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    론

국내에서의 염소 사육은 건강식품 및 육용의 소비가 증가함에 

따라 그 생산 두수 및 사육농가가 점차로 증가되고 있다. 현재 

국내의 염소 사육은 소규모의 방목 위주에서 대규모의 사사형태

로 변화되는 추세인데(Lee 등, 2000; Sohn 등, 2016), 이러한 

제한된 공간 내에서의 사사형태의 염소 사육은 군집 내 감염성 

질병을 포함한 다양한 질병에 의한 생산성 저하의 문제를 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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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cutaneous abscesses, which occur mainly in goats and sheep, are lymph node abscesses caused by 
Corynebacterium pseudotuberculosis infection, and are divided into internal, external, and mixed 
types depending on the type of occurrence. While diagnostic methods for subcutaneous abscesses 
have been continuously studied, research reports for effective treatment and management of subcuta-
neous abscesses are inadequate. Therefore, this study was conducted to determine the changes in bio-
metric information related to the inflammatory markers of goats induced by subcutaneous abscesses 
by infection with C. pseudotuberculosis. For this, hematological tests, analysis of inflammatory indi-
cators, and analysis of serum proteins through electrophoresis separation of goats with healthy goats 
and goats inoculated with C. pseudotuberculosis to induce subcutaneous abscesses were compared 
and analyzed by date, and the differences and characteristics were identified periodically. As a result, 
in goats induced with subcutaneous abscesses, anemia findings related to a rapid decrease in red 
blood cell (RBC), hematocrit (HCT), and hemoglobin (Hb) were observed, and a significant increase 
in inflammatory cells expressed in total white blood cell (WBC), neutrophil, and monocytes was 
observed. And the levels of acute phase protein (APP) such as fibrinogen, haptoglobin, and serum 
amyloid A (SAA) were observed to increase rapidly immediately after infection. In addition, in the 
results of electrophoretic analysis of serum proteins, it was observed that the levels of α-globulin and 
β-globulin were significantly increased in goats with subcutaneous abscesses. That is, when looking 
at these changes, it was found that the systemic inflammatory response of goats was rapidly induced 
immediately after infection with the C. pseudotuberculosis pathogen. Through this study, it was pos-
sible to identify changes in the biomarkers of goats with subcutaneous abscesses, which had not been 
reported. Furthermore, these analyzed data are thoughts to be of great help in identifying, treating, 
and managing the goats of subcutaneous abscesses.

Key Words: Goat, Corynebacterium pseudotuberculosis, Subcutaneous abscess, Hematological 
tests, Analysis of inflammatory indica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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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다(Choi 등, 2001).

특히, 염소와 면양에서 주로 발생하는 피하농양은 대부분이 

림프절 농양인데, 이는 전염성이 강한 병원체(Pathogen)에 의

해 발생한다(Pépin 등, 1999). 이러한 림프절농양은 병변에 따

라 외부형과 내부형 및 혼합형으로 구분한다(Al-Gaabary 등, 

2009). 주로 면양에 발생하는 내부형의 피하농양은 외부형에 비

하여 그 발생빈도가 낮지만, 감염된 개체의 폐 등에 병변을 형성

하기 때문에 임상증상이 더욱 심하게 나타난다(Baird, 2003). 

그리고 외부형은 다른 염소의 피하 또는 림프절 농양 내 병원체

가 건강한 염소의 피부에 직접적으로 접촉되어 발생된다(Sev-

erini 등, 2003; Fontaine 등, 2008).

Corynebacterium pseudotuberculosis는 염소와 면양

의 피하농양 및 림프절농양의 주요 병원체로 이 세균에 의한 

감염증은 피하, 림프절농양 외에 건락성 림프절염(caseous 

lymphadenitis, CLA) 또는 가성결핵으로도 불린다(Dorella 

등, 2006; Windsor, 2011). C. pseudotuberculosis에 의한 

피하농양은 염소 및 면양의 폐사를 직접 유발할 수도 있으며, 

이밖에도 농양 병변에 기이한 상품성 하락에 의한 직접적 손

실, 쇠약/체중감소/유량감소 등의 만성적인 경과에 따른 생산

성 저하, 그리고 약물구입 및 치료비 지출에 따른 축산농가의 

생산비용 증가로 축산농가의 직/간접적인 경제적 손실을 유발

한다(Pinheiro Junior 등, 2006; Ribeiro 등, 2013). 또한, C. 

