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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aim of this study was to determine the prevalence and infection status of Salmonella species (spp.)
in 25 conventional pig farms by traditional fecal culture and serological methods to develop a
Salmonella control program for Korean pig farms. The individual seroprevalence of Salmonella spp. in
pigs reared in the 25 pig farms was 83.1% in sows and 6.4-32% in different aged pig groups, with
the total seroprevalence 28.4% (141/848). The seroprevalence of the tested pigs increased in accord-
ance with the decrease in maternal antibody and the rearing period on these farms. Of note, all the
25 pig farms contained at least two or more anti-Salmonella antibody-positive sows. In the fecal cul-
tures Salmonella spp. were isolated only in three (12.0%, 3/25) of 16 serologically Salmonella-suspected
farms (64.0%, 16/25), showing the limitation of the fecal culture method and the need for serum as-
says to understand the exact status of Salmonella infection in swine herds, which likely contain sub-
clinically infected pigs or carriers. The results highlight the need to establish a supply system of
Salmonella-free gilts for the promotion of a national Salmonella control program on swine farms in
Korea. Further studies will be needed to develop an effective monitoring system for the im-
plementation of a national Salmonella control pr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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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돼지의 살모넬라 감염증은 돼지에 대한 직접적인 질병 피해

는 물론 돼지에 감염되는 다양한 혈청형의 살모넬라균이 돈육

가공품을 오염시켜 사람의 식중독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공중보건학적으로도 매우 중요하다[21]. 따라서 여러 국가에

서는 국가 차원의 살모넬라 통제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으

며, 양돈장에 대한 사전검사를 통하여 양돈장의 살모넬라 오

염도에 따라 도축 및 가공과정을 달리하는 정책을 도입하여

양돈장 및 돈육의 살모넬라 오염도를 크게 감소시킨 바 있다

[8, 9].

돼지는 주로 분변-경구경로를 통하여 살모넬라균에 감염되

며, 감염된 돼지는 편도, 장관 및 장관의 림프조직에 균을 잠복

되며, 평상시에는 균이 배설되지 않으나 스트레스가 가해질

경우 균을 재배설하기 때문에 보균돈은 다른 동물이나 사람에

게 영구적인 감염원으로 작용하게 된다[21]. 특히 도축을 위하

여 도축장으로 수송하는 과정이나 계류장에 계류하는 동안의

스트레스에 의해 잠복감염되어 있던 돼지가 균을 분변으로

재배설하게 되고, 이러한 분변에 오염된 도체가 도축과정 중

에 포함될 경우 해당 도체는 물론 이후의 모든 도체에 살모넬

라균을 오염시킬 수 있다[3, 21, 25]. 살모넬라균 잠복감염 돼지

로 인한 도축장 및 도체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도축

전 양돈장에서의 살모넬라 통제가 우선되어야 하며, 이를 위

해서는 농장 차원에서 살아있는 동물집단에서 살모넬라 감염

상태를 정확하게 평가하는 진단법의 적용이 필수적이다[1, 2,

3, 7].

우리나라에서도 돼지의 살모넬라감염증 진단에 관한 많은

연구가 있어 왔으며, 도축장이나 양돈장에서 채취한 시료를

대상으로 한 살모넬라균 분리 동정[22, 23], 분리균의 특성 및

항생제 내성 분석 조사[12, 14, 16], 예방약 개발[13] 등에 대한

보고는 많이 있어 왔다. 그러나 국가 차원의 살모넬라 제어를

위한 농장 차원의 실질적인 살모넬라 감염양상 분석에 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진 바가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살모

넬라 감염 여부를 사전에 알지 못하는 25개 일반 양돈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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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으로 혈청학적 및 세균학적 조사를 통하여 우리나라 양돈

장의 실질적인 농장단위 살모넬라 유병율과 감염양상을 조사

하여 향후 국가 살모넬라 제어 프로그램 구축을 위한 기초자

료로 활용하고자 하였다.

