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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Pasteurella multocida D:4 producing Pasteurella multocida toxin (PMT) is a causal pathogen

in atrophic rhinitis in pigs. To investigate the protective immunity and vaccination effect of recombinant

PMT, the gene for PMT was isolated from the infective P. multocida D:4. The 2.3 kb XhoI/PstI fragment

(PMT2.3) of PMT gene was expressed in E. coli BL21 (DE3) using the induced expression vector system.

The recombinant protein of PMT2.3 having molecular weight of 84 kDa was purified by Ni-affinity

column chromatography. The PMT2.3 raised slightly less anti-PMT antibody titer than formalin-killed

whole cell, however, it showed more protective immunity against P. multocida D:4 infection in vaccination

and challe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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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Pasteurella multocida는 그람 음성의 토양 미생물로서

백여 년 전 Louis Pasteur가 면역화(immunization)에 관

한 연구재료로 사용한 후 그 이름이 명명된 병원성 미

생물이다. 오랜 기간 동안 이 병원균에 대한 면역화, 균

주의 다양성, 감염성 및 병원성 기작 등에 대해 연구되

어져 왔지만, 실제로 분자 수준에서의 탐구는 최근에 이

루어지고 있으며, 안전하고 효과적인 백신의 개발은 P.

multocida의 연구에 있어서 아직까지 가장 큰 연구 영역

이 되고 있다 [2, 7]. P. multocida는 돼지에서 위축성 비

염(atrophic rhinitis), 토끼에서 코막힘(snuffling), 소, 양,

염소 등에서 폐렴(pneumonia), 닭에서 가금 콜레라(fowl

cholera)를 일으키며, 닭, 칠면조 등의 가금류에 치명적

인 조류 파스튜렐라 병(avian pasteurellosis)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7].

1881년 이 병원균이 처음 분리된 이후, P. multocida의

검출, 동정, 특성 등은 형태적 특성, 에너지 대사 특면에

서의 탄수화물 발효 경향, 혈청학적 특성 등과 같은 표

현형적 특성에 따라 분리되고 있다. 현재 P. multocida는

somatic lipopolysaccharide(LPS) 항원성에 따라 serotype

1부터 serotype 16의 16가지로, capsular antigen에 따라

5가지(serogroup A, B, D, E, F)로 분리되고 있으며, 각

serotype 또는 serogroup에 따라 서로 다른 기주생물에

서로 다른 병원성을 나타내는데, 가금 콜레라의 경우에

는 serotype 1, 3, 4가, 위축성 비염의 경우에는 serogroup

D, serotype 4가 주로 병원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고되

고 있다 [4, 6, 15].

파스튜렐라 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이미 오래전부터

백신 접종(vaccination)에 의한 예방법이 시행되어져 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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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일반적으로 널리 이용되는 사독 균주인 whole-cell

bacterin의 경우에는 포르말린으로 고정하거나 heat

inactivation의 과정을 거쳐서 사용되는 세균백신으로서,

특정한 혈청형에 대한 방어, 즉 serotype-specific protection

을 보이므로 다양한 종류의 P. multocida에 대한 저항성

을 부여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반면에 attenuated strains

을 이용한 생균 백신(live vaccine)은 서로 다른 혈청형

의 균주에 대한 방어효과는 높일 수 있으나, 변이에 의

한 병원성 획득이라는 위험성으로 인해 완벽한 백신 접

종에 의한 예방에는 어려움이 있다 [2, 7]. 

