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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To establish a statistically reliable sampling strategy for serological surveillance of classical swine

fever (CSF) in Korea, antibody test data from CSF surveillance conducted during year 2005 were analyzed.

The most appropriate sampling method was determined to be stratified multi-stage random sampling strategy,

in which the primary sampling unit is a pig farm and the secondary are the pigs by the strata of breeders

and finishers in the selected farm. The optimum sample size was 5 to 19 including 1 to 2 breeders according

to the number of pigs in the farm. The optimum sampling strategy demonstrated in this study was very

similar to the current recommendations outlined in standard operating procedure for CSF control in Korea.

Findings of our study provide practical guidelines for surveillance of herd immunity level to CSF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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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Flaviviridae pestivirus에 속하는 RNA 바이러스가 원

인체인 돼지콜레라는 돼지(야생멧돼지 포함)에 발생하

여 사회적·경제적 손실을 초래하는 급성열성전염병이

다 [13]. 1990년대 중반까지 돼지콜레라는 전국적으로

발생하였으나 1996년 6월에 돼지콜레라 근절을 위한 3

단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한 결과, 1999년에는 경

기도 용인지역에서 5건이 발생하였고, 1999년 8월 마지

막 발생 이후 2000년과 2001년도에는 돼지콜레라 발생

이 없었다 [1]. 이에 따라 2001년 12월 우리나라 전역에

서 돼지콜레라 예방접종을 중단하게 되었고, 국제수역

사무국(OIE) 국제동물위생규약의 규정에 의하여 2001년

12월에 대한민국의 돼지콜레라 청정화를 선언하였다

[18]. 그러나 2002년 4월 강원도 철원에서 2건, 그해 10

월부터 인천·경기 일대에서 11건이 추가로 발생하였으

며 [6], 이 때 인천·경기 지역의 돼지콜레라 발생 지역

과 인접한 지역의 한 종돈장에 돼지콜레라 바이러스가

오염되었으며 이 종돈장의 종돈들이 전국으로 판매되면

서 우리나라 전체로 돼지콜레라 발생이 확산되었다 [7,

18]. 이에 따라 그동안 중단되었던 예방접종을 2003년 4

월부터 제주도를 제외하고 전국적으로 다시 시행하게

되었으며, 예방접종이 실시된 2004년 이후부터는 국지

적이고 산발적인 발생 양상을 보이고 있다.

돼지콜레라 예방접종은 현재 자돈과 모돈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자돈에는 생후 40일령에 1차 접종, 60일령에

2차 접종을 하도록 권장하고 있으며, 종돈 또는 번식돈

에는 매년 1회 접종하되 모돈의 경우에는 종부 2-4주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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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전후)에 1회 접종을 권장하고 있다 [4]. 또한 농가

의 항체수준을 측정하기 위한 표본 검사를 실시하고 있

는데, 항체양성율 80% 미만 농가에 대해서는 예방접종

지도, 재검사 및 벌금 부과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

고 있다. 항체수준측정을 위한 표본검사는 모든 종돈장

및 무작위로 선발된 양돈장, 그리고 도축장에서 검사대

상 동물을 농가당 12두씩(비육돈 10두, 번식돈 2두) 무

작위로 선발하여 채혈하며, ELISA법을 이용하여 분석

한다 [5]. 우리나라에서는 이미 십수년간 돼지콜레라 항

체 검사를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검사물량에 대한 전반

적인 정보를 가지고 있다. 이와 더불어 표본추출구조의

세부 사항에 대한 기술 및 표본추출 각 단계의 표본수

배분에 대한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된다면

항체검사의 결과가 더욱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

이다. 따라서 2005년 우리나라에서 수행된 돼지콜레라

항체검사내역을 분석하여 우리나라 양돈 농가의 돼지콜

레라 집단 면역의 특성을 파악해 보고, 이 자료를 바탕

으로 우리나라 돼지콜레라 항체 수준의 예찰을 위한 표

본검사의 구체적인 지침을 제시하기 위하여 본 연구를

수행하였다.