재료 및 방법

조사 대상 양돈장

부산광역시 및 영남지방 17개 시, 군, 구에 위치한 부경양돈

농협 회원 양돈장 25개소를 조사대상 양돈장으로 선정하였으

며, 본 조사 이전에 조사대상 양돈장에 대한 살모넬라 감염상

황은 조사된 바가 없었다. 25개 양돈장 중 24개 양돈장은 번식-

비육과정이 동일 농장에서 이루어지는 일관사육농장이었고,

1개 양돈장은 번식 및 비육과정이 분리되어 2-site로 운영되는

농장이었다. 조사 대상 농장의 평균 사육두수는 상시 모돈 수

80-1,350두 규모이며, 평균 사육 모돈 수는 290두로 조사되었다.

공시 재료

살모넬라 항체검사용 시료는 각 양돈장별로 모돈 6두, 포유

자돈 8두 및 돼지 연령별로 40일, 70일, 100일 및 130일령 각

5두씩 총 34두를 대상으로 무작위로 채혈한 다음, 혈청을 분리

하여 시험에 공시하였다. 세균 분리용 시료는 각 양돈장별로

모돈구간 및 각 자돈구간(40, 70, 100 및 130일령)을 대상으로

돈방 단위로 각 1-2 g씩 분변시료 6점을 채취하여 공시하되

연변 또는 설사분변을 위주로 채취하였다.

혈청학적 검사

IDEXX (Hoofddrop, Netherland)사에서 시판하는 돼지 살

모넬라 항체검사(enzyme immunoassay) 키트를 이용하여 검

사하였다. 이 키트는 동물에서 문제되는 살모넬라 혈청형 B.

C1 및 D 그룹의 특이성이 인정되는 Lipopolysaccharides

(LPS) 항원을 사용한 것으로 제조사의 추천방법에 따라 검사

를 실시한 다음, sample to positive (S/P) ratio를 산출하여

0.5 이상인 경우 양성으로 판정하였다.

세균 분리 및 혈청형 동정

채취된 시료 각각에 대하여 Buffered peptone water (Difco,

Detroit, MI, USA) 10 ml를 첨가한 후 혼합한 다음 37℃에서

18∼24시간 배양하였다. 각각의 배양액 중 0.1 ml씩을 취하여

Rappaport-Vassiliadis R10 broth (Difco, Detroit, MI, USA)

10 ml에 가하여 42℃에서 24∼48시간 배양한 다음 XLD agar

(Difco, Detroit, MI, USA), MacConkey agar (MAC, Difco,

Detroit, MI, USA) 및 Rambach agar (Merck, Darmstadt,

Deutschland, Germany)에 각각 도말하여 37℃에서 18∼24시

간 배양하였다. 이들 배지에서 Salmonella 속 균으로 의심되는

2~3개의 집락을 선택하여 MAC에 도말하여 37℃에서 18∼24

시간 배양한 후 MUCAP test reagent (Biolife, Milan, Italy)를

한 방울 떨어뜨리고 3∼5분 정도 방치한 후 암실에서 366 nm

의 Longwave UV lamp (UVP, Upland, CA, USA)로 조사하여

청색 형광을 발현하는 집락을 Salmonella 속 균으로 추정하였

으며, 이들 균에 대하여 VITEK system (BioMe´rieux, Boston,

MA, USA)을 이용하여 Salmonella 속 균을 동정하였다. 혈청학

적 동정 시험은 시판 균체항원(somatic, O antigen) 및 편모항

원(flagellar, H antigen)에 대한 항혈청(Difco, Detroit, MI,

USA)을 이용하여 판매사의 추천방법[5]에 준하여 실시하였다.

혈청학적 양성율 및 양돈장 감염유형 분석

항체검사 결과에 따라 모돈 및 돼지 연령별로 항체양성율을

산출하였으며, 양돈장별 감염시기를 고려한 감염유형 분석은

농장별로 20, 40, 70, 100 및 130일령의 돼지 항체 양성율을

조사하여 그래프를 작성한 다음, 20일령(모체이행항체 보유기

간) 구간을 제외한 이후 일령군에 항체 양성율의 상승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단계를 감염 추정시기로 판정하여, 이유기, 육성

초기, 육성후기 및 비육기 감염유형으로 분석하였다. 반면에

그래프 상에서 모돈군을 제외한 전 사육단계에 걸쳐 항체 양

성율의 상승이 인정되지 않고, 하강 추세를 보이거나 음성을

유지하는 경우는 비감염 농장으로 판단하였다.

