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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간 사 k|:tfjgf

;'Gb/ b]z g]kfnaf6 kfNg' ePsf oxfFx?nfO{ :jfut ub{5f}+. oxfFx?s} hf]z / kl/>dn] xfd|f] b]zsf] a+u'/ kfng Joj;fo l:y/ 

eP/,  k|ultsf] Ps kfOnf cl3 a9]sf]df 

cfef/ JoQm ub{5'. 

xfd|f] b'O{ /fi6«n] w]/} cl3b]vL glhssf] ;f}xf›k'0f{ ;DaGw sfod /fVb} cfPtfklg xfd|f] b]zsf] a+u'/ kfngsf] ;Gbe{df x]bf{ 

b'O{ b]zaLrsf] efiffsf] leGgtfsf] sf/0f w]/yf]/ ;d:of kg{ cfPsf] b]lvPsf] / a+u'/ kfng s]G›n] klg o:t} ;d:of ef]uL/

x]sf] xf]nf eGg] 7fGb5'.

a+u'/ kfng s]G›df lgtfGt ?kdf hfgL /fVg'kg]{ s'/fx¿ lj:t[t ?kdf AofVof ul/Psf], kmf]6f] / lrqdfkm{t b]vfOPsf] of] 

lstfa k9\g] ;f/f kf7sn] ;xh ?kdf a'em'g\ eg]/ ;Sbf] k|of; u/]sf 5f}+. of] lstfa a+u'/ kfng s]G› / ljb]zL sfdbf/

nfO{ Aoaxfl/s ¿kdf ;xof]uL x'g]5 eGg] ck]Iff ub{5'. 

s[ifL ;xsf/L lg/Gt/ ?kdf a+u'/ s]G›x?sf] ckem{6 ;d:of ;'N‰ofpgsf] lgldQ k"0f{ ?kdf nfuL kg]{ afrf lbP/, cGTodf 

<2016 gofF a+u'/ kfng lgb]l{\zsf>sf] k|sfzgdf d2t k'of{pg'x'g] ;Dk"0f{ dxfg'efjx?df xflb{s s[t1tf JoQm ub{5f}+.

of] <2016 gofF a+u'/ kfng lgb]l{\zsf>n] ljb]zL sfdbf/ a9\b} u/]sf] a+u'/ kfngsf] jf:tljstf emNsfP/ % j6f d'Vo 

efiff cË|]hL, DofGdf/, ph'a]s, nfcf]; / rfOlgh, % /fi6«sf efiffx? yk u/]/  o;sf] pkof]lutf ! :t/ dfly km}

nfOlbPsf 5f}. 

안녕하십니까.

아름다운 나라 네팔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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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li6«o s[lif ;xsf/L ;+37g kz'kfng pWof]
usf cWoIf 

lsDy] Xjfg\



자조금관리위원장
대한한돈협회 회장 

이병규
a+u'/ kfng sf]if Joj:yfkg ;ldtLsf cWoIf 

sf]l/of a+u'/kfng ;+37gsf cWoIf 

O Ko\Ë\o'

gd:t].

d sf]l/of a+u'/kfng sf]if Joj:yfkg ;ldtLsf cWoIf tyf sf]l/of a+u'/kfng ;+36gsf cWoIf O Ko\Ë\o' x'F.

;Dk'0f{ s[ifL pTkfbgsf] cfwf hlt g} efu cf]u6]sf] j:t'kfng kz'kfng pWof]u Ps k|ltlglw pWof]u xf] . of] ;f/f 
hgtfnfO{ pTs[i7 k|f]l6g tTj k|bfg ug]{ vfgfsf] ;|f]tsf] ?kdf cToGt cfjZos pWof]u klg xf]. ljz]ift sf]l/ofsf] a+u'/ 
kfng pWof]u lg/Gt/ FTAcflbaf6 cK7\of/f]df k/]tf klg ;f/f s[lifjgla1fgsf] pTkfbg dWo] rfdn kl5 crn?kdf ! 
:yfg cf]u6]/ hgtfsf] k|f]l6gsf] d"Vo ;|f]tsf] ?kdf :yflkt ePsf] 5.

