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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o reduce swine production costs, a slaughter check system has been developed in countries with an advanced
swine industry. Evaluation of lung lesions in carcasses is a critical part of the slaughter check system. This study
was performed to collect background information for use in developing a slaughter check system in Korea. Lung tissues
and their gross images were collected from slaughterhouses in Gyeonggi-do, Korea. Scoring of the gross lung lesions
was performed on the lung images. Histopathologic examination was conducted to classify the pulmonary lesions as
bronchopneumonia or interstitial pneumonia. Scores of the gross lung lesions were significantly different between
bronchopneumonia and interstitial pneumonia groups (p < 0.001). A 90% confidence interval of gross lung lesion scores
was established for the bronchopneumonia group, and the lesion scoring had a sensitivity of 100% and specificity
of 77.3%. The gross lung lesion scoring test was subjected to a diagnostic distinction evaluation by examining the
receiver operating characteristic curve and was appraised as having good discrimination for bronchopneumonia.
Establishment of a gross lung lesion scoring test for the diagnosis of bronchopneumonia could be valuable as a screening
test of macroscopic bronchopneumonia in swine slaughter check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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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돼지 호흡기 질병은 육성-비육돈에서 다발하고 돼지의 성

장을 저해하거나 폐사를 유발하여 심각한 경제적 피해를 초

래한다 [2, 20]. 세균 및 바이러스 등 감염성 원인체가 돼지

호흡기 질병의 주요 원인이지만 [3], 이외에도 급수 및 사료

공급 방식, 돈사의 위생상태 및 환기 시스템, 돈군의 밀집도,

그리고 온도 및 습도 등의 환경적 요인에 의하여 영향을 받

는다 [7, 12, 26, 27]. 돼지의 호흡기 질병은 크게 비염과

폐렴으로 나눌 수 있으며, 비염은 병원체가 상부 호흡기도에

감염될 경우 발생하고 [23], 폐렴은 하부 호흡기도 감염 시

발생한다 [2]. 

도축돈에서 호발하는 폐렴은 발병 기전에 따라 기관지성

폐렴과 간질성 폐렴으로 분류될 수 있다 [8]. 일반적으로 기

관지성 폐렴은 마이코플라즈마(Mycoplasma hyopneumoniae),

돼지 흉막폐렴균(Actinobacillus pleuropneumoniae) 등의 세

균 감염에 의하여 흔히 발생한다 [18, 22]. 간질성 폐렴은

주로 바이러스 감염에 의해 발생하며, 대표적인 원인체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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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 써코바이러스 2형(Porcine circovirus type 2)과 돼지

생식기호흡기증후군바이러스(Porcine reproductive respiratory

syndrome virus)가 있다 [8, 9, 29]. 만약 도체검사 시 육안

검사를 통하여 폐렴의 분류와 원인체에 대한 추정이 가능하

다면, 개별 농장에 대한 사양관리를 개선하는 데 광범위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발전된 축산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스웨덴, 호주, 덴마크 등

의 양돈선진국의 경우, 도축장 출하돈을 대상으로 하는 도체

검사 결과를 해당 농장의 호흡기 질병 관리에 활용하고 있

다 [1]. 하지만 국내의 경우, 도체검사 결과를 사양관리 개선

에 적용하는 노력은 미비한 편이다 [14]. 현재 국내 양돈산

업은 개별 농장 규모가 대형화되고 있으며 밀집 사육이 증

가함에 따라 돼지 호흡기 질병의 발생 가능성이 점차 증가

하고 있다 [15]. 그러므로 국내 양돈산업에서 도체검사를 통

한 호흡기 질병의 진단 기준을 확립하고, 그 결과를 농장의

질병관리에 활용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절실하다.

