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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Two Korean black goat (approx. 2 and 3 years old) showing diarrhea and chronic weight loss were submitted
to Animal and Plant Quarantine Agency. At necropsy, there were thickening of small intestine and enlargement of
mesenteric lymph nodes. Microscopically, they had granulomatous enteritis in the small and large intestine and
granulomatous lymphadenitis. By polymerase chain reaction (PCR) and acid fast stain, strong positive reaction and
acid-fast rod bacteria were detected. According to the result of histopathology and PCR, we confirmed this case as
Johne’s disease. As far as we know, this is the first report of Johne’s disease in Korean black go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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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네병은 Mycobacterium avium subspecies paratuberculosis

(MAP)균에 의해 발생하는 질병으로 주로 회장과 대장에 만

성적인 육아종성 장염을 일으키며 가성결핵(paratuberculosis)

이라고도 불린다. 감염된 개체는 지속적인 설사와 림프절염

으로 인해 체중 증가율과 유량, 유질 등이 저하되며 쇠약해

지는데 감염된 개체가 분변을 통해 배설한 균을 여러 경로

를 통해 다른 건강한 개체가 섭취하면서 전파된다. 요네병은

태어난 지 30일 이전의 어린 개체에서 생애 중 감수성이 가

장 높다고 알려져 있는데 특이하게도 임상증상은 주로 2~5

년이 지난 뒤 나타나며 그 전에는 잠복기로 증상을 나타내

지 않는 특징을 보인다. 성축도 감염될 수 있으나 질병으로

발전하는 경우가 드물고 감염 되더라도 주로 개체의 면역반

응을 통해 회복된다 [3, 5, 8]. 

이러한 요네병은 사람에서 요네병과 비슷하게 만성적으로

육아종성 장염을 일으키는 크론병과의 연관성 때문에 공중

보건학적으로 많은 논란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두 질병은

공통적으로 회장을 중심으로 병변이 생기며 크론병의 정확

한 발병기전은 알려져 있지 않으나 여러 가지 발병요인이 있

다고 생각되고 있는데 MAP균도 그 중 하나의 요인으로 의

심되고 있다 [16]. 요네병은 소, 양, 그리고 염소뿐만 아니라

야생의 유인원에도 감염된 사실이 있어 [15] 크론병과 요네

병의 연관성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가 수행되고 있다.

2012년 농림축산식품 통계 [12]에 따르면 국내 흑염소 농

가는 12,342호로 총 257,262마리가 사육되고 있으며 그 사

육두수는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이다. 하지만 아직 흑염소 질

병에 대한 연구나 유병률 조사는 많지 않으며 특히 요네병

은 국내에서 한우, 무플론, 사슴 등에서 발생한 사례에 대해

증례발표가 있으나 [1, 2, 9] 흑염소에서의 증례보고는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흑염소에서 발생한 요네병 사례를 확

인하여 보고한다. 

전라남도 보성에 위치한 흑염소 1,500마리를 사육하는 농

가에서 2012년 1월부터 11월까지 20~30마리 정도의 염소가

주기적으로 마르고 위축되었으며 식욕부진 증상을 보이고 시

간이 흐르면 폐사에 이르는 증상이 관찰되었다. 축사는 평지

에 펜스를 친 가두리형태로 성장단계별로 나누어 사육하고

있었으며 2012년 11월, 성축을 기르는 축사에서 식욕이 부

진하고 점점 마르는 흑염소가 2마리(2년생 암컷, 3년생 암컷)

발생하여 살아있는 상태로 농림축산검역본부 질병진단과에

질병진단이 의뢰되었다.

의뢰된 2두 모두 극심한 수척상태를 보였으며 항문주변에

는 설사한 흔적이 남아있었다. 부검결과 A 개체(2년생)의 경

우 소장과 대장의 내강에 녹색의 수양성 내용물이 들어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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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간막 림프절이 정상에 비해 2~3배 종대 되어 있었다. B

개체(3년생)의 경우 간은 전반적으로 황색을 띄었으며 소장

및 대장에는 녹색의 수양성 내용물이 중등도로 존재하고, 소

장 점막조직은 비후되어 주름져 있었으며 내강은 좁아져 있

었다. 장간막 림프절은 상당히 많이 커져 정상에 비해 5배정

도로 종대되어 있었다.

