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韓獸醫學會誌 (2013) 第 53 卷 第 2 號
Korean J Vet Res(2013) 53(2) : 83~88

<원례보저>

Enterotoxigenic Escherichia coli 특이 박테리오파지 (ΦCJ19)의
사료 첨가제로서의 사양 평가
유안나1·차승빈1·신민경1·박홍태1·서효실2·김재원2·유한상1,*
1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 2CJ 제일제당 바이오기술연구소
(접수: 2013년 1월 8일, 수정: 2013년 3월 4일, 게재승인: 2013년 3월 8일)

Field evaluation of Enterotoxigenic Escherichia coli-specific bacteriophage (ΦCJ19)
as a feed additive
Anna Yoo1, Seung Bin Cha1, Min Kyoung Shin1, Hong Tae Park1, Hyo Sil Seo2, Jae Won Kim2, Han Sang Yoo1,*
1

College of Veterinary Medicine,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151-742, Korea
Research Institute of Biotechnology, CJ Cheil Jedang Co., Seoul 157-724, Korea
(Received: January 8, 2013; Revised: March 4, 2013; Accepted: March 8, 2013)

2

Abstract : Field efficacy of enterotoxigenic Escherichia coli-specific phage (ΦCJ19) as a feed additive was evaluated
in weaning piglets. Fifty-four piglets at 3~4 weeks old were allocated in three different groups and two of them were
fed with bacteriophage at different concentrations (106 PFU/kg feed and 108 PFU/kg feed, respectively) for 30 days.
Body weight and feed intake were measured at 10 days interval and body condition and fecal score were inspected
every day. Based on the measurement, feed conversion rate (FCR) and average daily gain (ADG) of each group during
30 days were analyzed. The analysis suggests that the bacteriophage may help the improvement of FCR and ADG
at 108 PFU/kg of bacteriophage feeding group in 30 days. A result from analysis of fecal score indicates that the
bacteriophage also may help to relieve the intermittent diarrhea in post-weaning stage. Those results suggest that
bacteriophage might help the growth of piglets in post-weaning stage.
Keywords : bacteriophage, enterotoxigenic Escherichia coli, feed additive, field efficacy

서

론

림수산식품부 고시 제2011-125호], 서남아시아 및 동남아시
아 일부 국가에서도 박테리오파지의 사료첨가제 등록 및 상
용화가 되고 있다.
박테리오파지는 물, 토양, 축산 환경 등 자연계 어디에나
상재하고 미생물보다 더 많은 수로 존재하고 있다. Life
cycle에 따라서 용균성(lytic)과 용원성(lysogenic)으로 구분
할 수 있으며, 이 중 용균성 박테리오파지가 많이 이용되
고 있는데 이는 박테리오파지의 DNA가 숙주 균주의
chromosome에 integration 과정 없이 바로 복제, 전사, 번역
단계를 진행하므로 목표 미생물의 저감화 효과가 우수하고
그 효과가 지속될 수 있기 때문이다 [2, 10, 14, 23].
박테리오파지의 축산에서의 적용 예는 1917년 박테리오파
지를 명명한 d’Herelle 이 가금티푸스(fowl typhoid)의 원인
체인 S. Gallinarum에 적용함으로써 시작되었다. 1940년대까
지 박테리오파지는 유럽을 중심으로 인체용으로 개발되어 병
원에서 적용되었으나 [6, 7, 18, 21, 24] 제조 공정에 대한

