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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간 사 
sUmEføgkarsVaKmn_

sUmsVaKmn_GñkTaMgGs;Kña EdlmkBITw kdId¾Rss;s¥aténRbeTséf. sUmEføgGMNrKuN sMrab;karBüayam nig 

xitxMRbwgERbgrbs;GñkTaMgGs;Kña  eFVI[üRbeTseyIgxJúM TTYl)ankarTTYlsÁal;

EpñkBaNiC¢kmµkarciBa©wwmRCUkehIy mankarGPivDÆ  QaneLIgmYykRmitEfmeTot.

eTaHCa RbeTseyIgTaMgBIr manPaBs¥itrmYttaMgBIedImmkk¾eday k¾

segáteXIjxøHfa mYycMnYnTTYlkarlM)ak enAksidæanciBa©wwmRCUkénRbeTseyIg xJúM  bjðaedayPaBxusKñaénPasar, 
ehIyeTotenaHEdr KitfaGñkTaMgGs;Kña

k¾)anqøgkat;bTBiesaFn_lM)akCaeRcInkñúgkarciBa©wwmenH.

mþgenH (viFisaRsþfµIénRKb;RKgkarciBa©wwmRCUk qñaM @0!^)bc©úb,nñKWenAkardæanciBa©wwmbgðajeGayeXIjBI

kMenInénkarTTYlykCnbreTsCaerIy² vaCakarekIneLIgmYykRmiteTot dUcenH ehIyk¾mankar

bEnßmEpñkPasarelIsBImun %Pasar mandUcCa Gg;eKøs, mIy:anm:a, G‘UCIebhÁI sßan, Lav cinCaedImpgEdr.

enAkEnøgciBa©wwmRCUk sMxan;Nas;eyIgRtUvyl;dwgeGay)anc,as; BIviFisaR sþlm¥it, Edl)anbgðaj

tamryH rUbPaB nig rUbft ehIy eyIgmanbMNgBüayamcg;eGayGñ kTaMgGs;Kñayl;c,as;tamryHkarGanesovePAe

nH.   sgÇwmfaesovePAenH nwgGacCYyGñkTaMgGs;Kña)aneRcIn.

nugjUb snüafanwgRbwgERbgeGayGs;BIkmøaMgkaycitþ edIm,ICYyedaHRsaybjðadl;GñkTaMgGs;Kña

Canic©nwgteTAmuxeTot, cugbBa©wb;enH sUmEføgGMNrKuN dl;GñkTaMgGs;Edl)ancUlrYmCYybegáIt (viFisaRsþfµIénkarRKb;R
KgkarciBa©wwmRCUk énqñaM @0!^). 

안녕하십니까.

아름다운 나라 캄보디아에서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낯선 환경과 여건 속에서도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특히 양돈현장에서 여러분의 열정과 땀방울이 우리나라 양돈산업의 든든한 밑받침이 되고  

있습니다.

양국은 오래전부터 우호 관계를 유지해 오고 있고, 향후 여러 분야에서 더욱 더 밀접한 협력관계를 유지해 나갈  

것입니다. 

양돈현장에서 겪는 가장 큰 어려움 중 하나는 언어적 차이로 인한 소통 및 현장 적응의 어려움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새롭게 발간하는 <2016 NEW 양돈장관리매뉴얼>은 양돈현장의 현실을 보다 심도있게 반영하여 활용도를 한층  

높였으며, 언어도 10개국(베트남, 몽골, 캄보디아, 태국, 네팔, 중국, 미얀마, 우즈베키스탄, 라오스, 영어)으로 확대 

하였습니다.

양돈장에서 꼭 알아야 할 사항들을 자세히 설명하고, 사진과 그림을 통하여 시각적으로 보여주어 이 책을 읽는 모든  

분들의 이해를 돕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이 책자를 통해 양돈농가와 외국인 근로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농협은 앞으로도 양돈농가들이 당면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끝으로 <2016 

NEW 양돈장관리매뉴얼>의 발간을 위하여 도움을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농협중앙회 축산경제대표이사

김태환

naykRbtibtþGaCIvkmµbsustV nugjUbCugGagehV

KIm efhVan;



자조금관리위원장
대한한돈협회 회장 

이병규
KN³kmµaFikarerobcMkarRKb;RKghan;dUncacUKwm  

RbFan smaKmn_edhan; han;dUn 

GIu BügXüÚ

sUmCMrabsYr xJúM)aT GIu    BügXüÚ RbFansmaKmn_edhan;han;RBmCamYy KN³kmµaFikarRKb;RKghan;dUncacUKwm  

]sSahkmµEpñkciBa©wwmstV KWCavis½y]sSahkmµmðÚbGahar nig ]sSahkmµTaMgmUlEdlmansar³sMxan;edIm,IpÁt;pÁg;Rb
PBénRbUetGIundl;RbCaCn  EdlCa]sSahkmµtMNagEdlmancMnYnCitBak;kNþaléntémøplitksikmµ. CaBiess  ]
sSahkmµhan;dUnrbs;eyIg rkSatMENgelxmYyéntémølT§plsrubénPaBcRmuHksikmµ nig   éRBeQIbnÞab;BIGgár  
tMNageGayRbCaBlrdæTaMgmUl  kRmitx<s;énRbPBRbUetGIun ebIeTaHbICamankarlM)akénkic©RBmeRBogBaNiC¢kmµesrI FTA 
k¾eday

sUmEføgGMNKuNdl; mnusSrbs;han;dUn   nig BlkrbreTsTaMgGs; EdlxitxMRbwgERbgCYyCakmøaMgenAkñúgksidæanciBa©wwm
RCUkcMeBaHsmiT§iplTaMgenH.

mnusSrbs;han;dUnTaMgGs; manPaBkøahankñúgkarRbkYtRbECgesdækic© nig kRmitx<s;énciBa©wwmRCUk GWr:ub GaemrikCaedIm 
enAelIBiPBelak, ]sSahkmµhan;dUn BaNiC¢kmµhan;dUnmaneKalbMNgkñúgkarbegáItkarRbkYtRbECg]sSahkmµhan;dUn
eRcInbMputenAkñúgvis½yksikmµEdlkMBugeFVIeGay)anl¥bMput.

KN³kmµaFikarerobcMkarRKb;RKg;han;dUncacUKwmnigesdækic©bsustVksikmµ KWedIm,IsRmcnUveKalbMNgBaNiC¢kmµcacUKwm
han;dUnsMrab; birisßankargarEbbenH EdlCargVg;énEpñkPasasnÞnaCYydl;BlkrTaMgGs;EdleFVIkarenAkEnøgciBa©wwmRCUke
Gay)anrlUnkñúgkaryl;dwgBI viFIsaRsþciBa©wwm )aneFVIkarerobcMmatikasMxan;dak;e)aHBumÖCaPasabreTs

kare)aHBumÖesovePAenH KWsRmab;mµkrbreTsRKb;sj¢atinigkareFVIBiBiFkmµbEnßmksidæan han;dUnpSBVpSayedIm,IqøúHb
Ba©waMgBIsMeNIEbb, evotNam, m:ugehÁalI, RbeTskm<úCa, RbeTséf, en)a:l;, RbeTscin, RbeTsmIy:an;m:a, G‘UebKIsßan, 
LavnigPasaGg;eKøsrYmTaMg !0 PasaCamYyKñasRmab;ksidæanRCUkrbs;eyIg nwg)aneKrMBwgfaCaCMnYyy:agxøaMgenAksidæa
nci Ba©wwmRCUk.

sgÇwmfakare)aHBumÖesovePAmþgenH minRtwmEtCYysRmYldl;kargaysRmab;kargarenAksidæanciBa©wwmEtb:ueNÑaHeT va
GacCYyeGaymankarlUtlas;EpñksmiT§ipl nig begáIncMNUldl;   ksikrhan;dUnrbs;BYkeyIgpgEdr. bnþeTot 
BRgwgEpñkGb;rMenAksidæan, ehIymanGMeNayplbMputenAksidæanhan;dUn,nigpþl;nUvBt_manc,as;las;eGay)
anl¥RbesIbMput.

CacugeRkay , sUmepJIrkarEføgGMNKuNdl; édKUrrUmshkar   nugjUbCugGagehV EdlxitxMCYyedIm,IeGay)
anbegáItesovePAenHeLIg, CagenHeTAeTot sUmGrKuNd¾RCaleRCAbMput sRmab;karrUmshkarpþl;nUvCMnYyedIm,IeGaykare 
FVIesovePAmþgenHTTYl)aneCaKC½yedayrlUn.

sUmeGayGñkTaMgGs;Kña CUbEtsuPmgÁlkñúgRKYsar nig mansuxPaBl¥  eCaKC½yRKb;Parkic©. sUmGrKuN

안녕하십니까. 한돈자조금관리위원장 겸 대한한돈협회 회장 이병규입니다. 

축산업은 전체 농업생산액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는 대표적인 산업으로서 국민에게 우수한 단백질원을 공급 

하는 식량산업이자 필수산업입니다. 특히 우리 한돈산업은 연이은 FTA 등의 어려움 속에서도 전체 농림업  

생산액 중 쌀 다음으로 부동의 1위를 지키고 있는 국민의 대표적인 단백질 공급원으로 성장했습니다. 이러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양돈현장에서 묵묵히 힘써 주신 한돈인 여러분과 외국인 근로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한돈인들은 유럽, 미국 등 세계의 양돈선진국과 자신있게 경쟁하고, 한돈산업을 농업 분야 중 가장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만들기 위한 목표를 갖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와 농협 축산경제는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한돈자조금사업의 일환으로 양돈장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들과 원활한 언어소통을  

돕고 돼지를 잘 키울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양돈장관리사항에 대한 주요 내용을 정리한 외국어판 매뉴얼을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책자는 우리 양돈현장에서 함께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의 국적 다양화와 한돈농가의 추가 보급 요청 등을 반영해  

베트남, 몽골, 캄보디아, 태국, 네팔, 중국, 미얀마, 우즈베키스탄, 라오스, 그리고 영어 등 10개 국어로 확대 보급하는 

만큼 양돈 현장에서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번 책자의 발간으로 외국인 근로자의 현지 적응에 도움을 주고 양돈현장의 주요 업무를 쉽게 이해하는 계기가  

될 뿐만 아니라 우리 한돈농가의 생산성 향상과 소득증대에도 기여하길 기원합니다. 앞으로도 현장의 교육을 강화

하고, 한돈 현장에 가장 유익하고 실질적인 정보을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끝으로, 이번 책자 발간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주신 농협중앙회 관계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아울러 이번 책자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신 많은 업계 관계자분들께도 깊이 감사

드립니다.  

여러분의 일터와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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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양돈관리 | karRKb;RKgciBa©wmRCÚk양돈장 개요 | การแนะนำาในคอกหมู

 오전 7시 업무시작과 동시에 돈사별 온도 환기량 점검. 특히 보온등 주변의  

자돈 상태 점검과 시설점검(전기, 누수 등) 후 사료급여, 12시까지 담당관리 업무

cab;efþIm kargarem:ag 7RBwknwg enAeBlenaH cat;fñak;tamRTúgRCÚkCaBiess Binitükarpøas;bþÚrbr

imaNxül;sItuNðPaB,BinitüsßanPaBkUnRCÚkenA CuMvij nwgBinitübrievN (elIg,karelcTwk CaedIm) 
eRkaymkcMNayelIcMNIehIy eFVIkarRKb;RKgTTYlxusRtUvRtwmem:ag12.

짭프다음 깡이어 너으 마옹 쁘람삐 쁘럭 능 너으 뻴 눟 짝 트남 땀 뜨룽쭈룩 찌어 삐쎗 
까 프랗쁘도우 빠리만 크쫄 씨돈너피읍 삐넏 쓰탄나피읍 꼰 쭈룩 너으 쭘윈 능 삐넏 
쁘리웬 (찌벋, 까레잊뜩) 끄라오이목 쩜나이 르 쩜나이 하어이 트버까 끄롭끄롱 떠뚜
얼 콯 뜨러우 뜨럼 마옹 덥삐

 오후 1시 업무시작과 동시에 소독 후 오후 3시까지 담당 관리 업무 (실시 or 종료)

cab;epþIm kargar enAem:ag 1resol nwgenAeBlenaH cUreFVIkarRKb;RKgTTYlxusRtÚvRtwm em:ag 3 

resoleRkayrMgab;emeraKrYc.

짭프다엄 깡이어 너으 마옹 모이 로씨엘 능 너으 뻴 눟 쫄 트워까 끄롭끄롱 떠뚜얼 콯
뜨러우 뜨럼 마옹 바이 로씨엘끄라오이 룸응오압 메록 루엊

 오후 4시 업무시작과 동시에 사료급여 후 담당 관리 업무 

cUrcab;epþImeFVIkar enAem:ag4resolnwgeFVIkarRKb;RKgTTYlRtÚv bnÞab;BIcMNayelIcMNI  enAeBlenaH 

쫄 짭프다엄 트버까 너으 마옹 부언 로씨엘 능 트버까 끄롭끄롱 떠뚜얼 콯뜨로우 번또
압 삐 쩜나이 르 쩜나이 너으 뻴 눟

 오후 6시~7시에 일과종료, 일과종료 후 돈사 순찰 및 점검

bBa©b; kargarRbcaMéf¶enAem:ag6-7l¶acRtÜtBinitünig l,atRTúgRCÚk eRkaybBa©b;kargarRbcaMéf¶.

번쫍 깡이어 쁘러짬 틍아이 너으 마옹 쁘람모이 떠으 쁘람삐 릉이엦 뜨루얻삐넏 넝 르
받 뜨룽쭈룩 끄라오이 번쫍 깡이어 쁘러짬 틍아이

 농장 업무를 주간 단위로 끊어서 요일별로 표준화된 작업 내용을 설정하는 것

cUrbMEbktamGaTitü GMBIkargarenAksidæanehIy begáItGtßn½y kargarEdlCaxñatKMrU taméf¶énsbþah¾.

쫄 봄바엑 땀 아떧 엄삐 깡이어 너으 까쎄탄 하어이 벙까얻 아따네이깡이어 다엘 찌어 
크낟 꿈루 땀 틍아이 네이 쌉쁘다

농장의	하루	일과	 kargarRbcaMéf¶ sMrab;1éf¶ enAksidæan

깡이아 쁘러짬 틍아이 썸로압 모이 틍아이 너으 까쎄탄

농장의	주간관리 karRKb;RKgksidæanRbcaMs)aþh_
까 끄롭끄롱 까쎄탄 쁘러짬 쌉쁘다

주간관리의 이해01 karyl;dwg GMBI karRKb;RKg Gnuvtþn_

까	욜	덩	삐	까	끄롭	끄롱	아누왓

오전 7시	 em:ag7

ojeon ilgobsi 마옹 쁘람 삐

온도환기량 점검	
ondohwangilyang jeomgeom
karpøas;bþÚrbrimanxül;

까 플랗쁘도우 빠리만 크졸

자돈	 kUnRCÚk

jadon	 꼰쭈룩

점검 	 Binitü

jeomgeom	 삐넏

시설점검	 BinitübrievN	
siseoljeomgeom 삐넏빠레붼

사료급여	 karpþl;cMNay

salyogeub-yeo	 까프덜쩜나이

오후 1시	 em:ag1

ohu hansi	 마옹모이

소독	 rMgab;emeraK

sodog	 룸응오암메록

담당	
damdang

karRKb;RKgTTYlRtÚv

까끄롭끄롱떠뚜얼콯뜨로우

업무	 tYnaTI

eobmu 뚠니띠

오후 4시	 em:ag4	
ohu nesi 마옹부언

사료급여	 karpþl;cMNay

salyogeub-yeo 까프덜쩜나이

일과종료	 bBa©b;kargar

ilgwajonglyo 번쫍깡이어

돈사 순찰 및 점검	 	
donsa sunchal mich jeomgeom

RtÜtBinitünigl,a

뜨루얻 삐넏 넝 르받 뜨룽 쭈룩

요일별	 taméf¶

yoilbyeol	 땀틍아이

작업 내용	 Gtßn½ykargar

jag-eob naeyong	 아따네이깡이어

단어모음   RkúmBakü  끄롬 삐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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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pñk

프나엑

월요일
éf¶c½nÞ

틍아이짠

화요일
éf¶GgÁar

틍아이엉끼어

수요일
éf¶Buc

틍아이뽇

목요일
éf¶RBhs,t×

틍아이쁘러호아

금요일
éf¶suRk

틍아이쏙

토요일
éf¶esAr_

틍아이싸으

일요일
éf¶GaTitü

틍아이 아떧

임신사
emRCÚk

epIm

메쭈룩
파엄

발정 및 재발정 체크
kardak;)ar BinitüeGay)anRtwmRtUv  
karbgáat;BUC nigkarbBa¢ÚneTAbnþ

까	닥	바:	삐넏	아오이반	뜨럼뜨로우
까	벙까얻	뿢	넝	까	번쭌	너으	번떠

이유모돈 전입
karpøas;bþÚr emRCUkpþac;edaH

까	프랒쁘도우	
메	쭈룩	프닺	덯

임신진단
eraKvinicä½yeBlepIm

록위네이차이
뻴	파엄	리업쩜	짝	트남
벙까	리업쩜	끄라올

분만예정돈 전출
karpøas;pþÚremRCUkmankmµviFI 

RtUvbegáItkUn

까	프랗쁘도우		
메쭈룩	미언	깜위티	
뜨로우	벙까얻	꼰

기본관리
Binitü kardak; 
eQµal

삐넏	까	닥	츠몰	
까	끄롭끄롱	땀

발정체크
karRKb;RKg 
tammaRtdæan

미얻러탄

도태모돈 판매
karlk;emRCUkEdlRtUve)aHbg;ecal

까	루억	메쭈룩	다엘	뜨로우	밯봉짜올

후보돈 입식(후보돈 돈사로)
cMNIRTRTg;emRCUkbMrug¬RTugemRCUkbMrug¦

쩜나이	뜨러뜨롱	메쭈룩	범롱(뜨룽메쭈룩	범롱)

분만사
karbegáItkUn

벙까읏	꼰

1차 자돈 철분주사
eRkoveday cak;fñaMCatiEdk 
eTAkUnRCUkelIkTI 1

끄리우	다오이	짝	
트남	찌얻	다엑

거세
eRkóv

끄리우

이유준비
kareRtompþac;edaH

까	뜨리엄		
프닺	덯

분만준비
kareRtómbegáIt

까뜨리엄벙까얻

이유모돈, 

포유자돈 전출
karsMlab;emeraKeday 

lagTwk kardUr RCUkekItkUn/
까	썸랍	

메록	다오이	리앙뜩		
까도쭈룩까읏꼰

수세소독
bþÚrtamkarFMFat

쁘도우땀톰토앋

(토/일 예정돈)
¬RCUkmankmµviFI esAr_¼GaTitü¦

리업깔쏘옴씯(껌바)
쭘누어이아오이찹까얻

2차 자돈 	
철분주사,백신

kUnRCUkelIk TI2 fñaMbgáareraK/ 
karcak;fñaMCatiEdk

(쭈룩미언깜위티	싸우/아떧)
꼰쭈룩	르윽띠삐	트남벙까록,	

까짝트남찌얻다엑

분만예정돈 입식
GaharbMrugRCUkmankmµviFI 

RtUvbegáItkUn

아하	범롱	쭈룩
미언	깜위티

뜨로우	벙까얻	꼰

기본관리
karRKb;RKg 

tammaRtdæan

까	끄롭
끄롱	땀
미얻탄

분만 처치, 양자보내기
karRKb;RKgRCUkeTIbekIt/ kardak; 1 KU

까	끄롭끄롱	쭈룩	떠업까얻,	까	닥	모이	꾸

자돈사
kUnRCÚk

꼰
쭈룩

육성사로전출
rMgab;emeraK 
edaylagTwk

룸응오압	메록	다
오이	리엉뜩	쁘로
우	땀	까	톰티얻

수세소독
bþÚrtamkarFMFat

쁘도우땀톰토앋

사료교체
karpøas;bþÚr

까	프랗쁘도우

전입준비
kareRtompøas;bþÚr

까	뜨리엄	프랗	
쁘도우

자돈전입 포유자돈

양자보내기
karpøas;bþÚrkUnRCUk kUnRCUke)
AedaH kardak; 1 KU
까	프랗	쁘도우	

꼰쭈룩	꼰쭈룩	바우덯	
까	닥	모이	꾸

백신주사
karcak;fñaMbgáareraK

까	짝트남벙까록

치료
karBüa)al

까프찌어발

기본관리
karRKb;RKg 

tammaRtdæan

까	끄롭
끄롱	땀
미얻탄

육성비육사
RCÚkciBa©wm RCÚksac;
쭈룩	쩬쩜
쭈룩	쌎

전입돈방

수세 소독
karpøas;bþÚrRTugRCUk  

rMgab;emeraK edaylagTwk

까	프랗쁘도우뜨룰쭈
룩

롬응오압메록
다오이리어뜩

자돈전입
karpøas;bþÚrkUnRCUk

까프랗쁘도우꼰
쭈룩

기본관리
karRKb;RKg 

tammaRtdæan

까	끄롭
끄롱	땀
미얻탄

사료
cMNI

쩜나이

사료재고확인
EqksþúkcMNI

차엑	쓰독
쩜나이

사료재고확인
EqksþúkcMNI

차엑	쓰독
쩜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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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
(7일령)
GaTitüTI1

(Gayu7éf¶)

아떧 띠 모이

(아유 쁘람  
틍아이)

2주
(14일령)
GaTitüTI2

(Gayu14éf¶)

아떧 띠 삐

(아유 덥부언 
틍아이)

3주
(21일령)
GaTitüTI3

(Gayu21éf¶)

아떧 띠 바이

(아유 머페이  
모이 틍아이)

4주
(28일령)
GaTitüTI4

(Gayu28éf¶)

아떧 띠 부언

(아유 머페이 쁘
람바이 틍아이)

5주
(35일령)
GaTitüTI5

(Gayu35éf¶)

아떧 띠 쁘람

(아유 쌈썹쁘람
틍아이)

6주
(42일령)
GaTitüTI6

(Gayu42éf¶)

아떡 띠 쁘람 모이 

(아유 싸에썹  
삐 틍아이)

7주
(49일령)
GaTitüTI7

(Gayu49éf¶)

아떧 띠 쁘람 삐 

(아유 싸에썹 쁘
람 부언 틍아이) 

8주
(56일령)
GaTitüTI8

(Gayu56éf¶)

아떧 쁘람 바이

(아유 하썹 쁘람 
모이 틍아이)

대용유, 1호 사료
RbePTGaharCMnYs,cMNIelIkTI1 

(RbePTGaharCMnYs,GaharBiess)

쁘러펟아하 쭘누엊 쩜나이 르윽 띠 모이  
(쁘러펟 아하 쭘누엊 아하 삐셋)

2호 사료
cMNIelIkTI2

(cMNIelIkTI1)

뻴 프닺 덯 머슘 

3호 사료
cMNIelIkTI3 

(cMNIelIkTI2)

쩜나이 르윽 띠 삐 
(쩜나이 르륵 띠 모이)

포유자돈
kUnRCÚke)AedaH

꼰쭈룩바우덯

이유자돈
kUnRCÚkpþac;edaH

꼰쭈룩프닺덯

 사양 프로그램은 농장의 특성 및 사료회사에 따라 다를 수 있음

kmµviFI karbegáIt;BUCKWGacxus nwgRkúmh‘unplitcMNI niglkçNHBiessénksidæan  

깜위티 까 벙깓뿣 끄 앚 콯 능 끄롬훈펄럳쩜나이 능 레악카나 삐셓 네이 까쎄탄

02
한국 양돈장의 일반적인 사양 프로그램
lkçN³Biessén kmµviFIkar bgáat;BUCFmµta énksidæanciBa©wmRCÚk enARbeTskUer::

락카낙삐쎟	깜위티	까	벙깓뿢토암모다	네이	까쎄탄	쩬쩜	쭈룩	너으	쁘러뗗	꼬레

이유시점
eBlEdleGay cMNI

뺄 다엘 아오이 쩜나이

1 2

이유시점	 eBlpþac;edaH

iyusijeom 뻴프닺덯

포유자돈	 kUnRCÚke)AedaH

poyujadon 꼰쭈룩바우덯

이유자돈	 kUnRCÚkpþac;edaH

iyujadon 꼰쭈룩프닺덯

단어모음   RkúmBakü  끄롬 삐억

비육돈	사료급여	프로그램 kmµviFIpÁt;pÁg; cMNIRCÚksac

깜위티프꼳프꽁 쩜나이 쭈룩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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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성 전기
muneBlFMFat;;

문뻴 톰토앋

육성후기
eRkayeBlFMFat;

끄라오이 뻴 톰 토앋

9주
(63일령)
GaTitüTI9

(Gayu63éf¶)

아떧 띠 부언

(아유 혹썹  
틍아이)

10주
(70일령)
GaTitüTI10
(Gayu70éf¶)

아떧 띠 덥

(아유 쩓썹  
틍아이)

11주
(77일령)
GaTitüTI11
(Gayu77éf¶)

아떧 띠 덥모이

(아유 쩓썹  
쁘람삐 틍아이)

12주
(84일령)
GaTitüTI12

(Gayu84éf¶)

아떧 띠 덥삐

(아유 빠에썹
부언 틍아이)

젖돈사료
cMNIRCÚke)AedaH

쩜나이쭈룩바우덯

13주
(91일령)
GaTitüTI13
(Gayu91éf¶)

아떧 띠 덥바이

(아유 까으썹 
모이 틍아이)

14주
(98일령)
GaTitüTI14
(Gayu98éf¶)

아떧 띠 덥부언

(아유 까으썹
쁘람바이  
틍아이)

15주
(105일령)
GaTitüTI15

(Gayu105éf¶)

아떧 띠 덥쁘람

(아유 모이로이 
쁘람 틍아이)

16주
(112일령)
GaTitüTI16

(Gayu112éf¶)

아떧 띠 쁘람
모이

(아유 모이로이 
덥삐 틍아이)

17주
(119일령)
GaTitüTI17

(Gayu119éf¶)

아떧 띠 쁘랍삐

(아유 모이로이 
덥 쁘람 

부언 틍아이)

육성돈사료
cMNIRCÚkciBa©wm

쩜나이쭈룩쩬쩜

18주
(126일령)
GaTitüTI18

(Gayu126éf¶)

아떧 띠 
덥쁘람바이

(아유 모이로이
쁘람오이  
틍아이)

19주
(133일령)
GaTitüTI19

(Gayu133éf¶)

아떧 띠 덥쁘
람부언

(아유  모이로이
쌈썹바이 
틍아이)

20주
(140일령)
GaTitüTI20

(Gayu140éf¶)

아떧 띠 머페이

(아유 모이로이 
싸에썹 틍아이)

21주
(147일령)
GaTitüTI21

(Gayu147éf¶)

아떧 띠 머페이
모이 

(아유 모이로이 
싸에썹 쁘람삐 

틍아이)

22주
(154일령)
GaTitüTI22

(Gayu154éf¶)

아떧 띠 머페이
삐 

(아유  모이로이 
하썹부언  
틍아이)

육성돈사료
cMNIRCÚkciBa©wm

쩜나이 쭈룩 쩬쩜

23주
(161일령)
GaTitüTI23

(Gayu161éf¶)

아떧 띠 머페이
바이 

(아유 모이로이 
혹썹모이  
틍아이)

24주
(168일령)
GaTitüTI24

(Gayu168éf¶)

아떧 띠 머페이 
부언 

(아유 모이로이 
혹썹 쁘람 바이 

틍아이)

25주
(175일령)
GaTitüTI25

(Gayu175éf¶)

아떧 띠 머페이
쁘람 

(아유 모이로이 
쩓썹 쁘람  
틍아이)

26주
(182일령)
GaTitüTI26

(Gayu182éf¶)

아떧 띠 머페이
쁘람 모이

(아유 모이로이
빠엗썹 삐 
 틍아이)

비육돈사료
cMNIRCÚksac;

쩜나이 쭈룩 쌎

육성후기
eRkayeBlciBa©wm

끄라오이뻴쩬쩜

비육돈
RCÚksac;

쭈룩쌎5

3

6

4
육성	 FMFat;

yugseong 톰토앋

전기	 muneBlFMFat;

jeongi 문뻴톰토앋

후기	 eRkayFMFat;

hugi 끄라오이톰토앋

젖돈	 cMNIRCúke)AedaH

jeojdon 쩜나이쭈룩바우덯

사료	 cMNI

salyo 쩜나이

육성돈	 cMNIRCÚkciBa©wma

yugseongdon 쩜나이쭈룩쩬쩜

비육돈 	 cMNIRCÚksac;

biyugdon 쩜나이쭈룩쌎

단어모음   RkúmBakü  끄롬 삐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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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돈	 emRCÚk

modon 메쭈룩

사료	 cMNI

salyo 쩜나이

프로그램	 kmµviFI

peulogeulaem 깜위티

단어모음   RkúmBakü  끄롬 삐억

2.0~2.5kg

3.0~3.5kg

1.8~2.2kg
2.2~2.6kg

2.8~3.0kg
3.0~3.5kg

eRk
ay
RC
Is
erIs
2
1é
f¶

mun
bg
áat
;BUC
 2
Ga
Tit
ü

éf
¶bg
áat
;BUC

bgáat;BUC 30éf¶

bgáat;BUC 80éf¶

mun
ek
It 
5G
aT
itü

eRk
ay
ek
It 
5é
f¶

karpþac;edaHéf
¶ek
It

eRC
Is
erIs

pþl;eRcIn

cUrpþl;cMNIr - 0.5kg

pþl;eRcIn

lUtlas; (eRCIserIs)

RCUkBUC RCUkepIm emRCUkbMe)AedaH

➊	무제한 급여
 pþl;eRcIn 

 프덜 크미안 껌넛

➋ 선발
 2eRCIserIs

 쯔르릏

➌ 선발 21일후
 eRkayeRCIserIs21éf¶
 끄라오이쯔르릏머페이  
 모이 틍아이

➍ 교배 2주전
 munbgáat;BUC2GaTitü
 문벙깓뿢 삐 아떧

➎ 교배일
 éf¶bgþat;BUC

 틍아이 벙깓 뿢

➏ 교배 30일
 bgáat;BUC30éf¶ 
 벙깓 뿢 쌈썹 틍아이

➐ 유선발육(선택)
 lUtlas; (eRCIserIs)
 룯로앟(쯔르릏)

➑ 교배 80일
 bgáat;BUC80éf¶ 
 벙깓뿢 빠에썹 틍아이

➒ 분만 5일전
 munekIt5GaTitü 
 문까얻 쁘람 아떧

➓ 0.5kg 씩 감량
 cUrpþl;cMNI 

 쫄프덜쩜나이

 분만일
 éf¶ekIt 

 틍아이 까얻

 분만 5일후
 eRkayekIt5éf¶ 
 끄라오이 까얻  
 쁘람 틍아이

 무제한 급여
 pþl;eRcIn 

 프덜 크미안 껌넛

 이유
 karpþac;edaH

 까 프덜 덯

 후보돈
 RCÚk BUC 

 쭈룩 뿢

 임신돈
 RCÚkepIm

 쭈룩 파엄

 포유돈
 emRCUkbMe)AedaH

 메쭈룩 봄바우덯

1)	초산돈 : -0.1~0.2kg
 kUnRCÚkekIt TImYy : -0.1kg~0.2kg
 꼰쭈룩까얻 띠 모이 : -0.1kg~0.2kg

2)	동절기 :＋0.2~0.4kg
 rdUvRtCak; : +0.2~0.4kg
 로도우뜨러찌억 : ＋0.2~0.4kg

3)	유선발육기간에 사료를 감량하여 급여(선택)
3 brimaNcMNI Edl pþl;eGay 

kat;bnßyeTAtamkMlugeBl lUtlas; (eRCIserIs)
빠리만쩜나이다엘 프덜 아오이 깓번터이 너으 땀 껌
롱 뻴 룯로앟(쯔라으 라으)

용 어 정 리

모돈	사료급여	프로그램 kmµviFI pþl;cMNI emRCÚk

깜위티 펄 쩜나이 메쭈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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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포유자돈	관리
 karRKb;RKgkUnRCÚk enAe)AedaH

	 까	끄롭끄롱꼰쭈룩너으덤바으덯

2.	이유자돈	관리
 karRKb;RKg kUnRCÚkpþac;edaH 

	 까	끄롭끄롱꼰쭈룩	프닺	덯

3.	육성ㆍ비육돈	관리
 karRKb;RKgRCÚksac; nig RCÚkBUC   

	 까	끄롭끄롱쯔룩쌎	넝	쯔룩	뿢

4.	출하관리	및	도축
 karRKb;RKg beBa©jlk; nigkarsmøab

	 까	끄롭끄롱	번쩬	루억	넝	까	썸락

5.	웅돈	관리
 karRKb;RKg kMedA

	 까	끄롭끄롱	껌다우

6.	임신돈	관리
 karRKb;RKg emRCÚkbMrug  

	 까	끄롭끄롱	메쭈룩	봄롱			

7.	포유모돈	관리
 karRKb;RKg RCÚkepIm

	 까	끄롭끄롱	쯔룩파엄

8.	이유	모돈(종부	대기돈)	관리
 karEfrkSa emRCÚkpþac;edaH (eRtómbgáat;BUC))

	 까	타에레악싸	메쭈룩	프닺덯(뜨리엄벙깓뿢)

단어모음 |	 RkúmBakü  
 끄롬 삐억

포유자돈	 kUnRCÚke)AedaH

poyujadon 꼰쭈룩바우덯

관리	 karRKb;RKg

gwanli 까끄롭끄롱

이유자돈	 kUnRCÚkpþac;edaH

iyujadon 꼰쭈룩프닺덯

육성	 FMFat;

yugseong 톰토앋

비육돈	 RCÚkBUC

biyugdon 쭈룩뿢

출하	 beBa©j

chulha 번쩬루억

도축	 karsMlab;

dochug 까썸랍

웅돈	 pþl;KµankMNt; 

ungdon 프덜 크미안 껌넛

임신돈	 emRCÚkbMrug 

imsindon 메쭈룩 범롱

포유모돈	 RCÚkepIm

poyumodon 쭈룩파엄

이유 bMe)AedaH

iyu 범바우덯

모돈 emRCUk

modon 메쭈룩

종부 eRtómbegáItBUC

jongbu 뜨리엄벙깓뿢

대기돈 
daegidon
RCÚkEdleRtómbegáItBUC

쭈룩다엘뜨리엄벙깢뿢

양돈관리 kar RKb;RKgciBa©wmRCÚk

까 끄롭끄롱 쩬쩜 쭈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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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유자돈 관리01 karRKb;RKgkUnRCÚk enAe)AedaH

까	끄롭끄롱꼰쭈룩너으덤바으덯

구  분
Epñk

프나엑

오   전
eBlRBwk

쁘럭

오   후
eBlresol

로씨엘

월요일
éf¶c½nÞ

틍아이 짠

철분주사,	거세
karcak;fñaMCatiEdk, kareRkóv

까 짝트남찌얻다엑, 까 끄리어브

철분주사,	거세
karcak;fñaMCatiEdk, kareRkóv

까 짝트남찌얻다엑, 까끄리어브

화요일
éf¶GgÁar

틍아이  
엉끼어

자돈사	지원
karse®gÁaHkUnRCÚk

까 썽꾸루엏꼰쭈룩

카드정리(분만예정돈),	치료
karerobcMkat(RCÚkmankmµviFIekIt), karBüa)al

까 리업쩜깓(쭈룩미언깜위티까얻),
까 프찌어발

수요일
éf¶Buc

틍아이 뽖

분만처치,	이유준비
EqkkUnRCÚkpþac;edaH, kareRtómpþac;edaH

차엑꼰쭈룩프닺덯, 까 뜨리엄 프닿덯

분만처치,	양자관리,	이유자돈체크
EqkkUnRCÚkpþac;edaH, karRKbRKgCaKUr, EqkkUnRCÚkpþac;edaH

차엑꼰쭈룩프닺덯, 끄롭끄롱찌어꾸
끄롭끄롱쭈룩떠업까얻

목요일
éf¶RBhs,t×

틍아이  
쁘러호아

이유,	수세
karpþac;edaH, karlagTwk

까 프닿덯, 까 리엉뜩

수세,	치료
karlagTwk, karBüa)al

까 리엉뜩, 까 프찌어발 

금요일
éf¶suRk

틍아이 쏙

유도분만,	백신,	철분주사,	양자관리
CMnYyeGayqab;ekIt, v:ak;saMg, karcak;fñaMCatiEdk, karRKb;RKgCaKUr

쭘누어이아오이 찹까얻, 왛쌍, 
까 짝트남찌얻다엑, 까끄롭끄롱찌어꾸

생석회	도포,	분만처치,	양자관리
labkal;süÚmGuksuIt(kMe)ar), EqkkUnRCÚkpþac;edaH, karRKbRKgCaKUr

리업깔쓰옴옥씯(껌바오), 차엑꼰쭈룩프닺덯, 
끄롭끄롱찌어꾸

토요일
éf¶esAr_

틍아이 싸우

분만예정돈	입식,	이각/거세작업,	양자관리
cMNIRTRTg;kmµviFIRCÚkekIt, kardak;sBaØasMKal;RCÚk/kareRkóv, karRKb;RKgCaKU

쩜나이 뜨러뜨롱 깜위티 쭈룩까얻,  
까 닥 썬냐 쏨꼬알 쭈룩/까 끄리어브,  

까 끄롭끄롱찌어꾸

통합관리(주변정리정돈,	분뇨처리작업)
karRKb;RKgrYmKña karRKb;RKgerobcMCuMvij,kar sMGatlamk

까 끄롭끄롱루엄크니어
(까 끄롭끄롱리업쩜 쭘뷘, 까 썸앋리어목)

일요일
éf¶GaTitü

틍아이 아떧

기본	사양관리
karRKb;RKgkarbnþBUCtamsþg;da

까 끄롭끄롱 까 번떠뿢 땀 쓰떵다

기본사양관리
karRKb;RKgkarbnþBUCtamsþg;da

까 끄롭끄롱 까 번떠뿢 땀 쓰떵다

분만사	주간관리
작업	스케줄
RbkarlMGit GMBIkarRKb;RKg 

tamGaTitü eBlRCÚkeTIbekIt

쁘러까	룸얻	엄삐	까	끄롭끄
롱	땀	아떧	뻴	쭈룩	떠업까얻

포유자돈 관리를 주간 단위로 끊어서 요일별로  
표준화된 작업

cUrbMEbktams)aþh_GMBIkarRKb;RKgkUnRCÚk enAe)AedaHehIycat;Ecg 

eGaytamsþg;dar taméf¶GaTitü

쫄	봄바엑	땀	썹바다	엄삐	가	끄롭끄롱꼰쭈룩	너으	바우	
덯	하어이	짣짜엥	아오이	땀	쓰떵다	틍아이	아떧

포유자돈	 kUnRCÚke)AedaH

poyujadon 꼰쭈룩바우덯

관리 karRKb;RKg

gwanli 까끄롭끄롱

작업 kargar

jag-eob 깡이어

스케줄 RbkarlMGit

seukejul 쁘러까룸얻

주간단위 tams)aþh_

jugandan-wi 땀쌉쁘다

요일별	 taméf¶ 

yoilbyeol 땀틍아이

표준화	 sþg;da

pyojunhwa 쓰떵다

자돈사	 karseRgaHkUnRCÚk

jadonsa 까썽끄루엏꼰쭈룩

카드정리	 karelobcMkat

kadeujeongli 까리업쩜깓

치료	 karBüa)al

chilyo 까프찌어발

분만처치	 EqkkUnRCÚkpþac;edaH

bunmancheochi 차엑꼰쭈룩프닺덯

양자관리	
yangjagwanli
karRKbRKgCaKUr

까끄롭끄롱찌어꾸

유도분만	 CYyeGayqab;ekIt

yudobunman 쭈어이아오이찹까얻

백신	 v:ak;sMaMg

baegsin 왁쌍

철분주사	 cak;fñaMCatiEdk

cheolbunjusa 짝트남찌얻다엑

생석회	 süÚmGuksuIt(kMe)ar)
saengseoghoe 쓰옴옥씯(껌바오)

이각	 kardak;sBaØasMKal;RCÚk

igag 까닥썬냐썸꼬알쭈룩

거세	 kareRkóv

geose 까끄리어브

정리정돈	 karRKb;RKgerobcMCuMvij

jeonglijeongdon 까리업쩜쭘뷘

분뇨처리	 karsMGatlamk

bunnyocheoli 까썸앋리어목

기본	 sþg;da

gibon 쓰떵다
사양관리	 karRKb;RKgkarbnþBUC

sayang-gwanli 까끄롭끄롱까번떠뿢

단어모음   RkúmBakü  끄롬 삐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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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전 7시 업무시작과 동시에 돈사별 온도 환기량 점검. 특히 보온등 주변의 

자돈상태 점검과 시설점검(전기,누수 등) 후 사료급여, 12시까지 담당관리 업무

karcab;epþImkargarem:ag&RBwk nig bMEbkKUnRCUk tMNalKña karBinitü sIutNðPaB  brimaNxül;.  

