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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roprevalence of Brucellosis and Isolation of Yersinia enterocolitica O:9 in Pi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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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n farrow-finish farms participated in this seromonitoring that was conducted to investigate the por-
cine brucellosis situation in Korea. In total, eight (80.0%) of the 10 farms and 139 (24.0%) of 578 pigs
tested showed a positive response in the Rose Bengal test (RBT). Seroprevalence levels were de-
termined using RBT according to age; 35 (14.6%) of 239 piglets, 36 (31.3%) of 115 growing pigs, and
68 (30.4%) of 224 finishing pigs and sows were positive, respectively. All positive samples in RBT were
tested with the tube agglutination test (TAT) and competitive ELISA (C-ELISA), simultaneously. Although
48 samples came up positive in the TAT, all samples tested with C-ELISA were negative. Among 26
rectal swab samples from the TAT positive-pigs, Yersinia enterocolitica O:9 was isolated from seven
samples (26.9%). Therefore, we speculated that the positive reaction of RBT and TAT in this study
might be induced by the serologically cross-reacting bacteria with Brucella abort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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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Brucella (B.) spp.에는 9종이 있으며 이 중 돼지에 브루셀라

병을 유발하는 B. suis는 B. abortus보다 사람에서 병원성이 더

크기 때문에 공중보건학적으로 중요하며, 주로 수의사, 양돈

업자, 도축장 종사자 등에서 직업병으로 나타난다[31]. 돼지에

서 B. suis 전파는 감염돼지와 직접접촉에 의해 유발된다. 주

감염경로는 소화기와 생식기로 알려졌으며, 감염 웅돈 또는

인공수정에 의한 생식기 전파보다는 돼지의 습성상 소화기를

통한 전파가 훨씬 더 우세하다. B. suis는 돼지에서 유사산, 전

구마비, 고환염, 파행 등 다양한 임상증상을 나타내지만, 축주

가 인지하지 못할 정도의 무증상인 경우가 대부분이다[17].

최근 전 세계적으로 돼지 브루셀라병은 현저하게 감소하였

다. 양돈 산업의 전문화에 따른 생식기 질환의 중요성 부각으

로 모돈과 웅돈의 체계적인 방역 프로그램 확립, 규모와 시설

의 현대화로 돈군 간 질병 전파 최소화 및 브루셀라병 청정

돈군의 확보 등이 중요한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그러나

2008년 OIE 보고를 따르면 독일, 루마니아 등 유럽 일부 국가

에서 B. suis가 분리되었으며[33], 국내에서는 현재까지 돼지

에서 B. suis는 분리되지 않았으나 2007년 임신돈 유산 태아에

서 B. abortus의 분리와 2008년에는 종돈 1두에서 competitive

ELISA (C-ELISA) 양성이 보고된 바 있다[1].

B. abortus의 lipopolysaccharide (LPS)가 B. suis의 LPS와 매

우 유사하기 때문에[2], 소 브루셀라병이나 돼지 브루셀라병의

진단은 B. abortus 1119-3으로 제조된 Rose Bengal test 진단액

또는 시험관응집반응용 진단액을 공통으로 사용하고 있다.

Yersinia (Y.) enterocolitica O:9을 비롯하여 Escherichia (E.)

coli O157:H7, Salmonella N group (O:30) 등은 브루셀라 균과

O polysaccharide 항원이 유사하기 때문에 브루셀라병 진단액

에서 가양성반응을 일으킨다[22]. 특히 Y. enterocolitica O:9은

우리나라뿐 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브루셀라병 방역과 관련

하여 가장 주목받는 균종이다.

브루셀라병은 이병율이 높아 돈군 내에 침입하기만 하면

감염돈에서 동거돈으로 쉽게 전파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종돈

에 대해 브루셀라병을 검사하고 있으며, 지방 가축방역기관에

서 시험관응집반응을 실시하고 양성 개체에 대해서는 국립수

의과학검역원에서 C-ELISA 등으로 최종 확인검사를 하고 있

다. 돼지는 Yersinia 속균의 건강 보균동물이기 때문에 Y. enter-

ocolitica O:9에 의한 가양성반응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시험관

응집반응법보다 민감도와 특이도가 높은 C-ELISA를 추가하

여 확인검사를 실시하는 것이다[23,27].

