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大韓獸醫學會誌 (2013) 第 53 卷 第 4 號
Korean J Vet Res(2013) 53(4) : 245~251
http://dx.doi.org/10.14405/kjvr.2013.53.4.245

245

<원례보저>

돼지 써코바이러스 2형과 돼지 생식기 호흡기 증후군 바이러스 감염에 따른 

림프절 병변에 대한 병리학적 연구

정지열·김재훈*

제주대학교 수의과대학, 수의과학연구소

(접수: 2013년 7월 18일, 수정: 2013년 11월 2일, 게재승인: 2013년 11월 8일)

Pathologic studies in lymph nodes of pigs infected with porcine circovirus type 2, 

porcine reproductive and respiratory syndrome virus

Ji-Youl Jung, Jae-Hoon Kim*

College of Veterinary Medicine and Veterinary Medical Research Institute, Jeju National University, Jeju 690-756, Korea

(Received: July 18, 2013; Revised: November 2, 2013; Accepted: November 8, 2013)

Abstract : Porcine circovirus type 2 (PCV2) and porcine reproductive and respiratory syndrome virus (PRRSV) have
been suspected to have immunosuppressive effects on pigs. To investigate the correlation between these virus infection
and the lesions of lymph nodes including sub-mandibular and inguinal lymph node, 44 pigs (PCV2 single, n = 14;
PRRSV single, n = 10; PCV2/PRRSV, n = 14; negative control, n = 6) were examined by histopathology and
immunohistochemistry. Histopathologically, granulomatous lymphadenitis characterized by lymphoid depletion with
histiocytic cells infiltration was observed in PCV-2 single and PCV-2/PRRSV group. Immunohistochemically, there
were significant reduction of B and T lymphocytes in lymph nodes of these groups, while the number of macrophages
was increased. In only PRRSV infected group, germinal center hypertrophy and lymphoid necrosis were observed.
Immunohistochemically, the number of CD3+ T lymphocytes was slightly increased. Severe lymphocytic depletion
in PCV-2 infection-related lymph nodes might be associated with producing immunocompromised state in pig.
Comparing with PCV-2 infected group, PRRSV produced minor effects on the changes in immune cell population
in the lymph nodes of pigs. PRRSV may increase susceptibility of the disease in pigs by disruption of the first defense
lines in target organs, such as the alveolar macrophages in lu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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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ndrome virus

서 론

림프절은 포유류가 가지고 있는 면역기관 중 하나로 광범

위하게 분포된 림프관을 따라 위치하고 있다 [8]. 돼지의 림

프절은 림프소절(lymphoid follicle)과 속겉질(paracortex)로

구성된 피질과, 여과장치의 역할을 하는 수질로 구분된다. 림

프절의 주요 영역별로 림프소절은 주로 B 림프구, 속겉질은

T 림프구로 구성되고 수질부는 탐식기능이 있는 큰포식세포

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림프절은 생체 내에 들어오거나

또는 생체 내에서 발생한 여러 이물질, 즉 항원이 혈관에 유

입되어 전신으로 순환되기 전에 확인하고 면역 반응을 일으

키는 중요한 장기이다 [8]. 그러나 림프절의 면역학적 기능

에도 불구하고, 일부 바이러스 또는 세균 등의 병인체들은

숙주의 면역을 억제시키는 역할을 한다. 특히 돼지에서는,

Mycoplasma hyopneumoniae, Actinobacillus pleuropneumoniae

와 같은 세균이나 돼지 열병, 오제스키병 바이러스에 감염된

개체에서 면역기능의 이상으로 2차 감염이 빈번하게 발생한

다 [17]. 최근 전세계적으로 돼지 농장에서 가장 문제되고

있는 바이러스에는 돼지 써코바이러스 2형(Porcine circovirus

type 2; PCV2)과 돼지 생식기 호흡기 증후군 바이러스

(Porcine reproductive and respiratory syndrome virus;

PRRSV)가 있으며, 이들 바이러스 또한 돼지의 면역계 기능

을 억제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1, 5, 7]. 