pseudotuberculosis는 인수공통전염병의 병원체이며, 약제 내

성균주의 빈번한 출현에 따른 공중보건학적 문제의 야기, 항생

제 사용에 따른 잔존 배설물로 인한 축사 주변 환경의 오염, 그

리고 소비자의 육류 안전성에 대한 우려 등과 같은 다양한 사회

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Schreuder 등, 1990; Peel 등, 1997; 

Severini 등, 2003; Bastos 등, 2012; Li 등, 2018).

한편, C. pseudotuberculosis의 유전자 및 이에 대한 항

체 검사법 등을 통한 피하농양의 진단 방법이 꾸준히 연구되고 

있으며(Kaba 등, 2001; Dorneles 등, 2014), 추가적으로 C. 

pseudotuberculosis 균주들의 표현형과 유전형 분석에 의한 

특성 연구(Literák 등, 1999; Guerrero 등, 2018), 항생제 감수

성에 대한 연구(Chirino-Zárraga 등, 2006; Abebe 등, 2015; 

Algammal, 2016; Li 등, 2018), 인공/자연 감염에 따른 숙주

의 면역반응 연구(Meyer 등, 2005; Bastos 등, 2011; Hoelzle 

등, 2013) 그리고 백신개발 등의 다양한 연구(Brown 등, 1986; 

Piontkowski 등, 1998; Dorella 등, 2009)가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피하농양 염소에 대한 효율적인 치료 및 관리를 위

해서는 C. pseudotuberculosis 감염에 따라 진단 및 치료 시 

생체 내에서 유발될 수 있는 염증 관련 인자들의 변화상과 같

은 생체정보 분석에 관한 지표들도 제시되어야 함에도 불구하

고, 이와 관련한 연구는 거의 시도되지 않은 실정이다(Pépin 등, 

1991). 

이에 본 연구에서는 C. pseudotuberculosis 감염에 의하여 

피하농양이 유발된 염소의 생체 내에서 유발될 수 있는 혈액 내 

염증지표들의 변화상을 확인하기 위하여 적혈구계 및 백혈구계

와 관련된 헤모그램상, 전기영동분석을 통한 혈청단백질의 농

도, 그리고 급성반응형단백질(Acute Phase Protein, APP)인 

Fibrinogen, Haptoglobin, Serum Amyloid A (SAA)들에 대

한 변화상을 주기적으로 평가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하여 

제시하고자 하는 피하농양이 발생한 염소의 생체정보 지표들의 

변화상 자료는 피하농양이 발생한 염소의 진단 및 치료, 그리고 

효율적인 관리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재료 및 방법

1년령 이하의 8두의 염소(Capra hircus 종)를 각각 대조

군(n=4)과 실험군(n=4)으로 구분하여 인공감염연구를 수행하

였다. 이를 위하여 brain-heart infusion (BHI) broth에 C. 

pseudotuberculosis를 배양하여 107 CFU/mL로 적정한 후에, 

이를 실험군의 각 개체에 2 mL씩 림프절이 인접한 경부 부위

에 피하 접종하였다. 그리고 세균이 배양되지 않은 동일 용량의 

BHI broth를 대조군에 같은 방법으로 접종하였다. 

감염증과 관련된 혈액 내 생체정보 지표들의 변화상을 감염 

경과 별로 파악하기 위하여 경정맥을 통한 채혈을 주기적으로

(접종 직전, 접종 후 1일, 접종 후 4일, 접종 후 1주, 접종 후 2

주) 실시하였다. 채혈 직후의 혈액은 항응고제(EDTA) 튜브 및 

혈청 검사용 tube에 분주하여 냉장상태로 실험실로 수송하였다. 

