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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almonella (S.) Typhimurium is highly contagious, and its infection may rapidly spread within pig populations
of herd. According to the survey (1,191 pigs) from 2003 to 2012, 155 pigs (13.0%) were diagnosed as salmonellosis
in Jeju. Major porcine salmonellosis cases (88.4%) were concentrated in 4- to 12-week-old weaned pigs, but 6 pigs
(3.9%) under 4 weeks old were also diagnosed. Based on the histopathologic examinations, ulcerative enteritis (63.9%)
in the large intestine and/or paratyphoid nodules formation (57.4%) in the liver were most prevalent lesions in porcine
salmonellosis. Single infection of S. Typhimurium and mixed infection with more than 2 pathogens were detected
in 38 (24.5%) and 117 (75.5%) in pigs, respectively. Co-infections of Porcine reproductive and respiratory syndrome
virus and Porcine circovirus type 2 were very common in porcine salmonellosis in Jeju and detected in 84 (54.2%)
and 59 (38.1%) pigs, respectively. Based on the serotyping tests using 41 bacterial isolates, S. Typhimurium and S.
Rissen were confirmed in 39 (95.1%) and 2 (4.9%) cases, resp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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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돼지에서 발생하는 살모넬라증에는 패혈증형과 장염형이

있다. 패혈증형에는 Salmonella (S.) Choleraesuis가 주로 관

여하며 이유자돈과 비육돈의 귀, 사지 말단부와 복부 피부의

청색증, 간과 비장의 종대, 위의 기저부에 발적 등이 나타난

다. 신장의 피질부에서는 암적색의 불규칙한 점상 출혈소가

산재하여 나타나게 되는데 이를 ‘turkey egg kidney’라 부른

다. 소화기계에서는 장간막 혈관의 확장과 장간막 림프절의

종대 또는 출혈이 관찰된다. 결장의 병변은 일반적으로 카타

르성 결장염이 나타나며, 일부 개체에서 폐사하지 않고 만성

상태로 경과된 경우에는 괴사성 또는 섬유소성 결장염으로

진행되기도 한다. 조직학적으로 간에서는 간세포의 응고 괴

사와 파라티푸스 결절(paratyphoid nodule)이 관찰된다. 기타

장기에서는 패혈증의 일환으로 위의 기저부, 피부, 신장, 폐

등의 혈관 내에 혈전이 관찰된다 [7, 18]. 

대부분 S. Typhimurium의 감염 때문에 발생하는 장염형의

발생연령도 패혈증형과 비슷한 시기이며, 임상적으로는 황색

의 수양성 설사를 보인다 [7]. 만성으로 경과한 일부 돼지에

서는 복부팽만을 동반한 직장 협착으로 진행되기도 한다 [19,

20]. 설사로 인해 폐사한 돼지에서 주요 병변은 국소성 또는

미만성의 괴사성 장염, 결장염 또는 맹장염이다. 이들 병변

은 주로 나선 결장, 맹장 또는 회장에 분포하고 점막 면의

발적과 섬유소의 석출이 관찰되고 조직학적으로는 점막과 점

막 면의 장선 상피세포에는 국소적으로 미만성의 괴사가 나

타난다. 심한 경우에는 괴사가 점막 면에 한정되지 않고, 점

막 근층, 점막하직 및 장 관련 림프조직(gut-associated

lymphatic tissue, GALT)까지 파급되어 깊은 궤양을 형성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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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도 한다. 점막고유판 및 점막하직에는 다수의 큰포식세포

및 중등도의 림프구 침윤이 관찰된다. 궤양 부위에서

Balantidium coli가 흔히 관찰되기는 하지만 병원성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회장의 병변은 일반적으로 점막 표층에

나타나며 융모의 위축이 관찰된다. 폐사된 돼지에서는 GALT

내 림프구의 비대 또는 재생성 증생이 주로 관찰된다. 간에

서는 파라티푸스 결절을 형성하지만, 전반적인 간 병변의 정

도와 간세포의 괴사는 패혈증형에 비하여 경미하게 나타난

다 [7, 18]. 

국내에서는 동물의 살모넬라증에 대한 많은 연구가 진행

되어 있다. 과거의 연구에 의하면 돼지 농장과 도축장에서

분리된 살모넬라 319균주의 혈청형을 분석한 결과 S.

Derby(77균)가 가장 많았고 S. Infant(41균주), S. Enteritidis

(20균주), S. Typhimurium(18균주) 순으로 확인되었다 [2].

최근에도 건강한 돼지와 설사 증상을 보이는 돼지로부터 살

모넬라균을 분리하고 그 혈청형을 비교한 결과 설사하는 돼

지에서 107주의 균체가 분리되었으며, 그중 96주가 S.

Typhimurium인 것으로 판명되었다 [13]. 기타 균주로는 S.

Enteritidis 9주, S. Schwarzengrund 2주로 확인되었다. 따라

서 과거와는 달리 S. Typhimurium이 국내 돼지의 설사에

가장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S. Rissen

등 새로운 혈청형의 살모넬라 균체가 문제시될 가능성도 있

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12]. 

