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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Porcine juvenile pustular psoriasiform dermatitis (PJPPD) is a disease of young pigs and

characterized by nonpruritic round eruption of skin. The cause of this disease is yet undetermined but is

presumed to be genetic predisposition. There may be few opportunities for veterinarian to detect this disease

compared with actual situation in field because these lesions resolve spontaneously in two months. The

authors detected spontaneous PJPPD case and performed clinical and pathological studies on three pigs

from one farm. The specific skin lesions were observed in the forty-day old pigs of mixed breed, which

were produced by the sows received semen from the same boar, restrictively. However, there was no skin

lesion of pigs in suckling or fattening periods. Grossly, lesions were commonly found on the ventral

abdominal part as a papule and were spreaded to the skin of whole body. With the spreading of lesions

centrifugally, skin was showed as a umbilicated plaques or mosaic pattern with a few pustules or crusts.

Microscopically, the most prominent lesion was the psoriasiform hyperplasia with acanthosis, down growth

of rete ridges, exocytosis of eosinophils and neutrophils, ballooning degeneration of superficial epidermis,

and koilocytic degeneration of keratinocytes. Additionally, there were moderate dermal edema and severe

mixed cellular infiltration, especially eosinophils. No infectious agent which can cause the skin lesion, was

detected or cultured, and no lesion caused by infectious agents was also observed, pathologically. With

pathological results of this study, it is supposed that pathogenesis or severity of PJPPD may be related

to the infiltration of eosinophil or hypersensitiv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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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자돈 농포성 건선양 피부염(Porcine juvenile pustular

psoriasiform dermatitis, PJPPD)은 1903년 Schindelka가 최

초로 보고하였으며 [6] 예전에는 임상 및 육안적으로 사

람에 발생하는 장미색 비강진(Pityriasis rosea)과 비슷하

기 때문에 장미색 비강진이라 불리어지기도 하였다 [7].

그러나 Dunstan 등 [6]은 1986년 사람과 돼지 피부의 병

리조직 소견을 비교 분석한 결과 돼지에 발생한 상기 피

부병이 사람의 장미색 비강진과 차이가 있다는 것을 확

인하고 “pustular psoriasiform dermatitis of swine”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제안하였다.

PJPPD의 발병 초기에는 복부와 안쪽 대퇴부에 적색

의 작은 반점이 융기된 형태로 관찰되나 시간이 경과되

면 구진이 크게 융기되고 물결모양으로 빠르게 퍼져나

가며 [13] 병변의 분포가 주로 대칭성으로 나타난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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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까지도 발생 원인이 정확히 규명되지는 않았지만

이 질병의 발생이 특정 웅돈과 교배한 암컷에서 태어난

자돈에서만 발생한다는 연구 보고 [14]와 발생했던 돼지

의 후대에 발생이 많다는 점 [13] 등을 고려하여 보았을

때 유전적인 소인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4]. 피부색이 백색인 돼지 특히 랜드레이스에 발생이 많

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13, 14]. 발생일령은 보고자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이유 자돈기부터 육성기

즉, 3~14주령에 발생이 가장 많으며 드물게는 포유자돈

에도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비육기 이후의 성축에는

발생이 보고된 바 없다 [2]. 세균이나 바이러스 등에 의

한 2차 감염이 없으면 치료하지 않더라도 대부분 1~2개

월 안에 자연 치유될 뿐만 아니라 피부병변 이외의 다

른 병변도 없기 때문에 이 질병으로 인해 폐사까지 일

어나는 경우는 아주 드물다 [12]. 미관상 보기에 좋지 않

다는 점과 약간의 증체량 저하 이외에는 임상적으로 문

제되는 질병은 아닌 것으로 알려져 있다 [7].

이 질병이 전염성이 없고 자연 치유되는 등 임상적으

로 문제가 되지 않는 관계로 설령 발생하더라도 외부에

알려질 기회가 적기 때문에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발생

예에 대한 연구 보고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저자 등

은 피부병이 발생한 돼지 농장에 대한 임상검사 및 환

축에 대한 정밀검사 결과 PJPPD 발생을 확인하였기에

농장내 질병발생 상황, 임상병리검사 및 병리조직학적

소견 등을 보고하고자 한다.

