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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In this study, we describe a case of epitheliogenesis imperfecta (EI) observed in the fetus of Korean native
cattle. The fetus had multifocal areas of skin defect, especially on the distal portions of the four limbs, and the affected
areas were bright-red and glistening. Histopathologically, these areas were characterized by complete absence of
squamous epithelium, infiltration of inflammatory cells into the dermis, atrophy of hair follicles, sebaceous and sweat
glands. To the best of our knowledge, this is the first report of epitheliogenesis imperfecta in Korean native cattle.

Keywords : epitheliogenesis imperfecta, Korean native cattle, skin 

불완전상피발생(Epitheliogenesis imperfecta)은 선천적인 기

형으로 상피나 점막조직이 정상적으로 형성되지 않아 결손

되는 것을 말한다. 결손되는 부위는 주로 사지 끝 부분의 피

부나 구강과 입술, 코끝 등의 점막 상피이며 국소적으로 발

생하는 경우부터 넓은 부위의 피부가 결손되는 경우까지 그

범위는 다양하다 [4, 5]. 피부가 결손된 부위는 피하의 조직

을 보호하지 못해 진피층이나 피하층이 습윤하거나 붉게 관

찰되는데 그 부위가 일부분일 때는 임상적으로 문제가 없으

나 그 범위가 넓을 경우 감염, 패혈증, 탈수, 전해질 불균형

등으로 폐사하거나 심한 경우 사산한다 [2, 4, 5].

불완전상피발생은 세계적으로 돼지 [1], 양 [11], 개 [6]

등 다양한 종에서 보고된 바 있으며 그중 소는 여러 동물

중에서 가장 빈번하게 보고되었다 [2, 3]. 하지만 국내 동물

에서는 아직 발생 증례 보고가 없다. 따라서 본 보는 도축

과정에서 발견된 한우 임신 말기 태아의 불완전상피발생을

확인하고 이를 보고하는 바이다. 

2013년 경기도에 소재하고 있는 도축장에서 충남 청양 소

재 농장의 6년령 암컷 한우의 도축 검사 중에 crown-rump

length가 84 cm로 임신 8~9개월 가량으로 추정되는 태아가

발견되었다 [8]. 태아는 앞다리와 뒷다리 끝 부분의 피부가

존재하지 않고 발적이 있어(Fig. 1) 태아와 모우의 자궁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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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Fetus about 8-9 months of pregnancy with
epitheliogenesis imperfecta in all four distal lim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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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반이 농림축산검역본부 질병진단과로 검사가 의뢰되었다.

태아의 실질 장기와 비정상적인 다리 피부, 모우의 자궁

및 태반 등을 10% 중성 포르말린에 고정한 다음 일반적인

조직처리 과정을 거쳐 파라핀에 포매하였다. 포매한 조직은

2.5 µm로 절편한 다음 hematoxylin-eosin(H&E) 염색을 하고

광학현미경으로 관찰하였다. 원인체 검사를 위하여 피부결손

부가 있는 경계부에서 무균적으로 시료를 채취하여 blood

agar(AM601-01; Asan Medical, Korea) 및 BBL MacConkey

agar(211387; Becton, Dickinson and Company, USA)에

접종한 후 37oC에서 18~24시간 동안 배양하였다.

육안검사 결과 네 다리 모두 발끝에서부터 위쪽으로

13~15 cm까지 발굽 관절(coffin joint), 갓 관절(pastern joint),

맺음목 관절(fetlock joint)을 포함한 부위에 부분적으로 피부

와 털이 결손된 부위가 관찰되었으며(Fig. 2) 뒷다리는 뒷발

목 관절(tarsal joint)까지 결손된 부위가 관찰되었다. 피부 병

변은 크게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났는데 첫째, 피부와 털이 모

두 결손되어 있는 부위는 반짝거리는 촉촉한 표면에 발적이

있었고 둘째, 피부는 존재하지만 털은 존재하지 않는 부위에

선 정상피부와 같은 색조와 감촉이었다. 맺음목 관절 부위의

피부는 피부와 털이 완전히 결손되었고 갓 관절을 포함한 기

타 관절의 피부에서는 털이 존재하지 않는 부분도 관찰되었

으나 관절 자체는 모두 정상적인 형태를 보이고 있었다. 병

변부와 정상적인 피부의 경계는 손가락으로 만져도 피부가

떨어지거나 벗겨지지 않았으며 물집도 관찰되지 않았다. 구

강이나 콧구멍을 포함한 다른 점막 부위에서는 피부 결손부

가 관찰되지 않았으며 태아의 실질 장기 또한 특이한 육안

소견은 관찰되지 않았다.

병리조직학적 검사에서 가장 특징적인 소견은 육안으로 피

부와 털이 모두 존재하지 않는 부위에서 편평상피의 소실이

다(Fig. 3). 편평상피가 소실된 부분의 일부 표면에는 부패균

으로 보이는 세균 집락이 관찰되었으며 진피층에는 다수의

혈관 신생과 함께 림프구가 주로 침윤되어 있었고 다양한 정

도의 호산구와 일부 호중구의 침윤도 함께 관찰되었다. 털주

머니, 피지선, 그리고 땀샘은 정상보다 숫자가 현저히 줄어

있거나 결손되어 있었다(Fig. 4). 하지만 일부 부위에서는 편

평상피 세포가 결손되더라도 털주머니와 피지선, 땀샘이 정

상적으로 관찰되기도 하여 모든 병변 부위에서 털주머니와

샘들이 비정상적이지는 않았다. 육안으로 피부는 정상적이고

털만 존재하지 않았던 부분은 상피층은 정상적으로 관찰되

었으나 털주머니와 샘들의 숫자가 현저히 줄어들었으며 상

피가 존재하지 않는 부위와 마찬가지로 진피층에 혈관 신생

과 더불어 대식세포와 림프구, 호산구가 주로 침윤되어 있었

다(Fig. 5). 일부 털주머니 근처에는 다수의 호산구가 침윤된

것도 함께 확인하였다(Fig. 5). 마지막으로 병변부와 인접한

상피와 털이 모두 정상적으로 관찰되었던 부위는 상피세포

가 탈락하지 않았으나 일부 상피층은 과 각화되거나 증식된

Fig. 2. Well-demarcated area of epithelial absence on the
forelimbs of the fetus.

