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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크포인트

다산성 모돈의 관리 【5】

임신사의 모돈관리
- 임신기간과 분만 전환기의 모돈사료 급여
교배 후 7일까지의 기간에는 하루 2kg 수준으로 사료 급여량을 줄여 준다.
교배 후 7~35일까지의 기간은 분만 후 체형을 회복하는 시기로
마른 모돈, 정상 모돈, 과비 모돈으로 분류하여 각각 다른 양의 사료를 급여한다.
65~85일은 모돈의 유방이 발달하는 시기로 살이 찌지 않게 관리해야 한다.
85일~분만까지의 기간은 태아의 성장이 급속히 빨라져 모돈의 영양 요구량이 증가한다.
분만 전환기 사료는 분만 1주 전부터 분만 1주 후까지의 사료를 말하며,
자돈의 생시체중과 활력의 증가, MMA증후군 예방 등의 장점이 있다.

지난

3월에 제작된 한국베링거인겔하임동물약품(주)
‘양돈 아카데미-다산성 모돈의 관리편’은 총

4회에 걸쳐 송출되었다. 당시 저녁 8시 라이브 방송에 동시
접속자 수가 600명이 넘을 정도로 많은 관심을 보였다. 다
산성 모돈을 도입해 활용하는 농가들이 많은 시행착오를 거
쳤을 것이라 생각되고, 관리 방법에 있어 실제 현장에서와

강 기 종 수의사
한국베링거인겔하임동물약품(주)

다른 점은 없는지 확인해 보고자 했을 것이다.
본인이 준비한 ‘임신사에서의 다산성 모돈 사양관리’를
2회에 걸쳐 정리해 보고 있다. 지난 호에서는 양돈장 생산
의 첫 시작이라 할 수 있는 교배과정을 살펴보았다. 교배를
실시함에 있어 웅돈 활용의 중요성과 그 이유를 설명하였
고, 심부주입의 활용 포인트를 짚어 보았다. 이번에는 교배
의 다음 과정인 임신사에서의 사료 급여, 분만사 포유돈 사
료로 전환하기 전 사료관리 등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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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신기간 중 모돈사료 급여
임신기간 중 사료의 급여와 사료의 종류는 다양한 생산지표(분만율, 산자수, 자돈
이유체중, 모돈의 건강)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① 이유 후 발정주기에 접어들기까지 모돈이 먹을 수 있는 만큼 충분한 사료를 급
여해야 배란율을 높이고 배아의 생존을 높일 수 있다.
② 발정동기화를 시킨 후보돈의 경우 교배 2주 전부터 강정사양이 필요하다.
③ 이 기간 중 여포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덱스트로스(Dextrose)와 같은 에너지
원을 탑드레싱하는 것을 추천한다.
④ 교배 후 7일까지의 기간에는 하루 2kg 수준으로 사료 급여량을 줄여 준다.
⑤ 교배 후 7~35일까지의 기간은 분만 후 체형을 회복하는 시기이다. 마른 모
돈, 정상 모돈, 과비 모돈으로 분류하여 각각 다른 양의 사료를 급여한다. 그리고
이 기간 중 이동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가해지면 태아가 재흡수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⑥ 35~85일까지 마른 모돈에는 더 많은 사료를 급여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사
료량을 줄인다. 특히 65~85일은
모돈의 유방이 완전하게 발달하는
시기이기에 살이 찌지 않게 관리하
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 기
간 중 모돈이 살이 찌면 유즙 분비
세포가 충분히 채워지지 않아 자돈
에 유즙 공급이 부족해질 수 있다.
⑦ 85일~분만까지의 기간은 태
아의 성장이 급속히 빨라져 모돈
의 영양 요구량이 증가하는 시기이
다(예를 들면 임신 90일 태아의 무
게 600g, 임신 115일 태아의 무게
1.5kg).
⑧ 최근에는 이 기간 중 사료
를 급여하는 방식에 있어 2 가
▲ 임신 85일 이후 태아의 급속한 성장에 따라
모돈의 영양 요구량이 증가한다.

지 다른 패턴이 있다. 첫 번째는
0.5~1.5kg 사료 급여량을 증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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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임신기간 중 사료 급여량 패턴 1 : 마른 모돈, 정상 모돈, 과비 모돈으로 분류해 사료량에 변화를 준다.

(그림 2) 임신기간 중 사료 급여량 패턴 2 : 임신 85일 이후 사료량을 증량하지 않는 것이 차이점이다.

는 방법, 두 번째는 증량을 하지 않는 방법이다(그림 1, 2).
⑨ 다산성 모돈의 분만시간을 단축하고, 포유 중 사료량을 더 증량하기 위해 임
신 85일 이후 사료 급여량을 증량하지 않은 것이 더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하니 종
돈을 공급하는 회사와 상의해 보는 것이 좋을 듯하다.

2. 분만 전환기 사료의 급여
① 모돈의 유선 발육은 임신 후반기와 포유 첫날 광범위하게 일어난다.
② 그리고 새로운 유선조직이 매 임신기간 동안 발생한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유선 발육기와 임신말기 동안 사료와 영양의 공급은 매우 중요하다.
③ 분만 전환기 사료는 분만 1주 전부터 분만 1주 후까지의 사료를 말하며, 모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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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자돈에 여러 이점이 있다.
물론 이후 포유돈 사료로 다
시 변환해야 하는 불편함이
발생한다.
④ 이 기간 중 분만 전환기
사료를 급여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다.
- 자돈의 생시체중과 활력
(그림 3) 마지막으로 사료를 먹은 시간~분만 시작

의 증가
- MMA증후군【Mastitis(유방염),
Metritis(자궁염), Agalactia(무유
증)】과 같은 대사 장애의 예방
- 사산과 난산의 감소
- 초유의 질과 양이 좋아짐
- 유즙 생산이 증가
- 이로 인한 이유 전 폐사의 감소
⑤ 모돈이 분만을 하는 동안 에너
지가 고갈되면 분만이 지연되고 사산

(그림 4) 마지막으로 사료 먹은 시간~분만 종료

돈이 늘어날 수 있다.
⑥ 분만하기 2~3시간 전 모돈이

먹는 마지막 사료가 분만시간을 상당한 정도로 단축한다는 연구도 있다.
◇…◇…◇…◇
모돈의 교배 후 임신시기, 이 기간 중 모돈의 건강과 태어날 자돈의 건강을 위해 사
료 급여는 매우 중요하다. 농장에서 이미 적용 중인 방법도 있을 것이고, 더 좋은 생산
성적을 위해 고민해 봐야 하는 부분도 분명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정리해 본 다산성
모돈 사양관리 전문가인 스페인 루이스 교수의 견해도 농장의 여건에 맞게 반영해 본
다면 생산 성적개선
에 많은 도움이 되리

문의사항

라 판단된다.

상기 원고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글쓴이 메일로 문의바랍니다.
글쓴이 e-mail : gijong.kang@boehringer-ingelhe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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