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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역의 돼지 써코바이러스 2형 관련 장염에 대한 병리학적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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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From 2006 to 2009, 50 pigs suspected of enteritis associated with porcine circovirus type 2 (PCV-2) (EAPC) were
collected. Gross and histopathologic examinations and immunohistochemistry (IHC) were performed on the small intestine of 50
pigs. The pigs with EAPC were concentrated in grower pigs (68%), and diarrhea (84%) was the most common clinical sign. Grossly,
the walls of the small intestine were thickened, and mesenteric lymph nodes were enlarged. The histopathologic features in the small
intestine with EAPC were characterized by lymphoid depletion, histiocytic infiltration, and formation of basophilic grape-like
inclusion bodies and multinucleated giant cells in gut-associated lymphatic tissue (GALT) and lamina propria. According to IHC,
PCV-2 antigens were more intense and distributed widely in GALT (98%) than lamina propria (82%) of the small intestine. Co-
infection with other enteric pathogens was detected in 26 pigs (52%). Twenty-four pigs (48%) were confirmed to be a PCV-2 single
infection. Collectively, infected PCV-2 in the small intestine may induce an immunosuppressive status of individuals and then allow
secondary co-infections in the digestive system. This study shows that PCV-2 can induce diarrhea and enteric lesions in pigs without a
co-infection of other enteric pathoge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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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돼지 써코바이러스 2형(porcine circovirus type 2, PCV-2)은 Circoviridae

과, Circovirus속에 속하는 환상의 단일가닥 DNA 바이러스로서 혈구 응집능

이 없으며, 산성조건(pH 3) 이나 클로로포름에 비활성화 되고 고온(70oC, 15

분)에서 안정한 바이러스이다[1]. PCV-2는 전 세계적으로 양돈 산업에 많은

피해를 주고 있는 이유후 전신 소모성 증후군(postweaning multisystemic

wasting syndrome, PMWS)의 주요 원인체이며, 이외에도 돼지 피부염 및 신

증 증후군(porcine dermatitis and nephropathy syndrome, PDNS), 돼지 호

흡기 복합 감염증(porcine respiratory disease complex), 번식장애, 장염 등

다양한 병변들을 유발하는데 최근에는 이러한 질병들을 포괄적으로 돼지 써

코바이러스 관련 질병(porcine circovirus associated diseases, PCVAD)이라

고 명명하고 있다[2,3].

PCV-2는 주로 구강 또는 비강을 통한 직접 접촉이나 분변 및 오줌을 통해

서 감염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2,3]. 또한 정액과 유, 사산 태아의 장기에

서도 PCV-2 항원이 검출되어 수직 전파가 가능한 것으로 확인되었다[4-6].

PCV-2가 돼지에 감염된 후 바이러스의 1차 증식은 편도 또는 림프절과 같은

림프조직의 큰포식세포(macrophage) 및 수지상세포(dendritic cell)에서 이루

어지는 것으로 추정되며[7], 증식한 바이러스는 림프와 혈액을 통해 전신 림

프장기로 확산되어 림프구 고갈과 말초 혈액의 림프구 감소증을 유발한다[3].

그러므로 돼지에 감염된 PCV-2는 전신 림프장기의 림프구 고갈에 따른 면역

억제를 유발하여 다른 바이러스나 이차적인 세균의 감염을 용이하게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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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MWS, PCVAD 등의 여러 질병을 발생시키는 것으로 해석

된다.

국내에서는 PCV-2와 살모넬라증의 혼합감염으로 진단된

24마리 중 83.3%의 장 조직에서 PCV-2 항원이 검출되었다

는 보고가 있었다[8]. Kim 등[9]은 설사증상을 나타낸 40-60

일령 자돈 6마리의 소장과 대장에서 육아종성 장염과 함께

병변 내에서 PCV-2 항원을 검출한 바 있다. 또한 돼지에서

전신 림프조직의 병변이 없는 상태이고 장염 병변과 함께 장

관련 림프조직(gut-associated lymphatic tissue, GALT)에서

림프구 고갈을 보이는 경우에 한하여 PCV-2 관련 장염

(enteritis associated with porcine circovirus type 2, EAPC)

