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축산시설환경 : 21(3) 77~82, 2015                                        ISSN 1226-0274
      J. Anim Environ Sci 21(3) 77~82, 2015
      http://dx.doi.org/10.11109/JAES.2015.21.3.77

－ －77

*Corresponding author : Jun-Yeob Lee, National Institute of Animal Science, RDA, Jeonju, 55365, Korea. 
                    Tel : +82-63-238-7408, Fax : +82-63-238-7447, E-mail : andrewlee@korea.kr 
2015년 6월 19일 투고, 2015년 7월 22일 심사완료, 2015년 7월 23일 게재확정

완충공간의 설치가 이유자돈사 온 ․습도변화 및 자돈 폐사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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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midity of Pig House and Mortality of Weaned Pig

Jun-Yeob Lee*, Dong-Hyun Lee, Saem-Ee Woo, Hee-Cheol Choi
Animal Environment Division, National Institute of Animal Science, RDA, 1500, 

Kongjwipatjwi-ro, Iseo-myeon, Wanju-gun, Jeollabuk-do, 55365, Republic of Korea

ABSTRACT

This survey was conducted to collect basic data about the effect of buffering zone installation 
in weaned pig house. Buffering zone was installed either inside or outside of pig house to 
compare changes of temperature, humidity and air velocity of pig room. The body weight and 
mortality of weaned pigs in house with buffering zone was also measured. There was no 
difference in temperature, humidity and air velocity between inside and outside buffering zone. 
Mortality of weaned pig in house with buffering zone was drastically decreased compare to pigs 
in house without buffering zone that could be useful to maintain constant temperature and 
decrease mortality. 
(Key words : Weaned pig, Buffering zone, Mortality)

서    론

양돈업은 다른 축종들에 비해 사육단계별

로 서로 다른 사육방식과 시설들을 요구하고 

있어 모든 시설의 현대화가 어려운 실정이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육규모의 확대는 

생산성 향상과 관리노동력 절감을 위해 사육

환경의 개선을 요구하고 있으며 특히 사양관

리를 위한 시설의 현대화를 요구하고 있다. 
과거 양돈산업에서 돼지 생산성을 높이기 위

한 관심이나 연구는 주로 육종, 사양관리, 사

료내 영양소 관리가 대부분 이었다. 하지만 

최근에는 이러한 노력 외에 돼지의 사육시설

이나 환경의 개선을 통하여 가축의 생산성을 

증대시키기 위한 노력들이 진행 중에 있다. 
특히 자돈의 육성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돈사

의 온도변화를 최소화하여 폐사율을 낮춤으로

써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자돈사의 환기방

식 이나 단열 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

으며 (Song et al., 2002; Yoo et al., 2002).
우리나라 양돈에서 자돈의 폐사율이 높은 

원인들 중 하나가 급격한 온도 변화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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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흡기 질환 발생, 설사 및 유해가스 농도증

가와 같은 열악한 사육환경이다. Yoo et al. 
(2002)는 환기방식이 다른 분만자돈사에서 

여름철 온도, 공기속도 및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한 결과 측벽 덕트입기와 측벽배기 방식

을 사용할 경우 온도가 낮은 경향을 보였으

며 공기 흐름도 빨라 암모니아 농도가 다른 

환기방식에서보다 낮았다고 보고하였다. 미

국 중서부 지역의 돈사시설 표준 가이드인 

MWPS (1988)에서는 이유일령이 늘어남에 따

라 점진적으로 돈사 온도를 낮추어야 하며 

25℃를 유지하여야 한다고 하였으며 이에 따

른 돈사의 단열 등을 제시하였다. 우리나라

의 경우 Lee et al. (2014)은 이유자돈 농가중

에서 64%의 농가에서 외부 공기에 의한 자

돈사내 온도 변화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완충

공간과 같은 완충공간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

로 보고하였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까

지 이유자돈을 위한 적정 환기방식 및 그에 

따른 관리 매뉴얼 등이 부재하여 농가마다 서

로 다른 환기방식을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유자돈이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균일한 온도유지가 중요하며 더불어 낮은 유

해가스의 농도의 유지도 중요하다 (Lee et al., 
2005a, b) 개방형 돈사가 아닌 무창형 돈사의 

경우 이유자돈에 대한 최적의 환기시스템 제

공은 매우 중요하다. 뿐만 아니라 완충공간

의 유무가 지역에 따라 활용도가 달라진다. 
따라서 본 연구는 돈사내 온․습도 변화 최

소화를 위한 완충공간의 설치가 환절기 돈사 

내부의 온도 변화 및 이유자돈의 폐사율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고자 실시되었다.

