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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분리 토끼출혈병 바이러스(RHDVa)를 감염시킨 토끼 간장에서의 

경시적인 초미세구조 변화와 apopto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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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In this study, to understand the pathogenesis of new rabbit hemorrhagic disease virus (RHDVa) serotype,
we carried out to administrate RHDVa to rabbits, and to examine sequential electron microscopic changes and relationship
between pathogenesis and apoptosis. TUNEL-positive cells began to be observed from 24 hours after inoculation (HAI)
and the number of positive cells was slightly increased with the course of time. Whereas marked increase of positive
cells was seen in the liver from the rabbits died acutely. Typical viral particles with cup-like projections and a diameter
of 30~40 nm were detected in homogenized liver samples and tissues at 36 and 48, and 48 HAI, respectively.
Ultrastructurally, glycogen deposition was observed from the first stage of hepatocellular degeneration by RHDVa
infection and then, swelling and disruption of cristae of mitochondria by viral particles, swelling of smooth endoplasmic
reticulum, vacuoles and vesicles were detected. Condensation, margination and fragmentation of chromatin were observed
in degenerative hepatocytes at 36 and 48 HAI, indicating apoptotic bodies. These data offer that hepatocytic apoptosis
by RHDV infection could be closely related with mitochondrial impairment in the hepatocy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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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토끼 출혈병(rabbit hemorrhagic disease; RHD)은

Caliciviridae과의 Lagovirus속에 속하는 전염성이 매우 강한

바이러스성 질병으로 전염성이 매우 강하고 감염 시에는 심

급성 또는 급성의 경과를 보이며 폐사율이 매우 높은 질병

이다 [2, 13, 17]. 그러나, 최근에는 질병 발생 양상의 변화

를 보여 아급성 내지 만성으로 진행되어 풍토성 질병으로 정

착되어 가고 있다 [4].

토끼 출혈병 바이러스(rabbit hemorrhagic disease virus;

RHDV)는 다른 calicivirus 입자들처럼 크기가 32~40 nm이고

외피돌기가 없는 것이 특징이다. 바이러스는 구형의 정 20면

체로 257 kDa의 폴리펩티드로 이루어져 있고 7.4 kb의 S(+)

단일나선으로 구성된 RNA 바이러스(positive sense single

stranded RNA virus)이다 [2, 4, 18].

RHDV는 한 개의 혈청형만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

으나 최근 들어 기존의 바이러스와 다른 항원적 변이주가 분

리 보고되었고 이 변이주는 RHDV의 아형인 RHDVa로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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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고 있다 [6, 16]. RHDVa는 이탈리아의 한 지역에서 기존

의 전형적인 바이러스와 다른 바이러스가 분리되면서 처음

보고되었으며 [14], 이후 프랑스, 헝가리 및 쿠바 등에서도

RHDVa가 분리되어 보고되었다 [5, 10, 11]. 최근 네덜란드

에서는 이 변이주가 야생토끼에도 감염되어 높은 폐사가 발

생하여 야생토끼 개체수의 현격한 감소를 초래하기도 하였

다 [21]. 국내에서도 새로운 RHDVa가 분리되었고 RHDV의

다중단백질(polyprotein) 중 하나이고 주요 캡시드 단백질을

구성하는 60 kDa의 VP60 부분에 대한 유전자 및 염기서열

을 분석한 결과 이전 혈청형과 92~94%의 상동성을 가지고

있는 새로운 혈청형으로 확인된 바 있다 [22]. 

국내 분리 RHDVa를 이용하여 토끼에 실험적으로 감염시

킨 다음 임상증상과 병리조직학적 변화를 관찰한 결과 아급

성 또는 만성 감염 양상을 초래하였기에 국내에서 RHD가

풍토성으로 정착되어 가는데 RHDVa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추정하였다 [14].