돼지의 위축성 비염은 Bordetella bronchiseptica와 P.

multocida의 복합 감염에 의해 비염과 비갑개의 위축병

변을 특징으로 하는 돼지의 만성 호흡기 질병으로, 주

로 1개월령 이하의 어린 돼지에 감염된다. 폐사율은 아

주 낮지만 감염율은 매우 높은 돼지 질병으로, 양돈장

에 만연하면 발육저하, 사료 효율 저하로 경영에 큰 문

제를 야기한다 [1, 17]. 주 원인균의 하나인 B.

bronchiseptica는 비강 점막 상피에 자극을 줌으로써, P.

multocida D형 균의 정착을 허용케 하는 정도의 역할

을 한다. 주요한 병원성은 P. multocida D형의 독소에

의해 발현되는데 이 파스튜렐라 독소(P. multocida toxin;

PMT)는 dermonecrotic toxin으로서, 비염과 더불어 간장

과 신장에 병변을 일으킨다 [2, 7, 16]. 그러므로 위축성

비염의 원인이 되는 P. multocida D형 독소를 정제하여

불활화한 톡소이드(toxoid) 백신으로 제작하여 근래에 위

축성 비염에 대한 백신으로 사용하고 있다 [7, 11, 12].

본 연구에서는 돼지의 위축성비염에 대하여 효과적

으로 방제할 수 있는 백신을 개발하고자, 위축성비염

에 감염된 돼지에서 분리한 P. multocida의 야외주가

나타내는 파스튜렐라 독소 단백질의 유전자를 분리, 대

장균 내에서 과발현을 유도하고 재조합 단백질을 정제

하고, 이 재조합 파스튜렐라 독소의 항원성 및 면역원

성을 검정하여, 이를 백신 개발의 재료로 사용 가능성

에 대해 고찰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돼지

의 위축성 비염을 예방하는 백신 개발에 필수적인 항

원의 대량 생산을 위한 기초 자료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재료 및 방법

공시 재료 및 균주 배양

연구에 사용할 P. multocida 균주는 서울대학교 수의

과대학 면역학교실로부터 분양 받아 계대 배양하여 사

용하였다. 균주의 배양은 Bacto brain-heart infusion(BHI)

(Difco, USA) agar plate, 또는 5% sheep blood가 첨가된

blood agar plate에서 37oC에서 배양하였으며, genomic

DNA의 추출을 위하여 균주를 BHI 배지에 접종한 후

37oC에서 12시간 동안 현탁 배양 하였다 [9]. P. multocida

는 통성 혐기성 균으로 분리되며, 액체 배지하에서

aeration이 되는 현탁 배양시에도 좋은 생장을 보이나, 고

체 배지(agar plate) 하에서의 생장에서는 혐기성 미생

물의 특성을 나타내어 액체 배지에서 보다 낮은 생존

율을 나타내었다. 이러한 특성을 고려하여 균주의 분리

시에는 고체 배지를 사용하였으나, 유전자의 클로닝을

위한 배양시에는 액체 배지에서 현탁 배양하여 사용하

였다.

파스튜렐라 독소 유전자의 분리

P. multocida의 genomic DNA는 G-DEXTM(Intron Co.,

Korea)를 이용하여 분리하였으며 제조사의 방법을 따라

수행하였다. 먼저 12시간 현탁배양한 균주 배양액 5 ml

을 원심분리(10,000 × g, 2분, 4oC)하여 세포를 모은 후,

600 µl의 lysis buffer에 현탁시켰다. 이를 65oC에서 10

분간 배양한 후 20 µg의 RNaseA를 37oC에서 20분간

처리하였다. 200 µl의 protein precipitation buffer를 넣고

1분간 교반한 후 4oC에서 10분간 반응하였다. 이를 원

심분리(10,000 × g, 5분, 상온) 한 후 상층액을 취하여

600 µl의 isopropanol과 혼합한 뒤 상온에 10분간 방치

하였다. 원심분리(10,000 × g, 10분, 4oC)하여 genomic

DNA를 침전시키고 건조 후 100 µl의 증류수에 용해하

였으며 0.8% agarose gel에서 전기 영동하여 확인하였

다 [8, 9].