혈액 분석은 IDEXX ProCyte Dx (IDEXX Laboratories)를 

이용하여 수행하였는데, Red Blood Cell (RBC) profile 검사

로서 RBC count, Hematocrit (HCT), Hemoglobin (Hb)를 

측정하였고, White Blood Cell (WBC) profile 검사로서 total 

WBC count 값과 Neutrophil, Lymphocyte, Monocyte 등에 

대한 총수를 평가하였다.

혈청단백질의 구성 비율과 정량 값들은 단백질 전기영동기기

(Hydrasys2, SEBIA, France)를 이용한 아가로스-겔 전기영동

(Agarose Gel Electrophoresis)법을 활용하였다. 이를 통하여 

Total Serum Protein 및 Albumin, Globulin의 총량 값과 A/

G ratio를 구할 수 있었으며, Globulin을 다시 Alpha-1 & -2 

G., Beta G., 그리고 Gamma G.의 정량 값을 분석하였다. 

섬유소원 농도는 Millar 법(Millar 등, 1971)을 활용하여 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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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였다. 즉, 항응고제(EDTA) 튜브에 담아온 전혈을 Micro 

Capillary tube에 넣어 12,000 rpm에 5분간 원심분리 하였

고, 이 tube를 56℃에서 3분간 가열시켰다. 그리고 다시 원심

분리하여 침전된 Fibrinogen의 비율을 측정하여 그 농도 값을 

산정하였다. Haptoglobin (PHASETM, Colorimetric Assay)

과 SAA (PHASETM, Enzyme Immunoassay)의 농도는 ELISA 

키트를 사용하여 측정한 후, microplate reader를 이용하여 

Haptoglobin은 630 nm에서, SAA는 450 nm에서 그 농도를 

산출하였다. 

한편, 위의 분석에 따른 대조군과 실험군의 평균(±표준편차)

치들을 각각의 일령 별로 산출하였으며, 결과들에 대한 통계

적 차이점을 확인하기 위하여 t-test를 이용하여 P<0.05 수준

에서 APP (Fibrinogen, Haptoglobin, SAA)들에 대한 변화상

을 주기적으로 평가하였고, 그 유의성을 검정하였다(SPSS, Inc., 

Chicago, IL, USA). 두 군의 혈액 수치 변화 중 시간에 따라 유

의적으로 변하는 지표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반복측정 분산

분석(repeated-measures ANOVA)를 이용하여 P<0.05 수준

에서 유의성을 평가하였다.

결    과

혈액검사를 통한 RBC profile의 결과를 보면, 대조군과 실험

군에서의 RBC (106/μL) 수치는 접종 직전에 각각 22.2±2.6와 

24.3±1.9, 접종 후 1일에 22.2±2.6와 24.3±1.9, 접종 후 4일

에 23.1±1.5와 17.8±6.9, 접종 후 1주일에 22.6±1.1와 14.8

±8.0, 그리고 접종 후 2주일에 22.9±1.2와 17.1±6.7로 나타

났다. 두 군간의 유의미한 통계적인 차이는 관찰되지 않았지만, 

접종 후 4일차에 실험군의 적혈구 평균 수치가 낮아지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대조군과 실험군에서의 HCT (%) 수치는 접종 직

전에 각각 35.0±7.5와 34.4±6.9, 접종 후 1일에 38.7±6.3와 

32.0±4.7, 접종 후 4일에 36.4±11.4와 20.1±8.2, 접종 후 1

주일에 35.5±9.6와 21.9±8.5, 그리고 접종 후 2주일에 37.1±

9.3와 31.2±5.4로 나타났다. 두 군간의 통계적인 유의미한 차이

는 관찰되지 않았지만, 접종 후 1주차에 실험군의 HCT 평균 수

치가 낮아지는 모습을 보였다. 대조군과 실험군에서의 Hb (g/

dL) 수치는 접종 직전에 각각 10.8±1.1와 11.2±0.8, 접종 후 1

일에 11.7±1.1와 11.1±0.9, 접종 후 4일에 11.2±1.4와 8.0±

2.9, 접종 후 1주일에 11.2±1.2와 7.2±3.1, 그리고 접종 후 2

주일에 11.3±1.2와 9.0±1.7로 나타났다. 두 군간의 통계적으

로 유의미한 차이는 관찰되지 않았지만, 접종 후 1주차에 실험

군의 Hb 평균 수치가 낮아지는 경향을 나타내었다(Table 1).