이라 명명할 것을 제안하였다. 그러나 아직까지 PCVAD에

포함되는 다른 질병에 비하여 EAPC에 대한 연구가 상대적

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제주도 내 돼

지에서 EAPC의 발생상황을 조사하고, 면역조직화학염색

(immunohistochemistry, IHC)을 통하여 장관 조직 내 PCV-

2 항원 분포를 분석하여 병리조직학적인 장 병변과 PCV-2

항원 분포 양상의 상관관계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재료 및 방법

공시재료

2006년부터 2009년까지 제주대학교 수의과대학 병리학교

실에 의뢰된 돼지 중 PCVAD로 진단된 221마리에 대하여

소장 및 대장에 대한 병리조직학적 검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PCV-2 관련 장염으로 의심되는 50마리를 실험에 공여

하였다. PCVAD의 진단은 다음과 같은 기준을 만족하는 개

체로 한정하였다. 1) 점진적인 체중감소, 호흡기 증상, 황달,

때로 설사 등의 임상증상이 있을 것, 2) 림프절 종대, 폐장

의 퇴축 부전과 같은 특징적인 육안적 병변이 있을 것, 3)

폐장 또는 림프절 병변에서 봉입체를 포함한 PCV-2 항원

또는 유전자가 검출될 것 등의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시키

는 경우 PCVAD로 진단하였다.

병리학적 검사

검사 의뢰된 돼지는 외관 검사 후 일반적인 부검술식에 준

하여 흉강과 복강을 노출시켜 각 장기별 병변을 관찰하였다.

특히 EAPC 병변을 관찰하기 위해 소장을 비롯한 소화기에

중점을 두어 육안적 소견을 관찰하였고, 채취한 시료는 10%

중성완충포르말린에 고정하였다. 고정이 완료된 조직은 병변

부위를 세절한 뒤 일반적인 조직처리 방법에 따라 파라핀 포

매하여 3-4 µm로 절편을 제작한 다음 hematoxylin and

eosin (H&E) 염색을 실시하였다. 염색이 끝난 절편은 봉입

후, 광학현미경으로 검경하였다.

소장에서 EAPC 병변의 심한 정도를 평가하기 위하여

Galindo-Cardiel 등[10]의 연구를 참고하여 3등급(grade, G)

으로 구분하였다. 소장 부위 중 림프기관이 존재하고 있는

회장에서 PCV-2 특이 봉입체와 다핵거대세포가 국소적으로

존재하는 경우 G1, 다발병소성으로 존재하는 경우 G2, 미만

성으로 존재하는 경우 G3로 구분하였고, GALT 림프여포 내

림프구 고갈 및 조직구 침윤은 광학현미경 200배 시야에서

25% 이하로 관찰되는 경우 G1, 25-50%는 G2, 50% 이상

G3로 구분하였다.

IHC 검사

각 개체의 회장에서 PCV-2 항원의 분포를 확인하고자

EnVisionTM peroxidase-conjugated polymer reagent (Dako,

Denmark)를 이용하여 IHC를 수행하였다. 소장의 파라핀 조

직을 3-4 µm 두께로 박절하여 silane 코팅 슬라이드에 부착

하고 탈파라핀 및 함수과정을 거쳤다. 조직 슬라이드를 3%

H2O2가 첨가된 phosphate buffered saline (PBS, pH 7.2)에

10분간 반응한 후 항원성의 부활을 위해 0.05% protease Ⅹ

IV (Sigma, USA)로 37oC에서 20분간 반응하였다. 1차 항

체로는 rabbit anti-PCV-2 antibody (Iowa State University,

USA)를 1:1,000으로 희석한 다음 절편에 적하하여 37oC에서

1시간 반응하였다. 2차 항체로 EnVisionTM/HRP, Rabbit/

Mouse (EVN) reagent (Dako, Denmark)를 슬라이드에 적

하하여 37oC에서 40분간 반응하였다. 각 단계별로 반응 후

에는 PBS로 10분씩 2회에 걸쳐 수세하였다. 모든 반응이 끝

난 절편은 3, 3‘-diamino-benzidine tetrahydrochloride (Dako)

로 발색시킨 후, 3차 증류수에서 반응을 종결하였다. 대조염

색은 Mayer's hematoxylin (Sigma)으로 염색하였으며, 탈수

와 투명과정을 거쳐 봉입하였다.