결 과

혈청학적 유병율

25개 양돈장 총 848두에 대한 살모넬라 항체검사 결과, 총

241두(28.4%)가 살모넬라 항체를 보유하고 있었으며, 모돈군

의 경우 83.1.0%(123/148)의 높은 양성율을 나타내었다. 연령

대별 자돈군에 있어서는 포유자돈(20일령)에서 19.5%의 항체

양성율을 보인 다음, 이유자돈(40일령) 및 육성 초기 자돈(70

일령)은 공히 6.4%로 낮은 항체 양성율을 나타내었고, 육성

후기 자돈(100일령) 18.4% 및 비육돈(130일령) 32%로 연령이

증가하면서 항체 양성율이 상승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Table 1).

사육구간별 농장 유병율

농장 유병율을 조사하기 위하여 모돈 및 자돈 연령균별로

항체 양성돈 보유 현황을 분석한 결과(Table 2), 모돈군은 모든

농장이 항체 양성돈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포유자돈군(20일

령), 이유자돈군(40일령) 및 육성 초기 돈군(70일령)은 각각

52%(13/25), 20%(5/25) 및 16%(4/25)로 낮아지다가 육성 후

기돈군 36%(9/25) 및 비육돈군 60%(15/25)로 다시 상승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감염유형 분석

양돈장별 감염유형을 분석하기 위하여 농장별 돼지 일령별

살모넬라 항체양성율 추이를 도식화하여 분석한 결과, Fig.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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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Sero-prevalance of Salmonella spp. in pigs from 25 swine farms by ELISA

Sample* Sow group
Pig group by age (day)

Total
20 40 70 100 130

No. of Tested pigs

No. of Sero-positive pigs

Sero-prevalence (%)

148

123

83.1

200

39

19.5

125

8

6.4

125

8

6.4

125

23

18.4

125

40

32.0

848

241

28.4

*Five, 8 and 5 serum samples were collected from sow group, except a farm where 4 samples were collected from the sow group,

20 days old pig group and 40-130 days old pig groups in each farm, respectively.

Table 2. Infection status of Salmonella spp. in sows and different aged pig groups of 25 swine farms based on existence of a sero-positive

pigs in each groups of the farm

Sample Sow group
Pig group by age (day)

20 40 70 100 130

No. of farm infected/tested

(%)

25/25

(100.0)

13/25

(52.0)

5/25

(20.0)

4/25

(16.0)

9/25

(36.0)

15/25

(60.0)

       A                                              B

0 

20 

40 

60 

80 

100 

Sow 20d 40d 70d 100d 130d

%

0 

20 

40 

60 

80 

100 

Sow 20d 40d 70d 100d 130d

%

       C                                              D

0 

20 

40 

60 

80 

100 

Sow 20d 40d 70d 100d 130d

%

0 

20 

40 

60 

80 

100 

Sow 20d 40d 70d 100d 130d

%

Fig. 1. Different patterns of Salmonella infection recognized by the serological prevalence of sows and pigs of different age groups

in the tested farms. Pattern A, B, C and D correspond to non-infected, infected with Salmonella at early growing, late growing

and finishing period, respectively.

Table 3. Salmonella infection patterns in 25 commercial farms by serological analysis

Pattern Non-infected
Infected period of suspected farm

Total
Subtotal Weaner Early grower Late grower Finisher

No. of farm

(%)

9

(36.0)

16

(64.0)
-

3

(12.0)

4

(16.0)

9

(36.0)

25

(100.0)

과 같이 비감염 유형과, 이유기, 육성초기, 육성 후기 및 비육

기 항체 양전 유형으로 분석되었다. 비감염 유형은 모돈군의

항체양성 개체 유무와 상관없이 자돈군에서는 항체양성 개체

가 출현하지 않아 살모넬라균에 노출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

었으며(Fig. 1A), 육성전기, 육성 후기 및 비육기 항체 양전

유형은 70일, 100일령 및 130일령에서 항체양성율이 상승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Fig. 1B, 1C, 1D). 도식화된 농장별 항체

양전 유형에 근거하여 25개 양돈장의 살모넬라 감염유형을

분석한 결과(Table 3), 육성초기, 육성후기 및 비육기 감염유형

의 농장은 각각 3개, 4개 및 9개 양돈장으로 분석되었다.

