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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돼지열병

(African swine fever, ASF)의 마지막 발
생보고가 있은 후 경기도 휴전선 인접지역

에서 죽거나 포획한 야생멧돼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바이러스가 확진됨에 따라
아프리카돼지열병에 대한 위험은 단기간에 종식될 양상을 보이는 것 같지 않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의 백신이 개발되어 상용화되지 않은 현재 상황에서는 살처분
만이 유일한 방법이지만, 향후 만에 하나 살처분 방역이 어려울 경우 백신 접종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백신 개발에 관련된 현재까지의
연구동향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1. 서론
돼지에서 전염성 출혈성 증상을 일으키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은 종래의 돼지콜레
라(hog cholera)로 불리고 있었던 돼지열병(Classical swine fever, CSF)과 임상
증상과 병변이 매우 유사하다. 돼지열병바이러스는 RNA 유전자를 지닌 크기가 작
은 바이러스이지만, 아프리카돼지열병바이러스는 매우 복잡하고 큰 DNA바이러스
로 약 200nm 크기의, 170~190kb의 유전자를 지닌 150개의 단백질을 가지고 있
는 매우 큰 바이러스에 속한다.
아직까지 각 단백질에 대한 특성이 파악되지 않기 때문에 백신 개발이 어려운 상
황이다. 아프리카돼지열병바이러스의 병원성과 감염된 숙주 상태에 따라 다양한
임상증상과 병변이 나타난다. 아프리카 지역에는 야생돼지 사이의 물렁진드기(soft
tick)를 매개로 한 순환감염이 일어나고 있으며, 풍토병으로 자리잡고 있다. 흥미
로운 것은 아프리카 지역에서의 발생은 아프리카 전체 대륙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
라 특정 지역에서만 국한해서 발생한다는 점이다.

2. 백신 개발에 참고해야 될 아프리카돼지열병바이러스의 특성
일반적으로 백신 개발 시 몇 가지 형태로 개발할 수 있는데, 그중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형태의 백신은 분리한 바이러스를 세포에 배양한 후 불활화시켜 만드는 불
활화(inactivated) 백신 또는 사(killed)백신이다. 그러나 아프리카돼지열병바이러
스가 잘 증식하여 고역가의 바이러스를 만들 수 있는 세포주(cell line)가 아직까지
확립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바이러스 증식이 잘 될 수 있는 세포주의 확립이 필요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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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로 고려할 수 있는 것은 일부 유전자를 증폭해서 대장균이나 다른 바이러
스 벡터에 발현시킨 재조합 단백질로 만든 서브유닛(subunit) 백신이다.
세 번째로 고려할 것은 자연계에서 분리한 약독화 바이러스를 백신으로 사용하
는 것이나 최근 유전자가위 등으로 특정 병원성 유전자를 결손시켜 만든 결손변이
주로 만든 백신주이다. 그러나 이 경우 병원성이 회복할 가능성이 높고, 후자의 경
우 생물학적 변형체(living modified organism, LMO)이기 때문에 상용화를 위한
허가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을 방어하는 백신은 현재 이러한 형태로 연구·개발이 진행되
어 왔으며, 지금까지의 연구 결과에서 참고할 만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간추려 보
았다. 특히 아프리카돼지열병바이러스는 구제역바이러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
자바이러스와 같이 생물안전3등급(Biosafety Level-3) 시설에서만 연구를 할 수
있기에 바이러스를 사용한 연구는 상당한 제약이 뒤따른다.
(1) 돼지의 대식세포(macrophage)와 단핵구(monocyte)가 1차 표적세포이다[1].
따라서 아프리카돼지열병바이러스를 분리하고 동정하기 위해서는 돼지의 폐에서
추출한 폐포대식세포(Porcine alveolar macrophage, PAM)를 냉동보관하면서 사
용한다. 대다수의 DNA바이러스와는 달리 아프리카돼지열병바이러스는 세포질에
서 복제가 일어난다.
(2) 바이러스의 숙주세포 수용체는 자세히 알려지지 않았다. 대식세포의 수용체
(receptor)가 감염에 필요하다는 것이 알려져 있고, CD163이 바이러스의 수용체로
알려져 있지만 최근 연구 결과에 의하면, CD163은 바이러스의 감염에 불필요하다
는 것이 밝혀졌다[2, 3]. 유전자가위(CRISPR/Cas9 system)를 이용하여 만들어진
CD163유전자 결손 돼지에 아프리카돼지열병바이러스를 감염시켰을 때 일반 돼지
와 임상증상, 병변, 폐사율, 바이러스의 혈중농도에 차이를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
다[3].
(3) 아프리카돼지열병바이러스의 생활사는 대식세포 등의 수용체에 바이러스의
표면단백질이 부착한 후 세포 내로 진입을 하기 위해 endocytosis 등을 통해 세포
로 침투한 후, 탈피(uncoating)과정을 통해 바이러스의 유전자가 숙주세포질 내로
빠져나온다. 그 후 바이러스의 유전자 발현과 DNA 복제가 시작되고, 구조단백질
을 포함하여 후기 바이러스 유전자가 발현되며 바이러스가 조립 및 생산되어 세포
밖으로 빠져나온다.
(4) 아프리카돼지열병바이러스가 지닌 p12와 p54단백질은 세포부착단백질의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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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이 잠재적으로 확인되었고, p30
단백질은 바이러스가 숙주세포 내
로의 내재(internalization)과정에
중요하다고 보고되었다[4, 5, 6].
(5) 아프리카돼지열병 백신을 개
발하기 위해 꾸준한 연구가 진행되
어 왔지만 아직까지 효과적인 백신
은 개발되지 못했다. 불활화 백신, 유전자재조합 서브유닛 백신, 약독화 백신 등의
분야로 연구되어 왔는데[7], 불활화 백신은 아프리카돼지열병바이러스의 감염을
효과적으로 방어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8, 9].
자연적으로 약독화된 분리주 또는 인위적으로 만든 약독화 생바이러스 백신의
경우 동일한 유전자형의 바이러스에 방어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10, 11].
그러나 이러한 약독화 생백신은 병원성이 복귀될 수 있다는 가능성과 안전성에 있
어 확실히 안전하다는 평가를 할 수 없다. 그런데도 최근 멧돼지에 최초로 약독화
바이러스를 경구로 접종한 결과 공격접종 바이러스에 대해 방어 효과가 있는 것으
로 보고되었다[12].
서브유닛 백신의 경우 아프리카돼지열병바이러스의 여러 가지 항원을 발현시킨
단백질을 접종하는 것이다. p54, CD2v 등 이미 밝혀진 중요 항원을 여러 조합으로
섞어 백신을 제작했는데 중화항체를 형성함에도 방어 효과는 각각 다르게 나타났
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하면, 아프리카돼지열병바이러스에 대한 중화항체보다는 T
세포 매개 면역 반응이 방어 효과에 중요한 것으로 보고되었다[13].

