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실전 테크닉
체크포인트

숨어 있는 생산성 저하의 원인,
대장균 독소에 의한 돼지부종병
돼지부종병 발생의 위험은 우리 양돈 현장에 상재하고 있다.
돼지부종병은 임상형 부종병으로 큰 피해와 함께 다가올 수도 있지만,
비임상형 부종병으로 보이지 않은 생산성 피해를 주기도 한다.
항생제를 사용하여 좋은 결과를 얻은 경우도 있지만 실패한 경우도 많다.
시간이 지나 부종병이 해결되었다고 생각하는 농장에서도
검사 결과 여전히 부종병 대장균이 상재되어 있고,
만성형 혹은 비임상형으로 생산성 피해를 지속적으로 받고 있다.
그동안 다양한 경험적 방법에 의존해 컨트롤해 왔던 돼지부종병이지만,
최근에는 돼지부종병 예방백신 1종이 정식으로 등록되어 시판됐으며,
부종병 백신 접종은 임상형과 비임상형 부종병 농장 모두에서 개선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대장균

은 양돈 및 인체에서도 매우 친숙한
이름의 세균이다. 대부분의 대장균은

해롭지 않지만, 일부 병원성을 지닌 대장균들은 돼지에
게서 질병을 유발하며 때론 치명적인 증상(폐사)을 나
타낼 수도 있다. 양돈 현장에서 친숙하게 접할 수 있는
병원성 대장균의 증상으로는 조발성 설사, 이유 후 설

변 정 재 수의사

사, 그리고 돼지부종병 등이 있다. 이처럼 다양한 병원

(주)한국히프라

성 대장균의 분류는 (표 1)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일
반적으로 한 돼지에서 대장균은 25종 이상이 발견되고,
감염 또한 여러 종의 대장균이 동시 감염되는 것이 대
부분이므로 다양한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발생한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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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병원성 대장균의 분류와 특징
질병

섬모 부착인자

독소

분류

신생자돈 설사

F5－F6－F41－F4

STa－STb－LT

Enterotoxigenic E. coli ,
ETEC(장관독소원성 대장균)

이유 후 설사

F4
F18(F18ac variant)

STa－STb－LT－VT

Enteropathogenic E. coli ,
EPEC(장관병원성 대장균)

부종병

F18(F18ab, F18ac variant),
AIDA

VT(Vt2e)

Verocytotoxigenic E. coli ,
VTEC(베로독소생성 대장균)

(ST; heat-stable toxin, STa and STb LT; heat-labile toxin, VT; verotoxin, Vt2e)

이러한 문제 중 대장균의 독소에 의해 전신적인 문제를 일으키는 질병이 돼지
부종병이다. 부종병으로 인한 피해는 자돈구간에서 높은 폐사율을 보이는 경우
만을 생각하기 쉬우나 대부분의 농장들에서 약한 부종증상과 성장 저하를 겪고
있다. 특히 부종병으로 인한 폐사 문제가 심한 농장에서 다양한 시도를 통해 부
종병을 극복하더라도, 상재된 병원체로 인해 언제든 질병이 주기적으로 재발하
는 만성형 농장들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부종병 독소를 생성하는 대장균은 스트레스 상황이 발생하면 갑작스럽게 증
식하기 때문에 거친 사료나 항생제를 이용한 세균 컨트롤에는 한계가 있다. 더
불어 최근 항생제 내성균이 증가하고 약제 사용이 제한되면서 부종병에 대한 문
제는 세계 각국에서 새롭게 떠오르는 이슈가 되고 있다. 이번 기회를 통해 부종
병에 대해 다시 정리해 보고 극복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1. 돼지부종병이란 무엇인가?
돼지부종병은 베로 독소를 생성하는 대장균(이하 부종병 대장균)에 의해 발생
한다. 부착인자에 따라 구분하기도 하지만, 본질적으로 베로 독소(Stx2e)를 생
성하는 대장균만이 부종병을 유발할 수 있다. 돼지 장벽에 부착된 부종병 대장
균은 베로 독소를 생성하고, 외부로 분출한다. 분출된 독소는 장벽을 통해 흡수
되고 혈류를 통해 다양한 장기로 이동하여 손상을 입히고, 혈관벽에도 손상을
주어 특징적인 부종 증상도 관찰된다.
부종병 대장균의 또 다른 특징은 섬모부착인자 F18가 발현된 비율이 높다는
것이다. 이러한 특징은 부종병의 발생 시기에 밀접하게 영향을 미친다. 돼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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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벽을 보면 F18 섬모가 부착할 수 있는 수용체는 20일령이 지나야 완전히 발달
한다. 따라서 부종병 대장균 증식은 이유 이후에 쉽게 될 수 있고, 이유 스트레
스가 원인이 되어 이유 후 5~14일에 임상증상을 주로 관찰할 수 있다. 또한 성
장단계에 따라 변화하는 조건(환경, 물, 사료 등의 변화)들도 부종병 발병의 중
요한 스트레스 요인이 되어 육성사로 이동한 초기에도 부종병 증상을 쉽게 관찰
할 수 있다.