CaBiesskMedACaedIm BinitüsßanPaBkUnRCUk nig brisßanCuMvij (ePøIg,karelcTwk)eRkay mkpþl;cMNI , RKb;RKg;e
mIlkarxusRtUvelIkargarRtwmem:ag!@.

까짭브담 깡이아 마엉 쁘람삐 뻐륵 능 범벡꼰쭈룩 덤날크니아 삐늣 세떠나학피압  
빠리만크절. 지아삐셓 껌다우지아담 삐늣스탄나피압꼰쭈룩 능 빠리탄쭘윈 (플랑,  
깔맂뜩)크라오먹 프덜네이, 끄롭끄롱 마을까카어 뜨라울라으깡이아 따름멍 덥삐

 오후 1시 업무시작과 동시에 소독 후 오후 3시까지 포유자돈 관리 업무

bnÞab;BIrMgab;emeraKenAeBltMNal nwgkarcab;epþImeFVIkar enAem:ag1resolehIy karRKb;RKgkUnRCÚk enAe)
ARtwmem:ag3resol.

번또압 삐 룸응오압 메록 너으 뻴 떰날능 까짭프다엄 트버까 너으 마옹 모이 로시엘하
어이 까 끄롭 끄롱꼰쭈룩 너으 바우 뜨럼 마옹 바이 로씨엘

 오후 4시 업무시작과 동시에 사료급여 후 포유자돈 관리

bnÞab;BIpþl;cMNIenAtMNalKña nwgkarcab;epþImkargar4resolehIyRKb;RKgkUnRCÚkenAe)A.

번또압 삐 프덜 쩜나이 너으 떰날 크니어능 까짭프다엄깡이어 너으 마옹 부언 로씨엘
하어이 끄롭끄롱 꼰 쭈룩 너으 바우

일상	관리
karRKb;RKgRbcaMéf¶

까끄롭끄롱쁘러짬	틍아이

온도 및 환기관리

karRKb;RKgelIsItuNðPaB nig karbBa©Úlxül;

까끄롭끄롱르으씨돈나피업넝까번쫄크졸

일상 RbcaMéf¶

ilsang 쁘러짬틍아이

관리	 karRKb;RKg

gwanli 까끄롭끄롱

온도	 sItuNðPaB

ondo 씨돈나피업

환기	 karbBa©Úlxül;

hwangi 까번쫄크졸

오전 7시	 em:ag7

ojeon ilgobsi 마옹쁘람삐

점검	 Binitü

jeomgeom 삐넏

자돈상태	 sßanPaBkUnRCÚk

jadonsangtae 쓰탄나피업꼰쭈룩

시설점검 	 Binitübrievj

siseoljeomgeom	 삐넏빠레붼

사료급여	 cMNI

salyogeub-yeo 쩜나이

담당	
damdang
karRKb;RKgTTYlRtÚv

까끄롭끄롱떠뚜얼콯뜨로우

업무	 kargar(eFVIkar)
eobmu 깡이어(트버까)

오후 1시	 m:ag1

ohu hansi 마옹모이 

소독	 rMgab;

sodog 룸응오암

포유자돈관리	 karRKb;RKgkUnRCÚk

poyujadongwanli 까끄롭끄롱꼰쭈룩

오후  4시	 em:ag4

ohu nesi 마옹부언

사료급여	 karpþl;cMNI

salyogeub-yeo 까프덜쩜나이

단어모음   RkúmBakü  끄롬 삐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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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	0~1일령	
(주로	목,	금요일)
Gayu 0-1éf¶ (CaTUeTAéf¶BuF,suRk)
아유	모이	떠으	모이	틍아이	
(찌어꾸떠으	틍아이	뽖,	쏙)

분만준비, 분만관리 및 양수제거, 탯줄제거, 초유급여, 견치(송곳니)제거,  

꼬리자르기(단미)

karetombegáIt RKb;RKgbegáItykTwkePøaHecj ykTgsukecj pøl;TWkedaHdMbUg kat;cgáÚm kat;ecµj),kat;knÞúy

까	뜨리엄벙까얻,	끄롭끄롱벙까얻	욕	뜩플루엏쩬,	욕	똥	쏙	쩬,	프덜	뜩덯	덤봉,	깓쩡꼬
옴(깢	트멘),	깓	껀뚜이	맥즈	트르흣	밸트개흐	,	트러흐	대글램	벌렁	오르기그	오스규	벌
거흐,	휵	타슬라흐	,	암롤라흐,	서여	아와흐,	수울	타슬라흐.

 분만예정 일주일 전부터 지속적인 모돈 분만징후 관찰

cab;BI munkmµviFIbegáIt1GaTitücUrsegátBIsBaØaNén karbegáItkUnrbs;emRCÚkCabnþbnÞab;

짭삐  문깜위티 벙까얻 모이 아떧 쫄 썽껟 삐 썬냔 네이 까벙까얻 꼰 로봏 메 쭈룩  
찌어 번떠번또압

 외음부가 붉게 부어 오르고 팽대

TVareRkAehImehIyeLIg RkhmeRBÓg ² 

뜨비어끄라우하엄 하어이 라엉 끄러홈쁘릉쁘릉

 출산이 가까워지면 음부에서 점액 분비

karsRmalkan;Etekok manTwkrMGilecjenAmat;TVa

까섬랄 깐떼이끼악 미안뜩럼을젠나우 마엇트위아

 유방은 점차 커지며 유두는 뚜렷이 솟아나고 검붉은색을 띰

edaHeLIgFMbnþicmþg² Ék,aledaHrIkFMehIy ecjBN’RkhmexµA

덯라엉톰 번뗒뭐덩뭐덩 아에끄발 덯릭 톰 하어이 쩬 뽀아끄러홈크마우

 유방을 문질러 짜보면 물과 같은 유즙이 나옴

ebIdusb¤GEg¥ledaHeXIjmanecjTwk nig dUcTwkedaH  

바어 돟 르 엉아엘덯 크은미언쩬 뜩 넝 도웆뜩덯

 복부 팽대, 파수발생, 동작불안 등의 행동 보임

va bgðajGakarHeBaHFM (ehImeBaH),begáIt edayRbúgRby½tñ,skmµPaBeqøqøar
위어 벙한아깧레앟 뿌엏톰(하엄뿌엏), 벙까얻 다오이 쁘롱쁘러얃, 싸깜마피업 츨레츨라

<외음부팽대>	
karehImTVar

까하엄뜨비어

<유즙>
TwkedaH

뜩덯

1.	분만준비 kareRtómbegáIt

까 뜨리엄 벙까얻

출생	 begáIt

chulsaeng 벙까얻

일령	 Gayu

illyeong 아유

분만준비	 karRKbRKg;begáIt

bunmanjunbi 까끄롭끄롱벙까얻

분만관리 및 양수제거 
bunmangwanli mich yangsujegeo

karRKbRKg;begáItnig ykTwkePøaHecj

까끄롭끄롱벙까얻 넝 욕뜩플루엏쩬

탯줄제거	 ykTgsukecj

taesjuljegeo 욕똥쏙쩬

초유급여	 karpøl;TWkedaHdMbUg

choyugeub-yeo 까프덜뜩덯덤봉

견치(송곳니)제거 
gyeonchi(song-gosni)jegeo  
kat;cgáÚm(kat;ecµj)
깓쩡꼬옴(깢트멘)

꼬리자르기(단미) 
kkolijaleugi(danmi)  
kat;knÞúy

깓껀뚜이

분만예정 munkmµviFIbegáIt

bunman-yejeong 문깜위티벙까얻

일주일 1GaTitü

ilju-il 모이아떧

분만징후 sBaØaNénkarbegáIt

bunmanjinghu 삐썬냔벙까얻

관찰 segát

gwanchal 썽껟

외음부 TVareRkA 

oeeumbu 뜨비어끄라우

붉게	 Rkhm

bulg-ge 끄러홈

팽대 eLIgeRBÓg²

paengdae 라엉쁘릉

음부 TVar

eumbu 뜨비어

점액 TwkrMGil

jeom-aeg 뜩룸얼

분비 hUr

bunbi 호우

유방 edaH

yubang 덯

유두 k,aledaH

yudu 끄발덯

유즙 TwkedaH

yujeub 뜩덯

단어모음   RkúmBakü  끄롬 삐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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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만 begáIt

bunman 벙까얻

시작	 karcab;epþIm

sijag 짭프다엄

양수 TwkePøaH

yangsu 뜩플루엏

온도 sItuNðPaB

ondo 씨돈나피업

20℃ 20°C

isibdossi 머페이 엉싸쎄

유지 rkSa

yuji 레악싸

보온등 RbGb;rkSakemþA

boondeung 쁘러옵레악싸껌다우

설치 temøIg

seolchi 떰라엉

온도조절 karrkSakemþA

ondojojeol 끄롭끄롱까레악싸껌다우

깔짚 cMebIg

kkaljip 쩜바엉

신문지 RkdaskarEst

sinmunji 끄러닿까싸엗

깔기 dak;

kkalgi 닥

단어모음   RkúmBakü  끄롬 삐억

 양수가 터진 후 1~2시간 후 분만

bnÞab ;BIEbkTwkePøaHehIy 1-2em:ageRkaybegáIt

번또압 삐 바엑 뜩 플루엏 하어이 모이 떠으 삐 마옹 끄라오이 벙까얻

 분만사 온도 : 20℃ 이상 유지

sItuNðPaBeBlbegáItrkSakemþA elIsBI20˚C

씨똔나피업 뻴 벙까얻 레악싸 껌다우 르릏 삐 머페이 엉싸

 분만틀 옆 또는 뒤에 보온등 설치

temøIgkRmwtrkSakemþAenA BIeRkay b¤CitTRmg;énkarbegáIt

떰라엉껌륵레악싸껌다우너으 삐 끄라오이 르 쩓 떰롱 네이 까 벙까얻

 보온등의 높낮이 조절로 온도조절

RKb;RKgkarrkSakemþA tamkarRKb;RKg elIkRmitkemþAx<s;Tab

끄롭끄롱 까레악싸므다우땀 까 끄롭끄롱 르윽 껌륵 껌다우 크뿌엏 띠업

 충분한 깔짚 및 신문지 바닥에 깔기

dak;cMebIgeGayRCÚkedkeGayRKb;RKan; nigRkdaskarEstenA elIkMral

닥 쩜바엉 아오이 쭈룩 데익 아오이 끄롭끄롱 넝 끄러닿 까싸엗 너으 르 껌랄

<보온등	준비>
eRtómkRmitrkSakemþA

뜨리엄	껌륵	레악싸	껌다우

<보온상자	및	보온등	설치>
temøIgkRmitrkSakemþA nig RbGb;rkSakemþA

떰라엉	껌륵	레악싸	껌다우	넝	쁘러옵레악싸	껌다우

karcab;epþImbegáIt

까 짭프다엄 벙까얻분만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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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어모음   RkúmBakü  끄롬 삐억

 새끼가 나오면 준비된 탈지면이나 헝겊으로 입과 코 주위를 닦아준 후 몸의 

양수를 닦아 일정시간 보온등 밑에 넣어 둠.(5~30분마다 1마리씩 낳고, 한배새

끼 전부를 분만하는 데는 2~3시간이 소요) 

kUnRCÚkebIekItmkehIy eRkayeBlduHCuMvijmat; nig RcmuHeday dak;bBa©ÚlRkdas;katug Edl)aneRtóm 

b¤k¾kMeTcRkNat; CUtTwkePøaHenAelIxøÜn ehIy dak;eRkamGMBUlePøIgrkSakMedA (RKb;%eTA#0naTIekItmþg!,vacMNa

yeBl@eTAem:ag sRmab;karbegáItdl;Gs;) 

꼰쭈룩 바어까얻목하어이 끄라오이 뻴 돟쭘뷘모앋 넝 쯔러뫃 다오이 닥 번쪼올 끄러
닿 까똥다엘 반뜨리엄끄러낟 쭛뜩플러웋 나울라으클룬하오 닥끄라움엄뿔플라응라사
껌다우(끄롭 브람따우삼십니아띠 까읃마덩 모이끄발,위아점나이뻴 삐따우베이멍 섬
러압까벙까읃덜 엏)

▒ 손으로 문질러 유즙을 조금씩 짜줌

cUr]sSah_Rc)ac;TwkedaH edayédbnþicmþg² 

쫄 우쌓 쯔러밪 뜩 덯 다오이 다이 번뗒뭐덩뭐덩

▒ 먼저 난 새끼는 양수제거 등 적절한 분만자돈 조치 후 충분히 포유시켜 보온 

상자에서 체력이 회복될 수 있도록 조치

cMeBaHkUnRCÚkekItmunKWbnÞab;BIføwgkUnRCÚkeTIbekIt EdlsmlµmnwgykTwkePøaHecjehIy 

kmøaMgBIRbGb;kMedAeGaye)AeGay)anRKb;RKan; EdlkarføwgenaHGackaysm,TamMamYn)an.

쩜뿌엏 꼰쭈룩 까얻 문 끄 번또압 삐 틀릉 꼰쭈룩 까얻 다엘 썸르몸  능 욕 뜩 플루엏 
쩬 하어이 껌랑삐 쁘러옵 껌다우 다오이 바우 아오이반끄롭끄로안 다엘 까틀릉 눟 앚 
까이 썸보띠어모암무언 반

▒ 체중이 작은 자돈을 앞쪽 유두에서 포유할 수 있게 조치

Tm¶n;KW føWgTaMgGace)A)an cab;BIcugedaHxagmux EdlkUnRCÚkenA tUc.

뚬운 끄 틀릉 때앙 앚 바우 반 짭 삐 쫑덯 캉 목다엘 꼰 쭈룩 너으 또웆

2.	분만	관리 karRKb;RKgbegáIt

까끄롭끄롱까벙까얻

분만	 karbegáIt

bunman 벙까얻

관리	 karRKb;RKg

gwanli 까끄롭끄롱

탈지면	 Rkdas;katug

taljimyeon 끄러닿까똥

헝겊	 kMeTcRkNat;

heong-geop 껌뗒끄러낟

입	 mat;

ib 모앋

코	 RcmuH

ko 쯔러뫃

양수	 TwkePøaH

yangsu 뜩플루엏

보온등 ePøIgrkSarkMedA

boondeung 플라응라사껌다우

초유	 TwkedaHdMnUg

choyu 뜩덯덤봉

급여	 karpþl;

geub-yeo 까프덜

유즙	 TwkedaH

yujeub 뜩덯

짜줌	 Rc)ac;

jjajum 쯔어밪

포유	 karbMe)AkUnkarføwg

poyu 까범바우꼰 까틀릉

작은	 bnþic 

jag-eun 번뗒

자돈	 emRCÚk

jadon 메쭈룩

앞	 mux

ap 목

유두	 k,ledaH

yudu 끄발덯

<분만	관리	과정>
dMeNIr karRKb;RKgkarbegáIt

덤나어까끄롭끄롱까벙까얻

karRKb;RKgbegáIt

까 끄롭끄롱벙까얻 분만시 관리

3.	초유	급여	
(면역획득	매우	중요함)

karpþl;TwkedaHdMbUg PaBsuaMgnwg Cm¶WmansarHsMxan;Nas;

까 프덜 뜩 덯 덤봉(피업 쌍 능 쭘으 미언 싸랗썸칸 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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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어모음   RkúmBakü  끄롬 삐억

분할	 karEbgEck

bunhal 까바엥짜엑

포유	 karføwg

poyu 까틀릉

유두	 k,aledaH

yudu 끄발덯

결정	 sMerc

gyeoljeong 썸렞

앞쪽	 mux(k,aledaH)
apjjog 목(끄발덯)

비유량	 eRbóbeFob

biyulyang 쁘리업티업

많고	 eRcIn

manhgo 쯔라언

다른 모돈	 emRCÚkepSg

daleun modon 메쭈룩프쌩

초유급여	 karpþl;TwkedaHdMbUg

choyugeub-yeo 까프덜뜩덯덤봉

 분할 포유 : 분만 후 며칠동안이라도 포유시 우량 자돈을 잠시 보온상자에  

가두어 허약자돈이 앞쪽 유두를 차지할 수 있도록 조치

karEbgEckbMe)AkUn1bnÞab;BIekItehIy  eTaHbICaryHeBl2b¤3éf¶ k¾edayk¾RtÚvrkSakUnRCÚkenA  

e)Al¥1ryHenARbGb;kMedAehIy cMeBaHkUnRCÚkexSayføwgrhUt dl;GacGackan;cugedaH xagmux)an.

까 바엑짜엥 봄바우: 번또압 삐 까얻 하어이 뚜엏 바이 찌어 로얗 뻴 삐 르 바이 틍아
이 끄 다오이 끄 뜨로우 레악싸 꼰쭈룩 너으 바우로어 모이로얗 너으 쁘러옵 껌다우 
하어이 쩜뿌엏 꼰 쭈룩 크싸오이 틀릉 로호욷 앚 깐 쫑 덯 캉 목 반

 자돈은 분만 후 3일 이내에 자신이 포유하는 유두가 결정됨

kUnRCÚkeRkayekIt)anminelIsBI3éf¶GacseRmccat;Ecgk,aledaH EdlGacbMe)Ay:agmanTMnukcitþ.

꼰쭈룩 끄라오이 까얻 반 먼 르읗 삐 틍아이 앚 썸레잊 짝 따엥 끄발 덯 다엘 앚 봄바
우 양 미언 똠녹쩓

 통상적으로 모돈 앞쪽의 유두가 비유량이 많고 한 번 정해진 유두는  

이유시까지 고정됨

tamFmµtacMnYneRbóbeFobcugedaHemRCÚkxagmuxk,aledaH EdleGaye)Amþg ehIyRceIn 

KWGacdak;eGaye)ArhUtdl;eBlpþac;edaH.

땀 토암모다 쭘누운 쁘리업티업 쫑 덯 메 쭈룩 목 끄발 덯 다엘 아오이 바우 뭐덩 하어
이 쯔라언 끄 앚 닥 아오이 바우 로호욷 덜 뻴 프닺 덯

 ★주의 : 자돈은 생후 12시간까지는 초유를 분해하지 않고 흡수하여 항체를 높

이기 때문에 모돈에 문제가 있어 초유가 나오지 않으면 12시간 안에 다른 모돈

의 초유급여

karRbúgRby½tñ:cMeBaHkUnRCÚkeRkayekIt)anRtwm12em:ag KWedaysarEtekIneLIg nUvGgÁbdiR)aNkuMbnßy eGaye)

ATwkedaHdMbUgehIy bnþk;TwkehIy TwkedaHdMbUgGacmanbBaðadl;emRCÚkebIvaminecjeT kñúgryHeBl 12em:a

gcUrpþl;TwkedaHdMbUgrbs;emRCÚkepSg.

까 쁘롱쁘러얃 : 쩜뿌엏꼰쭈룩 끄라오이 까얻반 뜨럼 덥삐마옹 끄 다오이싸 따에 까언라엉너우엉바
떼이쁘란 꼼번터이 아오이 바우뜩 덯 덤봉 하어이 번떡뜩 하어이 뜩덯 덤봉 앚 미언 빤냐하 돌 메쭈룩 
바어위어먼쩬떼 크농로얗 뻴 덥삐마옹 쫄 프덜 뜩덯 덤봉 로봏 메 쭈룩 프생

<분할	포유>
karEbgEckbMe)AkUn

까바엥짜엑봄바우꼰

포유기간 중 포유간격 
PaBxusKñaénkarbMe)AedaH kñúgryHeBlbMe)AedaH

피업 콯크니어 네이 까 봄바우덯 크농 로얗 뻴 봄바우덯

주   차
GaTitüelIkTI

아떧르윽 띠

1주차
GaTitüelIkTI1

아떧 르윽 띠 뭐이

2주차
GaTitüelIkTI2

아떧 르윽 띠 삐

3주차
GaTitüelIkTI3

아떧 르윽 띠 바이

포유~포유간격
karbMe)AedaH~ PaBxusKñaénkarbMe)AedaH

까 봄바우덯~피업콯크니어네이
까봄바우덯

55분
55naTI

하썹쁘람 니아띠

71분
71naTI

쩓썹모이 니아띠

73분
73naTI

쩓썹바이 니아띠

1일중	포유횟수
cMnYnelIkbMe)A kñúg1éf¶

쩜누운 르륵 봄바우 크농 모이 틍아이

26회
26elIk

머페이 르륵

20회
20elIk

머페이’르륵

20회
20elIk

머페이 르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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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 욕 똥쏙 쩬

5.	견치(송곳니)		
제거	및	비강분무

karkat;cgáÚm nig)aj;fñaMrn§RcmuH

까 깓 쩡꼬옴 넝 반트남 로튼 쯔러뫃

탯줄	 Tgsuk

taesjul 똥쏙

제거	 ecj

jegeo 까욕

실	 GMe)aH

sil 엄밯

묶은 후 자른
mukk-eun hu jaleun
cgehIykat;ecj

쩡 하어이 깓 쩬

소독	 karsMrab;emeraK

sodog 까썸랍메록

견치	 karkat;cgáÚm(kat;eFµj)
gyeonchi 깓쩡꼬옴(깢트멘)

포유	 karføwg

poyu 까틀릉

상처	 rbYs

sangcheo 로부엏

방지	 karBar

bangji 까삐어

8개	 8cMnYn

yeodeolbgae 쁘람바이쩜누언

송곳니	 cgáÚm

song-gosni 쩡꼬움

잘라 줌	 RtÜvkat;

jalla jum 뜨로우깓

▒ 탯줄을 2~3cm정도 남기고 소독된 실로 묶은 후 자른 다음 옥도정기로 소독

bnÞab;BIcgTgsuk nwgGMe)aH EdlsMlab;emeraK ehIy sl;TgsukRbEhl2~3 cmeRkaymkkat; 

vasMrab;emeraKeday TwkfñaMGuIy:Ut.

번또압삐 쩡 똥쏙 능 엄밯 다엘 쏨로랍 메록 하어이 썰 똥쏙 쁘러하엘 삐 르 바이 쎈 
(삐-바이 산즈미틀) 끄라오이 목 깓 위어 쏨랍 메록 다오이 뜩트남 이옫

 특히 돈방 바닥이 망일 경우에는 탯줄이 끊어져 피가 나거나 배꼽 탈장이 발

생할 가능성이 높음

CaBIesslM)akGacmaneRcIn kMralsMParHRTúgRCÚkkeRkay yksukecjeGayecjQam.

찌어 삐쩻 룸박 앚 미언 쯔라언 꼼랄썸피어레앟 뜨룽쭈룩 끄라오이 욕 똥쏙 쩬 아오이 
쩬 치엄

 포유시 모돈의 유방과 유두 상처 및 자돈간의 싸움으로 인한 상처 방지

karBarrbYsk,aledaHnwgcugedaHemRCÚkeBlbMe)A nig karBarrbYsepSg²BIkarxaMKñarbs;kUnRCÚk

까 삐어 로부엏끄발 덯 능 쫑덯 메 쭈룩 뻴 봄바우 넝 까 삐어 로부엏 프쌩프쌩 삐 까 
캄크니어 로봏 꼰 쭈룩

 돼지는 상하 좌우에 2개씩 총 8개의 송곳니가 있고 이를 모두 잘라 줌

RCÜkKWRtÚvkat;TaMgeFµj nig cgáÚmTaMg 8 cMnYn 2KU enAEpñkelIeRkameqVgsþaM

쯔룩 끄 뜨로우 깓 때앙 트멘 넝 쩡꼬움 때앙 쁘람바이 쭘누언 삐 꾸 너으 프나엑 르윽 
끄라옴 츠벵쓰담

 최근 부작용 때문에 견치를 하지 않는 곳도 있음

vak¾ mankEnøg Edlminkat;cgáÚmEdreday sarvaplb:HBal;bMput.

위어 끄 미언 껀라엥 다엘 먼 깓 쩡꼬옴 다에 다오이싸 취어 팔빻뻘 봄폳

<탯줄제거	모습>
rUbykTgsukecj

룹피업썸다엥	까	욕	똥쏙	쩬

eKalbMNg nig plb:HBal;

꼴 봄넝 능 팔빻뻘목적 및 부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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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FIsaRsþ

위치어싸방   법

허약자돈	 kUnRCÚk EdlexSay

heoyagjadon 꼰쭈룩다엘크싸오이

바짝	 eGaytwg

bajjag 아오이 뜽

자르되	 kat;

jaleudoe 깓

피	 Qam

pi 치엄

나지 않도록	 mineGayQamhUr

naji anhdolog 먼아오이치엄호우

주의	 Rbytñ½ 

juui 쁘러얃

견치절단기
gyeonchijeoldangi
m:asuInkat;cgáÚm

마씬 깓 쩡꼬움

스테인레스 제품
seuteinleseu jepum
]bkrN_esÞnels

우빠꺼 쓰뗀레잊

사용	 eRbI

sayong 쁘라어

 ★견치불량 : 잇몸 손상이나 치아가 쪼개져서 잇몸과 치아 사이가 벌어지면 그 

곳으로 병원성 세균이 침투하여 40~60일령에서 갑작스런 폐사가 나타나는데, 

이때 발견되는 병원균으로는 연쇄상구균, 포도상구균, 살모넬라균 등이 있음. 

만약 죽은 자돈의 치아를 둘러싼 잇몸이 붓고 썩었다면 견치 불량 의심. 또한 자

돈의 구강점막, 혀 및 잇몸 손상 시 자돈이 포유를 할 수 없게 됨

cgáÚmxUc:ebIeRbHcenøaHeFµj nig GBa©ajehIyEbkecjb¤k¾xUcGBa©ajeFµj)ak;etrIbgáreraK tamkEnøgenaH 
KWRCabehIy ecjmknUvPaBxUcxateday \trMBwgTuk BIGayu 40~60éf¶ehIy eBlenH)
ak;etrIEdlrkeXIjKWmandUcCa emeraKmü:agbgáreGaymanxÞúHelIEs,k), salamonella(RKúneBaHevon,BulcM 
NI)CaedIm.cUrsgS½yGMBIkarxUc cgáÚmebICuMvijGBa©ajeFµjmankarehIm ehIy BukeFµjkUnRCÚkEdlsøab;b¤k¾Pñas; 
(Es,k) rMGil,GNþat nig GBa©ajeFµjxUcrbs;kUnRCÚk ehIykUnRCÚkminGace)AedaH)aneT.

쩡꼬옴코웆 : 바어 쁘렞 쩐랗 트멘  르 꺼 코웆 언짠 트멘 박떼리 벙꺼록 땀 껀라엥 눟 
끄 쯔리업하어이 쩬 목 너으 피업 코웆칻 다오이 얻 룸쁭 뚝 삐 아유 싸에썹 떠으 혹썹 
틍아이 하어이 뻴 눟 박떼리다엘 록크은 끄 미언 도웆찌어(메록메양벙꺼아오이 미언 
크뚜엏 르으 쓰바엑), 살모넬라(끄룬쁘엏리은, 뽈쩜나이) 찌어 다엄. 
쫄썽싸이 엄삐 까코웆쩡꼬옴 바어 쭘뷘 언짠트멘 미언 까 하엄 하어이 뿍트멘 꼰쭈룩
다엘 쓸랍 르꺼 프노앟(쓰바엑) 룸얼, 언닫 넝 언짠 트멘 코웆 로봏 꼰쭈룩 하어이 꼰
쭈룩먼앚바우덯반떼

 분만 후 초유를 충분하게 섭취한 후에 실시(허약자돈 제외)

GnuvtþbnÞab;BIekItehIy eRkaypþl;TwkedaHdMbUgRKb;RKan; (elIkElgkUnRCÚkexSay)

아누왇 번또압삐 까얻하어이 끄라오이 프덜 뜩덯덤봉 끄롭끄로안(르윽라엥꼰쭈룩크
싸오이)

 수평으로 잇몸 가까이 바짝 자르되 잇몸이 다쳐서 피가 나지 않도록 주의

Rby½tñkuMeGayecjQam edaysarrbYsGBa©ajeFµjEdlkat;CitGBa©ajeFµjepþk

쁘러얃 꼼아오이 쩬 치엄 다오이싸 로부엏 언짠트멘 다엘 깓 쩓 언짠트멘 프떽

 견치절단기는 녹이 슬지 않는 스테인레스 제품을 사용

m:asuInsegáóteFµjeRbI]bkrN_esÞnels EdlminEbkERcH

마씬 썽끼얻트멘 쁘라어우빠꺼 쓰뗀레잊 다엘 먼바엑 쯔라엦

<견치절단부위>
Epñkkat;cgáÚm

프나엑	깓	쩡꼬움

<견치절단기>
m:asuInkat;cgáÚm

마씬	깓	쩡꼬움

절단 또는 연마
kat; rW xYg

깓	르	쿠엉

법랑질
kaca

까짜

잇몸
Gj©ajeFµj

언짜인트므인

치수
sésRbsaTeFµj

서사이쁘러삿트므인

상아질
sac;PøúkeFµj

샂플룩트므인

※ 치수부위가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Rby½tñxUc kuMeGayxYcsésRbsaTeFµj

쁘러얏	꼼아오	코엊서사이쁘러삿트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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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치기	 m:asuInkat;cgáÚm

gyeonchigi 마씬깓쩡꼬움

소독	 karsMlab;emeraK

sodog 까썸랍메록

손바닥	 )atéd

sonbadag 받다이

머리	 k,al

meoli 끄발

고정	 cMNuc

gojeong 쩜놎

검지손가락	 eméd

eomjisongalag 메다이

노란 부분의 끝부분
nolan bubun-ui kkeutbubun
cMNuc BN’elOg

쩜놎뽀아르응

잇몸	 biteFµj

ismom 벋트멘

손상	 xUc

sonsang 코웆

절단부	 Epñkkat;

jeoldanbu 프나엑깓

교체	 bþÚr

gyoche 쁘도우

스테인레스	 esþnels_(EdkEfb)
seuteinleseu 쓰뗀맇

 환돈방을 완료한 후에는 견치기를 소독하여 사용

eRkayBI)ansagsg;RTúgRCÚkFMehIy cUreRbIR)as;edaysMlab;emeraKm:asuInsegáóteFµj

끄라오이삐반 쌍썽 뚜룽 쭈룩 톰 하어이 쫄 쁘라어 쁘랗 다오이 썸랍 메록 마씬 썽끼
얻트멘

 견치 요령은 손바닥으로 자돈의 머리를 고정한 후 검지손가락으로 입을 벌리

고 전체 이빨의 노란 부분의 끝부분을 수평으로 절단

cMNuccgáÚmeRkaycgk,alkUnRCÚk eday)atédehIy  ebIkmat;nwgédehIy  kat;epþkcMNuccug 

éncMNuceFµjBN’elOgTaMgGs;.

쩜놓쩡꼬옴 끄라오이 쩡끄발 꼰쭈룩 다이이 받다이 하어이 바억 모앋능 다이 하어이 
깓 프데잊쩜놓 쫑네이 쩜놓트멘 뽀아 르응때앙옿

▒ 견치의 앞쪽을 조금만 절단하여도 충분함

eTaHbICakat;cgáÚmxagmuxEtbnþic k¾RKb;RKan;Edr

뚜엏 바이 찌어 깓 쩡꼬옴 목 따에 번뗒 끄 끄롭끄로안 다에

 치아를 잇몸에 바짝 붙여서 자르면 잇몸 손상을 일으켜 치주염을 일으키거나 

연쇄상구균 감염증의 원인이 됨

ebIkat; ehIy biteFµjnwgGBa©ajTaMgRsúgenaHvakøayCamUlehtu éndMe)Akøay mkBImIRkúb1RbePTragmUl Ed

lbMEbkxøÜnvaeRcInCab;KñaCaRcv:ak;b¤køayCaehImsYt nig xUcGBa©ajeFµj.

바어 깓 하어이 벋 트멘 능 언짠 때앙쓰롱눟 위어끄라이찌어 물하엗 네이 덤바우끄라
이 목삐 미끄롭 모이 쁘러펟 리엉물 다엘 봄바엑 클루언 위어 쯔라언쪼압 크니어 찌어 
쯔러봑 르 끄라이 찌어 하엄꾸얻 넝 코웆 언짠트멘

 견치 도구의 절단부가 무딘 상태라면 즉시 교체함

]bkrN_ Epñkkat;cgáÚmebIsßanPaBTalFmµta RtÚvbþÚrPøam² 

우빠꺼 프나엑 쩡꼬움 바어 쓰탄나피업 토암모다  뜨로우 플리엄플리엄

 견치 도구는 스테인레스로 된 것을 사용(녹이 스는 철로 된 니퍼는 사용금지)

]bkrN_kat;cgáÚmeRbIR)as;rbs; EdleFVIBIesþnels_(EdkEfb)(hameRbIR)as;degáób EdleRbIEdkCa]bkrN_

우빠꺼 깓 쩡꼬움 쁘라어 쁘랗 로봏 다엘 트버 삐 쓰뗀레잊(다엑타엡) (함 쁘라어쁘랗 
덩끼업다엘 쁘라어다엑 찌어 우빠꺼)

<뾰족한	부분만	자름>
kat;EtEpñkmut

깓따에	프나엑	몯

<적절히	잘라낸	송곳니>
kat;cgáÚmsmrmü

깓	쩡꼬움	썸

<견치기	소독>
m:asuInkat;cgáÚm

마씬	깓	쩡꼬옴

ktþaRbúgRby½tñ

끄다쁘롱쁘러얃주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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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기타	약제	투여(선택사항) fñaMEkeraKepSg ² (cMerIs)
트남까에록 프쌩프쌩 (쭘르읗)

7.	꼬리	자르기(단미) karkat;knÞúy (kac;)

까깓껀뚜이(깓트멘)

청결한 것	
cheong-gyeolhan geos

Edlmans¥at;manGnam½y

다엘미언싸앋미언아나마이

사용	 eRbIR)as;

sayong 쁘라어쁘랗

연마기	 m:asuInb:Ula

yeonmagi 마씬뿔라

안전함	 suvtßiPaB

anjeonham 소왓테피압

비강분무	 fñaM)aj;RcmuH

bigangbunmu 트남반쯔러뫃

바이콕스	 )ayxusÞ_

baikogseu 바이콯

경구 투여	
gyeong-gu tuyeo

fñaMEkeraKsMrab;mat;

트남까에록썸랍모앋

꼬리	 knÞúy

kkoli 껀뚜이

자르기	 karkat;

jaleugi 까깓

무는	 xaM

muneun 캄

출혈	 karFøak;Qam

chulhyeol 까틀레악치엄

예방	 karBar

yebang 까삐어

 견치 절단기는 청결한 것을 사용

m:asuInkat;cgáÚmeRbIR)as;rbs; Edlmans¥atmanGnam½y

마씬 깓 쩡꼬움 쁘라어 쁘랗 로봏 다엘 미언 싸앋 미언 아나마이

 절단기보다 갈아 내는 연마기를 사용하는 것이 더 안전함

kareRbIm:asuInb:UlabþÚrcuHeLIgRbesIrCagm:asuInkat;eday sarmansvtßiPaBCag

까 쁘라어 마씬 뽈라 쁘도우 쫗 라엉 쁘러싸어찌엉마씬깓 다오이싸 위어 미언 쏘왇따
피업찌엉

 구강과 관련된 일련의 작업 후 AR예방을 위한 비강분무(가나마이신 : 1~2cc) 

및 바이콕스(또는  톨트라주릴 등) 경구 투여

eRkayBIdMeNIrkargarTak;Tgnwgmat;eFµj ehIy)aj;fñaMRcmuHedIm,IkarBar AR(Kanaamycine : 1~2 cc) 

nig)ayxusÞ_(b¤kWFuRtaCUrIlCaedIm)fñaMEkeraKsMrab;mat;

끄라오이 삐 떰나어 깡이어 떼악똥 모앋 트멘 하어이 반 트남 쯔러뫃 다엄 까삐어 에
이알(가나마이신 : 모이~삐 시시) 넝 바이콕스(르 꺼 툴트라주릴 찌어다엄) 트남까에
록썸로압모앋

 밀집 사육시 나타나는 꼬리를 무는 현상으로 인한 출혈과 감염 예방

karkarBarCm¶Wqøg nig karFøak;Qam EdlCalT§plénlkçxNÐbc©úbünñPaB Edl xaMknÞúy 

eBlciBa©wmCaRkúm

까 까삐어 쭘으츨렁 넝 까 틀레악치엄 다엘 찌어 로따펄 네이 레악카나 버쫀번나피업
다엘 캄 껀뚜이 뻴 쩬쩜찌어 끄롬

<주사용	항생제	비강분무(AR	예방)>
eRbIR)as;fñaMpSHcMbgfñaM)aj;RcmuH (karBar AR)

쁘라어쁘랗트남	프썋쩜봉	트남반쯔러뫃	
(까삐어AR)

<경구투여(콕시듐	예방	및	치료)>
fñaMEkeraKsMrab;mat;(Büa)al nig karBarXuksuIdm

탐까에록	썸로압	모앋	
(프찌어발	넝	까삐어	콕시듐)

eKalbMNg

꼴봄농목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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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리	 knÞúy

kkoli 껀뚜이

절단	 karkat;

jeoldan 까깓

방법	 rebobkat;

bangbeob 로비업깓

허약자돈	 kUnRCÚkEdlexSay

heoyagjadon 꼰쭈룩다엘크싸오이

제외	 elIkElg

je-oe 르윽렝

표피	 Es,k

pyopi 쓰바엑

1.5	 1. 5
iljeom-o 모이캄쁘람

2.5	 2. 5 
ijeom-o 삐캄쁘람

일정	 Cadrab

iljeong 찌어더랍

 출생 후 6시간에서 2일령 전에 실시하나 작업의 효율상 3일령에도 실시

karkat;knÞúyeFVIeLIgeRkay BIekIt)an6em:agrhUtdl;mun2éf¶rW enA Gayu)an3éf¶

까깓 껀뚜이 트버라엉 끄라오이 삐 까얻 반 쁘람모이 마옹 로후욷 돌 문 삐 틍아이 르 
너으 아유 반 바이 틍아이 

 허약자돈 제외

elIkElgkUnRCÚk EdlexSay  

르윽 라엥 꼰쭈룩 다엘 크싸오이

 꼬리의 표피를 둔부 쪽으로 당기면서 꼬리를 1.5~2.5cm정도 남기면서 절단

(표피가 느슨해지면서 꼬리의 절단부위를 덮게 됨. 잘못하면 절단 후 뼈가 보임)

cUrTaj;Es,kxagKUTénknÞúyxNHeBlkat;knÞúyeGayenA sl;RbEvgRbEhl 1. 5~ 2.5 cm

쫄 띠언쓰바엑 캉 꾿 네이 껀뚜이 카낳 뻴 깓 꼰뚜이 아오이 너으 썰 쁘러웽 쁘러하엘 
모이캄쁘람~ 삐캄쁘람 산즈미틀

 자른 꼬리의 길이는 전부 같도록 일정하게 절단(길이의 변이가 있어도  

꼬리물기를 유발하는 요인이 될 수 있음)

RbEvgknÞúykat; KWGackat; tamkmµviFIRbcaMéf¶TaMgRsúg (eTaHbICamankarpøas;bþÚrRbEvgkWeday 
kWGacmansarHsMxan; EdlGacbNþaleGayecjxøaj;knÞúy)

쁘러웽 껀뚜이 깓 끄 앚 깓 땀 깜위티 쁘러짬 틍아이 때앙 쓰롱 (뚜엏바이찌어 미언까 
플랗 쁘도우 쁘러웽 끄 다오이 끄 앚 미언 싸랗 썸칸 다엘 앚 번달 아오이 트멘 클란 
껀뚜이)

 주로 단미용 가스단미기 사용

CaTUeTAkarkat;knÞúykUnRCÚkeRbIm:asuInkat;edayhÁs

찌어 뚜떠으 까 깓 껀뚜이 꼰쭈룩 쁘라어 마씬 깓 다오이 하깧

<가스단미기>
m:asuInkat;edayhÁas

마씬	깓	다오이	하깧

<꼬리	자를	부위>
EpñkknÞúy Edlkat;

프나엑	껀뚜이	다엘	깓	

<꼬리절단기의	위치>
TItaMgknÞúy Edlkat

띠	땅	껀뚜이	다엘	깓

<절단후의	소독>
sMGatemeraKeRkayeBlkat;knÞúy

쏨앋메록	끄라오이		
뻴	깓	껀뚜이

rebobkat;knÞúy

로비업 깓 껀뚜이꼬리 절단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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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	 begáIt

chulsaeng 벙까얻

2	 2

i 삐

일령	 Gayu

illyeong 아유

포유	 e)A

poyu 바우

보냄	 bMEbk

bonaem 범바엑

체중	 TMgn;

chejung 뚬운

포유두수	 k,alkUnRCÚk

poyudusu 끄발꼰쭈룩

분류	 bMEbk

bunlyu 범바엑

저산	 ekItkUntic

jeosan 까얻꼰뗒 

작은	 tUc

jag-eun 또웆

자돈	 emRCÚk

jadon 메쭈룩

고산차	 emRCÚkekItkUneRcIn

gosancha 메쭈룩까얻꼰쯔라언

큰	 FM

keun 톰

대리모돈	 emRCÚkCMnYs

daelimodon 메쭈룩쭘누엏

▒ 분만 후 3~4회 이상 포유 후 양자보냄 

(초유를 섭취하지 않으면 병원체에 감염되어 폐사 위험 존재. 양자를 실시하는 

경우도 초유를 충분하게 섭취한 후에 실시)

kUnRCÚkeRkayeBlekItbnÞab;BIeGaye)A3~4dgeLIgeTAehIybMEbkvaCaKU². ebImineGaye)ATwkedaHdMbUgeTG
acmaneRKaHfñak;dl;søab;eday qøgCm¶WEdlgaynwgekIteraK.eTaH kñúgkrNI EdlEbgEckCaKU ² k¾eday 

cUrGnuvtþn_eRkayeBleGaye)ATwkedaHdMbUgeGayRKb;RKan;

바어먼아오이바우뜩덯 덤봉떼 앚 미언 꾸루엏트낙 돌 썸로압 다오이 츨렁 쯤으 다엘 
응이어이 능 까얻 록. 뚜엏 바이 크농 까나이 다엘 바엥짜엑 찌어 꾸꾸 끄다오이 쫄  
아누왇 끄라오이 뻴 아오이 바우뜩덯 덤봉 아오이 끄롭 끄로안 꼰 쭈룩 끄라오이  
뻴 까얻 번또압 삐 아오이 바우 바이~부언 덩 라엉 떠으 하어이 범바엑 위어찌어 꾸

▒ 생후 48시간 이내에 실시하고, 늦어도 3일 이내에 실시

cUr kat;knÞúykuM eGayelIsBI48 em:ageRkayeBlekItrWyWt bMput ryHeBl3éf¶

쫄 깓 껀뚜이 꼼 아오이 르읗 삐 싸에썹 쁘람 바이 마옹 끄라오이 뻴 까얻 르 이읃 범
폳 로얗 뻴 바이 틍아이

▒ 자돈을 체중 및 포유두수로 분류

føwgTMgn;kUnRCÚk nig RbePTcMnUnk,al kUnRCÚkedaH

틀릉 뚬운 꼰 쭈룩 넝 쁘러펟 쭘누언 끄발 꼰쭈룩 바우 덯

▒ 저산차는 체중이 작은 자돈을, 고산차는 큰 체중의 자돈을 양자 보냄

cUrbMEbkkUnRCÚkCaKU ² dUcCaemRCÚkekItkUntickUnmanTMgn;tUc,emRCÚkekIteRcInkUnRCÚkmanTMgn;FM.

