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연구
사양

알기 쉬운 면역의 이해와 활용 【1】
제1강 : 돼지에게 있어서의 면역이란 어떤 의미인지,
그 면역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야 한다.

이 권 희 대표
(주)이뮨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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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역의 의미
면역(免疫 : Immunity)의 어원은 라틴어로 이뮤니타스(Immunitas)이며 ‘역병
으로부터 면한다’는 뜻이다. 즉 전염병에 걸리지 않게 해 준다는 뜻으로, 엄밀히 말
하면 병을 일으키는 병원체가 생체 내로 침입한다 하더라도 특별한 고통스러운 증
상이나 사망 없이 이를 극복한다(지나간다)는 것을 말한다.
우리 주변에는 항상 수많은 병원체(病原體)가 있어서 이 병원체에 자주 감염이
된다.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 병원체에 대해서 별다른 치료를 하지 않아도
우리 몸을 지켜 주는 기능으로 인하여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넘어가기도 하
고, 일부는 질병 발생 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더라도 결국 이를 극복하기도 한다.
이렇게 병원체의 감염으로부터 우리 몸을 지켜 주는 기능을 ‘면역’이라고 한다.
면역은 이 외에도 우리 몸에서 암세포를 제거하기도 하고, 세포 손상 등의 위험신
호에 대해서도 우리 몸을 지켜 준다.
생체 내에서 면역을 유발하는 외부 인자를 항원(抗原 : antigen)이라 하며, 항
원에는 병원성 미생물 또는 그 생성물, 음식물, 화학물질, 약, 꽃가루, 똥(便) 등
이 있다. 최근의 연구에 따르면 알레르기, 숙취 등도 모두 면역과 관련이 있다. 면
역은 태어날 때부터 지니고 있어서 감염 초기에 작용하는 선천면역(先天免疫 :
Innate immunity)과 후천적으로 생활 등에 적응되어 얻어지는 적응면역(適應免疫
: Adapted immunity)으로 구분된다. 적응면역은 획득면역(獲得免疫 : Acquired
immunity)이라 부르기도 한다.
동물이 살아가는 환경은 제각각 다르다. 이러한 환경에서 발생하는 모든 것들이
항원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즉 동물의 체내가 아닌 체외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항
원이 된다는 뜻이다. 체외라 함은 소화기의 장 내부, 번식기의 산도 내부, 호흡기의
폐포, 기관지 내부를 포함한다. 그러므로 동물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수많은 항원과
접촉하고 살아가고 있다.
이에 따라 체내에서는 수많은 항원과 더불어 살거나 혹은 싸우거나 하는 작용이
항상 일어나고 있으며 이를 면역이라고 한다. 즉 항원과의 협력 혹은 싸움에서 생
체가 지거나 균형이 무너지면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를 질병이라고 한다. 어떤 항
원이냐에 따라서 염증, 알레르기, 과민증(過敏症 : Hypersensitivity), 숙취, 이상
증(異常症 : Abnormality), 증후군(症候群 : Syndrome) 등 다양하게 부르고 있다.
이러한 항원과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면역이라 할 수 있다. 이렇게
중요한 면역이 망가지면 생체는 더 이상 외부 항원을 방어할 수 없게 되며, 생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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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각 그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사망하게 된다.
먼저 가장 중요한 항원의 하나인 병원체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겠다. 병원체
는 병의 원인이 되는 살아 있는 생명체라는 뜻으로 이해하면 된다. 대부분의 사람
들은 병원체를 세균으로 오해한다. 그래서 증상이 나타나면 먼저 항생제(抗生劑 :
Antibiotics)를 찾는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박테리아(세균), 바이러스, 진균(곰팡
이), 원충류로 나눈다. 면역 시스템은 이들에 대한 방어 시스템이 잘 갖추어 있으
며, 특히 세균에 대해서는 아주 잘 갖추어져 있다. 이는 후에 선천성 면역의 패턴인
식 수용체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자세히 설명하겠다.