일부 바이러스의 감염과 세포의 apoptosis와의 관련성에 대

해서는 이미 잘 알려져 있으며, RHDV에 의해서도 간세포의

apoptosis가 일어난다고 보고되었다 [8]. 그러나 병리조직학

적 변화에 기초한 연구 결과 기존의 RHDV가 심급성 내지

는 급성으로 진행되는 것과는 달리 새로운 RHDVa의 경우

아급성이나 만성으로 진행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 apoptosis

의 발생 양상도 다를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새롭게 분리한 RHDVa를 토끼에 감

염시킨 후 간장의 전자현미경학적 미세구조 변화와 apoptosis

를 경시적으로 관찰하고, 바이러스의 병원성과의 상관관계를

조사하고자 수행하였다.

재료 및 방법

바이러스 접종 준비

접종 바이러스로는 국내에서 분리된 RHDV 변이주

(RHDVa)을 사용하였고 [22], 바이러스 증식을 위해 특정병원

체부재(specific pathogen free; SPF) 토끼(Yangsung green

bio, Korea)에 근육 접종하여 바이러스를 증식하였다. 토끼에

접종 후 36시간에 전형적인 임상증상을 확인한 후 바이러스

를 회수하기 위해 심마취한 다음 방혈하였다. 복강을 무균적

으로 개복하고 간을 적출하였으며, 이를 0.01 M 인산완충식

염수(0.01 M phosphate-buffered saline; PBS, pH 7.2)에

10% 유제액을 만든 후, 7,000 rpm에서 30분간 4oC에서 원

심 분리한 다음 상층액을 0.22 µm 필터로 여과하여 바이러

스 접종원액으로 준비하였다. 준비한 바이러스 접종원액을

0.01 M PBS(pH 7.2)로 희석하여 혈구응집(hemagglutination;

HA) 역가가 103까지 되게 조정한 다음 바이러스 접종액으로

사용하였다.

실험동물 접종

공시 실험동물로 15주령의 뉴질랜드 화이트종 토끼(2.5~3.0

kg)를 사용하였고 사용하기 전에 RHDV에 대한 항체가를 혈

구응집반응으로 검사하여 항체 음성인 개체만을 구입하였다.

토끼는 접종군과 대조군으로 무작위로 나누어 케이지당 암

수를 구분하여 2두씩 합사하였으며 일주일간의 적응기간을

두었다. 접종군은 12시간부터 12시간 간격으로 6개 군(12,

24, 36, 48, 60, 72시간)으로 구분하였고 군당 5마리씩 두어

실험을 실시하였다. 대조군은 4마리를 두어 접종 후 48시간

과 72시간 부검군과 같이 각각 2마리씩 부검하였다. 접종군

은 토끼의 양쪽 대퇴부 근육에 각각 0.5 mL의 바이러스 접

종액을 접종하였고 대조군은 접종군과 동일한 방법으로 PBS

0.5 mL를 각각 접종하였으며 사료와 물은 자유롭게 섭취하

도록 하였다. 모든 실험은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의 동물실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실시하였다.

병리조직학적 검사

모든 토끼는 12시간 간격으로 임상증상을 관찰하고 각 시

간대별로 부검을 실시하기 위해 졸레틸(Zoletil; Virbac SA,

France)과 럼푼(Rompun; Bayer, Korea)을 근육주사하여 심

도로 마취시킨 다음, 액와동맥을 절제하여 방혈을 통한 안락

사를 실시하였다. 부검은 일반적인 실험동물 부검술식에 따

라 실시하였고, 개복 후 모든 장기와 조직을 세심하게 관찰

하였으며, 병리조직 검사와 전자현미경 검사를 실시하기 위

해 각각의 목적별 시료를 채취하였다. 병리학적 검사와

TUNEL 염색을 위해 뇌, 흉선, 간장, 폐, 심장, 비장 및 신

장 등의 실질장기들을 채취하여 10% 중성 완충포르말린

(10% neutral buffer formalin)용액에 24시간 고정한 후

2~3 mm 두께로 다시 세절하여 새로운 포르말린으로 재 고

정하였다. 재 고정한 후 흐르는 수돗물에 3시간 동안 수세를

실시하였고 수세한 조직을 자동조직처리기(TP1050; Leica,

Germany)로 탈수, 치환 및 파라핀 침투과정을 거친 후 포매

하였다. 포매된 조직들을 약 3~4 µm 두께로 절편하여 조직

표본을 만들고 건조 후에 hematoxylin(HHS-80; Sigma,

USA) 및 eosin(HT-110380; Sigma) 염색을 실시하여 봉입한

후 광학현미경으로 관찰하였다.