Madec과 Kobisch [17]는 육안으로 관찰되는 폐 병변의

정도를 평가하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이는 폐 병변을 육안으

로 평가하는 다수의 문헌에서 적용된 보편적인 방법으로서

[24, 25, 31], 각 폐엽 별로 가중치를 계산하는 방식 등의

기타 평가법보다 평가 소요시간이 짧아 도축과정 중 도체검

사에의 적용이 보다 용이하다. 이 방법은 각 폐엽 별 경화소

(consolidation)의 면적비율을 기준으로 최소 0점에서 최대 4

점까지 지수화하고, 7개의 폐엽에 대한 지수를 합하여 실물

폐 병변 지수(gross lung lesion score)를 도출하는 것이다.

실물 폐 병변 지수는 최소 0점에서 최대 28점의 범위를 갖

는다 [17]. 실물 폐 병변 지수를 이용한 기존 연구는 주로

호흡기 질병과 관련된 돈사 사양관리의 영향 분석과 돈군의

임상 상태와의 상관성에 대하여 이루어져 왔으며 [6, 24,

31, 32], 실물 폐 병변 지수와 조직병리학적 진단 결과의 상

관성에 관한 연구는 드문 편이다. 

본 연구는 국내 도축돈에서 확보한 폐를 대상으로 실물 폐

병변 지수를 조사하고 각각의 폐에 대해서 조직병리학적 검

사 결과를 바탕으로 실물 폐 병변 지수와 조직병리학적 진

단과의 상관성, 진단적 민감도 및 특이도, 그리고 감별력을

평가하였다. 본 연구를 통하여 확보된 실물 폐 병변 지수 평

가를 이용한 도체검사기법은 slaughter check로 적용이 용이

하므로, 이를 농장 사양관리 개선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재료 및 방법

시료선정

2015년 11월부터 2016년 4월까지 경기도 북부 지방의 도

축장에서 진행된 육안도체검사 결과, 병변폐로 분류된 66개

폐의 병변부 조직 절편, 그리고 병변폐 별로 앞면 및 뒷면으

로 2장씩, 디지털사진 총 132장을 확보하여 조직병리학적으

로 진단하고 실물 폐 병변 지수를 평가하였다.

조직병리학적 검사

확보된 66개 돼지 폐의 병변 분포 패턴을 종합하여 육안

병리학적 분류 기준에 따라 간질성 폐렴과 기관지성 폐렴으

로 구분하였고 [30], 조직병리학적 확진을 위해 육안 병소

부위로부터 조직을 채취하였다. 육안 양상이 다른 병변이 혼

재된 경우, 각각의 병변에 대한 조직을 채취하였다. 채취된

조직들을 10% 포르말린에 최소 3일 이상 고정하였으며 이

후 통상적인 조직병리학적 과정에 따라 파라핀 포매를 거쳐

3~4 µm의 조직 절편으로 제작하였고, hematoxylin and

eosin 염색 후 광학현미경으로 관찰하였다. 조직병리학적 소

견을 바탕으로 기관지성 폐렴(bronchopneumonia)과 간질성

폐렴(interstitial pneumonia)으로 구분하였다. 추가로, 간질성

폐렴은 폐포 상피세포의 증식 정도에 따라 미약하게 증식된

경우 경도(mild), 대부분의 폐포 벽이 증식된 경우 중등도

(moderate), 증식의 정도가 현저하게 높은 경우 중등도 이상

(severe)으로 분류하였다. 

실물 폐 병변 지수 평가

도축장에서 수집된 병변폐의 사진에 대한 육안평가를 통

해 폐렴 병변을 확인하였다. Madec과 Kobisch [17]가 제시

한 lung scoring method에 따라 개별 병변폐 사진으로부터

각각의 엽에 대해 평가를 진행하였다. 병변이 없는 경우 0점,

엽의 25% 이하의 영역에서 병변이 확인되는 경우 1점, 엽의

25~49%의 영역에서 병변이 확인되는 경우 2점, 엽의

50~74% 영역에서 병변이 확인되는 경우 3점, 엽의 75% 이

상의 영역에서 병변이 확인되는 경우 4점으로 평가하였다.

제시된 폐엽 별 병변 평가법에 따라서 총 7개의 엽으로 구

성된 하나의 폐는 0점부터 28점까지의 점수로 평가되었다.