■ 면역계의 구성
그 전에 면역계의 구성에 대해서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 혈액 내에는 적혈
구와 백혈구가 있으며, 이 중 백혈구가 면역세포들이다. 이들은 적혈구와는 달
리 여러 종류의 세포로 구성되어 있다. 백혈구는 중성구, 호산구, 호염구, 단핵구
(Monocyte), 혈소판, 림프구(Lymphocyte)와 같이 여러 세포로 구성되어 있고, 림
프구로는 B-림프구, T-림프구와 자연살해(NK) 세포가 있다. 단핵구(Monocyte)
는 혈관을 통해 조직으로 이동하여 선천성 면역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대식
세포(Macrophagy)로 분화된다. 이들 백혈구들은 모두 면역반응에 관여한다.
이들 중에서 중성구, 단세포, 대식세포, B-림프구, T-림프구와 자연살해(NK)
세포가 우리 몸의 대표적인 면역 세포이다. T-림프구에는 조력(Helper) T-림프
구, 세포독성(Cytotoxic) T-림프구가 있으며, 다시 조력 T-세포는 Th1, Th2,
Th17, Treg 등의 세포가 있다. 이들 면역세포들이 제거하는 균의 종류와 제거하는
방법은 세포마다 각기 다르다.
B-림프구는 항체를 이용해서 면역반응을 일으킨다. T-세포도 종류에 따라서
매우 복잡한 기능을 하는데, 세포독성 T-세포는 감염이 일어나서 병원체의 항원
단백질을 세포 표면에 묻히고 다니는 세포를 직접 죽일 수 있다. 그 외 Th-세포는
면역반응을 조절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고, 이에 대해서는 따로 다루어야 할 정도로
매우 복잡하다. 그 외 중성구, 단세포와 대식세포들은 흔히 식세포라고 하며, 주로
균을 잡아먹는 식작용을 통해 균을 제거한다.
식작용은 탐식작용, 식균작용이라고도 부른다. 이 식균작용은 주변의 물질을 지
나가는 것을 잡아먹는 과정에서 우연히 잡아먹기도 하지만, 패턴인식 수용체라는
것을 통해서 세균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패턴을 인식해서 잡아먹는다. 이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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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중에 자세히 설명하
도록 하겠다.
역사적으로 면역과
가장 관련 있는 사례는
유럽, 특히 스페인에 의
한 잉카제국의 멸망을
들 수 있다. 단 120여명
의 스페인 군인들로 인
해 수만 명의 잉카제국
(그림 1) 혈액 내 세포의 종류와 면역반응에 관여하는 세포의 종류

은 흔적만 남기고 사라
졌다. 강력한 항해능력

과 군사력도 중요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스페인에서 들어온 세균으로 인한 질병
으로 멸망했다. 당시 잉카인들에게는 스페인 군인들로부터 옮겨온 세균과 바이러스에
대한 면역력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그로 인해 수많은 잉카인들은 사망하고 잉카제국
은 멸망했다(‘총, 균, 쇠’, 저자 제러드 다이아몬드).
또 다른 예로는 중세 유럽을 공포로 몰아넣은 흑사병이나 불과 2~3년 동안에 수천
만 명의 사망자를 낸 1918년 스페인 독감 등이 역사에 남아 있다. 즉 면역이 무너지면
혹은 적절한 면역을 갖지 못하면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를 우리는 잘 알아야 한다.

