 후 80℃에서 10분간 또는 95～96℃에서 3～5분간 heat-shock을
가하여 다른 아포형성균을 제거한다.
1) Sterile swab of larval/pupal remains from brood comb
① 5～10 ml의 멸균증류수 또는 생리식염수 등에 부유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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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Honey samples
① 25 ml의 멸균증류수에 부유시킨 후 45～50℃까지 열을 가하여 아포가 잘 퍼지도록 흔들어 준다.
② 44 mm width dialysis tubing에 부유된 용액을 넣고 흐르는 물에 18시간동안 투석
시킨다.
③ 투석 후 tubing내의 용액을 2,000g에서 20분간 원심분리한다.
④ 1 ml정도의 용액을 남기고 상층액을 버린다.
⑤ 9 ml의 물에 부유시킨다.

3) Honey sample (without the dialysis step)
① 25 ml의 멸균증류수에 부유시킨 후 45～50℃까지 열을 가하여 아포가 잘 퍼지도록 흔들어 준다.
② 3,000 g에서 30분간 원심분리한다.
③ 1 ml정도의 용액을 남기고 상층액을 버린다.
④ 9 ml의 물에 부유시킨다.

4) Adult bee
① 멸균증류수에 넣은 후 잘게 부순다.

5) Debris and bee wax
① 1.5 g을 10 ml의 toluene, 또는 2 ml의 chloroform 또는 diethyl ether에 녹인다.
② 위 용액 2 ml을 생리식염수 6 ml에 희석한 뒤 강하게 흔들어 섞은 후 heat-shock 없이
바로 배지에 plating 한다.

나. Heat-shock을 가한 액체를 배지에 도말한다.
다. 34～37℃에서 2～4일간 5～10% CO2 배양기에서 배양한다.
라. 다음과 같은 특이적인 colony를 선택하여 pure culture한다.
※ Colony morphology
1) On4 PLA : small, pale green to yellow (= the same colour as the medium), with a
slightly opaque and rough surface; sometimes the centre is raised.
2) On MYPGP : small, regular, mostly rough, flat or raised and whitish to beige coloured.
3) On Columbia sheep blood agar : small, regular, glossy, butyrous and greyish.

동정 및 확인 방법
가. Gram staining 결과 : Gram (+), round-ended, straight and sometimes
curved rod, 0.5 um x 1.5 - 6 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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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양상에도 sporangia(아포낭)가 보일 수 있음. (ellipsoidal(타원체모양), central to
subterminal spore)

나. Biochemical reactions
1) Catalase (-) or weak delayed positive
2) Carbohydrate acidification profile with acid from glucose and trehalose,
not from arabinose and xylose
3) Hydrolyse casein or milk

4. 항원검사
4-1. 유전자 검사
분리재료
분리된 세균 (= cell/spore suspension), Remains of two diseased honey bee larvae
(= cell/spore suspension), 세균 분리를 위해 준비되었던 액상 시료들 (= spore suspension)

DNA 추출법
※ Cell/spore suspension과 spore suspension은 추출방법이 다르다.

가. Cell/spore suspension
1) 분리된 세균 : 1 colony를 50 ul 멸균증류수에 부유시킨 후 95℃ 15분간 heating
한 후, 5,000 x g에서 5분간 원심분리하여 상층액을 PCR에 사용한다.
2) Remains of two diseased honey bee larvae(= cell/spore suspension) : 1
ml의 멸균증류수에 완전히 부유시킨 후 100 ul를 채취하여 900 ul의 멸균증류수에
부유시킨다. 이것을 100 ul 채취하여 분리세균과 같은 방법으로 DNA를 추출한다.
나. Spore suspension
1) Species-spec44ific PCR을 실시할 경우
① Spore suspension을 6,000 x g, 4℃에서 30분간 원심분리한다.
② Pellet은 spore를 깨기 위해 5분간 microwave 처리한다.
③ 용출된 DNA를 30 ul의 TE buffer(pH 8.0)에 부유시킨다.

690

Ⅵ. 벌 질병

다. Real-Time Polymerase chain reaction
Target gene

Channel
setting

Primer Sequences

비고

F : AAATCATCATGCCCCTTATG
AFB

R :CGATTACTAGCAATTCCGACT
FAM-CGTACTACAATGGCCGGTACAACG

PCR

95℃, 15 min - 45 cycles(95℃, 10sec - 60℃, 30sec)

Reference

FAM

This study

연번
검체
결과

양성
양성

비감염 성봉
음성

곡선

Fig. 1. 미국부저병 진단 결과 판독

* Ct ≤ 40 : 양성

5. 항체검사
혈청학적 검사는 가능한 것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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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3

유럽부저병(European Foulbrood)

역학조사

임상검사

원인체분리검사

real-time PCR

( + )

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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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음성

( + )

양성

( - )

음성

Ⅵ. 벌 질병

1. 역학상황
가. 원인 : 유럽부저병은 Melissococcus pluton white
나. 정의 : 부저병은 벌유충에 병원균이 감염되어 부패하게 하는 질병을 총칭
다. 근처의 부저병 발생 상황
라. 이전의 꿀벌질병 발생 여부
마. 새로운 봉군 구입 사항
바. 다른 양봉장의 기구를 소독치 않고 사용한 여부
사. 주로 봄과 여름에 다발
아. 소독한지가 오래된 양봉기구의 사용

2. 임상증상
가. 봉개전후의 벌유충에 다발
나. 초기증상은 머리 부근에 황색점이 나타나며 병세진행에 따라 황색, 회갈색, 흑갈색,
흑색으로 변패
다. 병에 걸린 벌유충의 봉개하지 않은 벌방 밑에 말려 있음
라. 부패한 벌유충의 찌꺼기는 조각을 형성
마. 초기 감염 시는 시큼한 단내가 나고 심하면 고기 썩은 냄새가 남

3. 원인체분리검사
분리재료 : 병든 벌유충
사용배지
Yeast extract or certain peptones 10 g
Cysteine or cystine 0.2～2.0 g
Glucose or fructose 10 g
Soluble starch 10 g
1 M KH2PO4(pH 6.6) 100 ml
Agar 2 g
멸균증류수를 1 L까지 채우고 116°C, 20분간 멸균 후 Petri dish에 부어 굳힌다.
※ 사용하기 직전에 제조하여 실험에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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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분리 방법
가. 방법 1
1) Diseased larvae 또는 diseased larval mid-gut을 멸균증류수에 부유 시킨다.
2) 제조된 배지에 streaking 한다.

나. 방법 2
1) Diseased larvae 또는 diseased larval mid-gut을 멸균증류수에 부유 시킨다.
2) 이것을 45℃ 상태의 녹아 있는 제조된 배지를 이용하여 10-fold dilution 하여
Petri dish에 붓는다.
3) 35℃, 5～10%의 carbon dioxide를 유지하는 혐기상태에서 배양한다.
4) M. pluton은 4일 이내에 small white opaque colony로 자란다.
※ 참고 : Manual of Diagnostic tests and vaccines for terrestrial animals, OIE. 2008. 6th edition

동정 및 확인 방법
가. 형태학적 동정 : Gram (+), non-spore-forming, lanceolate coccus, occurring
singly, in pairs, and in chains, 0.5 x 1.0 um

4. 항원 검사
분리재료 : 분리세균, diseased larva
DNA 추출법
가. 분리세균 : 그람양성균 DNA 추출가능한 상용 kit를 사용하여 DNA 추출
나. Larva의 경우
1) Larva를 liquid medium(분리에 사용하는 배지에서 agar를 제외하고 제조)을
이용하여 30°C, anaerobic(hydrogen plus 10% CO2)상태에서 overnight
배양을 실시한 후 2 ml을 채취하여 1,000 g에서 2분간 원심 분리한다.
2) 상층액을 채취하여 10,000 g에서 5분간 원심분리한다.
3) Pellet을 100 ul의 멸균 증류수에 부유시킨 후 95°C에서 15분간 heating 한
후 원심분리하여 상층액을 PCR에 사용한다.

Real-Time Polymerase chain re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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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방법
Target gene

Primer Sequences

Channel setting

비고

F : TGTTGTTAGAGAAGAATAGGGGAA
EFB

R : CGTGGCTTTCTGGTTAGA
Cy5-AGAGTAACTGTTTTCCTCGTGACGGT

PCR

95℃, 15 min - 45 cycles(95℃, 10sec - 60℃, 30sec)

Reference

Cy5

This study

연번
검체

양성

결과

비감염 성봉

양성

음성

Fig. 1. 유럽부저병 진단 결과 판독

* Ct ≤ 40 : 양성

5. 항체검사
혈청학적 검사는 가능한 것이 없음.

6. 기타검사
가. Direct smear : midgut content를 slide glass에 도말하고 5% aqueous nigrosin과
혼합하여 열로 건조시킨 후 직접 현미경 검경하여 laceolate cocci(0.5 x 1.0 um, singly
or in clusters)를 관찰 한다.
나. Agglutination test : 토끼에서 생산된 Melissococcus plutonius에 대한 항혈청을 이용하여
분리된 세균 부유액과 시험관 응집 반응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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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 구제역

Ⅶ- 1

구제역(Foot and Mouth Disease)

<그림1> 구제역 의사환축의 검사과정

1. 역학상황
가. 원인 : 피코르나바이러스과 (family Picornaviridae) 아프토바이러스속 (genus Aphthovirus)에
속하는 소형의 RNA 바이러스가 원인체로 7개의 혈청형(A, O, C, Asia 1, SAT 1, SAT 2
및 SAT 3)으로 분류됨. 구제역은 발굽이 둘로 갈라진 우제류(소, 돼지, 면양, 산양, 사슴
등)에 발생하며 전염성이 아주 강함
나. 감염동물의 수포액(다량의 바이러스 함유)이나 침, 유즙, 정액, 호흡공기 및 분변 등의 접촉에
의한 직접전파
다. 감염지역내 사람(목부, 수의사, 인공수정사 등), 차량(사료차, 출하차, 집유차 등), 의복,
물, 사료, 기구 등에 의한 간접전파
라. 공기(바람)를 통한 전파
마. 구제역 백신접종상황
바. 주변지역의 발병 및 차단 방역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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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임상증상
가. 입주변, 콧등, 발굽, 지간부, 젖꼭지 부위의 피부에 수포(물집) 형성
(수포는 곧 파열되어 피부가 드러나고 궤양으로 발전함)
나. 체온상승, 식욕부진, 유량감소, 침울
다. 거품섞인 침흘림, 입맛 다시는 소리
라. 돼지의 발굽 탈락 또는 파행 등이 나타남
마. 면양 및 산양의 경우 일반적으로 증상이 미약하고 파행을 보임
바. 치사율은 어린가축(송아지, 자돈, 새끼양)에서 50% 이상 보이기도 함

소

거품섞인 침흘림, 잇몸 궤양

혀와 잇몸의 궤양

발굽탈락

콧잔등의 큰 물집

염소의 잇몸 궤양

사슴 혀의 물집

돼지

염소,
사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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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병리해부검사
가. 수포, 난반은 구강, 제부 이외에 인두, 기관, 식도, 위 등에서도 인정되는 경우가 있음
나. 어린동물이 급사한 경우에는 심근의 변성과 출혈이 인정
다. 송아지는 만성경과 후 폐사한 예에서는 심근의 부정형의 회백색 또는 회황색의 선상병소가
인정되므로 호반심(tiger heart)이라고 함
라. 어린양에서 다발성 심근염

4. 병리조직검사
가. 각질화 중층 편평상피에서 풍선모양 변성이 증가
나. 가시층에서 세포질은 호산구성염색상이 증가
다. 진피내에서 세포간 종창, 이후 괴사, 단핵구 및 과립구 침윤
라. 상피세포가 괴사 또는 융해되어 소실된 부위는 액체가 저류되고 작은 수포가 됨
마. 피부 진피층과 점막고유층에는 충혈, 림프구, 대식세포 등의 염증세포 침윤

Coronary band (fourth digit, right pelvic limb) of pig

5. 원인체분리검사
분리재료:
1) 수포액, 병변조직, 타액, 비즙, 혈액 등

세포주
1) Primary c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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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imary bovine (calf) thyroid cells
- primary pig, calf or lamb kidney cells

2) Established line cell
- BHK-21 (Baby hamster kidney) cells
- IB-RS-2 (Swine kidney) cells
- ZZ-R (Goat tongue) cells
- LFBK cells

시료 전처리 (조직시료의 경우)
1) 조직을 막자와 막자사발에 넣고 sterile sand를 넣은 뒤 소량의

culture medium 과

antibiotics를 넣고 갈아준다. 단, glycerol 의 첨가된 시료의 경우, 세포에 toxic할 수
있으므로 glycerol을 제거하고 사용한다. 막자사발대신 조직파쇄기를 이용하여도 된다.
2) 10 %(v/v) 의 유제액이 되도록 culture medium을 첨가하면서 갈아준 뒤 원심(2000g로
10분)하여 상층액을 얻는다.

세포 접종
1) 전처리로 얻어진 유제액(상층액)을 monolayer 가 형성된 cell에 접종한다. 이때, 배지 내
FBS 농도는 5% 이하로 유지하며, 48 well 또는 24 well의 작은 plate부터 시작한다.
2) 접종한 cell을 48-72h 까지 CPE 여부를 관찰한다(그림 1).
3) CPE가 관찰되지 않은 경우 얼렸다 녹였다를 2회 반복한 뒤, harvest 하여(2000g로 10분
원심) 상층액을 새로운 cell에 접종한다.
4) 다시 접종한 cell을 48-72h 동안 관찰하여 CPE 여부를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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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유전자검사
6-1. 유전자 검사(End point RT-PCR)
진단법개요
구제역바이러스 게놈의 앞쪽 UTR(Untranslated region)에서 구제역의 혈청형에 상관없이 모든
구제역바이러스 검출이 가능하도록 혈청형간에 변이가 거의 발견되지 않는 부위에서 설계된
프라이머를 이용하여 구제역바이러스 여부를 진단할 수 있는 universal RT-PCR 검사법과
구제역의 혈청형의 결정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고 상관도가 높은 게놈 부위는 바이러스
입자단백질을 번역하는 VP1 부위에서 혈청형에 특이적으로 설계된 프라이머를 함께 사용해
혈청형을 예측하는 typing RT-PCR 검사법
※ 국가재난형질병의 방역과 관련된 업무로서 현장에서 채취된 시료에 대해 구제역 universal
RT-PCR을 적용할 수 있는 기관은 농림축산검역본부와 검역본부로부터 지정된 시‧도 구제역
정밀진단기관에 한하며, 구제역 typing RT-PCR은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만 실시한다.

유전자 분리재료 : 수포액, 병변조직, 타액, 비즙, 혈액시료 등
RNA 추출법
- 시중에 판매중인 RNA extraction kit 사용
- 교차오염 등을 방지하기 위해 가급적 핵산추출 장비 사용 권장

one-step RT-PCR
- 진단의 편이성을 높이고 실험과정 상의 교차오염 등을 줄이기 위해 진단용 프라이머가 미리
포함된 premix 형태의 RT-PCR kit 사용 권장
※ RT-PCR premix kit는 냉동보관중 시간의 경과에 따라 효소의 증폭효율이 저하되므로 주기적으로
증폭효율을 확인해서 사용해야 함

적용예(RT-PCR premix kit 사용 예 (FMDV(type-U) Detection kit, Intron사)
가. 진단의 종류에 맞는 프라이머가 포함된 RT-PCR premix를 개봉하여
RNase-free water를 15㎕ 넣어주고 시료에서 추출된 RNA 5ul를 넣어준다.
(진단의 종류별 프라이머의 서열은 표 2와 같다)
나. 고형물이 잘 풀어지도록 섞어 준후 짧게 원심을 돌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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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유전자 증폭장치(PCR)에 넣고 아래와 같은 조건으로 반응시킨다.
1) 모든 혈청형 검출용 프라이머 사용시 (Uni(Reid) 프라이머)
45도 30분
94도 5분
94도 30초
55도 30초

35 cycle

72도 45초
72도 5분
4도

∞

2) 3종 혈청형 동시 검출용 프라이머 사용시 (O_A_Asia1(Phan))
45도 30분
94도 5분
94도 30초
55도 30초

35 cycle

72도 45초
72도 5분
4도

∞

사용되는 프라이머 종류
Name
Uni
(Reid)

Primers

Specificity Direction

IRES-F
IRES-R

VN-OF
VN-As1F
AN-AF

704

size bp
(type)

Forward GCCTGGTCTTTCCAGGTCT
Universal

310 (All)
Reverse CCAGTCCCCTTCTCAGATC

VN-VP1R
O_A_Asia1
(Phan)

Sequence( 5'-3')

Forward CATGTCYTCYTGCATCTGGTT
O, A, Asia1
(Triplex)

Reverse AGATTTGTGAAAGTDACACCA

638(O)
535(Asia1)
427(A)
Reverse GCGSTHRYYCACACAGGYCCGG
Reverse CTTGCACTCCCTTACACCGC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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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판독
1) Uni(Reid) - 310 bp

2) O_A_Asia1 triplex (Phan) 결과

M: 1kb DNA ladder
1: O, A, Asia 1 시료 혼합
2: O1/Manisa
3: O/UKG/34/2001
4: O/SKR/2000
5: Asia1/Shamir
6: Asia1/MOG/05
7: A22/Iraq
8: Negative control (DW)

참고문헌
Development of one-step multiplex RT-PCR method for simultaneous detection and
differentiation of foot-and-mouth disease virus serotypes O, A, and Asia 1 circulating
in Vietnam. J Virol Methods. 2011

6-2. 유전자검사(Real-time qRT-PCR)
진단법개요
구제역바이러스의 RDRP(RNA dependent RNA polymerase; 3Dpol) 효소를 번역하는
구제역바이러스의 RNA 게놈 부위중 구제역의 혈청형에 상관없이 모든 구제역바이러스 검출이
가능하도록 혈청형간에 변이가 거의 발견되지 않는 부위에서 설계된 프라이머 및 프로브를
이용하여 실시간으로 구제역바이러스 여부를 진단할 수 있는 실시간 RT-PCR 검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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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재난형질병의 방역과 관련된 업무로서 현장에서 채취된 시료에 대해 위 실시간 구제역 RT-PCR을
적용할 수 있는 기관은 농림축산검역본부와 검역본부로부터 지정된 시‧도 구제역 정밀진단기관에 한함.