본 연구에서는 2003년부터 2012년까지 검사 의뢰된 돼지

시료를 대상으로 제주도에서 살모넬라증의 발생 상황을 조

사하였다. 살모넬라증의 주요 임상 증상, 병리학적 특징 및

다른 병원체와의 혼합 감염에 대해서 분석하였다. 살모넬라

균 혈청형의 동정을 위하여 분리된 균체와 파라핀 조직 블

록을 이용한 PCR검사를 하여 제주도에서 문제시되고 있는

살모넬라 균체의 혈청형을 파악하였다. 

재료 및 방법

야외 시료를 이용한 돼지 살모넬라증 발생상황 조사

공시동물: 2003년 7월부터 2012년 10월까지 돼지 농장으

로부터 제주대학교 수의과대학 병리학교실에 질병 진단 의

뢰된 총 1,191두의 돼지를 실험에 공여하였다. 이 중 육안검

사, 병리학적 검사 및 실험실 진단을 통하여 살모넬라증으로

진단된 예를 대상으로 본 질병의 제주도 내 발생상황을 조

사하였다. 살모넬라증으로 진단된 예를 연도별, 계절별, 연령

별, 지역별 및 임상 증상별로 구분하여 발생 상황을 분석하

였다. 

병리학적 검사: 검사 의뢰된 돼지는 외관 검사 후 통상적

인 부검술식에 의해 흉강과 복강을 노출하여 각 장기의 병

변을 확인하였다. 특히 살모넬라증 발생 시 특징적인 병변이

호발하는 소장, 대장 및 간 등에 중점을 두어 육안으로 관찰

하였다. 부검 시 채취한 내부 장기는 10% 중성완충포르말린

용액에 고정한 후 일반적인 조직처리 방법에 따라 파라핀 포

매하여 3~4 µm 두께로 절편을 제작한 다음 hematoxylin

and eosin 염색 후 광학현미경(Olympus BX51; Olympus,

Japan)으로 검사하였다. 

병원체 검사: 돼지 시료에 대한 병원체 검사는 세균과 바

이러스로 구분하여 일반적인 진단 기법을 동원하여 실시하

였다. 특히 소모성 질병의 원인체인 돼지 써코바이러스 2형

(Porcine circovirus type 2, PCV2) 감염을 확진하기 위해

중합효소연쇄반응(polymerase chain reaction, PCR)과 rabbit

anti-PCV2 antibody(Iowa State University, USA)를 이용한

면역조직화학염색법(immunohistochemistry, IHC)을 수행하였

다. PCR은 Larochelle 등 [11]이 제시한 PCV2의 open

reading frame 2 유전자를 검출하기 위하여 제작된 primer를

사용하였다. 돼지생식기호흡기증후군바이러스(Porcine repro-

ductive and respiratory syndrome virus, PRRSV) 항원 검사

는 역전사효소 PCR(reverse transcriptase PCR)과 mouse

anti-PRRSV(SDOW17) antibody(South Dakota State Uni-

versity, USA)를 이용한 IHC를 실시하였다. 기타 바이러스로

돼지 인플루엔자 바이러스(Swine influenza virus), Cytome-

galovirus 등은 PCR 또는 간접형광항체법(indirect fluorescent

antibody test) 등을 수행하여 확인하였다.

세균 검사의 경우 각 장기의 병변부에서 무균적으로 조직

을 채취하여 혈액 배지와 MacConkey agar plate(BD

Difco, USA)에 도말하여 37oC에서 24~48시간 동안 배양한

후 균체 증식 여부를 확인하였다. 살모넬라균을 순수 분리하

기 위하여 Rambach agar plate(Merck, Germany)를 사용하

였으며, Actinobacillus pleuropneumoniae와 Haemophilus

parasuis는 chocolate agar plate(Hanil KOMED, Korea)에

도말한 후 혐기배양하여 균체를 분리하였다. Streptococcus

spp.는 혈액배지에서 증식된 균체의 성상, 그람 염색 결과 및

catalase test를 통하여 확진하였다. 구포자충(Coccidia)은 소

장 및 대장에 대한 병리조직학적 검사를 통하여 감염을 확

인하였다. 

살모넬라 균체 종 동정 시험

공시동물: 2003년부터 2012년까지 돼지 살모넬라증으로 진

단된 총 155두 중에서 41두 돼지로부터 분리된 살모넬라 균

주와 균 분리가 되지 않은 돼지 66두의 회장 및 맹결장이

포함된 파라핀 블록을 합해 총 107두를 대상으로 실험을 하

였다. 

중합효소연쇄반응: 

균체로부터 DNA 추출

순수 분리된 살모넬라균주 41점을 종 동정하기 위하여

PCR을 실시하였다. 균체를 Rambach agar plate에 도말하여

37oC에서 48시간 호기 배양한 다음 전형적인 빨간색 집락을

형성하고 있는 신선한 균체로부터 DNA를 추출하였다.

1.5 mL Eppendorf tube에 1 mL의 DNase Rnase-Free

Distilled Water(Invitrogen, USA)를 넣고 각각의 세균 집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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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현탁하였다. 각 현탁액을 13,800 × g에서 10분 동안 원심

분리 후 상층액을 제거하였다. 침전물에 DNase Rnase-Free

Distilled Water 300 µL를 넣은 후 100oC에 10분간 정치하

고 바로 −20oC에 냉동시켰다. 해동된 침전물을 13,800 × g에

서 10분간 원심분리한 후 상층액에서 DNA를 추출하였다. 