재료 및 방법

연구 재료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의 가축전염병대응시스템(Confro-

nted Animal Infectious Disease System, CAIDS)에서 2005

년 1월부터 12월까지 우리나라 돼지콜레라 항체검사 자

료를 제공받아 이용하였다 [3]. 돼지콜레라 항체검사는

전국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돼지

콜레라 발생이 없고 예방접종도 실시하지 않는 제주도

검사자료는 제외하였다. CAIDS의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은 검사기관, 접수번호, 접수일자, 농가명, 축주명, 의뢰

기관, 돼지종류(자돈, 비육돈, 번식돈, 모돈, 웅돈)에 대

한 기록을 묶어 하나의 기록 단위로 간주하며 각 기록

단위별로 일련번호를 부여하여 관리하고 있다. 항체검

사 관련 항목은 기록단위별로 검사의뢰두수, 검사두수

(ni), 양성두수(yi), 양성율(pi= yi / ni), 검사일자 등으로 표

시한다. 한편 CAIDS는 월별 및 연간 누계의 항체검사

결과를 제공하며, 광역시·도 및 시·군별로 전체 검사

두수에 대비한 양성두수의 비로 항체양성율을 산출하고

있다.

가축사육통계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농업통계정

보(Agriculture statistics info)를 이용하였다 [2]. 본 연구

에서는 분석의 편의를 위하여 돼지 월령에 따라 자돈(2

개월령 미만), 비육돈(2-6개월령), 번식돈(6개월령 이상

암수)으로 구분하였다.

항체검사결과 분석

현재 실시되는 돼지콜레라 항체검사는 비육돈군과 모

돈군의 집단 면역수준의 점검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

문에 이 연구에서 항체검사결과 분석은 자돈군을 제외

하고 비육돈군과 모돈군 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분석의

첫단계에서는 돼지콜레라 항체양성율(p)의 분포를 히스

토그램으로 도식화한 후 그룹간의 비교를 위하여 필요

한 형태로 자료를 변환하였다. 돼지의 월령 및 채혈장소

에 따른 항체양성율 비교를 위하여 항체향성율 0%,

< 80%, < 100%, 100%의 네 개의 범주로 구분하여 x2 검

정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한편 2회 이상 검사를 받

은 농가에서 각각의 검사에서 농가 항체양성율에 차이

가 있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농가별 매회 검사 성적

을 비교하였으며, ‘1년간 수차례의 검사 성적이 모두 동

일한 농가’와 ‘단 한번이라도 차이가 있었던 농가’의 두

가지로 분류하였다. 농가내 항체양성율 비교에는 x2 검

정법을 이용하였으며, 유의수준(α)은 0.05로 하였다. 통

계패키지는 NCSS 2004(NCSS, USA)를 이용하였다.

집락내 상관계수

집락의 동질성을 나타내는 척도인 집락내 상관계수(r)

의 값이 동질적인 단위들로 구성되어 있는 집락내에서

커지는 것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

으로 r을 추정하여 한 양돈농가에서 비육돈군 또는 번

식돈군 내에 돼지콜레라 항체를 가진 돼지가 몰려 있는

경향이 있는지를 알아보았다 [8] :

(공식 1)

위의 공식 1에서 MSB, MSW, f 등은 각 농가를 그룹

으로 하고 돈군(비육돈/번식돈)을 요인으로 하는 분산분

석의 결과로 출력되는 분산분석표 상의 값으로, Mean

Square of Between-group(MSB)는 농가간 항체양성율 변

동치의 평균제곱이며, Mean Square of Within-group

(MSW)는 농가내 돈군 사이의 항체양성율 변동치에 대

한 평균제곱이다. 한편 f는 농가당 평균 검사횟수를 의

미한다.

집락내 상관계수(r)를 이용하여 집락추출을 할 경우에

집락당 필요한 표본수는 아래의 공식에 의해 산출할 수

있다 [11] :

(공식 2)

여기에서 c1은 한 농가를 검사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c2는 농가내에서 동물을 검사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나

타내는데, 이 연구에서는 c1과 c2를 동일하게 간주하여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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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고려하지 않았다.

층화 추출의 가중치

돼지콜레라 항체 검사시 농가내 비육돈군과 번식돈

군에서 필요한 표본 동물수를 산출하기 위하여 네이만

배분법(Neyman allocation method)에 의하여 각 층에

해당하는 가중치(wh)를 산정하였다 [12]. 이 연구에서는

돈군(비육돈군/번식돈군)을 각각 하나의 층(h)으로 간주

하였다 :

, h = 1, 2, …, k (공식 3)

위의 공식 3에서, Nh는 각 층의 총 사육두수, Sh는 각

층의 항체양성율(ph) 변동의 정도로 분산( = ph× (1 −

ph))에서 유추하였다.