2. 돼지부종병의 임상증상
부종병의 가장 특징적인 임상증상은 안검 및 다양한 장기에서 나타나는 부종
일 것이다. 이러한 임상증상을 기준으로 부종병은 ①임상형, ②만성형, ③비임
상형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다. 임상증상의 정도 차이는 장내에서 부종병 대장
균이 증식하여 배출한 독소의 양
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 (사진 1) 안검 부종

▲ (사진 3) 결장간막 부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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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2) 신경증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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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종병 의심개체 부검 시 관찰할 수 있는 증상
- 피하 부종(머리, 안검, 사진 1)
- 위장 내에 최근 먹은 사료가 남아 있고, 위 점막 밑층과 위 기저의 부종
- 결장 및 소장 장간막과 담낭의 부종(사진 3)
- 심낭, 흉강 및 복강 공간에 묽은 액체가 증가하고, 섬유성 물질의 관찰
- 폐 부종(부종의 정도는 다양함)
(1) 임상형 부종병
현장에서 가장 전형적으로 확인되는 형태이고, 이유 후 뿐만 아니라 육성사 이동
초기에도 발병할 수 있다. 부종병 증상은 산발적으로 발생하고, 일부 개체는 아무
증상도 없이 급사하는 것이 특징이다. 부종병 발생 시 치사율은 농장에서 알아차리
기 어려운 정도에서 심각한 경우 50~90%까지 다양하게 나타난다.
안검 및 머리 앞 부분의 부종과 호흡 곤란, 비명을 지르는 듯한 소리, 코 고는 소
리를 관찰할 수 있다.
부종병 독소에 이미 영향을 받은 상태라면 항생제 치료에 대한 반응은 매우 늦게
나타난다(Perozo et al., 2019).
(2) 만성형 부종병
임상형 부종병에서 회복된 농장의 경우 감염되었던 개체들의 성장 지연이 산발
적으로 관찰되며 돈군의 균일도가 떨어진다. 회복된 개체는 특징적으로 증체 지연,
편측성 신경증상, 목의 뒤틀림, 근위축을 보이며 점진적으로 쇠약해진다.
(3) 비임상형 부종병
비임상형 농장은 돼지들이 임상적으로 건강해 보이나 상재된 부종병 대장균의
독소로 인해 지속적인 피해를 입는 경우이다. 독소에 의한 혈관 손상으로 증체가
지연되는 것이 특징적이며, 간혹 혈관 손상으로 인한 괴사도 관찰된다.

