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大韓獸醫學會誌(2010) 第50卷 第1號
Korean J Vet Res(2010) 50(1) : 25~28

25

<증례보고>

Corynebacterium pseudotuberculosis에 의한 유산양의 가성결핵 증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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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Caseous lymphadenitis (CLA) is a chronic and contagious disease of sheep and goats caused

by Corynebacterium (C.) pseudotuberculosis. A four-year-old female Saanen dairy goat was submitted to

the Animal Disease Diagnostic Center at National Veterinary Research and Quarantine Service. The clinical

signs of the goat were emaciation, abortion and quadriplegia. The multifocal nodules of lymph nodes were

encapsulated and filled with whitish caseous contents on the cut surface. Histopathologically, lymph nodes

displayed suppurative and necrotizing granulomas. Caseous necrosis was diffusely observed in the center

of the lymph nodes. Gram positive bacilli were shown in the lesions. C. pseudotuberculosis was isolated

and confirmed by the biochemical tests and PCR assay. Based on clinical signs, histopathological

examination and bacterial isolation, we diagnosed this case as CLA. To our knowledge, this is the first

report of CLA in a Saanen dairy goat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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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Caseous lymphadenitis(CLA)는 면양 및 염소에서 발생

하며 결핵과 유사한 병변을 유발하기 때문에 가성결핵

으로 알려져 있다 [2]. 이 질병의 원인체인 Corynebac-

terium(C.) pseudotuberculosis는 그람양성 간균으로 두

가지 주요 병원성 인자를 가지고 있다. 외독소인

phospholipase D는 세포막의 phospholipid를 가수분해하

여 다른 세포로의 침입이 용이하도록 하며 [3, 4], 세포

벽에 존재하는 mycolic acid는 큰포식세포의 탐식작용에

저항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3, 16, 18, 19]. 일반적으

로 만성감염과 준임상적 특성 때문에 관리가 어렵고 전

세계적으로 높은 유병률을 나타낸다 [3, 4].

C. pseudotuberculosis는 면양과 염소에서의 CLA 뿐

만 아니라, 말에서는 궤양성 림프관염을, 사람에서는 화

농성 육아종성 림프절염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

다 [8, 10, 15]. C. pseudotuberculosis 감염의 경우, 면양

과 염소는 쇠약, 증체 저하, 양모 생산 저하 및 유량 감

소 등의 증상을 나타낸다 [12, 13, 17]. 육안소견으로는

체표 림프절의 종창이 관찰되고, 조직병리학적으로는 전

형적인 유상피세포형 육아종을 형성하며 병변이 진행됨

에 따라, 간, 신장 및 비장 등의 내부장기에서 다발성 농

양을 형성한다.

본 질병은 indirect-ELISA 및 IFN-γ ELISA 등을 이용

한 농장단위의 혈청검사가 가능하나 낮은 특이도 및 민

감도 때문에 [9, 19], 균분리 및 PCR을 이용한 항원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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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주로 이루어진다 [3, 17].

CLA는 면양 및 염소를 대규모 사육하는 나라에서 보

고가 많으며 세계적으로 널리 퍼져있는 질병이다 [4, 5,

14, 17]. 특히, CLA에 대한 보고가 많은 호주에서는 1980

년대 백신사용 이전의 유병률은 50%이상이었으나 [3],

백신사용 이후의 유병률은 20%수준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4]. 

국내의 경우 유산양을 포함한 흑염소의 사육규모는

약 50만 두로서 [1] 최근 증가되는 염소의 사육규모를

감안해 볼 때 염소의 CLA 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

며, 본 연구에서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확인된 CLA 증

례를 보고하고자 한다.

증 례

2009년 1월부터 2월 사이에 성축 20두 사육규모의 농

가(경북 의성군 소재)에서 4건의 유산이 발생하였다. 그

중 4세 유산양 1두가 유산 후 사지마비로 폐사되어 국

립수의과학검역원에 의뢰되었다.

각 실질장기에 대한 육안 소견을 관찰하고 모든 실질

장기와 조직은 병리조직검사를 위하여 10% 중성 포르

말린에 고정시킨 후 통상적인 조직 처리과정을 거쳐 파

라핀에 포매하였다. 파라핀 포매 조직을 3 µm 두께로 박

절한 다음 hematoxylin & eosin 염색 및 그람 염색을 실

시하여 광학현미경으로 관찰하였다.

세균학적 검사를 위해 기관지, 인두뒤, 종격, 상유방

림프절의 농양부위를 무균적으로 채취하여 면양혈액배

지에 접종한 후 37oC, 호기 및 혐기 상태로 1일간 배양

하였다. 분리된 순수 집락은 그람 염색을 실시한 후

catalase, oxidase test를 수행하였고, API Coryne kit

(bioMérieux, France)로 동정하였다.

또한, PCR로 분리균의 16s rRNA와 pld 유전자를 이

용한 균 동정을 실시하였다 [11]. 즉, 분리균의 집락을

QIAamp DNA mini kit(Qiagen, USA)를 이용하여

genomic DNA를 추출하여 template DNA용액으로 사용

하였다. PCR primers는 16s-F(5´-ACCGCACTTTAGTGT

GTGTG-3 )́, 16s-R(5 -́TCTCTACGCCGATCTTGTAT-3 )́, pld-

F(5´-ATAAGCGTAAGCAGGGAGCA-3´), pld-R2(5´-ATC

AGCGGTGATTGTCTTCCAGG-3´)를 사용하였다. PCR

혼합물은 template DNA 용액 5 µL, 각각 5 pmol/µL로

조정된 primer 혼합액 5 µL, PCR master mix(Qiagen

Multiplex PCR kit; Qiagen, USA) 25 µL를 혼합한 후 멸

균증류수로 최종 50 µL가 되게 조정하였다. 증폭산물은

1.5% agarose gel에서 100 V, 20분 간 전기영동을 실시

한 후 확인하였다.