o:tf] pknAwL xfl;n ug{ ;Ifd agfpg a+u'/ kfng s]G›df df}g eP/ kl/>d ul/lbg'x'g] a+u'/ kfng Joj;foL tyf ljb]
zL >ldsx?df tkfOx?sf] of]ubfgsf] lgldQ s[t1tf 1fkg ug{ rfxG5'.

sf]l/ofsf a+u'/ kfng Joj;foLx?  o'/f]k, cd]l/sf cflb ;+;f/ el/sf a+u'/ kfngdf cu| k+lQdf cfpg] /fi6«x?;Fu 
lgw{Sssf ;fy k|lt:kwf{ ub}{, sf]l/ofdf a+u'/ kfng Joj;fo s[lif If]qdf ;aeGbf cu| pWof]usf] ?kdf :yfkgf ug]{ p2]Zo 
lnP/ nfuL kg{' ePsf] 5. sf]l/of a+u'/kfng sf]if Joj:yfkg ;ldtL / j:t'kfng pWof]usf] cy{tGq o:tf] p2]Zo xfl;n 
ug{ sf]l/of a+u'/kfng sf]if Joj:yfkg ;ldtLsf] Ps c+usf] ?kdf a+u'/ kfngdf sfd ug]{ ljb]zL sfdbf/x?;Fu ;'dw'/ 
efiff ;+jfbdf ;xof]u k'of{P/ a+u'/ /fd|f];Fu x'sf{pg ;'+u'/sf] vf]/ Joj:yfkg ;DaGwL dxTjk"0f{ s'/f ;+ufn]sf] ljb]zL v08 
k|sflzt ug{ k'Uof}+.o;kflnsf] lstfadf xfd|f] a+u'/sf] vf]/df ;Fu} sfd ug]{ ljb]zL sfdbf/sf] /fli6«o ljljwtf / a+u'/  
kfngdf yk 6]jfsf] dfusf] cfwf/df e]6gfd, rfOgf, DofGdf/, pHa]ls:yfg, nfcf]; nufot cË|]hL ;Dd !) j6f efiffdf 
;]jf k|jGw u/]sf 5f}, xfdLn] 6]jf lbP hlts} sfd ug]{ qmddf 7"nf] ;xof]u k'Ug] clenfiff /fVb5f}.

o;kflnsf] lstfa k|sfzg dfkm{t ljb]zL sfdbf/n] sfo{ynf]df ;dfof]lht x'g ;xof]u k'Ug] / a+u'/ kfngsf] d'Vo sfd 
;lhnf];+u a'‰g] dfWod dfq geO xfd|f] a+u'/ kfngsf] pTkfbgdf klg a[lWb eP/ cfDbfgL kgL a9fpgdf of]ubfg lbg]5 
eGg] ck]Iff /fVb5f}+ . ca pk|fGt sfo{:yndf lzIff lta| u/]/, a+u'/ kfngsf] ljifodf Psbd gf}nf] / Aoaxfl/s hfgsf/L  
k|bfg ug{ nfuL kg]{5f}.

cGTodf, of] lgb]l{\zsf ;'ne ?kdf k|sfzg ug{ nfuL kg{' ePsf s]lG›o s[lif ;+3sf kbfwLsf/L k|lt cfef/ JoQm ub}{ of] 
lgb]l{\zsf ;kmntf k'j{s k"/f ug{ k"0f{ ¿kdf 6]jf k|bfg ug{'x'g] w]/} ljefusf ;+alGwt JolQmx?df klg ulx/f] s[t1tf k|s6 
ub{5'. 

oxfx?sf] sfd / kl/jf/ :jf:Yo / v'zLn] kl/k"0f{ xf]; eGg] sfdgf ub{5'. 

wGoaf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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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돈장 개요 | a+u'/ kf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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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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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xfg& ah] sfd z'? ubf{ x/]s vf]/sf] tfkqmd / xfjfsf] k|jfx hfr ug]{. ljz]if Gofgf] aQL jl/
k/L  ePsf kf7f x]g]{ / vf]/df lah'nL, kfgLsf] r'xfj6 cflbsf] hfr u/]kl5 !@ ah];Dd a+u'/nfO 
rf/f] lbg]