PCV2는 이유 자돈과 육성 초기 자돈에서 점진적인 위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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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호흡기 증상이 특징인 Circoviridae에 속하는 직경 17

nm 단일 가닥의 환상 DNA 바이러스로, 이유 후 전신 소모

성 증후군(Postweaning multisystemic wasting syndrome;

PMWS)의 주요 원인체로 알려져 있다 [2]. 주요 표적 장기

는 폐장과 림프 장기로, 림프 장기의 림프구 소실과 육아종

성 염증이 특징적인 병변이다 [2, 3]. 림프절에서 피질부 림

프구의 수적인 감소로 인해 수질부가 상대적으로 증가하게

되고, 병증의 말기에는 림프절 내 작동 림프구가 고갈된다.

또한 PMWS에 이환된 돼지의 경우 Pneumocystis carinii,

Aspergillus spp., Chlamydia spp.와 같은 기회감염균의 증식

이 자주 동반되고 있음이 보고되었다 [18]. 이와 같이

PMWS에 이환된 개체의 경우 림프절의 림프구 소실과 2차

적으로 기회감염이 자주 동반된다는 점에 근거하여 PCV2가

면역억제를 유발시킬 수 있음이 제시되었다. 

PRRSV는 Arteriviridae에 속하는 단일 가닥의 선상 RNA

바이러스로 임신 모돈에서 임신 말기 유산, 조산, 사산, 미이

라화, 허약 자돈 분만 등의 번식장애와 자돈에서 호흡기 이

상을 주 증상으로 하는 질병을 일으킨다 [1, 14]. PRRSV에

감염된 이유 자돈의 주요 병변은 PCV2와 유사하게 폐장과

림프 장기에서 나타난다 [6]. PRRSV는 주로 폐포 큰포식세

포에 감염되어 이 세포를 손상시킴으로써 폐장의 가장 중요

한 방어 기능을 억제시키고, 이로 인하여 다른 병원체에 노

출되는 빈도가 증가하게 된다 [6]. 이처럼 본 바이러스는 돼

지의 면역기능을 저하시키는 중요한 원인체로 간주되고 있다.

본 연구는 PCV2 및 PRRSV에 감염된 자돈에서 림프절의

병변을 관찰하고, 면역조직화학염색(immunohistochemistry;

IHC)을 통하여 각각의 바이러스 감염군에서 림프절을 구성

하고 있는 세포의 분포 및 변화상을 비교함으로써 바이러스

감염과 숙주의 면역능과의 연관성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재료 및 방법

시료 선정

2005년부터 2008년 4월 사이 제주도 소재 28개 양돈 농

장으로부터 의뢰된 5~14주령의 돼지를 선정하였다. 각 개체

의 병리조직학적 병변과 미생물검사를 통하여 진단을 하였

고, 이들 개체에서 악하 및 서혜림프절 시료에 한하여 중합

효소연쇄반응(polymerase chain reaction)을 실시하였다 [4,

10]. 이 결과와 검사 대상 장기인 림프절의 조직 상태가 가

장 좋고, 사후변화가 동반되지 않은 시료를 대상으로 PCV2

단독감염군 14두, PRRSV 단독감염군 10두, 두 바이러스 혼

합감염군 14두로 세분하여 총 38두의 림프절을 실험에 공여

하였다. 또한 연령대가 비슷하고 외관상 건강하며, 병리검사

및 미생물검사 결과 두 바이러스가 음성인 개체 6두를 음성

대조군으로 추가하여 실험을 실시하였다. 

병리조직학적 검사

의뢰된 돼지는 일반적인 절차에 따라 부검을 수행하여 육

안 병변을 확인하였고, 악하림프절 및 서혜림프절을 채취한

뒤 10% 중성 완충 포르말린에 고정하였다. 고정된 조직은

통상적인 처리과정에 따라 파라핀 포매하여 3~4 µm로 절편

을 제작한 후 hematoxylin-eosin 염색을 하였다. 

