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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Several studies have been performed on the bovine leukemia since bovine leukemia virus (BLV)
had been detected in 1982 in Korea. We have conducted histopathological study on the bovine lymphoma
caused by BLV because only limited results were reported on the pathological characterization of lymphoma.
Lymphoma tissues were obtained from cattle necropsied and slaughtered during a designated period.
Lymphoma was classified histopathologically according to the National Cancer Institute Working
Formulation. Leukotic tissues consisted of fairly uniform sheets of closely packed medium to large
lymphocytes without any architectural arrangement in all 30 cases. Twenty five cases belong to diffuse
large cell type, while three cases were diffuse mixed cell type, and two cases were immunoblastic large
cell type among 30 cases. Follicular type lymphoma was not detected in this study. The mitotic index of
tumor cells showed average 2.5 in the field of 400X. Nuclear cleavage was detected in 53% of cases.
Multi-nucleated cells were detected among tumor cells in 30% of lymphoma cases. In conclusion, the most
common morphologic cell type of bovine lymphoma in Korea was a diffuse large cell type with multinucleated cells and nuclear cleavages.
Key words : bovine, leukemia, lymphoma, pathology

서 론

BLV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가 시작되었다. BLV는 HTLVBLV 그룹으로도 분류되며 사람 T-림프구 친화성 바이
러스(human T-lymphotrophic virus, HTLV)와 구조적, 기

소 백혈병은 소 백혈병 바이러스(bovine leukemia virus,
BLV) 감염에 의한 지방병성 소 백혈병(enzootic bovine
leukosis, EBL)과 비전염성 원인에 의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 산발성 소 백혈병(sporadic bovine leukosis, SBL)으
로 나누어진다 [21]. BLV는 1969년 소 말초혈액 중 림

능적으로 비슷하나 현재까지 사람에서의 발생은 확인되
지 않았기 때문에 인수공통전염병으로는 분류되고 있지
않다 [1].
EBL의 질병형태는 무증상형, 지속적 림프구 증가증
(persistent lymphocytosis, PL)형 및 임상증상이 나타나는
림프종형 등 크게 3가지로 나누어지는데, 임상증상의 형
태는 림프종이 어떤 장기에 생기느냐에 따라 다양하게

프구를 배양하여 전자현미경으로 검사한 실험에서 최초
로 확인 [15]되었으며 BLV에 대한 혈청학적 검사방법
인 agar gel immunodiffusion(AGID)법이 개발된 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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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날 수 있다 [17]. BLV에 감염된 소 중 30% 정도는
PL을 보이며, 1~5%의 소에서 감염 5~10년 후에 임상형
인 림프종이 발생한다 [26]. 림프종은 착유우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종양 중 하나로서 미국에서는 편평상피
암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이 검색되는 종양이다 [3]. BLV
감염에 따른 직접적인 피해는 주로 림프종 발생으로 나
타나는데 소의 림프종은 항상 악성진행을 보이며 한 장
기에 국한되지 않고 동시에 여러 장기에 발생한다 [13].
따라서 림프종이 발생한 소는 일반적으로 1~6월 이내에
폐사한다 [4, 23]. 소에 발생한 림프종 조직에 대한 병리
조직 검사결과 증식된 종양세포들은 사람의 비호지킨씨
병의 병리학적 구분 방법인 National Cancer Institute
Working Formulation(NCI-WF)에 따르면 대부분의 예에
서 미만성 대형으로 분류된다 [24].
국내의 경우는 1982년 혈청학적으로 BLV 감염이 확
인되었으며 홀스타인 젖소의 BLV 항체 양성율은 지역
에 따라 28.2%에서 54.2% [9, 22]로 높은 반면 한우에
서는 2.4% 이하로 아주 낮다 [22]. 미국에서는 도축되는
소에서 발견된 종양 중 림프종이 가장 많은 것으로 보
고되었으나 [3] 국내에서는 소 림프종에 대한 보고가 극
히 드물며 [11] 장기별 육안병변 및 발생 빈도, 소 백혈
병 바이러스의 배양 등에 대한 연구결과가 보고된 바 있
다 [27, 28].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국내에 발생되고 있
는 림프종의 조직병리학적 특징을 관찰하고 NCI-WF에
따라 림프종을 분류하고자 한다.