쫄 봄바엑 꼰 쭈룩 찌어 꾸꾸 도웆찌어 메 쭈룩 까얻 꼰 또웆, 메쭈룩 까얻 꼰쯔라언, 
꼰 쭈룩 미언 뚬운 톰

▒ 긴급양자 및 산자수가 많을 경우 대리모돈 활용

eRbIGnuvtþn_emRCÚkCMnYs kñúgkrNIcMnYnRCÚkekIt nigRCÚkKUrRbjab;eRcIn.

쁘라어 아누왇 메쭈룩 쭘누엏 크농 까나어 쭘누운 쭈룩 까얻 넝 쭈룩 꾸 쁘러냡 쯔라언

▒ 대리모돈은 도태 계획이 있는 모돈을 주로 활용

emRCÚkCMnYs KW eRbIGnuvtþn_CaTUeTAcMeBaHemRCÚk EdlmanKeRmage)aHbg;ecal.

메 쭈룩쭘누엏 끄 쁘라어아누왇 찌어뚜 떠으 쩜뿌엏 메쭈룩 다엘 미언 껌므롱 밯봉짜올

출생	2	일령(주로	토요일)
Gayu2éf¶ CaTUeTAéf¶esAr_
아유	삐	틍아이	(찌어뚜떠으	틍아이싸우)

고르기(양자) 분리이유

kareRCIserIs (CaKU)karbMEbkpþac;edaH
까	쯔륵르윽(찌어꾸)	까	범바엑	프닺	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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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	 ekIt

chulsaeng 까얻

3 일령	 Gayu3éf¶

sam-illyeong 아유바이틍아이

철분주사	 fñaMCatiEdk

cheolbunjusa 트만찌얻다엑

치료	 karBüa)al

chilyo 프찌어발

거세	 karsMlab;emeraK

geose 끄리어브

이각	 kardak;sBaØasMKal;

igag 까닥썬냐썸꼬알

복강주사	
boggangjusa
cak;fñaMCMnYysuxPaB 
짝트남쭘누어이쏙커피업

물	 Twk

mul 뜩

공급	 karpþl;Twk

gong-geub 까프덜뜩

돈방	 RTúgRCÚk

donbang 뜨룽쭈룩

단위	 maRta

dan-wi 미어뜨라

10일령 Gayu!0éf¶

sib-illyeong 아유덥 틀아이

1ml	 1ml

ilmilliliteo 모이밀리

2회	 2dg

ihoe 삐동

2ml	 2ml

imilliliteo 삐밀리

1회	 1dg

ilhoe 모동

▒ 분만 후 3일 이내 철분주사(덱스트란 철) 실시(100mg = 1cc = 1ml) 

cak;fñaMCatiEdkeGaykUnRCÚkminelIsBI3éf¶eRkayeBlekIt(dextran iron) CatiEdkbEnßmelIGahar 
(100mg =1cc = 1ml)

짝 트남찌얻다엑 아오이 꼰쭈룩 먼 르읗 삐 바이 틍아이 끄라오이뻴 까얻 
(덱스트란 아이언) 찌얻다엑번타엠 르으 아오이 아하(100mg = 1cc = 1ml)

▒ 필요시 허약자돈에 복강주사 실시, 전해질을 첨가한 물 공급

eBlsMxan;kUnRCÚk EdlexSaycak;fñaMCMnYysuxPaBpþl;TwkbEnßm edIm,IeGayeGeLcRtÚlIt

뻴 썸칸 꼰쭈룩 다엘 크싸오이 짝 트남 쭘누어이 쏙코피업 프덜 뜩번타엠 다엄바이 아
오이 미언 엘레잊뜨릭

▒ 자돈 설사는 되도록 돈방 단위로 치료

kUnRCÚkraKRtÚvBüa)aleday bMEbkeTARTúgepSg

꼰 쭈룩록 뜨로우 프찌어발 다오이 봄바엑 떠으 뜨룽 프쌩

▒ 주사제 장단점 : 가격저렴, 비타민E 부족시 철분 쇼크

cMNucxøaMg nig exSayrbs;fñaMcak;: RbtikmµfñaMCatiEdkeBlxVHrItamIn témøefak

쩜눚 클랑 넝 크싸오이 로봏 트남 짝 : 쁘러끋 깜 트남찌얻다엑 뺄 크받 바따민 덤라이 타욱

 덱스트란 철 : 3일령과 10일령에 1ml씩 2회 주사

Dextran Iroin CatiEdklbEnßmelIGahar:Gayu3éf¶ nig 10éf¶cak;fñaM2dg Edl1dg 

찌얻다엑 번타엠 르으 아하 : 아유 바이 틍아이 덥 틍아이 짝 트남 삐 덩 다엘 모이 덩 1 ml

 덱스트란 철 + 비타민ADE : 3일령에 2ml 1회 주사

Dextran Iroin CatiEdk + vitamIn ADE :cak;1dg2enA Gayu3éf¶

찌얻다엑 + 비따민 ADE : 짝 모이 덩 2ml 너으 아유 바이 틍아이

출생	3일령
(주로	월요일)
Gayu3éf¶ Gnuvtþn_éf¶c½nÞ

아유	바이	틍아이	(아누왇	틍아이짠)

철분주사 및 치료, 거세, 이각

cak;fñaMCatiEdk nig karBüa)al, eRkóv kardak;sBaØasMKal;

짝	트남	찌얻	다엗	넝	까	프찌어발,	끄리어브,		
까	닥	썬냐썸꼬알

1.	철분주사	및	치료 karcakfñaMCatiEdk nig karBüa)al
까 짝트남 찌얻 다엑 너으 까 프찌어발

RbePT fñaMCatiEdk nig rebobeRbIR)as;
쁘러펟 트남찌얻다엑 넝 로비업 쁘라어 쁘랗철분제제의 종류와 사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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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FIeRkóv

위티끄리어브실시방법

2.	거세실시	:	거세는	
	 분만	후	7일령	이내	실시

eBleRkóvenA eBlEdlkUnRCÚkmanGayuminelIsBI 

7éf¶eRkayeBlekIt

뻴끄리어브 끄리어브 너으 뻴 다엘 꼰 쭈룩 미언 
아유 먼 르읗 삐 쁘람 틍아이 끄라오이 뺄 까얻

3일령	 Gayu3éf¶

sam-illyeong 아유바이틍아이

1ml	 1ml

ilmilliliteo 모이밀리

거세	 eRkóv

geose 끄리어브

7일령	 7éf¶

chil-illyeong 쁘람바이틍아이

허약자돈	 RCÚkEdlexSay

heoyagjadon 쭈룩다엘크싸오이

제외	 elIkElg

je-oe 르윽렝

전	 mun

jeon 문

면도칼	 kaMbiteka

myeondokal 깜븟까오 

2인	 2nak;

iin 삐네악

1조	 1Rkúm

iljo 모이끄롬

보정틀	 kMlaMgfñm²

bojeongteul 껌랑트넘트넘

정소	 Es,kkEnøgsMGat

jeongso 쓰바엑껀라엥썸앋

표피	 Es,k

pyopi 쓰바엑

절개	 sñam

jeolgae 스남

 글렙토페론 : 3일령에 1ml 1회 주사

eRkbfUreplun:cak;1dg 1 ml enAGayu3éf¶c

끄렙토페룬 : 짝 모이 덩 1 ml  너으 아유 바이 틍아이

▒ 경구용 철분제품 장단점 : 주사스트레스 회피, 철분흡수 곤란, 대장균성 설사 유발

cMNucxøaMg nig exSayrbs;plitpl fñaMCatiEdkEdleRbIR)as;tammat;: mUlehturaKedasar )aketrIBi)akRs

ÚbykCatiEdk,kareCosvagcak;fñaMbNþaleGayRseþs.

쫌놎 클랑 넝 크싸오이 로봏 펄럳더펄 트남찌얻다엑 다엘 쁘라어 쁘랗 땀 모앋:  
물 하엗 록 다오이싸 박떼리, 삐박쓰롭 욕찌얻 다엑, 까 찌엏 위엉 짝 트남 번달 아오이 
쓰뜨레잏

▒ 허약자돈은 제외하며 추후 자돈의 상태가 좋아진 후에 실시

elIkElgkUnRCÚkEdlexSayehIy 1GaTitüeRkaymk segáteXIjfakUnRCÚkRKan;ebIehIy eTIbeRkóv

르윽라엥 꼰 쭈룩 다엘 크싸오이 하어이 모이 아떧 끄라오이 목 썽껩 크은타 꼰 쭈룩 
끄로안 바어 하어이 떠업 끄리어브

▒ 거세 전에 설파제 주사

cak;fñaM slfa muneRkóv

짝 트남 설파 문 끄리어브

 일반적으로 면도칼을 이용

CaTUeTAKWeKeRbIkaMbiteka

찌어 뚜 떠으 끄 께 쁘라어 깜븟까오

 안전한 시술을 위해 2인 1조가 권장되나 혼자 또는 거세 보정틀 이용도 가능

edIm,IsuvtßiPaB kñúgkarvHeRkóvKW eyIgeRbIKña2nak;edaymñak;CaGñkCYyrWmñak;Ég cMeBaHGñkCMna jmanbTBiesaFn_

다음바이 쏘왓트피압 크농까 웨앟 끄리어브 끄 이영 쁘라어크니어 삐 네악 다오이 므
네악 찌어 네악 쭈어이 르 므네앟 아엥 쩜뿌엏 네악 쭘띠언 미언 벋 삐싸옺

▒ 정소가 팽팽하게 불쑥 올라올 수 있도록 안쪽으로 약간 힘을 줌

sMGatPøamxøaMg² eLIgelIehIy sUmsMGatxagkñúgedayeRbIkMlaMgfñm² 

썸앋 플리엄 클랑클랑 라엉 르으 하어이 쏘움 썸앋 캉 크농 다오이 쁘라어 레앙트넘트몸

 팽팽하게 솟아오른 정소부위 표피를 정소를 빼낼 수 있는 만큼 절개

sñamrbYsdUc EdlGaclagecjEs,kkEnøgsMGat EdlbgðajrYmcUlkñúg

쓰남 로부엏 도웆 다엘 앚 리엉 쩬 쓰바엑 껀라엥 썸앋 다엘 벙한 루엄 쫄 크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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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어모음   RkúmBakü  끄롬 삐억

고환	 BgVsVa

gohwan 뽕쓰밯

면도칼	 kaMbiteka

myeondokal 깜븟까오

제거	 ykecj

jegeo 욕쩬

상처부위	 kEnøgvH

sangcheobuwi 껀라엥웨앟

소독	 )ajfñaMsMlab;emeraK

sodog 반트남썸랍메록

철저히	 y:ageBjelj

cheoljeohi 양뻰렌

보정틀 이용
bojeongteul iyong
kar eRbI]bkrN_Ehkmux

까웁빠꺼하엑목

거세	 eRkóv

geose 끄리어브

 절개된 부위로 고환을 밀어낸 뒤 이것을 약간 잡아당겨 면도칼로 제거(고환을 

너무 세게 잡아 당기지 않도록 조심 : 상처부위로 창자가 빠져 나와 폐사)

cab;BgsVasRc)ac;fµm ² rujmkeRkayehIy  vHykecjeday kMbitekar (Rby½tñeGayEmnETneday 

kuMcab;Rc)ac;BgVsVaxøaMgeBk:eBaHevonFøak;ecjmeRkA tamkEnøgvH)

짭 뽕싸밯쯔러밪트넘트몸트몸 룬 목 끄라오이 하어이 웨앟 욕 쩬 아오이 껌벋 까오 
(쁘러얃 아오이 멘뗀 다오이 꼼 짭쯔러밪 뽕쓰밯 클랑 뻭 : 뿌엏리은틀레앟 목 끄라우 
땀 껀라엥 웨앟)

 소독약을 뿌림 : 7일령 이후에 실시할 경우에는 상처부위가 커져 염증이 발생

할 우려가 있으므로 소독을 철저히 함

)aj;fñaMsMlab;emeraKeRkay Gayu7éf¶eBlvHeRkóvBi)aklagsMGat muxrbYs kEnøg EdleRkóv bNþal 

eGaydMe)ArIkFM

반 트남 썸랍 메록 끄라오이 아유 쁘람삐 틍아이 뻴 웨앟 끄리어브 삐박 리엉 썸앋  
목 로부엏 껀라엥 다엘 끄리어브 번달 아오이 덤바우 릭 톰

▒ 혼자 또는 거세 보정틀 이용한 거세 그림

rUbPaBeRkóvEdleRbIeRkóvCaRkúmkargarrWmñak;Ég

룹피업끄리어브다엘쁘라어끄리어브찌어 끄롬깡이어 르 므네악아엥

<거세부위	및	고환제거>
kEnøgeRkóv nig vHykBgsVasecj

껀라엥	끄리어브	넝	웨앟		
욕	뽕쓰밯	쩬

<거세	보정틀	이용한	거세>	eRkóvedayeRbIeRkóvCaRkúmkargar 끄리어브	다오이	쁘라어	끄리어브	찌어	끄롬	깡이어

<거세> Rkóv 끄리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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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어모음   RkúmBakü  끄롬 삐억

이각	 kardak;sBaØasMKal;

igag 까닥썬냐썸꼬알

개체표시	 viFIeFVIeGayeXIj

gaechepyosi 위티트버아오이크은

<2인	1조	거세>
eRkóv2nak;Ca1Kña

끄리어브	삐네악찌	모이크니어

<무보정	거세>
eRkóv edayminvHbEnßm

끄리어브	다오이	먼	웨앟	번타엠

<보정구	이용	거세>
eRkóvedayeRbI]bkrN_Ehkmux

끄리어브	다오이	쁘라어	우빠꺼	하엑	뫀

<이각법(193법)>
viFIdak;sBaØasMKal; (rebob193)

위티	닥	썬냐썸꼬알	
(로비업	뭐이로이까으썹바이)

<이각기>
kardak;sBaØasMKal;

끄릉닥썬냐썸꼬알

3.	이각	:	
	 필요시	개체표시	방법

kardak;sBaØasMKal;:viFIeFVIeGayeXIjlkçNHepSg ² 

KñaenAeBlsMxan

까 닥 썬냐 썸꼬알 : 위티 트버 아오이 크은 레
악카낳 프쌩프쌩 크니어 너으 뺄 썸칸

우
sþaM

스담

좌
eqVg

츠웽



30 양돈관리 | karRKb;RKgciBa©wmRCÚk

단어모음   RkúmBakü  끄롬 삐억

출생	5일령(주로	수요일)
Gayu 5~6éf¶ (Gnuvtþn_éf¶BuF)
아유	쁘람	~쁘람모이	틍아이	
(	아누왇	틍아이	뽖)

입질사료 훈련

bgðat;eGayecHsuIcMNI

벙핟	아오이	쪃	씨	쩜	나이

4.	견치(송곳니)제거	및		
비강분무,	꼬리	자르기(단미)

kac;cgáÚmnig)aj;fñaMRcmuHkarkat;knÞúy (kac;knÞúy)
깓 쩡꼬옴 넝 반트남쯔러뫃, 까깓껀뚜이 
(깓 껀뚜이) 견치	 cgáÚm

gyeonchi 정꼬움

제거	 ykecj

jegeo 욕쩬

꼬리	 knÞúy

kkoli 껀뚜이

자르기	 kat;

jaleugi 깓

출생	 begáIt

chulsaeng 벙까얻

4일령	 Gayu4éf¶

saillyeong 아유부언틍아이

5일령	 Gayu5éf¶

oillyeong 아유쁘람틍아이

월요일	 éf¶c½nÞ

wol-yoil 틍아이짠

화요일	 éf¶GgÁar

hwayoil 틍아이엉끼어

입질	 ecHsuIcMNI

ibjil 쪃씨쩜나이

청결	 Edls¥at;

cheong-gyeol 다엘싸앋

유지	 karEfrkSa

yuji 까타에레악싸

▒ 농장에 따라 분만 직후에 또는 업무의 효율상 월요일에 철분주사와 같이 실시

eyagtamksidæankUnRCÚkekItmkPøam b¤tamkargarenA éf¶c½nÞcak;fñaMCatiEdk nig dak;sBaØasMKal;CamYyKña

용땀까쎄탄 꼰쭈룩 까얻 목 플리엄 르 땀깡이어 너으 틍아이 짠 짝 트남 찌얻 다엑 넝 
닥 썬냐 썸꼬알 찌어 모이 크니어

▒ 소량의 사료를 급여해 자돈의 호기심 자극

pþl;cMNIbnþicbnþÜcedIm,IeGaykUnRCÚk)aneXIj nigsÁal;

프덜 쩜나이 번뗒번뚜엊 다엄바이 아오이 꼰쭈룩 반 크은 넝 쓰꼬알

▒ 거세를 화요일(약 4일차)에 나누어 할 수 있으나 단미, 견치, 거세를 철제주사와 

동시에 월요일에 실시하면 능률적임

GacEckrMElkeRkóvenA éf¶GgÁar (RbEhlelIkéf¶TI4) b¤RbsinebIkat;knÞúy,kac;eFµj,eRkóv 

cak;fñaMCatiEdkrYcral;enA éf¶c½nÞkan;EtmanPaBRbesIr.

앚 짜엑룸라엑 끄리어브 너으 틍아이 엉끼어(쁘러하엘 르윽 틍아이 띠 부언) 르 쁘러
썬 바어 깓 껀뚜이, 깢 트멘, 끄리어브, 짝트남찌얻다엑, 루엊로알너으 틍아이짠 깐따
에 미언 피업쁘러싸어

▒ 입질훈련 : 1일 4~6회 소량의 입질사료 공급

bgðat;eGayecHsuIcMNI:pþl;cMNIeGayeronsuIbnþic² 4~6dg kñúg1éf¶

벙핟 아오이 쪃 씨 쩜나이 : 프덜 쩜나이 아오이 리은 번뗒 번뗒 부언-쁘람모이 덩 크
농 모이 틍아이

▒ 사료의 신선도 및 급이기를 청결하게 유지

karEfTaMRtÚvpþl;nUvGVI Edls¥at nig sñÚkcMNIEdlfµI 

까타에또암 뜨로우 프덜 너우 어바이다엘 싸앋 넝 쓰노욷 쩜나이 다엘 트마이

출생	4일령(주로	월,화요일)
Gayu4éf¶ (Gnuvtþn_éf¶c½nÞ,éf¶GgÁar)
아유	부언	틍아이	(아누왇	틍아이	짠,	엉끼어)

사료에 대한 호기심 자극

dakcMNIeGayeXIjsÁal;

닥쩜나이아오이크은	쓰꼬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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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어모음   RkúmBakü  끄롬 삐억

전해질제	 manCatieGLicRtÚlIt

jeonhaejilje 트남찌얻엘렞뜨로우릳

급여	 karpþl;

geub-yeo 까프덜

신선한 물	 Twks¥at

sinseonhan mul 뜩싸앋

출생	 begáIt

chulsaeng 벙까얻

7일령	 Gayu7éf¶

chil-illyeong 아유쁘람삐틍아이

철분주사	 cak;cñaMCatiEdk

cheolbunjusa 짝트남찌얻다엑

백신	 cak;v:ak;sMag

baegsin 짝왇쌍

비타민ADE	 vitamIn ADE
bitamin ADE 위따민 ADE

허약자돈	 RCÚkEdlexSay

heoyagjadon 쭈룩다엘크싸오이

복강주사	 fñaMRcmuH

boggangjusa 트남쯔러뫃

전해질	 eGLicRtÚlIt

jeonhaejil 엘렞뜨로우릳

공급	 karpþl;

gong-geub 까프덜

소화기	 rMlayGahar

sohwagi 룸리에이아하

질병	 CMgW

jilbyeong 쭘으

관찰	 segát

gwanchal 썽껟

백신	 v:ak;saMg

baegsin 왇쌍

▒ 설사 시 탈수 예방을 위해 전해질제를 급여

pþl;fñaMmanCatieGLicRtÚlIt edIm,IkarBareraKraKrusratk,at

프덜 트남 미언 찌얻 엘레잊 뜨로릳 다음바이 까삐어 록 리억 뤃 리얻 뜨받

▒ 자돈용 워터컵을 설치하여 신선한 물을 충분히 섭취할 수 있도록 조치

eRbIR)as;EkvTWksMrab;RCÚkviFan kareGaypwkTwks¥atRKb;RKan;

쁘라어쁘랗 까에우 뜩 썸로압 쭈룩 위티언까 아오이 퍽뜩 싸앋 끄롭끄로안

▒ 분만 후 7일경 2차 철분주사(덱스트란 철) 실시(100mg = 1cc= 1ml)

GayuRbEhl7éf¶eRkayekItcak;fñaMCatiEdk (Dextran Iron) CaelIkTI2 (100mg=1cc=1ml)

아유 쁘러하엘 쁘람삐틍아이 끄라오이 까얻 짝트남찌얻다엑 (덱스트란 아이언)  
찌어 르윽 띠 삐

▒ 비타민ADE 주사

cak;vitamIn ADE

짝 위따민 ADE

▒ 필요시에는 허약자돈에 복강주사를 실시하고 전해질을 첨가한 물 공급

eBlcaM)ac;cak;fñaMRcmuHeGaykUnRCÚkEdlexSay nig pþl;TwkbEnßmeGayeFVIeGLicRtÚlIt

밸짬밪 짝트남쁘러뫃 아오이꼰쭈룩 다엘 크싸오이 넝 프덜 뜩 번타엠 아오이 트버 엘
레잊뜨로릳

▒ 견치, 단미, 거세를 하지 않은 개체에 대한 시술

eRtómfñaMTb;Tl; nig karkac;eFµj,kat;knÞúy,eRkóv Edlmin)aneFVIdac;BIKña

뜨리업 트남 똡똘 넝 까 깓트멘, 깓껀뚜이, 끄리어브 다엘 먼반 트버 닺 삐크니어

▒ 유질 관련 소화기 질병, 콕시듐증 관찰

segáteraKsBaØaXuksuIDüÚm,CMgWrMlayGahar EdlTak;TgnwgKuNPaBTwkedaH

썽껩록썬냐콕시듐, 쭘으룸리에이 아하다엘 떼악똥 능 꾼나피업뜩덯

▒ 백신 실시(선택사항)

karcak;v:ak;saMg(lkçxNÐeRCIserIs

까 짝왇쌍(레앟까낳쯔르륵)

출생	7일령(주로	금요일)
Gayu7éf¶ (CaTUeTAéf¶suRk)
아유	쁘람삐	틍아이	(찌어뚜떠으	틍아이쏙)

철분주사, 백신

cak;fñaMCatiEdk, cak;v:aksaMg
짝트남찌얻다엑,	짝	왇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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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어모음   RkúmBakü  끄롬 삐억이유+1일(주로	목요일)
karpþac;edaH+1 éf¶ (CaTUeTA éf¶RBhs,t×)
까	프닺덯(찌어뚜떠으	틍아이		
쁘러호아)

자돈의 젖 떼기와 분만 돈방 물세척 실시

karpþac;edaH(karbMEbkemRCÚk nig kUnRCÚkEdle)A) nig 
karlagsMGatRTúgRCÚk

까	프닺	덯(까	봄바엑메쭈룩	넝	꼰	쭈룩다엘	
바우)넝	까	리엉	썸앋	뜨룽	꼰쭈룩

이유	 karpþl;edaH

iyu 까프덜덯

1일	 éf¶1

il-il 틍아이모이

젖 떼기	 karpþac;edaH

jeoj ttegi 까프닺덯

돈방	 RTúgRCÚk

donbang 뜨룽쭈룩

세척	 karlagsMGat

secheog 까리엉썸앋

목요일	 éf¶RBhs,t×

mog-yoil 틍아이쁘러호아

오전	 eBlRBwk

ojeon 뻴쁘륵

이동	 ecjcUl

idong 쩬쫄

통로	 RckpøÚr

tonglo 쯔럭플로우

점검	 RtÜtBinitü

jeomgeom 뚜루얻삐넏

호기심	 GarmN_Edlq¶l;

hogisim 아럼델 층얼

유발	 bNþaleGay

yubal 번달아오이

제거	 ykecj

jegeo 욕쩬

칸막이	 r)aMg

kanmag-i 로방

설치	 kartMeLIg

seolchi 까떰라엉

보온등	 ePøIgrkSakMedA

boondeung 플라응 라사껌다우

켜	 ebIk

kyeo 바억

온도	 sItNðPaB

ondo 씨돈나피업

높여	 pþl;x<s;

nop-yeo 프덜~크뿌엏

자돈	 kUnRCÚk

jadon 꼰쭈룩

올인 올아웃	
ol-in ol-aus
emaHsIuesßmmü:ag

츠머웋 세스템마양

전입	 pøas;bþÚr

jeon-ib 플랗쁘도우

▒ 주간관리에 의해 매주 목요일 오전에 이유 실시

edIm,IRKb;RKgTUeTAral;s)aþh_éf¶RBhs,t× eBléf¶Rtg; cab;pþac;edaH

다엄바이 끄롭끄롱 뚜떠으 로알 쌉쁘다 틍아이 쁘러호아 뻴 틍아이 뜨롱 짭 프닺 덯

▒ 이유 전 이동 통로를 점검

RtÜtBinitüRckpøÚvecjmunpþac;edaH

뜨루얻 삐넏 쯔럭 플로우 쩬 문 프닺덯

▒ 이동통로에 호기심 유발물질을 모두 제거

erobcMRbehagTaMgGs; EdlemIleXIj EdlCaRckpøÚv

리업쩜 쁘러하옹 때앙엏다엘 멀 크은 다엘 찌어 쯔럭플로우

▒ 칸막이를 설치하여 분만사에서 이유 자돈사로 바로 입식되도록 유도

eFVIr)aMgehIy cab;BIekItehIy bBa©ÚlGaharbMrugPøam² kuMxaneBlkUnRCÚkpþac;edaH

트버로방 하어이 짭 삐 까얻 하어이 번쭐아하봄롱 플리엄플리엄 꼼칸뻴 꼰쯔룩 프닺 덯

▒ 전입돈방 보온등을 미리 켜 두어 실내 온도를 높여줌(28~32℃)

rkSakMedARCÚk Edlpøas;bþÚrTukCamunsUmpþl;kMedAx<s;kñúgRTUg (28~32GgSares)

레악싸 껌다우 쭈룩 다엘 플랗쁘도우 뚝찌어문 쏨프꼴 껌다우 크뿌엏 커농 뚜룽 
(머페이쁘람바이~쌈썹 삐 엉싸쎄)

▒ 이유 자돈 치료

karBüa)alkUnRCÚk Edlpþac;edaH

까 프찌어발 꼰쭈룩 다엘 프닺덯

▒ 이유 방법 : 올인 올아웃 권장, 한 돈방에 가능한 한배새끼 단위로 전입

viFIpþac;edaHKUr elIkQrxageRkApøas;bþÚr tamEpñksMbukkUnRCÚkGacdak;enA RTúgRCÚk1

위티프닺덯 : 꾸어르윽초캉끄라우, 플랗쁘도우땀프나엑썸복꼰쭈룩 앚 닥너으 뜨룽쭈
룩 모이

 돈방내 개체간 체중차이가 2kg 이내로 되도록 고르기 실시(선택사항)

TMgn;xusKñarvagkarbMEbk kñúgRTúgRCÚk edayeRCIserIseGay)anticCag 2 kg (lkçxNÐeRCIserIs)

뚬운콯크니어 로비엉 까 봄바엑 크농 뜨룽쭈룩 다오이 쯔르릏 아오이 반 띶찌엉 삐낄
로  (레악카낳 쯔르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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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어모음   RkúmBakü  끄롬 삐억

구분	 Epñk

gubun 프나엑

조절	 begáób

jojeol 벙끼업

고압 수세기
goab susegi 
muInlagTwkEdlmansMlaMgBUlx<s;

마씬리엉뜩다엘미언썸랑뿔크뿌엏

수세	 lagTwk

suse 리엉뜩

건조	 sMggYt

geonjo 썸응우얻

피트 비우기	 CUtpItecj

piteu jiugi	 쭏핃쩬

 암·수, 거세·비거세, 체중 등을 고려하여 구분 수용(선택사항)

kareRCIserIsehIyTTUltamEpñkdUcCajI eQµal,eRkóv mineRkóv TMgn;CaedIm (lkçxNÐeRCIserIs)

까 쯔르릏 하어이 떠뚜얼 땀 프나엑 도웆찌어 니, 츠몰, 끄리어우, 먼끄리어우, 뚬운 찌
어 다엄(레악카낳 쯔르릏)

 두당 할당되는 사료조 면적을 충분하게 조절(자유급이시(15cm/두), 제한급이

시(20cm/두))

karRKb;RKgtMbn;pþl;cMNIcat;Ecgeday ELktamk,aleGay)anRKb;RKan;(eBlpþl;cMNIeday esrI (15cm/

k,al), eBlpþl;cMNIeday kMNt; (20cm/k,al)

까 끄롭끄롱떰본 프덜쩜나이 짝짜엥 다오이 라엑 땀 끄발 아오이 반 끄롭끄롱(뺄 프
덜 쩜나이 다오이 쎄라이(덥쁘람썸/끄발) 뺄프덜쩜난이 다오이 껌넏(머페이 썸/끄발)

▒ 이유후 분만스톨을 고압 수세기를 이용하여 수세 후 건조 및 피트 비우기

eRkaypþac;edaHeRbIm:asuInlagTwk EdlmankMlaMgv:ulx<s ;enARTúgekIteRkaylagehIy sMgUtnig CUtFItecj

끄라오이 프닺덯 쁘라어 마씬 리엉 뜩 다엘 미언 껌랑 월 크뿌엏 너으 뜨룽까얻 끄라
오이리엉 하어이 썸우얻 넝 쭏 핃 쩬

<분만스톨	및	급이기	수세,	피트	비우기>
RTúgekItnig lagsñÚkcMNICUtpItecj

뜨룽까얻	넝	리엉	쓰노욱	쩜나이	쭏	핃	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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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pñk

프나엑

오   전
eBlRBwk

뻴쁘륵

오   후
eBlresol

뻴로씨엘

월요일
éf¶c½nÞ

틍아이짠

분만사	지원(철분	거세지원)
CMnYykUnRCÚk eRkóveday CatiEdk

쭘누어이꼰쭈룩 끄리어브 다오이 찌얻다엑

분만사	지원(철분	거세지원)
CMnYykUnRCÚk eRkóveday CatiEdk

쭘누어이꼰쭈룩 끄리어브 다오이 찌얻다엑

화요일
éf¶GgÁar

틍아이엉끼어

육성,	비육사로	자돈	전출,	수세준비
erobcMlagsMGat nig karbeBa©jCaRCÚksac; RCÚkBUC

리업쩜리엉썸앋 넝 까 번쩬 찌어 쭈룩 쌎 쭈룩 뿢

수세	및	소독
karlagsMGatRTúg nig karsMlab;emeraK

까 리엉썸앋 뜨룽 넝 까 썸랍메록

수요일
éf¶Buc

틍아이뽖

수세	및	전입준비
karpøas;bþÚrRTúgkUnRCÚk

까 리엉썸앋뜨룽 넝 까 리업쩜 쁘도우 뜨룽쭈룩

치료	및	돈사	관리
karBüa)al nig karRKb;RKgRTúgRCÚk

까 프찌어발 넝 까 끄롭끄롱 뚜룽쭈룩

목요일
éf¶RBhs,t×

틍아이쁘러호
아

분만사	이유자돈	전입
karpøas;bþÚrRTúgkUnRCÚk

까 플랗쁘도우 뜨룽 꼰 쭈룩

치료	및	돈사관리
karBüa)al nig karRKb;RKgRTúgRCÚk

까 프찌어발 넝 까 끄롭끄롱 뚜룽쭈룩

금요일
éf¶suRk

틍아이쏙

자돈백신
v:ak;sMagRCÚk

왇쌍쭈룩

치료	및	돈사관리
karBüa)al nig karRKb;RKgRTúgRCÚk

까 프찌어발 넝 까 끄롭끄롱 뚜룽쭈룩

토요일
éf¶esAr_

틍아이싸우

치			료
karBüa)al

까 프찌어발

주변정리정돈(분뇨처리작업	지원)
karRKb;RKgerobcMCuMvij(karsMGatlamk)

까 끄롭끄롱리업쩜 쭘뷘(까썸앋리어목)

일요일
éf¶GaTitü

틍아이아떧

기본사양관리	
karRKb;RKgkarbnþBUC

까 끄롭끄롱 까 번떠 뿢

기본사양관리	
karRKb;RKgkarbnþBUC

까 끄롭끄롱 까 번떠 뿢

02

이유자돈사	
주간관리	세부사항
karRKb;RKgkUnRCÚkpþac;edaHRbcaMs)

aþh_Tinñn½ylMGit

까	끄롭끄롱	꼰쭈룩	프닺덯		
쁘러짬쌉쁘다	띤네아네이	룸얻

이유자돈 관리를 주간 단위로 끊어서 요일별로  
표준화된 작업 - 일령관리보다 주간 관리 우선

bBaÄb; karRKb;RKgkUnRCÚkpþac;edaH tamsbþah¾Gnuvtþn_ kargarsþg;dar 

Gayutaméf¶ -dMbUgkarRKb;RKgGayu tamGaTitüRbesIrCag Gayutaméf¶

번촙	까	끄롭끄롱	꼰쭈룩	프닺	덯	땀	쌉쁘다	아누왇		
깡이어	쓰떵다	아유	땀	틍아이		
-덤봉까끄롭끄롱	아유	땀	아떧	쁘러싸어	찌엉	아유	땀	틍아이	

요일별	 taméf¶

yoilbyeol 땀틍아이

표준화	 kargarsþg;da

pyojunhwa 깡이어쓰덩다

주간	 s)aþh_

jugan 쌉쁘다

관리	 karRKb;RKg

gwanli 까끄룹끄롱

우선	 dMbUg

useon 덤봉

분만사	 RTúgkUnRCÚk

bunmansa 뜨룽꼰쭈룩

전출	 beBa©j

jeonchul 번쩬

수세준비	 karerobcMlagsMGat

suse junbi 까리업쩜리엉썸앋

소독	 karsMlab;emeraK

sodog 까썸랍메록

치료	 karBüa)al

chilyo 까프찌어발

돈사	 RTúgRCÚk

donsa 뜨웅쭈룩

이유자돈 전입	
iyujadon jeon-ib
karpøas;bþÚrRTúgkUnRCÚk

까플랗쁘도우뜨룽꼰쭈룩

자돈 백신	 v:ak;sMaMg

jadon baegsin 왇쌍쭈룩

주변 정리	
jubyeon jeongli
karRKb;RKgerobcM

까끄롭끄롱리업쩜쭘뷘

분뇨처리	 karsMGatlamk

bunnyocheoli 까썸앋리어목

사양관리	 karRKb;RKgkarbnþBUC

sayang-gwanli 까끄롭끄롱까번떠뿢

단어모음   RkúmBakü  끄롬 삐억

이유자돈 관리[이유부터 이유~8(9)주령까지]
karRKb;RKg kUnRCÚkpþac;edaH [BIpþac;edaHrhUtdl; Gayu8(9GaTitü)]
까	끄롭끄롱꼰쭈룩	프닺	덯	[삐	프닺덯	로호욷	덜	아유	쁘람바이(쁘람부언)	아떧]

 ★사료 1일 2회 급여, 돈사 내외부 소독 1일 1회, 치료사항 매일 실시

karpþl;cMNI1éf¶2dg,lagsMlab;emeraKEpñkxag kñúg nigxageRkARTúg1éf¶1dg karBüa)al 
éf¶CaRbcaMeTAtamPaBCak;Esþg

까프덜 쩜나이 모이 틍아이 삐 덩, 리엉썸앋메록 프나엑 캉크농 넝 캉끄라우 뜨룽 모
이 틍아이 삐덩, 까 프찌어발  틍아이 쁘러짬 떠으 땀 피업쩨악쓰다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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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rRKb;RKgRbcaMéf¶

까 끄롭끄롱 쁘러짬 틍아이일상관리

일상관리
karRKb;RKgRbcaMéf¶

까	끄롭끄롱	쁘러짬	틍아이

온도 및 환기관리

karRKb;RKgkarbeBa©jbBa©Úlxül; nig sItuNðPaB

까	끄롭	끄롱	까번쩬	번쫄크쫄	넝	씨돈나피업	

온도	 sItNðPaB

ondo 씨돈나피업

환기	 karbeBa©jcUl

hwangi 까번쩬번쫄크졸

1일	 1éf¶

il-il 모이틍아이

2회	 2dg

ilhoe 삐동

급여	 karpþl;

geub-yeo 까프덜

적정량	 sñÚk

jeogjeonglyang 쓰노욱

위축돈	 RCÚkQW

wichugdon 쭈룩츠

환돈	 RCÚk

hwandon 쭈룩

격리	 kardac;BIeK

gyeogli 까닺삐

적절한 치료
jeogjeolhan chilyo
Büa)alEdleGaysmRsb

프찌어발다엘아오이썸쓰럽

과감	 CadMeNaH

gwagam 찌어덤낳

도태	 kare)aHbg;ecal

dotae 까받봉짜올

니플	 cugedaH

nipeul 쫑덯

점검 karBinitü

jeomgeom 까삐넏

음수	 brimaN

eumsu 빠리만터이

소독	 kargab;emeraK

sodog 까썸랍메록

이물질	 0

imuljil 껌뗒껌띠

제거 karykecj

jegeo 까욕쩬

단어모음   RkúmBakü  끄롬 삐억

▒ 사료는 1일 2회 급여, 하루에 한번은 사료통을 비울 수 있도록 적정량 급여

pþl;cMNIeGay1éf¶2dg pþl;cMNI1éf¶1dg GaceFVIeGaycMNIGs;BIsñÚk

프덜 쩜나이 아오이 모이 틍아이 삐덩, 프덜 쩜나이 모이 틍아이 모이 덩 앚 트버아오
이 쩜나이 엏 삐 쓰노욱

▒ 위축돈, 환돈의 격리수용 및 적절한 치료

RCÚkQW Büa)al eGaysmRsbnig dak;eGayenAdac;BIeK

쭈룩츠으 프찌어발 아오이썸쓰럽 넝 닥 아오이 너으 닺 삐 께

▒ 사료, 온도관리, 전해질 급여

pþl;CatieGeLcRtÚlIt EdlTak;Tg nwgkarRKb;RKgkMedA nigcMNIepSg² 

멀 타에또암 껌다우 넝 크쫄 쩬 쫄 하어이 씨돈나피업 프덜찌얻엘레잊뜨러릭 다엘 떼
악똥 능 까 끄롭끄롱 껌다우 넝 쩜나이 프쌩프쌩

▒ 회생 가능성 없는 개체의 과감한 도태

kare)aHbg;ecal EdlCadMeNaH RsaypÞal;xøÚn minGaceFVIeGayrs;eLIgvijeLIy-. 

