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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use of antibiotics in Korean swine production has been changing to a restricted use of 
in-feed antibiotics. These antibiotics, which are also growth promoters, are powerful for disease 
control. Due to this issue, the swine industry is consistently looking for any kind of alternatives 
to antibiotics such as new feed ingredients, feed additives, feed formulation practices, or 
feeding methods to improve pig health and performance. In general, dietary factors provide 
bioavailable nutrients and/or affect physiological activity to modify the physiological condition, 
immune system, or microbial population of pigs to improve their performance and health. Thus, 
it is suggested that dietary factors may be important components in the growth and health 
management of pigs. Using an alternative grain feed such as rice, barley, and oats, low protein 
diets or low-high energy diets can be used as solutions to manage the effect of stress factors 
that cause growth and health problems at specific time points during the stages of pig 
production. Several studies support that these alternative feeds and dietary factors may 
improve pig growth and health by changes in intestinal conditions, immunity, or other 
physiological conditions compared with typical feed ingredients and diet management in pig 
production. Therefore, feed ingredients, low protein levels, and different energy contents in 
swine diets were reviewed to better understand how these dietary factors can contribute to 
improved pig performance and health under different physiological condi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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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duction

축산업의 발달과 더불어 돼지산업은 더 높은 수익성을 얻기 위한 여러 노력들로 계속 발전해

왔으며, 생산성과 상품성에 무관심했던 과거와는 달리, 현재는 시설화와 규모화를 통해 효율적

인 생산과 동시에 일정수준 이상의 성적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다(Fredeen and Harmon, 

1983; Hollis and Curtis, 2001).

하지만, 잘 갖춰진 시설환경에도 불구하고 미 발달된 이유자돈의 소화체계와 복합적인 스트레

스 요인들은 장내 균총 변화를 유도하고, 유해미생물에 대한 저항력을 감소시켜 이유시기의 설

사 및 폐사는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Lallès et al., 2007; McDonald et al., 2001; Heo et al.,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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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ng et al., 2015a). 한편, 상대적으로 시설투자가 많지 않은 육성비육돈의 경우 여름철의 고온 환경과 함께 체내 발

생한 대사열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나타나는 식욕저하와 더불어 겨울철의 저온 환경에 의한 부정적인 영향들로 전

반적인 생산성저하 현상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Verstegen et al., 1982; Kelley, 1983).

이처럼 생리적,환경적인 특성상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 밖에 없는 내 ․외부적인 스트레스 요인들은 여전히 질병발생 

가능성을 높이고, 성적저하를 야기하는 문제들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불가피한 스트레스 상황에서 돼지 

생리에 맞춘 영양, 사료적 접근을 통해 개선 가능성이 있는 방안들을 소개하고자 한다.

Control of feed composition and pig health 

대체 곡물 사료

다양한 곡물 중 주로 이용되는 원료사료인 옥수수와 밀 등은 주로 전분으로 이루어져 있어 소장에서의 소화 및 흡

수, 이용이 쉽기 때문에 이유자돈의 에너지 공급원으로써 주로 이용되고 있으나, 그 외의 곡물들은 일반적으로 소화

가 어려운 비전분성다당류(NSP)를 비교적 많이 함유하고 있어 이용이 제한적이다(Table 1).

Table 1. Comparison of the nutrient composition of grains (NRC, 2012).

Items Corn Wheat Sorghum Rice
Dry matter (%) 88.31 88.67 89.39 87.78 
Crude protein (%) 8.24 14.46 9.36 7.87 
Crude fiber (%) 1.98 2.57 2.14 0.52 
Ether extract (%) 3.48 1.82 3.42 1.30 
Starch (%) 62.55 59.50 70.05 75.19 
ME, kcal/kg 3,395 3,215 3,532 3,627
Indispensable amino acid (%)
Lysine 0.25 0.39 0.20 0.35 
Methionine 0.18 0.22 0.16 0.25 
Threonine 0.28 0.40 0.30 0.23 
Tryptophane 0.06 0.17 0.07 0.11 

NSP는 소장을 통과하여 대장에서 미생물 발효의 주된 재료가 되는데(Jørgensen et al., 1996; Choct, 1997), 생리적

인 면에서의 효과를 인정받아 식이섬유라 불리기도 한다. 발효과정에서 장내 미생물들의 분해 정도는 섭취하는 사

료의 주된 탄수화물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게 되며, 발효 생산물들 또한 유익균 활동에 적합한 환경을 제공하기 때문

