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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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ulti-

nucleated cells and nuclear cleav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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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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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구를 배양하여 전자현미경으로 검사한 실험에서 최초

로 확인 [15]되었으며 BLV에 대한 혈청학적 검사방법

인 agar gel immunodiffusion(AGID)법이 개발된 후로

BLV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가 시작되었다. BLV는 HTLV-

BLV 그룹으로도 분류되며 사람 T-림프구 친화성 바이

러스(human T-lymphotrophic virus, HTLV)와 구조적,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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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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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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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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합조직 막으로 구획되어 있었고 종양세포들이 동전을

쌓아 놓은 형태로 배열되어 있는 모습도 관찰되었다.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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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lassification Number of cows

Low grade Small Lymphocytic                            (SL)

Follicular predominantly Small Cleaved   (FSC)

Follicular Mixed small cleaved and large (FM)

0

0

0

Intermediate grade Follicular predominantly Large              (FL)

Diffuse Small Cleaved                        (DSC)

Diffuse Mixed small and large              (DM)

Diffuse Large                                   (DL)

0

0

3

25

High grade Immunoblastic Large                          (IBL)

Lymphoblastic Large                          (LBL)

Small NonCleaved                             (SNC)

2

0

0

Total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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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y follicular structure. H&E,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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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d calcification (arrowhead). H&E,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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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ymphocytes. H&E, ×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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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ymphocytes from large lymphocytes by thin fibrous tissues.

H&E, ×400



394 윤순식·이경현·배유찬·진영화·강문일·이오수·한홍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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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9Q099

99D394

00Q011

02R010

03R015

03R016

03R017

03R018

03R019

03R020

03Q129

04R001

04R004

04R005

04R006

04R007

04R008

04R010

04R011

04R012

04R015

04R019

04R020

04R021

04R023

04R028

04R031

04R032

04R035

04R036

DM*

DL

DL

DM

DL

DL

DL

DL

DL

DM

DL

DL

DL

DL

DL

DL

DL

DL

DL

DL

DL

DL

DL

IBL

DL

DL

DL

DL

IBL

DL

++ (3)**

+ (1)

+ (1)

+ (1)

++ (5)

+ (2)

+++ (6)

++ (5)

+ (2)

+ (1)

+ (2)

+ (1)

+ (1)

+ (2)

++ (3)

+ (2)

+ (1)

+ (2)

++ (3)

++ (4)

+ (2)

++ (4)

++ (3)

++ (4)

++ (5)

+ (1)

+ (2)

+ (1)

++ (3)

+ (1)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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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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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lassification
Mitotic index Nuclear 

cleavage
Starry sky effect

Multi-nucleated 

cellLow Medium High

DM (n=3)* 2 1 0 3 1 1

DL (n=25) 16 8 1 11 9 7

IBL (n=2) 0 2 0 2 2 1

Total (n=30) 18 11 1 16 12 9

*DM: Diffuse mixed, DL: Diffuse large, IBL: Immunoblastic lar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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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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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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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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ulti-

nucle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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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CI-

WF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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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ed-

Sternbe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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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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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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