농가당 필요 표본동물수

농가내 필요 표본동물수(n)는 예상되는 항체양성율(p)

를 기준으로 하여 아래의 공식을 응용하여 산출하였다

[10] :

(공식 4)

여기에서 Za는 원하는 신뢰수준에 해당하는 정규분포

의 확률밀도함수 값이며, L은 추정치의 정확도를 의미

한다. 위의 공식 4에서 추정한 표본동물수(n)를 농가의

사육규모(N)를 고려하여 공식 5와 같이 교정하여 농가

의 사육규모에 따라 필요한 농가내 표본수(nc)를 산출하

였다 [10] :

(공식 5)

농가내 표본수(nc)에 층별 가중치(wh)를 곱하여 한 농

가에서 항체검사 표본으로 필요한 비육돈과 번식돈의

수를 산정하였다.

결 과

2005년 6월 기준으로 우리나라(제주도 제외)에서는

11,911개 양돈농가에서 8,402,314두가 사육되고 있으며

[2], 2005년 일년 동안 전국(제주도 제외)에서 14,789농

가의 202,949두에 대하여 돼지콜레라 항체검사를 실시

하였다. 이 중 단 1회 검사를 받은 농가는 2,188개(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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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Results of antibody test to CSF in 2005 in Korea

(excluding Jeju-do)

Result
Pig type

TotalPiglet Finisher Breeder

Number of heads 

tested
592 158,781 43,576 202,949

Number of reactors 560 149,548 42,542 192,650

Antibody positive 

rate* (%)
94.6 94.2 97.6 94.9

*Antibody positive rate (%) = Number of reactors / Number 

of heads tested.

Fig 1. Distribution of herd immunity levels (antibody

positive rates) of CSF tested during year 2005 in Korea.

(a) Whole pig herds (piglets, finishers, breeders). (b)

Finishers. (c) Breed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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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그쳤으며 전체 검사 대상 농가의 2/3 이상이 2회 이

상 검사를 받았기 때문에 농가간 중복을 제거하면 실제

로는 5,831 농가가 검사대상이 되었다. 항체 검사 결과

자돈 94.6%, 비육돈 94.2%, 번식돈 97.6%의 항체양성율

을 보였다(Table 1).

농가별로 산출된 항체양성율을 히스토그램으로 나타

내었다(Fig. 1). 전반적으로는 항체양성율이 80% 이상인

농가, 특히 90% 이상 되는 농가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었지만, 비육돈군과 번식돈군을 구분하여 도식화하면

항체양성율 분포에 차이가 있었다.

항체양성율을 4단계의 범주로 구분해보면, 돈군별로

는 비육돈군보다 번식돈군의 항체양성율 분포가 유의하

게 높았으며(x2= 169.77, p < 10−3, Table 2), 채혈장소에

따라서는 농장 채혈분의 항체양성율 분포가 도축장 채

혈분보다 높았다(x2= 146.59, p < 10−3, Table 3). 한편 번

식돈은 농장 채혈분과 도축장 채혈분 사이에 항체양성

율 분포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x2= 2.69, p = 0.26,

Table 4), 비육돈에서는 농장채혈분이 도축장 채혈분보

다 항체양성율이 높게 분포 하였다(x2= 73.20, p < 10−3,

Table 5).

돼지콜레라 항체 검사를 2회 이상 받은 농가에서는

비육돈 농장 채혈분의 5.8%, 도축장 채혈분의 14.9%, 번

식돈 농장채혈분의 4.4%에서 동일한 농장내 검사결과들

사이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Table 6). 한편 같은 농가

의 비육돈을 대상으로 2회 검사한 농가 중 채혈장소가

각각 농장과 도축장이었던 530농가의 11%에 해당하는

57농가에서 채혈장소에 따라 항체양성율에 유의한 차이

가 있었다(p < 0.05).