재료 및 방법

실험 재료
이 연구를 위한 가검물의 채취는 1993년 1월부터 2004
년 6월 사이에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 질병진단 의뢰된
가검물과 2002년 1월부터 2004년 6월 사이에 전국 도축
장에서 도축되는 소를 대상으로 하였다 [27]. 육안소견
상 림프종으로 의심되는 조직을 채취하여 중합효소연쇄
반응(polymerase chain reaction, PCR)을 실시하여 BLV
감염 여부를 판정하였다 [19]. 육안소견 및 PCR 검사결
과 BLV 감염에 의한 림프종으로 최종 판정된 30건의
소 조직을 본 연구에 공하였으며 모두 4세 이상의 홀스
타인 젖소에서 채취한 조직이었다 [27].
병리조직학적 검사
육안검사에서 종양으로 의심되는 림프절 및 기타조직
을 채취 즉시 10% 중성포르말린에 넣어 하루 밤 동안
고정하였다. 고정된 조직은 세절하여 자동조직처리기
(Leica TP 1050, Germany)로 탈수, 투명 및 파라핀 침투
처리를 하였다. 파리핀 포매한 조직은 3 µm 두께로 미

세 절편 및 Hematoxylin and Eosin (H&E) 염색을 하여
광학현미경으로 병변을 관찰하였다.
림프종의 분류
NCI-WF에 따라 림프종을 분류하였으며 [20] Carter
등의 [4] 알고리즘을 참고하여 Table 1과 같이 분류하였
다. 분류 기준을 간단히 기술하면 림프소절의 형성 유무
에 따라 국소성 또는 미만성으로 분류하였으며, 종양세
포의 크기, 핵균열의 존재여부 및 핵인의 수에 따라 세
분하였다. 종양세포의 크기가 적혈구 직경의 1.5배 미만
이면 소형, 1.5배 이상이면 대형으로 구분하였다. 핵이
대형이고 하나의 뚜렷한 핵인이 관찰되면 면역아세포대
형으로 분류하였다. 또한 소형 또는 대형 세포 중 한 가
지 세포의 비율이 전체 종양세포의 75% 이하일 때는 혼
합형으로 판독하였다 [24, 25]. 핵균열 유무도 400배에
서 5시야 관찰하여 평가하였으며 전체 종양세포 가운데
50% 이상이 균열된 핵을 가지고 있을 때 양성으로 평
가하였다 [24]. 핵분열상의 평가를 위해 400배에서 5시
야를 관찰하였으며 분열상이 2개 이하이면 낮음(+), 3개
이상 5개 이하이면 보통(++), 6개 이상이면 높음(+++)으
로 표시하였다 [5].

결 과

림프종의 분류
총 30두의 소 림프종 조직에 대하여 광학현미경 검사
를 실시하여 NCI-WF에 따라 분류한 결과 종양 등급에
따라 나누었을 때 소 림프종은 93%(28/30)가 중간 등
급, 7%(2/30)가 높은 등급에 속하였으며 낮은 등급은 검
색되지 않았다(Table 1). 미만성 혼합형(diffuse mixed
type, DM)이 3건, 미만성 대형(diffuse large type, DL)이
25건 및 면역아세포 대형(immunoblastic large type, IBL)
이 2건으로 나타났다.
림프종의 병리조직학적 소견
림프종 조직에 대한 병리조직 검사결과 DL형의 경우
증식된 림프구들은 특정한 구조를 취하지 않고 일정하
게 밀집된 형태로 배열되어 있었으나(Fig. 1) 일부 예에
서는 종양 세포가 드문드문하게 존재하였다. 종양세포
는 정상 림프구에 비해 세포질이 풍부하였으며 핵 염색
질의 형태는 다양하였다. 종양세포의 모양은 대부분 둥
근 형태였으나 일부는 다각형 모양을 나타냈다. 동일 개
체의 여러 장기에 종양조직이 형성된 경우에도 세포의
형태와 분포 양상은 모든 부위에서 항상 같았다. 검색된
소 림프종 30건 모두에서 종양세포들은 림프소절을 형
성하지 않는 미만성 형태로 존재하였으며 때때로 얇은