까 밯봉짜올 다엘 찌어 덤낳 쓰라이 프또알 클루언 먼 앚 트버 아오이 롷 라엉 뷘 라어이

▒ 니플 점검(물이 부족하면 사료섭취량이 줄고 성장률이 떨어짐)

karBinitücugedaH ebIxVHTwkkat;bnßybrimaNpþl;cMNIGRtaFMFat;Føak;cuH

까 삐넏 쫑덯(바어 크밯 뜩 깓 번터이 빠리만 프덜 쩜나이 아뜨라 톰 토앋 틀레앟 쫗)

▒ 음수 소독(주 1회): 급수관리기내 이물질이나 이끼 제거

kargab;emeraKGviC¢man (1GaTitümþg)

까 룸응오압 메록 아찝미언 (모이아떧 므덩)

▒ 자돈사 내에 사료 저장 지양

kuM pÞúkcMNIkñúgRTúgkUnRCÚk 

꼼 푸뚝 쩜나이 크농 뚜룽 꼰쭈룩

<니플점검>
karBinitücugedaH

까삐넏쫑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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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어모음   RkúmBakü  끄롬 삐억
karRKb;RKgkMedA

까끄롭끄롱껌다우온도 관리

온도	 sItNðPaB

ondo 씨돈나피업

관리	 karRKb;RKg

gwanli 까끄롭끄롱

체적	 kMrit

chejeog 껌럳

적온	 famBlkMedA

jeog-on 탐뽈껌다우

범위	 visalPaB

beom-wi 위쌀피업

돈사	 RTúgRCÚk

donsa 뜨룽쭈룩

26	 26
isib-yug 머페이쁘람모이

30	 30 
samsib 쌈썹

℃	 °C 
dossi 엉싸쎄

22	 22
isib-i 머페이삐

23	 23
isibsam 머페이바이

유지	 karrkSa

yuji 까락사

▒ 이유 후 2~3일간은 돈사내 온도를 26~30 ℃로 유지 후 매주 1~2℃씩 낮춤

kUnRCÚkeRkayeBlpþac;edaHryHeBl 2~3éf¶EfTaMkMedARTúgRCÚkcab;BI 26~30°CeRkaymkkat;bnßykMedA 
1~2°Cral;GaTitü

꼰쭈룩 끄라오이 뻴 프닺덯 로얗 뻴 삐 르 바이 틍아이 타에또암 껌다우뜨룽쭈룩 짭삐 
머페이쁘람모이 떠으 쌈썹 엉싸쎟 끄라오이 목 깓 번터이 껌다우 모이 떠으 삐 엉싸쎄 
로알 아떧

▒ 3주 후에 22~23 ℃를 유지토록 조절

3GaTitüeRkaymkEfTaMkMedA 22~23°C eGay)aneTogTat;

바이 아떧 끄라오이 목 타에또암 껌다우 머페이삐떠으 머페이 엉싸쎄 아오이반 띠엉
떼앋

▒ 돼지가 포개어져 덩어리 상태로 누워 있으면 돈사가 춥다는 표시

RbsinebIEcksßanPaBRkúmRCÚkepSgKñavaCasBaØa EdlfaRTúgRCÚkRtCak;

쁘러썬 바어 짜엑 쓰탄나피업 끄롬 쭈룩 닥 프쌩크니어 위어 찌어썬냐다엘타뜨룽쭈
룩뜨러쩨악

주   령
GayuKit CaGaTitü

아유끋찌어 아뜯

체중 (kg)
TMgn;

뚬운

체적 온도
kMrit kMedA

껌륵껌다우

적온 범위
visalPaBfaBl 

kMedA

위쌀피업
탐뽈 껌다우

돈사 온도
kMedA RTúg 

RCÚk

껌다우
뜨룽쭈룩

습도 
(%RH)

sMeNIm (%RH)

썸나엄

비   고
cMNaM

쩜남

이유~7주령
pþac;edaH 

-Gayu7GaTitü

프닺덯  
- 아유 쁘람삐  

아떧

5.5~13.5
5.5~13.5

쁘람캄쁘람~
덥바이캄쁘람

25
25

머페이
쁘람캄

24~30
24~30

머페이 
부언~쌈썹

20~25
20~25

머페이~
머페이쁘람

50~60
50~60

하썹~혹썹

어린자돈에	대한		
보온	대책	

(보온등	등)	강구
RbúgviFankarTb;sþat; 

karrkSakMedA cMeBaHkUnRCÚk

쁘롱위티언까또압쓰
깓 

까레악싸껌다우 
쩜뿌엏꼰쭈룩7~9주령

7~9 GaTitü

쁘람삐 - 쁘랍
부언 아떧

13.5~23
13.5~23

덥바이캄쁘람 
~머페이바이

23
23

머페이바이

21~27
21~27

머페이모이~
머페이쁘람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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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어모음   RkúmBakü  끄롬 삐억

이유	 karpþac;edaH

iyu 까프닿덯

당일	 éf¶pþac;edaH

dang-il 틍아이프닺덯

1일	 1éf¶
ig-il 모이틍아이

5	 5
o 쁘람

7회	 7dg
chilhoe 쁘람삐동

급여	 karpþl;(cMNI)
geub-yeo 까프덜(쩜나이)

3시간	 3em:ag
sesigan 바이마옹

사료	 cMNI

salyo 쩜나이

금지	 ham

geumji 함

30	 30
samsib 쌈썹

40g	 40 g
sasibgeulaem 싸에썹끄람

0.5kg
yeongjeom-okillogeulaem
0.5KILÚv
쁘람낄로

이하	 ticCag

iha 뗒찌엉

0.7	 0.7
yeongjeomchil 쁘람삐캄

kg	 KILÚv

killogeulaem 낄로

2일	 2éf¶
iil 삐틍아이

3일	 3éf¶
sam-il 바이틍아이

자돈	 kUnRCÚk

jadon 꼰쭈룩

상태	 sPaB

sangtae 싸피업

관찰	 segát

gwanchal 썽껟

 이유 후 최초 3일간(목, 금, 토)는 1일 5~7회로 나누어 제한 급여함 

(설사를 예방하고 식욕을 자극)

ryHeBl3éf¶dMbUgeRkaypþac;edaH (éf¶RBhs,t×,éf¶suRk,éf¶esAr_) pþl;cMNIeday EckCa5~7dg kñúg1éf¶ 

(karBarraK nig eFVIeGaycg;suIcMNI)

로얗 뻴 바이 틍아이덤봉 끄라오이프닺덯 (쁘로호아 쏙 싸으) 프덜 쩜나이 다오이 짜
엑찌어쁘람~쁘람삐 덩 크농 모이 틍아이 (까삐어록 넝트버아오이쩡씨쩜나이)

구   분
Epñk

프나엑 

사료급여 방법
viFIpþl;cMNI

위티프덜쩜나이

3주령 이유
pþac;edaHGayu3GaTitü

프닺덯 아유 바이 아떧

4주령 이유
pþac;edaHGayu 4GaTitü

프닺덯 아유 부언 아떧

이유당일
éf¶pþac;edaHdMbUg

틍아이프닺덯  
덤봉

이유	후	12시까지	3시간은		
사료	급여	금지

hampþl;cMNIryHeBl3em:ag 

Rtwmem:ag12eRkayeBl pþac;edaH

함 프덜 쩜나이 로얗뻴
바이마옹 뜨럼마옹 덥삐  

끄라오이뻴 프닺덯

자돈을	관찰하고	사료통이		
비어	있으면	사료	추가	급여	

(오후	2시,	4시,		
6시에	각각	급여)

segátemIlkUnRCUk nig pþl;cMNIbEnßmRbs

inebIkenAkñúgsñÚk Gs;cMNI (pþl;cMNItamem:ag 

em:ag 2 em:ag 4 em:ag 6 resol)

썽껟멀꼰쭈룩 넝 프덜 쩜나이  
번타엠 쁘러썬 바억 너으  
크농 쓰노욱 엏 쩜나이  

(프덜쩜나이틍아이눟 마옹 삐, 
마옹 부언,  

마옹 쁘람모이 로씨엘)

사료섭취량	:	30~40g/두
brimaNcMNI Edlpþl; 

eGay30~40eRkam/k,al

빠리만 쩜나이 다엘 프덜 아오
이:  

쌈썹~싸에썹 끄라옴/끄발

10두당	0.5kg	이하	급여
pþl;cMNIticCag 0.5kg kñúg10k,al

프덜 쩜나이 뗒찌엉 0.5 낄로  
크농 덥끄발

사료섭취량	:	40~60g/두		
또는	3주령보다		
1/3	증량	급여

brimaNcMNI Edlpþl; eGay40 ~60Rkam/

k,alrW pþl;brimaN1PaK3bEnßm

elIcMNI sMrab;Gayu3GaTitü

빠리만 쩜나이 다엘  프덜아오
이: 

싸에썹~혹썹  끄람/끄발 르  
프덜 빠리만 모이 피억 바이 번
타엠 르윽 쩜나이 쏨로압 아유

바이 아떧

10두당	0.7	kg	이하	급여
pþl;cMNIticCag 0.7kg kñúg10k,al

프덜 쩜나이 뗒찌엉 0.7 킬로  
크농 덥 끄발

다음	2일
éf¶pþac;edaHTI2

틍아이프닺덯  
띠 삐

오전	8시	:	자돈	관찰	후	청소
em:ag 8 eBlRBWk; : 

segátemIlkUnRCUkeRkayeBl lagsMGat

마옹 쁘람 바이 뻴쁘륵: 썽껟 
멀 꼰쭈룩 끄라오이뻴 리엉 썸

앋  
-프덜 쩜나이 꼼로앟 쁘러하엘  

덥삐 밀리

사료섭취량	:	60~80g/두
brimaNcMNI Edlpþl;eGay:60 /  

80Rkam /k,al

빠리만 쩜나이 다엘 프덜  
아오이

10두당	0.8kg	이하	급여
pþl;cMNIticCag0.8KRk kñúg10k,al

프덜 쩜나이 뗒 찌엉 0.8크농  
덥 끄발

사료섭취량	:	70~100g/두
brimaNcMNI Edlpþl;eGay:

70 ~100Rkam / k,al

빠리만 쩜나이  
다엘  프덜 아오이 : 쩝썹 떠으  

모이로이 끄람/끄발

10두당	1.0kg	이하	급여
pþl;cMNIticCag1.0Rk kñúg10k,al

프덜쩜나이뗒찌엉 1.0 낄로  
덥 끄발

3일
éf¶pþac;edaHTI3

틍아이프닺덯  
띠 바이

자돈의	상태를	면밀히	관찰
segátsPaBrbs;kUnRCUkty:aglMGit

썽껩싸피업로봏 꼰쭈룩양룸얻

karRKb;RKgcMNI

까 끄롭끄롱 쩜나이사료관리

이유	당일	(주로	목요일)
éf¶pþac;edaH (CaTUeTAéf¶RBhs,t×)
틍아이프닺덯(찌어뚜떠으	틍아이쁘러호아)

이유당일 관리

karRKb;RKgéf¶pþac;edaH

까끄롭끄롱틍아이프닺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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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식	 cMNIbMrug

ibsig 쩜나이범롱

자돈	 kUnRCÚk

jadon 꼰쭈룩

특별	 CaBiess

teugbyeol 찌어삐쎗

관리	 karRKb;RKg

gwanli 까끄롭끄롱

사료	 cMNI

salyo 쩜나이

교체	 kar pøas;bþÚr

gyoche 까플랗쁘도우

사료간	 rebogcMNI 

salyogan 로비엉쩜나이

비율	 PaKry

biyul 피억로이

일   수
elxerogéf¶

렉리엉틍아이
1 2 3 4 5 6

비			율
PaKry

피억로이

100 : 0
100 : 0

모이로이

80 : 20
80 : 20

빠에썹 : 머페
이

60 : 40
60 : 40

혹썹 : 싸에썹

40 : 60
40 : 60

싸에썹 : 혹썹

20 : 80
20 : 80

머페이 : 빠에
썹

0 : 100
0 : 100

모이로이

karRKb;RKgCaBiesscMNIbMrugsMrab;kUnRCÚk

까 끄롭끄롱찌어 삐쎗 쩜나이 범롱 썸로압 꼰쭈룩입식 자돈 특별 관리

 가능한 올-인, 올-아웃을 실시

GnuvtþeRkA-bnÞHbnÞH-pUsVr ebIGaceTArUc

아누왇 끄라우-번떼앟, 번떼앟-푸쓰바 바어 앚 떠으 루엊

 한 돈방의 자돈이 동기군보다 뒤질 때 즉시 시행

kUnRCÚkmYy kñúgmYyRTúgeBlFøak ;cuHCagRkúmRCÚktUc² GnuvtþPøam ² 

꼰 쭈룩 크농모이뜨룽 뻴 틀레악 쫗찌엉 끄롬쭈룩또웆또웆 아누왇플리엄플리엄

 물+설탕+전해질 급여 : 자돈의 탈수 방지

Tiksárpþl; eGLicRtÚlIt: karBarCatiTwkrbs;kUnRCÚk

뜩+ 쓰꺼+ 프덜엘레잊뜨로릳: 까 삐어찌얻뜩 로봏 꼰쭈룩

 청결한 급여기에 신선한 용액 제공

pþl;CatirMray eGaysñÚkcMNImanGnam½y 

프덜찌얻 쓰롷쓰롷 아오이 쓰노욱쩜나이 미언 아나마이

 설사예방을 위해 항생제나 유기산제제를 첨가하여 급여(선택사항)

pþl;bEnßm nUvfñaMcak;fñaMemSAsrIragÁ b¤ Gg;TIbIy:UTic edIm,IkarBarCMgWraK (lkçxNÐeRCIserIs)

프덜 번타엠 너우 트남 짝 트남 므싸우 르 엉띠바이 유뗒 다엄바이 까삐어 쭘으리억 
(레악카낳 쯔르륵)

▒ 사료 교체는 3~7일의 간격을 두고 서서히 실시

karpøas;bþÚrcMNI KWRbRBitþieTAbnþicmþg² cenøaHeBl 3éf¶eTA 7éf¶

까 프랗쁘도우 쩜나이 끄 쁘러쁘럳떼 떠으 번뗒 뭐덩뭐덩 쩐루엏 뻴 바이 틍아이 떠으 
쁘람삐 틍아이

★ 기존 급여사료와 교체 급여사료간 비율

PaKryrvagcMNI Edlpþl;eGaymun nig cMNIEdlpþl;eGayeRkay

피억로이 로비엉 쩜나이 다엘 프덜 아오이 문 넝 쩜나이 다엘 프덜 아오이 끄라오이

(사료교체시기는	제품의	사양권장에	따름)

eBl pøas;bþÚrcMNIKWtamplitpl EdleFVIeGay kan;EtrIkFMFat;

뻴 프랗쁘도우 쩜나이 끄 땀 펄럳떠펄 다엘 트버아오이 깐따에 깐릭 톰토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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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어모음   RkúmBakü  끄롬 삐억

이유	후	+	4주		
(56일령)(주로	화요일)
eRkaypþac;edaH4GaTiRt (Gayu 56ég) 
(CaTUeTA éf¶GgÁar_)
끄라오이	까	프닺	덯	(틍아이	하썹쁘람
모이)	(찌어뚜떠으	틍아이엉끼어)

자돈전출 후 수세 및 소독

karlagsMGat nig karsMlab;emeraKeRkay 

eBlpøas;bþÚrkUnRCÚk

까	리엉	썸앋	넝	까	썸랍	메록		
끄라오이	뻴플랗쁘도우	꼰쭈룩

전출	 pøas;bþÚr

jeonchul 플랗쁘도우

후	 eRkay

hu 끄라오이

수세	 kar lagsMGat

suse 까리엉썸앋

소독	 kar sMlab;

sodog 까썸랍메록

육성사	 RCÚksac;

yugseongsa 쭈룩쌎

점검	 kar RtÜtBinitü

jeomgeom 까뜨루얻삐넏

건조	 s¶Üt

geonjo 씅욷

슬러리	 rejuréju

seulleoli 로뇨로냐이

완전 제거	 ykecjGs;

wanjeon jegeo 욕쩬엏

시설	 va)al

siseol 위어발

세척	 lagsMGat

secheog 리엉썸앋

▒ 육성사로 자돈 전출

karpøas;kEnøgkUnRCÚk 1RCÚkciBa©wm tamRCÚsac;,RCÚkBUC

까 플랗껀라엥 꼰쭈룩 모이쭈룩쩬쩜 땀쭈룩쌎 쭈룩뿢

▒ 돈방 점검 및 수세, 소독, 7일 이상 건조

karRtÜtBinü niglagsMGat,sMlab;emeraK, halRTúgRCÚkecal ryHeBlCag7éf¶

까 뚜루얻 삐넏 넝 리엉 쏨앋, 썸랍메록, 할뜨룽쭈룩짜올 로얗뻴 찌엉 쁘람 삐 틍아이

▒ 슬러리 돈사의 경우 세척 후 슬러리를 완전 제거

kñúgkrNIRTúgRCÚkrejuréjueRkay lagsMGatehIy ykrbs;rejuréjuecj

크농 까나이 뜨룽쭈룩로뇨로냐이끄라오이 리엉썸앋하어이 욕로봏로뇨로냐이쩬

▒ 전입 돈방, 사료급이기 등 시설 세척 후 소독

sMlab;emeraKeRkay eBllagsMGatdUcCasñÚkcMNI,RTúg Edlpøas;bþÚrCaedIm

썸랍메록끄라오이 뻴 리엉 썸앋 도웆찌어 쓰노욱쩜나이 뜨룽다엘 플랗쁘도우 찌어다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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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성ㆍ비육돈관리03 karRKb;RKgRCÚksac; nig RCÚkBUC   

까	끄롭끄롱쯔룩쌎	넝	쯔룩	뿢

육성비육돈사	
주간관리	세부사항
karlMGitEpñknImYy² BIkarRKb;RKgkUnRCÚk

sac;RCÚkBUCCasbþah¾

까	룸얻	프나엑	띠	모이모이	삐	까		
끄롭끄롱	꼰쭈룩쌎	쭈룩뿢	찌어	쌉쁘따

육성ㆍ비육돈 관리를 주간 단위로 끊어서  
요일별로 표준화된 작업

kargarsþg;daBuMsUvmanCaéf¶eday sarkarRKb;RKgRCÚksac;RCÚ 
kBUCRbcaMsbþah¾

깡이어	쓰떵다	뽐쏘우	미언	찌어	틍아이	떼	다오
이싸	까	끄롭끄롱	쭈룩쌎	쭈룩뿢	쁘러짬	쌉쁘다

주간 단위	 RbcaMs)aþh_

jugan dan-wi 쁘러짬쌉쁘다

표준화	 sþg;da

pyojunhwa 깡이어쓰덩다

수세 소독	
suse sodog
kar lagsMGatsMlab;emeraKRTúg

까리엉썸앋썸랍메록뜨롱

출하	 kar lk;ecj

chulha 까루억쩬

전입 준비	 kar erobcMbþÚrRTúg

jeon-ib junbi 까리업쩜쁘도우뜨룽

출하돈 선별	
chulhadon seonbyeol
kar eRCIserIs Edllk;ecj

까쯔르륵쭈룩다엘루억쩬

자돈전입	 karbþÚrRTúgRCÚk

jadonjeon-ib 까쁘도우뜨룽쭈룩

분뇨 처리	 karRKb;RKglamk

bunnyo cheoli 까끄롭끄롱리어목

환돈치료	
hwandonchilyo
karBüa)alRCÚk Edlpøas;bþÚr

까프찌어발쭈룩다엘플랗쁘도우

이유지원	 karsMerccitþpþac;edaH

iyujiwon 까썸렞쩓프닺덯

백신지원	 karpþl;v:ak;sMaMg

baegsinjiwon 까프덜왇쌍

돈방수리	 karCusCUlRTúgRCÚk

donbangsuli 까쯯쭐뜨룽쭈룩

단어모음   RkúmBakü  끄롬 삐억

구   분
Epñk

프나엑

오   전
eBlRBwk

뻴쁘륵

오   후
eBlresol

뻴로씨엘

월요일
éf¶c½nÞ

틍아이 짠

전입돈방	수세	소독,	출하
karlagsMGatsMlab;emeraKRTúg sMrab;dak;RCÚk karlk;ecj

까리엉썸앋 썸랍 메록 뜨룽  
썸로압 닥 쭈룩 까 루억 쩬

자돈전입	준비,	출하돈	선별
erobcMbþÚrRTúg kareRCIserIsRCÚk Edllk;ecj

리업쩜 쁘도우 뜨룽 까 쯔르륵 쭈룩다엘 루억
쩬

화요일
éf¶GgÁar

틍아이 엉끼어

자돈전입,	출하
karbþÚrRTúgRCÚk karlk;ecj

까쁘도우 뜨룽 쭈룩 까루억 쩬

분뇨처리,	출하돈	선별
karRKb;RKglamk kareRCIserIsRCÚk Edllk;ecj

까 끄롭끄롱 리어 목 까 쯔르륵쭈룩다엘 루억
쩬

수요일
éf¶Buc

틍아이 뽖

환돈치료	및	정리,	출하
B,a)alRCÚk Edlpøas;bþÚr nig karerobcM karlk;ecj

프찌어발쭈룩다엘 플랗쁘도우  
넝 까 쁘리업 톰 까루억 쩬

출하돈	선별
kareRCIserIsRCÚk Edllk;ecj

까 쯔르륵 쭈룩 다엘 루억쩬

목요일
éf¶RBhs,t×

틍아이 쁘러호
아

자돈사	이유지원,	출하
sMerccitþpþac;edaHkUnRCÚk karlk;ecj

썸렞쩓 프닺 덯 꼰쭈룩 까 루억쩬

환돈치료,	출하돈	선별
Büa)alRCÚk Edlpøas;bþÚr kareRCIserIsRCÚk Edllk;ecj

프찌어발쭈룩다엘 플랏

금요일
éf¶suRk

틍아이 쏙

분만사	백신지원,	출하
sMerccitþpþl;v:ak;saMgeGaykUnRCÚk karlk;ecj

썸렞쩓 프닺 덯 꼰쭈룩 까 루억쩬

백신,	출하돈	선별
r:ak;saMg (APP  elIkTI2(Gayu10GaTitü)

kareRCIserIsRCÚk Edllk;ecj

왇쌍, 까쯔르륵쭈룩다엘루억쩬

토요일
éf¶esAr_

틍아이 싸으

돈방수리
karCYsCulRTúgRCÚk

까 쭈엏쭐 뜨롱쭈룩

전체적	정비
karEfTaMTaMgGs;

까타에또암때앙엏

일요일
éf¶GaTitü

틍아이 아떧

기본사양관리	
karRKb;RKgdak;eQµaldMbUg

까 끄롭끄롱 닥 츠몰 덤봉

기본사양관리	
karRKb;RKgdak;eQµaldMbUg

까끄롭끄롱닥츠몰덤봉

 ★사료 1일 2회 급여, 돈사 내외부 소독 1일 1회, 치료사항 매일 실시

karGnuvtþn_eday pþl;cMNI1éf¶2dg karlagsMGatRTúgRCÚkTaMgeRkATaMgkñúg1éf¶1dg karBüa)alCaRbcaMral;éf¶

까 아누왇 다오이 프덜쩜나이 모이 틍아이 삐 덩, 까 리엉 썸앋 뜨룽쭈룩 때앙 끄라우
이때앙 크농 모이 틍아이 모이 덩, 까 프찌어발찌어 쁘러짬로알 틍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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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돈입식	후	관리(약	57일령~)
karRKb;RKgRbcaMéf¶ (RbEhlCa57éf¶)
까	끄롭끄롱번또압삐쩜나이범롱꼰쭈룩	
(쁘러하엘찌어	하썹쁘람삐	틍아이)

일상적인 육성돈 사양관리

karRKb;RKgTUeTA elIkarciBa©wmRCÚkciBa©wm

까끄롭끄롱뚜떠으르으까쩬쩜,	쭈룩쩬쩜

육성돈 사양
yugseongdon sayang
kar RKb;RKgRCÚksac;

까끄롭끄롱쭈룩쌎

돼지	 RCÚk

dwaeji 쭈룩

고르기	 kareRCIserIs

goleugi 까쯔르륵

암	 jI

am 니

수	 eQµal

su 츠몰

거세	 eRkóv

geose 끄리어브

비거세	 mineRkóv

bigeose 먼끄리어브

구분	 Epñk

gubun 프나엑

사료	 cMNI

salyo 쩜나이

급여	 karpþl;

geub-yeo 까프덜

사육단계	 GRtadMNak;kalFMFat;

sayugdangye 아뜨라덤낟깔톰토앋

비육돈	 RCÚk EdlmineGaysac;

biyugdon 쭈룩먼아오이쌎

약품	 fñaM

yagpum 트남

중지	 Qb;

jungji 촙

1일	 1éf¶

il-il 모이틍아이

2회	 2dg

ilhoe 삐동

매일	 ral;éf¶

maeil 로알틍아이

정시	 eBléf¶

jeongsi 뺄틍아이

단어모음   RkúmBakü  끄롬 삐억
▒ 한 돈방 내에 수용하는 돼지는 체중차이가 2kg이상 나지 않도록 고르기 실시

kardak;RCÚk kñúgRTúgRCÚk1KWeRCIserIsRCÚk kuMeGaymanTMgn;elIsBI2 kg

까 닥 쭈룩 크농 뜨룽쭈룩 모이 끄 쯔르륵 쭈룩 꼼아오이 미언 뚬은르읗 삐 킬로

▒ 암·수, 거세·비거세 등을 고려하여 구분 수용

eRCIserIsehIy eRbItamEpñkdUcCajI eQµal eRkóv mineRkóvCaedIm.

쯔르륵 하어이 쁘라어 땀 프나엑 도웆찌어 니, 츠몰, 끄리어브, 먼끄리어브 찌어 다엄

▒ 사료를 시기별로 적절하게 급여

cUr pþl;cMNIeGaysmrmü tamrdUvkal

쫄 프덜쩜나이아오이썸 땀로도우깔

▒ 사육단계별로 적합한 사료를 세분하여 급여(사료비 절감)

pþl;cMNIehIy EbgEckbnþeGay)ansmrmütamGRtadMNak; kalFMFat; kat;bnßytémøcMNI

프덜쩜나이하어이바엥짜엑번떠아오이반썸땀아뜨라덤낙깔톰토앋 깓번터이떰라이쩜나이

 비육기에 반드시 비육돈 사료 급여(항생제 잔류문제)

pþl;cMNIRCÚksac;dac;xat enAkMLúgeBlFMFat; (bBaðae)Asl;Gg;TIb‘Íy:Utik)

프덜 쩜나이 쭈룩쌎 칻 너으 껌롱뻴 톰토앋 (빤냐하 너으 썰 엉 띠 비유띡)

 출하 1개월 전부터는 항생제, 설파제등의 약품투약을 중지

cab;BImunbeBa©jlk;1Excak;fñaMGg;TIb‘Íy:Utik (fñaMpSH) fñaMsl;pa bjÄb;kareRbI«sffñaMcak;
잡삐문 반젠루욱 모이카에 찌악트남 엉띠비유띡 트남프샇 트남설파 반춥까찌악트남아우섯

 투약시 수의사와 상의하여 반드시 휴약 기간이 지난 후 

eBlcak;fñaMRtÚvRbwkSaCamYyeBTüstVbnÞab; BIeRkayryHeBlp¥akeGayfñaMehIycab;epþImbeBa©jlk;

뺄 짝트남 뜨로우 쁘럭싸 찌어모이 뻳싿 번또압 삐 끄라오이 로얗 뺄 파악 아오이 트
남 하어이 짭프다엄번짼루억

 사료는 1일 2회 급여하되 매일 사료조가 비워질 수 있는 정도의 양을  

매일 정시에 급여

pþl;cMNI1éf¶2elIkral;;éf¶brimaN EdlGacpþl;cMNIeGayGs; tameBlkMNt;RbcaMéf¶

프덜 쩜나이 모이 틍아이 삐 르억 로알틍아이 빠리만다엘 앚프덜 쩜나이 아오이 엏 땀 
뻴 껌넏쁘러짬 틍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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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어모음   RkúmBakü  끄롬 삐억

음수관리	
eumsugwanli
kar RKb;RKgelIbrimaNfy

까끄꼽끄롱르으빠리만터이

니플 높이	 kMBs;k,aledaH

nipeul nop-i	 껌뿌엏끄발덯

	수압관리 	 karRKb;RKgsMBaFTwk

suabgwanli 까끄롭끄롱썸삐억뜩

온도	 sItuNðPaB

ondo 씨돈나피업

환기관리	
hwangigwanli

karRKb;RKgkarbeBa©jbBa©Úlxül;

까끄롭끄롱까번쩬번쫄크졸

확인	 Eqk

hwag-in 뚜루얻삐넏

매일 	 ral;éf¶

maeil 로알틍아이

점검	 karEqk

jeomgeom 까차엑

철저	 y:ageBjelj

cheoljeo 양뻰렌

기록	 kMNt;Rta

gilog 껌넏뜨라

폐사율	 cMnYnk,alRCÚkeRKaHfñak;

pyesayul 아뜨라끄루엏트락

▒ 사료빈에서 체류 시간(사료빈은 일정간격으로 완전히 비우고 청소)

evlasñak;enAKµancMNI (eBlKµancMNIKWRtÚvsMGateGays¥attameBlkMNt;eGayeTogTat; )

엘리어 쓰낙너으 크미언 쩜나이(뻴크미언 쩜나이 끄 뜨로우 썸앋 아오이 싸앋 땀 뻴 
껌넏 아오이 띠엉떼앋)

 여름에는 3~4일, 겨울철에는 일주일 정도가 되도록 적정량을 구입

enArdUvRtCak; KWTijcMNItambrimaNsmrmüRtwm1GaTitü ÉrdUvekþAKW 3~4éf¶

너으 로도우 뜨러찌악 끄 띤 쩜나이 땀 빠리만 썸 뜨럼 모이 아떧, 아에 로도우끄다우 
끄 바이 르 부언 틍아이

▒ 음수관리 : 충분한 물 섭취를 위한 니플 높이 및 수압관리

karRKb;RKgelIbrimaNfyRKb;RKgsMBaFTwk nig kMBs;k,aledaHedIm,IeGaykUnRCÚk)a.RKb;RKn;

까 끄롭끄롱 까 번쩬 뻔쫄 크졸 넝 씨또나피업

▒ 온도 및 환기관리

karRKb;RKgkarbeBa©jbBa©Úlxül; nig sItuNðPaB

까끄롭끄롱까번쩬번쫄크졸넝씨돈나피업

 돼지의 누운 상태가 겹치지 않고 멀리 떨어져 있지 않으며 나란히 누워 있는 

경우가 적정한 상태임

sßanPaBRCÜkedkkuMeGayedkKgelIKñaebIminenA q¶ayBIKñaeT kñúgkrNIedky:agesµIKña vaCasßan PaBRtwmRtÚv.

쓰탄나피업쭈룩데익 꼼 아오이 데익꽁 르으 크니어 바어썬 너으 층아이 삐 크니어떼 
크농까나이 데익 양 쓰마어크니어 위어 찌어 쓰탄나피업 뜨럼 뜨로우

 온도계 확인 : 최고 최저 온도 확인

EqkETm:UEm:Rt (Rbdab;vas;kMedA) EqkkMedAGtib,rma nig Gb,rma

차엑떼몬메뜨러(쁘러답 봗 껌다우) : 차엑껌다우 아떼빠리마

 매일 환기상태 점검 :  

객관적인 환기표와 돼지 높이에서 관리자의 감각적 판단

EqksßanPaBkarbeBa©jbBa©Úlxül;RbcaM éf¶:snñidæanelIkarEqkrbs;GñkRKb;RKgenAkMBs;RCÚk nig  

sBaØabeBa©jbBa©Úlxül; EdlCakmµvitßú.

차엑쓰탄나피업 까 번쩬 뻔쫄 크졸 쁘러짬 틍아이: 싼니탄 르으 까 차엑 로봏 네악 끄
롭끄롱 너으 껌뿌엏쭈룩 넝 썬냐번쩬번쫄크졸 다엘 찌어 깜왇토

▒ 기록유지 철저 

qøgkat;tamkMNt;RtaEfrTaM

츨렁깓 땀 껌넏뜨라 타에또암

 입식일자, 폐사두수, 사료급여량, 출하예정일 및 출하예정두수 등을 기록

cUrkt;RtanUvkalnriecäTcMNIbMrug cMnYnk,alRCÚkeRKaHfñak; brimaNcMNIéf¶ tamkmµviFIbeBa©jlk; nig 

cMnYnk,altamkmµviFIbeBa©jlk;

쫄 껃뜨라 너우 깔빠리첻 쩜나이 범롱, 쭘누은끄발쭈룩끄루엏트낙, 빠리만쩜나이, 틍
아이 깜위티번쩬루억 넝 쭘누은끄발 땀 깜위티번쩬루억

 육성·비육중 폐사율은 1%이내를 목표로 함

RtÚvmaneKaledAticCag 1% cMeBaHGRtaeRKaHfñak; kñúgeBlciBa©wmFMFat;

떠라우미안꼴다우띶징 모이피엑로이 점뿧 아뜨라 끄뤃트낙 크농뻴쩬쯤톰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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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하관리 및 도축04 karRKb;RKg beBa©jlk; nigkarsmøab

까	끄롭끄롱	번쩬	루억	넝	까	썸락

출하전후	관리
karRKb;RKgmun nig eRkaylk;

까	끄롭끄롱문	넝	끄라오이	루억

돈육의 안전성 확보

Fana suvtßiPaB sac;RCÚk

티니어	쏘왇따피업	쌎쭈룩

출하 전	 eBlmunbeBa©jlk;

chulha jeon 뻴문번쩬루억

관리	 karRKb;RKg	
gwanli 까끄롭끄롱

도축	 karsMlab;

dochug 까썸랍

휴약기간	
hyuyaggigan

ryHeBlpþac;fñaMeGay)andac;xat

로얗뻴프닺트남아오이반닺칻

준수	 eFVItam

junsu 트버땀

절식	 kartmcMNI

jeolsig 까덤쩜나이

출하 시	 eBlbeBa©j

chulha si 뻴번쩬루억

구타	 karvay

guta 까와이

금함	 kuM

geumham 꼼

이동로 설치	 pøÚr ecjcUl

idonglo seolchi 플로우쩬쫄

호기심	 GarmµN_Edlq¶l;

hogisim 아럽델 층어울

유발	 bNþaleGay

yubal 번달아오이

물건 치움	 dkvtßúecj

mulgeon chium 드억 왓토젠

단어모음   RkúmBakü  끄롬 삐억

▒ 출하 전 관리 

karRKb;RKgeRkay lk;

까 끄롭끄롱 끄라오이 루억

 반드시 휴약 기간을 준수

segát ryHeBlpþac;fñaM eGay)andac;xat

썽껟 로얗 뻴 프닺 트남 아오이 반 닺 칻

 출하 6~12시간 전부터 절식

kartmcMNI cab;BImunbeBa©jlk;6 ~12em:ag

까 떰 쩜나이 짭삐 문 번쩬 루억 쁘람모이~덥삐 마옹

▒ 출하 시 관리  

karRKb;RKgeBlbeBa©jlk;

까 끄롭끄롱 뻴 번쩬 루억

 절대로 구타 및 전기유도봉의 사용을 금함

cUrkuMeRbIkarbBa©Ül dUcCakarvay nig GKÁisnIrMBat;dac;xat

쫄꼼쁘라어 까 번쫄 도웆찌어 : 까 와이 넝 아끼쓰니 룸뻬앋 닺 칻

▒ 출하 이동로 설치 및 운영

erobcM beBa©jlk; nig Rbtibtþi karlk;

리업쩜번쩬 루억 넝 쁘러뗃바떼 까 루억

 경사를 완만하게 하고 통로에 호기심을 유발하는 물건 치움

ykecjnUvvtßú EdlcMElkecjBUpøÚvehIy eFVItamTMhM

욕 쩬 너우 왇토 다엘 쩜라엑 쩬삐플로우하어이 트버 땀 뚬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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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어모음   RkúmBakü  끄롬 삐억

통로 바닥	 kMralpøÚv

tonglo badag 껌랄플로우

판자	 bnÞHkþar

panja 번떼앟끄다

천	 RkNat;

cheon 끄러낟

단계	 dMNak;

dangye 덤낙

이동	 karpøÚvbþÚr

idong 까플랗쁘도우

 이동통로 바닥은 콘크리트로 포장, 물이 고이지 않게, 약간 거칠게 만듦

kMralpøÚv EdldwkCBa¢ÚnRtÚvcak;ebtug kuMebRmUlTwk

꼼랄플로우 다엘 뜩쩐쭌 뜨로우짝베똥 꼼쁘러물뜩  

 양쪽은 판자나 천을 대어 밖이 보이지 않게 함

TaMgsgxagKWminRtÚvdak;eRkAeGayeXIjbnÞHkþar b¤RkNat;eT  

때앙썽캉 끄 먼뜨로우 닥 끄라오이 아오이 크은 번떼앟 끄다 르 끄러낟 떼

 높이 80cm, 폭은 90cm내로 돼지가 쉽게 돌아설 수 없도록 함

kMBs; 80cm, beNþayKW kñúg 90cmRCÚkminGacRtLb;cuHeLIg)anRsÜl 
껌뿌엏 빠에썹쎈티, 뻔다오이 끄 크농 까으썹 쎈티, 쭈룩 먼 앚 뜨롤롭 쫗라엉반 쓰루얼

 중간중간에 잠금 장치를 하여 단계적으로 이동

Bak;kNþalpøÚv enABak;kNþalpøÚvbþÚrCadMNak;² ehIytemøIgesa

뻬악껀달플로우, 너으 뻬악 껀달 플로우 쁘도우 찌어 덤낙덤낙 하어이 떰라엉싸오

 이동통로는 가능한 한 완만한 각도로 설치

tampøÚvbþÚrKWtemøIgtamm:u¿kac;RCúgyWt² GaceTArYc

땀 플로우 쁘도우 끄 떰라엉 땀 몸 깢쯔룽 이얻이얻 앚떠으 루엊

 운송 차량이 출하대 진입 시 앞부분을 약간 낮게 설치

rfynþdwkCBa¢ÚntemøIg eGayTabbnþicEpñk xagmuxeBlcUldwkRCÚkykeTAlk;

