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특집
자돈의 숨겨진 성장 잠재력을 깨워라

자돈의 생존율 극대화를 위한
장 건강 및 면역력 개선 방안

최 현 봉 박사
CJ Feed&Care R&D센터

국내

유입을 차단하려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프리카돼지열병(Africa Swine
Fever, ASF)이 2019년 9월 첫 발생한 이후 여전히 야생멧돼지에서

ASF바이러스가 검출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매년 반복되는 구제역(Foot and
Mouth Disease, FMD), 돼지유행성설사병(Porcine Epidemic Diarrhea, PED)
및 돼지생식기호흡기증후군(Porcine Reproductive and Respiratory Syndrome,
PRRS) 등 현재 양돈산업은 다양한 가축질병에 노출되어 있다. 여기에 가축질병 문
제뿐만 아니라 농장의 낮은 생산성으로 인해 저돈가 시대 수입육과의 가격 경쟁을
해야 하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
2019년 2분기 한돈팜스 농장 성장성적에 따르면, 번식돈 생산성 지표인 연간모
돈당 출하두수(Market pigs per Sow per Year, MSY)는 17.3두로 EU 평균 MSY
25.9두와 큰 차이를 보였다. 우리나라 평균 MSY가 낮은 이유는 질병 감염에 따른
높은 폐사율 및 하위 30% 농장의 낮은 생산성(평균 MSY 13.9두) 때문으로 볼 수
있다. 특히 자돈구간의 폐사율이 높은데, 우리나라의 경우 포유자돈 평균 폐사율
8.3% 및 이유자돈 평균 폐사율 5.5%로 EU 평균 3.1% 및 2.7% 대비 약 2배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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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최근 4년간 국내 양돈농가 주요 질병 감염 현황(건수)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PRRSV(Type 1 및 2)

442

607

718

966

Pathogen E.coli

211

252

309

342

Porcine Circovirus Type 2

118

142

245

275

Porcine Epidemic Virus

123

51

92

185

※ 출처 : 아시아양돈수의사대회, 2019

높아 이로 인한 생산성 저하는 농가의 수익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한
국농촌경제연구원, 2018).
자돈구간의 폐사율이 높은 이유는 바이러스성 질병 및 병원성 박테리아 감염 등
에 의한 질병 발생률이 매년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옵티팜, 2019).
질병 예방을 위한 다양한 백신을 접종하고 있으나 백신 접종을 통해 항체 형성
률이 높다 하더라도 면역력이 많이 낮거나 허약한 개체가 질병에 감염될 시 완벽히
치료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자돈구간 폐사율 저감을 위해 적절한 백신 프로그램 적
용도 매우 중요하지만, 이유자돈의 생체면역 방어체계 향상을 통한 장관 면역력 개
선으로 이유 스트레스 최소화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료의 급여도 매우 중요하다.
본고에서는 이유자돈구간 항균작용 및 염증반응 저감을 통한 장 건강 및 장관 면
역력 개선 방안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한다.

1. 항균작용(Anti-microbial) 통한 장 건강 개선
이유는 자돈이 일생에서 겪는 가장 큰 스트레스로 첫 이유 후 일주일간은 포유기
간 대비 섭취량이 급격하게 감소한다. 이유 후 15시간 동안 45%의 이유자돈은 사
료 섭취를 거부하며, 그중 약 10%는 40시간 동안 고형 사료 섭취를 하지 않는 것으
로 알려져 있다(Weaning the pig, 2003). 이렇게 위내 공복이 지속될수록 위 운동
이 감소하게 되고, 이는 장내 유해 박테리아 생산을 증가시켜 삼투성 설사로 인해
이유자돈의 성장 및 장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자돈이 섭취한 사료의 소화 및 흡수 대부분은 소장에서 일어난다. 소장의 융모
는 손가락 모양처럼 되어 있으며, 수백 개의 장 세포(Enterocyte)가 모세혈관과 림
프관을 따라 존재한다. 면역단백 및 호르몬 분비 작용과 같은 내분비 기능을 가지
고 있으며, 장내 침투한 박테리아의 벽을 소화시키는 효소를 가지고 있어 장내 세
균 무리를 조절하는 매우 중요한 기능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이유 스트레스 및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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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정상 자돈의 일령에 따른 소장융모 및 장 세포 변화
구분