면역조직화학적 검사

각 개체의 림프절에서 PCV2 및 PRRSV의 항원의 분포

를 확인하고, 바이러스 감염에 따른 림프절에서의 세포학적

변화상을 확인하기 위하여 Envision polymer reagent(Dako,

USA) 방법에 준하여 IHC를 수행하였다. 림프절 파라핀 조

직을 4~5 µm 두께로 절편하여 silane 코팅 슬라이드에 부

착한 후, 탈파라핀 및 함수과정을 거쳤으며, 조직 내 존재하

는 peroxidase를 제거하기 위해 3% H2O2가 첨가된 phosphate

buffered saline(PBS, pH 7.2)에 10분간 반응시켰다. 바이러

스의 분포를 확인하기 위한 1차 항체로는 rabbit anti-PCV2

antibody(Iowa State University, USA) 및 mouse anti-PRRSV

(SDOW17) antibody(South Dakota State University, USA)

를 사용하였고, 림프절 내 T림프구, B림프구, 큰포식세포, 수

지상세포에 대한 표지자로는 CD3(A0452; Dako), CD79α

(M7051; Dako), lysozyme(A0099; Dako), S-100(Z0311;

Dako)를 사용하였다 [19]. 이들 항체를 조직 위에 적하하여

37oC에서 1시간 처리한 다음 2차 항체에 40분간 반응시켰

다. 반응이 끝난 후 PBS 수세를 거친 뒤 3,3’-diamino-

benzidine tetrahydrochloride (DAB; Dako)로 발색하였으며,

대조염색은 Mayer hematoxylin (Sigma-Aldrich, USA)으로

염색하였다. 염색이 끝난 조직 슬라이드는 광학현미경으로

관찰하여 바이러스 항원의 분포를 확인하였다. 또한 각 세포

의 분포 및 수적 변화를 확인하기 위한 방법으로 Shibahara

등 [19]의 보고를 참고하여 200배 시야에서 림프소절 4부위,

속겉질과 수질 각 3부위 등 총 10개 부위를 개체별로 동일

하게 선택하여 세포 표지자에 양성인 세포의 수를 세고, 그

평균값을 비교하였다. 

결 과

육안검사 결과

육안적으로 PCV2, PRRSV 단독감염군 및 혼합감염군의

림프절은 정상군에 비하여 발적, 종창되어 있었다. 일부 개

체에서는 림프절의 단면에 유백색에서 유황색조의 꽃무늬와

같은 부위가 관찰되었다(Fig. 1).

병리조직학적 검사 결과

각 실험군의 림프절에 대한 병리조직학적 검사 결과는

Table 1과 같다. PCV2 단독감염군 및 PCV2와 PRRSV 혼

합감염군 개체 림프절의 경우 가장 주된 소견으로 림프구의

소실이 각각 10두(71.4%)에서 관찰되었으며, 그 부위에 조직

구 및 다핵거대세포의 침윤을 특징으로 하는 육아종성 림프

절염이 각각 12두(85.7%)에서 확인되었다(Fig. 2). 림프절 피

질부의 림프소절과 속겉질 부위의 림프구는 현저히 소실되

고, 수질부에는 조직구의 침윤으로 피질과 수질의 경계가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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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확하였다. 침윤된 조직구의 세포질 및 핵 내에는 호염성으

로 농염된 포도송이와 같은 PCV2 특이 봉입체가 관찰되었

다. PRRSV 단독감염 개체의 림프절에서는 림프소절의 증식

및 비대가 5두(50.0%)에서 특징적으로 관찰되었다. 림프소절

내에 형성된 종자 중심의 림프구들은 괴사되어 핵 붕괴물들

이 관찰되었으며(Fig. 3), 이러한 소견은 속겉질에서도 확인

되었다. 대조군을 제외한 세 군 모두에서 림프절의 응고괴사

소견을 확인하였고, 분포는 국소성에서부터 광범위한 다발성

까지 매우 다양하게 관찰되었다(Fig. 4). 