기존의 보고된 파스튜렐라 독소 유전자는 National

Center for Biotechnology Information(NCBI, National

Library of Medicine, National Institutes of Health,

Bethesda, MD)에서 제공하는 Genbank database에서 검

색하여 염기 서열 정보를 확인하였고, 이 중 X51512로

등록된 염기 서열을 분석하여 PMT 유전자를 클로닝 할

수 있는 PCR primers인 PMT-F(5'-CCCAAACACTGCG

AATGTTTGGGG-3')와 PMT-R(5'-TTCCACTGCATCC

ACAGCCCTTCT-3')을 제작하였다 [3, 14].

PCR은 반복 수행을 통하여 조건을 확립하고 수행하

였다. PCR의 총 반응액은 50 µl로 하여 4 µl(0.5 µg)의

genomic DNA, 2.5 µl의 10 ×Reaction buffer I, 2.5 µl의

10 ×Reaction buffer II, 1 mM dNTPs, 각 20 pmole의

PMT-F 및 PMT-R primers을 혼합한 후, SuperTaq DNA

polymerase(Super-Bio. Co., 한국) 2.5 U을 첨가하였다. 먼

저 95oC에서 5분간 주형 DNA를 변성시킨 후 95oC 1

분, 60oC 1분, 72oC 2분 40초의 반응 사이클을 32회 반

복 시행하였으며, 마지막에 72oC에서 10분간 반응하였

다. 이 PCR 절편을 pGERM-T 벡터에 클로닝하고 염기

서열을 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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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스튜렐라 독소 유전자의 발현

3,858 nts에 해당하는 파스튜렐라 독소 유전자 중에서

5'쪽 1.5 kb가 제거된 XhoI/PstI 2.3 kb 절편(PMT2.3)을

pRSET 발현 벡터에 클로닝 하였다(Fig. 1). 이들 재조합

유전자 발현 벡터를 대장균 BL21(DE3)에 도입하고 IPTG

induction을 통하여 유전자의 발현을 유도하였다. 먼저 5

ml의 LB 배지에 하룻밤 동안 배양한 재조합 균주(PMT-

A, PMT-B, PMT-C, PMT2.3 각각을 포함하는 대장균

BL21(DE3)) 세포를 접종한 다음 OD600값이 0.5가 될 때

까지 37oC에서 현탁 배양 하였다. 최종농도가 0.8 mM이

되도록 Isopropyl-β-D-thiogalacto-pyranoside(IPTG)를 첨

가하고 다시 37oC에서 12시간동안 현탁 배양 하여 유전

자의 발현을 유도하였다. 원심분리로 세포를 수거하고

전체 단백질을 추출하여 10% sodium dodecyl sulfate-

polyacrylamide gel에서 전기영동(SDS-PAGE)을 수행하

였다. 재조합 벡터를 포함하지 않는 대장균 세포, 발현

벡터(pRSET)만을 포함하는 균주도 동일한 방법으로 배

양하여 재조합 파스튜렐라 독소 유전자 발현의 대조구

로서 사용하였다. 

재조합 파스튜렐라 독소의 정제

재조합 발현 벡터를 50 µg/ml ampicillin이 포함된 5

ml의 LB broth에서 하룻밤 동안 배양한 후, 이를 다시

50 µg/ml ampicillin을 함유한 500 ml LB broth에 접종하

여 37oC에서 OD590= 0.7 될 때까지 현탁 배양 했다. 최

종농도가 0.8 mM이 되도록 IPTG를 첨가하고, 이를 37oC

에서 12시간 동안 배양하였다. 이렇게 배양한 세포를

4oC에서 5,000 × g로 20분간 원심분리하여 수거한 뒤,

pellet을 다시 lysis buffer(100 mM NaH2PO4, 10 mM Tris,

8 M urea, pH 8.0)에 현탁시키고 상온에서 1시간 동안

용해 시켰다. 이를 4oC에서 10,000 × g로 20분간 원심분

리 한 후 상층액을 취하여 재조합 균주로부터 전체 단

백질을 분리하였으며, 이를 시료로 하여 Ni-NTA affinity

column chromatography (QIAGEN, Germany)를 수행하

였다. 시료(10 ml)를 2 ml 부피의 Ni-resin column에 적

하한 후, 20 ml의 wash buffer (100 mM NaH2PO4, 10 mM

Tris, 8 M urea, pH 6.4)로 세 번 반복하여 세척하였다.