롲윤 덕쩐쭌 떰라엉 아오이 띠업번뗒 프나엑 캉 목 문 뻴 쫄덕 쭈룩 욕 떠으 루억

▒ 돼지가 이동시 싫어하는 장소

kEnøgRCÚk mincUlcitþ eBlpøas;bþÚr

껀라엥 쭈룩 먼 쫄쩓 뻴 플랗 쁘도우

 내리막길

biTpøÚvcuH

벋 플로우 쫗

 이동시 소리가 나는 곳(철판위 등)

eBlpøas;bþÚrkEnøg EdlmansMelg  (enA elIEdkCaedIm)

뻴 플랗쁘도우 껀라엥다엘 미언 썸렝(너으 르 다엑찌어다엄)

 바닥면 상태가 갑자기 바뀌는 곳(바닥에 물이 고이는 등)

sßanPaBépÞkMralkEnøgbþÚrPøam ² (RbmUlTwkenA elIkMralCaedIm)

쓰탄나피업프떼이 껌랄 껀라엥쁘도우플리엄플리엄 (쁘러물뜩 너으 르 껌랄 찌어다엄)

 갑자기 환경이 바뀌는 곳(밝은 곳에서 어두운 곳, 따뜻한 곳에서 추운 곳)

brisßankEnøgbþÚrPøam ² (kEnøgggwtenAkEnøgPøWkEnøgRtCak;enA kEnøgekþAG‘un ²) 

빠리쓰탄 껀라엥쁘도우플리엄플리엄(껀라엥응욷너으 껀라엥플르 껀라엥뜨러쩨악 
너으 껀라엥 끄다우 운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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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어모음   RkúmBakü  끄롬 삐억
 정면에서 바람이 부는 곳

kEnøgxül;bk; enAEpñkxagmux

껀라엥 크졸복 너으 프나엑캉목

 미끄러운 곳

kEnøgrGil

껀라엥 로얼

 사람이나 다른 동물이 있는 곳

kEnøgmanstVepSg b¤mnusSeRcIn

껀라엥미언 싿 프쌩 르 머눟 쯔라언

 앞이 막힌 곳

kEnøgbiTxagmux

껀라엘 벋 캉목

 옆이나 앞이 갑자기 낮아지는 곳(절벽, 난간부위)

kEnøgTabPøam ² enAxagmuxb¤cMehog (kEnøgcMeNatEpñkr)aMgkarBar)

껀라엥띠업플리엄플리엄 너으 캉목 르 쩜히엉(껀라엥짜옫, 프나엑 로빵 까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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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돈 관리05 karRKb;RKg kMedA

까	끄롭끄롱	껌다우

후보	웅돈	도입후	적응	
(5~6개월령)
RCÚk)abMrug-eFVIeGayRsbeTA nig 
sßanPaBRTúgeRkayeBldak;cUl

쭈룩바범롱-트버아이오쓰럽떠으	넝		
쓰탄나피업뜨룽끄라오이	뻴	닥쫄

도입 및 적응기간

dak;cUl nig kMlugeBleFVIeGayRsbeTA nig 

sßanPaBRTúg

닥쫄	넝	껌롱뻴다엘	트버	아오이	쓰럽	
떠으	넝	쓰탄나피업뜨룽

후보 웅돈	 RCÚk)abMrug

hubo ungdon 쭈룩바범롱

관리	 kar RKb;RKg
gwanli 까끄롭끄롱

격리	 kardac;

gyeogli 까닺

사육	 karciBa©wm

sayug 까쩬쩜

구충	 brasit

guchung 바라썯

바닥	 kMral

badag 껌랄

돈분 제거	 ykecj\dRTúgRCúk

donbun jegeo 욕쩬얻뚜룽

톱밥	 m_rGar

tobbab 앚모아아

안전사고	 suvtßiPaB

anjeonsago 쏘앋따피업

예방	 karBar 

yebang 까삐어

단어모음   RkúmBakü  끄롬 삐억

▒ 도입 후 3~4주간 격리 사육 실시

ciBa©wmeGayenA dac;EtÉgryHeBl3 ~ 4GaTitüeRkayeBlnaMcUl

쩐쩜 아오이 너으 닺따에 아엥 로얗 뺄 바이 ~부언 아떧 끄라오이 뻴 노암 쫄

 질병 유무 관찰 및 항생제 크리닝, 백신접종 완료

segátRbePTCMgW Edlman nigminman nigsMGatfñaMcak;Gg;TIb‘Íy:UTic,karcak;v:ak;saMgcb;RKb;sBV

썽껩 쁘러펟쭘으다엘 미언 넝 먼 미언 넝 썸앋 트남 짝 엉 띠 삐유띶, 깓짝왇쌍끄롭싿

▒ 후보웅돈 내외부 구충

brasitxag kñúg nigxageRkAsMrab;RCUk)abMrug

빠라썯 캉크농 넝 캉 끄라우 썸랍 쭈룩 바범롱

 매년 1~2회 이상 구충(봄, 가을 전체실시(연2회))

TMlak;brasitral;qñaM 1 ~ 2dgeLIgeTA (CaTUeTAenA niTayxrdUv,srTrdUv(1qñaM2dg)

뚬로압빠라썯 로알 츠남 모이 떠으 삐 츠남 모이 르 삐 덩 라엉 떠으(찌어 뚜 떠으 너
으 니띠에이 커 로도우, 싸라떼아로도우(모이츠남 삐덩)

▒ 돈방 바닥은 미끄럽지 않도록 돈분 제거, 톱밥을 깔아줌

kMral\dRTúgRCúkeFVIclnaminrGil,sUmRkalGacm_rGar

껌랄 얻 뜨룽 쭈룩 트버 쩔러나먼 로얼, 쏨끄랄 앚 모아아

▒ 후보웅돈 때의 관리에 따라 웅돈의 성격이 결정(거칠게 다루지 말 것)

karsMerccitþRKb;RKgRCUk)abMrugtamcrikrbs;RCUk)a (karminRKb;RKggay ) 

까썸렞쩓끄롭끄롱 쯔룩바범롱 땀짜륵로봏쭈룩 바(까 먼끄롭끄롱 응이에이응이에이)

 난폭한 웅돈은 현황판 기록후 세심한 관리 ▶ 안전사고 예방

RCUk)aEdlxwgkMeralRKb;RKgy:agRbúgRbytñ½eRkayeBlkt;RtaelIkþaexonpþl;Bt’man ▶ karBarsuvtßiPaB
쭈룩바 다엘 컹껌롤 끄롭끄롱양쁘롱쁘로얃 끄라오이 뺄 껃뜨라 르 끄다키언 덜 뽀아
미언 ▶ 까삐어 쏘왇따피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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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가연습
lMhat;karrs; enACahVÚg 

룸핟	까	롷너으	찌어포옹

생후 6~7개월령에 승가 연습 기간

ryHeBlbgðat;eGayRCÚkCahVÚgenA Gayu 6 ~ 7ExeRkayeBlekIt

로얗	뻴	벙핟	아오이	쭈룩	찌어	포옹	너으	아유	쁘람모이~쁘람삐	
카에	끄라오이	뻴	까얻

승가 연습
seung-ga yeonseub
lMhat;karrs;enA CahVÚg

룸핟싸롷너으찌포웅

주 1회	 1GaTitü1dg
ju ilhoe 모이아떧모이덩

10개월령	
sibgaewollyeong

Gayu10Ex
아유덥카에

단어모음   RkúmBakü  끄롬 삐억
▒ 생후 6~7개월령에 승가 연습

bgðat;eGayRCÚkecHrs;CahVÚg enAGayu6~7ExeRkayeBlekIt

벙핟 아오이 쭈룩 쪃 롷찌어 포옹 너으 아유 쁘람모이~쁘람삐 카에 끄라오이 뻴 까얻

 체격이 비슷한 발정 온 후보돈 및 1산차 모돈 활용

Gnuvtþn_eRbIR)as;emRCÚkekItkUnelIkTI1 nig emRCÚkbMrug EdlmanlkçNHrkeQµalRsedogKña

아누왇 쁘라어 쁘랗 메 쭈룩 까얻 꼰 르윽 띠 모이 넝 메 뿌룩 범롱 다엘 미언 레악카
낳 록 츠몰 쓰러디엉크니어

 자기 돈방으로 모돈을 넣어 승가 연습

dak;nigbgðat;emRCÚkeGayecHenA CahVÚgenAkñúgRTúgnimYy ² ragxøÜn

닥 넝 벙핟 메쭈룩 아오이 쪃 너으 찌엏 포옹 너으 크농 뜨룽 니모이니모이 리엉 클루언

 승가 연습은 최소 주 1회 이상 실시한다

bgðat;eGayecHrs;hVÚgy:agtic 1dg kñúgmYyGaTitü

벙핟아오이쪃 롷 포옹양 뗒 모이 덩 크농 모이 아떧

▒ 본격적인 교배는 10개월령이 넘으면서 실시

karbgát;BUCCaTUeTAKWRbRBwtþienA xNHEdlmanGayu10ExeLIgeTA

까 벙깓뿢찌어 뚜 떠으 끄 쁘러쁘륵 떠으 카낳 다엘 미언 아유 덥 카에 아떧

 1년 이내에서는 주 1회만 사용

RbsinebIGayueRcInCag1qñaM eRbIR)as;Et 2 ~ 3dgkñúgmYyGaTitü

쁘러썬 바어 아유 뗒찌엉 모이츠남 쁘라어 쁘랗 따에 모이 덩 크농 모이 아떧

 1년 이상이 되면 주 2~3회 사용

RbsinebIGayueRcInCag1 qñaM eRbIR)as;2 ~ 3dg kñúgmYyGaTitü

쁘러썬 바어 아유 쯔라언 찌엉 모이 츠남 쁘라어 쁘랗 삐르 바이 덩 크농 모이 아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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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어모음   RkúmBakü  끄롬 삐억

웅돈	일반관리
karRKb;RKgTUeTArbs;RCUk)a  

까	끄롭끄롱	뚜	떠으	로봏	쭈룩바

성숙한 웅돈의 일반관리

karRKb;RKgTUeTArbs;RCUk)a Edlcas;

까	끄롭끄롱	뚜	떠으	로봏	쭈룩바	다엘	짷

웅돈	 RCÚk)a

ungdon 쭈룩바

관리	 karRKb;RKg

gwanli 까끄롭끄롱

종돈사료	 RCÚke)AedaH

jongdonsalyo 쭈룩바우덯

체중	 TMgn;

chejung 뚬운

가감 급여
gagam geub-yeo
karpþl;cMNIeTAtaMTMgn;

까프덜쩜나이떠으땀뚬운

1일	 1éf¶
il-il 모이틍아이

2.7kg
ijeomchilkillogeulaem
2·7kg

삐캄쁘람삐낄로

3kg
samkillogeulaem

3kg
바이낄로

채광	 BnøWéf¶

chaegwang 뻔르틍아이

12시간이상
yeoldusigan-isang
12em:ag
덥삐마옹

카드	 kat

kadeu 깓

사용 기록	 kMNt;Rta

sayong gilog 껌넏뜨라쁘라으쁘랗

불량 웅돈
bullyang ungdon
RCÚk EdlKµanlT§iPaB

쭈룩바다엘크미언로따피업

▒ 사료급여 : 종돈사료 또는 포유돈 사료를 체중에 따라 가감 급여

karpþl;cMNI karpþl;cMNI eTAtamTMgn;cMNIRCUke)AedaH b¤cMNIRCÚkBUC

까 프덜 쩜나이 : 까 프덜 쩜나이 떠으 땀 뚬운 쩜나이 쭈룩 바우 덯 르 쩜나이 쭈룩 뿢

 200kg인 웅돈에는 1일 2.7kg

RCk)a 200kg 1éf¶ 2.7kg

쭈룩바 삐로이 킬로 모이 틍아이 삐캄 쁘람삐 킬로

 250kg인 웅돈에게는 1일 3kg정도를 기준으로 급여

karpþl;cMNI Casþg;da RbEhl3kg kñg1éf¶

까 프덜 쩜나이 찌어 쓰떵다 쁘러하엘 바이킬로 크농 모이 틍아이

▒ 온도관리 : 웅돈의 적정 사육온도는 18℃(13℃~24℃)

karRKb;RKgkMedA:sItNðPaBkarciBa©wm EdlsmRsbsMrab;RCÚk)aKW 18°C (13°C~24°C)

까끄롭끄롱껌다우 : 씨떤나피업 까쩬쩜다엘썰쓰럽 썸로압쭈룩바 끄덥쁘람엉싸쎄  
(덥바이 엉싸쎄~ 머페이부언엉싸쎄)

▒ 채광 : 하루 12시간 이상 밝은 빛(최소 300룩스 이상)채광

BnøWéf¶:BnøWéf¶beBa©jBnøW kñúgéf¶12em:ag (y:agtic 300 lux eLIgeTA)

뻔르틍아이: 뻔르틍아이 번쩬 뻔르 크농 모이 틍아이 덥삐 마옹(양뗒 바이로이 룩  
라엉떠으)

▒ 웅돈 사용후 반드시 웅돈카드에 사용 기록

kMNt;RtaeRbI)as;katsMrab;RCÚk)a eGay)anc,as;las;eRkayeBleRbIR)as;RCÚk)a

껌넏뜨라 쁘라어쁘랗 깓 썸로압쭈룩바 아오이 반 쯔밯로앟 끄라오이 뻴 쁘라어쁘랗 
쭈룩바

▒ 생후 36~40개월령 이상으로 승가상태 불량 웅돈 도태(정액상태 불량, 환돈 등)

kareRCIserIsRCÚk EdlKµanlT§iPaBbnþBUCecjBIsßanPaBrs; enACahVÚg EdlmanGayuelIsBI36~40ExeRka
yeBlekIt (sPaBes<ImKµanlT§iPaBbnþBUC,karpøas;bþÚrRCÚkCaedIm)

까 쯔르륵쭈룩바 다엘크미언로따피업번떠뿢 쩬삐 쓰탄나피업 롷너으찌 포웅다엘미
언 아유 르읗 삐 쌈썹모이 ~싸에썹 카에 끄라오이 뻴 까얻 (싸피업쓰뻐엄크미언 로따
피업 번떠뿢, 까 플랗쁘도우쭈룩찌어다엄)

▒ 모돈 20~30두에 웅돈 1두 비율로 웅돈 보유

karemIlEfTaMRCÚk)a CaPaKry kñúgRCk)a 1k,alsMrab;RCÚkem 20 ~30k,al

까 멀타에또암 쭈룩바 찌어 피억로이 크농쭈룩바 모이 끄발 썸로압 쭈룩 메 머페이~
쌈썹 끄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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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돈 관리06 karRKb;RKg emRCÚkbMrug  

까	끄롭끄롱	메쭈룩	봄롱			

임신돈	 RCÚkepIm

imsindon 쭈룩파엄

관리	 karRKb;RKg

gwanli 까끄롭끄롱

발정체크	 RtÜtBinitükMedA

baljeongchekeu 뜨루얻삐넏껌바우

분뇨처리	
bunnyocheoli
karRKb;RKgkaksMNl;

까끄롭끄롱깓썸널

종부	 mundak;)a

jongbu 문닥바

구충	 brasit

guchung 바라썯

전입	 karpøas;bþÚr

jeon-ib 까플랗쁘도우

도태모돈	 	
dotaemodon
emRCÚk EdlKµanlT§iPaB

메쭈룩다엘크미언로따피업

백신접종	 cak;v:aksMag

baegsinjeobjong 짝왇쌍

임신	 kar epIm

imsin 까파엄

진단	 karRtÜtBinitüxøÜn

jindan 까뜨루얻클루언

스톨	 RTúgemRCÚk

seutol 뚜룽메쭈룩

사료량 조절	 RtÜtBinitücMNI

salyolyang jojeol 뜨루얻삐넏쩜나이

전출	 karbþÚrRCÚk

jeonchul 까쁘도우쭈룩

수세 	 kar pÁt;pÁn;Twk

suse 까프꼳프꽁뜩
표피소독 	 lagsMlab;emeraKEs,k	
pyopisodog 썸랍메록쓰바엑

기본	 mUldæan

gibon 물러탄

단어모음   RkúmBakü  끄롬 삐억

구   분
Epñk

프나엑

오   전
eBlRBwk

뻴쁘륵

오   후
eBll¶ac

뻴로씨엘

월요일
éf¶c½nÞ

틍아이짠

발정체크
RtÜtBinitükMedA

뜨루얻 삐넏 껌다우

분뇨처리작업,	발정체크,	종부
karRKb;RKgkaksMNl; RtÜtBinitükMedA mundak;)a

까끄롭끄롱 깓썸놀 뜨루얻삐넏
껌다우 문 닥바

화요일
éf¶GgÁar

틍아이엉끼어

종부	
mundak;)a

문닥바

종부	
mundak;)a

문닥바

수요일
éf¶Buc

틍아이뽖

종부	
mundak;)a

문닥바

종부,	분만예정돈	내외부	구충
mundak;)a,kalviPaKRCÚkekIt kUnTMlak;rasit kñúg nig eRkA

문닥바, 끄발 위피억쭈룩까얻
꼰뚬레악 빠라썯크농넝 끄라우

목요일
éf¶RBhs,t×

틍아이쁘러호아

종부,	이유모돈	전입,	도태모돈	판단
mundak;)a,karpøas;bþÚremRCÚkpþac;edaH karsMerccitþeRCIserIsemRCÚk

문닥바, 까플랗쁘도우메쭈룩프닺덯, 
까썸렞쩓쯔르륵메쭈룩

종부,	후보돈	백신접종
mundak;)a,cak;v:ak;saMgemRCÚkbMrug

문닥바, 짝왇쌍 메쭈룩 범롱

금요일
éf¶suRk

틍아이쏙

모돈	백신접종,	임신	진단,	도태모돈	판단
cak;v:ak;saMgemRCÚkk karviniq¥½y karsMerccitþeRCIserIsemRCÚk

짝 왇쌍 메쭈룩, 까 위네이차이,  
까 썸렞쩓 쯔르륵 메쭈룩

모돈스톨	정리
erobcMRTúgemRCÚk

찌업쩜뜨룽메쭈룩

토요일
éf¶esAr_

틍아이싸우

사료량	조절(체평점	체크),	분만예정돈	전출
RtÜtBinitücMNI (RtÜtBinitüxøÜn) kalviPaKRCÚkekItbþÚrRTúg

뜨루얻삐넏쩜나이(뚜루얻클루언)
깔 위피억쭈룩까얻쁘도우뜨룽

임신사	수세,	웅돈표피소독
)aj;j;TwklasMGatemRCÚkepIm sMlab;emeracugEs,kBgRCUk)a

반뜩리엉썸앋메쭈룩파엄
썸랍메록쓰바엑뽕쯔룩바

일요일
GaTitü

틍아이아떧

기본사양관리
RKb;RKgmUldanRKwH karbgáat;BUC

끄롭끄롱물러탄끄릏까벙까얻뿢

기본관리,	발정체크
karRKb;RKgmUldanRKwH RtÜtBinitükMedA

까끄롭끄롱물러탄끄렇
뜨루얻삐넏껌다우

주간관리
karRKb;RKg RbcaM

까	끄롭끄롱	쁘러짬		
쌉쁘다

임신돈 관리를 주간 단위로 끊어서 요일별로 표준화된 작업

bMEbkkarRKb;RKgRCÚkepImRbcaM CakargarEdlsþgda CaTUeTARbcaMéf¶

범바엑까끄롭끄롱쭈룩파엄	쁘러짬쌉쁘다	찌어	깡이어다엘	

쓰떵다	찌어뚜떠으	쁘러짬	틍아이타이

 ★사료 1일 2회 급여, 돈사 내외부 소독 1일 1회, 치료사항 매일 실시

pþl;cMNI1éf¶2dg lagsMlab;emeraK kñúgeRkA1dg, karBüa)alral;éf¶ 

프덜쩜나이 모이틍아이 삐덩, 리엉썸랍메롱크농끄라우 모이덩, 까프찌어발 틍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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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어모음   RkúmBakü  끄롬 삐억

일상관리
karRKb;RKgRbcaMéf¶

까	끄롭끄롱쁘러짬틍아이

사료, 음수, 온도, 환기관리

karRKb;RKgxül;ecjcUl kMedA karpÁt;pÁn;Twk,cMNI

까	끄롭끄롱크졸쩬쫄,껌다우,	까	프꼳프꽁	뜩,	쩜나이

일상관리	
ilsang-gwanli
karRKb;RKgRbcaMéf¶

까끄롭끄롱쁘러짬틍아이

사료	 cMNI

salyo 쩜나이

음수	 brimaNfy

eumsu 빠리만터이

온도	 kMedA

ondo 껌다우

환기	 kar beBa©jbBa©Úlxül;

hwangi 까번쩬번쫄크졸

사료통 청소
salyotong cheongso
lagsMGatsñÚk

리엉썸앋쓰노욱쩜나이

사료채우기	 dak;cMNI

salyochaeugi 까닥쩜나이

돈분청소
donbuncheongso
lagsMGatsMNl;

까리엉썸앋깓썸널

▒ 사료관리 

karRKb;RKgcMNI

까 끄롭끄롱 쩜나이

 오전 7시 사료통 청소 후 사료급여, 그 이후 자동급이기에 사료채우기, 돈분청소

eBlRBwkem:ag7eGaycMNI eRkaylagsMGatsñÚkehIy enAeBlenaHdak;cMNIeday s©½yRbvtþ 

lagsMGatRCÚk

뻴쁘륵마옹쁘람삐 아오이 쩜나이 끄라오이 리엉 썸앋 쓰노욱 하어이 너으 뻴 눟 닥 쩜
나이 다오이 쓰바이 쁘러왇, 리엉 썸앋 쭈룩

 오후 4시 사료통 청소 후 사료급여, 그 이후 자동급이기에 사료채우기, 돈분청소

eBll¶acem:ag4 eGaycMNIeRkay lagsMGatsñÚkehIy  enAeBlenaHdak;cMNIeday 

sV½yRbvtþ,lagsMGatRCÚk

뻴릉이엦마옹부언 아오이 쩜나이 끄라오이 리엉 썸앋 쓰노욱 하어이 너으 뻴 눟 닥 쩜
나이 다오이 쓰바이 쁘러왇, 리엉 썸앋 쭈룩

▒ 임신돈 계절 백신 관리

karRKb;RKgv:ak;saMg rdUvRCÚkepIm

까 끄롭끄롱 왇쌍 로도우 쭈루파엄

 계절 백신(일본뇌염백신) : 5~6월경 3~4주 간격으로 2회 이근부 주사

v:ak;saMgtamrdYrkal (v:ak;saMgrlakxYrk,alCb:un) cak;fñaMKl;Rtecok2 elIkRbEhl 
Ex5~6,kMLúgeBl3~4GaTitü

왇쌍 땀 로도우 깔 (왇쌍로리억끄발쪼뽄): 짝 트남똘꼬알뜨러찌억 삐 르윽 쁘러하엘 
카에 쁘람~쁘람모이, 껌롱뺄 바이~부언 아떧

 구충 : 봄,가을 전체실시(연2회)

karTMlak;brasit : eFVIenA niTayrdUv,srTrdUv (1qñaM2dg)

까 똠레악빠라썯: 트버 너으 니띠에이커로도우,싸라떼앟로도우 (모이츠남 삐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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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어모음   RkúmBakü  끄롬 삐억

임신	초기
éf¶epImdMbUg

틍아이파엄덤봉

교배~30일까지 BCS : 2.5목표

bgáat;BUC ~ Rtwm30éf¶- BCS:2.5sMKal;

벙깓뿢~뜨럼	쌈썹	틍아이-	BCS:	2.5	썸꼬알	

임신	 epIm

imsin 파엄

초기	 éf¶epImdMbUg

chogi 틍아이파엄덤봉

수세	 karpÁt;pÁn;Twk

suse 까프꼳프꽁뜩

급수시설	 RtÜtBinitüsMParH

geubsusiseol 삐넏썸피어레앟

교배적기	
gyobaejeoggi

eBlevlasmrmü

뻴엘리어썸썸로압방깓뿢

경산돈	 RCÚkFøab;mankUn

gyeongsandon 쭈룩틀로압미언꼰

미경산돈
migyeongsandon

RCÚkxusRbRktI

쭈룩콯쁘러끄러떠이

구   분
Epñk

프나엑

이   유
pþac;edaH

프닺덯

교배적기 1안(경산돈)
eBlevlasmrmüsMrab;bgáat;BUC 

kñúgRTúg1  (RCÚkFmµta)
뻴엘리어썸썸로압벙깓뿢

크농뜨룽 모이(쭈룩토암모다)

교배적기 2안(미경산돈)
eBlevlasmrmüsMrab;bgáat;BUC 

kñúgRTúg2  (RCÚkFmµta)
뻴엘리어썸썸로압 벙깓뿢 트농뜨룽삐

(쭈룩콯쁘러떠이)

금요일
éf¶GaTitü

틍아이 쏙

1일차
éf¶TI1

틍아이 띠모이
수퇘지	승가허용	시작후	
24시간	후	1차,		
12시간	후	2차,		

12시간	후	3차(선택)
cab;epþImGnuBaØatieGayRCUk)a Bak;emeRkayeBl

24em:ageRkayelIkTI1  
12em:ageRkayelIkTI2

12em:ageRkaykelIkTI3 (eRCIserIs)

짭프다엄아누냗 아오이 쭈룩바  
뻬악메 끄라오이뻴 머페이부언  

마옹 끄라오  
이 르윽 띠모이 덥삐 마옹 끄라오이  

르윽 띠삐 덥삐 마옹 끄라오이  
르윽 띠바이(쯔르륵)

수퇘지	승가허용	시작후	
12시간	후	1차,		
12시간	후	2차,		

12시간	후	3차(선택)
cab;epþImGnuBaØatieGayRCÚk)a Bak;emeRkayeBl

12em:ageRkayelIkTI1

12em:ageRkayelIkTI2

12em:ageRkaykelIkTI3(eRCIserIs)

짭프다엄아누냗 아오이 쭈룩바 
뻬악메 끄라오이 뻴 덥삐마옹 끄라오 
이 르윽 띠 모이 덥삐마옹 끄라오이’ 

르윽 띠 삐 덥삐마옹 끄라오이 
르윽 띠 바이(쯔르륵)

토요일
éf¶esAr_

틍아이 싸우

2일차
éf¶TI2

틍아이 띠삐

일요일
éf¶c½nÞ

틍아이 아떧

3일차
éf¶TI3

틍아이 띠바이 

월요일
éf¶GgÁar

틍아이 짠

4일차
éf¶TI4

틍아이 띠부언

화요일
éf¶Buc

틍아이  
엉끼어

5일차
éf¶TI5

틍아이 띠 뿌람

수퇘지	승가허용	시작후		
12시간	후	1차,	12시간	후	2차,		

12시간	후	3차(선택)
cab;epþImGnuBaØatieGayRCÚk)a Bak;emeRkayeBl

12em:ageRkayelIkTI1  
12em:ageRkayelIkTI2

12em:ageRkaykelIkTI3 (eRCIserIs)

짭프다엄아누냗 아오이 쭈룩바 
뻬악메 끄라오이뻴덥삐 마옹 끄라오 
이 르윽 띠모이 덥삐 마옹 끄라오이  

르윽 띠삐 덥삐 마옹 끄라오이  
르윽 띠바이 (쯔르륵)

▒ 입식 전 수세 및 급수시설을 점검

lagsMGatmuneRtómcMNI nig RtÜtBinitüsMParHpÁt;pÁg;Twk

리엉 썸앋 문 뜨리엄 쩜나이 넝 뜨루얻 삐넏 썸피어레앟 프꼳프꽁 뜩

▒ 1차 교배와 동시에 임신초기 관리 시작(모돈 현황판 1차 교배일 기록)

cab;epþImRKb;RKgéf¶epImdMbUg nig karbgáat;BUCelIkTI1 kñúgeBlCamYyKña (kt;Rtaéf¶bnþBUCelIkTImYyelIkþaexon
Bt’manBIemRCÚk)

짭프다엄 끄롭끄롱 틍아이파엄덤봉 넝 까 벙까얻 뿢 르윽 띠 모이 크농뻴찌어모이크
니어 (껃뜨라 틍아이번떠뿢 르윽 띠모이 르으끄다키언뽀르미언 삐 메쭈룩)

▒ 1차 교배 후 아래표와 같이 2차, 3차(선택사항)를 실시

Rbtibtþikar(eRCIserIs) karGnuvtþn_ elIkTI2 TI3CamYytaragxageRkam eBlbgáat;BUC elIkTI1

쁘러떼바떼까(쯔르륵 까아누왇) 르윽띠모이, 띠바이 찌어모이따랑 캉끄라옴 뻴 번떠
뿢 르윽 띠 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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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어모음   RkúmBakü  끄롬 삐억

수요일
éf¶RBhs,t×

틍아이쏙

6일차
éf¶TI6

틍아이 띠  
쁘람모이

수퇘지	승가허용	시작후	승가	허용시	1차,		
12시간	후	2차,		

12시간	후	3차(선택)
cab;epþImGnuBaØatieGayRCÚk)aBak;emelIkTI1 

12em:ageRkayelIkTI2  

12em:ageRkaykelIkTI3 (eRCIserIs)

짭프다엄아누냗 아오이 쭈룩바 뻬악메 끄라오이 뻴 뻬악메 
르윽 띠모이덥삐 마옹 끄라오이  

르윽 띠삐 덥삐 마옹 끄라오이 르윽 띠바이(쯔르륵)

목요일
éf¶suRk

틍아이 쁘러
호아

7일차
éf¶TI77

틍아이 띠  
쁘람삐

재발 여부	
jaebal yeobu
manekItmaneTotb¤Gt;

미언까얻미언띠얻르얻

확인	 RtÜtBinitü

hwag-in 뚜루얻삐넏

외음부	 eyanIeRkA

oeeumbu 요니끄라우

관찰	 segát

gwanchal 썽껩

발정	 cMNg;Bak;em

baljeong 쩜넝뻬악메

재발정	 cMNg;Bak;emmþgeTot

jaebaljeong 쩜넝뻬악메뭐동띠얻

체크	 Eqk

chekeu 차엑

초음파 임신진단	
cho-eumpa imsinjindan

m:asuIn EdlRtÜtBinitüemIlepIm

마씬다엘뜨루얻삐넏멀파엄

절대안정	
jeoldaeanjeong
es¶óms¶at; nig sMrakeGay)anRKb;RKan;

씅이엄씅앋넝썸락아오이반끄롭끄로안

휴식	 sMrak

hyusig 썸락

사료통 청소
salyotong cheongso
lagsMGatsñÚkcMNI

리엉썸앋쓰노욱

▒ 18~25일경 초음파 임신진단 실시 

(공태 확인시 종모돈을 이용하여 교배적기 판단)

kareFVIeraKvinicä½yepIm EdlmanelOnelOnRbEhl18 ~25éf¶

(eRbIR)as;;RCÚkemeBlRtÜtBinitüxül;brisuT§ nig karsMerccitþeBlevlasmrmüsMrab;bgáat;BUC)

까 트버록 위네차이파엄다엘 미언 르언르언 쁘러하엘 덥쁘람바이 ~머페이쁘람 틍아이
(쁘라어쁘랗 쭈룩메 뻴뜨루얻삐넏크졸 빠리썯 넝 까썸렞쩓뻴웰리어썸 썸로압벙깓뿢)

▒ 태아 착상 시기이므로 절대 안정과 휴식

es¶óms¶at; nig sMrakeGay)anRKb;RKan;BIeRBaHCaeBlevla EdlbnSaMkUnenAkñúgeBaH

씅이엄씅앋 넝 썸락 아오이반 끄롭끄로안 삐쁘루엏찌어 뻴웰리어다엘 번쌈꼰 너으 
크농 뿌엏

▒ 사료 급여 전 사료통 청소

lagsMGatsñÚkcMNI muneGaycMNI

리엉썸앋쓰노욱쩜나이 문 아오이 쩜나이

<웅돈	순회를	통한	발정	및	재발정	체크>
RtÜtBinitüCuMvijRCÚk)amancMNg;Bak;emb¤Gt; nig ERkgcg;Bak;emmþgeTot

뜨루얻삐넏쭘뷘	쭈룩바	미언쩜넝	뻬악메	르	얻	끄라엥	쩡	뻬악메	뭐덩띠얻

▒ 재발 여부를 매일 확인 후 조치 

(외음부를 관찰하여 점액이 흐르는 등의 재발 징후 조사)

viFankar eRkayeBlRtÜtBinitü ral;éf¶famanekItmaneTOt b¤Gt; (segátemIlRbdab;ePTRCÚkehIy  tamda

neraKsBaØaERkgmanhUrTwkrMGileTot)

위티언까 끄라오이뻴 뚜루얻삐넏 로알틍아이타 미언 까얻미언 띠얻 르 얻(썽껩멀 쁘
러답 펟쭈룩 하어이 땀단록 썬냐끄라엥미언 호우뜩 룸얼띠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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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어모음   RkúmBakü  끄롬 삐억

BCS1 BCS2 BCS3 BCS4 BCS5

매우 야윈 상태
sßanPaB sÁmxøaMg

스탄피압 스껌 클랑

야윈 튜브 모양
 rUbragesþIg

룹리앙 스당

정상 상태
sßanPaB RbRktI

스탄피압 쁘러끄러데이

다소 과비
cMNIelIskMNt;

점네이 르어껌넏

매우 비대한 상태
sßanPaB FMxøaMg

스탄피압 톰클랑

엉덩이와 등뼈 돌출
측면부위 평평

FmµtaEpñkEdlenAcMehogly 

ecjdUcCaRtekok nig 

p¥wgxñgmansPaBRsksVitxøaMg

토암모다프나엑다엘너
으 쩜히엉로이 쩬 도웆
찌어 뜨리끼억 넝 츠응
크넝민언 싸피업쓰럭

쓰벋 클랑

측면부위 평평
뼈구조가 나타남

손바닥으로 누르지 
않아도 엉덩이와 
등뼈가 느껴짐
karbgðajeGayeXIj

q¥wgxñgFmµtaenA EpñkcMehog 

EdlmansNæandUcbMBg;sVit  

EdleFVIeGaymanGarmµN_

dwgBIRtekok nig q¥wgxñgeday 

mincM)ac;yk)aédeTAIruj

까 벙한아오이 크은 츠
응크넝토암모다 너으 
프나엑 쩜히엉다엘미
언 싼탄 도웆 봄뽕쓰벋 
다엘 트버 아오이 미언 
아럼덩삐 뜨러끼얻 넝 
츠응크넝 다오이 먼 쩜
밪 욕 바덤라이타이 떠

으 룬

튜브모양

손바닥으로 강하게 
눌러야 엉덩이와 
등뼈가 느껴짐

manGarmµN_dwgBIRtekok 

nigq¥wgxñgeday ruj)

atédy:agxøaMg 

EdlmansBaæandUcbMBg;Fmµta

미언 아럼 덩삐 뜨러끼
얻 넝 츠응크넝 다오이 
룬 받다이 양 클랑 다
엘 미언 썬탄 도웆 봄

뽕 토암모다

엉덩이와 등뼈가 
느껴지지 않음

전반적으로 
볼록한 상태
mansPaBehImTMa

gRsúgRtekok nig 

q¥wgxñgminmanGarmµN_

manbBaðtic b¤eRcIn

미언사피업하엄 때앙
쓰롱 뜨러끼얻 넝 츠응
크넝 먼 미언 아럼 미
언 빤냐하 뗒 르 쯔라

언

엉덩이와 등뼈가 
지방에 의해서 

심하게 덮여졌음
Rtekok nig q¥wgxñg 

EdlmansPaBFa

t;xøaMgRKbdNþab; 

y:agxøaMgeTaeday 

PaBFat;xøaMg

뜨러끼억넝 츠응크넝 
다엘 미언 싸피업 토앋 
클랑 끄롭 던덥 양클랑 
또 다오이 피업토앋클

랑

스트레스 	 Rseþs

seuteuleseu 쓰뜨렞

과식 	 karsuIeRcInelIscMNuH

gwasig 까씨쯔라언르읗쩜놓

▒ 이동 및 투쟁 등의 스트레스와 과식은 혈중의 황체호르몬(Progesterone)이  

감소되어 착상에 도움이 되지 않음

etsEdlbNþaleGaydUcCaxaMKña nigminsÁal;Kña nig karsuIeRcInelIscMNuHkat ;bnßyemRCÚkepImehIy  

eFVIeGayminmanPaBsuaM

쓰뜨렞다엘 번달아오이 도웆찌어 캄크니어 넝 먼 쓰꼬알크니어 넝 까씨쯔라언르읗 
쩜놓 깓 번터이 메쭈룩파엄 하 어이 트버아오이먼미언피업싸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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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어모음   RkúmBakü  끄롬 삐억

임신	말기
epImkMLúgeBlcugeRkay

파엄껌롱뻴쫑끄라오이

81~107일까지 : 태아의 급속한 성장시기 BCS : 3.5목표

81~ Rtwméf¶107 : kUnEdlekItmunkMLúgeBllUtlas;enAkñúgeBaH – BCS :3.5 sMKal;

빠에썹모이~뜨럼틍아이	모이쁘람삐	:	꼰다엘까얻문	껌롱뻴	룯
로앟	너으	크농	뿌엏	–BCS	:	바이캅쁘람	썸꼬알

임신중기
epImkMLúgeBlmCÄwm

파엄껌롱뻴머쓤

31~80일까지 BCS : 3목표

31~Rtwméf¶80 – BCS:3 sMKal;

쌈썹모이	~뜨럼틍아이	빠엗썹	–	BCS:	바이	썸꼬알

임신	 epIm

imsin 파엄

중기	 kMLúgeBlBak;kNþal

jung-gi 껌롱뻴뻬악껀달

2차	 TI2

icha 띠삐

재발 관찰
jaebal gwanchal
kar segátERkgmankarepþaHeFøayelIkTI2

썽껩끄라엥미언까플루엏틀로이

사료 급여량 조절
salyo geub-yeolyang jojeol

kar RtÜtBinitübrimaNcMNI

까뜨루얻삐넏빠리만쩜나이

임신	 epIm

imsin 파엄

말기	 epImkMLúgeBlcugeRkay

malgi 껌롱뻴쫑끄라오이

모돈카드	 kþaexonbgðaj

modonkadeu 깓다엘벙한삐메쭈룩

분만예정돈
bunman-yejeongdon
RCÚkekItkUn EdlTak;Tg

쭈룩까얻꼰다엘떼악똥

▒ 교배 후 30~45일령에 2차 재발 관찰

karsegátERkgman karepþaHeFøay elIkTI2 enAGayu30~45éf¶eRkayeBldak;)a

까 썽껩 끄라엥미언 까틀루엏틀로이 르윽 띠 삐 너으 아유 쌈썹~싸에썹 쁘람 틍아이 
끄라오이 뻴 닥바

▒ 체평점 관리(BCS 3기준)에 의한 사료 급여량 조절(주 1회(토요일) 조절)

karRtÜtBinitübrimaNcMNI(karRtÜtBinitü1GaTitü1dg(éf¶esAr_ edIm,IRKb;RKgtamkarsMKal;xøÜn (sþgdaBCS3)

까 뜨루얻 빠리만 쩜나이(까뜨루얻삐넏 모이아떤 모이덩(틍아이싸우) 다엄바이 끄롭
끄롱 땀 까썸꼬알 클루언)

<체평점	측정>
karsÞabsÞg;kMNt;sMKal;xøÜn

	까	쓰띠업쓰떵껌넏썸꼬알클루언

<분만예정일	파악>
karyl;eXIjkatemRCUkf¶RCÚkekItkUn

까욜크은깔위피억틍아이쭈룩까얻꼰

▒ 체평점 관리(BCS 3.5 기준)에 의한 사료 급여량 조절(주 1회(토요일) 조절) 

(2.8~3kg/일(초산 : -0.1~0.2kg,동절기 : +0.2~0.4kg)

karRtÜtBinitübrimaNcMNI (karRtÜtBinitü1GaTitü1dg (éf¶esAri_) edIm,IRKb;RKgtamkarsMKal;xøÜn (sþg;da 
BUC3.5)2.8~3kg/éf¶ kUnRCÚkekItTImYy : -0.1~0.2 kg, rdUvRtCak;  +0. 2~0.4 kg)

까 뜨루얻삐넏 빠리만 쩜나이 (까 뜨루얻삐넏 모이 아떤 모이 덩(틍아이 싸우) 다엄바
이 끄롭끄롱 땀 썸꼬알 클로언 (쓰떵다BCS바이캄쁘람)(삐캄쁘람바이 르 바이 /틍아이 
(꼰쭈룩까얻띠모이: - 모이캄~삐캄 킬로, 로도우 뜨러쩨악 : + 삐캄~부언캄 킬로)