재료 및 방법

1. 완충공간 설치

본 연구에 활용된 농가는 완충공간이 없는 

무창돈사 1개소와 윈치커튼식 개방형돈사 1
개소를 선정하여 동일한 환기방식을 적용하

였다. 본 연구에 적용된 환기방식은 현재 농

가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측벽 상부 덕트

입기와 측벽배기 방식으로 하였다. 윈치커튼

식 개방형 돈사는 완충공간을 설치함과 동시

에 윈치커튼을 제거하고 판넬을 이용한 측벽

을 설치하여 무창돈사화 하였으며 축사 내부

의 한쪽 벽면에 완충공간을 설치하였다. 무

창돈사에서는 축사 외부 처마를 따라 완충공

간을 설치하였다. 
본 연구에 적용된 완충공간은 각각 돈사의 

폭의 10% 이상이 되도록 하였다. 또한 높이

는 최소 2m 이상으로 측벽 입기구를 덮을 

수 있는 높이로 하였다. 이 밖에  두 농가의 

단열 및 배기팬 크기 및 기타 축사시설 조건

은 Table 1에 나열하였다. 

2. 자돈관리

이유자돈은 25일에서 26일령에 이유한 자

돈들중 체중이 균일한 자돈을 선발하여 시험

에 사용하였다. 사양관리는 농가의 관행적 

사양관리방법에 따라 사육하였으며 사료와 

물은 무제한 섭취하도록 하였다. 

3. 주요조사 항목

(1) 온 ․습도

이유자돈사의 온도 및 습도는 실시간 데이

터 로거 (MicroLog EC650, Fourier Systems 
Co., Israel)를 이용하여 측정하였으며 측정조

건은 1시간 단위로 측정하도록 하였다. 측정

을 완료한 다음에는 컴퓨터로 다운로드하여 

분석 프로그램으로 데이터를 분석하였다.
 

(2) 공기유속 측정

이유자사내 공기속도는 포터블 공기속도 

측정기 (9545A, TSI instrument, USA)를 이용

하여 측정하였다. 측정위치는 돈사 길이방향

으로 3지점 (자돈방의 입구, 돈방 중간부분 

및 배기팬 앞 1 m), 돈사 폭방향으로 3지점 

(돈사 좌, 중간, 돈사 우) 및 돈사 높이방향

으로 3지점 (돈사 바닥에서 50 cm 지점 (자돈

의 호흡위치), 천장과 중간지점 및 입기덕트 

아래 부분)을 조합하여 27지점에서 공기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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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Specifications of buffering zone installed in two farms

    Items Buffering zone installation
Farm 1 Farm 2

Housing Windowless Windowless
Buffering zone Inside Ouside
Zone width 1m 1m
Piglet room size 4m×9m 5.5m×10m
Inlet duct dia. (mm)
& hole size (mm) 30, 50 300, 50

Exhaust fan size (mm) 650 50 + 300

Insulation thickness
Outside wall (panel 100mm)

Inside wall (panel 50mm)
Roof (Urethane 50mm+pane l100mm)

Outside wall (panel 100mm)
Inside wall (panel 75mm)

Roof (panel 100mm)

를 측정하였다. 공기속도는 측정기의 감응부

위를 공기 흐름방향과 일치하게 한 다음 30
초간 측정하여 평균값을 기록하였다.  

(3) 이유자돈 체중 및 폐사율

이유자돈의 체중과 폐사율은 완충공간 설

치 전과 후로 나누어 측정하였으며 체중은 

실험종료일에 자돈사 내 10두의 자돈 체중을 

측정하여 평균값으로 하였다. 폐사율은 시험

종료시 생존 마리수를 시험시작할 때의 입식

마리수로 나누어 산출하였다. 