이러한 내용을 배경으로,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일반 양

돈장에서 브루셀라병 항체 분포도 양상을 조사하고 브루셀라

균과 혈청학적으로 교차반응을 유발하는 균종을 분리하여, 향

후 돼지 브루셀라병 방역의 기초 자료로 사용하고자 하였다.

재료 및 방법

검사 혈청

2007년 3월부터 10월까지 전국 10개 일반 양돈장(경기 2개

소; 충남 3개소; 경북 2개소; 경남 1개소; 전북 2개소) 돼지를

검사하였으며, 모든 검사 돼지들은 사육 기간에 다른 축종의

가축들과 접촉 기회가 없었고 채혈 당시 임상적으로 건강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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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Results of porcine brucellosis in different age groups with Rose Bengal test

Item <10* ≥10-<17 ≥17

No. of tested pigs

Mean pigs sampled per herd (±SD)

No. of positive pigs

Estimated prevalence, % (95% CI)

239

23.9 (±5.0)

35

14.6 (10.1-19.1)

115

11.5 (±6.8)

36

31.3 (22.8-39.8)

224

22.4 (±6.4)

68

30.4 (24.3-36.4)
*
Weeks of age.

CI Confidence interval.

다. 이들 양돈장의 평균 모돈 규모(±SD)는 362(±126.6)두이었

고, 일령에 따라 3개 그룹으로 나누어 무작위로 채혈하였으며,

10주령 미만의 자돈(n=239), 10주령 이상부터 17주령 미만의

육성돈(n=115), 17주령 이상의 비육돈과 모돈(n=224) 등 총

578두를 검사하였다.

브루셀라병 항체 분포도 조사

돼지 브루셀라병 항체 분포도 조사는 종돈장방역관리요령
과 결핵병 및 브루셀라병 방역실시 요령에 준하여 실시하였

다[20,21]. 즉, B. abortus 1119-3으로 제조된 Rose Bengal test

진단액(대성미생물연구소, 의왕)으로 검사 혈청을 스크리닝한

다음, 양성 혈청에 대해서는 상기 균주로 제작된 시험관응집

반응용 진단액(국립수의과학검역원, 안양)과 C-ELISA

(SVANOVIR
®

Brucella-Ab C-ELISA, Svanova Biotech AB,

Uppsala, Sweden)를 제조사의 권장 방법에 따라 사용하였다.

브루셀라균과 교차반응 원인균 분리

시험관응집반응 양성률이 높은 양돈장에서 개체 확인된 돼

지 중 고역가의 항체가를 보인 돼지를 대상으로 직장 swab을

실시하였다. 이 시료에서 브루셀라균과 혈청학적으로 교차반

응을 유발하는 균종으로 알려진 E. coli O157:H7, Salmonella

N group, Y. enterocolitica O:9 등 3종에 대해서 균 분리를 시도

하였다.

E. coli O157:H7과 Salmonella spp.의 분리는 Jung 등의 방법

에 따라 실시하였으며[10,13], Y. enterocolitica 분리는 bacterio-

logical analytical manual의 변법을 사용하였다[32]. 즉, 분변

약 1 g을 고압증기멸균된 peptone sorbitol bile broth (PSBB;

Na2HPO4 8.23 g/l, NaH2PO4·H2O 1.2 g/l, bile salts No.3 1.5

g/l, NaCl 5 g/l, sorbitol 10 g/l, peptone 5 g/l) 9 ml에 접종하

여 4oC에서 4주간 저온 증균배양을 하였다. 증균배양액은 매

주 한 번씩 Yersinia selective agar (CM0653B, supplement

SR0109E, Oxoid, Hampshire, UK)에 접종하여 30
o
C, 1일 배양

하였으며, 이들 선택배지에서 붉은색의 유사 집락이 나타나면

5-10개를 선발하여 각각 MacConkey agar (Becton, Dickinson

and Company, Sparks, MD, USA)에 획선접종하여 37oC, 1일

배양하였다. MacConkey agar에서 무색으로 나타나면 API

20E (bioMérieux, Marcy I'Etoile, France)를 사용하여 Y. enter-

ocolitica를 확인하였다.