면역 염색이 끝난 회장 조직 내 PCV-2 항원의 발현 정도는

Galindo-Cardiel 등[10]의 연구를 참고하여 3등급(expression

grade, EG)으로 나누어 평가하였다. 또한 회장의 점막고유판

및 점막하직에 분포하는 GALT 부위로 구분하여 항원 발현

을 관찰하였다. 광학현미경 200배 시야에서 바이러스 항원이

25% 이하로 발현되는 경우 EG1, 25-50% 미만은 EG2,

50% 이상은 EG3로 구분하여 평가하였다.

병원체 검사

돼지 시료에 대한 다른 소화기 병원체 검사를 병행하여 수

행하였다. 살모넬라균을 순수 분리하기 위하여 Rambach

agar plate (Merck, Germany)를 사용하였으며, 돼지 결장나

선균(Brachyspira pilosicoli) 및 돼지 적리균(Brachyspira

hyodysenteriae)에 대해서는 중합효소연쇄반응을 이용하여 병

원체를 검출 하였다[11]. 또한 소장에 대한 병리조직학적 검

사를 통하여 점막 상피세포 내 콕시듐(Coccidium) 및 크립

토스포리듐(Cryptosporidium spp.) 등의 원충 감염 여부를

확인하였다.

통계처리

돼지 회장의 GALT 내 병리조직 소견 중 림프구 고갈, 조

직구 침윤 및 세포질 내 봉입체 출현 병변의 각 등급(G)에 해

당하는 개체들 군별로 조직에서 PCV-2 항원 발현 정도에 유

의성 있는 차이가 있는 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SPSS software

(version 25.0, SPSS Inc., USA)을 사용하여 ANOVA test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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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분석을 실시하였으며, p < 0.05일 때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였다. 각각의 병리조직학적 병변 등급 군에 해

당하는 돼지를 대상으로 개체별 항원 발현 등급인 EG1,

EG2, EG3를 각각 1, 2, 3으로 수치화하여 합한 다음 전체

개체수로 나누어 평균 항원 발현 등급(EG)과 표준편차를 산

출하였다.

결 과

EAPC 발생 상황

PCVAD로 진단된 총 221마리에 대한 병리조직학적 정밀

검사 결과 50마리(22.6%)의 돼지가 EAPC로 최종 확진 되

었다(Table 1). 연도별로 PCVAD는 2006년 67마리, 2007년

65마리, 2008년 및 2009년은 각각 39마리, 50마리에서 진단

되었다. 그리고 EAPC는 2006년 17마리(25.4%), 2007년 21

마리(32.3%), 2008 및 2009년에 각각 8마리(20.5%), 4마리

(8.0%)에서 확인되었다.

제주도에서 EAPC의 발생상황을 돼지의 연령을 기준으로

30일령 미만, 30-49일령, 50-69일령, 70일령 이상으로 구분하

여 살펴보았다. 그 결과 EAPC는 포유자돈인 30일령 미만에

서는 발생이 없었으며, 30-49일령은 16마리(32.0%), 50-69일

령에서는 18마리(36.0%), 70일령 이상은 16마리(32.0%)에서

발생하였다.

월별로 세분하여 EAPC의 발생 상황을 분석한 결과 1월

및 2월 각각 2마리(4.0%), 3월 8마리(16.0%), 4월 10마리

(20.0%), 5월 1마리(2.0%), 6월 4마리(8.0%), 7월 2마리

(4.0%), 8월 11마리(22.0%), 9월 3마리(6.0%), 10월 4마리

(8.0%), 12월에 3마리(6.0%)에서 발생하였다.