Table 7에는 농가간 및 농가내 항체양성율에 대한 분

산분석표를 정리하였다. 번식돈 및 비육돈에 대한 항체

검사를 실시한 농가의 검사 자료 중 5,000개를 무작위

로 선발하여 산출한 분산분석표에 의하면, 우리나라 양

돈농가에서는 한 농가내에서 측정되는 항체양성율의 변

동보다 농가 사이의 항체양성율의 변동이 1.5배 더 큰

것으로 확인되었다(p < 10−3, Table 7). 이 분산분석표에

나타난 농가간 및 농가내 돈군간 분산의 평균제곱(MSB

및 MSW)과 농가별 평균 검사횟수( f )인 3.2회(표준편차

1.8회)를 공식 1에 대입하여 산출한 집락내 상관계수(r)

는 0.22이었으며, 이를 공식 2에 대입하여 집락내 필요

표본수를 추정한 결과 집락당 약 2두(n = 1.88)의 표본동

Table 2. Distribution of herd immunity levels (antibody

positive rates) of CSF according to pig types

Herd

immunity

level (%)

Pig type

Finisher

Number of farms (%)

Breeder

Number of farms (%)

0 162 (1.4) 28 (0.8)

< 80 543 (4.8) 96 (2.8)

80-100 1,946 (17.3) 334 (9.6)

100 8,628 (76.5) 3,014 (86.8)

Total 11,279 3,472

Test for independency : x2 = 169.77, p < 10−3.

Table 3. Distribution of herd immunity levels (antibody

positive rates) of CSF according to sampling

places

Herd

immunity

level (%)

Sampling place

Farm

Number of farms (%)

Abattoir

Number of farms (%)

0 85 (0.9) 106 (2.1)

< 80 331 (3.4) 308 (6.0)

80-100 1,377 (14.2) 918 (18.0)

100 7,899 (81.5) 3,765 (73.9)

Total 9,692 5,097

Test for independency : x2 =146.59, p < 10−3.

Table 4. Distribution of herd immunity levels (antibody

positive rates) of CSF according to sampling

places in breeders

Herd

immunity

level (%)

Sampling place

Farm

Number of farms (%)

Abattoir

Number of farms (%)

< 80 124 (3.6) 0 −

80-100 331 (9.7) 3 (6.1)

100 2,968 (86.7) 46 (93.9)

Total 3,423 49

Test for independency : x2 = 2.69, p = 0.26.

Table 5. Distribution of herd immunity levels (antibody

positive rates) of CSF according to sampling

places in finishers

Herd 

immunity

level (%)

Sampling place

Farm

Number of farms (%)

Abattoir

Number of farms (%)

0 56 (0.9) 106 (1.0)

< 80 235 (3.8) 308 (2.8)

80-100 1,031 (16.5) 915 (8.3)

100 4,909 (78.8) 9,719 (88.0)

Total 6,231 11,048

Test for independency : x2 = 73.20, p <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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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이 필요한 것으로 계산되었다.

Table 8에는 공식 3에 의해 층화무작위추출에서의 층

별 가중치 산출과 관련된 값들을 정리하였다. 우리나라

에서 사육되는 번식돈 및 비육돈의 수와 번식돈과 비육

돈 각각에서 2005년 측정된 항체양성율, 그리고 이 값

을 근거로 추정한 분산을 이용하여 산출한 각 층의 가

중치는 비육돈군에서 0.886, 번식돈군이 0.114이었다

(Table 8). 공식 4에 의하여 항체양성율을 95%라고 예상

한다면 농가당 필요표본은 신뢰도 95%, 추정치의 정확

도 ± 10%에서는 약 19두이었다. 이를 공식 5에 의하여

농가당 사육두수에 따라 교정하고 위의 Table 8에서 추

정한 가중치를 곱하여 농가의 사육규모에 따라 필요한

비육돈 및 번식돈의 표본수를 산출한 결과, 사육규모에

따라 한 농가당 필요한 표본수는 5-19두이었으며, 번식

돈이 1-2두 포함되었다(Table 9).

