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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선천성 면역과 적응면역의 정의와 역할
(1) 선천성 면역과 적응면역
선천성 면역(Innate Immunity)이라는 것은 선대로부터 이어져오고 부모로부터
자연적으로 타고난 면역을 말한다. 즉 면역을 선천성 면역과 적응면역(Adaptive
Immunity)으로 구분할 때 선천성 면역이라는 의미이다. 적응면역은 획득면역 혹
은 후천성 면역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선천성 면역과 적응면역은 모두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학문적으로는
적응면역을 먼저 연구했고, 항체를 이용한 산업(백신산업)이 비약적으로 발전함에
따라서 적응면역이 훨씬 중요할 것 같은 생각이 든다. 하지만 사실 유전적으로 면
역 결핍증을 가지고 태어나는 사람들을 보면, 즉 항체가 부족한 사람들 중에는 아
예 면역글로불린G(IgG)가 없는 사람도 있고, 흉선이 아예 없는 사람도 있다. 그리
고 선천성 면역이 부족한 사람, 즉 식세포 이상증을 갖고 있는 사람을 보면 호중구
가 없는 사람도 있다. 그리고 대식세포의 기능이 부족해도 유전적인 면역 결핍이
생길 수 있다. 즉 모든 면역이 다 중요하지만, 특히 선천성 면역이 부족할 경우 더
욱 심각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선천성 면역(Innate Immunity)을 자연면역이라고도 한다. 체내로 침입하는 항원
에 대해 종류에 관계없이 비특이적으로 반응하며, 특별한 기억작용은 없다. 선천적
인 면역체계로는 항원의 침입을 차단하는 피부, 점액 조직, 강산성의 위산, 혈액에
존재하는 보체(Complement) 등이 있다. 선천성 면역세포로는 병원체를 잡아먹는
식균작용을 담당하는 대식세포(Macrophage)와 다형핵백혈구(Polymorphonuclear
leukocyte), 병원체에 감염된 감염세포를 죽일 수 있는 살상세포(K cell) 등이 있다.
우리가 많이 들어본 자연살상세포(NK cell)도 여기에 속한다.
실제로 대부분의 감염은 이 선천면역에 의해 방어된다. 우리는 수많은 항원이 존
재하는 환경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그러나 이런 항원들로 인해 증상이 나타나거나
질병이 발병하는 경우는 아주 적다. 이런 항원들이 침투를 한다 하더라도 기억세포
에 의한 항체를 형성해서 방어하는 기전이 일어나기 전에 이미 많은 선천성 면역세
포들이 작용하여 항원들을 제거하기 때문에 질병에 걸리지 않는 것이다.
(2) 선천성 면역의 중요성
선천성 면역과 적응면역이 모두 중요하지만, 이 두 가지 면역은 필요한 시기가
다르다. 면역기능이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외부에서 감염이 일어나면 대개 조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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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 중에 포함되어 있는 선천성 면역세포들이 바로 제거하기 때문에 특별한 반응도
거의 없이 회복된다. 아마도 하루에도 엄청난 양의 바이러스나 박테리아가 우리 몸
에서 선천성 면역세포에 의해서 제거될 것이다. 그러므로 선천성 면역이 튼튼하면
질병으로 진행되는 빈도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
감기 바이러스가 주변에 존재한다고 생각해 보자. 여러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은
감기에 걸려서 기침, 발열, 콧물 등의 증상을 보이면서 발병을 하고, 어떤 이는 아
무런 증상이나 반응 없이 지나갈 것이다.
이런 이유는 선천성 면역이 약하거나 혹은 균형이 무너져 있으면 외부에서 침투
하는 바이러스를 선천성 면역세포들이 초기에 효과적으로 제거하지 못하기 때문에
2차 면역반응으로 항체가 많이 형성될 때까지 여러 증상들이 나타나며 감기에 걸
린다. 그러나 선천성 면역이 잘 형성되어 있고 선천성 면역세포들이 잘 활성화되어
있으면 외부에서 침투하는 바이러스를 효과적으로 초기에 제거할 수 있다. 그러면
아무 이상 없이 감기가 지나가게 된다.
단순히 발병하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바이러스가 증폭되는 것이 없어서 주변
에 퍼뜨리지 않는다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이 상황이 선천성 면역이 항상 정상화
되어 있고 활성화되어 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얘기하고 있다. 더욱이 축산
에서 중요한 것은 선천성 면역세포들은 바이러스나 세균의 종류와는 관계없이 공
격하여 제거한다는 사실이다. 구제역(FMD)바이러스건 아프리카돼지열병(ASF)바
이러스건 상관없이 공격하여 제거하기 때문에 선천성 면역을 적절하게 활성화시켜
놓는 것이 농장 내에서 질병이 억제하거나 컨트롤하는 데 얼마나 중요한 부분인지
깨달아야 한다.
만약에 선천성 면역이 부족하게 되면 급성 염증이 발생하게 되고, 그 이후로 주
변의 면역세포가 호출되고 다시 여기서부터 선천성 면역세포인 호중구가 오기도
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적응면역이 작용한다. 하지만 만약 급성 염증이 심해져도
병원체를 제거하지 못하면, 면역세포가 고갈되고 결국 면역마비가 와서 사망할 수
도 있다. 이것을 패혈증(敗血症, Sepsis)이라고 한다.
(3) 선천성 면역과 적응면역의 차이
일반적으로 선천성 면역은 경찰과 비유하기 좋고, 적응면역은 기동타격대와 같
다고 보면 된다. 경찰이 순찰하면서 일상적인 방범활동을 하다가 부족해지면 기동
타격대가 출동하는 것이라고 할 경우, 경찰력이 강력하면 굳이 기동타격대가 출동
할 이유가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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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적응면역은 마땅히 올릴 방법도 별로 없다. 적응면역은 특정한 목표가 있어야
하는데, 일상적인 삶에서는 그러한 목표가 되는 병원체가 너무 많아서 일일이 이것을
다 대응하기 어렵다. 때문에 필요할 때만 대응하는 게 나은 것이다. 하지만 경찰은 그
런 것을 가리지 않기 때문에 기동타격대보다는 경찰력이 일상생활에 더욱 중요하듯이
면역도 일상적인 삶의 수준에서는 선천성 면역을 올리는 것이 더 좋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선천성 면역이 강하면 적응면역도 따라서 강해지는 효과도 있다.
우리나라 군대의 체계를 면역체계로 대치해 볼 수 있다. 휴전선에서 북한군을 감시
하고 침입하는 적을 방어하는 최전방에서 경계근무를 하는 전방철책부대(전투부대)가
선천성 면역이라 한다면, 적이 침입했을 경우 이 전방부대에서 발령하는 경보에 의해
투입되는 더 큰 규모와 화력을 갖는 후방부대가 적응면역이라고 할 수 있다.