■ 양돈에서의 면역
양돈에서의 면역이란 어떤 의미인가? 인간이 야생동물을 길들여 기르기 시작하면
서 공존의 개념이 아닌 인간의 목적과 편리성만을 지나치게 강조하여 산업이 발전되
어 왔다.
최근에서야 동물복지 개념이 도입되어 적정 공간을 보장한다든지, 성장촉진용 항생
제를 사용하지 않는다든지, 임신스톨, 분만틀을 사용하지 않는다든지 하는 방법이 유
럽을 필두로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다. 하지만 아직도 많은 비중의 농가들은 장치산
업이라는 한계로 어쩔 수 없이 기존의 방식대로 사육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부동산
의 가치가 상대적으로 높은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사업성이라는 큰 이슈 아래에서 그
러한 복지 개념을 적용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그렇다면 개체별로 확보한 공간이 부족하고, 콘크리트 바닥으로 인해 본능적인 흙
파기를 하지 못하고, 콘크리트 벽에 둘러싸여서 자기가 배설한 분뇨의 냄새를 맡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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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모니아 냄새가 가득한 공기로 숨쉬며, 매일 맛없는 정해진 사료만 먹어야 하는, 사
실상 미각이 뛰어난 동물인 돼지의 생체 내 면역 상태는 어떨까? 이런 어마어마한 스
트레스를 받으며 180여일을 자라서 110kg의 체중으로 도축되는데, 가히 정상적이지
는 않을 것이다.
스트레스가 많으면 영양 불균형과 대사 불안정을 초래하고, 면역 밸런스가 무너지
고,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약화되어 발병의 위험성이 매우 높아진다. 특히 밀집사육
등으로 많은 국내 양돈산업에서는 상재 질병이 많고, 그로 인한 피해가 지속되는 상황
이기 때문에 10년 전 MSY와 지금 MSY의 차이가 없는 것이다.
2018년 12월 도축두수는 17,369,000두로 모돈수 1,032,000두로 계산하면 연간 평
균 모돈 두당 출하두수(MSY)는 16.8두이다. 2017년 평균 모돈 두당 산자수가 21.1두
인 것을 감안하면 무려 4.3두가 손실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업을 유지하게 했던 것은 2017년 기준 비육돈 두당 85,594원
의 높은 수익성 때문이다. 그러나 2019년 10월 ASF로 인한 소비 감소와 가격 하락으로
통계청 발표 생산원가인 31만2,000원에도 못 미치는 29만2,000원으로 수익 채산성은
크게 떨어졌다. 결국은 유럽이나 미국 등의 양돈 선진국처럼 두당 이익률은 줄어들지
만, 생산성을 높여서 농장의 이익은 유지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이다.
이에 따라 양돈농가의 수익성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생산성을 크게 향상
시켜서 두당 생산비를 절감하는 방향으로 농장 운영의 목표를 수정해야 한다. 생산성
을 향상시키려면 사양관리의 효율화, 사료 영양의 합리화 등 해야 할 과제가 수두룩하
지만, 먼저 농장 안에 생산성을 깎아 먹는 상재하는 질병을 반드시 줄이거나 박멸해야
한다. 기본적으로는 모돈의 번식성적이 우수하게 유지되어야 하고, 농장에 상재하는
PRRS와 돼지써코바이러스증, 코로나바이러스를 음성화해야 하고, 비육돈의 회장염
과 살모넬라증도 없어야 한다.
이런 바이러스나 세균이 농장 내에 상재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중 가
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돼지 개체의 면역이 현재의 사육 시스템에서 전반적으로
떨어져 있고, 밸런스가 무너져 정상적이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돼지 개체의 면역
기능을 정상화하고 그 밸런스를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농장의 생산성을 높게 향상시키고 유지하는 데에는 돼지 자체의 면역 능력
향상과 면역 밸런스 유지가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따라서 돼지에서의 면역은 무엇이
고, 어떻게 만들어서 유지해야 하는지, 어떻게 밸런스를 맞출 수 있을지, 전체적인 측
면에서 돼지의 면역을 바라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한다.
이에 따라 앞으로 총 5회에 걸쳐서 ①선천성 면역이란 무엇이고 이것의 중요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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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피부에 의한 면역반응 : 피부가 손상되면 병원체가 들어와 체내 방어작용(비특이적 면역반응)이
시작된다. <출처 : Scientific American 312, S9 (2015): (doi:10.1038/scientific american 0315-S9)>

(그림 3) 점액 속에서의 면역반응 : 점액 내의 박테리오파지는 숙주와 관계없이 면역성을 제공한다.
<출처 : Barr, Jeremy J., et al. "Bacteriophage adhering to mucus provide a non–host-derived immunity."
Proceedings of the National Academy of Sciences 110.26 (2013): 10771-10776.>

선천성 면역세포들은 무엇이며 어떻게 먹을 것을 찾아내는가? ②체액성 면역과 세포
성 면역은 무엇이고, 세포성면역(Th1) 면역 증강의 필요성과 면역 밸런스 유지란? ③
자가탐식능(자가포식)과 그 중요성, ④
면역반응과 염증반응의 상관관계, ⑤번

문의사항

식성적과 면역기능의 긴밀한 상호작용의

상기 원고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글쓴이에게 문의바랍니다.
☎ 글쓴이 연락처 : 031-888-5669

주제로 설명해 나가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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