최근 축산업에서 항생제 내성균의 출현 및 증가에 관한 문
제는 여러 측면에서 매우 중요시되고 있고 가장 많은 관심
이 집중되는 분야 중 하나이다. 항생제 내성에 대한 위험성
의 인식과 더불어 유럽 및 우리나라는 각각 2006년 [13] 과
2011년 사료 내 growth promoter로 사용되는 모든 항생제의
첨가를 규제하기 시작했다 [농림수산식품부 고시 제2010-142
호]. 이에 따라 항생제 대체물질에 대한 연구가 다양하게 진
행되고 있으며 대표적인 예로 probiotics, prebiotics, essential
oil, organic acid, heavy metal, 천연 식물성 추출물 등이
상용화 되고 있다. 최근 상기 첨가물 이외에 가장 많은 연구
가 이루어지고 있는 물질로서 박테리오파지가 있으며, 국내
에서는 2010년 Salmonella(S.) Gallinarum 박테리오파지 [농
림수산식품부 고시 제2009-195호], 2011년 S. Typhimurium
박테리오파지가 사료첨가제로서 등록 및 고시 되었으며 [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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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관리가 없었고, 이로 인한 오용사례가 발생되었으며 마
침 페니실린의 발견으로 항생제의 시대가 도래하면서 박테
리오파지 연구 및 의학분야 적용은 동유럽 일부 국가에서만
지속하게 되었다 [16]. 2006년 미국 식약청은 리스테리아 박
테리오파지의 식품 적용을 허용 하였고, 2010년에는 미국의
Organic Materials Review Institute(OMRI)에서 리스테리아
박테리오파지를 유기농으로 판정했다. 2011년 미국 식약청은
대장균 박테리오파지의 식품적용도 허용하였으며 현재 살모
넬라 박테리오파지의 식품적용도 검토 중으로 알려져 있다.
Escherichia(E.) coli는 돼지 설사의 중요한 원인균으로서
감염돼지의 폐사, 이환, 성장률 저하를 유발하고 치료 및 예
방 비용으로 많은 경제적 피해를 주고 있다. 혈청학적으로
표면항원(lipopolysaccharide, O), 편모항원(flagellin, H), 캡
슐항원(polysaccharide, K)의 조합에 따라 9,000 여종 이상
이 알려져 있고, 병인론적으로 O:H 혈청군을 토대로 장독소
성 대장균(Enterotoxigenic E. coli, ETEC), 장침입성 대장균
(Enteroinvasive E. coli, EIEC), 장병원성 대장균(Enteropathogenic E. coli, EPEC), 장출혈성 대장균(Enterohemorrhagic
E. coli, EHEC)으로 분류된다 [9, 17, 19]. 이 중 ETEC는
신생자돈 및 이유자돈에 감염되어 급성설사를 일으켜 폐사
를 유발시키거나 증체량 감소로 양돈산업에서 경제적 피해
를 야기하는 질병이다. 지금까지 ETEC의 예방 및 치료 전
략으로 사료 내 항생제 급여, 항생제 혼합 급수 급여, 모돈의
백신접종과 감염돈에 대한 항생제 처치가 일반적이었다. 하
지만, 백신접종의 경우 안전성과 면역원성에 대한 우려가 존
재하고, 항생제 사용은 동물의 장관 내 항생제 내성균 유발,
장관 내 정상 세균총의 균형을 파괴하는 부작용을 일으키고
있다. 또한, 항생제의 돼지 체내 잔류문제와 항생제 내성유
전자의 인체 전파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전 세계적으로 항
생제 사용 규제에 대한 압박을 증가시키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ETEC를 포함하는 대장균증 예방 및 치료를 위해
항생제를 대체할 수 있는 물질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
되어 왔고, 박테리오파지 관련 연구도 다수 보고되고 있다
[4, 6, 11,15, 20-22].
이에 본 연구진은 양돈 산업에 막대한 경제적인 피해를 주
는 돼지 설사병의 효과적인 예방 대책 수립의 일환으로 선
행 연구를 통해 ETEC 특이적 박테리오파지를 자돈에 급여
하여 ETEC 감염증에 대한 예방 및 치료 효과를 증명하였다
[4]. 나아가 본 연구에서는 기 평가된 ETEC 특이 박테리오
파지(ΦCJ19)를 사료첨가제로 급여 시 돼지의 사양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기 위하여 일일증체량(average daily gain,
ADG), 사료이용효율(feed conversion rate, FCR) 및 설사지
수(fecal score) 등을 야외 양돈장에서 평가하였다.

재료 및 방법

ETEC JG280 균주의 단일 집락(single colony)을 LB(LuriaBertani; tryptone 10 g/L; yeast extract 5 g/L; NaCl 10 g/
L; Oxoid, UK) 액상 배지에 접종하여 37 C 에서 150 rpm
으로 18~20시간 진탕 배양 하였고, 사용 전까지 20%(v/v)
glycerol 용액에 현탁하여 80 C에 보관하였다.
o