TUNEL 염색

바이러스 감염과 apoptosis와의 관련성을 확인하기 위해

TUNEL 염색을 실시하였다. 앞서 처리한 간장을 포함하는

실질장기의 조직을 3~4 µm 두께로 절편 하여 apoptosis kit

(Apo-BrdU-IHC In situ DNA Fragmentation Assay Kit;

BioVision, USA)를 이용하여 면역염색을 실시하였다. 파라핀

절편조직을 xylene에서 탈 파라핀한 후 알코올을 이용하여

함수과정을 거쳤다. 항원 노출을 위해 proteinase K로 실온

에서 20분간 처리한 후 0.01 M PBS로 5분씩 3회 수세를

하였다. 내인성인 peroxidase를 차단하기 위하여 3% H2O2

메탄올로 5분간 처리 후 0.01 M PBS로 간단히 수세를 하였

다. 조직에 reaction buffer를 떨어뜨리고 20분간 반응시킨

후 reaction buffer, terminal deoxynucleotidyl transferase

(TdT), Br-dUTP 및 증류수의 혼합용액을 각각 50 µL씩 떨

어뜨리고 파라필름을 덮어 37oC에서 90분간 습윤 챔버 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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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반응시켰다. Blocking buffer로 실온에서 10분간 처리한

다음 anti-BrdU-Biotin mAb으로 90분간 반응시켰으며

conjugate 용액으로 30분간 반응시켰다. 반응 후 발색은

DAB로 하였고 methyl green으로 대조염색한 다음 봉입하여

광학현미경으로 양성세포를 관찰하였다. 양성세포수는 200배

시야에서 무작위로 5곳을 선정하여 계수하였다(양성세포수/

0.06 mm2).

투과전자현미경(TEM)을 이용한 장기 유제액에서의

RHDV 항원검출

바이러스 농축은 무균적으로 채취한 실질장기를 채취하여

–20oC 냉동고에 보관하면서 조직 유제액을 만들어 바이러스

를 농축하였다. 각각의 채취한 조직과 0.01 M PBS(pH 7.2)

을 1대 9의 비율로 유발에 넣고 유제하였으며, 급속냉동과

해동의 과정을 3회 반복하면서 유제액을 만들었다. 유제액은

냉장이 유지되는 원심분리기를 이용하여 3,000 rpm에 40분

간 저속으로 원심분리를 한 후, 일회용 원심분리 관에 상층

액을 옮긴 다음 10,000 rpm에 1시간 동안 고속원심분리를

실시하였다. 상층액을 취하여 24,000 rpm에 4시간 초고속원

심분리(Optima L-100XP; Beckman, USA)한 후 바이러스를

최종 농축을 하였다. 상층액을 조심스럽게 제거하고 0.01 M

PBS(pH7.2)를 0.5~1 mL 넣어 농축된 pellet을 잘 부유하여

–70oC 냉동고에 보관하면서 바이러스 검출용 시료로 이용하

였다.

