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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례보고>

토끼에서 Pasteurella multocida 감염에 의한 뇌막뇌염과 폐렴 증례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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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ight rabbits exhibited head tilt and subsequently died. At necropsy, three rabbits had crusty deposits in
ears and four had reddish lungs. The main histopathological features were severe diffuse suppurative meningoencephalitis
(75.0% of rabbits), fibrinopurulent pneumonia (37.5%), and otitis externa (37.5%). Pasteurella multocida (P. multocida)
was isolated from brains, ears, and lungs. The capsular serogroups of the isolates were untypable. Based on
histopathological features and bacterial analysis results, the rabbits were diagnosed as P. multocida infection. P. multocida

infections might result in considerable economic loss in commercial rabbit production facilities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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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steurella multocida(P. multocida)는 그람음성의 단간균

으로 포자를 형성하지 않는 비운동성의 통성혐기성 세균이

다 [2]. P. multocida는 동물의 구강 또는 상부 기도에 정상

세균총으로 존재하다가 스트레스, 영양불량, 밀집사육 등으

로 인해 면역력이 저하되었을 때 병원성을 나타내어 호흡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4]. 또한, 이 세균은 소, 돼지, 개,

고양이, 토끼 등의 동물에서 다양한 질병을 일으키며 인수공

통전염병의 원인체로도 알려져 있다.

P. multocida는 협막항원에 따라 A, B, D, E, F 등 5종

의 혈청형과, 균체항원에 따라 16종의 혈청형으로 분류하고

있다 [12]. 특히 토끼에서는 주로 협막혈청형 A가 많으며

B, D, F형도 보고되어 있다 [1, 7, 8].

P. multocida 감염 때문에 발생하는 파스퇴렐라증(pas-

teurellosis)은 번식농장 및 실험실용 토끼에서 가장 중요한

세균성 질병이다 [2]. 이 질병은 번식농장에서 토끼를 도태

시키는 원인 중 50% 이상을 차지하여 토끼 사육에 있어 경

제적 손실이 매우 크다. 주로 보균 토끼로부터 직접 접촉에

의해 감염이 일어나며, 분비물 및 농성 삼출물에 오염된 사

육 케이지, 사료통 등과의 간접 접촉에 의해서도 감염이 된

다 [2]. P. multocida 감염 시 주로 나타나는 증상으로는 화

농성 삼출물을 동반한 비염, 폐렴, 중이염, 자궁내막염, 고환

염, 농양, 패혈증이 있다 [11]. 또한, 드물게 하악골수염, 복

막염 등이 관찰되기도 한다. 

최근 국내의 토끼 사육은 집단 또는 다두 사육의 형태로

전환되고 있어 토끼 질병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그

러나 국내에서 토끼 집단 폐사를 일으키는 질병에 대한 사

례가 많이 없어 본 증례를 통해 토끼에서 P. multocida 감

염에 대한 병리조직학적 특징을 보고하고자 한다. 

경상북도 청송군 소재의 400두 사육 규모의 토끼농장에서

2017년 10월 중순부터 한 달 동안 하루 5~6, 총 150여 두

의 토끼가 폐사하였다. 토끼의 종은 자이언트종으로 특정 연

령 상관없이 폐사가 발생하였다. 이 농장은 토끼와 닭을 함

께 키우고 있었으며 닭에서는 특별한 이상징후가 관찰되지

않았다. 증상이 있는 토끼들은 머리를 한쪽으로 기울인 채

선회하는 증상을 보였고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였다(Fig.

1A). 눈을 위로 뜬 상태로 머리를 좌우로 흔드는 토끼도 관

*Corresponding author
Tel: +82-54-912-0462, Fax: +82-54-912-0465
E-mail: jungjy1982@korea.kr



62 정지연·이경현·최은진·김하영·손준형·소병재·정지열

찰되었다. 의뢰 당일에도 토끼 20여 두가 비슷한 증상을 보

인 후 폐사하여 그 원인을 규명하고자 3~6개월령의 토끼 8

두가 농림축산검역본부 질병진단과에 의뢰되었다. 

의뢰된 토끼들은 일반적인 부검술식에 준하여 외관검사를

한 후 개복하여 각종 실질장기를 육안으로 관찰하였다. 병리

조직학적 검사를 위하여 주요 실질장기인 뇌, 폐장, 심장, 간

장, 비장, 신장, 위, 소장, 대장 등을 적출하여 10% 중성 완

충 포르말린에 고정하였다. 일반적인 조직처리 과정을 거쳐

파라핀에 포매하고 4 µm 두께로 조직 절편을 제작하여

Hmatoxylin & Eosin 염색과 그람염색을 실시하여 광학현미

경으로 관찰하였다.