elution은 10 ml의 elution buffer (100 mM NaH2PO4,

10 mM Tris, 8 M urea, pH 4.5)로 2번 반복하여 수행하

였다. 이상과 같이하여 분리한 단백질의 농도는 Bradford

method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9]. 

항원성 검정

대장균에서 발현, 정제한 재조합 파스튜렐라 독소 단

백질의 항원성과 저항 면역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실험

동물인 생쥐(CD-1)를 이용한 면역 접종 실험을 수행하

였으며, 각 실험구 당 10마리를 이용하였다. 음성 대조

구로 PBS를 사용하였으며(그룹 1), 양성 대조구은 상업

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호흡기 질병 혼합 백신(B. bron-

chiseptica, P. multocida, 그리고 Actinobacillus pleuro-

pneumoniae의 inactivated whole cell 백신; Daesung

microbiological lab. Co., LTD, 한국)을 그룹 2로, 연구에

사용한 P. multocida D:4의 formalin-killed whole cell

(inactivated bacterin)을 그룹3으로 사용하였다. 실험구로

는 정제한 재조합 파스튜렐라 독소(PMT2.3)를 PBS에

희석하여 사용하였다. 먼저 각 실험군의 생쥐에서 혈액

을 채취한 후 면역전 혈청으로 사용하였다. 면역은 각

실험군의 항원 100 µg을 100 µl의 PBS에 녹인 후, 실험

동물 면역시 피하주사 하였다. 상업용 백신의 경우, 제

조사의 방법에 따라 수행하되 실험동물의 중량을 감안

하여 1/20 분량의 백신(100 µg)을 접종하였다. 첫 번째

면역을 수행한 후 2주 후에 2차 면역을 수행하였으며,

2차 면역 후 10일째 되는 날에 실험동물로부터 혈액을

채혈하였다. 채혈한 혈액은 4oC에서 하룻밤 동안 응고

를 시킨 후, 원심분리(2,000 × g, 20 min, 4oC)하여 항혈

청을 수거하였다.

항체의 역가를 측정하기 위하여 ELISA를 실시하였

다. 먼저 파스튜렐라 균주의 전체 단백질을 10 ug/ml가

되도록 carbonate buffer로 희석 후 96-well plate에 50 ul/

well로 분주하고 4oC에서 하루 동안 보관하여 항원

coating을 실시하였다. 0.05% Tween 20가 포함된

PBS(PBS-T)로 3번 세척한 후, 3% BSA가 첨가된 PBS-

Fig. 1. Physical map of Pasteurella multocida toxin gene

and expression vector. A. PMT (3.9 kb full length of

BamHI-PstI fragment), PMT-A (1.5 kb BamHI-HindIII

fragment), PMT-B (1.5 kb HindIII-HindIII fragment),

PMT-C (0.9 kb HindIII-PstI fragment), and PMT2.3

(2.3 kb XhoI-PstI fragment) were ligated into pRSET

expression vectors, respectively. B. Schematic diagram of

vector for hyperexpression of the gene in E. coli. under

the control of T7 promo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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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를 200 µl씩 분주하여 실온에서 3시간 동안 blocking을

