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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We examined the teats of slaughtered cattles to investigate the prevalence of papilloma and to

detect bovine papilloma virus (BPV) from those samples. Among 880 heads, 432 (49.0%) was Holstein

and 448 (51.0%) was Korean native cattle. Grossly, out of 432 heads (Holstein), 263 (60.8%) had papilloma

lesions on teats. However, out of 448 heads (Korean native cattle), only 33 (7.4%) had papilloma lesions

on teats. Immunohistochemically, BPV antigen was detected in 35 heads (22.9%) of 153 (Holstein) which

had papilloma lesions. But, in Korean native cattle, BPV antigen was detected in 1 head (3.8%) of 26.

Electronmicroscopically, in Holstein papilloma cases, BPV particles was detected in 31 heads (39.2%) of

79. This study revealed that papilloma was very prevalent in holstein teats, Korea and the prevalence of

papilloma in Holstein was 8 times higher than that of Korean native cattle. Moreover, it was needed to

consider gross and histopathological lesions to confirm BPV infection on teats because the sensitivity of

immunohistochemistry and electronmicroscopy was not hig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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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유두종(papilloma)은 평균 55 nm 크기의 작은 DNA

바이러스인 파포바바이러스속의 유두종바이러스(bovine

papillomavirus)에 의해 일어나는 질병으로서 소, 말, 개

뿐만 아니라 사람의 피부에 사마귀 모양의 결절을 일으

키는 양성 종양이다 [1, 2, 4, 7, 8, 9, 10, 12, 14]. 이 질

병의 잠복기는 3~8주 또는 그 이상이다 [14]. 유두종은

처음에 표피에 작은 결절 모양으로 생기며 이 결절이 자

라나서 건조한 뿔 같은 백색의 양배추 모양의 덩어리가

된다 [14]. 그리고 나중에는 이 병변의 기저부가 괴사되

어 피부에서 떨어지며 병변의 크기는 직경 0.5 mm 부터

수 cm까지 다양하다 [10, 14]. 유두종의 병리조직학적

병변으로는 과각화증, 표피층 특히 유극세포층의 심한

증식이 특징이다 [2, 5, 12, 13]. 이들 세포들은 수포변

성이 되어 종창되며 세포질에 keratohyaline granule을 가

지고 있으며 핵 내에서는 때때로 핵내 봉입체가 관찰된

다. 그리고 표피층이 증식하여 진피층으로 깊숙히 침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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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있는 것이 특징이다 [13]. 

소 유두종은 감수성이 높은 어린 소에 감염되었을 때

성장지연이 나타날 수 있으며 착유우의 유두에 감염되

면 착유 시 통증 때문에 착유가 곤란하여 유량을 저하

시킬 수 있고, 그 외에 유두종에 의한 가죽 손상도 경제

적 피해로 꼽을 수 있다 [14]. 외국의 경우, 소 유두종

감염 실태조사와 면역조직화학염색에 의한 유두종바이

러스 검출 [12], PCR에 의한 유두종 진단 등이 연구되

어 왔으며 [3, 11], 최근에는 유두종 병변내의 세포에서

유두종바이러스의 미세구조를 관찰하기 위해 전자현미

경검사가 활발하게 이용되고 있다 [6, 12, 13]. 그러나

국내에서는 이러한 연구들이 거의 수행되어 오지 못했

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첫째, 국내에서 사육되어 도

축장에 출하되는 도축우의 유두종 감염실태를 조사하

고, 둘째, 이들 유두종 감염 조직에 대한 병리조직학적

검사를 통해 유두종 감염에 따른 조직의 변화를 관찰하

고 면역조직화학염색 및 전자현미경검사를 통해 조직

내에서 유두종 바이러스 항원을 검출하고자 하였다.

재료 및 방법

유두 채취

2001년 1월부터 2002년 11월까지 서울, 경기, 강원, 충

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소재 도축장에 출하되

는 한우 및 홀스타인종 암소 유두를 채취하여 검사하였

다. Table 1과 같이 전체 880두를 검사하였으며 이중 홀

스타인은 432두(49.0%)이었고 한우는 448두(51.0%)

이었다. 