Y. enterocolitica로 확인된 분리균은 혈청형 동정을 위하여 시

판 항혈청 킷트 (Yersinia enterocolitica O-antisera, code No.

293756, Denka Seiken Co., LTD., Japan)와 Y. enterocolitica O:9에

특이적인 primers (forward, 5'-GCAGACGGGGGCAAAAGTA;

reverse, 5'-CACCTTGATTTTTTAAATGGCAT)를 이용한

PCR로 최종 동정하였으며[16], 양성 대조균주로서 Y. enter-

ocolitica O:9 ATCC 55075를 사용하였다.  

통계 분석

돼지 일령별 브루셀라병 양성률의 비교분석을 위하여 chi-

square test를 수행하였으며, 유의수준은 5% 미만으로 하였다.

결 과

일반 양돈장 돼지 578두를 대상으로 Rose Bengal test로 브

루셀라병 스크리닝을 시행한 결과, Table 1에 나타난 바와 같

이 10주령 미만 자돈 239두 중 35두가 양성으로 나타나 14.6%

(95% confidence interval [CI], 10.1-19.1)의 양성률을 보였다.

한편, 10주령 이상부터 17주령 미만의 육성돈(n=115)에서는

36두(31.3%)가 양성이었으며 95% CI는 22.8-39.8이었다. 17주

령 이상의 비육돈 또는 모돈(n=224)에서는 68두(30.4%)가 양

성이었으며 95% CI는 24.3-36.4이었다. 따라서, 전체 578두의

돼지 중 139두(24.0%)에서 브루셀라병 양성반응이 나타났다.

돼지의 일령별 Rose Bengal test에 의한 브루셀라병 양성률은

자돈보다 10주령 이상의 육성돈이나 비육돈에서 높게 나타나

(P<0.05), 일령이 증가할수록 양성률도 증가함을 알 수 있었다.

양돈장별 Rose Bengal test의 브루셀라병 양성률을 조사한

결과, 10개 검사 양돈장 중 양성반응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

2개를 포함한 6개 양돈장(60.0%)에서 10% 미만의 양성률이

나타났으나, 2개 양돈장(20.0%)에서는 70% 이상의 높은 양성

률이 관찰되었다(Table 2). 즉, 양돈장에 따라 0-75.4%의 다양

한 양성률이 Rose Bengal test에서 나타났다.

Rose Bengal test에서 브루셀라병 양성인 혈청 139건을 대

상으로 시험관응집반응과 C-ELISA에 동시 적용한 결과(Table

3), 시험관응집반응에서 100배 이상의 양성이 48건(34.5%), 의

양성반응이 22건(15.8%)이었다. 따라서, 전체 검사두수 578두

중 48두(8.3%)에서 시험관응집반응 양성이 나타났다. 그러나

C-ELISA에서는 검사혈청 139건 모두 음성으로 나타나 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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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Seroprevalence of brucellosis using Rose Bengal test according to the pig farms

Farm
No. of positive/tested

Total (%)
<10

*
≥10 - <17 ≥17

A

B

C

D

E

F

G

H

I

J

16/24

 0/18

 2/25

 0/24

 4/32

 3/20

 3/32

 7/18

 0/24

 0/22

 9/12

0/5

1/6

0/2

13/20

2/6

 0/20

11/12

 0/12

 0/20

18/21

 1/17

 2/22

 0/12

16/25

12/23

 1/29

16/18

 2/22

 0/35

43/57 (75.4)

1/40 (2.5)

5/53 (9.4)

0/38 (0)

33/77 (42.9)

17/49 (34.7)

4/81 (4.9)

34/48 (70.8)

2/58 (3.4)

0/77 (0)
*Weeks of age.

