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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Comparative studies of histopathologic lesions from 23 purified protein derivative (PPD) positive

cattle, 21 slaughter cattle found with tuberculosis, and 11 tuberculosis-positive elk (Cervus elaphus) were

performed. PPD positive cattle did not show specific histopathologic lesions in all 23 heads that were no

visible lesion reactor. Slaughter cattle found with tuberculosis revealed microscopically classical

granulomatous lesion (tubercle) with central caseous necrosis surrounded by mantle of epithelioid cells and

Langhan's giant cells capsuled by connective tissue in lung. Elk was noted with some different lesion patterns

with classical granulomatous lesion and suppurative abscesses that was composed of fibrin, degenerated

cells without having connective tissue. In addition, many Langhan's giant cells infiltration in alveoli at

peripheral lesion were observed in some cases of classical granulomatous lesion and suppurative absces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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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결핵은 Mycobacterium(M.) 속 균의 감염에 의해 전신

장기에 결핵결절을 형성하는 만성소모성 질환으로 사람

을 포함한 모든 동물에서 발생되는 인수공통전염병으로

국내에서는 M. bovis의 의한 젖소 결핵은 오랜 기간에 걸

친 근절정책으로 많이 감소하였다 [1]. 근래에는 도축우

에서 발견된 결핵 예 [3], 결핵환자로부터 M. tuberculosis

가 감염되어 발생한 개의 결핵 예 [2], 집단사육시설에

서 M. bovis의 감염에 의한 사슴결핵 예 [10], 먹이로 준

생닭으로부터 M. avium의 감염에 의한 호랑이 결핵 예

[7]와 야생동물사육시설에서 발생한 원앙이 [5] 및 흰기

러기의 [4] 결핵 예가 보고된 바 있다.

M. bovis에 의한 소결핵의 조직병리소견은 중심부의

건락괴사와 부분적인 mineralization이 있으며, 그 주위

를 상피모양세포(epitheloid cell)와 Langhan's giant cell의

침윤이 있고 변연부에 림프구 등 염증세포를 포함한 결

합조직에 의해 둘러 싼 결핵성 육아종(tubercle)이 특징

적인 병변이다 [3, 6]. M. bovis에 의한 사슴결핵의 조직

병리소견은 소결핵의 조직병리소견과 유사하나 일부에

서 비특이적인 다수의 Langhan's giant cell의 침윤, 침습

성이 강한 육아종성 염증 또는 화농성 농양소견, 적은

결합조직의 형성, 소수의 Langhan's giant cell의 침윤과

같은 차이점이 보고되었다 [6, 10, 12].

본 연구의 목적은 PPD 양성우와 도축우에서 발생한

결핵 예에 대한 폐조직 병리소견과 사슴에서 발생한 결

핵 예의 폐조직 병리소견을 비교하여 병변의 차이점을

확인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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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료 및 방법

전국 각 시도에서 결핵 검진한 purified protein

derivative(PPD) 양성 젖소 23두와 한우 및 젖소 비육우

의 도축 시 결핵병변이 관찰된 21두와 사슴사육농장에

서 호흡기 증상이나 식욕부진 등을 보이다가 폐사 또는

도태한 사슴 중 결핵병변이 의심되는 11두의 폐 또는 주

변 림프절을 채취하여 검사하였다. 일부는 조직검사를

위해 고정하고 일부는 PCR 검사를 위해 생조직으로 채

취하으며 이중 사슴 1두는 생조직이 없어 PCR 검사를

수행하지 못하였다. 채취한 조직은 중성 포르말린에 고

정 후 일반적인 조직처리과정을 거처 hematoxyline &

eosin 염색하여 광학현미경으로 관찰하였고, 결핵균은

Ziehl-Neelsen acid-fast 염색하여 관찰하였다. 감별진단을

위해 Gram 염색과 periodic acid schiff(PAS) 염색을 실

시하였다. 총 55두 중 54두에 대하여 M. bovis 균을 검

출하기 위해 김 등 [10]의 방법에 준해서 PCR 검사를

실시하였다.