임상 증상 및 육안검사 결과

공시동물 50마리에서 관찰된 임상증상은 소화기 증상인 설

사가 42마리(84.0%)에서 확인되어 가장 높은 발생을 보이고

있었으며, 호흡곤란과 쇠약이 각각 34마리(68.0%) 및 27마

리(54.0%)에서 확인되었다. 부검소견으로 소장은 장 점막이

비후되어 점막면이 주름진 모습을 나타내고, 장간막 림프절

이 종창되는 병변이 주로 관찰되었다.

병리조직학적 검사 결과

EAPC로 진단된 돼지의 소장의 점막 고유판에서는 림프구

및 조직구 침윤과 여러 개의 핵과 풍부한 호산성의 세포질

을 가지는 다핵거대세포가 관찰되었다(Fig. 1A). GALT에서

는 림프구의 고갈로 림프여포가 위축되고 조직구로 대치되

는 병변이 자주 관찰되었다(Fig. 1C). 또한 호염성으로 농염

된 포도송이 모양의 PCV-2 특이 봉입체와 다핵거대세포 출

현도 관찰되었다(Fig. 1B). 기타 콕시듐 또는 크립토스포리듐

감염, 점막 궤양, 음와염 등의 병변도 확인되었다.

병리조직학적으로 회장 병변의 심한 정도를 등급별로 평

가하였다(Table 2). 림프구 고갈 병변은 검사한 50마리 모두

에서 관찰되었고 등급별로는 가장 미약한 G1 등급 12마리,

중등도 G2 및 심한 정도 G3는 공히 19마리로 관찰(Fig. 2)

Table 1. Annual prevalence of PCVAD in Jeju and a case collection of EAPC

Year 2006 2007 2008 2009 Total

No. of EAPC/PCVAD 17/67 21/65 8/39 4/50 50/221

% 25.4 32.3 20.5 8.0 22.6

PCVAD, porcine circovirus associated diseases; EAPC, enteritis associated with porcine circovirus type 2.

Table 2. Histopathologic grade for the severity of ileal lesions in pigs with enteritis associated with porcine circovirus type 2

Microscopic lesions
Grade

G1 G2 G3 Total (%)

Lymphoid depletion 12 19 19 50 (100.0)

Histiocytic infiltration 16 22 11 49 (98.0)

Intracytoplasmic inclusion body 11 11 18 40 (90.0)

Giant cell 6 4 1 11 (22.0)

G, grade.

Table 3. Expression grade of PCV-2 antigens in the ileum of pigs with enteritis associated with porcine circovirus type 2

Location of ileum 
Grade

EG1 EG2 EG3 Total (%)

Gut-associated lymphatic tissue 9 6 34 49 (98.0%)

Lamina propria 5 9 27 41 (82.0%)

EG, expression gra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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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으며, 조직구 침윤은 G1 16마리, G2 22마리, G3 11마

리 등 총 49마리에서 나타났다. 또한 세포질 내 봉입체는

G1 및 G2에서 공히 11마리, G3는 18마리에서 관찰(Fig. 3)

되어 총 40마리에서 발현되었으며, 다핵거대세포 출현은 G1

6마리, G2 4마리, G3 1마리로 총 11마리에서 확인되었다.

IHC 검사 결과

1) 조직 내 PCV-2 항원 분포 및 발현 정도 조사

IHC를 이용하여 회장 내 PCV-2 항원의 분포 및 발현 정

도를 조사한 결과 GALT에서는 총 49마리가 항원 양성인 반

면 고유판에서는 41마리에서만 항원이 발현되었다(Table 3).

고유판 및 GALT에서는 주로 침윤된 조직구(큰포식세포) 및

다핵거대세포에서 항원이 발현되었으며, GALT의 림프구에

Fig. 1. Histopathologic findings of the small intestine. (A)
Note multinucleated giant cells (arrows) in lamina propria (H
& E; scale bar = 50 µm). (B) Note multinucleated giant cells
(arrows) in GALT (H & E; scale bar = 50 µm). (C) Note
infiltration of histiocytes in GALT (H & E; scale bar = 100
µm). Higher magnification of histiocytes (arrows, insert) (H &
E; scale bar = 20 µm). H & E, hematoxylin and eosin; GALT,
gut-associated lymphatic tissue.