분석방법 또는 통계학적 분석법

조직병리학적 검사를 통해 분류된 간질성 및 기관지성 폐

렴군의 실물 폐 병변 지수에 대한 통계적 처리는 SPSS

(ver. 24; IBM, USA)의 Student’s t-test로 실시하였다. 폐포

상피세포의 증식 정도에 따라 경도, 중등도, 중등도 이상으

로 세분화한 간질성 폐렴군 간의 비교는 SPSS Statistics의

one-way ANOVA로 군간의 유의성을 분석하였다. 기관지성

폐렴과 간질성 폐렴 간의 실물 폐 병변 지수에 대한 수용자

반응 특성 곡선(receiver operating characteristic curve,

ROC curve)과 곡선 아래 면적(area of under curve, AUC)

은 Python 기반의 통계 분석용 오픈소스 라이브러리 scikit-

learn(ver. 0.18.1) [21]을 통해 분석되었다.

결 과

도축돈에서 확보한 병변 폐에 대한 육안검사

확보된 66개의 병변 폐에 대해 육안검사를 통해 일차적으

로 간질성 폐렴과 기관지성 폐렴으로 구분한 뒤, 주요 병변

들에 대한 조직병리학적 확진이 진행되었다. 일반적으로 간

질성 폐렴의 경우 폐의 전 영역에 걸쳐서 병변이 발생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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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대부분의 폐엽이 일관되게 영향을 받았고, 고무와 같

은 질감을 보였으며 일부 붉은 색상을 띄는 병변이 관찰되

었다(Fig. 1B). 기관지성 폐렴의 경우 대부분 폐의 앞배쪽

(cranioventral)에서 병변이 관찰되었고 어두운 적갈색의 경화

된 병변이 확인되며 인근 정상조직과의 경계가 소엽사이막에

의해 명확하게 구분되었고, 절제 시 흰색의 농성 삼출물이 관

찰되었다(Fig. 1A).

도축돈에서 발생한 폐렴의 조직병리학적 분류

총 66개의 돼지 폐 조직에 대한 조직병리학적 검사 결과,

간질성 폐렴이 전체 폐렴 병변의 69.7%를 차지하였다(Table

1). 간질성 폐렴은 폐포 상피세포가 정상의 폐포 상피세포보

다 증식되어 단일층이 아닌 여러 층으로 증식되어 있거나,

호중구 및 폐 조직구의 침윤으로 인하여 폐포벽이 비후되어

관찰되었다. 기관지성 폐렴은 전체 폐렴 병변의 30.3%를 차

지하였으며 폐포 및 세기관지강 내에 호중구와 대식구가 관

찰되었다(Fig. 2).

총 46개로 가장 많이 진단된 간질성 폐렴의 경우, 폐포벽

의 비후 등 조직병리학적 진단 기준에 따라서 경도, 중등도,

중등도 이상으로 세분화하였다. 경도의 간질성 폐렴은 총 14

개로 확인되었으며, 간질성 폐렴의 세부분류 중 30.4%로 가

장 낮은 비율로 확인되었다. 다음으로는 중등도의 간질성 폐

렴이 15개로, 32.6%의 비율을 보였으며, 중등도 이상의 간질

성 폐렴이 총 17개로, 전체 간질성 폐렴 중 가장 높은 비율

인 37.0%을 차지하였다(Table 2).

조직병리학적 분류에 따른 실물 폐 병변 지수 조사 

조직병리학적 검사에 따른 분류군 내에서의 실물 폐 병변

지수에 대한 Student’s t-test 결과, 기관지성 폐렴군과 간질

성 폐렴군에서 유의성 있는 차이가 확인되었다(p < 0.001). 확

보된 실물 폐 병변 지수에 대해 이상치(outlier)를 줄이기 위

해 각 분류의 최대값, 최소값에 해당하는 표본을 제외시켜

18개의 기관지성 폐렴, 44개의 간질성 폐렴에 대해 평균값,

중앙값, 표준편차를 분석하였다. 기관지성 폐렴의 경우 실물

Fig. 1. Representative gross images of swine pneumonia. (A)
Bronchopneumonia. (B) Interstitial pneumonia.

