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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Ⅰ. 제목 

   돼지의 생봉독처리가 항생제 저감, 생산성 및 육질특성에 미치는 향 구명

Ⅱ. 연구개발의 목적 및 필요성

    국민소득의 향상과 더불어 식생활형태의 변화로 육류소비가 꾸준히 증가하

고 있다. 국내의 육류소비경향을 보면 국민 1인당 연간 육류소비량이 1971년 

5.2㎏에서 2000년에는 34.1㎏으로 증가하 으며, 이중 돈육이 16.5㎏으로 주종

을 이루고 있다(농림부, 2001). 또한 WTO체제하에서 1997년 7월 1일부터 국

내 돈육시장에서 수입이 완전 개방되어 국내의 돈육시장에서 외국산 냉장돈육

과의 경쟁이 본격화되었다. 이에 따라 소비자의 질적 요구와 내수 및 수출돈

육에 적합한 육질의 돈육생산이 더욱 중요한 시점이다.

    국내 돈육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고품질 청정 돈육의 생산에 있어 개선되

어 져야 할 부분은 여러 가지가 있다. 먼저 사육단계별 사양체계의 개발을 통

해 건장한 자돈을 생산하고, 성장율을 개선하여 돈육 생산비를 절감할 수 있

는 방법이 마련되어야 한다. 두번째는 항생제의 사용량을 격감시켜 궁극적으

로는 항생제 및 설파제 등의 유해성 잔류물질의 문제가 없는 청정 돈육을 생

산하여 소비자의 욕구를 충족시켜야 한다. 세번째로는 수입육과의 경쟁력 확

보를 위해 균일한 육질을 갖는 규격화된 돈육의 생산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양축농가가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항중의 한 가지는 가축 별 질병

의 발생빈도수가 많아지고 있고 질병의 예방과 치료에 어려움이 있어, 질병의 

치료효과가 높고 안전성이 있는 질병 치료방법의 개발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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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50년부터 가축질병 예방과 치료 및 성장촉진을 위해 세계적으로 광범위하

게 항생물질이 사용되고 있는데  이러한 항생물질은 장내 유해세균 및 단백질 

소모균을 억제하고 직 간접적으로 호르몬 기전에 작용하여 성장을 촉진하는 

효과와 질병에 대한 예방과 치료, 생존율 향상, 항병성 제고, 스트레스 예방 

및 사료효율의 향상 등 생산성 향상에 커다란 효과가 있다고 밝혀져 있다 

(Istifanus 등, 1985).

    이러한 항생물질이 축산에 널리 이용되면서 가축질병 예방은 물론 축산물의 

생산성을 높여주는데  많은 공헌을 하 으나, 항생물질을 장기적으로 사용함

으로써 이들의 유효성을 저해하는 약제 내성균 출현 문제와 축산물에 잔류문

제 발생하고, 특히 질병 치료에 사용할 때 감수성에 따른 선택적 사용과 치료

의 장기화, 재발성 및 제한적인 사용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더욱이 안

전축산물 생산 공급 관점에서 최근 세계 각국에서는 잔류 항생물질 및 설파제

에 대한 규제가 엄격해지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그 허용 기준치를 정하여 

사용을 규제하고 있기 때문에 항생물질을 대체 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에 

대하여 연구가 필요하게 되었다. 그 방안으로 probiotics 즉 생물학적 제제와 

봉독 활용에 대하여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 실제 축산에 응용한 성과가 보고 

되고 있다(Francis 등, 1978 ; Pollmann 등, 1980
a,b 
; 한 등 1982 ; 맹 등, 1989 

; 김 등, 1991 ; 김, 1992 ; 최 등, 1998 ; 강 등 1999).

    생봉독은 오래 전부터 인체의 질병 치료에 이용되어 왔고 다양한 실험결과

가 보고 되고 있다. 봉독을 조성하는 물질은 peptide 11종, 효소5종, 생리학적 

활성 아민 3종, 비 peptide 성분 4종 등 현재까지 23종이 밝혀져 있다(김, 

1992). 생체 내에서 봉독의 주요한 기능은 항염증 작용(Dunn 등,1988
a
 ), 항균

작용(Steiner 등, 1982)강력한 용혈작용(Rudenco 등, 1996), 면역기능 증강 

(Hoffmann 등, 1997 ; Curcio 등, 1997), 신경통 완화작용, 진통작용, 신경독 

작용(Harbermann 등, 1965)등으로 알려져 있다. 최근 축산업에 대한 응용연구

가 시작되어 동물의 성장 촉진, 면역기능 증강, 각종 질병치료 등에 봉독 요법

의 유효성이 보고 되고 있으나(Belleveau, 1982 ; 김, 1986 ; 김, 1987 ; 김 ; 



- 4 -

1988 ; 김, 1989 ; 김, 1992 ;최 등, 1998 ; 강 등, 1999) 돼지에 대한 봉독 이용 

방법 연구가 미흡하고 특히 생봉독 요법이 돼지의 성장과 면역반응, 도체특성

과 육질특성에 관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생봉독 처리에 의해 항생제 사료첨가 및 질병의 항생제치

료를 최대한 억제하여 저 항생제 잔류의 청정 돈육을 생산하고자 하며, 이를 

위해 생봉독 처리에 의한 항생제 저감 효과, 비육돈에 대한 생산성, 사양성적, 

도체특성 및 육질특성에 대한 향을 구명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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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개발 내용 및 범위

1. 연도별 연구개발 목표의 달성도

 가. 1차년도 (2003~2004)

 제1세부과제: 생봉독처리가 비육돈의 사양성적에 미치는 향 구명

   생봉독 처리가 비육돈의 생산에 미치는 향과 항생제 저감효과를 구명하기 위하여 랜드

레이스 모돈 20두에서 생산된 3원 교잡 신생 자돈 (랜드레이스 x 요크셔 ⅹ 듀

록) 180두를 무작위로 선발 공시하여 150일 동안 충북 진천군 문백면 소재 애니

피그 번식돈 농장 격리된 육성돈장에서 2-site 방식으로 2004년 1월 22일부터 6

월 17일 까지 수행하 다. 항염증 및 면역증강작용, 세포재생작용 등의 생리적 작용을 

하는 생봉독을 단계별로 처리하 다. 생봉독 처리구(자웅 20두씩 3처리 120두)는 분만시 분

만 모돈의 분만 후 생식기관 회복을 촉진하기 위하여 교소 혈위에 생봉독 1마리 주입, 생시

자돈의 면역증강을 위하여 분만 후 12시간 이내에 교소, 두구, 인중 혈위에 각각 1마리씩 

주입, 생후 5일령 거세 시 거세 고환부위에 좌우 1마리 씩 생봉독 주입하고, 이유자돈의 이

유스트레스를 감소시키기 위하여 교소와 인중 혈위에 각각 1마리 씩 생봉독 주입, 이동 및 

출하 시 스트레스를 감소시키기 위하여 백회혈위에 1마리, 사육과정에 위축돈 발생시 수시

로 생봉독을 처리하여 항생제 등의 치료약을 대체하 고, 대조구(자웅 20씩 40두)는 일체 

생봉독을 처리하지 않고 관행법에 준하여 약물처리를 하 다. 한편 봉침의 위약 효과를 비

교하기 위한 침구처리(생봉독 처리구와 동일한 혈위에 자극)구(자웅 10씩 20두)로 구분하여 

사양성적을 산출하 다. 

   생봉독 처리구는 항생제 저감효과를 구명하기 위하여 첨가수준별 생산성을 조사를 다음

과 같이 수행하 다.  항생제 최적수준을 구명하기 위하여 생체중 50kg 이후부터 1처리구는 

사료중에 관행방법에 준하여 후기사료에 기존항생제 첨가 권장량을 100% 첨가한 배합사료

를 급여하 고, 2처리구는 기존권장량의 50%를 감소시킨 배합사료를 급여하 고, 3처리구는 

항생제 무첨가 배합사료를 급여하 다. 

  사육단계별, 처리별, 자웅별로 증체중, 일당증체중, 사료섭취량, 사료요구율을 측정하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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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중 면역물질과 호르몬을 분석하여 생봉독처리에 따른 변화를 분석하 고, 경제성을 분석

하여 최적수준을 구명하 다. 시험결과 생봉독 처리 2구(50kg 이후 항생제 50%감소한 배합

사료급여구)에서 생산성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를 기초로 하여 2년차 실험에서는 대조구

와 최적수준의 항생제를 급여하여 실험하 다. 

  제2세부과제: 생봉독처리가 비육돈의 도체특성 및 육질특성에 미치

는 향 구명

 본 시험에서는 제1세부과제의 실험설계에 따라 생봉독처리에 의해 사육되고 

출하되는 공시돼지(180두)의 도체특성 및 육질특성등을 조사하 다. 5개 사양

시험구중 T1처리구는 대조구, T2처리구는 생봉독의 위약효과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침구처리구이며, T3, T4, T5처리구는 항생제수준을 달리한 생봉독처리

구이다.

 사양된 후 각 출하일령에 도달한 공시돈은 충청북도 오창소재 도축장으로 수

송하여 관행적인 방법으로 도축되었다. 도축후 도체 질병발생율을 조사하

고, 예냉된 냉도체에서 도체특성(도체중, 등지방두께, 도체장)과 도체등급이 

조사되었으며(축산물등급판정소, 1999), 좌반도체에서 제5흉추와 제13흉추사이

의 등심근을 공시재료로 하여 제반 육질특성을 조사하 다. 등지방 두께는 좌

반도체의 11번째와 12번째 늑골사이, 마지막늑골과 제1요추사이의 수직선상에 

위치하는 등지방을 측정하여 평균치로 조사하 다, 그 외 냉장육의 저장성, 

등심근의 근섬유비율 및 직경이 조사되었고, 항생제잔류수준이 분석되었다.

 나. 2차년도(2004~2005)

   제1세부과제: 최적 생봉독 시술방법이 농가현장에서 비육돈의 사양성적에 

        미치는 향 구명

    1년차에서 최적 생봉독 처리구와 대조구간의 생산성을 확인 조사하기 위하여 포유자돈 

시부터 비육돈 완성기 까지 (2004년 12월 22일 ~ 6월 17일, 178일간)의 사양성적을 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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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위하여 경기도 이천시 백사면 태송리 태송농장에서 20두의 모돈에서 분만한 자돈

(랜드레이스 x 요크셔 ⅹ 듀록) 180두를 1-site 방식으로 사양시험을 하 다.  

    생봉독처리구의 생봉독처리 방법은 1년차와 동일한 방법으로 수행하 고. 항생제 

저감효과를 구명하기 위하여 항생제 처리구는 생체중 50kg 이후부터 대조구의 항생

제 첨가량의 50% 감소시켜 급여하 다. 조사항목은 증체중, 일당증체량과 사료섭

취량 및 사료요구율, 질병 발생율 및 치료가능성, 혈액성분 분석에 의한 면역증강 

물질, 호르몬 변화, 경제성을 분석하 다. 

  

  제2부세부과제: 최적 생봉독시술방법에 의해 농가현장에서 비육돈의 

                  돼지의 도체특성 및 육질특성 구명

 본 시험에서는 1차년도에서 수행된 침구처리구와 3개 생봉독처리구중 가장 

우수한 결과를 나타낸 최적 생봉독시술방법을 농가 현장에 적용하여 제1세부

과제의 실험설계에 따라 생봉독처리에 의해 사육되고 출하되는 공시돼지(180

두)의 도체특성 및 육질특성등을 조사하 다. 이중 대조구는 관행적인 사양방

법에 따라 사육된 생봉독무처리구이며, 생봉독처리구는 생봉독시술처리가 수

행되었으며, 비육후기에 항생제수준을 50%로 낮춘 사료로 사양된 처리구 다.

 사양된 후 각 출하일령에 도달한 공시돈은 충청북도 오창소재 도축장으로 수

송하여 관행적인 방법으로 도축되었다. 도축후 도체의 질병발생율이 조사되었

고, 예냉된 냉도체에서 도체특성(도체중, 등지방두께, 도체장)과 도체등급이 조

사되었으며(축산물등급판정소, 1999), 좌반도체에서 제5흉추와 제13흉추사이의 

등심근을 공시재료로 하여 제반 육질특성을 조사하 다. 등지방 두께는 좌반

도체의 11번째와 12번째 늑골사이, 마지막늑골과 제1요추사이의 수직선상에 

위치하는 등지방을 측정하 으며, 등심근 단면적은 좌반도체의 10번째와 11번

째 늑골사이를 절개한후 등심근 단면에서 셀로판 필름에 등심근을 그린 후 

Planimeter(PLACOM KP-90N, KOIZU-MI Co., Japan)로 측정하 다. 그 외 

냉장육의 정장성, 등심근의 근섬유비율 및 직경이 조사되었고, 항생제잔류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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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분석되었다.



- 9 -

Ⅳ. 연구개발 결과 및 활용에 대한 건의

1. 연구개발결과

  가. 제1세부과제: 생봉독처리가 비육돈의 사양성적에 미치는 향 구명(1년

차)

 생봉독 처리가 비육돈의 생산에 미치는 향과 항생제 저감효과를 구명하기 위하여 랜드레

이스 모돈 20두에서 생산된 3원 교잡 신생 자돈 (랜드레이스 x 요크셔 ⅹ 듀록) 

180두를 무작위로 선발 공시하여 150일 동안 충북 진천군 문백면 소재 애니피그 

번식돈 농장 격리된 육성돈장에서 2-site 방식으로 2004년 1월 22일부터 6월 17

일 까지 수행하 다. 항염증 및 면역증강작용, 세포재생작용 등의 생리적 작용을 하는 생

봉독을 단계별로 처리하 다. 생봉독 처리구(자웅 20두씩 3처리 120두)는 분만시 분만 모돈

의 분만 후 생식기관 회복을 촉진하기 위하여 교소 혈위에 생봉독 1마리 주입, 생시자돈의 

면역증강을 위하여 분만 후 12시간 이내에 교소, 두구, 인중 혈위에 각각 1마리씩 주입, 생

후 5일령 거세 시 거세 고환부위에 좌우 1마리 씩 생봉독 주입하고, 이유자돈의 이유스트레

스를 감소시키기 위하여 교소와 인중 혈위에 각각 1마리 씩 생봉독 주입, 이동 및 출하 시 

스트레스를 감소시키기 위하여 백회혈위에 1마리, 사육과정에 위축돈 발생시 수시로 생봉독

을 처리하여 항생제 등의 치료약을 대체하 고, 대조구(자웅 20씩 40두)는 일체 생봉독을 

처리하지 않고 관행법에 준하여 약물처리를 하 다. 한편 봉침의 위약 효과를 비교하기 위

한 침구처리(생봉독 처리구와 동일한 혈위에 자극)구(자웅 10씩 20두)로 구분하여 사양성적

을 산출하 다. 

   생봉독 처리구는 항생제 저감효과를 구명하기 위하여 첨가수준별 생산성을 조사를 다음

과 같이 수행하 다.  항생제 최적수준을 구명하기 위하여 생체중 50kg 이후부터 1처리구는 

사료중에 관행방법에 준하여 후기사료에 기존항생제 첨가 권장량을 100% 첨가한 배합사료

를 급여하 고, 2처리구는 기존권장량의 50%를 감소시킨 배합사료를 급여하 고, 3처리구는 

항생제 무첨가 배합사료를 급여하 다. 

  사육단계별, 처리별, 자웅별로 증체중, 일당증체중, 사료섭취량, 사료요구율을 측정하 고, 

혈중 면역물질과 호르몬을 분석하여 생봉독처리에 따른 변화를 분석하 고, 경제성을 분석

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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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증체량

    처리별 암수평균 증체중은 생봉독 2처리구(비육 전기 체중 50kg 이후부터 70kg까

지 사료중 항생제 상용첨가량의 50% 절하 급여 ; 0.002%급여)에서 100.66kg으로 평

균 증체량이 가장 높았으며, 대조구와 침구처리구에서는 각각 97.43kg, 98.38kg으로

서 평균 1-2kg 정도 증체량이 봉독처리 2구에서 높게 나타났다. 

  ② 침구처리와 생봉독처리와의 구명

    침구처리구는 단순히 자극에 의한 효과로서 호흡기성 질병 및 위축돈 발생

시 침구처리 효과가 미약하여 대조구와 같은 방법으로 약물처리를 하 다. 그

러나 생봉독 처리는 생봉독의 봉침자극과 함께 멜리틴 등의 봉독구성성분이 

생체조직에 항염증 및 면역증가  등의 복합작용으로 인하여 항생제 대체 효과

가 있는 것으로 규명되었다.

  ③ 사료효율

    발육성적이 가장 우수한 생봉독 2처리구에서는 224.93kg의 사료를 섭취하여 

2.24의 최적의 사료효율을 보여주어 사료효율면에서도 생봉독 2처리구에서 가

장 경제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④ 질병발생 및 폐사 돈수

    비육전기에서의 대조구에서 1두의 폐사가 발생되었으며, 생봉독 처리 3구에

서 2두의 폐사가 발생되었다. 기후저온으로 인한 호흡기성 발생으로 대조군과 

침구처리구는 관행적인 방법인 항생제를 주사하여 치료를 하 으며, 생봉독처

리구에서는 호흡기성과 무릅관절 부종 위축돈에 대하여는 생봉독 주입으로 치

료를 하 음을 볼 때 항생제 대체물질로서 생봉독을 주입하여 일부 다발성 질

병을 치료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⑤  경제성 분석

   ㉮ 사료섭취량 절감 효과

    사육성적이 가장 우수한 생봉독 2처리구의 사료요구량은 1kg증체하는데 

2,235g의 사료가 요구되었고, 대조군(항생제투여군)은 2,285g의 사료가 소요되

어 kg당 증체하는데 50g의 사료를 더 요구하므로 증체 100kg시 5kg의 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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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더 섭취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모돈 100두 일관관리 농가에서 연간 2,200두의 육돈을 생산시 

11,000kg의 사료량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 육성율 및 생산지수 

    페사수는 생봉독 처리 3구에서 2두(자웅 각 1두)가 발생하여 육성율 95%로 

처리구중에서 가장 저조하 고, 다음은 대조구1두가 발생하여 육성율 97.5%를 

보여주었는데 비하여 침구처리구와 생봉독 처리 1구와 2구에서는 페사돈이 발

생하지 않아 육성율 100%를 보여주었다. 

    생산지수는 대조구를 100을로 기준하 을 때 생봉독처리 2구에서 107.87로 

가장 우수하 으며, 생봉독 처리 1구에서 106.22, 침구처리구에서 103.13, 가장 

저조한 처리구는 폐사수가 많은 생봉독 처리 3구에서 94.73으로 나타내었다. 

이상과 같이 생봉독 처리 3구에서 가장 우수한 생산효과를 나타내었다. 

   ㉰ 생산성 향상효과 

    처리별 대조구(100) 대비 사료섭취량은 생봉독 처리 3구에서 97.22로 가장 

낮았고, 기타 처리구는 1.19~1.59의 차리를 보이고 있는데 비하여, 대조구(100) 

대비 증체율에서는 생봉독 처리 2구에서 103.30으로 3.30%가 높았다. 

   ㉱ 약품비 절감효과

    호흡기성 및 위축돈 등의 질병발생시 항생제 등의 약품을 이용하지 않기 때

문에 약품비를 절감할 수 있다. 

   ㉲ 안전한 돈육생산 효과

    항생제 등의 약품을 이용하지 않고 사료첨가량을 반감할 수 있어 무잔류 또

는 저잔류 안전돈육 생산 가능성을 확인 할 수 있다. 고품질 돈육생산으로 판

매단가의 향상으로 소득증가 가능성을 보여주고, 안전돈육소비로 소비 경쟁력

을 높일 수 있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⑥ 최적수준의 결정

    실험설계에 준하여 생봉독을 동일한 방법으로 주입하면서 항생제 급여수준

을 3처리하여 사양시험을 한 결과 돼지의 생산성에서 가장 안전하고 경제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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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준은 생봉독 2처리구에서 나타났다. 즉 생체중 50kg 이후부터 항생제 첨가

량을 권장량 수준(0.004%)의 50% 감소(0.002%) 시키면서 기존 관행법보다 높

은 육돈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임을 구명하 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양돈농가에서는 본 실험에 적용한 생봉독 주입

방법을  실기술에 적용하면 생산성도 높이면서 항생제 저감 돈육을 생산함으

로서 안전한 돈육에 대한 식품기준에 적합하면서 소비자의 선호도를 높여 돈

육소비량을 증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나. 제2세부과제: 생봉독처리가 비육돈의 도체특성 및 육질특성에 미치는 

향 구명(1년차)

 본 시험에서는 제1세부과제의 실험설계에 따라 생봉독처리에 의해 사육되고 

출하되는 공시돼지(180두)의 도체특성 및 육질특성등을 조사하 다. 5개 사양

시험구중 T1처리구는 대조구, T2처리구는 생봉독의 위약효과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침구처리구이며, T3, T4, T5처리구는 항생제수준을 달리한 생봉독처리

구이다.

 항생제 첨가수준은 대조구, 침구처리구와 생봉독1처리구는 사육전기간 관행

적인 항생제 100%(Chlorotetracycline, 100ppm)가 첨가된 사료를 급여하 으

며, 생봉독2처리구는 비육후기에 항생제 50%가 첨가된 사료를 그리고 생봉독

3처리구는 비육후기에 항생제 무첨가사료가 급여되었다.

 사양된 후 각 출하일령에 도달한 공시돈은 충청북도 오창소재 도축장으로 수

송하여 관행적인 방법으로 도축되었다. 도축후 도체 질병발생율을 조사하

고, 예냉된 냉도체에서 도체특성(도체중, 등지방두께, 도체장)과 도체등급이 

조사되었으며(축산물등급판정소, 1999), 좌반도체에서 제5흉추와 제13흉추사이

의 등심근을 공시재료로 하여 제반 육질특성을 조사하 다. 등지방 두께는 좌

반도체의 11번째와 12번째 늑골사이, 마지막늑골과 제1요추사이의 수직선상에 

위치하는 등지방을 측정하여 평균치로 조사하 다, 그 외 냉장육의 저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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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심근의 근섬유비율 및 직경이 조사되었고, 항생제잔류수준이 분석된 결과는 

다음과 같다.

 ①도체특성 및 부분육 생산율 조사

 대조구와 비교하여 생봉독1처리구와 2처리구의  경우 암퇘지와 거세돼지 모

두에서 도체중, 도체율이 증가하 으며, 등지방두께도 두꺼워졌다. 이러한 도

체특성은 도체등급을 향상시켜 A와 B등급 출현율이 높아져 경제적으로 유리

한 것으로 사료되었다. 부분육 생산량에서도 대조구와 비교하여 생봉독1처리

구와 2처리구에서 몸통의 부분육 생산량이나 생산율이 높은 경향이었는데, 몸

통에는 소비자가 선호하는 삼겹부위가 포함되므로 바람직한 결과로 판단되었

다. 침구처리구의 경우 대조구와 유사한 도체특성과 부분육생산율을 보 으며, 

생봉독3처리구의 경우 가장 성적이 열악하 다.

 ②도체의 질병발생율조사 

 대조구와 비교하여 3개 생봉독처리구의 경우 암퇘지와 거세돼지 모두에서 

도체의 흉막폐렴과 흉막염발생율이 감소되었다. 그러나 도체의 위축성비염이

나 간회충반점의 발생율에는 생봉독처리가 큰 효과를 나타내지 않았으며, 증

식성회장염은 모든 사양시험구에서 발생되지 않았다.

 ③근섬유비율 및 직경조사

 등심근의 근섬유비율에서는 암퇘지와 거세돼지 모두에서 대조구와 비교해서 

침구처리구와 생봉독처리구에서 유사한 결과를 나타냈으며, 3 Type의 근섬유

비율에서는 αW근섬유가 가장 많았으며, βR근섬유와 αR근섬유의 비율은 유사

하 다. 근섬유직경에서는 대조구에 비해 생봉독1처리구와 2처리구의 경우 3 

type의 근섬유 직경이 더 큰 경향을 나타냈는데, 이중 αW근섬유의 직경이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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굵었다.

 ④육질특성과 PSE육 발생율

 대조구와 비교하여 생봉독 1처리구와 2처리구의 경우 암퇘지와 거세돼지 모

두에서  등심육의 일반성분중 지방함량이 높은 수준을 나타내었고, pH와 보

수력이 높고, 육즙손실과 가열감량이 낮아 우수한 육질특성을 나타냈다. 그 외 

주관적 판정의 마블링 점수가 높았고, 육색측정에서도 진한 적색을 나타내어 

우수한 외관을 보여주었다.

 PSE육 발생율에서는 암퇘지와 거세돼지 모두에서 무처리구에 비해 3개 생

봉독처리구에서 발생율이 감소했는데, 특히 생봉독2처리구가 낮았다. 반면에 

침구처리구는 무처리구와 유사한 발생율을 나타냈다.

 ⑤저장특성

 대조구와 비교하여 암퇘지와 거세돼지 모두에서 침구처리구나 생봉독 3개처

리구 모두 7일간 냉장저장중에 등심육의 총미생물수, 지방산패도(TBA)와 휘

발성 염기태질소(VBN)측정에서 유사한 경향을 나타냈으며, 모두 가식범위에 

들어있어 생봉독처리는 등심육의 저장특성에 아무런 나쁜 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⑥항생제잔류수준 조사

 사료에 첨가한 항생제(Chlorotetarcycline)의 등심근내 잔류수준 조사에서는 

암퇘지와 거세돼지 모두에서 비육후기사료에 항생제 100%가 첨가된 무처리

구, 침구처리구, 생봉독1처리구의 경우 0.04~0.07ppm수준을, 항생제 50%를 첨

가한 생봉독2처리구의 경우 0.02~0.03ppm수준을 나타냈고, 항생제를 첨가하지 

않은 생봉독3처리구에서는 전혀 검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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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⑦고찰

 이상의 결과에서 생봉독처리는 비육돈의 도체특성, 도체의 질병발생율, 육질

특성 및 PSE육 발생율을 향상시키며, 저장특성에도 아무런 나쁜 향을 미치

지 않았으며, 특히 생봉독처리와 함께 비육후기에 항생제 첨가수준을 50%로 

낮춘 저항생제 첨가사료의 급여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어 고품질 돈육생산에 

권장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었다. 반면에 침구처리구는 대조구와 비교하여 

거의 모든 조사항목에서 유사한 결과를 나타내어 권장되지 못하 다.

다. 제1세부과제: 최적 생봉독시술방법이 농가현장에서 비육돈의 사양        

              성적에 미치는 향 구명(2년차)

     1년차에서 최적 생봉독 처리구와 대조구간의 생산성을 확인 조사하기 위하여 포유자돈 

시부터 비육돈 완성기 까지 (2004년 12월 22일 ~ 6월 17일, 178일간)의 사양성적을 구명

하기 위하여 경기도 이천시 백사면 태송리 태송농장에서 20두의 모돈에서 분만한 자돈

(랜드레이스 x 요크셔 ⅹ 듀록) 180두를 1-site 방식으로 사양시험을 하 다.  

    생봉독처리구의 생봉독처리 방법은 1년차와 동일한 방법으로 수행하 고. 항생제 

저감효과를 구명하기 위하여 항생제 처리구는 생체중 50kg 이후부터 대조구의 항생

제 첨가량의 50% 감소시켜 급여하 다. 조사항목은 증체중, 일당증체량과 사료섭

취량 및 사료요구율, 질병 발생율 및 치료가능성, 혈액성분 분석에 의한 면역증강 

물질, 호르몬 변화, 경제성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① 증체효과

     생봉독 처리구(비육 전기사료 체중 50kg 이후부터 70kg까지 성장기간 동안 급여 

사료 중 항생제 상용첨가량의 50% 감소 ; 항생제 첨가량 0.002%)에서 종료시 두당 

평균체중 105.03kg으로 97.88kg의 평균증체량을 보여주어 무처리구의 두당 평균 총

체중  101.26kg에 증체중 94.04kg에 비하여 두당 3.88kg의 증체량 차이를 나타내었

다 (P<0.05).

    이상의 결과를 볼 때 육성중기까지의 사료에 질병예방 및 성장효과를 높이기 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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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사용하고 있는 항생제 첨가량을 50% 감소시키면서 대조구 보다도 성장효과가 

높게 나타난 것을 볼 때, 이와 같은 결과는 꿀벌의 생봉독 시술(생시, 거세시, 이동

시, 질병 발병시)에 의한 beevenom 주입은 비육후기 사료에 항생제 첨가량을 50% 

감소를 하여도 항생제 권장량 이상의 성장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② 사료효율

    이유 후부터 비육 전체기간 동안의 평균 두당 사료섭취량은 대조구에서 

259kg인데 비하여 생봉독처리구에서 248kg으로 11kg의 사료를 적게 섭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실제 증체중에 대하여 환산하면 대조구보다 생봉독

처리구에서는 3.83kg의 증체량이 높아 이를 환산하면 사료요구율 2.76에 대한 

3.83kg 증체량에 소요되는 예상 사료섭취량은 10.57kg으로서 생봉독처리구와 

동일한 체중에 도달될 때까지의 사료섭취량은 21.57kg의 사료를 대조구에서 

더 섭취하여야 하기 때문에 그만큼 생봉독처리구에서는 절감할 수 있는 결과

로 분석된다.

  ③ 질병발생 및 폐사 돈수

    비육 전체기간동안에 대조구와 생봉독처리구에서 각각 1두의 폐사돈이 발생

되었는데 이는 육성전기 기후저온으로 인한 호흡기성 발생으로 위축돈 상태에

서 폐사가 되었고, 호흡기성 질환이 심하게 경과된 개체에서는 생봉독의 효과

를 보지 못하고 폐사현상이 발생되었음을 볼때 생봉독 시술을 엄격히 한다하

여도 완벽한 생존은 기대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무릅관절 부위 

부종에 의한 위축돈 발생시에 생봉독 주입으로 치료가 되었다. 

  ④ 경제성 분석

   ㉮ 사료량 절감, 증체량 향상 효과

    대조구보다 사육성적이 높은 생봉독 처리구는 1kg증체하는데 2,531g의 사료

가 요구되었는데 비하여 대조군(항생제 50% 투여군)은 2,753g의 사료가 소요

되어 kg당 증체하는데 222g의 사료를 더 요구하여 출하체중 100kg 이상까지 

약 11kg 이상의 사료를 더 섭취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모돈 100두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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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관리 농가에서 연간 2,200두의 육돈을 생산시 24,200kg의 사료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대조구(100) 대비 생봉독 처리구의 사료비율은 95.70으로 4.3%가 절감되면서, 

대조구보다 3.84kg 증체량이 많아 대조구(100%) 대비 증체율은 111.7% 향상

되었다.  

  ㉯ 육성율 및 생산지수

    육성율 및 생산지수에서 대조구와 무처리구에서 각각 1두씩 폐사되어 육성

율을 같았으나, 생산지수에서 대조구(100)대비  생봉독 처리구의 생산지수에

서는 112.9로 12.9의 생산지수가 높게 분석되었다.

   ㉰ 약품비 절감효과

    호흡기성 및 위축돈 등의 질병발생시 항생제 등의 약품을 이용하지 않기 때

문에 약품비를 절감할 수 있다. 

   ㉱ 안전한 돈육생산 효과

    질병발생시에 항생제 및 설파제 등의 약품을 이용하지 않고 꿀벌의 생봉독

으로 치료 및 예방을 함으로서 항생제에 대한 내성이 적고, 또한 비육중기 

50kg이후부터 사료첨가용 항생제 투입량을 반감할 수 있어 무잔류 및 저잔류 

안전돈육 생산 가능성을 확인 할 수 있다. 저잔류성 고품질 돈육생산으로 판

매단가의 우위성으로 소득증가 가능성이 있고, 안전 돈육공급으로 소비 경쟁

력을 높일 수 있어 양돈농가에 적극적으로 생봉독 시술을 적용하여 소득을 높

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의 필요성이 요구됩니다.

라. 제2세부과제: 최적 생봉독시술방법이 농가현장에서 비육돈의 도체특성 및 

육질특성에 미치는 향 구명(2년차)

 본 시험에서는 1차년도에서 수행된 침구처리구와 3개 생봉독처리구중 가장 

우수한 결과를 나타낸 최적 생봉독시술방법을 농가 현장에 적용하여 제1세부

과제의 실험설계에 따라 생봉독처리에 의해 사육되고 출하되는 공시돼지(180

두)의 도체특성 및 육질특성등을 조사하 다. 이중 대조구는 관행적인 사양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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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따라 사육된 생봉독무처리구이며, 생봉독처리구는 생봉독시술처리가 수

행되었으며, 비육후기에 항생제수준을 50%로 낮춘 사료로 사양된 처리구 다.

 사양된 후 각 출하일령에 도달한 공시돈은 충청북도 오창소재 도축장으로 수

송하여 관행적인 방법으로 도축되었다. 도축후 도체의 질병발생율이 조사되었

고, 예냉된 냉도체에서 도체특성(도체중, 등지방두께, 도체장)과 도체등급이 조

사되었으며(축산물등급판정소, 1999), 좌반도체에서 제5흉추와 제13흉추사이의 

등심근을 공시재료로 하여 제반 육질특성을 조사하 다. 등지방 두께는 좌반

도체의 11번째와 12번째 늑골사이, 마지막늑골과 제1요추사이의 수직선상에 

위치하는 등지방을 측정하 으며, 등심근 단면적은 좌반도체의 10번째와 11번

째 늑골사이를 절개한후 등심근 단면에서 셀로판 필름에 등심근을 그린 후 

Planimeter(PLACOM KP-90N, KOIZU-MI Co., Japan)로 측정하 다. 그 외 

냉장육의 정장성, 등심근의 근섬유비율 및 직경이 조사되었고, 항생제잔류수준

이 분석된 결과는 다음과 같다.

①도체특성 및 부분육 생산율 조사

 대조구와 비교하여 생봉독처리구의 경우 암퇘지와 거세돼지 모두에서 도체

중, 도체율이 증가하 으며, 등지방두께도 두꺼워졌다. 이러한 도체특성은 도

체등급을 향상시켜 A와 B등급 출현율이 높아져 경제적으로 유리한 것으로 사

료되었다. 부분육 생산량에서도 대조구와 비교하여 생봉독처리구에서 몸통의 

부분육 생산량이나 생산율이 높은 경향이었는데, 몸통에는 소비자가 선호하는 

삼겹부위가 포함되므로 바람직한 결과로 판단되었다. 

 ②도체의 질병발생율조사 

 대조구와 비교하여  생봉독처리구의 경우 암퇘지와 거세돼지 모두에서 도체

의 흉막폐렴과 흉막염발생율이 감소되었다. 그러나 도체의 위축성비염이나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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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충반점의 발생율에는 생봉독처리가 큰 효과를 나타내지 않았으며, 증식성회

장염은  사양시험구 모두에서 발생되지 않았다.

 ③근섬유비율 및 직경조사

 등심근의 근섬유비율에서는 암퇘지와 거세돼지 모두에서 대조구와 비교해서  

생봉독처리구에서 유사한 결과를 나타냈으며, 3 Type의 근섬유비율에서는 α

W근섬유가 가장 많았으며, βR근섬유와 αR근섬유의 비율은 유사하 다. 근섬

유직경에서는 대조구에 비해 생봉독처리구의 경우 3 type의 근섬유 직경이 더 

큰 경향을 나타냈는데, 이중 αW근섬유의 직경이 더 굵었다.

 ④육질특성과 PSE육 발생율

 대조구와 비교하여 생봉독처리구의 경우 암퇘지와 거세돼지 모두에서  등심

육의 일반성분중 지방함량이 높은 수준을 나타내었고, pH와 보수력이 높고, 

육즙손실과 가열감량이 낮아 우수한 육질특성을 나타냈다. 그 외 주관적 판정

의 마블링 점수가 높았고, 육색측정에서도 진한 적색을 나타내어 우수한 외관

을 보여주었다.

 PSE육 발생율에서는 암퇘지와 거세돼지 모두에서 무처리구에 비해  생봉독

처리구에서 발생율이 감소했다.

 ⑤저장특성

 대조구와 비교하여 암퇘지와 거세돼지 모두에서 생봉독처리구의 7일간 냉장

저장중에 등심육의 총미생물수, 지방산패도(TBA)와 휘발성 염기태질소(VBN)

측정에서 유사한 경향을 나타냈으며, 모두 가식범위에 들어있어 생봉독처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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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심육의 저장특성에 아무런 나쁜 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⑥항생제잔류수준 조사

 사료에 첨가한 항생제(Chlorotetarcycline)의 등심근내 잔류수준 조사에서는 

암퇘지와 거세돼지 모두에서 비육후기사료에 항생제 100%가 첨가된 무처리구

의 경우 0.06~0.07ppm수준을, 항생제 50%를 첨가한 생봉독처리구의 경우 

0.03ppm수준을 나타냈다.

 ⑦고찰

 이상의 결과에서 생봉독처리는 농가현장에서 비육돈의 도체특성, 도체의 질

병발생율, 육질특성 및 PSE육 발생율을 향상시키며, 저장특성에도 아무런 나

쁜 향을 미치지 않았으며, 특히 생봉독처리와 함께 비육후기에 항생제 첨가

수준을 50%로 낮춘 저항생제 첨가사료의 급여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어 고

품질 돈육생산에 권장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었다.

2. 활용에 대한 건의

 가. 농활용 자료

    전국적인 양돈농가에서 생봉독 시술법을 적용하여 돼지의 생산성에서 많은 

효과를 높이고 있었는데 그동안 육질에 대한 연구는 없었다. 

    금번 본 연구결과 돈육 육질특성의 규명과 무잔류 돈육 생산가능성이 확인

됨에 따라서 안전한 돈육생산 방법임을 교육하여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더욱 

효과가 높은 기술임을 홍보하여야 할 것입니다. 

 나. 산업체 기술이전

    본 시험에 동참한 도드람 B&F에 기술이전하여 충북대학교 기술개발진과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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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농가에서 협동체를 구성하여 저항생제 및 무항생제 돈육생산을 하여 양돈산

업 발전에 공헌할 수 있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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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연구개발과제의 개요

 제1절 연구개발의 목적 및 필요성

    국민소득의 향상과 더불어 식생활형태의 변화로 육류소비가 꾸준히 증가하

고 있다. 국내의 육류소비경향을 보면 국민 1인당 연간 육류소비량이 1971년 

5.2㎏에서 2000년에는 34.1㎏으로 증가하 으며, 이중 돈육이 16.5㎏으로 주종

을 이루고 있다(농림부, 2001). 또한 WTO체제하에서 1997년 7월 1일부터 국

내 돈육시장에서 수입이 완전개방되어 국내의 돈육시장에서 외국산 냉장돈육

과의 경쟁이 본격화되었다. 이에 따라 소비자의 질적요구와 내수 및 수출돈육

에 적합한 육질의 돈육생산이 더욱 중요한 시점이다

    국내 돈육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고품질 청정돈육의 생산에 있어 개선되

어 져야 할 부분은 여러가지가 있다. 먼저 사육단계별 사양체계의 개발을 통

해 건장한 자돈을 생산하고, 성장율을 개선하여 돈육생산비를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마련되어야 한다. 두번째는 항생제의 사용량을 격감시켜 궁극적으로는 

항생제 및 설파제 등의 유해성 잔류물질의 문제가 없는 청정돈육의 생산으로 

소비자의 욕구를 충족시켜야 한다. 세번째로는 수입육과의 경쟁력 확보를 위

해 균일한 육질을 갖는 규격화된 돈육의 생산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양축농가가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항중의 한가지는 가축별 질병의 

발생빈도수가 많아지고 있고 질병의 예방과 치료에 어려움이있어, 질병의 치

료효과가 높고 안전성이 있는 질병 치료방법의 개발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1950년부터 가축질병 예방과 치료 및 성장촉진을 위해 세계적으로 광범위하

게 항생물질이 사용되고 있는데  이러한 항생물질은 장내   유해세균 및 단

백질 소모균을 억제하고 직 간접적으로 호르몬 기전에 작용하여 성장을 촉진

하는 효과와 질병에 대한 예방과 치료, 생존율 향상, 항병성 제고, 스트레스 

예방 및 사료효율의 향상 등 생산성 향상에 커다란 효과가 있다고 밝혀져 있

다. (Istifanus 등, 1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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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항생물질이 축산에 널리 이용되면서 가축질병 예방은 물론축산물의 

생산성을 높여주는데  많은 공헌을 하 으나, 항생물질을 장기적으로 사용함

으로써 이들의 유효성을 저해하는 약제 내성균 출현 문제와 축산물에 잔류문

제 발생하고, 특히 질병 치료에 사용할 때 감수성에 따른 선택적 사용과 치료

의 장기화, 재발성 및 제한적인 사용등의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더욱이 안

전축산물 생산공급 관점에서 최근 세계 각국에서는 잔류 항생물질 및 설파제

에 대한 규제가 엄격해지고 있으며, 우리 나라에서도 그 허용 기준치를 정하

여 사용을 규제하고 있기 때문에 항생물질을 대체 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

에 대하여 연구가 필요하게 되었다. 그 방안으로 probiotics 즉 생물학적제제

와 봉독 활용에 대하여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 실제 축산에 응용한 성과가 보

고되고 있다(Francis 등, 1978 ; Pollmann 등, 1980a,b ; 한 등 1982 ; 맹 등, 

1989 ; 김 등, 1991 ; 김, 1992 ; 최 등, 1998 ; 강 등 1999).

    봉독은 오래 전부터 인체의 질병 치료에 이용되어 왔고 다양한 실험 결과가 

보고되고 있다. 봉독을 조성하는 물질은 peptide 11종, 효소 5종, 생리학적 활

성 아민 3종, 비 peptide 성분 4종 등 현재까지 23종이 밝혀져 있다(김, 1992). 

생체 내에서 봉독의 주요한 기능은 항염증 작용(Dunn 등,1988
a
 ), 항균작용

(Steiner 등, 1982)강력한 용혈작용(Rudenco 등, 1996), 면역기능 증강 

(Hoffmann 등, 1997 ; Curcio 등, 1997), 신경통 완화작용, 진통작용, 신경독 

작용(Harbermann 등, 1965)등으로 알려져 있다. 최근 축산업에 대한응용연구

가 시작되어 동물의 성장 촉진, 면역기능 증강, 각종 질병치료 등에 봉독 요

법의 유효성이 보고 되고 있으나(Belleveau, 1982 ; 김, 1986 ; 김, 1987 ; 김 ; 

1988 ; 김, 1989 ; 김, 1992 ; 최 등, 1998 ; 강 등, 1999) 돼지에 대한 봉독 이

용 방법 연구가 미흡하고 특히 생봉독 요법이 돼지의 성장과 면역반응, 도체

특성과 육질특성에 관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생봉독처리에 의해 항생제 사료첨가 및 질병의 항생제치

료를 최대한 억제하여 저항생제 잔류의 청정돈육을 생산하고자 하며, 이를 위

해 생봉독처리에 의한 항생제 저감 효과, 비육돈에 대한 생산성, 사양성적, 도

체특성 및 육질특성에 대한 향을 구명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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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절 연구개발 내용 및 범위

  가. 1차년도 (2003~2004)

   제1세부과제: 생봉독처리가 비육돈의 사양성적에 미치는 향 구명

   제2세부과제: 생봉독처리가 비육돈의 도체특성 및 육질특성에 미치는  

      향 구명

  나. 2차년도(2004~2005)

   제1세부과제: 최적 생봉독시술방법이 농가현장에서 비육돈의 사양성적에 

미치는 향 구명

   제2세부과제: 최적 생봉독시술방법에 의해 농가현장에서 비육된 돼지의 

        도체특성 및 육질특성 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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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국내외 기술개발 현황

  제1절 국내외 관련분야에 대한 기술개발 현황

   ① 봉독(bee venom)을 이용한 역사는 매우 오래 전부터 이용되어 오늘날에는 

천연 대체의약물질로서 사람의 질병치료에 적용하여 난치성의 다양한 질병치

료에서 효과가 높은 것으로 인정받고 있다. 그 동안 꿀벌의 생봉독에 대하여 

밝혀진 생체내에서의 작용과 효과는 다음과 같다.

   ② Beevenom은 독낭에 저장되어 있어 봉침과 연결되어 자극시에 분비 된다. 

   ③ Beevenom은 경구투여 시 소화효소에 쉽게 파괴되지만 조직에 급여하면 

봉독의 성분이 세포조직내에서 특이한 반응을 복합적으로 발현한다.(Molan, 

1992

   ④ Bee venom의 약리(藥理)적 작용으로 포유동물의 면역계를 자극하고 抗 

염증작용, 細胞의 溶解, 신경독 효과, 항세균과 항진균작용, 방사선으로 부터 

보호작용, 抗 알킬화 작용 등의 약리적 효과가 있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

다.(Hwang과 Jenkins, 1988)

   ⑤ 김 (2000)은 근골격계 질환에 대한 Bee Venom 요법을 임상실험하 는데. 

연령분포를 10대에서 60대까지 하여 골관절염(55%), 류마티스 관절염(19%)순

으로하여 총 31명의 환자를 치료하여 통증 VAS이 치료전 7.63에서 3.13으로 

개신되었고, 임상증상증 압통은 2.03에서 0.73, 종창은 1.77에서 0.4, 운동제한

은 1.67에서 0.67로 호전되었으며, 신뢰도 조사에서 치료받은 환자중 70.9%가 

긍정적인 평가를 했다고 보고하 다.

   ⑥ 등(2001)에 의하면 봉독은 류마티스염 관절염 동물모델에서 염증, 통증을 

억제시키고, 인슐린의존성 당뇨병 동물모델에서는 췌도염, 당료발병 억제시키

는 효과가 있다고 보고하 다.

   ⑦ 박 등(1993)은 봉독이 흰쥐 Adjuvant 관절염에 미치는 효과를 조사한 결

과 치료군에서 부종률이 억제되었고, WBC 및 혈청 Cholinestrase의 활성도가 

감소되었으며, 동통역치는 증가하 다고 보고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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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⑧ 국내에서의 생봉독 주입에 의한 가축의 질병치료에 대한 연구결과에서 오늘

날까지 치료제로 치료가 잘되지 않고 또는 재발성이 높은 악성 난치성 질병 

돼지의 염증성 질병인 분만모돈의 자궁내막염, 설사증, 유방염, 무유증, 관절

염, 기관지염증 등을 가축의 경략혈위와 상처부위 및 환부위에 생봉독을 주입

하여 치료효과가 높았으며, 젖소의 유방염증, 관절염증, 송아지 설사증 등에 

대한 생봉시술 치료법이 개발되어(조 등, 1999; 최 등,1999) 실제 양돈 및 젖

소농가에서 지속적으로 보급되어 활용되고 있다.  

   ⑨ 양돈 농가와 한우  및 젖소사육농가에서 항생제 등의 약물투여로 치료가 

어려운 다발성 염증성 질병이 발생시 생봉독을 주입하여 치료효과와 생산효

과를 높이고 있는데, 어려운 점은 최초로 생봉독 시술요법을 접하게 되면 살

아있는 벌에 대한 혐오감이 앞서고 꿀벌이 취급자를 쏘게되면 심한 통증이 

있어 시술법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어 약간의 어려운 점이 있으나, 별도의 양

봉관리기술을 습득하면 누구나 손쉽게 환축 또는 어린 가축 및 번식가축의 

질병예방을 위하여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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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절 연구결과가 국내외 기술개발에 미치는 향

  1. 기술적 측면

    세계적인 첨단 의료과학의 발달로 여러 가지 가축질병의 치료제가 개발되고

있으나 치료효과의 연속성 감소와 내성의 증가 및 잔류문제는 계속적으로 나

타나고 있음.

    다발성의 악성 가축질환치료에 안정한 치료를 위해서 강력한 치료효과가 있

으면서 이용시 부작용이 없고 처리법이 간단한 치료제의 개발이 요구되고 있

음.

    본 과제에서는 인공적 조제품이 아닌 순수 생리활성물질이면서 강력한 치료 

및 예방효과가 있고, 취급이 어렵지 않고 부작용이 적은 꿀벌의 생봉독의 주

입으로 돼지의 다발성 질환에 대한 치료효과가 규명되고 그의 치료법이 개발

된 상태에서 보다 더 효과적인 고품질 육돈생산체계를 규명하기 위한 방법을 

개발하고자 함.

    제 1세부과제 책임자인 충북대 조성구 교수는 생봉독시술에 의한 가축의 질

병 치료효과에 대한 연구를 한 바 있으며, 생봉독시술방법의 개발에 가장 적

합한 전문가이다. 

  2.  경제ㆍ산업적측면

    현재 사용되고 있는 가축질병 치료제로서는 그 사용량 및 방법과 잔류문제 

등 여러면에서 안전성이 요구되고 있으며, 양축농가에서는 손쉽게 취급할 수 

있으면서 치료효과가 높고 치료제의 잔류물이 없는 축산물을 생산하여 소비

자가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질이 높고 가격이 저렴한 고급돈육 생산이 필

요함.

    선진국의 경우에도 가축질병 치료제의 안전성과 치료효과의 연속성 및 내성 

등의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어 적합한 치료약의 개발이 요구되고 있음.

    양축농가에서 다발성 악성질환에 의한 치사율과 도태율을 감소시키기 위한 

치료 및 예방은 인력과 경비 등의 투입량 증가를 요구하고 있고, 기존상태를 

유지하면서 양돈업을 경 하다보니 저급 육돈생산과 원가상승 요인으로 작용

되어 결국 축산물 소비자 가격이 높아져 국내산 생산물의 소비촉진을 둔화시

킴으로 국제 경쟁력이 낮아짐으로서 국내 양돈업의 기반은 더욱 불안한 상태

로 진행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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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연구개발 수행 내용 및 결과

 제1절 생봉독처리가 비육돈의 생산성, 도체특성 및 육  

     질특성에 미치는 향 구명 

  제1항 생봉독처리가 비육돈의 사양성적에 미치는 향 구명(제1세부과제)

   

1.  서론

    국민소득 향상과 함께 식생활 패턴의 변화는 육류 수요급증으로 우리나라 양

돈산업은 사육두수의 증가와 사육규모의 대형화 및 현대화를 촉진하게 되었다. 

