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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온막 설치가 이유자돈의 생산성 및 혈중 호르몬과 
면역성분의 농도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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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This study was conducted to investigate the changes in growth performance, blood hormone 
levels and immunity of weaning pigs by the installation of warm curtain for keeping warmth in 
pigpen. A total of sixty-four piglets was weaned at 21 d of age with an average body weight of 
5.8 kg. Each thirty-two piglets were allocated into the pens with (TRT) or without warm curtain 
(CONT). Daily gain and feed intake were increased by 17% and 9% in TRT from 2nd week to 
4th week compared with CONT, respectively. The occurrence of diarrhea was decreased by 62% 
in TRT from initial to 2nd week compared with CONT. There were no significant differences in 
blood hormone levels and immunity of weaning pigs between treatments. In conclusion, the 
installation of warm curtain, which supported high temperature in pigpen, was considered to be 
effective in improving growth performance and reducing diarrhea occurrence of weaning pigs.
(Key words : Warm curtain, Weaning pigs, Growth performance, Diarrhea, Cortisol)

서    론

최근 양돈 선진국인 덴마크, 네덜란드, 프
랑스 등 EU 및 미국 등과 FTA를 체결하려
는 추세에 따라 우리나라의 양돈산업도 무한 
경쟁구도에 직면해 있다. 만성소모성질환의 
만연으로 모돈두당연간출하두수 (MSY)는 2009

년 15.2두로 덴마크의 59% 수준으로 낮은 실
정이다 (농협중앙회, 2010). 이렇게 MSY가 양
돈 선진국에 비해 낮은 이유는 질병 및 열악
한 사육환경에 의한 폐사율이 높기 때문이
다. 대한양돈협회 (2009)에서 전국 양돈농가
를 대상으로 조사한 2010 전국 양돈농가 경
영 실태조사 에 따르면 국내 양돈농가의 연



축산시설환경학회지 제 17 권 2 호

116

Table 1. Experimental design

Item Control1) TRT2)

Replication  4  4

Head/replication  8  8

Total heads 32 32

1) Control: non-installing warm curtain
2) TRT: installing warm curtain.

간 평균 포유자돈 폐사율은 11.1%로 나타났
는데, 포유자돈의 폐사율을 감소시키는 것이 
양돈농가의 소득 향상과 직결됨은 물론 생산
성 향상으로 우리나라 양돈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매우 중요한 요인 중 하나이다. 높은 
폐사율은 전 사육기간 만성소모성질환 때문
이기도 하고, 이유시까지 자돈기의 온도관리 
불량에 의한 설사발생이 높기 때문이기도 하
다. 특히 자돈은 체내 지방이 얇아 온도변화
에 약하기 때문에 적정 온도관리가 중요하다.

항생제는 지난 반세기 동안 가축사육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어 왔는데, 질병치료 목적 
이외에 성장촉진용으로 배합사료에 첨가되어 
왔다. 양돈 선진국인 덴마크를 필두로 배합
사료내 성장촉진용 항생제 사용금지 정책과 
소비자의 안전돈육 소비를 선호하는 것과 발 
맞춰 우리나라도 배합사료 내 성장촉진용 항
생제 사용을 규제하기 시작하여 단계적으로 
감축하여 왔는데, 항생제 사용금지 현황은 
44종 (당초) 16종 (’05. 5) 9종 (’09. 1) 

0종 (’11. 7)으로 감축되어 왔다. 배합사료 
내 성장촉진용 항생제의 사용이 금지됨에 따
라 예상되는 문제점은 소화기질병 발생 증가
와 출하일령 지연 등이다. 소화기질병은 이
유 자돈의 경우 이유시 스트레스에 직면하게 
되는데, 모돈으로부터 격리됨으로써 오는 환
경의 변화와 고형물 사료 등으로 인해 설사 
발생으로 이어져 발육정체 및 폐사로 이어진
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항
생제 대체제로 생균제, 효소제, 식물추출물 
등을 사용함 (장 등, 2009; 정 등, 2010; 장 
등, 2010; 김 등, 2011)과 동시에 사육환경 개
선 및 사양관리도 중요한 요인이다.