세균 분리동정

25개 양돈장에서 무작위한 채취한 돈사별 분변시료에 대한

살모넬라 분리동정 결과, 총 3개 양돈장, 4개 돈방에서 4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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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Three farms where Salmonella spp. were isolated in pig fecal samples and its serological infection patterns

Farms
Serologic

patterns

Salmonella-isolated age group
Serotype of isolate

Weaner Early grower Late grower Finisher

OC farm

JE farm

HB farm

early grower

finisher

early grower

+

-

-

-

-

-

-

-

+
1)

-

+

+
2)

S. Typhimurium

S. Typhimurium
1)S. Typhimurium,

2)
Non-typable

의 살모넬라균이 분리되었으며, 3주는 Salmonella (S.) Typhi-

murium으로 동정되었고, 1주는 혈청형이 동정되지 않았다

(Table 4). 살모넬라균이 분리된 3개 양돈장의 분리구간과 혈

청학적 감염유형을 비교한 결과, 1개 양돈장(JE farm)은 혈청

양전 구간과 세균 분리동정 구간이 일치하였으나 나머지 2개

양돈장은 일치하지 않았다(Table 4).

고 찰

돈육의 살모넬라 오염도를 낮추기 위한 선진국의 살모넬라

제어프로그램의 핵심은 살모넬라 감염축이 도축장의 도축과

정에서 살모넬라 오염을 유발하지 않도록 양돈장의 살모넬라

오염상황을 사전 평가하여 오염도별로 양돈장 출하돈의 도축

과정을 차별화하는 전략에 있다[1, 8, 9]. 이러한 차별화 전략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해당 양돈장의 살모넬라 오염상황을

정확하게 진단하는 것이다. 유럽각국의 살모넬라 제어 프로그

램에 있어 양돈장 살모넬라 진단은 스웨덴, 핀란드 및 노르웨

이인 경우는 세균학적인 진단법을 적용해왔고, 덴마크와 네덜

란드인 경우는 혈청학적인 방법을 적용해왔다[6, 9, 19]. 그러

나 이들 세균학적 또는 혈청학적 진단법을 개별적으로 적용할

경우에는 농장의 정확한 살모넬라 감염상황을 파악하기가 곤

란하며, 상호보완적인 진단 전략의 수립이 필요하다[7]. 분변

시료로부터 원인균을 분리동정하는 세균학적인 방법은 돈군

의 살모넬라 감염상황을 파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분리된

살모넬라균의 혈청형 동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살모넬라 표준

진단법으로서 인정 받고 있다[4, 21] 그러나 분변 배양법은 진

단의 특이도는 높은 반면에 분변으로 세균을 배설하지 않거나

간헐적으로 배설하는 잠복감염 동물을 진단할 수 없기 때문에

진단의 민감도 면에서 한계가 있다[2, 4, 6, 11]. 반면에 혈청학

적인 진단법은 신속하게 다량의 시료를 진단할 수 있으며, 진

단 경비가 비교적 적게 든다는 장점이 있으나 항체의 존재는

현재의 감염상태를 반영하기보다는 이전에 살모넬라균에 노

출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현재의 미생물학적 위험성을 파

악하는 데는 세균배양법에 비해 불확실한 단점이 있다[11, 20].