0일령

14일령

21일령

38일령

장 세포 수가 많음

장 세포가 발달

장 세포가 성숙

규칙적인 장세포 관찰

소장
융모

장 세포

※ 출처 : Skrzypek 등, 2018

형 사료 섭취는 이유자돈의 소장 내 융모 탈락을 통해 장세포 변화 및 장 기능 저하
로 인한 급격한 사료 섭취량 감소를 야기한다.
그러므로 소장 융모 탈락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소화이용성이 높은 유장동물
성 단백질항영양인자를 제거한 식물성 단백원료의 사용이 중요하다.
또한 고형 사료는 자돈 이유시기에 위내 pH를 증가시키는데, 위내 pH가 증가하
게 되면 위에서 분비되는 소화효소인 펩신(Pepsin) 분비량 및 Lactic acid 생산량
이 감소하고, 이는 이유 후 장내 감염(Enteric infection) 등의 민감성 증가를 야기
시켜 설사 등을 유발한다.
따라서 소화효소 분비 촉진을 위한 산성 위(Acid stomach) pH 2.0~3.5 유지는
(표 3) Escherichia coli(ETEC) F4(K88)에 감염된 이유자돈 위 변화 및 비발효성 섬유소 급여 효과
비발효성 섬유소 급여에 따른 E.coli 함량 변화

E.coli 함량, Log10/g

E.coli K88에 감염된 자돈의 분변 및 위 변화

8.0

(회장; P＜0.05, 직장; P＜0.01)

6.0
4.0
2.0

비발효성 섬유소 미급여 비발효성 섬유소 급여

※ 출처 : Gerritsen 등, 2012; Andrea,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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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백질 소화율 증가 및 유해 박테리아 사멸에 있어 매우 중요하며, 이유자돈의 위
내 적정 pH 유지를 위해서는 복합 유기산제 및 비발효성 섬유소(Inert Fiber)가 도
움을 줄 수 있다.
복합 유기산제는 위내 pH를 낮추어 유해 박테리아 사멸 및 위내 소화효소 분비
촉진을 통한 섭취량 및 증체량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다. 비발효성 섬유소는 위내
Lactic acid 생산 증가 및 위내 pH를 저감시키며, 소장에서 효소 활성을 증가하여
융모에서 Mucins의 분비 및 결장의 Global Cell을 증가시킨다. 뿐만 아니라 장내
세균 및 E.coli를 감소시키며, 유익균인 Lactobacillus 및 Bifidobacteria는 증가시
킨다. 또한 Tight Junction Protein의 mRNA 발현을 증가시켜 장벽 기능을 강화
하는 역할을 한다(Pluske 등, 2014; Berrocoso 등, 2015).

2. 염증반응 저감 통한 장관 면역력 개선
자돈의 장관 점막은 병원균 미생물 및 독소 등이 혈류로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
는 방어벽 및 면역학적 기능을 수행하는 역할을 한다. 면역체계 중 1차 방어 역할
을 하는 장관 점막 세포는 일정한 간극 유지를 통해 정상적인 영양소 이용 흡수가
일어날 수 있는 역할을 수행한다. 하지만 이유 스트레스 또는 사료 변화 등은 장
손상을 야기시키는데, 이는 영양소 흡수율을 저하시키고 장내 염증성 사이토카인
(Cytokine) 생성 및 장관벽 기능을 저하시킨다.
이는 결국 소장의 Tight Junction이 느슨해지고 이를 통해 유해 박테리아 등이

(그림 1) 염증반응에 따른 자돈의 장 내벽 변화
<출처 : PIG PROCESS, 2016; Yang 등, 2016; Yuan 등,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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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기능성 아미노산의 주요 기능
구분
Threonine
Tryptophan
Glutamine
Arginine

기능
점막 내 뮤신 합성 및 Gut barrier 유지, 면역반응 개선, 혈청 내 IgG 및 항체 농도 증가
염증반응에 대한 저항성 향상, 염증 시 T-Cell 항상성 유지, TNF-α 억제 및 활성산소 제거
융모의 에너지원으로 융모 성장 및 영양소 흡수 개선, Tight Junction Protein 발현 강화
Pro-inflammatory Cytokines 감소, Tight Junction 강화로 Leak gut 예방으로 장 독소 저감