Fig. 2. Note the severity of lymphoid depletion (arrows) in
GALT of the ileum in pigs. (A) Grade 1 (H & E; scale
bar = 50 µm). (B) Grade 2 (H & E; scale bar = 50 µm). (C)
Grade 3 (H & E; scale bar = 50 µm). (D) Grade 3 (H & E;
scale bar = 20 µm). GALT, gut-associated lymphatic tissue;
H&E, hematoxylin and eosin.

Fig. 3. Note the number of basophilic PCV-2 specific
inclusion bodies (arrows) in the GALT of pigs. (A) Grade 1 (H
& E; scale bar = 20 µm). (B) Grade 2 (H & E; scale bar = 20
µm). (C) Grade 3 (H & E; scale bar = 20 µm). (D) High
magnification of grade 3 (H & E; scale bar = 20 µm). PCV,
porcine circovirus; GALT, gut-associated lymphatic tissue; H
& E, hematoxylin and eosin.

Fig. 4. Expression of PCV-2 antigens (arrows) in the GALT of
the ileum in pigs. (A) Grade 1 (IHC; scale bar = 100 µm). (B)
Grade 2 (IHC; scale bar = 100 µm). (C) Grade 3 (IHC; scale
bar = 100 µm). (D) Grade 3 (IHC; scale bar = 20 µm). PCV,
porcine circovirus; GALT, gut-associated lymphatic tissue;
IHC, immunohistochemistry.

Fig. 5. Expression of PCV-2 antigens (arrows) in lamina
propria of the ileum in pigs. (A) Grade 1 (IHC; scale bar = 100
µm). (B) Grade 2 (IHC; scale bar = 100 µm). (C) Grade 3
(IHC; scale bar = 100 µm). (D) Grade 3 (IHC; scale bar = 20
µm). PCV, porcine circovirus; IHC, immunohistochemi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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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도 일부 검출되었다. 부위별로 항원 발현 정도를 세분한

결과 GALT에서는 국소적인 발현 EG1 9마리, 다병소성 분

포 EG2 6마리, 미만성 분포 EG3 34마리에서 관찰되었고

(Fig. 4), 고유판에서는 EG1 5마리, EG2 9마리, EG3 27마

리에서 PCV-2 항원이 관찰되었다(Fig. 5).

2) 병리조직학적 병변과 PCV-2 항원 발현 정도와의 상관관계

EAPC로 진단된 개체에서 회장의 GALT내 병리조직학적

병변의 등급(G) 군별로 PCV-2 평균 항원 발현 등급을 비교

하였다(Table 4). 림프구 고갈 병변의 경우 G1, G2, G3로

등급이 올라갈수록(병변이 심해질수록) 회장 조직 내 평균

항원 발현 등급은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었으며, 특히

G3 군이 G1군에 비하여 유의성 있게 증가하였다(p < 0.01).

봉입체의 경우 회장 내 발현이 많아질수록 평균 항원 발현

등급이 증가하였고, 특히 G2 (p < 0.01) 및 G3 (p < 0.05)

군의 경우 음성대조에 해당하는 G0군에 비하여 유의성 있게

증가하였다. 조직구 침윤이 많아질수록 평균 항원 발현 등급

이 증가하고 있었으나, 통계적 유의성은 없었다.

기타 병원체 혼합감염 양상

PCV-2와 소화기 질병 유발 다른 병원체가 혼합감염된 개

체는 26두(52%)였으며, 살모넬라균체가 18마리에서 검출되

어 가장 높은 혼합감염 빈도를 나타내었다(Table 5). 기타

병원체로는 크립토스포리듐 5마리, 돼지 결장나선균 2마리,

돼지 적리균 및 콕시듐 감염이 각각 1마리에서 검출되었다.

이 중 콕시듐 감염 개체는 살모넬라균체 및 PCV-2와 혼합

감염되어 있었다. 나머지 24두(48%)는 PCV-2단독 감염으로

확인되었다.