에, 이용하는 곡물의 영양적 조성에 따라 소화생리 및 장내 균총에 영향을 미치는 수준이 달라진다(Bach Knudsen, 

2001). 따라서, 현재 이용되고 있는 주원료 사료의 대체를 통해 장 조직의 발달과 균총 안정화로 장 건강을 향상시키

고, 이유자돈의 설사발생을 감소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쌀은 기존의 원료사료들과 비교하여 전분의 함량이 많고 식이섬유의 함량이 비교적 적기 때문에 이유자돈 사료 

내 에너지공급원으로써 옥수수 대체 할 곡물 사료로 주목 받고 있다(Stein and Kil, 2006). 쌀을 주원료로 사용하여 비

교한 실험에서는 옥수수를 주원료로 사용한 사료보다 높은 일당증체량과 소화율을 보였다(Li et al., 2002; Vicente et 

al., 2008). 이는 대부분의 탄수화물이 소화되어 소장에서 흡수 되고, 더 적은 양의 NSP가 대장을 통과하여, 유해 미생

물을 포함한 장내 미생물에게 주어지는 영양 공급이 감소되어 나타난 결과로 볼 수 있다.이와 관련하여 실험적으로 

돼지에게 이질(dysentery) 또는 대장균(E. coli)을 감염시킨 뒤 관찰 하였을 때, 식이섬유의 함량을 적게 급여한 돼지

들에서 대장 내 유해 미생물의 수가 감소하였다(Pluske et al., 1996; McDonald et al., 1999). 이것은 사료 내에 있는 식

이섬유(soluble NSP)와 저항성 전분(resistant starch)이 돼지의 소화기관 내 유해 미생물의 수 증가와 관련된 능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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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 밀접한 관계를 지니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최근 연구에서는 주원료 사료인 옥수수를 쌀밥(cooked rice)으로 대체 급여시 돼지의 성장 성적 및 폐사율이 유사

하거나 개선되는 결과를 보였다(Che et al., 2013). 또한 이유자돈 사료에서 쌀밥으로 주로 구성된 사료는 익힌 옥수

수(cooked corn) 또는 익힌 귀리(cooked oats)보다도 높은 성장률을 보이며, 설사율도 감소되었다(Vicente et al., 

2008; Parera et al., 2010).하지만 쌀밥과 소화계 질병에 대한 관계를 정확하게 규명하기 위해서는 쌀밥 급여가 이유

자돈의 장 건강 및 미생물균총에 작용하는 원리와 관련하여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곡류의 특정 식이섬유인 베타글루칸(Table 2)은 미생물 활성 감소, 살균효과, 면역세포 및 관련물질 조절능력 

증가 등 항미생물적 기능(Kaiser and Kernodle, 1998; Liang et al., 1998)과 식균능력 및 질병저항성 증가(Estrada et 

al., 1997; Yun et al., 2003) 등의 기능이 있다고 알려져 있어 베타글루칸 함량이 높은 곡물사료 급여시이유자돈 설사

의 감소를 기대하고 있다(Medel et al., 1999; Paulicks et al., 2000; Garry et al., 2007; Lynch et al., 2007).주원료 사료

로 이용되고 있는 옥수수와 밀은 각각 0.8 - 1.7%, 0.5 - 1% 수준으로 베타글루칸을 함유하고 있으나 귀리와 보리에는 

각각 3 - 7%, 5 - 11% 높은 수준의 베타글루칸을 함유하고 있다(Skendi et al., 2003; Pieper et al., 2008; Khoury et al., 

2012).이와 같이, 귀리와 보리 등 곡류사료에 다량 함유되어있는 베타글루칸은 장내 유익균 수의 증가를 유도하고, 

악취 및 암모니아의 생성을 감소 시키며, 단쇄지방산의 생성을 증가시켜 돼지 장 건강에 이로운 효과를 준다고 알려

져 있다(Li et al., 2002; Garry et al., 2007).

Table 2. The content of β-glucan in grains (DM basis) (Skendi et al., 2003; Pieper et al., 2008; Khoury et al., 2012).

