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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돈은 이유 직후 가장 강한 스트레스에 노출된다.
양돈 생산성의 대표적인 지표로 사용되는 모돈 1두당 연간 출하두수(MSY)는
2017년 17.8두로 양돈 선진국인 네덜란드의 57.2% 수준에 불과한 실정이다.
국내 양돈농가가 MSY가 낮은 이유를 살펴보면 이유 전 육성률은 상하위 농장
간의 격차가 거의 나지 않는 반면(상위 10% 농가 90.6%, 하위 10% 농가 92.2%)
이유 후 육성률의 경우 상하위 농장 간의 격차가 크게 나타나기 때문이다(상위
10% 농가 94.9%, 하위 10% 농가 69.3%).
이는 이유 후 자돈관리의 중요성을 나타내는 지표라고 할 수 있다. 이유 후 자돈
폐사율을 줄이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 가장 직접적이고 효과적인 방
법은 생균제(Probiotics), 즉 유산균 급여로 자돈의 면역력 강화를 통하여 설사를
예방하는 것이다.
이유 직후 자돈은 생애 가장 강한 스트레스에 노출된다. 스트레스의 원인으로는
어미와 분리, 형제들과 분리, 서열 스트레스, 모유와 다른 고체사료 적응, 다른 돈
방 적응 등이 있다.
이때 겪는 스트레스를 이유 스트레스라고 말하며, 보통 1~3일 정도 강하게 겪는
데 길게는 10일까지도 겪을 수 있다. 이유 스트레스로 인해 장내 미생물 균총이 붕
괴되어 설사를 하거나 심하면 사료를 거부하기도 한다.
중요한 점은 이 시기가 자돈 면역력이 가장 약한 시기라는 것이다. 돼지는 태어
난 직후 초유 속의 면역물질인 면역글로불린(IgG, IgA 등)을 공급받아 그 면역물질
만으로 지내다가 성장하면서 스스로의 면역물질(능동면역)을 만들어 면역체계를
완성해간다. 문제는 능동면역을 만들어내기 시작하는 시기이자 초유 속 면역물질
이 거의 없어지는 시기, 즉 면역물질의 공백이 생기는 시기가 있는데, 이때가 3~5
주령으로 이 시기에 이유가 된다는 것이다. 실제 이유 스트레스로 인해 장내 미생
물 균형이 깨지고, 어미 젖을 먹는 포유기에는 검출되지 않던 살모넬라나 대장균의
비율이 올라간다는 연구 결과들도 있었다.
(표 1) 이유 전후 장내 미생물 구성에 관한 연구 결과
돼지 일령
(실험 일령)
19일령
7~35일령

장내 미생물 구성
이유 전
회장에서 Lactobacillus
총 균수가 7.1±1.3×107 존재

Streptococcus suis 미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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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후
이유 후 2일차에 회장 내 Lactobacillus
총 균수 4.4±0.5±105으로 감소
유해성 Streptococcus suis 107
copies/g 검출

참고논문
Konstantinov 등
(2006)
Su 등(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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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설사나 위축 예방에 가장 효과적이라고 알려진 생균제
정확한 메커니즘은 밝혀지지 않았으나 이유시기에 장내 미생물 균형이 깨지게 되
면 유산균의 비율이 감소하고 대장균 같은 유해성 미생물의 비율이 올라간다. 그리
고 장벽 세포 사이 간격이 벌어지게 되어 병원성 미생물의 감염에 노출되기도 한다.
또한 높아진 병원성 미생물이 분비하는 독성물질로 인해 감염이 일어나서 결국 설사
가 발생한다.
이러한 이유 직후 설사나 위축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으로 많은 연구와 방법들이
제시되어 왔다. 그중에서 본인이 제시하고자 하는 방법은 생균제(Probiotics)이다.
생균제는 가장 오래 연구되어 왔고, 가장 직접적이고 효과적이라고 알려져 있다.
실제 미국 FAO에서도 동물용 생균제에 대한 연구결과들을 소개하고 생산, 제조, 급
여 및 관리 방법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다.
생균제의 정확한 작용기작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으나 많은 연구자들에 의해 제시
되고 있는 생균제가 장내에서 하는 역할을 소개하자면 다음과 같다.
① 유산균은 장에 도달하면 장관벽에 붙어 자라면서 병원균이 자랄 공간을 없앤다.
② 유기산을 만들어서 장 내 산도를 낮춰 병원균이 자랄 수 없는 환경을 만든다.
③ 장관벽을 자극하여 느슨해진 장 세포 간격을 다시 촘촘하게 만들어서 병원균이
침투할 수 없게 만들어 준다.
④ 장내 면역시스템을 자극하여 병원균에 대항할 수 있게 만들어 준다.
⑤ 미생물에 따라서는 직접적으로 병원균이 자랄 수 없게 만드는 물질을 분비하기
도 한다.
실제 여러 과학자들이 유산균이 장 환경을 개선해 주고, 이유 스트레스와 병원성
대장균의 영향을 받은 장 세포 회복에 도움을 주었다는 연구결과를 보고하였다.
(표 2) 생균제 급여 시 자돈의 장내 미생물 변화 및 자돈 생산성 연구결과
실험 일령
및 두수