고 찰

우리나라의 돼지콜레라 예찰체계에서는 항원검사와

더불어 집단 면역수준의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제까지는 집단면역수준을 전국, 지역별, 또는 월별로

“검사두수”에 대비한 “양성두수” 형태의 “항체양성율”

로 Table 1과 같이 표현해 왔다. 그러나 이와 같은 표현

은 우리나라 전체 또는 각 지역을 하나의 양돈장으로 생

Table 6. Within-farm differences of herd immunity levels of CSF according to herd type and sampling site

Difference*

Finisher Breeder

Farm (%) Abattoir (%) Farm (%) Abattoir (%)

Presence 147 (5.8) 168 (14.9) 28 (4.4) 0 −

Absence 2,404 (94.2) 963 (85.1) 612 (95.6) 6 100

Total 2,551 1,131 640 6

* At significant level of 0.05.

Table 7. Analysis of variance for between- and within-farm herd immunity level of CSF

Sum of squares Degree of freedom Mean square F Value P

Between-farm 42.175 1,051 0.040 (MSB) 1.50 < 10−3

Within-farm 105.490 3,948 0.027 (MSW)

Total 147.667 4,999

Table 8. Weights for stratified random sampling in each sampling stratum

Strata (h) Number of pigs in Korea (Nh) Estimated herd immunity (Ph) Variance (Sh) Weights (Wh)

Finisher 5,043,022 94.1% 0.232 0.886

Breeder 993,105 97.6% 0.152 0.114

Table 9. Sample sizes needed for each farm and strata

according to farm size*

Farm size  Number of pig sample needed in a farm 

(Number of pigs) Total Finisher Breeder

1-5 all − −

6-7 5 4 1

8-9 6 5 1

10-12 7 6 1

13-15 8 7 1

16-18 9 8 1

19-24 10 9 1

25-30 11 10 1

31-35 12 11 1

36-45 13 12 1

46-60 14 12 2

61-80 15 13 2

81-120 16 14 2

121-220 17 15 2

221-700 18 16 2

701- 19 17 2

*Proportion of pigs with antibody to CSF (herd immunity) : 95%.

Precision : 10%.

Confidence level : 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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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고 우리나라 또는 지역에는 비육돈, 번식돈, 자돈이

라는 돈군이 각각 한개씩 단 세 개만 존재한다고 가정

할 때 성립되는 방식이다 [17]. 우리나라에서의 돼지콜

레라 항체검사체계의 현실에는 다단계 추출법의 개념이

도입되어 있으며, 광역시·도를 층(stratum)으로, 그리고

각 시·도 가축방역기관을 또 다른 수준의 층으로, 그

리고 시·도 가축방역기관 관할 농가를 돈군으로 간주

하여 1차 표본추출단위로 선발된 농가에서 2차 추출단

위로 선발된 돼지에서 채혈한다. 따라서 항체양성율은

1차적으로 농가수준에서 산출될 수 있으며, 시·도 단

위의 항체양성율을 산출하고자 하는 목적이라면 각 농

가의 사육규모에 맞는 적절한 가중치를 고려한 값으로

표현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2005년 돼지콜레라 항체검사에서 비육돈의 돼지콜레

라 항체양성율 분포는 농장에서 채혈했을 때가 도축장

에서 채혈했을 때보다 높았으며, 동일한 농가의 돼지를

도축장에서 채혈할 때 검사에 따라 항체양성율에 유의

한 차이가 있는 경우가 15%에 달하였다(Tables 5 & 6).

이와 같은 결과는 40일령과 60일령의 자돈에 예방접종

을 실시하는 점과 농가 채혈 비육돈은 120일령 전후이

며 도축장 출하 비육돈은 160-180일령의 돼지라는 일령

의 차이, 그리고 연간 수회 전 돈군이 교체되는 비육돈

의 특성이 반영되어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현재 우리나

라에서는 도축장에서 채혈하여 검사한 결과, 면역수준

이 만족스럽지 못하면 해당 농가를 추적하여 농장에서

재채혈 하도록 하고 있다. 도축장 채혈, 검사결과 통보,

농장에서의 재채혈 사이에 시간 간격이 생기게 되는데

그 사이에 농가에서는 접종 스케쥴에 따라 해당 일령의

돼지에게 계속 접종하기 때문에 농장의 비육돈군에서

집단면역수준이 변화되어 나타난 현상으로 유추할 수

있다.