재료
프라이머 및 프로브의 서열을 이용하여 직접 합성하여 사용할 수 있으나, 진단의 편이성 및
진단킷트의 표준화를 위해 프라이머 및 프로브가 이미 포함된 customized one-step
real-time RT-PCR premix kit의 사용을 권장함. 시료에서의 바이러스 RNA 추출은 가급적
핵산추출전용장비의 사용을 권장함

제조사별 실험법 및 반응 조건(예)
1) 엔지노믹스 FMDV typing real-time RT-PCR premix
① 2xMaster mixture를 각 pcr tube(well)에 10ul씩 넣어준다.
② 각 pcr tube에 IPC(Internal positive control) RNA를 2ul 넣어준다.
③ 위 pcr tube에 추출한 시료의 RNA를 1∼8ul 넣어준다.
- Nuclease free water로 최종 부피가 20ul가 되도록 채운다.
④ 고형물이 잘 풀어지도록 섞어 준후 짧게 원심을 돌린다.
⑤ 유전자증폭장치(PCR)에 넣고 아래의 조건으로 반응시킨다.
(반응조건)
55도 15분
95도 10분
95도 10초
60도 10초(scan)

40 cycle

20도 ∞

2) 바이오니아 FMDV real-time RT-PCR premix
① 각 pcr tube(well)에 Master mixture 44.0ul 넣어준다.
② 각 pcr tube에 IPC(Internal positive control) RNA를 1.0ul 넣어준다.
③ 위 pcr tube에 추출한 시료의 RNA를 5ul 넣어준다.
④ 고형물이 잘 풀어지도록 섞어 준후 짧게 원심을 돌린다.
⑤ 유전자증폭장치(PCR)에 넣고 아래의 조건으로 반응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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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응조건)
45도 15분
95도 5분
95도 5초
55도 5초(scan)

45 cycle

20도 ∞

프라이머 및 프로브 서열
1) 정방향 프라이머 5'-ACTGGGTTTTACAAACCTGTGA-3',
2) 역방향 프라이머 5'-GCGAGTCCTGCCACGGA-3',
3) 프로브(Taqman) 5'-TCCTTTGCACGCCGTGGGAC-3'

Real-time RT-PCR 실험법
① PCR 장비의 종류에 따른 사용자 매뉴얼에 의하여 프로브에 표지한 형광염료의 종류, 시료명,
플레이트상 시료주입 위치, 반복수 등을 입력하고 실제 시료의 배치와 프로그램상의 시료
배치를 일치시킨다.
② 킷트의 종류와 장비에 따른 최적 반응시간 및 온도조건을 설정한다.
③ 시약과 샘플이 정확히 들어간 마이크로플레이트를 덮개필름으로 덮고 잘 부착시켜 틈새가
없게 한 후 1500g로 1분간 원심을 돌려 벽면의 액상시약 및 샘플이 아래로 모아지게 한다.
④ PCR 장비에 위의 마이크로플레이트를 장착하고 기 설정된 조건에서 반응을 실시한다.
※ 결과는 Ct(cut-off threshold) 값이 40이하일 경우 양성으로 판정하되 시료당 2반복 이상의
계측치의 평균값으로 판정

참고논문
Callahan JD et al, Use of a portable real-time reverse transcriptase-polymerase chain
reaction assay for rapid detection of foot-and-mouth disease virus. J Am Vet Med
Assoc.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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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항원 ELISA 진단법(혈청형 구별 가능)
진단법개요
항원 검출 효소면역법(ELISA for antigen detection)은 indirect sandwich ELISA법을
적용하고 있으며, 기존의 CF법의 항보체작용이나 검출감도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개발된
방법으로 현재 널리 사용되고 있다. 이 방법은 구제역 바이러스의 7가지 혈청형과 돼지
수포병(swine vesicular disease) 바이러스에 대한 항체를 플레이트에 부착시킨 후, 조직
유제액, 수포액 및 세포배양액과 같은 검사재료를 반응시키고, 구제역 혈청형별 특이 검출항체,
효소표지 항체 및 기질의 순으로 반응시킴으로서 특이항원을 검출하는 진단법이다.

재료
1) 멸균증류수 사용 시약
① 코팅버퍼 : 증류수 100ml에 carbonate/bicarbonate capsule 1개 혼합 (4℃에서
1주까지만 사용)
② Buffer A : kit내 PBS tablet 5개를 1,000 ml 증류수에 희석(0.01M)한 후 0.05% tween
20 500㎕ 혼합(4℃에서 2주까지만 보관)
③ Buffer B : Buffer A에 5% skimmed milk powder를 혼합
(실험 당일 필요한 만큼만 만들어 사용한다.)
④ 세척용 완충액(3차 증류수 사용가능) : kit내 PBS tablet 1개를 1리터 증류수에
혼합(0.002M)
⑤ 기질/발색제
- Chromogen buffer: Phosphate-citrate tablet 1개를 100ml 증류수로 녹여 사용
(4℃에서 1주까지만 보관)
- OPD stock sol. : Chromogen buffer 50ml에 OPD tablet(30mg: 60mg경우
chromogen buffer 100ml에 녹임) 1개를 녹여 사용
(2개월까지 분주하여 2개월까지 -20℃에서 암실에 보관하며, 보관 중 색깔을 띠면
폐기 후 새로 제조)
- 3% H2O2: Hydrogen peroxide tablet 1개를 10ml 증류수로 녹인 후 사용 (4℃ dark
상태로 보관)
- 발색액 : OPD stock sol.에 3% H2O2를 200배 희석 사용
⑥ 반응정지용액 : 932ml의 증류수에 68ml의 농축황산(18M)을 천천히 혼합 후 실온보관
및 사용. 다만 황산을 넣고 증류수를 혼합하지 말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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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항원 및 항체
① Trapping/ Detecting antibody Stock : 0.5ml의 정제수 (Reconstitution diluent #1)에
녹인다. (4℃ 보관)
② Anti-Species conjugate Stock : 1ml의 sterile glycerol/water (Reconstitution
diluent #2)에 녹인다. (-20℃ 보관)
③ Antigen Stock : 1ml의 sterile glycerol/water (Reconstitution diluent #2)에 녹인다.
(-20℃ 보관)

3) 실험기구
① 10-200㎕ 정량이 가능한 multi-micropipette 및 피펫팁, orbital shaker
② 코팅플레이트(kit내 포함, Maxisorp ELISA plate)
③ 플레이트 판독기
④ 시료희석을 위한 튜브
⑤ 자동세척기

4) 공여 시료: 감수성동물의 조직 유제액( PBS를 넣고 조직을 유발에 갈아 10% 유제액을
만듦), 수포액 및 세포배양액

실험방법
1) 냉장 보관된 rabbit antibody를 coating buffer에 1:1000으로 희석하여 NUNC
maxisorp 96 well plate에 50㎕씩 첨가한다. 37℃ 1시간 shaking incubation
하거나 혹은 4℃ overnight incubation 한다.
2) 세척액으로 마이크로플레이트를 5회 세척하고, 항원을 분주한다.
① Blank값을 위해 Diluent buffer A 50㎕를 blank wells인 첫 번째부터 여덟 번째 줄까지의
매 5, 6번 wells 에 항원대신 넣는다.
② 표준항원의 경우 Diluent buffer A 50㎕를 첫줄 첫 번째 well부터 4번째 well까지 넣고
표준 항원 12.5㎕을 첫 번째 well에 넣고 mixing 후 다시 12.5㎕를 두 번째 well에
연속하여 넣는 식으로 단계 희석한다. 마지막 네번째 well에서는 mixing 후 12.5㎕를
버린다(5배, 25배, 125배, 625배 희석).
③ 가검 시료는 부유희석상태로 직접 50㎕씩 7열에서 12열 사이에 반복으로 넣어서
반응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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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플레이트 디자인
1

2

3

4

5

6

7

8

9

10

11

12

A

O(1/5)*

(1/25)*

(1/125)*

(1/625)*

blank

blank

Sample

Sample

Sample

Sample

Sample

Sample

B

A

C

C

D

Asia 1

E

SAT1

F

SAT2

G

SAT3

H

Neg.

* 표준항원(희석배수)

3) 37℃에서 1시간 shaking incubation하고 3회 세척하여 플레이트를 잘 털어준 뒤
Guinea pig antibody를 Diluent buffer B로 1:100 희석하여 50㎕ 씩 첨가하고
37℃에서 1시간 shaking incubation 한다.
4) 다시 3회 세척 후 Horseradish peroxidase-conjugated rabbit anti-guinea pig
IgG를 Diluent buffer B로 1:200 희석하여 50㎕ 씩 첨가하고 37℃에서 40분간
shaking incubation 한다.
5) 3회 세척 후 한 plate 당 OPD stock solution 6ml 에 3% H2O2 30ul을 혼합하여
50ul씩 첨가하고 15분간 실온에서 정치하면서 발색시킨다.
6) 반응정지용액 (1.25M 황산용액)을 50㎕ 씩 넣고 엘라이자 리더기에서 492nm로
흡광도를 측정한다.

결과판독
1) 흡광도가 background 대비 OD 값의 평균(Mean corrected OD)이 0.1 이상일 때에는
양성반응으로 보며, 어느 행에서 반응이 있는가에 따라서 혈청형도 판단할 수 있다.
- Mean corrected OD
= Mean of (actual OD - mean background OD)

2) 흡광도가 0.1에 근접하여 나타난 경우는 재실험이나 세포배양을 통해서 결과가
재확인되어야 한다.
* 검사축종에 따라서 돼지수포병(SVD)나 수포성구내염(VS)에 대한 항원검사도 동시에 진행할 수
있다.
* 실험시 주의사항 : glycerol 이 첨가되어 -20℃에 보관중인 시약의 경우 (antigen 용액과 conjugate
용액)에는 해당 시약을 첨가하기 전에 미리 10분전에 꺼내어서 실온에서 warming up 한 다음
균일하게 섞어준 후 첨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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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항원 간이 진단법
구제역 항원 간이진단법(피비엠이스트 BioSign FMDV Ag 제품)
1) 재료
가. 검사 디바이스
나. 전개용액

2) 실험방법
가. 수포 또는 조직 유래의 액상의 검체시료 15 ul을 테스트키트의 검체 well(S)에 떨어뜨린다.
나. 전개용액을 검체 well(S)에 3방울(90 ul)을 떨어뜨리고 15분 이내에 결과를 판독한다.

3) 결과판독
가. 음성: 대조 부위(C)에만 적갈색 선이 나타난다.
나. 양성: 대조 부위(C)와 시험부위(sp 또는 nsp)에 붉은 적갈색 선이 나타난다.
다. 대조 부위에 선이 나타나지 않으면 검사가 잘못된 경우이므로 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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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항체검사
7-1. ELISA 진단법(SP, NSP-ELISA)
구제역 O형 SP(구조단백질) 항체진단법
(스위스 Prionics사의 PrioCHECK FMDV type O ELISA 제품)

1) 재료
- 구제역바이러스 불활화 항원 코팅 플레이트
- Demineralized water (DW)
- Dilution buffer (DW로 5배 희석하여 사용)
- Washing fluid (DW로 200배 희석하여 사용)
- Horse serum (DW로 3.5 ml 첨가하여 녹임)
- Reference 1, 2, 3, 4 용액
- Conjugate (ELISA buffer에 30배 희석하여 사용)
- 발색제(TMB)
- 반응정지액

2) 시약준비
- ELISA buffer : Horse serum 용액을 dilution buffer working 용액 (5배 희석한 것)에
20배 희석하여 제조한다.

3) 실험방법
- FMDV O Test plate를 실온에서 10-20분간 방치한 후 지퍼백에서 꺼낸다.
- 플레이트의 각 Well에 희석액을 90 ul씩 분주하고 준비된 가검 혈청을 각각 10 ul 분주한다.
이때 Reference 용액 (1-4) 10 ul씩을 2개의 Well에 분주한다.
- 실온(22±3℃)에서 60분간 반응시킨다.
- 플레이트를 털어버리고 1x 세척액 300 ul를 모든 well에 분주한 후 바로 털어버리는
방법으로 6회 세척한다.
- 마지막으로 세척액을 제거한 뒤 plate를 거꾸로 들고 paper towel에 수차례 쳐서 남아있는
용액을 제거한다.
- Conjugate 용액을 100 ul 분주하고 실온에서 60분간 반응시킨다.
- 반응이 끝난 plate는 위와 동일한 방법으로 세척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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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색제를 100 ul 분주한다.
- 15분후 정지액을 100 ul 첨가하여 반응을 중지한다.
- ELISA 판독기로 450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한다.

4) 결과판독
가. 유효성 평가
- Corrected OD max ≥ 1.000
- Blank OD ≤ 0.35
- Reference 2 혈청 〉PI 60%
- Reference 3 혈청〈 PI 40%

나. 계산식
- Blank OD : Reference 1 평균값
- 시료의 corrected OD 값 계산 : (시료 OD값) - (blank OD값)
- Corrected OD max : (Reference 4 평균값) - (blank OD값)
다. 결과판정
- Percentage inhibition (PI) 계산
PI = 100 - (Corrected 시료 OD / Corrected OD max) X 100
PI

≥ 50

〈 50

결과판정

양성

음성

구제역 NSP(비구조단백질) 항체진단법
(메디안디노스틱의 VDPro FMDV NSP Ab ELISA 제품)

1) 재료
- FMDV NSP 3AB 항원 흡착 플레이트
- 희석액
- 10x 세척액
- 양성대조
- 음성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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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RPO결합 단클론항체
- 발색제
- 정지액

2) 실험방법
- FMDV NSP 항원 plate를 실온에서 10-20분간 방치한 후 지퍼백에서 꺼낸다.
- 플레이트의 각 Well에 희석액을 80 ul씩 분주하고 준비된 가검 혈청을 각각 20 ul 분주한다.
이때 양성대조와 음성대조도 20 ul를 분주한다.
- 실온에서 60분간 반응시킨다.
- 플레이트를 털어버리고 1x 세척액 300 ul를 모든 well에 분주한 후 바로 털어버리는
방법으로 3회 세척한다.
- 마지막으로 세척액을 제거한 뒤 plate를 거꾸로 들고 paper towel에 수차례 쳐서 남아있는
용액을 제거한다.
- HRPO 결합 단클론항체를 100 ul 분주하고 실온에서 60분간 반응시킨다.
- 반응이 끝난 plate는 위와 동일한 방법으로 세척한다.
- 발색제를 100 ul 분주한다.
- 15분후 정지액을 50 ul 첨가하여 반응을 중지한다.
- ELISA 판독기로 450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한다.

3) 결과판독
가. 유효성 평가
- 양성대조의 평균 OD는 0.300 이하
- 음성대조의 평균 OD는 0.600 이상
나. 결과판정
- SN ratio (S/N) 계산
시료 OD
S/N =----------------음성대조 평균 OD

- 결과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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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

≤ 0.60

>0.6

결과판정

양성

음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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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NSP(비구조단백질) 항체진단법
(바이오노트 NSP Ab ELISA kit 제품)

1) 재료
- FMDV NSP 3ABC 항원 흡착 플레이트
- 10x 세척액
- 양성대조
- 음성대조
- 접합체 희석액
- 접합체 농축액(×101)
- 발색제
- 정지액

2) 시약준비
- 접합체액 : 접합체 농축액을 접합체 희석액에 101배 희석하여 제조한다.