재료 및 방법

공시 동물

피부병이 문제되는 경기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2,000

마리 규모의 한 양돈장에서 사육중인 돼지에 대하여 임

상증상을 관찰하였다. 피부 병변은 3복에서 확인되었고

복당 1/3 정도의 돼지가 증상을 보이고 있었으며 피부

병변이 나타난 40일령 돼지 생축 3마리를 공시하였다.

임상병리 검사

경정맥에서 채취한 혈액을 자동혈액검사기(Hematol-

ogy analyzer system 9018+; Serono-Baker Diagnostics,

USA)를 이용하여 적혈구 수 등 혈액검사를 실시하였

다. 피부의 병변 부위, 특히 정상피부와 병변의 경계부

조직을 무균적으로 채취하여 미생물 검사를 실시하였

다. 소량의 피부 조직을 슬라이드글라스에 올려 놓고

10% KOH 한 방울을 떨어 뜨려 잘 섞은 다음 알콜 램

프에 2초간 가열하여 커버글라스를 덮어 2시간 동안 실

온에 방치하였으며, 곰팡이 균사 존재 유무를 광학현미

경으로 관찰하였다 [14]. 피부 표면과 절개부를 면봉에

뭍힌 다음 5% 면양 혈액을 첨가한 혈액배지와 Mac-

Conkey 배지에 도말하여 5% CO2가 함유된 37oC 배양

기에서 2일 동안 배양하였으며, 동일 시료를 Sabouraud

Dextrose 배지에 도말하여 실온에서 5일 동안 배양하였

다 [11].

병리학적 검사

병리검사를 위해 전기쇼크로 안락사 시켰으며 부검은

일반적인 술식에 의해 실시하였으며 뇌를 포함한 전 내

부장기에 대하여 육안 검사를 실시하였다. 병변부의 피

부 및 실질장기는 채취 즉시 10% 중성포르말린에 고정

한 후 처리하였다. 고정된 조직은 세절하여 자동조직처

리기(Leica TP 1050; Leica, Germany)로 탈수, 투명 및

파라핀 침투 처리를 하였다. 파리핀 포매한 조직은 3 µm

두께로 미세 절편 및 Hematoxylin and Eosin(H&E) 염

색을 하여 광학현미경으로 병변을 관찰하였다. 피부 조

직에 침윤되어 있는 호산구를 확인하기 위해 Luna 염색

을 실시하였다 [10].

결 과

농장 임상 예찰 결과

40일령 전후의 어린 돼지에서만 주로 발생하였으며

포유기 및 비육기 이후의 큰 돼지에는 피부 병변이 관

찰되지 않았다. 발생한 3복 모두 동일한 웅돈과 교배한

암퇘지에서 분만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임상증상은 돼

지의 영양 및 건강상태와 무관하게 발생하였다. 피부병

변이 생긴 돼지는 아주 미약한 식욕저하가 관찰되었으

나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차츰 식욕이 정상으로 돌아왔

으며 현저한 발육불량이나 폐사까지 이어지는 개체는

발견되지 않았다. 항생제나 항곰팡이 제제를 투여하

였을 때도 증상이 호전되지 않았으나, 발생한 지 2~3

주 정도 시간이 지나면 자연 회복되기 시작하여 4~5주

가 지나면 치료와 상관없이 정상피부로 회복되었다. 병

변의 경중에 관계없이 피부병변이 발생한 돼지에서 피

부 이외의 다른 장기의 병변 및 임상 증상은 관찰되지

않았다.