예찰을 위하여 필요한 표본수는 기준에 따라서 산정

된 값이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11]. 우리나라에서 돼지

콜레라 항체 검사를 실시하는 목적은 농가의 항체수준

을 측정함과 동시에 고역가 항체를 가진 개체를 검출하

는 것이다. 따라서 돼지콜레라 항체 검사시 필요한 표본

수의 산출 기준을 일정수준의 항체양성율을 통계학적으

로 유의한 신뢰도를 가지고 측정한다거나, 양돈장에서

돼지콜레라 바이러스에 노출되었다고 의심할 수 있는

고역가항체를 지닌 돼지의 분율(proportion)을 가정하고

고역가항체돈 1두를 검출해내기 위해 검사해야 할 표본

수를 산정하는 것으로 둘 수 있다. 2005년에 항체역가

검사를 실시한 농가는 단지 328농가이었기 때문에 [3],

고역가항체를 검출하여 돼지콜레라 바이러스에 노출된

흔적을 찾으려면 이론상으로는 거의 전두수를 검사해야

하며 이는 예찰의 효율성을 감소시킨다. 상시 수행되는

혈청예찰을 통해 돼지콜레라 발생을 검출해내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보고한 사례가 네덜란드에서 있었다

[9].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신뢰도가 95%이며 추정치의

정확도가 ± 10%일 때 농가당 예상되는 돼지콜레라의 항

체수준이 95%라고 설정하고 이러한 수준을 검출해 내

기 위해 필요한 농가내 표본수를 산출하였다.

돼지콜레라의 전파위험 즉, 돼지콜레라 바이러스에 감

염된 개체 하나에서 전염되어 감염되는 개체수의 평균

을 나타내는 지표인 기초재생산율(Basic Reproduction

Rate, R0)은 자돈군에서 81, 비육돈군에서 14, 번식돈군

에서는 2.9로 보고된 사례가 있음을 고려하면 [14-16],

비육돈과 번식돈에서 각각 상당히 차이가 나는 집단면

역수준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만일 번식돈과 비육

돈을 농가내 돼지의 집락으로 간주한다면 집락내 상관

계수에 따라 표본 검사시 필요한 동물의 수가 정해진

다. 2005년에 시행된 항체검사결과로 산출한 집락내 상

관계수를 공식 2에 적용하면 각 집락마다 2두의 표본만

을 선발해도 통계학적 유의성을 보장할 수 있는 표본규

모가 된다. 한 농가내에서 비육돈군과 번식돈군 각각에

대하여 표본 검사를 시행하고자 한다면 집락당 2두씩

총 4두를 검사해야 한다. 그러나 농가당 항체양성율이

80% 미만인 경우에 행정조치를 취하고 있는 우리나라

돼지콜레라 예찰시스템에서 번식돈 2두와 비육돈 2두만

을 검사한 결과에 의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타당하

지 못한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번식돈과 비육돈을 각각

의 개별적인 돈군으로 간주하여 돈군마다 필요한 표본

개체수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공식 4에 의하여 한 돈군

당 19두를 표본으로 선발하여야 하기 때문에 비육돈과

번식돈을 사육하고 있는 농가에서는 표본동물이 38두씩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농가 항체양성율이 95%에 이르

며 농가 내 변동폭보다 농가간 항체양성율 변동폭이 더

큰 우리나라 양돈 현실에서는 농가마다 38두나 되는 표

본을 검사하는 것은 표본검사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그

다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우리나라 양돈상

황에서는 번식돈, 비육돈, 자돈을 완전히 별개의 돈군으

로 다루기보다는 농가 내에서 돼지 사육단계에 따른 구

분으로 간주하고 농가를 1차 표본단위로, 농가내에서는

돼지의 사육단계에 따라 층화추출법을 적용하는 것이

적합한 것으로 판단된다.

결 론

2005년 돼지콜레라 항체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나

라 현실에 적합한 항체검사 표본조사의 구체적 방안을

수립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한 결과, 층화무작위추출법

을 포함한 다단계 표본추출이 필요하며 농가당 사육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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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에 따라 약 5-19두의 표본이 필요하고 이중 번식돈을

1-2두 포함하는 것이 적합한 것을 확인하였다. 이는 현

행 돼지콜레라 방역실시요령 [4]에서 권장하는 표본검

사요령과 매우 유사한 표본수이며, 본 연구에서는 아울

러 농장의 사육두수에 따른 표본 추출의 세부지침을 제

시하여 실제 방역 사업에서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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