3) 실험방법
- FMDV NSP 항원 plate를 실온에서 30분간 방치한 후 지퍼백에서 꺼낸다.
- 플레이트의 각 Well에 가검 혈청을 각각 50 ul 분주한다. 이때 양성대조와 음성대조도
50 ul를 2개의 Well에 분주한다.
- 제조한 접합체액을 well에 50 ul씩 분주한다.
- 플레이트를 가볍게 1분간 교반한 후에 37℃에서 90분간 반응시킨다.
- 플레이트를 털어버리고 1x 세척액 300 ul를 모든 well에 분주한 후 바로 털어버리는
방법으로 6회 세척한다.
- 마지막으로 세척액을 제거한 뒤 plate를 거꾸로 들고 paper towel에 수차례 쳐서 남아있는
용액을 제거한다.
- 발색제를 100 ul 분주한다.
- 15분후 정지액을 100 ul 첨가하여 반응을 중지한다.
- ELISA 판독기로 450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한다.

4) 결과판독
가. 유효성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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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성대조의 평균 OD는 –0.005이상, 0.500 이하
- 음성대조의 평균 OD는 1.000 이상
나. 결과판정
- Percentage inhibition (PI) 계산
PI (%) = [ 1 - (가검혈청 OD / 음성대조 평균 OD) ] X 100

- 결과판정
PI (%)

≥ 50%

〈 50%

결과판정

양성

음성

7-2. 액상차단효소면역법(LPB-ELISA)
진단법개요
LPB-ELISA는

액체상태에서

가검혈청내

항체를

이용하여

구제역

불활화

항원을

blocking시킴으로써 구제역 바이러스 구조단백질 항체의 존재유무를 확인하고 정량화하는
검사법이다.

검사재료
1) 멸균증류수 사용 시약
① 코팅버퍼 : 증류수 100ml에 carbonate/bicarbonate capsule 1개 혼합(냉장보관)
② Buffer A : kit내 PBS 5개를 1,000ml 증류수에 희석한 후 tween 20 500㎕ 혼합하여
0.005% 농도로 제조 (냉장보관)
③ Buffer B : Buffer A에 5% skimmed milk powder를 혼합
④ 세척용 완충액(3차 증류수 사용가능) : kit내 PBS 1개를 1L증류수에 혼합(상온보관)
⑤ 기질/발색제
- Chromogen buffer: Phosphate-citrate tablet 1개를 100ml 증류수로 녹여 사용
- OPD stock sol. : Chromogen buffer 50ml에 OPD tablet(30mg: 60mg 경우 chromogen
buffer 100ml에 녹임) 1개를 녹여 사용(무색, 빛차단, 냉장 혹은 냉동 보관)
- 3% H2O2: Hydrogen peroxide tablet 1개를 10ml 증류수로 녹인 후 사용(냉장보관, 빛차단)
- 발색액 : OPD stock sol.에 3% H2O2를 200배 희석 사용
⑥ 반응정지용액 : 932ml의 증류수에 68ml의 농축황산(18M)을 천천히 혼합 후 실온보관
및 사용
(주) 황산을 넣고 증류수를 혼합하지 말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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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항원 및 항체
① 항원 : 안내책자에 명시된 희석배수에 맞게 buffer A로 희석(O₁Manisa 13/4/2000 항원의
경우 1/100희석)
② Trapping rabbit Ab(rabbit anti-FMDV antibody) 및 detecting guinea pig Ab : 키트
내 reconstitution diluent #1을 이용하여 동결건조 항체를 녹여 사용(안내책자에 표기된
희석배수에 맞게 희석)
③ conjugate(HRP-conjugated rabbit anti-gunea pig Ig) : Reconstitution diluent #2을
이용하여 동결건조 항체를 녹여 사용(안내책자에 표기된 희석배수에 맞게 희석)

3) 실험기구
① 10-200㎕ 정량이 가능한 multi-micorpipette 및 피펫팁
② 3종 플레이트 : 코팅플레이트(kit내 포함, Maxisorp ELISA plate), 일반 혈청검사용
플레이트, 항원․항체반응용 플레이트(kit내 포함, U-bottom, polypropylene plate)
③ 플레이트 판독기
④ 시료희석을 위한 튜브
⑤ 자동세척기

검사방법
1) Screening test
(가) 검사전처리
① 항체 코팅 : Trapping rabbit Ab(rabbit anti-FMDV antibody)을 코팅버퍼로
1/1000희석하여 플레이트에 50㎕씩 분주한 후 알루미늄 호일로 밀폐하여 4℃ 혹은
실온에서 하룻밤 정치
② 혈청․항원반응
㉮ 3종의 대조혈청을 포함한 가검 혈청을 일반 혈청검사용 마이크로플레이트에서 buffer
A로 1/16 희석 (대조혈청은 혈청별로 반복 well 사용)
㉯ 항원을 buffer A로 희석한 후 항원․항체반응용 플레이트에 well 당 60㎕씩 분주
㉰ ㉮의 희석혈청을 각 well에 60㎕씩 항원․항체반응용 플레이트에 분주. D1-2, H1-2는
buffer A만 분주되는 항원 대조 well로 사용 (표 1 참조)
(주) 1. 항원 사용시 kit내 안내책자에 명시된 희석배수를 반드시 확인한다.
(예: O₁Manisa 13/4/2000 항원의 경우 1/100희석)
2. 항원 사용시 사용 전 10-15분간 실온에 적응토록 한다.
㉱ 코팅플레이트와 함께 4℃에서 하룻밤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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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항원 ․ 항체반응용 플레이트 디자인
A
B
C
D
E
F
G
H

1
C++
C+
CCa
C++
C+
CCa

2
C++
C+
CCa
C++
C+
CCa

3
1
11
21
31
41
51
61
71

4

5

6

7

8

9

10

11

12
10
20
30
40
50
60
70
80

혈청번호
1 - 10
11 - 20
21 - 30
31 - 40
41 - 50
51 - 60
61 - 70
71 - 80

*C++: 강양성 혈청, C+: 약양성 혈청, C-: 음성혈청, Ca: buffer A

(나) 본 검사
① 코팅플레이트를 세척용 완충액에 3회 세척 후 적당히 물기를 제거한 다음 전날 반응시킨
혈청․항원혼합물을 well 당 50㎕씩 2개 well씩 반복하여 옮긴 후 37℃ 교반기에서 흔들며
1시간 반응 (표2 참조)
(주) 1. 각 세척시마다 well의 내용물을 완전히 흡입하되 다음 시약이 분주되기 전에
플레이트가 건조되지 않도록 한다.
2. 세척은 각 단계마다 실시되며 3회 세척을 원칙으로 한다.
3. 마지막 세척 후에는 종이타월에 플레이트를 가볍게 두드려 여분의 용액을 완전히
제거한다.

표 2▸구제역 혈청검사용 엘라이자 플레이트 디자인
1

2

3

4

5

6

7

8

9

10

11

12

A

C++ C++

1

2

3

4

5

6

7

8

9

10

B

C++ C++

1

2

3

4

5

6

7

8

9

10

C

C+

C+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D

C+

C+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E
F
G
H

CCCa
Ca

CCCa
Ca

21
21
31
31

30
30
40
40

혈청번호
1 - 10
11 - 20
21 - 30
31 - 40

* C++: 강양성 혈청, C+: 약양성 혈청, C-: 음성혈청, Ca: buffer A

② 기니픽 혈청(detecting Ab)의 분주

∘ 플레이트를 세척용 완충액으로 세척한 후

기니픽 혈청을 buffer B용액에

1/100희석하여 well당 50㎕씩 분주한 후 37℃ 교반기에서 흔들며 1시간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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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Conjugate 분주

∘ 플레이트 세척 후 buffer B용액에 1/200으로 희석한 conjugate를 well당 50㎕씩 분주
후 37℃교반기에서 흔들며 1시간 반응
(주) Conjugate 사용시 사용 전 10-15분간 실온에 적응토록 한다.

④ 기질/발색제 분주

∘ 플레이트 세척 후 기질/발색 반응액(H2O2/OPD)를 well당 50㎕씩 분주한 후 실온에
10-15분간 정치

⑤ 반응정지용액 분주 : 반응정지용액을 well당 50㎕씩 분주
⑥ 490~492nm필터를 사용하여 흡광도를 측정

2) 역가검정(Ab titration assay)
(가) 전처리
① 항체코팅 (screening test방법과 동일)
② 혈청․항원 반응
㉮ 3종의 대조혈청을 일반 혈청검사용 마이크로플레이트에서 buffer A로 1/16
희석(대조혈청별로 반복 well 사용)
㉯ 가검 혈청을 A 및 E 열에서 buffer A로 1/8 희석
㉰ Buffer A가 이미 100㎕씩 분주되어 있는 각 well에 ㉯의 희석혈청을 100㎕씩 넘겨
단계희석 (표3 참조)

표 3▸단계 혈청희석 플레이트디자인
1

2

3

4

5

6

7

8

9

10

11

A C++ C++ 혈청1 2

3

4

5

6

7

8

9

12

Buffer
혈청
A
분주
분주량

혈청
210
10

+30

2배
희석

최종
잔여
볼륨

혈청
희석
배수

-100

+140

1:8

B C+ C+

100

+/-100 +100

1:16

C C- C-

100

+/-100 +100

1:32

D Ca Ca

100

E C++ C++

혈청1
12 13
1

14

15

16

17

18

19

혈청
210
20

+30

+100

+200

1:64

-100

+140

1:8

F C+ C+

100

+/-100 +100

1:16

G C- C-

100

+/-100 +100

1:32

H Ca Ca

100

+100

+200

1:64

* 혈청을 2배수 연속 희석시 피펫 팁을 반드시 교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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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원 및 희석혈청분주는 screening test에 준한다. (표4 참조)

표 4▸항원항체반응용 플레이트
1
A
B
C
D
E
F
G
H

2

3

4

5

6

7

8

9

10

C++ C++ 혈청1 2
C+ C+
C- CCa Ca
C++ C++ 혈청11 12
C+ C+
C- CCa Ca

3

4

5

6

7

8

13

14

15

16 17 18

희석 항원
혈청
배수 분주량 분주량
9 혈청10 1:16
60
+60
1:32
60
+60
1:64
60
+60
1:128
60
+60
19 혈청20 1:16
60
+60
1:32
60
+60
1:64
60
+60
1:128
60
+60
11

12

총볼륨
120
120
120
120
120
120
120
120

* 혈청 분주시 배수별로 피펫 팁을 반드시 교체하여 옮김.

(나) 본 검사(Screening test에 준함)
각 희석 배수별로 반복 well 사용 - 1개 플레이트 당 10개 혈청검사 가능 (표5 참조)
표 5▸구제역 혈청검사용 엘라이자 플레이트 디자인
A
B
C
D
E
F
G
H

1

2

3

4

5

6

7

8

9

10

11

12

희석배율

C++
C++
C+
C+
CCCa
Ca

C++
C++
C+
C+
CCCa
Ca

혈청1
혈청1
혈청1
혈청1
혈청1
혈청1
혈청1
혈청1

2
2
2
2
2
2
2
2

3
3
3
3
3
3
3
3

4
4
4
4
4
4
4
4

5
5
5
5
5
5
5
5

6
6
6
6
6
6
6
6

7
7
7
7
7
7
7
7

8
8
8
8
8
8
8
8

9
9
9
9
9
9
9
9

혈청10
혈청10
혈청10
혈청10
혈청10
혈청10
혈청10
혈청10

1:16
1:16
1:32
1:32
1:64
1:64
1:128
1:128

* 혈청 분주시 배수별로 피펫 팁을 반드시 교체하여 옮김.

결과판독
1) 실험결과 적합성 검증
① 항원 대조 well(Ca) 흡광도
4개 항원 대조 well 중 최고․최하 값을 제거한 나머지 2개 well의 흡광도가 0.8 ～ 1.9
사이에 위치
(주) 492nm필터를 사용하여 흡광도를 측정한다.
② 대조 well 억제백분율(percent inhibition, PI)의 적정여부 확인 PI=100-[(대조 또는
검사혈청의 OD값- Blank OD 평균값)/(Ca의 OD 중앙값-Blank OD 평균값)]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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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 대조 well의 PI값 중 3개 PI값이 아래 범위 안에 포함되어야 실험유효성 인정
Control

UCL

LCL

Ca(OD)

1.9

0.8

Ca(PI)

25

-25

C++(PI)

100

85

C+(PI)

85

50

C-(PI)

49

0

(주) 구입 킷트 별로 UCL(upper control limit)과 LCL(lower control limit)이 다를 수 있음으로 킷트
설명참고

2) 결과판정
PI〈 50 : 음성, PI ≥50 : 양성
① Screening test
㉮ 2개 반복 well의 PI〈 50 일 경우 음성
㉯ 반복 well 모두 또는 1개 well의 PI≥ 50 일 경우 역가검정실시
② Titration test
㉮ 각 배수별로 2개 반복 well PI〈 50 인 경우 음성처리
㉯ 1/32 희석배수에서 2개 반복 well 중 1개 well의 PI ≥ 50이고 나머지 희석 배수 well의
PI〈 50인 경우 항체역가를 32배로 산정하고 음성처리
㉰ 1/32 희석배수에서 2개 반복 well 모두 PI ≥ 50이고 나머지 희석 배수 well의 PI〈 50인
경우 항체역가를 45배로 산정하고 양성처리(45배 항체역가가 양성판정의 기준이 됨)
㉱ 32배 희석이후 항체역가 판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희석배수

1

혈청별 반복 well PI값에 따른 역가검정(PI 50이상 +)
2
3
4
5

6

32

+-

++

++

++

++

++

64

--

--

+-

++

++

++

128

--

--

--

--

+-

++

항체역가

32

45

64

90

128

〉181

7-3. 구제역바이러스 중화시험(Virus Neutralization Test)
진단법개요
감수성 동물에 구제역 바이러스가 감염되면 이에 대한 특이 항체가 형성되므로 구제역 감염여부
및 백신 접종 후 항체 형성 여부를 이 시험 방법으로 확인 할 수 있다. 즉 가검 혈청 중에
구제역바이러스에 대한 항체 유무를 구제역 바이러스와 중화시킨 후 세포에 접종하여 C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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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포변성효과)를 관찰하여 항체가를 측정한다.
검사재료
가. 혈액채취: 일반적인 혈액 채취튜브(항응고제 무첨가)에 혈액시료를 채취한다.
나. 수송시 유의사항

(1) 혈액이 용혈되지 않도록 운반해야 하며 가검혈액이 주변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철저히 밀봉하여 운반한다.
(2) 혈청의 보관은 동결하는 것이 좋다.
다. 검사 소요량: 검사를 위해 최소 0.5㎖의 혈청이 필요하다.
라. 혈청비동화: 가검 혈청은 56℃, 30분간 불활화 시킨 혈청을 사용한다.

시약 및 기구
가. 세포배양배지 (희석액)
α-Minimum Essential Medium(α-MEM), antibiotics sol. 첨가
나. 세척액 : Calcium-Magnesium free Phosphate buffered saline (CMF-PBS)
다. 항원: 중화용 구제역 바이러스 를 접종 배양하여 세포주에서 75%이상 세포 변성효과를
나타냈을 때 동결ㆍ융해ㆍ원심분리한 상층액을 Reed ＆ Muench 또는 Karber 등의 방법을
이용하여 역가를 측정하고 -70℃이하에 1㎖씩 분주 보관한 바이러스액을 사용한다.
라. 트립신 용액 : 0.5 % Trypsin Versene
마. 배양세포: IBR-S-2 cell, BHK-21 cell, LFBK 등
바. 소 태아혈청: Fetal Bovine serum(FBS)
사. 세포배양용 96 well plate

검사방법
가. 검사할 가검 혈청을 56℃, 30분간 불활화한 후 간단히 spin down 한다.
나. 검사 sheet 및 세포배양 plate에 virus명, plate number, 날짜, 실험자 이름 등을 기록한다.
다. Microplate의 number 2 line wells를 제외하고 모든 well에 α-MEM를 50㎕씩 분주한다.
라. Number 2 line wells에 α-MEM 112.5㎕를 분주하고 가검혈청, 양성혈청 및 음성혈청을
각각 37.5㎕을 분주하고 바이러스 대조군, 세포대조군, 세포대조군, 혈청대조군 등을 둔다.

(1) 바이러스 대조군(일명 Back titration): 실험에 공시된 바이러스 양의 정확성을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희석된 바이러스액 (200TCID50/100㎕)을 원액으로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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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TCID50/100㎕), 1/10 (20TCID50/100㎕), 1/100 (2TCID50/100㎕), 1/1000
(0.2TCID50/100㎕)으로 희석하여 희석배수별로 4well 이상 50㎕씩 넣어
준다(결국, 바이러스 희석액 50㎕와 무혈청배지 50㎕)
(2) 세포대조군: 세포 오염여부의 판단, 적정한 세포수의 여부 및 정상증식능의 확인
등을 목적으로 세포만 넣어준다.
(3) 혈청대조군: 원래의 목적은 가검 혈청의 세포독성 등의 확인을 위한 것으로 바이러스
액을 제외한 가검 혈청희석액과 세포만을 넣은 대조군이나 생략하는 경우가 많다.
(4) 양성 및 음성혈청 대조군: 양성대조 혈청은 OIE국제기준표준혈청 등을 이용하여
역가를 비교ㆍ조정한 양성혈청을 사용하며, 음성혈청도 확인된 것을 사용한다.
마. 모든 number 1 line wells에 number 2 line wells에 있는 희석액 50㎕씩을 분주하고 또
number 2 line wells의 희석액 50㎕씩을 다음 well에 연속적으로 2진 희석 후 마지막 well의
50㎕는 버린다(여기서 number 1 line well들은 혈청대조군이 된다).
바. 이미 역가를 측정해 놓은 virus를 α-MEM 배양액으로 100TCID50/50㎕ 되게 희석한다.
사. 희석된 바이러스를 number 1 line wells를 제외한 모든 well에 50㎕씩 분주하고 number
1 line well은 바이러스 희석액 대신 무혈청 배양액을 첨가한다.
아. 희석된 virus를 3단계 10진 희석하여 Back titration을 실시하고 37℃ CO2 incubator(습상으로)에서
1시간 반응시킨다.
자. 완전히 monolayer가 형성된 75-cm2 flask 1개에서 2개의 96-well microplate를 깔 정도로
세포를 10% FBS가 첨가된 배양액에 부유한 세포부유액(106/ml)을 well당 50㎕씩
분주한다(5×104 cells/well).
차. 37℃ CO2 incubator (습상으로)에서 48시간에서 72시간 배양한 다음, CPE를 관찰한 후
기록한다.