혈류로 유입되면서 비정상적인 면역반응을 일으켜 설사 및 염증반응이 증가해 생
산성을 저하시킨다. 이때 발생하는 증상을 일반적으로 장누수증후군(Leaky Gut
Syndrome)이라고 하며, 이는 장관 투과성이 증가한 상태를 의미한다(그림 1).
그러므로 이유자돈의 장관 면역 개선을 위해서는 저단백 및 기능성 아미노산 강
화 설계가 필요하다. 고단백은 장내 미생물 불균형(Intestinal Dysbiosis)을 유발하
는데, 저단백 설계 시 장내 박테리아 성장 및 Toxin Amine 저감을 통해 단백질 이
상발효를 줄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장내 과잉의 탈아미노 반응 및 질소 생산 저감
을 통해 에너지 이용성을 개선시키는 작용을 한다.
저단백 설계 시 고려할 사항은 소화이용성이 높은 단백원료 또는 기능성 단백
원료의 사용이 매우 중요하며, 혈장단백과 같은 면역단백 원료의 경우 점막 면역
시스템 및 장관림프 조직 활성화를 통해 염증반응을 저감시키는 역할뿐만 아니라
TGF-β1 촉진을 통한 IgA 분비를 촉진하여 영양소 이용흡수율 증가에 도움을 준다
(Anna 등, 2016). 또한 이유자돈 사료의 저단백 설계 시 반드시 최적의 아미노산
요구량을 충족해야 하며, 특히 장관 면역 개선 및 염증반응 저감을 위해서는 반드
시 기능성 아미노산의 추가 설계를 고려해야 한다.
그리고 추가적인 장관 면역 항상성 및 개선을 위한 적절한 소재 사용이 중요
하다. 어유 및 미세조류 등에 풍부한 오메가 3 지방산의 경우 면역반응의 신호전
달 물질로 항염증 기능을 가지고 있어 염증반응을 저감시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
으며, 부티르산의 경우 사료 내 0.2~0.4% 첨가 시 이유자돈의 Gut integrity 및
Tight Junction 강화를 통한 장 건강에 도움을 준다.
그리고 Cell Signal 및 면역기능에 필수적인 비타민은 산화스트레스 저감 및 소
장 내 융모 성장 촉진에 도움을 주며, 특히 비타민 D3의 경우 Tight Junction 강화
및 면역세포 조절기능을 통해 장관 면역력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다.
따라서 이유자돈의 안정적인 면역반응을 위해 저단백 기능성 아미노산 설계 강
화 및 면역 개선 소재 사용으로 염증반응 저감을 통해 장 건강을 개선할 수 있는 사
료 급여가 매우 중요하다.

268

264-269 기획특집-최현봉.indd 268

2020. 2월호

2020-01-20 오후 4:11:48

3. 맺음말
이유는 돼지의 일생에서 겪는 가장 큰
스트레스로 모유에서 고형 사료 급여에 따
른 사료 스트레스가 증가하게 되고, 서열
싸움 등에 따른 물리적 변화 및 모돈과 분
리되는 급격한 환경 변화에 따른 심리적 스
트레스가 가중되어 사료 섭취량이 급격하
게 감소된다. 또한 이유 직후 공복이 지속될수록 위 운동이 감소되고, 장내 유해 박
테리아 증가에 의한 삼투성 설사가 유발되어 성장성적이 저하되는 시기이기도 하다.
(표 5) 자돈 성장단계에 따른 특징
구분

Step 1

Step 2

Step 3

Step 4

성장
단계

출생~이유(~28일)

이유 -5일~+3일

이유 후~42일

42~56일

Immune Phase

Acute Phase

Maturation Phase

Growing Phase

면역력이 낮은 시기
면역력 개선 집중 시기
균일성 개선 집중 시기

성장성/면역이 낮은 시기
안정적 면역력 하
장 건강 집중 시기

성장성이 높은 시기
장 건강 하

성장성이 높은 시기
증체량 개선 집중 시기

성장
특징

따라서 이유 스트레스 저감을 위해 포유기에는 충분한 초유 급여로 면역력 향상
을 통한 자돈 균일성에 집중해야 하며, 특히 이유 전 5일에서 이유 후 3일까지는 감
염을 포함한 염증성 변화가 매우 높게 발생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안정적인 면역반
응을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유 후 42일까지는 장 건강 하에서 성장이 높은 시기로 항균작용을 통한 장 건강
개선 및 염증반응 저감을 통한 장관 면역력 개선에 집중해야 하며, 56일령까지는 성
장이 매우 높은 시기로 섭취량 증가를 통한 성장성 개선에 집중해야 하는 시기이다.
그러므로 자돈의 생체면역방어 체계 향상을 통한 장관 면역력 개선을 통해 이유
스트레스 저감에 도움을 줄 수 있
는 올바른 사료의 급여는 자돈구

문의사항

간 폐사율 저감으로 생존율을 극

상기 원고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글쓴이에게 문의바랍니다.
☎ 글쓴이 연락처 : 02-6740-0199

대화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
안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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