비하너 삿 버제 깜 수루 거르다 허렊 코르꼬 땁끄럼 러 하와꼬 쁘러바허 자쯔 거르네. 
비세스 냐노 버띠 워리뻐리 버에까 빠타 헤르네 거 코르마 비줄리 빠니꼬 쭈하웟 자쯔 
거레버치 바흐러 버제 섬머 벙그를라이  짜로 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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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h] b]lv # ah] ;Dd vf]/sf] ls6f0f'zf]wg klxnf u/]/ cGo lhDdf cg';f/sf] sfd ug]{ -z'? or 
;dfKt_

끼따누소던 버힐라 거레러 어녀 짐마 어느사르꼬 깜 거르네 (수루 서맙더)

 오후 4시 업무시작과 동시에 사료급여 후 담당 관리 업무 

$ ah] b]lv kz'nfO{ bfgf v'jfO{ cfˆgf] lhDdfsf] sfd ug]{

짜르 버재데키 뻐수라이 다나 쿠와이 아프노 짐마꼬 깜 거르네

 오후 6시~7시에 일과종료, 일과종료 후 돈사 순찰 및 점검

;fFemsf] ^–& ah] ;Dd sfo{ ;dfKt ug]{ / To;kl5 vf]/sf] kmGsf] nufP/ hfr ug]{

사저꼬 저 사뜨 버재 섬머 까르여 서마쁘더 거르네 러 뗘스버 치 코르꼬 펀꼬 러가에
러 자쯔 거르네 

 농장 업무를 주간 단위로 끊어서 요일별로 표준화된 작업 내용을 설정하는 것

vf]/df ul/g'kg]{ sfd xKtfsf] cfwf/df 5'§\ofP/, af/ cg';f/ k|To]s lbg ug]{ sfd tf]Sg]

코르마 거르네 깜 헙따꼬 아다르마 춛다에러, 바르 어느사르 쁘러떽 딘 깜 똑네

농장의	하루	일과	 vf]/sf] b}lgs sfo{
코르꼬 더이닉 까르여

농장의	주간관리 vf]/sf] ;fKtflxs Joj:yfkg
코르꼬 삽따힉 벼버스타뻔

주간관리의	이해01 !=;fKtflxs Joj:yfkgdf hfGg'kg]{ s'/fx?
사쁘따힉	벼버스타뻔마	잔누뻐르네	꾸라허루

오전 7시	 laxfg & ah]  
ojeon ilgobsi 비하너 사뜨 버재

온도환기량 점검	
ondohwangilyang jeomgeom
/ xfjfsf] k|jfx hfRg]
러 하와꼬 버르바허 자쯔네

자돈	 kf7f
jadon	 빠토

점검 	 hfrF
jeomgeom	 자쯔

시설점검	 	
siseoljeomgeom
d]lzg/L ;DalGw hfr 
메시너리 섬번디 자쯔

사료급여	 rf/f] lbg] 
salyogeub-yeo	 다나 구와이

오후 1시	 lbpF;f] ! ah 
ohu hansi	 디우소 액 버재

소독	 ls6fg' ;f]wg
sodog	 끼따누 소던

담당	 lhDdf
damdang	 짐마 

업무, 일과, 작업	
eobmu, ilgwa, jag-eob
cfˆgf] lh+Ddfsf] sfd, Tof] lbgsf] sfd, sfo{
아프노 짐마꼬 깜, 뚀 디너꼬 깜, 까르여

오후 4시	 lbFp;f] $ ah] 
ohu nesi	 디우소 짜르 버재

사료급여	 rf/f] lbg]
salyogeub-yeo 짜로 디네

일과종료	 Tof] lbgsf] sfd ;dfKt
ilgwajonglyo 뚀 디너꼬 깜 서맙더

돈사 순찰 및 점검	 	
donsa sunchal mich jeomgeom
vf]/sf] kmGsf] nufP/ hfr ug]{
코르꼬 펀꼬 러가에러 짜 쯔 거르네

요일별	 af/ cg';f/
yoilbyeol	 바르 어누사르

작업 내용	 sfdsf] ljj/0f
jag-eob naeyong	 까므꼬 비버런

단어모음	 zAbfjnL 섭다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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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yfg