결과판독
가. Virus가 첨가된 well에서 CPE가 100% 저해되고 해당 well monolayer가 형태적으로
대조군의 well과 비교하여 거의 일치할 때 해당되는 well의 최고 혈청 희석배수의 역수를
중화항체가로 표시한다.
나. Working virus 역가는 log10 1.5-2.5 TCID50 수준이어야 한다.
다. 양성대조혈청은 VP1 GH loop 부위의 펩타이드를 토끼에 접종하여 획득한 혈청 혹은 도축장
백신혈청을 사용하여 평균 중화항체 역가의 2배 내외 수준에서 나와야 한다.
라. 45배 이상이면 양성이고 16배 미만이면 음성이다. 한편, 무역거래상의 개별가축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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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에서는 16배 이상이고 45배 이하이면 두 번째 혈청을 채취하여 다시 검사하여 다시
16배 이상이고 45배 이하이면 양성으로 판정하고 herd 예찰개념으로 검사할 경우에는 45배
미만이면 모두 음성으로 판정한다.
Starting
dilution
4

Final dilution

End point

Log2 VNT

VNT

Log10 VNT

8

Single

3

8

0.90

4

8

Double

3.5

11

1.04

8

16

Single

4

16

1.20

8

16

Double

4.5

22

1.34

16

32

Single

5

32

1.51

16

32

Double

5.5

45

1.65

32

64

Single

6

64

1.81

32

64

Double

6.5

90

1.95

64

128

Single

7

128

2.11

64

128

Double

7.5

181

2.26

128

256

Single

8

256

2.41

128

256

Double

8.5

362

2.56

256

512

Single

9

512

2.71

256

512

Double

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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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6

512

1024

Single

10

1024

3.01

512

1024

Double

10.5

1448

3.16

유의사항
가. 중화시험을 실시할 때는 반드시 사용하는 항원 virus의 역가검정을 위해 Back titration을
실시해야한다.
나. 모든 실험 진행시 가급적 거품이 생기지 않도록 실험을 실시해야한다.
다. 구제역 바이러스 중화시험은 일반 실험실에서 시행할 수 없으며 반드시 BL3 (Biosafety
Level 3)이상의 시설 기준을 갖춘 실험실에서만 실행이 가능하다.

7-4. 항체간이 진단법
구제역 항체 간이진단법 (피비엠이스트 BioSign FMDV Ab 제품)
1) 개요
면역크로마토그래피법을 이용하여 우제류 동물의 혈액, 혈청 또는 혈장 중 구제역 혈청형에
상관없이 구제역바이러스 비구조단백질(3ABC, 2C)에 대한 특이항체를 현장에서 신속하게
검사하는 진단키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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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약구성
가. 검사 디바이스
나. 혈액희석용액
다. 전개용액

3) 사용시 주의사항
가. 검사 디바이스는 사용직전에 개봉한다.
나. 냉장보관시에는 실온에 20분이상 방치한 후 개봉하여 사용한다.

4) 실험방법
가. 혈청 또는 혈장검사
- 혈청 또는 혈장 10 ul을 테스트키트의 검체 well(S)에 떨어뜨리고 1분 동안 기다린다.
- 전개용액을 전개용액 well(D)에 4방울(120 ul)을 떨어뜨리고 15분 이내에 결과를
판독한다.
나. 전혈검사
- 혈액 희석용액 3방울을 시험관에 떨어뜨린다.
- 혈액 25 ul을 상기의 시험관에 떨어뜨리고 혼합한 후 1분 동안 기다린다.
- 상기 용액을 검체 well(S)에 10 ul를 떨어뜨리고 2분 동안 기다린다.
- 전개용액을 전개용매 well(D)에 4방울을 떨어뜨린다.
- 10분 후에 전개용액을 전개용액 well(D)에 1방울을 떨어뜨린 후 10분 이내에 결과를
판독한다.

5) 결과판독
가. 양성: 대조부위(C)에만 붉은 보라색 선이 나타난다.
나. 음성: 대조부위(C)와 시험부위(T)에 모두 붉은 보라색 선이 나타난다.
다. 대조 부위에 선이 나타나지 않으면 검사가 잘못된 경우이므로 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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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감별진단
※ 구제역 감별진단 대상 질병 주요 특징 대비표
축종

소

돼지

식욕 유량
혀상피 입맛 잇몸 발굽수포
침울 수포 유연
파행폐사
기타
부진 감소
탈락 다심 궤양 (탈락)
○ ○ ○ ◎ ◎
◎
◎ ○
△
△ △ 송아지 급사

질병명

발열

구제역

○

소바이러
스성설사
(BVD)

○

○

○

△

×

○

△

×

○

×

유두종

×

×

△

×

△

×

×

×

×

×

전염성비
기관염
(IBR)

○

○

○

○

△

○

×

×

○

×

콧물,결막염,
× △ 기침,유방염,
폐렴

이바라기

○

○

△

-

×

◎

×

×

○

×

× △

포말성 유연,
연하장애

유행열

○

○

○

○

×

◎

×

×

×

×

변비,고창증,
△ × 사지관절
부종

제엽염

○

×

×

△

×

×

×

×

×

△

○ × 기립곤란

부제병

○

○

×

-

×

×

×

×

×

△

◎ ×

수포성구
내염

○

△

-

△

○

○

△

×

○

△ × 말, 소, 돼지

구제역

○

○

-

○

◎

△

△

-

△

◎

◎ △

수포병

○

△

-

△

◎

△

△

-

-

◎

○ × 발굽에 수포

범례 : ◎ 특이증상, ○ 중증, △ 경증, × 증상없음, - 확인안됨(관련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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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사,탈수,
× △ 결막염,혀의
미란
눈주변, 목에
× △
사마귀

발굽에 못,
타박상

포유자돈
급사

VIII
중독성 질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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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학조사

임상검사

병리해부

중독원인물질
검사

조직검사

(+)

(양성)

(-)

(음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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Ⅷ- 1

유기인계 농약 중독증(Organophosphate Pesticide Poisoning)

1. 역학상황
가. 사료가 유기인계 농약에 오염된 경우
- 과립성 농약을 사료첨가제 혹은 비타민, 광물질로 오인
- 악의적으로 농약을 사료에 첨가
- 사료 작물에 유기인계 농약을 과다 투여

나. 중독기전 : 유기인계 농약이 아세틸콜린에스테라제(AchE)의 활성도를 저하
시켜 아세틸콜린이 조직 내에 축적되어 과도한 신경전달 역할을 함

2. 임상증상
가. 섭취 15분부터 1시간 내에 발병 또는 1주일 이상 거쳐 발병
(전구증상 없이 돌발적 발생하며 급사 일으킴)
나. 무스카린성 작용: 구토, 설사, 유연, 눈물흘림, 동공 축소, 호흡곤란, 배뇨, 서맥, 청색증
다. 니코틴성 작용: 근육 경련, 근육 수축, 불완전마미 또는 마비
라. 중추신경 증상: 침울, 과민반응, 발작
마. 지연성 신경장애: 섭취 1~2주 동안 운동마비를 일으키는 예가 있음, 닭에서 현저

3. 병리해부검사
가. 특이한 병리해부 소견이 없는 것이 특징임
나. 가끔 위 내용물에서 특유의 악취

4. 병리조직소견
가. 급성인 경우 특이한 병리조직 소견이 없는 것이 특징임
나. 지연성 신경장애의 경우 중추 신경계나 말초 신경계 축삭 장애

5. 분석 항목 및 시료
가. 아세틸콜린에스테라제 활성도 분석: 전혈, 뇌
나. 농약성분 분석: 위 내용물, 사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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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위 내용물 내 유기인계 농약 분석법
원리
가검물 위 내용물에 잔류하는 농약성분을 1% acetic acid가 첨가된 acetonitrile로 추출한
다음 기체크로마토그래프/불꽃광도검출기 (GC/FPD)로 분석한다. 이 방법은 유기인계 (methy
parathion, monocrotophos, diazinon, phosphamidon, fenitrothion, edifenphos, EPN,
phorate)의 잔류분석에 이용함

측정기기
기체크로마토그래프/불꽃광도검출기 (GC/FPD)

시약 ․시액 및 기구
가. 표준품 및 시약
1) 표준품: 순도 98% 이상의 표준물질이나 일정농도로 만들어진 액상의 표준용액을
사용함
2) Acetonitrile
3) Acetone
4) Acetic acid, glacial
5) Magnesium sulfate, anhydrous
6) Sodium acetate, anhydrous
7) Primary-secondary amine (PSA)
8) C18
9) Graphitized carbon black (GCB)
※ 이상 열거된 시약 중 특별한 언급이 없는 유기용매는 고순도 잔류물질
A.C.S Reagent 급의 특급시약을 사용함

분석용 또는 HPLC용,

나. 기구
1) 원심분리용튜브: 50 ㎖ 용
2) 유리시험관: 16 × 100 mm
3) 마이크로피펫: 100 ㎕, 200 ㎕, 1000 ㎕
4) 부피플라스크: 10 ㎖, 100 ㎖
5) 질소농축기(TurboVap LV) : 가변온도 수욕조(20 ~ 100 ℃), 질소발생기 등을 갖춘 것
6) 원심분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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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진탕기
8) Vortex mixer
9) 저울: ± 0.1 g 정밀도 및 ± 0.0001 g 정밀도

시험용액의 조제
가. 표준용액
액상의 100 mg/㎖ 표준품을 10 ㎖ 부피플라스크에 200 ㎕씩 취한 후 acetonitrile로
눈금선까지 채운 후 시험표준용액으로 사용함 (2 mg/㎖)

나. 시험용액
1) 1 % acetic acid in acetonitrile : Acetonitrile 99 ㎖에 acetic acid 1 ㎖를 넣고
혼합하여 사용함

시험방법
가. 시료 전처리
1) 시료 (위 내용물) 5 g을 50 ㎖ 튜브에 담음
2) 1% acetic acid가 포함된 acetonitrile 15 ㎖ 첨가한 후, magnesium sulfate 6 g
및 sodium acetate 1.5 g을 넣고 10분간 진탕기에 흔듬
3) 4 ℃, 3800 rcf에서 10분간 원심분리함
4) 상층액 6 ㎖를 400 mg PSA, 400 mg C18, 45 mg GCB, 1.2 g magnesium sulfate가
담긴 15 ㎖ 튜브에 옮겨 담고 vortexing 하여 충분히 섞음
5) 4 ℃, 3800 rcf에서 10분간 원심분리함
6) 상층액 3 ㎖를 유리튜브에 취한 후 질소농축기로 약 200 ㎕까지 농축한 후
acetone으로 1 ㎖까지 맞추어 기기분석함

나. 기기분석 조건
1) 기체크로마토그래프 분석조건
① 칼럼: DB-5 (30 m × 0.25 mm ID, 0.25 µm Film thickness) 또는 이와 동등한 것
② 기체흐름조건: 1.3 ㎖/min
③ 오븐조건: 60 ℃ (1 min) → [25 ℃/min] → 260 ℃ (9 min)
④ 주입부: Splitmode (50:1), 250 ℃
⑤ 검출기온도: 250 ℃
⑥ 시료주입량: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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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판정 및 계산
가. 정성 분석
시료를 추출․정제한 다음 위의 조건으로 분석하여 표준용액의 분석 결과와 비교하여 머무름
시간이 일치할 경우 동일한 물질로 봄 (겹침이 있거나 불명확한 피크의 보다 정확한 확인을
위해 GC/MSD로 분석하여 확인)

나. 정량분석
1) 농도가 다른 5개의 표준용액을 만들어 분석하고 농도와 면적값 비율로 검량선을
작성
2) 해당물질을 첨가한 시료 (fortified sample)를 분석하여 면적값의 비를 구한 후
검량식에 대입하여 농도를 산출하고 첨가한 농도에 대비시켜 회수율을 구함
검출된 농도
회수율 (%)

=

x 100
첨가된 농도

3) 시료를 분석하여 면적값의 비를 구한 후 검량식에 대입하여 농도를 산출한 다음
아래식에 따라 최종농도를 계산함
최종농도
(㎍/g)

시료 중 검출농도 (㎍/㎖) × 최종시험용액량 (㎖)
=

x 희석배수
시료량 (g)

단, 최종농도의 단위는 mg/kg으로 표시한다.

<GC/FPD chromatograms of pesticides at a concentration of 1-3 ㎍/㎖ in stand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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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감별진단
가. 유기염소계 농약 중독
나. 카바메이트계 농약 중독
다. 소 보툴리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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Ⅷ- 2

카바메이트계 농약 중독증(Carbarmate Pesticide Poisoning)

1. 역학상황
가. 사료가 카바메이트계 농약에 오염된 경우
- 과립성 농약을 사료첨가제 혹은 비타민, 광물질로 오인
- 악의적으로 농약을 사료에 첨가
- 사료 작물에 유기인계 농약을 과다 투여

나. 중독기전: 유기인계 농약과 같이 아세틸콜린에스테라제(AchE)의 활성도를
저하시켜 아세틸콜린이 조직 내에 축적되어 과도한 신경전달을 일으킴.

2. 임상증상
가. 섭취 15분부터 1시간 내에 발병하나, 유기인계와 달리 보통 억제작용은 가역적이고 단기적임
나. 무스카린성 작용: 구토, 설사, 유연, 눈물흘림, 동공 축소, 호흡곤란, 배뇨, 서맥, 청색증
다. 니코틴성 작용: 근육 경련, 근육 수축, 불완전마미 또는 마비
라. 중추신경 증상: 침울, 과민반응, 발작

3. 병리해부검사
가. 특이한 병리해부 소견이 없는 것이 특징임

4. 병리조직소견
가. 급성인 경우 특이한 병리조직 소견이 없는 것이 특징임

5. 분석 항목 및 시료
가. 아세틸콜린에스테라제 활성도 분석: 전혈, 뇌
나. 농약성분 분석: 위 내용물, 사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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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위 내용물 내 카바메이트계 농약 분석법
원리
가검물 위내용물에 잔류하는 카바메이트계 살충제를 QUECHERS 방법으로 전처리하여 G
C/MSD를 이용하여 확인분석 조건 확립

측정기기
장비: 기체크로마토그래프/질량분석기(GC/MSD)

시약 ․시액 및 기구
가. 표준품 및 시약
1) 표준품: 메토밀(methomyl), 메토카브(metolcarb), 이소프로카브(isoprocarb),
페노브카브(fenobucarb),

카보후란(carbofurane),

카바릴(carbaryl)이 일정

농도로 만들어진 액상의 표준용액을 사용함
2) 증류수
3) 아세토나이트릴
4) 아세트산
5) 황산마그네슘
6) 아세트산나트륨
7) 아세톤

나. 기구
1) 원심분리용 튜브: 15 ㎖, 50 ㎖용
2) 유리시험관: 16 × 100 mm
3) 마이크로피펫: 100 ㎕, 200 ㎕, 1000 ㎕
4) Volumetric flask: 10 ㎖, 100 ㎖
5) 저울: ± 0.1g 정밀도 및 ± 0.0001g 정밀도
6) 필터: 멤브레인 필터(45 mm. 0.2 µm PVDF), 시린지 필터(45 mm. 0.2 µm, PVDF)
7) 원심분리기
8) 진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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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용액의 조제
가. 표준용액
카바메이트계 살충제를 10 mg을 칭량하여 100 ㎖ 용량플라스크에 취하고 ACN 또는
methanol로 용해한 후 표시선까지 채워 냉동 보관 (100 ㎍/㎖).