o

박테리오파지 Screening 및 단일 박테리오파지 분리
국내 농장지역의 양돈 분변 및 환경 샘플로부터 수득한 시
료를 4,000 rpm에서 10분간 원심 분리한 후, 상층액을
0.45 µm 필터로 여과하여 시료 여과액을 준비하고, 이를 이
용하여 soft agar overlay 방법을 수행하였다 [1]. 즉,
ETEC JG280 진탕 배양액(OD = 2) 150 µL와 10 × LB 배
지 2 mL에 시료 여과액 18 mL를 혼합하고, 30 C에서 18시
간 동안 배양한 후 4,000 rpm에서 10분간 원심 분리하여 상
층액을 0.45 µm 필터로 여과하여 시료액으로 사용하였다.
LB 평판배지의 위에 0.7%(w/v) 한천(top agar) 3 mL과
ETEC JG280 진탕 배양액(OD = 2) 150 µL의 혼합액을
부어 굳힌 후, 그 위에 시료액 10 µL를 점적하여 30 C에서
18시간 동안 배양하여, 용균반(plaque) 이 형성됨을 확인하였
고 상기 형성된 plaque로 부터 단일 박테리오파지를 분리하
였다. Plaque를 400 µL의 SM buffer [NaCl 5.8 g/L; MgSO
7H O 2 g/L; 1 M Tris-Cl(pH 7.5) 50 mL]에 가하고, 실온
에서 4시간 동안 방치하여, 박테리오파지 용액을 수득하였다.
이어, 박테리오파지 용액 100 µL를 0.7%(w/v) 한천 5 mL
및 ETEC JG280 진탕 배양액(OD = 2) 150 µL와 혼합하
고, 150 mm 지름의 LB 평판배지를 이용하여 soft agar
overlay 방법을 수행하였으며, 완전히 lysis 될 때까지 배양하
였다. 배양이 종료된 후, 상기 LB 평판배지에 5 mL의 SM
buffer를 첨가하고, 실온에서 4시간 동안 방치하여, 다시 박
테리오파지 용액을 수득하였다. 이 용액에 1%(v/v) chloroform
을 가한 후, 10분간 방치, 4,000 rpm으로 10분간 원심 분리
하여 상층액을 얻어내고, 0.45 µm 필터로 여과하여 최종 시
료를 수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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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테리오파지 ΦCJ19의 준비
국내 양돈 농가로부터 분리한 ΦCJ19를 숙주 균주 ETEC
JG280을 포함하는 LB 고체배지에서 double agar overlay
방법으로 배양하였다 [1]. 형성된 plaque을 채취하여 LB 액
상배지에서 배양한 뒤 박테리오파지 입자를 농축하고 정제
하였다 [5]. 즉, 세균의 균체 용해물(bacterial lysates)에 각
각 최종농도 1 M과 10%(v/v)가 되도록 NaCl과 PEG 8,000
(polyethylene glycol 8,000; Sigma, USA)을 가하고 4 C에
서 3시간 정치시킨 후, 12,000 rpm으로 20분간 원심 분리하
여 박테리오파지 침전물을 회수하였다. 회수한 침전물을 이
전과 조성이 다른 modified SM buffer [0.1 M NaCl, 1 mM
MgSO , 0.2 M Tris(pH 7.5), 0.01% gelatin]에 부유시켜
순수한 박테리오파지 용액을 확보하였고, 이를 단계 희석하
여 double agar overlay 법으로 박테리오파지 농축액의
plaque forming unit(PFU/mL)을 확인하였다. 동물실험을 위
o

4

박테리오파지 숙주 균주
박테리오파지 숙주 균주로 돼지에서 분리된 장독소성 대
장균(ETEC) JG280 주를 사용하였다 [11]. 배양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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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박테리오파지 용액을 분무 건조(spray-dry) 하여 분말화
한 뒤 이를 사료에 희석하여 최종 사료 내 농도가 10
PFU/kg과 10 PFU/kg이 되도록 하였다.
6

8

박테리오파지의 형태학적 관찰
ΦCJ19의 외부 형태를 투과전자현미경(transmission
electron microscope, TEM)으로 관찰하였다. 순수 분리 정제
한 ΦCJ19를 1.0 × 10 PFU 농도가 되도록 0.01% 젤라틴
용액에 희석하고, 2.5% glutaraldehyde(Sigma) 용액으로 고
정하였다. 이를 carbon-coated TEM grids에 점적하여 10분
간 정치시킨 뒤, 2% uranyl acetate(pH 4.0)로 negative
staining 하고 30분간 자연 건조시켜 120,000~200,000배의
배율로 TEM(model JEM-1011 EM; JEOL, Japan)을 이용
하여 관찰하였다.
11