폐사율을 줄이기 위해 농가에서는 고형물 
사료에 적응시키기 위한 입붙이사료 급여와 
돈방의 온도를 적정하게 유지해 주기 위해 
보온등을 설치해 주기도 한다. 육성초기 각 
돈방에 보온등 310W를 추가시켜 준 결과 발
육적온을 유지하였다고 보고하였다 (송 등, 

2002).

따라서 본 연구는 자돈기의 돈방 내 온도
를 적정하게 유지하기 위하여 보온막을 설치
하고, 자돈의 발육, 설사발생빈도, 혈중 cortisol 

및 면역성분 변화 조사를 통해 보온막의 설
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수행하였다.

재료 및 방법

1. 공시동물과 시험기간

평균체중이 5.8 kg인 Yorkshire 이유자돈 64

두를 이용하여 2010년 10월 8일부터 동년 11

월 5일까지 충남 천안시 소재 국립축산과학
원에서 28일간 실시하였다.

2. 시험설계

보온막 설치유무를 달리하였을 때 이유자
돈의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을 구명하기 위하
여 실시한 시험설계는 Table 1에서 보는 바
와 같다. 보온막을 설치하지 않은 대조구와 
보온막을 설치한 처리구 등 2처리를 두고 처
리당 4반복, 반복당 8두씩 총 64두를 완전임
의 배치하여 사양시험을 실시하였다.

3. 시험사료

시험기간동안 사료급여체계는 국립축산과
학원 양돈과의 사양관리에 준하였다. 시험사
료는 시판사료 (갓난이 1, 2호)와 국립축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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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Mixing ratio of the diet1)

Item 1~3d 3~7d 7~10d 10 15d 15~18d 18~20d 20~28d

A:B 70:30 50:50 20:80 0:100

B:C 70:30 30:70 0:100

1) A : phase diet, B : phase diet, C : phase diet

Control : non-installing warm curtain TRT : installing warm curtain

Fig. 1. The front view of a experiment pen.

학원 사료공장에서 생산한 젖먹이사료 3종을 
이용하여 사료 순치를 위해 일정시기별 일정
비율로 배합하여 급여하였다 (Table 2). 갓난
이 1호(A)는 CP 20.0%, 조지방 6.0%, 조섬유 
5.0%, Ca 0.7%, P 1.0%, 라이신 1.45%, 갓난
이 2호(B)는 CP 19.0%, 조지방 5.5%, 조섬유 
4.0%, Ca 0.8%, P 1.0%, 라이신 1.40%, 젖먹
이사료는(C) CP 19.5%, ME 3,350 kcal/kg인 
사료를 이용하였다.

4. 보온막 설치

보호막 시험돈사는 일반돈사와 달리 보온
등에서 발생하는 열을 자돈에게 효율적으로 
이용하고자 보온등에서 발생되는 열 이용효
율을 높임과 동시에 돈사 측벽 상부에서 피
트배기에 의하여 측벽벽체에서 직하강하는 
30 cm 이내의 바람 즉, 공기의 속도를 줄이
는 목적으로 보온벽체를 수평으로 설치하였
다. 보온벽체는 두께가 9 mm인 합판을 폭 90

cm로 잘라 돈방 85 cm 높이에 설치하여 보
온등의 충분한 보온높이 및 환기홴에 의하여 

유동되는 직하강 바람의 영향을 자돈이 적게 
받도록 하였다. 따라서 보온등에 의해 직하
향하는 열은 자돈을 보호하고 특히, 상부로 
상승하는 열을 차단하게 하였다. 또한 3 mm 

아크릴 비닐을 직사각형 (가로 15 cm, 세로 
75 cm) 형태로 잘라 1 cm 간격으로 보온벽체
에 설치하여 열의 발산을 줄여주고 아늑한 
분위기를 조성하게 하였다 (Fig. 1).