또한, WBC profile의 결과를 보면, 대조군과 실험군에서의 

WBC (103/μL) 수치는 접종 직전에 각각 13.7±5.5와 15.1±

5.9, 접종 후 1일에 14.7±1.0와 24.3±2.7, 접종 후 4일에 14.0±

1.0와 19.2±2.5, 접종 후 1주일에 15.5±4.2와 17.4±3.7, 그

리고 접종 후 2주일에 15.5±4.2와 17.4±3.7로 나타났다. 접

종 후 대조군에 비해 실험군에서 그 수치가 증가하는 경향이 나

타났으며, 접종 후 1일(P<0.01)과 접종 후 4일차(P<0.05)에서 

두 군간의 유의적인 차이가 관찰되었다. 대조군과 실험군에서의 

Neutrophil (103/μL) 수치는 접종 직전에 각각 5.9±2.7와 6.0±

2.6, 접종 후 1일에 6.0±0.9와 14.7±3.3, 접종 후 4일에 5.3±

0.9와 8.8±1.9, 접종 후 1주일에 5.2±1.0와 10.1±5.4, 그리고 

접종 후 2주일에 6.9±3.9와 8.1±1.2로 나타났다. 즉 대조군에 

비하여 실험군에서 그 수치가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었으며, 

접종 후 1일차(P<0.01)와 접종 후 4일차(P<0.05)에서 두 군간

의 유의성이 관찰되었다. 대조군과 실험군에서의 Lymphocyte 

(103/μL) 수치는 접종 직전에 각각 6.8±2.7와 8.1±3.4, 접종 

후 1일에 7.7±0.3와 7.9±1.8, 접종 후 4일에 7.4±0.6와 7.2±

1.8, 접종 후 1주일에 7.3±1.2와 8.2±2.1, 그리고 접종 후 2주

일에 7.3±0.5와 8.1±1.9로써, 두 군간 사이의 유의적 차이는 

관찰되지 않았다. 대조군과 실험군에서의 Monocyte (103/μL) 

수치는 접종 직전에 각각 0.5±0.5와 0.6±0.5, 접종 후 1일에 

Table 1. RBC profile values of control group and experimental group

Just before 
inoculation 1 Day 4 Days 1 Week 2 Weeks

RBC (106/μL) Control G. 22.2±2.6 22.2±2.6 23.1±1.5 22.6±1.1 22.9±1.2
Experimental G. 24.3±1.9 24.3±1.9 17.8±6.9 14.8±8.0 17.1±6.7

HCT (%) Control G. 35.0±7.5 38.7±6.3 36.4±11.4 35.5±9.6 37.1±9.3
Experimental G. 34.4±6.9 32.0±4.7 20.1±8.2 21.9±8.5 31.2±5.4

Hb (g/μL) Control G. 10.8±1.1 11.7±1.1 11.2±1.4 11.2±1.2 11.3±1.2
Experimental G. 11.2±0.8 11.1±0.9 8.0±2.9 7.2±3.1 9.0±1.7

*P<0.05,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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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4와 1.2±0.9, 접종 후 4일에 0.9±0.3와 2.8±1.6, 접종 

후 1주일에 0.7±0.4와 1.7±0.5, 그리고 접종 후 2주일에 0.8±

0.3와 0.9±0.9로 나타났다. 대조군에 비하여 실험군에서 그 수

치가 증가하는 모습이 나타났으며, 접종 후 1주차(P<0.05)에서 

두 군간의 유의성이 관찰되었다(Fig. 1).