실험동물 및 사육
실험동물로 사용된 돼지는 Yorkshire(25%) × Duroc(25%)
× Landrace(50%)의 국내 교잡종 3~4 주령의 자돈으로 경기
도 안성시 소재 한 양돈장에서 구입, 사육하면서 실험하였다.
사료는 박테리오파지가 전혀 들어있지 않은 사료(도드람, 한
국)를 급이 하였고, 실험목적에 맞게 박테리오파지를 첨가,
혼합하여 급여하였다. 사료는 아침과 저녁에 급여하였으며,
음수는 자동급여 시스템을 이용 자유 급여하였다. 시험군간
오염을 최대한 방지하기 위하여 각 실험군을 별도의 공간에
서 사육하였다. 특히 박테리오파지를 급여하는 실험군과 비
투여 대조군은 분리된 다른 사육시설에서 사육하였다. 이 실
험은 서울대학교 실험동물윤리위원회 동물실험승인을 받아
실시하였다(SNU-120925-3).
실험군 편성 및 사료급여
본 실험은 ΦCJ19 비투여 대조군(control), 10 PFU/kg
feed ΦCJ19 투여군(A 그룹), 10 PFU/kg feed ΦCJ19 투
여군(B 그룹)의 3개 실험군으로 나누고 각 실험군당 6두씩,
각 군 간에 최대한 체중의 차이가 없도록 실험군을 배치 하
였다. 실험은 3반복으로 진행되었으며, 30일간 실시하였다.
사료 급여 시마다 설사 지수와 돼지의 임상 증상(body
condition)를 관찰하였고, 10일 간격으로 돼지의 체중, 사료섭
취량(feed intake)을 측정하였으며, 분변을 채취하여 ETEC
존재 여부 및 분변 내 박테리오파지를 정량하였다. ETEC
및 박테리오파지 정량은 Cha 등 [3, 4]의 방법을 이용하여
실시하였다.
6

8

분변내 박테리오파지 정량
실험 전 박테리오파지의 오염 여부, 박테리오파지 급여 후
이들의 생존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사료 급여 전, 급여
10일, 20일, 30일 때의 분변에서 박테리오파지를 정량하였다.
박테리오파지 정량은 분변의 무게(10 g)를 측정하여 20 mL
phage 희석 buffer에 부유하고 원심 분리하여 얻어진 상층액
을 필터링하여 이용하였다. 정량을 위하여 반고체 배지(semi

Fig. 1. Transmission electron microscophic observation of
bacteriophage ΦCJ19. Scale bar: 20 nm. ×200,000.

solid agar)를 이용하여 숙주인 ETEC JG280과 단계별로 희
석된 분변 상층액을 혼합하여 굳힌 후, 이를 30 C에서
overnight 배양하여 생성된 plaque의 수를 측정하여 PFU/g
값을 계산하였다. 정량 결과가 10 PFU/g 미만인 경우 음성
으로 판정하였다.
o

2

통계학적 분석
실험에서 얻어진 결과는 통계처리 프로그램 SPSS Statistics
(ver. 17.0; SPSS, USA)을 이용하여 독립표본 T 검정법에
의해 phage 투여군과 비투여군간의 상관관계를 조사하였다.