나. 시험용액
1) 1 % acetic acid in acetonitrile : Acetonitrile 99 ㎖에 acetic acid 1 ㎖를 넣고
혼합하여 사용함

시험방법
가. 시료 전처리
1) 위내용물 5 g에 아세토나이트릴(1% 아세트산) 15 ㎖를 첨가하여 10분간 진탕
2) 황산마그네슘 6 g, 아세트산나트륨 1.5 g을 넣고 vortex로 충분히 균질화 한 후 얼음에
5분간 두어 발열반응에 의한 열을 식힘
3) 4 ℃, 3800 RCF 에서 5분간 원심분리
4) 상층액 6 ㎖을 취하여 PSA/C18/GCB를 넣고 vortex로 균질화
5) 4 ℃, 3800 RCF 에서 5분간 원심분리
6) 상층액 3 ㎖를 유리튜브에 취한 후 질소농축기로 약 200 ㎕까지 농축
7) 아세톤으로 1 ㎖까지 맞추어 GC/MSD로 분석

나. 기기분석 조건
1) 기체크로마토그래프 분석조건
① 칼럼: DB-5MS (30 m × 0.25 mm ID, 0.25 µm Film thickness) 또는 이와 동등한 것
② 기체흐름조건: He 1.0 ㎖/min
③ 오븐조건: 60 ℃ (2 min) → [11 ℃/min] → 280 ℃ (8 min)
④ 주입부: 250 ℃
⑤ 시료주입량: 1 ㎕
메토밀
메토카브
이소프로카브
페노브카브
카보후란
카바릴

Quant
58.1
108.15
121.1
121.15
164.1
144.05

Q1
105
107.15
136.05
150.15
149.05
115.1

Q2
88
77.1
91.1
91.15
131.05
116.1

Q3
59
79.05
77.1
122.1
145.05

<SIM mode condition for the confirmation of carbamate pestic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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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판정 및 계산
가. 정성 분석
시료를 추출․정제한 다음 위의 조건으로 분석하여 표준용액의 분석 결과와 비교하여 머무름
시간이 일치할 경우 동일한 물질로 봄

나. 정량분석
1) 농도가 다른 5개의 표준용액을 만들어 분석하고 농도와 면적값 비율로 검량선을
작성
2) 해당물질을 첨가한 시료 (fortified sample)를 분석하여 면적값의 비를 구한 후
검량식에 대입하여 농도를 산출하고 첨가한 농도에 대비시켜 회수율을 구함
검출된 농도
회수율 (%)

=

x 100
첨가된 농도

3) 시료를 분석하여 면적값의 비를 구한 후 검량식에 대입하여 농도를 산출한 다음
아래식에 따라 최종농도를 계산함
최종농도
(㎍/g)

시료 중 검출농도 (㎍/㎖) × 최종시험용액량 (㎖)
=

x

시료량 (g)

단, 최종농도의 단위는 mg/kg으로 표시한다.

7. 감별진단
가. 유기인계 농약 중독
나. 유기염소계 농약 중독
다. 소 보툴리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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Ⅷ- 3

유기염소계 농약 중독증(Organochlorine Pesticide Poisoning)

1. 역학상황
가. 유기염소계 농약이 사료나 토양에 잔류하는 경우
나. 우발적 중독은 부주의로 인해 농약이 사료에 섞인 경우 혹은 환경으로 유출된 경우 발생

2. 임상증상
가. 급성중독에서는 전구증상 없이 신경증상이 주로 나타남
나. 초기증상은 유연, 오심, 구토이며 신경증상으로는 신경과민, 초조, 근육 떨림, 과민반응,
운동실조 등이 있음
다. 시간이 경과되면 간헐성 발작, 후궁반장, 패들링, 이빨갈기를 보이며 급성발작은 48-72시간
동안 지속되기도 함
라. 소는 뒷걸음질을 치거나 과도하게 저작을 하거나 핥음

3. 병리해부검사
가. 특이한 병리해부 소견이 없는 것이 특징임
나. 발작 때문에 창상을 보이는 경우도 있음

4. 병리조직소견
가. 특이한 병리조직 소견이 없는 것이 특징임

5. 분석 항목 및 시료
가. 농약성분 분석 : 사료, 위 내용물, 혈액, 간, 뇌, 지방 등

6. 위 내용물 내 유기염소계 농약 분석법
원리
가검물 위 내용물에 잔류하는 농약성분을 1% acetic acid가 첨가된 acetonitrile로 추출한
다음 Carbon/PSA SPE 카트리지로 정제하여 기체크로마토그래프/전자포획검출기 (GC/ECD)로
분석한다. 이 방법은 유기염소계 및 그 밖의 유기인계, 아졸계 등 다성분농약 (γ-BH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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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ptachlor, chlorpyrifos-methyl, dimethipin, aldrin, triadimefon, chlorpyrifos, fenitrothion,
heptachlor-epoxide, chlorfenvinphos, trans-chlordane, 2,4-DDE, cis-chlordane,
α-endosulfan, chinomethionat, 4,4-DDE, dieldrin, 2,4-DDD, endrin, 2,4-DDT, 4,4-DDD,
β-endosulfan, ethion, 4,4-DDT, propiconazole, endosulfan sulfate)의 잔류분석에 이용함

측정기기
기체크로마토그래프/전자포획검출기 (GC/ECD)

시약 ․시액 및 기구
가. 표준품 및 시약
1) 표준품: 순도 98% 이상의 표준물질이나 일정농도로 만들어진 액상의 표준용액을
사용함
2) Acetonitrile
3) Acetone
4) Toluene
5) Acetic acid, glacial
6) Magnesium sulfate, anhydrous
7) Sodium acetate, anhydrous
※ 이상 열거된 시약 중 특별한 언급이 없는 유기용매는 고순도 잔류물질

분석용 또는 HPLC용,

A.C.S Reagent 급의 특급시약을 사용함

나. 기구
1) 원심분리용튜브: 50 ㎖ 용
2) 유리시험관: 16 × 100 mm
3) 마이크로피펫: 100 ㎕, 200 ㎕, 1000 ㎕
4) 부피플라스크: 10 ㎖
5) SPE Vaccum Manifold
6) SPE 카트리지: Carbon/PSA=500 mg/500 mg, 6 cc
o
7) 질소농축기 (TurboVap LV) : 가변온도 수욕조(20 ~ 100 C), 질소발생기 등을 갖춘 것

8) 원심분리기
9) 진탕기
10) Vortex mixer
11) 저울: ± 0.1 g 정밀도 및± 0.0001 g 정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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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용액의 조제
가. 표준용액
액상의 100 mg/㎖ 표준품을 10 ㎖ 부피플라스크에 200 ㎕씩 취한 후 acetonitrile로
눈금선까지 채운 후 시험표준용액으로 사용함 (2 mg/㎖)

나. 시험용액
1) 1 % acetic acid in acetonitrile : Acetonitrile 99 ㎖에 acetic acid 1 ㎖를 넣고
혼합하여 사용함
2) Acetonitrile : toluene (3:1, v/v) : Acetonitrile 150 ㎖과 toluene 50 ㎖를 혼합하여
사용함

시험방법
가. 시료 전처리
1) 시료 (위 내용물) 5 g을 50 ㎖ 튜브에 담음
2) 1% acetic acid가 포함된 acetonitrile 15 ㎖ 첨가한 후, magnesium sulfate 6 g
및 sodium acetate 1.5 g을 넣고 10분간 진탕기에 흔듬
3) 4 ℃, 3800 rcf에서 10분간 원심분리함
4) 상층액 3 ㎖를 유리튜브에 취한 후 질소농축기로 약 500 ㎕까지 농축함
5) SPE 정제
Carbon/PSA 카트리지를 acetonitrile : toluene (3:1, v/v) 혼합용액으로 컨디셔닝 하고,
4)의 농축시료를 카트리지에 넣은 후 acetonitrile : toluene (3:1, v/v) 8~10 ㎖로 추출함

6) 정제된 추출액을 질소농축기로 약 200 ㎕까지 농축한 후 acetone으로 1 ㎖ 까지
맞추어 기기분석함

나. 기기분석 조건
1) 기체크로마토그래프 분석조건
① 칼럼: DB-608 (30 m × 0.25 mm ID, 0.25 µm Film thickeness) 또는이와 동등한 것
② 기체흐름조건: 0.7 ㎖/min (2 min) → [0.05 ㎖/min] → 1 ㎖/min (7 min) →
[0.05 ㎖/min] → 1.2 ㎖/min (5 min) → [0.2 ㎖/min] → 0.7 ㎖/min
③ 오븐조건: 210 ℃ (5 min) → [2 ℃/min] → 220 ℃ (2 min) → [2 ℃/min] →
230 ℃ (5min) → [5 ℃/min] → 250 ℃ (9 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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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주입부: Splitmode (40:1), 250 ℃
⑤ 검출기온도: 300 ℃
⑥ 시료주입량: 1 ㎕

결과판정 및 계산
가. 정성 분석
시료를 추출․정제한 다음 위의 조건으로 분석하여 표준용액의 분석 결과와 비교하여 머무름
시간이 일치할 경우 동일한 물질로 봄(겹침이 있거나 불명확한 피크의 보다 정확한 확인을
위해서는 극성이 서로 다른 두 개의 칼럼에서 분석하여 머무름 시간의 일치여부를 확인하거나
GC/MSD로 분석하여 확인)

나. 정량분석
1) 농도가 다른 3~5개의 표준용액을 만들어 분석하고 농도와 면적값 비율로 검량선을
작성함
2) 해당물질을 첨가한 시료 (fortified sample)를 분석하여 면적값의 비를 구한 후
검량식에 대입하여 농도를 산출하고 첨가한 농도에 대비시켜 회수율을 구함
검출된 농도
회수율 (%)

=

x 100
첨가된 농도

3) 시료를 분석하여 면적값의 비를 구한 후 검량식에 대입하여 농도를 산출한 다음 아래
식에 따라 최종농도를 계산함
최종농도
(㎍/g)

시료 중 검출농도 (㎍/㎖) × 최종시험용액량 (㎖)
=

x 희석배수
시료량 (g)

단, 최종농도의 단위는 mg/kg으로 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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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C chromatograms of pesticides at a concentration of 0.2 ㎍/㎖
in standard (upper) and fortified bovine fat sample (lower)>

7. 감별진단
가. 납 중독
나. 유기인계 농약 중독
다. 카바메이트계 농약 중독
라. 회백뇌연화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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꿀벌 독성 농약 중독증(Pesticide Poisoning in Honeybee)

1. 역학상황
가. 꿀벌 방사지역에 농약살포 등으로 농약이 오염된 경우
- 꿀벌은 대표적인 화분매개곤충이며, 활동이 왕성한 과수원이나 밭작물의 개화시기에 농약
살포로 피해를 입는 경우가 있음

나. 중독기전: 네오니코니노이드계, 합성피레스로이드계, 유기인계 등 살충제는
곤충의 신경절에 직접 작용하여 살충효과를 나타냄
다. 꿀벌 중독물질 다양화
- 중독원인물질 다양화로 병성감정으로 의뢰되는 꿀벌의 중독물질 상시 검사 대상을 기존
8종에서 44종으로 확대 실시(스크리닝 물질 포함)

2. 병리조직소견분석 항목 및 시료
가. 농약성분 분석 : 꿀벌 충체

3. 꿀벌 독성 농약 분석법
원리
꿀벌 사체에 잔류하는 농약을 변형된 QUECHERS 방법으로 전처리하여 LC-MS/MS를
이용하여 동시분석 조건 확립

측정기기
액체크로마토그래프/질량분석기(LC-MS/MS)

시약 ․시액 및 기구
가. 표준품 및 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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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표준품: 아세트아미프리드(acetamiprid), 이미다클로프리드(imidacloprid), 클로티아니딘
(clothianidin), 사이퍼메트린(cypermethrin), 델타메트린 (deltamethrin), 이프로벤포스
(iprobenfos), 펜토에이트(phenthoate), 아진포스메틸 (azinphos-methyl), 아세페이트
(Acephate),

비펜트린(Bifenthrin),

카바릴(Carbaryl),

카보퓨란

(Carbofuran),

클로르피리포스-메틸(Chlorpyrifos-methyl), 다이아지논(Diazinon), 디클로르보스(Dichlorvos),
디메토에이트(Dimethoate), 클로르피리포스(Chlorpyrifos), 에디펜포스 (Edifenphos),
이피엔(EPN), 에틸 파라티온(Ethyl parathion) 페니트로티온(Fenitrothion), 페노뷰카브
(Fenobucarb), 펜설포티온(Fensulfothion), 펜티온(fenthion), 피프로닐(Fipronil), 아이소펜포스
(lsofenphos), 이버멕틴 (Ivermectin), 아바멕틴(Abamecrin),
메타미도포스(Methamidophos),

메티다티온(Methidathion),

말라티온(Malathion),

메티오카브(Methiocarb),

메토밀(Methomyl), 메틸 파라티온(Methyl parathion), 모노크로토포스 (Monocrotophos),
포레이트(Phorate) 및

대사체(포레이트옥손(Phorate-oxon), 포레이트 옥손 설폰

(Phorate-oxon Sulfone), 포레이트 옥손 설폭사이드(Phorate-oxon Sulfoxide), 포레이트
설폰(Phorate

sulfone),

포레이트

설폭사이드(Phorate

sulfoxide)),

포스파미돈

(Phosphamidon), 피리미포스메틸(Pirimiphos-methyl), 프로폭서(Propoxur), 터브포스
(Terbufos), 티아클로프리드 (thiacloprid), 티아메톡삼(thiamethoxam), 트리클로르폰
(Trichlorfon)을 일정농도로 만들어진 액상의 표준용액을 사용
2) 증류수
3) 아세토나이트릴
4) 아세트산암모늄
5) 포름산
6) 메탄올
7) 아세트산
8) 황산마그네슘
9) 아세트산나트륨
10) PSA
11) C18
12) GCB

나. 기구
1) 원심분리용 튜브: 15 ㎖, 50 ㎖용
2) 유리시험관: 16 × 100 mm
3) 마이크로피펫: 100 ㎕, 200 ㎕, 1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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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Volumetric flask: 10 ㎖, 100 ㎖
5) 저울: ± 0.1g 정밀도 및 ± 0.0001g 정밀도
6) 필터: 멤브레인 필터(45 mm. 0.2 µm PVDF), 시린지 필터(45 mm. 0.2 µm, PVDF)
7) 원심분리기
8) 진탕기

시험용액의 조제
가. 표준용액
살충제를 10 mg을 칭량하여 100 ㎖ 용량플라스크에 취하고 ACN 또는 methanol로 용해한
후 표시선까지 채워 냉동 보관한다 (100 ㎍/㎖).

나. 시험용액
1) 1 % acetic acid in acetonitrile : Acetonitrile 99 ㎖에 acetic acid 1 ㎖를 넣고 혼합하여
사용함

시험방법
가. 시료 전처리
1) 꿀벌 사체 5 g을 50 ㎖ 튜브에 담는다.
2) 1 % acetic acid가 포함된 acetonitrile 15 ㎖ 첨가한 후 10분간 진탕기에 흔든다.
3) magnesium sulfate 6 g 및 sodium acetate 1.5 g을 넣고 잘 혼합되도록 흔든 후 5분간
얼음에 둔다.
4) 4℃, 4000G에서 10분간 원심분리한 후 상층액 6 ㎖를 15 ㎖ 튜브에 취한 후, magnesium
sulfate1.2 g, PSA 400 mg, C18 400 mg, GCB 45 mg를 첨가하여 잘 혼합되도록 흔들고
4℃, 4000 G에서 10분간 원심분리한다.
5) 상층액 3 ㎖를 유리튜브에 취한 후 한 후 질소농축기로 약 200 ㎕까지 농축하고 메탄올으로
1 ㎖까지 맞추었다.
6) 0.2 µm필터 후 기기분석을 실시하였다.