결 과

PPD 양성축의 조직병리소견

PPD 양성축 23두의 폐와 주변 림프절의 조직검사 결

과 결핵병변으로 추정되는 소견은 없었으며 Ziehl-

Neelsen acid-fast 염색에서도 acid-fast bacilli는 관찰되지

않았다(Table 1). 그러나 PCR 검사결과 23두 중 21두에

서 M. bovis의 유전자가 검출되어 PPD 양성결핵우는 모

두 무병소 양성우임을 알 수 있었다. Gram 염색이나

PAS 염색에서 균은 관찰되지 않았다.

도축우 결핵의 조직병리소견

도축 시 결핵결절로 의심되는 폐병변이 관찰된 21두

에서는 전형적인 결핵병변이 관찰되었다(Table 1). 조직

병리소견은 대부분의 병변은 둥글거나 타원형이고 간혹

다형태성인 것도 있었다. 중심부는 건락괴사되고

mineralization은 괴사부위의 중앙 또는 여기저기에 흩어

져 있기도 하였다. 괴사된 주위에는 상피모양세포와

Langhan's giant cell의 침윤이 있고 림프구 및 형질세포

등을 포함한 결합조직이 둘러싼 전형적인 육아종성 병

변이었다(Figs. 1 and 2). 일부 예에서는 Langhan's giant

cell이 관찰되지 않는 예도 있었다. 이들 병소는 하나로

존재하거나 두개 또는 그 이상으로 융합되어 관찰되기

도 하였다. 상피모양세포의 침윤은 21두 중 20두에서 관

찰되었으나 Ziehl-Neelsen acid-fast 염색에서 acid-fast

bacilli가 관찰된 것은 9예 였고 세포질내 균수도 적었다.

반면 PCR 검사결과는 21두 중 20두에서 결핵균 유전자

가 확인되었다. Gram 염색이나 PAS 염색에서 균은 관

찰되지 않았다.

사슴결핵의 조직병리소견

사슴결핵의 폐조직 병리소견은 소결핵의 조직병리소

견과 달리 다양하였다(Table 1). 첫째는 소의 결핵결절

과 같은 전형적인 결핵병변으로 6두에서 관찰되었다. 중

심부의 건락괴사와 부분적인 mineralization이 있고 그

Table 1. Microscopic evaluation of cattle and elk tuberculosis

Histopathologic lesions PPD positive cattle (n = 23) Slaughter cattle (n = 21) elk (n = 11)

Caseous necrosis 0 21 6

Suppurative abscess 0 0 5

Langhan's giant cell in connective tissue 0 19 5

Langhan's giant cell in alveoli 0 0 4

Encapsulated connective tissue 0 21 6

Ziehl-Neelsen acid-fast bacilli 0 9 8

Fig. 1. Typical tuberculosis by Mycobacterium bovis, lung.

Caseous necrosis with central mineralization, peripheral

connective tissue with a few Langhan's giant cells. H&E stain.

Bar = 100 µ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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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위를 상피모양세포, 림프구, 형질세포 등의 염증세포

가 침윤된 결합조직으로 둘러싸여 있는 육아종성 염증

으로 Langhan's giant cell의 침윤은 매우 적었다(Fig. 3).

둘째는 중심부의 건락괴사와 부분적인 mineralization과

그 주위에는 염증세포가 침윤된 결합조직으로 둘러싸여

있는 육아종성 염증은 첫째와 유사한 결핵병변을 형성

하나 결절주위의 폐포강 내에 Langhan's giant cell과 대

식구의 침윤이 많았다(Fig. 4). 셋째는 결합조직의 형성

이 매우 약하거나 없는 화농성 농양병변이 폐포벽과 기

관지내에 형성되었다. 중심부는 변형된 백혈구 및 단핵

Fig. 2. Bovine tuberculosis, lung. Peripheral infiltration

with epithelioid macrophages, lymphocytes, plasma cells

and many Langhan's giant cells. H&E stain. Bar = 50 µm.