그럼에도 불구하고 덴마크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많은 연구결

과들은 혈청학적인 검사법이 돈군의 살모넬라 감염상황을 평

가하는데 매우 유용하다고 평가하고 있다[1, 19, 24]. 따라서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양돈장의 살모넬라 통제프로그램을 적

용한다면 두 가지 진단법을 동시에 적용하여 서로의 장점을

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 25개 양돈장의 모돈과 사육단계별 돼지 혈청

총 848두에 대한 항체검사 결과, 항체 보유율은 28.4%로 나타

났다(Table 1). 이를 사육단계별로 분석해보면 모돈의 항체양

성율이 83.1%로 가장 높았으며, 20일령 19.5% 및 40 및 70일령

6.4%, 100일령 18.4% 및 비육돈 32%로 포유기(20일령)의 모체

이행항체가 소실된 이후 농장에서의 사육기간이 길어질수록

살모넬라에 노출되는 빈도가 높음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에

서 사용한 항체진단법은 살모넬라균의 LPS에 대한 항체를 검

출하는 방법으로 LPS에 대한 항체반응은 돼지가 감염된 후

22일 째에 최대치를 나타내며, 감염 18주 후에 부검하였을 때

내부장기에서 균이 분리되는 개체는 모두 지속적인 항체반응

을 나타내고 있어 LPS 항원을 이용한 항체검사법이 지속감염

돼지를 검출하는데 유용하다고 보고한 바 있다[17, 18]. Table

2에서 보듯이 조사대상 25개 양돈장의 모돈군은 최소한 1두

이상의 항체 양성모돈을 보유하고 있어 모든 양돈장이 살모넬

라 보균 모돈에 의한 살모넬라균 오염에 노출되어 있으며, 향

후 우리나라 살모넬라 방역에 있어 모돈의 공급처인 종돈장의

살모넬라 통제가 가장 시급한 문제가 될 것으로 사료된다. 모

돈군의 경우 해당 양돈장에 도입되기 이전에 이미 살모넬라균

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나 해당 양돈장에서 태어나 일련

의 사육단계를 다 거친 130일령 비육돈군의 경우는 해당 양돈

장에서 살모넬라균에 노출된 것이므로 항체 양성 비육돈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은 조사 당시의 임상증상 발현 여부와 상

관없이 해당농장이 살모넬라균에 오염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

한다. 25개 양돈장에서 항체 양성 비육돈을 보유하고 있는 농

장은 15개 농장으로 60%의 농장 유병율을 나타내었다(Table

2). 우리나라 양돈장의 살모넬라 유병율에 대하여 여러 연구자

가 보고한 바 있지만 대부분 도축돈에 대한 균 분리동정에

의한 조사결과[12]이거나, 진단기관에 의뢰된 개체단위 시료

에 대한 혈청학적 검사결과[15]이기 때문에 일반 양돈장의 살

아있는 돼지를 대상으로 한 농장단위 유병율은 조사된 바가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조사한 유병율은 우리나라의 실질

적인 양돈장 상황을 정확하게 반영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고

본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소수의 양돈장만을 대상으로 하

였기 때문에 전국 양돈장의 유병율을 추정하기는 곤란하며,

추후 국가방역사업으로 확대하여 전국적인 상황을 파악할 필

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농장단위의 감염양상을 분석한 결과(Table 2, Fig. 1), 돈군



Journal of Life Science 2013, Vol. 23. No. 10 1271

의 항체 양성율 상승 시기에 따라 육성초기, 육성후기 및 비육

기 항체 양전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었으며, 25개 양돈장 중

9개 양돈장을 제외한 16개 양돈장(64.0%)이 항체 양전을 나타

내어 다양한 시기에 살모넬라 감염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 결과는 Table 2에서 분석한 항체양성 비육돈

보유 비율(60.0%)과 유사하게 나타나 향후 이러한 혈청학적

양상 분석에 의한 양돈장 살모넬라 감염 유형 분석기법이 양

돈장의 살모넬라 감영양상 및 방역대책 수립에 요긴하게 활용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조사대상 양돈장에 대하여 사육단계별 연령군이 수용된 돈

방에서 채취한 분변시료를 대상으로 살모넬라균 분리동정을

실시한 결과 3개 양돈장에서 살모넬라균이 분리되었으며, 3개

분리주는 모두 S. Typhimurium으로 동정되었으나 1개 분리

주는 균형이 동정되지 않았다(Table 4). 혈청학적으로 감염유

형으로 분류된 양돈장은 16개였으나 그 중 3개 양돈장(12.0%)