▒ 모돈 현황판(모돈카드) 정리를 통한 분만예정돈 파악

karyl;eXIj kalviPaKRCÚkekItkUn EdlTak;Tg nig karerobcMkþaexonbgðajBIemRCÚk (katemRCUk)

까욜크은 깔위피억 까얻꼰다엘 떼악똥 넝 까리업쩜끄다키언벙한삐메쭈룩 
(깓 메쭈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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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어모음   RkúmBakü  끄롬 삐억

2.0~2.5kg

3.0~3.5kg

1.8~2.2kg
2.2~2.6kg

2.8~3.0kg
3.0~3.5kg

eRk
ay
RC
Is
erIs
2
1é
f¶

mun
bg
áat
;BUC
 2
Ga
Tit
ü

éf
¶bg
áat
;BUC

bgáat;BUC 30éf¶

bgáat;BUC 80éf¶

mun
ek
It 
5G
aT
itü

eRk
ay
ek
It 
5é
f¶

karpþac;edaHéf
¶ek
It

eRC
Is
erIs

pþl;eRcIn

cUrpþl;cMNIr - 0.5kg

pþl;eRcIn

lUtlas; (eRCIserIs)

RCUkBUC RCUkepIm emRCUkbMe)AedaH

체표소독	
chepyosodog
sMlab;emeraKxøÚnRCÚkmuneRtóm

썸앋썸랍메록클루언

입식	 eRtómeGaycMNI

ibsig 쩜나이아오이뜨리엄

분만사	 RTúg EdlbegáItkUnRCÚk

bunmansa 뜨룽꼰쭈룩

이동	 katpøas;bþÚr

idong 까플랗쁘도우

사료급여프로그램	
salyogeub-yeopeulogeulaem

kmµviFIpþl;cMNI

깜위티프덜쩜나이

▒ 하절기는 아침, 동절기는 점심 후 분만사로 이동(스트레스 최소화)

PaBxusKñakUnRCÚk EdlekIteRkayeBlRBwkrdUvekþA éf¶Rtg;rdUvRtCak; (bBaðabnþicxusKña)

피업콯크니어 꼰쭈룩다엘 까얻끄라오이 뻴쁘륵 로도우끄다우, 틍아이뜨롱 로도우 뜨
러찌억 (빤냐하 번뗒번뚜엊콯크니어)

▒ 모돈 사료급여 프로그램

kmµviFIpþl;cMNIemRCÚk

깜위티 프덜 쩜나이 메 쭈룩

<분만사	입식전	체표소독>
sMGatsMlab;emeraKxøÜn 

muneRkaycMNIeGayRCÚkekItkUn

썸앋썸랍메록클루언문뜨리업리업쩜
나이아오이쭈룩까얻꼰

<분만사	입식>
eRtómcMNIeGayRCÚkekItkUn

뜨리엄쩜나이아오이쭈룩까얻꼰

1) 초산돈 : -0.1~0.2kg
 kUnRCÚkekItTI1 : -0.1~0.2 kg
 꼰쭈룩까얻띠모이: -모이캄~삐캄 킬로

2) 동절기 :＋0.2~0.4kg
 rdUvRtCak; 0.2~0.4
 로도우뜨러찌억: +삐깜~부언캄 킬로

3) 유선발육기간에 사료를 감량하여 급여(선택)
 brimaNcMNI Edlpþl;eGaykat;bnßy enAtamkMLúgeBllUtlas;

 빠리만쩜나이다엘 프덜아오이 깓번터이 너으 땀 껌롱뻴룯로앟

▒ 분만사 입식전 체표 소독 실시(토요일) 후 분만사로 이동(분만사 입식은 분만 

일주일 이전에 실시)

RbtibtþikarsMlab;emeraKxøÚnRCÚkmuneRtómeGaycMNIRCÚkekItkUn  (éf¶esAr_) PaBxusKñakarpþl;cMNIeGayRCÚkekIt

kUn  (cMNIeRtómeGaykUnRCÚkerobcMmunmYyGaTitü)

쁘러떼바까 썸랍메록클루언 쭈룩 문 뜨리엄 아오이 쩜나이 쭈룩 까얻 꼰(틍아이싸우) 피업콯크
니어 까프덜쩜나 이 아오이 쭈룩 까얻 꼰 (쩜나이 뜨리엄 아오이 꼰 쭈룩 리업쩜 문 모이 아떧)

※  자세한 용어번역은 12페이지를 참고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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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유모돈 관리07

분만사	주간관리	
세부사항
lMGitéf¶ karEfrkSarbs;GñkEfTaM 

룸얻	틍아이	까	타에레악싸		
로봏	네악	타에또암

포유모돈 관리를 주간 단위로 끊어서 요일별로  
표준화된 작업

karEfrkSaRCÚkeday ELkEckCaRkúmCaéf¶ehIy Gnuvtþn_

eGaymanmaRtdæan

까	타에레악싸	쭈룩	다오이	라엑짜엑	찌어	끄롬찌어	틍
아이	하어이	아누왇	아오이	미언	미얻뜨라탄

포유모돈
poyumodon
karEfrkSaRCÚkbMe)AedaH

까타에레악싸쭈룩범바우덯

관리	 karRKb;RKg

gwanli 까끄롭끄롱

철분주사	 karcak;fñaMkarBar

cheolbunjusa 짝트남까삐어

거세	 kareRKóv

geose 까끄리어브

지원	 karpþl;

jiwon 까프덜

카드정리	 erobcMkat

kadeujeongli 리업쩜깓

분만처치
bunmancheochi
viFIbegáItkUn

위티벙까얻꼰

양자	 RCÚk EdlciBa©wmeGay

yangja 쭈룩다엘쩬쩜아오이

자돈체크	 nitükUnRCÚkpþac;edaH

jadonchekeu 삐넏꼰쭈룩프닺덯

이유	 pþac;edaH

iyu 프닺덯

수세	 lagsMGat

suse 리엉썸앋

유도분만	 ENnMakarbegáItkUn

yudobunman 나에노암까벙까얻꼰

입식	 kardaktaraMg

ibsig 까닥따랑

이각	 karBnøÚt

igag 까뿐룻

주변정리	
jubyeonjeongli

karelocMCMvijbrievj

까리업쩜쭘뷘빠레이웬

분뇨처리	 karsMGatlamk

bunnyocheoli	 까썸앋리어목

단어모음   RkúmBakü  끄롬 삐억

구  분
EbgEck

바엘짜엑

오   전
eBlRBwk

뻴쁘럭

오   후
eBll¶ac

뻴렁잊

월요일
éf¶c½nÞ

틍아이짠

철분주사,	거세
karcak;fñaMkarBar, kareRKóv

까짝트남까삐어, 까끄리어브

철분주사,	거세
karcak;fñaMkarBar, kareRKóv

까짝트남까삐어, 까끄리어브

화요일
éf¶GgÁar

틍아이엉끼어

자돈사	지원
karpþl;GñkEfTaM

까프덜네악타에또암

카드정리(분만예정돈),치료
erobcMkat (taragkUnRCÚkekIt), karBüa)al

리업쩜깓(따랑꼰쭈룩까얻) 
까프찌어발

수요일
éf¶Buc

틍아이뽖

분만처치,	이유준비
viFIbegáItkUnRbúgeRbóbpþac;edaH

위티벙까얻꼰, 쁘롱쁘리업프닺덯

분만처치,	양자관리,	이유자돈체크
viFIbegáItkUnkarEfrkSakUn, BinitükUnRCÚkpþac;edaH
위티벙까얻꼰, 까타에레악싸꼰

삐넏 꼰쭈룩 프닺 덯

목요일
éf¶RBhs,t×

틍아이쁘러호
아

이유,	수세
pþac;edaH,lagsMGat

프닺덯, 리엉썸앋

수세,	치료
lagsMGat,Büa)al

리얼썸앋, 프찌어발

금요일
éf¶suRk

틍아이쏙

유도분만,	백신,	철분주사,	양자관리
ENnaMkarbegáItkUn, fñaMcak;bgáareraK

cak;fñaMkarBar, karEfrkSakUn

나에노암까벙까얻꼰, 트남짝벙까록,  
짝트남까삐어, 까타에레악싸꼰

분만처치,	양자관리
karlabfµkMe)ar  

karEfrkSakUn

깔리압트남껌바오, 까타에레악싸꼰

토요일
éf¶esAr_

틍아이싸우

분만예정돈	입식,	이각/거세작업,	양자관리
kadak;taragRCÚkekItkUn, karGnuvtþn_kareRKóv,

karEfrkSakUn

까닥따랑쭈룩까얻꼰, 까아누왇까끄리어브, 
까타에레악싸꼰

통합관리(주변정리정돈,	분뇨처리작업)
RKb;RKgTaMgGs; (erobcMCuMvijbrievn,karsMGatlamk)

끄롭끄롱때앙엏
(리업쩜쭘뷘빠리웬,까썸앋리어목)

karRKb;RKg RCÚkepIm

까	끄롭끄롱	쯔룩파엄



57양돈장관리매뉴얼 캄보디아판 | k,Ün GMBIkarRKb;RKg elIkarciBa©wmRCÚk eday PasaExµr

일상관리
karBinitüRbcaMéf¶

까삐넏	쁘러짬	틍아이

사료, 음수, 온도, 환기관리

karBinitü cMNI Twk kemþArnþxül;

까삐넏	쩜나이	뜩	껌다우	쩔라나크졸

사료	 cMNI

salyo 쩜나이

음수	 brimaNfy

eumsu 빠리만터이

환기	 karbeBa©jbBa©Úlxül;

hwangi 까번쩬번쫄크졸

새로운 사료 급여	
saeloun salyo geub-yeo
kardakcMNIfµIeGay

까닥쩜나이트마이아오이

유방관찰
yubang-gwanchal
segátedaH

썽껟덯

분비물관찰
bunbimulgwanchal
segátkarRCab

썽껟까쯔리업

단어모음   RkúmBakü  끄롬 삐억
▒ 사료급여시 관리 

BinitüeBlpþl;cMNI

삐넏 뻴 프덜 쩜나이

 사료급여시 매번 신선한 사료를 먹을 수 있게 남긴 사료는 퍼내고  

새로운 사료 급여(남긴사료 퍼내면서 니플을 눌러 점검)

ral;eBleGaycMNIRtÚvykecjnUvcMNIcas; Edlsl;ecjrYcswmdak;cMNIfµIeGay 

(ykcMNIsl;ecjbeNþIrehIyRc)ac;edaH ehIyBinitü)

로알 뻴쁘륵 아오이 쩜나이 뜨로우 욕쩬 너우 쩜나이짷 다엘썰쩬 루엊 썸닥쩜나이 트
나이 아오이 (욕쩜나이썰쩬번다어 하어이 쯔러밪 덯 하어이 삐넏)

 분만 후 4일령까지 유방관찰(MMA(무유증) 관찰)

segátedaHeRkayeBlkUnrYcrhUtdl; 4éf¶ (karsegátPaBKµanTwkedaH MMA)

썽껟 덯 끄라오이 뻴 꼰루엊 로호옫덜 부언틍아이 (까썽껩피업크미언뜩덯 MMA)

 유즙분비, 딱딱한 유방, 유방주위의 푸른 반점 및 유두 상처 관찰

erobcMTwkedaHedaHrwgsñamGuc² BN’exov enACuMvijedaH nigedaHmansñamdMe)A

리업쩜뜩덯 덯르응 싸남옺옺 뽀아키우너으 쭘뷘덯 넝 덯미언쓰남덤바우

 수유거부 모돈 및 질의 탁한 다갈색 분비물 관찰

segátkarRCabecjTwk BN’etñatl¥k;ecjBIrnñePT nig TwkedaHemRCÚk

썽껩까쯔리업쩬뜩뽀아뜨나옫르억쩬삐로안펟넝 뜩덯메쭈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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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어모음   RkúmBakü  끄롬 삐억

분만대기
kareRtómekItkUn

까	뜨리업	까얻	꼰

입식 1주전 관리

Binitü1 GaTitümunRCÚkkUn

삐넏	모이	아떧	문	쭈룩	꼰

분만대기	 kareRtómekItkUn

bunmandaegi 까뜨리업꼰까얻

1분간	 1naTI

ilbungan 크농모이니아띠

니플	 cugedaH

nipeul 쫑덯

양	 cMnYn

yang 쭘누운

재어봄	 RtÜtBinitü

jaeeobom 뜨루억삐넏

급수	 karpþlTwk

geubsu 까프덜뜩

점검	 RtÜtBinitü

jeomgeom 뜨루얻삐넏

1주일	 1GaTitü

ilju-il 모이아떧 

분만사	 RTúgekItkUn

bunmansa 뜨룽벙까얻꼰

입식	 kardak;tarag

ibsig 까닥따랑

분만준비	 erobcMkarekItkUnRCÚk

bunmanjunbi 리업쩜까까얻꼰쭈룩

깔짚	 cMebuIg

kkaljip 쩜빠엉

신문지	 RkdasRkEst

sinmunji 끄러닿까싸엗

급수	 karpþl;Twk

geubsu 까프덜뜩

보온	 rkSakMedA

boon 레악싸껌다우

확인	 RtÜtBinitü

hwag-in 뚜루얻삐넏

수건	 kEnSgCUt

sugeon 껀싸엥쭏

니퍼	 nIpr

nipeo 니퍼

실	 GMe)aHedr

sil 엄밯데

옥시토신	 GuksuIEsn 

ogsitosin 옥씨쎈

해열제	 fñaMbBa©úHkMedA

haeyeolje 트남번쫗껌다우

대사촉진제 	 fñaMeBTüG½rmUn

daesachogjinje 트남오르몬

약품	 fñaM

yagpum 트남

▒ 1분간 니플을 눌러 물을 받은 후 페트병 등을 이용해 그 양을 재어봄

eRkayBIykTwkedaHeday Rc)ac;cugedaH1naTI eRkaymkdak;cUl kñúgdbehIyvas;emIlcMnuH

끄라오이 삐 욕뜩덯 다오이 쯔러받 쫑 덯 모이 니아띠 끄라오이 목 닥 쫄 크농 덥 하어
이 왛 멀 쩜눟

 급수기(니플)는 최소 분당 2ℓ가 나와야 정상

CamFüm kñúg1naTI)an2lIt

찌어머슘크농 모이 니아띠 반 삐 릳

 급수는 사료섭취량 및 젖생산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항시 점검

RtÜtBinitüCaRbcaM nUvsaFatu EdlGacpþl;karsuIcMNI nig cMnYnbrimaNTwkedaH

뜨루얻삐넏찌어 쁘러짬너우 싸띠얻다엘 앚프덜 까 씨쩜나이 넝 쩜누언 빠리만뜩덯

▒ 분만 약 1주일 전에 분만사에 입식(분만일자 순으로 정렬)

vtþmanGñkEfTaM1GaTitümuneBlekItkUn (éf¶ekItkUnGnuvtþn_ edayrebob)

왇떠미언 네악다엘타에또암 모이 아떧 문 뻴 까얻꼰(틍아이 까얻꼰 아누왇 다오이로
비업)

▒ 분만 준비

karekItkUn nig karerobcM

까까얻꼰 넝 까리업쩜

 충분한 깔짚 및 신문지 준비, 급수기, 보온등 작동 여부 확인

erobcMeGayRKb; nUvRkdasRkEst nig cMebuIgm:asuInCMnYy nig Binitüm:asuInkMedA

리업쩜아오이 끄롭 너우 끄러닿 끄러싸얻 넝 쩜바엉 마씬쭘누어이 넝 삐넏 마씬 껌다우

 갓돈 몸을 닦아줄 수건, 니퍼 날 무딘지 확인 및 소독, 탯줄을 묶기 위한 실 및 

강옥도 준비

erobcMkEnøgCUtxøÜnkUnRCÚk,Binitü nig sMGatdegáob, Lam nig GMe)aHsMrab;cgTgpSit
리업쩜껀싸엥쭏클루언꼰쭈룩 삐넏넝 썸앋 덩끼업 람 넝 엄밯 썸로압 쩡똥 프썯

 분만을 위한 옥시토신, 해열제, 대사촉진제 등 약품을 준비

erobcMGuksIuEsn, fñaMbBa©úHkMedA nig fñaMeBTüepSg² 

리업쩜옥씬 트남 번쭣 껌다우 넝 트남 뻳 프쌩프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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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어모음   RkúmBakü  끄롬 삐억

분만관리
BinitükarekItkUn

삐넏	까	까얻꼰

분만징후 및 분만시 관리 사항

karBinitükñúgeBlekItkUn nig eRkayeBlekItkUn

까삐넏크농뻴까얻꼰	넝	끄라오이뻴까얻꼰

징후 포착	 EsVgyl;karbgðaj

jinghu pochag 쓰바엥욜까벙한

배뇨	 Twkenam

baenyo 뜩놈

배분	 eBaHya

baebun 뿌엏이여

외음부	 eyanIeRkA

oeeumbu 요니끄라우

붉어짐	 eLIgRkhm

bulg-eojim 라엉끄러홈

액체 분비	 ehorecjenA Twk

aegche bunbi 히어쩬너우뜩

젖이 나오기	 ecjTwkedaH

jeoj-i naogi 쩬뜩덯

양수	 TWkePøaH

yangsu 뜩플뤃

분만  개시	
bunman gaesi
cab;epþImeFVIkarekItkUn

짭프다엄트버까까얻꼰

▒ 세심한 관찰을 통한 분만징후 포착

EsVgyl;karbgðajkabegáItkUn tamryH karXøaMgemIly:agRbúgRbytñ½

쓰바엥욜 까 벙한 까 벙까얻꼰 땀 로얗 까클레앙 멀 양 쁘롱쁘러얃

 모돈이 불안해하고 주변의 물건 등을 주둥이로 물거나 밀어냄

emRCÚkminRsÜs ehIy xaMrbs;rbr EdlenA  CuMvij nig rujRcanrbs;rbrTaMgenaH

메쭈룩먼 쓰뤃하어이 캄 로봏 로버다엘 너으 쭘뷘넝 룬쯔란 로봏 때앙눟

 배뇨, 배분 횟수가 늘어남

TwkenamehIy nigeBaHya

뜩놈, 하어이 넝 뿌엏이어

 외음부가 붉어짐, 음부 이완, 음부에서 갈색의 끈끈한 액체 분비

xageRkAeyanIeLIgRkhm eyanIyaFøak; ehobecjnUvTWkrégBN’etñatecjBIeyanI

캉끄라오이 요니 라엉 끄러홈 요니이어틀레악 히러쩬 너우 뜩롱아이뽀아뜨나옫 쩬삐
요니

 유두를 짜서 젖이 나오기 시작(분만 약 12시간 전)

cab;epþImecjTwkedaH enAeBlRc)ac; (munekItkUn12em:ag)

짭프다엄쩬뜩덯 너으뻴쯔러받 (문까얻꼰 덥삐마옹)

 양수가 터짐(분만 약 1~2시간 전)

ehoTwkePøaHecj (munekItkUn1~2em:ag)

히어뜩플루엏쩬  (문까얻꼰 모이~삐 마옹)

▒ 정상분만 

karekItkUn manPaBRbRktI

까 까얻꼰 미언피업쁘러끄러떠이

 분만 개시 후 5~20분 간격으로 한 마리씩 분만

bnÞab;BI cab;epþImeFVIkarekItkUncenøaH eBlBI5~20naTIkUnekItecjmþg1k,al; ²  

번또압삐 짭프다엄트버까까얻꼰 쩐루엏뻴 삐 쁘람 떠으 머페이 니아띠 꼰까얻쩬뭐덩 
끄발끄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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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반	 suk

taeban 쏙

배출	 beBa©j

baechul 번쩬

외음부	 eyanI

oeeumbu 요니끄라우

적갈색	 BN’RkhmeRBÓg

jeoggalsaeg 뽀아끄러옴쁘릉

유방 팽창
yubang paengchang
edaHRCÚkeLIg

덯쭈룩라엉

유즙분비	 ehorTwkedaH

yujeubbunbi 히어뜩덯

분만개시	 cab;epþImekItkUn

bunmangaesi 짭프다엄까얻꼰

자돈	 kUnRCÚk

jadon 꼰쭈록

분만	 ekIt

bunman 까얻

태반배출	 Føak;suk

taebanbaechul 틀레악쏙

사료통	 sñÚkcMNI

salyotong 쓰노욱쩜나이

물을	 Twk

mul-eul 뜩

채워 줌	 dakcUl

chaewo jum 닥쫄

 자돈을 모두 분만하기 위해서는 평균 2~3시간이 소요

CaFmµtaRtÚvkareBl2eTA3em:ag edIm,IbegáItkUnRCÚkTaMgGs;

찌어토암모다 뜨로우까뻴 삐 떠으 바이 마옹 다엄바이 벙까얻 꼰쭈룩 때앙엏

 태반은 분만이 완전히 끝난 후 30분~2시간 후에 완전히 배출됨

bnÞab;BIekItkUnrYcRsac;)ac;ehIy  ryHeBl30naTIeTA2em:ageTIbRCÚkTMlak;sukGs;

번또압삐까얻꼳 루엊 끄랒밪 하어이 로얗뻴 쌈썹니아띠 떠으 삐마옹 떠업쭈룩 뚬레
악쏙 엏

▒ 일반적인 분만 과정 

viFIekItkUnCaFmµta

위티까얻꼰찌어토암모다

▒ 필요한 경우(특히 분만직후)에는 사료통에 인위적으로 물을 채워 줌

krNIcMa)ac;; (CaBiesseRkayekItkUn) RtÚvdak;TwkcUl kñúgsñÚkcMNI

까나이 짬밪(찌어삐쎗끄라오이까얻꼰) 뜨로우닥뜩쫄크농쓰노욱쩜나이

<태반	배출>

Føak;suk

틀레악쏙

<자돈	모두	분만>
kUnRCÚkekItTaMgGs;

꼰쭈룩까얻때앙엏

<외음부	부풀고	적갈색>
EpñkxageRkAeyanIeLIgehImehIy  manBN’RkhmeRBÓg ²  

프나엑캉끄라우요니라엉하엄하어이	
미언뽀아	끄러홈쁘릉쁘릉

<유방	팽창>
edaHRCÚkeLIg

덯쭈룩라엉

<유즙	분비	확인>
manehoTwkedaH

미언히어뜩덯

<분만개시>
cab;epþImekItkUn

짭프다엄까얻꼰

<유		즙>
TwkedaH

뜩덯

<자돈	분만>
karekItkUvRCUk

까까얻쫀쭈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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젖꼭지	 cugedaH

jeojkkogji 쫑덯

이물질	 kMTickMTI

imuljil 껌뗗껌띠

제거	 ykecj

jegeo 욕쩬

유방 마사지	 karm:asSaedaH

yubang masaji 까마싸덯

유즙	 TwkedaH

yujeub 뜩덯

짜줌	 Rc)ac;

jjajum 쯔러밪

충분히	 eday RKb;RKan;

chungbunhi 다오이끄롭끄로안

포유	 bMe)AedaH

poyu 범바우덯

보온 상자	 RbGb;kMedA

boon sangja 쁘러옵껌다우

작은 자돈	 kUnRCÚktUc

jag-eun jadon 꼰쭈룩또웆

앞쪽	 xagmux

apjjog 캉목

우량 자돈
ulyang jadon
kUnRCÚk EdlmankMLaMgxøaMg

꼰쭈룩다엘미언꼼량클랑

분할 포유	 EbgEckkmµbMe)A

bunhal poyu 바엥짜엑깜범바우

허약자돈	 kUnRCÚk EdlexSay

heoyagjadon 꼰쭈룩다엘크싸오이

▒ 분만 전후에 젖꼭지 끝부분의 이물질을 제거

RtÚvRc)ac;ykecjnUvxÞúH EdlmanenA cugedaHmunb¤eRkayekItkUn

뜨로우쯔어밪욕쩬 너우 크뚤 다엘미언 크뚜엏 문 르 끄라오이 까얻꼰 

<유방	마사지>
karm:asSaedaH

까마싸덯

<분할	포유>
EbgEckkarcMe)A

바엥짜엑까쩜바우

<허약자돈	포유	유도(1번유두)>
karENnaM kñúgkarbMe)AkUnRCÚk EdlexSay  

(karENnaMTI1)

까나에노암크농까범바우꼰쭈룩다엘크싸오이
(까나에노암띠모이)

▒ 손으로 문질러 유즙을 조금씩 짜줌

Rc)ac;edaHehIy rwttic² edayéd

쯔러밪덯하어이 륻뗒뗒 다오이 다이

▒ 먼저 난 새끼는 양수제거 등 적절한 분만자돈 조치 후 충분히 포유시켜  

보온 상자에서 체력이 회복될 수 있도록 조치

eRkayBIsMGat nig føwgEføgkUnRCÚk EdlekItmuneKrYc ehIybMe)AedaHeGayRKb;RKg nig tRmÚvRbGb;kMedAé

llkedIm,IeGaykMlaMg

끄라오이삐 썸앋 넝 틀릉틀라엥 꼰쭈룩다엘까얻문께 루엊하어이 봄바우덯 아오이  
끄롭끄로안 넝떰로우 쁘러옵 껌다우 레이록 다엄바이 아오이 껌랑

▒ 체중이 작은 자돈을 앞쪽 유두에서 포유할 수 있게 조치

éllky:agNa edIm,IeGay kUntUcCageKaledAedaHxagmux

레이록양나 다엄바이 아오이 꼰 또웆찌엉께 반바우덯캉목

 분만 후 며칠동안이라도 포유시 우량 자돈을 잠시 보온상자에 가두어 허약 

자돈이 앞쪽 유두를 차지할 수 있도록 조치

eRkayeBlekItkUneTaHCab:unµanéf¶k¾eday RtÚvdak;kUnRCÚk kñúgkRnþk;kMedA ehIy kUnRCÚkNa  

EdlexSayCageKélkly:agNaeBl EdlbMe)ARtÚvdak;xagmux

끄라오이뻴까얻꼰눟 찌어 뽄만틍아이끄다오이뜨로우닥 꼰쭈룩크농 껀뜨락껌다우하
어이 꼰쭈룩나 다엘크싸오이찌엉께 레이록양나뻴다엘봄바우뜨로우닥캉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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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두 	 k,aledaH

yudu 끄발덯

결정	 kareRCIserIs

gyeoljeong 까쯔르륵

관찰 	 segát

gwanchal 썽껟

▒ 자돈은 분만 후 3일 이내에 자신이 포유하는 유두가 결정됨

kUnRCÚkeRkay eBlekIt)anGMLúg3éf¶ GaceRCIserIsedaHNa)ane)AdayxøÜnÉg

꼰쭈룩꾸라오이 뺄까얻반 엄롱 바이틍아이 앚쯔르륵덯 썸로압바우 다오이 클루언아엥

▒ 통상적으로 모돈 앞쪽의 유두가 비유량이 많고 한번 정해진 유두는 이유시까지 

고정됨

CaTUeTAedaHRCÚkenA CYrmuxmansarFatuciBa©wmeRcInehIy eRbIRCÚkNa)ane)AmþgehIy   

enaHTal;Etpþac;edaHehIy enaHeTIbQb;

찌어뚜떠으덯쭈룩너으 쭈어목 미언싸티얻쩬쩜쯔라언 하어이 바어쭈룩나반바우 뭐덩
하어이눟 또알 따에프닺덯하어이 눟떠업촙

▒ 난산대비

kareRbóbRCÚk Edl)akekItkUn

까쁘리업쭈룩다엘삐박까얻꼰

 생식기에 핏물, 체온상승, 사료섭취 거부 및 예정일 2일 이상 경과한 모돈은 

일단 의심축으로 간주하고 유심히 관찰

segáty:agRbúgRbytþ½ nig BicarNaeday sgS½ycMeBaHkareLIgkMedAkarminsuIcMNI nig karrhYskMNtéf¶e

kItrbs;emRCÚkelIsBI2éf¶

썽껟양쁘롱쁘러얃 넝 삐짜러나 다오이 싸이 쩜뿌엏 까라엉껌다우 까먼씨쩜나이 넝까
호웋 껌넏 틍아이까얻 로봏 메쭈룩 르읗 삐 삐틍아이

꼬리쪽(자돈이	작다)
enA xagknÞúy (kUnRCÚktUce)A

너으	캉크뚜이	(꼰쭈룩또웆)

머리쪽(자돈이	크다)
enA xagk,al (kUnRCÚkFM)

너으캉끄발	(꼰쭈룩	톰)

<자돈의	유두	결정>
karcat;EcgedaHsMrab;kUnRCÚke)A

까짣짜엥덯썸로압꼰쭈룩바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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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산	관리
karBinitüRCÚkBi)akekItkUn

까	삐넏	쭈룩	삐박까얻꼰

난산판단 및 난산처치

BieRKaH nig viFankarcMeBaHRCÚkBi)akekItkUn

삐끄루엏	넝	위티언까쭘뿌엏	쭈룩삐박까얻꼰

난산	 Bi)akekItkUn

nansan 삐박까얻꼰

관리	 karRKb;RKg

gwanli 까끄롭끄롱

판단	 karBeRKaH

pandan 까삐끄루엏

▒ 난산 판단

karBieRKaHBIkarekItkUnBi)ak

삐끄루엏

 진통을 하면서 분만 간격이 30분 이상 경과된 경우(통상 5~20분)

kñúgkrNIQWbeNþIehIy qøgputkarekItkUnelIsryeBl30naTI (CaFmµta5 ~ 20naTI)

크농까나이츠번다어하어이 츨렁폳 까까얻꼰르읗 로얗 뺄 쌈썹 니아띠  
(찌어토암모다 쁘람떠으 머페이 니아띠)

 태아가 남아있는 상태에서 진통이 없고 무기력할 경우

kñúgrNIKµankMlaMgkMEhgeday KµankarQWGVIenaHKWfasl;kUnkñúgs,Ún

크농까나이 크미언 꼼랑 껌하엥 다오이 크미언 까츠어바이 눟 끄타 썰꼰크농쓰보온

 진통 시작 후 1~2시간이 지나도 분만이 안 되는 경우

krNIminekItkUnesaHeTaHebICahYs1~2em:agk¾eday bnÞab;BIcab;epþImQW 

까나이먼까얻꼰쎃 뚜엏바어찌어 후엏 모이떠르삐 마옹 끄다오이 번또압 삐 짭프다엄 츠

 양수가 터지고 3시간이 지나도 자돈이 나오지 않는 경우

krNIEbkTwkePøaHehIy kUnRCÚkminekItecjeTaHCa3em:agknøghYseTAk¾eday 

까나이바엑뜩플루엏하어이 꼰쭈룩먼까얻쩬 뚜엏찌어 바이 마옹건렁후엏 떠으 끄다
오이

 분만간격이 1시간 이상인 경우

krNIekItkUnhYsBI1em:ag

까나이 까얻꼰 후엊 삐 모이 마옹

 ★ 난산 발생 가능성이 높은 경우

kñúgkrNIRCÚkekItkUnlM)akGacmaneRcIn

크농까나이 쭈룩까얻꼰 룸박앚 미언 쯔라언

노산모돈(6산 이상) 및 초산돈

RCÚkcas; (kUnelIsBI6dg) nig RCÚkkUnelIkTImYy

쭈룩짷(꼰르읗 삐 쁘람모이덩)넝 쭈룩꼰르윽 띠모이

자돈의 생시체중이 무거운 경우

krNIkUnRCÚk manTMgn;F¶n;

까나이꼰쭈룩미언 뚬운 퉁운

모돈이 과비된 경우

karNIemRCÚk EdlcMNIyluyGs;eRcIn

까나이 메쭈룩다엘 쩜나이 루이 엏 쭈라언

난산 경험이 있는 경우

krNIemRCÚk Føab;ekItkUnlM)ak

까나이메쭈룩 틀로압까얻 꼰룸박

모돈의 진통이 적은 경우

krNIemRCÚkman karQWtictUc

까나이메쭈룩미언 까츠뗒또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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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산 원인	
nansan won-in

buBVehtukarekItBi)ak

보뻬아 하엗 까까얻 꼰삐박

난산 처치	
nansan cheochi

viFankarcMeBaHkarekItkUnBi)ak

위티언까쩜뿌엏까까얻꼰삐박

반대방향
bandaebanghyang

Tl;mux

똘목

눕혀줌	 dak

nubhyeojum 닥

복부	 k,aleBaH

bogbu 끄발뿌엏

압박	 sgát

abbag 썽껃

▒ 난산 원인

buBVehtukarekItkUnBi)ak

보뻬아 하엗 까까얻 꼰삐박

 모돈의 골반과 산도에 이상이 있는 경우

krNIRCÚkmanq¥wgRteKok nig manPaBminRbRktIenAnig rnæs,Ún

까나이 쭈룩미언 츠응 뜨러끼억 넝 미언 피업먼 쁘러끄러떠이 너으 넝 로언쓰보온

 분만 직전 모돈이 과식한 경우

krNIemRCÚkmunekItkUnsuIRCúl

까나이 메쭈룩 문 까얻 꼰 씨쭈룰

 자궁내 자돈의 이상체위로 산도가 막혔을 경우

krNIsÞHsÞHrnæs,Úneday sarrUbragkUnRCÚk EdlenAkñúgs,ÚnmanragxusRbRktI

까나이 쓰떼앟쓰떼앟 로언쓰보온 다오이싸 룹리엉꼰쭈룩 너으 크농 쓰보온 미언리엉
콯 쁘러끄러떠이

▒ 난산 처치

viFankarcMeBaHkarekItkUnBi)ak

위티언까쩜뿌엏 까까얻꼰삐박

 난산이라고 판단되는 즉시, 모돈을 일으켜 원래 누워 있던 반대방향으로  

눕혀줌(자궁 내 자돈의 이상체위 대비)

BieRKaHKñaPøam² cMeBaHkarekItkUnBi)akelIkRCÚk ehIyERbdak;epþkeGayxusBIsPaBedIm (CECkBIkUnRCÚkxusRb

RktIenAkñúgs,Ún)

삐끄루엏 크니어 플리엄프리엄 쩜뿌엏 까 까얻 끄발 뿌엏 썽껃 다엄바이 프덜 껌랑 아
오이 메쭈룩

 무릎 또는 발로 모돈의 힘을 주는 주기에 맞추어 복부 압박

ykCgÁgb¤k¾eCIgdak;eGaycMk,aleBaH sgát;rujedIm,Ipþl;kMlageGayemRCÚk 

욕 쫑꽁 르 끄 쩡닥아오이쩜끄발뿌엏 썽껃룬 다엄바이 프덜 껌랑 아오이 메쭈룩

▒ 난산 응급처치(선택사항)

cMNt;karbnÞan;cMeBaHRCÚkekItkUnBi)ak

쩜넏 까번또안 쩜뿌엏 쭈룩 까얻꼰 삐박(쯔르륵)

 손을 깨끗이 씻고 비닐장갑을 착용 후 오일, 비누 등 윤활유를 바르고 베타딘 

및 요드제 등으로 소독

lagédeGays¥atehIy Bak;eRdamédekAs‘UrYclabeRbgb¤k¾sab‘UehIy lagsMGateday fñaMeb:tanIn nig 

fñaMsMlab;emeraK

리엉다이아오이 싸앋 하어이 뻬악드라옴다이까으쑤 루엊리업 쁘렝 르끄 싸부 하어이 
리엉 썸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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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어모음   RkúmBakü  끄롬 삐억

자궁경관 
jagung-gyeong-gwan
x©b;Ens,Ún

크쩝네쓰보운

손 	 éd

son 다이

삽입 	 dac

sab-ib 닺

골반 	 q¥WgRtekok

golban 츠응뜨러끼억

자돈 	 emRCÚk

jadon 메쭈룩

꺼냄 	 ykecjeRkA

kkeonaem 욕쩬

 모돈의 산도에 상처가 나지 않도록 자궁경관의 수축 리듬에 맞추어 손을  

서서히 삽입(20cm 정도)

edIm,IkuMeGaymankardac;edaHedays,ÚnenA eBlkUnekItRtÚvlUkédyWt ² tamcgVaksPaBx©ibéns,Ún  

(RbEhlCa20 cm)

다엄바이 꼼아오이 미언 까닺다오이 쓰보온 너으 뻴꼰까얻 뜨로우 룩다이 이얻이얻 
땀뻥박 싸피업 크쩝네이쓰보온 (쁘러하엘찌머페이쎈)

 골반에 걸려 있는 1마리 또는 여러 마리의 자돈을 부드럽게 모돈의  

진통에 맞춰 꺼냄

ykkUnRCÚkEdlCab;eTIenAq¥wgRteKokeTaH1k,al;b¤eRcInk,al;eday fñm ² 

욕꼰쭈룩다엘쪼압뜨으너으 츠응 뜨로끼억 뚜엏 모이끄발 르 쯔라언 끄발 끄다이 다
오이 트넘트넘

 다시 손을 넣어 산도 및 골반에 자돈이 걸려 있지 않음을 확인

lUkédcUlmþgeTotehIy BinitürkemIlfaetImankUnRCÚkeTIenAkñúgq¥wgRteKok nigmat;s,ÚnEdrb¤eT?

