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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카스펭귄에서 Aeromonas hydrophilia 감염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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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Aeromonas hydrophilia infection was diagnosed in captive Jackass penguins (Spheniscus
demersus). Seven Jackass penguins showed clinical signs including depression and anorexia with greenish

vomiting, but four penguins were died although extensive treatment was carried out. At necropsy, the
penguins appeared to have hemorrhage and catarrhal inflammation of the small and large intestines and
severe enlargement of the right hepatic lobe, elongation of the gall bladder and pyloric ulceration of the
stomach. The ovaries observed atrophy and congestion. Microscopically, there were congestion, fat droplet
within the cytoplasm of the hepatic cell, infiltration of lymphocytes in the stomach, vilous detachment and
destroyed glandular epithelium in the small and large intestines. Aeromonas hydrophilia was isolated from
the liver and small intestines. This case is the first report of an occurrence of Aeromonas hydrophilia infection
at Jackass penguins in Korea.
Key words : Jackass penguin, Aeromonas hydrophilia, hepatomegaly, septicemia

서 론

시 부착능이 있어 Vibrio 속균과 비슷한 양상으로 감염
이 일어나게 된다 [16]. 야생동물에 있어서 Aeromonas
감염증은 아프리카 나이지리아의 동물원에 사육상태에
서 패혈증으로 폐사된 카라칼(Caracal lynx, Felis caracal)
에서 A. hydrophilia 감염증을 보고하였고 [13], Gorden
등 [9]은 미국 남동부지역에 분포하는 미국악어
(American alligator, Alligator mississippiensis) 구강에서
85%의 A. hydrophilia의 분리율을 보고한 바가 있으나
야생동물 특히 동물원에서 사육중이 자카스펭귄에서 오
염된 먹이에 의한 Aeromonas 감염증이 국내에서 처음
발생하여 이에 대한 병리조직학적 특성을 보고하고자
한다.

속균은 호냉, 호염성 세균으로 냉장상태에
서 증식이 잘되어 Listeria 속균과 함께 저온에서 식중독
을 잘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5, 14] 사람과 동
물에 감염시 다양함 임상증상을 발현한다 [3]. A.
hydrophilia는 건강한 사람에 감염되면 위장염을 일으
키며 면역력이 약한 사람에서는 패혈증을 유발하며
10~27%의 높은 치사율을 보인다 [3, 6, 17]. A. sobria
감염에 의해서 폐렴, 뇌수막염 등도 유발한다 [17].
Aeromonas 속균은 hemolysin, aerolysin, cytotoxin,
enterotoxin 등의 다양한 독소와 lipases, proteases,
amylases 등의 다양한 효소와 더불어 위장 조직내 감염
Aeromon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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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료 및 방법

공시재료
대전동물원에서 사육중인 자카스펭귄이 구토를 동반
한 식욕부진, 침울 등의 임상증상이 관찰되어 항생제, 소
염제, 제산제, 제토제 등을 근육주사 및 경구투여 방법
으로 임상치료를 실시하였으나 폐사한 개체 4마리를 공
시재료로 사용하였다.
병리조직학적검사
외관적으로 관찰한 후 부검을 실시하였으며, 부검후
실질장기를 10% 중성포르말린에 2주간 고정을 한 후,
파라핀 포매를 하여 4 µm 두께의 조직절편을 만들어
hematoxylin & eosin(H & E) 염색을 실시하여 광학현미
경으로 관찰하였다.
세균학적검사
폐사된 자카스 펭귄 4마리는 간, 폐, 신장, 위장 등의
샘플을 채취하여 김 등 [1]의 방법에 의해 blood agar(Asan
Pharmacy, Korea)와 MacConkey agar(Difco, USA)에 37 C
12~18시간 배양을 하였으며, peptone water(Merck,
Germany)에 37 C 18시간 증균배양하여 원인균 분리를 시
도하였다. 분리균의 동정은 API-20E, API-20NE, APIStaph kit(bioMérieux, France)를 사용하여 실시하였다.

식도에 카타르성 염증소견(Fig. 2)과 위저부와 유문부
부근의 궤양 소견, 위장의 심한 충 . 출혈성 염증소견(Fig.
3)을 관찰할 수 있었으며, 소장 전반에 걸친 충혈 카타

Fig. 2. Note gastric ulceration and catarrhal contents of the
stomach.

o

o

결 과

동물원에서 사육중인 자카스펭귄은 식욕부진과 둔한
행동, 침울 등의 임상증상을 4~5일 지속되다 폐사하였
다. 폐사된 자카스펭귄의 육안적 소견은 우측 간엽의 비
대칭적 심한 종대와 간 좌엽 하부에 위치한 담낭이 장
관처럼 길게 종대되어 있었다(Fig. 1).