결

과

박테리오파지 ΦCJ19의 형태학적 관찰
TEM 검경을 통해 ΦCJ19는 형태학상 지름 약 48 nm의
정이십면체의 머리(isometric capsid)를 지니고 꼬리(tail)가
없는 형태의 Podoviridae에 속함을 확인하였다(Fig. 1).
일일 증체량 및 개체별 총 증체량
총 54 마리의 이유자돈을 대상으로 ΦCJ19를 사료 첨가제
의 저농도 투여군(A 그룹), 고농도 투여군(B 그룹) 및
ΦCJ19를 투여하지 않은 그룹(대조군)으로 나누어 일일 증체
량 및 30일간의 총 증체량을 비교하였다.
실험 시작 시 모든 그룹의 총 체중을 거의 유사하게 맞추
었으나(대조군: 113.1 kg, A 그룹: 112.9 kg, B 그룹: 113.1
kg), 실험 시작 10일째에 평균 일일 증체량은 B 그룹(0.193
kg/day)에서 통계학적으로 유의적으로 우수했으며, 대조군과
A 그룹은 각 각 0.161 kg/day와 0.158 kg/day로 유사한 효
과를 보였다. 실험 시작 10일 후부터 20일까지도 B 그룹은
0.426 kg/day로 대조군(0.384 kg/day)이나 A 그룹(0.361 kg/
day)에 비해 평균 일일 증체량이 우수한 것으로 관찰되었다.
20일 후 30일 까지는 A 그룹(0.563 kg/day) 및 B 그룹(0.588
kg/day) 모두 대조군(0.551 kg/day) 보다 높은 일일 증체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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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Average daily gain (ADG) in each 10 days in piglets
starting at 3 to 4 weeks old. Control group fed only normal
piglet feed while Group A and Group B piglets fed with
bacteriophage (ΦCJ19) at titer of 10 plaque forming unit
(PFU)/kg and 10 PFU/kg, respectively. Asterisk (*) indicates
significant value in statistics (p < 0.05).
6

8

Fig. 3. Average weight gain of individual piglet in each group
during 30 days. Control group fed only normal piglet feed
while Group A and Group B piglets fed with bacteriophage
(ΦCJ19) at titer of 10 PFU/kg and 10 PFU/kg, respectively.
Asterisk (*) indicates significant value in statistics (p < 0.05).
6

8

보였으나 통계학적 유의성은 없었다(Fig. 2).
그룹별, 개체별 30일 동안의 총 증체량을 보면, 대조군은
평균 개체 체중 6.28 kg로 시작 했으나 종료 시 18.67 kg으
로 12.38 kg이 증가 했다. A 그룹은 6.27 kg으로 시작하여
종료 시 18.58 kg으로 12.31 kg 증체했으며, B 그룹은 대조
군과 유사한 체중(6.28 kg)으로 시작 했으나 종료 시 19.88
kg으로 13.6 kg 증가 했다. 이는 같은 시기(30일) 동안 대조
군 대비 개체 별 1.22 kg이나 증량된 결과이며 통계적으로도
유의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Fig. 3).
사료 이용 효율
시험 개시 후 10일 동안 B 그룹의 총 사료 섭취량이 A
그룹보다 10 kg 적었음에도 불구하고 총 증체량은 6.4 kg 더
높았다. 이에 따라 B 그룹의 사료 이용 효율(FCR = 1.31)
도 유의적으로 우수했다(대조군: 1.92, A 그룹: 1.63)(data
not shown). 하지만, 10일 이후 30일까지의 사료 이용 효율

Fig. 4. Average feed conversion rate (FCR) during 30 days in
piglets starting at 3 to 4 weeks old. Control group fed only
normal piglet feed while Group A and Group B piglets fed
with bacteriophage (ΦCJ19) at titer of 10 PFU/kg and 10
PFU/kg, respectively.
6

8

Fig. 5. Total fecal score of each group in each 10 days. Control
group fed only normal piglet feed while Group A and Group
B piglets fed with bacteriophage (ΦCJ19) at titer of 10 PFU/
kg and 10 PFU/kg, respectively.
6

8

은 큰 차이가 없었으며 전체 시험기간 동안의 평균 사료이
용효율은 각각 대조군 1.55, A 그룹 1.54, B 그룹 1.51로
통계학적인 유의성은 관찰되지 않았다(Fig. 4).
자돈 설사 증상에 대한 효과
설사 증상은 이유 직후 전 그룹에서 발생하였다. 설사 정
도에 따라 레벨을 정하여 표기하고(Grade 1: 연변, Grade
2: 수양성, Grade 3: 완전 수양성), 그 수치를 더하여 그룹
간 설사지수를 비교하였다(Fig. 5). A 그룹과 B 그룹에서는
박테리오파지 혼합 사료 급여 2~3일 후에 대부분 정상으로
회복된 반면 대조군에서는 20일까지도 몇 개체에서 간헐적
인 설사증상을 나타내었다. 설사 분변은 따로 배양하여
ETEC 검사를 실시 하였으나 검출할 수 없었다.
분변 내 ETEC 박테리오파지의 검출
사료에 첨가된 박테리오파지가 자돈의 소화기관을 통과하
는 동안의 안정성을 확인하고자 분변 중 박테리오파지 농도