소 백혈병 바이러스 감염에 의한 소 림프종의 병리조직학적 분류

결합조직 막으로 구획되어 있었고 종양세포들이 동전을
쌓아 놓은 형태로 배열되어 있는 모습도 관찰되었다.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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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조직의 중심부 특히 큰 종양조직의 중심부에서는 종
양세포의 심한 괴사와 이로 인한 칼슘침착이 광범위하

Table 1. Classification of bovine lymphoma detected in Korea according to the NCI-WF
Grade
Low grade
Intermediate grade

High grade

Classification
Small Lymphocytic
Follicular predominantly Small Cleaved
Follicular Mixed small cleaved and large
Follicular predominantly Large
Diffuse Small Cleaved
Diffuse Mixed small and large
Diffuse Large
Immunoblastic Large
Lymphoblastic Large
Small NonCleaved

Number of cows
0
0
0
0
0
3
25
2
0
0
30

(SL)
(FSC)
(FM)
(FL)
(DSC)
(DM)
(DL)
(IBL)
(LBL)
(SNC)

Total

Fig. 1. Diffuse large type. Note the diffuse pattern without

Fig. 3. Diffuse mixed type. Intermixture of small and large

Fig. 2. Diffuse large type. Note the severe necrosis (arrow)

Fig. 4. Diffuse mixed type. Note the clear demarcation of small

any follicular structure. H&E,

× 50

and calcification (arrowhead). H&E,

× 50

lymphocytes. H&E,

× 400

lymphocytes from large lymphocytes by thin fibrous tissues.
H&E, × 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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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Immunoblastic large type. Note the prominent
nucleoli (arrows) and mitotic figure (arrowhead). H&E, ×
400

Fig. 6. Diffuse large type. Note the numerous mitotic

figures (arrows) and nuclear cleavages (arrowheads). H&E,
× 400

Table 2. Histopathological characteristics of bovine lymphoma
Case No.
Classification
Mitotic index Nuclear cleavage
Starry sky effect
Multi-nucleated cell
+
++ (3)**
DM*
99Q099
+
+ (1)
DL
99D394
+ (1)
DL
00Q011
+
+ (1)
DM
02R010
+
+
++ (5)
DL
03R015
+
+
+ (2)
DL
03R016
+++ (6)
DL
03R017
+
++ (5)
DL
03R018
+ (2)
DL
03R019
+
+ (1)
DM
03R020
+
+ (2)
DL
03Q129
+
+ (1)
DL
04R001
+
+
+ (1)
DL
04R004
+
+
+
+ (2)
DL
04R005
+
+
++ (3)
DL
04R006
+
+
+ (2)
DL
04R007
+
+
+ (1)
DL
04R008
+
+ (2)
DL
04R010
+
+
++ (3)
DL
04R011
+
++ (4)
DL
04R012
+
+ (2)
DL
04R015
+
++ (4)
DL
04R019
+
++ (3)
DL
04R020
+
+
++ (4)
IBL
04R021
+
+
++ (5)
DL
04R023
+
+ (1)
DL
04R028
+ (2)
DL
04R031
+
+ (1)
DL
04R032
++ (3)
IBL
04R035
+
+
+ (1)
DL
04R036
*DM: Diffuse mixed, DL: Diffuse large, IBL: Immunoblastic large.
**Degree of mitotic index(Number of mitotic figures): +, low degree(<2); ++, medium degree(3~5); +++, high degree(>5)
calculated in 400X fie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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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관찰되었다(Fig. 2). DM형의 경우 대형과 소형 종양
세포들이 일정한 패턴없이 균일하게 혼합되어 배열되어
있었으나(Fig. 3) 한 예의 림프절에서는 대형과 소형 종
양세포가 얇은 결합조직 막에 의해 명확히 구분되어 있

395

기도 하였다(Fig. 4). IBL형 종양 세포의 크기는 적혈구
의 2배 이상인 것이 많았으며 세포질은 풍부하였고 핵
인의 형태는 아주 뚜렷하였으며 1개가 핵의 중앙부에
존재하였다(Fig. 5).