스타너

월요일
;f]daf/

솜바르

화요일
d+unaf/

멍걸바르

수요일
a'waf/

부더바르

목요일
laxLaf/

비히바르

금요일
z'qmaf/

숙러바르

토요일
zlgaf/

서니바르

일요일
cfOtaf/

아이떠바르

임신사
k|hgg u/fpg] vf]/
쁘러저넌	거라우
네	코르

발정 및 재발정 체크
of}g pQm]hgf / bf]xf]/f] of}g pQ]hgf ePsf] hfFr

요우느	우떼저나	러	도호로	요우느	우떼저나	버에꼬	자쯔

이유모돈 전입
dfp a+u'/ ;fg]{

마우	벙그르	사르네

임신진단
ue{ eP gePsf] hfr

거르버	버에	너버에꼬	자쯔

분만예정돈 전출
ue{ ePsf] dfp ;fg]{
거르버	버에꼬	마우		

사르네

기본관리
;fdfGo x]/rfx
사마녀	헤르짜

허

발정체크
pQ]lht eP/gePsf] 

hfr
우떼지뜨	버에		
너버에꼬	자쯔

도태모돈 판매
a"9L ePsf] dfp laqmL

부디	버에꼬	마우	비끄리

후보돈 입식(후보돈 돈사로)
gofF dfp leTof{pg] -gofF dfpsf] vf]/df_

너야		마우		비뜨랴우	네

분만사
dfp Aofpg] vf]/
마우	뱌우네	코르

1차 자돈 철분주사
klxnf] r/0f - kf7fx?nfO{ 
cfO/gsf] ;'O{ nufpg]]
뻐힐로	쩌런	빠타허룰
라이	아이런꼬
		수이	러가우네

거세
v;L kfg]{
커시	빠르네

이유준비
b'w 5'6fpg] tof/L
두더	추따우네	
떠야리

분만준비
dfp Aofpg] tof/L
마우	뱌우네	떠

야리

이유모돈, 
포유자돈 전출

dfp / b'w lkpg] kf7f ;fg]{
마우	러	두드	삐우네			
빠타	사르네

수세소독
ls6f0f' ;f]wg ug{]

끼따누	소던	거르내

(토/일 예정돈)
-zlgaf//cfOtaf/_ 5flgPsf kf7f
(서니바르	/아이뜨바르)	차니에

까	빠타

2차 자돈 
철분주사,백신

bf];|f] r/0f - kf7fx?nfO{ cfO/gsf] 
;'O{, EoflS;g nufpg]

도스로			쩌런	-	빠타허룰라이	
아이런꼬	수이,	뱍신		러가우네

분만예정돈 입식
Aofpg] dfpnfO{ leTof{pg]]
뱌우네	마울라이	비

뜨랴우네

기본관리
;fdfGo x]/rfx
사마녀	헤르짜

허

분만 처치, 양자보내기
AofPsf] dfpsf] x]/rfx, kf7fx?nfO{ cs}{ dfpsf]df ;fg]{

뱌에꼬	마우꼬	헤르짜허,	빠타허룰라이	어르꺼이	마우꼬
마	사르네

자돈사
kf7fsf] vf]/

빠타꼬	코르

육성사로전출
kf7f x'sf{pg] vf]/df 

;fg]{
빠토	후르까우네			
코르마	사르네

수세소독
ls6f0f' ;f]wg ug]{
끼따누	소던	거르

네

사료교체
rf/f] km]g]{
짜로	페르네

전입준비
;fg{s]f nflu tof/
사르너꼬	라기	
떠야리

자돈전입 포유자돈
양자보내기

kf7f ;fg]{,  b'w vfg] 
kf7fx?nfO{ b'w lbg] dfpsf]

df ;fg]{
빠타	사르네,	두드	쿠와
으네	빠타허룰라	이		두
드	디네	마우꼬마	사르

네

백신주사
;'O{ nufpg]