결과 및 고찰

본 연구에 활용된 농가들 중 하나는 윈치

커튼 개방식 돈사형태였으나 윈치커튼 대신 

판넬을 이용하여 무창돈사로 개조하였으며 

내부에 완충공간을 설치하였다. 개방형 돈사 

형태는 여름철에는 공기순환이 원활하여 유

해가스 농도가 낮은 장점이 있으나 겨울철에

는 최소환기가 어려워 자돈의 육성율이 85%
로 낮아진다는 단점이 있다. 또 다른 농가에

서는 Table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무창돈사 

형태였으나 측벽입기구가 외부와 직접 연결

되어 자돈사 내부의 온도가 자돈의 환경에 

맞게 조절되기 어려운 방식이었다. 따라서 

입기구를 따라 외벽에 완충공간을 제공하여 

줌으로서 자돈사의 온․습도 변화 및 자돈의 

폐사율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다. 
농가 1에서와 같이 돈사의 내부에 완충공

간을 설치하고 나서 환기량을 60%로 조절하

였을 경우 측벽 입기구의 공기속도는 2.45 
m/s로 조사되었으나 돈사외부에 완충공간을 

설치할 경우 입기구 속도는 큰 차이를 보이

지 않았다. 
돈사의 외부 또는 내부에 완충공간을 설치

하여 온․습도를 조사한 결과는 Table 2와 

같다. 완충공간이 돈사 내부에 설치할 경우 

외기온도는 －9.7℃~27℃일 때 돈사내 평균 

온도는 26±0.9℃였으며 돈사내 평균 습도는 

약 67±8.3%로 조사되었다. 또한 돈사 외부에 

완충공간을 설치하였을 경우 돈사내 평균 온

도는 28±1.2℃였으며 돈사 내 평균 습도는 

65±10.3%로 조사되었다. 완충공간을 돈사 내

부 또는 외부에 설치할 경우 돈사 내 온도편

차가 외부에 설치하였을 때보다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완충공간 설치에 따른 공

기 속도는 내부에 완충공간을 설치한 돈사에

서 개조 후 공기속도가 상당히 빨라지는 것

으로 나타났으며 이것은 해당 돈사가 개조 

전 윈치형태의 돈사였기 때문에 공기속도가 

느렸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Song et al. (2002)은 축산의 환기시스템 설

계에서는 흡입된 공기의 양과 분포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하였으며 공기의 입구가 공기의 

분포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제어

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형태

의 덕트를 사용한다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

도 이유자돈사에 덕트를 이용한 입기 방식을 

적용한 것은 이러한 특성을 이용한 것으로 



축산시설환경학회지 제 21 권 3 호

－ －80

⇨

Fig. 1. Diagram of piglet house with inside buffering zone.

⇨

Fig. 2. Diagram of piglet house with outside buffering zone.

Table 2. Effects of buffering zone location on the temperature and humidity of weaned pig 
house

Buffering zone Temperature Humidity Outside air temperature
Inside 26±0.9℃ 67± 8.3% －9.7℃ ~ 27℃

Outside 28±1.2℃ 65±10.3% －6.4℃ ~ 28℃

이유자돈의 경우 돈사 내 온도변화 최소화 

되어야 자돈의 육성율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입기덕트의 배출 천공의 간격을 

Song et al. (2002)이 제안한 덕트의 길이 대

비 가변간격을 적용하여 연구에 적용하였으

며 Fig.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연막발생기를 

이용하여 입기 공기의 흐름을 조사한 결과 

일정한 간격으로 배출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Table 3은 돈사 내부 또는 외부에 완충공

간을 설치한 다음 설치 전후 돈사 내부의 공

기속도를 측정한 결과이다. 돈사 외부에 완

충공간을 설치하였을 경우 공기속도의 변화

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돈사 내

부에 완충공간을 설치할 경우 공기속도는 완

충공간 설치 이후 다소 높아지는 결과를 나

타내었다. 반면에 완충공간의 설치위치가 돈

사 내부 또는 외부에 따라서 돈사 내 공기속

도의 변화는 커다란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

타났다. 따라서 완충공간의 설치 위치보다는 

완충공간의 유무에 의해 영향 받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공기속도는 덕트 내부에서 

가장 빠른 것으로 나타났으며 돈사 안에서의 

공기속도는 하부로 내려올 수록 느려지는 것

으로 나타났다. Song et al. (2002)은 입기덕트 

설치후 공기속도를 측정한 결과 덕트의 높이

가 2.2 m 전후일 경우 덕트 천공에서의 공기

속도가 5 m/s 이상이었다고 보고하였다. 하지

만 본 연구에서는 공기속도가 최고 2.64 m/s
으로 약 50% 감소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이

러한 결과는 Song et al. (2002)의 실험은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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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Picture of air flow from duct hole 
installed in pig house.

