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실전 테크닉
체크포인트

쿨링패드를 잘 활용하면
적정 온습도를 유지할 수 있다!!
봄가을 돈사 내 습도관리 중요성과 방법
적절한 습도 유지는 이유 후 육성률을 높이는 중요한 요인이다.
자료에 의하면, 일당증체량은 저습 시 434g, 적습 시 574g으로 아주 큰 차이를 보인다.
흉막폐렴균이 돼지 내에서 분리된 수치를 보면,
저습과 적습 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쿨링패드를 이용한 농장의 온·습도 조절 방안을 소개한다.
쿨링패드를 잘 활용하면 여름뿐만 아니라 봄·가을에
증체와 호흡기 질병에 큰 영향을 미치는 온도와 습도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다.

돼지

호흡기 질병에 제일 많이 걸리는 계절이 언제
일까? 또한 무엇 때문에 호흡기 질병에 걸릴

까? 여러 가지 원인이 있다. 추운 겨울에 많이 걸릴까? 아
니다. 봄·가을에 많이들 걸린다.
사람도 마찬가지로 주·야간 온도편차가 심하고 건조한
날씨인 봄·가을에 비염과 감기로 이비인후과와 호흡기

이 건 원 대표

내과는 북새통을 이룬다. 소화기 내과는 무더운 여름에 습

(주)지원

도가 높아 상한 음식을 먹고 배탈이 나서 많이 몰린다.
사람들은 호흡기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어떻게 할까?
외출 시 두툼한 옷과 가볍고 얇은 옷을 준비해 아침저녁으
로는 따뜻한 옷을 입고, 낮에는 외투를 벗고 가벼운 차림
으로 활동한다. 집과 사무실에서는 냉·난방 기구를 사용
한다. 밤에는 난방을, 낮에는 에어컨을 가동해 온도를 유
지한다. 그리고 실내 습도를 유지하기 위해 여러 가지 방
법을 사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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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엔 실내 습도를 어떻게 맞췄을까? 과거로 한번 돌아가 보자. 대야에 물을
한가득 받아 방 한켠에 두었다. 또 수건을 일부러 물에 적셔 방바닥에 널어놓기
도 했다.
문명이 발달하면서 가습기가 나오고, 가정에 가습기가 두세 대씩은 있었던 것 같
다. 하지만 어땠는가? 가습기의 세균 번식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자 사용했던
소독제 때문에 호흡기 질병으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았다. 그 이후로 가습기
사용이 많이 줄었다.
본인은 정수기 물을 이용해 가습기를 사용하고 있다. 그러면 물때도 안 껴서 청
소할 일도 없고 편하다. 하지만 그보다 먼저 빨래를 거실에다 널어 습도 유지를 하
고 있고, 부족분을 가습기를 통해 보충하고 있다.
우리가 간과하고 넘어가는 것이 있다. 문명이 발달하면서 기계가 만들어지고,
자동화가 되고, 이제 4차 산업혁명의 시대가 오고 있어 노동이 줄어들어 편해지고
있지만, 그 장비들을 잘못 관리했을 때 그 대가가 너무 크다는 것이다. 이제는 ‘장
비관리를 어떻게 하느냐’가 성공의 열쇠가 된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봄·가을은 온도와 습도 변화가 심해 농장의 환경관리에 신경을 써야 하는
계절이다.

1. 돈사 내 습도가 일당증체량과 병원체에 미치는 영향
(그림 1)에서 보듯이 봄·가을 주간
환기량을 줄였을 때 습도는 유지되나
가스와 온도는 올라간다. 외기 온도가
올라가 환기량을 늘렸을 때는 가스량은
줄어들고 공기는 신선하나 공기 흐름이
많아지고 건조해지며, 야간에는 찬바람
을 맞아 호흡기 질병이 발생될 확률이
높아진다.
1996년 수의학회지에 나온 자료에
의하면, 일당증체량은 저습 시 434g,
적습 시 574g으로 아주 큰 차이를 보
인다(그림 2). 또한 흉막폐렴균이 돼
(그림 1) 봄·가을 환기량이 공기에 미치는 영향

지 내에서 분리된 수치를 보면, 저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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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적습 시 큰 차이를 보
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그림 3).
대부분 농가들이 습도가
생산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고는 있다. 하지만
이렇게까지 큰 영향을 미
치고 있음을 구체적으로는
알지는 못했을 것이다.
그동안 양돈농가에서
는 습도를 맞추기 위해서

(그림 2) 돈사 내 습도가 일당증체량에 미치는 영향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해 왔
다. 복도 바닥에 보온덮개
를 깔고 물을 뿌리고, 돈방
에도 물을 뿌려 주고, 하루
중 2~3번 고압분무기로
공기 중에 분사도 해 주고,
안개분무기에 타이머를 설
치해 정기적으로 뿌려 주
고, 열량지수값을 이용해
분사해 주기도 했다.
어떤 농장은 올슬라트
를 설치했다가 습도 때문
에 반슬라트로 바꾸는 경

(그림 3) 돈사 내 습도가 공기 중 병원체에 미치는 영향

우도 있었다. 이렇듯 많은 농장들이 습도의 중요성은 알고 있지만, 노동력 부족으
로 혹은 기계시설 관리 부족으로 습도를 맞추지 못하고 있는 게 우리 현실이다.