Table 3. Summary of histopathologic characteristics of bovine lymphoma
Mitotic index
Low
Medium
High
*
DM (n=3)
2
1
0
DL (n=25)
16
8
1
IBL (n=2)
0
2
0
Total (n=30)
18
11
1
*
DM: Diffuse mixed, DL: Diffuse large, IBL: Immunoblastic large
Classification

Fig. 7. Diffuse large type. Note the numerous starry sky
effects (tingible body macrophages) (arrows). H&E,
100

×

Fig. 8. Diffuse large type. Note the multi-nucleated
neoplastic cells (arrows). H&E,

× 400

Nuclear
cleavage
3
11
2
16

Starry sky effect
1
9
2
12

Multi-nucleated
cell
1
7
1
9

Fig. 9. Diffuse large type. Heart. Note the neoplastic cell
infiltration into the muscle fiber and endocardium (arrow).
There is massive necrosis of muscle fiber (arrowhead).
H&E, × 5

Fig. 10. Diffuse large type. Large intestine. Note the

neoplastic cells in the submucosa (arrow) and lamina
propria (arrowhead). H&E, × 400

396

윤순식·이경현·배유찬·진영화·강문일·이오수·한홍율

DL형의 경우 종양세포의 핵분열상(Fig. 6)은 빈도가
낮은 경우가 64%(16/25)로 대부분이었으며 중간이
32%(8/25)였다(Table 2-3). 핵균열(Fig. 6)은 44%(11/25)
에서 관찰되었으며 DM형과 IBL형에서는 전 예에서 핵
균열이 관찰되었다. DL형에서 별하늘 현상(Fig. 7)은
36%(9/25)의 개체에서 관찰되었다. DL형의 경우 28%
(7/25)의 림프종 발생 예에서 소수의 다핵세포가 종양세
포와 혼재되어 관찰되었다. 다핵세포의 형태는 핵이 2
개인 것이 대부분이었으며, 핵이 2개로 완전히 나누어

진 경우도 있었지만 완전히 나누어지지 않은 형태로 많
이 관찰되었다. 다핵세포의 핵인은 뚜렷하지 않았으며
세포질의 양과 색조는 일반 종양 림프구와 동일하였다
(Fig. 8).

장기별 병리조직학적 특이소견
심장에 대한 병리조직검사 결과 초기병변에서는 종양
세포가 심외막의 지방조직 사이에만 침윤되어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심장근육 사이에 침윤되어 있으며 심장
근육의 괴사와 변성도 자주 관찰되었다(Fig. 9). 결합조
직에 의해 종양조직과 정상조직이 구분되기도 하였다.
심내막에 생긴 돌출된 종양조직은 순수한 종양세포로
이루어져 있었으며 내피세포가 탈락된 경우도 있었다.
폐는 폐흉막 및 기관지엽간 격벽에 종양세포가 많이 존
재하였으며 폐포벽 및 페포강에도 존재하였다. 횡격막
의 경우는 근육사이에 종양세포가 침윤되어 근 섬유의
위축 및 단열 소견이 보였다. 신장의 경우 종양세포는
대부분 간질조직에 침윤되어 있었으며, 신장 실질세포
가 압박을 받고 있었다. 장, 위 및 자궁 등 관강구조를
가진 여러 장기에 대한 조직검사결과 종양세포는 점막
고유층에서부터 장막에서 걸쳐 모든 층에 존재하였다
(Fig. 10). 그러나 점막 상피층까지 침윤된 경우는 없었
으며, 종양세포는 장막과 근육층에 가장 많이 침윤되어
있었다. 척수에는 수막에 종양세포가 소수의 호중구와
함께 존재하였으며 척수 실질조직 자체에는 종양세포의
침윤이 관찰되지 않았다.

고 찰

국내 소 림프종 발생에 대해서는 1969년 Lim 등[11]
과 1977년 Lee 등 [10]이 총 3두에서 병리학적으로 림
프종을 검색하여 보고하였으나 BLV에 대한 검사가 수
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EBL인지 SBL인지 확인할 수는
없으며 그 이후 아직까지 체계적인 병리학적 연구는 수
행된 바 없다. 외국의 경우도 소 림프종에 대한 연구는
많이 진행되어 왔으나 병리학적 분류에 대해서는 소수
의 연구보고 [24, 25]만 있는 실정이다. 림프종의 분류

