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실전 테크닉
체크포인트

모돈 폐사의 1/3은 하절기에 집중된다
- 부검을 통한 모돈의 폐사 원인과 관리 방안
하절기는 모돈 폐사가 집중되는 시기다. 일반적으로 모돈 폐사는 계절적으로 7~8월에
연간 모돈 폐사의 3분의 1이 집중된다고 하며, 그중 모돈 폐사의 42%가 분만대기돈에서,
16.5%는 포유기에서, 6%는 이유 후 나타난다고 한다. 산차가 높을수록 폐사가 증가하고,
일반적으로 자궁내막염이나 요로감염증, 관절 사고가 많은 농가에서 폐사율이 높다고 한다.
모돈을 부검해 보면 농가 번식돈군의 질병 상황에 대해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고,
번식돈 폐사에 있어 주요하게 문제되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정보를 바탕으로 항생제나 백신, 그리고 보조사료 첨가 부분에 대한
투약 프로그램을 설정하면 모돈의 폐사나 번식관련 문제를 해결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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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하고, 일반적으로 자궁내막염이나 요로감염증, 관절 사
고가 많은 농가에서 폐사율이 높다고 한다.
실제 농가에서는 모돈 폐사에 대해 폐사가 집중되어 높
게 나타나는 경우를 제외하면 크게 관심을 두지 않는다.
이유는 모돈 폐사가 자돈, 육성·비육돈 폐사에 비해 드물
고 두수도 적어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고, 모돈에 병변
이 보이더라도 개체 특이적인 것으로 생각하고 넘어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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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농가 번식돈군 모니터링 차원에서든 또는 모돈 폐사가 일반적인 수준을
넘어간다고 느끼게 되면 기회가 될 때마다 부검을 해 볼 것을 추천한다.
모돈을 부검해 보면 농가 번식돈군의 질병 상황에 대해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
다. 본인의 경험에 의하면 특정 농장의 폐사 모돈을 꾸준히 모니터링하다 보면 모
돈 폐사 시기는 다르더라도 특정 병변이 농가 특이적으로 반복되는 경우를 확인할
수 있었다. 즉, 농장마다 번식돈 폐사에 있어 주요하게 문제되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정보를 바탕으로 항생제나 백신, 그리고 보조사료 첨가 부분에 대
한 투약 프로그램을 설정하면 모돈의 폐사나 번식관련 문제를 해결하는 데 많은 도
움이 된다.

1. 연간 모돈 폐사율
보통 ‘연간 모돈 폐사율’ 적정 관리 수준을 3% 이내로 보는데, 문제가 있을 경우
10% 이상으로 높아질 수 있다. 적정 관리 수준인 3%는 모돈 1,000두 농가로 보면
월 2~3두 정도의 폐사를 의미하며, 계절적으로 7~8월에 폐사가 집중 시 월 5두
정도가 될 수 있다.
문제가 있다고 보는 10%의 연간 모돈 폐사율을 적용하면 모돈 200두 농가는 월
1~2두 정도이며, 이는 모돈 폐사의 3분의 1이 집중되는 하절기에는 월 3~4두 정
도이다. 모돈 1,000두의 농가는 월 8두 정도이며 폐사가 집중이 되면 더 높아진다.

2. 모돈 부검 시 확인사항
모돈의 폐사 원인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우선 모돈이 폐사하면 스톨 밖으로 꺼내
서 그늘에 두며, 찬물로 체온을 식혀 주는 것이 부패를 늦추는 방법이다. 이렇게 해
놓으면 당일 부검 시 병변을 확인할 수 있다.
모돈 부검 전 부패 정도, 피부의 변색, 특이적인 부분이 있는지 돼지의 외관을
우선 관찰하고, 이후 일반적인 순서대로 장기별로 구분하여 병변을 확인한다. 모
돈 부검 시 특이점은 늑골을 좌우로 벌리기가 어려워 폐를 보려면 흉강을 통해 칼
을 넣어 식도와 기관지 상부를 절단하고 꺼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주로 병변
이 관찰되는 장기는 폐, 위, 장, 간, 신장, 방광, 자궁이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분만대기돈의 경우, 자궁 내 태아도 1~2두 정도 꺼내어 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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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내부 장기를 확인하며, 필요하면 태아의 진단을 의뢰할 수도 있다. 질병적 문제
로 폐사 시 분만 전 태아에서도 병변을 확인할 수 있다. 실제 태아의 폐에서 폐렴
소견이 관찰되는 경우를 다수 확인할 수 있었다.