수이	러가우네

치료
cf}ifwL pkrf/

어우서디	우뻐짜르

기본관리
;fdfGo /]vb]v
사만여	
래크대크

육성비육사
x's{g] a+u'/sf] vf]/
흐르꺼네	벙그르
꼬	코르

전입돈방
수세 소독

kf7f] ;fg]{ sf]7f ls6f0f' ;f]
wg ug

빠토	사르네	꼬타
끼따누	소던	거르네

자돈전입
kf7f]x?nfO{ ;fg]{
빠토허루라이	사

르네

기본관리
;fdfGo /]vb]v
사만여	
래크대크

사료
rf/f]
짜로

사료재고확인
a+u'/nfO{ v'jfpg] rf/f] 
:6sdf 5-5}g hfFr
벙구르라이	쿠와우네	짜
로	스떡마	처	-처이너	짜즈

사료재고확인
a+u'/nfO{ v'jfpg] rf/f] 
:6sdf 5-5}g hfFr

벙구르라이	쿠와우네	짜
로	스떡마	처	-처이너	짜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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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유자돈
b'w vfgkf7f

두드 카네 빠타

이유자돈
b'w 5'6fpg] kf7f

드더 추따으네 빠타

 사양 프로그램은 농장의 특성 및 사료회사에 따라 다를 수 있음

a+u'/ sf/vfgf / rf/f] agfpg] sf/vfgfsf] kl/l:ytL cg';f/ a+u'/ x]/rfx ug]{ ;fdfGo s'/f km/s x'g 
;Sg]5.

벙그르 까르카나 러 짜로 버나우네 까르카나꼬 뻐리스티띠 어누사르 벙구르 헤러짜
허 거르네 사마녀 꾸라 퍼럭 후너서끄네 처

02
한국	양돈장의	
일반적인	사양	프로그램

@=sf]l/ofsf] a+u'/ kfng ;DaGwL ;fdfGo hfgsf/L
코리아꼬	벙구르	빠런	섬번디	사만여	자느카리

이유시점
b'w 5'6fpg] a]nf

드더 추따우네 벨라

1 2

이유시점	 b'w 5'6fpg] a]nf
iyusijeom 드더 추따우네 벨라

포유자돈	 b'w vfg] aRrf
poyujadon 두드 카네 버짜

이유자돈	 b'w 5'6fPsf] kf7f 
iyujadon 드더 추따에꼬 빠타

비육돈	사료급여	프로그램 x'ls{/x]sf] a+u'/nfO{ bfgf Vjfpg] tflnsf 
흐르끼러헤꼬 벙그르 라이 다나 크와으네 딸리까

1주
(7일령)

! xKtf -& lbg_

액 헙따 
사드 딘

2주
(14일령)
@ xKtf 

-!$ lbg_

두이 헙따 
쩌우더 딘

3주
(21일령)

# xKtf -@! lbg_

띤 헙따 
애까이스 딘

4주
(28일령)
$ xKtf 
-@* lbg_

짜르 헙따 
어타이스 딘

5주
(35일령)
% xKtf 
-#% lbg_

빠쯔 헙따 
뻐이띠스 딘

6주
(42일령)
^ xKtf 

-$@ lbg_

처 헙따 
버야리스 딘

7주
(49일령)
& xKtf 

-$( lbg_

사뜨 헙따 
우난짜리스 딘

8주
(56일령)
* xKtf 
-%^ lbg_

아트 헙따 
처뻔너 딘

대용유, 1호 사료
a§fsf] b'w, rf/f]  !

벋다꼬  드더, 짜로 엑

2호 사료
rf/f]@

짜로 두이

3호 사료
rf/f] #

짜로 띤

단어모음	 zAbfjnL 섭다워리

양돈장 개요 | a+u'/ kf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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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성전기
x'sf{pg' cl3 

후르까우누 어기

육성후기
x'ls{P kl5 

흐르끼에 뻐치

육성후기
x'ls{P kl5 

흐르끼에 버치

비육돈
ao:s a+u'/ 

버여스거 벙구르 5

3

6

4
육성	 x'sf{pg'  
yugseong 후르까우누

전기	 cl3
jeongi 어기

후기	 kl5 
hugi 뻐치

젖돈	 b'w Vjfpg] dfp 
jeojdon 두드 쿠와우네 마우

사료	 bfgf
salyo 다나

육성돈	 x'ls{/x]sf] a+u'/  
yugseongdon 후르끼러해꼬 벙구르

비육돈 	 ao:s a+u'/ 
biyugdon 버여스거 벙구르 

단어모음	 zAbfjnL 섭다워리

9주
(63일령)