Grains β-glucan (%)
Barley 5 - 11
Oat 3 - 8
Corn 0.8 - 1.7
Wheat 0.5 - 1.0
Sorghum 1.1 - 6.2
Rye 1.3 - 2.7
Rice 0.13

귀리와 보리의 식이섬유 조성의 유사함에도 두 곡물간의 베타글루칸 분자량과 기타 다당류의 조성 및 구조의 영

향으로 장내 미생물에 유도되는 효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두 원료사료 모두 결과적으로는 대장 내 미생물 발효

를 통한 단쇄지방산 증가로 pH감소, 물과 전해질의 흡수, 장내 유익균의 우점을 유도하여 돼지 설사 빈도를 감소할 

것이라 기대되고 있다(Lindberg, 2014).베타글루칸과 같은 특이 식이섬유의 급여를 통한 이유시기의 즉각적인증체

효과는 옥수수에 비해 미비하지만, 장내 환경을 개선하고 면역적 기능을 개선시켜 소화계통의 질병으로부터 보다 

건강하게 관리한다면, 보다 안정적이며 지속적인 양돈생산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저단백질 사료

체조직 구성, 효소 및 호르몬 전구체, 항체 생성, 에너지 공급 등의 기능을 담당하는 필수영양소인 단백질은 섭취

한 형태 그대로 이용되지 않고 아미노산으로 소화된 후 소장에서 흡수되어 이용된다. 그러나 소장에서 흡수되지 못

한 단백질은 대장 미생물 성장을 위한 발효기질로 이용된다(Stein, 2007; Heo et al., 2015).

이유(weaning)는 장내 균총의 변화 뿐 아니라 장관 형태 및 생리적으로 중요한 시기이다(Pluske et al.,1997; Rist et 

al., 2013). 그러나, 이유자돈은 위의 용적이 작고 단백질효소의 발달이 부족한 시기로, 소화능력이 미흡하고 고형사

료 자극에 적응이 되지 않은 융모들의 탈락으로 아미노산을 흡수할 수 있는 표면적 마저 감소하게 되어 소장 통과 후, 

대장에서 미생물 증식을 위한 발효기질로 이용되는 아미노산 및 소화되지 못한 단백질이 다른 성장시기에 비해 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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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Ball and Aherene, 1987; Nyachoti et al., 2006). 이때, 소화관에 남아있는 소화물은 pH를 증가시켜 유해 미생물의 

증식이 원활한 환경을 제공하고, 병원성 미생물의 활성이 증가되며 장내 균총의 균형이 깨어지게 되어 이유자돈 설

사의 원인이 된다(Nyachoti et al., 2006; Stein and Kil, 2006; Wellock et al., 2008a; Song et al., 2015b). 또한 대장에서 

단백질이 발효 될 때, 악취유발물질 등의 유해물질들이 발효산물로 생산되면서(Cho et al., 2015) 불안정한 소화환경

을 만들고 소화기관 발달을 지연시켜 미소화 영양분이 유지, 증가되는 악순환이 반복되어 이유자돈의 설사를 유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단백질 사료의 급여를 통해 장내 환경 및 균총을 개선시켜 이유자돈의 설사 저감이 가능할 것으

로 기대하고 있다(Pluske et al., 2002; Wellock et al., 2008b).

이유자돈에게 단백질수준별 소화효소의 활성 및 발달을 촉진하는 효과에 차이가 없었다는 이전 연구 결과

(Opapeju et al., 2009b)는 소화흡수가 원활하지 못한 이유자돈에게 고단백질 사료를 급여하는 것은 이용효율이 높지 

않으며, 단백질비용만을 증가시키므로 저단백질 사료의 급여를 제안하였다. 그러나, 저단백질 사료의 급여가 고단

백질 사료대비 증체성적이 좋지 못하다는 일각의 의견이 있으므로, 본문에서는 E. coli의 구강 투여 시 저단백질 사료

의 설사저감 효과에 대해서 언급하고자 한다.

병원성 미생물의 구강투여에도 불구하고 저단백질 사료 급여시 융모 표면에 유익균의 우점을 확인하였고, 또한 

융모 손실이 적고 점막 세포의 발달이 왕성함을 확인하였다(Opapeju et al., 2009a, 2015). 이는 대장 내 미소화단백질

의 감소로 pH 등 장내 환경이 개선되어 활성이 감소한 병원균들이 점막에 부착하지 못하고 소장을 통과하여 배출되

었다고 설명할 수 있다. 고단백질 사료에 비해 저단백질 사료 급여시 직접적인 설사발생 빈도와 설사지수의 개선이 

확인되었고(Wellock et al., 2007; Opapeju et al., 2009a; Heo et al., 2015), 이때 이유자돈의일당증체량, 사료섭취량, 

사료효율은 단백질 수준에 따라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Opapeju et al., 2009a).