사육규모의 확대는  각종 질병의 발생빈도를 높이고 있어 양돈업의 경 수지에 

큰 충격을 주고 있기 때문에 각종 돼지의 질병에 대한  안전성 있는 예방 및 치

료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1950년대 이후부터 다양한 가축질병 예방과 치료 및 

성장촉진을 위해 항생물질 등이 세계적으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는데 이러

한 항생물질은 장내 유해세균 및 단백질 소모균을 억제하면서, 직접 간접적으로 

hormone 기전에 작용하여 성장촉진 효과와 질병에 대한 예방과 치료, 생존율 

향상, 항병성 제고, 스트레스 예방 및 사료효율의 향상 등 생산성 향상에 커다란 

효과가 있다고 밝혀져 있어 수십년 동안 광범위하게 사용하고 있다(Istifanus 

등, 1985). 그러나 항생물질은 가축질병 예방은 물론 축산물의 생산성을 높여주

는데 많은 공헌을 하 으나 장기적으로 사용하면서 특정 병원성 미생물에 대한 

저항서, 번식생리기전의 불균형 등의 다양한 부작용의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안전한 축산물 생산과 공급 관점에서 최근 세계 각국에서는 잔류 항생물질 및 

설파제에 대한 규제가 엄격해지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그 허용 기준치를 정

하여 사용을 규제하고 있기 때문에 항생물질을 대체 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

에 대한 연구가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다. 그 방안으로 생균제의 이용에 대하여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 실제 축산에 응용한 성과가 보고된 바 있다(Francis 등, 

1978 ; Pollmann 등, 1980a,b ; 한 등, 1982 ; 맹 등, 1989 ; 김 등, 1991).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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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생물학 제제로서 Lactobacilli, Streptococci, Clostridium 및  Bacillus 등과 같

은  생균을 이용한 여러 가지 생균제재가 개발 이용되고 있는데 이러한 생균제

를 사용하면 항생물질의 첨가로 야기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부작용 없이 가축의 

질병예방은 과 성장촉진 및 사료효율 개선효과가 있어 폭넓게 이용되고 있다.

    항생제를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의 일종으로서 꿀벌의 봉독을 이용한 연구가 최

근에 김(1992), 조 등(1998), 최와 강(1998) 및 강 등(1999)에 의하여 발표된 바 

있는데 그 결과는 봉독이 가축질병 치료 및 예방효과가 있으면서 성장촉진 효

과가 있음을 밝힌바 있다. 이미 봉독은 고대부터 사람의 질병치료에 활용되어 

왔고 다양한 실험 결과가 보고 되고 있다. 봉독을 조성하는 물질은 melittin, 

apamin adolapin 등과 같은 peptide 류가 함유되어 있고(Harberman과 Reiz, 

1965 ; Lowy, 1971 ; Shkenderov, 1973, 1982 ; Hanson 등, 1974 ; Gauldie 

등, 1976, 1978 ; Peck 등 1978), hyaluronidase, phospholipase A2 등과 같은 

효소(Baker, 1966 ; Jentsch, 1972 ; Shkenderov, 1973, 1982 ; Doery, 1964),  

histamin과 dopamine 및 norepnephirine 등과 같은 생리적 활성 아민류

(Owen, 1974 ; Owen과 Bridages, 1982)와 약간의 탄수화물, 비 peptide 성분

들(O'Conner와 Bensky, 1975 ; Nelson, 1963)로서 현재까지 23종이 밝혀져 

있다. 생체 내에서 봉독의 주요한 기능은 항염증 작용(Dunn 과 Killion, 1988
a
), 

항균작용(Vick 등, 1972 ; Steiner 등, 1981 ; Dunn과 Killion, 1988
b
), 강력한 용

혈작용(Rudenco와 Nipot, 1996), 면역기능 증강(Hoffmann 등, 1997 ; Curcio 등, 

1997), 방사선 장해 보호작용(Peck 등, 1978), 신경통완화작용, 진통작용, 신경독 

작용(Harbermann 등, 1965)등의 다양한 작용이 있다고 알려져 있다. 최근 축산

업에 대한 응용연구가 시작되어 동물의 성장촉진, 면역기능 증강, 각종 사람의 

질병치료 등에 봉독요법의 유효성이 보고 되면서 농가현장에서 적용되고 있다. 

    연구결과 여러 가지의 효과가 있어 전국적으로 많은 양축농가에서 적용하

고 생봉독 요법을 적용하고 있다. 생봉독 요법은 가축 생체의 환부와 경락생리

를 효과적으로 이용한 방법이며, 환부와 경혈부위에 강력한 치료작용을 하는 동

물성 천연생리 활성물질인 생봉독을 체조직에 직접 주입하는 것이며, 시술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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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아있는 꿀벌을 환부에 접촉하면 꿀벌 스스로가 직접 주입함으로 손쉽게 처리

된다. 또한 의약품의 대체와 안전하고 경제적 축산물을 생산할 수 있다.

    생봉독 요법의 효과로서는 가축의 염증성 질환을 조기에 치료할 수 있으며 

눈에 보이지 않는 생체의 내부 장기와 조직과 기관의 염증 등의 질환은 가축 

경락혈을 중심으로 생봉독을 쉽게 주입할 수 있어 치료효과가 높다. 생체면역

을 증강시켜 가축의 body condition을 높여 주어 질병 발생율이 저하되면서 

양생리대사의 촉진으로 성장효과와 육성율이 향상되어 사료비 절감효과가 

높다. 항생제 등의 사용을 현격히 감소시켜 약품비를 절감할 수 있으면서 질

병발생이 감소되어 정상적인 성장으로 사료효율을 높여준다. 가축의 질병치료 

및 예방을 조기에 함으로서 이에 소요되는 시간을 절감시켜 노동효율을 높여

준다. 돼지질병의 조기 치료 및 예방으로 강건성이 향상되고 번식돈의 분만후 

생식기 기전의 조기회복으로 경제수명이 연장되면서 종축 감가상각비의 생산

원가를 절감할 수 있다. 질병관리의 편리성을 높여줄 수 있다 즉 자가 치료 

시 전문지식이 없이 간단히 생봉독 요법의 방법을 숙지하면 부작용이 없는 

안전하게 가축의 질병을 예방 및  치료를 할 수 있다.  양축 관리자는 살아있

는 꿀벌로 지정된 체부위(경혈 또는 환부)에 생봉을 핀셋으로 포획하여 복부 

끝을 접촉시켜만 주면 생봉 스스로 봉침을 통하여 봉독을 5초 이내에 체조직 

내로 주입하게 된다. 면역기능강화로 질병에 대한 내병성 증가로 건강한 가축

을 사양함으로서 안전성이 높은 천연 생리활성 물질로서 항생물질 대체 치료

약물로의  가능성은 생봉독은 동일 질병에 대하여 내성과 부작용이 거의 없

고 잔류문제가 없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생봉독 요법은 주사약 및 주사기

와 주사침의 이용성이 없고 간단한 생봉상과 이동봉상과 시술용 핀셋을 사용

하므로 주사침 주사용기 주사기 등의 환경처리 오염원을 일체 발생시키지 않

는 친환경적 방법이다. 이상과 같은 효과를 볼때 생봉독 요법의 전망은 매우 

희망적이므로 다양한 방법으로의 연구가 요구된다. 이러한 연구결과에서 보

듯 항생제와 생균제의 성장촉진 및 사료요구율 개선효과가 그들이 가지고 

있는 항균작용에 의해 각종 질병에 대한 방어능력을 향상시키는데 기인된 



- 35 -

것이라면 생봉독 처리 역시 강력한 면역증강 기능이 있는 것으로 입증되고 

있어 질병을 예방하고 항병력을 높임으로서 성장촉진 효과와 사료요구율 

개선효과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생봉독 처리가 돼

지의 성장과 사료요구율에 미치는 향을 구명하여 안전축산물 생산과 항생

물질 대체방법으로써 생봉독 시술의 효과와 이용 가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시술용 이탈리안 종 꿀벌 생봉독의 특성과 조성 및 생리적 특성

  1) 생봉독의 일반적 특징

    꿀벌의 봉독은 독낭(毒囊)에 저장되어 봉침과 연결하고 있는데 평소에는 복

부의 8, 9, 10환절이 제7환절내에 포함되어 있다가 자극시에 복부의 수축작용

에 의하여 봉침과 돌출되면서 독낭의 수축작용에 의하여 봉독이 분비되는 동

물성 천연생리활성 물질이다. 봉독액의 색상은 맑고 투명한 액체로서 쉽게 건

조되는데 수분이 70%이고 고형물질은 30%정도 된다. 건조시에는 엷은 황색 

또는 황갈색을 띄면서 봉독의 맛은 강한 쓴맛이면서 방향성이다. 비중은 1.13, 

산도는 5.2-5.5로서 물과 산에 용해되지만 알코올에는 거의 용해되지 않는다. 

열에 매우 안정적이어서  100
o
C에서 10일간 끓여도 안정하다. 봉독성분을 파

괴시키는 물질로서는 산화성 물질로서 Cl, F, Br, I 성분에 의해 쉽게 파괴되

고, potassium pepermanganate, potassiumsulfate, iodine 에서는 서서히 파괴

된다. 봉독은 경구투여 시 소화효소에는 쉽게 파괴되지만 조직에 투여하면 봉

독의 성분이 약효를 발휘한다. 꿀벌의 봉독은 독주머니에 저장되어 있고 한번 

비우면 평생동안 채워질 수 없는데 연령에 따라 봉독액의 용량은 변화하는데 

어린 일벌의 독낭에는 독이 적게 들어 있다가, 생존일령이 경과되면서 독액 

생성량이 증가된다.  일반적으로 15일령 이상에서 0.03mg 정도 채워져 있으

며 18일령 이상 나이가 되면 독은 더 이상 생산하지 않는다. 1g의 추출 봉독

은 약 40,000마리의 일벌이 분비한 독량이 된다. 일벌이 자극을 받으면 Fig. 1

과 같이 독액을 봉침을 통하여 분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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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Liquid beevenom of the honey bee sting 

  2) 봉침의 구조

    봉침(Bee sting)은 여왕봉과 일벌에서만 발달되었고 숫벌은 침이 없다. 봉침

은 외적으로부터 방어하기 위한 일종의 무기이며, 일반 곤충에 있어서 산란관

과 상동기관이라 볼 수 있다. 외형적으로 정상적인 상태에서 봉침은 보이지 

않는 기관으로서 봉침을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복부 끝인 즉 복부 8~10환절

은 제7환절 내에 감춰져 있다가 사용할 때는 복부의 확장과 함께 봉침을 밖

으로 내솟는다. 봉침의 구조는 1개의 기절돌기와 2개의 화살창이 결합되어 화

살침상으로 보인다(그림 2, 3). 세 쪽으로 결합된 안 쪽은 홈으로 된 독구(毒

溝)를 구성하고 있는데 이것은 독낭에 이어져 있어 외적을 쏘게 되면 독낭에 

저장된 독액을 벌침내의 독구를 따라 분비되어 들어가는데 이때 독낭은 신경

작용으로 수축하면서 독액을 분비한다. 독낭은 좌우 2개가 발달되어 있는데 

한쪽 독낭에서 분비되는 봉독액은 산성반응을 나타내어 산성선(酸性腺)이라 

하고, 다른 선에서는 알칼리성 반응을 나타내어 알칼리선이라 부x른다. 이 두

선에서 분비된 봉독액은 기저돌기의 구상체로 들어가 혼합된 다음 봉침을 통

하여 분비된다. 화살창 끝은 마치 여러 개의 톱니처럼 구성되어 있어(그림3) 

외적의 조직에 들어가면 빠지지 않아 벌침이 복부로부터 이탈되어 외적을 공

격한 일벌은 수명을 다하게 된다. 여왕봉의 벌침은 일벌에 비하여 길고 복부

에 굳게 부착되어 있다. 여왕봉의 화살창은 일벌의 화살창에 비하여 톱니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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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갈고리 창의 크기가 더 작으나 독선이 잘 발달 되어있고, 독낭의 크기도 

일벌보다 크다. 여왕봉의 봉침은 화살창이 작으면서 복부에 단단히 붙어 있어 

적을 공격시 조직에 침투하여도 봉침은 탈락되지 않는다.

   

Fig. 2.  Structure of the honey bee worker sting    

        

       

       

        Fig. 3.  Enlarged sting of honey bee work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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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꿀벌 봉독의 구성성분

    이탈리안 종 일벌 봉독성분의 조성은 Table 1과 같다. 봉독의 주성분은 멜리틴

으로서 40~50%를 함유하고 있으면서 그 외에 22종의 다양한 성분이 분석되어 

있다.

 Table 1. Components of honeybee venom

Components
Dry 

bee venom (%) References

Peptides

    Melittin 40-50 Jentsch, 1969.

    Apamin
 

2-3 Harbermann 등, 1965

    Mast Cell Degranulating 
    peptide (MCD) 2-3 Hanson 등, 1974

    Adolapin 1.0 Shkenderov, 1982.

    Protease inhibitor < 0.8 Shkenderov, 1973

    Secapin 0.5 Gauldie 등, 1976

    Tertiapin 0.1 Gauldie 등, 1978

    Melittin F 0.01 Gauldie 등, 1978

    Procamine 1.4 Peck 등, 1978

    Minimine 2.3 Lowy, 1971

    Cardiopep < 0.7 Vick, 1974

Enzymes

    Hyaluronidase 1.5 - 2.0 Baker, 1966

    Phospholipase  A2 1.5 - 2.0 Jentsch, 1972 

    α-Glucosidase 0.6 Shkenderov 등, 1979

    Acid phosphomonoesterase 1.0 Benton. 1965

    Lysophospholipase 1.0 Doery, 1964

Phygiologicaly active amines

    Histamine 0.6 - 1.6 Owen, 1974  

    Dopamine 0.13 - 1.0 Owen, 1971

    Norepinephirine 0.1 - 0.7 Owen 등, 1982

Non peptide components

    Carbohydrates < 2 O'Conner 등, 1978  

    Lipids 4 - 5 O'Conner 등, 1978  

    γ-aminobutyric acid < 0.5 O'Conner 등, 1978  

    β-aminobutyricacid < 0.01 Nelson, 19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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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이탈리안 종 생봉독의 성분별 생체조직 내 작용

    이탈리알 종 일벌의 생봉독내 성분의 종류와 성분별 함량과 성분별 체내에

서 작용기전은 다음과 같다. 이들 성분은 생봉독내에 복합적으로 함유되어 

있어 체내에 주입되면 각각의 성분이 綜合的으로 작용하면서 면역기능 증강, 

항염증작용, 세포의 용해, 신경독 효과, 항세균, 항진균작용 등 각종 약리효과

가 나타나는 것으로 밝혀졌고 각 성분별 약리작용은 많은 연구자들에 의해 다

음과 같이 분석보고 되었다.

  가) Peptides 류

    Peptide 류는 봉독 고형분 구성량의 약 50-60%를 차지하고 있는 봉독의 주성

분으로서 다양한 종류로 구성하고 있는데 각각의 특성은 다음과 같고 아미노산 

조성은 Table 2와 같다.

  (1) Apamin 

    Apamin은 Harbermann과 Reiz(1965)에 의하여 분리되고 Huax(1967)에 의

해 그 구조가 밝혀졌다. 10종 18개의 아미노산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건조 

봉독 중에 2-3%가 함유되어 있다. Melittin과 같이 뇌하수체와 부신체계를 

자극하여 catecholamine과 cortisol을 산출하여 항 염증 작용을 하며 (Vick 

등,1972),  金(1992) 역시 apamin은 보체 활성을 감소시켜 염증반응을 억제한

다고 하 다. 이밖에 신경통에 대한 완화작용, 진통작용, 면역작용, 신경독작

용을 한다고 밝혔다.  

  (2) Melittin 

    Melittin은 12종 26개의 아미노산으로 구성된 polypeptide로 Jentsch(1969)에 

의해 구조가 밝혀졌으며 봉독성분 중 40-50%로 가장 많이 함유되어 있다 

(King 등, 1994). 가장 특징적인 주성분으로서 독성은 강하지 않아 반수 치사량

(LD50)은 rat에서 4mg/kg 정도이며(金, 1992), Dunn 등(1988
a)은  melittin이 뇌

하수체와 부신체계를 자극하여 catecholamine과 cortisol을 산출하고 lysosome

의 막을 안정화시켜 항 염증 작용을 한다고 보고하 고,  Vick 등(1972)도  역시 

봉독을 투여했을 때 血中 cortisol수준이 증가한다고 하 는데 이 cortisol은 체

내의 cyclooxygenase와 lipooxygenase를 억제하여 항 염증반응 및 진통작용을 

한다고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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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balakshmi 등(1999)도 melittin은 강력한 항 세균작용이 있는데 그 작용

기전은 이 성분이 세균 세포막 투과성에 관련된 것 같으나 명확하지 않다고 

하 고, 이 밖에 강력한 용혈작용(Rudenco 등, 1996),  방사선 장해 보호작용, 

면역증강 작용(金, 1992) 등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3) 비만세포 탈과립(MCD) peptide 

    MCD peptide는 Fredholm(1966)에 의해서 분리되었으며 그 후 Hanson 등

(1974)이 그 구조와 기능을 밝히고 peptide 401이라고 명명하 다. MCD 

peptide는 9종 22개의 아미노산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Table 2), 비만세포를 

탈 과립 시키고 비만세포로부터 histamine을 방출하는 작용을 하는데 

hydrocortisone 보다 100배 이상의 항염증작용이 있다(Hanson 등, 1974 ; 

Gauldie 등, 1976).

  (4) Secarpin   

    Secarpin은 건조봉독 중 0.5%이하로 존재하는 미량성분으로 11종 24개의 아

미노산으로 구성되어 있으며(Table 2),  Gauldie 등(1976)에 의하여 분리되었

다. 중추작용과 연관되어 저온증 진정작용을 한다. 포유동물에는 무독하며 

LD50은 rat에서 40mg/kg이다.

  (5) Tertiapin  

    Gauldie 등(1976)에 의해서 분리되어 특성이 보고되었는데 12종 20개의 아

미노산으로 구성되어 있고 (Table 2), 건조 봉독 중 0.1%미만이 들어 있는 

미량성분이며 생물학적 활성에 대해 아직 많이 알려지지 않았다. 비만세포 

탈 과립(MCD) peptide와 유사하여 비만세포를 탈과립하기도 하는데 그 효력

은 MCD peptide에 비하면 약 20% 정도이다

  (6) Melittin F

    Gauldie 등(1976)에 의해서 분리되었으며 12종 19개의 아미노산으로 구성

되었고 건조봉독에 0.01%로 아주 미량이 들어있다. 용혈작용을 하지만 효

력은 melittin에 비해 매우 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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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Minimine

    Lowy 등(1971)에 의해 분리 보고 되었으며 18종 51개의 아미노산으로 이루

어져 있고 건조봉독에 2.3%가 들어있다. 이 물질의 생물학적 활성은 아직 알

려져 있지 않다.

  (8) Adolapin 

    Shkenderov(1982)에 의해 성분 존재가 보고되었으며 건조봉독에 약 1% 정도 

들어 있다. 抗 염증과 진통 및 해열 작용이 있는데, 이와 같은 작용은 

adolapin에 의한 cyclooxy- genase 억제작용이 항 염증작용 및 진통작용의 

기본 기전일 것이라고 하 다. 또한 Koburoba 등(1985)은 이 adolapin은 

prostaglandin 합성효소인 microsomal cyclooxygenase와 血小板에서 

lipoxygenase를 억제하여 항 염증 작용을 한다고 하 으며, 金(1992)도 

adolapin은 비 스테로이드성 약물들의 항 염증 및 진통작용과 상호 관계하며 

염증을 더 가속화시키는 phospholipase A2를 억제하는 작용이 있다고 하 다.

  (9) Protease inhibitor 

    이 물질은 Shkenderov(1973)에 의해 보고되었으며 건조봉독에 0.8% 정도 들

어있다. 이 peptide는  tripsin, thrombin, ficin, papain, plasmin의 단백질 용해

작용을 억제하고. prostaglandine E1 과 histamine 에 의한 염증을 억제하는 

작용을 한다. Plasmin은 염증 유발의 촉발요소라는 것이 알려져 있는데 

protease inhibitor가 이 plasmin의 작용을 억제한다(김, 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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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ble  2.  Composition of amino acids in peptides of honeybee venom 

Amino Acid Apamin Melittin MCD* Secapin Tertiapin Melittin F Minimine

Lysine 1 3 5 2 4 2 4

Histidine 1 0 2 0 1 0 2

Arginine 2 2 2 3 1 2 2

Aspartic acid 1 0 2 2 2 0 6

Threonine 1 2 0 0 0 2 4

Serine 0 1 0 1 0 1 4

Glutamic acid 3 2 0 0 0 2 3

Proline 1 1 1 5 1 1 2

Glycine 0 3 1 1 1 1 4

Alanine 3 2 0 0 1 1 3

Valine 0 2 1 3 0 1 2

Methionine 0 0 0 0 1 0 1

Isoleucine 0 3 4 3 2 2 1

Leucine 1 4 0 0 1 3 3

Tyrosine 0 0 0 1 0 0 2

Phenylalanine 0 0 0 1 0 0 2

Cystine 4 0 4 2 4 0 5

Tryptophan 0 1 0 0 1 1 1

No. of 
amino acids 18 26 22 24 20 19 51

 * MCD : Mast Cell Degranulating peptide (peptide 401)(Kim, 1992)

  

  (10) Procamine

    Peck 등(1978)에 의해 존재와 구조가 보고 되었으며 peptide 중 유일하게 

C-terminal에 histamine을 함유하고 있다. 이 peptide의 생물학적 활성은 봉독

의 방사선 보호성질과 관련되어 있다고 하 다.



- 43 -

  (11) Cardiopep

    Vick(1974)에 의해 분리보고 되었고 심장 활동성 복합체로 동맥혈압, 중심정

맥압, 뇌 활동에 별다른 변화 없이 심장을 정상화시키는 작용이 있다고 하는

데 그 작용기전은 아직 알려져 있지 않다.

  나) 효소 (Enzymes)

    봉독내에는 다양한 종류의 효소가 함유되어 있어 각각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1) Hyaluronidase 

    Baker(1966)에 의해 기능이 보고 되었으며 건조봉독의 2%를 차지하고 있다. 

이 효소는 동물 정자의 두부 첨체외막에도 분비하여 존재하는데 수정능 획득

과정 중에서 일어나는 첨체반응 시 방출되어 卵子의 과립세포를 용해함으로

써 정자가 침입하기 쉬운 나화란 상태를 만드는 효소로서 번식활동에 중요한 

작용을 하며(Hafez, 1987), 봉독의 항원성 성분중의 하나로 봉독에 대한 면역

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독낭내의 hyaluronidase의 량은 출방 12일부터 증가

하기 시작하여 여름철에는 40ug 정도 봉낭에 유지한다(Owen 등, 1990).

  (2) Phospholipase A2 

    천연지방을 가수분해하는 효소로서 봉독중 가장 주된 allergen이며 방사선 

보호체계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하나 그 기전은 불명확하다 (Jentsch, 1972 

; Owen 등, 1990).

  (3) α-Glucosidase

    Shkenderov 등(1979)에 의해 분리되었으며 독성이 없고 토끼에서 면역항체

를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으며 내열성이 없다고 하 다. 

  (4) Acid phosphomonoesterase

    Shkenderov 등(1979)에 의해 α-glucosidase와 같이 분리되어 특성이 조사

되었는데 건조봉독에 1%정도 들어있다. 강한 항원성을 가지며 독성이 없고, 

토끼에서 항체들의 역할을 높이는 작용을 한다고 보고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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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Lysophospholipase (phospholipase B)

    Doery(1964)에 의해 밝혀졌으며 phospholipase A2의 작용억제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진 lysolecitin농도를 0.2㎍/ml 이하로 유지하는 역할을 한다.

  다) 생리적 활성 아민류

  (1) Histamine  

    Histamine은 벌이 1주일령 때부터 발견되며 그 후 점차 양이 증가하여 

35~45일령에 최대로 증가하고 (1,900±860ng/봉독낭) 그 후 점차 감소한다.  봉

독에서 histamine 농도는 계절과 꿀벌의 나이에 따라 다른데 건조봉독에 

0.5-0.7%정도 들어있다. Histamine은 혈압 강화작용, 장관 수축작용, 위산 분

비촉진 작용이 있고 체내에 주입되면 피부에 발적과 팽진을 나타내는 물질이

다(Owen, 1974).

  (2) Dopamine 

    20~25일령 꿀벌에 가장 많고 (1,500±200ng/독낭), 신경전달물질로 알려져 있

다(Owen 등, 1982).

  (3) Norepinephrine 

    Catecholamine의 한 종류인 norepinephrine 은 40일된 꿀벌에 가장 많이 들

어있고 (1,880±170ng /독낭), 기능은 혈관계의 팽창을 조절하며 혈압의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Owen 등, 1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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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ble 3.   Honey bee venom physiological action in body tissue

    Contents             Physiological action 

melittin
세포용해작용(백혈구,비반세포,리소좀,미토콘드리아), 항 

염증작용, 면역작용

apamin 신경통완화, 진통, 항염증, 면역, 신경독 작용

MCD-peptide 401 항염증작용

adolapin 항염증작용, 진통작용, 해열작용

protease inhibitor 단백질과 에스테르 용해 억제작용, 항염증 작용

secapin 저온증, 진정작용

tertiapin 비반세포를 탈 과립 작용

procamine A, B 방사선 보호성과 관련

hyaluronidase 조직분해 작용, 항원성 성분

phosphplipase A2 세포조직의 파괴성, 용혈작용, 촉매작용

a-glucosidase 항체역할 증진

acid 

phosphomonoesterase
항체역할 증진

lysophospholipase 포스폴리파제 A2 작용 억제

histamine 혈압강화 작용, 장관수축 작용, 위산분비촉진 작용

dopamine 신경전달물질

  (Christopher M-H. Kim. 1992)

      기타 유리 아미노산이 봉독중에 1%정도 있고 (Nelson, 1963), carbohydrates

로 glucose 0.7%와 fructose 0.9%가 들어 있으며 5-6종의 lipids가 존재한다

(O'Conner 등, 19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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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료 및 방법

  1) 공시동물과 실험장소

    랜드레이스 모돈 20두에서 생산된 3원교잡 신생 자돈 (랜드레이스 x 요크셔 

ⅹ 듀록) 180두를 무작위로 선발 공시하여 150일 동안 충북 진천군 문백면 소재 

애니피그 번식돈 농장과 4km 격리된 육성돈장에서 2-site 방식으로 2004년 1월 

22일부터 6월 17일 까지 수행하 다.  

  2)  시험돈군 배치

    처리별 이유자돈의 체중으로서 처리별 분만 모돈군의 우열인자를 배제하기 

위하여 과체중과 허약체중의 개체는 제거한 상태에서 균일한 개체를 선발하

여 Table 4와 같이 배치하 다.

 Table 4.  Experimental design for growth performance

                                                                     (head)

Groups Application
No. of pigs

male female total

Control 2 10 10 40

Acupuncture 1 10 10 20

Bee venom T1 2 10 10 40

Bee venom T2 2 10 10 40

Bee venom T3 2 10 10 40

   

    각 처리별 생봉독 시술방법은 Table 5와 같이 대조군은 분만 시 부터 일반 

관행법에 준하 고, 침구처리군은 생봉독을 주입하지 않고 돼지 침구를 이용

하여 생봉독 시술시 동일한 혈위에 자극을 하여 위약효과를 비교하기 위하여 

봉침의 자극과 유사하게 침구로 시술하 고, 생봉독 처리군은 각처리군에서 

생봉독시술은 동일하게 하 고, 항생제 첨가량 수준에 따른 생산성과 육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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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류성을 비교하기 위하여 항생제의 량과 급여기간의 차이성을 보기위하여 

시험을 시행하 다.

 Table 5.  Experimental design for honeybee venom treatments on pigs

Item
Treatments

(table 6)
Experimental ration Heads Remarks

Control
No honeybee

 venom treatment

 Conventional feeding, 

chlorotetracycline (CTC) was added 

at 100 ppm to experimental diets 

during both growing and finishing 

period(100% antibiotics)  

Gilt    20

Barrow 20

 In case of disease, 

antibiotics were 

applied. 

Acupunc

-ture

No honeybee

 venom treatment

Conventional feeding, CTC was 

added at 100 ppm to experimental 

diets during both growing and 

finishing period(100% antibiotics)  

Gilt    10

Barrow 10

In case of disease, 

antibiotics were 

applied. 

Bee venom 

treatment

 1

Honeybee venom 

treatment

TC was added at 50ppm to 

experimental diets during finishing 

period (100% antibiotics)

Gilte   20

Barrow 20

In case of disease, 

beevenom

 treatments were 

applied  

Bee venom 

treatment

2 

Honeybee venom 

treatment

CTC was added at 50ppm to 

experimental diets during finishing 

period (50% antibiotics)

Gilte   20

Barrow 20

In case of disease, 

beevenom

 treatments were 

applied  

Bee venom 

treatment 

3

Honeybee venom 

treatment

TC was added at 50ppm to 

experimental diets during finishing 

period (0% antibiotics)

Gilte   20

Barrow 20

In case of disease, 

beevenom

 treatments were 

applied  

Total 180

   * 대조군은 환돈 발생시 관행법에 준하여 항생제 등 약물처리

   * 침구처리군에서 환돈발생시 항생제등 약물처리(T2처리구는 봉독의 위약효과 확인하

기 위해 생봉독 시술부위와 동일 부위를 자극만 하는　처리구임

   * 생봉독처리군(3.4.5)은 생봉독 시술에 의한 항생제 저감효과를 보기 위하여 수유중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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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과 모돈에 대하여 발생한 염증성 질환과 호흡기 및 소화기, 위축돈 발생시 생봉독 무

처리군과 침구처리군은 일반 관행법에 준하여 약물처리를 하 으며, 봉독처리군에 대하

여는 포유중의 자돈과 모돈에 대하여 염증성 질환과 호흡기 및 소화기 등의 증상이 발생

된 자돈과 모돈에 대하여는 약물을 사용하지 않고 생봉독으로 만 시술하 으며 포유중

에 처리하는 백신 주사는 전처리군에서 동일하게 처리하 다.

 4) 생봉독 시술시기 및 시술부위   

    돈육에 항생제 저감효과를 위한 일령별 생봉독 시술명칭(혈위) 및 생체위치

는 Table 6과 같다.

  Table 6. Acupoints of honeybee venom treatment according to different stage 

Days after 
birth Acupoints Location

0

(In - zung) about 1cm center to the ridge of the 
nose 

CV-8(Du-kou) center of umbilicus

GV-1(Jiao-chao) 1. indentation point between the baseof 
tail and the anus

5 castration 

21, 35, 74
GV-1(Jiao-chao)

2. indentation point between the base 
of tail and the anus

GV-20(Bai-hui)
junction of lumbar and sacral vertebrae 
along the medial plane

 5) 생봉독 처리돈군에 대한 생봉독 단계별 시술방법

   생봉독 처리군에 대한 생봉독 처리는 생시와 5일령(거세 시), 21일령(이유 시), 

그리고 35일령(자돈사 이동 시), 74일령(비육돈사 이동시) 등 5회에 걸쳐 각각 

시술하 다. 시술부위는 죽중과 고교(1984) 및 이와 원(1989)의 시술경혈에 준

하여 생시에는 면역증강을 변화를 위해 교소혈(GV-1, Jiao-chao, 항문과 꼬리 의 

중간의 함몰부), 인중혈(In- zung) 콧등 약 1cm 지점 돌출선 정중앙) 및 두구혈

(CV-8, Du-kou, 배꼽 중앙) 3개소의 혈위에 15일령 이상의 살아있는 외역 일벌

을 1마리씩 핀셋으로 포획하여  지정된 혈위에 접촉하여 직접 쏘이게 하는 방법

으로 시술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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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일령 때는 거세부위에 상처치료를 목적으로 시술부위에 살아있는 일벌 1마리

를 직침 시술하 다. 21일령, 35일령, 74일령에는 이동 스트레스를 경감시키기 

위하여 교소혈(GV-1, Jiao-chao), 백회혈(GV-20, Bai-hui, 십자부)에 생봉을 접

촉하여 각각 1마리씩 직침하 다. 시술혈위는 Table 6 및 Fig. 21과 같다. 

    대조군은 생봉독을 처리하지 않고 관행법에 준하 으며, 침구처리구는 생봉독 

대신 돼지 침구로 생시와 5일령, 21, 35, 74일령에 생봉독 처리군과 유사한 스트

레스 자극을 주기 위하여 생봉독 처리부위와 동일한 부위에 자극하 다. 5일령 

거세시 창상부위는 봉독처리후 약물처리를 하지 않았으며, 대조군과 침구처리

군은 강옥도를 발라주었다.

 (1) 분만 모돈에 대한 처리방법 

   ① 대조군 자돈 선발을 위한 모돈은 관행법에 준하여 생봉독시술을 하지 않음

   ② 침구처리군 자돈 선발을 위하여 모돈의 교소혈위에 침구자극(Fig.4 )

     질병발생시에는  관행법에 준함, 분만직후 1회 교소혈위에 침구자극

   ③ 생봉독처리군 자돈 선발을 위하여 분만직후 모돈의 교소 혈위에 생봉

       1마리 처리

Fig. 4 .  Acupoints of Jiao-chao at postpart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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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신생자돈에 대한 처리방법

  ① 무처리군 자돈은 관행법에 준하여 포유 

  ② 침구처리군은 분만직후에 교소, 두구, 인중혈위에 침구자극(Fig. 5)

  ③ 생봉독 처리군에 대한 시술(Fig.6, 7, 8) 

    분만직후 교소혈, 두구혈, 인중혈위에 각각 1마리씩 생봉독 시술

Fig. 5. Acupoints for honeybee venom treatment of postpartum.

Fig. 6. Acupoints for honeybee venom treatment of piglet at bir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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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Acupoint (Jiao chao, at the indentation site between the base 

of tail and the anus) 

Fig. 8 .  Acupoint (Du kou, at the center of umbilic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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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거세자돈에 대한 처리법 (Fig.9)

    대조군과 침구처리군의 거세시에는 관행법에 준하여 고환부위를 절개하여 

정소를 제거한 다음 약물처리를 하 다. 생봉독 처리군은 거세 직전에 고환 

좌우 부위 정중앙에 1마리씩 두당 2마리씩 아래 그림과 같이 생봉독을 시술

하 다.

 Fig. 9. Acupoints for honeybee venom treatment of piglet

         at 5days after birth.

 (5) 이유자돈에 대한 처리방법

  21일령 이유 직후에 처리별로 다음과 같이 처리를 하 다(Fig.10).

   ① 대조구인 생봉독 무처리 자돈군에 대하여는 관행법에 준하 으며 ② 침구

처리군에 대하여는 생봉독 시술혈위인 백회와 교소혈위에 침구자극을 1회 하

다.

   ③ 생봉독 처리군에 대하여는 21일령 이유직 후에 교소혈위에 1마리, 백회혈

위에 각각 1마리씩 생봉독을 처리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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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0. Acupoints for honeybee venom treatment of piglet at 21, 35

and days after birth

(6) 육성자돈의 수송스트레스 및 질병이 발생새의 처리방법(Fig.11).

   육성자돈의 비육돈사 이전시 수송스트레스 감소를 위하여 대조구인 ① 생봉

독 무처리군은 관행법에 준하 고, ② 침구처리군은 생봉독시술혈위와 동일한 

지점에 침구자극을 하 다.

   ③ 생봉독 처리군에 대한 생봉독 시술은 자돈사에서 비육돈사로 이동 및 체

중측정을 위하여 이동시 스트레스 예방을 위한 백회혈위와 교소혈위에 각 1

마리씩 생봉독을 시술하 다.

   또한 포유자돈시부터 육성 비육돈에 대한 호흡기성 질병발생과 위축돈 발생

시에 대조군과 침구처리군은 관행법에 준하여 항생제 등의 약물에 의하여 치

료를 하 지만, 생봉독처리군에서 호흡기성등의 질병과 운동기성 위축돈 발생

시에는 항생제를 대체한 생봉독으로 시술을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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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1. Acupoints for honeybee venom treatment of pig for 

movingstress decre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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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시술용 생봉선택과 포획 및 생봉독 처리방법

  (1) 시술용 생봉선택

    생봉독 처리에 사용되는 벌은 우리 나라에서 가장 많이 사육하고있는 품종인 이탈

리안(Apis mellifera ligustica)종의 일벌을 사용하 다.  일벌 중에서도 독낭 내의 봉

독량에는 일령별로 차이가 있는데 봉독 저장량은 성충 출방 후 서서히 증가하기 시작하

여 15일령에 0.3mg 정도 되고 18일령 이상되면 더 이상 독액을 생산하지 않는다(김, 

1992). 성충 출방후 19일령부터 외역을 하기 때문에 봉상 소문을 출입하는 외역봉을 포

획하여 시술용으로 이용하 다. 일반적으로 외역봉은 비교적 체구가 크고 머리와 흉부 

및 복부에 체모가 없어져 광택이 나면서 전체적인 색깔은 진한 갈색을 띠고 자극에 민

감하며 강한 공격성이 있어 시술용으로 적합하다. 반면 어린 일벌은 비교적 체구가 작

고 머리, 흉부 및 복부에 가늘고 짧은 체모가 많이 있으며 공격성도 비교적 적으면서 봉

독 분비량도 적다(조 등, 1998). 

  (2) 생봉포획 및 시술방법

  1) 생봉포획 및 시술용 기구 (Fig. 12)

    시술용 생봉포획 및 시술용 기구는 끝이 뾰족하고 강한 봉침시술 전용 핀셋과 투명

한 플라스틱 제품으로 바닥을 제외한 다른 부위는 공기가 잘 통하도록 통기 구멍이 

있는 시술용 이동 봉상을 활용하 다

Fig. 12. Forceps and portable case for honeybee venom trea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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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생봉독시술용 생봉 포획방법

    일벌의 활동이 왕성하지 않을 때에는 봉상소문을 자극하여 일벌이 소문밖으

로 기어 나오도록 유인하여 핀셋으로 벌의 다리를 잡고 시술용 이동봉상에 유

입하 고, 일벌의 활동이 왕성할 때에는 봉상 소문앞에 이동봉상의 문을 일부 

개방하여 외역벌이 스스로 이동봉상으로 들어가게 하는 방법으로 포획하 고, 

벌이 전혀 활동하지 않는 월동기에는 봉상 뚜껑을 일부 개방하여 소비에 부착

된 일벌을 핀셋으로 포획하여 시술용 봉상에 유입하 다.

  3) 생봉독 시술방법 

    시술용 봉상에서 핀셋으로 포획된 벌을 꺼내어 지정된 시술혈위에 벌이 살아

있는 상태에서 접촉시켜 직접 쏘이게 하는 생봉직침 방법으로 시술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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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시험사료

  본 실험에는 사육단계별로 2단계의 시판사료를 사용하 고 각 사료별 성분조성은 

Table 7과 같다. 

1) Mineral primix : FeSO4.. 39,500mg ; CoSO4 156mg; CuSO4.67,000mg, 
   MnSO4, 20,840mg; ZnSO4 40,000mg;   Se(Na),100mg
2) Vitamine premix : Vit. A, 2,700,000IU; Vit. D3, 400,000IU; Vit. E, 15,000IU;
   Vit. K3, 850mg; Vit. B1, 500mg;  Vit. B2, 2,500mg;  Vit. B6, 850mg; Vit.12, 8mg
   Pantotenic acid, 6,000mg; Niacin, 15,000mg; Biotin, 225mg; Folic acid, 250mg; 

Anti oxidation, 6,000mg. 

 Table 7 . The formula and chemical composition of basal diets(%) 

Item
Growing period Finishing period

 8~50kg 50~110kg

Corn 50.0 55.0

Soybean meal 25.0 20.0

Rice bran 3.0 2.5

Lupine 5.0 5.0

Wheat bran 5.0 5.0

Rape seed meal 1.0 1.0

Tallow 3.6 3.6

Molasses 3.0 3.0

Calcium phosphate 1.56 0.80

Lysine 0.52 0.40

Methionine 0.51 0.08

Mineral primix 1) 0.55 0.25

Nacl 0.30 0.30

Vitamine primix 2) 0.12 0.12

Compound mixture 0.84 2.95

Total 100 100

Chemical composition

DE (Mcal / kg)

Crude protein (%)

Crude fat (%)

Crude fiber (%)

Crude ash (%)

Ca (%)

P (%)

3,550

18.0

4.0

5.0

8.0

0.47

0.42

3,440

15.3

3.0

5.0

8.0

0.40

0.35

Lysine (%) 0.95 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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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사양관리

  각 사육단계별로 동복자돈을 같은 돈방에 배치하여 사양관리 하 으며 생봉독 처리

군과 대조군 모두 사료와 물은 자유 채식토록 하 다. 공시자돈은 14일령에 조기이

유하고 30일령까지 인공포육실에서 사육하 다. 30일령에 자돈사로 이동하 고, 74

일령에 비육돈사로 이동하 다. 숫컷 자돈은 3일령에 거세를 실시하 고, 주요질병에 

대한 질병 예방접종은 돼지 질병예방 프로그램(국립수의과학 검역원, 1999)에 의해 

생봉독 처리군과 대조군의 호흡기질병(위축성비염, 파스튜렐라 폐렴, 흉막폐렴) 3종 

혼합백신을 3주령과 5주령에 각각 주사하 고, 돈콜레라 백신은 6주령과 8주령에 각

각 주사하 다.  

9. 조사항목 및 조사방법

  1) 증체량 및 사료효율

    체중측정은 이유시(21일령), 인공포육 종료시(30일령), 자돈사종료시(74일령), 

비육돈종료시(150 일령)로 4회에 걸쳐 각 개체별로 측정하 다.

    사료섭취량은 각 돈방별로 매 사료 급여시마다 급여량을 기록하고, 사육단계별로 

체중을 측정한 후 돈방별로 사료잔량을 조사하여 사료섭취량을 측정하 다.

    사료효율은 사육단계별로 돈방당 평균 사료섭취량을 평균 증체량으로 나누어 계산

하 다. 

  2) 질병발생율 및 생존율 조사

    각 사육 단계별 시험중에 질병발생율을 조사하고, 출하시 까지 폐사두수와 생존율

을  조사하 다.

  3) 생봉독 처리효과 구명(침구처리구 vs 생봉독처리구)

    각 처리별로 증체량, 사료효율, 질병발생 및 치료결과를 분석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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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항생제 저감가능성 구명

    대조구와 침구처리구에는 관행법에 준하여 항생제를 첨가하여 급여하고, 생

봉독처리 1구는 생체중 50kg 이후에 항생제를 무첨가 급여하고, 생봉독 처리 

2구는 생체중 50kg이후에 기존 항생제 첨가량의 50%를 급여하고, 생봉독 처

리 3구는 생체중 50kg 이후에 관행법에 준하여  100% 항생제를 첨가하여 급

여한 다음 증체중, 사료효율, 질병발생 및 치료 결과를 비교 검토하여 항생제 

급여에 대한 최적 수준을 조사분석한다.

  5) 혈액내 면역증강물질 조사

    이유시, 비육돈 이동시, 도체시에 경동맥에서 혈액을 채취하여 면역증강물질

을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분석한다.  

   <면역학적 의의: 제가 알고 있는 지식은 인체에 적용되는 내용이라 동물에   

    대한 사실과는 다를 수도 있음을 밝힙니다.>

   ① WBC count: 내외부의 특별한 자극요인 없이 WBC 숫자가 낮은 것은 면

역력의 저하를 시사합니다. Cortisol과의 연관성에 대해서만 말씀드리자면,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으로서 cortisol이 증가하게 되고 이는 다시 혈중 WBC 

특히 호중구 숫자의 증가를 가져온다고 알려져 있음.

   ② Neutrophil: 신체에 침입한 외부물질에 대해 탐식하는 세포로서 주로 세균

성 감염에 대한 저항 기재로 알려져 있음.

   ③ Lymphocyte: 타 면역세포를 자극하거나 직접 탐식을 담당하는 세포로서 

주로 종양이나 바이러스에 대한 저항 기재로 알려져 있음.

   ④ Monocyte: 타 면역세포에서 자극을 받아 탐식을 담당하는 세포로서 주로 

종양이나 바이러스에 대한 저항 기재로 알려져 있음.

   ⑤  Immunoglobulin: 혈액 내 여러 단백질 중에 면역기능이 주된 단백질로서  

 혈액 중의 항체를 집단적으로 일컫는 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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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혈액내 호르몬 수준 조사

    이유시, 비육돈 이동시, 도체시에 경동맥에서 혈액을 채취하여 혈액내 호르

몬 수준을 분석한다.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① ACTH, cortisol: Radioimmunoassay (RIA) 법, 분석물질에 대해 방사능  

   동위원소가 부착된 항체를 선택적으로 결합시켜 대조군에 대한 방사능시그날  

   강도를 측정합니다. 그런 다음 농도를 알고 있는 표준물질과 방사능 시그날과  

   의 관계를 나타낸 직선 그래프에 측정된 시그날을 적용하여 농도를 산출함.

   ② WBC count: Impedence법, EDTA 항응고 처리된 전혈을 이용 자동화 혈

구 측정기인 Advia 120 (Bayer)으로 측정함.

   ③  Differential count: 슬라이드에 EDTA 항응고 처리된 혈액을 한 방울  

one-layer로 도말하여 Wright 염색한 후 1000배 시야에서 현미경으로 100

개의 세포를 감별계수합니다. Neutrophil (호중구), monocyte (단핵구), 

lymphocyte (림프구), eosinophil (호산구), basophil (호염구)의 절대값은 

WBC count에 감별계수에서 얻은 %를 곱하여 산출함.

   ④  Immunoglobulin: 혈청을 agarose gel에 적하하여 전하에 따른 전기영동

을 통해 gamma  부위에 있는 immunoglobulin을 분획하여 뷰렛법으로 측정

한 전체 protein 농도를 곱해서 산출함.

  7) 경제성 분석

    처리별로 증체량, 사료섭취량, 사료효율과 생산지수를 분석하고, 질병발생에 

따른 치료효과 등을 분석하여 처리별 경제성을 분석한다. 

10. 통계분석 

  본 실험에서 얻은 자료 중  체중, 증체량, 사료요구율에 대한 통계처리는 SAS ]

선형모델(general linear model)에 의해 분산분석을 실시하 고 분산분석결과 유의성 

인정되는 부분에 대하여 Turkey’s test 를 실시하여 처리간 유의차를 검정하 다

(SAS, 1996). 이유 시 생존율, 육성율 및 출하율에 대하여는  X2 test(김 등, 1998)로 처

리간 유의차를 검정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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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과 및 고찰

 1) 이유자돈 사육성적

  ① 증체량

    21일령 이유자돈(시험사육기간; 2004년 2월24일 ~ 4월9일, 46일간)의 처리별, 자

웅간 증체량은  Table 8, 9, 10과 같이 측정되었다. 처리별 암퇘지의 두당 평균 

증체량은 침구처리구서 21.92kg으로 가장 높아 일당 477g의 증체량을 보여주

었는데 이는 돈방 도가 10두로서 다른 처리구보다 여유가 있어 성장이 촉진

된 것으로 사료된다. , 다음은 생봉독 처리 1구 암컷에서 20.48kg의 증체량에 

445g의 일당증체량을 보여주었고, 생봉독 처리2구의 암컷에서 19.93kg 증체량

에 일당 433g씩 성장하 고, 대조구의 암컷에서는 18.24kg에 일당 399g의 증

체량을 나타냈고, 처리구중에서 가장 저조한 생봉독 처리 3구에서  일당 368g

의 증체량에 평균 18.16kg 증체로 유의하게 저조하 다 (P<0.05).

 Table 8.  Effects of  honeybee venom treatments on body weight gain and

           feed efficiency of weaning  piglets(gilt). 

Treatments
Average body weight(kg)

BWG*(kg)
ADG*

*(g)

ADFI***

(g)
F/G

Initial Finish

Control 6.63±0.78 24.87±3.13 18.24±3.05 399 615 1.54±0.25

Acupuncture 6.41±0.92 28.33±4.15 21.92±3.14a 477 773 1.62±0.27

Bee venom Ⅰ 6.54±0.85 27.02±3.95 20.48±3.13 445 668 1.50±0.27
a

Bee venomⅡ 6.52±0.98 26.45±3.79 19.93±2.86 433 680 1.57±0.22

Bee venomⅢ 6.80±1.12 24.96±4.56 18.16±3.94b 395 655 1.66±0.31
b

   Values are expressed as the mean±SE(n=20)

 
 a,b Means±SE with different superscription within the same row differ(P<0.05).

* BWG : Body weight gain

** ADG : Average daily gain 

*** ADFI : Averrage daily feed inta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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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세 이유자돈의 처리별 두당 평균증체중은 Table 9와 같이 생봉독 처리1구에

서 일당증체량 420g에 평균증체중 19.32kg으로 가장 높았는데 비하여 생봉독처리 3구

에서 16.90kg의 총증체중에 일당 368g으로 처리간 2.42kg의 유의한 증체중 차이를 보

여주고 있다(P<0.05). 대조구와 침구처리 및 생봉독 처리2구에서는 각각 17.92kg, 

17.76kg, 17.8kg으로 비슷한 정도로 증체를 하 다. 

 Table 9. Effects of  honeybee venom treatments on body weight gain and

         feed efficiency of weaning  piglets(barrow). 

Treatments
Average body weight(kg)

BWG(kg) ADG(g) ADFI(g) F/G
Initial Finish

Control 6.94±0.63 24.86±3.45 17.92±2.89 388 669 1.72±0.30b

Acupuncture 7.64±1.03 25.40±3.78 17.76±2.77 386 646 1.66±0.31

Bee venom Ⅰ 6.71±0.88 26.03±4.02 19.32±3.54a 420 693 1.65±0.26

Bee venomⅡ 7.07±0.82 24.91±4.21 17.84±3.24 388 621 1.60±0.24

Bee venomⅢ 7.04±1.20 23.94±4.24 16.90±2.90b 368 540 1.47±0.36a

 Values are expressed as the mean±SE(n=20)

 
a,b 
Means±SE with different superscription within the same row differ(P<0.05, 

P<0.01)

    처리별 자웅 평균일당증체중은 Table 10과 같이  생봉독처리 1구에서 일당증

체중은 433g 이었고, 종료시 체중 26.52kg으로서 19.90kg의 증체량을 보여 처

리구 중에서 가장 높았으며(P<0.05), 대조군의 18.08kg에 비하여 두당 1.82kg

의 증체량을 보여주었으며, 생봉독 처리3구에서 17.53kg으로 가장 낮은 증체

량을 나타내었다. 이와 같은 이유는 생봉독 처리 3구에서의 자돈방의 위치가 

다른 처리구보다 중앙에 위치하여 환기가 불량한 상태에서 호흡기성 질환이 

발생되었으며, 사료섭취량도 감소되어 증체량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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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침구처리구에서 다른 처리구에 비하여 성장이 약간 촉진되었는데 이는 다른 

처리구의 자돈군보다 사육 도에서 1/2로 낮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사료효율이 약간 낮아진 이유는 도가 낮아 활동량이 많아 체유지 

양소 소모량이 높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자웅간의 체중에서는 각 처리구에서 암컷보다 수컷에서 약간 저조하 는데 

이와 같은 이유는 초기 거세스트레스 충격으로 보상성장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Table 10. Effects of honeybee venom treatments on average body weight  

        gain and feed efficiency in weaning piglets. 

Treatments
Average body weight(kg)

BWG(kg) ADG(g) ADFI(g) F/G
Initial Finish

Control 6.78±0.71 24.86±3.29 18.08±2.97 394 642 1.63±0.28

Acupuncture 7.02±0.98 26.86±3.97 19.86±2.96a 432 707 1.63±0.29

Bee venom Ⅰ 6.62±0.86 26.52±3.99 19.90±3.34a 433 681 1.58±0.27

Bee venomⅡ 6.79±0.90 25.68±4.00 18.89±3.05 411 651 1.59±0.23

Bee venomⅢ 6.92±1.16 24.45±4.40 17.53±3.92b 382 598 1.57±0.34

 Values are expressed as the mean±SE(n=40)

 a,b Means±SE with different superscription within the same row differ(P<0.05).