장 파라핀 블록에서 DNA 추출

생 조직 시료가 없어 세균이 동정되지 않은 개체는 포르

말린 고정된 돼지의 장 조직에서 감염된 살모넬라 균체를 동

정하기 위해 파라핀 블록을 이용한 PCR을 수행하였다. 각

블록으로부터 오염되지 않은 조직 절편을 채취하기 위하여

DNA 추출 킷트 제조사(Takara Bio, Japan)에서 제시한 방

법에 따라 3% 과산화수소수(3% H2O2) 및 70% 에탄올을

이용하여 박절기(microtome)와 박절기용 칼날 표면에 부착된

이물질을 제거하였다. 장기간 외부 환경에 노출되어 파라핀

블록 표면의 조직 내 DNA가 변성될 수 있으므로 표면 조

직을 제거한 뒤, 그 이후의 조직 절편을 DNA 추출용 시료

로 선택하였다. 조직 절편은 약 10 µm 두께로 제작하였으며,

개체 당 3~5개의 절편을 멸균된 1.5 mL Eppendorf tube에

넣어 DNA 추출 전까지 실온에서 보관하였다. 

DNA 추출은 TaKaRa DEXPAT(Takara Bio)을 이용하였

다. 절편이 들어있는 1.5 mL Eppendorf tube에 0.5 mL의

DEXPAT액을 가하고 잘 혼합한 다음, 100oC에서 10분간 방

치하였다. 열 처리가 끝난 시료는 4oC, 13,800 × g에서 10분

간 원심분리하고, 상층액 표면에 형성된 파라핀 층을 조심스

럽게 제거한 후 DNA가 포함된 상층액 약 70 µL 정도를

채취하여 새로운 1.5 mL Eppendorf tube에 옮겨 담았다.

DNA가 포함된 상층액은 검사 전까지 −70oC에서 보관하였다.

Oligonucleotide primer의 제작 및 PCR

S. Typhimurium을 동정하기 위한 primer는 Kim 등 [10]

이 보고한 STM4497-F(5’-AACAACGGCTCCGGTAATGA-

3’) 및 STM4497-R(5’-TGACAAACTCTTGATTCTGA-3’)

을 제작하여 이용하였다. S. Choleraesuis 및 S. Paratyphi

C는 Chiu 등 [1]이 제시한 FlinC-F(5’-AAGGAAAAGATC

ATGGCACAA-3’), FlinC-R(5’-GAACCCACCATCAAT AAC

TTTG-3’)을 이용하였다. 

살모넬라균 동정을 위하여 세균에서 추출한 DNA 2 µL와

각각의 primer 1 µL(20 pmol) 및 DNase Rnase-Free Distilled

Water 16 µL를 AccuPower HotStart PCR Premix(K-5050;

Bioneer, Korea)에 첨가하여 최종 반응 용량이 20 µL가 되

도록 하였다. 

S. Typhimurium에 대한 PCR 반응 조건은 94oC에 5분

동안 초기 denaturation시킨 후, 95oC에 45초간 denatu-

ration, 63oC에서 30초간 annealing, 72oC에 30초간 extension

시키는 과정을 30회 반복한 후, 최종 72oC에서 final

extension을 3분간 반응시켰다 [10]. S. Choleraesuis 및 S.

Paratyphi C는 94oC에 10분 동안 초기 denaturation시킨 후,

95oC에 45초간 denaturation, 55oC 30초간 annealing, 72oC

에 60초간 extension시키는 과정을 35회 반복한 후, 최종

72oC에서 final extension을 7분간 반응시켰다 [1]. 

PCR 증폭은 Dice TP600 PCR Thermal Cycler(Takara

Bio)를 이용하였다. 반응 종료 후, 각각의 반응액 8 µL씩을

취하여 1.5% agarose gel 상에서 전기영동을 실시한 다음

RedSafe Nucleic Acid Staining Solution(iNtRON Biotech-

nology, Korea) 용액(0.5 µL/mL in distilled water)으로 염

색하였다. UV transilluminator로 각각의 병원체에 대한 특이

적인 밴드 유무를 확인하였다 [1, 10]. 

세균 serotyping

PCR기법으로 동정되지 않은 살모넬라 균주는 Salmonella-

O와 H 항혈청(BD Difco)을 이용하여 균체 동정을 하였다.

균체 항원의 동정은 고형배지에서 여러 개의 세균 집락을 채

취하여 평판응집반응으로 검사하였다. 편모항원의 검사는

brain heart infusion broth에 배양 후 시험관응집반응법(tube

agglutination test)으로 먼저 Phase I 항원을 검사하였다. Ditch

plate method를 이용하여 Phase II 항원 검사를 하였다. Phase

II 항원이 유도된 균주는 Phase II 양성 항혈청을 이용하여

시험관응집반응법으로 검사하였다. 검사 후 최종 serotyping

은 Kauffmann-White scheme에 따라 실시하였다 [3].