▲ (사진 1, 2, 3, 4) 소장부 점막 충출혈 병변 → 주요 소화기 PCR 음성, 조직검사 결과 회장염 의심

▲ (사진 5, 6) 소장 점막 비후, 연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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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7, 8, 9, 10) 바이러스성 의심 폐렴+위출혈+간백반

▲ (사진 11, 12, 13, 14) 바이러스성 의심 폐렴(모돈 폐+태아 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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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15, 16, 17, 18) 자궁내막 충출혈+방광 점막 출혈점

마지막으로 등지방을 확인해 본다. 등지방은 늑골 마지막 부분에서 등쪽 척추를
향해 수직으로 피부와 근육을 절개해 보면 쉽게 확인이 가능하다. 이 부분은 모돈
산차를 고려해 모돈의 체지방 관리 상태를 모니터링 할 수 있는 매우 확실한 방법
이다. 실제 모돈관리가 잘 안 되는 농가에서 폐사한 모돈 중에 특이 병변 없이 모돈
등지방이 5mm도 안 되는 경우도 확인할 수 있었다.

3. 모돈 폐사의 주요 원인과 관리방안
경험상 모돈 폐사가 급증하는 가장 큰 원인으로는 PRRS가 유입되어 돈군이 불
안정할 때였다. 그리고 이외 정확한 원인을 실험실에서 진단받지 못했지만 클로스
트리디움 노비(C.novyi)에 의한 폐사가 의심되는 사례도 있었고, 위궤양이나 장출
혈 등의 문제도 있었으며, 방광염이나 자궁 내 출혈이나 염증인 경우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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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산차에서는 회장염 폐사나 유행성
폐렴 병변을 보였던 개체도 있었다. 최
근 아프리카돼지열병(ASF)도 모돈 폐
사를 유발한다고 하니 주의가 필요하
다. 그리고 해외 논문에서 액티노바실
러스 이퀼리(A.equuli )라는 병원체가
모돈의 신장염을 유발해 폐사를 일으
킨다는 내용도 있었다.
PRRS 등과 같은 질병적인 문제는
해당 원인을 정확히 진단한 후 조치가 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 PRRS는 백신과 차
단방역을 통해 안정화해야 하며, 클로스트리디움 노비는 백신을 접종하거나 바시
트라신, 아목사실린, 암피실린 등 항생제 투약으로 통제할 수 있다.
위궤양이나 장출혈이 문제가 되면 스트레스 부분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며 항곰
팡이제, 비타민E 등을 보강하고 자극을 줄 수 있는 해열제나 고농도의 비타민C 제
제, 유기산 등을 빼면 도움이 되었다.
그리고 방광염이나 비뇨기 문제는 테트라사이클린, 페니실린, 아목사실린, 암피
실린 등의 항생제가 도움이 된다. 회장염이나 마이코플라스마 감염증이 의심되면
백신이나 타이로신, 티아물린, 린코마이신, 테트라사이클린, 툴라스로마이신 등의
항생제를 사용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농가에서 포유돈이나 임신돈에 비뇨기나 호흡기 계통으로 임의로 선정한 항생제
를 지속 첨가하거나 환절기 모돈 크리닝이란 개념으로 전체 모돈에 일정 기간 첨가
하는 경우를 볼 수 있는데, 가능한 농장 질병 상황에 맞는 항생제를 선정하고, 투약
용량이나 첨가기간을 준수해 사용하길 바란다. 이처럼 적절한 항생제를 선택하기
위해서는 일회성이 아닌 정기적인 질병 모니터링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질병 외적으로 하절기에 집중되는 모돈 폐사의 원인은 고온 스트레스가
가장 큰 원인이 아닐까 싶다. 고온 스트레스는 돈사 환경을 시원하게 해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보조적으로 천연 성분의 비테인 제제나 지방, 만난올리고당, 베타
글루칸, 비타민 미네랄 제
제 등을 첨가해 생체 활성을

문의사항

높여 주는 것이 많은 도움이

상기 원고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글쓴이에게 문의바랍니다.
☎ 글쓴이 연락처 : 010-6639-7238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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