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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vaccination for foot-and-mouth disease (FMD) is an effective way to control FMD. 
However, the injection of FMD vaccine causes abnormalities in pork meat by the incidence 
of lesions at the injection site. This study was conducted to investigate the inhibition effects 
of dietary bromelain, a natural protease derived from pineapple stems, on the incidence 
of lesions at the vaccination site on pigs. A total of 335 pigs (LYD [Landrace × Yorkshire × 
Duroc]; 7-week-old) were randomly allotted to two dietary treatments: control (basic diet) 
and bromelain treatment (diet supplemented with bromelain 1 kg/ton). The injection of FMD 
vaccine was conducted on 56- and 84-day-old pigs. Pigs with the bromelain treatment were 
fed a diet supplemented with bromelain for 14 days from 5 days before the vaccine injection. 
After slaughtering the pigs, the number of carcasses that had abnormal meat at the injection 
site of the vaccine and the amount of abnormal meat, discarded meat, and trimmings were 
recorded. Pork from the bromelain treated pigs had a lower incidence of abnormal meat 
caused by vaccine injection as well as a lower amount of abnormal meat, discarded meat, 
and trimmings than those of the control (p < 0.05). Our result suggests that dietary bromelain 
could improve the quality of pork meat by inhibiting incidence of lesions at the vaccine 
injection s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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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duction

구제역(foot-and-mouth disease)은 소, 돼지, 염소 등의 우제류에서 발생하는 전염성이 매우 강하고 
감염 개체의 치사율이 매우 높은 제1종 바이러스성 법정전염병이다. 전 세계적으로 구제역은 가축에
서 가장 크게 문제가 되는 질병으로 여겨지고 있으며, 구제역 발생 개체를 도살처분 함에 따라 축산업
에서 많은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고 있다(Hwang and Oh, 2014). 현재 구제역의 확실한 치료법은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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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지 않았으며, 국가적으로 구제역의 발생 및 전염을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2010/2011년 발생한 구
제역으로 인해 국가적으로 큰 경제적 손실이 발생함에 따라 모든 우제류 가축에 구제역 백신을 접종하여 구제역 발생 예방
을 도모하고 있다(Hwang and Oh, 2014).

구제역 백신 접종을 통한 구제역 발병 예방 효과는 분명하나 구제역 백신 접종의 부작용 또한 보고되고 있다. 기존 연구에 
따르면 구제역 백신 접종 후 가축의 생산성 및 번식 효율이 감소함이 보고되었으며, 구제역 백신 접종 부위에서 농양, 섬유화 
및 육아종 등의 병변이 발생함이 보고되고 있다(Valtulini et al., 2005; Gerlach et al., 2012; Jo et al., 2014; Van den Broeke et 
al., 2016). 가축에 구제역 백신 접종 시 목 부분인 이근부에 하도록 권고되고 있음에 따라 돼지의 경우 이근부에 구제역 백신 
접종 후 목심 부위에서 농양, 섬유화 및 육아종 등의 병변이 발생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 나라의 경우 식육의 소비 문화가 
주로 구이 문화임에 따라 구이용으로 적합한 목심의 경우 삼겹살과 함께 소비자 선호도가 높아 돈육의 다른 부위와 비교하
여 판매 가격이 높은 부위이다. 하지만 목심 부위에 병변의 발생 시 도체의 부위별 정형 과정에서 병변 발생 부위를 정형 하
여 폐기함에 따라 큰 경제적 손실이 발생되고 있다. 따라서 구제역 백신 접종 부위에서 농양, 섬유화 및 육아종 등의 병변 발
생을 억제할 수 있는 방법의 개발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Bromelain은 파인애플(Ananas comosus) 줄기의 여러 부분에서 파생된 단백질 분해 효소의 자연혼합물로 항염증, 항혈전 
및 섬유소 용해, 항암작용 및 면역조절효과 등이 있음이 보고됨에 따라 백신 제형(formulation), 항 종양 및 화상 치료제 등 주
요 의약용으로 연구 및 이용되고 있다(Báez et al., 2007; Rathnavelu et al., 2016). Rathnavelu et al. (2016)은 bromelain은 잠
재적으로 세포의 스트레스에 대한 신속한 반응과 관련하여 건강한 면역계를 활성화 한다고 보고 하였다. Bromelain은 면역
세포가 cytokine의 생산에 염증 유발 조건에서 이미 자극되었더라도 Interleukin-1β (IL-1β), Interleukin-6 (IL-6) 및 tumor 
necrosis factor-α (TNF-α) 분비를 감소 시키는 효과가 있음이 보고되었다(Onken et al., 2008). 따라서 bromelain은 대다수의 
염증 매개체를 감소시키고 다양한 조건에서 항 염증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De-Giuli and Pirotta, 1978). 또한, 식물성 
단백 분해 효소인 bromelain은 추가의 보조제(adjuvant)없이 경구 투여 시 강력한 점막 면역을 생성한다(Hale et al., 2006). 
이전 연구에서 부종을 유발시킨 쥐에게 bromelain (10 mg/kg weight)을 정맥 투여했을 시 그 크기가 유의적으로 감소되었음
을 확인하였으며(Pirotta and de Giuli-Morghen, 1978), 염증성 장 질환을 보인 쥐에게 bromelain을 5 mg/일 점차적으로 경구
투여 하였을 때 조직학적 중증도를 현저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나타났다(Hale et al., 2005).