5. 조사항목 및 방법

  1) 발육, 설사 발생빈도 및 돈방온도 조사
체중은 개시, 2주, 종료시를 기준으로 오전 

10~11시에 3번 측정하였고, 사료섭취량은 체
중 측정과 동시에 실시하였으며, 잔량을 평
량하여 조사하였다. 돈방 온도조사는 50 cm 

높이에 처리별로 각 3개씩 설치한 온도계로 
매일 오전 9시에 조사하였다. 설사 발생빈도
는 모든 시험돈을 대상으로 점수화하여 조사
하였다. 설사 발생빈도는 처리별로 한 돈방
을 기준으로 0점 (설사발생 없음)~8점 (8두 모
두 설사)을 부여하였다. 설사 발생조사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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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9시에 육안으로 실시하였고, 조사된 점수
를 누적하여 총점을 부여하고, 이 점수의 평
균으로 설사 발생빈도를 결정하였다.

  2) 혈중 호르몬과 면역성분 농도
보온막 설치가 혈중 Cortisol, IgG 및 IgM 

농도변화를 구명하기 위하여 혈액을 시험 개
시, 종료시를 기준으로 2회 채취하였다. 혈액
채취 2시간 전부터 절식시킨 다음 경정맥으
로부터 오전 10시에서 11시 사이에 혈액을 
채취하였다. 채취한 혈액은 4 에서 20분간 
3,000 rpm으로 혈청을 분리하여 분석시까지 

20 에서 보관하였다. 혈중 Cortisol 농도는 
RIA (Radioimmunoassay) 방법으로 Siemens사
의 kit (Coat-A-count cortisol)를 이용해 분석하
였고, 혈중 IgG 및 IgM 농도는 Nephelometry 

방법으로 Dade Behring사의 kit (Human IgG, 

IgM)를 이용해 분석하였다.

6. 통계분석

시험에서 나온 결과는 SAS package (1998)

의 GLM (General Linear Model) 방법으로 분
석하였다. 처리간의 평균은 Duncan’s multiple 

range test를 이용하여 비교하였다.

결과 및 고찰

1. 증체량 및 사료요구율

시험 개시 후 4주 동안 (체중 5.8~17.4 kg)

의 체중, 일당증체량, 사료섭취량 및 사료요
구율은 Table 3과 같다.

시험 개시 후 2주령의 일당증체량은 대조
구가 371g인데 비해 TRT구는 357g으로 보온
막 처리구가 낮았으나, 통계적 유의차는 없
었다. 2~4주까지의 일당증체량은 TRT구가 
493 g으로 대조구 (421 g) 보다 17% 높았다
(p<0.05). 이것은 TRT구의 돈방내 온도가 대

조구보다 0.8~1.4 높았고, 설사 발생빈도가 
낮았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시험 전 기
간인 개시~4주까지 평균하여 살펴 본 일당증
체량은 대조구가 396g인데 비해 TRT구는 
425 g으로 7% 높았으나 처리간에 통계적 유
의차는 없었다 (p>0.05).

시험 개시 후 2주 동안의 사료섭취량은 대
조구가 539 g 이었으나 TRT구는 566 g으로 
5% 높았고, 2~4주의 사료섭취량은 대조구 
763 g에 비해 TRT구 830 g으로 9% 높았으며
(p<0.05), 시험 전 기간인 개시~4주 동안 평
균하여 본 사료섭취량은 대조구가 651 g인데 
비해 TRT구는 698 g으로 7% 높았으나 통계
적 유의차는 없었다 (p>0.05).

시험 개시 후 2주 동안의 사료요구율은 대
조구 1.65에 비해 TRT구는 1.64로 차이가 없
었고, 2~4주 동안의 사료요구율은 TRT구가 
1.74로 대조구보다 14% 낮았으나 통계적 차
이는 없었다 (p>0.05). 시험 전 기간인 개시 
후 4주 동안의 사료요구율은 대조구 1.74보
다 TRT구가 3% 낮았으나 처리간에 통계적 
차이는 없었다 (p>0.05).