결 과

돼지 살모넬라증 검색 상황

2003년 7월부터 2012년 10월까지 1,191두의 돼지를 검사

한 결과 155두(13.0%)가 살모넬라증으로 진단되었다. 

살모넬라증으로 진단된 돼지를 연도별로 분류하여 살펴본

결과, 2006년(28.1%) 가장 많은 발생을 보이다가 2008년

(0.9%)까지 점차 낮아진 후 2009년 이후에는 차츰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Table 1). 계절별로는 돼지 살모넬라증이 여름

에 56두(36.1%)로 가장 많이 발생하였으며, 봄이 39두

(25.2%), 겨울과 가을이 각각 30두(19.4%)로 나타났다(data

not shown).

연령별로 4주령 이하의 포유자돈, 4~8주령 및 8~12주령의

Table 1. Annual prevalence of porcine salmonellosis in Jeju from 2003 to 2012

Year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Total

Number of pigs 78 91 126 135 138 114 185 136 97 91 1,191

Number of salmonellosis 9 9 25 38 18 1 7 19 12 17 155

(%) (11.5) (9.9) (19.8) (28.1) (13.0) (0.9) (3.8) (14.0) (12.4) (18.7) (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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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자돈, 12주령 이상의 육성돈과 비육돈 및 성돈으로 구분

하여 살모넬라증의 발생 상황을 살펴보았다. 살모넬라증은

대부분 이유자돈 구간인 4~8주령(89두; 57.4%)과 8~12주령

(48두; 31.0%)에서 발생하였으며, 육성돈(9두; 5.8%)과 모돈

(3두; 1.9%)에서는 간헐적으로 발생하였다. 특히 포유자돈에

서도 6두(3.9%)가 살모넬라증으로 진단되었다(data not

shown). 

병리학적 검사

살모넬라증으로 진단된 돼지에서 나타난 주요 임상 증상

은 위축, 설사, 호흡곤란, 식욕부진과 복부팽만(Fig. 1A) 등

이었다(Table 2). 이 중에서 피모가 거칠고 역립되어 있는

위축(85.2%)을 동반한 설사(69.7%)가 살모넬라증의 가장 주

된 임상 증상이었다.

살모넬라증으로 진단된 돼지 155두에는 주로 대장, 소장

및 간에서 육안으로 병변이 확인되었다(Table 3). 소장 병변

으로는 점막 면에 섬유소의 석출이 12두(7.7%), 다병소성 또

는 미만성 발적이 3두(1.9%)에서 관찰되었다. 대장의 경우

현저한 장벽의 비후(Fig. 1B)와 함께 점막에 다양한 크기의

단추양 궤양(Fig. 2A)이 60두(38.7%)에서 확인되어 가장 많

은 발생 빈도를 나타내었다. 대장 점막 면에 섬유소성 삼출

물(Fig. 2B)의 석출과 미란 형성은 각각 35두(22.6%)와 12

두(7.7%)에서 관찰되었다. 직장협착(Fig. 2C)은 9두(5.8%)에

서 관찰되었으며 이로 인한 거대결장(Fig. 2D)이 5두(3.2%)

에서 확인되었다. 간에서는 주위 정상조직과 뚜렷이 구분되

는 유백색 반점(Fig. 1B)이 22두(14.2%)에서 관찰되었다. 

특징적인 병리조직학적 소견도 주로 대장, 소장 및 간에서

관찰되었다(Table 4). 소장에서는 점막에 술잔세포의 수가 증

가하고 고유층에 다소간의 급성 염증세포가 침윤된 카타르

성 장염이 136두(87.7%)에서 관찰되어 가장 많았고, 괴사성

또는 궤양성 장염이 각각 12두(7.7%) 및 5두(3.2%)에서 확

인되었다. 대장에서는 궤양성 맹결장염이 99두(63.9%)에서

나타나 가장 많았고, 만성 및 괴사성 장염이 각각 26두

(16.8%)로 나타났다. 괴사성 장염의 경우 점막 상피세포의

Fig. 1. Representative gross findings. (A) Pig showed marked
abdominal distension associated with rectal stricture. (B) Spiral
colon showed severe diffuse thickening. Note multifocal pale
to white foci in the liver.

Table 2. Clinical signs and their frequency in salmonellosis

Clinical sign
Number of pigs 

(n = 155)
Frequency 

(%)

Wasting 132 85.2

Diarrhea 108 69.7

Dyspnea 52 33.5

Anorexia 14 9.0

Abdominal distention 8 5.2

Table 3. Gross findings and their frequency in salmonellosis

Organ Gross findings
Number of pigs 

(n = 155)
Frequency 

(%)

Small 
intestine

Fibrinous exudate 12 7.7

Redness 3 1.9

Thickening 2 1.3

Erosion 1 0.6

Corrugation 1 0.6

Large 
intestine

Ulcer 60 38.7

Fibrinous exudate 35 22.6

Erosion 12 7.7

Thickening 9 5.8

Redness 6 3.9

Mega-colon 5 3.2

Rectal stricture 9 5.8

Liver White foci 22 14.2

Fig. 2. Gross findings. Note multifocal to coalescing
ulceration (A; arrows) and diffuse fibrinous exudates (B;
arrow) on colonic mucosa. Note rectal stricture (C; arrow) and
severe distended mega-colon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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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사와 탈락이 동반된 얕은 조직 결손인 미란이 형성되어 있

었으며, 고유층에는 울혈 및 출혈이 관찰되었다(Fig. 3A). 궤

양성 장염 예에서는 점막 손상에 의한 궤양이 점막하직까지

파급되어 있었으며, 궤양부 점막 면에는 심하게 괴사한 세포

들과 섬유소가 섞여 두꺼운 층을 형성하고 있었다(Fig. 3B).