고 찰

본 연구를 통하여 제주도 돼지에서 EAPC의 연도별 발생

상황을 분석한 결과 2006년 17마리, 2007년 21마리, 2008

년 및 2009년에 각각 8마리, 4마리로 확인되어 2007년 정

점을 나타낸 후 점차 감소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었다. 이는

2008년부터 전국적으로 PCV-2 백신이 공급되면서 양돈장에

서 백신 접종이 이루어지고, 그에 따른 질병 방어효과가 나

타나면서 PCV-2 관련 질병의 하나인 EAPC의 발생도 감소

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미국의 경우 2000년대 초반 EAPC 발생이 증가 추세였고

대체로 생후 8-16주까지의 육성 비육돈에서 다발하였다[3].

그러나 본 실험에서 EAPC로 확진된 돼지는 50일령 미만은

32.0%, 50-100일령에 이르는 육성돈은 68.0%로 나타나 주로

육성돈에 밀집하여 있었다. 그러므로 미국과 달리 제주도 돼

지에서는 EAPC가 비교적 어린 연령부터 문제시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또한 EAPC의 발생을 월별로 세분하여 분석한

결과 3월 (16.0%), 4월 (20.0%) 및 8월 (22.0%)에 다발하고

있었다. 이러한 현상은 환절기에 해당하는 3-4월의 불규칙한

온도 변화 및 혹서기인 8월의 폭염 날씨가 양돈장의 어린

돼지들에게 스트레스 요인으로 작용하여 PCV-2의 감염을 증

폭시키는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 EAPC로 진단된 돼지의 소장은 육안적으로

장벽의 비후로 인하여 점막면이 주름진 모습을 나타내고, 장

간막 림프절은 현저하게 발적 종창되어 있었다. 이러한 소견

은 EAPC의 육안 병변이 Lawsonia (L.) intracellularis 감

염에 의한 아급성 또는 만성 회장염(ileitis)과 유사하게 장벽

비후와 장간막 림프절의 종창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는 외국

의 보고와 대체로 일치하였다[3,12]. 브라질에서는 회장벽의

비후와 장간막 림프절의 종창이 특징이고 조직학적으로 장

선종증(intestinal adenomatosis) 병변을 보이는 야생돼지를

검사한 결과 장 병변부에서 L. intracellularis와 PCV-2 항원

이 동시에 검출되었다[12]. 따라서 EAPC와 L. intracellularis

감염에 의한 회장염의 감별진단이 매우 중요함을 보고하였

다. 또한 임상적으로 소장벽 비후와 장염을 보이는 64마리의

돼지 소장을 L. intracellularis 항원 양성 34마리 및 음성

30마리로 구분하여 PCV-2 항원을 검사한 결과 34마리 중

18%, 30마리 중 77%에서 PCV-2양성이 확인되었다. 그러므

로 PCV-2 단독 감염으로도 장벽 비후를 동반한 장염을 유

Table 4. Correlation between the histopathologic grade of
lesions and the expression grade of PCV-2 antigens
in the gut-associated lymphatic tissue of the ileum

Histopathologic grade of ileal 
lesions

Average EG of PCV-2 antigen
(mean ± SD)

Lymphoid 
depletion†

G1 (n = 12) 1.83 ± 0.94 

G2 (n = 19) 2.42 ± 0.96

G3 (n = 19) 2.89 ± 0.32**

Intracytoplasmic
inclusion body‡

G0 (n = 10) 1.70 ± 0.95

G1 (n = 11) 2.09 ± 1.04

G2 (n = 11) 3.00 ± 0.00**

G3 (n = 18) 2.78 ± 0.55*

Histiocytic 
infiltration

G0 (n = 1) 1.00 ± 0.00

G1 (n = 16) 2.19 ± 0.91

G2 (n = 22) 2.55 ± 0.92

G3 (n = 11) 2.82 ± 0.41

G, grade; EG, expression grade.
†Significant difference compared with the EG of G1 group (**p <
0.01); ‡Significant difference compared with the EG of G0 group
(**p < 0.01, *p < 0.05).