Le Dividich (1980)는 이유자돈 시기동안 이
유개시 온도를 20 와 32 로 각각 다르게 
하여 종료시 20 로 동일하도록 조절하면서 
증체량, 사료섭취량 및 사료요규율을 조사한 
결과, 이유개시부터 종료시까지 32 에서 20 

로 낮춘 처리구가 이유시기동안 20 로 동
일하게 한 처리구보다 유의적으로 모두 개선
된 결과를 보였다고 보고하였다. 이는 이유
개시 초기 온도를 높이 설정하는 것이 중요
함을 시사하며, 본 시험에서도 이유시기 보
온막을 설치함으로서 이유 후 받는 저온 스
트레스를 감소시켜 증체량과 사료섭취량이 
향상된 것으로 사료된다.

2. 설사 발생빈도 및 돈방온도

이유자돈사에 보온막을 설치하여 4주간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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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Effects of installing warm curtain on growth performance in weaning pigs

   Item Control1) TRT2) SEM3)

Body weight, kg

 Initial  5.8  5.9 0.40

 2nd week 11.0 10.9 0.46

 4nd week 16.9 17.8 0.60

Daily gain, g

 Initial to 2nd week 371 357 3.8

 2nd week to 4nd week 421b 493a 2.1

 Initial to 4nd week 396 425 9.5

Feed intake, kg

 Initial to 2nd week 539 566 2.8

 2nd week to 4nd week 763b 830a 33.2

 Initial to 4nd week 651 698 58.0

Feed/gain

 Initial to 2nd week 1.65 1.64 0.021

 2nd week to 4nd week 2.02 1.74 0.112

 Initial to 4nd week 1.74 1.68 0.156

1) Control : non-installing warm curtain            2) TRT : installing warm curtain
3) Standard error of means.
a,b : Means with different superscripts in the same row are significantly different (p<0.05).

험한 설사 발생율 및 돈방 온도 변화를 알아
보기 위하여 매일 조사한 결과는 Table 4와 
같다.

Table 4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개시~2

주까지의 설사 발생빈도는 대조구 10.0에 비
해 TRT구가 3.8로 낮았다 (p<0.05). 이유자돈
은 이유시 어미와 떨어지는 것과 낯선 환경
에 대한 스트레스가 크며, 특히 온도가 민감
하게 작용했기 때문에 TRT구의 설사 발생빈
도가 낮았다고 사료된다. 돈방내 최고온도는 
대조구가 27.3 인 반면 처리구는 28.7 로 
대조구보다 1.4 높았고, 최저온도도 0.8

높았다. 그러나 2~4주까지의 설사 발생빈도
는 오히려 TRT구가 대조구보다 높았는데, 이

것은 처리구 배치를 같은 돈방에 하였는데, 

이유초기 대조구에서 발생한 설사가 TRT구
에 영향을 미쳤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3. 혈청 내 스트레스 관련 지표

이유 시 보온막을 설치하고 4주간 시험한 
결과 개시와 종료시 혈액내 스트레스와 관련
된 지표는 Table 5에서 보는 바와 같다. 혈청 
내 cortisol 농도는 처리구간 유의적 차이를 나
타내지 않았다. 일반적으로 cortisol은 신체적
이나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을 경우 분비되는 
호르몬으로 면역기능 저하 및 각종 질병에 대
한 저항력을 감소시킨다 (Herman 등,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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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Effects of installing warm curtain on blood immunological parameters in weaning 
pigs

   Item Control1) TRT2) SEM3)

IgG, mg/dl

 Initial 230.5 232.3 12.19

 Final 276.9 260.6 10.59

IgM, mg/dl

 Initial  33.4  24.9  2.39

 Final  39.2  36.2  3.33
1) Control : non-installing warm curtain            2) TRT : installing warm curtain
3) Standard error of means.

