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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R 기법을 이용한 돼지 2종 세균성설사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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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result of studying the epidemiological characteristics of Salmonella and Lawsonia
strains which have been isolated from the swine in Busan.
Isolation rate of Salmonella were 2.0%(10 strains), but Lawsonia were not detected from
swine feces.
As a result of Salmonella serotyping, S. typhimurium 2 strains, S. enteritidis 4 strains,
S. derby 1 strain and untypable 3 strains were isolated.
PCR produced a specific 275bp and 182bp product by Salmonella and Lawsonia.
As a result of antimicrobial susceptibility test, all Salmonella were susceptible to
amoxicillin, norfloxacin, orfloxac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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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된1) Salmonella 속균은 사람과 동물의

서

론

장관에 분포하는 장내세균으로서 어린 돼
지에서는 패혈증, 설사, 장염 등을 유발할

1885년 Salmon 및 Smith에 의해 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환율과 폐사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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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으며, 성돈에서는 불현성감염으로 인한

투여하는 등으로 인해 약물의 오․남용으

보균돈이 많아 질병전파의 매개체 역할을

로 인한 약제내성균을 선택적으로 증가시

하며, 특히 식육 및 환경오염의 원인이

켜 질병치료 및 예방에 많은 문제점을 야
기하고 있다.

2,3)

되기도 한다.

9)

Lawsonia는 돼지 증식성회장염의 원인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부산지방 양

균으로 검붉은 혈변, 빈혈, 페사 등의 증

돈농가의 Salmonella 및 Lawsonia의 오

상을 나타내는 급성형과, 사료섭취율 저
하와 수양성 갈색변이 관찰되는 만성형으
로 나타날 수 있으며, 돼지간의 전파는

염상황을 파악하고 항생물질 내성을 파악
함으로써 질병진단 및 치료에 적용하고자
실시하였다.

주로 분변을 통한 경구감염으로 자돈은
포유과정에서 오염된 모돈의 유두를 통하

재료 및 방법

여 감염이 되며, 이유 후 발병이 되는 것
으로 알려져 있다.

4.5)

이 두 종류의 세균은 양돈농가에 상당
한 피해를 주는 세균으로서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특히 Lawsonia는 균

1. 시료채취 및 균 분리시험
2002년 3월부터 11월까지 부산시내
양돈농가가 있는 강서구 31농가, 기장군
26농가로부터 460두의 돼지분변을 채취

분리가 용이하지 않아 여러 가지 진단방

하여 균분리 시험을 실시하였으며, 균 분

법들이 제시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PCR

리배양은 Edward 및 Ewing의 방법17)에

에

준하여 채취한 분변 약 1g을 selenite F

의한

신속진단법들이

개발되고

있

6,7,8)

다.

broth에 24시간 증균배양 후 SS agar에

항생물질은 양돈농가에서 세균성질병의
치료 및 성장촉진을 위하여 사료에 혼합

도말하여 24시간 배양하였다.
Salmonella 균속으로 의심되는 집락 2

Table 1. Specific primer for PCR according to microorganisms
Microorganism

Primer

Salmonella

inv A

Sequence(5'to 3')
TATCGCCACGTTCGGGCAA
TCGCACCGTCAAAGGAACC

PCR product
275 bp

TAACGCGTTAAGCACC
Lawsonia

16s RNA GTCTTGAGGCTCCCCGAAAGGCACC
TCTTAA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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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이상을 채취하여 triple sugar iron agar

Bauer 등

11)

12)

과 Bryant

의 방법에 따

사면배지에 24시간 배양후 alakaine/acid균

라 Sensi disk(BBL)를 이용한 Disk 확

을 선별하여 urease 시험을 실시, 음성균

산법으로 실시하였으며, 사용한 항생제는

에 대하여 생화학적 및 혈청학적 검사를

amikacin, amoxicillin, carbenicillin, colistin,

실시하였다.

gentamicin, kanamycin, lincomycin, neomycin,
norfloxacin, ofloxacin, penicillin, streptomycin, SXT, tetracyclin 등 14종이었

2. 생화학적 성상검사
Edward

및

Ewing의

방법에

따라

다.

IMViC 시험, 당분해시험, malonate 이용
성, KCN 시험, 운동성, gas산생 및 H2S

결과 및 고찰

산생능 등을 검사하였다.