Table 1. Incidence and gross lung lesion score of pneumonia diagnosed by histopathology in slaughtered pigs

Incidence Mean Median SD

Interstitial pneumonia 46 (69.7%) 13.43 13 5.25

Bronchopneumonia 20 (30.3%) 21.15 21 3.31

Fig. 2. Microscopic images of lung sections stained with
hematoxylin and eosin. (A and B) Normal lung. (C and D)
Bronchopneumonia. (E and F) Mild interstitial pneumonia. (G
and H) Moderate interstitial pneumonia. (I and J) Severe
interstitial pneumonia. Scale bars = 50 µm (B, D, F, H, and J)
or 100 µm (A, C, E, G, and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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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 병변 지수의 평균값은 21.15로, 간질성 폐렴의 실물 폐

병변 지수 평균값인 13.43보다 1.57배 높았다. 기관지성 폐

렴은 간질성 폐렴에 비해 표준편차가 낮아, 기관지성 폐렴의

실물 폐 병변 지수 분포가 간질성 폐렴의 실물 폐 병변 지

수 분포보다 조밀함이 확인되었다(Fig. 3; Tables 1 and 3).

실물 폐 병변 지수를 이용한 조직병리학적 분류 예측의

진단적 유용성 평가

계산된 기관지성 및 간질성 폐렴군 내 실물 폐 병변 지수

의 평균값 및 표준편차를 이용하여 95%와 90%의 신뢰구간

을 설정한 뒤, 모집단에 대해 진양성, 진음성, 위양성, 위음

성도와 민감도, 특이도를 분석하였다. 기관지성 폐렴군 내 실

물 폐 병변 지수의 95% 신뢰구간에 해당하는 범위는 모집

단에 대한 기관지성 폐렴 예측에 있어 민감도가 100%로 우

수하였으며 특이도는 70.5%로 양호하였다. 기관지성 폐렴군

의 90%에 해당하는 실물 폐 병변 지수는 진단적 민감도가

100%였으며 특이도는 95%의 신뢰구간보다 높은 77.3%로

확인되었다(Table 4). 간질성 폐렴군 내 실물 폐 병변 지수

의 경우, 실물 폐 병변 지수의 95% 신뢰구간을 적용 시 모

집단에 대한 간질성 폐렴 예측에 있어 민감도가 97.7%로 높

았으나, 특이도가 27.8%로 매우 낮게 확인되었다. 간질성 폐

렴군에 대한 실물 폐 병변 지수의 90% 신뢰구간에 해당하

는 실물 폐 병변 지수 범위는 95% 신뢰구간보다 민감도가

93.2%로 감소하고 특이도가 38.9%로 증가하였다. 간질성 폐

렴군 내 실물 폐 병변 지수의 95% 신뢰구간의 경우에 비해

90% 신뢰구간에서는 민감도가 소폭 감소하고 특이도는 민감

도의 감소 폭보다 증가하였으나 여전히 낮게 확인되었다. 기

관지성 폐렴에 대한 최적표준(gold standard)으로서 조직병리

검사를 적용하여 66개의 폐렴에 대해 실물 폐 병변 지수의

ROC curve를 그려 진단적 가치를 조사하였다. ROC curve

에 대한 평가는 AUC 계산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실물 폐

병변 지수를 이용한 기관지성 폐렴에 대한 ROC curve의

AUC는 0.8958로 계산되어 진단적으로 유용한 가치를 지니

는 것으로 확인되었다(Fig. 4).

간질성 폐렴은 추가 현미경 검사를 통해 폐포벽의 비후 정

도에 따라서 경도, 중등도, 중등도 이상으로 세부적으로 분

류되었다. 이상치(outlier)를 고려하여 각 세부분류 집단 내에

서 최대값 및 최소값을 지니는 표본을 제외한 뒤, 평균값,

중앙값, 그리고 표준편차를 조사하여 각 세부분류군 내 실물

폐 병변 지수를 분석하였다. 경도와 중등도 이상으로 분류된

간질성 폐렴의 세부분류군에서 동일한 중앙값이 확인되었다.