3. 부종병 발생의 위험 요소들
부종병의 발생 원인은 대장균이 생성한 베로 독소에 의한 혈관과 전신장기의 손
상이다. 하지만 실제 부종병 발병과 독소 생성에 영향을 주는 요소는 양돈 현장에
서 다양하게 관찰된다. 따라서 부종병은 단순히 세균 질병이 아닌 다인성 질병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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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판된 부종병 백신은 부종병 피해의 원인체인
베로 독소(Stx2e)를 유전자 재조합 기술을 통해 독력을 제거시킨 후 합성하였다.
이러한 기술을 통해 고순도의 항원을 생산하였으며,
안전성도 뛰어나 자돈에 1회 1ml 접종으로도 출하까지 방어 효과를 유지시킬 수 있다.
부종병으로 인한 폐사율에 대한 백신의 방어 효과를 살펴보면,
백신을 맞지 않은 자돈에게 베로 독소를 정맥 주사한 뒤 92.3%의 폐사율을 보였으나
백신을 맞은 자돈은 전부 생존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

생각하고 관리해야 된다.
- 조기 이유
- 이유 직후 및 육성사 이동 직후 스트레스와 고순도의 단백질 사료 급이
- 유전적 개량에 의한 빠른 성장과 많은 사료 섭취
- 서로 다른 위생 수준에서 온 돼지들의 합사
- 사료 변화 → 단백질 양 증가
- 음수의 수질 저하
- 이유 후 대장균성 설사 등 질병이 수반된 경우

4. 돼지부종병의 극복 방안
그동안 현장에서는 돼지부종병을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접근하였다.
앞서 언급된 부종병 발생에 영향을 주는 위험 요소들을 컨트롤하면서 항생제를 사
용하여 좋은 결과를 얻은 경우도 있지만 실패한 경우도 많다. 시간이 지나 부종병
이 해결되었다고 생각하는 농장에서도 검사 결과 여전히 부종병 대장균이 상재되
어 있고, 만성형 혹은 비임상형으로 생산성 피해를 지속적으로 받고 있다.
그동안 다양한 경험적 방법에 의존해 컨트롤해 왔던 돼지부종병이지만, 최근에
는 돼지부종병 예방백신 1종이 정식으로 등록되어 시판되었다.
시판된 부종병 백신은 부종병 피해의 원인체인 베로 독소(Stx2e)를 유전자 재조
합 기술을 통해 독력을 제거시킨 후 합성하였다. 이러한 기술을 통해 고순도의 항
원을 생산하였으며, 안전성도 뛰어나 자돈에 1회 1ml 접종으로도 출하까지 방어 효
과를 유지시킬 수 있다. 부종병으로 인한 폐사율에 대한 백신의 방어 효과를 살펴
보면, 백신을 맞지 않은 자돈에게 베로 독소를 정맥 주사한 뒤 92.3%의 폐사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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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였으나 백신을 맞은 자돈은 전부 생존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Mallorquí et

al., 2018).
더불어 부종병 백신은 돼지부종병에 의한 폐사율 저하 및 증상 개선뿐만 아니라
만성형 및 비임상형 감염에서도 효능이 검증되었다. 부종병 대장균이 검출되었으
나 임상증상이 없는 비임상형 농장에서 실험한 결과를 비교해 보면, 대조군 643두
에 비해 백신을 접종한 764두의 돼지가 출하시기에 두당 평균 4.2kg 이상 증체된
것을 볼 수 있었다. 이처럼 부종병 백신 접종은 임상형과 비임상형 부종병 농장 모
두에서 개선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Perozo et al., 2019).
국내 농장에서 대장균 실태를 조사한 논문에 따르면, 2015~2016년 분변검사
결과 베로 독소 생성 대장균 검출률은 35%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Do et al.,
2019).
이처럼 돼지부종병 발생의 위험은 우리 양돈 현장에 상재하고 있다. 돼지부종병
은 임상형 부종병으로 큰 피해와 함께 다가올 수도 있지만, 비임상형 부종병으로
보이지 않는 생산성 피해를 주기도 한다. 독소에 의해 발생하는 부종병은 이미 충
분한 독소가 생성된 이후에는 빠른 시간 내에 진화하기가 어렵다. 농장의 꾸준한
생산성 유지를 위해 늦기 전에 독소에 의한 피해도 살펴보기를 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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