2. 면역세포의 종류와 역할
면역반응을 크게 나누면 선천성 면역(1차 면역)과 적응면역(2차 면역)으로 구분한
다는 것은 앞에서 설명했다. 이 둘 사이는 항원제시라는 과정을 통해서 연결되고, 선
천성 면역이 2차 면역으로 이어진다. 그리고 적응면역에서 보조T세포는 전체 면역
반응을 조절하는 기능을 갖고 있다. 여기서 보통 선천성 면역(1차 면역)과 보조T세포
(Helper T Cell)의 역할을 가장 중점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좋다. 2차 면역이나 항원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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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간략한 개념만 알고 지나가도 일
단은 충분하다.
면역을 이해하는 또 다른 간단한 방
법은 면역세포를 들여다보는 것이다.
면역세포들은 서로 다른 역할을 하는
데, 일반적으로 조혈모세포에서 만들어
지는 다양한 세포들은 (그림 3)과 같다.
(1) 면역세포의 종류
(그림 3) 중에서 대식세포와 수지상
세포가 가장 대표적으로 선천성 면역세

(그림 2) 보조T세포의 면역계 조절

포들이고, 그 외에 호중구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흔히 고름은 많은 백혈구의 시체
라고 할 수 있는데, 특히 호중구의 시체들이다. 하지만 호중구는 아플 때만 만들어
지고, 수명이 매우 짧아서 마치 일회용 제품처럼 생각하면 된다.
적응면역을 수행하는 세포들에는 크게 흉선에서 유래한 T세포와 골수에서 유래