Table 3. Comparison of tube agglutination test and C-ELISA with positive serum samples of Rose Bengal test

Farm n
No. of indicated result in tube agglutination test No. of positive in

C-ELISANegative Suspected Positive

A

B

C

D

E

F

G

H

I

J

43

1

5

0

33

17

4

34

2

0

6

1

4

0

33

16

2

5

2

0

12

0

1

0

0

1

1

7

0

0

25

0

0

0

0

0

1

22

0

0

0

0

0

0

0

0

0

0

0

0

Total

(%)
139

69

(49.6)

22

(15.8)

48

(34.5)
0

혈청에서는 시험관응집반응 결과와 C-ELISA 결과에 많은 차

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Fig. 1. PCR results of the specific detection of Y. enterocolitica
O:9. Lane 1; positive control (Y. enterocolitica O:9 ATCC

55075), lane 2; negative control, lane 3 to 9; field isolates,

M; 1 kb ladder.

최종 확인검사인 C-ELISA에서 음성이지만 시험관응집반

응에서 양성으로 나타난 원인이 돼지 체내에 있는 혈청학적

교차반응 유발균에 의한 것인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시험관응

집반응에서 높은 항체가를 보인 돼지의 직장 swab 시료(n=26)

를 수거하여 돼지에 소화기감염 가능성이 크면서 브루셀라균

과 교차반응을 유발하는 E. coli O157:H7, Salmonella N group,

Y. enterocolitica O:9 등 3종에 대해서 균 분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E. coli O157:H7, Salmonella spp.는 분리되지 않았으나

Yersinia spp.가 7건(26.9%)이 분리되었으며, 분리 균주를 시판

항혈청 및 PCR법으로 확인한 결과 모두 Y. enterocolitica O:9으로

판명되었다(Fig. 1).

고 찰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종돈의 경우에만 돼지 브루셀라병을

검사하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 돼지 브루셀라병 방역을 일반

양돈장까지 확대 적용할 경우를 대비하여 돼지 브루셀라병

혈청 모니터링, 각 진단법에 대한 항체 양성률 양상 또는 브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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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라균과 혈청학적으로 교차반응을 유발하는 균의 분포도 양

상 등에 대한 기초자료 확보가 요구되고 있다.

외국에서는 돼지 브루셀라병 진단법 간의 효율성 비교 연구

가 많이 수행되고 있다. Rogers 등은 돼지에서 B. suis 분리와

혈청 진단법 간의 비교를 통하여 균분리 양성돈에서의 민감도

는 Rose Bengal test가 79.1%, 보체결합반응법이 49.1%, 시험

관응집반응법은 51.1%로서 Rose Bengal test가 가장 민감하였

으며, 균분리 음성돈에서의 특이도는 Rose Bengal test가

81.2%, 보체결합반응법이 90.8%, 시험관응집반응법은 81.0%

로 보고하였다[28].

사육 일령에 따른 브루셀라병 양성률 조사를 시행한 결과

(Table 1), 비록 모든 일령 그룹에서 Rose Bengal test 양성이

관찰되었으나 자돈보다 육성돈이나 비육돈에서 양성률이 높

았으며 이러한 결과는 소, 사람에서도 연령이 증가할수록 브

루셀라병 항체 양성률이 증가한다는 보고와 유사하였다

[4,14,18].

양돈장별 Rose Bengal test에 의한 브루셀라병 항체 양성율

이 0-75.4%까지 아주 다양하게 나타났는데(Table 2), 이는 양

돈장에 따라 5-89%로 다양한 양성률이 나타났다는 Lord 등의

성적과 유사하였다[15].