Table 5. Co-infected enteric pathogens in 50 pigs with
enteritis associated with porcine circovirus type 2

Pathogen
No. of 
positive

Total (N = 50)

Salmonella species 17

26

Salmonella species + Coccidium 1

Cryptosporidium spp. 5

Brachyspira pilosicoli 2

Brachyspira hyodysenteria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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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할 수 있으며, 병리조직학적으로는 점막 괴사와 함께 조직

구와 다핵거대세포의 출현을 특징으로 하는 육아종성 장염

이 관찰되었다[13]. 특히 점막면의 괴사는 EAPC에서만 관찰

되는 병변으로 두 질병의 감별 진단에 활용할 수 있음을 제

시하였다.

또한 Zlotowski 등[14]은 PMWS로 진단된 돼지 중에서

소화기 질병을 가지고 있는 79마리의 소장 및 대장에 대한

병리조직학적 병변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대장에서는 점막

고유층에 림프조직구의 침윤(51.9%)과 점막 부종(49.4%)이

주로 관찰되는데 비하여, 소장에서는 페이어판(peyer’s patch)

에 림프 조직구 침윤 64마리(81%), 림프구 고갈 26마리

(32.9%), 세포질내 봉입체 및 다핵거대세포 출현은 각각 19

마리(24.1%)와 12마리(15.2%), 고유층에 림프조직구 침윤은

45두(56.9%)에서 확인되었다. 본 연구에서도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EAPC로 확진된 50두 돼지의 회장 전체에서 림프구

고갈이 관찰되었으며, 조직구의 침윤은 98%에서 확인되었다.

특징적인 포도송이 모양의 세포질내 봉입체와 다핵거대세포

의 출현은 각각 80% 및 22%에서 관찰되었으나, 괴사를 동

반한 점막 궤양은 1마리에서만 확인되었다. 전반적으로 제주

도 돼지에서 관찰된 EAPC 병변은 림프구 고갈과 조직구 및

다핵거대세포의 침윤을 특징으로 가지는 육아종성 장염을 나

타내고 있었다. 특히 외국의 보고에 비하여 림프구의 고갈,

PCV-2 특이 봉입체의 출현이 매우 높은 빈도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점은 제주도 내 순환하고 있는 PCV-2가 다른 나라

의 바이러스와 어느 정도 병원성에 차이가 있음을 암시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PCV-2에 자연 감염된 돼지의 회장 및 결장을 대상으로

IHC를 이용하여 조직 내 항원 분포를 조사한 결과 PCV-2

항원은 장의 고유층, 점막하직, 근층 및 장막층에 걸쳐 광범

위하게 분포하고 있었다[13]. 세포 단위로는 침윤된 단핵세

포, 다핵거대세포, 음와 상피세포 및 괴사된 점막 상피세포

등에서 PCV-2 항원이 존재하고, 특히 GALT 내에 침윤된

조직구와 다핵거대세포의 세포질에서 강한 양성반응을 보이

고 있었다. Zlotowski 등[14]은 PMWS로 진단된 79마리 돼

지의 소장 및 대장에 대하여 IHC를 이용하여 장 조직 내

PCV-2 항원을 조사한 바 GALT 67.1%, 회장 고유판의 조

직구 41.8%, 결장 고유판의 조직구 36.7%, 회장 음와상피세

포 13.9%. 회장 점막 상피세포 7.6%의 순으로 항원 발현이

있음을 보고하였다. 또한 살모넬라와 혼합감염되어 괴사성

결장염 병변을 가지고 있는 돼지의 결장 음와 상피 세포의

유괴사(apoptosis)가 PCV-2 감염으로 인하여 증가함을 관찰

하였다. 이를 토대로 PCV-2가 감염되어 세포의 유괴사를 증

가시킴으로 인하여 장 상피세포의 회전율(turnover)에 방해를

준다고 주장하였다[15]. 본 연구에서 돼지 회장에 대하여

IHC를 적용하여 항원의 분포를 살펴보았을 때 외국의 보고

에 비하여 PCV-2 항원 발현율이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점

막 고유판(82.0%)보다는 점막하직의 GALT (98.0%)에서 항

원 발현 빈도와 정도가 더욱 높았다. 그러나 세포 수준에서

는 회장 조직에 침윤된 조직구와 다핵거대세포의 세포질에

서 주로 항원이 관찰되어 다른 보고들과 대체로 일치하였다.