또한, 세균배양을 위하여 병변이 있는 개체를 중심으로 뇌

5점, 폐장 3점, 귀 조직 2점 및 흉·복강 장기의 장막면 삼

출물 각 1점을 무균상태에서 채취하였다. 채취한 시료는 5%

면양혈액배지(Asan Pharm, Korea)와 MacConkey 배지(BD,

USA)에 접종하여 37oC에서 24~48시간 동안 호기 및 혐기

배양하였다. 배양된 세균에 대하여 균괴의 집락을 확인하고

kmt1 유전자를 검사하여 종을 동정하였다 [14]. 또한 협막혈

청형을 구분하기 위해 P. multocida로 확인된 균주를 Brain

Heart Infusion 배지(BD)에 접종 후 37oC에서 18시간 배양

하였다. 배양된 액체배지를 채취하여 DNA를 추출한 후 협

막혈청형 A, B, D, E, F에 대해 multiplex polymerase chain

reaction(PCR)을 실시하였다 [15]. 

육안으로 봤을 때 토끼들의 영양상태는 양호하였다. 외관

검사상 8두 중 3두의 귀에서 심한 악취가 났고 외이도에는

갈색조의 거친 가피가 형성되어 있었으며(Fig. 1B) 농성 삼

출물이 관찰되었다. 또한, 4두의 폐장은 담적색조로 발적, 종

창되어 있었고 단면상 포말성의 거품이 흘러나왔다. 이 중 1

두는 양쪽 폐장의 흉막면과 늑흉막에 유백색조의 섬유소성

막편이 부착되어 서로 유착되어 있었다. 또한 왼쪽 폐장의

앞쪽 엽에서는 아대엽성의 자적색조 경화소가 관찰되었다.

복강장기 장막면에도 유백색조의 섬유소성 막편이 부착되어

각 장기는 서로 유착되어 있었다. 뇌 검사 결과 2두의 뇌막

부위가 혼탁했으며 혈관도 정상보다 노장되어 있었다. 기타

장기에서는 특이소견이 관찰되지 않았다.

병리조직학적 검사 결과, 6두(75.0%)의 뇌에서 미만성의

심한 화농성 뇌막염과 함께 병변 내 다수의 세균집락이 관

찰되었다(Fig. 2A). 연수막 및 인근 뇌실질의 혈관 주위 공

간에 다수의 중성호성백혈구와 소수의 큰포식세포, 림프구가

혼재되어 침윤되어 있었다(Fig. 2B). 폐장에 대한 검사 결과

3두(37.5%)에서 다양한 정도의 화농성 폐렴, 충혈 및 수종을

나타내었다(Fig. 3). 폐포강 내 화농성 염증세포 침윤과 함께

세균집락도 관찰되었다. 3두(37.5%)의 귀에서는 피부 상피층

의 현저한 증식과 함께 가피가 형성되어 있었다. 또한 심한

Fig. 1. Gross findings. (A) Head tilt in rabbits. (B) The ear is
ulcerated with reddish color.

Fig. 2. Cerebrum. (A) Severe diffuse suppurative meningitis with numerous bacterial colony (arrows). (A insert) Gram negative
bacteria within the cerebral lesion. (B) Perivascular cuff of neutrophils, macrophages, and lymphocytes. H&E stain (A and B), Gram
stain (A insert). Scale bars = 100 µm (A, A insert, and B).

Fig. 3. Lung. Suppurative bronchopneumonia. H&E stain.
Scale bar = 100 µ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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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농성 염증과 결합조직의 수종이 관찰되었고 샘 내강에도

화농성 염증세포가 침윤되어 있었다(Fig. 4). 이 중 1두의 귀

에서는 다수의 진드기가 관찰되었다. 8두 중 1두에서는 폐장,

심장, 간장, 비장, 위, 장 등의 장막면에 광범위하게 섬유소

성 화농성 삼출물이 두껍게 덮여 있었다. 뇌 및 폐장 병변

부위에 대한 그람염색 결과 그람음성의 단간균이 다수 확인

되었다(Fig. 2A, insert). 

세균학적 검사 결과 뇌 4점(80%), 폐장 3점(100%), 귀 1

점(50%) 및 흉·복강 장기의 장막면 각 1점에서 순수하게

세균 집락이 증식되어 배양되었다. 세균집락은 혈액배지에서

는 직경 2~3 mm 점액양의 용혈이 없었고 MacConkey 배지

에서는 자라지 않았다. 혈액배지에서 증식된 균 집락은 중합

효소연쇄반응 결과 P. multocida로 동정되었고 협막혈청형은

검사한 협막혈청형 모두 음성으로 확인되어 동정 불가로 나

왔다. 