Table 4. Effects of installing warm curtain on occurrence diarrhea in weaning pigs

   Item Control1) TRT2) SEM3)

Diarrhea occurrence4)

  Initial to 2nd week 10.0a   3.8b 1.23

  2nd week to 4nd week 18.8 23.5 1.87

  Initial to 4nd week 28.8 27.3 2.33

Pen temperature, 

  High temperature 27.3 28.7 0.40

  Low temperature 25.3 26.1 0.65

1) Control : non-installing warm curtain            2) TRT : installing warm curtain
3) Standard error of means.
4) Diarrhea occurrence : 0 (no occurrence) to 8 (diarrhea on all pigs); Data were measured by average total 

diarrhea score.
a,b Means with different superscripts in the same row are significantly different (p<0.05).

Table 5. Effects of installing warm curtain on blood stress hormone concentration in 
weaning pigs

Item Control1) TRT2) SEM3)

Cortisol, /dl

  Initial 6.23 4.95 0.849

  Final 3.99 3.38 0.849

1) Control : non-installing warm curtain  2) TRT : installing warm curtain  3) Standard error of means

종료시 혈청내 cortisol 농도는 유의적인 차이
는 없었지만, 보온막을 설치함에 따라 3.38

/dl로 대조구 (3.99 /이) 보다 15% 감소하

는 경향이었다. 이는 시험기간동안 측정한 
돈방의 최고 최저온도가 대조구에 비해 0.8 

~1.4 높게 유지되어 온도에 대한 스트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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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줄었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4. 혈액 내 면역학적 지표

  보온막 설치가 이유자돈의 혈액 내 면역학
적 지표에 미치는 영향을 Table 6에 나타내
었다. 혈액 내 IgG 및 IgM 농도는 처리구간
에 통계적 차이는 없었다 (p>0.05). 일반적으
로 모유의 IgG는 혈액으로부터 공급된다
(Akers, 2002). 또한 초유의 IgG 함량은 신생
자돈의 성장률과 폐사율에 영향을 준다 (Blecha 

등, 1986; Krakowski 등 1998). 본 시험에서는 
보온막 설치에 따른 처리구간에 통계적 차이
가 없어(p>0.05) 돈방 내 보온막 설치가 혈액
의 면역학적 효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
으로 사료된다.

적    요

  보온막 설치가 이유자돈의 성장, 설사 발
생빈도 및 혈중 호르몬과 면역성분 농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
과 같다.

1. 시험 개시시부터 4주까지의 평균 일당
증체량은 대조구가 396 g인데 비해 TRT구는 
425 g으로 증체 효과는 없었다(p>0.05).

2. 4주간 평균 사료섭취량은 대조구가 651

g 이었고 TRT구는 698 g으로 차이가 없었으
며, 사료요구율은 대조구가 1.74였는데 TRT

구는 1.68로 차이가 없었다 (p>0.05).

3. 이유시부터 2주까지의 설사 발생빈도는 
대조구가 10.0인 반면 TRT구는 3.8로 낮았
으나 (p<0.05), 전 기간에서는 대조구와 TRT 

구가 각각 28.8과 27.3으로 차이가 없었다
(p>0.05).

4. 돈방의 최고온도는 대조구가 27.3 인 
반면 TRT구는 28.7 로 1.4 높았고, 최저
온도도 대조구가 25.3 였는데 TRT구는 26.1 

로 0.8 높았다.

5. 혈중 Cortisol 농도는 대조구와 TRT구가 
개시시 6.23 /dl와 4.95 /dl였고, 종료시에
도 각각 3.99 /dl와 3.38 /dl로 차이가 없었
다 (p>0.05).

이상의 결과로, 이유자돈사의 보온막 설치
가 돈방의 적정온도를 유지하여 이유초기 자
돈의 설사 발생 빈도를 낮추므로 농가활용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보온막 설치 
기간에 대한 추가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
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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