기준은 1956년 Rappaport에 의해 만들어진 이후 Kiel,
Lukes & Collins 등에 의해 정비되어 왔다 [6, 12]. 그러
나 기존의 분류방법이 임상 및 병리학적 적용이 어려운
관계로 1982년 NCI-WF이 새롭게 만들어지게 되었다
[20]. 그 후 면역학적인 기법이 개발됨에 따라 Revised
European-American Classification (REAL)이 제안되어 림
프종의 분류를 위한 기준으로 현재까지 널리 이용되고
있다 [7]. 이 연구에서는 면역학적인 방법을 적용하지 않
고 병리조직학적 방법만을 이용한 NCI-WF에 따라 소
림프종을 분류하였다.
BLV 감염에 의해 발생한 소 림프종은 NCI-WF에 따
라 병리조직학적으로 분류하면 높은 등급의 악성종양으
로 분류된다고 하였는데 [25] 이 연구에서도 예후가 좋
은, 낮은 등급(low grade)은 한 건도 검색되지 않아 기
존의 보고와 일치하였다. Vernau 등 [25]은 DL형이 전
체의 65.9%로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하였는데 이 연구의
경우도 DL형이 30건 가운데 25건으로 83%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 종양조직 내에 림프소절이 형성되는
결절성 림프종은 소 림프종의 경우 0.3% 수준으로 아주
낮다고 하였으며 [8, 20, 24, 25] 이 연구에서도 결절성
림프종은 한 건도 검색되지 않고 모두 미만성 림프종이
었다.
Marshak 등 [13]은 소 림프종 조직에 대한 핵분열상
관찰 결과 400배 시야에서 1~4개라고 하였으며 이 연구
결과는 평균 2.5개로 비슷한 수치를 보였다. Vernau 등
[25]은 SBL(평균 2.82개)보다 EBL(평균 3.72개)의 경우
핵분열상이 많으며 특히 DL형의 경우 4.1개로 가장 많
다고 하였는데 이 연구에서는 2.1개로 낮은 수치로 나
타나 약간의 차이를 보였다. 특히 핵균열이 있는 개체에
핵분열상이 많다는 기존의 보고 [26]와는 달리 이 연구
에서는 핵균열이 있는 개체에서의 핵분열상은 2.2개로
핵균열이 없는 개체와 거의 같은 수치를 보였다. 소에
발생한 림프종은 분화가 덜된 림프종으로 경과가 빠르
며 종양세포의 핵에 균열이 있는 것으로 보아 림프절의
배아중심이나 골수에서 유래한 세포인 것으로 추정된다
[24]. 이 연구에서는 DL형 중 44%에서 핵균열이 관찰되
어 Vernau 등 [25]의 56%와 비슷한 비율을 보였다.
Bendixen의 보고 [2]와 같이 큰 종양조직의 내부에는 괴
사병변이 자주 관찰되었으며 괴사의 원인은 다른 종양
과 마찬가지로 급격한 세포 증식에 의한 혈액순환 장애
에 의한 것으로 사료된다. 특히 괴사가 진행된 부위는
괴사조직을 탐식하고 있는 대식세포의 침윤으로 인해
별하늘 현상이 다수 관찰되었다.
Reed-Sternberg (RS) 세포는 세포질이 아주 풍부하고
산과 염기 모두에 염색이 되며, 분엽된 여러 개의 핵을
가지고 있다. 또한 아주 크고 산성을 띄는 윤곽이 뚜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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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하나의 핵인을 가지고 있는 세포로 이 세포는 사람
의 호지킨씨병 때 특이적으로 나타난다 [21]. 도축되는
소들에 대한 검사 결과 림프종 발생 예 중 3.9%의 소에
서 RS 세포를 관찰하였으며 [21] 이 세포는 소 림프종
에서 자주 발견되며 특히 DL형에 많다고 하였다 [13,
16]. 이 연구결과 DL형의 28%에서 다핵세포(multinucleated cell)가 관찰되었으며 전체 림프종 검색 예 중
30%에서 관찰되었다. 그러나 소 림프종 예에서 전형적
인 RS 세포가 관찰되었다는 Smith [21]의 보고와는 달
리 사람의 호지킨씨병 때 나타나는 크고 명확한 핵인 및
세포의 명확한 분엽 등 전형적인 RS 세포의 형태를 만
족시키는 세포는 관찰되지 않았다. 소 림프종에서 관찰
되는 다핵세포는 RS 세포와는 다른 세포로, 종양세포의
분열 증식과정에서 비정상적으로 생기는 종양세포의 한
형태로 보는 것이 타당하리라 판단된다.
국내 발생 소 림프종에 대한 병리학적 검사결과 모두
예후가 나쁜 미만성형으로 분류되어 BLV 감염에 의한
림프종 발생시 빠른 시간내에 폐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되며, 림프종이 많이 발생하는 젖소에
대해서는 BLV 감염을 막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이 연구에서는 림프종을 NCI-WF에
따라 형태학적 즉, 병리조직학적 방법만으로 분류하
였으나, 기능적 분류를 위해서는 림프구의 표면 특이 단
크론항체를 이용한 면역조직화학염색법 등을 실시하여
침윤된 림프구의 아군 확인을 통해 WHO 분류체계에
따른 추가적인 분류연구가 수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
된다.