룩다이쫄뭐덩띠얻 하어이 삐넏 록멀타 따어미언꼰쭈룩떠으너으층응 뜨러끼억 넝 모
앋쓰보온다에 르떼

 자돈이 걸려 있지 않으면 분만촉진제(옥시토신, 몬잘 등)를 주사 

(자돈이 산도에 걸려 있을 경우 모돈 폐사 가능성 있음)

ebIsinCaKµankUnRCÚkCab;eTIenA kñúgenaHeTcak;fñaMCMnYysMralkUn  

(GaceFVIeGayemRCÚkgab;ebIsinmankrNIkUnRCÚkminecj)

바어썬찌어크미언꼰쭈룩쪼압뜨으너으 크농눟떼 짝트남 쭘누어이 썸랄꼰 
(앚트버아오이메쭈룩응오압 바어썬미언까나이꼰쭈룩먼쩬)

<난산	응급조치>
cMNt;karCabbnÞan;eBlekItkUnlM)ak

쩜넏까찌어번또압뻴까얻꼰룸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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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어모음   RkúmBakü  끄롬 삐억

분만	후	관리
eRkaykUnrYc nig karEfTaM 

끄라오이	꼰루엊	넝	까	타에또암

태반이 완전히 배출된 후 관리

EfTMaeRkayBIemRCÚkTMlak;sukGs;

타에또암끄라오이삐메쭈룩똠레악쏙엏

분만	 begáIt

bunman 벙까얻

후	 eRkay

hu 끄라오이

관리	 karRKb;RKg

gwanli 까끄롭끄롱

태반	 suk

taeban 쏙

배출	 beBa©j

baechul 번쩬

질세척	 sMGateyanI

jilsecheog 썸앋요니

항생제 주사
hangsaengje jusa

cak;fñaMpSH

짣트남프셓

▒ 기타 조치사항

karENnaMepSg² eTot

까나에노암프쌩프쌩 띠얻

 모돈이 눕지 않을 경우 : 가까이 가지 말고 조용하고 어두운 환경을 만들어 줌

krNIemRCÚkmintMertxøÚnedk kuMeTACitvaehIy eFVIGVImYymansPaBs¶at;² nigbkeFVI)aMgeGayCit

까나이메쭈룩먼떰렏클루언덱: 꼼떠으쩓위어하어이 트버어바이모이미언싸피업씅앋
씅앋 넝 욕

 식자 발생시 :  자돈이 모돈 가까이 못 가게 격리하고 모돈에게 진정제 

(스트레스닐)나 옥시토신을 주사

karekItmanbBaða:XaMgkUnRCÚkkuMeGayedIrCitemRCÚk ehIycak;fñaMsMgMGarmµN_GayemRCÚk

까까얻미언빤냐하: 케앙꼰쭈룩 꼼아오이다어쩓 메쭈룩하어이 짝트남 썸옴 아럼 아오
이 메쭈룩

 분만예정일 보다 3일 정도 지남 : 교배일자를 재점검. 모돈의 복부, 유두 상태 등을 

점검 후 분만 유도제 주사(자돈이 모두 죽어 사산 또는 미이라 상태일 가능성 있음)

hYséf¶kMNt;ekItkUn3éf¶ BinitüsaredIm enAkalbriecäTbnþBUCeBaHemRCÚkBinitüsPaBedaH ehIy  
fñaMCMnYysMral;kUn (ebIkUnRCÚkgab;TaMgGs;emRCÚkmansPaBsÁmeRcInb¤k¾GackUneTot)

후엏틍아이껌넏까얻꼰바이틍아이: 삐넏싸다엄너으깔빠리첻번떠뿢 뿌엏메쭈룩삐넏
싸피업덯 하어이  짝트남쭘누어이썸랄꼰 (바어꼰쭈룩응오압때앙엏메쭈룩미언싸피
업쓰꼼쯔라언르끄앚꼰띠얻)

▒ 분만과정 중 오염된 질내부 세척 (질세척)

sMGateyanIkuMeGayqøgemeraKenA eBlkMBugekItkUn (sMGateyanI)

썸앋요니 꼼아오이 츨렁메록너으 뻴껌뽕까얻꼰  (썸앋요니)

 베타딘 용액이나 생리식염수에 페니실린(또는 스트렙토마이신)을 혼합하여 

질 내부를 세척

sMGatueyanIeday layTwkfñaMeb:tanIn b¤GuIy:UtCamYyfñaMeb:nIsalIn

썸앋요니다오이리에이뜩트남베따닌 르 이윧 찌어모이 트남베니싸린

 난산처리를 한 모돈 또는 4시간이상 장시간 분만한 모돈은 항생제 주사

cak;fñaMpSHdl;RCÚk Edl)anekItkUneRkay4 em:ag ehIynig RCÚk Edl)anekItkUnBinak

짝트남프쎟돌쭈룩다엘반까얻꼰 끄라오이 부언마옹하어이넝 쭈룩다엘반까얻꼰삐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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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어모음   RkúmBakü  끄롬 삐억

자궁농 	 s,ÚnemeraK

jagungnong 쓰보운메록

여름철 	 rdYvekþA

yeoleumcheol 로도우끄다우

증상 	 rksBaØa

jeungsang 록썬냐

사료급여 	 karpþl;cMNI

salyogeub-yeo 까프덜쩜나이

절식	 hameGaycMNI

jeolsig 함아오이쩜나이

사료통	 sñÚkcMNI

salyotong 쓰노욱쩜나이

물을 채워줌
mul-eul chaewojum
kardakTwkenA FugTwk

까닥뜩너으통뜩

▒ 난산 응급처치한 모돈이나, 농장내 모돈의 자궁농 증상이 전반적으로 심할 

경우, 여름철이나 농증상이 심한 모돈의 경우 극히 제한적으로 자궁세척 실시

(선택사항)

cMnak;kabnÞan;cMeBaHemRCÚkBi)akekIt  ehIynig krNIF¶n;F¶rcMeBaHs,ÚnemRCÚkmandMe)AGakarH dMe)A 

RCÚkF¶n;F¶renA rdUvekþA nig Gnuvtþn_karsMGats,ÚntamkalkMNt; (karsMerc)

쭘네앋까번또안쩜뿌엏메쭈룩삐박까얻꼰하어이넝까나이틍운틍어쩜뿌엏쓰보온메쭈
룩미언덤바우 아까레앟 덤 바우쭈룩 틍운틍어 너으 로도우끄다우 넝 아누왇 까 썸앋 
쓰보온 땀 깔껌넏(까썸렞)

 분만후 2일째에 생리식염수 500ml당 페니실린 1병 비율로 혼합하여 정액  

주입기를 이용하여 자궁내 1,000ml 정도 주입

éf¶TI2bnÞab;BIr ekItkUnlayfñaMeb:tasalin CamYy GuIy:Ut500ml ehIy eRbswruaMgRkitdak;cUl 
kñúgs,ÚnRbEhl1000 ml

틍아이 삐 번또압삐 까얻리에이 트남 베따닌 르 이윧 찌어모이 이오욷 쁘람로이밀릳
하어이 쁘레쓰링 끄륻닥쫄크농쓰본쁘러하엘 모이뽀안밀릳

★자궁세척은 부작용의 우려가 있어 극히 제한적으로 사용되는 방법임

karsMGats,ÚnmanRbtikmµrsab;rsl; dUcecñaHehIy RtÚveRbIR)as;tamviFIEnkarkMNt;kareRbIR)as;

까썸앋 쓰보온미언 쁘러떼깜 로쌉 썰도웆쯔네앟하어이 뜨로우쁘라어쁘랗 땀위티네 
까껌넏가 쁘라어쁘랗

▒ 사료급여관리

RtÜtBinitükareGaycMNI

뜨루얻삐넏까아오이쩜나이

 분만당일은 절식

éf¶ekItkUnhameGaycMNI

틍아이까얻꼰함아오이쩜나이

 필요한 경우(특히 분만 직후)에는 사료통에 인위적으로 물을 채워줌

kñúgkrNIcaM)ac;cak;TwkeTA kñúgFugbnþic (CaBiesseRkayekItkUn)

트농까나이짬밪 짝뜩떠으 크농 통번뗒  (찌어삐쎗끄라오이 까얻꼰)

<자궁세척>
karsMGats,Ún

까썸앋쓰보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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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어모음   RkúmBakü  끄롬 삐억포유중		
모돈관리
karEfrkSaGMLúgeBlbMe)A 

edaH

까타에레악싸엄롱뻴봄
바우덯

포유중 사료 및 사양관리 이유시 모돈 체평점(BCS) 2.5 목표

karEfrkSaGMLúgeBlbMe)AedaHBinitücMNIi nig kUn,eBlpøacedaHdak;sBaØasMKal;elIe

mRCÚk (BCS)

까타에레악싸엄롱뻴봄바우덯	삐넏점나이	넝	꼰,	

뻴프닺덯닥썬냐썬티어	썸꼬알메쭈룩(BCS)

절식	 hameGaycMNI

jeolsig 함아오이쩜나이

소량	 tic

solyang 뗒

급여	 karpþl;

geub-yeo 까프덜

증량	 føwg

jeunglyang 틀릉

무제한	 EdlKµankMNt;

mujehan 다엘크미언껌넏▒ 분만당일은 절식 또는 소량 급여하고 분만 다음날부터 1kg 급여하여 5일 

동안 1일에 1kg씩 증량 급여

éf¶ekItkUntmGahar rWk¾eGaytic nig bnÞab;BIéf¶ekItkUnrYceGay1 kg ehIybEnßmmþg1 kg ryHeBl5éf¶

틍아이까얻꼰떰아하 르끄아오이 뗒 넝 번또압삐틍아이까얻꼰루엊아오이 모이킬로 
하어이 번타엠뭐덩 모이킬로 로얗뻴 쁘람틍아이

▒ 분만후 5~7일까지 서서히 증량 급여하여 최대 사료섭취량(~/일)에 

도달시키고 그 이후 이유시까지 무제한 급여

pþl;cMNIbEnßmbnÞab;BIkUn)an1GaTitü ehIy pþl;GaccMNIGacEllksmRsb eTAtamksidæan  

EdlGaceGayeTA)anedIm,IQaneTArkkarpþl;Gahard¾eRcInenaH eBlpþac;edaH

프덜쩜나이번타엠번또압삐꼰반 모이아떧하어이 프덜쩜나이 쯔라언라엉라엉 떠으돌 
크농 모이 틍아이 하어이 번또압 목띠얻 프덜아오이쯔라언너으 뻴프닺덯

 분만 후 사료급여 방법

viFIpþl;cMNIeRkayeBlekItkUnrYc

위티프덜쩜나이끄라오이뻴까얻꼰루엊

구  분
karEbgEck

까바엥
짜엑

분만 당일
ef¶IekIt kUn

틍아이
까얻꼰

1일
1éf¶
모이	

틍아이

2일
2éf¶
삐	

틍아이

3일
3éf¶
바이	

틍아이

4일
4éf¶
부언	

틍아이

5일
5éf¶
쁘람	

틍아이

6일
6éf¶

쁘람모이 
틍아이

7일
7éf¶

쁘람삐	
틍아이

...
이유
bMe)AedaH

범바우덯

사료		
급여량
brimaN cMNI

빠리만 
쩜나이

절식	또는	
1kg

tmGahar nig pþl;  
1kg

덤아하넝  
프덜 모이킬

로

1.6
1.6

뭐이캄
쁘람모

이

2.6
2.6

삐캄
쁘람보

이

3.6
3.6

바이캄
쁘람모

이

4.6
4.6

부언캄
쁘람모

이

5.6
5.6

쁘람캄
쁘람모

이

6.6
6.6

쁘람모
이캄  

쁘람모
이

무제한	
급여
pþl; eRcIn

프덜 
쯔라언

무제한
급여
pþl; eRcIn

프덜 
쯔라언

무제한
급여
pþl; eRcIn

프덜 
쯔라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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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어모음   RkúmBakü  끄롬 삐억
viFIbEnßmbrimaNcMNI

위티번타엠빠리만쩜나이사료섭취량을 늘리는 방법

나누어	 EbgEck

nanueo 바엥짜엑

급여	 kar pþl;

geub-yeo 까프덜
 섭취량이 많아지도록 여러 번 나누어 급여 

(시원한 야간 근무시 1회 추가 급여)

pþl;eGaynUvcMNIemRCÚk,Ebg EckeTAtamsBaØasMKal; nig karpþl;bEnßmnUvsarCatisár 

프덜아오이너우쩜나이메쭈룩, 바엥짜엑떠으땀썬냐썸꼬알 넝까프덜번타엠너우찌얻
쓰꺼

 �  여러 번에 나누어 사료급여시 자돈의 압사도 함께 증가하므로  

분만 5일 후부터 적용

rMElkcMNIdak;eGayeRcIndg (EfmeGaymþgeTotenA eBlyb;RtCak;)

룸렉쩜나이닥아오이쯔라언덩  (타엠아오이뭐덩띠얻너으뻴욥뜨러쩨악)

 �  여름철에는 시원한 아침이나 밤 시간에 먹을 수 있게 함

pþl;cMNIeGayneAeBlRBwkb¤k¾eBlyb; EdlCaeBlRtCak;nardUvekþA 

프덜쩜나이아오이 뻴쁘륵 르끄 뻴욥다엘찌어뻴뜨러쩨악 니어로도루끄다우

 사료를 남길 경우 사료급여량을 줄인 후 다시 서서히 증량함

bnßycMNIebI kñúgkrNIsl;ehIy bnÞab;mkeTotbEnßmeGaybnþicmþg² vij

번터이쩜나이 바어크농 까나이썰하어이번또압목띠얻번타엠아오이번뗒뭐덩뭐덩뷘

 물과 혼합하여 주면 사료섭취량 10~15% 향상(주의 부패되기 쉬움)

brimaNcMNIGacrIkBI10~15 % ebIsinlayCamYyTwk (gayRsÜrMlayGahar)

빠리만쩜나이앚릭삐 덥피어로이떠으 덥쁘람피어로이 바어썬리에이찌어모이뜩  
(응이에이쓰루어 룸리에이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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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어모음   RkúmBakü  끄롬 삐억

도태	 minFMFat;

dotae 먼톰토앋

 포유모돈 도태판단

CECk BIkareRCIserIsemRCÚke)AkUn

쩌쩨익 삐까쯔르륵 메쭈룩바우꼰

원    인
buBVehtu

부빠헫

설    명
karbriyay

까빠레야이

산자수	감소
cMnUnekItfycuH

쩜누언까얻터이쫗

2산	연속	7두	이하,	또는	허약자돈이	많은	경우
cab;BIkUnelIkTI2KW7k,alcuHeRkamehIy suPaBkUnRCÚkminl¥eRcIn

짭프다업꼰르윽띠삐 끄 쁘람삐끄발 쫗끄라옴하어이 쏙피업꼰쭈룩 먼러어쯔라언

이상분만
ekItkUnminRbRktI

까얻꼰먼쁘러끄러떠이

2산	이상	난산
kUnelIsBI2dgkarekItkUnBi)ak

꼰르읗삐 삐덩 까까얻꼰삐박

자돈	물어죽임
kUnRCÚkTwkenam

꼰쭈룩응어압 크농뿌엏

2산째	이후에도	자돈의	물어죽임이	심한	개체
eTaHCaeRkaykarekItkUnelIkTI2k¾eday k¾kargab;kUn kñúgeBaHmaneRcIn

뚜엏찌어끄라오이 까얻꼳 르억띠 삐 끄다오이끄 까 응오압꼰크농 뿌엏미언츠라언

이유자돈수
eraKKa nigGayukal

쩜누언꼰쭈룩바우덯

2회	이상	연속하여	6두이하
eRkam6k,alelIsBI2dgbnþrbnÞab;

끄라옴쁘람오이끄발 르읗삐 삐덩번떠번또압

질병	및	수명
eraKKa nig Gayukal

록끼어넝아유깔

전염병	및	만성질병으로	치료가	곤란한	개체,	자궁내막염,	임신후기의	유산,		
8산이	지난	개체,	보행과	기립	어려움	등
RCÚk EdlBüa)allM)akeday manCm¶Wqøg nig CmÞWraMEr:,dMe)As,Ún,rlUtkUneBlepIm

쭈룩다엘프찌어발룸박다오이미언쭘으츨렁넝 쭘으로암레, 덤바우쓰보온,  
로룯꼰뻴 파엄, 쭈룩꼰르읗삐 쁘람바이덩, 까초까덱넝까룸(프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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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 karEfrkSa emRCÚkpþac;edaH (eRtómbgáat;BUC))
까	타에레악싸	메쭈룩	프닺덯(뜨리엄벙깓뿢)

이유모돈(종부대기돈)	
주간	관리
karEfrkSaemRCÚkpþac;edaH(eRtómbgáat;BUC)
Rbcasbþah¾

까타에레악싸	메쭈룩프닺덯	
(뜨리엄벙깓뿢)

이유모돈(종부대기돈)의 주간 관리 및  
사료관리

kareGaycMNI nig karEfemRCÚkpþac;edaH(eRtómbgáat;BUC) 
RbcaMsbþah¾

까	아오이	쩜나이	넝	까타에메쭈룩	프닺덯	
(뜨리엄벙깓뿢)	쁘러짬쌉쁘다

이유	 pþac;edaH

iyu 프닺덯

발정체크	
baljeongchekeu
BinitükarrkeQµal

삐넏까록츠몰

분뇨처리
bunnyocheoli
BinitülamkTwkenam

삐넏리어목뜩놈

종부	 mundak)ar

jongbu 문닥바

전입	 dkRCÚkecj

jeon-ib 덕쭈룩쩬

임신진단	 vinicä½yepIm

imsinjindan 위네차이파엄

스톨정리	 erobcMRTúgRCÚk

seutoljeongli 리업쩜뜨룽쯔룩

도태모돈	 RCÚk EdlminFMFat;

dotaemodon 쭈룩다엘먼톰토앋

사료	 cMNI

salyo 쩜나이

조절	 kMritbrimaNcMNI

jojeol 껌럳빠레이만

전출	 karpøas;bþÚr

jeonchul 까플랗쁘도우

수세	 lagTwk

suse 리엉뜩

포피소독	
popisodog
karsMlab;emeraKenA Es,k

까썸랍메록너으쓰바엑

단어모음   RkúmBakü  끄롬 삐억

구  분
karEbgEck

까바엥짜엑 

오   전
eBlRBwk

쁘륵

오   후
eBll¶ac

릉이엦

월요일
éf¶c½nÞ

틍아이짠

발정체크
BinitükarrkeQµal

삐넏까록츠몰

분뇨처리작업,	발정체크,	종부
BinitülamkTwkeLamBinitükarrkeQµal karbgáat;BUC

삐넏리어목뜩놈, 삐넏까록츠몰, 까벙까얻뿢

화요일
éf¶GgÁar

틍아이엉끼어

종부	
karbgáat;BUC

까벙깓뿢

종부	
karbgáat;BUC

까벙깓뿢

수요일
éf¶Buc

틍아이뽖

종부	
karbgáat;BUC

까벙깓뿢

종부	
karbgáat;BUC

까벙깓뿢

목요일
éf¶RBhs,t×

틍아이쁘러호
아

종부,	이유모돈	전입
karbgáat;BUC,dkRCÚkjIecj

까벙깓뿢, 덕쭈룩니쩬

금요일
éf¶suRk

틍아이쏙

모돈	백신접종,	임신진단
cak;v:ak;sMagemRCÚk,BinitüeBaH

쩨악왇쌍메쭈룩, 삐넏뿌엏

모돈스톨정리, 도태모돈	판단
erobcMRTúg,BiPakSakardkRCÚk

리업쩜뜨룽, 삐피억싸덕쭈룩

토요일
éf¶esAr_

틍아이싸우

사료량	조절,	분만예정돈	전출
kMritbrimaNcMNI,kMNt;éf¶RCÚkekIt

껌륵빠리만쩜나이, 껌넏틍아이쭈룩까얻

임신사	수세,	웅돈포피소독
lagRCÚkjI,sMGatRCUk)a 

리엉쭈룩니,쏨앋쭈룩바

이유모돈

(종부대기돈)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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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어모음   RkúmBakü  끄롬 삐억

절식	 hameGaycMNI 

jeolsig 함아오이쩜나이

소량 급여
solyang geub-yeo
karpþl;cMNItic 

까프덜쩜나이뗒

무제한 급여
mujehan geub-yeo
pþl;cMNIKµandMNt 

프덜쩜나이크미언떰넏

도태판단	
dotaepandan
kareRCIserIsRCÚk EdlminFMFat;

까쯔르륵쭈룩다엘먼톰토앋

무발정	 KµanrkeQµal

mubaljeong 크미언록츠몰

발정유도제
baljeong-yudoje
fñaMCYyCMnYy kñúgcg;bnþBUC

트남쭈어이쭘누어이크농쩡번떠뿢

수태	 PaBmankUn

sutae 피업미언꼰

되지 않는	 mineGayeFVI

doeji anhneun 먼아오이트버

▒ 이유는 목요일 아침 일찍 또는 저녁에 실시

karpþac;edaHGnuvtþn_enA éf¶RBhs,t×RBwkRBlwm ehIynig eBll¶ac

까프닺덯아누왇너으 틍아이쁘러호아 뺄쁘륵쁘럴름 하어이넝 뻴릉이엦

▒ 이유당일은 절식 또는 소량 급여

enAéf¶pþac;edaHeGaycMNIticrWk¾mineGay

너으 틍아이프닺덯아오이쩜나이뗒르꺼먼아오이

▒ 이유후 종부시까지 포유돈 사료를 무제한 급여

eRkayeBlpþac;edaHGaceGaycMNIeRcIn)anrhUtdl;eBlbnþBUC

끄라오이뻴프닺덯앚아오이쩜나이쯔라언반로호욷덜뻴번떠뿢

▒ 이유모돈 도태판단

viPaKBIkardkecjemRCUkbMe)AedaH

위피억삐가덕쩬베쭈룩봄바우덯

원    인
buBVehtu

볻헤또

설    명
briyay

빠레이야이

이유후	무발정
eRkaykarpþac;edaHKµankarrkeQµal

끄라오이까프닿덯크미언까록츠
몰

이유	후	14일이	지나도	발정을	보이지	않음
eTaHkarpþac;edaHmanry³eBl2s)þah_ehIyk¾eday k¾KµaneXIjkarrkeQµal/

뚜엏까프닿덯미언로얗뻴삐쌉쁘다하어이끄다오이
끄크미언크은까록츠몰

발정유도제를	2회이상	투여하여도	반응이	없음
eTaHCaeRbIfñaMCYyCMnYykñúgkarcg;bnþBUCdl;eTA2dgk¾edayk¾KµanRbtikmµEdr

뚜엏찌어까쁘라어트남쭈어이쭘누어이크농까쩡번떠뿢
덜떠으 삐동 끄다오이끄크미언쁘러떼깜다에

공태	무발정
TMenrmincg;rkeQµal

뚬네먼쩡록츠몰

이유	후	3개월	이상	경과하여	공태로	판명된	개체,

3회	이상	재교배가	들어가도	수태가	되지	않는	경우
eRkaykarpþac;edaHelIsBI3ExGacdwgfaRCUks,ÚnTMenr  

eTaHCabgáat;BUCCafµIelIsBI3dgk¾minGacmankUn)anEdr

끄라오이까프닺덯르읗삐바이카에앚덩타쭈룩쓰보운뚬네
뚜엏찌어벙깓뿢찌어트마이르읗삐바이동끄먼앚미언꼰반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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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어모음   RkúmBakü  끄롬 삐억이유모돈(종부대기돈)	
발정	관찰
segátrkeQµalemRCÚkpþac;edaH 

(eRtómbgáat;BUC)
썽껟까록츠몰메쭈룩프닺덯	
(쭈룩뜨리엄벙깓뿢)

발정관찰 및 교배적기 판단

segátBiPakSakarrkeQµalnig karbgáat;BUC

썽껟삐피억싸까록츠몰넝	까	벙깓뿢

발정 관찰
baljeong gwanchal
segátkarrkeQµal

썽껟까록츠몰

수퇘지	 RCÚkjI

sutwaeji 쭈룩니

접촉	 CMruj

jeobchog 쭘룬

발정 	 rkeQµal

baljeong 록츠몰

촉진	 eFVIeGaysMelIteLIg

chogjin 트버아오이썸라얻라엉

주의 깊게	 eday RbúgRbytñ½

juui gipge 다오이쁘롱쁘러얃

▒ 종부 대기중인 모돈에게 수퇘지를 접촉시켜 발정률을 촉진

CRmujRCYkjIEdleRtombgáat;BUC eGayrkeQµal

쭘룬쭈룩니다엘뜨리엄벙깓뿢아오이록츠몰

▒ 발정파악을 위해 이유 후 3일째부터(일요일)는 하루에 두 차례 

(오전 6~7시, 오후 5~6시)이상 주의 깊게 관찰하여 발정개시 시점을 찾음

edIm,IdwgBIkarcg;rkeQµalrbs;RCÚkjI enA éf¶TI3bnÞab;BIpþac;edaH kñúg1éf¶segátelIs BI2dgeday ú 
RbugRby½tñ (RBwkem:ag 6 ~7 l¶acem:ag 5~6)

다엄바이덩삐까쩡록츠몰로봏쭈룩니너으틍아이띠바이 번또압삐프닺덯 모이틍아이 
썽껟 르읗 삐 삐덩 다오이 쁘 롱쁘러얃 (쁘륵마옹쁘람모이떠으쁘람삐, 릉이엦마옹쁘
람떠으쁘람모이)

 ★ 발정 관찰을 1일 1회 관찰시 75%, 1일 2회 관찰시 85%, 일 3회 이상 관찰시 

95% 이상 발정 발견 가능

karcg;rkeQµalGacdwg)aneday karsegát1éf¶ 11dg)an75% 1éf¶ 2dg)an 85% 11éf¶elIsBI 3dg)an 95%

까쩡록츠몰앚덩반다오이까썽껟 모이틍아이 모이덩 반 쩓썹쁘람피어로이, 모이틍아
이 삐덩반 빠에썹삐 피어로이, 모이틍아이 르읗삐 바이덩반 까으썹쁘람피어로이

 ★ 미경산돈의 발정 관찰시 관리자가 관찰할 경우 50%, 수놈을 접촉시킬 경우 

90% 이상 발견 가능

eBlsegátkarrkeQµalemRCÚkbMrug kñúgkrNIGñkEfrkSasegátGacdwg)an 50% ebIdak;RCÚkeQµalGac dwg)

anCag 90%

뻴썽껟까록츠몰메쭈룩범롱크농까나이네악타에레악싸썽껟앚덩반 하썹피어로이 ,바
어닥쭈룩츠몰앚덩반찌엉까으썹피어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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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어모음   RkúmBakü  끄롬 삐억

수정	 eBlsgSú½yrkeQµal

sujeong 썽싸이록츠몰

적기	 eBlevlasm

jeoggi 뻴엘리어썸

판단	 karBieRKaH

pandan 까삐끄루엏

음부발적	 RkGb;Rkhm

eumbubaljeog 끄러옵끄러홈

타모돈	 RCÚkepSg

tamodon 쭈룩프쌩

승가	 dak

seung-ga 닥

섭취량	 brimaN

seobchwilyang 빠레이만

웅돈	 RCÚk)a

ungdon 쭈룩바

허용	 eRbIR)as;

heoyong 쁘라어쁘랗

사람	 mnusS

salam 머눟

▒ 발정징후에 관찰을 통한 수정적기 판단

viPaKBIplRKb;ExtamryHkarsegáteRkayBIkarsgS½yrkeQµal

위피억삐펄끄롭카에땀로얗 까썽껟끄라오이까썽싸이록츠몰

이유일자
éf¶pþac;edaH

틍아이
프닥 덯

0일차
éf¶TI 0

틍아이
띠덤봉

1일차
éf¶TI 1

틍아이
띠모이

2일차
éf¶TI 2

틍아이
띠삐

3일차
éf¶TI 3

틍아이
띠바이 

4일차
éf¶TI 4

틍아이
따부언

5일차
éf¶TI 5

틍아이
띠쁘람

6일차
éf¶TI 6

틍아이
띠쁘람
모이

7일차
éf¶TI 7

틍아이
띠삐

요일
éf¶

틍아이

목요일
éf¶RBhs,t×

틍아이
쁘러호아

금요일
éf¶suRk

틍아이쏙

토요일
éf¶esAr_

틍아이
싸우

일요일
éf¶GaTitü

틍아이
아떧

월요일
éf¶c½nÞ

틍아이
짠

화요일
éf¶GgÁar

틍아이
엉끼어

수요일
éf¶Buc

틍아이
뿢

목요일
éf¶RBhs,t×

틍아이
쁘러호아

오전 오후
RBwk l¶ac

쁘륵/릉이엦
AM PM AM PM AM PM AM PM AM PM AM PM AM PM AM PM

음부발적
Rbdab;ePT Rkhm

쁘러답펟 끄러홈
� � �

타모돈	승가

dak;RCUkepSg

닥쭈룩프쌩

� �

사료섭취량
brimaNcMNI

빠리만쩜나이
� �

웅돈허용
dak;RCUk)a

닥쭈룩바
� � �

사람허용
erIR)as;mnusS

쁘라어쁘랗 머눟
� �

	교배
bgáat;BUC

벙깓뿢 

1차
TI 1

띠모이
�

2차
TI 2
띠삐

�

3차
TI 3

띠바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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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어모음   RkúmBakü  끄롬 삐억
이유일자
Ef¶pþac;edaH

틍아이프닺덯

1~2일후
1~2Ef¶ eRkay
모이떠으삐
틍아이끄라오이

3일후
3Ef¶ eRkay
바이	틍아이
끄라오이

4일후
4Ef¶ eRkay
부언	틍아이
끄라오이

5일후
5Ef¶ eRkay
쁘람	틍아이
끄라오이	

6일후
6Ef¶ eRkay

뿌람모이	틍아이
끄라오이

연한상태
edaHERbRbUlsPaBRCay

덜쁘라어	쁘로울	
싸피업쯔리에이

경화
rIg

링

후반에	연화
eRkaymkRCay

끄라오이
목쯔리에이

유방이	굳기	시작
edaHcab;epþImrIg

덯짭프다엄
링

완전히	마름
s¶ÜtecH

씅욷쪃

마른유방
edaHsVit

덯쓰벋

작은	돼지의	음부
eyanIkYnRCYk

요니꼰쭈룩

연화
RCay

쯔리에이

점액누출
TIkrMGilRCab

띠꺼룸얼쯔리업

점액농후		
적기전반

TIkrMGil xab;, RKb;Ex

뜩꺼룸얼캅
끄롭까에

적기후반		
적기완료
RKb;Ex RKb;Ex

끄롭카에/
끄롭카에

큰	돼지의	음부
eyanIemRCUkFM

요니메쭈룩톰

연화
RCay

쯔리에이

점액누출
TIkrMGilRCab

띠꺼룸얼쯔리업

점액누출
TIkrMGil xab;,

띠꺼룸얼캅

적기완료
RKb;Ex

끄롭카에

적기완료
RKb;Ex

끄롭카에

발적
Rkhm/ 

끄러홈

종창	퇴화
ehIm/ exSay

하엄

종창	퇴화
ehIm/ exSay

하엄	

발적
Rkhm/ 

끄러홈

발적
Rkhm/ 

끄러홈

발적
Rkhm/ 

끄러홈

종창
ehIm

하엄

종창
ehIm

하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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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어모음   RkúmBakü  끄롬 삐억viFIsaRsþdak;eQµaltamlMdab;lMeday eRkayéf¶pþac;edaH

위티쌓 닥 츠몰 따룸답룸다오이끄라오이틍아이닺덯
이유후 발정과정의 
일반적 순서

발정	 rkeQµal

baljeong 록츠몰

순서	 lMdab;lMeday  

sunseo 룸답롬다오이

외음부	 eyanIeRkA

oeeumbu 요니끄라우

충혈	 RCabQam

chunghyeol 쯔리업치엄

점액	 TwkrMGil

jeom-aeg 뜩룸얼

누출	 ecj

nuchul 쪤

다른	 xUc

daleun 콯

울음소리	 sMelgcMElk

ul-eumsoli 썸렝쩜라엑

섭취량이 줄어들고   
seobchwilyang-i jul-eodeulgo

bnßybrimaN

번처이빠레이만

불안	 eqøqøa

bul-an 츨레츨라

체온	 kMedAxøÜn

che-on 껌다우클루언

타모돈 승가
tamodon seung-ga
dakRCÚkepSg

닥쭈룩프쌩

� 외음부가 붓고 충혈되기(음부발적) 시작 : 수퇘지 승가허용 24시간 전

EpñkxageRkAeyanIehImmanRCabQam(eyanIRkhm) Gacdak;RCÚkeQµalcUlmun24em:ag

프나엑캉끄라우요니하엄하어이미언쯔리업치엄(요니띠끄러홈) :앚닥쭈룩츠몰쫄 문
머페이부언마옹

� 외음부로부터 점액이 누출

TwkrMGilRCab ecjBI eyanI

뜩룸얼쯔리업쩬삐요니

� 평상시와 다른 울음소리를 내고 공격적인 행동

skmµeqøqøa beBa©jsMelgcMElkxusBIFmµta

싸깜츨레츨리어 번쩬쏨렝쩜라엑콯삐토암모다

� 발정기가 되면 사료의 섭취량이 줄어들고 불안, 체온상승

ebIsinCavarkeQµalvaeLIgkMedA eqøqøaehIysuItic

바어썬찌어위어록츠몰 위어라엉껌다우 츨레츨리어 하어이 씨뗒

� 군사시 타모돈 승가 시작 : 수퇘지 승가허용 12시간 전

eBlRTúgRCÚkcab;epþImdak;RCÚkepSg:GnuBaØatiRCÚkeQµalcUlmun12em:ag

뻴뜨룽쭈룩짭프다엄닥쭈룩프쌩: 아누냗쭈룩츠몰쫄 문모이마옹

<외음부	발적	및	점액누출>
eyanIRkhm nig TwkrMGilRCabecj

요니띠끄러홈	띠꺼룸얼쯔리업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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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어모음   RkúmBakü  끄롬 삐억

수퇘지 승가
sutwaeji seung-ga
Gnuvtþin_RCÚkeQµalcUl

아누냗쫄

사람승가 허용
salamseung-ga heoyong

GnujJatieGaymnusSeLIgCiH

아누냗아오 머눟랑응찌

� 수퇘지 승가허용 시작 : 28시간 후 종부적기(경산돈)

Cab;epþImGnuBaØatiRCÚkeQµalcUl:28em:ageRkaydl;eBlbgáat;BUC

쪼압프다엄아누냗쭈룩츠몰쫄: 머페이쁘람바이마옹끄라오이돌뻴벙깓뿢

� 사람승가 허용 시작 : 수퇘지 승가허용 후 12시간 후

Cab;epImGnuBaØatimnusScUl:12em:ageRkayeBldak;RCÚkeQµalcUl

쪼압프다엄아누냗머눟쫄 : 덥삐마옹끄라오이뻴닥쭈룩츠몰쫄

 사람이 승가해도 부동자세를 취하고 귀를 쫑긋이 세움

Gt;rMkileBlGnuBaØatimnusScUl

얻룸껄 뻴 아누냗 머눟쫄

<군사시	타모돈에게	승가>
dak;RCÚkepSgeBlRTúgRCÚk

닥쭈룩프쌩	뻴뜨룽쭈룩

<수퇘지	승가	허용>
GnuBaØatiRCÚkeQµalcYl

아누냗쭈룩츠몰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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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어모음   RkúmBakü  끄롬 삐억

등	 xñg

deung 크넝

허리	 cegáH

heoli 쩡껳

종부  적기 판단
jongbu jeoggi pandan

BiPSaBIkardl;eBlbnþBUC

삐피억싸삐까덜뻴번떠뿢

락카	 Lak

lagka 락

표시	 xµúkRmak;lab

pyosi 크목껌락리업

정액량	 brimaNTIkm:Ut	
jeong-aeglyang 빠레이만끼꺼모욷

파악	 yl;(cab;)
paag 욜(짭)

주문	 kum:ug

jumun 꼬몽� 사람이 등, 허리부분을 눌러줄 때 피하지 않음

minrt;eTANaeBl EdlmnusSRc)ac;EpñkcegáHxñgva

먼롣떠으나뻴다엘머놓쯔러밪프나엑쩡껳크농위어

� 위를 근거로 수퇘지 허용 시작 시점을 유추해 종부적기 판단

BiPSaBIkardl;eBlbnþBUCeday BicarNaeTAelIkarcab;epþImdak;RCÚkeQµaleday GMNHGMNagxagelI

삐피억싸삐까 덜뻴번떠뿢 다오이 삐짜러나떠으 르으까짭프다엄닥쭈룩츠몰다오이 엄
낭캉 르으

� 발정돈은 락카 등을 이용하여 등에 표시

eRbIxµúkRmak;labelIxñgedIm,IcMNaMfaCaRCÚkrkeQµal

쁘라어크목므레악리업르으크넝다엄바이쩜남타 찌어쭈룩츠몰

� 다음날 필요한 정액량을 파악하여 주문

kmµg;ykbrimaNTIkm:Ut EdlRtÚvkarenA éf¶bnÞab;

꺼멍 욕빠리만띠 꺼몯다엘 뜨로우까너으틍아이번또압

<사람승가	허용>
GnujJatieGaymnusSeLIgCiH

아누냗아오	머눟랑응찌

<허리	누름>
Rc)ac;EpñkcegáH

쯔러밪프나엑쩡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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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어모음   RkúmBakü  끄롬 삐억구   분
Epñk

프나엑

이유
pþac;edaH

프닿덯

교배적기 1안(경산돈)
evlabgáat; (RCÚkFøab;mankUn) 

웰리어벙깓(쭈룩틀로압미언꼰)

금요일
éf¶suRk

틍아이쏙

1일차
éf¶TI  1

틍아이띠모이

수퇘지	승가허용	시작	후		
24시간	후	1차,		
12시간	후	2차,	
12시간	후	3차(선택)
bnÞab;BICab;epþImGnuBaØatiRCÚkeQµalcUl  

elIkTI1bnÞab;BI24em:ageRkay  

elIkTI2bnÞab;BI12em:ageRkay  

elIkTI3bnÞab;BI12em:ageRkay (RCÚkFøab;mankUn)

벙쫍삐쪼압프다엄아누냗쭈룩츠몰쫄
르윽띠모이번또압삐 머페이부언마옹끄라오이
르윽띠삐 번또압삐 덥삐마옹끄라오이
르윽띠바이번또압삐덥삐마옹끄라오이(쯔르륵)

토요일
éf¶esAr

틍아이싸우

2일차
éf¶TI  2

틍아이띠삐

일요일
éf¶GaTitü

틍아이아떧

3일차
éf¶TI  3

틍아이띠바이

월요일
éf¶c½nÞ

틍아이짠

4일차
éf¶TI 4

틍아이띠부언

화요일
éf¶GgÁar

틍아이엉끼어

5일차
éf¶T 5

틍아이띠쁘람

수퇘지	승가허용	시작	후	12시간	후	1차,	

12시간	후	2차,		
12시간	후	3차(선택)
bnÞab;BICab;epþImGnuBaØatiRCÚkeQµalcUl elIkTI1bnÞab;BI12em:ageRkay  

elIkTI2bnÞab;BI12em:ageRkay  

elIkTI3bnÞab;BI12em:ageRkayR (CÚkFøab;mankUn)

벙쫍삐쪼압프다엄아누냗쭈룩츠몰쫄
르윽띠모이 번또압삐 덥삐마옹끄라오이
르윽띠삐 번또압삐 덥삐마옹끄라오이
르윽띠바이 번또압삐 덥삐마옹끄라오이(쯔르륵)

수요일
éf¶Buc

틍아이뽖

6일차
éf¶TI 6

틍아이띠쁘람모이

수퇘지	승가허용	시작	후	승가허용시	1차,		
12시간	후	2차,	
12시간	후	3차(선택)
bnÞab;BICab;epþImGnuBaØatiRCÚkeQµalcUl eBlGnuBaØatieGaycUlelIkTI1  

elIkTI2bnÞab;BI12em:ageRkay

elIkTI3bnÞab;BI12em:ageRkay (RCÚkFøab;mankUn)

벙쫍삐쪼압프다엄아누냗쭈룩츠몰쫄
뻴아누냗아오이쫄르윽띠모이
르윽띠삐  번또압삐 덥삐마옹끄라오이
르윽 띠바이 번또압삐 덥삐마옹끄라오이(쯔르륵)

목요일
éf¶RBhs,t×

틍아이쁘러
호아

7일차
éf¶TI 7

틍아이띠쁘람삐

경산돈	 RCÚkFøab;mankUn  

gyeongsandon 쭈룩틀로압미언꼰

▒ 3차 종부 : 2차 종부 후에 계속 발정증세 보이면서 수퇘지 승가를 허용 6~12

시간 후에 다시 한번 더 수정

karbgáat;BUCelIkTI3eRkaybgáat;BUCelIk TI2 ehIy ebIeXIjvacg;rkeQµaleTotenaH dak;RCÚkeQµalcUl 

ehIy 6~12em:ageRkaydak;mþgeTot

까벙까얻뿢 르윽 띠바이: 끄라오이벙깓뿢 르윽 띠 삐 하어이 바어 크은 위어 쫑록츠
몰띠얻눟 닥쭈룩츠몰쫄 하어이 쁘람모이~덥삐마옹끄라오이 닥 뭐동띠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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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모돈(종부대기돈)	종부관리
RCÚkpþac;edaH (RCÚkeRtómbgáat;BUC) Binitükarbgáat;BUC
쭈룩프닺덯(쭈룩뜨리엄벙깓뿢)	삐넏까벙깓뿢

종부방법

viFIsaRsþbgáat;BUC

위티싸벙깓뿢

이유모돈	 kUnRCÚkpþac;edaH

iyumodon 꼰쭈룩프닺덯

종부	 mundak)a

jongbu 문닥바

보관	 dak;

bogwan 닥

수송	 bBaÞÚneTA

susong 번쭈운떠으

돼지정액 	 TIkm:UtRCÚk

dwaejijeong-aeg 띠꺼묻로봏싿쭈룩

직사광선	 BnøWéf¶

jigsagwangseon 뻔르틍아이

주의	 Rbytñ½

juui 쁘러얃

정전	 dac;GKÁIsnI 

jeongjeon 닺아끼쓰니

고장	 xUc

gojang 코웆

대비	 eroncM

daebi 리업쩜

온도	 kMedA

ondo 껌다우

점검	 RtÜtBinitü

jeomgeom 뚜루얻삐넏

 정액은 반드시 17~18℃를 유지하는 전용보관고(온장고)에 보관 및 수송

TIkm:Utdak; kñúgFugrkSaTIkm:UtGKÁIsnI EdlmansItuNðPaB 17~18°C (TUrkMedA)

띠꺼모욷 닥 크농통레악싸띠꺼모욷아끼스니다엘미언씨돈나피업 덥쁘람삐~덥쁘람
바이 엉싸쎄 (뚜껌다우)

 돼지정액은 보관온도에 따라 보존시간과 번식성적에 크게 영향 미침 

(희석한 액상정액의 보존기간은 3~5일 이내)

TIkm:Utrbs;stVRCÚkmanGnuPaBelIkarbgáat;BUC nig ryHeBlrkSaGaRs½yeTAelIsItuNðPaBrkSarbs;va 

(efrevlarkSaTIkm:Ut manryHeBlkMLúg3~5éf ¶)

띠꺼모욷로봏싿쭈룩미언아누피업르으까벙깓뿢넝로얗뻴레악싸 아쓰라이떠으르으 
씨똔나피업레악싸로봏위어 (테웰리어레악싸띠꺼모욷미언로얗뻴껌롱 바이 떠으 쁘
람 틍아이)