나. 기기분석 조건
1) 액체크로마토그래프 분석조건
① 칼럼: Acquity UPLC®BEH C18 1.7 µm X 2.1 X 50 mm 또는 이와 동등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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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유속: 0.4 ㎖/min
③ 칼럼온도: 40 ℃
④ 주입량: 5 ㎕
⑤ 이동상: (A) - 5 mM 아세트산암모늄 + 0.1% 포름산 함유 수용액
(B) - 0.1% 함유 포름산 메탄올
Gradient program

Time(min)

% A

%B

0
0.25
7.75
10.50
10.55
12

90
90
2
2
90
90

10
10
98
98
10
10

2) 질량분석기 분석조건
① Ion source: ESI positive mode
② Curtain Gas : 20psi
③ Nebulizer gas (GS1) : 50 psi
④ Heater gas (GS2) : 50 psi
⑤ Source Temp (TEM) : 500℃
⑥ MRM(Multiple Reaction Monitoring)
insecticide

Q1

Acetamiprid

223.0

Imidacloprid

256.0

Cypermethrin

433.0

Clothianidin

250.0

Deltamethrin

523.0

Iprobenfos

289.0

Q3
126.0
99.0
73.0
209.0
175.0
84.0
191.0
127.0
91.0
169.0
132.0
113.0
281.0
181.0
91.0
91.0
205.0
65.0

RT

DP

EP

3.37

1

10

2.98

41

10

8.06

26

10

3.01

31

10

8.21

36

10

6.75

36

10

CE
27
51
77
23
25
21
21
43
57
17
21
35
23
55
95
25
15
83

CXP
14
12
10
20
18
10
6
16
12
10
6
12
22
10
14
12
18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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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ecticide

Q1

Azinphos-methyl

318.0

Phenthoate

321.0

Acephate

184.1

Bifenthrin

440.1

Carbaryl

202.0

Carbofuran

222.1

Chlorpyrifos
-methyl

323.8

Diazinon

305.0

Dichlorvos

220.9

Dimethoate

230.1

Chlorpyrifos

352.0

Edifenphos

311.1

EPN

324.1

Ethyl parathion

292.1

Fenitrothion

277.9

Q3
132.0
77.0
51.0
79.0
77.0
91.0
143.0
95.0
125.0
181.2
165.0
166.1
145.0
127.0
115.0
165.0
122.9
76.9
124.9
291.7
46.0
169.1
153.0
96.8
109.0
79.0
95.1
198.9
125.0
170.9
200.0
97.0
109.0
283.0
110.9
109
295.9
156.9
277.8
236.0
264.0
94.0
245.9
124.9

RT

DP

EP

5.67

36

10

6.72

46

10

0.96

41

10

8.51

21

10

4.92

76

10

4.63

1

10

7.01

66

10

6.86

121

10

4.63

121

10

3.26

51

10

7.61

46

10

6.77

41

10

7.15

51

10

6.65

1

10

6.17

86

10

CE
21
49
83
55
81
29
11
25
27
17
93
57
15
35
47
17
29
59
23
23
35
29
27
43
23
37
47
13
27
21
25
47
81
19
29
37
19
31
23
21
13
39
23

CXP
16
10
14
10
10
12
16
10
54
6
20
18
16
14
14
18
54
34
16
36
20
16
10
10
10
12
12
22
14
20
12
12
12
32
12
12
16
18
32
20
30
42
24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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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ecticide

Q1

Fenobucarb

208.1

Fensulfothion

308.9

fenthion

278.9

Fipronil

437.0

lsofenphos

346.0

Ivermectin

892.5

Abamectin

890.5

Malathion

331.0

Methamidophos

141.9

Methidathion

302.9

Methiocarb

226.0

Methomyl

163.2

Methyl parathion

264.1

Monocrotophos

224.1

Phorate

260.9

Q3

RT

DP

EP

CE

CXP

108.9

25

14

95.0
77.0
152.0
280.9
234.9
157.0
149.0
169.0
246.8
367.9
289.9
255.0
244.9
217.0
120.9
307.2
569.4
551.4
305.2
567.4
94.9
284.8
126.9
98.9
93.8
125.0
46.9.0
145.0
85.0
57.9
169.0
121.0
76.9
87.9
105.9
72.8
124.9
231.8
109.0
193.0
127.0
58.0
75.0

19
53
11
19
29
33
19
27
19
23
37
41
17
31
51
29
21
27
29
95
19
11
17
27
19
19
43
13
25
47
15
23
53
11
13
37
23
23
21
11
21
35
15

12
8
20
32
18
18
16
18
26
22
18
22
20
18
14
14
10
32
8
8
8
22
20
14
18
6
20
14
38
12
6
18
10
10
12
8
14
20
12
24
14
26
10

5.88

6

10

5.52

106

10

6.72

61

10

6.53

141

10

7.05

1

10

8.66

1

10

8.29

21

10

6.12

61

10

1.08

86

10

5.52

36

10

5.97

26

10

2.27

56

10

5.83

71

10

2.69

51

10

7.01

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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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Phorate-oxon

244.7

Phorate-oxon
sulfone

276.9

Phorate-oxon
Sulfoxide

260.9

Phorate sulfone

292.8

Phorate sulfoxide

276.8

Phosphamidon

300.1

Pirimiphos-methyl

305.9

Propoxur

209.9

Terbufos

289.0

thiacloprid

253.7

thiamethoxam

291.9

Trichlorfon

256.9

Q3
47.0
29.1
75.0
46.8
28.9
111.0
98.9
80.9
110.9
96.8
81.0
171.0
96.8
115.0
198.9
142.9
97.0
174.1
126.9
226.8
164.0
107.9
66.8
110.8
93.0
64.9
103.0
57.0
171.0
127.0
125.9
98.9
211.0
181.0
131.8
109.0
79.0
82.9

RT

DP

EP

5.67

66

10

3.73

151

10

3.58

61

10

5.37

106

10

5.22

51

10

4.51

81

10

6.27

46

10

4.71

71

10

7.46

36

10

3.73

66

10

2.39

51

10

3.29

106

10

CE

CXP

51
59
17
45
69
33
29
55
29
31
67
15
47
35
13
29
41
19
27
17
29
37
59
21
35
45
11
31
15
27
25
61
15
33
23
23
43
67

22
14
32
20
14
18
50
14
18
12
12
12
14
14
12
8
12
26
14
26
8
18
8
16
12
8
18
26
24
12
14
42
20
16
22
12
1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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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판정 및 계산
가. 정성 분석
시료를 추출․정제한 다음 위의 조건으로 분석하여 표준용액의 분석 결과와 비교하여 머무름
시간이 일치할 경우 동일한 물질로 봄

나. 정량분석
1) 농도가 다른 5개의 표준용액을 만들어 분석하고 농도와 면적값 비율로 검량선을 작성
2) 해당물질을 첨가한 시료 (fortified sample)를 분석하여 면적값의 비를 구한 후 검량식에
대입하여 농도를 산출하고 첨가한 농도에 대비시켜 회수율을 구함
회수율 (%)

=

검출된 농도
첨가된 농도

x 100

3) 시료를 분석하여 면적값의 비를 구한 후 검량식에 대입하여 농도를 산출한 다음 아래식에
따라 최종농도를 계산함
최종농도
(㎍/g)

=

시료 중 검출농도 (㎍/㎖) × 최종시험용액량 (㎖)
시료량 (g)

x 희석배수

단, 최종농도의 단위는 ㎍/kg(ppb)으로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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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팡이독소 중독증(Mycotoxicosis)

1. 역학상황
가. 사료가 곰팡이독소에 오염된 경우
- 곰팡이독소는 수확 전․후 또는 수송이나 보관 중 농산물에서 자라는 여러 종류의 곰팡이에서
생산되는 2차 대사산물로, 다양한 종류의 사료에서 오염가능성이 상재하고, 비교적 넓은
범위의 조건에서 산생될 수 있음
- ’13년 “국내 조사료용 볏짚의 수확 전 작물포 및 수확 후 저장에 따른 곰팡이독소 오염 실태
연구”에 따르면, 볏짚 곤포사일리지에서 46%의 샘플(n=105)에서 곰팡이독소(zearalenone,
deoxynivalenol, ochratoxins A)가 발견되었다는 보고가 있음

나. 중독기전: 푸사리움 속(Fusarium spp.), 페니실리움 속(Penicillium spp.)
및 아스퍼질루스 속(Aspergillus spp.)의 곰팡이가 독소를 산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화학구조와 생물학적 활성이 다른 많은 곰팡이독소들이 확인
되었음. 곰팡이독소들은 발암성(aflatoxin B1, ochratoxin A, fumonisin B1),
에스트로젠성(zearalenone), 신경독성(fumonisin B1), 신장독성(ochratoxin
등), 피부괴사성(trichothecenes) 물질이거나, 면역형성억제성 물질(aflatoxin
B1, ochratoxin A 등)임.

2. 임상증상
- 가축의 중독 증상은 식욕부진, 사료섭취 감소, 면역력저하, 간손상, 성장저하, 신장장애 등이
알려져 있음

3. 분석 항목 및 시료
가. 곰팡이독소 분석 : 위 내용물 (사료, 혈액, 오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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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 내용물 내 곰팡이독소 분석법
원리
닭과 소 위내용물에서 잔류하는 곰팡이 독소를 분산 고체상 추출(d-SPE)법에 의한
QUECHERS 방법과 액체크로마토그래피/질량분석기를 이용하여 검출하는 방법

측정기기
액체크로마토그래피/질량분석기(LC-MS/MS)

시약 ․시액 및 기구
가. 표준품 및 시약
1) 표준품: 아플라톡신 B1(Aflatoxin B1, AFB1), 데옥시니발레놀(Deoxynivalenone, DON),
푸모니신 B1(Fumonisin B1, FMB1), 오크라톡신 A(Ochratoxin A, OTA), 제랄레논
(Zearalenone, ZEN)
2) 포름산
3) 아세토나이트릴
4) 메탄올
5) 아세트산암모늄
6) 아세트산

나. 기구
1) 원심분리기
2) 원심분리용 튜브: 15㎖, 50㎖ 용
3) 고체상 추출(d-SPE)법 컬럼(EMR-Lipid)
4) 마이크로피펫: 20㎕, 100㎕, 200㎕, 1000㎕
5) 저울: ± 0.1g 정밀도 및 ± 0.0001g 정밀도
6) 시린지
7) 필터: 시린지 필터(45mm. 0.2µm, PVDF)

시험용액의 조제
가. 표준용액
곰팡이 독소를 5mg을 측량하여 10 ㎖ 용량플라스크에 취하고 아세토나이트릴 또는 메탄올로
용해한 후 표시선까지 채운 후 시험표준용액으로 사용함 (5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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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시험용액
1) 1 % acetic acid in acetonitrile : Acetonitrile 99 ㎖에 acetic acid 1 ㎖를 넣고
혼합하여 사용함

시험방법
가. 시료 전처리
1) 시료 2g을 50㎖ 튜브에 담는다.
2) 시료에서 아플라톡신 B1, 오크라톡신 A 와 제랄레논을 각 50 ng/g 그리고 데옥시니발레놀,
푸모니신B1을 각 500 ng/g 농도로 spiking한다. 표준용액 첨가 후 5분간 방치한다.
3) 20㎖의 5% 포름산이 포함된 아세토나이트릴을 넣어준다.
4) 최고속도로 10분간 진탕기에 넣고 가동시킨다.
5) 5000rpm, 4℃로 5분간 원심분리 한다.
6) 상층액을 EMR dSPE 15㎖ 튜브에 넣고 잘 섞어준다.
7) 5000rpm, 4℃로 5분간 원심분리 한다.
8) 상층액을 EMR polish 15㎖ 튜브에 넣고 잘 섞어준다.
9) 5000rpm, 4℃로 5분간 원심분리 한다.
10) 상층액의 시험용액을 0.2㎕ 시린지 필터로 여과 후 액체크로마토그래피/질량분석기/ 로
분석한다.

나. 기기분석 조건
1) 액체크로마토그래프 분석조건
① 칼럼: WatersXTerra MS C18 5 ㎕, 2.1×150 mm 또는 이와 동등한 것
② 유속: 0.4 ㎖/min
③ 칼럼온도: 40 ℃
④ 주입량: 5 ㎕
⑤ 이동상: 10 mm 아세트산암모늄 수용액(A), 2% 아세트산 메탄올(B)
Gradient pr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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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me(min)

%A

%B

0-3

98

2

3-7

45

55

7-8

15

85

13.1-15

98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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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질량분석기 분석조건
① Ion mode : ESI +/② Capillary voltage : -3.5 kV
③ Nebulizing gas flow : 2.9 L/min
④ Drying gas flow : 15.0 L/min
⑤ DL temperature : 250 ℃
⑥ MRM(Multiple Reaction Monitoring)
mycotoxin

AFB1

OTA

FMB1

DON

ZEN

Q1

313.10

404.00

722.30

355.00

317.00

Q3

Ion

Polarity

Dwell
time

Q1 pre
Bias

CE

Q3 Pre
Bias

285.05

[M+H]+

Positive

100

-30

-23

-19

240.95

[M+H]+

Positive

100

-30

-38

-25

213.00

[M+H]+

Positive

100

-30

-46

-23

238.95

[M+H]+

Positive

100

-10

-24

-26

358.10

[M+H]+

Positive

100

-10

-14

-26

220.95

[M+H]+

Positive

100

-10

-36

-23

334.20

[M+H]+

Positive

100

-26

-42

-23

352.25

[M+H]+

Positive

100

-26

-38

-25

95.00

[M+H]+

Positive

100

-26

-55

-17

295.05

[M+CH3COO]-

Negative

100

15

9

22

265.05

[M+CH3COO]-

Negative

100

15

12

19

59.00

[M+CH3COO]-

Negative

100

15

22

23

174.90

[M-H]-

Negative

100

13

23

19

130.95

[M-H]-

Negative

100

13

29

25

273.10

[M-H]-

Negative

100

13

18

20

결과판정 및 계산
가. 정성 분석
시료를 추출․정제한 다음 위의 조건으로 분석하여 표준용액의 분석 결과와 비교하여 머무름
시간이 일치할 경우 동일한 물질로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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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정량분석
1) 농도가 다른 5개의 표준용액을 만들어 분석하고 농도와 면적값 비율로 검량선을 작성
2) 해당물질을 첨가한 시료 (fortified sample)를 분석하여 면적값의 비를 구한 후 검량식에
대입하여 농도를 산출하고 첨가한 농도에 대비시켜 회수율을 구함
회수율 (%)

=

검출된 농도
첨가된 농도

x 100

3) 시료를 분석하여 면적값의 비를 구한 후 검량식에 대입하여 농도를 산출한 다음 아래식에
따라 최종농도를 계산함
최종농도
(㎍/g)

=

시료 중 검출농도 (㎍/㎖) × 최종시험용액량 (㎖)
시료량 (g)

단, 최종농도의 단위는 mg/kg으로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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Ⅷ- 6

청산염, 질산염 중독증(Cyanide, Nitrate toxicosis)

1. 역학상황
가. 청산이나 질산 함량이 높은 청초를 급이하거나, 사료작물 재배지에 소를
방목하는 경우
나. 중독기전
- 청산은 가축의 소화관에서 혈액으로 흡수되어 산소활성효소의 작용을 방해하여 급성
호흡곤란과 호흡마비를 일으킴
- 질산염(nitrate, NO3) 자체는 독성이 약하나 가춗희 소화관에서 아질산염(nitrite, No3)로
전환되어 혈액에 흡수되면 혈색소와 결합하여 methemoglobin을 형성하여 청산중독과
유사한 증상을 일으킴

2. 임상증상
- 호흡곤란과 호흡마비

3. 분석 항목 및 시료
가. Methemoglobin 혈증: 전혈
나. 청산염 질산염 성분 분석: 위 내용물, 사료 등

4. 청산염 및 질산염 확인법
원리
- 청산염 : Conway microdiffusion cel을 이용하여 사이안수소산을 알칼리에 포집하고,
포집된 알칼리액에 chloramine-T를 넣어 시아노겐클로라이드로 만든 후 피리딘을
glutaconic deialdehyde로 개환하여 바르비탈 2분자와 polymethine dye를 생성하여 580
nm에서 가시광선 흡광도를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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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산염 : 대한약전법에 의한 질산염 정성반응

측정기기
흡광도 측정기(Absorption spectrometer)

시약 ․시액 및 기구
가. 표준품 및 시약
1) 표준품: 청산염과 질산염이 일정농도로 만들어진 액상의 표준용액을 사용한다.
2) 증류수
3) 수산화 나트륨
4) 황산
5) Chloramine-T
6) barbituric acid
7) pyridine 용액

나. 기구
1) 원심분리용 튜브: 15 ㎖, 50 ㎖용
2) 유리시험관: 16 × 100 mm
3) 마이크로피펫: 100 ㎕, 200 ㎕, 1000 ㎕
4) Volumetric flask: 10 ㎖, 100 ㎖
5) 저울: ± 0.1g 정밀도 및 ± 0.0001g 정밀도
6) 원심분리기
7) 진탕기

시험용액의 조제
가. 표준용액
청산염과 질산염을 10 mg을 칭량하여 100 ㎖ 용량플라스크에 취하고 증류수로 용해한 후
표시선까지 채워 냉동 보관한다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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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시험용액
1) 0.25% Chloramine-T 용액 : Chloramine-T 0.25 g을 물에 녹여 100 ㎖로 만들어
냉장보관
2) Barbituric acid-pyridine 용액 : 바르비탈산 3 g을 피리딘 15 ㎖와 염산 3 ㎖에
넣고 magnetic stirrer로 충분히 혼합한 후 서서히 물을 가하여 50 ㎖로 만들어 보관

시험방법
가. 청산염 검사방법
1) 공시험용, 표준용액용, 시료용 conway diffusion cell의 내측 사이안수소산 포집부에
0.1M 수산화 나트륨용액 2.0 ㎖를 취한다.
2) 표준용액용 cell의 시료도입부에는 증류수 1.8 ㎖를 넣고, 청산이온 표준용액을 0.2
㎖씩 넣으며, 시료용 conway diffusion cell의 시료도입부에는 증류수 1.8 ㎖를 넣은
다음 위내용물 0.2 ㎖을 넣는다.
3) 각 conway diffusion cell 시료 도입부에 10% 황산용액을 5-6방울 고르게 가한 후
cell의 뚜껑을 닫고 균질하게 섞은 다음 2시간동안 실온에 방치한다.
4) 시험관에 3)에서 포집한 알칼리용액을 각각 0.5 ㎖씩 취하고, 1M NaH2PO4용액 1
㎖와 0.25% Chloramine-T 용액 0.5 ㎖를 가하고 균질하게 섞은 다음 2분동안
반응시킨다.
5) 시험관에 barbituric acid-pyridine 용액 1.5 ㎖을 가하고 균질화하여 5분동안 방치한
후 580 nm 파장에서 흡광도를 측정한다.