세부분류군 중 평균값이 가장 크게 차이 나는 경우는 2.5점

이었으며 표준편차의 차이가 가장 큰 경우는 0.33으로 확인

Table 2. Incidence and gross lung lesion score of interstitial pneumonia with different severity

Incidence (proportion) Mean Median SD

Mild interstitial pneumonia 14 (30.4%) 11.9 13 4.41

Moderate interstitial pneumonia 15 (32.6%) 13.5 16 4.52

Severe interstitial pneumonia 17 (37.0) 14.4 13 4.74

Fig. 3. Distribution of gross lung lesion score and 90%
confidence intervals of bronchopneumonia and interstitial
pneumonia groups.

Table 3. Interval frequency distribution of gross lung lesion
scores in bronchopneumonia and interstitial pneumonia
groups

Score
Interstitial 
pneumonia

Bronchopneumonia Total

50–7 8 0 8

58–14 21 1 22

15–21 12 10 22

22–28 5 9 14

Table 4. Ranges of gross lung lesion scores with 95% or 90% of confidence rate, and their sensitivities and specificities

Confidence rate Lower limit Upper limit TP TN FP FN Sensitivity Specificity

Interstitial pneumonia 95% 3.15 23.71 43 5 13 1 0.977 0.278

90% 4.80 22.06 41 7 11 3 0.932 0.389

Bronchopneumonia 95% 16.54 26.24 18 31 13 0 1.000 0.705

90% 17.32 25.46 18 34 10 0 1.000 0.773

TP, true positive; TN, true negative; FP, false positive; FN, false nega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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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다. 간질성 폐렴군에 대한 세 가지 세부분류군의 평균값,

중앙값, 표준편차의 차이는 기관지성 폐렴군과 간질성 폐렴

군 간 통계적 수치 차이보다 현저히 작은 정도 차이로 확인

되었다. 간질성 폐렴군에 대한 세 가지 세부분류군의 실물

폐 병변 지수에 대한 one-way ANOVA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확인되지 않았다(p = 0.407). 간질성 폐렴의 각

세부분류에 따른 실물 폐 병변 지수에 대한 95%, 90%의

신뢰도로 신뢰구간을 설정한 결과, 민감도 및 특이도는 간질

성 폐렴의 세부분류 및 구간의 신뢰도에 무관하게 매우 낮아

진단적 가치가 거의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data not shown).

고 찰

도축장에서의 도체검사를 통한 돈군 질병 모니터링은 위

생적인 식품생산 및 농가의 효율적인 질병관리를 위하여 필

수적인 과정으로, 여러 양돈선진국에서 널리 이용되고 있다

[19]. 도체검사를 통한 돈군 질병 모니터링을 통해 도출되는

결과는 돈군의 특정 질병의 유병률을 조사하고, 이에 대한

추적시스템을 이용하여 농가에 대한 사양관리 지도 및 정책

수립 등에 활용되고 있다 [4]. 스웨덴, 덴마크 및 호주 등의

여러 양돈선진국에서는 각 농장에서 출하되는 도축돈에서 문

제 되는 질병에 대해 감시하는 기법인 slaughter check 체계

가 잘 확립되어 있다 [14]. 

일반적으로 질병 감염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혈청학적 검

사 및 중합효소연쇄반응(polymerase chain reaction) 등을 통

한 유전자검사가 요구된다 [28]. 그러나 국내 양돈산업의 경

우, 혈청학적 검사 및 유전자검사는 시료 채취 및 채취 이후

의 운반, 검사 처리 과정에 소요되는 비용 등의 문제가 있어

slaughter check로 광범위하게 적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그

에 비해 도축과정 중에 확인되는 병변폐에 대한 실물 폐 병

변 지수 평가를 통해 해당 농가 내 돈군의 질병의 정도를

파악하는 방식은 현재 국내 도축장에 적용이 용이하며, 혈청

학적 검사 및 유전자검사보다 비용이 적고 간단하다는 장점

이 있다.