 정액이 저온충격을 받거나 직사광선에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

Rbytñ½ kuMeGayTIkm:Ut sßit kñúgsItuNðPaBTabb¤ ehorb:HBnøWéf¶

쁘러얃 꼼아오이띠꺼모욷 쓰터읻크농씨똔나피업띠업르 히어 뼇뻔르틍아이

 정액보관고에 보관할 경우에도 정전이나 고장에 대비하여 온장고 내부에  

최저 최고 온도계를 넣어두고 수시로 온도를 점검

kñúgkrNIrkSaTIkm:Ut Edldak; kñúgFugRtÚvRbúgeRbóbcMFugGKÁIsnIeTA nig TIkEnøgehIy  dak;ETm:UEm:tcUl 

kñúgFugenaHrYcBi nitüemIlsItuNðPaBeBl

크농까나이레악싸띠꺼모욷다엘닥크농통 뜨로우쁘롱쁘리업리업쩜통아끼쓰니 떠으 
넝 띠껀라엥 하어이 닥 떼이 몬마엗 쫄크농통눟 루엏삐넏멀 씨돈나피업로알뻴

 보관고에서 꺼내어 돈사로 이동할 때에도 급격한 온도변화를 막기 위한  

스티로폼 박스등의 보온조치가 필요

eBlykTIkm:UtecjBIFug ehIy sMedAeTARTúgenaHKWRtÚveFVIy:agNakarBarsuItuNðPaBkuMeGayERbRbÜl

뻴욕띠꺼모욷쩬삐통하어이 썸다우떠으뜨룽눟 끄 뜨로우트버양나 까삐어씨돈나피업
꼼아오이 쁘러하엘쁘루얼

▒ 인공수정

eTssib,nimµit

뗗섬빡니믓

PaBtRmÚvTIkm:Ut

피업떰로우띠꺼모욷정액의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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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들어 섞어줌
heundeul-eoseokk-eojum

GRgÜnRkLúkfñm²

엉루언끄러녹트넘트넘

정액보관고
jeong-aegbogwango

RbGb;yUr EdlrkSaTuk

쁘러옵유다엘레악싸뚝

보관용 박스	
bogwan-yong bagseu

RbGb;Tuk

쁘러옵뚝

정액 주입기
jeong-aeg ju-ibgi
RbePTsuIruaMgcak;TIkm:Ut

쁘러펟씨랑짝띠꺼모욷

 주입 기술은 간단하고 용이하도록 숙달

buinRbsBVedIm,IgayRsÜl kñúgCMnajcak;TIkm:Ut

뽄쁘러쌉 다엄바이응이에이 쓰루얼크농 쭘니언 짝 띠꺼모욷

 주입 시기(종부적기)를 적절히 판단

viniqä½ysmehtupleBl EdlRtÚvcak; (eBlRtÚvbnþBUC)

위네이차이 썸하엗펄뻴다엘뜨로우짝(뻴뜨로우번떠뿢)

 정액 취급 방법 숙지

yl;c,as;BIviFIsaRsþeRbIR)as;;TIkm:Ut

욜쯔밯삐위티싸 쁘라어쁘랗띠꺼모욷

 모돈을 성적으로 흥분시키고 사람을 무서워하지 않게 함

eFVIeGayvaseRmIbedIm,IkuMeGayRCÚkxøacmnusS

트버아오이취어썸라업다엄바이꼼아오이쭈룩클랒머눟

 인공수정의 성패는 담당자들의 기술에 따라 좌우

karRbRBwtþbs;mnusSRbkbeday eCaKC½yGaRs½yeTA tamkarykcitþTukdak;CMnaj rbs;GñkEfrkSa

까쁘러쁘럳로봏머눟쁘러껍다오이 쪽쩨이 아쓰라이떠으땀까욕쩓뚝닥쭘니언로봏네
악타에레악싸

 깨끗한 수건이나 휴지 준비

erobcMRkdasnigkEnSgs¥at

리업쩜끄러닿넝껀라엥싸앋

 보관고에 장기간 보관한 정액은 1일 2회정도 가볍게 흔들어 섞어줌

TIkm:Ut EdlrkSaTukkñúgRbGb;yUrRtÚvGRgÜnRkLúkfñm ² 1éf¶RbEhl2dg

띠꺼모욷다엘레악싸뚝크농쁘러옵유뜨로우엉루언끄러녹트넘크넘 모이 틍아이쁘러
하엘 삐덩

<고정용	정액보관고>
kareRbIR)as;RbGbrkSaTIkmUt

까쁘라어쁘랗쁘러옵레악싸띠꺼
모욷

<정액운반	및	보관용	박스>
RbGb;dak;nigkarCBa©ÜnTIkmUt

쁘러옵닥넝까쩐쭈운띠꺼모욷

<정액	주입기	종류>
RbePTsuIruaMcak;TIkm:Ut

쁘러펟씨랑짝띠꺼모욷

tRmÚvkarrbs;Gñkcak;TIkm:Ut   

떰로우까로봏네악짝띠꺼모욷정액 주입자의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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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FIsaRsþcak;bBa©ÚlTIkm:Ut

위티싸짝번쭈얼띠꺼모욷정액 주입 방법

정액	 TwkTIkm:Ut

jeong-aeg 뜩띠꺼모옫

방법	 viFIsaRsþ

bangbeob 위티싸

안정시킴	 eFVIRsal ²  

anjeongsikim 트버쓰랄쓰랄

수건으로	 edaykEnSg

sugeon-eulo 다오 건셍

닦아줌	 CUt

dakk-ajum 쭏

희석액	 eRbg

huiseog-aeg 쁘랭

윤활제	 eRbgrIsarFaturav

yunhwalje 쁘렝싸티얻리에이우

바름	 lab

baleum 리업

엄지	 eméd

eomji 메다이

인지	 cg¥l;éd

inji 쩡올다이

주입기	 RbePTsuIruaMg

ju-ibgi 쁘러펜씨랑

삽입	 bBa©Ún

sab-ib 뻔쭌

15도	 15°C
sib-odo 덥쁘람엉싸쎄

각도	 dIeRk

gagdo 다이끄렉

위쪽	 xagelI

wijjog 캉르

수평	 Esepþk 
supyeong 크세프덱

<4번	설명	그림>
rUbniyayGMBIelx4

룹니지에이엄삐렉부언

<5번	설명	그림>
rUbniyayGMBIelx5

룹니지에이엄삐렉쁘람

� 종부적기의 모돈을 부드럽게 다루어 안정시킴

eFVIRsal² dl;RCÚkjI Edldl;éf¶bnþBUC

트버쓰랄쓰랄 덜 쭈룩니 다엘덜틍아이번떠뿢

� 외음부를 물기 있는 깨끗한 종이 수건으로 닦아줌

CUteyanI EdlmanTIkrIsMeNImeday RkdasrIkkEnSgs¥at

쭏요니다엘미언띠꺼라이쏨나엄다오이끄러닿 르 껀싸엥싸앋

� 정액 주입기 주위에 희석액이나 액체 윤활제를 적당히 바름 

(일회용 주입기를 쓸 때는 젤리가 필요 없음)

labeRbgrIsarFaturavxøH ² elIsuIruaMgcak;TIkm:Ut (mincaM)ac;cMeBaHsuIruaMgcak; EdleRbIelIkTImUy)

리업쁘렝 르 싸티얻리어브 클랗클랗 르으 씨레앙 짝 띠꺼모욷 (먼짬밪쩜뿌엏씨레앙
짝다엘쁘라어르윽띠모이)

� 왼손의 엄지와 인지로 외음부를 열고 오른손으로 주입기를 삽입 

(주입기의 끝이 요도입구로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

cab;ebIkrnæeyanIeday RmamédxageqVg  ehIy  jat;suIruaMgcUleday édxagsþaM (Rbytñ½kuMeGaycugsuIruaMgcUlrnæTVa

rtUc)

짭바억로안요니다오이 므리엄다이캉츠벵하어이 뇨앋 씨레앙쫄다오이다이캉쓰담(쁘
러얃꼼아오이쫑씨레앙쫄 로안뜨비어뚜엊)

� 오른손으로 주입기를 잡고 15도 각도 위쪽으로 향하게 하여 15cm정도까지  

삽입한 후 주입기를 수평으로 하여 자궁경 입구인 25cm 정도까지 서서히  

넣으면서 저항감이 느껴질 때까지 삽입 

(외음부로부터 20~25cm 지점에 자궁경부가 있으나 돼지가 클수로 깊음)

édxagsþaMcab;kan;suIruaMgrYc ehIy tMrg;eTAxagelI15dIeRk ehIy jat;cUleTA kñúgRbEhl15cm ehIy  
bnÞab; mkeTotdak;cUltic ² eTA kñúgrnæeyanIRbEhlCa 35cm nig eFVIkarrukcUlrhUtdl;manGarmµN_

tTl; (BIeyanIxageRkAeTAdl;cMnuc20~25manrnæeyanI kñúgehIyEtebIRCÚkkarn;EtFMrnæenaHkan;EteRCA)

다이캉쓰담짭깐씨레앙루엊하어이 떰롱떠으캉르으 덥쁘람다이끄레 하어이 뇨앋쫄떠
으크농쁘러하엘 덥쁘람 쎈 하어이 번또압목띠얻쫄뗒뗒 떠으크농로안요니쁘러하엘찌
어 머페이떠으머페이쁘람 쎈넝 트버까 룩쫄로호욷미언아럼떠또알 
(삐요니캉끄라우 떠으덜 쩜눚 머페이떠으머페이쁘람 미언로안요니크농 하어이따에
바어쭈룩깐따에 톰 로안눟깐따에쯔러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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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액병	
jeong-aegbyeong
kBaäb;dak;emCIvit

껀촙닥메찌얻

포장팩	 kBaäb;

pojangpaeg 껀촙

주입기	 RbePTsuIruaMg

ju-ibgi 쁘러펟씨랑짝

연결	 P¢ab;

yeongyeol 프쪼압

서서히	 bnþicmþg²  

seoseohi 번뗗뭐동뭐동

정액	 kBaäb;dak;emCIvit

jeong-aeg 껀촙닥메찌얻

주입	 cak;

ju-ib 짝

<6번	설명	그림>
rUbniyayGMBIelx6

룹니지에이엄삐렉쁘람모이

<9번	설명	그림>
rYbniyayGMBIelx9

룹니지에이엄삐렉쁘람부언	

� 더 이상 삽입이 안 될 때 주입기를 시계 반대방향으로 부드럽게 3~4차례 정

도 돌리면서 밀어 넣으면 자궁 경관에 물리게 됨(만일 주입기가 자궁경관에 잘 

물리지 않으면 시계방향으로 주입기를 부드럽게 돌리면서 빼낸 후 다시 삽입)

ebIkalNaminGacjat;suIruaMgeTAeTot ehIy enaHbgVilBIsþaMeTAeqVg3~4CuMfñmmYy²ehIy rujjat;bBa©ÚleTA 
kñúgrnæs,Ún)an (RbsinebIsuIruaMgmin)aj;cUleTA kñúgrnæeyanIeTenaHbgVilBIeqVgeTAsþaMfñmmYy ² rYcdkecj 
ehIy e FVIkarj;atcUlCafµImþgeTot)

바어깔나먼앚노앋씨레앙떠으띠얻하어이눟 벙월삐쓰담떠으 츠벵 바이떠으부언 쭘트
넘트넘모이모이 하어이 룬 뇨앋번쫄하어이 앚번쭐떠으크농로안쓰보온반 (쁘러썬바
어씨레앙먼앚반쫄떠으크놈로안요니떼눟 벙월삐츠벵 떠으쓰담 트넘모이모이 루엊덕
쩬하어이트버까뇨앋쫄찌어 트마이뭐덩 띠얻)

� 그 후 주입기를 조심스럽게 적당한 위치에 놓음(주입기 끝의 굵기가 너무  

작으면 암퇘지의 생식기관에 꽉 끼지 못할 수도 있는데 이 경우는 정액의 역류

를 일으킬 수 있음)

bnÞab;BIenaHdkvaecjeday RbúgRbytñ½ehIy Tukdak;suIruaMgeGayl¥ (ebIsinCak,al xagcugsuIruaMgtUcvaGacmi 

nENnRbdab;ePTRCÚkjIenaHeT krNIEbbenHlMhUrTIkm:UtGacehorecj)an)

번또압삐눟덕위어쩬다오이쁘롱쁘러얃하어이 뚝닥씨레앙아오이러어 (바어썬찌어끄
발캉쫑 씨레앙또웆 위어앚 먼나엔쁘러답펟쭈룩니눟떼, 까나이빠엡닣 룸후어띠꺼모
욷앚히어쩬반)

� 정액병 또는 정액 포장팩(Gene Pack 또는 알미늄 Pack)을 주입기에 연결함

P¢ab;suIruaMgCamYydb nig kBaäb;dak;emCIvit

프쪼압씨레앙찌어뭐이 덥넝 껀쫍 닥메찌벋

� 이때 주입기를 조금 뒤로 후퇴시켜 10분정도 서서히 정액을 주입시킴

suIruaMgeBlenHdkvaecjbnþicehIy cak;emCIvitcUlbnþicmþg ² ryHeBlRbEhl10naTI

씨레앙뻴닣 덕위어쩬번뗒하어이 짝메찌벋쫄번뗒 뭐덩뭐덩 로양뺄쁘러하엘 덥니아띠

 돼지꼬리를 계속 잡으면서 주입기가 자궁경관속에 잘 물릴 수 있도록 하여 외

음순 밖으로 정액이 역류하는 것을 방지함

cab;knÞúyeGayCab;ehIy sUksuIruaMgcUl kñúgrnæeGay)anRtwmRtÚvehIy ykédTb;kuMeGayTIkm:UtenaH 

ehorecjmkxageRkA

짭껀뚜이아오이쪼압하어이 쏘옥씨레앙쫄크농로안아오이반뜨럼뜨로우하어이 욕 다
이 또압 꼼아오이 띠꺼모욷 눟 히어쩬목캉끄라우

 외음순을 손으로 서서히 문질러 주면 암퇘지의 자궁 수축을 촉진하여  

정자의 운반을 촉진하는데 도움됨

ebIsinCaykédGEg¥leyanIfñm ² enaHCMrujeFVIeGays,ÚnRCÚkjIx©b;ehIyvaGacCMruj dl;bBaäÚnTIkkam.

바어썬찌어욕다이 엉아엘요니 트넘트넘 눟 쭘룬트버아오이쓰보운쭈룩니크쩝하어이 
위어앚쭈어이 쭘룬덜 번쭌띠꺼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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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어모음   RkúmBakü  끄롬 삐억

주입	 cak;

ju-ib 짝

제거	 ykecj

jegeo 욕쩬

시계방향으로 돌리다    
sigyebanghyang-eulo dollida

EbtamRcnicnaLika

바에땀뜨러닞닐리까

빼다	 dkecj

ppaeda 덕쩬

주입시간	 eBlryHcak;fñaM

ju-ibsigan 뻴짝

기록	 kt;

gilog 껃

� 정액주입 중 역류가 심하면 주입을 잠시 멈추고 주입기를 전후 좌우로  

부드럽게 움직인 후 주입

bBaÄb;karcak;ebIsinCamankarehorxøaMgeBlcak;TIkm:Ut ehIy eRkaymkeFVIkarcak;CafµIbnÞab;BI 

kMerIksuIruaMgeTAvijeTAmkfñm ²  

번촙까짝바어썬찌어미언까히어클랑껌랑뻴짝띠꺼모욷하어이끄라오이목트버까 짝찌
어트마이번또압 삐 껌라억씨레앙떠으뷘떠으목트넘트넘

� 정액주입을 끝낸 후에 주입병이 비워졌을 때는 자궁경관에 공기가  

들어가지 않도록 주입기에 약간의 정액을 남겨 둠 

(공기가 들어가면 생식기 밖으로 정액을 밀어내어 정액의 역류가 많아짐)

bnÞab;BIeFVIkarcak;TIkm:UtrYcehIy cUrbnSl;TukTIkm:UtxøHedIm,IkarBarkuMeGaymanxül;cUl kñúgs,Ún 

(ebIsinCaxül;cUlmankar ehorTIkm:UteRcIneday sarEts,Únrujecj)

번또압삐트버까짝꺼모욷 루엊하어이 쫄번썰띠꺼모욷클랗 다엄바이까삐어 꼼아오이
미언크졸 쫄 크농쓰보운  
(바어썬찌어크졸쫄 미언까히어띠꺼모욷쯔라언 다오이싸따에쓰보운룬쩬)

� 주입기에 약간의 정액이 있을 때 주입병을 제거하고

ykdbecjebIeBleXIjTIkm:Ut enAsl;tic

욕덥쩬 바어뻴크은끼꺼모욷 너으 썰 뗒

� 주입기 끝 구멍을 손가락으로 막고 30~60초 동안 모돈의 등을 눌러 줌

lujxñgemRCÚkRbEhl 1naTI bnÞab;BIykédbiTrnæcugsuIruaMg

룬크넝메쭈룩쁘러하엘 모이 니아띠 번또압삐욕다이벋로안쫑씨레앙

� 등을 계속 눌러 주면서 주입기를 시계방향으로 서서히 돌려 뺌

lujxñgemRCÚkbeNþI nig bgVilTajyksuIruaMgmkEbtamRcnicnaLikafñm ²  

룬트넝메쭈룩 번다어 넝 벙월띠언 욕 씨레앙 바에땀뜨러닞닐리까 목뷘 트넘트넘

� 인공수정 전후에 암컷을 얌전히 다룸

RCÚkjIbnÞab;BIGnuvtþkarbnþBUCeday mnusSrYcmkkayvikarxusBImun

쭈룩니 번또압삐아누왇 까번떠뿢다오이 머눟루엊목까이위까콯삐문

� 수정일, 시간, 품종(정액명) 등을 기록하고 다음 주입시간 기록

kt;eQµaHemCIviteBlevlaéf¶Gnuvtþ nig bnÞab;mkeTotkt;em:ageBlcak;

껃츠무엏 메쭈룩, 웰리어, 틍아이아떧 넝 번또압목띠얻껃마옹뻴짝

� 일회용 주입기는 재사용하지 않도록 함

kuMeRbIsuIruaMgcak; EdleRbIrYcmþgmk ehIy  

꼼쁘라어씨레앙짝다엘쁘라어루엊뭐덩목하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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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사시	유의사항
 eKalkarRbugRby½tñeBlcak;fñaM

	 꼴까쁘롱쁘러얃	뻴찌악트남

2.	캄보디아어	단위	표기법
 kardak;BinÞúviFankar edayPasaExµr

	 까닥뻔뚜위티언까	다오이	피어싸	크메어

기타 관리사항 karRKb;RKg epSg ²  

까 끄롭끄롱 프쌩프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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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rcak;sac;dMu

까짝싹돔 근육주사

주사시 유의사항01 eKalkarRbugRby½tñeBlcak;fñaM

꼴까쁘롱쁘러얃	뻴찌악트남

근육	 sac;duM

geun-yug 쌎돔

귀	 Rtecok

gwi 뜨러찌억

아래	 xageRkam

alae 깡끄라옴

뒷부분	 EpñkxageRkA

dwisbubun 프나엑캉끄라우

어깨 앞쪽	 muxsµa

eokkae apjjog 목쓰나때앙썽캉

적절한	 EdlRtwmRtÚv

jeogjeolhan 다엘뜨럼뜨로우

주사 바늘	 m¢úlcak;fñaM

jusa baneul 므쭐짝트남

단어모음   RkúmBakü  끄롬 삐억

▒ 근육주사는 귀 바로 아래와 귀 뒷부분 및 어깨 앞쪽의 목 부분에 주사

karcak;sac;duMcak;eRkamRtecokcMehog xageRkay nig kenA muxsµaTaMgsgxag

까 짝쌎돔 짝 끄라옴 뜨러찌억 쩜히엉 캉끄라오이 넝 끄너으 목쓰마 때앙 썽캉

▒ 허벅다리와 엉덩이 또는 허리 부위에는 주사는 비권장 

(출혈 또는 멍 자국으로 상품가치가 떨어짐)

karcak;fñaMenA cegáHb¤ePøA nig RtekokminRKab;RKan;eT  

(karFøak;cuHKuNPaBplitpl EdlbSl;nUvEPñkBN’exµAb¤xVHQam)

까 짝 트남 너으 쩡껳 그 플루으 넝 끄러끼억먼끄롭끄로안떼   
(까틀레악쫗꾼나피업펄럳떠펄 다엘 번썰 너우 프넥 뽀아 크마우 르 크밪 치엄)

▒ 적절한 크기의 주사바늘을 사용

kareRbIR)as;;TMhMm¢úl EdlRtwmRtÚv

까쁘라어쁘랗 뚬훔 므쭐다엘뜨럼뜨로우

사육단계
dMNak;kalFat;

덤낙깔톰토악

크기(게이지)
TMhM (Gauge)

뚬훔

길이(인치)
RbEvg (Giug)
쁘러벵(잉)

젖먹이돼지
RCÚksuIcMNIdMbUg

쭈룩씨쩜나이덤봉

18	또는	20
18rW20

쁘람바이르머페이

5/8	또는	1/2
5/8rW1/2

쁘람바이 짜엑찌어 쁘람르 
삐짜엑찌어모이

젖뗀돼지
RCÚkpþac;edaH

쭈룩프닺덯

16	또는	18
16rW18

덥쁘람모이 르 덥쁘람바이

3/4	또는	5/8
3/4rW5/8

부언짜엑찌어바이 르
쁘람바이 짜엑찌어 쁘람

비육돈
RCÚksac;

쭈룩쌎

16
16

덥쁘람모이

1
1

모이

번식돈
RCÚkBUC

쭈룩뿢

14,	15	또는	16
14,15rW16

덥부언, 덥쁘람 르 덥쁘람모이

1	또는	1.5
1rW1.5

모이 르 모이캄 쁘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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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rcak;fñaMtamEs,k

까짝트남땀쓰바엑피하주사

피하	 Es,k

piha 쓰바엑

옆구리 부위	 EpñkxagcegáH

yeopguli buwi 프나엑캉쩡겧

적절한	 EdlRtwmRtÚv

jeogjeolhan 다엘뜨럼뜨로우

주사바늘	 m¢úlcak;fñaM

jusabaneul 므쭐짝트남

단어모음   RkúmBakü  끄롬 삐억

▒ 깨끗하고 건조한 곳에서 주사

karcak;fñaMenA kEnøg Edls¥at ehIy s¶Üt

까짝트남너으껀라엥다엘 싸앋하어이 씅욷

▒ 자돈의 경우 피부가 충분히 늘어지는 옆구리 부위에 주사

cak;fñaMenA Es,kRCÚktamcMehogxøÜn EdlyWtRKb;RKan;

짝트남너으쓰바엑 쭈룩 땀쩜히엉클루언다엘 이읃 끄롭끄로안

▒ 근육에 주입되지 않도록 적절한 크기의 주사바늘과 각도가 요구됨

TMhMm¢úlcak; EdlRtwmRtÚvcak;mindl;sac;duMCadac;xat nig muMcak;RtwmRtÚv

뚬훔므쭐짝 다엘뜨럼뜨로우짝먼돌쌎돔찌어 닺칻넝 뭄토악뜨럼뜨로우

▒ 육성돈 이상의 큰 돼지는 적절한 크기의 주사바늘을 사용

RCÚk EdlmanTMhMFMCagRCÚkBUCeRbIR)as;TMhMm¢úl EdlRtwmRtÚv

쭈룩다엘미언뚬훔톰찌엉쭈룩뿢쁘라어쁘랗뚬훔므쭐다엘뜨럼뜨로우

사육단계
dMNak;kalFMFat;

덤낙 깔톰토앋

크기(게이지)
TMhM (Gauge)

뚬훔

길이(인치)
RbEvg (Giug)
쁘러벵(잉)

젖뗀돼지
RCÚkpþac;edaH

쭈룩프닺덯

16	또는	18
16rW18

덥쁘람모이 르 
덥쁘람바이

1/2
1/2

삐짜엑찌어모이

비육돈
RCÚksac;

쭈룩쌎

16
16

덥쁘람모이

3/4
3/4

부언짜엑찌어바이

번식돈
RCÚkBYC

쭈룩뿢

14	또는	16
14r16

덥부언 르 덥쁘람모이

1
1

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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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어모음   RkúmBakü  끄롬 삐억
karcak;fñaMtamRcmuH

까짝트남땀쯔러뫃비강내 주입

kareRbIR)as; nig karTukdak;fñaM EdleRbIsMrab;stVBahnH

까 쁘라어쁘랗 넝 까 뚝닥트남다엘쁘라어썸로압 싿삐어하낳

동물용의약품의 
보관 및 사용

의약품	 fñaM

uiyagpum 트남

보관	 dak;

bogwan 닥

사용	 kareRbIR)as

sayong 까쁘라어쁘랗

냉장고	 TUTwkkk

naengjang-go 뚜뜩꺼

수시로	 ehayRKb;eBl

susilo 다오이끄롭뻴

온도 확인	
ondo hwag-in
RtÜtBinitüsIutNðPaB

뜨루얻삐넏씨돈나피업

직사광선	 BnøWéf¶

jigsagwangseon 뻔르틍아이

피하고	 ecos

pihago 찌엏

사용	 kar eRbIR)as;

sayong 까쁘라어쁘랗

약제	 fñaM

yagje 트남

미사용	 minTan;eRbI

misayong 믄떤브라으

불량	 PaBxUc

bullyang 코웆

주기적	 yUyUmþg

jugijeog 유유뭐동

폐기	 ecal

pyegi 짜올

돈사내	 kñúgRTúg

donsanae 크농뜨룽

방치 금지	 hamTukecal

bangchi geumji 함뚝짜올

휴약기간	 eBlrbs;fñaM

hyuyaggigan 뻴로봏트남

확인	 RtÜtBinitü

hwag-in 뚜루얻삐넏

▒ 백신 및 호르몬제는 냉장고내에서 2~8℃ 이내로 보관

v:ak;sMag nig fñaMG½rm:UnrkSar kñúgTUTwkkkenA sItNðPaB2~8°C

왇쌍 넝 트남 아로몬 레악싸뚝크농뚜뜩꺽너으씨돈나피업 삐~쁘람 바이 엉싸쎄

▒ 스티로폼 박스 상단을 제거하고 냉장고에 보관

dkecjxagelI LaMg v:ak;saMg nig rkSaTuk kñúgTUTwkkk

덕쩬캉르 쓰티로폼 왇쌍 넝 레악싸뚝크농뚜뜩꺽

▒ 냉장고에는 최고·최저 온도계 비치하여 수시로 온도 확인

ETm:UEm:RtrkSaTukñúgTUTwkkkEdlbgðajnUvsItNðPaBGb,brimaGtib,rima ehIy 

RtÜtBinitüsItNðPaBRKb;eBlevla

떼몬마엗레악싸뚝크농뚜뜩꺽다엘벙한너우씨돈나피업 아빠빠리마 하어이 뜨루얻삐
넏 씨돈나피업끄롭끄롱뻴웰리어

▒ 약품은 직사광선을 피하고 서늘한 보관함에 사용 약제와 미사용 약제 별도 

보관

fñaMecosvageGayRtÚvBnøWéf¶ nig rkSaTukepSgBIKñarvagfñaMcak; EdlminTan;eRbI nig fñaMEdleRbI ehIy  

TukenAkEnøgRtCak;

트남 찌엏위엉아오이뜨로우뻔르틍아이넝 레악싸뚝프쌩삐크니어로비엉 트남짝다엘
먼또안쁘라어 넝트남다엘쁘라어하어이 뚝너으껀라엥뜨러쩨악

▒ 보관상태가 불량한 약제나 유효기간이 지난 약제는 주기적으로 폐기

fñaMEdlrkSaTukdak;mansPaBxUcb¤fñaMcak; EdlhYskMNt;kareRbIR)as;e)aHecaleTAtamkarkMNt;

트남다엘레악싸뚝닥미언싸피업코웆 르 트남짝다엘후엏 껌넏까쁘라어쁘랗 벟짜올떠
으땀까껌넏

▒ 사용 후 남은 백신 및 호르몬제 돈사내 방치 금지

hamTukecalfñaMG½rm:Un nig v:ak;saMg kñúgRTúgRCÚkeRkayeBleRbIR)as;

함뚝짜올트남알로몬넝왇쌍크농뜨룽쭈룩끄라오이뻴쁘라어쁘랗

▒ 약품 사용자는 약품의 휴약기간을 확인한 후 사용

GñkeerIR)as;fñaMeRbIR)as;eRkayeBlRtÜtBinitünUvkarkMNt;eBlevlarbs;fñaM

네악쁘라어쁘랗트남쁘라어쁘랗 끄라오이뻴뜨루얻삐넏너우까껌넏뻴웰리어로봏트남

▒ 약품병의 주입구를 비강내 깊숙이 삽입하고 돼지의 머리부분을 위로 향하게 

한 후 약품을 주입

RckbBa©ÚltamCMerArn§RcmuHCMgW EdlfñaMsMrab;cak;tammat; nig cak;fñaMTwkEpñkxagk,alrbs;stV  

RCÚkeRkayeBlemIlkarENnaMrYc

쯔럭번쫄땀쭘로안쯔러뫃 쭘으다엘트남썸로압짝땀모앋 넝 짝트남뜩 프나엑캉끄발로
봏싿쭈룩끄라오이뻴멀까나에노암루엊

기타 관리사항 | karRKb;RKg epSg 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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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품	및	백신	저장>
fñaMnigkarrkSaTukdak;v:ak;saMg 

트남넝까레악싸뚝닥				왇쌍

MEM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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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캄보디아어 단위 표기법
kardak;BinÞúviFankar edayPasaExµr

까닥뻔뚜위티언까	다오이	피어싸	크메
어

1 mUy 모이
2 BIr 삐
3 bI 바이
4 bYn 부언
5 R)aM 쁘람
6 R)aMmUy 쁘람 모이
7 R)aMBIr 쁘람 삐
8 R)aMbI 쁘람 바이
9 R)aMbYn 쁘람 부언
10 db 덥
11 dbmUy 덥 모이
12 dbBIr 덥 삐
13 dbbI 덥 바이
14 dbbYn 덥 부언
15 dbR)aM 덥 쁘람
16 dbR)aMmUy 덥 쁘람 모이
17 dbR)aMBIr 덥 쁘람 삐
18 dbR)aMbI 덥 쁘람 바이
19 dbR)aMbYn 덥 쁘람 부언
20 émÖ 머페이
21 émÖmYy 머페이 모이
22 émÖBIr 머페이 삐
23 émÖbI 머페이 바이
24 émÖbYn 머페이 부언
25 émÖR)aM 머페이 뿌람
26 émÖR)aMmYy 머페이 쁘람 모이
27 émÖR)aMBIr 머페이 쁘람 삐
28 émÖR)aMbI 머페이 쁘람 바이
29 émÖR)aMbYn 머페이 쁘람 부언
30 saMsib 쌈썹
31 samsibmUy 쌈썹 모이
32 samsibBIr 쌈썹 삐
33 samsibbI 쌈썹 바이
34 samsibbYn 쌈썹 부언
35 samsibR)aM 쌈썹 쁘람
36 samsibR)aMmUy 쌈썹 쁘람 모이
37 samsibR)aMBIr 쌈썹 쁘람 삐
38 samsibR)aMbI 쌈썹 쁘람 바이
39 samsibR)aMbYn 쌈썹 쁘람 부언
40 Essib 싸에썹

41 EssibmUy 싸에썹 모이
42 EssibBIr 싸에썹 삐
43 EssibbI 싸에썹 바이
44 EssibbYn 싸에썹 부언
45 EssibR)aM 싸에썹 쁘람
46 EssibR)aMmUy 싸에썹 쁘람모이
47 EssibR)aMBIr 싸에썹 쁘람삐
48 EssibR)aMbI 싸에썹 쁘람바이
49 EssibR)aMbYn 싸에썹 쁘람부언
50 hasib 하썹
51 hasibmUy 하썹 모이
52 hasibBIr 하썹 삐
53 hasibbI 하썹 바이
54 hasibbYn 하썹 부언
55 hasibR)aM 하썹 쁘람
56 hasibR)aMmUy 하썹 쁘람 모이
57 hasibR)aMBIr 하썹 쁘람 삐
58 hasibR)aMbI 하썹 쁘람 바이
59 hasibR)aMbYn 하썹 쁘람 부언
60 huksib 혹썹
61 huksibmUy 혹썹 모이
62 huksibBIr 혹썹 삐
63 huksibbI 혹썹 바이
64 huksibbYn 혹썹 부언
65 huksibR)aM 혹썹 쁘람
66 huksibR)aMmUy 혹썹 쁘람 모이
67 huksibR)aMBIr 혹썹 쁘람 삐
68 huksibR)aMbI 혹썹 쁘람 바이
69 huksibR)aMbYn 혹썹 쁘람 부언
70 citsib 쩓썹
71 citsibmUy 쩓썹 모이
72 citsibBIr 쩓썹 삐
73 citsibbI 쩓썹 바이
74 citsibbYn 쩓썹 부언
75 citsibR)aM 쩓썹 쁘람
76 citsibR)aMmUy 쩓썹 쁘람 모이
77 citsibR)aMBIr 쩓썹 쁘람 삐
78 citsibR)aMbI 쩓썹 쁘람 바이
79 citsibR)aMbYn 쩓썹 쁘람 부언
80 Eb:tsib 빠에썹

81 Eb:tsibmUy 빠에썹 모이
82 Eb:tsibBIr 빠에썹 삐
83 Eb:tsibbI 빠에썹 바이
84 Eb:tsibbYn 빠에썹 부언
85 Eb:tsibR)aM 빠에썹 쁘람
86 Eb:tsibR)aMmUy 빠에썹 쁘람 모이
87 Eb:tsibR)aMBIr 빠에썹 쁘람 삐
88 Eb:tsibR)aMbI 빠에썹 쁘람 바이
89 Eb:tsibR)aMbYn 빠에썹 쁘람 부언
90 ekAsib 까으썹
91 ekAsibmUy 까으썹 모이
92 ekAsibBIr 까으썹 삐
93 ekAsibbI 까으썹 바이
94 ekAsibbYn 까으썹 부언
95 ekAsibR)aM 까으썹 쁘람
96 ekAsibR)aMmUy 까으썹 쁘람 모이
97 ekAsibR)aMBIr 까으썹 쁘람 삐
98 ekAsibR)aMbI 까으썹 쁘람 바이
99 ekAsibR)aMbYn 까으썹 쁘람 부언
100 myry 모이 로이

1. 숫자   elx  렉

1일 mUyéf¶ 모이 틍아이

2일 BIréf¶ 삐 틍아이

3일 bIéf¶ 바이 틍아이

4일 bYnéf¶ 부언 틍아이

5일 R)aMéf¶ 쁘람 틍아이

6일 R)aMmUyéf¶ 쁘람 모이 틍아이

7일 R)aMBIréf¶ 쁘람 삐 틍아이

8일 R)aMbIéf¶ 쁘람 바이 틍아이

9일 R)aMbYnéf¶ 쁘람 부언 틍아이

10일 dbéf¶ 덥 틍아이

2. 일자   éf¶  틍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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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 mUydg 모이 덩

2회 BIrdg 삐 덩

3회 bIdg 바이 덩

4회 bYndg 부언 덩

5회 R)aMdg 쁘람 덩

6회 R)aMmUydg 쁘람 모이 덩

7회 R)aMBIrdg 쁘람 삐 덩

8회 R)aMbIdg 쁘람 바이 덩

9회 R)aMbYndg 쁘람 부언 덩

10회 dbdg 덥 덩

1주	(한	주) mUygsbþah¾ 모이 쌉쁘다

2주	(두	주) BIrs)aþh_ 삐 쌉쁘다

3주	(세	주) bIs)aþh_ 바이 쌉쁘다

4주 bYns)aþh_ 부언 쌉쁘다

5주 R)aMs)aþh_ 쁘람 쌉쁘다

6주 R)aMmUys)aþh_ 쁘람 모이 쌉쁘다

7주 R)aMBIrs)aþh_ 쁘람 삐 쌉쁘다

8주 R)aMbIs)aþh_ 쁘람 바이 쌉쁘다

9주 R)aMbYns)aþh_ 쁘람 부언 쌉쁘다

10주 db;sbþah¾ 덥 쌉쁘다

1주	(첫째	주) GaTitüTImUyG 아떧  띠 모이

2주(둘째	주) GaTitüTIBIr 아떧 띠 삐

3주	(셋째	주) GaTitüTIbI 아떧 띠 바이

4주 GaTitüTIbYn 아떧 띠 부언

5주 GaTitüTIR)aM 아떧 띠 쁘람

6주 GaTitüTIR)aMmUy 아떧 띠 쁘람 모이

7주 GaTitüTIR)aMBIr 아떧 띠 쁘람 삐

8주 GaTitüTIR)aMbI 아떧 띠 쁘람 바이

9주 GaTitüTIR)aMbYn 아떧 띠 쁘람 부언

10주 GaTitüTI10 아떧 띠 덥

부피 эзэлхүүн 애잴훙

ml миллитр 밀리틀

l литр 리틀

길이 урт 오르트

cm санжметр 산즈미틀

m метр 미틀

m2 метр2 미틀2

무게 хүнд 훙드

g грам 그람

kg килграм 클그람

t тонн 톤

오전 eBlRBwk 쁘륵

오후 eBlresol 릉이엦

시 em:ag 마옹

분 naTI 니아띠

ex)	오전	7시	30분 eBlRBwkem:agRBaMBIrsamsimnaTI 뻴쁘륵 마옹 쁘람삐 쌈썹 니아띠

3. 횟수  dg  덩

8. 주 s)aþh_  아떧

1개월 mUyEx 모이 카에

2개월 BIrEx 삐 카에

3개월 bIEx 바이 카에

4개월 bYnEx 부언 카에

5개월 R)aMEx 쁘람 카에

6개월 R)aMmUyEx 쁘람 모이 카에

7개월 R)aMBIrEx 쁘람 삐 카에

8개월 R)aMbIEx 쁘람 바이 카에

9개월 R)aMbYnEx 쁘람 부언 카에

10개월 dbEx 덥 카에

9. 개월  Ex  카에

1개 mUycMnYn 모이 쩜누언

2개 BIrcMnYn 삐  쩜누언

3개 bIcMnYn 바이  쩜누언

4개 bYncMnYn 부언  쩜누언

5개 R)aMcMnYn 쁘람  쩜누언

6개 R)aMmUycMnYn 쁘람 모이  쩜누언

7개 R)aMBIrcMnYn 쁘람 삐  쩜누언

8개 R)aMbIcMnYn 쁘람 바이  쩜누언

9개 R)aMbYncMnYn 쁘람 부언  쩜누언

10개 dbcMnYn 덥  쩜누언

4. 개수   cMnYn  쩜누언 5. 단위   viFankar  위티언까

월요일 éf¶c½nÞ 틍아이 짠

화요일 éf¶GgÁar 틍아이 엉끼어

수요일 éf¶Buc 틍아이 뽖

목요일 éf¶RBhs,t× 틍아이 쁘러호아

금요일 éf¶suRk 틍아이 쏙

토요일 éf¶esAr_ 틍아이 싸우

일요일 éf¶GaTitü 틍아이 아떧 

7. 요일   éf¶  틍아이6. 시간  em:ag  마옹



부  록
m¥aharbMb:n

아하범뻔



1.	표준근로계약서
 kic©snüakargarsþg;da

	 껮선니야	스떵다	깡이아

2.	외국인근로자방역관리지침
 eKalkarN_ENnaMbgáarsRmab;kmµkrbreTsRKb;RKg

	 케아르카르느어네남방케어사메립캄모크어바르테사크로브크롱



94 부록 | kGaharbMb:n

표준근로계약서01 kic©snüakargarsþg;da

껮선니야	스떵다	깡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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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외국인근로자방역관리지침
eKalkarN_ENnaMbgáarsRmab;kmµkrbreTsRKb;RKg

케아르카르느어네남방케어사메립캄모크어	
바르테사크로브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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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KalkarN_ENnaMbgáarsRmab;kmµkrbreTsRKb;RKg

케아르카르느어네남방케어사메립캄모크어	
바르테사크로브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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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Lan nig mnusSRtUveFVIkarlagsMlab;emerak 
eBlcUlksidæan

외국인근로자방역관리지침
eKalkarN_ENnaMbgáarsRmab;kmµkrbreTsRKb;RKg

케아르카르느어네남방케어사메립캄모크어	
바르테사크로브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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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KalkarN_ENnaMbgáarsRmab;kmµkrbreTsRKb;RKg

케아르카르느어네남방케어사메립캄모크어	
바르테사크로브크롱



100 양돈관리 | karRKb;RKgciBa©wmRCÚk

MEM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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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M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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