Table 3. Changes in air velocity of piglet house before and after installation of buffering 
zone

Inside Outside
Higher Middle Lower Higher Middle Lower

Before installation 1.63 0.22 0.00 2.45 0.48 0.14
After installation 2.64 0.71 0.18 2.42 0.49 0.16

Table 4. Changes in body weights and mortality of weaned pig in house with different 
buffering zone location

Buffering zone Before installation After installation

Inside
Avg. body weight, kg 27.8±0.4kg 28.3±0.6kg

Mortality, heads 9.1 3.2

Outside
Avg. body weight, kg 29.7±0.6kg 31.8±0.2kg

Mortality, heads 6.2 4.8

압식 환기방식을 적용하던 반면에 본 연구에

서 음압식으로 하였기 때문에 공기속도의 차

이를 보인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Yoo et al. 
(2002) 등이 5.4×12 m 자돈사의 면적에 폭 80 
cm 완충공간을 설치한 다음 환기방식을 달

리하여 무창 분만자돈사에서 공기속도를 측

정한 결과 측벽 덕트입기와 측벽배기방식에

서 공기속도가 가장 빨랐다고 보고하였다.  
특히 환기율을 40%으로 조절할 경우 공기속

도가 2.3~2.4 m/s였다는 결과와 비교하여 보

면 본 연구에서 적용한 환기율이 60%였기 

때문에 다소 공기속도가 빨랐던 것으로 판단

된다. 특히 이유자돈의 높이에서 공기속도는 

0.2 m/s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자돈

사의 면적이 5.5×10 m였으며 완충공간의 폭

은 1 m였다는 점에서 Yoo et al. (2002)에서의 

조건과 비교하여 자돈사의 길이와 완충공간

의 폭에서 근소한 차이가 공기속도에도 차이

를 가져온 것으로 판단된다. 완충공간을 돈

사 내부 또는 외부 설치할 경우 자돈의 체중

변화는 완충공간 설치 후 다소 증가하는 것

으로 나타났으며 이유자돈의 폐사율은 완충

공간을 내부에 설치할 경우 약 64%, 외부에 

설치 할 경우 약 23%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결    론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이

유자돈사 환기방식인 측벽 덕트입기와 측벽

배기 농가 2개소를 선정하여 실험에 활용하

였다. 1개 농가에는 돈사 내부에 완충공간을 

설치하였고 나머지 농가에서는 돈사 외부에 

완충공간을 설치하였다. 돈사 내외부의 온도 

측정은 데이타 로거를 이용하여 1분 단위로 

온도와 습도를 측정하였다. 공기속도는 이동

식 풍속계를 이용하여 돈사 내부에서 측정하

였다. 이유자돈의 생산성은 평균체중과 폐사

율을 조사하였다. 돈사 내부에 완충공간을 

설치할 경우 외기의 온도가 －9.7~27℃일때 

돈사내 평균온도는 28±1.2℃였으며 상대습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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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65±10.3℃로 조사되었다. 반면 돈사 외부

에 완충공간을 설치할 경우 돈사내 평균온도

는 36±0.9℃였으며 상대습도는 67±8.3%로 조

사되었다. 완충공간설치에 따른 돈사내 공기

속도 변화는 외부에 완충공간을 설치할 경우 

차이가 없었으나 돈사 내부에 설치할 경우 

개조 후 공기속도가 다소 증가한 것으로 나

타났다. 자돈의 평균 체중은 큰 차이가 없었

으나 폐사된 자돈의 마리수는 완충공간을 내

부에 설치할 경우 9.1두에서 3.2두로 감소하

였고 완충공간을 외부에 설치할 경우 6.2두

에서 4.8두로 감소하였다. 이유자돈사에 완충

공간의 설치는 이유자돈의 폐사 감소에 도움

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돈사외부에 설치

보다는 돈사 내부에 설치하는 것이 유리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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