  ② 사료효율

    처리별, 자웅간 사료섭취량과 사료효율 Table 8, 9, 10과 같이 분석되었다. 이유 암퇘

지에서 1일 두당 평균  사료섭취량과 사료효율은 처리간에 일정한 경향은 보이고 있

지 않았다. 사료섭취량은 침구처리구에서 773g으로 섭취량이 가장 많았지만 1.62의 사

료효율을 나타내어 대조구 1.54보다 사료효율이 저조하 고, 생봉독처리 1과 2의 사료

효율 1.50, 1.57보다 사료효율이 낮았다. 사료효율은 생봉독 처리1구에서 1.50에 일당 

섭취량 668g으로 가장 사료효율이 개선되었으며(P<0.05) 생봉독 처리 3구에서 1.66 

보다 0.16의 차리를 보여주고 있다. 

    거세자돈의 사료섭취량과 사료효율은 사료를 적게 섭취한 생봉독처리 3구에서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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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1일 540g의 사료를 섭취하여 1.47의 사료효율 개선효과를 나타내어(P<0.01) 대

조구의 1.72효율보다 0.25의 효율성 차이를 성장초기에 유의하게 보여주고 있다. 

침구처리구와 생봉독처리 1구와 2구에서는 각각 1.66, 1.65, 1.60순으로 사료효율이 

측정되어 이들 모두는 대조구보다 사료효율이 개선된 결과를 보이고 있다.

    처리별 자웅 평균 사료섭취량과 사료효율은 침구처리구에서 1일 707g의 사료를 섭취

하면서 1.63의 사료효율을 보여 처리구중에 대조구와 함께 가장 저조하 고, 생봉독 

처리 1, 2, 3구에서 각각 1.58, 1.59, 1.57 순으로 유사한 수준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대조구에 비하여 생봉독처리구의 이유자돈 자웅 두당 평균사료효율은 

생봉독 각 처리구에서 1.57 - 1.59 수준으로 무처리구와 침구처리구에서 1.63

보다 약 3%정도 높게 분석되었다. 가장 사료효율이 낮은 생봉독 처리 3구의 

돈방 위치가 중앙에 위치하여 다소 환기불량의 결과를 나타내어 사료섭취량

이 다른 처리구보다 적었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③ 질병발생 및 폐사 자돈수

    생봉독 무처리구에서는 호흡기성 증세가 미약하게 발생될 때마다 항생제 및 

해열제를 주사하 으며(15두 3회), 침구처리구에서 호흡기성 증세의 개체가 

발생되어 인중혈위와 교소혈위에 침구처리를 하 지만 효과가 없어 항생제와 

해열제 주사제를 주입하 다(10두발생 3회주사). 

    생봉독 처리 1, 2, 3구에서의 호흡기성 증세가 발생시 약물 대체 생봉으로 

인중혈위와 교소혈위에 각각 1마리씩 시술하는 방법을 적용하 다. 총 120두 

중 32두 발생 3회 시술하 다. 

    전지 관절 이상의 위축돈은 4두 발생하 는데 발생즉시 관절환부에 1마리의 

생봉독을 시술하 다. 소화기성 질환 질환은 전처리구에서 발생되지 않았다. 

    자돈 폐사수는 생봉독 무처리구에서 40두중에 1두(암컷)가 발생하 으며, 생

봉독 전처리구 120두 중에서 2두(생봉독 3처리구에서 암컷과 수컷 각1두) 발

생하 다. 침구처리구에서는 발생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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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비육돈 전기 사육성적

  ① 증체량

    비육돈 전기(사육시험사육기간; 2004년 4월12일 ~ 6월 22일, 74일간)성적은 

Table 11, 12, 13과 같이 분석되었다. 비육전기 시작 직후인 4월 5일부터 4월 

13일 까지 저온상태가 지속되면서 단열성이 적은 유창돈사로서 온도조절이 

되지 않아 돈군전체에서 호흡기성 질환이 산발적으로 발생되어 약 2주일 정

도 사료섭취량이 감소되면서 증체가 미약한 상태로 진행되면서 5월 이후에야 

정상적으로 사료섭취를 하면서 성장이 시작되는 현상이 발생되었다. 

    육성전기 암퇘지의 증체량은 생봉독 처리 3구에서 53.71kg에 일당 726g의 

증체량을 나타내어  처리구 중에서 가장 성장이 높았고, 다음은 대조구에서 

51.49kg, 생봉독 처리1구에서 51.48kg, 생봉독처리 2구에서 51.22kg, 침구처리

구에서 49.67kg 순으로 증체량 차이를 보이고 있어 이유자돈 기간동안 처리별 

증체중과 일정한 경향을 보이지 않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Table 11. Effects of  honeybee venom  treatments on body weight gain     

        and feed efficiency of growing gilt. 

Treatments
 Average body weight(kg)

BWG(kg) ADG(g) ADFI(g) F/G
Initial Finish

Control 24.87±3.13 76.36±5.47 51.49±4.86 696 1,684 2.42±0.31

Acupuncture 28.33±4.15 78.00±5.86 49.67±5.04 671 1,684 2.51±0.39

Bee venom Ⅰ 27.02±3.95 78.50±4.69 51.48±3.98 696 1,719 2.47±0.30

Bee venomⅡ 26.45±3.79 77.67±4.99 51.22±4.23 692 1,716 2.48±0.42

Bee venomⅢ 24.96±4.56 78.67±7.45 53.71±6.28 726 1,808 2.49±0.52

 Values are expressed as the mean±SE(n=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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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성전기 거세돈의 처리별 증체중은 암컷에서와 유사한 현상으로 생봉독 처리3구

서 58.56kg으로 처리간에 가장 높은 증체중을 보여주어 최저 증체중인 생봉독 처

리구 52.72kg과는 5.84kg 의 유의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P<0.05). 대조구의 증체

중은 55.70kg으로서 침구처리구보다는 높았지만 생봉독 처리 2구와 3구보다는 저

조하 다. 

    암컷과 수컷간의 증체량 차이는 처리구 중에서 암컷은 침구처리구에서 

49.67kg ~ 53.71kg(생봉독 3처리구)의 범위로 약 4kg의 증체차이를 보여주었

고,  수컷은 생봉독 1처리구에서 52.72kg으로 가장 낮았고, 생봉독 3처리구에

서 58.56kg으로 5.8kg의 차이를 보여주어 암컷보다는 수컷에서 처리간 1.8kg 

증체량이 높았다.

 Table 12  Effects of honeybee venom treatments on body weight gain and

           feed efficiency of growing barrow. 

Treatments
Average body weight(kg)

BWG(kg) ADG(g) ADFI(g) F/G
Initial Finish

Control 24.86±3.45 80.56±6.21 55.70±5.65 753 1,860 2.47±0.35

Acupuncture 25.40±3.78 79.15±6.98 53.75±6.13 726 1,729 2.38±0.53

Bee venom Ⅰ 26.03±4.02 78.75±5.33 52.72±4.12b 712 1,687 2.37±0.38

Bee venom Ⅱ 24.91±4.21 80.92±5.04 56.01±4.17 757 1,779 2.35±0.39

Bee venom Ⅲ 23.94±4.24 82.50±8.61 58.56±7.45
a 791 2,009 2.54±0.48

 Values are expressed as the mean±SE(n=20)
 a,b Means±SE with different superscription within the same row differ(P<0.05).

    비육전기에서 성장속도가 가장 빠른 처리구는 생봉독 3처리구의 수컷에서 

58.56kg으로서 일당 증체중 791g 이었고, 최저 증체는 침구처리구 암컷에서 

49.67kg으로 최고 증체처리구에 비하여 약 10kg의 차이를 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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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암수평균증체량은 생봉독 3처리구에서 56.14kg으로 가장 높으면서 일당증체

량은 759g을 보여주었다. 최저 증체량은 생봉독 무처리구에서 51.61kg으로 두

당 4.53kg의 차이를 보여주었다. 이와 같이 생봉독 3처리구에서 성장이 높았

던 이유는 3처리구에서 2두가 호흡기성 질환으로 폐사되면서 사육 도가 개

선되었고, 호흡기성 질환 치료 및 예방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생봉독을 시술한 

효과인 것으로 사료된다. 

 Table 13.  Effects of honeybee venom  treatments on average  body weight  

         gain and feed efficiency of growing pigs. 

Treatments
Average body weight(kg)

BWG(kg) ADG(g) ADFI F/G
Initial Finish

Control 24.86±3.29 78.47±5.84 51.61±5.26b 725 1,775 2.45±0.33

Acupuncture 26.86±3.97 78.58±6.42 51.72±5.59 699 1,711 2.45±0.46

Bee venom Ⅰ 26.52±3.99 78.63±5.01 52.11±4.05 702 1,699 2.42±0.34

Bee venom Ⅱ 25.68±4.00 79.30±5.02 53.62±4.20 725 1,746 2.41±0.41

Bee venom  Ⅲ 24.45±4.40 80.59±8.03 56.14±6.97a 759 1,858 2.45±0.50

 Values are expressed as the mean±SE(n=40)

  a,b Means±SE with different superscription within the same row differ(P<0.05).

  ② 사료효율

    처리별 자웅간 사료효율과 사료섭취량은  Table 11, 12, 13에서 보여주고 있다.  

    암퇘지의 처리별 사료효율은 침구처리구에서 2.51로 처리구중에서 가장 저조

하 고, 대조구에서 2.42로 처리구중에서 효율성이 높았지만 나머지 생봉독 

처리1, 2, 3구의 각각 2.47, 2.48, 2.49와는 큰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두당 1일 

평균 사료섭취량은 생봉독 처리3구에서 1,808g으로 가장 많았고, 생봉독 처리 

1구와2구에서는 각각 1,719g와 1,716g을 섭취하 고, 대조구와 침구처리구에서

는 1,684g으로 같은 량을 섭취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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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세돈의 처리별 사료효율은 생봉독 처리 2구에서 2.35로 처리구중에서 효율

성이 가장 높아 대조구의 2.47과는 0.12의 차이를 보이고 있고, 침구처리구는 

2.38, 생봉독 처리1구는 2.37로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지만 생봉독 처리3구

의 2.54와는 0.19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사료섭취량은 사료효율성이 가장 

우수한 생봉독 처리2구에서는 1,779g을 섭취하여 사료효율이 저조한 생봉독 

처리3구에서 2,009g과은 1일 두당 230g의 사료섭취량 차이로 처리구중에서 가

장 많은 섭취량을 보여주고 있으며, 대조구의 1,860g과 생봉독 처리 2구와는 

1일 81g의 섭취량 차리를 보여주고 있다.

    처리간 사료효율은 생봉독 처리 2구의 수컷에서 2.35로서 가장 높은 개선효

과를 보여주었고, 침구처리구의 암컷에서 2.51로 효율성이 가장 낮았다. 

    처리간 암수 평균 사료효율은 생봉독 처리구 2구에서 2.41로 가장 효율성이 

개선되었고, 생봉독 1처리구에서는 2.42로서 0.01차이를 보여주었고,  생봉독 

처리 3구와 대조구, 침구처리구에서 모두 2.45로서 생봉독처리 2구보다 0.04정

도로 1.6%정도 낮은 수준으로 분석되었다. 

    처리간 암수 평균 두당 사료섭취량은 사료효율이 저조한 생봉도 처리3구에

서 1,858g을 섭취량이 높아서 사료효율이 가장 많이 개선된 생봉독 처리2구의 

1,746g과는 112g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③ 질병발생 및 폐사 돈수

    4월초에 자연기온이 갑자기 5℃ 이하로 1주일동안 낮아지면서 실험돈군 전

체에서 다발적으로 호흡기성징후가 발생되어 생봉독 무처리구에서는 항생제 

및 해열제를 주사하여 치료가 되었으며, 침구처리구는 침구처리를 하 지만 

효과가 없어 항생제와 해열제 주사제를 주사하여 치료를 하 다. 생봉독 처리 

1, 2, 3구에서도 호흡기성 증세가 간헐적으로 발생되어 약물주입 대체물로서 

생봉으로 인중혈위와 교소혈위에 각각 1마리씩 시술하는 방법을 적용하여 호

흡기 증세가 회복되었다. 육성돈 폐사는 모든 처리구에서 발생되지 않았다.



- 69 -

 4) 비육돈 후기 사육성적

  ① 증체량

   비육돈 후기의 사육성적(시험사육기간; 2004년 6월23일 ~ 7월 22일, 30일간)은 

Table 14, 15, 16과 같이 조사되었다. 

    처리간 암퇘지의 두당 평균증체중은 대조구에서는 26.14kg으로 1일 871g의 증체

량을 나타난데 비하여 생봉독 처리 2구에서는 27.93kg으로 1.79kg의 차이를 보이

고 있고,  일당 두당 증체량 931g으로 60g의 증체량 차이를 보이고 있고, 처리구간

의 비교에서는  생봉독 처리 3구에서는 21.63kg으로 처리 2구에 비하여 6.30kg의 

차이를 보여  유의한 증체효과를 보이고 있다(P<0.05).

 Table 14.  Effects of honeybee venom treatments on body weight gain and

            feed efficiency of fattening gilt.

Treatments
Average body weight(kg)

BWG(g) ADG(g) ADFI(g) F/G
Initial Finish

Cntrol 76.36±5.47 102.51±8.76 26.14±6.13 871 3,085 3.54±0.65

Acupuncture 78.00±5.86 104.50±11.62 26.50±4.65 883 3,129 3.54±0.62

Bee venom Ⅰ 78.50±4.69 104.00±8.55 25.50±4.86 850 3,022 3.56±0.52

Bee venom Ⅱ 77.67±4.99 105.60±7.02 27.93±4.06a 931 3,179 3.42±0.58

Bee venom Ⅲ 78.67±7.45 100.30±9.13 21.63±5.69
b

721 2,702 3.75±0.49

  

Values are expressed as the mean±SE(n=20)

   a,b Means±SE with different superscription within the same row differ(P<0.05).

    처리간 암거세돈의 두당 평균증체중은 대조구에서는 25.344kg으로 1일 845g의 증

체량을 나타난데 비하여 생봉독 처리 1구에서는 29.75kg으로 4.41kg의 차이를 보

이고 있고,  일당 두당 증체량 992g으로 147g의 증체량 차이를 보이고 있고, 생봉

독 처리 2구와는 3.04kg의 차이로 일당 100g이상의 차리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생봉독 처리 3구에서는 암컷보다도 성장이 늦어져 20.30kg으로 나타나 처리간에 

유의한 증체차이를 보이고 있다(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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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ble 15.  Effects of  honeybee venom  treatments on body weight gain and

            feed efficiency of fattening barrow.

Treatments
Average body weight(kg)

BWG(g) ADG(g) ADFI(g) F/G
Initial Finish

Control 80.56±6.21 105.90±10.45 25.34±7.02 845 2,996 3.55±0.48

Acupuncture 79.15±6.98 106.30±13.14 27.15±5.42 905 3,336 3.69±0.59
b

Bee venom Ⅰ 78.75±5.33 108.50±7.14 29.75±5.04
a

992 3,394 3.42±0.61

Bee venom Ⅱ 80.92±5.04 109.31±6.57 28.38±5.46 946 3,213 3.40±0.51
a

Bee venom Ⅲ 82.50±8.61 102.80±8.43 20.30±7.21
b

677 2,388 3.53±0.57

 Values are expressed as the mean±SE(n=20)

 
 a,b 
Means±SE with different superscription within the same row differ(P<0.05).

    비육돈 후기의 처리간 최고 증체량은 생봉독 처리 1구의 수컷에서 평균 29.75kg

으로 일당증체량 992g이었고, 최저치는 생봉독 처리 3구에서 20.3kg으로 일당증체

중 677g으로 나타나 9.45kg의 증체량 차이를 보여주었다. 처리간 자웅 평균증체량

은 생봉독 2처리구(전기사료중에 항생제 상용투여량의 50%급여구)에서 28.15kg으

로 일당증체량은 938g으로 처리구중에서 가장 높았으며, 생봉독 3처리구(비육중기

에 생체중 50kg이후부터 항생제 무투여 사료급여구 )에서 비육전기와는 달리 

20.97kg으로 생봉독 2처리구에서 보다 7.12kg의 차이를 보 다. 이와 같이 성장이 

부진한 이유는 생봉독 3처리군의 돈방 위치가 중앙에 위치하면서 6월과 7월의 유

창돈사에서의 서열 조절능력 부족으로 서열피해의 원인으로 사료섭취량 감소에 의

한 결과인 것으로 사료된다. 한편 대조구와 침구처리구의 증체량은 각각 25.74kg과 

26.83kg으로 성장하여 생봉독 2처리구보다 각각 2.41kg과 1.32kg의 평균 증체량이 

적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암컷과 수컷의 증체중은 대조군과 생봉독 3처리구에서 암컷보다는 수컷의 증체중

이 약간 낮은 것으로 측정되었으며, 침구처리군과 생봉독 1, 2처리군에서는 수컷에

서 증체량이 높게 분석되었는데 생봉독 1처리군의 수컷에서는 암컷보다 4.25kg의 

성장이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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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ble 16. Effects of honeybee venom treatments  on average body weight  

        gain and feed efficiency of fattening pigs.

Treatments
Average body weight(kg) BWG

(kg)
ADG(g) ADFI F/G

Initial Finish

Control 78.47±5.84 104.21±9.61 25.74±6.58 858 3,041 3.55±0.57

Acupuncture 78.58±6.42 105.40±12.38 26.83±5.04 894 3,233 3.62±0.61

Bee venom Ⅰ 78.63±5.01 106.25±7.85 27.62±4.95 921 3,208 3.49±0.57

Bee venom Ⅱ 79.30±5.02 107.45±6.80 28.15±4.76
a

938 3,196 3.41±0.55

Bee venom Ⅲ 80.59±8.03 101.55±8.78 20.97±6.45
b

699 2,545 3.64±0.53

Values are expressed as the mean±SE(n=40)

  a,b Means±SE with different superscription within the same row differ(P<0.05).

 ② 사료효율

    비육후기의 처리간 사료효율은 증체중이 높은 생봉독 2처리구의 수컷에서 

3.40으로 가장 우수하 고, 최저수준은 성장속도가 늦은 생봉독 처리 3구의 

암컷에서 3.75로 분석되어 9.4% 차이를 나타내었다. 처리간 자웅평균 사료효

율은 생봉독 처리2구에서 3.41로 가장 우수하 고, 다음은 생봉독처리 1구에

서 3.49, 대조구에서 3.55, 침구처리구에서 3.62, 생봉독처리 3구에서 3.64의 순

으로 생봉독처리구와 무처리간의 일정한 경향을 보이지 않았다. 사료효율이 

가장 우수한 생봉독 2처리구와 가장 저조한 생봉독 3처리구 간의 처리간 자

웅평균 사료효율의 차이는 약 6.5%의 차이를 타나내었고, 전기간 항생제 처리

구인 대조구와는 약 3.9%의 차이를 나타내었다. 

    사료효율은 증체량이 높은 생봉독 2처리군의 수컷에서 3.41이었고, 생봉독처

리 3구에서 3.64로서 0.23의 차이를 보여주었다. 이와 같이 증체량이 낮은 처

리구에서는 사료효율도 저하되는 전형적인 현상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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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질병발생 및 폐사 돈수

    비육후기에서의 질병발생 및 폐사된 육성돈은 발견되지 않았으며, 생봉독 3

처리군에서 3두가 앞다리 무릎관절 부종이 발생되어 두당 5마리의 생봉독을 

3일 간격으로 2회 시술하여 회복되었다.

5. 비육 전체기간 사육성적

  1) 증체량

    이유자돈 시부터 비육돈 완성기간 까지 (시험사육기간; 2004년 2월24일 ~ 7월, 150일간) 

비육 전체 기간동안의 증체량은 Table 17, 18, 19와 같이 분석되었다. 

    처리별 암컷의 증체량은 생봉독처리 2구에서 99.08kg으로 가장 높았고, 침구처리구

에서 98.09kg, 생봉독처리 1구에서 99.08kg, 무처리구에서 95.88kg, 생봉독처리 3구

에서 93.50kg 순으로 최고치와는 5.58kg의 차이를 보여주었으며 대조구와는 3.2kg 

증체량이 높아 3.3% 증체율이 높았다. 

 Table 17. Effects of honeybee venom treatments on body weight gain and

            feed efficiency of gilt for whole growing stage. 

Treatments
Average body weight(kg)

BWG(kg) ADG(g) ADFI(g) F/G
Initial Finish

Control 6.63±0.78 102.51±8.76 95.88±8.76 639 1,636 2.56±0.40

Acupuncture 6.41±0.92 104.50±11.62 98.09±9.96 654 1,694 2.59±0.43

Bee venom Ⅰ 6.54±0.85 104.03±8.55 97.49±7.02 650 1,657 2.55±0.36

Bee venom Ⅱ 6.52±0.98 105.60±7.02 99.08±7.21a 661 1,691 2.56±0.41

Bee venom Ⅲ 6.80±1.12 100.30±9.13 93.50±8.84b 623 1,633 2.62±0.44

  Values are expressed as the mean±SE(n=20)

 
 a,b 
Means±SE with different superscription within the same row differ(P<0.05).

    수컷에서의 처리별 증체중은 생봉독 처리 2구에서 102.23kg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

은 생봉독처리 1구에서 101.79kg, 무처리구와 침구처리구에서는 각각 88.96kg, 

88.66kg으로 비슷하 고, 생봉독 3처리구에서는 95.76kg의 순으로 나타냈다. 따라서 

최고치와 최저치의 차이는  6.47kg으로 나타났으며 대조구보다는 3.2kg의 증체량 

차이로서 암컷과 같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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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ble 18. Effects of honeybee venom treatments on body weight gain and

            feed efficiency of borrow for whole growing stage. 

Treatments
Average body weight (kg)

BWG(kg) ADG(g) ADFI(g) F/G
Initial Finish

Control 6.94±0.63 105.90±10.45 98.96±9.87 660 1,722 2.61±0.38

Acupuncture 7.64±1.03 106.30±13.14 98.66±10.46 658 1,717 2.61±0.48

Bee venom Ⅰ 6.71±0.88 108.50±7.14 101.79±6.14a 679 1,724 2.54±0.42

Bee venom Ⅱ 7.07±0.82 109.31±6.57 102.23±5.98a 682 1,711 2.51±0.38

Bee venom Ⅲ 7.04±1.20 102.80±8.43 95.76±7.96b 638 1,634 2.56±0.47

 Values are expressed as the mean±SE(n=20)

  a,b Means±SE with different superscription within the same row differ(P<0.05).

    처리별 암수평균 증체중은 생봉독 2처리구(비육 전기 체중 50kg 이후부터 70kg까

지 사료중 항생제 상용첨가량의 50% 절하 급여)에서 100.66kg으로 평균 증체량이 

가장 높았으며, 대조구와 침구처리구에서는 각각 97.43kg, 98.38kg으로서 평균 

1-2kg 정도 증체량이 봉독처리 2구에서 높게 나타났다. 생봉독 3처리구(생체중 

50kg 이후부터 무항생제 무첨가 사료 급여구)에서는 94.63kg으로 증체중이 가장 저

조하여 생봉독 처리 2구보다 두당 6.03kg 성장속도가 지연되어 유의성이 있었다.

     조 등(2005)의 생봉독 시험결과 150일령에 대조구의 총체중은 86.24kg으로 봉독처

리구의 98.44kg과는 12.2kg의 유의한 차이를 보여주었는데 비하여 본시험에서의 대

조구와은 약 3.7kg의 차이를 보여주었는데 이 같은 처리간의 차이는 사육기간과 품

종등의 다양한 요인에 의한 것으로 사료된다. 한편 대조군과 생봉독 처리간에 봉독

처리에서 증체량이 높은 경향은 유사한 현상을 보이고 있다.

    생봉독 3처리구에서의 성장지연의 주요 원인은 비육 후기 6월과 7월의 혹서피해로 

인하여 성장속도가 늦어진 것인지 아니면 항생제 무첨가에 의한 원인으로 보아야 

하는지 다시 검토되어야 하는 사항인 것으로 사료된다.  이상의 결과에서 볼 때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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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제 무첨가 사료급여는 생산성에서 완전하게 확인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불안감

을 배제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안전한 생산성을 제고해 볼 때 항생제 저감차원에서 

생봉독 2처리의 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생산성에서도 우수하고 안전성에서도 안전한 

수준인 것으로 사료된다. 

 

 Table 19 .  Effects of honeybee venom treatments on average body weight    

         gain and  feed efficiency of pigs for whole growing stage. 

Treatments
Average body weight (kg) BWG

(kg)
ADG(g)

ADFI

(g)

TFI

(kg)
F/G

Initial Finish

Control 6.78±0.71 104.21±9.61 97.43±9.15 657 1,679 252 2.59±0.39

Acupuncture 7.02±0.98 105.40±12.38 98.38±10.21 656 1,706 256 2.60±0.46

Bee venom Ⅰ  6.62±0.86 106.25±7.85 99.63±6.58 664 1,691 254 2.55±0.42

Bee venom Ⅱ  6.79±0.90 107.45±6.80 100.66±6.60
a

671 1,701 255 2.54±0.40

Bee venom Ⅲ  6.92±1.16 101.55±8.78 94.63±8.40
b

631 1,636 245 2.59±0.46

 Values are expressed as the mean±SE(n=40)

 
 a,b 
Means±SE with different superscription within the same row differ(P<0.05).

  2) 사료요구율

    이유자돈 시부터 비육돈 완성기간 까지 (시험사육기간; 2004년 2월3일 ~ 7월, 171일간) 

비육 전체 기간동안의 사료효율은 Table 17, 18, 19와 같이 분석되었다.

    암퇘지의 처리별 두당 1일 평균사료섭취량은 침구처리구에서 1,694g으로 처

리구중에서 가장 많아 대조구에 비하여 1일 두당 58g 정도 많이 섭취하 으

며,  생봉독처리 2구에서 1,691g 으로 대조구보다 55g 정도의 섭취량 차이를 보

이고 있고,  생봉독 처리 1구에서 1,657g, 대조구에서 1,636g, 생봉독 처리 3구에서 

1,633g의 순으로 측정되어 생봉독 처리 3구에서 가장 낮은 수준으로 사료섭취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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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었다.  사료효율에서는 생봉독 처리 1구에서 2.55로 처리구중에서 가장 효과적

이었고, 생봉독 처리 2구와 대조구에서는 2.56으로 같은 수준이었으며, 봉독처리 3

구에서 2.62로 처리간에 가장 낮았지만 처리간에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거세돈의 처리별 두당 1일 평균사료섭취량은 생봉독 처리 1구에서 1,724g, 대

조구는 1,722g, 침구처리구는 1,717g, 생봉독 처리 2구에서 1,711g, 생봉독 처리 3

구에서 1,634g 순서로 대조군에 비하여 생봉독 처리 3구를 제외하고는 처리간에 

2~11g 정도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사료효율에서는 대조구에서 2.61로서 

생봉독 전체 처리구에서 보다 높은 경향을 보여주었으며, 특히 생봉독 처리 3구와

는 0.10의 차이로서 약 3.9%의 사료효율이 개선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비육 전체기간 동안의 처리별 암수간 평균 두당 사료섭취량과 사료효율은 

Table 19 와 같다. 암컷의 평균 사료효율은 생봉독 처리 1구에서 2.55로 처리

구중에서 가장 우수하 고, 다음은 생봉독처리 2구와 대조구에서 2.56으로 동

일하게 분석되었으며, 침구처리구에서 2.59, 생봉독 3처리구에서 가장 저조한 

2.62의 순으로 분석되어 사료효율 0.07 차이로 2.3%의 차이를 보여주었다.  발

육성적이 우수하지 않은 침구처리구에서 226.27kg으로 가장 많으면서 사료효

율은 2.30으로 효율성에서도 낮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으며, 사료섭취량이 가

장 낮은 처리구는 생봉독 3처리구로서 216.67kg을 섭취하여 2.29의 사료효율

을 나타내어 대조구와 같은 사료효율을 보여주고 있다. 발육성적이 가장 높은 

생봉독 2처리구에서는 224.93kg의 사료를 섭취하여 2.24의 최적의 사료효율을 

보여주어 사료효율면에서도 생봉독 2처리구에서 가장 경제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조 등(2005)의 보고에 의하면 생봉독 처리구에서 150일령에서 

2,21, 대조구에서는 2.49를 나타내어 0.28의 차이를 보여주어 본 시험결과와는 

차이가 있다. 따라서 본 시험결과에서도 생봉독 처리구는 대조구보다 사료요

구율이 개선된 경향과는 유사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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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질병발생 및 폐사돈수(생존율)

    비육전기에서의 대조구에서 1두의 폐사가 발생되었으며, 생봉독 처리 3구에

서 2두의 폐사가 발생되었다. 육성전기 기후저온으로 인한 호흡기성 발생으로 

대조군과 침구처리구는 관행적인 방법인 항생제를 주사하여 치료를 하 으며, 

생봉독처리구에서는 호흡기성과 무릅관절 부종 위축돈에 대하여는 생봉독 주

입으로 치료를 하 음을 볼 때 항생제 대체물질로서 생봉독을 주입하여 일부 

다발성 질병을 치료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생존율에서는 생봉독처리구 1구와 2구 및 침구처리구에서 모두 100%를 보

여주었지만 대조구에서 97.6%, 생봉독 처리 3구에서 95%로서 가장 낮았다. 

 4) 경제성 분석

  (1) 사료섭취량 절감 효과

    사육성적이 가장 우수한 생봉독 2처리구의 사료요구량은 1kg증체하는데 

2,235g의 사료가 요구되었고, 대조군(항생제투여군)은 2,285g의 사료가 소요되

어 kg당 증체하는데 50g의 사료를 더 요구하므로 증체 100kg시 5kg의 사료

를 더 섭취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모돈 100두 일관관리 농가에서 연간 2,200두의 육돈을 생산시 

11,000kg의 사료량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2) 육성율 및 생산지수 

    육성율 및 생산지수는 페사수는Table 20 과 같이 분석되었다. 생봉독 처리 3

구에서 2두(자웅 각 1두)가 발생하여 육성율 95%로 처리구중에서 가장 저조

하 고, 다음은 대조구1두가 발생하여 육성율 97.5%를 보여주었는데 비하여 

침구처리구와 생봉독 처리 1구와 2구에서는 페사돈이 발생하지 않아 육성율 

100%를 보여주었다. 

    생산지수는 대조구를 100을로 기준하 을 때 생봉독처리 2구에서 107.87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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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우수하 으며, 생봉독 처리 1구에서 106.22, 침구처리구에서 103.13, 가장 

저조한 처리구는 폐사수가 많은 생봉독 처리 3구에서 94.73으로 나타내었다. 

이상과 같이 생봉독 처리 3구에서 가장 우수한 생산효과를 나타내었다. 

 Table 20.  Survival rate and production index in treatments 

Treatments Sex

Finishing rate in pigs Production index

No. of 

pigs
Death Survival

Survival 

rate(%)
Base

Control vs 

prod. index

Control

gilt 20 1 19 95 22.25

barrow 20 0 20 100 23.73

  av. 20 1 19.5 97.5 22.99 100

Acupuncture

gilt 10 0 10 100 23.60

barrow 10 0 10 100 23.82

  av. 10 0 10 100 23.71 103.13

Bee venom Ⅰ

gilt 20 0 20 100 23.86

barrow 20 0 20 100 24.98

  av. 20 0 20 100 24.42 106.22

Bee venom Ⅱ

gilt 20 0 20 100 24.12

barrow 20 0 20 100 25.47

  av. 20 0 20 100 24.80 107.87

Bee venom Ⅲ

gilt 20 1 19  95 21.27

barrow 20 1 19  95 22.31

  av. 20 19 95 21.79 94.78

* 생산지수 =    육성율(%) 평균체중(kg)  

               출하일령(일) 사료요구율

  

  (3) 생산성 향상효과 

    처리별 생산성을 사료섭취량과 증체량에 대하여 대조구와 비교하여 분석한 

결과는 다음T able 21 과 같이 분석되었다. 처리별 대조구(100) 대비 사료섭취

량은 생봉독 처리 3구에서 97.22로 가장 낮았고, 기타 처리구는 1.19~1.59의 

차리를 보이고 있는데 비하여, 대조구(100) 대비 증체율에서는 생봉독 처리 2

구에서 103.30으로 3.30%가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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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ble 21. Effects of honeybee venom treatments on pig productivity. 

Treatments
Feed 

intake(kg/head)
Control vs F.I(%)

Body weight gain 

(kg/head

Control vs body 

weight gain(%)

Control 252 100 97.42 100

Acupuncture 256 101.59 98.38 100.99

Bee venom Ⅰ 254 101.32 99.64 102.30

Bee venom Ⅱ 255 101.19 100.66 103.30

Bee venom Ⅲ 245 97.22 94.63 97.14

  (4) 약품비 절감효과

    호흡기성 및 위축돈 등의 질병발생시 항생제 등의 약품을 이용하지 않기 때

문에 약품비를 절감할 수 있다. 

  (5) 안전한 돈육생산 효과

    항생제 등의 약품을 이용하지 않고 사료첨가량을 반감할 수 있어 무잔류 또

는 저잔류 안전돈육 생산 가능성을 확인 할 수 있다. 고품질 돈육생산으로 판

매단가의 향상으로 소득증가 가능성을 보여주고, 안전돈육소비로 소비 경쟁력

을 높일 수 있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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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혈액내 면역증강물질과 호르몬 분석 

  (1) 생봉독 처리가 비육돈(암)의 호르몬과 초기면역특성에 미치는 향

  생봉독 처리가 암퇘지의 호르몬과 초기면역특성을 조사한 결과는 Table22

에서 보는 바와 같다. 

 돼지의 성장 촉진에 관여하는 호르몬인 IGF-1의 경우 유의적인 차이는 없었

으나, 대조구와 비교하여 생봉독 처리1구와 처리2구에서 높아지는 경향을 나

타내었다.

 면역특성에서는 혈액내 면역 단백질인 Immunoglobulins(Ig)의 경우 유의적인 

차이는 없었으나, 대조구와 비교하여 생봉독처리1구와 처리2구에서 높은 경향

이었다. 혈액내 백혈구(WBC) 수치에서도 유의적인 차이는 없었으나, 대조구

와 비교하여 생봉독 처리구에서 백혈구수가 높았으며, 특히 생봉독처리1구와 

처리2구에서 높았다. 백혈구의 differentical count에서는 호중구(NE, 

neutrophils), 림프구(LY, lymphocytes), 단핵구(MO, monocytes)와 호산구

(EO, eosinophils)로 나뉘었는데, 주된 백혈구는 호중구와 림프구 다. 이중 면

역에 관여하여 외부감염물질에 대한 저항작용을 하는 호중구수에서 대조구와 

비교하여 생봉독 처리1구와 처리2구에서 높은 수치를 나타냈으나, 다른 백혈

구 타입에서는 시험구간에 유사한 경향을 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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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ble 22. Effects of bee venom treatment on hormone and former      

               immunity of finishing pigs(gilt)

Items* Control Acupuntrue
Bee 

venom T1

Bee 

venom T2

Bee 

venom T3

IGF-1(ng/ml)
309.6 304.1 324.1 355.9 326.3

±63.9 ±78.1 ±66.6 ±65.0 ±89.5

Ig
1.45 1.48 1.56 1.56 1.48

±0.27 ±0.35 ±0.25 ±0.24 ±0.41

Leukocytes :

WBC (K/μl)
17.4 20.5 21.8 21.9 20.2

±3.7 ±4.9 ±2.8 ±3.9 ±3.5

NE (K/μl)
13.2 16.3 17.6 17.5 15.6

±3.5 ±4.5 ±2.4 ±3.6 ±4.6

LY (K/μl)
3.7 3.6 3.5 3.8 3.9

±1.1 ±1.5 ±1.1 ±1.6 ±1.4

MO (K/μl)
0.5 0.6 0.6 0.5 0.7

±0.2 ±0.2 ±0.2 ±0.2 ±0.2

EO (K/μl)
0.1

± ± ± ±0.1 ±

*IGF-1; Insuline-like growth factor-1, Ig; Immunoglobulins, WBC; White     
blood cells, NE; Neutrophils, LY;Lymphocytes, MO; Monocytes, EO; 
Eosinophils.

  (2) 생봉독 처리가 비육돈(암)의 호르몬과 후기면역특성에 미치는 향

    생봉독처리가 암퇘지의 호르몬과 후기 특성을 조사한 결과는 Table4에서 보

는 바와 같다. 모든 시험구에서 전기측정치(Table3)와 비교하여 IGF-1과 Ig의 

함량은 후기측정치에서 높은 수준을 나타내었다.

    돼지의 성장촉진에 관여하는 IGF-1 호르몬의 경우 유의적인 차이는 없었으

나 대조구와 비교하여 Illite 첨가구에서 높았으며, 특히 Illite 1.5%와 2.0% 첨

가구에서 높았다. 혈액내 면역단백질인 Immunogloblins(Ig)의 경우에도 유의

적인 차이는 없었으나, 대조구와 비교하여 Illite 첨가구에서 높은 경향이었는

데, 특히 Illite 1.0%와 1.5% 첨가구에서 높았다. 혈액내 백혈구(WBC)수치와 

백혈구중 호중구(NE, neutrophils)수치에서도 유의적인 차이는 없었으나, Illite 

첨가구에서 높은 경향이었는데, 특히 Illite 1.0%, 1.5%와 2.0% 첨가구에서 높

았다. 그 외 림프구(LY), 단핵구(MO)와 호산구(EO) 수치에서는 시험구간에 

유사한 경향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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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ble 23. Effects of bee venom treatment on hormone and later        

             immunity of finishing pigs(gilt)

Items* Control
Acupuntru

e

Bee 

venom T1

Bee 

venom T2

Bee 

venom T3

IGF-1(ng/ml)
436.6 442.6 460.9 467.7 443.8

±66.7 ±57.3 ±58.2 ±64.9 ±82.6

Ig
1.50 1.72 1.77 1.67 1.63

±0.26 ±0.30 ±0.13 ±0.18 ±0.17

Leukocytes :

WBC (K/μl)
18.1 18.5 19.4 20.3 19.1

±3.1 ±1.4 ±3.3 ±4.7 ±3.7

13.4NE (K/μl)
12.4 12.5 14.0 14.0 14.9

±2.6 ±1.3 ±3.4 ±3.1 ±3.7

LY (K/μl)
3.7 3.8 3.5 3.4 3.8

±1.1 ±1.3 ±1.3 ±1.1 ±1.4

MO (K/μl)
1.1 1.1 1.0 0.9 1.0

±0.4 ±0.3 ±0.4 ±0.2 ±0.2

EO (K/μl)
0.9 1.1 0.9 1.0 0.9

±0.2 ±0.2 ±0.2 ±0.4 ±0.2

*IGF-1; Insuline-like growth factor-1, Ig; Immunoglobulins, WBC; White 
blood cells, NE; Neutrophils, LY;Lymphocytes, MO; Monocytes, EO; 
Eosinophils.

  (3) 생봉독 처리가 비육돈(거세돈)의 호르몬과 초기면역특성에 미치는 영향

    생봉독 처리가 거세돈의 호르몬과 초기 특성을 조사한 결과는 Table5에서 

보는 바와 같다. 

    돼지의 성장 촉진에 관여하는 호르몬인 IGF-1의 경우 유의적인 차이가 없

었으며, 대조구와 비교하여 Illite 첨가구에서 다소 높았다. 혈액내 면역단백질

인 Immunogloblins(Ig)의 경우에도 유의적인 차이는 없었으나, 대조구와 비

교하여 Illite 1.5%와 2.0% 첨가구에서 높은 수치를 나타냈다. 혈액내 백혈구

(WBC) 수치와 백혈구중 호중구(NE, neutophils) 수치에서도 유의적인 차이

는 없었으나, 대조구와 비교하여 Illite 첨가구에서 높은 경향을 나타냈다. 그 

외 림프구(LY), 단핵구(MO)와 호산구(EO) 수치에서는 시험구간에 유사한 

경향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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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ble 24. Effects of bee venom treatment on hormone and former      

            immunity of finishing pigs(barrow)

*IGF-1; Insuline-like growth factor-1, Ig; Immunoglobulins, WBC; White 
blood cells, NE; Neutrophils, LY;Lymphocytes, MO; Monocytes, EO; 
Eosinophils.

  (4) 생봉독 처리가 비육돈(거세돈)의 호르몬과 후기면역특성에 미치는 영향

 생봉독 처리가 거세돈의 호르몬과 후기 특성을 조사한 결과는 Table6에서 

보는 바와 같다. 거세돈의 전기측정치(Table5)와 비교하여 후기측정치의 

IGF-1 함량은 모든 시험구에서, 그리고 Ig 함량은 대조구를 제외한 시험구에

서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성장촉진에 관여하는 IGF-1 호르몬의 경우 유의적인 차이는 없었으나, 대

조구와 비교하여 Illite 첨가구에서 높았으며, 특히 Illite 1.5%와 2.0% 첨가

구에서 높은 경향을 나타냈다. 혈액내 면역 단백질인 Ig 함량에서는 대조구와 

비교하여 Illite 첨가구에서 높았는데, 특히 Illite 1.5%와 2.0% 첨가구에서 

유의적으로 높았다. 혈액내 백혈구(WBC) 수치와 백혈구중 호중구(NE)수치

에서는 유의적인 차이는 없었으나, 대조구와 비교하여 Illite 첨가구에서 높은 

경향을 나타냈다. 그 외 림프구(LY), 단핵구(MO), 호산구(EO) 수치에서는 

시험구간에 유사한 경향이었다.

Items* Control
Acupuntru

e

Bee 

venom T1

Bee 

venom T2

Bee 

venom T3

IGF-1(ng/ml)
297.8 300.3 308.3 305.8 301.5

±81.5 ±61.1 ±86.9 ±87.3 ±41.6

Ig
1.49 1.50 1.76 1.66 1.54

±0.31 ±0.29 ±0.44 ±0.35 ±0.27

Leukocytes :

WBC (K/μl)
16.2 21.0 20.9 22.1 19.6

±4.2 ±2.5 ±3.6 ±3.6 ±3.4

NE (K/μl)
12.2 16.9 16.7 17.7 15.3

±3.0 ±2.8 ±2.9 ±3.9 ±3.0

LY (K/μl)
3.2 3.4 3.4 3.6 3.7

±1.1 ±0.6 ±1.1 ±1.1 ±1.4

MO (K/μl)
0.8 0.7 0.7 0.6 0.6

±0.33 ±0.3 ±0.3 ±0.3 ±0.2

EO (K/μl)
0.1 0.2

±0.1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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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ble 25. Effects of bee venom treatment on hormone and later        

             immunity of finishing pigs(barrow)

*IGF-1; Insuline-like growth factor-1, Ig; Immunoglobulins, WBC; White 
blood cells, NE; Neutrophils, LY;Lymphocytes, MO; Monocytes, EO; 
Eosinophils.

Items* Control Acupuntrue
Bee venom 

T1

Bee venom 

T2

Bee venom 

T3

IGF-1(ng/ml)
353.6 359.9 382.9 381.3 356.6

±69.7 ±57.3 ±35.2 ±60.6 ±28.7

Ig
1.45bc 1.62bc 2.07a 1.96a 1.76ab

±0.39 ±0.04 ±0.43 ±0.25 ±0.23

Leukocytes :

WBC (K/μl)
18.2 19.7 18.9 19.5 19.9

±1.3 ±3.4 ±2.5 ±2.3 ±2.3

NE (K/μl)
12.6 14.0 12.9 13.8 14.0

±1.6 ±2.4 ±1.7 ±2.4 ±1.9

LY (K/μl)
3.8 3.9 3.9 3.7 4.1

±1.1 ±1.1 ±0.6 ±0.7 ±0.4

MO (K/μl)
0.9 1.0 1.2 0.9 0.9

±0.2 ±0.2 ±0.2 ±0.2 ±0.2

EO (K/μl)
0.9 0.8 0.9 1.1 0.9

±0.2 ±0.2 ±0.2 ±0.2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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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요약

  1) 증체량

    이유자돈 시부터 비육돈 완성기간 까지 (시험사육기간; 2004년 2월24일 ~ 7월, 150일간) 

비육 전체 기간동안의 증체량은 표8,9와 같이 분석되었다. 

    처리별 암컷의 증체량은 생봉독처리 2구에서 99.08kg으로 가장 높았고, 침구처리구

에서 98.09kg, 생봉독처리 1구에서 99.08kg, 무처리구에서 95.88kg, 생봉독처리 3구

에서 93.50kg 순으로 최고치와는 5.58kg의 차이를 보여주었으며 대조구와는 3.2kg 

증체량이 높아 3.3% 증체율이 높았다. 

    수컷에서의 처리별 증체중은 생봉독 처리 2구에서 102.23kg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

은 생봉독처리 1구에서 101.79kg, 무처리구와 침구처리구에서는 각각 88.96kg, 

88.66kg으로 비슷하 고, 생봉독 3처리구에서는 95.76kg의 순으로 나타냈다. 따라서 

최고치와 최저치의 차이는  6.47kg으로 나타났으며 대조구보다는 3.2kg의 증체량 

차이로서 암컷과 같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처리별 암수평균 증체중은 생봉독 2처리구(비육 전기 체중 50kg 이후부터 70kg까

지 사료중 항생제 상용첨가량의 50% 절하 급여)에서 100.66kg으로 평균 증체량이 

가장 높았으며, 대조구와 침구처리구에서는 각각 97.43kg, 98.38kg으로서 평균 

1-2kg 정도 증체량이 봉독처리 2구에서 높게 나타났다. 생봉독 3처리구(생체중 

50kg 이후부터 무항생제 무첨가 사료 급여구)에서는 94.63kg으로 증체중이 가장 저

조하여 생봉독 처리 2구보다 두당 6.03kg 성장속도가 지연되어 유의성이 있었다.  

    생봉독 3처리구에서의 성장지연의 주요 원인은 비육 후기 6월과 7월의 혹서피해로 

인하여 성장속도가 늦어진 것인지 아니면 항생제 무첨가에 의한 원인으로 보아야 

하는지 다시 검토되어야 하는 사항인 것으로 사료된다.  이상의 결과에서 볼 때 항

생제 무첨가 사료급여는 생산성에서 완전하게 확인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불안감

을 배제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안전한 생산성을 제고해 볼 때 항생제 저감차원에서 

생봉독 2처리의 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생산성에서도 우수하고 안전성에서도 안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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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준인 것으로 사료된다. 

  2) 사료효율

    비육 전체기간 동안의 처리별 암수간 평균 두당 사료섭취량과 사료효율은 

표 8과9와 같다. 암컷의 평균 사료효율은 생봉독 처리 1구에서 2.55로 처리구

중에서 가장 우수하 고, 다음은 생봉독처리 2구와 대조구에서 2.56으로 동일

하게 분석되었으며, 침구처리구에서 2.59, 생봉독 3처리구에서 가장 저조한 

2.62의 순으로 분석되어 사료효율 0.07 차이로 2.3%의 차이를 보여주었다.  발

육성적이 우수하지 않은 침구처리구에서 226.27kg으로 가장 많으면서 사료효

율은 2.30으로 효율성에서도 낮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으며, 사료섭취량이 가

장 낮은 처리구는 생봉독 3처리구로서 216.67kg을 섭취하여 2.29의 사료효율

을 나타내어 대조구와 같은 사료효율을 보여주고 있다. 발육성적이 가장 높은 

생봉독 2처리구에서는 224.93kg의 사료를 섭취하여 2.24의 최적의 사료효율을 

보여주어 사료효율면에서도 생봉독 2처리구에서 가장 경제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3) 질병발생 및 폐사돈수

    비육전기에서의 대조구에서 1두의 폐사가 발생되었으며, 생봉독 처리 3구에

서 2두의 폐사가 발생되었다. 육성전기 기후저온으로 인한 호흡기성 발생으로 

대조군과 침구처리구는 관행적인 방법인 항생제를 주사하여 치료를 하 으며, 

생봉독처리구에서는 호흡기성과 무릅관절 부종 위축돈에 대하여는 생봉독 주

입으로 치료를 하 음을 볼 때 항생제 대체물질로서 생봉독을 주입하여 일부 

다발성 질병을 치료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4) 경제성 분석

   (1) 사료섭취량 절감 효과

    사육성적이 가장 우수한 생봉독 2처리구의 사료요구량은 1kg증체하는데 

2,235g의 사료가 요구되었고, 대조군(항생제투여군)은 2,285g의 사료가 소요되

어 kg당 증체하는데 50g의 사료를 더 요구하므로 증체 100kg시 5kg의 사료

를 더 섭취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모돈 100두 일관관리 농가에서 연간 2,200두의 육돈을 생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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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00kg의 사료량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2) 육성율 및 생산지수 

    페사수는 생봉독 처리 3구에서 2두(자웅 각 1두)가 발생하여 육성율 95%로 

처리구중에서 가장 저조하 고, 다음은 대조구1두가 발생하여 육성율 97.5%를 

보여주었는데 비하여 침구처리구와 생봉독 처리 1구와 2구에서는 페사돈이 

발생하지 않아 육성율 100%를 보여주었다. 

    생산지수는 대조구를 100을로 기준하 을 때 생봉독처리 2구에서 107.87로 

가장 우수하 으며, 생봉독 처리 1구에서 106.22, 침구처리구에서 103.13, 가장 

저조한 처리구는 폐사수가 많은 생봉독 처리 3구에서 94.73으로 나타내었다. 

이상과 같이 생봉독 처리 3구에서 가장 우수한 생산효과를 나타내었다. 

   (3) 생산성 향상효과 

    처리별 대조구(100) 대비 사료섭취량은 생봉독 처리 3구에서 97.22로 가장 

낮았고, 기타 처리구는 1.19~1.59의 차리를 보이고 있는데 비하여, 대조구(100) 

대비 증체율에서는 생봉독 처리 2구에서 103.30으로 3.30%가 높았다. 

   (4) 약품비 절감효과

    호흡기성 및 위축돈 등의 질병발생시 항생제 등의 약품을 이용하지 않기 때

문에 약품비를 절감할 수 있다. 