점막하직에는 림프구와 큰포식세포로 구성된 만성 염증세포

가 침윤되어 있었고 섬유아세포가 증가한 섬유화 소견을 보

이며, 때로 큰 혈관의 내강에 혈전이 형성되어 있기도 하였

다. 병변이 현저하게 진행된 예에서는 장막 면까지 궤양이

파급되어 대장 장막의 비후와 함께 염증이 동반된 장막염이

관찰되기도 하였다. 심한 궤양이 형성되어 있는 대장의 점막

면에는 표면에 다수의 섬모를 가지고 있는 Balantidium

coli(14.2%)가 게재되어 있었으며, 일부 예에서는 점막하직에

까지 파급되어 있었다. 대장 장샘에 다량의 점액과 붕괴된

세포가 축적되어 플라스크 모양으로 확장된 병변을 보이는

심재성 낭포성 결장염(colitis cystica profunda)은 16두

(10.3%)에서 관찰되었다. 일부 예(8.4%)에서는 대장 점막하

Table 4. Histopathologic findings and their frequency in
salmonellosis

Tissue
Histopathologic 

lesions
Number of 

pigs (n = 155)
Frequency 

(%)

Small 
intestine

Mucopurulent enteritis 136 87.7

Necrotic enteritis 12 7.7

Ulcerative enteritis 5 3.2

Large 
intestine

Chronic enteritis 26 16.8

Necrotic enteritis 26 16.8

Ulcerative enteritis 99 63.9

Colitis cystica profunda 16 10.3

Balantidium coli infection 22 14.2

Liver Paratyphoid nodules 89 57.4

Cholangitis 56 36.1

GALT in 
large intestine

Lymphoid depletion 13 8.4

GALT, gut-associated lymphatic tissue.

Fig. 3. Histopathologic findings. (A) Colonic mucosa was
covered with diffuse fibrinous exudates and necrotic cellular
debris (arrows). (B) There were severe ulceration (arrows) and
submucosal infiltration of inflammatory cells in the colon. (C)
Severe lymphoid depletion (arrows) was observed at the gut
associated lymphatic tissues in colon. (D) There was
paratyphoid nodule (arrow) in liver. (Insert of D) Note the
infiltrated macrophages and lymphocytes in necrotic foci.
H&E stain. Scale bars = 200 µm (A), 100 µm (B), 50 µm (C
and D), 20 µm (Insert).

Table 5. Coinfection with other pathogens in salmonellosis

Infection Pathogen Total (%)

Single Salmonella 538 (24.5)

2 agents PRRSV* 528 (18.1)

PCV2 514 (9.0)

Polyserositis 551 (0.6)

APP 551 (0.6)

PM 552 (1.3)

BH 552 (1.3)

Coccidia 552 (1.3)

PM 552 (1.3)

3 agents PRRSV + PCV2 524 (15.5)

PRRSV + PM 553 (1.9)

PRRSV + Strepto 510 (6.5)

PRRSV + BB 551 (0.6)

PRRSV + SIV 551 (0.6)

PRRSV + APP 551 (0.6)

PRRSV + Polyserositis 551 (0.6)

PRRSV + PA 551 (0.6)

PCV2 + Strepto 554 (2.6)

PCV2 + PM 551 (0.6)

PCV2 + Cyto 551 (0.6)

PCV2 + Polyserositis 552 (1.3)

PCV2 + PA 551 (0.6)

4 agents PRRSV + PM + Strepto 551 (0.6)

PRRSV + PCV2 + Strepto 555 (3.2)

PRRSV + PCV2 + PM 553 (1.9)

PRRSV + PCV2 + APP 551 (0.6)

PRRSV + PCV2 + Coccidia 551 (0.6)

PRRSV + HP + Coccidia 551 (0.6)

5 agents PRRSV + PCV2 + PM + Coccidia 551 (0.6)

PRRSV + PCV2 + PM + Strepto 551 (0.6)

Total 155 (100)

PRRSV, Porcine reproductive and respiratory syndrome virus;
PCV2, Porcine circovirus type 2; APP, Actinobacillus pleuropneu-
moniae; PM, Pasteurella multocida; BH, Brachyspira hyodysen-
teriae; PA, pulmonary abscess; Strepto, Streptococcus spp.; SIV,
Swine influenza virus; Cyto, cytomegalovirus; HP, Haemophilus
parasuis; BB, Bordetella bronchisepti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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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의 GALT에서 림프구가 고갈되고(Fig. 3A and C), 다수

의 조직구 침윤이 관찰되었다. 때로 GALT에 침윤된 조직구

의 세포질 내에서 포도송이와 같은 PCV2 특이 호염성 봉입

체가 관찰되기도 하였다. 

