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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Hematologic investigations were made on the blood samples taken from bovine leukemia virus

(BLV)-seropositive Holstein-Friesian cattle in Korea, and their absolute lymphocyte count was compared

with that of BLV-seronegative cattle. The incidence of persistent lymphocytosis (PL) was also determined.

The normal bovine lymphocyte count was established on the basis of studies of 656 blood samples taken

three times from 297 seronegative animals aged from 0~6 months to over 5 years at 5~6-month intervals.

The data were examined according to 7 age groups of samples placed into their respective age groups.

A peak in average total count was reached at 6~12 months (5.36×103/µl) and thereafter the count declined

continuously until over 5 years (3.17×103/µl). From the results, 99.74 percent limits were calculated, and

the upper limit of the range was chosen as the cutoff point for lymphocytosis. A PL was defined as a

lymphocyte count that exceeded the above 99.74 percent limits and persisted over an interval of at least

three months. The criterion for PL was applied to classifying 515 blood samples obtained four times from

189 seropositive animals without clinical signs at 5~7-month intervals. It was found that 54 (28.5%) of

seropositive animals were with PL; cattle with PL were in age groups of 2~3 years to over 5 years. 

Key words : bovine leukemia virus, absolute lymphocyte, incidence, persistent lymphocytosis, Holstein-

Friesian cattle, Korea

서 론

Bovine leukemia virus(BLV)는 retroviridae에 속하는 외

인성의 C형 RNA 바이러스로, 소에 만성적으로 감염하

여 림프세포증식을 유발하는 유행형 백혈병(enzootic

bovine leukosis, EBL)의 원인이다 [15, 24, 25]. BLV에

감염된 소는 BLV항체검사에는 다같이 양성을 나타내지

만 병리학적 및 혈액학적으로 세 가지 형, 즉 정상적인

혈구소견을 나타내는 형, 임상증상 없이 혈액학적으로 비

정상적인 지속성 림프구증가증(persistent lymphocytosis,

PL)을 나타내는 형, 그리고 임상형인 림프육종(또는 악

성 림프종 및 림프구성 백혈병)을 나타내는 형 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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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별된다 [10]. 

EBL의 세 가지 형 중에 PL을 나타내는 형은 BLV감

염 때문에 림프구, 특히 B림프구의 지속적인 증가를 보

이며, 이 PL을 나타내는 형의 소에서 림프육종의 발생

률이 높기 때문에 악성 림프종의 준임상형으로 분류되

기도 한다 [10, 20, 25]. EBL의 발생이 알려지던 초기에

말초혈액 내에 존재하는 림프구 수를 측정하여 그 결과

를 Bendixen [9]의 분류기준에 적용하는 소위 혈액학적

EBL진단법이 개발되었다. 그 진단법은 주로 PL을 나타

내는 소를 찾아내는 데에 적용되었으며, 혈청학적 진단

법이 개발되기 전인 1977년까지 유럽의 여러 나라에서

EBL의 근절과 예방프로그램의 수행에 사용되었다 [21].

그러나 혈액학적 진단법을 적용한 예방프로그램은

EBL의 유병률은 감소시켰지만 EBL을 근절시키는 데

는 실용적인 가치가 없었다 [25, 30]. 우리나라에서는

혈액학적 진단법에 의한 EBL의 역학적 조사가 수행

되었다 [5, 6, 7].

혈액학적 진단법은 혈청학적 진단법에 비하여 민감도

와 특이도가 현저히 낮아서 [7, 13] PL의 소를 식별하기

위해 개발된 다양한 림프구 수의 기준은 [13, 20, 22, 27,

28] 더 이상 BLV감염우의 진단에는 사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PL측정법은 BLV항체양성우에서 림프육종의 발

생을 예측하는 데에 적용될 뿐만 아니라 [20], BLV감염

후 PL의 발생시기 및 림프육종의 발생과 관련한 면역학

적 및 분자생물학적 연구에 활용되고 있다 [18, 31]. 

저자들은 BLV가 없는 젖소군의 조성을 위한 연구 [3]

의 일환으로 우리나라 젖소 및 한우의 BLV항체 분포를

조사하여 보고하였다 [4]. 이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사육되는 젖소 중 BLV에 감염된 소의 혈액치를 측정하

여 그 절대 림프구 수를 감염되지 않은 소의 림프구 수

와 비교하였으며, 감염우에서 PL발생률을 조사하였다. 