생균제 종류

급여 농도

24~26일 이유
360두

Enterococcus faecalis

사료 1kg 당
0.5×109 혹은
2.5×109 CFU/kg

21일령 이유
24두

Lactobacillus johnosii
혹은
Lactobacillus mucosae

생균제 종류별
5×107 혹은 5×108
CFU/g/두/일

장내 미생물
변화

자돈 생산성

참고
논문

Lactobacillus
증가

설사 발생 감소
일당증체량 증가
사료효율 증가

Hu 등
(2015)

Lactobacillus
증가
E.coli 감소

사료섭취량 증가
증체량 증가

Chiang 등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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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균제를 미첨가한 자돈의 소장 융모 발달

▲ 생균제를 첨가한 자돈의 소장 융모 발달

▲ (사진 1) 생균제 첨가 여부가 자돈의 융모 발달에 미치는 영향

3. 좋은 생균제를 선택하는 방법
자돈에게 먹일 생균제는 시중에 많이 개발되어 유통되고 있다. 이러한 제품들 중
에 좋은 생균제를 고르는 방법은 보증균수를 확인하는 것으로 가능한 보증균수가
높은 제품을 고르는 것이 좋다.
보통 상품 성분표에 나와 있으며 생균제의 경우 1.0×106~10CFU/g이라고 표기
되어 있다. 이때 10의 위에 작게 표기된 숫자가 클수록 많이 들어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Lactobacillus plantarum 1.0×108CFU/g이라고 써진 생균제의 경우

Lactobacillus plantarum이라는 미생물이 1g에 1억 마리가 들어있다는 의미이다.
보증균수는 많을수록 장까지 살아서 도착할 확률이 높고, 최소한 6 이상의 제품을
구매하는 것이 좋다.
유산균을 먹일 때 제조 회사별로 방법이 각기 다르므로 제품에 표시된 방법으
로 급여하는 것이 가장 효과가 좋다. 아무리 보증균수가 많다고 하더라도 임의대로
양을 적정용량보다 적게 주거나 오래되어 신선도가 떨어진 생균제를 먹이는 등 잘
못된 방법으로 먹이
게 되면 효과가 떨어
지기 때문이다. 또한,
유산균이 돼지에 좋
은 영향을 주기 위해
서는 꾸준히 오래 먹
이는 것이 무엇보다
▲ (사진 2) 생균제 성분표(예시)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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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균제는 포장지에 표시된 제조일자 혹은 유통기한을 꼭 확인해야 한다.
저장기간이 경과할수록 미생물의 활력도가 떨어지므로 제조일자 혹은 유통기한을
확인하여 신선한 것을 구입하고, 개봉 후엔 유효기간이 남았더라도
최대한 빠른 기간 내에 사용하는 것이 좋다.
아무리 좋은 유산균도 좋지 않은 환경에서는 무용지물이다.

그리고 포장지에 표시된 제조일자 혹은 유통기한을 꼭 확인해야 한다. 생균제는
저장기간이 경과할수록 미생물의 활력도가 떨어지므로 제조일자 혹은 유통기한을
확인하여 신선한 것을 구입하고, 개봉 후엔 유효기간이 남았더라도 최대한 빠른 기
간 내에 사용하는 것이 좋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유산균도 좋지 않은 환경에서는 무용지물이다. 오염된 환경
이라면 유산균보다 병원균이 더 많이 자돈의 몸속에 들어가 약해진 자돈에게 큰 타
격을 입히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유는 자돈에게 가장 큰 시련이자 가장 큰 모험이지만 이때 깨끗한 환경과 생균
제 급여를 통한 세심한 관리로 자돈의 스트레스를 줄여준다면 면역적으로 약해지
지 않고 설사나 위축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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