음성 염색(negative stain)은 –70oC에 냉동 보관중인 바이러

스 농축액을 점적하여 formvar film grid에 흡착시켜 준비하

였다. 사각의 플라스틱접시 위에 파라필름을 깔고 바이러스

농축 현탁액 시료와 제조한 염색액(1% Uranyl Acetate or

2% phosphotungstic acid)을 각각 20 µL씩 떨어뜨린 후, 구

리 300 메시에 fomvar 막을 입혀 탄소로 보강 처리한 다음

시료를 향해 올리고 5분간 grid에 시료를 흡착시켰다. 여분의

농축액 시료를 여과지(Filter papers 41; Whatman, England)

로 제거한 다음 염색액을 위에 올리고 1분간 음성 염색을 실

시하였다. 여분의 염색액을 여과지로 제거한 후 실온에서 건

조하여 투과전자현미경(H-7100FA; Hitachi, Japan)으로 가속

전압 75 KV 하에서 20,000~100,000배로 관찰하였다.

투과전자현미경(TEM)을 이용한 간장에서 세포의 미세

구조 변화 관찰

RHDV에 감염된 토끼 간장의 전자현미경적 변화를 관찰

하기 위해 1 mm3의 크기로 간 시료를 채취하였다. 전 고정

은 2.5% glutaraldehyde와 1% paraformaldehyde 혼합용액

으로 24시간 동안 실시하였고 0.1 M phosphate buffer(pH

7.2)에 4oC에서 30분씩 2회 수세한 후 1% osmium tetroxide

로 2시간 동안 후고정 하였다. 고정 후 단계별로 탈수를

50%에서부터 95%까지 각각 2회 10분씩 처리 하였고 무수

에탄올에서는 3회 30분씩 실시하였다. Propylene oxide로

30분간 치환한 후 epon mixture(Eponate 12 Embedding

kit; Pelco, USA)에 포매 한 다음 초박절편기(Ultratome,

Leica, Sweden)를 이용하여 1 µm 두께로 준초박(semi-thin)

절편하였다. 절편은 toluidine blue로 염색하고 광학현미경하

에서 초박절편 부위를 선정하고 40~60 nm 두께로 초박절편

하였다. 초박절편 조직을 uranyl acetate와 lead citrate로 이

중 염색한 후 투과전자현미경(H-7100FA; Hitachi)으로 가속

전압 75 kv 하에서 간세포의 미세변화를 관찰하였다.

결 과

병리조직학적 검사

RHDVa 접종 24시간 이후의 부검군에서는 점차 사료섭취

량 감소와 식욕결핍, 체온상승, 운동실조, 빠른 호흡, 침울,

비강출혈 등의 증상을 보이다가 갑작스럽게 폐사하는 경우

도 있었다. 12시간 및 24시간 부검군에서는 특별한 육안 소

견이 관찰되지 않았으나, 36시간 부검군에서는 폐, 간장, 신

장 등에서의 병변이 두드러졌고 이중 간장의 병변은 일관성

있게 관찰되었다. 간장은 다소 창백하였고 1~2 mm 내외의

유백색 내지는 유황색의 반점 또는 무늬가 산재해 있었으며

할단시에서도 동일한 반점 또는 무늬가 존재하였다(Fig. 1A).

Fig. 1. Gross findings of rabbit inoculated with rabbit
hemorrhagic disease virus (RHDVa) at 48 hours after
inoculation (HAI). (A) Multifocal to coalescent yellow or
white foci were scattered in the cut surface of formalin-fixed
liver. (B) Inflammatory cells such as a few heterophils and
many mononuclear cells were infiltrated in the liver at 60
HAI. Scale bars = 5 mm (A), 50 µm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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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리조직학적 소견도 주로 간장에서 관찰되었다. 24시간째

부검군의 간장에서는 별큰포식세포(Kupffer cell)들이 활성화

되어 종창되어 있었고, 이호성 백혈구, 림프구, 큰포식세포

등과 같은 염증세포가 간 문맥 주위로 침윤되어 있었다. 36

시간 부검군의 간장에서는 세포질이 농축되고 핵이 농염된

세포, 간세포구조의 붕괴, 이호성 백혈구와 단핵세포 등과 같

은 염증세포의 침윤이 관찰되었다. 48시간 및 60시간 부검군

에서는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침윤된 염증세포들이 중심정

맥 쪽으로 점차 확산되어 관찰되었고, 주요 염증세포는 단핵

세포들 이었다(Fig. 1B). 이후의 부검군에서의 간장의 병리조

직학적 변화의 정도는 다소 감소하였다. 폐사한 토끼의 병리

조직학적 병변은 동일한 시간대의 개체들 보다는 더욱 심하

였다.