Fig. 3. The absence of squamous epithelium on the junction
between normal and affected area. H&E stain. Scale bar = 100 µm.

Fig. 4. Note the defect of squamous epithelium, angiogenesis,
loss of hair follicle, sebaceous, and sweat gland. H&E stain.
Scale bar = 100 µ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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곳이 관찰되었다(Fig. 6). 병변부에서 관찰되는 것과 마찬가

지로 진피층에는 상피의 바로 밑 부분부터 시작하여 전반적

으로 주변 조직과 같이 진피층에 광범위하게 대식세포와 단

핵구, 그리고 호산구가 주로 침윤되었다. 상피와 진피층 사

이의 수포나 틈은 관찰되지 않았다. 모우의 자궁이나 태아의

기타 실질 장기에서는 병리조직학적으로 이상 소견이 관찰

되지 않았으며 병변부에서 채취한 시료에 대한 세균배양 검

사에서도 병원성이 있는 세균은 분리되지 않았다. 

불완전상피발생은 흔하지 않은 질병으로 동물에서의 불완

전상피발생이 사람에서는 선천성 피부형성 부전증(aplasia

cutis congenita)이라 불리며 국내에서도 여러 차례에 걸쳐

보고된 바 있다 [7, 10]. 사람에서는 80% 정도에서 피부결

손이 머리 부분에 발생하며 사지와 체간 순으로 발생하는데

사지에 발생하는 경우 주로 대칭적으로 분포하고 피부결손

이 크다 [7, 10].

해외에서 보고되었던 불완전상피발생의 사례들을 살펴보면

피부 결손부는 사지 끝 부분이나 주둥이, 콧구멍, 혀, 경구개,

뺨 등 다양한 부분에서 보고된 바 있으나 [4, 5, 6] 본 증례

에서는 태아 사지의 끝 부분에서 피부결손이 제한적으로 나

타난 점이 특징이었다. 또한 태아는 도축이 되기까지 살아있

었지만 다른 증례들의 경우 불완전상피발생이 발생한 개체들

은 태어난 지 하루나 이틀 만에 패혈증, 탈수 등으로 폐사하

는 경우가 많았다 [2]. 따라서 본 증례의 태아도 태어났다면

피부가 결손된 부위를 통한 세균 감염 등 외부 자극을 충분

히 방어하지 못했을 것으로 판단되며 살아남더라도 항생제와

수액 처치 등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불완전상피발생의 진단 시 감별해야 할 질병으로는 물집

표피박리증(epidermolysis bullosa)이 있다. 이 질병은 사소한

마찰에도 피부나 점막이 쉽게 분리가 되어 병변부에 궤양이

일어나는데 피부를 구성하는 단백질을 만드는 유전자의 기

형으로 인해 정상적인 피부 단백질의 생성이 저하됨에 따라

수포가 많이 발생하게 된다 [13]. 불완전상피발생과 마찬가

지로 유전학적 문제에 의해 발생하는 질병인데 표피층 아래

에 수포의 형성 유무로 이 두 질병을 감별할 수 있다. 이번

증례에서도 병변부에서 수포는 관찰되지 않았으며 병변부 근

처의 피부를 만졌을 때에도 피부가 벗겨지지 않았다.

불완전상피발생의 원인은 아직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으므

로 그 원인을 추측하기 위해 여러 가설이 주장된 바 있다.

그중 대부분이 상염색체의 열성 유전자로 인해 발생하는 것

으로 판단된다고 보고하였으나 [3, 4, 5, 9] Benoit-

biancamano 등 [1]에 따르면 돼지의 경우에는 불완전상피발

생이 일어난 70마리 중 93%인 65마리가 수컷이었던 점을

들어 불완전상피발생은 성염색체 관련 질병이라고 주장하였

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p63유전자가 결여된 동형 접합성 마

우스(homozygous mice)에서 주로 사지 끝부분과 얼굴 앞쪽

부분의 표피가 자라지 않는 점이 불완전상피발생과 연관이

있다고 보고하는 등 [11, 12] 다양한 원인이 제시되고 있다.

하지만 질병의 원인을 파악하기엔 아직 연구를 진행한 개체

수도 부족하고 많은 연구가 수행되지 않아 동물은 물론 사

람에서도 이 질환의 원인은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 본 증

례는 한우에서 발생한 임신 말기 태아의 불완전상피발생이

국내에서는 희귀한 사례라고 판단하여 문헌 고찰과 함께 이

를 보고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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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Infiltration of inflammatory cells in the dermis around
the hair follicle and vessels. (Insert) Note the numerous
eosinophils and lymphocytes. H&E stain. Scale bars = 100 µm.

Fig. 6. Hyperkeratosis and infiltration of inflammatory cells in
the dermis. H&E stain. Scale bar = 100 µ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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