(그림 3) 면역세포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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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B세포로 나눌 수 있다. T세포는 감염된 세포를 직접 죽이는 세포성 면역을 담당하
고, B세포는 항체를 만들어서 몸을 방어하는 체액성 면역을 담당한다. 항체는 세포 안
의 병원체를 제거하는 것은 아니므로 바이러스나 세포침투성 세균들을 제거하기에는
좀 어려운 면이 있다.
이러한 돼지의 질병으로는 돼지생식기호흡기증후군(PRRS), 돼지써코바이러스
(PCV), 돼지유행성설사병(PED), 돼지전염성위장염(TGE), 파보 등의 바이러스 질병
들과 살모넬라, 회장염 등의 세균성 질병들이 있다. 참고로 암은 면역계의 입장에서
본다면 바이러스에 감염된 세포와 큰 차이가 없다. 그러므로 항암 백신은 대부분 T세
포 면역을 유도해야만 효과가 있다.
(2) 선천성 면역과 동네 개(Village dog)
선천성 면역은 이름에서 나타나듯이 원래 태어나면서 가지고 있는 면역이며, 면역
계가 발달하지 않은 동물들도 일부는 가지고 있고, 진화과정에서 본다면 적응면역보다
는 오래된 면역 반응이다. 적응면역은 선천성 면역과는 달리 한번은 배워야만 제대로
작용하는 면역이다. 그래서 선천성 면역은 기억이 없지만, 적응면역은 병원균이 들어
오면 학습을 하고 그 병원균을 기억할 수 있는 특징이 있다. 토종견, 더 정확하게는 동
네 개(Village dog)들은 대부분 청소동물이라는 점에서 선천성 면역과 매우 닮았다.
지금도 동물행동학자들이 궁금해하는 것은 ‘왜 회색늑대가 인간의 주변에서 살기
시작했으며, 그 늑대는 과연 무슨 이득을 얻었을까?’ 하는 점이다. 개와 늑대는 덩치
가 많이 차이가 난다. 이것은 개가 충분한 먹을거리를 얻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개뿐만 아니라 대부분 사람들이 가축화시킨 동물은 모두 충분한 양의 먹을거리를
마련하기 어렵기 때문에 크기가 작아진다는 공통적인 특징이 있다. 다른 가축이야 가
둬서 키웠겠지만, 그렇지 않은 개들은 왜 인간과 같이 살았을까? 그리고 그 개들은 왜
사람들을 공격하지 않았을까? 그 이유는 아직 알 수 없지만, 우리가 알아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늑대가 사람과 사람이 아닌 다른 동물을 구분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즉
늑대는 사람을 공격하는 것보다는 같이 살아가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것이다.
예전에는 면역세포가 병원균을 잡아먹는 것을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했다. 하지만
생각해보면 면역세포가 생체의 정상세포를 공격하지 않고 병원균만 공격하는 것은 매
우 놀랍고 신기한 기능이지 않을 수가 없다. 사실 이러한 기능이 어떻게 일어나는가에
대해서 자세히 밝혀진 것은 면역학의 역사에서 오히려 매우 최근의 일이고, 그것을 발
견한 사람들은 2011년 노벨 생리의학상을 수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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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톨 유사수용체(TLR : Toll-Like Receptor)
조금 더 들여다보면, 대식세포(Macrophage)는 당연히 병원균을 인식할 수 있는
센서를 가지고 있으며, 그 센서 중에서 가장 먼저 발견된 것이 톨 유사수용체(TLR :
Toll-Like Receptor)이다. TLR라는 이름은 ‘Toll처럼 생긴 수용체’라는 의미로 여
기에서 톨(Toll)은 외부에서 통과해 오는 지점을 말한다. 이들 수용체가 우리 몸의
정상세포와 정상세포가 아닌 것을 구분하는 센서이다. 즉 센서를 달고 돌아다니면
서 이 센서에 잡히는 것은 모두 잡아먹는다.
마을 개들도 뛰어난 후각으로 사람이 버린 것들 중에서 먹을 만한 것들을 찾아
먹는 것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다. 우리의 생활 속에서 청소동물은 음식물 쓰레기
를 청소해 주기 때문에 사람의 입장에서 본다면 전염병 같은 것이 줄어들 수 있을
것이다. 즉 매일매일의 생활에 도움이 되고, 특히 위생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면역세포는 매일매일의 면역을 담당하는 세포들이다. 선천성 면역세
포의 기능이 약해지면, 면역력이 약해진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면역력이 강하면 피
곤하게 일한 다음날도 가뿐하게 일어날 수 있지만, 반대로 면역력이 약하면 매일매
일 피곤에 찌들어 살게 된다. 그러므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일상생활 중에서 면
역력을 높이는 것이고,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선천성 면역을 올려야 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즉 농장에서 질병을 적절하게 컨트롤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는 반드시 선천성 면역을 올려야 하고, 이를 위한 투자를 과감하게 해야 한다. 농장
에서 발생하는 많은 비용과 피해들 중에 선천성 면역이 약해져서 농장에 상재하는
혹은 유입되는 병원체에 의한 질병으로 비용과 피해가 얼마나 큰지를 생각해 보길
바란다.