   (5) 안전한 돈육생산 효과

    항생제 등의 약품을 이용하지 않고 사료첨가량을 반감할 수 있어 무잔류 또

는 저잔류 안전돈육 생산 가능성을 확인 할 수 있다. 고품질 돈육생산으로 판

매단가의 향상으로 소득증가 가능성을 보여주고, 안전돈육소비로 소비 경쟁력

을 높일 수 있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5) 혈액내 면역증강물질과 호르몬 분석 

 성장촉진에 관여하는 IGF-1 호르몬의 경우 유의적인 차이는 없었으나, 대조구

와 비교하여 Illite 첨가구에서 높았으며, 특히 Illite 1.5%와 2.0% 첨가구에서 

높은 경향을 나타냈다. 혈액내 면역 단백질인 Ig 함량에서는 대조구와 비교하여 

Illite 첨가구에서 높았는데, 특히 Illite 1.5%와 2.0% 첨가구에서 유의적으로 높

았다. 혈액내 백혈구(WBC) 수치와 백혈구중 호중구(NE)수치에서는 유의적인 

차이는 없었으나, 대조구와 비교하여 Illite 첨가구에서 높은 경향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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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항. 생봉독처리가 비육돈의 도체특성 및 육질특성에 미치는 향구명(제2세부과)

 1. 서론

    국민소득의 향상과 더불어 식생활형태의 변화로 육류소비가 꾸준히 증가하

고 있다. 국내의 육류소비경향을 보면 국민 1인당 연간 육류소비량이 1971년 

5.2㎏에서 2000년에는 34.1㎏으로 증가하 으며, 이중 돈육이 16.5㎏으로 주종

을 이루고 있다(농림부, 2001). 또한 WTO체제하에서 1997년 7월 1일부터 국

내 돈육시장에서 수입이 완전개방되어 국내의 돈육시장에서 외국산 냉장돈육

과의 경쟁이 본격화되었다. 이에 따라 소비자의 질적요구와 내수 및 수출돈육

에 적합한 육질의 돈육생산이 더욱 중요한 시점이다.

    국내 돈육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고품질 청정돈육의 생산에 있어 개선되

어져야 할 부분은 여러가지가 있다. 먼저 사육단계별 사양체계의 개발을 통해 

건장한 자돈을 생산하고, 성장율을 개선하여 돈육생산비를 절감할 수 있는 방

법이 마련되어야 한다.  두번째는  항생제의 사용량을 격감시켜 궁극적으로는 

항생제 및 설파제 등의 유해성 잔류물질의 문제가 없는 청정돈육의 생산으로 

소비자의 욕구를 충족시켜야 한다. 세번째로는 수입육과의 경쟁력 확보를 위

해 균일한 육질을 갖는 규격화된 돈육의 생산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과거 돈육생산기술은 근육의 축적과 등지방 축적억제를 위한 강도 높은 선

발로 이루어졌다. 이러한 강도 높은 선발은 돈육산업에 많은 이익을 증가시키

었으나(Oliver등 1991; 주와 김, 1994), 이러한 선발방법은 돈육의 육질을 저하

시켜 외향적으로 육색이 창백(pale)하고, 조직이 매우 연약(soft)하며 육즙의 

손실(exudactive)이 매우 큰 돈육인 PSE(pale, soft, exudative)육의 발생이 증

가하 다(Joo 등, 1995).    이러한 돈육은 소비자의 욕구를 만족시키기 힘들

며, 또한 가공특성에 조차도 매우 열악하고 유통과정 중 감량의 발생으로 많

은 경제적 손실이 발생한다.(Kaffuman,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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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육의 품질은 크게 네 가지의 관점에서 결정된다. 첫째는 소비자가 돈육을 

구매 할 때 외관적으로 우수하고 조리 후 만족할 만한 육질을 원하고(주, 

1995; Young, 1996; Lee와 Choi, 1998), 둘째로는 양돈업자가 최소 사료섭취량

에 의해 경제적으로 최대의 돈육을 생산하는 것이고, 셋째로는 돈육가공업자

가 가공특성이 우수한 돈육을 원하는 것이며, 마지막 넷째로는 수출업자가 원

하는 탄력성이 강하며, 색깔이 우수하고 냉장유통기간이 긴 돈육이다.(김, 

1998). 이상과 같이 소비자가, 생산자, 가공업자, 수출업자 모두를 충족시킬 만

한 돈육이 가장이상적인 돈육이라 할 수 있다.

    매우 열악한 육질특성을 가진 PSE육은 변성된 근육단백질로 인하여 낮은 

보수력(Water holding capacity)을 갖게 되며 또한 세포 유리수 함량이 높아

지게 됨에 따라 광선의 흡수를 적게 하여 외관이 육색을 창백하게 하고(한과 

김, 1986), 또한 삼출되는 육즙에는 수용성 단백질과 비타민 및 무기질 등이 

포함되어 양소 손실이 크며, 조리가열시 육즙분리가 심하여 다즙성

(juiciness)이 떨어지고 건조하여 기호성(palatability)이 떨어진다고 보고되었

다(Flynn과 Bramblett, 1975; Fox 등, 1980; 강 등 1995).

    돼지고기의 품질은 유전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들에 의해 향을 받으며, 유

전적인 요인에는 품종, 품질과 관련된 단일 유전자들인 halothane gene 감수

성 유전자, Rendement Napole 유전자 등이 관련되어 있고, 환경적인 요인에

는 사육장조건, 수송방법, 도살방법, 가공조건 등이 관계한다.

    최근 국내외에서 인체 및 가축의 질병치료에 이용되고 있는 생봉독의 경우 

항생제의 1,200배 효과로 염증성 질환치료효과가 있으며, 생체면역력증강으로 

가축의 질병발생율을 낮추거나 사료효율을 높이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Lin

과 Rogers, 1980; Hwang과 Jenkins, 1988; Zurier등, 1973; 조성구 등, 1999; 

최석화등, 1999).

    그러나 생봉독처리에 의한 비육돈의 도체특성 및 제반 돈육품질에 대한 심

도있는 연구는 거의 전무한 상태이다. 본 연구에서는 인공적 조제품이 아닌 

순수 생리활성물질인 꿀벌의 생봉독처리에 따라 사양된 비육돈의 도체특성 

및 제반 육질특성을 규명하는데 그 목적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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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료 및 방법

 가. 공시축

    본 시험에서는 제1세부과제의 실험설계(Table1)에 따라 생봉독처리에 의해 

사육되고 출하되는 공시돼지(180두)의 도체특성 및 육질특성등을 조사하 다. 

이중 T1처리구는 대조구, T2처리구는 생봉독의 위약효과여부를 확인하기 위

한 침구처리구이며, T3, T4, T5처리구는 항생제수준을 달리한 생봉독처리구

이다.

    사양된 후 각 출하일령에 도달한 공시돈은 충청북도 오창소재 도축장으로 

수송하여 관행적인 방법으로 도축되었다. 도축후 예냉된 냉도체에서 도체특성

(도체중, 등지방두께, 도체장)과 도체등급이 조사되었으며(축산물등급판정소, 

1999), 좌반도체에서 제5흉추와 제13흉추사이의 등심근을 공시재료로 하여 제

반 육질특성을 조사하 다. 등지방 두께는 좌반도체의 11번째와 12번째 늑골

사이, 마지막늑골과 제1요추사이의 수직선상에 위치하는 등지방을 측정하여 

평균치로 조사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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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ble1. Experimental design for bee venom treatment on pigs.

Items Treatment feeding Heads 비고

 T1 〈control〉

Conventional feeding, 
Chlorotetracycline 
(CTC) was added at 
100ppm to experimental 
diets during both 

growing and finishing 
period(100% antibiotics)

gilt20
barrow20

No accpuncture 
or bee treatment

T2 〈Acupuncture
   treatment〉

Conventional feeding, 
Chlorotetracycline 
(CTC) was added at 
100ppm to experimental 
diets during both 

growing and finishing 
period(100% antibiotics)

gilt10
barrow10

Acupuncture 

treatment instead 

of bee venom 

treatment

T3 〈Bee venom T1〉

Conventional feeding, 
Chlorotetracycline 
(CTC) was added at 
100ppm to experimental 
diets during both 

growing and finishing 
period(100% antibiotics)

gilt20
barrow20

Bee venom 
treatment

T4 〈Bee venom T2〉
CTC was at 50ppm 
experimental diets 

during finishing period

gilt20
barrow20

Bee venom 
treatment

T5 〈Bee venom T3〉

No CTC was added to 
experimental diets 

during finishing oeriod.
(0% antibiotis)

gilt20
barrow20

Bee venom 
treatment

계 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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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시험조사항목

 - 도체특성 및 등급

 - 부분육 생산율

 - 도체의 질병발생율 조사

 - 등심근의 육질특성(pH, 육색, 보수력, 연도, 육즙손실, 가열감량, 관능특성 등)

 - 냉장육의 저장성(총미생물수, 지방산패도, 휘발성염기태질소 등)

 - 등심근의 근섬유 비율 및 직경조사

 - PSE육 발생율 조사(pH, 육색 및 육즙손실 기준)

 - 항생제 잔류수준 조사(GC이용)

다. 육질분석방법

  1).  pH

 돈육의 pH는 10g에 증류수 100㎖을 가한후 측정하 다. 모든 시료는 

Homogenizer(Bihon seiki, Ace, Japan)로 7000rpm으로 30초간 균질시킨 후, 

pH meter(Mteeler Delta 340, Mettler-tolede, Ltd, UK)로 측정하 다. 

2).  육색 

  돈육의 표면육색은 백색판(L*, 89.39; a*, 0.13; b*,-0.51)으로 표준화시킨 

Spectro Colormeter(Model JX-777, Color Techno. System Co., japan)로 측

정하 는데, 이때 광원은 백색형광등(D65)을 사용하여 Hunter Lab 표색계의 

L*, a*, b*값으로 나타냈다.(L*=명도, a*=적색도, b*=황색도)

3). 보수력(Water holding capacity)

 보수력은 원심분리법을 이용하 다. 분쇄된 시료 0.5±0.05g을 원심분리관의 

상부 filter 관에 넣고  80℃ water-bath에 넣고 20분간 가열한후 10분간 방냉

시켰다. 상부 filter관을 원심분리관 하부에 넣고 2000rpm에서 10분간 원심분리

하 다. 원심분리한 후 남은 시료를 가열전 시료무게 비율로 표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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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드립감량(Drip loss)

 드립감량은 2㎝ 두께의 돈육 슬라이스를 원형(중량 100±5g)으로 정형한 후 

Polypropylene bag에 넣고 진공포장하여 4℃ 냉장고에서 24시간 보관하면서 

발생된 드립 감량을 측정하여 초기시료의 무게비율(%)로 측정하 다.

5). 일반성분 분석

 수분, 단백질, 지방 및 회분(%)은 AOAC방법(1980)에 따라 측정하 다.

6). 저장성 실험

 돈육의 저장성은 7일간의 냉장(4℃) 저장기간중에 지방산패도, 총미생물수와 

휘발성염기태질소함량을 0, 7일마다 조사하 다. 지방산패도는 Witte등(1970)

의 추출방법에 따라 TBA(2-thiobarbituric acid)수치로 측정하 으며, 총미생

물수는 연속희석시킨 시료를 SPC(standard plate count)배지에 접종하여 32℃

에서 48시간 배양시킨 후 측정하 다(APHA, 1985). 휘발성염기태질소

(Volatile basic nitrogen)는 高坂(1975)의 conway 방법으로 측정하 으며, 

VBN가는 ㎎%로 표시하 다. 그 외 TBA수치는 시료 1000g당 ㎎ 

malonaldehyde 양으로 표시하 고, 총미생물수는 시료 1g당 미생물수(colony 

forming unit)로 표시하 다.

 

7).  지방산 함량 측정

 Tube에 시료를 넣고 Folch 방법(1957)으로 총 지질 추출을 하 다. Lepage

와 Roy(1986)의 방법에 따라 100℃의 water bath에서 1시간 methylation시키

고 냉각후 여기에 hexane을 첨가하여 층이 분리된 후 상층을 취하 다. 그런 

다음 capillary column(100m × 0.25mm i.d. × 0.20㎛ film thickness)을 장착한 

gas chromatograph(HP 5890Ⅱ, Hewlett Packard Co.)을 이용하여 분석하 는

데, 이때 carrier gas로 질소를 이용하 으며 column의 초기온도는 180℃로 

그리고 최종온도는 240℃(2℃/min)로 하 다. Injector와 detector의 온도는 

250℃로 설정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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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가열감량

 가열감량은 3㎝ 두께의 돈육 슬라이스를 원형(중량 150±5g)으로 정형한 후 

Polypropylene bag에 넣고 진공포장하여  70℃ water-bath에 넣고 40분간 가

열한 후 30분간 방냉시킨 후, 가열후 감량된 무게를 초기시료의 무게비율(%)

로 측정하 다.

9). 전단력(Shear force test)

 시료를 70℃ water-bath에 넣고 40분간 가열한 후 30분간 방냉시킨 후 시료

를 가로×세로×높이를 각각 1×2×1㎝가 되도록 절단하여 Rheo meter(Model 

Compac-100, SUN SCIENTIFIC Co., LTD.)의 Shearing, Cutting Test로 

Max weight를 측정하 다. 사용 프로그램은 R.D.S(Rheology Data System) 

Ver 2.01을 이용하 다. Table Speed는 110mm/min, Graph Interval은 

20msec, Load cell(max)는 10㎏의 조건으로 하 다.

10). 관능검사

 관능검사는 5인의 관능검사요원이 주관적으로 풍미, 연도, 다즙성, 전체기호

도의 4개 항목을 평가하 으며, 각각의 배점은 1점(풍미가 가장 나쁘다, 가장 

질기다, 가장 건조하다, 전체기호도가 가장 나쁘다)에서 5점(풍미가 가장 우수

하다, 가장 연하다, 가장 다즙하다, 전체기호도가 가장 우수하다)으로 평가하

다.

라. 근섬유 비율 및 직경검사

 Isopantane을 액체질소(liquid nitrogen)에 넣어 -70℃에 도달시킨 후 채취한 

등심근을 집어넣고 순간동결 시킨 후 cryostat microtome(model CryotomeRE, 

Life Science International Ltd., UK)를 사용하여 두께8㎛로 한 개의 시료당 3

개의 연속동결절편을 만들었다. Myosin ATPase(m-ATPase)활성은 Brooke와 

Kaiser(1969)의 방법에 다라 다음과 같이 실행하 다.. 절편중 한개는 산성(p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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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의 전처리액(0.2M Acetic acid 67.5㎖+0.2M Sodium acetate 32.5㎖)에서 5

분ㅅ간, 또 하나는 알칼리(pH10.5)의 전처리액(0.1M Sodium barbital 60㎖

+0.18M CaCl2+ deionized water 210㎖)에서 30분간 20℃에서 처리 후, 기질로

서 ATP를 함유한 용액(pH 9.4)에 전자는 45분간, 후자는 20분간 전처리하

다. 그리고 1% CaCl2에서 3회 세척한후 증류수로 2회 수세하 다. 이후 

0.05M Sodium barbital에서 세척한후 다시 증류수로 2회 세척하 다. 그리고 

2%CoCl2에서 5분간 침지한 후 다시 증류수로 2회 세척하여 0.5% Ammonium 

sulfate에서 1분간 침지하여 검출하 다. SDH(succinic dehydrogenase)활성은 

Ashmore와 Doerr(1971)이 방법에 따라 용액(37℃, pH 7.0)에서 45분간 반응

시킨후 조직을 고정하여 검출하 다. M-ATPase 활성과 SDH반응이 검출된 

조직표본을 사진기가 부착된 현미경(Nikon Optiphoto, Nikon, japan)으로 100

배의 배율로 사진촬열을 하 다. 근섬유 분류동정은 Khan(1974)의 방법에 따

라 알카리 전처리후의 m-ATPase 활성이 낮고, 산 전처리후의 m-ATPase 활

성이높은 근섬유를 Ⅰ-R형, 이와 반대형의 근섬유중에서 SDH 활성이 높은 

근섬유를 Ⅱ-R형, SDH 활성이 낮은 근섬유를 Ⅱ-W형으로 구별하여(Fig. 1), 

각각의 근섬유 비율을 구하 고 직경과 면적을 planimeter로 측정하 다. 이때 

근섬유의 직경은 단직경을 측정하 다.

마. PES육 발생율

 돈육질 분류에 Kauffman 등(1993), Van Laack 등(1995)과 Joo 등(1999)은 

L* value(lightness)와 드립 감량을 이용했고, 그 외 Joo 등(2000)은 pH, L* 

value(lightness)와 드립 감량을 이용했는데, 본 연구에서는 이를 기준으로 하

되 pH24< 5.45, Hunter L*> 59, 드립 감량> 5%를 PSE육 판정기준으로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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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항생제 잔류수준 조사

 근육내 잔류항생물질인 chlorotetracycline(CTC)을 분석하기 위한 전처리는 

컬럼충진제인 C18을 이용한 MAPD(Matriox solid-phase dispersion)법으로 시

료가 C18에 의해 균질화되어 넓은 표면적을 갖게한 후 추출용매에 의해 CTC

성분을 용출시켰다. 추출된 용매는 40℃의 건열농축상에서 질소로 농축시킨 

후 이들상에 의해 용해되어 0.45㎛ acrodisc로 여과시킨 후 HPLC로 분석하

다. 표준용액은 CTC 단일 표준품을 사용하여 잔류성분을 측정하 다. 

사. 통계분석

 본 실험의 통계처리는 SAS(1999)의 General Linear Model을 이용하여 분석

하 고, Duncan 다중비교로 유의성 5%수준에서 비교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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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과 및 고찰

 1). 생봉독처리가 비육돈(암)의 도체특성에 미치는 향

 생봉독처리가 비육돈(암)의 도체특성에 미치는 향은 Table 2.에서 보는 바와 같다. 

 암퇘지 도체중은 생봉독1처리구와 생봉독2처리구에서 높았는데, 이는 생체중

의 차이에서 기인한 것이며, 도체율의 경우도 유사한 경향으로 생봉독1처리구

와 2처리구에서 높은 도체율을 나타냈다. 등지방두께에서도 무처리구에 비해 

생봉독1처리구와 2처리구에서 두꺼웠으며, 생봉독3처리구는 낮은 수치를 나타

냈다.

 도체장에서는 사양시험구간에 유사한 경향이었으나, 생봉독3처리구가 가장 

낮은 수치를 나타냈다. 

 도체등급판정 결과에서는 무처리구와 생봉독3처리구가 A와 B등급의 출현율이 

50%로 가장 낮았으며, 생봉독1처리구와 2처리구의 경우는 A와 B등급의 출현율

이 모두 70%이상으로 우수하 으며, 침구처리구의 경우는 중간정도의 성적을 나

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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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ble 2. Effects of bee venom treatments on carcass characteristics of finishing               

              pigs(gilt)1)

Items Control Acupuncture Bee venom T1 Bee venom T2 Bee venom T3

Live wt.(kg) 104.2±10.1 105.4±5.4 106.3±7.0 107.5±6.9 101.6±10.3

Carcass 
wt.(kg) 66.2±7.4 67.7±3.7 69.3±3.4 70.3±5.2 65.5±7.7

Dressing 
percent(%) 63.5±1.7 64.2±2.1 65.2±1.2 65.4±0.9 64.5±1.5

Backfat 
thickness(㎜)

12.2±4.2 13.3±3.5 15.1±2.8 15.3±4.4 12.3±4.5

Carcass 
length(㎝)

80.9±2.4 80.7±2.1 81.0±2.5 81.2±1.8 78.9±1.7

Carcass 
grade(head)

2

3

3

2

3

3

2

2

5

3

1

1

4

3

2

1

2

3

2

3

1) 
Control = No acupuncture or bee venom treatment ; 

Chlorotetracycline(CTC) was added at 100ppm to experimental diets during 

both growing and finishing period except bee venom T2 and T3 ; 

Acupuncture = Acupuncture treatment instead of bee venom treatment ; 

Bee venom T1 = Bee venom treatment , Bee venom T2 = Bee venom 

treatment, CTC was added at 50ppm to experimental diets during finishing 

period ; Bee venom T3 = Bee venom treatment, No CTC was added to 

experimental diets during finishing peri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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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생봉독처리가 비육돈(암)의 부분육 생산율에 미치는 향

 생봉독처리가 비육돈(암)의 부분육 생산율에 미치는 향은 Table 3.에서 보

는 바와 같다.

 부분육 생산량에서는 무처리구에 비해서 생봉독1처리구와 2처리구의 경우 전

지, 몸통과 후지의 부분육 생산량이나 이를 합한 총 부분육 생산량에서 다소 

높은 경향이었으나, 이는 도체중의 차이에서 기인한 것으로 사료된다. 이를 도

체중으로 나눈 부분육 생산율에서는 전지와 후지의 경우는 사양시험구간에서 

유사한 경향이었으나, 몸통의 부분육 생산율은  생봉독1처리구와 2처리구에서 

다소 높은 경향을 나타냈다.

 Table 3. Effects of bee venom treatments on production yield of 3 carcass  

          portions of finishing pigs(gilt)
1)
 

Items Control Acupuncture Bee venom T1 Bee venom T2 Bee venom T3

 Production 
yield 

21.5±2.5 22.1±1.6 21.9±1.0 22.8±2.0 21.4±1.6

Front leg 
portion(kg)

32.5 32.7 31.6 32.4 32.7

% 22.3±3.1 23.1±2.2 24.3±1.9 24.3±3.4 22.5±2.3

Body 
portion(kg)

33.7 34.1 35.1 34.5 34.4

% 20.3±2.9 20.5±1.4 20.9±1.6 21.0±2.2 19.5±3.1

Hind leg 
portion(kg)

30.8 30.3 30.3 29.9 29.8

% 64.2±8.3 65.7±4.5 67.2±4.3 68.1±5.7 63.5±7.5

Total 
yield(kg)

97.0 97.1 97.0 96.8 96.9

1)
 Control = No acupuncture or bee venom treatment ; 

Chlorotetracycline(CTC) was added at 100ppm to experimental diets during 

both growing and finishing period except bee venom T2 and T3 ; 

Acupuncture = Acupuncture treatment instead of bee venom treatment ; 

Bee venom T1 = Bee venom treatment , Bee venom T2 = Bee venom 

treatment, CTC was added at 50ppm to experimental diets during finishing 

period ; Bee venom T3 = Bee venom treatment, No CTC was added to 

experimental diets during finishing peri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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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생봉독처리가 비육돈(거세돈)의 도체특성에 미치는 향

 생봉독처리가 비육돈(거세돈)의 도체특성에 미치는 향은 Table 4.에서 보

는 바와 같다. 

 거세돈의 도체중은 생봉독1처리구와 생봉독2처리구에서 높았는데, 이는 생체

중의 차이에서 기인한 것이며, 도체율의 경우도 유사한 경향으로 생봉독1처리

구와 2처리구에서 높은 도체율을 나타냈다. 등지방두께에서도 무처리구에 비

해 생봉독1처리구와 2처리구에서 두꺼웠으며, 침구처리구와 생봉독3처리구는 

중간정도의 수치를 나타냈다.

 도체장에서는 사양시험구간에 유사한 경향이었으나, 생봉독3처리구가 가장 

낮은 수치를 나타냈다. 

 도체등급판정 결과에서는 무처리구, 침구처리구와 생봉독3처리구가 A와 B등급

의 출현율이 60%로 내외로 낮았으며, 생봉독1처리구와 2처리구의 경우는 A와 

B등급의 출현율이 모두 80%이상으로 우수하 다. 

 Table 4. Effects of bee venom treatments on carcass characteristics of finishing           

            pig(barrow)
1)

Items Control Acupuncture Bee venom T1 Bee venom T2 Bee venom T3

Live wt.(kg) 104.2±10.1 105.4±5.4 106.3±7.0 107.5±6.9 101.6±10.3

Carcass 
wt.(kg) 66.2±7.4 67.7±3.7 69.3±3.4 70.3±5.2 65.5±7.7

Dressing 
percent(%) 64.1±0.9 65.2±2.1 66.1±1.4 66.3±1.2 64.7±1.5

Backfat 
thickness(㎜)

13.2±4.3 14.0±4.1 16.3±4.8 15.8±3.4 14.4±3.3

Carcass 
length(㎝)

81.4±2.2 81.6±2.8 81.8±2.7 81.6±2.1 80.9±1.8

Carcass 
grade(head)

3

2

2

2

3

3

3

1

6

2

1

1

5

4

1

․

4

2

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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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Control = No acupuncture or bee venom treatment ; 

Chlorotetracycline(CTC) was added at 100ppm to experimental diets during 

both growing and finishing period except bee venom T2 and T3 ; 

Acupuncture = Acupuncture treatment instead of bee venom treatment ; 

Bee venom T1 = Bee venom treatment , Bee venom T2 = Bee venom 

treatment, CTC was added at 50ppm to experimental diets during finishing 

period ; Bee venom T3 = Bee venom treatment, No CTC was added to 

experimental diets during finishing period.

 4). 생봉독처리가 비육돈(거세돈)의 부분육 생산율에 미치는 향

 생봉독처리가 비육돈(거세돈)의 부분육 생산율에 미치는 향은 Table 5.에

서 보는 바와 같다.

 부분육 생산량에서는 무처리구에 비해서 침처리구, 생봉독1처리구와 2처리구

의 경우 전지, 몸통과 후지의 부분육 생산량이나 이를 합한 총 부분육 생산량

에서 다소 높은 경향이었으나, 이는 도체중의 차이에서 기인한 것으로 사료된

다. 이를 도체중으로 나눈 부분육 생산율에서는 전지와 후지의 경우는 사양시

험구간에서 유사한 경향이었으나, 몸통의 부분육 생산율은 침처리구, 생봉독1

처리구와 2처리구에서 다소 높은 경향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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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ble 5. Effects of bee venom treatments on production yield of 3 carcass 

 portions of finishing pigs(barrow)
1)
 

Items Control Acupuncture Bee venom T1 Bee venom T2 Bee venom T3

Front leg 
portion(kg)

21.9±2.1 23.5±2.2 24.3±1.1 24.3±1.1 23.7±2.2

% 32.5 32.3 32.1 32.6 30.6

Body 
portion(kg)

22.5±3.3 26.2±3.8 26.7±2.3 26.3±1.5 25.3±2.7

% 33.7 35.3 35.2 35.1 33.1

Hind leg 
portion(kg)

20.2±2.1 21.7±2.8 22.4±1.4 21.0±1.6 21.1±3.4

% 30.2 29.3 29.6 29.4 27.3

Total 
yield(kg)

64.5±7.3 71.9±8.1 73.3±4.6 71.5±3.4 70.7±5.7

% 96.8 97.0 96.9 97.2 97.0

1) Control = No acupuncture or bee venom treatment , 

Chlorotetracycline(CTC) was added at 100ppm to experimental diets during 

both growing and finishing period except bee venom T2 and T3 ; 

Acupuncture = Acupuncture treatment instead of bee venom treatment ; 

Bee venom T1 = Bee venom treatment ; Bee venom T2 = Bee venom 

treatment, CTC was added at 50ppm to experimental diets during finishing 

period ; Bee venom T3 = Bee venom treatment, No CTC was added to 

experimental diets during finishing period.

 5). 생봉독처리가 비육돈(거세돈)의 도체 질병발생율에 미치는 향

 생봉독처리가 비육돈(암)의 도체 질병발생율에 미치는 향은 Table 6에서 

보는 바와 같다.

흉막폐렴(Pleuropneumonia)과 흉막염(Pleurisy)발생에서는 3개의 생봉독처리구

에서 대조구에 비해 발생율이 낮아졌다. 그러나 위축성비염(Atrophic rhinitis)

발생율에서는 생봉독처리가 큰 효과를 나타내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그 

외 간회충반점(Liver milk spots)발생에서는 대조구를 포함한 모든 사양시험

구에서 유사한 발생율을 나타냈으며, 증식성회장염(Proliferative ileitis)은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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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양시험구에서 발생되지 않았다.

침구처리구의 경우 대조구에 비해 다소 낮은 경향을 나타냈으나, 생봉독처리

구와 같은 감소효과는 크게 나타나지 않았다.

 이상의 결과에서 생봉독은 염증성 질환예방효과가 있는 것으로 사료되며, 이

는 생봉독처리가 젖소의 유방염증, 관절염증, 송아지설사증 치료효과가 있다는 

조 등 (1999)과 최 등(1999)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경향이었다.

 Table 6. Effects of bee venom treatments on occurrence of diseased    

           carcasses from finishing pigs (gilt)
1)2)

1) Control = No acupuncture or bee venom treatment , 

Chlorotetracycline(CTC) was added at 100ppm to experimental diets during 

both growing and finishing period except bee venom T2 and T3 ; 

Acupuncture = Acupuncture treatment instead of bee venom treatment ; 

Bee venom T1 = Bee venom treatment ; Bee venom T2 = Bee venom 

treatment, CTC was added at 50ppm to experimental diets during finishing 

period ; Bee venom T3 = Bee venom treatment, No CTC was added to 

experimental diets during finishing period.
2) 20 carcasses were tested each except acupunture treatment where       

10 carcasses were tested. positive diseased carcasses were shown and 

occurrence rates were expressed in parenthesis as percentage.

Item Control Acupuncture Bee venom T1 Bee venom T2 Bee venom T3

Pleuropneumonia 3(15) 1(10) 0(0) 0(0) 1(5)

Pleurisy 2(10) 1(10) 0(0) 1(5) 0(0)

Atrophic rhinitis 3(5) 2(20) 1(5) 1(5) 2(10)

Liver milk spots 2(10) 1(10) 2(10) 3(15) 3(15)

Proliferative ileitis 1(5) 0(0) 0(0) 0(0) 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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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생봉독처리가 비육돈(암)의 도체 질병발생율에 미치는 향

 생봉독처리가 비육돈(거세돈)의 도체질병발생율에 미치는 향은 Table7에서 

보는 바와 같다.

 거세돈의 흉막폐렴(Pleuropneumonia)과 흉막염(Pleurisy)발생에서는 대조구에 

비해 3개의 생봉독처리구에서 발생율이 낮아졌다. 위축성비염(Atrophic 

rhinitis)발생율에서는 대조구에 비해 침구처리구와 3개의 생봉독처리구에서 

발생율은 낮았으나, 감소효과는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그 외 간회충반점(Liver milk spots)발생에서는 대조구를 포함한 모든 사양시

험구에서 유사한 발생율은 나타냈으며, 증식성회장염(Proliferative ileitis)은 모

든 사양시험구에서 발생되지 않았다.

 

 Table 7. Effects of bee venom treatments on occurrence of diseased    

            carcasses from finishing pigs (barrow)
1)2)

1) Control = No acupuncture or bee venom treatment , 

Chlorotetracycline(CTC) was added at 100ppm to experimental diets during 

both growing and finishing period except bee venom T2 and T3 ; 

Acupuncture = Acupuncture treatment instead of bee venom treatment ; 

Bee venom T1 = Bee venom treatment ; Bee venom T2 = Bee venom 

treatment, CTC was added at 50ppm to experimental diets during finishing 

period ; Bee venom T3 = Bee venom treatment, No CTC was added to 

experimental diets during finishing period.
2)
 20 carcasses were tested each except acupunture treatment where       

10 carcasses were tested. positive diseased carcasses were shown and 

occurrence rates were expressed in parenthesis as percentage.

Item Control Acupuncture Bee venom T1 Bee venom T2 Bee venom T3

Pleuropneumonia 3(15) 2(20) 1(5) 0(0) 1(5)

Pleurisy 3(15) 2(20) 0(0) 0(0) 0(0)

Atrophic rhinitis 3(15) 1(10) 2(5) 1(5) 1(5)

Liver milk spots 3(15) 1(10) 3(15) 2(10) 3(15)

Proliferative ileitis 0(0) 0(0) 0(0) 0(0) 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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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생봉독처리가 비육돈(암)의 근섬유비율 및 직경에 미치는 향

 생봉독처리가 비육돈(암)의 근섬유비율 및 직경에 미치는 향은 Table 8에

서 보는 바와 같다.

근섬유의 비율에서는 αW근섬유(백색근섬유)가 가장 많았으며, βR(적색근섬

유)와 αR(중간근섬유)의 비율은 유사하 다. 대조구와 비교해서 침구처리구와 

3개의 생봉독처리구의 경우 유사한 근섬유비율을 나타냈다.

 근섬유직경에서는 대조구에 비해 생봉독1처리구와 2처리구의 경우 αW, βR, 

αR 3개 근섬유직경이 더 큰 경향을 나타냈는데, 이중 αW근섬유의 직경이 더 

굵었다. 반면에 생봉독3처리구의 경우는 대조구에 비해 근섬유직경이 유사하

거나 가는 경향이었다. 침구처리구의 경우는 대조구와 생봉독1처리구와 2처리

구의 중간수준의 근섬유직경 수치를 나타냈다.

 Table 8. Effects of bee venom treatments on muscle fiber characteristics  

          of longissimus  muscle from finishing pigs (gilt)
1)

1) Control = No acupuncture or bee venom treatment , 

Chlorotetracycline(CTC) was added at 100ppm to experimental diets during 

both growing and finishing period except bee venom T2 and T3 ; 

Item Control Acupuncture Bee venom T1 Bee venom T2 Bee venom T3

Fiber
percentage(%)

βR 11.8±5.7 11.6±3.2 12.1±1.5 11.9±2.5 114.±1.5

αR 12.6±2.8 12.3±2.9 11.7±2.9 11.7±2.3 12.8±2.7

αW 75.6±8.1 76.1±5.6 76.2±3.1 76.4±6.5 75.8±8.1

Fiber
diameter(㎛)

βR 20.7±2.5 21.2±2.8 21.5±2.5 20.9±1.2 19.4±5.8

αR 18.9±3.8 19.2±2.3 19.8±3.7 19.9±2.9 18.7±4.1

αW 24.5±3.1 25.4±3.4 27.3±2.6 26.9±2.8 26.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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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upuncture = Acupuncture treatment instead of bee venom treatment ; 

Bee venom T1 = Bee venom treatment ; Bee venom T2 = Bee venom 

treatment, CTC was added at 50ppm to experimental diets during finishing 

period ; Bee venom T3 = Bee venom treatment, No CTC was added to 

experimental diets during finishing period.

 8). 생봉독처리가 비육돈(거세돈)의 근섬유비율 및 직경에 미치는 향

 생봉독처리가 비육돈(거세돈)의 근섬유비율 및 직경에 미치는 향은 Table9

에서 보는 바와 같다.

 거세돈의 근섬유비율에서는 암퇘지와 마찬가지로 대조구를 포함한 모든 사양

시험구에서 유사한 경향을 나타냈으며, 3개 근섬유에서는 αW근섬유비율이 가

장 높았으며, βR와 αR근섬유비율은 유사하게 낮았다.

 근섬유직경에서는 대조구에 비해 생봉독1처리구와 2처리구의 경우 αW, βR, 

αR 3개 근섬유의 직경이 더 굵은 경향을 나타냈는데, 이중 αW근섬유직경이 

가장 굵었다. 반면에 생봉독3처리구는 대조구에 비해 αW근섬유 직경이 다소 

굵은 반면에, βR근섬유 직경은 가늘었으며, 침구처리구도 이와 유사한 수치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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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ble 9. Effects of bee venom treatments on muscle fiber characteristics  

          of longissimus  muscle from finishing pigs (barrow)
1)

1)
 Control = No acupuncture or bee venom treatment, 

Chlorotetracycline(CTC) was added at 100ppm to experimental diets during 

both growing and finishing period except bee venom T2 and T3 ; 

Acupuncture = Acupuncture treatment instead of bee venom treatment ; 

Bee venom T1 = Bee venom treatment ; Bee venom T2 = Bee venom 

treatment, CTC was added at 50ppm to experimental diets during finishing 

period ; Bee venom T3 = Bee venom treatment, No CTC was added to 

experimental diets during finishing period.

Item Control Acupuncture Bee venom T1 Bee venom T2 Bee venom T3

Fiber
percentage(%)

βR 11.9±1.6 11.6±1.8 12.3±2.5 12.0±2.9 11.7±2.8

αR 12.6±1.1 12.6±2.8 11.7±2.9 11.9±1.7 12.6±3.2

αW 75.5±6.2 75.8±5.7 76.0±5.2 76.1±5.9 75.7±6.5

Fiber
diameter(㎛)

βR 20.2±2.7 21.1±4.0 21.2±2.6 20.6±1.8 19.1±4.1

αR 18.1±3.2 18.8±2.7 19.3±3.7 19.4±1.7 18.5±0.7

αW 24.0±1.4 25.1±3.5 27.1±2.1 26.8±3.2 25.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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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생봉독처리가 비육돈(암)의 일반성분에 미치는 향

 생봉독처리가 비육돈(암)의 일반성분에 미치는 향은 Table 10.에서 보는 

바와 같다.

 등심육의 일반성분에서 수분, 단백질과 회분함량은 사양시험구간에 유사한 

경향이었으나, 지방의 경우 무처리구에 비해서 생봉독1처리구와 2처리구에서 

높은 수준을 나타내어 바람직한 경향을 보 다.

 Table 10. Effects of bee venom treatments on chemical compositions    

            of longissimus  muscle from finishing pigs(gilt)1)

Items Control Acupuncture Bee venom T1 Bee venom T2 Bee venom T3

Moisture 73.7±3.1 74.3±1.1 73.3±0.4 74.1±3.5 73.8±0.5

Protein 23.3±2.7 22.4±0.4 22.6±1.2 22.2±3.3 23.1±2.2

Fat 1.8±0.4 2.1±0.5 3.0±1.1 2.5±1.3 2.0±0.3

Ash 1.2±0.2 1.2±0.1 1.1±0.2 1.2±0.1 1.1±0.1

1) Control = No acupuncture or bee venom treatment ; 

Chlorotetracycline(CTC) was added at 100ppm to experimental diets during 

both growing and finishing period except bee venom T2 and T3 ; 

Acupuncture = Acupuncture treatment instead of bee venom treatment ; 

Bee venom T1 = Bee venom treatment , Bee venom T2 = Bee venom 

treatment, CTC was added at 50ppm to experimental diets during finishing 

period ; Bee venom T3 = Bee venom treatment, No CTC was added to 

experimental diets during finishing peri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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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생봉독처리가 비육돈(거세돈)의 일반성분에 미치는 향

 생봉독처리가 비육돈(거세돈)의 일반성분에 미치는 향은 Table 11.에서 보

는 바와 같다.

 등심육의 일반성분에서 수분, 단백질과 회분함량은 사양시험구간에 유사한 

경향이었으나, 지방의 경우 무처리구에 비해서 생봉독1처리구와 2처리구에서 

높은 수준을 나타내어 바람직한 경향을 보 으며, 침처리구와 셍봉독처리구는 

중간정도의 성적을 나타냈다..

 Table 11. Effects of bee venom treatments on chemical compositions    

        of longissimus  muscle from finishing pigs(barrow)1)

Items Control Acupuncture Bee venom T1 Bee venom T2 Bee venom T3

Moisture 74.6±3.5 74.3±0.9 73.0±1.5 74.1±1.0 74.2±0.7

Protein 22.6±0.9 22.5±0.5 22.9±1.3 22.2±0.7 22.4±2.7

Fat 1.7±0.5 2.1±0.6 2.9±0.6 2.7±1.4 2.3±0.8

Ash 1.1±0.1 1.1±0.1 1.2±0.1 1.0±0.1 1.1±0.2
  

1)
 Control = No acupuncture or bee venom treatment, 

Chlorotetracycline(CTC) was added at 100ppm to experimental diets during 

both growing and finishing period except bee venom T2 and T3 ; 

Acupuncture = Acupuncture treatment instead of bee venom treatment ; 

Bee venom T1 = Bee venom treatment , Bee venom T2 = Bee venom 

treatment, CTC was added at 50ppm to experimental diets during finishing 

period ; Bee venom T3 = Bee venom treatment, No CTC was added to 

experimental diets during finishing peri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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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생봉독처리가 비육돈(암)의 육질특성과 PSE육 발생율에 미치는 향

 
생봉독처리가 비육돈(암)의 육질특성과 PSE육 발생율에 미치는 향은 Table 12.에서 보

는 바와 같다.

 등심육의 pH는 무처리구가 낮은 경향이었으며, 반면에 생봉독2처리구가 높

은 경향이었다. 보수력의 경우도 생봉독2처리구가 다른 사양시험구에 비해서 

높은 수치를 나타냈다. 육즙손실과 가열감량에서는 사양시험구중에서 생봉독

1처리구와 2처리구에서 낮은 수치를 나타내어 바람직한 경향을 보 다. 전단

력에서는 사양시험구간에 유사한 경향을 나타냈다.

 pH, 육즙손실과 Hunter L값을 기준으로 하여 암퇘지의 PSE육 발생율을 조사한 결

과에서는 무처리구에 비해 3개생봉독처리구에서 PSE육 발생율이 감소하 는데, 특히 

생봉독1처리구와 2처리구에서 낮은 경향이었다. 반면에 첨구처리구의 발생율이 가장 

높았다.

 Table 12). Effects of bee venom treatments on meat quality traits      

         of longissimus  from finishing pigs(gilt)
1)

Items Control Acupuncture Bee venom T1 Bee venom T2 Bee venom T3

pH 5.43±0.08 5.47±0.06 5.51±0.17 5.57±0.05 5.49±0.09

Water holding 

capacity(%)
60.1±2.7 60.6±4.3 60.4±2.2 61.6±3.4 60.4±2.4

Drip loss(%) 5.2±0.7 5.6±0.7 4.7±0.4 4.8±1.1 5.1±0.9

Cooking 

loss(%)
33.3±1.4 32.7±2.4 30.9±1.8 31.3±2.9 32.0±2.1

Shear 

force(㎏)
1.2±0.3 1.1±0.4 1.0±0.3 1.1±0.2 1.2±0.4

PSE 

incidence(%)
2) 25.0 30.0 15.0 15.0 20.0

  

1)
 Control = No acupuncture or bee venom treat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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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lorotetracycline(CTC) was added at 100ppm to experimental diets during 

both growing and finishing period except bee venom T2 and T3 ; 

Acupuncture = Acupuncture treatment instead of bee venom treatment ; 

Bee venom T1 = Bee venom treatment , Bee venom T2 = Bee venom 

treatment, CTC was added at 50ppm to experimental diets during finishing 

period ; Bee venom T3 = Bee venom treatment, No CTC was added to 

experimental diets during finishing period.
2) Evaluated by pH24 < 5.45, Drip loss > 5%, Hunter L > 59

 12). 생봉독처리가 비육돈(거세돈)의 육질특성과 PSE육 발생율에 미치는 

      향

 생봉독처리가 비육돈(거세돈)의 육질특성과 PSE육 발생율에 미치는 향은 Table 13.에서 

보는 바와 같다.

 등심육의 pH는 무처리구가 낮은 경향이었으며, 반면에 다른 사양시험구에서

는 유사하게 높은 경향이었다. 보수력의 경우는 생봉독1처리구와 생봉독2처

리구가 다른 사양시험구에 비해서 높은 수치를 나타냈다. 육즙손실과 가열감

량에서는 사양시험구중에서 생봉독1처리구와 2처리구에서 낮은 수치를 나타

내어 바람직한 경향을 보 다. 전단력에서는 사양시험구간에 유사한 경향을 나타

냈다. 

pH, 육즙손실과 Hunter L 값을 기준으로 하여 거세돈의 PSE육 발생율을 조사한 결

과에서는 무처리구에 비해 3개 생봉독처리구에서 발생율이 낮았으며, 반면에 침구처

리구는 중간정도의 수준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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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ble 13. Effects of bee venom treatment on meat quality traits of 

   longissimus  from finishing pigs(barrow)
1)

Items Control Acupuncture Bee venom T1 Bee venom T2 Bee venom T3

pH 5.40±0.06 5.49±0.17 5.48±0.05 5.52±0.12 5.47±0.07

Water holding 

capacity(%)
60.8±2.0 61.3±2.4 62.3±1.7 62.1±4.2 60.4±2.6

Drip loss(%) 5.4±1.1 4.9±0.9 4.7±1.3 4.8±1.0 5.0±1.1

Cooking 

loss(%)
32.8±2.0 32.2±1.7 30.0±0.9 30.3±1.7 31.7±2.3

Shear 

force(㎏)
1.4±0.4 1.3±0.5 1.3±0.2 1.3±0.3 1.5±0.4

PSE 

incidence(%)
2) 30.0 25.0 20.0 15.0 20.0

  

1) Control = No acupuncture or bee venom treatment ; 

Chlorotetracycline(CTC) was added at 100ppm to experimental diets during 

both growing and finishing period except bee venom T2 and T3 ; 

Acupuncture = Acupuncture treatment instead of bee venom treatment ; 

Bee venom T1 = Bee venom treatment , Bee venom T2 = Bee venom 

treatment, CTC was added at 50ppm to experimental diets during finishing 

period ; Bee venom T3 = Bee venom treatment, No CTC was added to 

experimental diets during finishing period.
2)
 Evaluated by pH24 < 5.45, Drip loss > 5%, Hunter L > 59

 13). 생봉독처리가 비육돈(암)의 주관적판정과 육색에 미치는 향

 생봉독처리가 비육돈(암)의 주관적판정과 육색에 미치는 향은 Table 14.에

서 보는 바와 같다.

 등심육의 주관적판정 결과에서 마블링 점수에서는 무처리구에 비해 생봉독1

처리구와 2처리구에서 높은 경향이었으나, 조직감, 육색과 돈육특성에서는 사

양시험구간에 유사한 결과를 나타냈다.

 등심육의 육색에서는 무처리구에 비해 생봉독1처리구와 2처리구에서 L값(명

도)은 낮고, 상대적으로 a값(적색도)은 높아 진한 적색의 외관을 나타내어 바

람직한 경향인 것으로 사료되었다. b값(황색도)의 경우 무처리구가 낮은 수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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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나타낸 반면에 다른 사양시험구들은 유사한 결과를 나타냈다.

 Table 14. Effects of bee venom treatment on subjective evaluation and      

             meat color of longissimus from finishing pigs(gilt)1)

Items Control Acupuncture Bee venom T1 Bee venom T2 Bee venom T3

Subjective 
evaluation2)

Marbling 1.8±0.4 1.9±0.5 2.3±0.7 2.2±0.3 1.8±0.6

Texture 2.6±0.2 2.5±0.4 2.6±0.2 2.8±0.3 2.8±0.3

Meat color 2.5±0.4 2.5±0.4 2.8±0.2 2.7±0.3 2.9±0.4

Total 

acceptability
2.6±0.3 2.8±0.3 2.9±0.3 2.8±0.2 2.7±0.1

Hunter color

L 59.8±2.9 58.3±2.9 56.9±2.9 57.4±2.1 58.7±3.4

a 5.4±0.8 5.3±1.1 5.9±1.2 5.7±1.4 5.7±1.1

b 6.9±0.7 7.8±0.9 7.9±1.1 7.4±0.8 8.1±0.7

1) Control = No acupuncture or bee venom treatment ; 

Chlorotetracycline(CTC) was added at 100ppm to experimental diets during 

both growing and finishing period except bee venom T2 and T3 ; 

Acupuncture = Acupuncture treatment instead of bee venom treatment ; 

Bee venom T1 = Bee venom treatment , Bee venom T2 = Bee venom 

treatment, CTC was added at 50ppm to experimental diets during finishing 

period ; Bee venom T3 = Bee venom treatment, No CTC was added to 

experimental diets during finishing period.

2) Marbling, 1 = extremely low in intramuscular fat, 5 = very abundant intramuscular fat

   Texture, 1 = extreimely bad in texture, 5 = extremely good in texture

   Meat color , 1 = very pale in meat color, 5 = very dark in meat color

   Total acceptability, 1 = extremely PSE, 5 = extremely DFD

14). 생봉독처리가 비육돈(거세돈)의 주관적판정과 육색에 미치는 향

 생봉독처리가 비육돈(거세돈)의 주관적판정과 육색에 미치는 향은 Table 

15.에서 보는 바와 같다.

 등심육의 주관적판정 결과에서 마블링 점수에서는 무처리구에 비해 생봉독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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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구와 2처리구에서 높은 경향이었으며, 조직감, 육색과 돈육특성에서는 대

조구에 비해 생봉독1, 2, 3처리구에서 다소 높은 수치를 나타내었다.

 등심육의 육색에서는 무처리구에 비해 생봉독1처리구와 2처리구에서 L값(명

도)은 낮고, 상대적으로 a값(적색도)은 높아 진한 적색의 외관을 나타내어 바

람직한 경향인 것으로 사료되었다. 침처리구의 경우 무처리구와 유사한 육색

수치를 나타내었으며, b값(황색도)의 경우 무처리구가 낮은 수치를 나타낸 반

면에 다른 사양시험구들은 유사한 결과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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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ble 15. Effects of bee venom treatment on subjective evaluation and       

            meat color of longissimus from finishing pigs(barrow)
1)

Items Control Acupuncture Bee venom T1 Bee venom T2 Bee venom T3

Subjective 

evaluation2)

Marbling
1.9±0.6 2.1±0.5 2.6±0.4 2.5±0.3 2.3±0.6

Texture 2.5±0.1 2.4±0.3 2.7±0.5 2.6±0.3 2.7±0.3

Meat color 2.4±0.3 2.5±0.5 2.7±0.5 2.8±0.3 2.8±0.2

Total 

acceptability
2.4±0.2 2.5±0.3 2.8±0.5 2.8±0.4 2.7±0.2

Hunter color

L 59.3±1.7 59.4±2.7 57.9±3.7 57.8±3.1 58.7±1.9

a 5.3±0.9 5.5±1.2 6.1±1.8 6.0±1.3 5.7±0.8

b 7.3±0.7 7.9±1.5 7.9±1.2 7.8±1.0 8.1±0.7

  

1) Control = No acupuncture or bee venom treatment ; 

Chlorotetracycline(CTC) was added at 100ppm to experimental diets during 

both growing and finishing period except bee venom T2 and T3 ; 

Acupuncture = Acupuncture treatment instead of bee venom treatment ; 

Bee venom T1 = Bee venom treatment , Bee venom T2 = Bee venom 

treatment, CTC was added at 50ppm to experimental diets during finishing 

period ; Bee venom T3 = Bee venom treatment, No CTC was added to 

experimental diets during finishing period.

2)  Marbling, 1 = extremely low in intramuscular fat, 5 = very abundant intramuscular fat

   Texture, 1 = extremely bad in texture, 5 = extremely good in texture

   Meat color , 1 = very pale in meat color, 5 = very dark in meat color

   Total acceptability, 1 = extremely PSE, 5 = extremely DF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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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생봉독처리가 비육돈(암)의 관능특성에 미치는 향

 
생봉독처리가 비육돈(암)의 관능특성에 미치는 향은 Table 16.에서 보는 

바와 같다.

 등심육의 관능특성에서 사양시험구간에 유사한 결과를 나타냈지만, 연도, 풍

미와 전체기호도에서 생봉독1처리구와 2처리구의 경우 다소 높은 경향을 나

타냈다.

 Table 16. Effects of bee venom treatment on panel teat of              

              longissimus  muscle pigs(gilt)
1)

Items Control Acupuncture Bee venom T1 Bee venom T2 Bee venom T3

Tenderness
2)

2.6±0.4 2.5±0.4 2.8±0.5 2.9±0.6 2.6±0.4

Juiciness 2.9±0.3 3.0±0.4 3.1±0.2 2.9±0.4 2.9±0.2

Flavor 2.7±0.4 2.7±0.3 2.9±0.3 3.0±0.4 2.7±0.3

Total 

acceptability
2.6±0.3 2.6±0.2 2.9±0.3 2.7±0.1 2.6±0.3

  

1) Control = No acupuncture or bee venom treatment ; 

Chlorotetracycline(CTC) was added at 100ppm to experimental diets 

during both growing and finishing period except bee venom T2 and 

T3 ; Acupuncture = Acupuncture treatment instead of bee venom 

treatment ; Bee venom T1 = Bee venom treatment , Bee venom T2 = 

Bee venom treatment, CTC was added at 50ppm to experimental diets 

during finishing period ; Bee venom T3 = Bee venom treatment, No 

CTC was added to experimental diets during finishing period.