면역조직화학 검사 결과

조직 내 PCV2 및 PRRSV 항원분포 조사: PCV2 및

Table 1. Histopathological findings for the lymph nodes of pigs in experimental groups 

Microscopic lesions
Groups

Control (n = 6) PCV-2 (n = 14) PRRSV (n = 10) PCV2 + PRRSV (n = 14)

No typical lesions 6 (100)* 11 (7.1) 1 (10.0) 10

Lymphoid depletion 0 10 (71.4) 1 (10.0) 10 (71.4)

Histiocytic infiltration 0 19 (64.3) 2 (20.0) 10 (71.4)

Giant cells 0 13 (21.4) 0 12 (14.3)

Intracytoplasmic inclusion body 0 17 (50.0) 0 17 (50.0)

Follicular hypertrophy/hyperplasia 0 13 (21.4) 5 (50.0) 12 (14.3)

Necrotizing lymphadenitis 0 14 (28.6) 1 (10.0) 14 (28.6)

Suppurative lymphadenitis 0 13 (21.4) 3 (30.0) 14 (28.6)

*Number of positive pigs (%)

Fig. 1. The inguinal lymph nodes of PCV2 and PRRSV mixed
infected pig are 3 to 5 times larger than normal.

Fig. 2. PCV2 single infected pig. Loss of lymphocytes in
follicular and interfollicular zones. H&E stain, ×100.

Fig. 3. PRRSV single infected pig. Germinal center hypertrophy
and lymphoid cells necrosis (arrows). H&E stain, ×400.

Fig. 4. PCV2 and PRRSV mixed infected pig. Note coagulative
necrosis in the parenchyma of lymph node. H&E stain,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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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RSV 특이 항체를 이용하여 림프절 내 항원의 분포를 조

사한 결과, 두 바이러스 모두 림프절 내에 침윤된 조직구의

세포질에서 강한 양성 반응을 나타내었다. PCV2의 경우 조

직구뿐만 아니라, 다핵거대세포의 세포질에서도 강한 양성

반응을 확인할 수 있었다. 

림프절의 세포학적 변화상 조사: 각 실험군의 림프절에서

CD3, CD79α, lysozyme, S-100 항체를 이용하여 IHC를

수행하여 양성인 세포의 수를 비교하였다(Fig. 5). T림프구의

경우 세 군 모두 정상군과 비교하여 유의성 있는 차이는 없

었으나, PCV2 단독감염군, 혼합감염군에서는 정상군에 비해

다소 감소하는 반면 PRRSV 단독감염군에서는 속겉질의 림

프구가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B림프구는 세 군 모두

정상군에 비해 감소하였고, 특히 PCV2 단독감염군과 혼합감

염군에서 유의성 있게 감소하고 있음을 나타내었다(Fig. 6).

반면, 큰포식세포는 세 군 모두 정상군과 비교하여 증가하였

고, 특히 PCV2 단독감염군에서 현저히 증가하였다. 림프절

내 침윤된 다핵거대세포의 세포질에서도 lysozyme 양성반응

을 관찰할 수 있었다(Fig. 7). 수지상세포는 정상군에 비해

Fig. 5. Number of positive cells in lymph nodes of each pig group by immunohistochemistry. CD3 positive T lymphocytes (A),
CD79α positive B lymphocytes (B), lysozyme positive macrophages (C), and S-100 positive dendritic cells (D).

Fig. 6. CD79α positive B cells. Control pig (A) and PCV2 and
PRRSV mixed infected pig (B). Immunohistochemistry (IHC),
×200.

Fig. 7. Lysozyme positive macrophages. Control pig (A) and
PCV2 and PRRSV mixed infected pig (B). IHC, ×200 (A);
×400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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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군 모두 유의성 있게 감소되는 양상을 보였으나, 바이러

스에 감염된 세 군간에서의 뚜렷한 차이는 관찰되지 않았다.