따라서 본 연구는 돼지에서 bromelain의 사료 첨가 급여에 따른 구제역 백신 접종 부위의 화농 및 육아종과 같은 염증 병
변 발생 감소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수행되었다.

Materials and Methods

동물 실험설계

본 연구를 위해 7주령된 이유 자돈 LYD (Landrace × Yorkshire × Duroc) 총 335두를 대조구(193 두, 기본 사료)와 실험
구(142 두, bromelain 첨가 사료, 1 kg/ton) 두 그룹으로 나누었으며, 본 연구에 이용된 bromelain은 Challenge Bioproducts 
(Challenge Bioproducts Co., Ltd., Taiwan)사의 것을 구입하여 사용하였다. 각 그룹별 돼지를 두개의 펜스에 나누어 사육하
였으며, 실험구의 경우 1(56일령) 및 2(84일령)차 구제역 백신 접종 5일 전부터 시작하여 총 14일 동안 bromelain 첨가 사료
를 급여하였고, 그 외 기간에는 대조구와 동일한 사료를 급여하였으며, 사료 및 음수는 자유 채식하도록 하였다. 모든 그룹의 
돼지는 8, 12주령에 오일 보조제의 불활성화 정제된 구제역 O, A 및 Asia 1 type (Aftopor®, Merial Animal Health Ltd., 
Surrey, UK) 백신을 접종하였다. 백신접종은 일회용 주사기를 사용하여 우측 이근부에(2 mL/두) 접종하였으며, 돈방의 낮 
평균 온도는 26 ± 2.0℃ 였다. 돈군들은 Guide for the Care and Use of Agricultural Animals in Agricultural 관리 및 도드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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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협동조합 사육 안내서에 따라 관리되었다. 실험군과 대조군의 출하돈은 성장속도에 따라 3번에 걸쳐 출하되었으며, 출
하 차량에 의해 도축장으로 수송되었다.

샘플 수집 및 육안 병변 확인

성장속도에 따라 3번 나눠서 출하된 돼지들의 도축 후, 가공장의 작업자들에 의해 우측백신접종 부위의 이상육 병변 상태
를 관찰하였다. “심한 농양(Severe abscess)”, “섬유화(Fibrosis)”, “육아종(Granuloma)” 은 Valtulini et al. (2005)의 기준에 의
해 이상육 발생 두수로 체크하였다. “심한 농양”은 이근부 접종부위에서 발생되는 노란 계열 또는 흰색의 고름을 말하고, “
육아종”은 근육 조직내에 돌출된 결절 형태이다(Fig. 1). 농양, 섬유화 및 육아종 등의 병변이 발생한 이상육(abnormal meat) 
발생 비율(%)은 전체 출하 두수 대비 이상육 발생 두수로 계산하였다. 병변 발생으로 인해 이상육으로 분리 및 정형된 목심
의 양을 기록하였으며, 이상육 중 폐기 처리된 양과 잡육 처리된 양을 각각 나누어 기록하였다.