( xKtf -̂ # lbg_

너우 헙따 
뜨리서티 딘

10주
(70일령)
!) xKtf 
-&) lbg_

더스 헙따 
서떠리 딘

11주
(77일령)
!! xKtf 
-&& lbg_

애가러 헙따 
서떠허떠르 

딘

12주
(84일령)
!@ xKtf 
-*$ lbg_

바러 헙따 
쩌우라시 딘

젖돈사료
b'w Vjfpg] dfpsf] rf/f] 

드더 쿠와우네 마우꼬 짜로

13주
(91일령)
!# xKtf 
-(! lbg_

때러 헙따 
애가너배 딘

14주
(98일령)
!$ xKtf 
-(* lbg_

쩌우더 헙따 
언타너배 딘

15주
(105일령)
!% xKtf 

-!)% lbg_

번드러 헙따 
액서여 빠쯔 

딘

16주
(112일령)
!^ xKtf 
-!!@ lbg_

소러 헙따 
액서여바러 

딘

17주
(119일령)
!& xKtf 
-!!( lbg_

섯러 헙따 
액서여우나

이스 딘

육성돈사료
x'ls{/x]sf] a+u'/sf]rf/f] 

후르끼러해꼬 벙구르꼬 짜로

18주
(126일령)
!* xKtf 
-!@^ lbg_

어타러 헙따 
액서여 저비

스 딘

19주
(133일령)
!( xKtf 
-!## lbg_

우나이스 헙
따 액서여 때

띠스 딘 

20주
(140일령)
@) xKtf 

-!$) lbg_

비스 헙따 
액서여 짜리

스 딘

21주
(147일령)
@! xKtf 

-!$& lbg_

애까이스 헙
따 액서여 

서르짜리스 
딘

22주
(154일령)
@@ xKtf 

-!%$ lbg_

바이스 헙따 
액서여 쩌운

너 딘

육성돈사료
x'ls{/x]sf] a+u'/sf]rf/f] 

후르끼러해꼬 벙구르꼬 짜로

23주
(161일령)
@# xKtf 
-!^! lbg_

때이스 헙따 
액서여 액서

티 딘

24주
(168일령)
@$ xKtf 
-!^* lbg_

쩌우비스 헙
따 액서여 

어르서티 딘

25주
(175일령)
@% xKtf 
-!&% lbg_

뻐찌스 헙따 
액서여 

뻐쯔허떠르 
딘 

26주
(182일령)
@^ xKtf 

-!*@ lbg_

저비스 헙따 
액서여 버야

시 딘 

비육돈사료
ao:s a+u'/sf]rf/f] 

버여스거 벙구르꼬 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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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돈	 dfp 
modon 마우

사료	 rf/f] 
salyo 짜로

프로그램	 sfo{qmd
peulogeulaem 까르여크럼 

단어모음	 zAbfjnL 섭다워리

2.0~2.5kg

3.0~3.5kg

1.8~2.2kg
2.2~2.6kg

2.8~3.0kg
3.0~3.5kg

@!
 lb

g 
kl5

 5
fg
]sf
]

;d
fu
d 

u/
fp
g] 
@ 
xKt

f c
l3

;d
fu
d 

u/
fp
g] 
lbg

;dfud u/fPsf] #) lbg
;dfud u/fPsf] *) lbg

df
p 

Ao
fp
g] 
% 

lbg
 c

l3
 

df
p 

Ao
fPs

f] %
 lb

g 
kl5

kf7fsf] 
b'w 5'6fpg] df

p 
Ao
fp
g] 
lbg

5f
Gg

lg/Gt/ rf/f] Vjfpg]

0=% s]hLsf] dfqfdf 36fpg] 

lg/Gt/ rf/f] Vjfpg]

:tgsf] ljsf; 
-P]lR5s_

dfp agfpg 5fg]sf] a+u'/ ue{ ePsf] dfp b'w vfg] kf7f

1)	초산돈 : -0.1~0.2kg
 ev{/ hGd]sf kf7f M )=!–)=@
 버르커르 전메까 빠타 지로 보인트 액 대키 지로 보인트 두이