임상병리 검사 결과

자동혈액검사기를 이용하여 돼지 3두에 대한 혈액검

사를 실시한 결과, 적혈구, 헤모글로빈, 헤마토크리트 등

은 정상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으며, 백혈구는 평균

27,300×103/µl로 정상보다 증가된 상태였다(Table 1). 피

부 표면 및 절개면에 대해 세균 및 곰팡이 검사 결과 소

수의 토양 유래 오염 미생물 이외에 피부병과 관련된 병

원성 원인체는 분리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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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안 검사 결과

육안 검사 결과 피부병변은 복부와 뒷다리 및 귀부분

에 가장 많이 관찰되었다(Fig. 1). 다른 부위의 피부에서

도 복부와 비슷한 병변이 관찰되었으나 아래쪽 다리 부

위의 병변이 가장 미약하였다. 피부병변은 초기에는 복

측 복부에 적색의 작은 구진(papule)이 융기된 형태로 관

찰되었으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구진이 크게 융기되고

바깥쪽으로 퍼져나갔다. 병변의 형태는 대부분 원형 또

는 타원형이었으나 일부에서는 완전한 원형을 이루지

않았다. 병변이 커지면서 병변의 중심부는 분화구 모양

으로 움푹 파여 배꼽 같은 형태로 보였고, 바깥쪽은 밝

은 붉은빛을 띠면서 융기되었으며 가장 바깥쪽에는 하

얀색의 비듬이 존재하였다. 원형의 선상 병변이 바깥쪽

으로 커져 나가면서 가장 안쪽의 피부는 정상으로 돌아

왔다(Fig. 2 & 3). 원형의 피부병변은 계속 커지면서 때

때로 다른 피부병변과 만나 융합되어 모자이크 무늬를

만들기도 하였다. 병변 발생 후 시간이 경과한 1두에서

는 둔부와 뒷다리 바깥부위의 피부가 심하게 두꺼워져

가죽과 같은 느낌을 주었다. 외상 등에 의해 병변부위의

피부 손상에 따른 2차 세균감염에 의해 궤양 및 화농소

가 생성되어 있었지만 3두 공히 내부 장기의 특이적인

병변은 관찰되지 않았다.

병리조직학적 검사 결과

피부 병변 중 가장 두드러진 것은 표피 층 상피세포

의 증식이었다. 극세포 층의 각질세포가 심하게 증식하

여 여러 층을 이루고 있었으며 전반적으로 기저세포는

Table 1. The results of complete blood cell counts of peripheral bloods from the piglets

Pig No.
WBC

(103/µl )

RBC

(106/µl )

Hemoglobin

(g/dl )

Hematocrit

(%)

MCV

(fl)

MCH

(pg)

MCHC

(g/dl )

1 26.5 6.15 10.7 29.2 54.8 17.4 31.8

2 30.7 5.47 9.2 28.6 52.3 16.8 32.2

3 24.2 5.82 9.7 30.1 55.7 18.2 31.1

Average 27.13 5.81  9.87 29.30 54.27 17.47 31.70

Fig. 1. Annular linear reddish patch on the lateral abdomen

showing mosaic pattern (pig on the left) and crust formation

(pig on the center).

Fig. 2. Closer view of lateral abdomen. Note the round

centrifugally spreading skin lesion with cental healing part.

Fig. 3. Initial lesion of ventral abdomen. Note the annular

skin lesion with raised peripheral part and normal central

part (arr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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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적인 형태를 취하고 있었다. 병변이 심한 부위는

rete ridge가 진피 층 아래 깊숙이까지 내려가 진피유두

와 맞물려 존재하고 있었다(Fig. 4). 증식된 각질세포 사

이에 유주(exocytosis)하고 있는 호산구와 호중구도 다수

관찰되었다. 과립 층 및 극세포 층에는 핵주위가 투명하

게 보이는 koilocyte가 존재하였으며 과립 층 세포의 풍

선양 변성(Fig. 5)도 광범위하게 관찰되었다. 전체 상피

층에 크고 작은 농포가 존재하고 있었으며, 특히 표층부

에서 많이 관찰되었다. 일부에서는 각질하 부위에 형성

된 큰 공간에 염증세포와 탈락 괴사된 각질세포가 존재

하고 있었다. 전반적인 병변은 아니었으나 과각화증 및

부전각화증 소견도 있었다.