재료 및 방법

실험동물

이 연구에 이용된 소는 충남지역의 대단위 목장에서

사육중인 분만직후의 신생송아지로부터 9세까지의

Holstein-Friesian이었다. 연평균 사육두수가 500~600마리

인 이 우군의 모든 소에서 채혈하여 1998년 8월과 1999

년 7월에 ELISA방법으로 BLV항체를 검사한 결과 각각

49.7%와 66.8%의 양성률을 보였다. 우군의 모든 소가

BLV에 감염될 것을 우려하여 2000년 2월부터 음성우를

1,500~2,000 m 떨어진 축사에 격리하여 사육하면서 정

기적으로 항체검사를 실시하고 대체우 및 도입우를 철

저히 검사하여 음성 우만을 입식한 결과 2004년 4월

현재 총 311마리의 젖소를 가진 음성 우군이 확립되

었다 [3]. 따라서 이 목장에는 BLV음성 우군과 양성 우

군이 병존하며, 모두 전담수의사의 관리하에 National

Research Council(NRC) 사양표준에 준하여 사육되고

있다.

혈액재료

BLV에 감염되지 않은 젖소의 혈액치를 측정하기 위

한 재료는 반복적인 검사에서 BLV항체 음성이며 건강

한 젖소 297마리를 대상으로 2001년 10월과 2002년 3

월 및 9월에 각각 채혈한 656개이었다. BLV에 감염된

젖소의 혈액치를 측정하기 위한 재료는 BLV항체 양성

이며 임상증상을 나타내지 않는 젖소 189마리를 대상으

로 2001년 10월부터 2003년 4월까지 5~7개월 간격으로

4회 채혈한 515개이었다. 이 연구에 사용된 젖소 중 채

혈 당시에 유방염 등의 질병에 걸려 임상증상을 보인 것

은 제외시켰다. 

혈액검사

항응고제(K3 EDTA)가 들어 있는 멸균된 진공관(BD

Vacutainer; Becton Dickinson, USA)에 경정맥으로부터

채취한 혈액을 잘 혼합하여 얼음 팩이 들어 있는 아이

스박스에 넣은 후 실험실로 운반하여 냉장고에 보관하

였다. 혈액치는 혈액을 채취한 후 24시간 이내에 혈구

자동측정기인 HEMAVET; 850(CDC Technologies, USA)

으로 측정하였다. 

PL의 판정

BLV감염이 젖소의 혈액상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BLV감염우를 지속성 림프구증가증을 나타내는

소(PL+)와 나타내지 않는 소(PL−)로 구분하였다. 어느 한

개체의 절대 림프구 수가 그 소의 품종과 연령에 해당

하는 정상 평균 림프구 수에 3 Standard deviation(SD)를

더한 수(99.74% 신뢰한계 상한치)를 초과하면서 그 증

가증이 2회 이상의 검사에서 반복되어 나타날 때, 즉 3

개월 이상 지속되었을 때 그 소를 PL+로 판정하였다 [8,

10, 12, 27]. 

통계분석

한 개체에서 반복하여 채취된 혈액재료는 채혈당시의

소의 연령에 포함시켰으며, 혈액치의 측정결과는 연령

별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27]. BLV에 감염되지 않은

소의 평균 혈핵치에 대한 연령별 유의성 검정은 General

Linear Model(GLM)과 Ducan's Multiple Range test로 분

석하였고, BLV에 감염되지 않은 소와 감염된 소의 연령

별 절대 림프구 수의 유의성은 GLM과 Least Significant

Difference 방법으로 검정하였다 [26]. BLV에 감염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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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은 우리나라의 젖소에서 측정된 연령별 평균 림프구

수와 미국 California주에서 사육된 동일 품종을 대상으

로 측정한 연령별 평균 림프구 수 [27] 사이의 유의성은

t-test로 검정하였다. 

결 과

자동혈구측정기로 측정한 젖소의 혈액치 중에 적혈

구와 관련된 6가지 측정치(RBC, Packed cell volume,

Hemoglobin, Mean corpuscular volume, Mean corpuscular

hemoglobin 및 Mean corpuscular hemoglobinconcentration)

는 BLV의 감염여부에 상관없이 모두 정상 범위에 속

했다.

BLV에 감염되지 아니한 젖소의 연령별 절대 림프구

수를 Table 1에 요약했다. 절대 림프구 수는 생후 12개

월까지 증가하다가 그 후에는지속적으로 감소하였다. 그

절대 림프구 수를 미국 California주에서 사육된 건강한

동일품종의 림프구 수와 비교한 결과 모든 연령그룹에

서 유사한 양상을 보였다(P<0.05), (Fig. 1). 

BLV에 감염되지 않은 소(BLV-free), PL−, PL+의 평균

백혈구 수와 평균 림프구 수를 연령별로 비교하였다

(Table 2). 세 그룹에서 모두 생후 2세까지 PL을 나타낸

개체는 없었으며, 생후 6개월에서 2세까지의 두 그룹에

서는 감염우의 절대 림프구 수가 비감염우의 림프구 수

에 비하여 많았으나(P<0.05) 총 백혈구 수에는 차이가

없었다. 2세 이상의 네 연령그룹에서는 모두 PL을 나타

낸 개체가 발견되었는데, PL+의 총 백혈구 수 및 절대

림프구 수가 BLV-free나 PL−에 비하여 현저히 높았다

Fig. 1. Comparison of absolute lymphocyte counts (mean±SD) between bovine leukemia virus-free Holstein-Friesian cattle

in Korea (2002~3, □ ) and California (Theilen et al., 1964, --●--). 