Gall과 Nielsen [9]은 소의 혈청을 이용하여 26가지의 브루

셀라병 진단법에 대해 각각 민감도, 특이도, 정확도를 산출하

고 이를 근거로 200점 만점의 performance index (PI)를 조사

하였다. 그 결과, Rose Bengal test는 민감도 81.2%, 특이도

86.3%, PI 167.6점이었으며, 시험관응집반응법은 민감도

75.9%, 특이도 95.7%, PI 171.6점으로써 Rose Bengal test보다

시험관응집반응법의 PI가 다소 높은 점수를 보였다. 그러나

C-ELISA의 경우에는 민감도 97.7%, 특이도 90.5%, PI 188.2점

으로서 앞서 언급한 두 진단법보다 월등히 우수한 진단효율을

나타내었다. 본 연구에서도 Rose Bengal test 양성률은

24.0%(n=139)이었는데, 이러한 Rose Bengal test 양성 혈청을

시험관응집반응검사에 적용하였을 때 139두 중 48두에서만

양성이 나타났고 C-ELISA에서는 139두 모두 음성으로 나타났

다(Table 3). 이는 C-ELISA의 특이도가 높아서 가양성반응이

거의 없기 때문으로 추정되었다[23]. Burriel 등은 C-ELISA를

이용하여 양돈장 돼지에 대해 브루셀라병 혈청검사를 시행한

결과 3.0%의 양성률을 보고하였다[3]. 한편, 본 연구에서 자료

로 제시되지는 않았지만, 시험관응집반응에서 브루셀라병 양

성으로 판정된 혈청 48건의 항체가 분포도를 조사한 결과, 100

배 양성이 18건, 200배 양성이 24건, 400배 양성이 6건이 분포

하였으나 400배의 시험관응집반응 양성을 나타낸 혈청도

C-ELISA에서 음성으로 나타났다.

감염돈의 혈청에서 브루셀라병 항체를 검출하는 진단법은

유용하게 사용된다. 그러나 정상 건강돈에서도 평판응집반응

항체가 나타날 뿐만 아니라[6], Ferris 등은 돼지에서 B. suis

분리와 6종의 혈청 진단법 간의 비교 연구에서 진단법마다

다양한 민감도(57-83%)와 특이도(62-95%)가 나타났으며, 특히

균분리 양성돈의 17.4%는 검사한 모든 혈청 진단법에서 음성

으로 나타나 단순한 혈청 검사와 이에 따른 양성 개체의 도태

만으로는 돼지 브루셀라병을 통제하기가 어려우므로 양성돈

군 전체를 도태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7].

시험관응집반응에서 양성인 개체도 돼지 브루셀라병 최종

확인검사인 C-ELISA에서 모두 음성으로 판정되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브루셀라 균분리를 시도하지 않았다. 다만, 시

험관응집반응에서 양성을 유발한 원인 파악을 위하여 브루셀

라 균과 교차반응 원인균으로 알려진 균종에 대해 분포도 조

사를 시행한 것이다. 브루셀라 균과 혈청학적으로 교차반응을

유발하는 균 중에서 Y. enterocolitica O:9이 가장 널리 알려졌으

며, 이들은 돼지에 많이 분포하고 있음이 확인되고 있다[5].

국내 가축에 대한 Yersinia spp. 분포도 조사를 따르면, 성과

최는 젖소 분변에서는 Yersinia spp.가 분리되지 않았으나 돼

지 시료에서는 Y. enterocolitica O:9의 존재를 확인하였다[29].

박 등은 도축돈의 직장 swab 시료에서 Y. enterocolitica O:9을

동정하였고[24], 도축우의 직장 swab 시료에서도 Y. enter-

ocolitica O:9의 분리를 보고하였다[25]. 한편, 동물원 사육동물

의 분변에서도 Y. enterocolitica O:9의 분리를 보고하였다[26].

외국의 Yersinia spp. 분리율을 살펴보면, McNally 등은 도

축돈과 염소에서 Y. enterocolitica O:9을 각각 2.8%, 0.1% 분리하

였으나, 도축우에서는 O:9을 분리하지 못하였다[19].

Fukushima 등은 소에서 Y. enterocolitica를 분리하였으나 O:9은

없었고[8], Thibodeau 등은 도축돈의 분변과 편도에서 각각

5.8%, 24.1%의 Y. enterocolitica를 분리하여 편도가 Y. enter-

ocolitica의 주요 감염 부위이며 분리주의 대부분은 O:3이었으

나 O:9과 O:5 등도 확인하였다[30].