대조군과 실험군에서의 Fibronogen (mg/dL) 수치는 접

종 직전에 각각 326.2±70.2와 222.2±74.9, 접종 후 1일에 

256.1±62.2와 503.5±154.7, 접종 후 4일에 369.5±93.9와 

442.1±146.8, 접종 후 1주일에 293.6±12.3와 434.3±153.0, 

그리고 접종 후 2주일에 369.1±65.6와 376.8±98.8으로 나타

났다. 접종 직후 대조군에 비하여 실험군에서의 수치가 증가하

는 경향을 나타내었으며, 접종 후 1일차에서 두 군간의 유의성

이 관찰되었다(P<0.05). 대조군과 실험군에서의 Haptoglobin 

(mg/dL) 수치는 접종 직전에 각각 24.5±2.8와 25.8±2.2, 접

종 후 1일에 24.4±1.4와 60.3±23.3, 접종 후 4일에 22.9±1.6

와 72.5±30.8, 접종 후 1주일에 23.4±0.4와 51.6±26.7, 그리

고 접종 후 2주일에 24.3±1.5와 3.9±0.6으로 나타났다. 즉, 접

종 후 대조군에 비하여 실험군에서 현저한 증가가 관찰되었으

며, 접종 후 1일차와 4일차에서 두 군간의 유의성이 관찰되었다

(P<0.05). 대조군과 실험군에서의 SAA (mg/L) 수치는 접종 직

전에 각각 2.4±1.5와 0.5±0.6, 접종 후 1일에 각각 2.9±2.9와 

190.9±45.1, 접종 후 4일에 1.3±1.2와 38.6±26.6, 접종 후 1

주일에 1.3±1.0와 4.6±4.8, 그리고 접종 후 2주일에 4.8±7.3

와 1.3±2.2으로 나타났다. 접종 직후 대조군에 비하여 실험군

에서 확연한 수치의 증가가 관찰되었으며, 접종 후 1일에서 고

도의 유의성이 관찰되었다(P<0.01) (Fig. 2).

혈청단백질의 전기영동분석 결과 

대조군과 실험군에서의 Total Protein (g/dL) 수치는 접종 

직전에 6.8±1.0와 6.9±0.5, 접종 후 1일에 7.0±0.3와 7.4±

1.4, 접종 후 4일에 6.2±0.6와 6.8±0.5, 접종 후 1주일에 6.5±

0.2와 6.6±0.3, 그리고 접종 후 2주일에 6.4±0.2와 6.7±0.2

으로 대조군에 비하여 실험군의 수치가 증가하는 경향이 있었으

Fig. 1. Comparison graph of WBC profile mean value between control group and experimental group. (A) WBC (10*3/μL), (B) 
Neutrophil (10*3/μL), (C) Lymphocyte (10*3/μL), (D) Monocyte (10*3/μL). *P<0.05. **P<0.01. 

Fig. 2. Comparison graph of Acute phase protein (Fibrinogen, Haptoglobin, SAA) mean value between control group and experimental 
group. (A) Fibronogen (mg/dL), (B) Haptoglobin (mg/dL), (C) Serum Amyloid A (mg/L). *P<0.05.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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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평균 수치의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는 않았다. 대조군과 