에서만 살모넬라균이 분리되어 분리율은 비교적 낮은 것으로

평가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는 Nielsen 등[18]이 실

시한 인공감염 시험 결과에서 S. Typhimurium에 감염된 돼지

가 감염 첫 주에 분변으로 세균이 배설되어 통상적인 분변

배양법으로 검출되었지만, 감염 7주 후부터는 세균 배설이 급

격하게 감소되어 감염된 돼지의 10% 이하에서만 균이 검출되

었다고 보고한 내용과 비교해 볼 때 결코 낮은 비율은 아니라

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러한 결과를 고려할 때 양돈장의 살모

넬라 감염수준과 양상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임상감염축을 진

단할 수 있는 세균 분리동정법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돈군

내의 준임상감염 또는 잠복감염 돼지를 진단할 수 있는 혈청

학적 검사를 병행해야만 한다는 사실을 시사해 준다.

한편, 살모넬라 인공감염 시험에서 감염돼지에서 LPS에 대

한 항체반응은 감염 22일 째에 최대치를 나타내며, 항체양성

개체의 수는 30-37일경에 92%로 최고치에 달한다는 보고[18]

를 고려할 때 혈청학적 검사를 통한 돈군단위의 감염시기는

항체 양전이 일어나는 시기보다 3-5주 앞서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그러나 Table 4에 나타난 바와 같이 살모넬라 균의

분리시기와 항체 양전시기가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나 살모넬라 항체검사는 개별 동물의 감염 여부를 판정하

는 것보다는 돈군의 감염 여부를 스크리닝하는 데 유용한 방

법으로 생각된다[18, 24]. 이상 25개 양돈장을 대상으로 살모넬

라 감염양상을 파악하기 위하여 혈청학적 검사 및 세균분리

동정법을 병행한 결과, 혈청학적 검사는 세균이 분리되지 않

는 준임상감염 농장의 살모넬라 감염 여부 및 유형을 파악할

수 있고, 세균 분리동정법으로는 해당농장의 살모넬라 균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해주기 때문에 향후 우리나라의

양돈장 살모넬라 통제 프로그램을 구축하는데 있어 두 가지

방법을 병행하는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며, 이러한 농장단위 모

니터링 기법에 대한 추가적인 현장연구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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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국내 25개 양돈장의 살모넬라 유병율 및 감염유형

박최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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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현

3
․조재근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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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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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박준철

2
․김기석

1
*

(
1
경북대학교 수의과대학,

2
국립축산과학원,

3
경상북도가축위생연구소,

4
부경양돈농협,

5
대구광역시보건환경연구원)

본 연구에서는 25개 양돈장의 사육돼지를 대상으로 혈청학적 및 미생물학적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살모넬라의

유병율과 감염 양상을 분석함으로써 향후 한국 양돈장의 살모넬라 제어 프로그램 구축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하였다. 25개 양돈장의 모돈과 사육단계별 돼지 혈청 총 848두에 대한 항체검사 결과, 전체 항체 보유율은 28.4%

로 나타났으며, 사육단계별로는 모돈의 항체양성율이 83.1%로 가장 높았고, 20일령 이후 모체이행항체가 소실되

고, 농장에서의 사육기간이 길어질수록 살모넬라에 노출되는 빈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 25개

양돈장의 모돈군은 최소한 1두 이상의 항체 양성모돈을 보유하고 있어 향후 우리나라 살모넬라 방역에 있어 종돈

장의 살모넬라 감염 통제 및 음성 후보돈 공급체계 확립이 가장 시급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25개 양돈장에서 채취

한 사육단계별 돼지 분변에 대한 세균 분리 동정 결과, 혈청학적으로 감염유형인 16개 양돈장 중 3개 양돈장

(12.0%)에서 살모넬라 균이 분리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양돈장 사육 돼지집단에 대한 살모넬라 감염상황을 정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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