나. 질산염 검사방법
1) 질산염의 용액에 같은 양의 황산을 섞어 식힌 다음 황산철(II)시액을 층적할 때 액의
접계면에 어두운 갈색의 돌림띠가 생김.
2) 질산염의 용액에 디페닐아민시액을 넣을 때 파란색을 나타냄.
3) 질산염의 황산산성용액에 과망간산칼륨시액을 넣어도 시액의 자주색은 퇴색하지
않음(아질산염과의 구별).

결과판정 및 계산
가. 정성 분석
청산염 표준용액 및 시료의 흡광도를 580 nm에서 측정하여 청산이온을 확인하며, 질산염의
경우 발색을 눈으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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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정량분석
1) 농도가 다른 5개의 표준용액을 만들어 분석하고 농도와 흡광도 값으로 검량선을
작성
2) 해당물질을 첨가한 시료 (fortified sample)를 분석하여 흡광도의 비를 구한 후
검량식에 대입하여 농도를 산출하고 첨가한 농도에 대비시켜 회수율을 구함
회수율 (%)

검출된 농도
첨가된 농도

=

x 100

3) 시료를 분석하여 면적값의 비를 구한 후 검량식에 대입하여 농도를 산출한 다음
아래식에 따라 최종농도를 계산함
최종농도
(㎍/g)

=

시료 중 검출농도 (µg/㎖) × 최종시험용액량 (㎖)
시료량 (g)

단, 최종농도의 단위는 mg/kg으로 표시한다.

<Quantitaion of cyanide by production of polymethine dy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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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X
개·고양이 질병

Ⅸ. 소동물 질병

Ⅸ- 1

개디스템퍼(Canine Distemper)

역학조사

임상검사

부 검

항원검사
(RT-PCR)

(+)

(-)

병리조직검사
(+)

양성

(-)

음성

음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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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역학상황
가. 원인체는 canine distemper virus (CDV)로서 enveloped single-stranded negative-sense
RNA virus인 Morbillivirus에 속하며 높은 항원변이 및 다양한 바이러스주가 존재하고,
다양한 축종에 감수성이 있음
나. 개(12-16주령)에서 높은 전염성을 가지며 세계적으로 발생하는 전신성 바이러스성 질병임
다. 개, 여우, 늑대, 너구리와 같은 개과동물 뿐만 아니라 페렛, 밍크, 수달, 물개, 곰,
아시아코끼리, 일본원숭이 등 다양한 축종에서 발생
라. 주요 감염경로는 에어로졸 비말 흡입 또는 감염동물과의 접촉임
마. 이 바이러스는 호흡기 림프조직에서 증식한 후 세포성 viremia와 전신 림프절 감염을
일으키고 호흡기계 소화기계, 비뇨생식계, 중추신경계, 시신경에 감염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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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병리해부검사
가. 가슴샘 위축
나. 콧잔등 및 발바닥의 과각화
다. 2차 세균감염에 의한 기관지폐렴, 장염, 피부농포
라. 개디스템퍼에서 회복한 성견에서 치아의 표면이 고르지 못한 소견이 관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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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바닥 과각화

치아의 표면이 고르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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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수초(demyelination), 수초찌꺼기를 탐식하는
폐포벽 괴사에 의한 hyaline membrane 형성 및
대식구(gitter cell) 침윤, 아교세포 핵 내 호산구
합포체 세포 핵 및 세포질 내 호산구성 봉입체
성 봉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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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원인체 분리검사
분리재료
환축의 결막, 비강, 편도 등의 체액이나 림프, 뇌, 폐, 장 조직 및 분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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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포주
African green monkey kidney cell line(Vero 세포)
Madin-Darby Canine Kidney cell line(MDCK 세포)
Vero cell expressing canine SLAM cell line(signaling lymphocyte activation molecule:
SLAM, also known as CD150) (Vero.DogSLAMtag 세포)

바이러스 분리 방법
1) Vero 세포를 계대 배양하여 70-90%의 monolayer가 형성되도록 한다.
2) 환축의 분리재료를 세포배양배지(D-MEM) 혹은 PBS을 이용하여 10% 유제액을 만든다.
3) 유제액은 8,000rpm에서 10분 동안 원심분리 후 상청액을 0.45µm filter를 이용해 여과한다.
4) 전날 배양한 Vero 세포 배양배지를 제거하고 PBS로 2번 세척한 후 유제 여과액을 접종한다.
5) 60-90분 동안 37℃, 5% CO2에서 세포와 반응시켜 바이러스가 흡착될 수 있도록 한다.
6) 접종액을 제거하고 2% FBS가 첨가된 DMEM를 첨가하여 37℃, 5% CO2에서 14-21일
동안 배양하면서 세포변성효과(Cytopathic effect, CPE)를 관찰한다.
7) CPE가 확인된 배양용기는 냉동(-70℃) 및 해동을 3회 반복하고, 8,000rpm에서 10분 동안
원심분리한 후 상청액을 수거하여 냉동(-70℃) 보관한다.
8) CPE가 관찰되지 않으면 2회 이상 계대배양을 반복한다.
주) Vero 및 MDCK 세포를 사용할 경우, CPE를 관찰하기 어렵기 때문에 CPE가 나타날 때
까지 계대배양을 반복해야 하며 대략 한 달 이상 소요됨. 단, Vero.DogSLAMtag 세포는
CDV에 매우 감수성이 높은 세포로 빠르면 2-3일 안에 CPE를 확인할 수 있으면 바이
러스를 분리할 수 있음.

동정 및 확인 방법
1) 유전자 검사법, 특이항체를 이용한 염색 등을 통해 동정․확인할 수 있다.
2) 양성 대조 바이러스로는 canine distemper virus(CDV, ATCC No. VR-1587)를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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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nine distemper virus를 접종한 Vero 세포에서의 세포변성효과(좌) 및 FA 확인(우)>

6. 유전자검사(RT-PCR)
개요
환축의 결막, 비강, 편도 등의 체액이나 림프, 뇌, 폐, 장 조직 및 분변 등에서
개디스템퍼바이러스의 Polymerase cofactor protein을 암호화하는 유전자의 일부를
특이적으로 증폭하여 개디스템바이러스를 진단하는 검사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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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사방법
1) 추출된 RNA를 프라이머(Reverse primer), 역전사효소(Reverse transcriptase) 및 완충액
등과 혼합하여 cDNA를 합성한다.
2) cDNA를 중합효소, 특이 Primer 및 완충액 등과 혼합하여 아래의 PCR 조건으로 반응시킨다.
3) PCR 검사의 유효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대조 RNA를 동일한 방법으로 첨가하여 반응시키되
대조 RNA로 인한 교차오염을 주의한다.

Primer 및 RT-PCR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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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rget gene

Primer sequences(5' → 3')

Product size

P ge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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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6 bp

RT

45℃, 30min ; 94℃, 5min

PC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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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판정
1) Ethidium bromide(EtBr)가 첨가된 1.5% Agarose gel에서 PCR 산물을 전기영동하여
426bp의 증폭 밴드를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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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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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실험용 장갑을 착용하고 실험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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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감별진단
가. 렙토스피라증
나. 개전염성간염
다. Rockey mountain spotted fever
라. 납 또는 유기인계농약 중독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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Ⅸ- 2

개파보바이러스감염증(Canine Parvovirus Infection)

역학조사

임상검사

혈액검사

부검

항체검사
(혈구응집억제반응,
혈청중화시험법)

항원검사
(PCR)

(+)

(-)

(+)

음성

음성
PCR

병리조직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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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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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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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장의 분절성 장막 출혈 또는 발적

심장에 창백한 줄무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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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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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근에 단핵구성 심근염 및 심근세포 핵내 봉입
체
화살표
※ Jubb, Kennedy, and Palmer`s pathology of
장 음와 괴사 및 확장

domestic animals(ELSEVIER 출판)에서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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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원인체 분리검사
분리재료
환축의 장간막 림프절, 장 조직 및 분변

세포주
Dog fibroblast cell line(A-72 세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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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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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nine parvovirus를 접종한 A-72 세포에서의 세포변성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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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유전자검사(PCR)
개요
환축의 장간막 림프절, 장 조직 및 분변 등으로 부터 유전자를 추출하여 개파보바이러스의
캡시드 단백질을 코딩하는 VP2 유전자의 일부를 특이적으로 증폭하여 개파보바이러스를
진단하는 검사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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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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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imer 및 PCR 조건
Target gene

Primer sequences(5' → 3')

Product size

VP2 ge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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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7 bp

PC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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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판정
1) Ethidium bromide(EtBr)가 첨가된 1.5% Agarose gel에서 PCR 산물을 전기영동하여
257bp의 증폭 밴드를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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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100bp DNA ladder, 1; 양성가검물, 2; 음성대조, 3; 양성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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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실험용 장갑을 착용하고 실험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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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약 및 기구
1) VP2 recombinant antigen
2) Sorensen buffer(pH 6.8)
(1) Solution A (M/15 KH2PO4) : KH2PO4(9.078g) + NaCl (9.0g) +D.W 1L
(2) Solution B (M/15 Na2HPO4) : Na2HPO4(9.47g) + NaCl (9.0g) +D.W 1L
(3) Sorensen buffer (pH6.8) → Solution A : B (508:4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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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Sorensen buffer의 제조방법
pH

Solution A (ml/L) Solution B (ml/L)

5.2
5.4
5.6
5.8
6.0
6.2
6.4
6.6

980
967
948
919
877
815
732
627

20
33
52
81
123
185
268
373

pH

Solution A (ml/L) Solution B (ml/L)

6.8
7.0
7.2
7.4
7.6
7.8
8.0
8.2

508
392
285
196
132
86
55
33

492
608
715
804
868
914
945
967

3) Alsever's solution(pH 6.1)

Dextrose, anhydrous

2.05g

Sodium citrate

0.80g

Citric acid

0.55g

NaCl

0.42g

H2O q.s

100ml

4) Kaoline 현탁액
(1) 90ml의 PBS에 시판되는 acid-washed kaoline 25g을 첨가하고 혼합한다.
(2) pH를 7.2로 조정한다.
(3) 24시간동안 정치하여 침전시킨 다음, 상청액을 버리고, 다시 PBS를 첨가하여 100ml가
되게 한다.
(4) 1N NaOH로 pH를 7.2로 조정한다.

5) 돼지 RBC
(1) Alsever solution과 채혈한 혈액을 4:1로 혼합한다.
(2) 1,000⨉g에서 15분간 원심하여 적혈수를 가라앉힌 다음, 상층액과 백혈구층 (buffy
coat)을 버린다.
(3) 최초용량만큼의 Sorensen buffer를 첨가하여 현탁시킨다.
(4) (2), (3)의 순서를 2회 더 반복한다.
(5) 마지막에 원심한 RBCs를 0.7% 농도로 현탁 시킨 다음, bovine serum albumin을
0.175% 농도로 첨가한다. ㈜ 1주일 이내 사용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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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방법
1) Kaoline 처리
(1) 56℃에서 30분간 비동화한 혈청을 Sorensen buffer로 1:5 로 희석한다.
(2) 희석한 가검혈청 0.1~0.4ml를 튜브에 첨가하고, 동량의 kaoline 현탁액을 첨가한 다음,
혼합한다.
(3) 4℃에서 1시간동안 3~4회 교반하면서 배양한다.
(4) 원심(1,000⨉g, 15분, 4℃)한 다음, 상청액을 실험에 사용한다.
※ 최종 혈청은 1:10으로 희석된 상태임

2) 적혈구를 이용한 비특이 응집소 흡착
(1) 50% 돼지 적혈구 현탁액을 준비한다.
(2) Kaoline을 처리한 혈청 1ml에 대해 50% 적혈구 현탁액 0.1ml을 첨가한다.
(3) 4℃에서 1시간 흡착한다.
(4) 원심 (1,500⨉g, 10분)한 다음 상청액을 실험에 사용한다.
3) 첫 well에 전처리한 혈청을 100㎕ 넣고, 나머지 well에는 Sorensen buffer 50㎕를 분주하여
첫 well에서부터 2배수 단계희석한다.
4) VP2 recombinant antigen이나 CPV 항원(8HA unit/50㎕)을 50㎕ 첨가한다.
5) 첨가한 항원이 적정량인지를 평가하기 위하여 별도의 well이나 plate에 back titration을
실시한 다음, plate를 부드럽게 혼합한 후, 실온에 1시간 배양한다.
6) 적혈구 현탁액 50㎕를 첨가한 다음, 부드럽게 혼합한다.
7) 4℃에서 1~2시간 배양한 다음, 판독한다.

판정기준
1) 희석 및 kaoline 처리한 혈청의 최초 희석배수가 1:10이므로 역가는 10배부터 시작하여
2배수로 올라간다.
2) 판독방법 : 혈구 응집이 일어나지 않는 마지막 희석배율을 가검혈청의 역가로 계산한다.
(1) ● (++) : 혈구응집이 균일하게 일어난 것

(2) ⨀ (-) : 혈구가 혈구대조와 같은 모양으로 well 의 바닥에 원형으로 침강되어 있는 것

(3) ◎ (+) : 부분응집, 응집은 일어났으나 well의 중앙에 링이 보이는 것
(4) (±) : ◎와 ⨀의 중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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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판독 시 유의사항

(1) 혈구 및 혈청대조가 정확한지 확인한다. → ⨀ (혈구 가라 앉음)

(2) HI 항체역가는 ⨀ (혈구응집이 나타나지 않음)를 나타낸 최고 희석배수를 말한다.
(3) 항원의 back titration 결과, 항원역가가 규정단위(8U/25㎕) 보다 한 단계 낮을
때(4U/25㎕)는 가검혈청의 HI 역가도 한 단계 낮게 판독하고, 항원역가가 규정단위보다
한 단계 높을 때(16U/25㎕)는 가검혈청의 HI 역가도 한 단계 높게 판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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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사재료
56℃에서 30분간 비동화한 개 혈청
A-72 세포
Canine parvovirus(ATCC No. VR-953)

바이러스 증식
1) A-72 세포를 플라스크에 70~90% monolayer가 형성되게 배양한다.
2) Seed stock canine parvovirus를 100~1,000TCID50/100ul되게 희석하여 배양세포 전면에
도포될 수 있을 정도의 양을 접종한다.
3) 37℃에 60~90분 동안 반응시켜 바이러스가 흡착되도록 한다.
4) 37℃로 예열한 유지배지(2~3% FBS, D-MEM)를 적당량 첨가한다.
5) 매일 CPE를 관찰하여 세포 monolayer의 75~95%가 CPE를 보일 때(약 76-96시간)까지
배양한다.
6) 배양 플라스크는 냉동(-70℃) 및 해동을 3회 반복하고, 8,000rpm에서 10분동안 원심분리한
후 상청액을 수거하여 일회 사용량씩 분주 및 냉동(-70℃) 보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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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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다. 세포 부유액을 전체 well에 100㎕씩 분주한다(약 3x10 cells/100㎕).

라. 배양 48시간 이후부터 CPE를 관찰한다.
마. Karber method로 바이러스 역가(TCID50)를 계산한다.
공식 : ΣT50 = t* + Δt
t* = 접종한 well 전체에서 100% 감염을 나타내는 최고 희석배수
Δt = (t*에서 감염된 well 수 + t* 이상의 희석배수에서 감염된 well 수) - 1/2
예)
① CPE관찰 판독 결과표
희석배수

10-1

10-2

10-3

10-4

10-5

10-6

10-7

10-8

판독결과

8/8

8/8

8/8

8/8

8/8

8/8

4/8

0/8

t*=6.0

above

t* = 6.0
② Δt = (8+4)/8 - 4/8 = 1.0
③ ΣT50 = 6.0 + 1.0 = 7.0
☞ stock virus의 TCID50는 7.0(=10,000,000)
④ SN test시의 바이러스 역가를 100TCID50로 할 때 10,000,000을 100으로 나누면
10,0000, 즉 1:100,000으로 희석하면 중화시험용 항원의 역가가 된다.

검사방법
1) 세포배양용 96well plate에 50㎕씩 희석용 배지(D-MEM)를 넣는다.
2) 비동화한 가검혈청을 희석용 배지를 넣은 96well plate의 첫 well에 50㎕씩 첨가한 다음
7단계 2진 희석하고, 마지막 well의 50㎕는 버린다(대조구는 혈청 대신 희석용 배지를
동일량 넣어 희석함).
3) Stock virus를 희석용 배지로 100 TCID50/50㎕의 농도로 희석하고 이를 각 검사 well에
50㎕씩 첨가한다(대조구에는 바이러스를 첨가하지 않음).
4) 바이러스 역가 측정을 위해 희석된 바이러스를 4단계로 십진 희석하여 100-0.1
TCID50/50㎕의 바이러스를 50㎕의 희석용 배지(D-MEM)를 넣은 well에 첨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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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37℃에서 1시간 반응시킨다.
6) 2% FBS가 포함된 D-MEM배지에 3⨉104/100㎕로 희석된 A-72 세포를 각 well에 100㎕
씩 넣어 37℃, CO2 인큐베이터에서 72-96시간 배양하면서 세포변성효과를 관찰한다.