실험군에서의 Albumin (g/dL) 수치는 접종 직전에 각각 3.8±

0.3와 3.8±0.2, 접종 후 1일에 3.9±0.3와 4.1±0.7, 접종 후 4

일에 3.4±0.4와 3.6±0.2, 접종 후 1주일에 3.4±0.1와 3.4±

0.1, 그리고 접종 후 2주일에 3.4±0.2와 3.5±0.2으로, 두 군간

의 Albumin 평균 수치의 유의미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대조

군과 실험군에서의 Globulin (g/dL) 수치는 접종 직전에 3.1±

0.6와 3.0±0.3, 접종 후 1일에 3.1±0.7와 3.4±0.2, 접종 후 4

일에 2.8±0.3와 3.2±0.3, 접종 후 1주일에 3.1±0.2와 3.1±

0.2, 그리고 접종 후 2주일에 3.0±0.2와 3.2±0.1으로 나타났

다. 비록 대조군에 비하여 실험군에서 접종 후의 Globulin 수치가 

약간 증가하였으나,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대조군과 

실험군에서의 α-1 Globulin (g/dL) 수치는 접종 직전에 0.4±

0.1와 0.5±0.1, 접종 후 1일에 0.4±0.0와 0.5±0.1, 접종 후 4

일에 0.4±0.1와 0.5±0.1, 접종 후 1주일에 0.4±0.1와 0.5±

0.1, 그리고 접종 후 2주일에 0.5±0.0와 0.6±0.1으로, 접종 후 

4일차에서 두 군간의 유의성이 관찰되었다(P<0.05). 대조군과 

실험군에서의 α-2 Globulin (g/dL) 수치는 접종 직전에 각각 

0.9±0.2와 0.9±0.1, 접종 후 1일에 0.9±0.1와 1.1±0.2, 접

종 후 4일에 0.9±0.1와 0.9±0.1, 접종 후 1주일에 0.9±0.1와 

0.9±0.1, 그리고 접종 후 2주일에 0.9±0.0와 0.9±0.1로 나타

났다. 접종 후 1일에 두 군간의 유의미한 통계적 유의성이 보이

지는 않았지만, 평균치의 확연한 차이는 관찰되었다. 대조군과 

실험군에서의 α Globulin (g/dL) 수치는 접종 직전에 각각 1.4±

0.3와 1.4±0.1, 접종 후 1일에 1.4±0.1와 1.6±0.3, 접종 후 4

일에 1.3±0.2와 1.5±0.1, 접종 후 1주일에 1.3±0.1와 1.4±

0.1, 그리고 접종 후 2주일에 1.4±0.0와 1.4±0.0으로 대조군

에 비하여 실험군에서 접종 직후의 수치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

였으나, 두 군간의 유의한 차이는 관찰되지는 않았다. 대조군과 

실험군에서의 β Globulin (g/dL) 수치는 접종 직전에 각각 0.3±

0.1와 0.3±0.1, 접종 후 1일에 0.3±0.0와 0.4±0.1, 접종 후 4

일에 0.2±0.2와 0.4±0.4, 접종 후 1주일에 0.3±0.1와 0.4±

0.1, 그리고 접종 후 2주일에 0.3±0.0와 0.3±0.0으로, 접종 후 

4일에 두 군간의 유의미한 통계적 유의성이 보이지는 않았지만, 

평균치의 확연한 차이가 관찰되었다. 대조군과 실험군에서의 γ 

Globulin (g/dL) 수치는 접종 직전에 각각 1.4±0.3와 1.4±

0.2, 접종 후 1일에 1.4±0.2와 1.4±0.4, 접종 후 4일에 1.3±

0.1와 1.3±0.1, 접종 후 1주일에 1.4±0.2와 1.4±0.1, 그리고 

접종 후 2주일에 1.4±0.2와 1.5±0.1으로 두 군간의 γ Globu-

lin 평균 수치의 유의미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Table 2).

고    찰

염소의 피하농양에 대한 치료 및 예방, 관리 등의 연구는 거의 

Table 2. Serum protein profile values of control group and experimental group

Just before 
inoculation 1 Day 4 Days 1 Week 2 Weeks

Total Protein (g/dL) Control G. 6.8±1.0 7.0±0.3 6.2±0.6 6.5±0.2 6.4±0.2
Experimental G. 6.9±0.5 7.4±1.4 6.8±0.5 6.6±0.3 6.7±0.2

A/G ratio Control G. 1.3±0.2 1.3±0.1 1.2±0.1 1.1±0.1 1.1±0.1
Experimental G. 1.3±0.1 1.2±0.1 1.1±0.1 1.1±0.1 1.1±0.0

Albumin (g/dL) Control G. 3.8±0.3 3.9±0.3 3.4±0.4 3.4±0.1 3.4±0.2
Experimental G. 3.8±0.2 4.1±0.7 3.6±0.2 3.4±0.1 3.5±0.2

Globulin (g/dL) Control G. 3.1±0.6 3.1±0.7 2.8±0.3 3.1±0.2 3.0±0.2
Experimental G. 3.0±0.3 3.4±0.2 3.2±0.3 3.1±0.2 3.2±0.1

α Globulin (g/dL) Control G. 1.4±0.3 1.4±0.1 1.3±0.2 1.3±0.1 1.4±0.0
Experimental G. 1.4±0.1 1.6±0.3 1.5±0.1 1.4±0.1 1.4±0.0