고 찰

본 연구에서는 PCV2와 PRRSV에 감염된 돼지에서 림프

절의 반응을 관찰하고, 림프절을 구성하고 있는 세포의 변화

상을 확인하여 바이러스 감염에 따른 숙주의 면역력과의 관

련성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PCV2 단독감염군과 PCV2/

PRRSV 혼합감염군에서는 림프절의 림프소절과 속겉질에 미

만성으로 현저한 림프구 소실과 함께, 피질 및 수질부에 조

직구와 다수의 다핵거대세포의 침윤이 관찰되었다. 반면

PRRSV 단독감염군에서는 항원에 대한 림프절의 반응으로

B와 T림프구 영역이 증가하는 소견을 나타내었다. 이러한 결

과는 두 바이러스 모두 돼지의 면역을 억제시키는 바이러스

이기는 하지만 면역기능에 영향을 끼치는 림프절에서의 병

변은 다르며, 이에 따른 숙주의 면역능과 림프절과의 상관성

이 두 바이러스가 서로 다른 것으로 생각된다. 

Circoviridae 속에 속하는 바이러스로는 chicken anemia

virus, beak and feather disease virus와 PCV2가 있다 [5].

Chicken anemia virus는 골수의 혈구모세포(hemocytoblast)

와 흉선의 T림프구 전구세포에 감염되고, beak and feather

disease virus는 큰포식세포에 감염되어 두 바이러스 모두 조

류에서 흉선이나 파브리시우스 낭과 같은 림프 장기의 위축

을 일으킨다 [21]. PCV2는 1990년대 후반에 알려진 바이러

스로 전 연령의 돼지에서 서로 다른 임상형으로 감염되지만,

특히 이유 자돈에서 림프구의 소실과 호흡기 이상을 주 증으

로 하는 PMWS의 원인체로 주목받고 있다 [2, 3]. PMWS

에 이환된 개체에서 림프 장기의 주된 병변은 림프구의 소

실과 육아종성 염증이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연구자들은

PCV2에 감염된 돼지의 림프절과 말초혈액에서 IHC 및 유

세포분석(flow cytometry)을 통하여 B 및 T림프구의 현저한

소실과 수지상세포의 감소를 보고하였다 [5]. 또한 림프절 병

변에서 IHC 및 제자리부합법(in situ hybridization)을 활용

하여 PCV2 항원의 분포를 검사한 결과, 주로 조직 내 침윤

되어 있는 큰포식세포 및 항원제시세포에 감염된다는 사실

을 확인하였다. 더욱이 조직 내 감염된 PCV2 항원의 양이

많을수록 병변의 정도가 심하다는 것을 보고하였다. 본 연구

에서도 PCV2 감염이 입증된 림프절에 한하여 CD3,

CD79α, lysozyme 및 S-100와 같은 세포 표지자를 사용하

여 IHC를 수행하였고, 양성인 세포의 수적인 변화를 비교하

였다. 큰포식세포를 제외한 B 및 T림프구와 수지상세포는 모

두 정상군에 비하여 감소하였으며, 특히 B림프구가 가장 현

저한 감소를 보였고 일부 개체에서는 B림프구가 전혀 나타

나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B림프구가 현저히 소실된 부위에

서는 lysozyme에 양성반응을 보이는 큰포식세포와 다핵거대

세포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PCV2 감염 시 나타나는 림프구의 소실은 T림프구 보다는

B림프구의 영향이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일반적으로 바이

러스에 의해 림프구가 소실되는 기전으로는 바이러스에 의

한 직접적인 세포변성 효과, 면역반응의 과활성화에 따른 림

프구 소진, 조절 유전자 산물에 따른 면역억제 현상 등이 제

시되고 있다 [22]. 이와 관련하여 PCV2 감염과 림프구 감소

의 상관관계를 밝히기 위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 중에 있다.

2000년 Shibahara 등 [19]은 PMWS에 이환된 개체에서 B

림프구의 감소는 바이러스에 감염된 세포의 자멸사(apoptosis)

와 관련이 있다고 하였으나, 이후 Resendes 등 [13]은 림프

구의 감소가 심한 개체에서 오히려 세포자멸사 소견이 적게

관찰된다는 결과를 확인한 바 있다. 또한 Mandrioli 등 [12]

은 림프절에서 림프구의 소실은 세포의 증식능(proliferation)