Enterotoxigenic Escherichia coli 특이 박테리오파지 (ΦCJ19)의 사료 첨가제로서의 사양 평가

Fig. 6. Quantitative analysis of bacteriophage ΦCJ19 in feces
of piglets during administration of feed supplements with
bacteriophage. Group A and Group B piglets fed with
bacteriophage (ΦCJ19) at titer of 10 PFU/kg and 10 PFU/kg,
respectively.
6

8

를 검출 하였다. A 그룹과 B 그룹의 자돈 분변에서 시험
기간 내내 일정 농도의 박테리오파지가 검출 되었다(Fig. 6).
사료 1 kg 당 10 PFU의 ETEC 박테리오파지가 함유된 사
료를 급여한 A 그룹 자돈의 분변에서는 10 PFU/g(≒
10 PFU/kg) 수준의 박테리오파지가 검출 되었으며, 사료
1 kg 당 10 PFU의 ETEC 박테리오파지가 함유된 사료를 급
여한 B 그룹 자돈의 분변에서는 10 PFU/g(≒10 PFU/kg)
수준의 박테리오파지가 검출 되었다.
6

3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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찰

장독소성 대장균을 표적으로 하는 박테리오파지를 사료에
첨가하여 3~4 주령의 자돈에 급여할 때 평균 일일 증체량,
총 증체량, 사료이용효율, 설사증상 완화 효과 등의 사양평
가를 위해 본 시험을 진행 하였다. 본 시험에 사용된 박테리
오파지 ΦCJ19는 ETEC의 강제접종을 통한 효능평가에서 자
돈 설사 완화 효과, 분변 중 ETEC 저감 효과, 장 융모길이
감소 억제 효과 등을 확인 하였다 [4, 12].
박테리오파지는 특정 미생물을 목표로 하는 미생물감염 바
이러스로서 EU에서는 2006년부터, 국내에서는 2011년부터
성장촉진제(antibiotic growth promoters, AGP)로 사용되는
모든 항생제 사용을 금함에 따라 항생제를 대용 할 수 있는
사료 첨가제로 부상하고 있다. 하지만 박테리오파지의 급여
는 질병 예방 및 치료 효과뿐 아니라 동물의 증체량에도 기
여하는 것으로 보고 되고 있다. Jamalludeen 등 [11]은 3
주령 자돈 101두를 대상으로 florfenicol을 급여하여 장내 세
균들을 감소시킨 후 O149 : H10 : F4 혈청형 ETEC 균주
(JG280)를 10 cfu 농도로 강제 급여 하고, 15분 후 6종의
ETEC 특이 박테리오파지를 10 pfu 농도로 단독 또는 혼합
적용했으며, 6일간 설사지수, 분변 중 ETEC 균 정량, 증체
량 등을 측정 하였다 [11]. 6종의 ETEC 특이 박테리오파지
를 단독으로 적용 했을 때 대조군 대비 평균 1 kg 정도의
체중이 더 증가 했고 설사증상도 대조군 대비 2~3일 앞서
1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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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되었다. 특히 GJ1 파지와 GJ6 파지를 혼합으로 사용할
때 대조군 대비 설사증상 완화 및 증체량 부분에서 우수했
으며, ETEC 균 대상 coverage도 증가 하였다. 본 연구에서
는 ETEC 균의 강제 급여가 아닌 일반 농가에서의 사양평가
이므로 6일간의 증체량이 대조군 대비 1 kg 정도로 도출되진
않으나 B 그룹의 경우 첫 10일 동안의 ADG가 0.19 kg/day
로 대조군(0.16 kg/day)보다 매일 32 g 씩 더 증체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이를 이유자돈 100두에 적용한다고 하면 10