부검 결과, 폐사축은 심하게 수척하였고 흉강과 복강

내에는 다량의 투명한 액체가 저류하였다. 기관지, 인두

뒤, 종격, 폐문, 앞어깨 및 상유방 림프절 등을 포함한

전신 림프절이 종대되어 있었다. 특히, 인두뒤, 기관지,

폐문, 종격 림프절은 할단시 유백색의 비지양 내용물이

존재하였다(Fig. 1). 폐는 다소 퇴축이 불완전하고 전엽

에는 자적색의 아대엽성 무늬가 존재하였다. 그 외 다른

실질장기에는 병변이 관찰되지 않았다. 

병리조직학적으로 림프절에서 유상피세포형 육아종이

관찰되었으며, 기관지, 인두뒤, 폐문 및 종격 림프절 등

의 중심부에는 건락괴사가 존재하였다. 괴사주변부로 큰

포식세포 및 유상피세포 등의 침윤과 결합조직이 관찰

되었다. 괴사부위에는 다발병소성으로 미네랄 침착(Fig.

2)과 그람 양성 간균이 관찰되었다(Fig. 3). 폐는 기관지

또는 세기관지 주위에 경미한 림프구 침윤이 관찰되었

고, 세기관지 내강에는 소수의 변성된 염증세포가 존재

하였다. 기관지 및 인두뒤 림프절로부터 분리된 세균의

집락은 매우 작고, 불투명하며, 건조하고, 부서지기 쉬

운 형태를 보였다. 분리된 세균은 혈액배지상에서 β-용

Fig. 1. Lung. There are nodules in bronchial and hilar

lymph nodes filled with caseous materials (arrows).

Fig. 2. Lymph node. Granuloma consists of fibrosis,

coagulative necrosis and mineralization (arrow). H&E stain

Bar = 3,000 µ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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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성의 그람 양성 단간균으로 catalase 양성, urease 양

성, nitrate 음성을 보였다. Staphylococcus aureus를 이용

한 reverse CAMP시험에서는 양성반응이 관찰되었다.

API Coryne kit(bioMérieux, France)를 이용한 검사와

PCR(Fig. 4)을 통해 최종적으로 C. pseudotuberculosis로

동정되었다.

고 찰

CLA는 병변의 발생부위에 따라 표재형, 내장형, 혼합

형으로 분류된다 [3, 19]. 표재형은 촉진이 가능한 체표

림프절에 병변이 나타나는데, 림프절 농양의 파열로 외

부 환경에 원인균을 전파하게 된다 [17]. 내장형은 내부

림프절과 폐 등의 실질장기에 농양을 형성하는데 주로

만성형으로 진행되어 쇠약해지는 것이 특징이다. 내장

형의 발생빈도는 표재형에 비해 적지만, 병증은 더욱 심

하게 나타난다 [4]. 본 증례에서 의뢰된 유산양은 육안

검사, 병리조직학적 검사, 균분리 및 PCR 검사를 통해

C. pseudotuberculosis에 의한 CLA로 진단되었다. 본 증

례는 기관지, 인두뒤, 종격, 폐문, 앞어깨 및 상유방 림

프절 등의 병변으로 볼 때 혼합형 CLA로 최종 진단되

었다.

1988년 Songer 등 [18]은 C. pseudotuberculosis를 nitrate

환원능에 따라 biovar ovis(또는 biotype 1)와 biovar equi

(또는 biotype 2) 등 두 가지 아형으로 분류하였다. 면양

과 염소 유래주는 nitrate 환원능이 없으나, 말과 소 유

래주는 nitrate 환원능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18].

그러나, 최근에는 소와 말에서도 nitrate환원능이 없는 C.

pseudotuberculosis의 분리 보고가 있어 [6, 20], 축종에

따라 다양한 아형이 분포하고 있었다. 본 증례에서 분리

된 균주는 nitrate 환원능이 없어 biotype ovis로 확인되

었다. 

C. pseudotuberculosis와 감별 진단해야 할 원인체로는

Yersinia pseudotuberculosis, Actinobacillus licheniformis,

Arcanobacterium pyogenes 및 Staphylococcus aureus

subsp. anaerobius 등이 있다 [3, 16]. 이러한 원인체들은

모두 화농성으로 림프절에 병변을 나타낼 수 있으나 산

발적인 발생을 보이는 반면, C. pseudotuberculosis는 집

단적인 발생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한편, C. pseudotuberculosis는 인수공통전염병원체로

서 사람에서 국소적인 화농성 육아종성 림프절염을 나

타내며 주로 만성형으로 진행한다. 농장 인부, 도축장 종

사자 등에서 직업병으로 나타나지만 [8, 15], 살균되지

않은 산양유의 섭취에 의한 인체감염 보고도 있다 [7].

이와 같이 유산양의 C. pseudotuberculosis감염은 우유

를 통한 인체감염 가능성 및 염소산업에 미치는 경제적

효과가 크기 때문에 본 질병에 대한 전국적인 발생 실

태 조사 및 백신 개발 연구가 시급한 것으로 생각된다.

결 론

본 증례의 유산양은 림프절의 종대와 농양이 관찰되

었으며 병리조직학적으로 화농성 육아종성 림프절염이

확인되었고, 분리된 세균은 C. pseudotuberculosis로 동

정되었다. 이에 국내 유산양의 CLA 발생 증례를 보고

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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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esions (arrow). Gram stain. Scale bar = 50 µ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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