실시하였다. 이를 다시 3번 세척한 후, 각 항혈청을 PBS

로 1000배 희석하여 1차 항체로 사용하여 100 µl씩 분

주한 후 상온에서 2시간 동안 반응시켰다. 이를 PBS-T

로 3번 세척한 후, 2차 항체로 anti-mouse IgG peroxidase

conjugated(Sigma, USA)를 3% BSA가 첨가된 PBS-T로

4,000배 희석하여 100 µl씩 분주한 후 37oC에서 1시간

동안 반응시켰다. PBS-T로 3번 세척 후, 반응 기질로

dimethyl sulfoxide(DMSO)에 녹아있는 3,3',5,5'-tetrame-

thylbenzidine(TMB) 시약을 phosphate-citrate buffer와 1 :

10 비율로 혼합한 뒤, 각 well 당 10 µl씩 분주하고, 빛

을 차단한 후 20분간 반응시켰다. 발색 반응 후 650 nm

의 필터가 있는 ELISA 측정기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Western blot의 경우, 재조합 PM2.3 단백질을 10% SDS-

polyacrylamide gel에서 전기영동 한 후, nitrocellulose

membrane에 100V로 3시간 동안 전이하였으며, 이후의

항체와의 반응 과정은 ELISA와 동일하게 수행하였다.

항체에 의한 단백질의 검출은 암실에서 chemilumine-

scence reagent(Bio-Rad, USA)를 이용하여 발색 반응으

로 확인하였다.

방어적 면역성 검정

면역과 채혈이 끝난 후, 실험 동물의 방어적 면역성

(protective immunity)을 알아보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

사용한 위축성 비염 병원균인 P. multocida D:4를 LD50

(5 × 104 cfu)의 10배 양으로 복강 내 공격접종 하였다.

공격접종 후 72시간동안 실험동물의 생존을 측정하여

백신으로서의 효과, 즉 저항성 면역을 확인하였다.

결 과

파스튜렐라 독소 유전자의 분리, 발현 및 재조합

단백질의 정제

파스튜렐라 독소 단백질은 1,285개의 아미노산으로 구

성되어 있으며 3,858 nt의 toxA 유전자가 암호화하고 있

다. 본 연구에서는 이 중 N-말단의 약 500여 아미노산

부위를 제거하고, 중앙 domain부터 C-말단까지 potent

mitogen으로서의 독성에 관련 된 부위인 아미노산 581

부터 아미노산 1,285까지를 포함하는 파스튜렐라 독소

단백질 PMT2.3의 발현 벡터를 제작하였다(Fig. 1). 이

PMT2.3은 대장균 내에서 IPTG 유도를 통하여 약 84 kDa

의 재조합 단백질로서 발현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Fig.

2). 재조합 파스튜렐라 독소 단백질 PMT2.3는 N-말단

부위에 발현 벡터에서 제공하는 6개의 Histidine을 가지

고 있으므로, Ni-affinity column chromatography를 통하

여 정제할 수 있었다. 

항원성 검정

대장균을 이용하여 발현, 정제된 재조합 파스튜렐라

독소 단백질 PMT2.3의 항원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실험

동물(생쥐)를 이용한 면역 실험을 수행하였다. 음성 대

조구로 PBS를 사용하였으며, 양성 대조구로는 일반적으

로 사용되고 있는 호흡기 질병 혼합 백신(inactivated

whole cell)과 본 연구에 이용된 P. multocida D:4의

formalin-killed whole cell(inactivated bacterin)을 이용하

였다. 실험구는 정제한 재조합 파스튜렐라 독소 단백질

PMT2.3를 PBS에 희석하여 사용하였다. 2차에 걸친 면

역화를 수행한 후 얻어진 혈액에서 혈청을 분리하고 재

조합 PMT2.3을 항원으로 하여 Western blot을 수행한

결과, 대조구인 PBS를 항원으로 면역한 항혈청에서는

PMT2.3에 대한 항체가 검출되지 않았으나, 상업용 호흡

기 질병 혼합 백신, 불활화한 파스튜렐라 사균, PMT2.3

을 면역한 항혈청에서는 PMT2.3에 대한 항체가 검출되

었으며, 특히 재조합 PMT2.3을 면역한 항혈청에서 가

장 높게 검출된 것으로 보아, 재조합 PMT2.3에 의하여

항체 생성이 효과적으로 유도됨을 알 수 있었다(Fig 3).