TUNEL 염색

간장의 병리조직학적 소견에서 관찰된 간세포의 변화와

apoptosis와의 관련성을 알아보기 위해 apoptotic cell의 검출

에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TUNEL 염색법을 이용하여 면역염

색을 실시한 결과 변성된 간세포에서 강한 양성반응을 관찰

하였다. 면역염색 양성세포는 RHDV의 항원 분포의 추이

[14]와 유사한 변화가 관찰되었으나, 한 시야에서의 양성세포

의 수는 많아야 10개 미만으로 관찰되었다(data not shown).

반면 폐사된 개체에서는 바이러스에 대한 면역염색과 마찬

가지로 많은 수의 양성세포가 관찰되었다. 이들 양성세포들

은 간장 이외의 다른 장기들에서는 관찰되지 않았다(Fig. 2).

TEM을 이용한 간장의 RHDV 검출

간장의 유제액으로부터 RHDV를 농축한 후 염색하여 검

출한 결과, 바이러스의 농도의 차이는 있지만 대체로 36시간

및 48시간 부검군의 시료에서 다량의 RHDV 입자가 관찰되

었다. 또한 60시간 부검군중 3마리(60%)에서도 바이러스 입

자를 관찰할 수 있었다. 바이러스입자들은 작은 구형으로 표

면은 거칠고 컵 모양의 함몰이 있었으며 지름이 30~40 nm

크기로 전형적인 calicivirus 형태를 이루고 있었다. 일부 바

이러스 입자에서는 투과성이 높아 중심부가 비어 있는 것처

럼 보이는 불완전한 바이러스 입자 형태도 관찰되었다(Fig. 3).

간장 조직의 초박절편에서 바이러스 검출 및 미세구조

변화 관찰

전자현미경검사 시 대조군의 간세포에서는 특이적인 미세

변화를 관찰할 수 없었으나(Fig. 4A), 12시간 부검군에서는

간세포의 세포질 내의 글리코겐 침착이 증가되었고, 미토콘

드리아는 전자밀도가 높은 상태로 관찰되었으며 내외 막, 크

리스타 및 기질 등이 불명확하게 관찰되었다(Fig. 4B). 36시

간 부검군에서는 간세포 세포질 내에 글리코겐뿐만 아니라

다수의 지질과립이 존재하였고, 공포와 액포도 관찰되었다.

공포의 내용물들은 전자밀도가 높게 보이는 반면에, 액포 물

질들은 다소 낮은 전자밀도로 관찰되었다(Fig. 4C). Apoptosis

를 보이는 간세포의 핵은 크로마틴이 변연부위로 농축되어

있고, 핵이 분절되어 관찰되기도 하였으며 일부의 핵막 표면

은 반복적인 돌출과 함몰이 관찰되었다(Figs. 4D and E).

뿐만 아니라 일부의 apoptotic body는 주위의 간세포나 탐식

세포에 의해 탐식되어 있는 것이 관찰되기도 하였다(Fig.

4F). 48시간 부검군의 폐사한 개체의 간세포에서 바이러스 입

자가 세포질의 공포 내에서 격자모양으로 관찰되었다. 바이

러스 입자가 관찰된 이 세포의 핵도 크로마틴이 농축되어 있

었고, 활면소포체와 미토콘드리아의 크리스타도 느슨하게 팽

창되어 관찰되었다(Fig. 5A). 괴사된 간세포의 주변에서는 다

수의 투과성이 높은 과립을 가지고 있는 이호성 백혈구들이

Fig. 2. Apoptoic cell detection in the liver of rabbits
inoculated with RHDVa using TUNEL method. (A) TUNEL
positive reactivity was observed in the liver of rabbits
euthanized at 24 HAI. (B) and (D) Strong positive reactions
were observed in dissociated hepatocytes at 32 and 42 HAI,
respectively. (C), (E), and (F) Positive cells were detected in
hepatocytes around inflammatory aggregation at 36, 60 and
72 HAI, respectively. Scale bars = 50 µm.