α-1 Globulin (g/dL) Control G. 0.4±0.1 0.4±0.0 0.4±0.1 0.4±0.1 0.5±0.0
Experimental G. 0.5±0.1 0.5±0.1 0.5±0.1* 0.5±0.1 0.6±0.1

α-2 Globulin (g/dL) Control G. 0.9±0.2 0.9±0.1 0.9±0.1 0.9±0.1 0.9±0.0
Experimental G. 0.9±0.1 1.1±0.2 0.9±0.1 0.9±0.1 0.9±0.1

β Globulin (g/dL) Control G. 0.3±0.1 0.3±0.0 0.2±0.2 0.3±0.1 0.3±0.0
Experimental G. 0.3±0.1 0.4±0.1 0.4±0.4 0.4±0.1 0.3±0.0

γ Globulin (g/dL) Control G. 1.4±0.3 1.4±0.2 1.3±0.1 1.4±0.2 1.4±0.2
Experimental G. 1.4±0.2 1.4±0.4 1.3±0.1 1.4±0.1 1.5±0.1

*P<0.05,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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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 되어있지 않았다. 따라서 피하농양이 발생한 염소의 염증 

지표와 관련한 생체 정보의 변화상을 파악해 보기 위하여 본 연

구를 수행하였다. 이를 위하여, 건강한 염소와 피하농양을 유발

할 수 있는 병원체인 C. pseudotuberculosis를 접종한 염소에 

대한 혈액학적 검사, 염증지표 인자들의 분석, 그리고 전기영동

분리법을 통한 혈청 단백질의 분획을 일자 별로 각각 비교 분석

하여 그 차이점과 특성들을 주기적으로 파악하였다. 그 결과, 건

강한 염소와 피하농양이 유발된 염소의 혈액학적 수치와 염증지

표 인자, 그리고 혈청 단백질의 전기영동 분석 검사에서 의미 있

는 차이점들을 관찰할 수 있었다.

먼저 혈액학적 검사의 RBC profile 결과를 살펴보면, 피하농

양 병원체를 접종한 염소의 RBC, HCT, 그리고 Hb 농도의 수치

들이 건강한 염소의 수치에 비하여 접종 직후부터 1주찰까지 급

격히 감소되다가 2주차 정도에 회복되는 경향이 관찰되었다. 즉, 

C. pseudotuberculosis 감염에 의하여 피하농양이 발생하는 

염소에게 빈혈이 유발될 수 있으며, 이러한 빈혈에 따른 감염 염

소들의 생산성 저하나 폐사와 같은 증상 과도 직결될 수 있을 것

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WBC profile 결과를 살펴보면, 피하농양 병원체를 접

종한 염소의 WBC profile수치들이 건강한 염소의 WBC의 수

치보다 전체적으로 증가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 특히, total 

WBC 수치, Neutrophil과 Monocyte 수치들이 C. pseudotu-

berculosis 병원체를 접종한 후 1일차부터 급격히 증가한 것으

로 볼 수 있었는데, 이러한 WBC들의 증가는, 병원체 감염에 따른 

염소들의 체내에 염증반응이 나타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Fibrinogen, Haptoglobin, 그리고 SAA는 간에서 생성되

고 다른 응고인자와 함께 필요할 때 순환계로 방출되는 물질이

며, 조직의 급성 염증이나 손상을 초래하는 상태에서 다른 급성

기 반응 물질들과 함께 급격하게 증가하는 혈액 인자들 중의 하

나이기도 하다. 이번 연구에서도 C. pseudotuberculosis 병원

체를 접종한 염소의 Fibrinogen 수치와 Haptoglobin, 그리고 

SAA의 수치가 1일차와 4일차때 급격히 증가하는 것이 관찰되

었는데, 이는 염소의 조직 손상 또는 급성 염증 반응이 C. pseu-

dotuberculosis 감염 직후에 유발된다고 생각할 수 있다.