이유 후 육성-비육기에도 단백질 수준과 사양성적에 뚜렷한 차이가 없었다(Corrent, 2013). 이 시기는 소화능력이 

완전히 발달되어, 흡수된 아미노산을 이용함에 있어서 과잉 흡수된 아미노산은 에너지로 전환되기 위한 단백질 대

사를 진행하는데, 이때 탈아미노화와 요소회로 등의 단백질 대사가 증가하게 되며, 대사산물로 분변량이 증가하기

도 한다. 이와 일치하여,고단백질 사료 급여를 통해 일정량 이상 섭취된 단백질은 혈중요소태질소와 질소화합물 배

출량을 증가시켰고, 저단백질 사료 급여시요소태질소 수준과 질소화합물 배출량이 줄어들었다(Chen et al., 1999; 

Bellego et al., 2002; Heo et al., 2015). 추가적으로 고온 환경에서 고단백질 사료의 급여는 저단백질 사료 급여시 보다 

사료섭취량 감소 수준이 크게 나타나 저단백질 사료의 사료효율이 개선되는 것을 확인하였다(Bellego et al., 2002).

따라서, 돼지의 아미노산 요구량에 맞춘 상태에서 저단백질 사료 급여시 질소 화합물 및 분변량 감소와 함

께 자돈의 설사 발생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에너지 수준 조정

동물의 유지, 성장, 생산과 같은 일상적인 활동을 위한 최적의 온도는 상 임계온도(Upper critical temperature, 

UCT)와 저 임계온도(Lower critical temperature, LCT) 사이에 존재하는 구간으로 열중립지대(Zone of thermal 

neutrality)라 부른다(Table 3). 적정 환경 온도(열 중립지대)에서는 열 발생량이 비교적 안정적이지만, 이 구간을 벗

어나면 동물은 환경온도에 의한 스트레스를 받게 되며 동시에 적정체온을 유지하려 한다(Henken et al., 1991; 

Renaudeau, 2005). 이러한 체온조절의 과정은 에너지 대사의 영향으로 행동적, 물리적, 해부학적인 차이를 발생시킨

다(Dauncey and Ingram, 1986; Noblet et al., 2001).

기본적으로 돼지는 땀샘이 잘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생리활동을 통해 체내에서 생성된 열을 주로 호

흡의 증가를 통해 체외로 방출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Ingram, 1965). 그에 따라 혹서기의 경우, 높은 온도와 사료의 

소화흡수에 의해 발생되는 대사열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고온 스트레스를 야기하고(Close and Mount, 1978; 

Coffey et al., 1982) 생리적으로 돼지의 식욕을 저하시켜 사료섭취량과 열의 발생을 감소시킨다(Rinaldo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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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idich, 1991; Quiniou et al., 2000; Quiniou et al., 2001). 이러한 식욕의 저하는 비육성적과 번식성적의 저하를 초래

하며 나아가 모돈의 비유량을 감소시켜 자돈의포유체중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한편 혹한기의 경우, 사료섭취를 

통해 주위 온도의 감소에 직접적으로 대처해 체온을 안정화 시킬 수 있기 때문에 사료섭취량의 증가를 보이긴 하지

만, 저온 스트레스와 동시에 섭취하는 사료로부터 얻는 에너지들의 대부분이 성장보다는 유지를 위하여 주로 사용

되기 때문에 성장이 지체되어 결과적으로는 전체적인 성적저하의 결과를 초래한다(Verstegen et al., 1982; Verhagen, 

1987; Dividich et al., 1991). 더욱이 혹서기에 온전한 사료섭취를 하지 못했던 돼지들에게는 저온 환경이 더욱 부정

적으로 작용하게 된다. 위와 같은 요인들은 추가적으로 면역력에도 영향을 주어 여러 질병적인 요소에 취약해질 수 

있기 때문에, 돼지의 성적저하를 막기 위해서는 혹서기와 혹한기에 특별한 영양관리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 많은 농가에서 자돈의 경우 온도 관리에 노력하고 있지만 그 외 구간의 경우에는 아직까지도 관리가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돈사의 환경이 적정 환경 온도를 벗어나 온도스트레스를 유발하는 경우, 이러한 요인을 고려하지 