또한 파스튜렐라 전체 단백질을 항원으로 하여 각 항혈

청에 대한 ELISA를 수행하여 항원성을 검정하였다. Fig.

4의 결과와 같이, 음성 대조구로서 PBS만을 접종한 경

우에는 2차에 걸친 면역 후에도 항체역가가 거의 나타

나지 않았으나, 상업용 호흡기 질병 혼합 백신, 불활화

한 P. multocida D:4, 재조합 파스튜렐라 독소 단백질

PMT2.3을 항원으로 면역한 경우, 모두 항원성을 가지

며, 항체를 유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항체 역가는 호

흡기 질병 혼합 백신의 경우가 비교적 낮게 나타났으

며, 불활화한 P. multocida D:4의 항체의 역가가 재조합

Fig. 2. Expression and purification of recombinant PMT2.3

protein. 2.3 kb XhoI/PstI fragment of PMT gene was

expressed in E. coli BL21 (DE3) using pRSET B vector.

M, protein molecular weight marker; lane 1, total proteins

extracted from E. coli BL21 (DE3) having recombinant

expression vector for PMT2.3; lane 2, flow-through of the

loaded samples; lane 3, first elution; lane 4, second el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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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스튜렐라 독소 단백질 PMT2.3에 비해 다소 높은 것

으로 나타났다. 

방어적 면역성 검정

재조합 파스튜렐라 독소 단백질 PMT2.3의 항원성 검

정 후, 이 재조합 단백질에 의해 유도된 항체에 의하여

방어적 면역성이 생성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위에서

면역화한 실험동물을 대상으로, 본 연구에서 사용한 위

축성 비염 병원균인 P. multocida D:4를 복강 내 접종한

후, 72시간동안 실험동물의 생존을 측정하였다. 그 결과

를 요약하면 Table 1과 같다.

PBS로 면역화한 음성 대조구의 경우에는 모든 실험

동물이 폐사하여 생존율이 0이었으며, 상업적으로 이용

되는 호흡기 질병 혼합 백신을 사용한 경우에는 5마리

의 실험동물이 폐사하여 생존율이 50%, 불활화한 P.

multocida D:4를 면역화한 경우에는 2마리가 폐사하여

생존율 80%를 나타냈다. 재조합 파스튜렐라 독소 단백

질 PMT2.3을 단독 면역화한 실험동물은 1마리만 폐사

하여 생존율 90%를 나타냈다. 

고 찰

P. multocida 중 serogroup D는 위축성 비염을 일으키

는 파스튜렐라 독소를 생산하는데, 이 독소의 유전자

(toxA)는 146.5 kDa의 단백질을 생산한다[12]. 본 연구에

서는 이 유전자를 분리하여 N-말단이 제거된 형태의 재

조합 파스튜렐라 독소 유전자를 대장균에서 과발현을

유도하였다. 

재조합 파스튜렐라 독소유전자의 발현을 유도한 결

과, 다양한 유전자 발현 조건 실험에도 불구하고 재조합

파스튜렐라 독소 유전자의 크기가 4 kb 내외의 비교적

큰 크기로 인하여 발현율이 매우 낮으며, 130 kDa 가까

운 큰 분자량으로 인하여 분리 효율 또한 매우 떨어지

는 것을 확인하였다(data not shown). 단백질에 있어서

항원성을 나타내는 단백질의 부위는 비교적 작은 부위

가 항원 결정기(antigenic determinant)로서 작용하게 되

는 것이므로, 전제 단백질을 항원으로 사용하는 것 보다

는 epitope으로서 작용하여 높은 항체가 및 방어적 면역

원성을 유도하는 하는 부위만을 선별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백신의 제작 및 정제, 백신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7]. 본 연구에서 제작된 PMT2.3은 파

스튜렐라 독소 단백질 중 N-말단의 1.5 kb 부위를 제거

한 2.3 kb의 절단된 파스튜렐라 독소 유전자의 형태로,

대장균 내에서 84 kDa의 재조합 파스튜렐라 독소 단백

질을 생산하며, 이는 대장균 내에서도 높은 수준으로 안

정적으로 발현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Fig. 2).