2) 1 =  very tough, very dry, very mild, very unacceptable

  5 =  very tender, very juicy, very intense, very accep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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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생봉독처리가 비육돈(거세돈)의 관능특성에 미치는 향

 생봉독처리가 비육돈(거세돈)의 관능특성에 미치는 향은 Table 17.에서 보

는 바와 같다.

 등심육의 관능특성에서 사양시험구간에 유사한 결과를 나타냈지만, 풍미와 다즙

성에서 생봉독1처리구, 2처리구와 3처리구의 경우 다소 높은 경향을 나타냈다.

 

 Table 17. Effects of bee venom treatment on panel teat of              

              longissimus  muscle pigs(barrow)
1)

Items Control Acupuncture Bee venom T1 Bee venom T2 Bee venom T3

Tenderness
2)

2.6±0.5 2.6±0.5 2.7±0.5 2.7±0.4 2.7±0.6

Juiciness 2.9±0.4 2.9±0.6 3.1±0.4 3.0±0.3 3.1±0.4

Flavor 2.6±0.3 2.6±0.5 2.9±0.3 2.9±0.4 2.8±0.2

Total 

acceptability
2.6±0.3 2.6±0.6 2.7±0.3 2.9±0.3 2.7±0.2

  

1) 
Control = No acupuncture or bee venom treatment ; 

Chlorotetracycline(CTC) was added at 100ppm to experimental diets 

during both growing and finishing period except bee venom T2 and T3 

; Acupuncture = Acupuncture treatment instead of bee venom treatment 

; Bee venom T1 = Bee venom treatment , Bee venom T2 = Bee venom 

treatment, CTC was added at 50ppm to experimental diets during 

finishing period ; Bee venom T3 = Bee venom treatment, No CTC was 

added to experimental diets during finishing period.

2)
 1 =  very tough, very dry, very mild, very unacceptable

  5 =  very tender, very juicy, very intense, very accep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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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생봉독처리가 비육돈(암)의 저장성에 미치는 향

 
생봉독처리가 비육돈(암)의 저장성에 미치는 향은 Table 18.에서 보는 바

와 같다.

등심육을 7일간 4℃에서 냉장저장하 을 때 모두 시험구에서 총 미생물수가 

증가하 으나, Log5이하의 수치를 보여 모든 가식범위에 들었으며, 무처리구

와 비교하여 사양시험구간에 유의적인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지방산패도를 나타내는 TBA값도 7일간 냉장저장동안 지방의 산화가 조금씩 

증가하 으나, 모두 가식범위에 들었으며 사양시험구간에 유사한 경향이었다.

 저장기간중 휘발성 염기태질소(VBN)함량의 경우에도 7일간 냉장저장동안 

다소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냈으나, 모두 가식범위에 들었으며, 사양시험구간

에 유사한 결과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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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ble 18. Effects of bee venom treatment on storage charactericstice of   

            longissimus muscle from finishing pigs(gilt) during 7days of      

            refrigerator storage
1)

Items Control Acupuncture Bee venom T1 Bee venom T2 Bee venom T3

Total 
microbial 
count

(Log cfu/g)
0 Day 3.55±0.19 3.57±0.68 3.26±1.32 3.34±0.58 3.21±0.11

4 Day 4.50±0.18 4.42±1.13 4.24±0.75 4.38±0.82 4.46±0.65

7 Day 4.54±0.28 4.71±0.64 4.30±0.86 4.57±0.76 4.58±0.54

TBA(mg 
malonaldehyde
/1,000g)
0 Day

0.25±0.06 0.22±0.12 0.22±0.11 0.23±0.09 0.20±0.11

4 Day 0.29±0.02 0.28±0.09 0.29±0.12 0.29±0.07 0.31±0.09

7 Day 0.32±0.07 0.31±0.09 0.39±0.08 0.34±0.07 0.34±0.12

VBN(mg%)

0 Day
17.1±0.6 17.3±1.1 16.9±0.7 16.9±1.1 17.0±0.5

4 Day 16.1±1.1 16.7±0.8 17.3±0.7 16.4±1.3 16.9±1.1

7 Day 17.4±0.9 17.3±1.9 17.4±1.7 17.7±1.5 17.3±1.6

 

1) Control = No acupuncture or bee venom treatment ; 

Chlorotetracycline(CTC) was added at 100ppm to experimental diets during 

both growing and finishing period except bee venom T2 and T3 ; 

Acupuncture = Acupuncture treatment instead of bee venom treatment ; 

Bee venom T1 = Bee venom treatment , Bee venom T2 = Bee venom 

treatment, CTC was added at 50ppm to experimental diets during finishing 

period ; Bee venom T3 = Bee venom treatment, No CTC was added to 

experimental diets during finishing peri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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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생봉독처리가 비육돈(거세돈)의 저장성에 미치는 향

 
생봉독처리가 비육돈(거세돈)의 저장성에 미치는 향은 Table 18.에서 보는 

바와 같다.

등심육을 7일간 4℃에서 냉장저장하 을 때 모든 시험구에서 총 미생물수가 

증가하 으나, Log5이하의 수치를 보여 모든 가식범위에 들었으며, 무처리구

와 비교하여 사양시험구간에 유의적인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지방산패도를 나타내는 TBA값도 7일간 냉장저장동안 지방의 산화가 조금씩 

증가하 으나, 모두 가식범위에 들었으며 사양시험구간에 유사한 경향이었다.

 저장기간중 휘발성 염기태질소(VBN)함량의 경우에도 7일간 냉장저장동안 

다소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냈으나, 모두 가식범위에 들었으며, 사양시험구간

에 유사한 결과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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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ble 18. Effects of bee venom treatment on storage charactericstice of    

            longissimus muscle from finishing pigs(barrow) during 7days    

            of refrigerator storage
1)

Items Control Acupuncture Bee venom T1 Bee venom T2 Bee venom T3

Total 
microbial 
count

(Log cfu/g)
0 Day

3.58±0.17 3.54±0.77 3.53±0.47 3.41±1.01 3.44±0.68

4 Day 4.43±0.25 4.53±0.60 4.69±0.64 4.63±0.92 4.51±1.01

7 Day 4.65±0.18 4.62±0.24 4.62±0.91 4.45±0.71 4.50±0.71

TBA(mg 
malonaldehyd

e
/1,000g)
0 Day

0.25±0.07 0.24±0.37 0.28±0.14 0.24±0.10 0.23±0.09

4 Day 0.31±0.03 0.30±0.21 0.30±0.08 0.32±0.10 0.29±0.07

7 Day 0.36±0.11 0.34±0.05 0.37±0.12 0.37±0.15 0.35±0.24

VBN(mg%)

0 Day
16.3±0.5 16.3±1.1 16.4±0.7 16.7±2.4 16.6±1.1

4 Day 16.9±1.1 16.2±1.2 16.9±0.7 16.8±2.3 17.1±1.4

7 Day 17.5±1.3 17.4±1.0 17.7±1.9 18.1±2.4 17.9±1.7

 

1) Control = No acupuncture or bee venom treatment ; 

Chlorotetracycline(CTC) was added at 100ppm to experimental diets 

during both growing and finishing period except bee venom T2 and T3 

; Acupuncture = Acupuncture treatment instead of bee venom treatment 

; Bee venom T1 = Bee venom treatment , Bee venom T2 = Bee venom 

treatment, CTC was added at 50ppm to experimental diets during 

finishing period ; Bee venom T3 = Bee venom treatment, No CTC was 

added to experimental diets during finishing peri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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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생봉독처리가 비육돈(암)의 포화지방산 성분에 미치는 향

    생봉독처리가 비육돈(암)의 포화지방산 성분에 미치는 향은 Table 20에서 

보는 바와 같다.

    등심육의 포화지방산중 주된 지방산은 C16:0과 C18:0이었으며, 두 지방산 함

량은 대조구와 비교하여 침구처리구와 3개 생봉독처리구사이에 유의적인 차

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그 외 C13:0의 함량에서는 대조구에 비해 나머지 사양

시험구에서 유의적으로 높았으며, C14:0의 경우에는 대조구에 비해 생봉독처

리1구 에서 유의적으로 낮았으나 함량의 차이는 크지 않았다.

 Table 20. Effects of bee venom treatments on saturated fatty acids     

             profile of longissimus  muscle from finishing pigs(gilt)1)

Items Control
Acupunctur

e

Bee venom 

T1

Bee venom 

T2

Bee venom 

T3

Saturated

fatty acids

C8:0
1.26 1.31 1.35 2.30 1.42

±0.34 ±0.36 ±0.39 ±1.18 ±0.63

C10:0
0.13 0.20 0.13 0.35 0.00

±0.28 ±0.40 ±0.28 ±0.49 ±0.00

C13:0 0.19 b 0.50 a 0.57 a 0.56 a 0.59 a

±0.26 ±0.05 ±0.12 ±0.18 ±0.36

C14:0 0.85 a 0.62 ab 0.43b 0.65 ab 0.64 ab

±0.32 ±0.15 ±0.10 ±0.18 ±0.29

C15:0
0.08 0.27 0.27 0.09 0.21

±0.18 ±0.32 ±0.43 ±0.21 ±0.29

C16:0
21.99 20.09 21.15 20.45 20.65

±0.78 ±0.94 ±1.09 ±0.42 ±0.70

C17:0
0.15 0.09 0.12 0.13 0.13

±0.21 ±0.18 ±0.17 ±0.18 ±0.18

C18:0
14.93 15.48 14.92 14.21 15.03

±1.70 ±0.73 ±1.42 ±0.96 ±0.54

C20:0
0.92 0.75 0.54 0.57 0.52

±0.10 ±0.14 ±0.30 ±0.33 ±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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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Control = No acupuncture or bee venom treatment, 

Chlorotetracycline(CTC) was added at 100ppm to experimental diets during 

both growing and finishing period except bee venom T2 and T3 ; 

Acupuncture = Acupuncture treatment instead of bee venom treatment ; 

Bee venom T1 = Bee venom treatment ; Bee venom T2 = Bee venom 

treatment, CTC was added at 50ppm to experimental diets during finishing 

period ; Bee venom T3 = Bee venom treatment, No CTC was added to 

experimental diets during finishing period
a, b Means in the same row with different superscripts differ (P<0.05).

 20). 생봉독처리가 비육돈(암)의 불포화지방산 성분에 미치는 향

    

 생봉독처리가 비육돈(암)의 불포화지방산 성분에 미치는 향은 Table 21에  

서 보는 바와 같다.

 등심육의 불포화지방산중 주된 지방산은 C18:1(oleic acid), C18:2(linoleic 

acid), C16:1, C18:3(linolenic acid)이었으며, C16:1, C18:2와 C18:3의 함량에서

는 대조구와 다른 사양시험구간에 유의적인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C18:1함

량에서는 대조구에 비해 침구처리구에서 다소 높은 경향이었으나, 나머지 3개 

생봉독처리구와는 유사한 경향을 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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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ble 21. Effects of bee venom treatment on unsaturated fatty         

            acids profile of longissimus  muscle from finishing            

            pigs(gilt)
1)

Items Control
Acupunctur

e

Bee venom 

T1

Bee venom 

T2

Bee venom 

T3

Unsaturated 

fatty acids

C14:1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C16:1
2.77 2.80 2.88 3.07 2.77

±0.44 ±0.27 ±0.30 ±0.26 ±0.35

C18:1
36.57 40.42 35.72 36.50 35.74

±2.59 ±5.90 ±4.49 ±2.28 ±2.92

C18:2
20.86 21.56 21.39 20.62 21.76

±3.35 ±1.79 ±2.96 ±2.85 ±2.57

C18:3 0.49 0.60 0.55 0.49 0.53

±0.09 ±0.11 ±0.03 ±0.04 ±0.05

1)
 Control = No acupuncture or bee venom treatment, 

Chlorotetracycline(CTC) was added at 100ppm to experimental diets during 

both growing and finishing period except bee venom T2 and T3 ; 

Acupuncture = Acupuncture treatment instead of bee venom treatment ; 

Bee venom T1 = Bee venom treatment ; Bee venom T2 = Bee venom 

treatment, CTC was added at 50ppm to experimental diets during finishing 

period ; Bee venom T3 = Bee venom treatment, No CTC was added to 

experimental diets during finishing peri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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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생봉독처리가 비육돈(거세돈)의 포화지방산 성분에 미치는 향

 생봉독처리가 비육돈(거세돈)의 포화지방산 성분에 미치는 향은 Table 22

에서 보는 바와 같다.

 거세돈 등심육의 포화지방산중 주된 지방산은 암퇘지와 마찬가지로  C16:0과 

C18:0이었으며, C16:0함량에서는 대조구가 다른 사양시험구보다 높은 경향이

었으며, 반면에 C18:0함량은 대조구에 비해 생봉독처리1구와 처리2구에서 높

은 경향을 나타냈다. 그 외 C13:0함량에서는 대조구와 생봉독처리1구에 비해 

침구처리구와 생봉독3처리구에서 유의적으로 높았으나, 함량의 차이는 크지 

않았다. 기타 다른 포화지방산의 경우 유의성적인 차이가 없었으며, 사양시험

구들 사이에 유사한 경향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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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ble 22. Effects of bee venom treatment on saturated fatty            

             acids profile of longissimus  muscle from finishing           

            pigs(barrow)
1)

Items Control Acupuncture
Bee venom 

T1

Bee venom 

T2

Bee 

venom T3

Saturated 

fatty acids

C8:0
0.72 1.45 2.21 2.31 2.76

±0.34 ±1.56 ±0.38 ±1.82 ±1.57

C10:0
0.23 0.30 0.49 0.55 0.77

±0.47 ±0.41 ±0.58 ±0.51 ±0.29

C13:0
0.14 b 0.51 a 0.13b 0.42 ab 0.44 a

±0.29 ±0.09 ±0.25 ±0.30 ±0.32

C14:0
0.88 0.59 0.79 0.78 0.79

±0.29 ±0.22 ±0.20 ±0.36 ±0.06

C15:0
0.15 0.16 0.00 0.07 0.00

±0.29 ±0.23 ±0.00 ±0.15 ±0.00

C16:0
22.28 19.28 19.58 20.11 20.45

±0.63 ±4.33 ±0.43 ±1.22 ±0.40

C17:0
0.08 0.17 0.00 0.19 0.17

±0.17 ±0.16 ±0.00 ±0.19 ±0.21

C18:0
14.60 14.83 15.46 15.70 14.21

±0.81 ±1.17 ±1.29 ±0.80 ±0.79

C20:0
0.96 0.72 0.76 0.60 0.72

±0.18 ±0.04 ±0.07 ±0.34 ±0.15

1) Control = No acupuncture or bee venom treatment, 

Chlorotetracycline(CTC) was added at 100ppm to experimental diets during 

both growing and finishing period except bee venom T2 and T3 ; 

Acupuncture = Acupuncture treatment instead of bee venom treatment ; 

Bee venom T1 = Bee venom treatment ; Bee venom T2 = Bee venom 

treatment, CTC was added at 50ppm to experimental diets during finishing 

period ; Bee venom T3 = Bee venom treatment, No CTC was added to 

experimental diets during finishing period
a,,b Means in the same row with different superscripts differ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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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생봉독처리가 비육돈(거세돈)의 불포화지방산 성분에 미치는 향

 생봉독처리가 비육돈(거세돈)의 불포화지방산 성분에 미치는 향은 Table 

23에서 보는 바와 같다.

 거세돈 등심육의 불포화지방산중 주된 지방산은 암퇘지와 마찬가지로  

C18:1(oleic acid), C18:2(linoleic acid), C16:1, C18:3(linolenic acid)이었으며, 

C16:1의 함량은 생봉독3처리구에서 생봉독1처리구보다 유의적으로 높은 반면

에, C18:1, C18:2, C18:3함량은 대조구와 다른 사양시험구들사이에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으며, 유사한 결과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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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ble 23. Effects of bee venom treatment on unsaturated fatty               

              acids profile of longissimus muscle from finishing pigs(barrow)
1)

Items Control Acupunture
Bee 

venom T1

Bee venom 

T2

Bee venom 

T3

Unsaturated 

fatty acids

C14:1
0.00 0.13 0.10 0.24 0.20

±0.00 ±0.26 ±0.20 ±0.34 ±0.24

C16:1
3.11ab 2.88ab 2.46b 2.93ab 3.20a

±0.11 ±0.42 ±0.31 ±0.22 ±0.23

C18:1
3758 36.43 36.73 38.02 37.60

±1.06 ±4.34 ±2.58 ±2.28 ±2.92

C18:2
20.80 21.40 20.81 20.62 19.52

±1.47 ±1.89 ±2.28 ±2.67 ±2.46

C18:3
0.51 0.57 0.48 0.47 0.44

±0.04 ±0.07 ±0.03 ±0.04 ±0.06

1) Control = No acupuncture or bee venom treatment, 

Chlorotetracycline(CTC) was added at 100ppm to experimental diets during 

both growing and finishing period except bee venom T2 and T3 ; 

Acupuncture = Acupuncture treatment instead of bee venom treatment ; 

Bee venom T1 = Bee venom treatment ; Bee venom T2 = Bee venom 

treatment, CTC was added at 50ppm to experimental diets during finishing 

period ; Bee venom T3 = Bee venom treatment, No CTC was added to 

experimental diets during finishing period
a,,b Means in the same row with different superscripts differ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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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 생봉독처리가 비육돈(암)의 잔류항생물질함량에 미치는 향

 생봉독처리가 미육돈(암)의 잔류항생물질함량에 미치는 향은 Table 24에서 

보는 봐와 같다. 

 사료에 첨가된 항생물질(Chlorotetracycline, CTC)의 등심근내 잔류검사수준

을 분석한 결과, 첨가하지 않은 생봉독3처리구에서는 전혀 검출되지 않았고, 

항생제 50%를 첨가한 생봉독2처리구의 경우 0.02ppm 수준을, 그리고 항생제

를 100%첨가한 대조구, 침구처리구와 생봉독1처리구에서는 0.04~0.06ppm 수

준을 나타내었다.

Table 24. Effects of bee venom treatment on residual chloroteracycline level  

           of longissmus muscle from finishing pigs (gilt)
1)

Item Control Acupuncture
Bee venom 

T1

Bee venom 

T2

Bee venom 

T3

CTC(ppm) 0.04±0.01 0.06±0.02 0.06±0.03 0.02±0.01 0

1)
 Control = No acupuncture or bee venom treatment, 

Chlorotetracycline(CTC) was added at 100ppm to experimental diets during 

both growing and finishing period except bee venom T2 and T3 ; 

Acupuncture = Acupuncture treatment instead of bee venom treatment ; 

Bee venom T1 = Bee venom treatment ; Bee venom T2 = Bee venom 

treatment, CTC was added at 50ppm to experimental diets during finishing 

period ; Bee venom T3 = Bee venom treatment, No CTC was added to 

experimental diets during finishing period
2) Level approved: below 0.1p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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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 생봉독처리가 비육돈(거세돈)의 잔류항생물질함량에 미치는 향

 생봉독처리가 비육돈(거세돈)의 자류항생물질함량에 미치는 향은 Table 25 

에서 보는 바와 같다. 

 거세돈 등심근내 잔류검사결과는 암퇘지와 마찬가지로 비육후기 사료에 첨가

하지 않은 생봉독처리구에서는 전혀 검출되지 않았고, 항생제 50%를 첨가한 

생봉독처리구의 경우 0.03ppm 수준을, 그리고 항생제 100%를 첨가한 대조구, 

침구처리구와 생봉독1처리구에서는 0.05~0.07ppm 수준을 나타냈다.

 Table 25. Effects of bee venom treatment on residual chloroteracycline level  

            of  longissmus muscle from finishing pigs (barrow)
1)

Item Control Acupuncture
Bee venom 

T1

Bee venom 

T2

Bee venom 

T3

CTC(ppm) 0.07±0.03 0.05±0.02 0.07±0.03 0.03±0.02 0

1) Control = No acupuncture or bee venom treatment, 

Chlorotetracycline(CTC) was added at 100ppm to experimental diets during 

both growing and finishing period except bee venom T2 and T3 ; 

Acupuncture = Acupuncture treatment instead of bee venom treatment ; 

Bee venom T1 = Bee venom treatment ; Bee venom T2 = Bee venom 

treatment, CTC was added at 50ppm to experimental diets during finishing 

period ; Bee venom T3 = Bee venom treatment, No CTC was added to 

experimental diets during finishing period
2)
 Level approved: below 0.1p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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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요약 

 1)도체특성 및 부분육 생산율 조사

 대조구와 비교하여 생봉독1처리구와 2처리구의  경우 암퇘지와 거세돼지 모

두에서 도체중, 도체율이 증가하 으며, 등지방두께도 두꺼워졌다. 이러한 도

체특성은 도체등급을 향상시켜 A와 B등급 출현율이 높아져 경제적으로 유리

한 것으로 사료되었다. 부분육 생산량에서도 대조구와 비교하여 생봉독1처리

구와 2처리구에서 몸통의 부분육 생산량이나 생산율이 높은 경향이었는데, 몸

통에는 소비자가 선호하는 삼겹부위가 포함되므로 바람직한 결과로 판단되었

다. 침구처리구의 경우 대조구와 유사한 도체특성과 부분육생산율을 보 으며, 

생봉독3처리구의 경우 가장 성적이 열악하 다.

 2)도체의 질병발생율조사 

 대조구와 비교하여 3개 생봉독처리구의 경우 암퇘지와 거세돼지 모두에서 

도체의 흉막폐렴과 흉막염발생율이 감소되었다. 그러나 도체의 위축성비염이

나 간회충반점의 발생율에는 생봉독처리가 큰 효과를 나타내지 않았으며, 증

식성회장염은 모든 사양시험구에서 발생되지 않았다.

 3)근섬유비율 및 직경조사

 등심근의 근섬유비율에서는 암퇘지와 거세돼지 모두에서 대조구와 비교해서 

침구처리구와 생봉독처리구에서 유사한 결과를 나타냈으며, 3 Type의 근섬유

비율에서는 αW근섬유가 가장 많았으며, βR근섬유와 αR근섬유의 비율은 유사

하 다. 근섬유직경에서는 대조구에 비해 생봉독1처리구와 2처리구의 경우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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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의 근섬유 직경이 더 큰 경향을 나타냈는데, 이중 αW근섬유의 직경이 더 

굵었다.

 4)육질특성과 PSE육 발생율

 대조구와 비교하여 생봉독 1처리구와 2처리구의 경우 암퇘지와 거세돼지 모

두에서  등심육의 일반성분중 지방함량이 높은 수준을 나타내었고, pH와 보

수력이 높고, 육즙손실과 가열감량이 낮아 우수한 육질특성을 나타냈다. 그 외 

주관적 판정의 마블링 점수가 높았고, 육색측정에서도 진한 적색을 나타내어 

우수한 외관을 보여주었다.

 PSedbr 발생율에서는 암퇘지와 거세돼지 모두에서 무처리구에 비해 3개 생

봉독처리구에서 발생율이 감소했는데, 특히 생봉독2처리구가 낮았다. 반면에 

침구처리구는 무처리구와 유사한 발생율을 나타냈다.

 5)저장특성

 대조구와 비교하여 암퇘지와 거세돼지 모두에서 침구처리구나 생봉독 3개처

리구 모두 7일간 냉장저장중에 등심육의 총미생물수, 지방산패도(TBA)와 휘

발성 염기태질소(VBN)측정에서 유사한 경향을 나타냈으며, 모두 가식범위에 

들어있어 생봉독처리는 등심육의 저장특성에 아무런 나쁜 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6)항생제잔류수준 조사

 사료에 첨가한 항생제(Chlorotetarcycline)의 등심근내 잔류수준 조사에서는 

암퇘지와 거세돼지 모두에서 비육후기사료에 항생제 100%가 첨가된 무처리

구, 침구처리구, 생봉독1처리구의 경우 0.04~0.07ppm수준을, 항생제 50%를 첨

가한 생봉독2처리구의 경우 0.02~0.03ppm수준을 나타냈고, 항생제를 첨가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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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은 생봉독3처리구에서는 전혀 검출되지 않았다.

 7)고찰

 이상의 결과에서 생봉독처리는 비육돈의 도체특성, 도체의 질병발생율, 육질

특성 및 PSE육 발생율을 향상시키며, 저장특성에도 아무런 나쁜 향을 미치

지 않았으며, 특히 생봉독처리와 함께 비육후기에 항생제 첨가수준을 50%로 

낮춘 저항생제 첨가사료의 급여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어 고품질 돈육생산에 

권장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었다. 반면에 침구처리구는 대조구와 비교하여 

거의 모든 조사항목에서 유사한 결과를 나타내어 권장되지 못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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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최적 생봉독시술방법이 농가현장에서 비육돈의 생산성, 

        도체특성 및 육질특성에 미치는 향 구명

제1항 최적 생봉독시술방법이 농가현장에서 비육돈의 사양성적에 미치는 향  

     구명(제1세부과제)

 

 1.서론

    국내산 고품질 돈육을 생산하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고품질 청정돈육의 

생산에 있어 개선되어 져야 할 부분은 여러 가지가 있다. 최근에 중요시 되는 

문제로서 항생제의 사용량을 격감시켜 궁극적으로는 항생제 및 설파제 등의 

유해성 잔류물질의 문제가 없는 청정 돈육을 생산하여 소비자의 욕구를 충족

시켜야 하며 수입육과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균일한 육질을 갖는 규격화된 돈

육의 생산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따라서 안전성 높은 돼지질병 치료방법의 

개발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1950년부터 가축질병 예방과 치료 및 성장촉진

을 위해 세계적으로 광범위하게 항생물질이 사용되고 있는데 이러한 항생물질

의 사용을 50년 이상 이용하면서 다양한 부작용의 유발로 그 사용의 안전성과 

제한성이 요구되고 있다. 현재까지 항생물질이 축산에 널리 이용되면서 가축

질병 예방은 물론 축산물의 생산성을 높여주는데 많은 공헌을 하 으나, 항생

물질을 장기적으로 사용함으로써 이들의 유효성을 저해하는 약제 내성균 출현 

문제와 축산물에 잔류문제 발생하고, 특히 질병 치료에 사용할 때 감수성에 

따른 선택적 사용과 치료의 장기화, 재발성 및 제한적인 사용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더욱이 안전축산물 생산 공급 관점에서 최근 세계 각국에서는 

잔류 항생물질 및 설파제에 대한 규제가 엄격해지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그 허용 기준치를 정하여 사용을 규제하고 있기 때문에 항생물질을 대체 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에 대하여 연구가 필요하게 되었다. 그 방안으로 

probiotics 즉 생물학적 제제와 봉독 활용에 대하여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 실

제 축산에 응용한 성과가 보고 되고 있다(Francis 등, 1978 ; Pollmann 등, 

1980
a,b 
; 한 등 1982 ; 맹 등, 1989 ; 김 등, 1991 ; 김, 1992 ; 최 등, 1998 ; 

강 등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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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봉독은 오래 전부터 인체의 질병 치료에 이용되어 왔고 다양한 실험결과

가 보고 되고 있다. 봉독을 조성하는 물질은 peptide 11종, 효소5종, 생리학적 

활성 아민 3종, 비 peptide 성분 4종 등 현재까지 23종이 밝혀져 있다(김, 

1992). 생체 내에서 봉독의 주요한 기능은 항염증 작용(Dunn 등,1988
a
 ), 항균

작용(Steiner 등, 1982)강력한 용혈작용(Rudenco 등, 1996), 면역기능 증강 

(Hoffmann 등, 1997 ; Curcio 등, 1997), 신경통 완화작용, 진통작용, 신경독 

작용(Harbermann 등, 1965)등으로 알려져 있다. 최근 축산업에 대한 응용연구

가 시작되어 동물의 성장 촉진, 면역기능 증강, 각종 질병치료 등에 봉독 요법

의 유효성이 보고 되고 있으나(Belleveau, 1982 ; 김, 1986 ; 김, 1987 ; 김 ; 

1988 ; 김, 1989 ; 김, 1992 ;최 등, 1998 ; 강 등, 1999) 돼지에 대한 봉독 이용 

방법 연구가 미흡하고 특히 생봉독 요법이 돼지의 성장과 면역반응, 도체특성

과 육질특성에 관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생봉독처리에 의해 항생제 사료첨가 및 질병의 항생제치

료를 최대한 억제하여 저항생제 잔류의 청정 돈육을 생산하고자 하며, 이를 

위해 생봉독처리에 의한 항생제 저감 효과, 비육돈에 대한 생산성, 사양성적, 

도체특성 및 육질특성에 대한 향을 구명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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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재료 및 방법

  1) 공시동물과 실험장소

    랜드레이스 모돈 22두에서 생산된 3원교잡 신생 자돈 (랜드레이스 x 

요크셔 ⅹ 듀록) 180두를 공시하여, 경기도 이천군 백사면 태송 농장에

서 2004년 12월 8일 부터  2005년 6월 17일 (178일령)까지 시행하 다.

  2) 실험설계

    돼지 사육시험 설계는 다음 표와 같이 무처리군과 최적생봉독 처리군으로 구

분하는데, 20복의 동시분만 시기에 맞추어 처리별 암컷과 수컷을 각각 1돈방 당 

15두씩 입식하여 3반복으로 하고 처리별 암수 각 45두씩 90두로 배치하 고, 21

일령 이유시 공시체중은 인위적으로 조절하여 체중오차를 최소화 시켜 배치하

다. 

 Table 1. Experimental design for growth performance

                                                                  (head)

Groups Application
No. of pigs

male female total

Bee venom 
Treatment

3 15 15 90

Control 3 15 15 90

  3) 생봉독 최적처리 방법의 선택

    생봉독 처리방법은 다음 표와 같이 대조구는 관행법에 준하여 사양관리 하

고, 생봉독 처리구는 1년차 생봉독 처리 3개 군의 실험결과에서 생산성이 

가장 높았던 육성중인 비육돈 50 kg에서 70kg 도달 생체중 증가시 기존 항생

제 첨가량의 50%를 감소시킨 처리구로서 생봉독 시술방법은 그림과 같이 시

행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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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ble 2. Experimental design for honeybee venom treatments on pigs

Item Treatments Antibiotics addition Heads Rmarks

Control
No honeybee

 venom treatment

 Conventional feeding, 

chlorotetracycline(CTC) was 

added at 100 ppm to 

experimental diets during both 

growing and finishing 

period(100% antibiotics)  

Gilt    45

Barrow 45

In case of disease, 

antibiotics were 

applied. 

Bee 

venom 

treatment

Honeybee venom 

treatment

CTC was added at 50ppm to 

experimental diets during 

finishing period(50% 

antibiotics)

Gilte   45

Barrow 45

In case of disease, 

beevenom

 treatments were 

applied  

Total 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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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시술시기 및 시술부위   

돈육에 항생제 저감효과를 위한 일령별 생봉독 시술명칭(혈위) 및 생체위치는 다

음과 같다.

 Table 3.  Accupoints of honeybee venom treatment according to different  

      stage 

Days after 
birth Acupoints Location

0

(In - zung) about 1cm center to the ridge of the 
nose 

CV-8(Du-kou) center of umbilicus

GV-1(Jiao-chao) 3. indentation point between the base 
of tail and the anus

5 castration 

21, 35, 74
GV-1(Jiao-chao)

4. indentation point between the base 
of tail and the anus

GV-20(Bai-hui)
junction of lumbar and sacral vertebrae 
along the medial plane

 

 5) 생봉독 처리

    생봉독 처리군에 대한 생봉독 처리는 생시와 5일령(거세 시), 21일령

(이유 시), 그리고 35일령(자돈사 이동 시), 74일령(비육돈사 이동시) 등 

5회에 걸쳐 각각 시술하 다. 시술부위는 죽중과 고교(1984) 및 이와 원

(1989)의 시술경혈에 준하여 생시에는 면역증강을 변화를 위해 교소혈

(GV-1, Jiao-chao, 항문과 꼬리 의 중간의 함몰부), 인중혈(In-zung, 콧등 

정중앙 약 1cm 부위) 및 두구혈(CV-8, Du-kou, 배꼽 중앙) 3 혈위에 살

아있는 일벌 1마리 씩을 직접 쏘이게 하는 방법으로 시술하 다.

    5일령 때는 거세부위에 상처치료를 목적으로 시술직전에 자돈을 보정

후 좌우 고환부위정중앙에 생봉 1마리씩  살아있는 일벌 1마리를 직침 

시술하 다. 21일령, 35일령, 74일령에는 이동 스트레스를 경감시키기 위

하여 교소혈(GV-1, Jiao-chao), 백회혈(GV-20, Bai-hui, 십자부)에 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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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봉 1마리로 직침하 다. 

    시술혈위는 Table 2 및 Fig. 1, 2, 3, 4, 5와 같다. 

    대조군은 생봉독을 처리하지 않고 관행법에 준하 다.

(1)  분만 모돈에 대한 처리 

    ① 대조군 자돈 선발을 위한 모돈은 관행법에 준하여 생봉독시술을 하지 않음

    ② 침구처리군 자돈 선발을 위하여 모돈의 교소혈위에 침구자극(Fig.1)

      질병발생시에는  관행법에 준함, 분만직후 1회 교소혈위에 침구자극

    ③ 생봉독처리군 자돈 선발을 위하여 분만직후 모돈의 교소 혈위에 생봉독  

   1마리 처리

       

Fig. 1, Acupoints for honeybee venom treatment of postpart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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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2. Acupoints of Jiao-chao at postpartum.

  (2) 신생자돈에 대한 생봉독 시술

    ① 무처리군 자돈은 관행법에 준하여 포유 

    ② 침구처리군은 분만직후에 교소, 두구, 인중혈위에 침구시술(Fig.3)

    ③ 생봉독 처리군에 대한 시술(Fig.3 .4 .5 )

     분만직후 교소혈, 두구혈, 인중혈위에 각각 1마리씩 생봉독 시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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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3. Acupoints for honeybee venom treatment of piglet at birth.

Fig. 4. Acupoint (Jiao chao, at the indentation site between  the base

 of tail and the an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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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Acupoint (Du kou, at the center of umbilicus)

  ④ 거세자돈 생봉독 시술 (Fig. 6)

    거세 직전에 고환 좌우 부위 정중앙에 1마리씩 두당 2마리 시술함

Fig. 6. Acupoints for honeybee venom treatment of piglet

          at 5days after bir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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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유자돈에 대한 생봉독 처리(21일령 이유 시 시술) 

  이유 직후에 처리별로 다음과 같이 처리를 하 다(Fig. 7 )

   ① 대조구인 생봉독 무처리 자돈군에 대하여는 관행법에 준하 으며 ② 침구

처리군에 대하여는 생봉독 시술혈위인 백회와 교소혈위에 침구자극을 1회 하

다.

   ③ 생봉독 처리군에 대하여는 21일령 이유직 후에 교소혈위에 1마리, 백회혈

위에 각각 1마리씩 생봉독을 처리하 다.

    

    Fig. 7. Acupoints for honeybee venom treatment of piglet 

           at 14, 30 and 74 days after birth

                  

 (3) 육성자돈의 생봉독시술(Fig. 8 )

    육성자돈의 비육돈사 이전시 수송스트레스 감소를 위하여 대조구인 ① 생봉

독 무처리군은 관행법에 준하 고,  ② 침구처리군은 생봉독시술혈위와 동일

한 지점에 침구자극을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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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생봉독 처리군에 대한 생봉독 시술은 자돈사에서 비육돈사로 이동 및 체

중측정을 위하여 이동시 스트레스 예방을 위한 백회혈위와 교소혈위에 각 1

마리씩 생봉독을 시술하 다.

Fig. 8. Acupoints for honeybee venom treatment of pig for

 moving stress decre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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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시술용 생봉선택과 포획 및 생봉독 처리방법

  (1) 시술용 생봉선택

    생봉독 처리에 사용되는 벌은 우리 나라에서 가장 많이 사육하고있는 품종인 이탈리안

(Apis mellifera ligustica)종의 일벌을 사용하 다.. 일벌 중에서도 독낭 내의 봉독량에는 

일령별로 차이가 있는데 봉독 저장량은 성충 출방 후 서서히 증가하기 시작하여 15일령에 

0.3mg 정도 되고 18일령 이상되면 더 이상 독액을 생산하지 않는다(김, 1992). 성충 출방후 

19일령부터 외역을 하기 때문에 봉상 소문을 출입하는 외역봉을 포획하여 시술용으로 이용

하 다. 일반적으로 외역봉은 비교적 체구가 크고 머리와 흉부 및 복부에 체모가 없어져 광

택이 나면서 전체적인 색깔은 진한 갈색을 띠고 자극에 민감하며 강한 공격성이 있어 시술

용으로 적합하다. 반면 어린 일벌은 비교적 체구가 작고 머리, 흉부 및 복부에 가늘고 짧은 

체모가 많이 있으며 공격성도 비교적 적으면서 봉독 분비량도 적다(조 등, 1998). 

 (2) 생봉포획 및 시술방법

  1) 시술용 생봉 포획기구

    시술용 생봉포획 및 시술용 기구는 끝이 뾰족하고 강한 봉침시술 전용 핀셋과 투명한 

플라스틱 제품으로 바닥을 제외한 다른 부위는 공기가 잘 통하도록 통기 구멍이 있는 시

술용 이동 봉상을 활용하 다

    

     Fig. 9. Forceps and portable case for honeybee venom trea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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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생봉포획방법

    일벌의 활동이 왕성하지 않을 때에는 봉상소문을 자극하여 일벌이 소문밖으로 기

어 나오도록 유인하여 핀셋으로 벌의 다리를 잡고 시술용 이동봉상에 유입하 고, 

일벌의 활동이 왕성할 때에는 봉상 소문앞에 이동봉상의 문을 일부 개방하여 외역

벌이 스스로 이동봉상으로 들어가게 하는 방법으로 포획하 고, 벌이 전혀 활동하

지 않는 월동기에는 봉상 뚜껑을 일부 개방하여 소비에 부착된 일벌을 핀셋으로 

포획하여 시술용 봉상에 유입하 다.

  3) 생봉독 시술방법

    시술용 봉상에서 핀셋으로 포획된 벌을 꺼내어 지정된 시술혈위 및 이상부위에 

벌이 살아있는 상태에서 접촉시켜 직접 쏘이게 하는 생봉직침 방법으로 시술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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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실험사료

   본 실험에는 사육단계별로 2단계의 시판사료를 사용하 고 각 사료별 성분조성은 

Table. 1. 과 같다.

1) Mineral primix : FeSO4.. 39,500mg ; CoSO4 156mg; CuSO4.67,000mg, 
   MnSO4, 20,840mg; ZnSO4 40,000mg;   Se(Na),100mg
2) Vitamine premix : Vit. A, 2,700,000IU; Vit. D3, 400,000IU; Vit. E, 15,000IU;
   Vit. K3, 850mg; Vit. B1, 500mg;  Vit. B2, 2,500mg;  Vit. B6, 850mg; Vit.12, 8mg
Pantotenic acid, 6,000mg; Niacin, 15,000mg; Biotin, 225mg; Folic acid, 250mg; Anti 
oxidation, 6,000mg. 

 Table . 1. The formula and chemical composition of basal diets(%) 

Item
Growing period Finishing period

 8~50kg 50~110kg

Corn 50.0 55.0

Soybean meal 25.0 20.0

Rice bran 3.0 2.5

Lupine 5.0 5.0

Wheat bran 5.0 5.0

Rape seed meal 1.0 1.0

Tallow 3.6 3.6

Molasses 3.0 3.0

Calcium phosphate 1.56 0.80

Lysine 0.52 0.40

Methionine 0.51 0.08

Mineral primix 1) 0.55 0.25

Nacl 0.30 0.30

Vitamine primix 2) 0.12 0.12

Compound mixture 0.84 2.95

Total 100 100

Chemical composition

DE (Mcal / kg)

Crude protein (%)

Crude fat (%)

Crude fiber (%)

Crude ash (%)

Ca (%)

P (%)

3,550

18.0

4.0

5.0

8.0

0.47

0.42

3,440

15.3

3.0

5.0

8.0

0.40

0.35

Lysine (%) 0.95 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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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사양관리

   각 사육단계별로 동복자돈을 같은 돈방에 배치하여 사양관리 하 으며 생봉독 처리군과 

대조군 모두 사료와 물은 자유 채식토록 하 다. 공시자돈은 21일령에 조기이유하고 35일

령까지 자돈사에서 사육하 다. 36일령에 자돈사로 이동하 고, 74일령에 비육돈사로 이

동하 다. 숫컷 자돈은 5일령에 거세를 실시하 고, 주요질병에 대한 질병 예방접종은 돼

지 질병예방 프로그램에 준하여 생봉독 처리군과 대조군의 호흡기질병(위축성비염, 파스튜

렐라 폐렴, 흉막폐렴) 3종 혼합백신을 3주령과 5주령에 각각 주사하 고, 돈콜레라 백신은 

6주령과 8주령에 각각 주사하 다.  

9. 조사항목 및 조사방법

  1) 증체량 및 사료효율

    체중측정은 이유시(21일령), 자돈사 종료 시(2005.1.15 ~ 2.22, 42일간 63일령), 비

육돈 전기 (2005년 2월23일 ~ 5월 6일, 75일간, 138일령)비육돈 후기 (2005년 5월7일 

~ 6월 17일, 40일간, 178 일령)로 4회에 걸쳐 각 처리돈방 개체별로 측정하 다.

    사료섭취량은 각 돈방별로 매 사료 급여시마다 급여량을 기록하고, 사육단계별 체

중을 측정한 후 돈방별로 사료잔량을 조사하여 사료섭취량을 측정하 다.

    사료효율은 사육단계별로 돈방당 평균 사료섭취량을 평균 증체량으로 나누어 계산

하 다. 

  2) 질병발생율 및 생존율 조사

    각 사육 단계별 시험중에 질병발생율을 조사하고, 출하시 까지 폐사두수와 생존율

을  조사하 다.

  3) 생봉독 처리효과 구명(침구처리구 vs 생봉독처리구)

    각 처리별로 증체량, 사료효율, 질병발생 및 치료결과를 분석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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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항생제 저감가능성 구명

    대조구와 침구처리구에는 관행법에 준하여 항생제를 첨가하여 급여하고, 생

봉독처리 1구는 생체중 50kg 이후에 항생제를 무첨가 급여하고, 생봉독 처리 

2구는 생체중 50kg이후에 기존 항생제 첨가량의 50%를 급여하고, 생봉독 처

리 3구는 생체중 50kg 이후에 관행법에 준하여  100% 항생제를 첨가하여 급

여한 다음 증체중, 사료효율, 질병발생 및 치료 결과를 비교 검토하여 항생제 

급여에 대한 최적 수준을 조사분석한다.

   5) 혈액내 면역증강물질 조사

    이유시, 비육돈 이동시, 도체시에 경동맥에서 혈액을 채취하여 면역증강물질

을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분석한다.  

   <면역학적 의의: 제가 알고 있는 지식은 인체에 적용되는 내용이라 동물에   

    대한 사실과는 다를 수도 있음을 밝힙니다.>

   ① WBC count: 내외부의 특별한 자극요인 없이 WBC 숫자가 낮은 것은 면

역력의 저하를 시사합니다. Cortisol과의 연관성에 대해서만 말 드리자면,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으로서 cortisol이 증가하게 되고 이는 다시 혈중 WBC 

특히 호중구 숫자의 증가를 가져온다고 알려져 있음.

   ② Neutrophil: 신체에 침입한 외부물질에 대해 탐식하는 세포로서 주로 세균

성 감염에 대한 저항 기재로 알려져 있음.

   ③ Lymphocyte: 타 면역세포를 자극하거나 직접 탐식을 담당하는 세포로서 

주로 종양이나 바이러스에 대한 저항 기재로 알려져 있음.

   ④ Monocyte: 타 면역세포에서 자극을 받아 탐식을 담당하는 세포로서 주로 

종양이나 바이러스에 대한 저항 기재로 알려져 있음.

   ⑤  Immunoglobulin: 혈액 내 여러 단백질 중에 면역기능이 주된 단백질로서  

 혈액 중의 항체를 집단적으로 일컫는 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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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혈액내 호르몬 수준 조사

    이유시, 비육돈 이동시, 도체시에 경동맥에서 혈액을 채취하여 혈액내 호르

몬 수준을 분석한다.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① ACTH, cortisol: Radioimmunoassay (RIA) 법, 분석물질에 대해 방사능   

  동위원소가 부착된 항체를 선택적으로 결합시켜 대조군에 대한 방사능시그날  

   강도를 측정합니다. 그런 다음 농도를 알고 있는 표준물질과 방사능 시그날과  

   의 관계를 나타낸 직선 그래프에 측정된 시그날을 적용하여 농도를 산출함.

  ② WBC count: Impedence법, EDTA 항응고 처리된 전혈을 이용 자동화 혈구 

측정기인 Advia 120 (Bayer)으로 측정함.

   ③  Differential count: 슬라이드에 EDTA 항응고 처리된 혈액을 한 방울  

one-layer로 도말하여 Wright 염색한 후 1000배 시야에서 현미경으로 100개

의 세포를 감별계수합니다. Neutrophil (호중구), monocyte (단핵구), 

lymphocyte (림프구), eosinophil (호산구), basophil (호염구)의 절대값은 

WBC count에 감별계수에서 얻은 %를 곱하여 산출함.

   ④  Immunoglobulin: 혈청을 agarose gel에 적하하여 전하에 따른 전기 동

을 통해 gamma  부위에 있는 immunoglobulin을 분획하여 뷰렛법으로 측정

한 전체 protein 농도를 곱해서 산출함.

  7) 경제성 분석

    처리별로 증체량, 사료섭취량, 사료효율과 생산지수를 분석하고, 질병발생에 

따른 치료효과 등을 분석하여 처리별 경제성을 분석한다. 

 10. 통계분석 

   본 실험에서 얻은 자료 중 증체량, 사료요구율에 대한 통계처리는 SAS 일반 선형모델

(general linear model)에 의해 분산분석을 실시하 고 분산분석결과 유의성이 인정되는 

부분에 대하여 Turkey’s test 를 실시하여 처리간 유의차를 검정하 다(SAS, 1996). 이

유 시 생존율, 육성율 및 출하율에 대하여는  X2 test(김 등, 1998)로 처리간 유의차를 검

정하 다.



- 156 -

3. 결과 및 고찰

    1년차 시험결과 생봉독 처리별 항생제 첨가량 최적수준인 비육돈 사육전기

에 기존항생제 첨가량의 50%를 감소시킨 처리구를 대조구와 비교하기 위하여 

분만과 비육을 동시에 사육하는 번식비육 일괄관리 양돈장에서 2004년 12월 

25일부터 2005년 6월 14일 까지 171일간 시험 사육한 결과 증체중, 사료섭취

량, 사료효율, 질병발생과 치료 및 경제성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사육 

기간별 구분은 이유자돈(2005.1.15 ~ 2.22, 42일간), 비육돈 전기(2005년 2월23일 

~ 5월 6일, 75일간)와 비육돈 후기(2005년 5월7일 ~ 6월 17일, 40일간)로 구분하

다. 

 1) 이유자돈 사육성적

  ① 증체량

    21일령 이유자돈(시험사육기간; 2005.1.15 ~ 2.22, 42일간)의 처리별, 자웅간 증

체량은 Table 1. 와 과 같이 측정되었다. 

    암퇘지의 두당 평균 증체량은 생봉독처리구에서 18.72kg으로 대조구의 

18.21kg 보다 약간 높게 나타났다. 일당증체량은 생봉독 처리구에서 446g으로 

대조구의 434g보다 1일 12g 정도 증체량이 미약하게 나타났다.

 Table 1. Effects of honeybee venom treatments on body weight gain and

         feed efficiency of weaning gilt.

Treatments
Average body weight(kg) BWG

(g)

ADG

(g)

ADFI

(g)
F/G

Initial Finish

Control 7.09±0.71 25.30±2.35 18.21±1.58 434±16 733±36 1.69±0.08

Bee venom 7.12±0.61 25.84±2.04 18.72±1.42 446±21 727±28 1.63±0.17

  Values are expressed as the mean±SE(n=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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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세 이유자돈의 평균 증체량은 생봉독처리구에서 19.42kg으로 대조구의 

19.04kg 보다 380g 정도 높았으며, 일당증체량은 생봉독 처리구에서 462g으로 

대조구의 454g보다 1일 8g 정도 증체량이 미약하게 나타났다. 

    또한 자웅간의 체중에서는 각 처리구에서 암컷보다 수컷에서 약간 높았으며, 

대조구보다도 생봉독처리구에서 자웅 증체량이 높게 나타났다. 생봉독 처리구

에서 대조구보다 높아진 이유는 이유시 이유스트레스를 감소시키기 위한 교

소혈위에 각각 1마리의 생봉독을 주입으로 인하여 이유시 받은 스트레스를 

조기에 회복한 효과로 대조구보다 증체량이 높아진 것으로 사료된다.

 Table 2. Effects of honeybee venom treatments on body weight gain and

         feed efficiency of weaning borrow. 

Treatments
Average body weight(kg) BWG

(g)

ADG

(g)

ADFI

(g)
F/G

Initial Finish

Control 7.41±0.54 26.48±1.98 19.07±1.56 454±19 795±43 1.75±0.14

Bee venom 7.22±0.82 26.64±2.37 19.42±1.98 462±30 772±39 1.67±0.13

  Values are expressed as the mean±SE(n=45)

    이유 자돈의 처리별 평균일당증체중은 생봉독처리구에서 일당증체중은 454g 

이었고, 42일 동안 종료시 체중 26.24kg으로서 19.07kg의 증체량을 나타내었

고,  무처리구에서는 종료시 평균체중 25.89kg에 18.64g의 증체량으로 일당 

444g의 증체량을 나타냈다. 생봉독 처리구에서 대조구보다 430g 증체효과를 

보여주었으며, 일당증체량은 10g정도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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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ble 3. Effects of honeybee venom treatments on average body weight gain and 

         feed efficiency of weaning piglets.  

Treatments

Average body 

weight(kg)
BWG

(g)

ADG

(g)

ADFI

(g)
F/G

Initial Finish

Control 7.25±0.63 25.89±2.17 18.64±1.57 444±18 764±40 1.72±0.11

Bee venom 7.17±0.72 26.24±2.22 19.07±1.70 454±26 750±34 1.65±0.15

Values are expressed as the mean±SE(n=45)

  ② 사료섭취량과 사료효율

    처리별 사료섭취량과 사료효율은 Table 4. 과 같다. 처리구별 사료효율은 대

조구에서 암컷은 1.65, 수컷에서는 1.75로 평균 1.72로 계산되었으며, 생봉독 

처리구에서는 암컷 1.63, 수컷에서 1.67로 평균 1.65로서 생봉처리구에서 평균 

0.05의 사료효율이 개선되어 5.7%의 사료효율이 개선효과가 있었다. 자웅간에

는 각처리구에서 암컷에서 수컷보다 사료효율이 약간 개선되었다. 이와 같은 

개선효과는 생봉독 주입에 의한 이유스트레스의 조기 회복으로 사료 양소 

이용성이 높아진 결과로 사료된다. 