혈청 단백질의 전기영동 분석을 통하여 Albumin, Alpha-1 

& -2 Globulin, Beta Globulin, 그리고 Gamma Globulin으

로 세분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Total protein 값과 Albumin/

Globulin (A/G) ratio 값을 산정하였다. 먼저, C. pseudotu-

berculosis 병원체를 접종한 염소의 Total Protein 농도가 접

종을 하지 않은 염소의 수치보다 높게 나온 것을 볼 수 있었는

데, 특히 접종한 지 1일차에서 급격하게 증가하였다. 또한, Al-

bumin과 Globulin에서도 1일차에서는 증가하였다가 감소하

는 것으로 보아, 피하농양이 유발된 염소에서 탈수 및 몸에 이상

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다. 

α Globulin은 감염을 포함한 염증성 변화에 따라 혈중에 증

가하는 APP의 일종이며, a-1 Globulin과 α-2 Globulin으로 

분류할 수 있다. α Globulin의 수치는 전체적으로 피하농양 병

원체를 접종하지 않은 염소 보다 접종한 염소에서 높게 나온 것

으로 관찰되었는데, 특히, α-2 Globulin의 수치는 접종한 1일

차에서 수치가 증가하였다. 이러한 변화상을 살펴보았을 때에 

C. pseudotuberculosis 병원체의 감염 직후부터 염소의 염증

반응이 급격하게 유발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상의 연구를 통하여 지금까지 보고되지 않았던 피하농양이 

유발된 염소의 생체지표들의 변화상을 제시할 수 있었다. 따라

서 이러한 분석 자료들은 피하농양이 발생한 염소에 대한 질병 

정도의 파악 및 치료, 관리 등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생

각된다.

결    론

염소와 면양에서 주로 발생하는 피하농양은 대부분이 C. 

pseudotuberculosis 감염에 의한 림프절 농양으로서, 발생 형

태에 따라 내부형과 외부형 및 혼합형으로 구분된다. 그동안 피

하농양에 대한 진단 방법 등은 꾸준히 연구되어 있지만, 피하농

양에 대한 효율적인 치료 및 관리를 위한 연구보고는 미비한 실

정이다. 따라서 C. pseudotuberculosis 감염에 의하여 피하농

양이 유발된 염소의 염증 지표와 관련한 생체 정보의 변화상을 

파악해 보기 위하여 본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를 위하여, 건강한 

염소와 C. pseudotuberculosis를 접종하여 피하농양이 유발된 

염소에 대한 혈액학적 검사와 염증지표 인자의 분석, 그리고 전

기영동분리법을 통한 혈청 단백질의 분획을 일자 별로 각각 비

교 분석하여 그 차이점과 특성들을 주기적으로 파악하였다.

그 결과, 피하농양이 유발된 염소에서 RBC, HCT, Hb의 급

격한 감소와 관련된 빈혈 소견이 관찰되었으며, total WBC, 

Neutrophil, Monocyte의 증가로 표현되는 염증세포의 현저한 

증가가 관찰되었다. 그리고 Fibrinogen, Haptoglobin, 그리고 

SAA와 같은 APP의 수치가 감염 직후에 급격히 증가하는 것이 

관찰되었다. 또한, 혈청 단백질의 전기영동 분석 결과에서도, α 

Globulin과 β Globulin의 수치가 피하농양이 유발된 염소에서 

그 수치가 현저히 증가하는 것이 관찰되었다. 즉, 이러한 변화상

을 살펴보았을 때에 C. pseudotuberculosis 병원체의 감염 직

후부터 염소들의 전신적인 염증반응이 급격하게 유발되는 것을 

구지영ㆍ박준환ㆍ김선호ㆍ조용일ㆍ김찬란ㆍ차승언ㆍ신기욱ㆍ박진호

52 https://doi.org/10.7853/kjvs.2022.45.1.47

KJVS



알 수 있었다. 

이상의 연구를 통하여 지금까지 보고되지 않았던 피하농양이 

유발된 염소의 생체지표들의 변화상을 파악할 수 있었으며, 이

러한 분석 자료는 차후에 피하농양이 발생한 염소에 대한 질병 

정도의 파악 및 치료, 관리 등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생

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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