3. 질 높은 돈육 생산과 동물복지를 위한 병원체 통제 방안
예전에는 이런 병원체를 통제하기 위한 방법으로 백신, 소독제, 항생제를 사용
해 왔다. 그러나 많은 시간이 지남에도 불구하고 크게 달라진 것이 없는 것이 현실
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한다. 소비자가 안전한 먹거리 생산과
질 높은 돈육을 생산하는 것과 동물복지를 중요하게 생각하기 시작한 현재에는 어
떤 방법을 택하는 것이 적절한지 말이다.
앞에 언급한 세 가지 방법 중에 백신은 적응면역(2차 면역)을 강화하는 수단이
고, 소독제는 동물 몸 밖에 있는 병원체를 제거하는 수단이다. 항생제는 체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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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액을 통해서 세포 내외에 존재하는 세균에만 효과적인 방법이나 항생제 잔류 문제
나 내성 문제, 바이러스 효과 없음 등으로 사용이 극히 제한되는 방법이다. 당연히 돈
육의 품질에 큰 영향을 미치는 방법이기도 하다.
최근 유럽 등에서는 항생제, 화학제 등의 사용을 극히 제한하면서 생체 외부의 소독
은 친환경 소독제, 체내의 병원체 통제는 선천성 면역을 증가시키는 제품들에 대한 연
구와 개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선천성 면역을 증가시키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선천성 면역세포
들은 세균이나 바이러스 등 병원체를 직접적으로 제거하기 때문에 세균만 제거하는
항생제를 대체하는 유기축산(친환경축산) 방법으로 발전하고 있다. 여기에 더불어 각
각의 면역반응의 균형(Immune Homeostasis)을 유지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이러
한 측면에서도 현재 시스템 속에서 떨어져 있는 선천성 면역 능력을 끌어올리는 것이
아주 중요한 포인트라 하겠다. 다음 편에서는 체액성 면역과 세포성 면역에 대해 알아
보겠다.
참고로 선천성 면역과 적응면역에 대해서 신문기사를 살펴보면 이미 좋은 내용이
많다. 2011년 노벨 생리의학상은 바로 선천성 면역과 관련되어 수상했다. 아래에 당시
기사를 인용해 둔다. 기사를 찾아보면 그림도 있고 설명도 잘 되어 있으므로 원래 기
사를 찾아서 읽는 것을 권장한다.
면역은 크게 선천성 면역과 후천성 면역(적응면역, Adaptive Immune)으로 나뉜다. 병
원균이 처음 침투했을 때 우리 몸의 선천성 면역계가 즉각 인지하고 반응한다. 하지만
2~3주가 지나거나 동일한 병원균이 다시 침입했을 때 우리 몸은 더 빠르고 더 강력하
게 병원균을 무찌른다. 후천성 면역계가 병원균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이다.
선천성 면역계는 우리 몸속에 이미 존재하면서 외부에서 병원균이 침입할 때를 대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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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피부나 점막에서 병원균이 들어오는 것을 막거나 침이나 위액에 분비물을 내보
내 병원균을 죽인다. 대식세포나 호중구, 수지상세포 같은 먹보 세포들이 출동해 병
원균을 감싸 흡수하듯이 잡아먹거나 자연살상세포(NK cell) 같은 킬러가 병원균을 죽
인다. 이 세포들은 모두 백혈구다.
먹보 세포들은 어떻게 병원균을 알아볼까? 이것이 이번 노벨상의 핵심이다. 미생물
에는 병원균임을 알리는 단백질이 붙어 있다. 먹보 세포는 바로 이것을 감지한다. 먹
보 세포에게는 TLR(톨 유사수용체)이라 불리는 ‘미생물 단백질 감지기’가 있기 때문
이다. TLR이 미생물 단백질을 감지하면 선천성 면역계에 병원균이 들어왔다는 경보