본 연구에서 실물 폐 병변 지수의 평가는 확보된 병변폐

의 사진을 통해서 육안으로 이루어졌다. 촉진검사가 동반된

실물 폐 병변 지수 평가와 비교했을 때, 육안으로만 진행된

실물 폐 병변 지수 평가는 Pearson 상관분석 결과 적절한

상관성(r = 0.94)을 지니는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 [13]. 육안

으로만 실물 폐 병변 지수를 평가하는 방식은 현장에서 촬

영된 영상자료를 이용하여 비교적 간단하게 진행할 수 있으

므로 도축현장에 적용하기가 용이할 것으로 생각한다. 또한

선행연구에서 폐 병변에 대한 2차원적 평가와 3차원적 평가

결과의 합치도(agreement)가 높았음이 밝혀져 있는바 [5, 13],

사진을 토대로 실물 폐 병변을 2차원적으로 평가하는 방법

은 폐 병변에 대한 평가에 있어 유효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

한 본 연구에 적용된 병변폐 사진을 통하여 실물 폐 병변

지수를 조사하는 방식은 실물 폐 병변 지수와 조직병리학적

분류와의 상관성을 평가하는 데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

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Madec과 Kobisch [17]가 제시한 평가법이

적용되었으며, 이는 돼지 폐렴 병변을 기록하는 방법으로 널

리 사용되어온 평가방법이다 [24, 25, 31]. 이 방식은 폐엽

별로 가중치를 곱하여 계산하는 기타 방식보다 간편하게 평

가할 수 있기 때문에 추후 도축현장에 적용하는 데 보다 적

합할 것으로 고려된다. 실물 폐 병변 지수와 조직병리학적

검사결과에 대한 기존연구로서, 실물 폐 병변 지수와 돼지

유행성 폐렴의 상관성이 밝혀진 바 있으며 [11], 돼지 유행

성 폐렴에 대한 실물 폐 병변 지수의 민감도 및 특이도 또

한 양호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13]. 본 연구에서는 도축돈의

병변 폐조직을 조직병리학적으로 기관지성 폐렴과 간질성 폐

렴으로 분류하여 실물 폐 병변 지수에 대한 분석을 통해 통

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확인하였다(p < 0.001). 조직병리

학적 분류에 있어 실물 폐 병변 지수의 진단적 가치를 분석

한 결과, 간질성 폐렴의 예측에 대한 실물 폐 병변 지수의

진단적 가치는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반면, 기관지성 폐

렴군 내 실물 폐 병변 지수의 90% 신뢰구간은 모집단에 대

한 기관지성 폐렴의 예측에 있어 우수한 민감도와 함께 양

호한 특이도가 확인되어 스크리닝 테스트로서의 가치가 높

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간질성 폐렴군에 비해 기관지성

폐렴군 내 평균 실물 폐 병변 지수가 높으며, 표준편차가 낮

아 통계적으로 평균값 인근에 값들이 조밀하게 분포하기 때

문으로 추정된다.

본 연구에서 실물 폐 병변 지수의 진단적 감별력

(discrimination)에 대한 평가를 위해 ROC curve를 구하였다.

ROC curve는 절단값(cut-off value)에 따른 민감도와 특이도

의 변화양상을 이차원 평면상에 나타낸 것이다. ROC curve

의 AUC는 0.5부터 1의 값을 띄며, 값이 높을수록 진단지표

의 우수성이 높은 것으로 고려된다. 완벽히 정확한 검사는

Fig. 4. Receiver operating characteristic curve of the gross
lung lesion score in bronchopneumonia group. An area of
under the receiver operating characteristic curve is 0.8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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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C 값이 1이며, 0.9와 1 사이 값일 때에는 매우 정확하다

고 평가되고, 0.8과 0.9 사이 값은 우수한 감별력을 지닌 것

으로 평가되며 0.7과 0.8 사이 값은 중등도로 정확한 것으로

평가되며, 0.5과 0.7 사이의 값은 무작위 구분에 비해 크게

나은 바 없는 것으로 평가되고, 0.5의 AUC를 지니는 지표

는 진단적 가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10]. 실물 폐 병변

지수에 대해서 조직병리검사 결과를 최적표준(gold standard)

으로 적용하여 ROC curve를 구하여 기관지성 폐렴과 간질

성 폐렴에 대한 실물 폐 병변 지수의 감별력을 조사하였다.