진피 층에는 다수의 염증세포가 존재하고 있었으며

(Fig. 6) 호산구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호중

구, 단핵구, 비만세포 등도 혼재되어 있었다. 그러나 진

피 층의 염증 소견은 부위에 따라 상이하여 염증이 전

혀 없는 부위부터 염증이 아주 심한 부위까지 다양하였

다. Luna 염색 결과 진피 층에 침윤된 세포 및 유주하

고 있는 세포의 세포질 내에서 붉은색으로 염색되는 과

립이 확인되어 호산구로 동정하였다(Fig. 7). 진피 층 혈

관의 확장 및 부종도 관찰되었으며, 피부 이외의 다른

장기에서는 병리조직학적으로 특이한 병변이 관찰되지

않았다.

고 찰

이 연구에서 확인된 자돈 농포성 건선양 피부염(Porcine

Fig. 4. Swine skin. Note the psoriasiform hyperplasia with

prominent down growth of rete ridges (arrow) and crust

formation (arrowhead). H&E, ×50.

Fig. 5. Swine skin. Note the balloning degeneration of

epithelial cells in the granular layer (arrow), superficial

intraepithelial pustule (arrowheads), parakeratosis and

necrosis (curved arrow) and numerous koilocytes (distorted

arrow). H&E, ×100.

Fig. 6. Swine skin. Note the edema and inflammatory cell

infiltration (arrow) in the dermis, and hyperkeratosis

(arrowhead). H&E, ×100.

Fig. 7. Swine skin. Note the numerous eosinophils in the

dermis. Luna stain,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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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venile pustular psoriasiform dermatitis, PJPPD)은 특정

한 웅돈과 교배하였던 모돈에서 분만된 자돈중 일부에

서만 발생되었으며, 이런 발생 양상은 기존의 보고와 일

치하였다 [2, 4]. 이와 같이 유전적인 소인이 본 질병 발

생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발생한 농장

에서는 웅돈이나 모돈의 번식상황을 점검하여 의심되는

돼지를 도태시키는 것이 이 질병의 예방을 위한 최선의

방법이라 사료된다. 본 증례에서 확인된 발병일령, 발생

부위, 치유기간 등의 임상증상 및 병변 발생 부위는 외

국의 보고와 거의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었다 [12]. 혈

액검사 결과 다른 혈액학적 수치는 정상 범위에 있었으

나 백혈구 수치가 증가한 소견이 관찰되었는데 이는 다

른 장기에 염증성 병변이 관찰되지 않은 점으로 보아 단

지 피부병변에 세균이 2차 감염되어 나타난 소견으로

추정된다.

육안검사 결과 외국의 보고 [1]와 거의 동일한 병변을

보이고 있었으며 복측 및 배측 복부 모두에 비슷한 정

도의 병변이 관찰되었다. 병변이 대칭성이라는 보고 [7]

와는 다르게 본 증례에서는 뚜렷한 대칭형태로 관찰되

지는 않았다. 조직병리학적으로 Straw의 보고 [13]와 같

이 피부의 건선양 병변이 주 소견인 것으로 확인되었으

나 Dunstan의 보고 [6]와는 달리 표층상피의 괴사 병변

은 아주 미약하여 약간의 차이를 보였다. 또한 진피 층

에 침윤된 세포중 호중구가 가장 많았다는 기존의 보고

[6]와는 달리 본 증례에서는 호산구가 가장 많이 침윤되

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과민반응과 연관시킨 추가적

인 연구가 이 질병의 발생기전을 구명하기 위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PJPPD와 우선적으로 감별 진단해야

할 질병으로는 곰팡이성 피부병인 윤선(ringworm),

dermatosis vegetans, 돈두(swine pox) 등이 있으며 [13]

본 예에서는 배양 검사 및 조직검사 결과 곰팡이가 확

인되지 않았으며 돈두의 특징적인 소견인 세포질내 봉

입체도 확인되지 않았다. Dermatosis vegetans는 피부 병

변이 PJPPD와 아주 유사하여 병리조직학적 검사만으로

는 감별이 어려우나 발생일령이 빠르고 발굽병변이 있

을 뿐만 아니라 폐사율이 높다는 점에서 PJPPD와 차이

가 있기 때문에 감별할 수 있었다.

본 증례는 병리조직학적 검사에서 다수의 호산구 침

윤 등 약간의 차이는 있었지만 전반적으로 보았을 때 외

국에서 보고된 PJPPD와 임상 및 병리학적으로 비슷한

소견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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