Fig. 1. Enlargement of the hepatic right lobe.

Fig. 3. Note congestion and hemorrhage of the duodenal
mucosa.

Fig. 4. Note atrophy and congestion of ovaries.

자카스펭귄에서 Aeromonas hydrophilia 감염증

383

르성 염증소견과 장벽이 얇아져 있었고, 십이지장은 심
한 충 . 출혈을 동반한 염증 소견이 특징적이었다. 암컷
은 난소가 위축되었고 충 . 출혈 소견이 관찰되었다

병리조직학적 소견으로 간의 중심정맥주위 동양혈관
내는 혈액이 가득 차 있었고(Fig. 5), 간세포의 세포질내

Fig. 5. Liver. Congestion of the central vein and Disse’s

Fig. 8. Duodenum. Observed vilous detachment and

Fig. 6. Liver. Observed fat droplet within the cytoplasm of

Fig. 9. Small Intestine. Observed vilous detachment and

Fig. 7. Stomach. Observed thickened lamina propria,

Fig. 10. Ovary. Observed thickened ovarian walls and

space. H&E,

× 400.

the hepatic cell. H&E,

× 400.

infiltrated lymphocytes, proliferated in pylorus connective
tissue. H&E, × 40.

(Fig. 4).

damaged duodenal walls. H&E,

× 40.

destroyed glandular epithelium. H&E,

destroyed ovarian structure. H&E,

× 40.

×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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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지방적이 관찰되었다(Fig. 6). 위는 점막상피세포가
거의 탈락되었고 점막하직층과 근육층은 과도한 결합조
직의 증식을 보였다(Fig 7). 위 유문부는 점막 고유층이
두텁게 비후되었고 염증세포가 침윤되어 있었다(Fig. 8).
십이지장은 중등도의 융모의 탈락과 바깥 근육층이
손상이 되었고 출혈과 염증세포가 점막하층과 근육층에
침윤되어 있는 것이 관찰되었다(Fig. 9). 다른 부위의 소
장은 융모의 탈락이 심하였고 점막의 샘상피세포의 탈
락과 점막하직층의 결합조직의 증식과 염증세포의 침윤
이 관찰되었다. 대장에서도 소장과 마찬가지로 점막 상
피세포가 심하게 탈락되어 샘상피세포 붕괴와 염증세포
의 침윤과 과다하게 증식된 결합조직으로 대체되어 관
찰되었다. 난소에서는 난소낭벽의 비후와 염증세포의 침
윤, 충혈, 난소의 괴사 소견이 관찰되었다(Fig. 10).
세균학적 검사 결과 폐사된 자카스펭귄 4마리 중 1마
리수의 간과 소장에서 Aeromonas hydrophilia가 분리 . 동
정되었고 나머지 3마리에서는 분리가 되지 않았다. 간
과 담낭, 소장에서는 대장균이 분리되었다.

고 찰

전세계적으로 자카스펭귄은 아델리펭귄, 황제펭귄과
더불어 많은 동물원과 수족관에서 사육되고 있으며 국
내에서도 가장 많이 사육되고 있는 종이다 [2]. 자카스
펭귄은 따뜻한 해류가 흐르는 남아프리카공화국 케이프
타운이 주 서식지로 갈라파고스펭귄과 더불어 대표적인
열대성 펭귄이다 [2].
국내 동물원 및 수족관에서 자카스펭귄을 사육시 전
갱이(horse mackerel, Trachurus japonicus), 양미리
(Dybowskii sand eel, Hypoptychus dybowskii), 열빙어
(capelin/candlefish, Mallotus villosus) 등 소형 바다어류
를 주 먹이로 공급한다. 따라서 냉동상태로 입고가 되면
4 C 냉장실에서 보통 2~3일의 해동과정을 거쳐서 펭
귄에게 급여가 이루어진다. 바닷물에 상재세균인
Aeromonas 속균이 불현성으로 먹이인 바다어류에 감염
되어 밀사와 포획, 나쁜 위생상태 등의 외부 스트레스
요인의 영향을 받아 냉동 저장되어 [6] Aeromonas 속균
이 어류에 보균이 되는 걸로 사료된다. 또한 호냉성인
Aeromonas 속균의 특성상 먹이공급을 위해 냉장실에서
해동하는 2~3일 동안 급속한 증균이 이루어져 감염이
된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공급하는 먹이인 열빙어에 대
한 세균학적 검사결과 내장과 알에서 Aeromonas
hydrophilia가 분리되어, 이를 제거한 후 급여시 더 이상
폐사가 발생되지 않았다.
야생상태가 아닌 동물원에서 사육되고 있는 펭귄의
경우 기본적으로 원래 서식지와 사육환경이 다르고 관
o

