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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Reproductive disorders in cows cause economic loss in livestock farms. Reproductive diseases, such as follicular 
cyst, luteal cyst, endometritis, pyometra, and repeat breeding cause infertility. Among these diseases, endometritis and 
pyometra are uterine infections that are leading causes of infertility. This study was performed to investigate the 
causative agents of uterine diseases using bacterial culture. Bacteria were obtained from the reproductive organs 
(vagina, uterine cervix, and uterine horn) of dairy cow diagnosed with endometritis or pyometra, and cultured on blood 
agar. The colonies obtained from cultivation for 24 hours were passaged. To identify the bacteria, the colonies grown 
in passaged culture Gram stained and applied to an automatic biochemical microbial identification system. Escherichia 
coli were commonly detected in vagina, uterine cervix, and uterine horn of dairy cows diagnosed to pyometra. The 
cows having endometritis showed not only Escherichia coli but also Pantoea spp. and Klebsiella spp. strains. Dairy 
cows that were infected with Escherichia coli in uterus caused mastitis or digestive disease. These results suggest that 
sanitary feeding and management beforehand are needed to prevent bacterial infe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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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분만 후 소 자궁의 회복 과정 동안 자궁의 개방에 의하여 다

양한 종류의 세균이 침입하게 된다. 소의 질병 감염은 면역기
능이 떨어지는 시기인 분만 2주전부터 분만 후 3주까지 위험
성이 높아지게 된다(LeBlanc 등, 2011). 자궁의 세균감염이나
세균 증식은 뇌하수체에서의 황체형성 호르몬(Luteinising Hor- 
mone, LH)의분비를 저해하여난포형성을 억제하고, 난소의 스
테로이드 합성을 줄여 비정상적인 황체기를 유발한다(Williams 
등, 2007).
자궁에서 발생하는 대표적인 번식장애 질환으로 자궁내막

염(Endometritis)과 자궁축농증(Pyometra)이 있다. 자궁내막염

은 임상증상 및 그 정도에 따라 임상형 자궁내막염(Clinical en- 
dometritis, CE)과 준임상형 자궁내막염(Subclinical endometritis, 
SE)으로 구분할 수 있다. 임상형 자궁내막염은 분만 21일 이후 
화농성 또는 점액성 질 분비물이 동반되는 자궁내막의 염증을 
일컫는데, 질병의 전신 증상을 나타내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Sheldon 등, 2006; Prunner 등, 2014). 반면, 준임상형 자궁내
막염은 임상형 자궁내막염에서 나타나는 생식기의 화농성 분

비물을 배출하지 않고 전구증상을 나타내지 않으면서 번식률

을 떨어뜨리게 된다(Gilbert 등, 2005; Cheong 등, 2011). 
자궁축농증은 감염, 호르몬 장애 등으로 인해 화농성 물질이 

자궁 내에 축적되어 자궁강이 팽대되어 있는 상태로서, 번식
장애가 동반되는 질병이다. 자궁축농증은 다양한 원인에 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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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Endometritis

  

(b) Pyometra

Fig. 1. Photographs of uterus with endometritis or pyometra. ① watery discharage into the uterine horn. ② purulent discharage into 
the uterine horn, ③ swelling of uterine horn.

유발되는데, 이들 중 대장균은 소(Lewis, 2003), 개(조 등, 2000) 
등의 동물에 자궁축농증을 유발하는 대표적인 원인체이다. 
소자궁감염의대표적인원인체로는대장균(Escherichia coli), 