의 감소와 연관된다는 점에 초점을 두었고, 세포자멸사 소견

은 PCV2 감염군이 정상군에 비해 적게 나타나 림프구가 소

실되는 기전과는 큰 상관관계가 없음을 보고하였다. 그러나,

최근 Lin 등 [11]은 조직 내 바이러스 항원의 양이 많고 병

변이 심할수록 림프구의 자멸사 소견이 많이 나타난다는 연

구결과를 발표하였다. 따라서 아직까지도 PCV2 감염으로 인

한 림프구 소실의 기전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아 이에 대한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실험에서 B림프구뿐만 아니라, T림프구도 일정 정도

감소하는 결과를 나타내었다. Darwich 등 [5]과 Segalés 등

[16]은 CD4+, CD8+ 표지자를 사용하여 PCV2 감염에 따른

조력 T림프구와 세포독성 T세포의 변화를 관찰한 결과,

CD4+ T림프구는 현저히 저하되는 반면, CD8+ T림프구는

약간 감소한다는 결과를 보고하였다. 그러나 일부 실험에서

말초혈액을 대상으로 세포의 변화상을 관찰하였을 때, CD4+

T림프구는 PCV2 감염에 관계없이 위축된 돼지 개체에서 감

소되는 소견을 나타내었고, CD8+세포는 PCV2에 감염된 개

체에서 감소하는 경향을 보여 PCV2와 관련되는 세포는

CD8+ T림프구인 것으로 보고하였다 [5]. 본 실험에서는 T림

프구에 대한 범 표지자인 CD3를 사용하였기 때문에 각각의

T림프구 변화상을 확인할 수는 없었지만, 정상군에 비해 림

프소절과 속겉질 두 영역 모두에서 T림프구가 감소되는 소

견을 확인하였다. PCV2에 감염된 개체의 림프절에서 림프구

의 소실 이외에 주된 소견으로 조직구의 침윤을 확인할 수

있었다. Lysozyme 항체를 사용하여 침윤된 조직구가 큰포식

세포 유래임을 입증하였고, 이 세포의 분포는 PCV2 항원이

위치하는 부위와도 대체로 일치하였다. 또한 다핵거대세포의

세포질에서도 lysozyme 양성을 보여 이 세포의 기원이 큰포

식세포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PRRS는 1987년 미국에서 처음 발생하여 임신 모돈에서

번식장애를 일으키고 이유 또는 육성돈에서 호흡기 증상을

보이는 질병으로 알려져 있다 [1, 14]. 이후 PRRSV는

1991년 네덜란드에서 처음 분리되었고 현재까지 거의 전 세

계적으로 돼지 농장에 광범위하게 감염되어 있다. PRRSV는

일반적으로 호흡기계를 통해 감염이 일어나고 바이러스 혈

증을 거쳐 전 장기에 파급된다 [14]. 내부 실질장기의 병변

으로는 심근염, 뇌염, 간질성 신염, 맥관염 등이 나타날 수

있으며, 바이러스 항원이 주로 분포하는 세포는 각 장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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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포식세포-단핵세포 계열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6]. 그러나

바이러스 감염에 따른 가장 두드러진 병변은 폐장에서의 간

질성 폐렴이다. 폐장은 바이러스의 출입 통로일 뿐만 아니라,

폐장의 폐포 큰포식세포는 바이러스의 1차 표적세포로서 폐

장의 가장 중요한 방어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못하

게 되어 병변을 형성하게 된다 [20]. 또한 방어 기전의 손상

으로 인하여 PRRSV의 단독감염보다는 2차 감염이 주로 동

반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본 실험에서는 PRRSV 감염 시 면역계의 중요 장기인 림