2. 농장의 습도 유지 방법(봄가을에 쿨링패드 잘 활용하기)
본인은 많은 농가들이 여름에 온도를 낮추기 위해 사용하고 있는 쿨링패드를
봄·가을에도 사용하라고 몇 년 전부터 이야기하고 있다.
요즘은 입기시설로 나온 기계식 쿨링패드가 있어 (사진 1)처럼 기존 농장에 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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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1) 농장에 설치한 입기시설 기계식 쿨링패드
(표 1) 상대습도에 따른 냉풍 온도

히 설치할 수 있는 제품도 있다.
쿨링패드는 물이 공기 중에서 증발되면서 주변 공기의 열을 빼앗아 온도가 낮아
지는 원리이다. (표 1)처럼 습도가 낮을 때는 증발이 많이 되어 온도가 10℃ 이상까
지도 떨어진다. 습도가 높을 때는 물의 증발량이 적어 온도가 3℃ 내외 정도만 떨
어진다.
(그림 4)는 2018년 9월 양돈농가의 온·습도 그래프이다. 오전에 온도가 올라가
면 환기량이 많아지면서 돈사 내 습도가 떨어지고 밤부터 온도가 떨어지면 환기량
이 줄어들어 습도가 올라가는 것을 볼 수 있다.
본인이 해 본 실험에 의하면 온도 28℃, 습도 45%일 때 쿨링패드를 통해 들어오
는 공기의 온도와 습도는 20.8℃에 75%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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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2018년 9월 양돈농가의 온·습도 그래프

(그림 4)에서 실내 습도 60%일 때 쿨링패드의 펌프가 가동된다면, 돈사 내로 들
어오는 공기의 온도와 습도는 어떻게 되었을까?
외기 습도가 45%일 때 온도는 7℃ 내외 떨어지고, 습도는 30% 올라간다. 돈사
내로 입기되는 온도는 21℃, 습도는 75%로 입기됐을 것이다. (그림 4)의 온도는
떨어지거나 유지되고, 습도 또한 60% 이상을 유지해 기복 없는 그래프가 되었을
것이다.
본인은 (사진 2, 3)과 같이 습도를 측정하고 제어할 수 있는 컨트롤러와 온도를
떨어뜨릴 수 있는 기화열 냉풍기(쿨링패드)에 휀을 달아 온도를 통해 입·배기량을
조절하고, 습도를 통해 쿨링패드의 펌프를 제어하고 있다.
실내 습도가 떨어지면 펌프가 가동되어 저온과 적습의 공기가 돈사 내로 입기
되고, 온도가 떨어지면 환기량은 저속으로 돌아 실내 온도도 유지하고 습도도 유
지될 것이다.
돈사 내 적습이 되어 펌프가 중단되면 어떻게 될까? 고온에 저습 공기가 들어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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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2, 3) 컨트롤러와 기화열 냉풍기에 휀을 달아 입·배기량 조절

것이고, 다시 저습이 되면서 펌프가 가동되어 적습과 적온이 유지될 것이다.
이처럼 쿨링패드를 잘 활용하면 여름뿐만 아니라 봄·가을에 증체와 호흡기 질병에
큰 영향을 미치는 온도와 습도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다.
◇…◇…◇…◇
우리나라의 2008~2017년 이유 후 평균 육성률(피그플랜)을 보면 79~83%이다. 이
유 후 육성률에 미치는 영향은 환경, 사양, 질병 등등 여러 가지가 있다. 환경적인 측면
에서 볼 때 돈사 내 가스, 주·야간 온도편차, 샛바람, 습도, 공기 흐름 등등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그중 적습 유지는 이유 후 육성률을 높이는 중요한 요인이라 생각한다.
유럽과 우리나라의 성적 차이는 너무나도 크다. 그 이유 중 하나가 기후이다. 우리
나라는 사계절이 있어 돼지 키우기 쉽지 않은 지역이고, 북쪽으로 올라갈수록 더더욱
어렵다.
농장에서 그전보다는 환경의 중요성을 많이 깨닫고 신경을 쓰고 있지만, 아직도 환
경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 생각된다. 환경관리를 보다 더 신경 써서 양돈성
적이 하루빨리 선진국 수준에 도달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문의사항
상기 원고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글쓴이에게 문의바랍니다.
☎ 글쓴이 연락처 : 031-618-8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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