본 증례는 육안소견, 병리조직학적 검사 및 세균학적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P. multocida 감염에 의한 심한 뇌막염 및

폐렴으로 진단되었다. 

토끼에서의 파스퇴렐라증은 P. multocida의 독성인자에 따

라 다양한 형태의 증상을 나타낼 수 있다 [6]. 가장 흔하게

는 비염, 폐렴, 흉막폐렴 등을 동반하는 호흡기 형태가 있으

며 이들은 재채기, 기침, 콧물 등의 증상을 보이기 때문에

임상 검사상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파스퇴렐라증

은 패혈증의 형태로도 나타날 수 있는데, 이는 가금류와 토

끼를 함께 사육하는 소규모의 농장에서 주로 발생했던 것으

로 보고되어 있다 [2]. 본 증례의 농장은 닭과 토끼를 함께

사육하는 농장이었다. 닭에서의 P. multocida는 가금콜레라

(fowl cholera)의 원인체이며 폐렴 등 호흡기 문제를 일으킨

다. 본 농장에서는 토끼에서만 집단 폐사가 발생하였고 함께

사육하는 닭에서는 특이점이 관찰되지 않아 토끼에서의 감염

경로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파스

퇴렐라증의 다른 형태로는 중이염 및 뇌막염이 있다. 이때 나

타나는 임상증상으로 사경이 관찰되는데, 사경을 보이는 토끼

에서 감별해야 할 질병으로는 귀 진드기, Encephalitozoon

cuniculi 감염에 의한 뇌염, 뇌 유충이행증, 중추신경계의 외

상 등이 있다 [9]. 본 증례의 경우 병리조직학적 소견으로

뇌에서 화농성 염증이 관찰되었고 병변에서 P. multocida가

분리되어 다른 질병에 대한 감별이 가능하였다. 1두에서 귀

진드기가 관찰되긴 하였으나 1두에 국한되어 있어 사경의 원

인은 P. multocida에 의한 뇌막염으로 판단하였다. 또한 화농

성 뇌염 및 폐렴은 Staphylococcus 속이나 Klebsiella 속과

같이 다른 세균에 의해서도 관찰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세균학적인 검사를 통해서 진단해야 한다. 

P. multocida의 감염은 대부분 비강에서 시작하며 여러 경

로를 통해 다른 장기로의 감염이 이루어진다 [2]. 특히 뇌염

을 일으키는 경로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유스타키오관을 통해 중이를 거쳐 뇌로 가는 경우가 있고,

다른 하나는 신경과 신경 주위 림프계를 통해 뇌로 가는 경

우가 있다. 본 증례는 중이에 대한 병리조직학적 검사를 하

지 않아 정확한 경로는 확인하기 어려우나 세균학적 검사결

과 귀 및 뇌에서 같은 세균이 분리되어 귀를 거쳐 뇌막염이

나타난 것으로 생각된다. 

국내 토끼에서 P. multocida 감염에 대한 연구는 호흡기계

에서 분리된 균주에 대해 일부 이루어졌다. 과거 연구에 따

르면 Snuffle로 의심되는 7두의 토끼 폐장에서 5주의 세균을

분리하였고 협막혈청형 검사 결과 A형 2주와 D형 2주, 동

정 불가 균주 1주를 확인하였다 [10]. 다른 연구에서는 호흡

기 증상으로 폐사한 토끼 폐장 22점과 콧물 70점을 검사하

여 총 64주의 세균을 분리하였고 A형 62주, 동정 불가 균

주 2주를 확인하였다 [13]. 또한, 국외의 문헌에 따르면 미국

에서 553두 토끼 중 39두의 비강에서 분리한 P. multocida

에 대한 분석 결과 A형 31주, 동정 불가 균주가 8주로 확인

되었고 [3], 브라질에서는 140두에서 분리한 46주 균주를 검

사한 결과 A형 21주, 동정 불가 균주 25주를 확인하였다 [5].

본 증례에서 분리된 P. multocida는 모두 협막혈청형이 동

정 불가로 나왔으나 이는 동일농장에서 국한된 토끼에 대한

검사 결과이며 국내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향후 다양한

시료에 대한 특성분석과 병원성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

로 생각된다.

토끼에서의 파스퇴렐라증은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질

병이다. 아직 이 질병은 항생제 치료에 의존하고 있으나 비

용이 많이 들고 치료 효과도 좋지 않기 때문에 예방이 중요

하다. 추가적인 감염을 막기 위해서는 주기적인 검사를 통해

보균 토끼 및 임상증상이 있는 토끼는 도태시키는 것이 권

장된다. 또한 주기적으로 토끼장을 청소하고 소독하는 등 위

생적인 사양관리가 중요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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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External ear. Severe suppurative inflammation with
fibrous edema. H&E stain. Scale bar = 100 µ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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