2)	동절기 :＋0.2~0.4kg
 lxpbdf M )=@–)=$, 
 히우드마 지로 보인트 두이 대키 지로 보인트 짜르 

3)	유선발육기간에 사료를 감량하여 급여(선택)
 :tgsf] ljsf; cjlwdf rf/f] 36fP/ lbg] -P]lR5s_
 스떠느꼬 비까스 어버디마 짜로 거따에러 디네

용 어 정 리

모돈	사료급여	프로그램 dfp a+u'/nfO{ rf/f] lbg] tflnsf
마우 범그르 라이 짜로 디네 딸리까

➊	무제한 급여
	 lg/Gt/ rf/f] Vjfpg]
 니런뜨러 짜로 쿠와우네

➋ 선발
 5fGg'
 잔누

➌ 선발 21일후
 @! lbg kl5 5fg]sf]
 애까이스 딘 뻐치 차네꼬

➍ 교배 2주전
 ;dfud u/fpg] @ xKtf cl3
 서마검 거라우네 두이 헙따 어기

➎ 교배일
 ;dfud u/fpg] lbg
 서마검 거라에꼬 딘

➏ 교배 30일
 ;dfud u/fPsf] #) lbg
 서마검 거라에꼬 띠스 딘

➐ 유선발육(선택)
 :tgsf] ljsf; -P]lR5s_
 이스떤꼬 비까스 어이칙

➑ 교배 80일
 ;dfud u/fPsf]] *) lbg
 서마검 거라에꼬 어시 딘

➒ 분만 5일전
 dfp Aofpg] % lbg cl3 
 마우 뱌우네 빠쯔 딘 어기

➓ 0.5kg씩 감량
 0=% s]hLsf] dfqfdf 36fpg] 
 뽀인뜨 빠 쯔 깨지꼬 마뜨 마거따우네

 분만일
 dfp Aofpg] lbg
 마우 뱌우네 딘

 분만 5일후
 dfp AofPsf] % lbg kl5
 마우 뱌에꼬 빠쯔 딘 뻐치

 무제한 급여
	 lg/Gt/ rf/f] Vjfpg]
 니런뜨러 짜로 쿠와우네

 이유
 kf7fsf] b'w 5'6fpg] 
 빠타꼬 두드 추따우네

 후보돈
 dfp agfpg 5fg]sf] a+u'/
 마우 버너우너 차네꼬
 벙구르

 임신돈
 ue{ ePsf] dfp 
 거르버 버에꼬 마우 

 포유돈
 b'w vfg] kf7f
 두드 카네 빠타

양돈장 개요 | a+u'/ kf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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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포유자돈	관리
 != b'w vfg] Joj:yfkg
	 두드	카네	벼버스타뻔

2.	이유자돈	관리
 @=b'w 5'6fPsf] kf7fsf] Joj:yfkg
	 두드	추따에꼬	빠타꼬	벼버스타뻔

3.	육성ㆍ비육돈	관리
 #=x's{b} u/]s]f a+u'/x?sf] Joj:yfkg
	 후르꺼더이	거래꼬	벙구르허루꼬	벼버스타뻔

4.	출하관리	및	도축
 $=awsf] nflu k7fpg Joj:yfkg
	 버드꼬	라기	뻐타우너	벼버스타뻔

5.	웅돈	관리
 %= efn] a+u'/sf]] Joj:yfkg
	 발레	벙그르꼬	벼버스타뻔

6.	임신돈	관리
 ^=Aofpg] dfpsf]]] Joj:yfkg
	 뱌우네	마우꼬	벼버스타뻔

7.	포유모돈	관리
 &=b'w Vjfpg] dfp a+u'/ Joj:yfkg
	 두드	쿠와우네	마우	벙그르	벼버스타뻔

8.	이유모돈(종부	대기돈)	관리
 *=b'w 5'6fPsf] dfp  

 -efn] nufpg 5flgPsf] a+u'/_sf] Joj:yfkg
	 두드	추따에꼬	마우		
	 (발레	러가우너	차네꼬	벙그르)꼬	벼버스타뻔