Fig. 3. Electron microscopy photograph of RHDV-inoculated
rabbit. Numerous viral particles were observed in the rabbit
liver homogenate. High electron density (arrows) was observed
at the center of some viral particles. Scale bar = 100 n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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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들에서도 간세포와 마찬가지의 변화가 관찰되었다(Fig. 5B).

고 찰

RHD는 토끼에서 식욕결핍, 체온상승, 운동실조, 빠른 호

흡, 침울, 비강출혈 등의 임상증상을 보이다가 급성 간염 및

출혈 등을 일으키고 폐사율이 높은 치명적인 바이러스성 질

환으로 알려져 있다 [15]. 그러나 국내에서 분리된 RHDVa

로 접종한 실험에서 비록 폐사가 접종 후 48시간 부검군에

서 최고의 정점으로 관찰되어 폐사율은 60%로 나타났지만,

전체의 실험군에서는 폐사율은 20%로 나타났으며 접종

36~48시간 이후에는 폐사가 감소하였다 [14]. 병리조직학적

소견으로도 비록 폐사한 토끼에서는 약한 염증반응과 출혈

을 동반한 광범위한 간 손상이 관찰되었지만, 부검한 토끼에

서는 염증세포의 침윤이 주로 관찰되었고 초기에는 이호성

백혈구이 주로 관찰되었으나 시간이 흐름에 따라 점차 단핵

세포로 대체되는 경향으로 관찰되었다 [14].

유제액의 경우 접종 후 24시간 이전과 72시간 부검군에서

의 간장에서는 바이러스입자가 관찰되지 않았지만, 이외의

부검군에서는 작은 구형으로 표면이 거칠고 컵 모양의 함몰

이 관찰되는 수많은 RHDV가 관찰되었고 지름은 30~40

nm 크기로 이전의 보고된 바이러스의 크기와 모양이 유사하

였다 [12]. 조직절편상에서는 간세포의 세포질의 공포나 미

토콘드리아에서 전형적인 RHDV의 입자들이 관찰되었다. 그

러나 이전보고에 의하면 calicivirus는 전자현미경을 통해 조

직내에서 관찰하기 쉽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6, 20].

특히 간세포의 변성에 있어서 바이러스에 의한 미토콘드리

아의 종창과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정하였으나, 미토

콘드리아내에서 바이러스입자가 확인되지 않았었다 [6]. 그

러나 본 연구를 통해 미토콘드리아의 미세변화가 바이러스의

감염에 의한 바이러스의 증식과 관련된 것임을 확인하였다.

주요 전자현미경적 변화로 간세포 세포질내의 미토콘드리

아와 활면소포체의 변화, 액포, 지방과 글리코겐 침착 등이

관찰되었다. 병리조직학적으로 특별한 변화를 관찰할 수 없

었던 접종 후 12시간 부검군에서부터 간세포 내에서 대조군

에 비해 다수의 글리코겐의 침착이 관찰되기 시작하였고 미

토콘드리아의 종창과 크리스타의 소실도 관찰되었다. 시간이

흐름에 따라 간세포의 세포질 내에 다소 전자밀도가 낮은 액

포, 전자밀도가 높은 보이는 공포, 지방침착도 관찰되었다.