본 연구에서는 돼지의 Y. enterocolitica O:9 분리율이 26.9%

로 나타났는데, 이는 다른 연구자들의 분리율보다 월등히 높

은 수치였다[19,24,29]. 돼지에는 다양한 혈청형의 Y. enter-

ocolitica가 분포하지만, 정상 도축돈이나 양돈장 분변 시료가

아니라 시험관응집반응에서 고역가의 브루셀라병 양성을 보

인 개체에 대해서만 직장 swab을 실시하여 Yersinia spp. 분리

를 시도하였기 때문에 여러 혈청형의 출현보다는 브루셀라균

과 교차반응을 유발하는 Y. enterocolitica O:9가 많이 분리된

것으로 추정되었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분리되지 않았지만

국내 도축돈에서 약 1.4%의 E. coli O157:H7 분리보고가 있어

[11], 이들에 의한 브루셀라병 혈청 검사 양성반응이 가능하

리라 생각되었다. 그러나 Jung 등은 도축돈의 맹장내용물과

장간막 림프절(n=1,483)에서 Salmonella 177주를 분리하여 혈

청형을 동정한 결과[12], Salmonella N group은 분리되지 않아

국내 돼지의 브루셀라병 혈청 검사 시 Salmonella N group에

의한 교차반응 가능성은 매우 희박할 것으로 생각되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국내 돼지에서 Y. enterocolitica

O:9가 많이 분포하는 것으로 추정되며, 이들 균에 의한 브루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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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병 혈청 진단법과의 교차반응을 배제할 수는 없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브루셀라병 근절을 위해 강력한 방역정책을

시행하는 현 시점에서 Y. enterocolitica O:9, E. coli O157:H7

등에 대한 축종별 분포 현황 및 이들 균에 의한 교차반응 양상

등의 연구가 시급히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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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돼지에서 브루셀라병 항체조사 및 Yersinia enterocolitica O:9의 분리

정병열*․변재원․김하영․신동호․박최규․정석찬1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질병진단센터,
1
세균과)

2007년 전국 10개의 일반 양돈장에서 다양한 일령의 돼지 578두를 채혈하여 Rose Bengal test 진단액으로 스크리닝

을 하고, 양성 혈청에 대해서는 시험관응집반응과 C-ELISA를 적용하여 브루셀라병 항체 분포도 양상과 브루셀라 교차

반응 유발균의 분리를 시도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돼지에서 브루셀라병 Rose Bengal 스크리닝 결과, 10주령

미만(양성률; 14.6%, 95% CI; 10.1-19.1)자돈보다 10주령에서 17주령 미만(양성률; 31.3%, 95% CI; 22.8-39.8)과 17주령

이상(양성률; 30.4%, 95% CI; 34.3-36.4)의 돼지에서 양성률이 유의성 있게 높았다(p<0.05). 따라서 검사돈 중 139두

(24.0%)에서 Rose Bengal test 양성반응이 나타났다. 양돈장별 Rose Bengal test 양성률 조사에서 6개 양돈장이 10% 미

만의 양성률을 보였고, 2개 양돈장에서는 70% 이상의 높은 양성률이 관찰되었다. Rose Bengal test 양성 혈청 139건을

시험관응집반응과 C-ELISA에 적용한 결과, 시험관응집반응에서 100배 이상의 양성이 48건(34.5%)이었으나 C-ELISA에

서는 전 두수 음성으로 나타나 돼지 혈청에 대해서는 시험관응집반응 성적과 C-ELISA 성적에 많은 차이가 있었다. 시

험관응집반응에서 높은 항체가를 보인 돼지의 직장 swab 시료(n=26)에서 브루셀라 균과 교차반응을 유발하는 균종에

대해 균분리를 실시한 결과 E. coli O157:H7, Salmonella N group은 분리되지 않았으나 Y. enterocolitica O:9은 7건(26.9%)

이 분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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