간에서는 파라티푸스 결절이 89두(57.4%), 담관염이 56두

(36.1%)에서 관찰되었다. 파라티푸스 결절은 국소 또는 다발

성으로 관찰되었으며 간 세포의 괴사와 함께 큰포식세포, 림

프구와 중성 호성 백혈구 등의 염증세포가 침윤되어 다양한

크기의 결절을 형성하고 있었다(Fig. 3D). 담관염의 경우 담

관 주위로 염증세포가 침윤하고, 때로 담관의 증생이 동반되

기도 하였다.

살모넬라증과 기타 병원체와의 혼합 감염 조사

최종 살모넬라증으로 진단된 155두에 대하여 살모넬라를

비롯한 각 질병의 감염 양상을 분석하였다. 살모넬라균 단독

감염은 38두(24.5%)로 비교적 적었지만 살모넬라와 다른 병

원체가 혼합 감염된 예는 117두(75.5%)로 대다수를 차지하

고 있었다(Table 5). 혼합 감염된 돼지의 경우 적게는 2가지

에서 많게는 5가지 병원체가 혼합 감염되어 있었으며, 각각

은 이중 감염 52두(33.5%), 삼중 감염 51두(32.9%), 사중

감염 12두(7.7%) 및 오중 감염 2두(1.3%)로 분석되었다. 전

체적으로 두 가지 또는 세 가지 병원체가 혼합 감염된 돼지

가 103두(66.5%)로 가장 많았으며, 이는 제주도 내 돼지에

살모넬라증뿐만 아니라 다른 병원체가 복합적으로 감염되어

농장의 생산성을 떨어뜨리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병원체별로 살모넬라증과의 혼합 감염 빈도를 살펴보았을

때, PRRSV와의 혼합 감염이 84두(54.2%)로 가장 많았으며

PCV2와의 혼합 감염이 59두(38.1%)로 그다음 순으로 나타

났다(Fig. 4). 돼지에서 화농성 기관지 폐렴을 유발하는

Streptococcus spp. 및 Pasteurella multocida가 각각 21두

(13.5%) 및 12두(7.7%)에서 살모넬라와 혼합 감염되어 있었

다. 다른 소화기 질병과의 혼합 감염은 비교적 낮은 발생 빈

도를 보였고 돼지 적리(1.3%)와 포유 및 이유초기 자돈에서

구포자충(3.2%)이 혼합 감염되어 있었다.

살모넬라 균체 종 동정 시험

야외 돼지 시료에서 분리된 세균 41주에 대하여 PCR검사

를 수행한 결과 총 39균주(95.1%)가 S. Typhimurium으로

판명되었다(Table 6). 세균 집락에서 추출한 DNA에 대한

PCR검사 결과 310 bp의 S. Typhimurium 특이 산물이 확인

되었다. PCR검사로 혈청형이 확정되지 않은 2 균주는 균체

항원 및 편모 항원에 대한 항혈청 검사를 통하여 최종 S.

Rissen(4.9%)으로 동정되었다. 소장 또는 대장이 포함된 66

개 파라핀 블록에 대한 PCR검사 결과 43점(65.2%)에서 S.

Typhimurium의 유전자가 확인되었다. 따라서 총 107두 시료

에 대한 검사 결과 S. Typhimurium이 82두(76.6%), S.

Table 6. Polymerase chain reaction results in isolated bacteria and paraffin block

Sample
Salmonella Typhimurium 

(%)
Salmonella Coleraesuis and Salmonella 

Paratyphi C (%)
Salmonella Rissen 

(%)
ND 
(%)

Bacterial colony (n = 41) 39 (95.1) 0 (0.0) 2 (4.9) –

Paraffin block (n = 66) 43 (65.2) 0 (0.0) – 23 (34.8)

Total (n = 107) 82 (76.6) 0 (0.0) 2 (1.9) 23 (21.5)

ND, not detected.

Fig. 4. Co-infected pathogens in porcine salmonellosis. SD, swine dysent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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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ssen이 2두(1.9%)에 감염되어 있음이 확진되었다. 

고 찰

제주도 내 돼지 농장에서 의뢰된 총 1,191두의 시료 중

155두(13.0%)가 살모넬라증으로 최종 진단되었다. 계절별로

는 겨울철(19.4%)보다는 여름철(36.1%)에 더욱 빈발하는 것

으로 보이지만, 전반적으로 계절 구분 없이 연중 발생하고

있었다. 의뢰된 돼지의 연령별로는 4~8주령 및 8~12주령이

각각 89두(57.4%) 및 48두(31.0%)로 나타나 약 90%의 살

모넬라증이 주로 이유 후 시기에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것으

로 확인되었다. 12주령 이상의 육성돈에서는 살모넬라증이

5.8%로 매우 낮게 나타났으며, 매우 어린 4주령 이하의 포

유자돈에서도 6두(3.9%)가 살모넬라증으로 진단되었다. 따라

서 돼지 농장에서 모체 이행 항체 수준이 낮아져 면역 방어

기전이 가장 약해진 이유 시기에 돈사 내외 또는 모돈에 오

염되어 있던 살모넬라 균체에 이유자돈이 노출되어 설사와

위축을 동반한 살모넬라증으로 발전하는 것으로 설명된다.

