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실전 테크닉
컨설팅파일

환절기 비육돈 관리 사례

1. 비육돈 관리
육성·비육돈 구간(70일령 이후)은 분만 이후 출하 시까
지 사료 공급, 공간 이용 및 배출하는 분뇨 처리로 가장 많
은 직·간접비가 요구되는 기간이다. 따라서 육성·비육돈
의 증체 지연 및 폐사 발생은 생산원가 상승을 유발하여 농

제 상 훈 수의사

장의 수익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주)선진 브릿지랩

비육장 방문 시 비일비재하게 확인할 수 있는 호흡기/소
화기 병원체 등 돈군에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여러 요소
들은 돈군의 폐사뿐만 아니라 일당증체량 감소를 유발하여
많은 경제적 피해를 유발하게 된다. 농장의 유해 인자가 돈
군의 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메타분석한 논문(H. Pastorelli
et al., 2012)에 따르면, 돈군에 문제를 유발하는 여러 인자
(소화기/호흡기 병원체, 곰팡이독소, 기생충 감염, 염증반
응, 잘못된 사양관리)는 사료 섭취량 저하 및 대사 에너지
상승을 유발하여 돈군의 성장에 큰 영향을 보임을 정량화
하여 보고하였다(그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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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육구간에서 폐사
발생 및 증체 지연에 따
른 회전율 감소의 문제
가 있는 경우, 번식·
이유자돈사 또는 모돈
농장에서의 사양관리와
백신 접종 유무를 항의
하거나 확인하려 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이
러한 경우, 전입 돈군의
(그림 1) 농장 내 각 유해인자가 돈군의 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메타분석한 결과
<자료 : H.Pastorelli et al., 2012>

건강도 개선뿐만 아니
라 비육돈사·농장 내

에서 수세, 소독 및 건조는 잘 됐는지, 사료에 곰팡이는 없는지, 환경은 돈군의 상
태에 적합하게 조성되고 있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하나의 문제에 매몰되기보다 다
양한 관점에서 현상을 파악하고 확인한 후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번식돈군 관리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홀히 생각할 수 있는 육
성·비육돈 관리에 대한 사례 소개를 통해 환절기를 맞는 현재 상황에서 어떤 대비
를 해야 하는지 얘기하고자 한다.

2. 환경
일관농장이든 멀티사이트 농장이든, 육성·비육돈은 이유자돈사를 벗어나 새로
운 환경에 노출된다. 잘 적응하고, 따뜻했던 자돈사에 비해 충분히 준비되지 않은
육성·비육사의 환경은 전입해 온 돼지들에게 많은 스트레스를 유발한다. 비육농
장에서 흔히 관찰할 수 있는 환경상 문제는 샛바람 발생에 따른 호흡기 폐사(흉막
폐렴)이며, 일반적으로 특정 기간에 발생하는 갑작스러운 폐사 다발로 인해 관리자
들을 곤혹스럽게 한다.
(1) A농장(1,200두 규모) 사례
경기 용인 소재의 비육 1,200두 규모 농장A의 경우, 입기휀이 설치되어 있는 윈
치돈사이며, 지속적으로 82~88% 수준의 육성률을 보이고 있었다. 갑작스러운 폐
사 다발로 방문하여 현장 점검을 실시하였는데, 폐사축 부검 시 대엽성폐렴과 충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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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 경화소를 동반한 흉막폐
렴을 확인할 수 있었다. 돈
사 내부 점검 시 사료 및 음
수관리는 양호하게 이뤄지
고 있었으나, 입기휀을 가
동하지 않았음에도 불구
하고 일령(93일)과 체중에
비해 최저 임계온도 이하
(15.6~16.1℃)로 관리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돈사 측면에 일부 비닐을
설치하였으나, 돈사 천장
및 측면 윈치에서 샛바람이
발생하고 있음을 연기 분사
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비닐 보강 작업을 실시하여
윈치를 완전히 다 막더라도
낙후된 천장을 통해 입기가