통계분석

본 연구를 통해 사육된 돼지는 출하 체중을 고려하여 3번에 걸쳐 출하되었으며, 각 출하된 하나의 그룹을 반복으로 하여 
이로부터 얻어진 결과값의 통계적 분석을 위해 유의수준은 p < 0.05에서 t-test를 실시하여 분석 결과의 평균값 및 표준편차
를 제시하였다. 통계 분석은 SAS 프로그램(version 9.3. SAS institute Inc., Cary, NC, USA)을 이용하였다.

Results and Discussion

대조구의 목심 부위에서 농양, 섬유화 및 육아종 등의 병변 발생으로 인해 이상육(abnormal meat)이 발생한 도체의 비율
은 대조구 및 bromelain 급여 처리구에서 각각 94.25% 및 26.85% 로 나타나 대조구의 경우 대부분의 출하 도체에서 이상육
이 발생한 반면 bromelain 첨가에 의해 이상육이 발생한 도체가 현저하게 감소함이 나타났다(p < 0.05; Fig. 2). 대조구의 총 
도체 중량은 17,268 kg이였으며 이상육으로 정형된 목심 중량은 422 kg으로 총 도체 중량 중 병변 발생으로 인한 이상육이 
2.56% 수준임이 나타났다(Fig. 3). Bromelain 첨가구에서는 총 도체중량 16,867 kg 중 이상육으로 정형된 목심 중량은 80 kg

으로 총 도체 중량 대비 0.48%의 이상육이 발생했음이 확인되었다. 돼지 도체의 정육 작업 중 이상육으로 분류된 목심의 경
우 병변이 직접적으로 발생한 부위는 폐기되며, 그 외 부위는 잡육으로 분류하여 이용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대조구의 경우 

A: Control B: Bromelain supplementation

Fig. 1. Effects of supplemental bromelain on foot-and-mouth disease vaccination on injection 
site lesions. A: Control – No bromelain supplementation; B: Treatment –Supplemental bromelain 
were treated to the normal basic diet (1 kg /t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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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육 422 kg중 폐기 또는 잡육 처리된 식육의 양은 각각 53.3 kg 및 388.7 kg으로 총 도체중 대비 0.31% 및 2.25%였다(Fig. 
4). 하지만 실험구의 경우 이상육 80 kg 중 폐기 또는 잡육 처리된 식육의 양은 각각 9.6 kg 및 70.7 kg으로 총 도체중 대비 
0.06%의 식육이 폐기되고 0.42%의 식육이 잡육으로 처리되어 대조구와 비교하여 이상육 발생으로 인한 손실량이 현저하
게 감소됨이 확인되었다. 이상육 발생 부위에서 병변 발생 크기에 따라 폐기되는 돈육의 양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본 연구
에서 bromelain 첨가구의 경우 육안상으로 병변의 크기가 대조구와 비교하여 작음이 나타났다(Fig. 1). 하지만 발생된 이상
육 중 폐기된 돈육의 양을 비교한 결과 대조구와 bromelain 첨가구 사이에 유의적인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Fig. 5). 이 
결과를 보았을 때 bromelain의 첨가 급여가 이상육이 발생하는 개체의 수를 효과적으로 감소시켰지만 이상육이 발생한 개
체에서는 bromelain이 병변 발생 억제에 큰 효과를 보이지 못한 것으로 사료된다.

오일 보조제/부형제(double oil adjuvant)가 함유된 구제역 백신을 돼지에 근육 접종한 뒤 접종 부위의 심각한 국소반응으

Fig. 2. The incidence of abnormal meat carcass caused by the foot-and-mouth disease 
vaccination. Values are means ± standard deviation. A, B: Means with different superscript letters 
differ significantly (p < 0.05).