유두에 대한 육안 검사

유두 표면을 면밀하게 검사하여 표면의 융기 등 유두

종으로 의심되는 병변이 있는지를 관찰하였고 그 밖에

다른 병변이 있는지를 확인하였다. 유두종으로 보이는

병변 조직을 채취하여 일부는 10% 완충중성포르말린에

고정하였고 일부는 -70oC에 보관하여 전자현미경 검사

에 활용하였다.

유두에 대한 병리조직검사

유두의 병변 부위를 10% 완충중성포르말린에 24시간

고정한 후, 두께 1 mm 정도로 자른 후 캡슐에 넣어 흐

르는 물에 수세하였다. 조직처리기(Leica TP 1050,

Austria)을 이용하여 조직을 탈수, 청명, 파라핀 침투 단

계를 거쳤다. 그 후 파라핀에 포매하여 얼린 후 3~4 µm

두께의 파라핀 절편을 만든 다음 헤마톡실린 및 에오신

(H&E)염색을 한 후 광학현미경(Olympus BX50, Japan)

으로 관찰하였다.

유두에 대한 면역조직화학염색

육안검사 및 병리조직검사 결과 유두종으로 확인된

유두조직(179두)에서 BPV를 검출하기 위해 면역조직화

학염색을 실시하였다. 유두의 파라핀 포매 절편을 슬라

이드(Polysciences, Inc, USA)에 부착하였다. 염색에는

LSAB 2 kit(DAKO K0675. USA)를 사용하였으며, 세척

용 완충액은 0.01 M PBS(pH 7.2) 이었다. 1차 항체로는

rabbit anti-bovine papillomavirus antibody(BPV-1) [Dako

B0580, USA]를 200배 희석하여 사용하였다. 

염색과정은 다음과 같다. 파라핀에 포매된 유두 절편

을 탈 파라핀과 함수과정을 거쳤다. 조직을 증류수에서

희석된 3% H2O2로 5분간 처리한 후 10분간 세척하였

다. 1차 항체를 습상에서 37oC에서 30분간 처리한 후 10

분간 세척하였다. 이때, 1차 항체 희석 완충액은 DAKO

antibody diluent with background reducing components

(Dako S3022, USA)를 사용하였다. Biotinylated Link

(Bottle 1)을 37oC에서 10분간 처리한 후 10분간 씻어낸

후, Streptoavidin-HRP(Bottle 2)을 37oC에서 10분간 처리

한 후 10분간 세척하였다. 그 후에 DAB 용액을 실온에

서 1~2분간 처리하고 Meyer's Hematoxylin 으로 30초~1

분간 대조염색 하였다. 탈수, 청명 단계를 거친 후 봉입

하여 광학현미경으로 관찰하였다.

유두에 대한 전자현미경 검사

육안검사 및 병리조직검사에서 확인된 유두종 시료

(96두)를 2 g 채취하여 멸균 PBS(pH 7.2) 8 ml와 같이

유발에 넣고 갈았다. 이 유제액을 12,000 rpm에서 5분

간 원심분리(Hanil Mega 17R Rotor 24x, 1.5 ml, Korea)

한 후에 상층액 20 ul를 취하여 미리 준비한 파라필름

위에 올리고 그 위에 다시 탄소로 처리한 그리드(300

mesh)를 5분간 띄워 놓았다. 5분 후 여분의 유제액을 제

거하기 위하여 여과지로 흡수 제거하였다. 염색약인 1%

phosphotungstic acid(PTA) 혹은 uranyl acetate를 1방울 파

라 필름 위에 떨어뜨리고 다시 그리드를 띄워 염색을 실

시하였으며 건조시킨 후 투과전자현미경(H-7100FA,

Hitachi Co., Japan)으로 75 KV에서 바이러스 입자를 관

찰하였다. 

