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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스케치

갸가 갸가?
- 농장의 돈적리 감별과 차단 -

돈적리

는 한마디
로 ‘혈액

성 설사증’을 유발하는 질
병이다. 1960년대 원인균이

저는요... B.hyodysenteriae가 아니라구요
B.innocens예요. ㅠㅠ. 억울해요....

밝혀졌는데, Brachyspira

hyodysenteriae라고 한다.
돼지가 이 질병에 걸리

빨리 불어!
조사하면 다나와?

면 침울해지고 행동이 굼뜨
게 되며, 복부(옆구리)가 쑥
들어가게 되기도 하고 보통
탈수증이 나타난다. 처음에
‘혈액성 설사증’이라고 소개
했지만 설사의 형태는 폭넓
게 보이는데, 처음엔 그저
연변처럼 보이다가 묽은 변
에 점액, 혈액, 괴사된 장점막 파편이 섞인 설사변을 보이기도 한다. 경우에 따라서
는 포유자돈이나 성돈에서도 나타날 수 있지만, 이 질병은 주로 3개월령 이상의 육
성돈에서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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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회장염의 분포나 발생
상황에 대해서는 적지 않은 조사·연구
가 있고, 사양가들도 비교적 이 질병에 대
해서는 많이들 알고 있는 것 같다. 그런
데 돈적리를 얘기하자면 어떨까? 개인적
▲ 돼지가 돈적리에 걸리면
묽은 변에 점액, 혈액 등을 보이기도 한다.

으로는 곳곳에서 적지 않게 돈적리 의심
증상을 마주하곤 하는데… 현장에서 돈
적리 진단(육안적 진단)
을 하고 실험실 진단을
통해 확진을 받은 후 다
음 대책을 마련하자 하
면, ‘내가 보기엔 이거 회
장염인데… 뭔 실험실 진
단?’ 아니면 ‘이거나 그거
나 항생제 쓰면 잘 가라
앉는데 뭔 걱정?” … 이
런 반응이 열에 여덟 아홉
이다. 부정하거나 아니면
대수롭지 않다는 반응이
대부분이라는 말씀이다.
돈적리가 양돈장에 들
어오면 마치 가랑비에 옷

이 젖어들 듯 알게 모르게 피해를 주는데, 돼지의 육성률이나 사료요구율, 약품비의
상승 등 그 경제적 피해가 갈수록 늘어나게 된다. 물론 약을 쓰면 잘 듣는 듯하지만 의
외로 박멸하기는 쉽지 않은 질병이다. 그렇다고 박멸 없이 계속 같이 가기에는 정말
부담스러운 질병이니 농장주의 시름은 깊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만일 내 농장에서
혈변으로 인한 피해가 지속된다면 항생제만 그때그때 써서 해결할 것이 아니라 보다
근원적인 방법으로 이를 다스려야 한다.
우선 감별진단을 반드시 받아서 그것이 정말 돈적리인지 확인해야 하고, 돈적리로
확인되었다면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농장에 맞는 박멸 프로그램을 만들어 실행해야 한
다. 여기엔 장기간의 고농도 항생제 투약 프로그램과 각종 차단방역 기술을 적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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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므로 비용도 적지 않게 들고 시간도 많이 걸린
다. 하지만 이렇게 해서라도 완벽하게 박멸하지
않으면 점차 농장의 상황은 나빠
져서 경쟁이 심화되는 환경이나
저돈가가 지속되는 형국에서 결
국 견디지 못하게 될 것이다.
최근에 본인이 본 사례는 오염
된 출하차량이나 돈적리 양성돈
을 모르고 기존 돈군에 입식하는
바람에 걸린 경우가 대부분이었
다. 회장염과는 다르게 돈적리는
철저한 차단방역으로 질병의 유
입을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질병이
다. 후보돈의 도입 시 격리, 방문객, 차량,

글·삽화 제공

농장으로 들어오는 모든 물건(사료, 기자
재, 약품 등)에 대한 소독, 야생동물에 대
한 컨트롤 방법 등을 합리적으로 준비해서
철저하게 실행한다면 농장 내 유입을 효과
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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