Fig. 3. The ratio of abnormal meat caused by the foot-and-mouth disease vaccination to total 
carcass weight. Values are means ± standard deviation. A, B: Means with different superscript 
letters differ significantly (p < 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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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육류 안전성 관점에서 심각한 우려는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다(Dalsgaard et al., 1990; Valtulini et al., 2005). 하나의 백
신에는 보조제로 미네날 오일 및 다량의 수산화 알루미늄 부형제(aluminium hydroxide as adjuvant)가 함유되어 있다
(Aucouturier et al., 2001; Valtulini et al., 2005). 이러한 부형제로 인하여 주로 접종 부위의 국소 반응이 나타나고 이는 육아
종(granuloma) 형성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McKercher et al., 1971; Meyer, 2001; Valtulini et al., 2005; Woodward and Toon, 
2009). 면역 보조제(adjuvants)는 항원에 대한 면역 반응을 현저히 향상시키는 화합물로 정의 할 수 있으며(Marciani, 2003), 
염증을 유발하고, 대식세포 뿐만 아니라 림프구와 같은 항원 세포 모집을 자극하며, APC에 의해 항원 섭취를 쉽게 도와 면
역반응을 증가시키게 된다(Aucouturier et al., 2001; Marciani, 2003). 비 부형제를 이용한 백신 실험 연구에서는 백신 접종에 
따른 국소 반응 염증 등이 현저하게 감소했음이 보고된다 있다(Kass, 2004; Day et al., 2007).

본 연구에서 bromelain을 1 kg/ton 사료에 첨가하여 급여한 처리군에서 대조구 그룹에 비해 백신 접종 부위의 농양/염증/

Fig. 4. The ratio of discarded meat and trimmings caused by the foot-and-mouth disease 
vaccination to total carcass weight. Values are means ± standard deviation. A, B: Means with 
different superscript letters differ significantly (p < 0.05).

Fig. 5. The ratio of discarded meat caused by the foot-and-mouth disease vaccination to 
abnormal meat weight. Values are means ± standard dev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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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종의 발병률이 감소된 것을 확인하였다. Bromelain의 염증 및 염증성 질환 효과는 다양한 동물 실험에서 보고된 바 있
다. 기존 연구에 따르면 bromelain을 쥐의 피하에 투여한 것은 투여하지 않은 그룹과 비교하여 Lewis 폐 종양 세포를 극적으
로 감소시키는 것으로 보고하였다(Batkin et al., 1988). Hale et al. (2005)은 bromelain을 쥐에 경구 투여했을 때 중증의 염증
성 장 질환이 감소함을 확인하였다. Bromelain의 항 염증 기전은 여러 세포의 염증 반응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혈장 칼
리크레인 시스템(plasma kallikrein system)이 bradykinin과 kallidin 생성을 억제하여 혈관을 확장하고 혈류를 증가시킴에 따
른 결과이며, 또한 플라즈미노겐 활성화제와 동일한 기전으로 작용하여 피브린(fibrin)을 파괴시킴에 따른 결과임이 보고된 
바 있다(Sarmento et al., 2010).

인간 임상연구와 동물 실험에 따르면, bromelain은 용량 의존적인 것으로 나타났다(McKercher et al., 1971; Rose et al., 
2006). Bromelain을 반복적으로 노출시키면 항 bromelain 항체가 발현되지만(Sarmento et al., 2010), 이들 항체는 bromelain 
단백질 분해 활성을 억제하지는 못한다(Hale, 2004). 이번 실험에서는 실험이 진행된 농장의 사육 형태 등의 이유로 bromelain

의 용량 의존성 영향을 확인하지는 못하였다.
백신 접종 부위에서 발생하는 육아종 및 농양으로 인한 이상육의 발생은 경제적 손실의 결과를 낳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

에서 bromelain의 첨가 급여는 구제역 백신 접종에 따른 육아종 및 농양 발생으로 인한 이상육의 발생을 현저하게 감소시켰
기 때문에, bromelain을 이용하여 구제역 백신 접종 돼지의 접종 부위의 염증 반응 완화를 위한 현장 적용 및 경제적 손실 감
소 등 양돈 산업에 긍정적인 영향이 기대된다.

Conclusion

O, A 및 Asia1 type 구제역 백신을 접종한 돈군에게 bromelain을 사료에 1 kg/ton 첨가하여 급여하였을 때 처리하지 않은 
대조군 그룹에 비해 접종 부위의 염증 및 육아종 등의 이상육 발생 개체가 현저하게 감소함이 확인되었다. 이를 통해 
bromelain이 백신 접종 부위의 염증 및 육아종의 발생을 줄이는데 효과가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하지만 bromelain의 양돈
산업에서의 효과적인 이용을 위해서는 bromelain의 처리 수준에 따른 구제역 백신 접종 부위에서의 염증 및 육아종 등의 병
변 발생 억제 효과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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