<Canine parvovirus 혈청중화시험법>

혈청중화시험에서의 바이러스 back titration
1) Back titration위해 각 희석단계별로 4 well씩 50㎕의 배지를 가한다.
2) 3개의 시험관에 0.9㎖의 희석액(혈청 비포함 D-MEM)을 가한다.
3) 중화시험에 사용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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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well에 희석 바이러스를 50㎕씩 접종한다.
결과적으로 바이러스가 10배 희석되어 100, 10, 1, 0.1 TCID50/100㎕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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80

Ⅸ. 소동물 질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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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72 세포

개파보바이러스에 감염된 A-72 세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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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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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81

동물질병 표준진단요령

Ⅸ- 3

고양이전염성복막염(Feline Infectious Peritonitis)

역학조사

임상검사

병리해부검사

RT-PC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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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리조직검사

(+)

(-)

양성

음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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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역학상황
가. 원인 : Feline enteric coronavirus(FECV) 또는 feline coronavirus(FCoV)가 변이된 고양이
복막염 바이러스(Feline infectious peritonitis virus, FIPV)에 의해 발생함
나. 감염된 고양이에서 치명적이고 치료가 불가능한 질병임
다. 코로나바이러스를 보균하는 고양이에서 흔하게 발생하며 특히 길고양이, 야생고양이에서
다발함
라. 주로 1~2세 미만의 어린 고양이 또는 10세 이상의 노령 고양이에서 발병함
마. 고양이의 타액이나 분변을 통해 쉽게 전염됨

2. 임상증상
가. 임상증상 및 병변은 혈관염에 따른 장기손상 정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남
나. 습식(effusive, wet type)
- 복강이나 흉강 내에 흉․복수가 축적됨
- 식욕감소, 발열, 체중감소, 황달, 설사 등의 증상을 보임
- 복수로 인해 복부팽만이 관찰되며 호흡곤란이 발생함
- 복부 촉진시 결절이 만져질 수 있으며 장간막 림프절 종대가 관찰되기도 함
다. 건식(noneffusive, dry type)
- 복강 또는 흉강 내 흉․복수가 없으며 보다 만성적인 형태
- 미약한 발열, 체중감소, 식욕감소, 황달 등의 증상을 보임
- 건식 FIP에서는 대부분의 고양이가 안구병변과 신경증상을 보임
가장 흔히 나타나는 안구병변은 홍채염이며 홍채의 색이 갈색 또는 푸른색으로 변함
신경증상은 25~33%정도에서 관찰되고 예후가 불량하며 주로 이상신전자세가 관찰됨

3. 병리해부검사
가. 내부 실질장기에 화농육아종이 관찰됨
나. 습식 FIP에서는 흉강 또는 복강장기의 장막면에 다양한 크기의 결절이 관찰됨
다. 건식 FIP에서는 주로 신장, 특히 피질에서 육아종 결절을 관찰할 수 있음

4. 병리조직검사
가. 다양한 장기에서의 혈관염, 혈관주위로 큰포식세포, 림프구, 형질세포, 호중구의
침윤(화농육아종성 염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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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간막림프절 종대, 장간막에 유백색결절

신장, 유백색 결절

뇌, 회백질에 화농육아종성 염증

신장, 화농육아종성 염증

5. 원인체 분리검사
분리재료
환축의 육아종성 병변이 관찰되는 조직(장간막림프절, 신장, 복막)

세포주
Dog fibroblast cell line(A-72 세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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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정 및 확인 방법
1) 유전자검사, 특이항체를 이용한 염색 등을 통해 동정․확인할 수 있다.
2) 양성 대조 바이러스로는 Feline coronavirus(FCoV, ATCC No. VR-2128)를 사용한다.

<Feline coronavirus를 접종한 A-72 세포에서의 세포변성효과>

6. 유전자검사(RT-PCR)
개요
환축의 림프절, 간장, 비장, 신장 및 복수 등으로 부터 유전자를 추출하여 고양이
코로나바이러스 유전자 3말단의 Untranslated region의 일부를 특이적으로 증폭하여 고양이
코로나바이러스를 진단하는 검사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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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imer 및 RT-PCR 조건
Target gene

Primer sequences(5' → 3')

Product size

3'-UTR gene

FCoVF : GAT TTG ATT TGG CAA TGC TAG ATT T
FCoVR : AAC AAT CAC TAG ATC CAG ACG TTA GCT

177 bp

RT
PC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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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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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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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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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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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반드시 실험자는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실험용 장갑을 착용하고 실험을 실시한다.

7. 항체검사
7-1. 혈청중화시험법
개요
혈중에 존재하는 FCoV에 대한 중화항체를 세포배양법을 이용하여 측정하는 방법으로
세포배양에서 세포변성효과 (Cytopathic effect, CPE)를 유발하는 바이러스들에 대한 항체가
측정에 많이 사용되고 있다.

검사재료
56°C에서 30분간 비동화한 고양이 혈청
A-72 세포
Feline coronavirus (ATCC No. VR-2128)

바이러스 증식
1) A-72 세포를 플라스크에 70~90% monolayer가 형성되게 배양한다.
2) Seed stock feline coronavirus를 100~1,000TCID50/100ul되게 희석하여 배양세포 전면에
도포될 수 있을 정도의 양을 접종한다.
3) 37℃에 60~90분 동안 반응시켜 바이러스가 흡착되도록 한다.
4) 37℃로 예열한 유지배지(2-3% FBS, D-MEM)를 적당량 첨가한다.
5) 매일 CPE를 관찰하여 세포 monolayer의 75~95%가 CPE를 보일 때(약 76-96시간)까지
배양한다.
6) 배양 플라스크는 냉동(-70℃) 및 해동을 3회 반복하고, 8,000rpm에서 10분동안
원심분리한 후 상청액을 수거하여 일회 사용량씩 분주 및 냉동(-70℃) 보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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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1

10-2

10-3

10-4

10-5

10-6

10-7

10-8

판독결과

8/8

8/8

8/8

8/8

8/8

8/8

4/8

0/8

t*=6.0

above

t* = 6.0
② Δt = (8+4)/8 - 4/8 = 1.0
③ ΣT50 = 6.0 + .0 = 7.0
☞ stock virus의 TCID50는 7.0(=10,000,000)
④ SN test시의 바이러스 역가를 100TCID50로 할 때 10,000,000을 100으로 나누면
10,000, 즉 1:100,000으로 희석하면 중화시험용 항원의 역가가 된다.

검사방법
1) 세포배양용 96well plate에 50㎕씩 희석용 배지(D-MEM)를 넣는다.
2) 비동화한 가검혈청을 희석용 배지를 넣은 96well plate의 첫 well에 50㎕씩 첨가한 다음
7단계 2진 희석하고, 마지막 well의 50㎕는 버린다(대조구는 혈청 대신 희석용 배지를
동일량 넣어 희석함).
3) Stock virus를 희석용 배지로 100 TCID50/50㎕의 농도로 희석하고 이를 각 검사 well에
50㎕씩 첨가한다(대조구에는 바이러스를 첨가하지 않음).
4) 바이러스 역가 측정을 위해 희석된 바이러스를 4단계로 십진 희석하여 100-0.1
TCID50/50㎕의 바이러스를 50㎕의 희석용 배지(D-MEM)를 넣은 well에 첨가한다.
5) 37℃에서 1시간 반응시킨다.
6) 2% FBS가 포함된 D-MEM배지에 3⨉104/100㎕로 희석된 A-72 세포를 각 well에 100㎕
씩 넣어 37℃, CO2 인큐베이터에서 72-96시간 배양하면서 세포변성효과를 관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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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line coronavirus 혈청중화시험법>

혈청중화시험에서의 바이러스 back titration
1) Back titration위해 각 희석단계별로 4 well씩 50㎕의 배지를 가한다.
2) 3개의 시험관에 0.9㎖의 희석액(혈청 비포함 D-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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CID50/100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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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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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정기준
1) 대조구 세포에 어떠한 세포변성반응이나 오염이 되어서는 안 되며 항체 역가는 세포변성효과를
일으키지 않은 최대 희석배수의 역수이다.

A-72 세포

고양이코로나바이러스에 감염된 A-72 세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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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감별진단
가. 림프종
나. 고양이백혈병
다. 고양이인플루엔자
라. 톡소플라즈마
마. 심부전
바. 간 질환(담관염 등)
사. 세균성 복막염
아. 흉막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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Ⅸ- 4

고양이 범백혈구감소증 (Feline Panleukopenia)

역학조사

임상검사

병리해부검사

PCR

병리조직검사

(+)

(-)

양성

음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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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역학상황
가. 원인 : Feline parvovirus(feline panleukopenia virus)
나. 높은 발병률과 폐사율
다. 주로 이유직후의 어린 고양이에서 심하 감염(1세미만 감염률 70%)
라. 예방접종상황
마. 이환동물과의 직접접촉 및 요, 분변, 타액 구토물에 오염된 물품과의 접촉여부

2. 임상증상
가. 발열, 침울, 원기쇠약
나. 구토, 수양성 또는 혈액성 설사
다. 심한 백혈구감소증, 탈수
라. 임신한 고양이에서 유사산, 소뇌형성부전, 출생 후 운동실조

3. 병리해부검사
가. 탈수
나. 소장, 특히 회장이행부를 중심으로 출혈성 장염
다. 소장 내 혈액성 설사변
라. 장간막 림프절의 종대, 부종

소장, 분절성 출혈

4. 병리조직검사
가. 소장, 특히 공장 및 회장의 출혈
나. 융모의 위축, 음와상피세포의 변성과 핵내봉입체 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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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림프절, 파이어판, 비장의 림프여포 내 림프구 고갈 및 괴사

소장, 음와상피세포 변성 및 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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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포주
Crandell reese feline kidney cell line(CRFK 세포)

바이러스 분리 방법
1) CRFK 세포를 계대 배양하여 70-90%의 monolayer가 형성되도록 한다.
2) 환축의 분리재료를 세포배양배지(D-MEM) 혹은 PBS을 이용하여 10% 유제액을 만든다.
3) 유제액은 8,000rpm에서 10분 동안 원심분리 후 상청액을 0.45µm filter를 이용해 여과한다.
4) 전날 배양한 CRFK 세포 배양배지를 제거하고 PBS로 2번 세척한 후 유제 여과액을 접종한다.
5) 60-90분 동안 37℃, 5% CO2에서 세포와 반응시켜 바이러스가 흡착될 수 있도록 한다.
6) 접종액을 제거하고 2% FBS가 첨가된 DMEM를 첨가하여 37℃, 5% CO2에서 72-96시간
동안 배양하면서 세포변성효과(Cytopathic effect, CPE)를 관찰한다.
7) CPE가 확인된 배양용기는 냉동(-70℃) 및 해동을 3회 반복하고, 8,000rpm에서 10분 동안
원심분리한 후 상청액을 수거하여 냉동(-70℃) 보관한다.
8) CPE가 관찰되지 않으면 2회 이상 계대배양을 반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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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정 및 확인 방법
1) 유전자 검사법, 특이항체를 이용한 염색 등을 통해 동정․확인할 수 있다.
2) 양성 대조 바이러스로는 Feline parvovirus(FPV, ATCC No. VR-648)를 사용한다.

<Feline parvovirus를 접종한 CRFK 세포에서의 세포변성효과>

6. 유전자검사(PCR)
개요
환축의 분변 및 장조직으로 부터 고양이파보바이러스 캡시드 단백질을 코딩하는 VP2
유전자의 일부를 특이적으로 증폭시켜 고양이파보바이러스를 진단하는 검사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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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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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94

Ⅸ. 소동물 질병

Primer 및 PCR 조건
Target gene
gene
PCR

Primer sequences(5' → 3')

Product size

FPVF : CTT CAT GAA GGA GGT ACT AAC TTT GG
FPVR:'TGG TAT ACC AAA TGC ATA TCT TGG ATC

257 bp

94℃, 5min ; 40 cycles(94℃, 30sec, 52℃, 30sec, 72℃, 40sec) ; 72℃, 5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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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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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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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실험용 장갑을 착용하고 실험을 실시한다.

7. 항체검사
7-1. 혈청중화시험법
개요
혈중에 존재하는 FPV에 대한 중화항체를 세포배양법을 이용하여 측정하는 방법으로
세포배양에서 세포변성효과 (Cytopathic effect, CPE)를 유발하는 바이러스들에 대한 항체가
측정에 많이 사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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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재료
56°C에서 30분간 비동화한 고양이 혈청
CRFK 세포
Feline parvovirus(ATCC No. VR-648)

바이러스 증식
1) CRFK 세포를 플라스크에 70~90% monolayer가 형성되게 배양한다.
2) Seed stock feline parvovirus를 100~1,000TCID50/100ul되게 희석하여 배양세포 전면에
도포될 수 있을 정도의 양을 접종한다.
3) 37℃에 60~90분 동안 반응시켜 바이러스가 흡착되도록 한다.
4) 37℃로 예열한 유지배지(2-3% FBS, D-MEM)를 적당량 첨가한다.
5) 매일 CPE를 관찰하여 세포 monolayer의 75~95%가 CPE를 보일 때(약 76-96시간)까지
배양한다.
6) 배양 플라스크는 냉동(-70℃) 및 해동을 3회 반복하고, 8,000rpm에서 10분동안 원심분리한
후 상청액을 수거하여 일회 사용량씩 분주 및 냉동(-70℃) 보관한다.

바이러스 항원의 역가(TCID50)의 측정
1) 바이러스 역가 측정
가. 튜브를 사용하여 희석배지로 stock virus를 10배수 희석한다(대개 10-1~10-8까지 희석).
나. 바이러스 희석액을 희석배수마다 8개의 well에 각각 100㎕씩 접종한다.
4

다. 세포 부유액을 전체 well에 100㎕씩 분주한다(약 3x10 cells/100㎕).
라. 배양 48시간 이후부터 CPE를 관찰한다.
마. Karber method로 바이러스 역가(TCID50)를 계산한다.
공식 : ΣT50 = t* + Δt
t* = 접종한 well 전체에서 100% 감염을 나타내는 최고 희석배수
Δt = (t*에서 감염된 well 수 + t* 이상의 희석배수에서 감염된 well 수) - 1/2
예)
① CPE관찰 판독 결과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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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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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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Δt = (8+4)/8 - 4/8 = 1.0
③ ΣT50 = 6.0 + 1.0 = 7.0
☞ stock virus의 TCID50는 7.0(=10,000,000)
④ SN test시의 바이러스 역가를 100TCID50로 할 때 10,000,000을 100으로 나누면
100,000, 즉 1:100,000으로 희석하면 중화시험용 항원의 역가가 된다.

검사방법
1) 세포배양용 96well plate에 50㎕씩 희석용 배지(D-MEM)를 넣는다.
2) 비동화한 가검혈청을 희석용 배지를 넣은 96well plate의 첫 well에 50㎕씩 첨가한 다음
7단계 2진 희석하고, 마지막 well의 50㎕는 버린다(대조구는 혈청 대신 희석용 배지를
동일량 넣어 희석함).
3) Stock virus를 희석용 배지로 100 TCID50/50㎕의 농도로 희석하고 이를 각 검사 well에
50㎕씩 첨가한다(대조구에는 바이러스를 첨가하지 않음).
4) 바이러스 역가 측정을 위해 희석된 바이러스를 4단계로 십진 희석하여 100-0.1
TCID50/50㎕의 바이러스를 50㎕의 희석용 배지(D-MEM)를 넣은 well에 첨가한다.
5) 37℃에서 1시간 반응시킨다.
6) 2% FBS가 포함된 D-MEM배지에 3⨉104/100㎕로 희석된 CRFK 세포를 각 well에 100㎕
씩 넣어 37℃, CO2 인큐베이터에서 72-96시간 배양하면서 세포변성효과를 관찰한다.

<Feline parvovirus 혈청중화시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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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청중화시험에서의 바이러스 back titration
1) Back titration위해 각 희석단계별로 4 well씩 50㎕의 배지를 가한다.
2) 3개의 시험관에 0.9㎖의 희석액(혈청 비포함 D-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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well에 희석 바이러스를 50㎕씩 접종한다.
결과적으로 바이러스가 10배 희석되어 100, 10, 1, 0.1 TCID50/100ul 농도가 되도록 한다.
7) 37℃ CO2 incubator에서 48~72시간 배양한 다음, CPE를 관찰 기록한다.
8) Karber method로 역가를 산출한다.
※ 이상적인 항원 바이러스의 역가는 100 TCID50/50㎕이나 back titration의 결과가
30~300 TCID50/50㎕이면 실험결과에 신뢰성을 부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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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RFK세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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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파보바이러스에 감염된 CRFK세포

Ⅸ. 소동물 질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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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감별진단
가. 급성 중독증
나. 고양이 백혈병(Feline leukemia)
다. 종양
라. 살모넬라증
마. 기생충 감염증
바. 고양이 면역결핍바이러스(Feline immunodeficiency vir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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