병리조직검사와 항산성 검사를 위해 소장, 대장, 장간막 림

프절 등의 조직을 채취하고 10% 중성포르말린에 고정한 후

일반적인 조직처리과정을 통해 2.5 µm 두께로 절편하고

H&E 염색을 실시하였다. 또한 AFBIII staining kit(Ventana

Medical Systems, USA)를 이용하여 자동화된 특수염색 기

계(Ventana Special Stains; Ventana Medical Systems)를

통해 2.5 µm 두께로 절편한 조직에 대한 항산성 염색을 제

조사의 프로토콜에 따라 실시하였다.

병리조직학적으로 A와 B 개체의 회장에서 주로 융모 상

단부에 위치한 점막 고유층에 세포질이 풍부한 다수의 대식

세포가 침윤되어 있는 다발성의 육아종성 결절이 관찰되었

으며 그 주위에 다수의 호산구를 포함한 염증세포의 침윤도

동시에 관찰되었다(Fig. 1). 또한 점막하직에도 대식세포, 림

프구 등으로 이루어진 염증세포들이 다수 침윤되어 있었다.

이와 같은 육아종성 병변은 회장부위에서 가장 특징적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십이지장과 공장부위에서는 병변이 거의

나타나지 않거나 미약하게 나타났다. 대장의 점막 고유층과

점막하직에는 림프구 및 대식세포의 침윤이, 장막에도 맥관

주변으로 림프구와 형질세포가 침윤되어 있는 것이 관찰되

었다. 장간막 림프절의 림프소절 내에는 다수의 대식세포가

림프구를 대체하고 있었으며 림프소절 주위에는 다수의 호

중구와 대식세포 그리고 랑게르한스 거대세포도 침윤된 육

아종성 염증소견이 관찰되었다(Fig. 3). 

항산성염색 결과 A, B 개체의 소장(Fig. 2), 대장 점막

고유층의 대식세포, 그리고 장간막 림프절의 림프소절 주변

에 존재하는 대식세포(Fig. 3) 내에서 붉은 색으로 염색되는

간균이 다수 관찰되었다. 기타 실질장기에서는 항산성 균은

관찰되지 않았다.

병리조직학적 소견과 특수염색 결과를 바탕으로 MAP

DNA를 확인하기 위해 Moss 등이 보고한 MAP에 특이적인

IS 900 primer를 사용하여 PCR을 실시하였다 [14]. A와 B

개체의 회장 유제액에서 DNA를 추출한 뒤 IS 900 primer

를 가지고 PCR을 실시한 결과, A, B 개체에서 모두 양성

band와 동일하게 400 bp에서 증폭산물을 확인할 수 있었다

(Fig. 4). 두 마리 흑염소의 설사변을 혈액배지(Asan Phar-

maceutical, Korea), MacConkey agar(Difco, USA)에 접종

한 후 37oC의 호기 또는 혐기 환경에서 24~48시간 동안 배

양하였으나 병원성 세균은 분리되지 않았다. 또한 흑염소의

설사를 유발할 수 있는 바이러스성 질병인 소바이러스성설

사병 바이러스, 로타 바이러스,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PCR

Fig. 1. Granulomatous inflammation located in the lamina
propia of thicken apex of the villi in the ileum. Insert:
Macrophages with homogenous abundant and pale cytoplasm
in the lamina propria of thicken apex of the villi. H&E stain,
×100; ×400 (insert). Scale bars = 100 µm, 20 µm (insert). 

Fig. 2. Numerous acid fast bacilli located in the cytoplasm of
macrophages especially in the apex of the villi in the ileum.
Acid fast stain, ×400. Scale bar = 20 µm.

Fig. 3. Noncaseating granulomas have replaced the normal
lymphoid tissue. Langhan's giant cell was noted. Insert: Acid
fast stained bacilli in the cytoplasm of macrophages. H&E
stain, ×200; Acid fast stain, ×400 (insert). Scale bars = 50 µm,
20 µm (inse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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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에서도 음성 결과를 얻었으며 부유법을 이용한 기생충

검사에서도 기생충의 충란은 관찰되지 않았다. 