또한 이유 후 스트레스 요인이 증가한 상태에서 만성 소모

성 질병을 유발하는 PRRSV와 PCV2 같은 바이러스에 감염

된 다음 이차적으로 살모넬라증의 혼합 감염이 증가할 수도

있다고 추정된다 [6, 9]. 제주지역에서는 2011년 417두의 육

성돈 설사 분변에 대하여 맹결장나선균(Brachyspira pilosicoli),

돼지적리균, 돼지증식성장염균 및 살모넬라균을 PCR로 검사

한 결과 각각 75두(18.0%), 33두(7.9%), 13두(3.1%) 및 12

두(2.9%)로 나타났음을 보고하였다 [15]. 따라서 국내 타 지

역과 달리 제주도에서는 육성돈 설사 문제에 살모넬라균보

다는 맹결장나선균이나 돼지적리균이 주로 관여하고 있을 것

으로 추정된다. 

이번 연구에서 4주령 이하의 포유자돈에서도 살모넬라증

이 6두에서 발생하였다. 이는 장염형 살모넬라증이 주로 이

유부터 4개월령까지 문제시된다는 보고와는 매우 다른 상황

이다 [7]. 특히 포유자돈 6두에서는 소장의 괴사성 장염, 대

장의 괴사성 또는 궤양성 장염과 간에서 파라티푸스 결절도

관찰되어 전형적인 살모넬라증의 특징을 모두 보였다. 따라

서 장관 내 방어기전이 완벽하게 형성되지 않은 어린 포유

시기에 이미 균체에 노출되어 짧은 잠복기를 거친 후 현증

을 나타내고 폐사에까지 이른 것으로 판단된다. 포유자돈에

서 살모넬라증의 발생은 모돈의 초유를 통한 면역능의 전달

이 충분치 않아 발생할 수도 있겠으나, 제주도 내에 살모넬

라 균체가 상재되어 질병에 노출될 기회가 많아서 발생할 수

도 있다고 추정된다. 이에 대한 근거는 Yang 등 [21]에 의

한 보고를 보면 알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제주지역 총 96개 농장 돼지 12,885두의 혈청을

대상으로 S. Typhimurium에 대한 항체검사를 하였다. 그 결

과 20일령은 4.4%의 항체 양성률을 보인 후 이유자돈 시기

인 40일령에서 가장 낮은 3.0%를 나타내었고, 이후 연령이

증가할수록 점차 양성률이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고 하였

다. 따라서 모체이행 항체가 거의 소실되는 이유 시기를 거

치면서 농장 내에 상재되어 있던 살모넬라 균체에 노출 및

감염되어 항체 양성률을 증가시킨 것으로 판단하였기 때문

이다. 

돼지에서 장염형 살모넬라증의 경우 악취를 동반한 수양

성 설사 증상이 가장 일반적이며 특징적인 임상 증상이다

[7]. 본 연구에서 살모넬라증으로 진단된 155두 돼지의 임상

증상으로 위축(85.2%)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각

돼지에서 감염된 질병을 원인체별로 조사하였을 때 살모넬

라 단독 감염은 38두(24.5%)에 불과하고 117두(75.5%)는 다

른 병원체와의 혼합 감염이었다. 특히 만성 소모성 질병의

대표적 원인체인 PRRSV와 PCV2와의 혼합 감염이 143두

(92.3%)에서 진단되었다. 따라서 확진된 돼지에서 나타난 위

축 증상은 살모넬라 단독 감염에 의한 영향도 있지만 다른

바이러스와의 혼합 감염 때문에 발생한 증상으로 설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연변 내지 수양성의 설사 증상은 두 번째로 많은 108두

(69.7%)에서 관찰되었다. 이는 분변에서 분리된 균체 또는

대장 파라핀 조직을 이용하여 살모넬라균을 동정한 결과 대

부분의 균체가 장염을 유발하는 S. Typhimurium이었기 때문

으로 해석된다. Griffith 등 [7]은 돼지 살모넬라증 예에서

돼지적리균, 돼지증식성장염균, 구포자충 또는 대장균 등과

혼합 감염이 자주 나타난다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 소화기

병원체로는 돼지적리균(1.3%)과 구포자충(3.2%)이 혼합 감염

되어 있기는 하였으나 그 빈도는 현저하게 낮았다. 따라서

제주도에서 발생하는 살모넬라증의 경우, 전신 감염에서는

다른 병원체와 혼합 감염이 많지만 소화기 질병으로는 혼합

감염보다는 단독 감염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월등히 많은 것

으로 풀이된다.

호흡기 증상에 해당하는 호흡곤란은 52두(33.5%)에서 관

찰되었다. 이 증상은 S. Typhimurium 감염에 따른 증상은

아니며, 혼합 감염된 PRRSV나 PCV2와 같은 바이러스 또

는 Streptococcus spp.나 Pasteurella multocida와 같은 폐렴

유발 병원체의 혼합 감염에 의한 증상으로 판단된다. 특히

살모넬라증과 혼합 감염된 화농성 기관지염 유발 세균으로

Streptococcus spp.와 Pasteurella multocida가 각각 13.5%

및 7.7%의 예에서 진단되어 위의 설명을 뒷받침하고 있다.