Table 1. Teat collection

Breed No. of animals (%)

 Holstein 432(49.0)

 Korean native cattle 448(51.0)

 Total 880(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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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과

유두의 질병 조사

Table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총 432두의 홀스타인 유

두에 대한 육안 검사, 병리조직 검사, 전자현미경 검사

결과를 종합한 결과 유두종(papilloma)이 263두(60.8%)

에서 확인되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유두

창상(teat trauma)이 19두(4.4%)로 확인되었으며, 유두종

과 가성우두(pseudocowpox) 복합감염이 2두, 가성우두

(pseudocowpox)가 1두에서 확인되었다. 한편 한우 유두

448두에 대한 검사 결과 유두종이 33두(7.4%)이며 유두

창상이 11두(2.4%)로 나타났다. 따라서 홀스타인의 유두

종 감염율이 한우에 비해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두종의 육안 병변

유두종은 형태학적으로 3가지 즉, 비전형적 편평형 유

두종(atypical flat form papilloma), 비전형적 실모양 유

두종(atypical filiform papilloma), 전형적 섬유유두종

(typical fibropapilloma)로 구분되는데 이번 연구에서는

이 세 가지 형태의 유두종이 모두 관찰되었다. 이들 병

변들은 유두나 유방 표면에 형성되어 있었다. 

비전형적 편평형 유두종 예의 병변은 보통 직경 2 cm

이하이며 백색 또는 회백색의 융기된 좁쌀 모양의 결절

이며 이 병변들은 떼어내려고 해도 잘 떼어지지 않았다

(Fig. 1). 비전형적 실모양 유두종 예의 병변은 2 mm 이

상의 실 모양의 가는 돌기들이 돌출되어 있으며 이들 병

변들은 쉽게 박리되었다(Fig 3). 또한 전형적 섬유유두

종 예의 병변은 2 mm 이하의 실 모양의 돌기들이 돌출

되어 있는 형태였다. 

유두종의 조직학적 병변

비전형적 편평형 유두종 예와 비전형적 실모양 유두

Table 2. Prevalence of teat diseases

Disease
No. of affected animals (%)

 Holstein  Korean native cattle

Papilloma 263(60.8) 33(7.4)

Pseudocowpox 1(0.2) -

Papilloma+Pseudocowpox 2(0.4) -

Teat trauma 19(4.4) 11(2.4)

Others 8(1.8) 4(0.9)

Normal 140(32.4) 400(89.3)

Total 432(100.0) 448(100.0)

Fig. 1. Holstein teat. Atypical flat form papilloma, 1~3 mm

white round nodules on the surface.

Fig. 3. Holstein teat. Atypical filiform papilloma. Fili form

lesions on the surface.

Fig. 2. Holstein teat. Atypical flatform papilloma.

Parakeratosis(K), severe hyperplasia of granular cells(G)

and prickle cells(P). H&E, X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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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예의 조직학적 병변으로는 과각화증, 과립세포층 및

유극세포층의 증식이 특징적인 병변이었으며 이들 세포

들의 심한 종창이 관찰되었다(Figs. 2, 4). 이들 증식된

세포들의 핵내에서 봉입체는 관찰되지 않았다.

그리고 이들 병변은 비전형적 실모양 유두종 예가 비

전형적 편평형 유두종 예 보다 훨씬 심하게 나타났다.

전형적 섬유유두종 예는 과각화증, 과립세포층 및 유극

세포층의 증식 이외에 진피층의 심한 증식이 관찰되었

다. 유두종 예들을 형태학적으로 분류한 결과 Table 3에

서 보는 바와 같이 비전형적 편평형 유두종이 홀스타인

과 한우에서 각각 224두(85.2%), 32두(97.0%)로서 다른

형태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밖에

홀스타인에서 전형적 섬유유두종 예가 12두(4.5%), 비

전형적 편평형 유두종 및 비전형적 실모양 유두종복합

예가 11두(4.2%)로 나타났다. 