Table 1. Absolute lymphocyte counts (×103/µl ) of bovine leukemia virus-free Holstein-Friesian cattle in Korea

Age
No. of 

samples
Mean

Standard

deviation

Coefficient 

of variation

99.74% limits

Mean ± 3 SD

0~6 months 108 5.36b 1.38 25.81 1.21~9.52

>6~12 months 62 6.18a 1.23 19.90 2.49~9.87

>1~ 2 years 109 5.68b 1.33 23.32 1.71~9.66

>2~ 3 years 140 4.42c 1.12 25.35 1.06~7.79

>3~ 4 years 95 3.96d 1.10 27.75 0.66~7.26

>4~ 5 years 75 3.69d 0.90 24.42 1.00~6.38

 > 5 years 67 3.17e 0.82 25.91 0.71~5.63

Different superscripts indicate significant difference at P<0.05.

SD, standard dev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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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0.05). 

이 연구에서는 모두 189마리의 BLV 항체 양성우에서

혈액을 채취하여 검사했다. 그 중 PL+는 54마리로 28.6%

이었다(Table 3).

고 찰

소의 림프구 증가증을 진단하기 위해서는 먼저 정상

림프구 수를 정확하게 알아야 한다. 소의 림프구 수는

품종 및 연령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며, 사양관리도 거기

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22, 27,

28]. 이 연구에서는 먼저 BLV에 감염되지 않은 건강한

Holstein-Friesian 297마리에서 5~6개월 간격으로 3회 채

혈한 656개의 재료를 자동혈구계산기로 측정했다. 소의

연령을 7개 그룹으로 나누어 연령에 따른 차이를 분석

한 결과 동일 품종의 소에서 나타난 Theilen 등 [27]의

결과와 정확히 일치하였다. Theilen 등 [27]의 연구에는

사양관리가 양호한 목장의 BLV에 감염되지 않은 소 총

541마리에서 채혈한 1,183개의 재료가 분석되었는데, 소

의 절대 림프구 수는 생후 12개월까지 증가하다가 그후

부터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결과

는 Holstein-Friesian에서 나타나는 절대 림프구 수의 지

표로 사용되고 있다 [16, 15]. 절대 림프구 수와 관련된

이 연구의 결과도 이전의 보고와 일치되기 때문에 우리

나라에서 사육되는 Holstein-Friesian에서 지표로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PL은 BLV에 감염된 소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BLV감

염과 상관없는 다른 질병에 의하여 나타나는 일시적인

림프구증가증과 구별되어야 한다 [29, 31]. BLV가 발견

되기 전에는 PL을 나타내는 소를 감별해내어 BLV에 감

염된 것으로 진단하기 위한 혈액학적 기준은 3개월 이

상의 간격으로 두 번 채취한 혈액검사에서 두 번 다 림

프구 수의 현저한 증가가 증명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8, 10, 12]. 그 후 계속해서 수행된 연구들은 BLV감염

으로 나타나는 림프구 수의 증가는 B세포의 증가에 의

한 것임을 밝혀냈다 [17, 19, 20, 29]. 이 연구에서 나타

난 결과를 보면 소는 연령에 상관없이 BLV에 감염되었

지만 2세까지의 어린 소에서는 PL은 관찰되지 않았으

며, 절대 림프구 수는 비감염우에 비하여 감염우에서 높

았으나 총 백혈구 수에는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2세 이

상의 연령그룹에서는 모두 PL이 관찰되었으며, PL을 나

타낸 소의 절대 림프구 수와 함께 총 백혈구 수가 비감

염우는 물론 PL−에 비하여 월등하게 많았다. 그리고 감

염우에서의 PL의 발생률은 28.6%로 밝혀졌다.