일간 총 32 kg의 추가 증체 효과를 얻을 수 있다. 11일에서
20일까지의 ADG는 B 그룹이 0.425 kg/day로 대조군(0.384
kg/day) 대비 매일 41 g 씩 더 증체되었다. 이는 ETEC 박
테리오파지를 사료에 혼합하여 3~4 주령 이유자돈에 급여 시
20일 동안 개체 별 약 6.2 kg 씩 증체되고 일반사료 급여군
(5.45 kg) 대비 800 g 정도의 추가 증체를 기대 할 수 있게
된다. 21일 이후부터 30일까지의 ADG는 A 그룹(0.56 kg/
day)과 B 그룹(0.58 kg/day)에서 대조군(0.55 kg/day) 보다는
우수했으나 유의적인 차이는 없었으며, 사료 이용 효율은 오
히려 대조군에서 우수한 양상이 보였으나 유의적인 차이는
없었다.
본 실험에서 자돈의 설사분변으로부터 ETEC 균이 검출되
지는 않았지만, 설사를 완화하는 효과는 나타내었다. 이는
bacteriophage가 낮은 농도로 존재하는 ETEC 균에 작용하였
거나, 본 실험의 검사대상에 속하지 않은 다른 대장균에도
작용하였기 때문일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본 실험에서는 폐
사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자돈의 폐사를 줄이는 데 박테리오
파지의 효과와 관련된 문헌들이 많이 보고 되고 있다. Smith
와 Huggins [22]는 태어난 지 6시간 정도 경과된 포유자돈
을 대상으로 장침투성 대장균 P433(3 × 10 cfu)을 비병원성
대장균 P713(3 × 10 cfu) 및 Lactobacillus AHT1(10 cfu)
와 함께 경구 투여 하였다 [25]. 대장균 P433 감염 박테리
오파지를 급여한 군의 경우 폐사는 발생하지 않았고 설사 지
속시간은 평균 10.8시간 정도로 설사가 멈추었다. 하지만 박
테리오파지를 급여하지 않은 군은 총 7마리 중 4마리가 폐
사 했으며 이들 개체는 설사 26시간 이후부터 폐사가 시작
되었다. 폐사되지 않은 자돈은 84시간까지 설사증상을 보였
다. 이 같은 박테리오파지의 폐사율 저하 효과는 송아지와
어린양에서도 관찰 되었다 [21].
박테리오파지가 급여된 가축의 체중이 증가되는 원인에 대
해서는 아직까지 명확히 밝혀진 바 없다. 그러나 항생제의
성장촉진제로서의 작용이론 [8]과 비슷하게 박테리오파지가
장내 유해 균을 타겟하므로 병증이 나타나지 않는 낮은 수
준의 유해균도 사멸이 되고, 장내 대장균이나 젖산균의 비율
이 증가 하면서 동물의 사료 이용 효율이 증가한다고 추측
해 볼 수 있다.
본 실험에서 샘플링한 모든 분변 내에서 real-time PCR법
을 사용하였을 때 ETEC은 검출되지 않았지만, 사용된 검출
법에 의해 관찰되지 않는 낮은 수준의 ETEC 균이 박테리오
파지에 의해 저감되어 증체율에 기여한 것인지, 박테리오파
지 자체가 증체율과 유관한 것인지는 후속연구를 통해 그 원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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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을 밝힐 필요가 있다.
본 연구를 통해 박테리오파지 사료 첨가제 급여가 부작용
없이 돼지의 생산성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에 따
라서 본 실험에 사용된 ETEC 박테리오파지는 양돈 산업에
막대한 피해를 주는 ETEC에 의한 돼지 설사병의 예방 효과
뿐 아니라, 부작용 없이 사료 이용 효율을 증가시킬 수 있는
안전한 사료첨가제로 이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감사의 글
이 연구는 (주)CJ 제일제당 및 서울대학교 수의과학연구소
의 지원에 의해서 수행되었습니다.