Trueperella pyogenes, Fusobacterium necrophorum, Prevotella 
species 등이 있는데, 특히 분만 후 초기에 대장균 분리율이 높
다(Williams 등, 2005; Sheldon 등, 2006). Prunner 등(2014)은
분만 후 소 자궁에서 대장균이 16.8% 검출된다고 하였고, Ba- 
ranski 등(2012)은 소의 자궁에서 검출된 세균 중 대장균이 20 
% 내외(18.4∼25.2%)의 비율을 차지한다고 하였으며, Bicalho 
등(2010)은 착유 중인 홀스타인 젖소에서 대장균이 33.4% 분
리된다고 하였다. 대장균은 소의 분만 후 자궁에서 빈번히 분
리되는 세균 중의 하나로서, 악취가 나는 질점액을 분비시키
고, 분만 후 첫 우세난포의 성장을 지연시키며, estradiol의 분
비 장애를 유발하고, 배란 후 황체의 크기를 작게 만들어 pro- 
gesterone의 분비를 줄이기도 한다(Williams 등, 2008). 대장균
은 위장관에 정상적으로 존재하는 세균으로서 영장류의 건강

에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나, O157:H7과 같은 몇몇의 대장
균은 질병 유발 요인으로 작용한다(Kaper 등, 2004).
본 증례에서는 자궁내막염과 자궁축농증의 원인 세균을 확

인하기 위해 이들 질병으로 확인된 젖소의 질, 자궁경관, 자궁
각 등 생식기에서 세균을 분리․동정하였다.

증  례

폐사한 홀스타인 젖소 부검 시 자궁축농증과 자궁내막염의

임상 소견을 보이는 젖소 각각 1두를 대상으로 원인균을 분리
하고자 젖소의 질, 자궁경관, 자궁각 등 생식기에서 세균을 분
리․동정하였다. 자궁내막염으로 폐사한 젖소는 1997년생으
로 그동안 7번의 분만 경력이 있었고, 자궁축농증으로 폐사한
젖소는 2008년생으로 1산차 분만 후 폐사하였다. 세균 배양은

멸균된 culture swab을 이용하여 생식기 각 부위에서 시료를
채취하고, 이를 혈액배지에서 24시간 배양한 후 형성된 집락
(colony)을 다시 1일간 계대배양하였다. 계대배양 후 형성된 집
락은 Gram 염색을 실시하여 Gram 양성, 음성여부를 확인하고, 
생화학적 자동 미생물 동정 장비인 VITEK 2(Biomerieux, USA)
를 이용하여 세균을 동정하였다.
자궁내막염 발병젖소는 자궁각 등에서점액성 질 분비물관

찰과 함께 자궁벽이 비후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였고, 자궁축농
증 발병 젖소는 자궁각 내에 혼탁한 화농성 물질이 가득 차 있

어 자궁각이 극히 팽대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Fig. 1). 생
식기에서 세균을 분리․동정한 결과, 자궁내막염을 나타낸 젖
소의 경우 대장균이 질부, 외요도구, 자궁각, 외자궁구에서 분
리되었으며, Pantoea spp.와 Klebsiella pnuemoniae가 질에서
분리되었고, Klebsiella oxytoca가 자궁경관에서 분리되었으며
(Table 1), 자궁축농증을 나타낸 젖소의 질부, 자궁경관 입구, 
자궁경관, 자궁각에서는 모두 대장균이 분리되었다(Table 2).

고  찰

젖소는 분만 후 자궁에 세균 감염이 쉽게 일어나는 가축 중

의 하나로서, 송아지 분만을 위하여 자궁경관이 확장될 때 이
완된 경관을 통하여 털, 분변, 주변 환경에서의 이물질 등에 의
해 쉽게 감염될 수 있다(Sheldon과 Dobson, 1999). 자궁내막염
이 발병하였을 경우, 성공적으로 치료한 소일지라도, 감염되지 
않은 동물에 비해 대략 20% 정도 수태율이 낮아지며, 3% 정
도는 불임으로 남게 된다(Borsberry와 Dobson, 1989). 젖소에
서 자궁축농증은 자궁 감염에 의해 유발되는 가장 대표적인 질

병 중의 하나인데, 분만 후 황체 기능의 시작 직후에 일반적으
로 발생하며, 난산이나 후산정체 이후에 나타나는 경우가 많
다(Lewis,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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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Bacterial identification in Holstein dairy cow with endo- 
metritis