유두종의 면역조직화학염색

유두종 병변을 보인 홀스타인 유두 조직에서 유두종

바이러스 항원을 검출하기 위해 면역조직화학염색을 실

시한 결과 Table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153두중 35두

(22.9%)가 양성으로 확인되어 유두종 병변 안에 유두종

바이러스가 많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유

두종 병변을 보인 한우 유두 26두 중 1두(3.8%)만이 양

성을 나타냈다. 표피층의 과립세포의 핵내에서 갈색으

로 양성반응이 관찰되어 유두종바이러스가 과립세포의

핵내에 주로 존재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Fig. 5).

유두종의 전자현미경 검사

Table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홀스타인 유두종 예에 대

한 전자현미경 검사 결과 79두 중 31두(39.2%)에서 유

두종바이러스 입자가 관찰되었으며 한우 유두종 예 19

두 전체에서 바이러스 입자가 관찰되지 않았다. 유두종

바이러스는 envelope가 없고 정 20면체이며 직경이 55

Fig. 4. Holstein teat. Atypical filiform papilloma.

Parakeratosis(K), severe epidermal hyperplasia(E). H&E,

X40.

Table 3. Morphological classification of teat papilloma

Type
No. of affected animals (%)

Holstein Korean native cattle

Atypical flat form 

papilloma

224(85.2) 32(97.0)

Atypical filiform 

papilloma

7(2.7) -

Typical fibropapilloma 12(4.5) 1(3.0)

Atypical flat form papilloma

+ Atypical filiform 

   papilloma

11(4.2) -

Atypical flat form papilloma

+ Typical fibropapilloma

8(3.0) -

Atypical filiform papilloma

+ Typical fibropapilloma

1(0.4) -

Total 263(100.0) 33(100.0)

Table 4. BPV detection of papilloma cases using IHC and

EM

Breed
BPV positive (%)

IHC# EM##

Holstein 35/153 (22.9) 31/79 (39.2)

Korean native cattle 1/26 (3.8) 0/17 (0.0)

#Immunohistochemistry, ##Electron microscopy

Fig. 5. Holstein Teat. Atypical filiform papilloma. Im-

munohistochemistry for BPV. The positive reaction is

found in the nuclei of granular cells (arrows). H&E, X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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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m로서 전형적인 유두종 바이러스의 형태를 가지고 있

었다(Fig. 6).

고 찰 

이 연구에서 국내에서 도축되는 홀스타인 유두(432

두)에 대한 병변은 유두종이 60.8%(263두)에서 확인되

어 가장 흔한 질병으로 밝혀졌는데 특히 홀스타인 유두

의 유두종 감염율(60.8%)이 미국 [10]의 25%나 영국 [7,

8]의 36~37.3%에 비해 훨씬 높아 국내 착유 농장은 유

두종 감염에 의한 상대적인 경제적 피해는 더 크다고 판

단되므로 이에 대한 정확한 영향을 향후 검토해 볼 필

요가 있을 것이다. 이와 함께 홀스타인의 유두종 감염율

이 한우(7.4%)에 비해 현저히 높게 나타난 것은 전자는

착유 품종이므로 매일 유두에 가해지는 자극이 많은데

다가 착유과정 등을 통해 질병의 감염기회가 많은 반면

후자는 비육우로서 유두의 병원체의 노출기회가 상대적

으로 매우 적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이번 연구에서도 유두종의 가장 특징적인 병리조직학

적 병변은 과각화증과 유극세포층 및 과립세포층의 심

한 증식으로 선인들의 보고와 일치하였다 [2, 5, 12, 13].

이 연구에서는 홀스타인 유두종의 형태학적 구분결과

비전형적 편평형 유두종이 85.2%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

타났는데 이 형태는 병변의 형태가 백색 결절로 보이므

로 구제역 유두 병변에서 나타나는 수포 또는 가피와 비

슷하게 보이기 쉽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2000

년 부터 2002년에 걸쳐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 소 구제

역 의심축으로 신고되어 구제역 음성으로 판명된 시료

80건 중, 10건(12.5%)가 유두종으로 확인된 점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따라서 유두의 유종 병변과 구제역의

유두 병변에 대한 감별진단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

한다. 