면역원성을 확인하기 위한 항원성 검정에서 호흡기

질병 혼합 백신, 불활화한 P. multocida D:4와 재조합 파

스튜렐라 독소 단백질 PMT2.3 모두 항원성을 가지며, 항

체를 유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항체의 역가는

호흡기 질병 혼합 백신의 경우 다소 낮게 나타났는데,

Table 1. Evaluation of protective immunity of the recom-

binant PMT vaccinated mice against P. multocida

challenge

Immunization

group

Number of 

dead mice / total mice

Survival

rate (%)

PBS 10 / 10  0

Commercial vaccine 5 / 10 50

Formalin-killed whole cell 2 / 10 80

Recombinant PMT2.3 1 / 10 90

Fig. 3. Immunoblot analysis of the PMT2.3. Antigenicity

of the recombinant PMT2.3 was tested by western blot

analysis using anti-PMT2.3 antisera. The PMT2.3 (0.1 µg)

was loaded on the 10% polyacrylamide gel. The proteins

were detected by antisera from mice vaccinated with PBS

(lane 1), commercial vaccine (lane 2), formalin-killed whole

cell (lane 3), and recombinant PM2.3 (lane 4), respectively.

Fig. 4. Antibody titers in vaccinated mice sera.

Immunizations were performed twice in two-week intervals.

The antisera were collected ten days after second

immunization. Titrations of antibody were measured by

ELISA using total proteins of P. multocida as a antig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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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이 혼합백신이 3종의 호흡기 질환 병원균에 대한

혼합백신이기 때문에, 항원으로 사용한 파스튜렐라 단

일 균주에 대해서는 다소 낮은 항체 역가를 나타낸 것

으로 추정된다. 불활화한 P. multocida D:4의 항체의 역

가의 경우, 재조합 파스튜렐라 독소 단백질 PMT2.3의

항혈청의 항체 역가에 비해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

다. 항원으로 파스튜렐라 단백질을 사용하였으며, 단일

재조합 단백질 보다 불활화한 병원균이 더 많은 항원성

을 나타내는 분자들을 가지므로, 보다 많은 항체를 유도

해 내는 것으로 여겨진다. 또한 다양한 항원에 의해 유

도된 항혈청은 다양한 항체를 포함하게 되므로 항원-항

체의 교차반응(cross reactivity)에 의하여 단일 항원에 의

해 유도된 항혈청 보다 높은 항체 역가를 나타내는 것

으로 사료된다 [7, 18]. 

방어적 면역성 검정을 통하여 백신으로서의 효과를

확인하기 위한 실험에서는 결과적으로 재조합 파스튜렐

라 독소 PMT2.3를 백신으로 사용한 경우, 불활화한 병

원균을 사용한 것과 동일 이상의 백신효과를 볼 수 있

었으며, 오히려 상업용 호흡기 질병 혼합백신의 경우는

항원의 간섭현상으로 인해 P. multocida D:4에 대한 면

역 저항성은 다소 떨어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Table 1).

PMT2.3은 항체의 역가가 불활하한 사균백신 보다 낮음

에도 불구하고 동일 이상의 저항성 면역을 유도하였다.