지금까지 수행된 다른 나라에서의 연구에 의하면 BLV

에 감염된 소의 30%에서 PL이 나타났으며, 연령의 증

가와 함께 PL의 발생률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2, 24]. 본 연구의 결과는 이러한 이전의 연구 결과와

잘 일치하고 있어서 그러한 결과들을 뒷받침하는 것이

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조사된 PL발생률 3.8~14.0%

[1, 7]에 비하여 월등하게 높은 것은 연구대상이었던 목

장이 림프육종이 발생된 병력 [3]을 가지고 있어서 나타

난 현상으로 추측된다. 이 연구의 대상이었던 189마리

의 감염우 중에 림프육종으로 진전된 예는 없었으나 림

프육종은 흔히 수년간 PL을 보인 개체에서 발생한다는

Table 2. White blood cell and absolute lymphocyte

counts (mean ±SD) in different age groups of

Korean Holstein-Friesian cattle bovine leukemia

virus-free and BLV-infected with (PL+) and

without persistent lymphocytosis (PL−)

Age Groups
No. of

samples

White blood

cells

(×103/µl )

Lymphocytes

(×103/µl )

 0~6

months

Free 108 10.32a±2.21 5.36a±1.38

PL− 18 9.80a±2.31 5.81a±1.61

>6~12 

months

Free 62 11.00a±2.30 6.18b±1.23

PL− 20 12.10a±2.46 7.08a±1.40

>1~2

years

Free 109 10.49a±2.02 5.68b±1.33

PL− 45 10.87a±3.04 6.24a±1.23

>2~3

years

Free 140 9.23c±2.20 4.42c±1.12

PL− 51 10.74b±2.67 5.28b±1.40

PL+  15 14.84a±3.17 9.39a±2.37

>3~4

years

Free 95 8.96c±1.92 3.96c±1.10

PL− 61 10.29b±2.40 5.01b±1.59

PL+ 35 14.90a±3.45 9.09a±2.50

>4~5

years

Free 75 8.45c±1.88 3.79c±0.99

PL−  39 10.10b±5.82 3.93b±1.34

PL+  35 13.04a±3.76 8.00a±2.67

>5

years

Free 67 7.74b±2.63 3.17c±0.82

PL− 138 8.47b±2.84 3.53b±1.20

PL+  58 14.39a±5.74 8.94a±4.03

Mean±SD

Different Superscripts indicate significant difference at P<0.05.

Table 3. Incidence of persistent lymphocytosis (PL) in

bovine leukemia virus-infected Korean Holstein-

Friesian cattle

No. BLV-infected No. with PL (%) No. without PL (%)

189 54 (28.6) 135 (71.4)



Bovine leukemia virus에 감염된 우리 나라 젖소의 말초혈액 내 림프구 수 243

사실을 [12] 고려하면 이 목장에서 감염우를 도태하지

않고 계속해서 사육할 경우 림프육종에 의한 경제적 손

실도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2]. 

이 연구는 림프육종의 발생 병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높은 BLV감염률을 나타내는 목장의 소 [3] 를 대상으로

BLV-free 젖소군을 만드는 시험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수

행되었다. 감염우 중에서도 PL을 나타내는 소의 생산성

이 저하되고 [11, 23] 림프육종의 발생률은 높다 [28]는

이전의 보고를 감안하여 대상우군에서의 PL발생률을 확

실하게 밝히는 데에 그 목적이 있었다. 이 연구의 결과

는 대상 목장에서 BLV-free 젖소군을 만들어야 하는 당

위성을 입증해 주었다. 아울러 우리나라 젖소에 BLV가

광범위하게 그리고 아주 높은 비율로 감염되어 있지만

[4] BLV-free 젖소군을 만들지 못하는 목장에서는 혈청

학적 검사와 함께 혈액검사를 실시하는 방법으로 PL발

생률을 조사하여 경제적 손실을 줄이는 데에 힘쓸 필요

가 있음을 지시해 준다. 

결 론

우리나라에서 사육되는 젖소 중 BLV에 감염된 소의

혈액치를 측정하여 그 절대 림프구 수를 감염되지 않은

소의 림프구 수와 비교하고, 감염우에서 PL발생률을 조

사하였다. 소의 정상 림프구 수를 측정하기 위하여 BLV

항체 음성인 건강한 Holstein-Friesian 297마리에서 5~6

개월 간격으로 연속 3회 채혈한 656개의 혈액재료를 대

상으로 혈액치를 측정하였다. 그 결과를 0~6개월에서 5

세 이상까지 7단계로 구분하여 림프구 수를 계산하였던

바 절대 림프구 수는 생후 6~12개월령에 5.36×103/µl

까지 증가하다가 그 후에는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5세

이상에서는 3.17×103/µl 였다. 아울러 각 연령그룹의

99.74% 신뢰한계를 계산하고 그 상한치를 림프구증가증

의 차단치로 정하여, 차단치를 초과하는 림프구 수의 증

가가 3개월 이상 지속하는 개체를 PL로 규정했다. BLV

항체 양성이며 임상증상을 나타내지 않는 젖소 189마리

를 대상으로 5~7개월 간격으로 4회 채취한 515개의 혈

액재료를 대상으로 혈액치를 측정하여 그 결과에 PL의

규정을 적용했다. BLV 항체 양성우 중에서 PL을 나타

낸 소는 54마리로 28.6%이었고, PL은 2세 이상의 연령

그룹에서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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