    1일 평균 사료섭취량은 암컷의 대조구는 733g으로 생봉독 처리구의 727g보

다 약간 섭취량이 많았으며, 수컷은 대조구는 795g으로 생봉독처리구에서 

772g 보다 1일 약 23g의 사료섭취량이 많은 것으로 측정되었으며 암컷보다 

수컷에서 섭취량이 많았다. 처리별 1일 평균사료섭취량은 대조구는 764g으로 

생봉독처리구의 750g보다 1일 두당 14g정도 섭취량이 많은 것으로 측정되었다.

  ③ 질병발생 및 폐사 자돈수

    이유자돈 육성시기가 1월부터 2월중에 기온 편차가 심한 기후변화로 인하여 

호흡기성 증세가 발생되어 생봉독 무처리구에서는 90두 중에서 25두가 발생

하여 항생제 및 해열제를 2회 주사하여 치료를 하 으며,  생봉독처리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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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호흡기성 증세가 같은 시기에 90두 중에서 11두에서 발생되어 항생제 등

의 약물을 주입하지 않고 인중혈위와 교소혈위에 각각 1마리씩 생봉독을 2~3

회 시술하여 호흡기성 증세를 회복시켰다. 호흡기성 증세의 발병현상은 무처

리구에서는 25두가 발생된데 비하여 생봉독처리구에서 11두가 발생되어 발생

두수도 현저히 낮아졌음을 볼 때 생봉독 주입으로 인한 면역력 향상효과인 

것으로 사료된다.

    전지 관절 이상의 위축돈은 무처리구에서는 발생되지 않았으며, 생봉독 처리

구에서 2두가 발생하 는데 발생즉시 관절환부에 1마리의 생봉독을 시술하여 

정상적으로 회복시켰다. 소화기성 질환 질환은 전처리구에서 발생되지 않았다. 

    이유자돈 폐사수는 생봉독 무처리구인 수컷 1마리가 호흡기성 질환이 심하

여 약물을 처리하 으나 회복되지 않고 위축돈 상태에서 90두중에 1두)가 발

생하 으며, 생봉독 전처리구 90두 중에서 1두(암컷)가 호흡기성 질환상태에

서 위축돈으로 전이되어 생봉독을 시술하 으나 회복하지 못하고   폐사되었

다. 이상과 같이 호흡기성 질환에 대한 생봉독 시술은 100% 효과가 없음을 

나타내었다. 

 2) 비육돈 전기 사육성적

  ① 증체량

    비육돈 전기(사육시험사육기간 2005년 2월23일 ~ 5월 6일, 75일간)성적은 다음 

Table 5. 와 같이 나타났다. 

    암퇘지의 처리별 평균 증체중은 생봉독 처리구에서 53.64kg으로 대조구의 

52.53kg보다 1.11kg 증체량이 많았고, 두당 일당 증체량은 생봉독 처리구에서 

715g으로 대조구보다 15g 정도 증체량이 많았다. 



- 160 -

  Table 5. Effects of honeybee venom treatments on body weight gain and

         feed efficiency of growing gilt. 

Treatments
Average body weight(kg) BWG

(g)

ADG

(g)

ADFI

(g)
F/G

Initial Finish

Control 25.30±2.35 77.83±7.04 52.53±4.91 700±45 1,673±82 2.39±0.25
b

Bee venom 25.84±2.04 79.47±5.14 53.63±3.26 715±36 1,623±63 2.27±0.21
a
 

  Values are expressed as the mean±SE(n=45)

  a,b Means±SE with different superscription within the same row differ(P<0.05).

   비육전기에서 거세돈의 평균 두당 증체중은 대조구에서 54.57kg으로 생봉독처

리구 56.81kg보다 2.24kg 증체중이 낮았으며, 1일 두당 증체량은 생봉독처리

구에서 757g 정도 성장하여 대조구보다 29g 정도 증체량이 높았다. 

    자웅간의 증체량에서는 각 처리구에서 수퇘지에서 암컷보다 높게 나타나 대

조구의 수컷은 암컷보다 3.22kg 높았고, 생봉독처리구의 수컷에서는 암컷보다 

3.98kg 증체량이 높았다. 

 Table 6. Effects of honeybee venom treatments on body weight gain and

        feed efficiency of growing borrow.  

Treatments
Average body weight(kg) BWG

(g)

ADG

(g)

ADFI

(g)
F/G

Initial Finish

Control 26.48±1.98 81.05±6.38 54.57±3.85 728±28 1,805±78 2.48±0.30

Bee venom 26.64±2.37 83.45±5.98 56.81±3.45 757±43 1,825±71 2.41±0.18

  Values are expressed as the mean±SE(n=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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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별 육성전기 비육돈의 자웅 평균증체중은 생봉독 처리구에서 55.22kg으

로 무처리구의 53.55kg 보다 두당 1.67kg 증체중이 높아 약 4%정도의 증체율

이 높았고, 일당증체량에서는 생봉독처리구에서 736g으로 무처리구 714g보다 

22g 증체량이 높게 나타났다.

 Table 7. Effects of honeybee venom treatments on average body weight gain   

      and feed efficiency of growing pigs. 

Treatments
Average body weight(kg) BWG

(g)

ADG

(g)

ADFI

(g)
F/G

Initial Finish

Control 25.89±2.17 79.44±6.71 53.55±4.38 714±37 1,739±80 2.44±0.28

Bee venom 26.24±2.22 81.46±5.56 55.22±3.36 736±40 1,724±67 2.34±0.20

 Values are expressed as the mean±SE(n=45)

 

  ② 사료섭취량과 사료요구율

    사료섭취량과 사료효율은 Table 8. 와 같이 조사되었다.

    비육돈 전기 육성기간 동안 암퇘지의 두당 1일평균 사료섭취량은 대조구에서 1,673g 

인데 비하여 생봉독 처리구는 1,623g으로 1일 50g 정도 섭취량이 많았지만 사료효율 

면에서는 생봉독처리구에서 2.27로서 대조구 2.39보다 유의하게 사료요구율이 개선된 

것으로 분석되었다(P<0.05).

    거세돈의 두당 1일 평균사료섭취량은 대조구에서 1,805g으로 사료효율은 2.48로서 생

봉독처리구의 사료섭취량은 1,825g으로 대조구보다 1일 약 20g 정도 사료섭취량이 많

으면서 사료요구울은 2.41로서 대조구와 비교시에 생봉독 처리구에서는 사료섭취량이 

많으면서 사료효율이 개선되어 증체량이 높아 진 것으로 분석되었.다. 처리별 자웅 1

일 평균사료섭취량은 대조구에서는 1,739g으로 사료효율은 2.44인데 비하여 생봉독처

리구의 사료섭취량은 1,724g으로 사료효율 2.34로서 생봉독처리구에서는 대조구 보다 

사료섭취량이 적으면서 사료요구율이 약 4.1% 정도 개선된 결과로 분석되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생봉독 처리는 자돈시부터 스트레스에 대한 저항이 높아

져 정상적으로 사료를 섭취하면서 발육을 한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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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질병발생 및 폐사 돈수

    비육전기 시작 전후(2월하순)부터 외부기온이 저온상태가 간헐적으로 나타났

다. 본 시험농장의 시설은 단열성이 적은 유창돈사로서 온도조절이 완전히 되

지 않아 실험돈군 각 처리군 전체에서 다발적으로 호흡기성 징후가 산발적으

로 발생되어 다음과 같이 처리하 다.

    생봉독 무처리구 전체(89두)에 항생제를 1회 주사하고, 1회 주사후 회복이 

되지 않은 개체(15두)에 대하여는 추가로 1회 주사하여 정상화 시켰다. 

    생봉독 처리구 전체(89두)에 대하여도 예방 및 치료차원에서 백회혈위에 1마

리씩 생봉독을 시술하 으며, 회복이 되지 않은 개체(20두)에 대하여는 3일차에 

2차 생봉독시술을 추가로 백회혈위에 1마리씩 시술하여 호흡기성 증세에 대한 

항생제 대체 생복독으로 호흡기 증세가 회복되었다. 육성돈 폐사는 전처리구에

서 발생되지 않았고, 관절 위축성 및 소화기성 징후는 발견되지 않았다.

 3) 비육돈 후기 사육성적

  ① 증체량

    비육돈 후기의 사육성적(시험사육기간: 2005년 5월7일 ~ 6월 17일, 40일간) 은 

다음 Table 8. 와 같이 조사되었다. 

    암퇘지의 두당 평균 증체중은 대조구는 21.52kg인데 비하여 생봉독 처리구에서는 

23.68kg으로 두당 2.16kg 성장이 높았으며(P<0.05), 일당 증체중은 대조구의 

538g보다 생봉독처리구에서 1일 54g 높았다.  

   

 Table 8. Effects of honeybee venom treatments on body weight gain and 

          feed efficiency of fattening gilt. 

Treatments
Average body weight(kg) BWG

(g)

ADG

(g)

ADFI

(g)
F/G

Initial Finish

Control 77.83±7.04  99.35±8.86 21.52±3.22
b

538±25 2,648±128 4.92±0.87
b

Bee venom 79.47±5.14 103.15±7.48 23.68±2.97
a

592±52 2.077±196 3.51±0.68
a

 Values are expressed as the mean±SE(n=45)

  a,b Means±SE with different superscription within the same row differ(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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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세돈의 1일 평균두당 증체중은  생봉독처리구에서는 23.45kg으로 1일 586g의 

증체중을 보 는데 비하여 대조구에서 21.11kg 으로 1일 528g의 증체량을 나타내

어 처리구에서 두당 2.34kg 증체중이 많아 약 10%정도 증체율이 높았다 (P<0.05)..

 Table 9.  Effects of honeybee venom treatments on body weight gain and

           feed efficiency in fattening barrow. 

Treatments
Average body weight(kg) BWG

(g)

ADG

(g)

ADFI

(g)
F/G

Initial Finish

Control 81.05±6.38 103.16±9.02 21.11±3.45
b

528±48 2,171±233 4.11±0.76
b

Bee venom 83.45±5.98 106.80±6.99 23.45±3.08
a

586±32 2,271±246 3.87±0.71
a

 Values are expressed as the mean±SE(n=45)

  a,b Means±SE with different superscription within the same row differ(P<0.05).

    비육돈 후기의 평균증체량은 이유자돈과 전기의 결과와 같은 현상으로 

대조구보다 생봉독 처리구에서 증체량이 높았다. 즉 생봉독 처리구의 평균 

증체중은 23.57kg으로 대조구  21.32kg보다 2.25kg 높았으며(P<0.05), 1당증체량은 

생봉독 처리구에서 589g으로 무처리구인 대조구 533g보다 56g 정도 높았다. 

이상의 결과를 볼 때 생봉독 처리에 의하여 생체기능 향상으로 무처리 보다 

성장효과가 높아진 것으로 사료된다.

 Table 10. Effects of honeybee venom treatments on average body weight gain 

         and feed efficiency in fattening pigs.

Treatments
Average body weight(kg) BWG

(g)

ADG

(g)

ADFI

(g)
F/G

Initial Finish

control 79.44±6.71 101.26±8.94 21.32±3.30
b
533±37 2,410±181 4.52±0.82

b

Bee venom 81.46±5.56 105.03±7.24 23.57±3.02
a
589±42 2,174±221 3.69±0.70

a

 Values are expressed as the mean±SE(n=45)

  a,b Means±SE with different superscription within the same row differ(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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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사료효율

    비육돈 후기의 처리별 자웅별 사료섭취량과 사료효율은  Table 와 같이 분석되었다. 

    암퇘지에서 사료섭취량과 사료효율은 대조구에서 두당 평균 2,648g의 의 사료를 섭

취하여 4.92의 사료효율을 나타냈는데 비하여 생봉독 처리구에서는 2.077g의 

사료를 섭취하여 3.51의 사료효율을 나타내어 생봉독처리구에서는 사료 섭취

량이 적으면서 증체량이 높아 사료효울이 유의하게 개선된 것으로 분석되었

다(P<0.05).

    거세돈의 사료섭취량과 사료효율은 암퇘지와 달리  생봉독 처리구에서 1일 두당 평균 

2,271g의 사료를 섭취하여 3.87의 사료효율을 나타냈는데 비하여 대조구에서는 두당 

2,171g의 사료를 섭취하여 4.11의 사료효율을 보여 생봉독 처리구에서 유의한 사료효

율 개선효과를 나타냈다 (P<0.05). 이와 같은 결과는 6월 초순에 혹서 향이 몇일

간 지속되면서 대조군에 보다도 생봉독 처리돈군은 사료를 섭취량이 많으면서 정

상적으로 성장을 하 던 것으로 분석된다.

    비육후기에 처리별 자웅간 평균 사료효율은 증체중이 높은 생봉독 처리구에

서 3.69로서 대조구의 4.52에 비하여 0.83의 차이를 나타내어 18.36%의 사료효

율 개선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비육전체 기간 중에서 비육 후기에서 가

장 높은 사료효율 개선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P<0.05). 1일 사료섭취

량에서는 대조구는 2,648g으로 생봉독처리구의 2,174g에 비하여 1일두당 474g

의 사료섭취량 차이를 보여주어 후기 40일 동안 총사료섭취량 차이는 두당 

18.96kg의 차이로 생봉독 처리구에서 사료절감 효과를 보 다. 이상의 결과는 

생봉독 주입에 의한 소화기 기능촉진 및 body condition 개선 등의 효과로 사

료효율이 개선된 것으로 사료된다.

  ③ 질병발생 및 폐사 돈수

    비육후기에서는 질병발생 및 폐사된 육성돈은 발견되지 않았으며, 생봉독 처

리군에서 2두가 앞다리 발굽부위와 무릎부위에 부종발생으로 파행을 하여 무

릎부위 관절부종환부에 두당 5마리, 발굽부위의 용천혈위와 팔자혈위에 생봉

독을 1회 시술하고 3일차에 같은 방법으로 2차 시술한 결과 회복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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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비육 전체기간 사육성적

   분만시부터 비육전기간 동안의 처리별 자웅별 두당 평균 증체중과 일당 증체중, 사

료셥취량 및 사료효율을 측정한 결과는 다음  Table 11 과 같이 분석되었다.  

  (1) 증체량

    이유자돈 시부터 비육돈 완성기 까지 (시험사육기간 ; 2005년 1월 12일 ~ 6월 17일, 157

일간) 비육 전체기간 동안의 증체량은 다음  Table 와 같이 분석되었다. 

    암퇘지의 처리별 두당 증체중은 대조군에서 92.32kg으로 일당 588g의 증체중을 나

타냈는데 비하여 생봉독처리구에서는 96.07kg으로 대조구보다 3.75kg 높아 약 4% 

정도 증체율이 높았으며, 일당 증체중은 612g으로 대조구보다 24g 정도 높게 측정

되었다. 

 Table 11. Effects of honeybee venom treatments on average body weight       

       gain and feed efficiency of gilt. for whole growing stage. 

Treatments
Average body weight(kg) BWG

(g)

ADG

(g)

ADFI(g)

(TFI,kg)
F/G

Initial Finish

Control 7.09±0.71  99.35±8.88 92.32±6.93 588±28
1,670±107

(262.2)
2.84±0.45

b

Bee venom 7.08±0.61 103.15±7.48 96.07±6.21 612±29
1,499±120

(235.3)
2.45±0.34

a

 Values are expressed as the mean±SE(n=45)

  a,b Means±SE with different superscription within the same row differ(P<0.01).

    거세돈의 처리별 두당 증체중은 생봉독처리구에서 99.68kg으로, 일당 635g의 

증체량을 나타냈는데 비하여 대조구에서는 두당 95.75kg의 증체량을 나타내어 

3.93kg 증체량 차이를 보이면서 일당 25g의 성장차이를 보이고 있다. 암퇘지

와 유사한 현상으로 생봉독은 항생제 대체 효과 이상으로 증체량이 높아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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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ble 12. Effects of honeybee venom treatments on average body weight gain 

          and feed efficiency of borrow for whole growing stage. 

Treatments

Average body 

weight(kg)
BWG

(g)

ADG

(g)

ADFI(g)

(TFI,kg)
F/G

Initial Finish

Control 7.41±0.54 103.16±9.02 95.75±7.03 610±31
1,628±192

(256.6)
2.67±0.52

Bee venom 7.22±0.82 106.09±6.99 99.68±6.49 635±36
1,657±146

(260.2)
2.61±0.39

 Values are expressed as the mean±SE(n=45)

 

    처리별 자웅 평균 총체중과 증체량은 생봉독 처리구(비육 전기사료 체중 50kg 이

후부터 70kg까지 성장기간 동안 급여 사료 중 항생제 상용첨가량의 50% 감소)에서 

종료시 두당 평균체중 105.03kg으로 97.88kg의 평균증체량을 보여주어 무처리구의 

두당 평균 총체중  101.26kg에 증체중 94.04kg에 비하여 두당 3.88kg의 증체량 차

이를 나타내었다 (P<0.05). 자웅 간 증체중은 각 처리구에서 수컷에서 약 3kg 정도 

높게 나타났다.  1년차 실험 결과에서 대조구의 증체중은 95.88kg으로 생봉독처리 2

구 증체중 99.08kg 보다 3.26kg의 차이를 보여주어 본 사육시험 결과와 유사한 결

과를 보여주었다. 조 등(2005)은 150일령 총체중을 측정한 결과 대조구에서 86.24kg, 

생봉독 처리구에서 98.44kg으로 12.20kg의 큰 차이를 보여주어 생봉독의 생산성 향

상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이상의 결과를 볼 때 육성중기까지의 사료에 질병예방 및 성장효과를 높이기 위하

여 사용하고 있는 항생제 첨가량을 50% 감소시키면서 대조구 보다도 성장효과가 

높게 나타난 것을 볼 때, 이와 같은 결과는 꿀벌의 생봉독 시술(생시, 거세시, 이동

시, 질병 발병시)에 의한 beevenom 주입은 비육후기 사료에 항생제 첨가를 하지 

않고도 항생제 이상의 성장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와 같은 증체효과는 생

봉독 처리로 인한 여러 가지 효과가 기존 관행법에 준하는 약물처리 및 항생제 효

과보다 높은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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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ble 13. Effects of honeybee venom treatments on average body weight

           gain and feed efficiency of pigs for whole growing stage. 

Treatments
Average body weight(kg) BWG

(g)

ADG

(g)

ADFI(g)

(TFI,kg)
F/G

Initial Finish

Control 7.25±0.63 101.26±8.95 94.04±7.01 599±30
1,649±150

(259)
2.76±0.48

b

Bee venom 7.17±0.72 105.03±7.24 97.88±6.35 624±33
1,578±133

(248)
2.53±0.37

a

 Values are expressed as the mean±SE(n=45)

  a,b Means±SE with different superscription within the same row differ(P<0.05, 

P<0.01).

  (2) 사료섭취량 및 사료요구율

    사육 전체간동안의 처리별, 자웅간 사료섭취량과 사료효율은 Table 13과 같

이 측정 분석되었다.  

    암퇘지의 두당 1일 사료섭취량은 대조군에서 1,670g으로 평균 2.84의 사료효

율을 나타냈는데 비하여 생봉독 처리구은 1일 두당 1,499g의 사료를 섭취하여 

1일 171g의 사료를 적게 섭취하면서 사료효율은 2.45로서 약 14%의 사료효율 

개선효과를 나타내었다(P<0.01). 암컷의 두당 총사료섭취량 면에서는 대조구는 

259kg을 섭취하 는데 비하여 생봉독처리구는 248kg 과는 11kg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거세돈의 두당 1일 사료섭취량은 암컷과는 달리 생봉독처리구에서 1,657g으

로 대조구보다 약 29g 정도 사료를 많이 먹었지만 성장이 촉진되어 사료효율 

면에서는 대조구는 2.67인데 비하여 생봉독처리구는 2.61로 사료섭취량이 높

은 대신에 사료효율이 개선된 결과로 분석되었다.

    이유 후부터 비육 전체기간 동안의 처리별 자웅간 평균 두당 사료섭취량은 

대조구에서 259kg인데 비하여 생봉독처리구에서 248kg으로 11kg의 사료를 

적게 섭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실제 증체중에 대하여 환산하면 대조구



- 168 -

보다 생봉독처리구에서는 3.83kg의 증체량이 높아 이를 환산하면 사료요구율 

2.76에 대한 3.83kg 증체량에 소요되는 예상 사료섭취량은 10.57kg으로서 생

봉독처리구와 동일한 체중에 도달될 때까지의 사료섭취량은 21.57kg의 사료를 

대조구에서 더 섭취하여야 하기 때문에 그만큼 생봉독처리구에서는 절감할 

수 있는 결과로 분석된다.

    돈육생산 전체기간 동안에 사료요구율은 생봉독 처리구의 암컷에서 2.45로서 

대조구 암컷 2.84보다 0.39정도 사료효율이 유의하게 개선되었다(P<0.01). 

    1년차 시험결과에서는 대조구와 생봉독처리 2구에서 2.56으로 같은 수준을 

보여주었는데 비하여 2년차 시험에서는 생봉독 처리구에서 높은 사료효율성

을 보여주구 있다. 조 등(2005)의 시험결과에서는 150일령에서 생봉독 처리구

에서 2.21로 대조구의 2.49보다 0.28의 차이로서 본 시험에서 생봉독처리구의  

평균 사료요구율 차이 0.23과 유사한 결과를 보여주었음을 볼 때 생봉독은 사

료효율 개선효과가 높았음을 입증해 주고 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생시부터 

부터 생봉독처리는 생봉독의 복합물질의 다양한 기능은 소화기계통 등의 기

능을 높여주고, 스트레스 감소효과 등으로 인하여 사료요구율이 개선된 것으

로 사료된다. 

  (3) 질병발생 및 폐사돈수(생존율)

    비육 전체기간동안에 대조구와 생봉독처리구에서 각각 1두의 폐사돈이 발생

되었는데 이는 육성전기 기후저온으로 인한 호흡기성 발생으로 위축돈 상태

에서 폐사가 되었고, 호흡기성 질환이 심하게 경과된 개체에서는 생봉독의 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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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를 보지 못하고 폐사현상이 발생되었음을 볼때 생봉독 시술을 엄격히 한다

하여도 완벽한 생존은 기대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전체 기간동안 

각 처리구에서의 생존율을 각각 99%로 같은 수준을 보여주었다.

    무릅관절 부종에 의한 위축돈에 대하여는 생봉독 주입으로 치료가 되었음을 

볼 때 항생제 대체물질로서 생봉독을 주입하여 높은 치료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4) 면역증강물질과 호르몬 분석

  ① 생봉독 처리가 비육돈(암)의 호르몬과 초기면역특성에 미치는 영향

 생봉독 처리가 암퇘지의 호르몬과 초기면역특성을 조사한 결과는 Table 에

서 보는 바와 같다. 

 돼지의 성장 촉진에 관여하는 호르몬인 IGF-1의 경우 유의적인 차이는 없

었으나, 대조구와 비교하여 침구처리구에서 높은 경향을 나타내었다.

 면역특성에서는 혈액내 면역 단백질인 Immunoglobulins(Ig)의 경우 유의적

인 차이는 없었으나, 2개 시험구사이에 유사한 경향을 나타냈다.

혈액내 백혈구(WBC) 수치에서도 유의적인 차이는 없었으나, 대조구와 비교

하여 침구처리구에서 백혈구수가 높았으며, 백혈구의 differentical count에서

는 호중구(NE, neutrophils), 림프구(LY, lymphocytes), 단핵구(MO, 

monocytes)와 호산구(EO, eosinophils)로 나뉘었는데, 주된 백혈구는 호중

구와 림프구였다. 이중 면역에 관여하여 외부감염물질에 대한 저항작용을 하

는 호중구수에서 대조구와 비교하여 침구처리구에서 높은 수치를 나타냈으나, 

다른 백혈구 타입에서는 시험구간에 유사한 경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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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ble 14. Effects of bee venom treatment on hormone and former immunity  
           of finishing pigs(gilt)

Items* Control Bee venom treatment

IGF-1(ng/ml)
315.49 335.9

±45.4 ±65.0

Ig
1.57 1.56

±0.35 ±0.24

Leukocytes :

WBC (K/μl)
19.4 21.9

±3.1 ±3.9

NE (K/μl)
15.0 17.5

±2.1 ±3.6

LY (K/μl)
3.8 3.8

±1.8 ±1.6

MO (K/μl)
0.6 0.5

±0.3 ±0.2

EO (K/μl)
0.1

± ±0.1

*IGF-1; Insuline-like growth factor-1, Ig; Immunoglobulins, WBC; White blood 
cells, NE; Neutrophils, LY;Lymphocytes, MO; Monocytes, EO; Eosinophi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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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생봉독 처리가 비육돈(암)의 호르몬과 후기면역특성에 미치는 영향

    생봉독처리가 암퇘지의 호르몬과 후기 특성을 조사한 결과는 Table4에서 보

는 바와 같다. 모든 시험구에서 전기측정치(Table3)와 비교하여 IGF-1과 Ig

의 함량은 후기측정치에서 높은 수준을 나타내었다.

    돼지의 성장촉진에 관여하는 IGF-1 호르몬의 경우 유의적인 차이는 없었으

나 대조구와 비교하여 침구처리구에서 높았으며, 혈액내 면역단백질인 

Immunogloblins(Ig)의 경우에서도 유의적인 차이는 없었으나, 대조구와 비교

하여 침구처리구에서 낮은 경향이었다. 혈액내 백혈구(WBC)수치와 백혈구중 

호중구(NE, neutrophils)수치에서도 유의적인 차이는 없었으나, 침구처리구

에서 다소 높은 경향이었다. 그 외 림프구(LY), 단핵구(MO)와 호산구(EO) 

수치에서는 시험구간에 유사한 경향이었다.

 Table 15. Effects of bee venom treatment on hormone and later          

             immunity of finishing pigs(gilt)

*IGF-1; Insuline-like growth factor-1, Ig; Immunoglobulins, WBC; White blood 
cells, NE; Neutrophils, LY;Lymphocytes, MO; Monocytes, EO; Eosinophils.

Items
*

Control Bee venom treatment

IGF-1(ng/ml)
439.59 467.7

±97.1 ±64.9

Ig
1.83 1.67

±0.38 ±0.18

Leukocytes :

WBC (K/μl)
19.4 20.3

±2.3 ±4.7

NE (K/μl)
13.7 1.49

±1.4 ±3.1

LY (K/μl)
3.8 3.4

±1.0 ±1.1

MO (K/μl)
0.9 0.9

±0.2 ±0.2

EO (K/μl)
1.0 1.0

±0.2 ±0.4



- 172 -

  ③ 생봉독 처리가 비육돈(거세돈)의 호르몬과 초기면역특성에 미치는 영향

 생봉독 처리가 거세돈의 호르몬과 초기 특성을 조사한 결과는 Table5에서 

보는 바와 같다. 

 성장촉진에 관여하는 IGF-1 호르몬의 경우 유의적인 차이는 없었으나, 대

조구와 비교하여 침구처리구에서 높았으며, 혈액내 면역 단백질인 

Immunogloblins (Ig) 함량에서도 대조구와 비교하여 침구처리구에서 다소 

높았다, 혈액내 백혈구(WBC) 수치에서는 유의적인 차이는 없었으나, 대조구

와 비교하여 침구처리구에서 다소 높은 경향을 나타냈다. 그 외 백혈구중 호

중구(NE), 림프구(LY), 단핵구(MO), 호산구(EO) 수치에서는 시험구간에 유

사한 경향이었다.

 Table 16. Effects of bee venom treatment on hormone and former        

           immunity of finishing pigs(barrow)

*IGF-1; Insuline-like growth factor-1, Ig; Immunoglobulins, WBC; White blood 
cells, NE; Neutrophils, LY;Lymphocytes, MO; Monocytes, EO; Eosinophils

Items* Control Bee venom treatment

IGF-1(ng/ml)
303.1 305.8

±87.5 ±87.3

Ig
1.56 1.66

±0.34 ±0.35

Leukocytes :

WBC (K/μl)
21.2 22.1

±3.7 ±3.6

NE (K/μl)
17.2 17.7

±3.0 ±3.9

LY (K/μl)
3.3 3.6

±1.6 ±1.1

MO (K/μl)
0.6 0.6

±0.3 ±0.3

EO (K/μl)
0.1 0.2

±0.1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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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생봉독 처리가 비육돈(거세돈)의 호르몬과 후기면역특성에 미치는 영향

 생봉독 처리가 거세돈의 호르몬과 후기 특성을 조사한 결과는 Table6에서 보는 

바와 같다. 거세돈의 전기측정치(Table5)와 비교하여 후기측정치의 IGF-1 함

량과 Ig은 2개 시험구 모두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성장촉진에 관여하는 IGF-1 호르몬의 경우 유의적인 차이는 없었으나, 대조구

와 비교하여 침구처리구에서 높았으며, 혈액내 면역 단백질인 Immunogloblins 

(Ig) 함량에서도 대조구와 비교하여 침구처리구에서 높았다, 혈액내 백혈구

(WBC) 수치와 백혈구중 호중구(NE)수치에서는 유의적인 차이는 없었으나, 대

조구와 비교하여 침구처리구에서 낮은 경향을 나타냈다. 그 외 림프구(LY), 단

핵구(MO), 호산구(EO) 수치에서는 시험구간에 유사한 경향이었다.

 Table 17. Effects of bee venom treatment on hormone and later 

immunity              of finishing pigs(barrow)

*IGF-1; Insuline-like growth factor-1, Ig; Immunoglobulins, WBC; White blood 
cells, NE; Neutrophils, LY;Lymphocytes, MO; Monocytes, EO; Eosinophils.

Items
*

Control Bee venom treatment

IGF-1(ng/ml)
363.59 381.3

±44.2 ±60.6

Ig
1.76 1.96

±0.24 ±0.25

Leukocytes :

WBC (K/μl)
21.1 19.5

±2.5 ±2.3

NE (K/μl)
15.2 13.8

±4.2 ±2.4

LY (K/μl)
4.0 3.7

±1.3 ±0.7

MO (K/μl)
1.1 0.9

±0.2 ±0.2

EO (K/μl)
0.8 1.1

±0.3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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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경제성 분석

  ① 사료량 절감, 증체량 향상 효과

    대조구보다 사육성적이 높은 생봉독 처리구는 1kg증체하는데 2,531g의 사료

가 요구되었는데 비하여 대조군(항생제 50% 투여군)은 2,753g의 사료가 소요

되어 kg당 증체하는데 222g의 사료를 더 요구하여 출하체중 100kg 이상까지 

약 11kg 이상의 사료를 더 섭취한 것으로 분석되었다(Table 18). 

    따라서 모돈 100두 일관관리 농가에서 연간 2,200두의 육돈을 생산시 

24,200kg의 사료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대조구(100) 대비 생봉독 처리구의 사료비율은 95.70으로 4.3%가 절감되면서, 

대조구보다 3.84kg 증체량이 많아 대조구(100%) 대비 증체율은 111.7% 향상

되었다.  

 

 Table 18. Effects of honeybee venom treatments on pig productivity.

Treatments
 Feed 

intake((kg/head)

Control 

vs F.I(%)

Body weight 

gain (kg/head

Control vs body 

weight gain(%)

Control 259 100 94.04 100

Bee venom 248 95.70 105.03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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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육성율 및 생산지수 

    육성율 및 생산지수에서 대조구와 무처리구에서 각각 1두씩 폐사되어 육성

율을 같았으나, 생산지수에서 대조구(100)대비  생봉독 처리구의 생산지수에

서는 112.9로 12.9의 생산지수가 높게 분석되었다.

 Table 19.  Survival rate and production index 

Treatments Sex 

Finishing rate in pigs Production index

No. of 

pigs
Death Survival

Survival 

rate(%)
Base

Control vs 

prod. index

Control

Gilt 45 0 45 100 19.65

Barrow 45 1 44 98 21.27

  av. 45 44.5 99 20.46 100

Bee venom 

Gilt 45 1 44 98 23.18

Barrow 45 0 45 100 23.01

  av. 45 44,.5 99 23.10 112.9

* 생산지수 =    육성율(%) × 평균체중(kg)  
               출하일령(일)× 사료요구율

  ③ 약품비 절감효과

    호흡기성 및 위축돈 등의 질병발생시 항생제 등의 약품을 이용하지 않기 때

문에 약품비를 절감할 수 있다. 

  ④ 안전한 돈육생산 효과

    질병발생시에 항생제 및 설파제 등의 약품을 이용하지 않고 꿀벌의 생봉독

으로 치료 및 예방을 함으로서 항생제에 대한 내성이 적고, 또한 비육중기 

50kg이후부터 사료첨가용 항생제 투입량을 반감할 수 있어 무잔류 및 저잔류 

안전돈육 생산 가능성을 확인 할 수 있다. 저잔류성 고품질 돈육생산으로 판

매단가의 우위성으로 소득증가 가능성이 있고, 안전 돈육공급으로 소비 경쟁

력을 높일 수 있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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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요약

    생봉독 시술(생시, 거세시, 이동시, 질병 발병시)에 의한 beevenom 주입은 비육후기 

포유자돈 시부터 비육돈 완성기 까지 (총사육기간 : 2004년 12월 22일 ~ 6월 17일, 178일간) 

비육 전체기간 동안의 증체중과 사료섭취량 및 사료효율, 질병 발생율 및 치료가능성, 

생존율 혈액성분 분석에 의한 면역증강 물질, 호르몬 변화, 경제성을 분석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증체중

     생봉독 처리구(비육 전기사료 체중 50kg 이후부터 70kg까지 성장기간 동안 급여 

사료 중 항생제 상용첨가량의 50% 감소)에서 종료시 두당 평균체중 105.03kg으로 

97.88kg의 평균증체량을 보여주어 무처리구의 두당 평균 총체중  101.26kg에 증체중 

94.04kg에 비하여 두당 3.88kg의 증체량 차이를 나타내었다 (P<0.05). 자웅 간 증체중

은 각 처리구에서 수컷에서 약 3kg 정도 높게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볼 때 육성

중기까지의 사료에 질병예방 및 성장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사용하고 있는 항생제 첨

가량을 50% 감소시키면서 대조구 보다도 성장효과가 높게 나타난 것을 볼 때, 이와 

같은 결과는 꿀벌의 생봉독 사료에 항생제 첨가를 하지 않고도 항생제 이상의 성장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2) 사료섭취량 및 사료요구율

    이유 후부터 비육 전체기간 동안의 평균 두당 사료섭취량은 대조구에서 

259kg인데 비하여 생봉독처리구에서 248kg으로 11kg의 사료를 적게 섭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실제 증체중에 대하여 환산하면 대조구보다 생봉독

처리구에서는 3.83kg의 증체량이 높아 이를 환산하면 사료요구율 2.76에 대한 

3.83kg 증체량에 소요되는 예상 사료섭취량은 10.57kg으로서 생봉독처리구와 

동일한 체중에 도달될 때까지의 사료섭취량은 21.57kg의 사료를 대조구에서 

더 섭취하여야 하기 때문에 그만큼 생봉독처리구에서는 절감할 수 있는 결과

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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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돈생산 전체기간 동안에 사료요구율은 생봉독 처리구의 암컷에서 2.45로서 

대조구 암컷 2.84보다 0.39정도 사료효율이 유의하게 개선되었다(P<0.01). 처리

별 암컷과 수컷의 평균 사료요구율은 조구에서는 평균 2.76인데 비하여 생봉

독처리구에서는 2.53으로 0.23의 차이를 나타낸 결과를 볼 때 육성초기부터 

생봉독처리는 생봉독에 의한 소화기계통의 기능을 높여주고, 스트레스 감소효

과 등으로 인하여 사료요구율이 개선된 것으로 사료된다. 

  3) 질병발생 및 폐사 돈수

    비육 전체기간동안에 대조구와 생봉독처리구에서 각각 1두의 폐사돈이 발생

되었는데 이는 육성전기 기후저온으로 인한 호흡기성 발생으로 위축돈 상태

에서 폐사가 되었고, 호흡기성 질환이 심하게 경과된 개체에서는 생봉독의 효

과를 보지 못하고 폐사현상이 발생되었음을 볼때 생봉독 시술을 엄격히 한다

하여도 완벽한 생존은 기대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무릅관절 부종에 의한 위축돈에 대하여는 생봉독 주입으로 치료가 가능한 것

으로 사료된다.

  4)  면역증강물질과 호르몬 분석

  5) 경제성 분석

   (1) 사료량 절감, 증체량 향상 효과

    대조구보다 사육성적이 높은 생봉독 처리구는 1kg증체하는데 2,531g의 사료

가 요구되었는데 비하여 대조군(항생제 50% 투여군)은 2,753g의 사료가 소요

되어 kg당 증체하는데 222g의 사료를 더 요구하여 출하체중 100kg 이상까지 

약 11kg 이상의 사료를 더 섭취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모돈 100두 일

관관리 농가에서 연간 2,200두의 육돈을 생산시 24,200kg의 사료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대조구(100) 대비 생봉독 처리구의 사료비율은 95.70으로 4.3%가 절감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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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조구보다 3.84kg 증체량이 많아 대조구(100%) 대비 증체율은 111.7% 향상

되었다.  

   ㉯ 육성율 및 생산지수

    육성율 및 생산지수에서 대조구와 무처리구에서 각각 1두씩 폐사되어 육성

율을 같았으나, 생산지수에서 대조구(100)대비  생봉독 처리구의 생산지수에

서는 112.9로 12.9의 생산지수가 높게 분석되었다.

   ㉰ 약품비 절감효과

    호흡기성 및 위축돈 등의 질병발생시 항생제 등의 약품을 이용하지 않기 때

문에 약품비를 절감할 수 있다. 

   ㉱ 안전한 돈육생산 효과

    질병발생시에 항생제 및 설파제 등의 약품을 이용하지 않고 꿀벌의 생봉독

으로 치료 및 예방을 함으로서 항생제에 대한 내성이 적고, 또한 비육중기 

50kg이후부터 사료첨가용 항생제 투입량을 반감할 수 있어 무잔류 및 저잔류 

안전돈육 생산 가능성을 확인 할 수 있다. 저잔류성 고품질 돈육생산으로 판

매단가의 우위성으로 소득증가 가능성이 있고, 안전 돈육공급으로 소비 경쟁

력을 높일 수 있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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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항 최적 생봉독시술방법에 의해 농가현장에서 비육된 돼지의 도체특성 및  

  육질특성구명(제2세부과제)

1. 서론

 국민소득의 향상과 더불어 식생활형태의 변화로 육류소비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국내의 육류소비경향을 보면 국민 1인당 연간 육류소비량이 1971년 5.2㎏

에서 2000년에는 34.1㎏으로 증가하 으며, 이중 돈육이 16.5㎏으로 주종을 이루

고 있다(농림부, 2001). 또한 WTO체제하에서 1997년 7월 1일부터 국내 돈육시장

에서 수입이 완전개방되어 국내의 돈육시장에서 외국산 냉장돈육과의 경쟁이 본

격화되었다. 이에 따라 소비자의 질적요구와 내수 및 수출돈육에 적합한 육질의 

돈육생산이 더욱 중요한 시점이다.

 국내 돈육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고품질 청정돈육의 생산에 있어 개선되어져

야 할 부분은 여러가지가 있다. 먼저 사육단계별 사양체계의 개발을 통해 건장한 

자돈을 생산하고, 성장율을 개선하여 돈육생산비를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마련

되어야 한다.  두번째는  항생제의 사용량을 격감시켜 궁극적으로는 항생제 및 

설파제 등의 유해성 잔류물질의 문제가 없는 청정돈육의 생산으로 소비자의 욕

구를 충족시켜야 한다. 세번째로는 수입육과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균일한 육질

을 갖는 규격화된 돈육의 생산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과거 돈육생산기술은 근육의 축적과 등지방 축적억제를 위한 강도 높은 선발로 

이루어졌다. 이러한 강도 높은 선발은 돈육산업에 많은 이익을 증가시키었으나

(Oliver등 1991; 주와 김, 1994), 이러한 선발방법은 돈육의 육질을 저하시켜 외향

적으로 육색이 창백(pale)하고, 조직이 매우 연약(soft)하며 육즙의 손실

(exudactive)이 매우 큰 돈육인 PSE(pale, soft, exudative)육의 발생이 증가하

다(Joo 등, 1995).    이러한 돈육은 소비자의 욕구를 만족시키기 힘들며, 또한 

가공특성에 조차도 매우 열악하고 유통과정 중 감량의 발생으로 많은 경제적 손

실이 발생한다.(Kaffuman, 1996).

 돈육의 품질은 크게 네 가지의 관점에서 결정된다. 첫째는 소비자가 돈육을 구



- 186 -

매 할 때 외관적으로 우수하고 조리 후 만족할 만한 육질을 원하고(주, 1995; 

Young, 1996; Lee와 Choi, 1998), 둘째로는 양돈업자가 최소 사료섭취량에 의해 

경제적으로 최대의 돈육을 생산하는 것이고, 셋째로는 돈육가공업자가 가공특성

이 우수한 돈육을 원하는 것이며, 마지막 넷째로는 수출업자가 원하는 탄력성이 

강하며, 색깔이 우수하고 냉장유통기간이 긴 돈육이다.(김, 1998). 이상과 같이 소

비자가, 생산자, 가공업자, 수출업자 모두를 충족시킬 만한 돈육이 가장이상적인 

돈육이라 할 수 있다.

 매우 열악한 육질특성을 가진 PSE육은 변성된 근육단백질로 인라여 낮은 보수

력(Water holding capacity)을 갖게 되며 또한 세포 유리수 함량이 높아지게 됨

에 따라 광선의 흡수를 적게 하여 외관이 육색을 창백하게 하고(한과 김, 1986), 

또한 삼출되는 육즙에는 수용성 단백질과 비타민 및 무기질 등이 포함되어 양

소 손실이 크며, 조리가열시 육즙분리가 심하여 다즙성(juiciness)이 떨어지고 건

조하여 기호성(palatability)이 떨어진다고 보고되었다(Flynn과 Bramblett, 1975; 

Fox 등, 1980; 강 등 1995).

 돼지고기의 품질은 유전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들에 의해 향을 받으며, 유전적

인 요인에는 품종, 품질과 관련된 단일 유전자들인 halothane gene 감수성 유전

자, Rendement Napole 유전자 등이 관련되어 있고, 환경적인 요인에는 사육장조

건, 수송방법, 도살방법, 가공조건 등이 관계한다.

 최근 국내외에서 인체 및 가축의 질병치료에 이용되고 있는 생봉독의 경우 항

생제의 1,200배 효과로 염증성 질환치료효과가 있으며, 생체면역력증강으로 가축

의 질병발생율을 낮추거나 사료효율을 높이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Lin과 

Rogers, 1980; Hwang과 Jenkins, 1988; Zurier등, 1973; 조성구 등, 1999; 최석화

등, 1999).

 본 연구에서는 1차년도에서 구명된 최적 생봉독시술방법은 농가현장에 적용하

여 인공적 조제품이 아닌 순수 생리활성물질인 꿀벌의 생봉독처리에 따라 사양

된 비육돈의 도체특성 및 제반 육질특성을 규명하는데 그 목적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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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료 및 방법

가. 공시축

 본 시험에서는 1차년도에서 수행된 침구처리구와 3개 생봉독처리구중 가장 우

수한 결과를 나타낸 최적생봉독시술방법을 농가 현장에 적용하여 제1세부과제의 

실험설계(Table1)에 따라 생봉독처리에 의해 사육되고 출하되는 공시돼지(180두)

의 도체특성 및 육질특성등을 조사하 다. 이중 대조구는 관행적인 사양방법에 

따라 사육된 생봉독무처리구이며, 생봉독처리구는 생봉독시술처리가 수행되었으

며, 비육후기에 항생제수준을 50%로 낮춘 사료로 사양된 처리구 다.

 사양된 후 각 출하일령에 도달한 공시돈은 충청북도 오창소재 도축장으로 수송

하여 관행적인 방법으로 도축되었다. 도축후 예냉된 냉도체에서 도체특성(도체중, 

등지방두께, 도체장)과 도체등급이 조사되었으며(축산물등급판정소, 1999), 좌반도

체에서 제5흉추와 제13흉추사이의 등심근을 공시재료로 하여 제반 육질특성을 

조사하 다. 등지방 두께는 좌반도체의 11번째와 12번째 늑골사이, 마지막늑골과 

제1요추사이의 수직선상에 위치하는 등지방을 측정하 으며, 등심근 단면적은 좌

반도체의 10번째와 11번째 늑골사이를 절개한후 등심근 단면에서 셀로판 필름에 

등심근을 그린 후 Planimeter(PLACOM KP-90N, KOIZU-MI Co., Japan)로 측

정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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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ble1. Experimental design for bee venom treatment on pigs

Item Treatments Antibiotics addition Heads Rmarks

Control
No honeybee

 venom treatment

 Conventional feeding, 

chlorotetracycline(CTC) was 

added at 100 ppm to 

experimental diets during both 

growing and finishing 

period(100% antibiotics)  

Gilt    45

Barrow 45

In case of disease, 

antibiotics were 

applied. 

Bee 

venom 

treatment

Honeybee venom 

treatment

CTC was added at 50ppm to 

experimental diets during 

finishing period(50% 

antibiotics)

Gilte   45

Barrow 45

In case of disease, 

beevenom

 treatments were 

applied  

Total 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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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시험조사항목

 - 도체특성 및 등급

 - 부분육 생산율

 - 도체의 질병발생율 조사

 - 등심근의 육질특성(pH, 육색, 보수력, 연도, 육즙손실, 가열감량, 관능특성 등)

 - 냉장육의 저장성(총미생물수, 지방산패도, 휘발성염기태질소 등)

 - 등심근의 근섬유 비율 및 직경조사

 - PSE육 발생율 조사(pH, 육색 및 육즙손실 기준)

 - 항생제 잔류수준 조사

다. 육질분석방법

1). pH

 돈육의 pH는 10g에 증류수 100㎖을 가한후 측정하 다. 모든 시료는 

Homogenizer(Bihon seiki, Ace, Japan)로 7000rpm으로 30초간 균질시킨 후, pH 

meter(Mteeler Delta 340, Mettler-tolede, Ltd, UK)로 측정하 다. 

2). 육색 

 돈육의 표면육색은 백색판(L*, 89.39; a*, 0.13; b*,-0.51)으로 표준화시킨 Spectro 

Colormeter(Model JX-777, Color Techno. System Co., japan)로 측정하 는데, 

이때 광원은 백색형광등(D65)을 사용하여 Hunter Lab 표색계의 L
*
, a

*
, b

*
값으로 

나타냈다.(L*=명도, a*=적색도, b*=황색도)

 3). 보수력(Water holding capacity)

 보수력은 원심분리법을 이용하 다. 분쇄된 시료 0.5±0.05g을 원심분리관의 상

부 filter 관에 넣고  80℃ water-bath에 넣고 20분간 가열한후 10분간 방냉시켰

다. 상부 filter관을 원심분리관 하부에 넣고 2000rpm에서 10분간 원심분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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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원심분리한 후 남은 시료를 가열전 시료무게 비율로 표시하 다.

4). 드립감량(Drip loss)

 드립감량은 2㎝ 두께의 돈육 슬라이스를 원형(중량 100±5g)으로 정형한 후 

Polypropylene bag에 넣고 진공포장하여 4℃ 냉장고에서 24시간 보관하면서 발

생된 드립 감량을 측정하여 초기시료의 무게비율(%)로 측정하 다.

5). 일반성분 분석

 수분, 단백질, 지방 및 회분(%)은 AOAC방법(1980)에 따라 측정하 다.

6). 저장성 실험

 돈육의 저장성은 7일간의 냉장(4℃) 저장기간중에 지방산패도, 총미생물수와 휘

발성염기태질소함량을 0, 7일마다 조사하 다. 지방산패도는 Witte등(1970)의 추

출방법에 따라 TBA(2-thiobarbituric acid)수치로 측정하 으며, 총미생물수는 연

속희석시킨 시료를 SPC(standard plate count)배지에 접종하여 32℃에서 48시간 

배양시킨 후 측정하 다(APHA, 1985). 휘발성염기태질소(Volatile basic 

nitrogen)는 高坂(1975)의 conway 방법으로 측정하 으며, VBN가는 ㎎%로 표시

하 다. 그 외 TBA수치는 시료 1000g당 ㎎ malonaldehyde 양으로 표시하 고, 

총미생물수는 시료 1g당 미생물수(colony forming unit)로 표시하 다.

 

7). 지방산 함량 측정

 Tube에 시료를 넣고 Folch 방법(1957)으로 총 지질 추출을 하 다. Lepage와 

Roy(1986)의 방법에 따라 100℃의 water bath에서 1시간 methylation시키고 냉

각후 여기에 hexane을 첨가하여 층이 분리된 후 상층을 취하 다. 그런 다음 

capillary column(100m × 0.25mm i.d. × 0.20㎛ film thickness)을 장착한 gas 

chromatograph(HP 5890Ⅱ, Hewlett Packard Co.)을 이용하여 분석하 는데, 이

때 carrier gas로 질소를 이용하 으며 column의 초기온도는 180℃로 그리고 최

종온도는 240℃(2℃/min)로 하 다. Injector와 detector의 온도는 250℃로 설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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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8). 가열감량

 가열감량은 3㎝ 두께의 돈육 슬라이스를 원형(중량 150±5g)으로 정형한 후 

Polypropylene bag에 넣고 진공포장하여  70℃ water-bath에 넣고 40분간 가열

한 후 30분간 방냉시킨 후, 가열후 감량된 무게를 초기시료의 무게비율(%)로 측

정하 다.

9). 전단력(Shear force test)

 시료를 70℃ water-bath에 넣고 40분간 가열한 후 30분간 방냉시킨 후 시료를 

가로×세로×높이를 각각 1×2×1㎝가 되도록 절단하여 Rheo meter(Model 

Compac-100, SUN SCIENTIFIC Co., LTD.)의 Shearing, Cutting Test로 Max 

weight를 측정하 다. 사용 프로그램은 R.D.S(Rheology Data System) Ver 2.01

을 이용하 다. Table Speed는 110mm/min, Graph Interval은 20msec, Load 

cell(max)는 10㎏의 조건으로 하 다.

10). 관능검사

 관능검사는 5인의 관능검사요원이 주관적으로 풍미, 연도, 다즙성, 전체기호도의 

4개 항목을 평가하 으며, 각각의 배점은 1점(풍미가 가장 나쁘다, 가장 질기다, 

가장 건조하다, 전체기호도가 가장 나쁘다)에서 5점(풍미가 가장 우수하다, 가장 

연하다, 가장 다즙하다, 전체기호도가 가장 우수하다)으로 평가하 다.