2018-11-13

2018-12-13

2018-01-13

2018-02-13

2018-03-13

(그림 2) 농장A 윈치 외부 비닐막 보강 작업 전(좌)과 후(우),
작업 실시 후 일자별 누적 폐사두수 변화

충분히 이뤄질 것으로 판단되어 측면 윈치에 비닐 보강 작업을 하였으며, 조치 후
폐사는 멎었고(그림 2), 이후 전입된 돈군 또한 양호하게 육성되었다.
(2) B농장(1,400두 규모) 사례
경기 용인 소재의 비육 1,400두 규모 농장B의 경우, 무창 돈사에 측면 배기휀
과 천장 입기방식을 사용하고 있는 농장으로 환절기 폐사 다발로 인해 방문을 실
시했다.
해당 농장의 경우, 환경점검 시 주야간 온도 편차는 5℃ 이내로 양호하게 관리되
고 있었으며, 샛바람 발생구역을 확인할 수가 없어 환기관리 문제로 판단하기 힘들
었다.
부검 시 대엽성폐렴과 흉강 내 섬유소 침착을 동반하는 흉막폐렴 소견을 대부분
의 폐사축에서 확인할 수 있었으나, 플로르페니콜 음수 투약 및 툴라스로마이신 제
제 전 두수 주사 치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폐사가 발생하고 있었다.
돈군점검 시 건식/습식 기침을 전체적으로 발현하고 있었으며, 이는 출하 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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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농장B 돈사 내 암모니아 농도(100ppm 이상)와 암모니아 농도에 따른 사람 및 동물에서 보고된 임상 반응
<자료 : Air Quality and Livestock Farming(CRC Press, 2018)>

지 지속되었다.
해당 농장의 경우 분뇨 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으며, 암모니아 농도 측정
시 100ppm이 넘는 수치를 확인할 수 있었다(그림 3). Donham 등(1995)에 따르
면, 가축 사육공간 내의 높은 암모니아 농도는 동물뿐만 아니라 관리자에게 만성
적 호흡기 질환을 유발할 수 있다고 보고한 바 있으며, Air Quality and Livestock
Farming(CRC Press, 2018)에서 암모니아가 동물의 건강도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
는 노출되는 암모니아의 농도와 노출 기간에 따라 결정된다고 발표한 바 있다.
비육돈사 전입 후 4개월가량 높은 암모니아 농도에 노출될 경우, 암모니아에 의
한 호흡기계 점막 자극으로 인해 세균 감염을 촉발하는 인자가 될 수 있다. 암모니
아가 높은 돈사의 경우 돈사에 적합한 슬러리의 적정 수위를 확인해야 하며, 고형
분이 유막 위로 노출되지 않았는지 등 분뇨 처리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3. 숙주 - 병원체
일반적으로 위탁농가의 경우 전입되는 비육돈들의 질병 상태에 대해 알기 힘들
다. 덴마크의 경우처럼 국가 차원에서 주도하는 SPF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는 한
모돈 농장의 질병 상태를 정확하게 알 수가 없으며, 이로 인해 문제가 있을 경우 선
제적인 대처를 할 수 없게 된다. 또한 폐사가 발생하여 병성감정을 의뢰할 경우 확
인된 병원체가 모돈장에서부터 감염이 되어 왔는지, 전입 이후 감염이 발생한 것인
지에 대한 논쟁은 비일비재하게 목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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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논산 소재의 비육
4,500두 농장C는 지속적
으로 흉막폐렴에 의한 육
성률 저하를 보이고 있었
다. 환경점검 시 주야간
온도 편차 및 샛바람 발생
구역은 양호하게 관리되
고 있었으나, 해당 농장이
양돈단지 내에 위치하고
있다는 점과 돈사 배치 및
관리자 운용에서 차단방
역의 문제점을 보이고 있
었다.