(그림 4) TLR4(톨 유사수용체 4번)의 신호 경로, 회색점선은 알 수 없는 연결을 나타냄(위키피디아 참조).
현재 면역에서 톨 유사수용체 4번(TLR4)이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인식되어 가장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어떻게 적절하게 TLR4를 자극할 것인가가 중요한 포인트이다. 인체에 적용하고 있는 사독백신(사
균백신) 등의 부형제(어쥬번트, Adjuvant)에는 백신 효과와 백신을 접종 후에 항체가 형성되기 위한 약 2
주간의 시간 동안 병원체를 효과적으로 억제하기 위해 TLR4를 자극하는 물질인 MPLA 등이 포함되어 있
다. 이 사례를 보더라도 외부에서 감염된 병원체를 TLR4를 자극하여 잠복기 동안 적절하게 억제하면 질
병의 발병은 막아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므로 모든 백신 접종 시와 병원체 감염 시에 TLR4의
자극이 매우 필수적인 부분이고, 이를 효과적으로 수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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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울린다.
1989년 미국 예일대의 유명한 면역학자인 찰스 제인웨이 교수는 선천성 면역이 병원
균 감염 초반에 중요할 뿐 아니라 후천성 면역을 활성화시킨다는 것을 밝혀냈다. 그는
“선천성 면역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면 초기 방어에 문제가 생기고, 후천성 면역계
도 효과적으로 작용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선천성 면역계가 어떻게 활성화되
는지 정확히 밝혀내지 못해 그의 주장은 매력적인 가설로만 머물러 있었다. 이때 TLR
을 발견해 선천성 면역의 중요성을 부각시킨 사람이 호프만 교수다. 그는 인간과 비슷
한 선천성 면역계를 가진 초파리에 주목했다(초파리는 후천성 면역계가 없다). 생김새를
결정하는 유전자인 톨(Toll) 수용체 유전자에 돌연변이가 있는 초파리는 아스페르길루스
(Aspergillus fumigatus)라는 곰팡이에 감염되면 죽어버렸다. 이 곰팡이에 감염됐을 때 면
역계가 작동하지 않기 때문이다. 호프만 교수는 동료인 브루노 르매트리 박사와 함께
사람의 몸에도 유사한(Toll like) 수용체가 있으며, 선천성 면역계가 작동하도록 유도한다
는 사실을 밝혔다. 1년 뒤 보이틀러 교수는 생쥐를 이용해 TLR이 병원균을 직접 인식한
다는 것을 알아냈다.
- 동아사이언스 2011년 11월호에서 발췌 -

■ 참고문헌

1. KUBY IMMUNOLGY fifth edition, Richard A. Goldsby, Thomas J. Kint, Barbara

A.Osborne, Janis Kuby
2. 교양 생물학사 / 박범익 ; 김재영 [공저] 집현전, 1990
3. Bruce Alberts, Alexander Johnson, Julian Lewis, Martin Raff, Keith Roberts, and
Peter Walters (2002). 《Molecular Biology of the Cell; Fourth Edition》. New York and
London: Garland Science. ISBN 0-8153-3218-1.
4. Charles Janeway, Paul Travers, Mark Walport, and Mark Shlomchik (2001).
《Immunobiology; Fifth Edition》. New York and London: Garland Science. ISBN
0-8153-4101-6.
5. 윤철희. “박테리아 세포벽과 생로병사의 비밀”. 《The Korean Society for
Microbiology and Biotechnology》.

6. Viera Stvrtinová Ján Jakubovský and Ivan Hulín (1995). 《Inflammation and Fever
from Pathophysiology: Principles
of Disease》. Computing Centre,

문의사항

Slovak Academy of Sci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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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cademic Electronic Press.

2020. 3월호

34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