3. 바이러스의 유전형, 혈청형과 방어효과와의 관계
아프리카돼지열병바이러스의 유전자 중 p72 캡시드 단백질 유전자(B646L)는 서
열에 따라 24개의 유전형으로 분류되며, 이러한 유전자 분석은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의 역학적 추적 분석을 용이하게 한다.
현재 국내를 포함한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는 바이러스는 유전형 II형의 고병원성
바이러스이다. 그러나 이 두 가지 형 이외에도 V, VIII, X형도 분리되곤 했다. 유럽
에서는 I형과 II형이 발생하고 있지만 유전형 II형이 러시아를 거쳐 중국에 발생되
었으며, 중국에서 발생된 이후 몽고, 베트남, 캄보디아, 북한, 라오스 등에서 발생
된 후 국내에서도 II형이 발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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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돼지열병바이러스의 혈청형(serogroup)은 지금까지 총 1~8개의 혈청
그룹으로 분류되고 있지만 더 많을 것으로 추측하고 있으며, 동일한 혈청형 내에는
교차방어가 가능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14]. 그러나 유전형과 혈청형과는 특별한
관계는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다시 말해 동일한 유전형이라도 혈청형이 다를
수 있으며, 동일한 혈청형이라도 유전형이 다를 수 있다.
전술한 바와 같이 유전형은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시 추적조사에 매우 중요한
단서이지만, 백신의 방어 효과 측면에서는 혈청형이 중요하다. 따라서 구제역과 유
사하게 발생하는 지역의 바이러스와 백신으로 만들어진 바이러스의 혈청형이 동일
해야만 방어 효과가 뛰어날 것이다.

4. 요약 및 향후 추진 방향
지금까지의 아프리카돼지열병 백신 개발 연구에 대한 잠정적인 결론을 몇 가지
내릴 수 있다.
첫째, 아프리카돼지열병바이러스를 증식한 후 불활화시킨 불활화 백신(또는 사
백신)은 아프리카돼지열병을 효과적으로 방어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항체가 주된 역할을 하는 체액성 면역은 아프리카돼지열병을 방어할 수 없
으며, 세포매개성 면역이 방어에 주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아프리
카돼지열병바이러스를 중화시킬 수 있는 중화항체가 형성이 된다 하더라도 방어에
효과적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유전자재조합으로 발현된 단백질을 사용한 서브유닛(subunit) 백신은 아
프리카돼지열병을 부분적으로 방어할 수 있다고 증명되었다.
넷째, DNA 백신의 경우 체액성 면역은 유도하지 않으나 강한 세포매개성 면역
을 유도하여 부분적인 방어 효과를 나타냄이 확인되었다.
다섯째, 약독화 생백신이 현재로서는 가장 효과적이며 특히 OURT88/3바이러스
주와 같이 자연적으로 약독화된 아프리카돼지열병바이러스주로 제작된 백신은 고
병원성 아프리카돼지열병바이러스에 우수한 방어 효과를 나타냈다.
여섯째, 유전형 I과 II형은 서로 교차방어가 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따라
서 두 가지 유전형에 대한 백신이 필요하다.
향후 유전자가위 방법을 통해 특정 병원성 유전자 결손 바이러스주를 제작하여
순화바이러스를 만들어 백신 개발을 하는 것이 현재의 연구 결과를 볼 때 추진전략
인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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