홀스타인에서 비전형적 편평형 유두종이 대부분이었

으며 소수이긴 하나, 비전형적 실모양 유두종(2.7%)과

전형적 섬유유두종(4.5%)이 발생되고 있었다. Meischke

[8]의 보고에 의하면 비전형적 편평형 유두종이 52.7%

로 역시 가장 많았고 비전형적 실모양 유두종(26.9%)과

전형적 섬유유두종(20.1%)이 그 뒤를 잇고 있어서 이 연

구보다 이들 소수 유형들이 다소 높은 발생을 보였으나

그 발생경향은 유사하였다. 

면역조직 화학염색법은 조직의 형태를 관찰하면서 조

직 내의 항원을 직접 검출할 수 있으므로 동물 질병의

기병성 연구와 확진에 널리 사용되고 있다. 미국의 Olson

등 [10]은 유두의 유두종 병변에서 유두종바이러스 항원

을 확인하기 위해 면역조직 화학염색을 실시하여 총 32

두 중 34.4%(11두)가 양성으로 확인되었으나, 이번 연구

에서는 153두 중 22.9%(35두)가 양성으로 판명되어 이

조직 내 항원 검출법이 확진의 근거는 되지 않았고 그

진단적 민감도가 높지 않았다. 면역조직 화학염색 결

과, 유두종 바이러스가 피부 과립세포의 핵 내에서 관

찰되어 선인들의 보고와 일치하였다 [12, 13]. 

더불어 이 연구에서 실시된 홀스타인 유두종 병변을

유제하여 네가티브 염색을 한 후 전자현미경으로 관찰

한 결과 79두 중 39.2%(31두)가 양성으로 확인되어 면

역조직 화학염색의 양성율(22.9%)보다 다소 높았지만 진

단법으로 응용할 정도의 민감도는 안되었다. 유두종의

전자현미경 검사와 면역조직 화학염색 결과 유두종 바

이러스의 검출율이 비교적 낮은 이유는 유두종 병변 부

위에 유두종 바이러스가 없거나 병변 내에 바이러스가

존재해도 검출할 수 없는 형태로 존재하기 때문인 것으

로 추정되고 있다 [12]. 따라서, 유두종 확진을 위한 표

준진단법으로서 면역조직 화학염색법과 전자현미경법을

활용키 위해서는 조직 내 항원 검출율을 높이는 방법의

개량과 단크론 항체 사용의 필요성이 인정되었다. 결론

적으로 유두종의 확진은 이들 검사법의 단독으로는 확

진하는 것은 오류가 있을 수 있으므로 현재로서는 유두

종의 확진은 이들 방법들 외에 동시에 육안 및 병리조

직학적 병변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

되었다. 

향후 국내 소 유두의 유두종 감염을 보다 더 쉽게 감

별진단하기 위해서는 중합연쇄반응의 확립과 함께 정확

한 유두종 바이러스의 기병성을 규명하고 특이성과 민

감도가 높은 항체 생산을 위해 국내에서 감염환을 이루

고 있는 병원체의 분리가 필요하며 이들 분리 바이러스

의 유전자 분석을 통한 분자역학적 조사도 조속히 이루

어져야 한다고 판단된다.

Fig. 6. Electronmicroscopy of teat papilloma. Pa-

pillomaviruses are aggregated. Phosphotungstic (PTA) st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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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유두종 감염율을 조사하기 위해 2001년부터 2002

년 11월까지 도축우 유두 880두(한우 448두, 홀스타인

432두)를 검사하였다. 홀스타인과 한우의 유두종 감염율

은 각각 60.8%, 7.4%로서 홀스타인의 감염율이 약 8배

높았다. 홀스타인의 유두종 감염율은 미국와 영국의 감

염율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두종을 형태학적으

로 구분한 결과, 비전형적 편평형 유두종이 홀스타인

(85.2%), 한우(97.0%)로서 가장 많았다. 홀스타인 유두

종 예에 대한 면역조직화학염색과 전자현미경검사 결

과, 항원검출율이 각각 22.9%와 39.2%로서 비교적 낮았

기 때문에 유두종의 확진을 위해서는 이들 방법들 외에

육안검사와 병리조직검사를 병행해야 할 것으로 판단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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