결 론

1993년부터 2004년 사이에 수집한 소 백혈병 바이러
스 감염에 의한 소 림프종 가검물에 30두분에 대해 NCIWF의 분류방법에 따라 분류한 결과 예후가 나쁜 중간
등급 중 미만성대형(DL)이 25건, 미만성혼합형(DM)이
3건 이었으며 예후가 아주 나쁜 높은 등급인 면역아세
포대형(IBL)이 2건으로 나타났다. 30건 모두 림프소절
은 형성하지 않는 미만성이었다. 30%에서 다핵세포가
관찰되었으나 사람의 호지킨씨병 때 나타나는 ReedSternberg 세포와는 차이가 있었다. 핵분열상은 빈도가
낮은 경우가 64%, 중간이 32%였으며 핵균열은 DL형
69%, DM형 및 IBL형에서는 100%에서 관찰되었다. 또
한 대부분의 다른 종양과 마찬가지로 소 림프종의 경우
도 종양의 중심부에는 괴사와 석회침착이 관찰되었으며
별하늘 현상도 40%에서 관찰되었다. 국내 자연 발생 소
림프종에 대한 병리학적 관찰 및 분류 연구를 수행한 결
과 국내 발생 림프종에서는 핵분열상이 외국의 경우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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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낮았으며 핵분열상과 핵균열과의 상관관계에서도 약
간의 차이를 보였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보았을 때 외국
의 경우와 비슷하게 미만성대형이 많았으며, 대부분 중
간 및 높은 등급으로 나타나 예후가 나쁜 것으로 밝혀
졌다.

참고문헌
1. Aida Y, Amanuma H, Okada K. Identification of
tumor-associated antigen that is expressed on bovine
leukemia virus-induced lymphosarcoma cells and
expression of its human homologue in human T-cell
lymphotrophic virus I-infected cell lines. Leukemia
1994, 8(S), 231-234.
2. Bendixen HJ. Bovine enzootic leukosis. Advance in
Vet Sci and Comp Med 1965, 10, 129-204.
3. Brandly P, Migaki G. Types of tumors found by
federal meat inspectors in eight year survey. Ann NY
Acad Sci 1963, 108, 872-879.
4. Burny A, Bex F, Chantrenne H, Cleute Y, Dekegel

D, Ghysdael J, Kettmann R, Leclercq M, Leunen
J, Mammerickx M, Portetelle D. Bovine leukemia

virus involvement in enzootic bovine leukosis. Advance
Can Res 1978, 28, 251-311.
5. Carter RF, Valli VEO, Lumsden JH. The cytology,
histology and prevalence of cell types in canine
lymphoma according to the National Cancer Institute
Working Formulation. Can J Vet Res 1986, 50, 154164.
6. Gerard-Marchant, Hamlin I, Lennert K, Rilke F,
Stansfeld AG, Unnik JAMV. Classification of nonHodgkin's lymphomas. Lancet 1974, 17, 406-408.
7. Harris NL, Jaffe ES, Stein H, Banks PM, Chan
JKC, Cleary ML. A revised European-American
classification of lymphoid neoplasm: A proposal from
the international lymphoma study group. Blood 1994,
84, 1361-1392.
8. Johnson R, Kaneene JB. Bovine leukemia virus and
enzootic bovine leukosis. Vet Bulletin 1992, 62, 287312.
9. Jun MH, Chung UI, Lee CK, Lee CK, Baig SY, Lim
CH. Seroepizootiological study on bovine leukosis in
Korea. Korean J Vet Res 1982, 22, 175-185.
10. Lee BH, Kim SK, Ko KD. Epizootiological observation
on bovine enzootic leukosis occurring naturally in
Korea. J Korean Vet Med Ass 1977, 13, 9-16.
11. Lim CH. Pathologic studies of tumors occurring in