References
1. Adams MH. Bacteriophages. pp. 18-592, Interscience
Publishers, New York, 1959.
2. Bertani G. Lysogenic versus lytic cycle of phage
multiplication. Cold Spring Harb Symp Quant Biol 1953, 18,
65-70.
3. Cha SB, Rayamajhi N, Lee WJ, Shin MK, Roh YM, Jung
MH, Myoung KS, Ahn YT, Huh CS, Yoo HS. Evaluation of
in vitro and in vivo bacteriophage efficacy against Salmonella
enterica serovar Enteritidis infection. Korean J Vet Res 2010,
50, 213-220.
4. Cha SB, Yoo AN, Lee WJ, Shin MK, Jung MH, Shin SW,
Cho YW, Yoo HS. Effect of bacteriophage in Enterotoxigenic
Escherichia coli (ETEC) infected pigs. J Vet Med Sci 2012,
74, 1037-1039.
5. Chernomordik AB. Bacteriophages and their therapeuticprophylactic use. Med Sestra 1989, 48, 44-47.
6. Chibani-Chennoufi S, Sidoti J, Bruttin A, Kutter E,
Sarker S, Brüssow H. In vitro and in vivo bacteriolytic
activities of Escherichia coli phages: implications for phage
therapy. Antimicrob Agents Chemother 2004, 48, 2558-2569.
7. d'Herelle F. Bacteriophage as a treatment in acute medical
and surgical infections. Bull N Y Acad Med 1931, 7, 329-348.
8. Dibner JJ, Richards JD. Antibiotic growth promoters in
agriculture: history and mode of action. Poult Sci 2005, 84,
634-643.
9. Gaastra W, de Graaf FK. Host-specific fimbrial adhesins of
noninvasive enterotoxigenic Escherichia coli strains. Microbiol
Rev 1982, 46, 129-161.
10. Guttman B, Raya R, Kutter E. Basic phage biology. In:
Kutter E, Sulakvelidze A (eds.). Bacteriophages Biology and
Applications. 1st ed. pp. 28-66, CRC Press, Boca Raton,
2005.

11. Jamalludeen N, Johnson RP, Shewen PE, Gyles CL.
Evaluation of bacteriophages for prevention and treatment of
diarrhea due to experimental enterotoxigenic Escherichia coli
O149 infection of pigs. Vet Microbiol 2009, 136, 135-141.
12. Kim SJ, Kim JD, Yang SY, Kim NH, Lee CH, Yang DS,
Han JH. Evaluation of bacteriophages for prevention and
treatment of diarrhea due to experimental enterotoxigenic
Escherichia coli K88 infection of weaned piglets. Korean J
Vet Serv 2011, 34, 341-352.
13. Koluman A, Dikici A. Antimicrobial resistance of emerging
foodborne pathogens: Status quo and global trends. Crit Rev
Microbiol 2013, 39, 57-69.
14. Kropinski AM. Phage therapy - Everything old is new again.
Can J Infect Dis Med Microbiol 2006, 17, 297-306.
15. Kudva IT, Jelacic S, Tarr PI, Youderian P, Hovde CJ.
Biocontrol of Escherichia coli O157 with O157-specific
bacteriophages. Appl Environ Microbiol 1999, 65, 37673773.
16. Kutateladze M, Adamia R. Phage therapy experience at the
Eliava Institute. Med Mal Infect 2008, 38, 426-430.
17. Levine MM. Escherichia coli that cause diarrhea: enterotoxigenic, enteropathogenic, enteroinvasive, enterohemorrhagic,
and enteroadherent. J Infect Dis 1987, 155, 377-389.
18. Merril CR, Scholl D, Adhya SL. The prospect for
bacteriophage therapy in Western medicine. Nat Rev Drug
Discov 2003, 2, 489-497.
19. Noamani BN, Fairbrother JM, Gyles CL. Virulence genes
of O149 enterotoxigenic Escherichia coli from outbreaks of
postweaning diarrhea in pigs. Vet Microbiol 2003, 97, 87-101.
20. Sheng H, Knecht HJ, Kudva IT, Hovde CJ. Application of
bacteriophages to control intestinal Escherichia coli O157:H7
levels in ruminants. Appl Environ Microbiol 2006, 72, 53595366.
21. Smith HW, Huggins MB. Successful treatment of experimental
Escherichia coli infections in mice using phage: its general
superiority over antibiotics. J Gen Microbiol 1982, 128, 307318.
22. Smith HW, Huggins MB. Effectiveness of phages in treating
experimental Escherichia coli diarrhoea in calves, piglets and
lambs. J Gen Microbiol 1983, 129, 2659-2675.
23. Sulakvelidze A, Alavidze Z, Morris JG Jr. Bacteriophage
therapy. Antimicrob Agents Chemother 2001, 45, 649-659.
24. Summers WC. Bacteriophage research: early history. In:
Kutter E, Sulakvelidze A (eds.). Bacteriophages Biology and
Applications. 1st ed. pp. 5-27, CRC Press, Boca Raton, 2005.
25. Weber-Dabrowska B, Mulczyk M, Górski A. Bacteriophage
therapy of bacterial infections: an update of our institute's
experience. Arch Immunol Ther Exp (Warsz) 2000, 48, 54755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