농장C 배치별 육성률 (2017.11 이후)

폐사축 및 환돈을 도
태해 부검하여 병성
감정 시 북미/유럽형
PRRS 혼합 감염과 유행
성 폐렴의 원인체인 마
이코플라즈마 하이오
뉴모니아(Mycoplasma
hyopneumoniae) 및 흉
막폐렴 균을 확인할 수 있
었다. 따라서 바이러스성
기저 질환에 의해 발생하

(그림 4) 농장C 폐사축 병성감정 결과 및 배치별 육성률
(가로축 : 전입일자)

는 PRDC로 판단하였고, 단지 내 또는 돈사에 상재해 있는 여러 질병들이 순환 감
염되고 있는 것으로 보였다(그림 4).
따라서 전입 돈군 내 지속적인 순환감염을 차단하기 위해 감수성/서브돈군을
최소화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었다. 물론 서브돈군을 완전히 제거하
기에는 한계점이 있기 때문에 폐사 다발 시점을 특정하여 2차 감염 예방을 위한 항
생제 투약을 진행하였다.
전입돈군 내 감수성/서브돈군의 최소화를 위해서 자돈에 북미형 PRRS 백신 접
종을 실시하는 모돈 농장으로부터의 돈군 전입을 권장하였고, 안정화 또는 불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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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돈군을 전입받을 경우 비육사 전입 시 북미형 PRRS 백신을 접종했다.
이후 비육장 육성률은 개선되었으며, 현재까지 PRDC에 의한 폐사로 판단되는
특정 기간에 집중적인 폐사 다발은 발생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아직은 육성률에서
좀 더 개선되어야 할 부분들이 존재하며, 현재 단지 내에 위치해 있는 농장의 특성
때문에 내·외부 차단방역을 개선해 나가고 있다.

4. 마무리
2019년 네덜란드의 현지 비육농장 방문 시, 해당 농장은 400두 단위의 군사돈
방에서 비육돈 자동선별 출하 시스템을 갖추고 3,000두의 비육돈을 농장주 혼자서
관리하고 있었다. 인상적이었던 것은 군사방에서 대규모 그룹 관리에도 불구하고
비육 폐사율이 1% 미만이라는 것이었다.
네덜란드의 경우 현재의 우리나라에 비해 많은 제한 사항이 존재하고 있다. 첫
째로 남한 면적의 절반 정도에 전체 모돈두수는 우리나라와 비슷한 116만두 규모로
집약화되어 있다. 둘째로 PRRS 음성 농장이 네덜란드 전체에서 한 손에 꼽힐 정도
이며(GGP, GP 포함), 셋째로 전 국가적인 항생제 사용량 감축 정책(DDDA 모니터
링)에 의해 항생제 사용이 제한적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AgroVision 사용 농가 기준(262호 농가) 육성·비육구간(70일
령 이후) 평균 폐사율 2.7% 및 평균 일당증체량이 826g이라는 것은 현재의 우리에게
시사하는 점이 많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네덜란드 전체적인 질병 감염 수준
의 최소화와 시설 및 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노력의 결과라고 받아들여진다.
앞선 사례들에서도 단순 샛바람, 암모니아 농도 및 질병의 순환감염 발생 등 농
장과 돈군에서 단 하나의 문제만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물론 비육돈의 육성률에
비육구간 이전의 사양관리 및 건강도가 큰 영향을 미치는 것에는 동의하지만, 이러
한 관점에 매몰되어 내부적으로 개선해야 하는 문제점들을 간과하는 경우를 자주
확인할 수 있었다.
이제 곧 주야간 환경관리에 어려움이 많은 환절기에 접어들게 된다. 기본적으로
돼지의 입장에서 어떤 환경이 안
락하고 편안한 환경일지 생각하

문의사항

고 판단한 후 행동하여 준비해야

상기 원고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글쓴이에게 문의바랍니다.
☎ 글쓴이 연락처 : 010-8635-4121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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