않은 사료배합성분에 의해 스트레스가 가중되고 성장이 지체되며 결과적으로 전체적인 성적의 저하로 이어질 수 있

기 때문에(Coffey, 1982; Verstegen et al., 1982) 각 상황에 따라 고에너지 사료(지방 함량이 높은)와 저에너지 사료

(섬유소 함량이 높은)를 이용하는 영양사료적인 접근방법을 살펴보고자 한다.

사료섭취량은 돼지의 성적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요소로서 주변환경의 온도에 맞춰 영양적으로 적절한 사료

를 급여할 때, 가장 최적의 결과를 얻을 수 있다(Verstegen et al., 1985). 그러나 일반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자율급여

(ad libitum)의 경우, 돼지들이 주변온도의 변화에 맞춰 사료섭취량을 조절하기 때문에, 혹서기 또는 혹한기와 같은 

비정상적인 온도하의 상황에서 고에너지 사료나 저에너지 사료를 적절하게 이용한다면 생산성을 증가시킬 수 있다

(Dividich et al., 1987; Giles et al., 1987). 이러한 사료 내 에너지수준의 조절을 통한 접근방법은 에너지의 함량뿐만 

아니라 주변온도와 사료간 상호작용을 통한 열 생산 효과로서 설명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사료의 열 생산 효과는 고

에너지 사료와 고전분 사료에서보다 저에너지 사료에서 더 높다(Noblet et al., 1994; Noblet, 2006). 또한 탄수화물 열

량을 지방으로 대체하는 경우, 적정 온도 환경에서 에너지 섭취, 증체비율, 사료효율이 증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Seerley et al., 1978; Katsumata et al., 1996),고에너지 사료를 통해 열 발생을 줄이고 더위로 인해 감소된 

자율적 섭취량을 어느 정도 채워줄 수 있다면 혹서기에 있는 성적의 저하를 어느 정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다. 반대로 

추위의 환경에서는 고에너지, 저에너지 사료에서 모두 비슷한 열 생산량의 결과를 보였으며(Noblet et al., 1985), 섬

유소 함량이 높은 사료의 영양적 가치는 추위의 환경에서 최대화 된다(Noblet et al., 1989). 이를 통해 낮은 주변온도

의 환경에서는 사료의 에너지 밀도가 대사에너지 섭취에 거의 영향을 주지 않을 뿐만 아니라(Stahly et al., 1981; 

Coffey et al., 1982;  Dividich and Noblet, 1986) 생산된 열의 경우 체온조절을 위한 추가적인 열 발생으로 일부 이용

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

생산성과 연관되어있는 성적의 경우에도 온도의 영향을 받는다고 할 수 있는데, 조금 낮은 주변온도에서는 사료

전환율이자돈과 육성-비육돈에서 증가하는 결과도 보였지만(Dividich and Rinaldo, 1989), 일반적으로 추위의 환경

Table 3. The zone of thermal neutrality of each growth phase (FASS, 2010).

Phase
Lower critical

temperature (°C)
Upper critical

temperature (°C)
Lactating sow, litter Sow : 15

Litter : 32
Sow : 26
Litter : -

Prenursery, 3 - 15 kg 26 32
Nursery, 15 - 35 kg 18 26
Growing, 35 - 75 kg 15 25
Finishing, 70 - 100 kg 10 25
Sow, boar 10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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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일당증체량이 감소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사료급여가 생산성적을 위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Close and 

Mount, 1978). 자율급여를 통해 주변온도에 따라 고에너지 사료와 저에너지 사료를 비교해 보았을 때, 더운 환경에

서는 고에너지 사료가 일당증체량과 에너지 효율을 개선하였으나 추위의 환경에서는 두 사료 모두 비슷한 성적을 

나타내었다(Coffey et al., 1982).