요네병은 전 세계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질병이며 국가에

따라 요네병 방역대책을 만들어 요네병을 근절하고자 애쓰

고 있는 상황이다. 국내에서도 국가 개량 사업의 일환으로

한우 및 젖소 씨 소를 대상으로 요네병에 대한 혈청검사를

진행하여 항체 양성 축에 대해서는 도태를 실시하고 있다

[10]. 흑염소의 경우 요네병에 대한 임상 증례 보고는 없었

고 다만 Lee 등 [11]이 전국에서 채혈한 582마리의 혈청을

조사하여 지역별로 4.6~15.3%의 항체 양성율을 보고한 바

있다. 이 연구결과는 국내에서 사육되는 흑염소에 요네병이

상재하고 있으며 경기도 등 중부지방보다는 경상도, 전라도

등 남부지방에 많이 발생하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 

요네병에 감염된 소는 회장과 대장에서의 대식세포 증식

과 같은 병변뿐만 아니라 동맥과 심근 내의 광물질 침착, 간

과 폐에서의 육아종이 관찰될 수 있다 [8]. MAP균은 파이

어판의 상피세포인 미세주름 세포를 통하여 점막 내로 침입

하게 되고 파이어판의 대식세포에 의해 탐식되며 점막 고유

층에 병소를 형성하게 된다 [6, 8]. 그 결과 장 융모는 위축

되며 대식세포가 부분성 혹은 미만성으로 융모, 점막 고유층

에 존재하게 되며 거대세포가 관찰되기도 한다 [6, 7, 8]. 본

증례에서도 육아종성 병변은 회장부위에서 특징적으로 나타

났으며 기타 십이지장, 공장에서는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회

장의 아랫부분과 대장의 윗부분에서 요네병의 병변이 가장

잘 나타난다는 기존의 보고 [4]와 일치하였고 장간막 림프절

에서는 랑게르한스 거대세포도 관찰되었다.

양과 염소의 경우 요네병 감염 시, 소와는 임상증상의 차

이를 보이는데 약간의 연변 또는 정상 정도의 분변과 만성

적인 쇠약 증상을 보이지만 소에서 요네병에 감염 되었을 때

와 같은 심한 수양성 설사는 드물다. 설사증상이 드문 이유

는 이들 종이 대장에서의 전해질과 수분 흡수 능력이 뛰어

나기 때문이라고 추측하고 있다 [4, 7]. 또한 양과 염소에서

는 림프절, 점막층, 점막하층, 그리고 장막층에서 육아종성

병변뿐만 아니라 결핵과 같은 광물질 침착을 동반한 건락성

괴사 소견을 보이는 개체도 많이 관찰된다. 하지만 본 증례

에서는 의뢰된 2마리 염소의 대장 내에 수양성의 내용물이

관찰되었으며, 육아종성 병변은 관찰되었으나 건락성 괴사

소견은 관찰되지 않았다. 요네병에 감염된 개체의 면역능 및

병변 발현 경과에 따라 임상증상과 병리학적 소견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요네병의 진단 시, 특히 작은

반추수에서는 증상이 미약하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요네

병을 육안으로 진단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 [13]. 따라서

본 증례뿐만 아니라 설사가 일어나지 않거나 소장과 장간막

림프절 등의 병변부에서 건락성 괴사 소견을 보인다는 기존

의 보고들도 참고하여 진단하는 일이 꼭 필요하다. 

요네병은 특히 만성적인 특징을 가지며 효과적인 치료법

이나 백신이 존재하지 않기에 근절하기가 어렵다. 더욱이 국

내 흑염소의 사양 환경은 열악한 상황이며 질병에 대한 연

구도 시작되는 단계이다. 따라서 향후에도 요네병은 국내 사

육 흑염소에서 지속적인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이며 전국 단

위의 정기적인 유병률 조사 등을 통해 질병에 대한 관심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 앞으로 국내에서 발생하는 흑염소군

에서의 요네병에 대한 역학적 특징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진단과 방역 기술을 표준화하는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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