Sampling position of 
reproductive organ Name of identified bacteria

Vaginal vestibule Escherichia coli

External urethral orfifce Escherichia coli

Vagina Pantoea spp.,
Klebsiella pneumoniae

Uterine cervix Klebsiella oxytoca

External uterine orifice Escherichia coli

Uterine horn Escherichia coli

Table 2. Bacterial identification in Holstein dairy cow with pyometra

Sampling position of 
reproductive organ Name of identified bacteria

Vagina Escherichia coli

Entrance of uterine cervix Escherichia coli

Uterine cervix Escherichia coli

Uterine horn Escherichia coli

우리나라의 경우, 최 등(2006)은 한우의 번식장애 질환 중
자궁내막염과 자궁축농증이 각각 1% 비율을 차지한다고 하였
고, 임 등(2006)은 검사한 85,983두의 젖소에서 자궁내막염이
9.3%, 자궁축농증이 2.9%를 차지한다고 하였다.
대장균은 분만 후 수일 이내에 자궁에서 분리되는 가장 대

표적인 세균 중의 하나로서, 자궁내막염의 민감성을 증가시키
는 원인체로 작용하게 된다(Hussain 등, 1990). 대장균은 분만
후 자궁염이나 자궁내막염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

으나, 그 병리학적인 기전은 아직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Bi- 
calho 등, 2010). 대장균과 함께 Klebsiella pneumoniae 등 여러 
종류의 세균이 자궁에서 분리되었다(Williams 등, 2005). 본 증
례에서는 젖소에서 특히 유방염과 소화기질환을 유발하는 대

장균이 자궁 등 번식기관에서도 확인이 되었는데, 이는 청결
하지 않은 축사환경, 인공수정, 수정란이식 등을 통한 번식기
관 감염으로 번식장애 질병이 발생되므로, 위생적인 사양관리
가 우선시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결  론

소의 번식장애 질환은 젖소 및 한우 사육농가에 가장 경제

적 손실을 크게 입히는 질병 중의 하나로서, 난포낭종(follicular 

cyst), 황체낭종(luteal cyst)과 같은 난소질환, 자궁내막염(en- 
dometritis), 자궁축농증(pyometra)과 같은 자궁질환, 정상적인
발정주기(estrus cycle)를 가지면서도 임신이 되지 않는 저수태
우(repeat breeding) 등 다양한 형태로 발생되고 있다. 이들 중
자궁내막염과 자궁축농증은 번식기관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부분인 자궁의 감염에 의하여 염증이 유발되는 질병으로써, 번
식우로서의 가치를 상실하는 대표적인 번식장애 질환이다. 본
증례에서는 자궁질환의 원인체를 확인하고자 자궁내막염(1997
년생, 7산차)과 자궁축농증(2008년생, 1산차)이 확인된 젖소의 
질, 자궁경관, 자궁각 등 생식기에서 세균을 분리․동정하였다. 
세균배양은 자궁내막염, 자궁축농증 이환 젖소의 질, 자궁경관 
입구, 자궁경관, 자궁각 등을 대상으로 멸균된 culture swab을
이용하여 시료를 채취하고, 이를 혈액배지에서 24시간 배양한 
후, 형성된 집락을 다시 1일간 계대배양하였다. 계대배양 후 형
성된 집락은 Gram 염색을 실시하여 Gram 양성․음성 여부를
확인하고, 생화학적 자동 미생물 동정 장비인 VITEK 2(Biome- 
rieux, USA)를 이용하여 세균을 동정하였다. 자궁축농증이 발
생된 젖소에서는 질(vagina), 자궁경관, 자궁각 등 번식기관 전
부위에서 대장균(Escherichia coli)이 공통적으로 검출되었으
며, 자궁내막염 감염 축에서는 대장균과 더불어 Pantoea spp., 
Klebsiella spp.도 함께 동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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