PCV-2가 감염된 회장의 GALT 내 병리조직학적 병변의

심한 정도와 항원 발현의 상관성을 비교 분석하였다. 림프구

고갈과 봉입체 발현을 군별로 분석한 결과 병변의 등급이 올

라갈수록 평균 항원 발현 등급이 유의성 있게 증가하였으나,

조직구 침윤 병변과의 유의성은 인정되지 않았다. 그러나 대

체로 각각의 군별로 병변이 많아질수록 항원 발현은 증가하

는 경향을 보이고 있었다. 따라서 PCV-2가 돼지의 장에 감

염되어 개체의 면역을 저하시키는 기전은 GALT 또는 고유

판에 조직구를 포함한 탐식세포의 침윤을 통하여라기 보다

는 GALT의 림프구 고갈과 좀 더 밀접한 관련성이 있을 것

으로 추정된다.

이유 자돈의 전신 질환인 PMWS의 경우 PCV-2 단독감염

보다는 다른 이차적인 병원체와의 혼합감염이 더욱 문제시

되고 있다[14,16]. 또한 소화기 질병인 EAPC에서도 살모넬

라균, L. intracellularis, 돼지 결장 나선균, 돼지 적리균 및

유행성설사병 바이러스 등 다른 병원체와 혼합감염되는 예

가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다[14,16]. 특히 살모넬라균이나 L.

intracellularis 균과 혼합감염될 경우 PCV-2 단독감염에 비

하여 임상증상과 병변이 더욱 심하게 된다. 그러나 최근에는

실험 감염을 통하여 PCV-2 단독 감염만으로도 장염을 유발

할 수 있음이 증명되었다[14,16]. 본 연구에서 소화기 질병에

대한 혼합감염 여부를 분석한 결과 공시동물의 52.0%에서

살모넬라균, 크립토스포리듐, 맹결장 나선균 또는 돼지 적리

균이 혼합감염되어 있었으며, 특히 외국의 사례와 유사하게

살모넬라 균체와의 혼합감염이 36%로 비교적 높은 비율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PCV-2 단독 감염이 48.0%를 점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검사한 돼지 중 설사 증상을 나타낸 개체

들은 84%에 달하고 있었다. 따라서 PCV-2가 장관에 감염되

어 면역장기인 GALT의 림프구 소실을 유도하여 면역을 억

제시킨 후 다른 병원체의 감염을 용이하게 할 뿐만 아니라

PCV-2단독으로도 임상 증상을 동반한 장염을 유발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최근에는 사람과 침팬지의 분변에서 써코바이러스와 유사

한 DNA 게놈을 발견하였고, 이 바이러스를 Circoviridae과

Cyclovirus속으로 분류할 것으로 제안하였다[17]. 또한 출혈

성 위장염, 맥관염 및 육아종성 림프선염 병변을 가지는 개

의 간에서 새로운 개 써코바이러스(dog circovirus; DogCV)

가 검출되었으며, 이 개의 병변이 PCV-2에 의해 유발되는

PDNS의 조직학적 병변과 매우 유사함이 보고되었다[18].

본 연구는 제주도에서 PCV-2가 전신 질환인 PMWS 이

외에 소화기 질병인 EAPC를 유발하고 있음을 병리학적으

로 확인한 국내 첫 보고이다. 제주도에서 이유자돈 및 육

성돈에서 설사를 동반한 장염 발생 시 PCV-2 감염도 감별

진단 대상으로 포함시켜야만 하고, 설사병에 대한 신속 정

확한 진단을 통하여 농가의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질병 진단 및 방역 체계 마련이 요구되는 것으로 판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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