외국의 경우 S. Choleraesuis에 의한 패혈증 시 전신 감염의

일환으로 폐렴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분리된 균체 및 조직 파라핀 PCR검사 결과 S.

Choleraesuis는 전혀 검출되지 않았다. 직장 협착으로 인한

복부팽만 증상은 8두(5.2%)에서 관찰되었다. 이 병변은 장염

형 살모넬라증이 만성적으로 경과하여 발생하는데, 직장에

형성된 궤양이 만성화되면서 결합조직이 증가하여 나타나는

병변으로 주로 S. Typhimurium 감염 시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19, 20]. 

살모넬라증으로 진단된 돼지에서 병변이 소장, 대장 및 간

에서 각각 19두(12.3%), 136두(87.7%) 및 22두(14.2%)에서

육안으로 관찰되었다. 따라서 살모넬라증의 주요 병변 형성

부위는 대장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대장의 점막 병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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궤양 형성 60두(38.7%), 섬유소 석출 35두(22.6%), 미란 형

성 12두(7.7%) 순으로 관찰되어 살모넬라증의 특징적인 병

변은 대장의 궤양 형성임이 입증되었다. 병리조직학적 병변

에서도 맹결장에 궤양을 형성하는 장염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육안으로 간에서는 유백색 또는 퇴색된 반

점이 22두(14.2%)에서 관찰되었으며, 조직학적 검사 결과 파

라티푸스 결절 또는 문맥 삼각주의 담관염에 의한 병변임을

알 수 있었다. 장과 간의 병변을 제외하고 다른 실질 장기에

서 살모넬라증 특이 병변은 관찰되지 않았으며 이를 토대로

제주도에서 문제시되고 있는 살모넬라증은 패혈증형이 아닌

장염형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7, 18]. 특히 살모넬라증에서

육안으로 병변을 관찰하지 못한 예에서도 병리조직학적 병

변이 확인된 경우가 매우 많았다. 그러므로 살모넬라증 감염

이 의심되는 야외 시료에 대해서는 대장과 간을 비롯한 대

상 장기에 대한 병리조직학 검사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확실

한 진단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살모넬라증으로 확진된 13두 돼지에서는 대장의 점막하직

에 분포하고 있는 GALT에서 림프구의 소실 또는 고갈이 관

찰되었다. 이 병변은 장염형 살모넬라증에서 나타나는 림프

구의 변화상과는 다르며, PCV2 감염으로 인한 전신 림프절

의 병변과 매우 유사한 양상을 띠고 있다 [16]. 따라서

GALT에 형성된 림프구 소실 병변의 발생기전이 PCV2에 의

한 것인지 밝히기 위한 추가적인 실험이 필요할 것으로 생

각한다. 

전 세계적으로 국가별 또는 시대별로 문제시되는 살모넬

라균의 혈청형은 지속해서 바뀌는 양상을 나타낸다. 미국에

서는 1986년 검사 시에는 S. Choleraesuis가 71%로 가장

높고, S. Typhimurium은 10% 이하였으나, 2005년에는 S.

Typhimurium이 36%, S. Choleraesuis는 9%로 낮게 나타났

다 [4]. 일본의 경우 1998년부터 1999년 사이 조사에서는 S.

Agona(28.4%), S. Typhimurium(17.9%), S. Infantis(16.4%)의

순으로 나타났지만 2004년부터 2005년에는 S. Typhimurium

(32.5%), S. Anatum(24.6%), S. Infantis(13.5%) 순으로 확

인되었다 [5]. 따라서 국가별로 유행하는 살모넬라균의 혈청

형은 지속해서 변화하고 있으며, 특히 S. Typhimurium이 많

이 증가하는 양상을 보인다. 본 연구에서 살모넬라증으로 진

단된 107두에서 살모넬라균에 대한 혈청형 동정 결과 S.

Typhimurium이 82두(76.6%)로 가장 높게 검출되어 다른 국

가의 최근 상황과 대체로 유사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비록

최근 S. Choleraesuis의 발생 빈도가 낮아지는 상황이지만,

이 균체 감염에 의한 패혈증 발생 시 양돈장에 큰 피해를

줄 수도 있기 때문에 본 균체를 포함한 살모넬라에 대한 꾸

준한 모니터링은 질병 방역에 있어서 매우 중요할 것으로 생

각한다. 

제주도에서는 돼지에서 살모넬라증이 거의 연중 발생하고

있으며, 포유자돈 시기에 발생하기 시작하여 모체 이행 항체

가 떨어지는 이유자돈 시기에 발생 빈도가 급격히 증가하였

다. 살모넬라 균체가 단독 감염되는 경우보다 다른 병원체와

혼합 감염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특히 혼합

감염에서는 만성 소모성 질병을 유발하는 PCV2와 급성 또

는 만성 호흡기 질병을 유발하는 PRRSV와의 혼합 감염이

가장 많은 빈도를 차지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국내외의 다른

보고와 대체로 일치하는 상황이었다 [8, 14, 17]. 따라서 제

주도에서는 소모성 바이러스 질병에 대한 철저한 예방접종

과 살모넬라균 감염원을 제거하는 적극적인 차단 방역이 필

요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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