돼지의 Salmonella 및 Lawsonia균 감

3. 혈청학적 검사

염증은 육성돈 및 비육돈에 다발하며 설

Edward 및 Ewing의 방법에 따라 균
체(O) group serotype 동정은 slide 응

사 등으로 인하여 위축, 출하일령지연 등
경제적 피해를 주는 질병이다.

집반응으로 O factor 및 편모(H)serotype
는 시험관응집반응법으로 동정하였다.

부산관내 57농가 460두의 돼지분변으
로부터 Salmonella 및 Lawsonia 분리시
험을 실시한 결과 Table 2와 같이 7농가

4. PCR분석
Cheng-Hsun Chiu

9두에서 10주의 Salmonella가 분리되었
10)

및 Cooper 등

으며 Lawsonia는 분리되지 않았다.

primer

Salmonella 보균상태는 김 등13)이 경

는 Salmonella invA 부위를 Lawsonia는

북지역에서의 분리율 9.5%, 중강 등14)이

16s RNA 부위를 사용하였다.(Table 1)

보고한 4.69% 보다는 낮았으며, Lawsonia

의6) 방법에 준하여 실시하였으며,

는 검출되지 않아 장 등15)이 보고한 경북

5. 항생제 감수성 시험

지역 9.7% 와는 차이가 있으나 , 이는 최

Table 2. Isolation frequency of Salmonella and Lawsonia in farms
Isolation frequency

Location

Farms

Samples

Gangseo-gu

31

275

7(5Farms)

0

Gijang-gun

26

173

3(2Farms)

0

4

12

Haeundae-g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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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Lawsonia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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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Serovars specificity of Salmonella isolates
Location

S. typhimurium S. enteritidis

S. derby

others

Gijang-gun

-

1

-

2

Gangseo-gu

2

3

1

1

Table 4. Antimicrobial resistance of 10 Salmonella isolates
Drugs

Susceptible strains

Amikacin
Amoxicillin
Carbenicillin
Colistin
Gentamicin
kanamycin
Lincomycin
Neomycin
Norfloxacin
Ofloxacin
Penicillin
Streptomycin
SXT
Tetracyclin

9
10
1
9
9
4
0
3
10
10
0
1
5
2

근 콜레라, 구제역 발생여파로 각 농가에

다고 보고하여 차이는 있으나 우리나라에

서 철저한 소독에 의하여 오염원을 사전

서는 이 2균종이 돼지에 가장 많이 분포

에 차단한 결과라 사료되며, 지속적인 소

하는 균종이며, 이는 농장의 상재균에 따

독이 이루어진다면 이들 세균에 의한 피

라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사료된다.
Salmonella 및 Lawsonia 균의 동시

해는 거의 없어지리라 판단된다.
분리된 Salmonella 균에 대하여 혈청

검출을 위하여 PCR을 수행한 결과 Sal-

형별 동정을 실시한 결과 Table 3과 같

monella는 275bp의 산물을 Lawsonia는

이 S. typhimurium 2주, S. enteritidis

182bp의 산물을 얻을 수 있어 동시에 두

4주, S. derby 1주, 기타 미동정 3주가

균의 분리 방법으로 이용될 수 있다고 판

분리되었다.

단되며, PCR에 의한 검사는 1~2일만에

김 등

13)

16)

은 S.typhimurium이, 윤 등

은 S.enteritidis가 돼지에서 많이 분리된

검사결과를 볼 수 있는 이점이 있어 질병
진단에 큰 도움이 되리라 사료되며, 특히

- 236 -

PCR 기법을 이용한 돼지 2종 세균성설사병의 정밀진단

얻을 수 있었다.

Lawsonia는 인공배지에서는 자라지 않고
랫트의 장세포에서만 자라기 때문에 분리

4. 분리된 Salmonella 균에 대한 항생

동정이 어려워 이 질병의 진단은 주로 병

물질 감수성 시험결과 amoxicillin,

리조직학적 소견에 의존하였으나, PCR을

norfloxacin, orfloxacin 등에 감수

이용하면 정확한 진단이 이루어지므로 좋

성을 나타내었다.

은 진단법이라 사료된다.
Salmonella 균에 대한 항생제 감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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