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실전 테크닉
컨설팅파일

폐병변을 중심으로 본 현장부검

부검

(剖檢)이란 사인을 밝히기 위하여 사후에 검진
하는 것이다. 개체별 진료가 아닌 돈군 전체에

대한 진단이 필요한 양돈 현장이나 촉각을 다투는 위급한
상황에서 진단을 위한 유용한 도구로 활용할 수 있다. 본
고에서는 부검이 필요한 경우와 주의할 점에 대해 현장에
서 느낀 대로 정리해 보았다.

남 승 욱 수의사
(주)다비육종 발라드동물병원

1. 부검이 필요한 상황과 주의점
(1) 부검이 필요한 경우
① 평소와 다른 폐사의 급격한 증가
② 원인이 불명확한 급성 폐사의 경우
③ 내장 장기의 가검물 채취가 필요한 경우
(2) 부검 시 주의할 점
① 축주의 허락을 받아 실시하며, 적절한 장소를 선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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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칼 등의 도구를 사용하므로 부검하는 자신과 주위 사람의 안전에 주의한다.
③ 성급하게 개복하려 하지 말고 외관을 먼저 관찰하여 폐사 원인을 추정해 본다.
④ 폐사체의 부패 정도, 안락사 실시 여부 등 부검 소견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이
존재한다.
⑤ 부검만을 가지고 섣불리 진단하지 말고, 임상증상 등을 확인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확진은 실험실 검사를 통해서 가능하다.

2. 사진으로 보는 주요 폐병변의 형태
부검 후 외부 및 내부 장기의 해부학적 이상 여부 등을 관찰할 때, 특히 폐 병변의
관찰은 호흡기 질병의 원인체를 추정할 수 있는 좋은 지표가 된다. 다음으로는 사진
과 함께 주요 폐병변의 형태를 구분해 보았다.
(1) 정상 돼지의 폐
정상적인 폐는 혈액순환으로 인해 선홍색을 띠며 폐포 내에 남아 있던 공기로 인
해 부드럽고 물렁한 경도를 가진다.

◀ (사진 1) 정상 돼지의 폐
<출처 : Locke Karriker DVM, MS,
Pat Halbur, DVM, PhD,
Iowa State University,
Veterinary Diagnostic Laboratory>

(2) 간질성 폐렴
폐렴에 의한 염증이 주로 폐포벽 또는 간질조직에 존재하며, 모든 폐엽이 거의 동
시에 영향을 받아 병변이 특정 폐엽에 국한되지 않고 분산된(diffuse) 분포를 보인다.
부검하여 흉강을 열었을 때 정상과 다르게 폐가 수축(붕괴)되지 않고, 전체가 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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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2) 간질성 폐렴
- 고무와 비슷한 경도에 폐엽 전체가 자적색을 보임.

▲ (사진 3) 간질성 폐렴
- 특징적인 늑골의 자국이 보임.

하여 고무 같은 경도를 가진다. 이로 인해 등쪽 면에 특징적인 늑골의 형태가 남아
있기도 한다.
• 감별진단 : 돼지생식기호흡기증후군(PRRS), 돼지인플루엔자(SIV), 써코바
이러스감염증(PCV)
(3) 섬유소성 폐렴
염증 시 최초 백혈구가 폐포로 침입한 후 적혈구가 폐포에 들어와 단단히 굳어지
고, 이후에는 회복단계로 섬유소가 생긴다. 이에 따라 폐의 일부에서 회색빛을 띠
고, 폐장과 흉막의 섬유소성 유착을
종종 볼 수 있다.
• 감별진단 : Actinobacillus
감염증, 파스튜렐라성 폐렴

▶ (사진 4) 섬유소성 폐렴
- 폐실질이 회색빛으로
변한 부분을 관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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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화농성 폐렴
소엽성 폐렴이 발달하여 기관
지 내강 및 폐 실질에까지 화농성
삼출물이 관찰되기도 함.
• 감별진단 : 돼지유행성폐렴
(5) 육아종성 폐렴
폐의 전반에 걸친 경계가 있는
결정형의 병변이 관찰된다.
▲ (사진 5) 화농성 폐렴
- 병변소를 자른 단면에 농이 보임.

• 감별진단 : 전신성 진균증,
폐 기생충, 이물질 흡입
(6) 폐기종
폐기종은 감염보다는 만성적
으로 폐포가 탄력을 잃어 공기교
환 기능의 장애를 입은 병적 상태
이다.

▲ (사진 6) 사료입자
흡입으로 의심되는
육아종성 폐렴

▲ (사진 7) 모돈 부검에서
발견된 폐기종 사례.
앞쪽 엽은 암적색을 띄고 있다.

◇…◇…◇…◇
이상과 같이 호흡기 질환 의심 시 폐 병변과 더불어 기관/기관지 내의 이상 유무와
주위 림프절의 종창, 발적의 관찰
은 진단에 도움을 줄 수 있다. 본고

문의사항

의 내용이 현장부검에 참고가 되길

상기 원고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글쓴이 메일로 문의바랍니다.
글쓴이 e-mail : darby329@darby.co.kr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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