Fig. 3. Elk tuberculosis by Mycobacterium bovis, lung.

Caseous necrosis with central mineralization, peripheral

connective tissue, epithelioid macrophages, lymphocytes

and plasma cells, but no Langhan's giant cells. H&E stain.

Bar = 100 µm.

Fig. 4. Elk tuberculosis, lung. Caseous necrosis with central

mineralization, peripheral connective tissue, epithelioid

macrophages, lymphocytes, plasma cells and many

Langhan's giant cells in alveoli. H&E stain. Bar = 100 µm.

Fig. 5. Elk tuberculosis, lung. Suppurative abscess

composed of fibrin, degenerated leukocytes, epithelioid

macrophages and Langhan's giant cells in alveoli. H&E

stain. Bar = 50 µ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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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와 섬유소로 이루어진 화농성 농양소견을 보이며 주

변 폐포강 내에는 대식구와 림프구 및 형질세포가 침윤

되어 있으나 결합조직의 형성은 거의 없었고 Langhan's

giant cell의 침윤이 매우 적은 소견을 나타내었다. 넷째

는 셋째와 유사한 화농성 농양병변을 형성하며 주위의

폐포강 내에 Langhan's giant cell과 대식구가 매우 많

이 침윤된 소견을 보였다(Fig. 5). 사슴에서 관찰되는

Langhan's giant cell은 육아종성 염증 및 화농성 농양주

위의 폐포강 내에서 매우 많이 침윤되고 크기와 모양도

다양하였다. Ziehl-Neelsen acid-fast 염색결과 11두 중 8

두에서 acid-fast bacilli가 관찰되었는데 소에서 보다 훨

씬 많은 수의 균이 관찰되었고(Fig. 6), PCR검사 결과도

생조직이 없었던 1두를 제외한 10두 모두에서 M. bovis

유전자가 검출되었다. Gram 염색이나 PAS 염색에서 균

은 관찰되지 않았다.

고 찰

국내에서 젖소는 매년 결핵 검진을 계속하기 때문에

결핵균에 감염되어도 결핵병변을 형성하기 이전에 검출

되어 도태되므로 PPD 양성축에서 결핵 병변을 관찰하

기는 어려운 것으로 사료된다 [1]. 본 연구에서도 PPD

양성축의 폐와 주변 림프절을 검사한 결과 모두 결핵병

소가 없는 무병소 양성우로 확인되었다. M. bovis에 의

한 결핵 결절은 건락괴사, mineralization, 상피모양세포,

백혈구, 다핵거세포 및 결합조직의 침윤이 특징적인 병

리조직소견으로 국내 발생 소결핵 예의 조직병리소견도

대부분 이와 같은 결핵 병변을 보고하고 있다 [3]. 본 연

구에서도 도축우의 결핵 병변은 중심부의 건락괴사, 부

분적인 mineralization, 변형된 백혈구와 상피모양세포 및

결합조직의 형성이 많았으나 Langhan's giant cell의 침

윤은 적었고 acid-fast bacilli의 검출도 매우 적은 특징을

보였다.