도체구성 또한 성적과 더불어 온도에 영향을 받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고온 환경에서는 열과 관련한 여러 가지 요

인들로부터 자율적인 사료섭취량이 감소함에 따라 도체지방이 감소하는 결과를 나타낸다(Giles et al., 1988; Rinaldo 

and Dividich, 1991). 또한 사료섭취량의 감소와 함께 간, 신장, 소화관 등의 내장기관의 질량이 감소하고 그 결과로서 

도체율의 개선을 보이기도 한다(Lefaucheur et al., 1991). 반면 저온 환경에서 도체지방의 경우, 일관된 사료급여의 

상황에서는 지방으로의 에너지 축적이 단백질로의 축적보다 감소하는데, 이러한 추위의 효과는 에너지 제한의 효과

와 비슷한 결과로 생각할 수 있고(Dividich et al., 1985; Herpin et al., 1987), 자율 급여시에는 추위의 영향을 거의 받

지 않는다고 알려져 있다(Phillips et al., 1982; Dividich and Rinaldo, 1989; Quiniou et al., 2001). Coffey et al. (1982)에 

따르면 여름에 사료의 에너지함량이 증가할수록 도체율이 증가하는 결과를 보였으나 살코기부위의 경우 여름과 겨

울 모두 에너지함량의 증가와 함께 감소하는 결과를 보였다. 또한 여름과 겨울 모두에서 에너지 함량이 증가할수록 

등지방의 비율이 증가하였으며, 겨울에는 지방을 이용해 에너지함량을 증가시켰을 경우 조직 축적을 위한 에너지의 

이용효율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Close and Mount, 1978; Seerley et al., 1978). 따라서 적정수준과 관련하여 추

가적인 연구가 필요할것으로 생각된다.

돼지가 성장함에 따라 온도와 관련하여 민감성은 줄어든다고 생각하겠지만 여전히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하기 마

련이다. 고온(더위)과 저온(추위)의 환경 둘 다 문제를 발생시키지만 자율급여의 경우 돼지가 성장함에 따라 더위가 

추위보다 더 큰 문제가 된다. 이는 체구성의 변화와 더불어 사료섭취 증가를 통해 어느 정도 체온의 유지가 가능해지

기 때문이다(Noblet et al., 2001). 따라서 높은 온도의 주변온도의 경우, 사료배합의 조절을 통해 고에너지(지방첨가) 

사료를 이용한다면 고온 스트레스를 완화하고 육성-비육돈에서의 더 나은 성적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반면에, 갓

돈이나 이유자돈과 같은 중요한 시기를 제외하고 추위의 경우, 돼지의 성적은 추가적인 사료급여나 돈사의 보온을 

통해 어느 정도는 유지될 수 있지만 이들의 선택에는 비용이 필수적이다. 따라서 저에너지(고섬유소) 사료를 이용할 

경우, 에너지함량이 적고 소화하기 힘들기 때문에 열 발생량이 증가하여 고온 환경에서는 더욱 스트레스가 되지만, 

저온 환경의 경우에는 이러한 대사열이 체온을 유지하는데 이용될 수 있고 저에너지 사료의 이용효율이 최대가 되

는 결과들을 바탕으로(Stahly, 1984; Stahly and Cromwell, 1986) 성적의 개선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비용절감의 가능

성도 기대해 볼 수 있겠다. 결론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여름과 겨울의 계절적 특성과 심한 일교차를 고려하여 보았을 

때 계절별 상황에 맞는 영양관리를 통해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해 볼 수 있기에 이에 관련된 더 많은 연구가 국내에서

도 진행되어야겠다.

Conclusion

현재까지 양돈산업에 있어서 규모화와 시설화를 통해 많은 발전을 이루어왔으며, 성적저하의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는 여러 스트레스 요인들의 관리를 바탕으로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생산성을 유지하고 있다.그러나 이러한 현대화

에도 불구하고 생리적, 환경적인 특성상 불가피하게 발생되는 내 ․외부적인 스트레스 요인들은 여전히 질병발생 가

능성을 높이고, 성적저하를 일으키는 문제의 원인들로 남아있다.이러한 불가피한 상황에서 발생되는 스트레스의 경

우, 기존의 연구를 통해 확립된 양돈 영양사양을 기반으로 하여 좀 더 세밀화된 돼지의 상황과 생리에 맞춘 영양사료

적인 해결방법을 모색한다면 기존에 관리하지 못해 발생하던 손실을 방지함과 동시에 비용절감까지도 기대할 수 있

기에, 지속적이고 효율적인 생산으로의 발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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