뿐만 아니라 간세포의 핵도 농축되고 분절되어 관찰되기 시

Fig. 4. Electron microscopy photograph of RHDV-inoculated
rabbit liver. (A) There was a normal structure of hepatocyte in
control group. (B) Lots of glycogen droplets were present in
the cytoplasm of hepatocyte at 12 HAI. (C) The nuclear
chromatin concentration and cytoplasmic vacuoles were
observed in hepatocyes. (D) Chromatin concentration and
fragmentation of nucleus were seen in hepatocytes. (E) The
nucleus of hepatocyesis divided into 2 nuclei which have
chromatin concentration. (F) Apoptotic body was engulfed by
hepatocyte. Scale bars = 2 µm (A-D), 500 nm (E and F).

Fig. 5. Electron microscopy photograph of RHDV-inoculated
rabbit liver. (A) The cytoplasm of hepatocytes had many
vacuoles, vesicles and swelled cisternae of mitochondria at 48
HAI. Numerous viral particles were observed in the
membrane-bound cisternae (arrow). Insertion: viral particles
(white box) was magnified (a). (B) Several degeneration cells
were aggregated in the liver at 48 HAI. Degenerative
hepatocytes had numerouns membrane-bound vesicles and
vacuoles. Ribosomes, polysomes, glycogen and Golgi apparatus
were not discernible. Heterophils are also observed in or
around the aggregated foci of degenerated hepatocytes. Scale
bars = 100 mm (a), 500 nm (A and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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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하였다. 간세포의 변성은 미토콘드리아의 막투과의 손상에

서 기인한 것으로 생각되었다 [7, 9]. 이로 인한 미토콘드리

아의 막 기능 소실과 종창이 간세포의 죽음에 중요한 역할

을 하고 이것은 caspase의 활성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

져 있다 [9]. 본 연구에서 관찰된 핵의 전자현미경적 소견인

핵의 염색질 농축과 분절, 핵막의 표면은 돌출과 함몰이 반

복되는 양상으로 관찰된 것과 일부의 apoptotic body가 주위

의 간세포 혹은 탐식세포에 의해 탐식되어 관찰된 것은 전

형적인 apoptosis에서 보이는 소견으로 여겨졌다 [6].

Apoptosis는 다세포생물에서 세포가 손상되거나 원치 않는

세포를 제거하기 위한 정해진 세포죽음이다 [1]. 바이러스는

바이러스와 숙주와의 관계에 따라 특이적으로 이 과정을 방

해하거나 촉진하기도 한다 [1, 3, 8]. RHDVa와 apoptosis의

관련성을 알아보기 위해 TUNEL 염색을 실시하였고 염색결

과 TUNEL 양성세포는 접종 후 24시간 후 간장에서 핵이

농염된 세포들에서 양성반응이 관찰되었고, 양성세포는 48시

간까지 그 수가 다소 증가하였다. 그러나 이전에 보고되었던

것 [8]과 같이 많은 수의 양성세포는 관찰되지 않았다. 이것

은 RHDVa에 의해 만성적으로 진행되는 것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폐사한 토끼의 간장에서는 이전 보

고 [8]와 같이 다수의 강한 TUNEL 양성반응이 관찰되었다.

비록 질병의 진행양상에 따라 apoptosis 발생 정도는 차이는

있었으나 RHDVa의 병원성 발현에 apoptosis발생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생각되었다 [1, 8, 19].

결론적으로 새로운 분리주인 RHDVa의 간세포 감염에 의

해 초기의 전자현미경적 소견으로 글라코겐의 침착이 증가

하게 되고 이후에 미토콘드리아의 구조의 변화와 smooth

endoplasmic reticulum(SER)의 종창과 더불어 핵의 염색질의

농축과 분절을 유발하여 세포의 죽음을 초래하게 된다. 특히

미토콘드라의 종창과 막구조의 변화로 인해 caspase의 활성

화시켜 최종적으로 apoptosis를 일으키는 것으로 생각되었다.

그러나, 새로운 분리주에 의해 나타나는 만성형의 경우에는

apoptosis의 수가 현저히 줄어들었으며 이는 전형적인

RHDV에서의 apoptosis에 의한 병원성의 발현과 다소 차이

가 있음을 입증해 주는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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