람객의 관람에 의한 스트레스, 사육자와 사육환경에 의
한 스트레스 등 여러 가지 요인들이 내재되어 있기 때
문에 스트레스에 민감하다.
Kinney 등 [11]은 실험적으로 A. hydrophilia 배양시 스
트레스 호르몬인 norepinephrine을 첨가하여 배양시 증
식속도가 현저하게 증가하고 숙주에 대한 장내세균의
병원성인자 발현이 훨씬 증가한다는 것을 관찰하였다.
이는 위장의 다른 조직에 비해 소장에 분포되어 있는
noradrenergic 신경섬유의 분포가 많아서 숙주가 스트레
스를 많이 받으면 norepinephrine의 분비가 많아져서 장
내세균의 병원성 발현 가능성이 증가하여 증식과 감염
률을 높인다 [8, 11, 12, 18]. 따라서 본 증례에서도 다양
한 스트레스 환경하에서 사육된 펭귄이 Aeromonas 속
균에 감염된 열빙어를 먹음으로써 질병이 발현되어 폐
사가 발생한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Gorden 등 [9]은 미
국악어에서 포획, 보정, 수온상승 등의 스트레스 인자가
발생시 A. hydrophilia의 급속한 증식을 통해 질병발현이
가능하다고하여 스트레스가 직접적인 발병인자라고 하
였다. 기회감염과 스트레스로 인해 질병을 유발하는
Aeromonas 속균의 특성이 이전에 보고된 결과와 같은
양상이라 할 수 있겠다.
Aeromonas 속균에 의한 급성패혈증으로 폐사한 야생
의 카라칼의 부검소견에서 폐, 간, 신장 등 실질장기의
국소성 괴사와 위와 장에 궤양소견이 관찰되었다 [13].
본 증례에서는 국소성 괴사소견은 나타나지 않았지만
위에서 충혈과 궤양, 소장에서 충혈소견이 관찰되어 유
사한 소견을 보였다.
병리조직학적 소견으로 위에서부터 소장, 대장에 이
르는 소화기 전반에 걸쳐 충혈과 출혈, 융모의 탈락,
샘상피세포의 붕괴, 궤양 등이 관찰되었는데 이는
Aeromonas 속균의 cytotoxin, aerolysin, enterotoxin 과 같
은 다양한 독소의 발현과 조직 침습성, 부착성으로 유발
된 것으로 사료된다 [7, 15]. 세균학적 검사결과 나머지
3마리에서 세균분리가 안된 것은 1마리 폐사가 발생한
후 나머지 3마리는 항생제 치료중 폐사가 발생되어 원
인균 분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야생동물에 있어서 먹이를 공급하기 전에 사전검사를
철저히 병행하고 다양한 스트레스 요인을 최소화할 수
있는 주변환경을 조성하는 것 [4, 10]이 질병 발생을 줄
일 수 있는 길이라 생각된다.

결 론

동물원에서 사육중인 자카스펭귄은 식욕부진, 행동둔
화, 침울 등의 임상증상을 4~5일 지속되다가 폐사하였
다. 폐사된 자카스펭귄의 특징적인 육안적 소견은 우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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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엽의 비대칭적 심한 종대와 담낭의 종대, 식도의 카타
르성 염증소견, 위장의 심한 충 . 출혈성 염증소견과 위
저부와 유문부의 궤양 소견을 관찰할 수 있었으며, 소장
은 카타르성 충혈성 염증소견과 비박화된 장벽, 십이지
장에서는 심한 충 . 출혈을 동반한 염증 소견이 특징적이
었고, 암컷의 난소는 위축되고 충 . 출혈 소견이 관찰되
었다.
병리조직학적으로 간의 중심정맥주위 동양혈관내 혈
액이 가득 차 있었고 간세포의 세포질내 지방적이 관찰
이 되었다. 위는 점막상피세포가 거의 탈락되고 점막하
직층과 근육층은 결합조직의 증식으로 비후되어 있었
다. 위 유분부의 점막 고유층은 비후되었고 염증세포가
침윤되었다. 십이지장은 융모의 탈락과 바깥 근육층이
손상이 되었고 점막하층과 근육층은 충 . 출혈, 염증세포
의 침윤이 관찰되었다. 다른 소장은 심한 융모 탈락, 샘
상피세포의 붕괴, 점막하직층의 결합조직 증식과 염증
세포의 침윤이 관찰되었다. 대장은 심한 융모 탈락, 점
막하직층의 샘상피세포의 붕괴, 염증세포의 침윤과 결
합조직의 증식이 관찰되었다. 난소에서는 난소낭벽의 비
후, 염증세포의 침윤, 난소의 괴사가 관찰되었다. 세
균학적 검사시 간과 소장에서 Aeromonas hydrophilia가
간, 담낭, 소장에서 대장균이 분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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