라. 근섬유 비율 및 직경검사

 Isopantane을 액체질소(liquid nitrogen)에 넣어 -70℃에 도달시킨 후 채취한 등

심근을 집어넣고 순간동결 시킨 후 cryostat microtome(model CryotomeRE, Life 

Science International Ltd., UK)를 사용하여 두께8㎛로 한 개의 시료당 3개의 연

속동결절편을 만들었다. Myosin ATPase(m-ATPase)활성은 Brooke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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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ser(1969)의 방법에 다라 다음과 같이 실행하 다.. 절편중 한개는 산성(pH 

4.3)의 전처리액(0.2M Acetic acid 67.5㎖+0.2M Sodium acetate 32.5㎖)에서 5분

ㅅ간, 또 하나는 알칼리(pH10.5)의 전처리액(0.1M Sodium barbital 60㎖+0.18M 

CaCl2+ deionized water 210㎖)에서 30분간 20℃에서 처리 후, 기질로서 ATP를 

함유한 용액(pH 9.4)에 전자는 45분간, 후자는 20분간 전처리하 다. 그리고 1% 

CaCl2에서 3회 세척한후 증류수로 2회 수세하 다. 이후 0.05M Sodium barbital

에서 세척한후 다시 증류수로 2회 세척하 다. 그리고 2%CoCl2에서 5분간 침지

한 후 다시 증류수로 2회 세척하여 0.5% Ammonium sulfate에서 1분간 침지하

여 검출하 다. SDH(succinic dehydrogenase)활성은 Ashmore와 Doerr(1971)이 

방법에 따라 용액(37℃, pH 7.0)에서 45분간 반응시킨후 조직을 고정하여 검출하

다. M-ATPase 활성과 SDH반응이 검출된 조직표본을 사진기가 부착된 현미

경(Nikon Optiphoto, Nikon, japan)으로 100배의 배율로 사진촬열을 하 다. 근섬

유 분류동정은 Khan(1974)의 방법에 따라 알카리 전처리후의 m-ATPase 활성이 

낮고, 산 전처리후의 m-ATPase 활성이높은 근섬유를 Ⅰ-R형, 이와 반대형의 근

섬유중에서 SDH 활성이 높은 근섬유를 Ⅱ-R형, SDH 활성이 낮은 근섬유를 Ⅱ

-W형으로 구별하여(Fig. 1), 각각의 근섬유 비율을 구하 고 직경과 면적을 

planimeter로 측정하 다. 이때 근섬유의 직경은 단직경을 측정하 다.

마. 항생제 잔류수준 조사

 돈육질 분류에 Kauffman 등(1993), Van Laack 등(1995)과 Joo 등(1999)은 

L* value(lightness)와 드립 감량을 이용했고, 그 외 Joo 등(2000)은 pH, L* 

value(lightness)와 드립 감량을 이용했는데, 본 연구에서는 이를 기준으로 하되 

pH24< 5.45, Hunter L*> 59, 드립 감량> 5%를 PSE육 판정기준으로 하였다.

바. 항생제 잔류수준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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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육내 잔류항생물질인 chlorotetracycline(CTC)을 분석하기 위한 전처리는 컬

럼충진제인 C18을 이용한 MAPD(Matriox solid-phase dispersion)법으로 시료가 

C18에 의해 균질화되어 넓은 표면적을 갖게한 후 추출용매에 의해 CTC성분을 

용출시켰다. 추출된 용매는 40℃의 건열농축상에서 질소로 농축시킨 후 이들상

에 의해 용해되어 0.45㎛ acrodisc로 여과시킨 후 HPLC로 분석하 다. 표준용

액은 CTC 단일 표준품을 사용하여 잔류성분을 측정하 다. 

사. 통계분석

 본 실험의 통계처리는 SAS(1999)의 General Linear Model을 이용하여 분석하

고, Duncan 다중비교로 유의성 5%수준에서 비교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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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과 및 고찰

 1) 생봉독처리가 비육돈(암)의 도체특성에 미치는 영향

 생봉독처리가 비육돈(암)의 도체특성에 미치는 향은 Table 2에서 보는 바와 같다. 

 암퇘지 도체중은 무처리구에 비해 생봉독처리구에서 높았는데, 이는 생체중

의 차이에서 기인한 것이며, 도체율의 경우도 유사한 경향으로 생봉독처리구

에서 높은 도체율을 나타냈다. 등지방두께에서도 무처리구에 비해 생봉독처리

구에서 두꺼웠다. 도체장에서는 두 사양시험구간에 유사한 경향이었다.

 도체등급판정 결과에서는 무처리구에서 A와 B등급의 출현율이 50%로 낮았으

며, 생봉독처리구의 경우는 A와 B등급의 출현율이 70%으로 우수하 으며, D등

급의 출현율도 10% 낮아서 바람직한 경향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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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ble 2. Effects of bee venom treatment on carcass characteristics of finishing pig(gilt)1)

Items Control Bee venom treatment

Live wt.(kg) 101.4±9 103.2±7.5

Carcass wt.(kg) 66.0±6.5 68.5±5.4

Dressing percent(%) 65.1±0.7 66.4±1.2

Backfat thickness(㎜) 16.2±0.40 18.3±0.40

Loinege area(㎝2) 5.7±0.5 5.8±0.5

Carcass length(㎝) 79.7±3.1 78.9±1.8

Carcass grade(head)
A

2 4

B 3 3

C 1 2

D 3 1

1) Control = No bee venom treatment, Chlorotetracycline(CTC) was added 

at 100ppm to experimental diets during both growing and finishing 

period; Bee venom treatment = CTC was added at 50ppm to 

experimental diets during finishing period

 

 2). 생봉독처리가 비육돈(암)의 부분육 생산율에 미치는 향

 생봉독처리가 비육돈(암)의 부분육 생산율에 미치는 향은 Table 3에서 보

는 바와 같다.

 부분육 생산량에서는 무처리구에 비해서 생봉독처리구의 경우 전지, 몸통과 

후지의 부분육 생산량이나 이를 합한 총 부분육 생산량에서 다소 높은 경향이

었으나, 이는 도체중의 차이에서 기인한 것으로 사료된다. 이를 도체중으로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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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 부분육 생산율에서는 전지와 후지의 경우는 무처리구에서 다소 높은 경향

이었으나, 몸통의 부분육 생산율은  생봉독1처리구와 2처리구에서 높은 경향

을 나타냈다.

 Table 3. Effects of bee venom treatment on production yield of 3 carcass        

           portions of finishing pigs(gilt)1) 

1) Control = No bee venom treatment, Chlorotetracycline(CTC) was added 

at 100ppm to experimental diets during both growing and finishing 

period; Bee venom treatment = CTC was added at 50ppm to 

experimental diets during finishing period

Items Control Bee venom treatment

Front leg portion(kg) 21.5±3.2 21.9±2.4

% 32.5 32.0

Body portion(kg) 22.2±2.9 24.0±2.1

% 33.7 35.1

Hind leg portion(kg) 20.2±1.5 20.3±1.9

% 30.6 29.9

Total 

yield(kg)
66.0±6.5 68.5±5.4

% 96.8 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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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생봉독처리가 비육돈(거세돈)의 도체특성에 미치는 향

생봉독처리가 비육돈(거세돈)의 도체특성에 미치는 향은 Table 4에서 보는 

바와 같다. 

 거세돈의 도체중은 무처리구에 비해 생봉독처리구에서 높았는데, 이는 생체

중의 차이에서 기인한 것이며, 도체율의 경우도 유사한 경향으로 생봉독처리

구에서 높은 도체율을 나타냈다. 등지방두께에서도 무처리구에 비해 생봉독처

리구에서 두꺼웠으며, 등심근단면적도 생봉독처리구가 다소 넓은 경향이었다.

 도체장에서는 두 사양시험구간에 유사한 경향이었다. 

 도체등급판정 결과에서는 무처리구에서 A와 B등급의 출현율이 60%로 낮았으

며, 반면에 생봉독처리구의 경우는 A와 B등급의 출현율이 80%으로 우수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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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ble 4. Effects of bee venom treatment on carcass characteristics of finishing    

           pigs(barrow)1)

Items Control Bee venom treatment

Live wt.(kg) 103.2±9.0 106.1±6.9

Carcass wt.(kg) 67.5±7.7 70.3±5.2

Dressing percent(%) 65.4±1.1 66.3±0.9

Backfat thickness(㎜) 18.5±3.0 21.3±4.9

Loineye area(㎝2) 5.3±0.3 5.8±0.5

Carcass length(㎝) 80.4±2.8 80.9±2.4

Carcass grade(head)
A

3 4

B 3 4

C 3 1

D 1 1

1) 
Control = No bee venom treatment, Chlorotetracycline(CTC) was added 

at 100ppm to experimental diets during both growing and finishing 

period; Bee venom treatment = CTC was added at 50ppm to 

experimental diets during finishing peri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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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생봉독처리가 비육돈(거세돈)의 부분육 생산율에 미치는 향

 생봉독처리가 비육돈(거세돈)의 부분육 생산율에 미치는 향은 Table 5에서 

보는 바와 같다.

 부분육 생산량에서는 무처리구에 비해서 생봉독처리구의 경우 전지, 몸통과 

후지의 부분육 생산량이나 이를 합한 총 부분육 생산량에서 다소 높은 경향이

었으나, 이는 도체중의 차이에서 기인한 것으로 사료된다. 이를 도체중으로 나

눈 부분육 생산율에서는 전지와 후지의 경우는 무처리구에서 다소 높은 경향

이었으나, 몸통의 부분육 생산율은 생봉독처리구에서 높은 경향을 나타냈다.

 Table 5. Effects of bee venom treatment on production yield of 3 carcass        

            portions of finishing pigs(barrow)1) 

1) Control = No bee venom treatment, Chlorotetracycline(CTC) was added 

at 100ppm to experimental diets during both growing and finishing 

period; Bee venom treatment = CTC was added at 50ppm to 

experimental diets during finishing period

  

 Items Control Bee venom treatment

Front leg portion(kg) 22.2±2.9 22.9±3.5

% 32.9 32.6

Body portion(kg) 22.7±3.6 24.7±2.1

% 33.7 35.1

Hind leg portion(kg) 20.4±2.1 20.7±2.5

% 30.2 29.4

Total 

yield(kg)
67.5±7.7 70.3±5.2

% 96.8 9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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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생봉독처리가 비육돈(암)의 도체 질병발생율에 미치는 향
 

 생봉독처리가 비육돈(암)의 도체 질병발생율에 미치는 향은 Table 6에서 

보는 바와 같다.

 흉막폐렴(Pleuropneumonia)과 흉막염(Pleurisy) 발생에서는 대조구에 비해 생

봉독처리구에서 낮았다. 그러나 위축성 비염(Atrophic rhinitis)과 간회충반점

(Liver milk spots)발생에서는 두 처리구 사이에 유사한 경향으로, 생봉독 처

리가 큰 효과를 나타내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그 외 증식성회장염

(Proliferative ileitis)은 두 처리구 모두에서 발생되지 않았다.

 이상의 결과에서 생봉독은 흉막폐렴과 흉막염 같은 염증성질환 예방효과가 

있는 것으로 사료되며, 이는 생봉독 처리가 젖소의 유방염증, 관절염증, 송아

지 설사증 치료효과가 있다는 조 등 (1999)과 최 등 (1999)의 연구결과와 일

치하는 경향이었다. 

 Table 6. Effects of bee venom treatment on occurrence of diseased     

           carcasses from finishing pigs (gilt)
1)2)

1) Control = No bee venom treatment , Chlorotetracycline(CTC) was added 

at 100ppm to experimental diets during both growing and finishing  period; 

Bee venom treatment = CTC was added at 50ppm to experimental diets 

during finishing period 
2) 20 carcasses were tested each. Positive diseased carcasses were tested 

carcasses were shown and occurrence rates were expressed in parenthesis 

as percentage

Items Control Bee venom treatment

Pleuropneumonia 2(10) 1(5)

Pleurisy 4(20) 1(5)

Atrophic rhinitis 3(15) 2(10)

Liver milk spots 2(10) 2(10)

Proliferative ileitis 0(0) 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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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생봉독처리가 비육돈(거세돈)의 도체 질병발생율에 미치는 향

 생봉독처리가 비육돈(거세돈)의 도체 질병발생율에 미치는 향은 Table 7에

서 보는 바와 같다. 

거세돈의 흉막폐렴(Pleuropneumonia)과 흉막염(Pleurisy) 발생에서는 암퇘지와 

마찬가지로 대조구에 비해 생봉독처리구가 낮았다. 그러나 위축성비염

(Atrophic rhinitis)과 간회충반점(Liver milk spots) 발생에서는 두 처리구 사

이에 유사한 경향으로, 생봉독처리가 큰 효과를 나타내지 않았다. 그 외 증식

성회장염(Proliferative ileitis)은 두 처리구 모두에서 발생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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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ble 7. Effects of bee venom treatment on occurrence of diseased     

           carcasses from finishing pigs (barrow)1)2)

1) Control = No bee venom treatment , Chlorotetracycline(CTC) was added 

at 100ppm to experimental diets during both growing and finishing  period; 

Bee venom treatment = CTC was added at 50ppm to experimental diets 

during finishing period 
2)
 20 carcasses were tested each. Positive diseased carcasses were tested 

carcasses were shown and occurrence rates were expressed in parenthesis 

as percentage

 7). 생봉독처리가 비육돈(암)의 근섬유비율 및 직경에 미치는 향

 생봉독 처리가 비육돈(암)의 근섬유 비율 및 직경에 미치는 향은 Table 8

에서 보는 바와 같다. 

 3 type의 근섬유비율에서는 대조구와 생봉독처리구사이에 유사한 경향이었으

며, 근섬유간에는 αW(백색근섬유)의 비율이 가장 많았으며, βR(적색근섬유)과 

αR(중간근섬유)의 비율은 유사하게 낮았다.

 근섬유직경에서는 대조구와 비교해서 생봉독처리구에서 3 type의 근섬유 모두

에서 직경이 다소 굵은 경향이었는데, 이 중 αW 근섬유의 직경이 더 굵었다

Items Control Bee venom treatment

Pleuropneumonia 3(15) 0(0)

Pleurisy 4(20) 1(5)

Atrophic rhinitis 3(15) 1(5)

Liver milk spots 3(15) 3(15)

Proliferative ileitis 0(0) 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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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ble 8.  Effects of bee venom treatment on muscle fiber characteristics   

           of longissimus  muscle from finishing pigs (gilt)1)2)

1) Control = No bee venom treatment, Chlorotetracycline(CTC) was added 

at 100ppm to experimental diets during both growing and finishing  period; 

Bee venom treatment = CTC was added at 50ppm to experimental diets 

during finishing period 
2)
 βR=red muscle fiber, αR=intermediate muscle fiber, αW=white muscle 

fiber

 8). 생봉독처리가 비육돈(거세돈)의 근섬유비율 및 직경에 미치는 향

 생봉독처리가 비육돈(거세돈)의 근섬유비율 및 직경에 미치는 향은 Table 

9에서 보는 바와 같다. 

거세돈의 근섬유비율에서는 암퇘지와 마찬가지로 대조구와 생봉독처리구 사이

에 유사한 경향이었으며, 3 type 근섬유 중 αW(백색근섬유)의 비율이 가장 많

았으며, βR(적색근섬유)과 αR(중간근섬유)의 비율은 유사하 다. 

근섬유직경에서는 대조구와 비교해서 생봉독처리구에서 3 type의 근섬유 모두

Items Control Bee venom treatment

Fiber

percentage(%)

βR 11.9±5.6 11.7±3.5

αR 11.3±7.2 11.1±5.8

αW 76.8±4.9 77.2±6.3

Fiber

diameter(㎛)

βR 20.9±4.1 21.1±3.5

αR 18.7±2.9 18.9±2.3

αW 25.4±3.4 26.5±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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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직경이 다소 굵은 경향이었는데, 이 중 αW 근섬유의 직경이 더 굵었다. 

 Table 9. Effects of bee venom treatment on muscle fiber characteristics of   

           longissimus muscle from finishing pigs (barrow)1)2)

1) Control = No bee venom treatments, Chlorotetracycline(CTC) was added 

at 100ppm to experimental diets during both growing and finishing period,; 

Bee venom treatment = CTC was added at 50ppm to experimental diets 

during finishing period 
2) βR=red muscle fiber, αR=intermediate muscle fiber, αW=white muscle 

fiber

Items Control Bee venom treatment

Fiber

percentage(%)

βR 12.0±1.8 12.3±2.8

αR 11.9±1.4 11.4±2.3

αW 76.1±9.5 76.3±7.2

Fiber

diameter(㎛)

βR 20.4±2.8 20.7±4.1

αR 18.8±3.7 19.3±1.7

αW 25.1±3.4 26.8±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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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생봉독처리가 비육돈(암)의 일반성분에 미치는 향

 생봉독처리가 비육돈(암)의 일반성분에 미치는 향은 Table 10에서 보는 바

와 같다.

 등심육의 일반성분에서 수분, 단백질과 회분함량은 두 사양시험구간에 유사

한 경향이었으나, 지방의 경우 무처리구에 비해서 생봉독에서 다소 높은 수준

을 나타내어 바람직한 경향을 보 다.

 Table 10. Effects of bee venom treatment on chemical compositions of             

             longissimus muscle from finishing pigs(gilt)
1)

Items Control Bee venom treatment

Moisture 74.4±0.9 73.6±0.8

Protein 22.2±0.9 22.5±0.8

Fat 2.2±0.2 2.7±0.5

Ash 1.2±0.1 1.2±0.0

1) 
Control = No bee venom treatments, Chlorotetracycline(CTC) was added 

at 100ppm to experimental diets during both growing and finishing period,; 

Bee venom treatment = CTC was added at 50ppm to experimental diets 

during finishing peri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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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생봉독처리가 비육돈(거세돈)의 일반성분에 미치는 향

 생봉독처리가 비육돈(거세돈)의 일반성분에 미치는 향은 Table 11에서 보

는 바와 같다.

 등심육의 일반성분에서 수분, 단백질과 회분함량은 사양시험구간에 유사한 

경향이었으나, 지방의 경우 무처리구에 비해서 생봉독에서 다소 높은 수준을 

나타내어 바람직한 경향을 보 다. 

 Table 11. Effects of bee venom treatment on chemical compositions     

            of longissimus muscle from finishing pigs(barrow)
1)

Items Control Bee venom treatment

Moisture 74.0±0.7 73.8±1.1

Protein 22.3±0.5 22.2±0.3

Fat 2.5±0.5 2.9±0.9

Ash 1.2±0.0 1.1±0.1

  

1) 
Control = No bee venom treatments, Chlorotetracycline(CTC) was added 

at 100ppm to experimental diets during both growing and finishing period,; 

Bee venom treatment = CTC was added at 50ppm to experimental diets 

during finishing peri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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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생봉독처리가 비육돈(암)의 육질특성과 PSE육 발생율에 미치는 향

 생봉독처리가 비육돈(암)의 육질특성과 PSE육 발생율에 미치는 향은 Table 12에서 보

는 바와 같다.

 등심육의 pH는 무처리구가 낮은 경향이었으며, 반면에 생봉독처리구가 높은 

경향이었다. 보수력의 경우도 무처리구에 비하여 생봉독처리구가 높은 수치

를 나타냈다. 육즙손실과 가열감량에서도 생봉독처리구에서 낮은 수치를 나

타내어 바람직한 경향을 보 다. 전단력에서는 두 사양시험구간에 유사한 경향을 

나타냈다.

 육질특성중 pH, 육즙손실과 Hunter L 수치를 기준으로 암퇘지의 PSE육 발생율을 

조사한 결과에서는 무처리구가 22.2%, 생봉독처리구가 15.6%를 나타내며 생봉독처리

가 PSE육 발생율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12. Effects of bee venom treatment on meat quality traits of            

             longissimus from finishing pigs(gilt)1)

Items Control Bee venom treatment

pH 5.51±0.20 5.68±0.07

Water holding capacity(%) 51.95±0.04 52.73±2.79

Drip loss(%) 5.23±2.54 4.21±0.95

Cooking loss(%) 29.15±3.53 29.13±1.97

Shear force(g) 1.29±0.04 1.22±0.21

PSE incidence(%)2) 22.2 15.6

1) 
Control = No bee venom treatments, Chlorotetracycline(CTC) was added 

at 100ppm to experimental diets during both growing and finishing period,; 

Bee venom treatment = CTC was added at 50ppm to experimental diets 

during finishing period 
2)Evaluated by pH < 5.45, Drip loss > 5%, Hunter L >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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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생봉독처리가 비육돈(거세돈)의 육질특성과 PSE육 발생율에 미치는

     향

 생봉독처리가 비육돈(거세돈)의 육질특성과 PSE육 발생율에 미치는 향은 Table 13에서 보는 바

와 같다.

 등심육의 pH는 무처리구에 비해 생봉독처리구에서 유의적으로 높았으며, 보

수력의 경우도 생봉독처리구와 무처리구에 비해서 높은 수치를 나타냈다. 육

즙손실과 가열감량(p＜0.05) 에서는 무처리구에 비해 생봉독처리구에서 낮은 

수치를 나타내어 바람직한 경향을 보 다. 전단력에서는 무처리구에 비해 생봉

독처리구에서 유의적으로 높아 질긴 경향을 나타냈다.

 육질특성중 pH, 육즙손실과 Hunter L 수치를 기준으로 암퇘지의 PSE육 발생율을 

조사한 결과에서는 무처리구가 22.2%, 생봉독처리구가 17.8%를 나타내며 생봉독처리

가 PSE육 발생율을 다소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13. Effects of bee venom treatment on meat quality traits of            

             longissimus from finishing pigs(barrow)1)

Items Control Bee venom treatment

pH 5.44±0.06b 5.51±0.07a

Water holding capacity(%) 49.48±3.66 53.35±4.27

Drip loss(%) 5.45±1.27 5.02±1.01

Cooking loss(%) 29.79±1.16a 27.99±1.04b

Shear force(g) 1.01±0.08b 1.31±0.38a

PSE incidence(%)2) 22.2 17.8

  

1) Control = No bee venom treatments, Chlorotetracycline(CTC) was added 

at 100ppm to experimental diets during both growing and finishing period,; 

Bee venom treatment = CTC was added at 50ppm to experimental diets 

during finishing period 
2)Evaluated by pH < 5.45, Drip loss > 5%, Hunter L >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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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생봉독처리가 비육돈(암)의 주관적판정과 육색에 미치는 향

 생봉독처리가 비육돈(암)의 주관적판정과 육색에 미치는 향은 Table 14에

서 보는 바와 같다.

 등심육의 주관적판정 결과에서 마블링 점수에서는 무처리구에 비해 생봉독

처리구에서 유의적으로 높은 경향이었다. 육색과 돈육특성에서는 유의적인 차

이는 없었으나, 무처리구에 비해 생봉독처리구에서 높은 점수를 나타냈다.

 등심육의 육색에서는 무처리구에 비해 생봉독처리구에서 L값(명도)은 낮고, 

상대적으로 a값(적색도)은 높아 진한 적색의 외관을 나타내어 바람직한 경향

인 것으로 사료되었다. b값(황색도)의 경우 무처리구가 다소 낮은 수치를 나

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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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4. Effects of bee venom treatment on subjective evaluation and     

            meat color of longissimus from finishing pigs(gilt)1)

Items Control Bee venom treatment

Subjective evaluation

Marbling 
2)

2.08±0.24
a

2.38±0.21
a

Texture 2.58±0.15 2.54±0.26

Meat color 2.88±0.45 2.98±0.32

Total acceptability 2.48±0.25 2.62±0.17

Hunter color

L
58.17±3.44 56.93±2.23

a 4.75±1.29 5.42±1.12

b 7.17±0.75 7.44±0.59

  

 1) Control = No bee venom treatments, Chlorotetracycline(CTC) was added at 

100ppm to experimental diets during both growing and finishing period,; Bee venom 

treatment = CTC was added at 50ppm to experimental diets during finishing period 

 2)
Meaning, 1 = extremely low in intramuscular fat, 5 = very abundant intramuscular fat

  Texture, 1 = extremely bad in texture, 5 = extremely good in texture

  Meat color , 1 = very pale in meat color, 5 = very dark in meat color

  Total acceptability, 1 = extremely PSE, 5 = extremely DFD



- 211 -

 14). 생봉독처리가 비육돈(거세돈)의 주관적판정과 육색에 미치는 향

 거세돈의 주관적 판정에선 2개의 시험구사이에 유의적인 차이는 나타나지 않

았다. 마블링과 육색은 2  개의 시험구사이에 유사한 경향을 나타냈으며, 조직

감과 돈육특성에서는 대조구에 비해 처리구에서     다소 낮은 수치를 나타냈

다.

 거세돈의 육색에서는 2개 시험구사이에 L값(명도)에서 유의적인 차이가 나타

냈다. L값(명도)과 a값(적색도)에서는 대조구에 비해 처리구에서 낮은 경향을 

나타냈으며, 그 외 b값(황색도)는 2개의 시험구 사이에 유사한 경향을 나타냈

다.

 Table 15. Effects of bee venom treatment on subjective evaluation and       

         meat color of longissimus from finishing pigs(barrow)
1)

Items Control Bee venom treatment

Subjective evaluation

Marbling 
2) 2.47±0.37 2.68±0.81

Texture 2.58±0.15 2.54±0.26

Meat color 2.77±0.45 2.93±0.32

Total acceptability 2.58±0.55 2.72±0.19

Hunter color

L
60.06±3.10

a
57.67±2.34

b

a 4.67±1.71 5.14±1.76

b 7.46±1.30 7.40±1.01

  

 1) 
Control = No bee venom treatments, Chlorotetracycline(CTC) was added at 

100ppm to experimental diets during both growing and finishing period,; Bee venom 

treatment = CTC was added at 50ppm to experimental diets during finishing period 

 2)
Meaning, 1 = extremely low in intramuscular fat, 5 = very abundant intramuscular fat

  Texture, 1 = extremely bad in texture, 5 = extremely good in texture

  Meat color , 1 = very pale in meat color, 5 = very dark in meat color

  Total acceptability, 1 = extremely PSE, 5 = extremely DF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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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생봉독처리가 비육돈(암)의 관능특성에 미치는 향

    생봉독처리가 비육돈(암)의 관능특성에 미치는 향은 Table 16에서 보는 바

와 같다.

 등심육의 관능특성에서 2사양시험구간에 유의적인 차이는 없었으나, 연도, 

다즙성, 풍미와 전체기호도에서 무처리구에 비해 생봉독처리구의 경우 다소 

높은 경향을 나타내어 바람직한 경향을 보 다.

 Table 16. Effects of bee venom treatment on panel test of               

             longissimus  muscle from finishing pigs(gilt)1)2)

Items Control
Bee venom 

treatment

Tenderness 2.78±0.55 2.85±0.27

Juiciness 2.75±0.27 2.88±0.26

Flavor 2.94±0.40 3.09±0.39

Total acceptability 2.63±0.43 2.71±0.46

1) Control = No bee venom treatments, Chlorotetracycline(CTC) was added 

at 100ppm to experimental diets during both growing and finishing period,; 

Bee venom treatment = CTC was added at 50ppm to experimental diets 

during finishing period 

 2)1 =  very tough, very dry, very mild, very unacceptable

  5 = very tender, very juicy, very intense, very accep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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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생봉독처리가 비육돈(거세돈)의 관능특성에 미치는 향

    생봉독처리가 비육돈(거세돈)의 관능특성에 미치는 향은 Table 17에서 보

는 바와 같다.

 등심육의 관능특성에서 2사양시험구간에 유의적인 차이는 없었으나, 연도, 풍미, 

다즙성과 전체기호도에서 생봉독처리구의 경우 무처리구보다 다소 높은 경향을 

나타냈다.

 Table 17. Effects of bee venom treatment on panel test of               

        longissimus  muscle from finishing pigs(barrow)1)2

Items Control Bee venom treatment

Tenderness 2.54±0.55 2.75±0.46

Juiciness 2.74±0.32 2.89±0.39

Flavor 2.83±0.29 3.04±0.34

Total acceptability 2.83±0.32 3.02±0.36

  

1) Control = No bee venom treatments, Chlorotetracycline(CTC) was added 

at 100ppm to experimental diets during both growing and finishing period,; 

Bee venom treatment = CTC was added at 50ppm to experimental diets 

during finishing period 

 2)1 = very tough, very dry, very mild, very unacceptable

  5 = very tender, very juicy, very intense, very acceptable



- 214 -

17). 생봉독처리가 비육돈(암)의 저장성에 미치는 향

 생봉독처리가 비육돈(암)의 저장성에 미치는 향은 Table 18에서 보는 바와 

같다.

등심육을 7일간 4℃에서 냉장저장하 을 때 2사양시험구에서 총 미생물수가 

증가하 으나, Log3이하의 수치를 보여 모두 가식범위에 들었다. 

 지방산패도를 나타내는 TBA값도 7일간 냉장저장동안 지방의 산화가 조금씩 

증가하 으나, 모두 가식범위에 들었으며 2사양시험구간에 유사한 경향이었다.

 저장기간중 휘발성 염기태질소(VBN)함량의 경우에도 7일간 냉장저장동안 

다소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냈으나, 모두 가식범위에 들었으며, 2사양시험구간

에 유사한 결과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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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ble 18. Effects of bee venom treatment on storage characteristics of                 

              longissimus muscle from finishing pigs(gilt) during 7days of         

             refrigerator storage
1)

Items Control Bee venom treatment

Total microbial count
(Log cfu/g)
0 Day 2.20±0.55 2.30±0.35

4 Day 2.69±0.36 2.53±0.20

7 Day 2.77±0.45 2.57±0.53

TBA

(mg malonaldehyde/1,000g)

0 Day
0.15±0.09 0.17±0.09

4 Day 0.25±0.05 0.25±0.08

7 Day 0.29±0.11 0.18±0.04

VBN(mg%)

0 Day 12.84±3.26 11.92±2.52

4 Day 13.94±2.91 13.13±3.07

7 Day 11.91±0.71 12.45±2.20

 

 1) Control = No bee venom treatments, Chlorotetracycline(CTC) was 

added at 100ppm to experimental diets during both growing and finishing 

period,; Bee venom treatment = CTC was added at 50ppm to experimental 

diets during finishing peri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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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생봉독처리가 비육돈(거세돈)의 저장성에 미치는 향

    생봉독처리가 비육돈(거세돈)의 저장성에 미치는 향은 Table 19에서 보    

   는 바와 같다.

 등심육을 7일간 4℃에서 냉장저장하 을 때 2사양시험구에서 총 미생물수가 

증가하 으나, Log4이하의 수치를 보여 모두 가식범위에 들었다.

지방산패도를 나타내는 TBA값도 7일간 냉장저장동안 지방의 산화가 조금씩 

증가하 으나, 모두 가식범위에 들었으며 2사양시험구간에 유사한 경향이었다.

 저장기간중 휘발성 염기태질소(VBN)함량의 경우에도 7일간 냉장저장동안 

다소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냈으나, 모두 가식범위에 들었으며, 2사양시험구간

에 유사한 결과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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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ble 19. Effects of bee venom treatment on storage characteristics of               

              longissimus muscle from finishing pigs(barrow) during 7days of       

             refrigerator storage1)

Items Control Bee venom treatment

Total microbial count
(Log cfu/g)
0 Day

2.47±0.41 2.17±0.61

4 Day 2.68±0.28 2.71±0.38

7 Day 3.01±0.41 2.77±0.49

TBA(mg malonaldehyde

/1,000g)

0 Day

0.19±0.10 0.18±0.19

4 Day 0.24±0.11 0.21±0.10

7 Day 0.29±0.11 0.18±0.04

VBN(mg%)

0 Day
13.20±3.21 11.48±2.97

4 Day 14.47±3.04 12.38±3.19

7 Day 12.31±0.75 12.11±0.04

 

1) Control = No bee venom treatments, Chlorotetracycline(CTC) was added 

at 100ppm to experimental diets during both growing and finishing period,; 

Bee venom treatment = CTC was added at 50ppm to experimental diets 

during finishing peri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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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생봉독처리가 비육돈(암)의 포화지방산 성분에 미치는 향

 생봉독처리가 비육돈(암)의 포화지방산 성분에 미치는 향은 Table 20에서 

보는 바와 같다. 등심육의 포화지방산 중 주된 지방산은 C16:0(palmitic acid)

와 C18:0(stearic acid)이었으며, 대조구에 비해 생봉독처리구의 경우 모든 포

화지방산 함량에 유의적인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Table 20. Effects of bee venom treatment on saturated fatty acids      

            profile of longissimus  muscle from finishing pigs(gilt)
1)

1) Control = No bee venom treatment, Chlorotetracycline(CTC) was added 

at 100ppm to experimental diets during both growing and finishing period; 

Bee venom treatment = CTC was added at 50ppm to experimental diets 

during finishing period 

 

Items Control Bee venom treatment

C12:0 0.08±0.02 0.06±0.01

C13:0 0.26±0.02 0.23±0.09

C14:0 1.35±0.13 1.35±0.11

C15:0 0.16±0.00 0.13±0.04

C16:0 20.20±1.58 20.89±1.02

C17:0 0.52±0.02 0.45±0.03

C18:0 12.20±0.62 12.68±0.42

C20:0 0.91±0.13 0.84±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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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생봉독처리가 비육돈(암)의 불포화지방산 성분에 미치는 향

 생봉독처리가 비육돈(암)의 불포화지방산 성분에 미치는 향은 Table 21에

서보는 바와 같다. 등심육의 불포화지방산중 주된 지방산은 C18:1(oleic acid), 

C18:2(linoleic acid)와 C16:1(hexadecenoic acid)이었으며, 대조구와 생봉독처

리구사이에서 모든 불포화지방산함량에 유의적인 차이는 없었으며, 유사한 경

향을 나타냈다.

 Table 21. Effects of bee venom treatment on unsaturated fatty acids   

            profile of longissimus  muscle from finishing pigs(gilt)
1)

1)
 Control = No bee venom treatment, Chlorotetracycline(CTC) was added 

at 100ppm to experimental diets during both growing and finishing period; 

Bee venom treatment = CTC was added at 50ppm to experimental diets 

during finishing period 

Items Control Bee venom treatment

C14:1 0.27±0.01 0.22±0.04

C16:1 2.96±0.10 2.89±0.10

C18:1 41.47±2.33 41.57±2.43

C18:2 15.32±2.10 14.87±0.72

C18:3 0.80±0.05 0.75±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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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생봉독처리가 비육돈(거세돈)의 포화지방산 성분에 미치는 향

 생봉독처리가 비육돈(거세돈)의 포화지방산 성분에 미치는 향은 Table 22

에서 보는 바와 같다. 거세돈 등심육의 포화지방산 중 주된 지방산은 암퇘지

와 마찬가지로 C16:0(palmitic acid)와 C18:0(stearic acid)이었으며, 대조구와 

생봉독처리구사이에 모든 포화지방산 함량에 유의적인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

으며 유사한 경향을 보 다.

 Table 22. Effects of bee venom treatment on saturated fatty acids      

            profile of longissimus  muscle from finishing pigs(barrow)
1)

 
1)Control = No bee venom treatment, Chlorotetracycline(CTC) was added at 

100ppm to experimental diets during both growing and finishing period; 

Bee venom treatment = CTC was added at 50ppm to experimental diets 

during finishing period 

Items Control Bee venom treatment

C12:0 0.08±0.02 0.07±0.01

C13:0 0.28±0.09 0.23±0.01

C14:0 1.28±0.27 1.38±0.02

C15:0 0.15±0.04 0.13±0.02

C16:0 19.45±1.04 20.70±1.02

C17:0 0.41±0.23 0.45±0.03

C18:0 12.50±0.34 12.12±0.06

C20:0 0.85±0.13 0.84±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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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생봉독처리가 비육돈(거세돈)의 불포화지방산 성분에 미치는 향

 생봉독처리가 비육돈(거세돈)의 불포화지방산 성분에 미치는 향은 Table 

23에서 보는 바와 같다. 거세돈 등심육의 불포화지방산중 주된 지방산은 암퇘

지와 마찬가지로 C18:1(oleic acid), C18:2(linoleic acid)와 C16:1(hexadecenoic 

acid)이었으며, 대조구와 생봉독처리구사이에서 유의적인 차이는 없었으며, 유

사한 경향을 나타냈다.

 Table 23. Effects of bee venom treatment on unsaturated fatty acids   

           profile of longissimus  muscle from finishing pigs(barrow)
1)

 
1)
 Control = No bee venom treatment, Chlorotetracycline(CTC) was added 

at 100ppm to experimental diets during both growing and finishing period; 

Bee venom treatment = Chlorotetracycline(CTC) was added at 50ppm to 

experimental diets during finishing period 

 

Items Control Bee venom treatment

C14:1 0.30±0.05 0.20±0.03

C16:1 2.75±0.19 2.81±0.06

C18:1 41.35±1.38 41.70±1.63

C18:2 15.42±1.78 14.98±1.33

C18:3 0.94±0.01 0.8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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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생봉독처리가 비육돈(암)의 잔류항생물질함량에 미치는 향

 생봉독처리가 비육돈(암)의 잔류항생물질함량에 미츠는 향은 Table 24에서 

보는 봐와 같다.

 사료에 첨가된 항생물질(Chlorotetarcycline, CTC)의 등심근내 잔류검사수준

을 분석한 결과, 비육후기사료에 100ppm을 첨가한 무처리구의 경우 0.07ppm

이 검출된 반면에, 항생제 50%를 첨가한 생봉독처리구의 경우0.03ppm을 나타

내었다. 그러나 2 사양시험구 모두 허용수준이하를 나타냈다.

 Table 24. Effects of bee venom treatment on residual                    

              chlorotetarcycline level of longissimus muscle from        

              finishing pigs(gilt)1)

1)
 Control = No bee venom treatment, Chlorotetracycline(CTC) was added 

at 100ppm to experimental diets during both growing and finishing period; 

Bee venom treatment = Chlorotetracycline(CTC) was added at 50ppm to 

experimental diets during finishing period 
2) Level approved: below 0.1ppm

Items Control Bee venom treatment

CTC(ppm) 0.07±0.03 0.03±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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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 생봉독처리가 비육돈(거세돈)의 잔류항생물질함량에 미치는 향

 생봉독처리가 비육돈(거세돈)의 잔류항생물질함량에 미치는 향은 Table 25

에서 보는 바와 같다.

 거세돈의 등심근내 잔류검사수준을 분석한 결과 암퇘지와 마찬가지로 비육후

기사료에 항생물질(Chlorotetarcycline, CTC)을 100ppm 첨가한 무처리구의 경

우 0.06ppm이 검출된 반면에, 항생제 50%를 첨가한 생봉독처리구의 경우 

0.03ppm을 나타냈으며, 2 사양시험구 모두 허용수준 이하를 나타냈다.

  Table 25. Effects of bee venom treatment on residual                   

               chlorotetarcycline level of longissimus muscle from       

               finishing pigs(barrow)
1)

1) Control = No bee venom treatment, Chlorotetracycline(CTC) was added 

at 100ppm to experimental diets during both growing and finishing period; 

Bee venom treatment = Chlorotetracycline(CTC) was added at 50ppm to 

experimental diets during finishing period 
2) Level approved: below 0.1ppm

Items Control Bee venom treatment

CTC(ppm) 0.06±0.03 0.03±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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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요약 

 1)도체특성 및 부분육 생산율 조사

 대조구와 비교하여 생봉독처리구의 경우 암퇘지와 거세돼지 모두에서 도체

중, 도체율이 증가하 으며, 등지방두께도 두꺼워졌다. 이러한 도체특성은 도

체등급을 향상시켜 A와 B등급 출현율이 높아져 경제적으로 유리한 것으로 사

료되었다. 부분육 생산량에서도 대조구와 비교하여 생봉독처리구에서 몸통의 

부분육 생산량이나 생산율이 높은 경향이었는데, 몸통에는 소비자가 선호하는 

삼겹부위가 포함되므로 바람직한 결과로 판단되었다. 

 2)도체의 질병발생율조사 

 대조구와 비교하여  생봉독처리구의 경우 암퇘지와 거세돼지 모두에서 도체

의 흉막폐렴과 흉막염발생율이 감소되었다. 그러나 도체의 위축성비염이나 간

회충반점의 발생율에는 생봉독처리가 큰 효과를 나타내지 않았으며, 증식성회

장염은  사양시험구 모두에서 발생되지 않았다.

 3)근섬유비율 및 직경조사

 등심근의 근섬유비율에서는 암퇘지와 거세돼지 모두에서 대조구와 비교해서  

생봉독처리구에서 유사한 결과를 나타냈으며, 3 Type의 근섬유비율에서는 α

W근섬유가 가장 많았으며, βR근섬유와 αR근섬유의 비율은 유사하 다. 근섬

유직경에서는 대조구에 비해 생봉독처리구의 경우 3 type의 근섬유 직경이 더 

큰 경향을 나타냈는데, 이중 αW근섬유의 직경이 더 굵었다.

 4)육질특성과 PSE육 발생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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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조구와 비교하여 생봉독처리구의 경우 암퇘지와 거세돼지 모두에서  등심

육의 일반성분중 지방함량이 높은 수준을 나타내었고, pH와 보수력이 높고, 

육즙손실과 가열감량이 낮아 우수한 육질특성을 나타냈다. 그 외 주관적 판정

의 마블링 점수가 높았고, 육색측정에서도 진한 적색을 나타내어 우수한 외관

을 보여주었다.

 PSE육 발생율에서는 암퇘지와 거세돼지 모두에서 무처리구에 비해  생봉독

처리구에서 발생율이 감소했다.

 5)저장특성

 대조구와 비교하여 암퇘지와 거세돼지 모두에서 생봉독처리구의 7일간 냉장

저장중에 등심육의 총미생물수, 지방산패도(TBA)와 휘발성 염기태질소(VBN)

측정에서 유사한 경향을 나타냈으며, 모두 가식범위에 들어있어 생봉독처리는 

등심육의 저장특성에 아무런 나쁜 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6)항생제잔류수준 조사

 사료에 첨가한 항생제(Chlorotetarcycline)의 등심근내 잔류수준 조사에서는 

암퇘지와 거세돼지 모두에서 비육후기사료에 항생제 100%가 첨가된 무처리구

의 경우 0.06~0.07ppm수준을, 항생제 50%를 첨가한 생봉독처리구의 경우 

0.03ppm수준을 나타냈다.

 7)고찰

 이상의 결과에서 생봉독처리는 농가현장에서 비육돈의 도체특성, 도체의 질

병발생율, 육질특성 및 PSE육 발생율을 향상시키며, 저장특성에도 아무런 나

쁜 향을 미치지 않았으며, 특히 생봉독처리와 함께 비육후기에 항생제 첨가

수준을 50%로 낮춘 저항생제 첨가사료의 급여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어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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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 돈육생산에 권장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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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장 목표달성도 및 관련분야의 기여도

  제1절 연구목표 및 평가착안점

    1.  연구목표

    생봉독처리에 의해 항생제 사료첨가 및 질병의 항생제치료를 최대한 

억제하여 저항생제 또는 무항생제 잔류의 청정돈육을 생산하고자 하

며, 이를 위해 생봉독처리가 돼지의 생산성과 육질에 미치는 효과 및 

항생제 저감가능성을 구명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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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연도별 평가착안점

  

       구      분

                  평가의 착안점 및 척도

        착 안 사 항  척도(점수)

     1차년도(2003년)

○ 생봉독처리가 비육돈의 사양성적에 미치는 

영향 구명

○ 생봉독처리가 비육돈의 도체특성 및 육질

특성에 미치는 영향 구명

50

50

     2차년도(2004년)

○ 최적생봉독시술사양방법이 농가현장에서 

비육돈의 사양성적에 미치는 영향 구명

○ 최적생봉독시술사양방법에 의해 농가현장

에서 비육된 돼지의 도체특성 및 육질특

성 구명

50

50

     최종평가 

○ 생봉독처리가 비육돈의 사양성적에 미치는 

영향 및 최적생봉독시술사양조건의 개발

○ 생봉독처리가 비육돈의 도체특성 및 육질

특성에 미치는 영향 구명(실험돈사 및 농

가현장실험 출하돼지 대상)

50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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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연도별 연구개발목표의 달성도

 가. 1차년도 (2003~2004)

 제1세부과제: 생봉독처리가 비육돈의 사양성적에 미치는 향 구명

   생봉독 처리가 비육돈의 생산에 미치는 향과 항생제 저감효과를 구명하기 위하여 랜드

레이스 모돈 20두에서 생산된 3원 교잡 신생 자돈 (랜드레이스 x 요크셔 ⅹ 듀

록) 180두를 무작위로 선발 공시하여 150일 동안 충북 진천군 문백면 소재 애니

피그 번식돈 농장 격리된 육성돈장에서 2-site 방식으로 2004년 1월 22일부터 6

월 17일 까지 수행하 다. 항염증 및 면역증강작용, 세포재생작용 등의 생리적 작용을 

하는 생봉독을 단계별로 처리하 다. 생봉독 처리구(자웅 20두씩 3처리 120두)는 분만시 분

만 모돈의 분만 후 생식기관 회복을 촉진하기 위하여 교소 혈위에 생봉독 1마리 주입, 생시

자돈의 면역증강을 위하여 분만 후 12시간 이내에 교소, 두구, 인중 혈위에 각각 1마리씩 

주입, 생후 5일령 거세 시 거세 고환부위에 좌우 1마리 씩 생봉독 주입하고, 이유자돈의 이

유스트레스를 감소시키기 위하여 교소와 인중 혈위에 각각 1마리 씩 생봉독 주입, 이동 및 

출하 시 스트레스를 감소시키기 위하여 백회혈위에 1마리, 사육과정에 위축돈 발생시 수시

로 생봉독을 처리하여 항생제 등의 치료약을 대체하 고, 대조구(자웅 20씩 40두)는 일체 

생봉독을 처리하지 않고 관행법에 준하여 약물처리를 하 다. 한편 봉침의 위약 효과를 비

교하기 위한 침구처리(생봉독 처리구와 동일한 혈위에 자극)구(자웅 10씩 20두)로 구분하여 

사양성적을 산출하 다. 

   생봉독 처리구는 항생제 저감효과를 구명하기 위하여 첨가수준별 생산성을 조사를 다음

과 같이 수행하 다.  항생제 최적수준을 구명하기 위하여 생체중 50kg 이후부터 1처리구는 

사료중에 관행방법에 준하여 후기사료에 기존항생제 첨가 권장량을 100% 첨가한 배합사료

를 급여하 고, 2처리구는 기존권장량의 50%를 감소시킨 배합사료를 급여하 고, 3처리구는 

항생제 무첨가 배합사료를 급여하 다. 

  사육단계별, 처리별, 자웅별로 증체중, 일당증체중, 사료섭취량, 사료요구율을 측정하 고, 

혈중 면역물질과 호르몬을 분석하여 생봉독처리에 따른 변화를 분석하 고, 경제성을 분석

하여 최적수준을 구명하 다. 시험결과 생봉독 처리 2구(50kg 이후 항생제 50%감소한 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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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급여구)에서 생산성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를 기초로 하여 2년차 실험에서는 대조구

와 최적수준의 항생제를 급여하여 실험하 다. 

  제2세부과제: 생봉독처리가 비육돈의 도체특성 및 육질특성에 미치

는 향 구명

 본 시험에서는 제1세부과제의 실험설계에 따라 생봉독처리에 의해 사육되고 

출하되는 공시돼지(180두)의 도체특성 및 육질특성등을 조사하 다. 5개 사양

시험구중 T1처리구는 대조구, T2처리구는 생봉독의 위약효과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침구처리구이며, T3, T4, T5처리구는 항생제수준을 달리한 생봉독처리

구이다.

 사양된 후 각 출하일령에 도달한 공시돈은 충청북도 오창소재 도축장으로 수

송하여 관행적인 방법으로 도축되었다. 도축후 도체 질병발생율을 조사하

고, 예냉된 냉도체에서 도체특성(도체중, 등지방두께, 도체장)과 도체등급이 

조사되었으며(축산물등급판정소, 1999), 좌반도체에서 제5흉추와 제13흉추사이

의 등심근을 공시재료로 하여 제반 육질특성을 조사하 다. 등지방 두께는 좌

반도체의 11번째와 12번째 늑골사이, 마지막늑골과 제1요추사이의 수직선상에 

위치하는 등지방을 측정하여 평균치로 조사하 다, 그 외 냉장육의 저장성, 

등심근의 근섬유비율 및 직경이 조사되었고, 항생제잔류수준이 분석되었다.

 나. 2차년도(2004~2005)

   제1세부과제: 최적 생봉독 시술방법이 농가현장에서 비육돈의 사양성적에 

        미치는 향 구명

    1년차에서 최적 생봉독 처리구와 대조구간의 생산성을 확인 조사하기 위하여 포유자돈 

시부터 비육돈 완성기 까지 (2004년 12월 22일 ~ 6월 17일, 178일간)의 사양성적을 구명

하기 위하여 경기도 이천시 백사면 태송리 태송농장에서 20두의 모돈에서 분만한 자돈

(랜드레이스 x 요크셔 ⅹ 듀록) 180두를 1-site 방식으로 사양시험을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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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봉독처리구의 생봉독처리 방법은 1년차와 동일한 방법으로 수행하 고. 항생제 

저감효과를 구명하기 위하여 항생제 처리구는 생체중 50kg 이후부터 대조구의 항생

제 첨가량의 50% 감소시켜 급여하 다. 조사항목은 증체중, 일당증체량과 사료섭

취량 및 사료요구율, 질병 발생율 및 치료가능성, 혈액성분 분석에 의한 면역증강 

물질, 호르몬 변화, 경제성을 분석하 다. 

  

  제2부세부과제: 최적 생봉독시술방법에 의해 농가현장에서 비육돈의 

                  돼지의 도체특성 및 육질특성 구명

 본 시험에서는 1차년도에서 수행된 침구처리구와 3개 생봉독처리구중 가장 

우수한 결과를 나타낸 최적 생봉독시술방법을 농가 현장에 적용하여 제1세부

과제의 실험설계에 따라 생봉독처리에 의해 사육되고 출하되는 공시돼지(180

두)의 도체특성 및 육질특성등을 조사하 다. 이중 대조구는 관행적인 사양방

법에 따라 사육된 생봉독무처리구이며, 생봉독처리구는 생봉독시술처리가 수

행되었으며, 비육후기에 항생제수준을 50%로 낮춘 사료로 사양된 처리구 다.

 사양된 후 각 출하일령에 도달한 공시돈은 충청북도 오창소재 도축장으로 수

송하여 관행적인 방법으로 도축되었다. 도축후 도체의 질병발생율이 조사되었

고, 예냉된 냉도체에서 도체특성(도체중, 등지방두께, 도체장)과 도체등급이 조

사되었으며(축산물등급판정소, 1999), 좌반도체에서 제5흉추와 제13흉추사이의 

등심근을 공시재료로 하여 제반 육질특성을 조사하 다. 등지방 두께는 좌반

도체의 11번째와 12번째 늑골사이, 마지막늑골과 제1요추사이의 수직선상에 

위치하는 등지방을 측정하 으며, 등심근 단면적은 좌반도체의 10번째와 11번

째 늑골사이를 절개한후 등심근 단면에서 셀로판 필름에 등심근을 그린 후 

Planimeter(PLACOM KP-90N, KOIZU-MI Co., Japan)로 측정하 다. 그 외 

냉장육의 정장성, 등심근의 근섬유비율 및 직경이 조사되었고, 항생제잔류수준

이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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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련분야의 기술발전에 대한 기여도

 가. 기술적 측면

    세계적인 첨단 의료과학의 발달로 여러 가지 가축질병의 치료제가 개발되고

있으나 치료효과의 연속성 감소와 내성의 증가 및 잔류문제는 계속적으로 나

타나고 있음.