프절에서 나타나는 변화상을 관찰하고자 하였다. 이 바이러

스에 감염된 돼지에서는 육안적으로 림프절의 크기가 증가

하고, 병리조직학적 병변으로 림프소절이 증식 또는 비대되

는 특징을 나타낸다 [6, 7, 14]. 림프소절의 비대는 B림프구

의 활성화를 의미하며, 이때 나타날 수 있는 소견으로 과증

식된 림프구를 제어하기 위하여 큰포식세포가 B림프구를 탐

식하는 별하늘상(starry-sky effect)이 나타난다 [8]. 또한 종

자중심을 구성하는 림프구는 괴사되고, 다핵세포의 침윤과

함께 다낭포성 변성이 보고되기도 하였다 [15]. 세포 수준에

서 림프절의 병리조직학적 소견을 관찰하였을 때 B림프구

영역뿐만 아니라, CD8+ T림프구의 증가를 나타내어 속겉질

영역 또한 증가함을 보고하였다 [7, 9]. 본 실험에서도

PRRSV에 단독감염된 10두 중 5두(50%)에서 림프소절의 증

식과 비대 소견을 나타내었다. 또한 각 세포에 대한 변화를

살펴본 결과, T림프구 영역은 정상군에 비해 증가함을 확인

하였다. 그러나 B림프구 영역인 림프소절의 직경은 정상군

에 비해 넓게 관찰되는 반면(data not shown) CD79α에 양

성을 나타내는 B림프구는 적게 관찰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림프소절에 분포한 B림프구가 괴사 또는 큰포식세포에 탐식

되는 소견을 보이는 것과 일정 정도 연관성이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반면 PRRSV 단독감염 군에서는 큰포식세포가 정

상군에 비하여 다소 증가하기는 하지만, PCV2 감염군에 비

해서는 증가의 폭이 크지 않았다. 

PRRSV는 체내에 감염된 후 숙주에 오랜 기간 지속 감염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1, 6]. 감염된 돼지의 체내에 장

기간 존재하고 있는 바이러스가 지속적으로 배출되어 농장

전체에 바이러스를 확산시키게 된다. PRRSV의 지속 감염과

면역억제와의 상관관계를 규명하기 위한 많은 연구가 진행

되었으며, 본 바이러스의 지속감염 현상은 세포매개성 면역

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제

시되고 있다 [9]. 혈액 또는 장기 내에 PRRSV가 존재할 때,

CD8+ T림프구의 증가를 나타낸 장기에서는 바이러스가 제

거된 반면, 이 세포의 활성이 적은 장기에서는 바이러스에

의한 병변이 나타났다 [9]. PRRSV를 실험 감염시켰을 때

말초혈액에서 림프구 변화상을 살펴보면 CD4+ T림프구는

감소하고, CD8+ T림프구의 수는 증가하여 CD4+/CD8+ 비

율이 감소되는 결과를 나타내었다 [1, 20]. 이러한 말초 림프

구의 변화상을 설명하기 위하여 바이러스가 직접 CD4+ T림

프구의 소실을 가져오거나, CD8+ T림프구에 대한 분열촉진

인자를 가지고 있을 것이라는 가설이 제기되었다. 그러나 in

vitro에서 말초혈액 백혈구에 PRRSV를 직접 감염시켰을 때

세포의 구성 변화 및 증식소견은 관찰할 수 없었다 [20]. 이

와 같은 림프구의 변화를 일으키는 것은 PRRSV의 직접적

인 영향보다는 조력 T림프구 및 사이토카인과 같은 중간 매

개자의 역할이 필요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1]. 

본 연구에서는 PCV2와 PRRSV가 감염된 돼지의 림프절

병변을 병리조직학적 및 면역조직화학염색을 통하여 검사하

였다. PCV2에 감염된 돼지에서는 림프절 내 면역기능을 담

당하는 림프구의 고갈로 인하여 림프절이 정상적인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개체의 면역저하 현상이 유발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PRRSV에 감염된 돼지에서는,

일반적인 항원 자극에 의한 림프절의 B와 T림프구 영역이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는 경우와 거의 유사한 병변이 가장 주

된 변화상으로 확인되었다. 돼지에서 PRRSV 감염으로 인한

개체의 면역억제 현상을 림프절 병변만을 토대로 설명하기

에는 큰 무리가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폐장에서 PRRSV가

표적세포인 큰 포식세포를 손상시켜 폐장의 방어 기전을 약

화시키는 것과 유사하게, 림프절에서도 T림프구나 큰포식세

포와 같은 세포성 면역을 담당하는 방어 기관을 약화시킴으

로써 면역억제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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