398

윤순식·이경현·배유찬·진영화·강문일·이오수·한홍율

cattle. Seoul Natl Univ J (C) 1969, 20, 80-88.
12. Lukes RJ, Collins RD. Immunologic characterization
of human malignant lymphomas. Cancer 1974, 34,
1488-1503.
13. Marshak RR, Coriell LL, Lawrence WC, Croshaw
JE, Schryver HF, Altera KP, Nichols WW. Studies
on bovine lymphosarcoma. I. Clinical aspects,
pathological alteration, and herd studies. Cancer Res
1962, 22, 202-217.
14. Maruyama K, Fukushima T, Mochizuki S. Crossreactive antibodies to BLV and HTLV in bovine and
human hosts with retrovirus infection. Vet Immunol
Immunpathol 1989, 22, 265-274.
15. Miller JM, Miller LD, Olson C, Gillette KG. Viruslike particle in phytohemagglutinin-stimulated lymphocyte
cultures with reference to bovine lymphosarcoma. J
Natl Cancer Inst 1969, 43, 1297-1305.
16. Parodi AL. Classification of malignant lymphoma in
domestic animals: History and conceptual evolution.
Eur J Vet Pathol 2001, 7, 43-50.
17. Radostitis OM, Blood DC, Gay CC. Veterinary
medicine. 8th ed. pp. 54-65, Bailliere Tindall, London,
1994.
18. Rappaport H, Winter WJ, Hicks EB. Follicular
lymphoma. A re-evaluation of its position in the
scheme of malignant lymphoma, based on a survey of
253 cases. Cancer 1956, 9, 792-821.
19. Renstrom LMH, Venebles C, Beier D. Manual of
diagnostic tests and vaccines for terrestrial animals
(Enzootic bovine leukosis). 4th ed. pp. 371-380, Office
International Des Epizooties, 2004.
20. Rosenberg SA, Berard CW, Brown BW, Burke J,

Dorfman RF, Glatstein E, Hoppe RT, Simon R.

National cancer institute sponsored study of classifications
of non-Hodgkin's lymphomas. Summary and description

of a working formulation for clinical usage. Cancer
1982, 49, 2112-2135.
21. Smith HA. The pathology of malignant lymphoma in
cattle. A study of 1113 cases. Pathol Vet 1965, 2, 68-94.
22. Suh GH. Establishment of a bovine leukemia virus-free
dairy cattle. Ph.D. Thesis, Cheonnam national university,
Gwangju, Korea. 2004.
23. Trainin Z, Brenner J, Meirom R, Ungar-Waron H.
Detrimental effect of bovine leukemia virus on the
immunological state of cattle. Vet Immunol Immunopathol 1996, 54, 293-302.
24. Valli VE, McSherry BJ, Dunham BM, Jacobs RM,
Lumden JH. Histopathology of lymphoid tumors in
the dog, cat and cow. Vet Pathol 1981, 18, 494-512.
25. Vernau W, Valli VEO, Dukes TW, Jacobs RM,
Shoukri M, Heeney JL. Classification of 1,198 cases
of bovine lymphoma using the national cancer institute
working formulation for human non-Hodgkin's
lymphoma. Vet Pathol 1992, 29, 183-195.
26. Wu D, Takahashi K, Takahashi K, Liu N, Koguchi

A, Makara M, Sasaki J, Goryo M, Okada K.
Distribution of T-lymphocyte subpopulation in blood
and spleen of normal cattle and cattle with enzootic
bovine leukosis. J Comp Path 1999, 120, 117-127.

27. Yoon SS, Bae YC, Lee KH, Han B, Han HR.
Characteristics of bovine lymphoma caused by bovine
leukemia virus infection in Holstein-Friesian dairy
cattle in Korea. Asian-Aust J Anim Sci 2005, 18, 728733.
28. Yoon SS, Park JW, Byun JW, Kang MI, Yoo HS,
Han HR. Cultivation and electronmicroscopy of bovine
leukemia virus from peripheral blood lymphocytes of
Holstein-Friesian dairy cattle. Korean J Electron
Microscopy 2005, 35, 23-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