ROC curve의 AUC를 계산한 결과 0.8958로 확인되는바,

기관지성 폐렴과 비기관지성 폐렴을 구분하는 데에 실물 폐

병변 지수는 우수한 감별력을 가진 것으로 판단된다.

간질성 폐렴군과 기관지성 폐렴군의 실물 폐 병변 지수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며, ROC curve에 대한 AUC 계산을 통

해 기관지성 폐렴과 비기관지성 폐렴의 구분에 있어 우수한

감별력을 지니는 지표로 평가되었다. 기관지성 폐렴에 대한

스크리닝 테스트로서의 유용성, 기관지성 폐렴의 주요 원인

체가 세균성 병원체인 점, 그리고 실물 폐 병변 지수가 높을

수록 세균성 병원체가 검출되는 상관성을 고려하면 [16], 실

물 폐 병변 지수 평가를 통해 기관지성 폐렴에 대한 스크리

닝 검사를 진행하여 세균성 폐렴의 추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

인다. 그에 비해 간질성 폐렴군 내 실물 폐 병변 지수에서

확인되는 신뢰구간의 경우, 모집단에 대한 진단적 민감도는

높았으나 특이도가 낮아서 진단적 가치는 낮은 것으로 판단

된다. 또한 현미경검사를 통해 분류된 간질성 폐렴의 세부분

류군에 따른 실물 폐 병변 지수의 차이를 분석하기 위한

one-way ANOVA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p = 0.4069). 따라서 현미경검사를 통한 간질성 폐렴

의 세부분류에 있어 실물 폐 병변 지수를 통한 진단적 접근

은 유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도축돈의 병변폐를 조직병리학적으로 분류한 뒤

실물 폐 병변 지수와 조직병리학적 진단결과 간의 상관성을

밝혔으며, 실물 폐 병변 지수의 신뢰구간을 모집단에 대입하

여 기관지성 폐렴을 예측하기 위한 실물 폐 병변 지수의 절

단구간(cut-off interval)을 확보하였다. 기관지성 폐렴에 대한

스크리닝 검사를 위한 절단구간으로써, 100%의 민감도를 보

이는 실물 폐 병변 지수의 신뢰구간 중 가장 높은 특이도를

보이는 90% 신뢰구간은 18점 이상 25점 이하의 실물 폐

병변 지수 범위로 확인되었다. 기관지성 폐렴의 진단만으로

는 병원체의 정확한 구분에는 제한이 있지만, 실물 폐 병변

지수는 기관지성 폐렴을 예측하는 데에 ROC curve를 통해

우수한 감별력을 지니는 평가지표로 밝혀졌으며, 실물 폐 병

변 지수가 높을수록 세균성 병원체가 검출되는 상관성이 기

존 연구에서 밝혀진 바 있다 [10, 16]. 다만 세균성 병원체

에 대한 실물 폐 병변 지수의 진단적 접근은 상관성의 확인

정도로 제한적으로 이루어졌던바, 본 연구에서 확보된 기관

지성 폐렴에 대한 실물 폐 병변 지수의 절단구간은 우수한

민감도와 양호한 특이도를 지니는 스크리닝 검사법으로써 우

선해서 감별할 병원체를 선정하는데 유용할 것으로 판단된

다. 이는 육안검사를 통해 조직병리학적 분류에 대한 예측을

보다 정량적으로 접근한 새로운 시도이며, 현장에서의 기관

지성 폐렴 진단에 있어 간편하고 유용한 스크리닝 테스트로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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