이는 파스튜렐라의 병원성 유발의 주요 원인인 PMT에

대한 높은 항체 역가로 인해 공격접종시 높은 방어력을

나타낸 것으로 여겨진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면 재조

합 파스튜렐라 독소 단백질 PMT2.3은 P. multocida D:4

에 대한 저항을 나타내는 항원으로서 효과적인 백신 소

재가 될 수 있다고 사료된다. 항체역가와 방어적 면역성

은 일치하는 경우도 있으나, Gatto 등의 연구 [5]에서와

같이 병원균에 널리 존재하는 항원으로서 높은 항원성

을 가지나 방어적 면역성은 낮은 경우도 있다.

단위 백신(subunit vaccine)은 한가지 또는 그 이상의

순수하거나 일부 정제된 항원으로 제조된 백신으로 정

의할 수 있으며, 본 연구에서 사용된 재조합 파스튜렐라

독소 단백질 PMT2.3도 단위 백신의 일종이다. 이러한

단위 백신을 사용하면 안전성이 향상되며, 불필요한 단

백질에 기인되는 항원 경쟁성이 적어져서 면역이 요구

되는 부위에 백신을 적용할 수 있고, 또한 감염동물과

백신접종동물을 구별할 수 있는 등 여러 가지 장점이 있

다 [10, 13]. 후자의 감별진단이 가능한 백신의 장점은

동물체내에서 장기간 지속 감염을 할 수 있는 특정 질

병을 박멸하고자 하는 국가에서는 매우 중요하다. 그러

나 아직까지 단위 백신을 이용하여 상품화된 동물 백신

은 극히 드물고 대부분 병원균을 불활화한 백신을 사용

하고 있으므로, 높은 항체 유도에도 불구하고 낮은 면역

저항성을 보이게 된다 [7, 14, 18]. 

위축성비염은 P. multocida의 감염에 의해서 돼지에서

발생하는 질병으로서 국내 일반농장에서 약 74.9%, 종

돈 농장에서 약 66%의 감염율을 나타내고 있으며 2001

년 기준으로 위축성 비염에 의한 경제적 손실은 약 500

억원 수준 이상으로 추산되고 있다 [1]. 또한 P. multocida

에 대한 백신은 수입제품이 전체 시장의 70% 가량을 차

지하고 있으며, 그나마 병원균을 멸균하여 백신으로 사

용하는 사균 백신 또는 병원균으로부터 직접 독소를 분

리하고 독성을 제거하여 백신으로 사용하는 톡소이드

백신이 주종을 이루고 있다. 따라서 P. multocida의 감염

에 의한 위축성 비염의 방역에 있어서 대장균으로부터

대량 생산이 가능한 재조합 파스튜렐라 독소 단백질의

활용은, 순수 정제 항원을 이용함으로서 다른 여러 항원

의 간섭 현상 없이 체액성 면역 반응을 유도할 수 있기

때문에 모체 이행 항체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자돈의 질

병 예방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며, 불필요한 단

백질로 인한 항원경쟁성을 줄이고, 감염동물과 백신동

물을 구분할 수 있는 단위 백신 개발을 위한 연구로서

중요하다고 사료된다.

결 론

P. multocida D:4는 파스튜렐라 독소를 생산하여 돼지

의 위축성 비염을 야기하는 병원균이다. 본 연구에서는

재조합 파스튜렐라 독소 단백질의 방어적 면역성과 백

신으로서의 가능성을 검정하고자 하였다. P. multocida

D:4로부터 파스튜렐라 독소 단백질 유전자를 분리하고

2.3 kb의 절단된 형태의 유전자를 대장균 내에서 발현,

84 kDa에 해당하는 재조합 파스튜렐라 독소 단백질

PMT2.3을 분리하였다. 생쥐를 이용한 면역 실험에서 상

업용 호흡기 질병 혼합 백신보다 불활화한 사균 백신과

PMT2.3이 보다 높은 항체 역가를 나타냈으며, 공격접종

을 통한 방어적 면역 실험에서 PMT2.3은 불활화한 사

균 백신에 비해서 항체의 역가는 낮았으나, 보다 높은

백신 효과를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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