    다발성의 악성 가축질환치료에 안정한 치료를 위해서 강력한 치료효과가 있

으면서 이용시 부작용이 없고 처리법이 간단한 치료제의 개발이 요구되고 있

음.

    본 과제에서는 인공적 조제품이 아닌 순수 생리활성물질이면서 강력한 치료 

및 예방효과가 있고, 취급이 어렵지 않고 부작용이 적은 꿀벌의 생봉독의 주

입으로 돼지의 다발성 질환에 대한 치료효과가 규명되고 그의 치료법이 개발

된 상태에서 보다 더 효과적인 고품질 육돈생산체계를 규명하기 위한 방법을 

개발하고자 함.

    제 1세부과제 책임자인 충북대 조성구 교수는 생봉독시술에 의한 가축의 질

병 치료효과에 대한 연구를 한 바 있으며, 생봉독시술방법의 개발에 가장 적

합한 전문가이다. 

  나. 경제ㆍ산업적측면

    현재 사용되고 있는 가축질병 치료제로서는 그 사용량 및 방법과 잔류문제 

등 여러면에서 안전성이 요구되고 있으며, 양축농가에서는 손쉽게 취급할 수 

있으면서 치료효과가 높고 치료제의 잔류물이 없는 축산물을 생산하여 소비

자가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질이 높고 가격이 저렴한 고급돈육 생산이 필

요함.

    선진국의 경우에도 가축질병 치료제의 안전성과 치료효과의 연속성 및 내성 

등의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어 적합한 치료약의 개발이 요구되고 있음.

    양축농가에서 다발성 악성질환에 의한 치사율과 도태율을 감소시키기 위한 

치료 및 예방은 인력과 경비 등의 투입량 증가를 요구하고 있고, 기존상태를 

유지하면서 양돈업을 경 하다보니 저급 육돈생산과 원가상승 요인으로 작용

되어 결국 축산물 소비자 가격이 높아져 국내산 생산물의 소비촉진을 둔화시

킴으로 국제 경쟁력이 낮아짐으로서 국내 양돈업의 기반은 더욱 불안한 상태

로 진행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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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

  제1절 타 연구에의 응용

     생봉독을 적용하여 무항생제 돈육 등의 안전 돈육생산을 위한 시험연구 

  제2절 기업화 추진방안

    기업화 추진은 어렵고 기업양돈장에서 생봉독 시술방법을 적용하여 안전하

고, 경제적인 돼지생산체계 개선이 요구됨

   (생봉독의 특징과 시술시 생봉취급 요령 및 주의사항 교육이 요구됨)

 

 1.  추진현황

  가. 농활용자료

    1) 돼지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양돈농가 대한 기술교육 실적은 다음과 같다.

교육일자 교육주체 교육장소 참석인원 교육대상

2003.7.24 경기도농업기술원 농업기술원 강당 110 양축농가

2003.8.13 우성사료 연천군 연천읍 40 양축농가

2003.9.6 강화도농업기술센터 강화도 80 양축농가

2003.10.8 순창군농업시술센터 순창 70 양축농가

2003.10.10 파주축협조합 파주 110 양축농가

2003.10.31 전북농업기술원 농민교육원 120 양축농가

2003.11.29 한국봉료연구회 부산대학교 130 연구회회원

2004.1.14 주시농업기술센터 주시 230 양축농가

2004.2.4 울산시농업기술센터 언양축산회관 180 양축농가

2004.2 12 칠곡군농업시술센터 기술센터 160 양축농가

2004.6.15 우성사료 진주양돈단지 20 양축농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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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농가교육자료

     ;  돼지에 생봉독 시 시술자의 주의사항과 시술용 꿀벌취급 요령

  (가) 생봉독 시술시 주위사항 및 봉독과민반응

    1) 생봉독 시술시 꿀벌 취급자의 주의사항

    생봉독은 생체기능 활성에 많은 장점이 있지만 가축과는 달리 생봉독 시술

자가 생봉을 취급하기 전에 봉독에 대한 감수성과 과민증에 대한 주의사항을 

숙지하고 반드시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친후 시술을 시도하여야 한다. 봉독에 

대한 과민성에 대하여 사람이 가축에 생봉독 요법을 시술하는 과정에서 시술

자가 일벌에 쏘이게 되면 생봉독이 직접조직에 주입되면서 생체반응을 일으

키게 된다. 이때 반드시 주의하여야 할 사항과 봉독과 인체에 대한 반응은 다

음과 같이 다양하게 나타난다(Christopher kim, 1992). 봉독에 대한 감수성은 

사람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여자, 어린이, 노인은 건강한 남자에 비해 감수

성이 예민하다. 건강한 사람은 한번에 5마리에서 10마리 정도의 생봉독액이 

주입되어도 쉽게 견딜 수 있다. 이때 생봉독이 주입(벌에 쏘인 부위)되는 순

간 치르는 듯한 심한 통증을 느끼면서 잠시 후부터 주입부위에 국소반응이 

나타나는데 그 반응은 주입부위가 약간 붓고, 주위가 벌겋게 되고, 약간의 가

려운 증상이 나타난다. 봉독에 대하여 적응된 체질이라도 동시에 200 ~ 300마

리의 벌에 쏘이게 되면 중독증상이 나타난다. 그 결과 맥박이 빨라지고, 피부

2004.10.27 남대학교농축대학원 농축대학원 25 대학원생

2004.11.24 상주대학교 축산학과 상주대합강실 120 학부생

2004.12.10 청원군 남이농협 농협강당 100 양축농가

2005.1.13 청주시농업기술센터 센터강당 70 양축농가

2005.1.14 정선군농업시술센터 농협강당 120 양축농가

2005.2.1 충청북도농민교육원 교육원강의실 70 양축농가

2005.7.29 용인군농업기술센터 센터강당 50 양축농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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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창백해지면서, 경련과 마비를 일으킨다. 만약에 500마리를 동시에 쏘이면 

사망할 수 있다.  소수의 사람은 봉독에 감수성이 예민한데 그 현상은 과민증

으로 심각한 상태에 이르러 목숨을 잃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최초로 생봉을 

취급시에 각별한  주의를 하여야 한다. 

    봉독이 인체에 일으킬 수 있는 반응으로서 봉독은 강력한 알레르겐의 모든 

필수조건을 같고 있는데 그것들은 유해한 단백질과 펩티드의 복합물질로서 

일어져 있는 이물질로서 고 분자량이면서, 광범위한 약리학적 용도를 가지고 

있다. 지금까지 분석된 봉독성분은 약 40여종인데 그 중에서도 포스폴리파제 

A, 히알우론산 분해효소(hyaluronidase), 인산효소(acid phosphatase), mellitin, 

apamin, mast cell degranulating peptide 등인데 이중에서 히알우론산 분해효

소, 인산효소, 포스폴리파제 A, melittin 등이 주요 알레르겐으로 알려져 있다.

    봉독에 대한 과민반응 현상을 대국소반응과 전신반응, 과민증으로 분류한다. 

  (1) 대국소 과민반응 

    대국소 반응은 과민증에 대하여 국소가 아주 많이 붓는 것으로 두가지 단계

에 의해서 나타난다. 1단계 반응은 급성반응으로서 봉침에 쏘여 봉독액이 체

조직에 주입되면 즉각적으로 나타나며 침을 맞은 부위에 흰 팽진이 나타난 

다음 주위가 불그스레한 홍반으로 둘러싸이며 부어오르고, 몇 분이 지나면 

4~5cm 정도로 퍼지는 것을 볼 수 있다. 

    2단계 반응은 3~4시간이 경과된 뒤에 시작하며 급성보다 훨씬 심한 부기가 

나타난다. 봉독이 주입된 부위는 더욱 점점 붉게 붓고, 가렵고, 통증이 수반된

다. 붓기는 12시간 정도에서 절정에 다다르며 가라앉는데는 약 2~3일 정도 소

요된다. 

    또한 신체의 특정 부위에 따라서 붓는 현상과 함께 생명에 위험이 수반되기

도 한다. 만약에 구강이나 인후부위에 벌을 쏘이게 되면 구강부위의 연조직이 

급격하게 부어 올라 호흡기 장애와 기도폐쇄의 위험성이 초래될 수도 있다. 

  (2) 전신 과민반응

    전신반응은 봉침을 맞은 후에 몇 분이 경과된 후에 나타난다. 가장 약한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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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증상은 피부의 전반적인 홍조가 나타난 다음 가려운 담마진이 발생된다. 가

장 위험한 증상으로서는 천명(기관지 협착), 욕지기, 구토, 복통, 심계항진, 하

혈, 실신반응으로 나타난다.

    봉독주입 후 나타나는 증상의 정도는 반응속도와 그 증상에 심한가에 따라

서 위험한 증상의 척도가 된다. 만약에 반응속도가 1∼2분내에 전신반응이 나

타나면 더욱더 위험성이 중대하고 반응이 서서히 나타나는 지연반응일 경우

는 위험성이 적은 편이다.

  (3) 과민증 반응

    과민반응은 봉독이 주입된 뒤 몇초 또는 몇분내에 나타난다. 이와같은 과민

반응은 생명을 위협하는 상태로서 신속한 의학적 응급조치가 반드시 필요하

다. 양축가 또는 관련자가 가축에 봉독을 시술하는 과정에서 벌에 쏘 을 경

우에 과민반응이 나타날 경우에 응급조치가 요구되기 때문에 상당한 주의가 

요구된다. 

    봉독에 대한 과민반응의 일반적인 증상으로서는 전신 두드러기, 전신부종, 

전신창백, 천명, 욕지기, 복통, 구토, 착란상태가 발생되면서 곧 이어서 혈압저

하, 체온저하와 혼수상태에 빠지게 된다. 이와 같은 증상이 발생될 경우에는 

신속한 의사의 조치가 있어야하는데, 의사의 처방을 받기 전까지의 시간동안

은 다음과 같은 응급조치를 취하여야 생명을 구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사망의 주원인은 순환계 탈진과 기도폐쇄 등의 호흡기 장애에 의한 결과인

데 통계적으로 사망정도는 국에서는 매년 평균 4∼5명, 미국에서는 40∼50

명이 매년 사망하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다. 우리 나라 사람의 봉독에 대한 이

상반응 체질은 2%정도인데 그중 약 0.03%는 심한 과민성 체질자로 알려져 

있다.  이와 같은 심각한  과민반응이 사망의 주원인이 된다.

    생봉독 과민증에 대한 응급처치 사항

① 환자를 편안하게 눕히고, 허리띠를 풀어 호흡이 잘되도록 해주고, 안정을   

  시킨다

② 환자가 대소변을 보고 싶어 하면 보게 하고 관장을 시켜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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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속이 울 거리거나 메스껍고 구역질이 나고 토하려고 하면 토하게 도와주  

  고, 기도가 막히지 않도록 목 뒤를 조금 높여주어야 한다.

④ 기도가 부어 올라 호흡이 곤란한 환자는 인공호흡을 시켜주고, 입을 벌려  

  서 재갈을 물려주어 호흡을 도와주어야 한다.

⑤ 사관혈, 인중과 소택, 정혈과 노궁 및 소부, 십선, 십자혈위 사혈

⑥ 반드시 누워 있는 상태에서 기문혈위(양쪽젖꼭지 아래로 내려간 갈비뼈 아  

  래부위)에 더운 물수건과 찬물수건으로 30초 간격으로 교대하며 반복하여   

  습포를 해준다. 

⑦ 항 히스타민제를 복용하거나, 항히스타민 주사액을 주사한다.

⑧ 체온이 저하될 경우에는 전신마사지를 해주어 혈액순환을 도와준다.

⑨ 꿀 또는 propolis 희석액을 마시게 한다. 

 생봉독에 대하여 과민반응의 빈도가 높아 극히 조심해야 할 사람은 다음과   

같다.

① 극도로 허약한 사람과 극도로 피곤한 상태의 사람

② 수면부족인 사람

③ 심장질환자, 간질환자, 성병환자, 당뇨병환자, 폐질환자

④ 온수 또는 온열 목욕직후

⑤ 식사 또는 음주직후 및 봉독주입후 음주한 경우

⑥ 생리중인 부녀자

⑦ 10세 미만의 어린이와 고령환자

⑧ 과거에 봉독에 대하여 과민반응이 일어난 경험이 있는 사람

 봉독에 대한 과민성 저항 정도는 다음과 같다

① 노인보다는 젊은 사람이 약하다

② 겨울보다는 여름철에 약하다

③ 체온이 낮은 사람보다 높은 사람이 약하다

④ 습도와 온도가 높을 수록 약하다

⑤ 남자보다 여자가 약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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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비만인 보다는 마른 사람이 약하다

⑦ 육체노동자보다는 정신노동자가 약하다

⑧ 농촌사람보다는 도시사람이 약하다

⑨ 만성환자보다는 급성환자가 약하다 

  

  2) 봉독이 생체에 미치는 향

    봉독이 조직에 주입되었을 때 생체조직에서 작용하면서 나타나는 봉독에 의

한 향은 국소 향과 전신 향으로 구분할 수 있다.

  ① 국소 향

    국소 향은 봉독이 피부에 주입되었을 때 주입된 그곳과 그 주위에 발생되

는 작용을 말한다. 국소에 미치는 향의 범위는 다양한 것으로서 즉 물리적 

행위의 강도, 주입된 깊이, 봉독의 양과 질, 봉독이 주입된 부위, 신체적 상태, 

주입된 뒤 병리학적 조건 등에 따라서 국소 향의 정도는 중요한 요건으로 

작용한다. 일반적으로 국소와 전신 향은 서로 관련이 없을 뿐만아니라 그 

반대일 경우가 많다. 신체의 부분에 따라서 반응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눈까풀, 눈, 귀에 벌에 쏘이어 봉독이 주입되면 아주 심한 국소반응이 나타나

지만 전신반응은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나 봉독이 혈관을 통해 주입되면 국소반응은 거의 나타나지 않고 전신

반응을 일으킬 수 있다. 이때 과민성 체질이나 특이성 체질일 경우에는 국소

반응은 나타나질 않고 중대한 전신반응을 일으킬 수 있다. 봉독이 국소에 미

치는 향은 강렬한 통증과 염증, 충혈, 혈장의 유출에 의한 부종, 백혈구에 

의한 혈관의 경화 등을 들수 있다. 봉독이 피부에 주입되었을 때의 반응과정

은 주입된 부위의 창백한 구진(팽진 또는 구반)을 형성한 다음 그 반경이 점

차로 넓어진다.  팽진의 크기는 신체의 감수성과 봉독의 농도와 주입량에 따

라 달라진다. 팽진의 정 중앙에는 작은 붉은 반점(혈점)이 나타난다. 이는 봉

침의 물리적인 상처에 의한 것이다. 팽진의 주위는 충혈되고, 부종의 조직이 

점점 단단해지면서 볼록하고 딱딱한 상태로 점점커진다. 시간이 경과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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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는 여러 가지 강도의 가려움증상이 수반된다. 정상적인 봉독주입의 경우

에 이러한 국소반응은 점차적으로 가라 앉는다.  국소현상의 발전과 소멸상태

를 다음 세가지 상태로 구분한다. 

    봉독주입 후 반응 ⇒ 발전상태 ⇒ 정지상태 ⇒ 퇴행상태로 진행되는데 이와 

같은 상태의 진행은 긴 하게 유대되어 신체적 증상을 일으키기도 한다.

    즉 피부는 신체에 독이나 병리학적 물질이 주입되었을 경우에 바로 대응하

는 눈에 보이는 중요한 기관으로서 반응을 확실하게 눈으로 확인 할 수 있어 

특히 면역학적 관점에서 중대한 가치가 있는 것이다. 봉독의 국소 반응은 동

시 또는 봉독주입후에 나타나는 전신 향을 측정하는데 안전하고 정확한 지

침은 아니고 단지 봉독의 눈에 보이는 국소 징후에 도음을 줄 뿐으로 보아야 

한다.

  ② 전신 향

    전신 향은 봉독이 혈관계통에 흡수되어 발생되는 전신과 장기에 대한 작용

을 말한다. 봉독은 국소 자극제일 뿐만 아니라 신체 전신에 향을 미치는 매

우 강력한 생물학적 약제이다. 생물체는 투입된 물질에 대하여 감시하고, 파

괴하며, 퇴치하기 위하여 다양한 방법을 동원한다. 심장, 순환계, 간장, 신장 

등은 봉독의 진행을 정지시키는데 역할을 담당한다. 봉독이 동물체에 미치는 

전신 향은 아주 다양하고 복잡하다. 이것을 정확하게 판단하는 기준방법은 

아직도 밝혀져 있지 않다. 

    예를 들자면 한 마리의 꿀벌에 쏘여 봉독이 조직에 주입되면 극히 드믄 경

우지만 죽음에 이르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수백마리의 벌에 쏘여 많은 량의 

봉독이 주입되어도 별로 아프질 않는 경우가 있고 그 반응도 거의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있어 그 기준의 설정이 매우 복잡하고 어렵다.  

    일반적으로 봉독에 대하여 예민한 사람이 봉독이 주입되면 몇분이 경과되면 

다음과 같은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오한, 발열, 발한, 고열, 두통, 현기증, 어

지러움, 욕지기, 구토, 설사, 갈증, 인두협착, 심한 피로, 졸음, 심한 경우 의식

을 잃을 수 있고, 맥박이 빨라지고, 얼굴이 창백해지고 전신두드러기가 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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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다. 

    잠시 시간이 경과되면서 전신이 가렵고, 두드러기가 발생되며 전신이 부어오

르며 특히 눈이 감기고, 입술이 팽대하게 부풀고, 특히 눈의 충혈이 심하다. 

때로는 경련이 일어나기도 한다. 이때 환자는 흥분되면서 불안해하며 귀찬해 

하며 전신무력감을 느끼면서, 심호흡을 하기도 한다. 하루나 이틀 정도 지나

면 이런 증상은 서서히 없어지는데 피로감은 오랫동안 지속되기도 한다. 

    이상의 현상은 봉독에 대한 감수성이 예민한 체질로서 평균적인 반응으로 

본다.

    때로는 어떠한 증상도 나타나지 않다가 급작스럽게 중독상태가 지속되며 불

안감을 조성하기도 한다. 감수성이 민감한 체질은 치사하는 경우도 있다. 

    정상적인 체질은 봉독에 대한 반응이 미약하며 드믄 경우이지만 과민성 체

질로서 봉독에 대하여 감수성이 민감한 사람의 경우에는 전문의의 치료를 필

요로 한다. 일반적으로 벌에 쏘여 봉독이 주입되어 자연 소멸되지 않을 경우

에 가정요법으로 치료가 가능하다. 

    사람의 경우에 봉독에 의한 치료 효과는 여러 가지 계산할 수 없는 상황과 

조건에  따라서 차이가 있어 봉독에 대하여 특이한 효과에 대하여 기준조건

의 설명이 어렵다. 그러나 가축에 대한 봉독의 시술에 대하여는 사람의 특이 

체질과는 다르게 커다란 위험성이 적고 그 효과도 크기 때문에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봉독에 대한 전신 향에 대하여 매우 광범위하고 중요한 사항으로서 전신

향의 구분을 촉진하고 적절한 방법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객관적 향과 주

관적인 향으로 구분설명하고 있다. 봉독에 대한 객관적인 향을 미치는 것

은 벌의 종류와 생활조건과 그 봉독의 조건에 따라서 차이가 있다. 첫째로 봉

독의 주입용량으로서 주입마리수와 주입된 봉침과 봉독의 깊이이다. 

    두 번째로 벌의 생활 환경온도와 계절의 차이로서 이탈리안종 꿀벌은 동양

종 꿀벌보다 봉독 산출량이 많으며, 이른 봄철 화분과 인공 사양액을 처음 시

작하는 계절에는 봉독 분비량이 적으며 한여름철에 봉독을 가장 많이 분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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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꿀벌은 연령이 많을수록 봉독분비량이 많으며 특히 방어임무를 같고 있는 

늙은 벌이 긴장할 때 분비량이 가장 많다. 봉침의 주입 깊이로서 수직으로 깊

이 찌를 경우에 봉독이 조직에 많이 주입되고, 비스듬히 찌를 경우에는 적게 

주입된다. 여름철 다양한 식물의 꽃으로부터 수집한 화분을 먹을 경우에는 봉

독을 대량 산출하는 것으로 추측된다. 또한 설탕이나 고가당을 급여하 을 경

우에도 충분한 량의 봉독을 산출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봉독의 유

독성에서 열대지방에서의 봉침은 더욱 강렬한 반응을 나타낸다. 매우 무더운 

날씨에는 봉독 그 자체도 더워져 한여름철의 봉독이 가장 강력하다. 춥고 습

기가 많은 시기에는 봉독의 유독성이 약해진다. 어린 벌, 연약한벌, 잘 먹지 

못한 벌, 설탕 등의 인공당류를 먹인 벌의 봉독 유독성은 다소 약하다. 따라

서 여름철이 가장 강하고, 가을철, 봄철, 겨울철 순서로 약해진다. 

    패혈성 및 합병증에서 봉독액에는 세균이 없고 살균작용이 있다. 따라서 벌

에 쏘여 봉독이 주입되었을 경우에는 별도의 소독이 필요 없다. 만약 벌에 쏘

여 봉독이 주입된 후에 패혈성 합병증이 나타나면 이것은 봉독 자체에 의한 

것이 아니고 어떤 외부로부터의 원인으로 보아야 한다. 봉독을 시술한 뒤 가

끔 염증이 발생되었을 경우에 나타나는 염증은 봉독에 의한 가려움증으로 

었기 때문이다. 또한 세균에 노출된 손톱과 감염물질 등의 접촉으로 피부가 

벗겨진 부위로 세균이 침입하여 발병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주관적인 향으로서는 개인의 연령, 성별, 체중 등에 따라서 봉독에 의한 

향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으며, 봉독이 주입된 특정부위로서 얼굴, 눈, 코, 

입등과 봉독액이 정맥, 동맥, 림프관에 주입되면 빠른 속도로 흡수되어 그 반

응도 다양하다.

    그 예로서 흡수가 빨리 되는 부위일수록 그 반응도 신속히 나타난다. 봉독은 

피부에 주입될 때 효과가 높다. 피하주사를 하면 혈액순환이 적으므로 흡수가 

천천히 된다.

    동맥성, 비정상적 확장혈관, 임파성 혈관이 분포된 곳에 주사하면 그 반응도 

빠르게 나타난다. 어린아이 또는 여성의 얇은 피부에 주입되면 그 반응은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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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하다. 얼굴(입술, 코, 눈꺼풀, 귀), 목, 고환부위에 생봉독을 주입하면 심한 

국소 및 전신반응을 일으킨다. 특히 혀, 구개, 입안, 목젖, 식도 같은 부위에 

봉독을 주입하면 매우 위험하다. 이러한 호흡기 관련 관련기관에 봉독이 주입

되면 호흡기 계통의 수축과 기계적 장애와 부종에 의하여 숨이 막혀 생명을 

잃게 되는 것이다. 

    피부에 생봉독이 주입될 때 만약에 모세 동맥 또는 정맥에 직접 주입될 경

우에 흡수가 아주 빠르게 나타나 중독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3) 생봉독에 의한 피부 과민성 반응검사 방법

    만약 가축에 생봉독 시술자가 생봉취급과정에서 벌에 쏘여 과민반응이 발생

되는 경우에 생명에 위험이 올 수 있거나, 다양한 생체반응에 의하여 많은 고

통이 수반될 수 있어 결국 일정기간 노동을 할 수 없는 상황에 도달할 수도 

있으므로 최초 시술자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친 뒤 시술용 생봉을 취급하

여야 안전한 가축 생산활동을 할 수 있다. 봉독에 대한 시술자의 위험성은 다

음과 같이 예상될 수 있다. 시술자가 봉상을 관리하거나 시술용 생봉을 취급

하다 보면 생봉에 신체부위를 쏘이게 되는데 만약에 시술자가 최초로 생봉을 

취급하거나, 최근 수년동안 야생의 벌이나 꿀벌 등에 쏘이지 않았을 경우에 

반드시 본인의 체질이 생봉독에 대한 저항성유무를 시험하여야 한다.  만약에 

시술자가 생봉독에 대한 저항성이 없는 체질일 경우에 가축에 대하여 생봉시

술 및 취급 중에 벌에 쏘이게 되었을 때 생명에 위협을 줄 수 있으므로 최초 

시술전에 주의 및 예방을 하기 위한 중요한 반응단계를 거쳐야 안전하게 취

급할 수 있다. 

    만약 시술자가 이전에 야생벌 또는 꿀벌에 다량을 쏘 는데 큰 부작용이 없

었던 경험을 하 던 자는 봉독에 대한 저항성이 있으므로 시험을 하지 않아

도 된다. 

    일반적으로 동양인의 경우에는 약 1%의 생봉독 과민성 체질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알레르기 체질 과민반응 검사는 피부에 미량의 생봉독을 주입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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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때 피부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이 방법은 단순 피부반응으로 보아야지 

전신반응과는 타이가 있어 절대적인 방법은 아니다. 즉 생봉독이 혈관에 주입

되었을 경우에는 피부반응에서 과민성이 없었다 하여도 심각한 전신반응이 

나타날 수도 있는데 피부반응으로 1차 안전성을 검사하는 것이 도움을 준다. 

    생봉독 피부 알레르기 반응 검사방법은 발침 생봉독 주입법으로서 그 절차

는 다음과 같다. 

    우선 시술용 핀셋으로 생봉의 침을 발침(Fig. 1)을 한 다음 핀셋의 끝에 봉

침 끝의 약 1mm정도의 부위를 핀셋으로 잡고서 시술대상자의 팔 또는 손등

의 피부에 가볍게 생봉침의 끝부위를 피부조직에 가볍게 접촉하면 미량의 봉

독이 생체 조직에 주입된다(Fig. 2). 주입한 뒤 약 10분 정도 경과되면 피부

조직에 생봉독이 작용하여 다음과 같은 반응이 나타난다.

      

 

       Fig. 1. Processing of extracting honey bee s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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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2.  Safeguard of the bee sting 

    봉독에 대하여 안전한 체질 즉 봉독에 대한 정상적인 감응반응은 미량의 봉

독이 주입된 피부부위가 약간 따갑고 잠시 후에 약 1~2 mm정도로 붉게 부어

오르면서(Fig. 6) 약간 가려운 증상만이 있는 체질은 봉독에 대하여 피부 알

레르기 반응이 없는 체질로서 생봉을 쏘여도 크게 부작용이 적은 체질로 간

주하여 생봉을 취급하여도 된다.  

  생봉독에 대하여 엘레르기 체질은 다음과 같은 현상으로 주의를 하여야 한다.

   첫 번째 반응검사로 손등 또는 팔에 발침방법(Fig. 3)으로 하여 생봉독을 피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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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3.  Arm skin testing of bee venom reaction 

  

  주입하면 봉독주입 조직부위가 가렵고, 부어오르고 심하게 열이 발생되고, 미

량의 봉독주입부위 이외의 다른 피부조직 등이 가렵고, 두드러기 증상 등의 

비정상적인 반응이 나타날 경우에는 생봉취급에 매우 각별한 주의를 하여야 

한다.

    두 번째 반응으로서 생봉독 주입부위가 가렵거나 붉은 반점의 미발생 등 전

혀 무반응일 경우에는 몇 일이 지난 후에 전신에 심급성의 가려움증, 호흡곤

란, 저혈압,  엘러지 반응이 발생될 수가 있다. 이러한 체질은 더욱 주의를 하

여야 한다. 

  4) 봉독 과민증(전신알레르기 반응)반응과 조치법

    봉독에 대한 전신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빈도는 흔하지 않으나 생봉독

에 대한 과민성 반응을 일으키는 일반적인 증상은 다음과 같다. 전반적인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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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반응으로서는 불안, 전신 피로, 나른하며, 피부반응에서는 홍반, 가려움증, 

두드르기, 혈관수종이 발생하고, 위장반응으로서는 복부경련, 구토, 설사가 발

생하며, 비뇨기 반응으로서는 뇨실금, 분실금, 자궁경련증이 나타나며, 호흡기 

반응으로서는 흉부긴장, 기침, 호흡곤란, 천명, 천식음이 발생되고, 심장혈관 

반응으로서 현기증, 어지러움, 실신, 저혈압 현상 등이 나타난다. 봉독이 주입

된 후 수분내에 1차적인 반응으로 전신가려움증, 두피, 손바닥, 발바닥 가려움

증, 두드러기 혈관수종이 나타난다. 이러한 피부의 징후는 흔히 급성 전신 알

레르기 반응의 임상적 현상으로서 더욱 중대한 반응의 첫 번째 증후일 수도 

있어 의사의 처방에 의하면 에피네프린 주사액이 이런 경우에는 효과적인데 

주입량은 성인 기준 0.3~0.5ml을 즉시 주사하여야 한다. 만약 호흡기 폐쇄증의 

징후나 증상 또는 심장혈관 허탈의 징후가 첫 1시간 내에 회복되지 않을 경

우에는 다른 방법으로 치료법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처방은 의사의 

지시에 따라야 함을 원칙으로 한다. 치명적인 현상까지 이르는 알레르기 반응

은 급격히 진전할 수 있으므로 그 반응의 강도와 진행속도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급성알레르기성 전신반응에 의한 생명을 위협하는 반응은 4가

지로 나타난다. 상부호흡기 폐쇄, 심한 기관지 장애, 심장장애, 저혈압으로 나

타나 생명력 위험수위에 도달되기까지 하므로 봉독에 대한 과민성 체질은 가

축에 생봉을 시술할 경우에 매우 주의를 하여야 한다. 

  (나) 시술용       생봉의         효율적인        취급방법

  1) 봉상에서 시술용 생봉 포획방법

    일벌이 밖에서 활동을 하지 않는 계절은 늦가을부터 봄철이고, 꽃이 개화를 

시작하고 일조량이 증가하는 시기에는 일벌을 활동을 시작한다. 생봉의 포획 

시각은 일기가 청명할 경우 하루 중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포획하기가 

쉬우며 약군 보다는 강군에서 신속하게 많은 수의 일벌을 포획 할 수 있다. 

계절상에서 여름철에는 쉽게 일벌을 포획할 수 있고, 겨울철(월동포장 동면 

중)은 가급적 봉구의 정태(靜態) 상태를 동태로 바뀌지 않게 자극하지 않은 

상태에서 주의하여 일벌을 봉침 전용 핀셋으로 포획하여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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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핀셋 포획법 (Fig. 4 )

    봉상으로부터 시술용 일벌을 시술용 이동봉상에 잡아 넣는 방법으로서, 벌의 

활동이 적은 시각(아침, 저녁, 비오는 날)과 벌이 활동을 하지 않는 계절(월동

중)에 벌의 다리를 핀셋으로 잡고서 포획을 한다.  꿀벌 활동계절인 봄, 여름, 

가을철에는 소문(출입구) 또는 봉상의 뚜껑을 열고서 조용히 느린 동작으로 

벌의 다리를 핀셋으로 포획을 하며, 벌이 전혀 외역을 하지 않는 겨울철에는 

봉상의 뚜껑을 열고 한쪽구석의 내피를 약간 열고서 다리를 잡고 포획을 한

다. 특히 겨울철에 시술용 꿀벌을 포획할 때 주의 할 사항으로서는 봉상의 충

격과 소요를 일으키지 않도록 충격을 최소한으로 줄여야 한다.  만약에 소문

으로 벌이 나오지 않는다고 봉상을 두두리는 등의 충격을 가하면 소문입구에 

많은 벌이 스스로 집단적으로 나오게 하는 상태에서 벌을 포획하면 봉상군내

의 모든 벌이 소요를 일으키게 되어 벌의 수명이 단축되고 식량부족현상을 

일으키어 기아사 현상이 유발되며, 특히 겨울철에 외부기온이 5℃ 이하인 상

태에서 외부로 나온 일벌은 동사(凍死)하게 되어 시술용 일벌의 숫자가 급격

히 감소한다.

  

  Fig. 4. 소문출입 꿀벌을 핀셋으로 포획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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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소문출역봉 시술용 이동봉상 직접 포획방법(Fig 5) 

    일벌의 외역활동이 왕성한 계절과 시각에 시술용 이동봉상의 문을 열고 벌

이 출입하는 봉상의 소문에 시술용 봉상을 잠시 세워 놓으면 적당량의 벌이 

들어가면 조용히 이동봉상의 문을 막으면 간단하게 벌에 충격 없이 포획할 

수 있다. 만약에 이동봉상안으로 벌이 잘 들어오지 않던지 또는 단시간 이내

에 많을 벌을 포획하고자 할 경우에는 가볍게 봉상 전면을 두두리면 일시에 

벌이 많이 나와 손쉽게 포획할 수 있다.  

  

   Fig. 5. 소문출입 꿀벌을 시술봉상 직접포획방법

              

  ③ 소비탈봉 포획법( Fig. 6)

    외부기온이 5℃ 이하의 저온상태에서는 벌통 밖으로 벌이 나오지 않기 때문

에 벌통의 뚜껑을 열고서 벌을 포획하여야 하는데, 시술할 자돈이 많이 생산

되었을 경우 단시간 이내에 많은 벌을 포획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벌이 붙어 

있는 소비를 밖으로 꺼낸 상태에서 시술용 이동 봉상문을 열고 핀셋으로 소

비에 붙어 있는 벌을 끌어내리면 외기온도가 낮기 때문에 날지 못하고 이동

봉상 안으로 떨어지게 되어 손쉽게 단시간 이내에 많은 수의 일벌을 포획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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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15일령 이상의 시술용 일벌이 많이 붙어 있는 소비는 봉상 밖에 있는 소비

에 있으므로 가장자리에 있는 소비의 일벌을 털어서 이용한다. 봉상안쪽에 위

치한  소비에는 어린벌이 많이 있는데 어린벌을 봉독이 적게 저장되어 있으

면서 봉침도 약하여 이용효과가 저하된다.

    신생자돈이 집중적으로 많이 생산되는 대규모 번식양돈장에서는 단시간에 

수백마리의 일벌을 포획하여 이용하여야 하는데 이 때 적용하는 방법이다. 그 

포획절차는 벌통의 뚜껑을 열고 산란과 육아를 하지 않는 소비이면서 벌이 

많이 붙어 있는 소비(봉상내 가장자리 소비)를 조용히 밖으로 꺼낸 다음 이동

용 시술봉상을 그림과 같이 문을 열고 소비면에 붙어 있는 일벌을 포획한다. 

    만약에 벌이 공격을 할 경우에는 훈연기로 가볍게 벌이 붙어 있는 소비면에  

연기를 쏘이면 잠시 벌은 마취되어 사람에게 공격을 하지 않는다. 이때 이동 

봉상문을 완전히 열고서 소비면에 붙어 있는 일벌을 이동봉상 문을 열은 상

태에서 상향으로 느린 동작으로 시술할 만큼의 일벌을 어 올리어 포획하는 

방법으로서 단시간 내에 수 백마리를 포획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소비를 봉상

안에 조용히 안착시킨 후 봉상 뚜껑을 닫고 원상복귀 시킨다. 

    만약에 산란육아 소비에 붙어 있는 일벌을 포획하다 보면 어린 일벌들이 많

이 섞여 있으므로 어린 일벌은 봉독이 적게 분비되고 또한 봉침도 약하여 피

부조직으로 침입이 되지 않아 효율성이 저하된다. 그러므로 봉상의 가장자리

에 있는 소비에는 어린벌이 붙어 있지 않고 주로 15일령 이상의 일벌이 있기 

때문에 효율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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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6.  가장자리 소비부착 일벌 포획법

      

    

    늦가을부터 익년 2월 까지의 기간동안에는 여왕봉이 산란을 하지 않아 늙은 

벌만이 있다.  외부기온이 5℃ 이하의 계절에는 봉상소문에는 일벌이 전혀 활

동을 하지 않고 봉상내부의 소비면에 뭉쳐진 상태로 붙어 있는 상태에서 월

동중에 있어 을w 하고 있는 상태이다.

    대규모 양돈 번식농장에서 겨울철에 일시적으로 많은 벌을 포획하고자 할 

때 적용하는 방법이다. 봉상에 최소한의 충격을 유지하면서 단시간에 많은 시

술용벌을 포획할 수 있는 방법으로 그 절차는 다음과 같다. 봉상뚜껑의 일부

를 열고서 벌이 붙어 있는 가장자리에 있는 소비를 조용히 밖으로 꺼낸다. 외

부 기온이 낮기 때문에 꺼낸 소비의 벌은 정태(靜態) 상태에서 뭉쳐있는데 이

를 핀셋으로 어내리면서 이동봉상에 넣거나, 핀셋으로 뭉쳐져 있는 벌을 잡

아서 시술용 이동봉상에 잡아서 이용하는 방법으로서 단시간 내에 시술할 만

큼의 벌을 많이 포획할 수 있다. 또한 저온상태에서 시간이 경과될수록 벌은 

저온 충격을 받게 되므로 단시간내에 포획작업을 끝마쳐야 한다. 그 다음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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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를 소상내로 삽입한 후 봉상을 원상복귀 시킨다.

    월동중에 있는 벌은 이미 여왕봉이 산란을 중지한 상태이기 때문에 어린벌

이 없고 100% 15일령 이상의 일벌이기 때문에 시술하기가 편리하다. 

  2) 시술용으로 적합한 생봉의 특징과 포획시 주의사항

  (1) 시술용 벌은 생후 15일령 이상의 일벌만을 이용한다. (출생 후 15일령 이상  

 의 일벌 1마리의 독낭에는 0.03mg 정도의 독액이 들어있고, 18일령 이상이  

 되면 더 이상 독액을 생산하지 않고 독낭에 만 채워져 있다. 한 번 분비되면  

 더 이상 독낭에 독이 채워지지 않는 생리적 현상이 있다)

  (2) 늙은 일벌일수록 경계심이 강하여 잘 쏘며 봉침도 강하여 조직에 잘 침투

가   되므로 봉독주입도 잘 된다.

  (3) 늙은 일벌의 외모상 형태 : 행동이 민첩하고 공격성이 강하며, 흉부와 복부  

 의 작은 털이 빠져서 광택이 난다. 날개 소리(시음:翅音)가 강하고 예민하다.

  (4) 일벌 포획 시에는 항상 다리를 핀셋으로 잡아야 한다. 신체상의 손상이 없  

 어야 오랜 시간 생존할 수 있다(20일 이상까지 생존 가능). 만약 핀셋으로 

복 부, 두부, 흉부를 핀셋으로 포획할 경우에는 체조직의 일부가 상처를 받게  

   되므로 단시간 내에 일벌이 치사되므로 치사된 벌로는 시술하기가 어렵다.

  (5) 5℃이상의 기온에서 시술용 벌을 취급하여야 수명이 길어진다. 특히 겨울

철 하의 기온에서 생봉 주입을 시술할 경우에는 보온이 꼭 필요하다.

  (6) 여름철 무더위 시에 시술용 봉상에 포획된 일벌은 직사광선을 피하여 보관  

 하여야 오랜 시간 생존할 수 있다. 특히 여름철 뜨거운 자동차 실내에 넣어  

 두면 치사시간이 빠르게 진행된다.

  (7) 꿀벌들은 살충제에 매우 약하므로 모기 약 등의 살충제를 사용할 때에는   

 항상 격리시킨 다음 살충제를 처리하여야 한다(연막 살충제 또는 모기 약 등  

 을 사용할 때 완전 격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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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포획한 생봉의 시술용 이동봉상내에서 생존기간 연장방법

    시술용 봉상에 넣은 일벌을 장시간 생존시키기 위해서는 식량이 필요한데 

적합한 식량으로는 고당이며, 조직에 공기 기포가 있는 구조의 고당으로 시판

되는 박하사탕이 가장 적합하여 10일 이상 보관하면서 시술용으로 이용할 수 

있다. 액상 또는 완전 고당은 액상화되어 꿀벌의 몸체부에 묻으면 흉부와 복

부의 기공이 막혀서 벌의 수명이 단축되고 활동하지 못하여 시술에 부적합하

다. 

    하절기의 주의사항은 시술 봉상내 일벌은 너무 무더운 곳에 방치하든지 오

랜 시간동안 직사광선에 노출시키면 수 시간 이내에 폐사되어 시술용으로 이

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여름철에는 직사광선을 피한 시원한 곳에 놓고서 이

용하여야 오랫동안 이용할 수 있다.

    항상 시술용 이동 봉상은 공기가 통할 수 있는 어두운 보호망 또는 서류봉

투 등에 넣어 이용하지 않을 때에는 벌의 활동을 억제시키어 수명을 연장하

도록 한다.

  4) 일벌의 증식과 시술용 일벌의 수요량 계산

    이탈리안종 꿀벌은 봄(2월4일 경)부터 가을(10월)까지 지속적으로 번식되는 

품종으로서 강군 단상 1군당 일벌의 숫자가 가장 많은 시기는 6월경인데 이

때에는 약 2만 마리를 유지하다가 무더운 여름이 진행되면서 군세가 서서히 

약화되다가 겨울이 가까워지면서 여왕봉이 산란이 정지된 겨울철 월동봉군에

는 강군이라 하여도 8,000 ~ 10,000마라 정도가 된다. 따라서 겨울철에는 번식

이 정지된 상태이기 때문에 더 이상의 증식이 되지 않고 늙은 일벌부터 수명

이 다하면서 서서히 감소되어 3월에 최저의 군세가 되어 약 3,000 ~ 4,000마

리 정도 남게 된다. 그후 여왕봉이 산란이 재개되면서 군세가 서서히 강화되

기 시작한다. 

    돼지 분만복수에 따라서 봉군을 얼만큼 준비하여야 하는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예를 들어 모돈 100두 규모의 양돈농장에서 년간 230복의 자

돈을 생산 할 경우에  시술용 일벌의 수요 마리수는 1복당 평균 자돈수 10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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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생산할 경우에 시술용 일벌의 숫자는 자돈 1두당 5마리씩 시술하면 50마

리와 분만모돈에 2마리가 소요되므로 복당 52마리의 일벌이 필요하다. 따라서 

230복일 경우에 230복 × 일벌 52마리= 11,960마리의 일벌이 소요되므로 정상

적인 봉군 1군이면 모돈 100두 규모의 양돈장에서는 숫자적으로는 충분하다. 

그런데 꿀벌의 군세는 계절별로 차이가 있고, 수시로 일벌을 잡아 시술하기 

하기 때문에 1군의 봉상을 항상 강군상태로 유지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2군정

도의 봉상군을 보유하면서 교대로 이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봉침 시술용 이동 봉상은 봉군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포획한 생봉을 시술장

소까지 일벌이 살아있는 상태로 이동할 수 있게 제작된 작은 상자로서 투명

한 플라스틱제로서 바닥을 제외한 다른 부위는 공기가 잘 통하도록 통풍구를 

만든 상자로서 그 규격은 다양하게 제품화되었다. 이동용 시술봉상에는(Fig. 

10) 이탈리안 종 일벌 50 ~ 500마리 정도를 수용할 수 있는 상자로서, 바닥

은 식량을 넣을 수 있는 먹이통이 있다. 이 먹이통에 기포 고당(박하사탕)을 

넣어주면 일벌들은 살아있는 동안 활동에너지원으로 섭취하도록 넣어 준다. 

이동시술 봉상에서도 에너지원만 있으면 10∼20일 정도 생존이 가능하다. 기

포 고당 급여시 주의사항은 기포 고당의 포장지를 완전히 제거한 상태에서 

생봉과 함께 이동하다보면 기포고당이 이동 봉상내에서 충돌하면서 생봉의 

체조직에 손상을 주면 일벌이 폐사 하게 되면 시술용으로 이용할 수 없으므

로  기포고당의 포장지를 완전히 제거하지 말고 일부만 노출시킨 다음 넣어

주면 생봉은 안전하게 기포고당을 에너지원으로 이용하면서 시술용 일벌이 

들어 있는 상자를 움직여도 포장지가 완충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동 봉상내에 

일벌에 충격이 완화되어 생봉의 생존율을 높일 수 있다.  이동 봉상내에는 물

을 공급하지 않아도 생존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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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7. 이동용 시술봉상과 핀셋    .

  5) 돼지에 시술직전 이동봉생 내에 있는 생봉을 능률적으로 포획하는 방법

  (1) 순간침수 후 포획법(Fig. 8)

    이동봉상에 시술용으로 포획한 일벌을 핀셋으로 포획하기 위하여 문을 열면 

문밖으로 탈출을 하여 날아가거나 시술자의 주위에서 비행하면서 시술자의 

심리적인 상태를 불안하게 하며 또한 시술자를 쏘기도 하기 때문에 시술시 

많은 애로점이 수반되기도 한다. 이와 같은 현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순간 온

수침수법을 적용하면 효과적으로 시술용 생봉을 포획하여 시술의 편리성을 

높여준다. 즉 물에 젖어 날지 못하고 시술용 이동봉상내에서 기어다니는 시술

용 생봉을 핀셋으로 포획하므로서 효과적으로 포획하며 포획하는 시간도 단

축되고 쏘이질 않고 안전하여 시술효율을 높일 수 있다.      

    생봉 시술능률을 가장 효과적으로 높일 수 있는  순간침수 처리 후 시술용 

생봉포획법은 다음 Fig. 8과 같이 온수에 침수를 한 다음 포획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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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8. 순간침수법에 의한 시술 생봉포획법

  

    시술용 이동봉상에 포획한 시술용 일벌을 그림 19와 같이 맑은 온수물(21∼

27℃)을 봉상 높이 만큼 채운 후, 생봉이 들어있는 상태로 이동봉상 내부에 

물이 채워질 때까지 잠시동안 침수를 시키어  생봉의 몸체와 날개에 물이 적

셔진 상태에서 꺼내면 2시간 이상 생봉은 날아가지 못하고 활동이 둔화되어 

기어다니게 됨으로서 시술용 일벌을 손쉽게 포획할 수 있다. 이때 이동 봉상

문을 열고 핀셋으로 몸통을 잡아서 시술부위에 접촉하면 시술이 완료된다.

    시술 후 남은 이동봉상내 젖은 일벌은 수분이 증발되면 정상적으로 활동을 

하여 순간침수가 수명에는 큰 지장을 초래하지 않으면서 침수에 의한 봉독 

낭비는 거의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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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9. 순간 침수후에 시술 봉상내외를 기어 다니는 생봉

    순간 침수를 시킨 다음 이동봉상의 문을 열면 그림과 같이 일벌이 비행을 

하지 못하고 이동봉상 내외부에 기어다니는 모습으로서 비행을 하지 못하고 

기어다닐 때 손쉽게 핀셋으로 포획하여 시술을 할 수 있으며, 비행 공격력도 

상실하기 때문에 시술자는 혐오감이 전혀 없이 시술을 할 수 있으며, 포획시

간이 단축됨으로서 시술시간을 현저히 감소시킬 수 있다(Fig 9). 

  (2) 직접포획법

    이동봉상내에 포획한 시술용 일벌을 침수시키지 않은 상태에서이동봉상의 

문을 약간 열고서 시술용 핀셋으로 직접 포획하여 지정된 혈위에 봉독을 시

술한다. 

 6) 돼지에 생봉독 시술방법

  (1) 생봉 직접 주입법

    시술용 이동 봉상에서 핀셋으로 직접 꺼낸 생봉을 지정된 환부에 직접 쏘이

게 하는( Fig. 11) 시술법으로서 조직에 침투한 봉침은 체부에 붙어 있는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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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에서 벌의 몸체만을 제거한다. 봉침은 체조직에 박혀 있는 상태로 두면 봉

침과 봉독낭에 붙어 있는 신경작용으로 봉독은 계속 조직 내로 분비된다. 조

직에 붙어 있는 봉침은 인위적으로 제거를 하지 않아도 일정시간 지나면 빠

져 나온다.

 Fig. 10.시술봉상문을 열고 핀셋으로 직접 시술생봉을 포획함

     Fig. 11.  생봉직접 주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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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생봉독 시술을 위한 돼지의 효율적인 보정법

     생봉독 시술시 자돈을 제외한 성돈과 환돈의 경우에는 분만틀  또는 스톨

책에 보정할 수 있고 체표면적이 넓기 때문에 시술자 1인 혼자서도 시술이 

가능하다. 

    자돈에 대한 생봉독 시술 시에는 2인 1조로 편성하여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

이지만 1인이 시술할 경우에는 삼각대에 원형보정 끈을 설치한 자돈 다리 보

정기를 분만틀에 설치하여 한쪽 뒷다리를 보정 끈에 매달면 신생자돈은 움직

이지 못하여 혼자서도 손쉽게 시술할 수 있는 능률적인 방법이다.

    육성돈의 경우에도 활발히 움직이면서 군사상태이기 때문에 시술이 어려우

므로 좁은 통로 또는 보정틀에 고정시켜 정해진 부위에 시술을 시도한다.  

    이때 조직에 봉침이 주입되면 생봉의 몸체를 핀셋으로 제거하면 봉침은 조

직내에 남아서 계속하여 독낭(毒囊)에 저장되었던 봉독이 조직내에 주입된다. 

봉독이 조직내에 주입되면 시술부위의 통각으로 몸을 움추리면 봉독이 주입

된 것으로 판단한다. 돼지의 경우에는 거친 조모에 피부노출이 많기 때문에 

전모기로 털을 제거하지 않고도 편리하게 생봉독을 시술을 할 수 있다. 

    양돈농가에서 효율적인 생봉독 시술을 위하여 꿀벌의 사양관리 요령 및 기

술습득 교육이 필요함

 나. 산업체 기술이전

    본 시험에 동참한 도드람 B&F에 기술이전하여 충북대학교 기술개발팀과 양

돈농가에서 협동체를 구성하여 저항생제 및 무항생제 돈육생산으로 양돈산업 

발전에 공헌할 수 있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 논문 게재

    1) 침구처리와 생봉독처리가 비육돈의 도체특성 및 질병발생율에 미치는 향

      (한국축산식품학회지, 게재신청중)

    2) 침구처리와 생봉독처리가 비육돈의 조직특성에  미치는 향

      (농업과학연구, 게재신청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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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생봉독처리에 의한 비육돈의 육질과 저장특성

     (한국축산식품학회지, 게재준비중)

    4) 침구처리와 생봉독처리가 비육돈의 사양성적에 미치는 향  

     (한국동물자원과학회지, 게재준비중)

  라. 학술논문 발표

    1) 돼지에 생봉독처리가 사양성적에 미치는 향(동물자원과학회, 2005년 6월)

    2) 돼지의 생봉독처리가 항생제 저감 및 생산성에 미치는 향

     (농림기술개발사업 항생제 대체제개발 연찬회, 중앙대학교, 2005년 6월)

    3) 생봉독처리와 침구처리에 의한 비육돈의 도체특성 및 육질

     (한국축산식품학회, 2005년 11월 예정)

    4) 생봉독처리에 의한 비육돈의 육질특성 및 저장성

     (한국축산식품학회, 2005년 11월 예정)

 2. 금후 추진계획

제6장 연구개발과정에서 수집한 해외 과학기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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