 M. bovis에 의해 발생한 사슴결핵도 소결핵과 유사

한 병변을 보이나 [9, 11] 근래에 발생되는 사슴결핵에

서는 소결핵과는 다른 병변이 보고되고 있다. 김 등 [10]

은 사슴에서 발생한 결핵병변이 결합조직의 형성이 적

은 중심부의 괴사, mineralization, 염증세포의 침윤이 많

고 다핵거세포가 적다고 보고하였고, Clifton-Hadley [8]

는 사슴결핵에서 육아종성 염증 예와 결합조직의 형성

이 미약한 예로 구분하였다. 소와 사슴결핵의 조직병리

소견을 비교한 예를 보면 소는 전형적인 육아종성 염증

소견을 보이나 사슴에서는 화농병소에서 육아종성 염증

소견 등 다양한 조직병리소견을 보이며 결합조직과

Langhan's giant cell의 침윤이 적고 화농성 농양 예가 많

다고 한 반면 다른 연구자는 괴사는 적고 결합조직형성

도 적으나 Langhan's giant cell의 침윤은 많다고 하였다

[6, 12]. 본 연구에서 사슴의 결핵병변은 육아종성 염증

소견과 화농성 농양소견으로 구분할 수 있었으며 또한

괴사나 농양주위의 폐포강 내에서 giant cell의 침윤이

매우 많고 크기와 모양이 다양한 예가 있는가 하면

Langhan's giant cell의 침윤이 거의 없는 예도 관찰되어

사슴결핵의 조직소견이 특이함을 알 수 있었다. 결핵의

조직병리소견은 축종에 따라 다르다고 하기도 하고 특

히 사슴에서는 품종과 개체에 따라 병변이 다양하다고

보고되었다 [6, 10, 12]. 본 연구결과도 개체간의 차이에

의해 병변이 다를 것으로 사료되어 사슴결핵에 대한 지

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Acid-fast bacilli의 검출은 PPD 양성축, 도축우 결핵과

사슴결핵에서 매우 다양하였다. PPD 양성축이나 도축우

결핵병변에서는 매우 낮은 비율로 검출된 반면 사슴결

핵 병변에서는 높은 비율로 검출되었다. 또한 일부개체

에서는 Langhan's giant cell이나 상피모양세포의 침윤이

적은데도 acid-fast bacilli의 검출이 많은 예도 있었고 반

대로 Langhan's giant cell이나 상피모양세포의 침윤이 많

은데도 acid-fast bacilli가 검출되지 않는 예도 있어 사슴

결핵병변의 병리소견이 다양함을 알 수 있다. 이는 육아

종 형성 즉, 염증세포 및 결합조직층에 의한 피낭화

(encapsulation)가 균의 증식 및 전파를 제한하는 역할을

하며, 면역세포에 의한 싸이토카인 발현 또한 균의 국소

화에 관여한다는 보고 [13]와 같이 사슴의 결핵병변에

다수의 균이 관찰되는 것은 소결핵의 경우 전형적인 육

아종을 형성하는데 반해 사슴결핵에서는 염증세포 및

Fig. 6. Elk tuberculosis, lung. Numerous acid-fast bacilli

in the inflammatory cells. Acid-fast stain. Bar = 20 µ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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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합조직층에 의한 피낭화가 적게 형성되는 것과 관련

성이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아직도 잘 알려져 있

지 않은 사슴결핵의 육아종 형성 기전과 면역세포의 역

할에 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결 론

PPD양성우 23두와 도축시 발견된 한우 및 젖소 비육

결핵우 21두 및 사슴결핵 11두에 대한 조직병리소견 비

교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PPD양성우 23두는 모두 결

핵병변이 없는 무병소 양성우로 확인되었다. 도축시 발

견된 결핵우 21두에서는 육아종성 염증을 보이는 전형

적인 결핵병변을 보였다. 사슴결핵병변은 다양하게 관

찰되었다. 전형적인 육아종성 염증병변을 보이며

Langhan's giant cell의 침윤이 거의 없는 예와 병변부 주

위의 폐포강 내에 Langhan's giant cell의 침윤이 많은

예, 병변주위에 결합조직의 형성이 없이 섬유소와 괴사

세포들로 구성된 화농성 농양병변을 보이며 Langhan's

giant cell의 침윤이 거의 없는 예 및 병변부 주위의 폐

포강 내에 Langhan's giant cell의 침윤이 많은 예로 구

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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