단어모음 |	 zAbfjnL	
	 섭다워리

포유자돈	 b'w vfg] kf7f
poyujadon 두드 카네 빠타

관리	 Aoa:yfkg  
gwanli 벼버스타뻔

이유자돈	 b'w 5'6fPsf] kf7f 
iyujadon 두드 추따에꼬 빠타

육성	 x's{b} u/]sf] 
yugseong 후르거더이 거래꼬 

비육돈	 ao:s
biyugdon 버여스거

육성돈	
yugseongdon 
x's{b} u/]sf] kf7f] 
후르거더이 거래꼬 빠토 

출하	 cf];fg{'
chulha 오사르누

도축	 aw ug{'
dochug 버드 거르누

웅돈	 efn] a+u'/ 
ungdon 발레 벙그르

임신돈	
imsindon 
ue{ ePsf] dfp a+u'/ 
거르버 버에꼬 마우 벙그루

포유모돈	 b'w vfg] kf7f] 
poyumodon 두드 카내 빠토 

이유 dfpsf] b'w 5'6fpg'
iyu 마우꼬 두드 추땨우누

모돈 dfp a+u'/
modon 마우 벙그르

종부 efn] a+u'/
jongbu 발레 벙그르

대기돈 
daegidon 
efn] nufpg 5fg]sf] kf]yL a+u'/
발레 러가우너 차네꼬 뽀티 벙그르

양돈관리 a+u'/sf] Joj:yfkg

벙구르꼬 벼버스타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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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유자돈	관리01 != b'w vfg] Joj:yfkg
두드	카네	벼버스타뻔

분만사	주간관리
작업스케줄
dfp Aofpg] vf]/sf] xKt] 
Joj:yfkg b}lgs sfo{ tflnsf
마우		뱌우네		코르꼬		헙떼		
벼버스타뻔	더이닉	까르여		
따리가

포유자돈	 b'w vfg] kf7f]  
poyujadon 두드 카네 빠토

관리 Aoa:yfkg 
gwanli 벼버스타뻔 

작업 sfo{ 
jag-eob 까르여 

스케줄 tflnsf
seukejul 따리까 

주간단위 xKtf cg';f/ 
jugandan-wi 헙따 어누사르

요일별	 lbg cg';f/ 
yoilbyeol 딘 어누사르 

표준화	 :tl/o 
pyojunhwa 이스떠리여 

자돈사	 kf7fsf] vf]/ 
jadonsa 빠타꼬 코르

카드정리	 sf8{ ldnfpg]
kadeujeongli 카드 밀라우네

치료	 pkrf/ 
chilyo 우뻐짜르 

분만처치	
bunmancheochi 
dfp Aofpgsf]nfuL tof/L
마우 뱌우너꼬 라기 떠야리

양자관리	
yangjagwanli 
kf7fsf] x]/rfx
빠타꼬 헤르짜허

유도분만	 Aoyf nufpg' 
yudobunman 배타 러가우누 

백신	 Eofsl;g 
baegsin 뱍신

철분주사	 cfO{/g ;'O{ 
cheolbunjusa 아이런 수이 

생석회	 r'gf
saengseoghoe 쭈나 

이각	 5'6ofpg' 
igag 추땨우누 

거세	 v;L kfg]{
geose 커시 빠르네

정리정돈	
jeonglijeongdon 
jl/k/Lsf] rfhf]afhf] ldnfpg]]
워리뻐리 짜조바조 밀라우네

분뇨처리	 lb;f lk;fasf] Aoa:yfkg  
bunnyocheoli 디사 삐삽꼬 벼버스타뻔 

기본	 ;fdfGo
gibon 사만여 

사양관리	 	
sayang-gwanli
;fdfGo Joj:yfkg
사머녀 벼버스타뻔

단어모음	 zAbfjnL 섭다워리

포유자돈	관리를	주간	단위로	끊어서	요일별로	표준화된	작업

-	일반적으로	포유자돈은	주간관리보다	일령관리	우선

b'w vfg] kf7fsf] Joj:yfkg - xKt] cfwf/df k|To]s lbgsf] sfo{ tf]Sg]

- ;fdfGoto b'w vfg] kf7fsf] k|To]s xKtfsf] eGbf k|To]s lbgsf] /]vb]vdf hf]8
두드			카네			빠타꼬		벼버스타뻔	-	헙떼		아다르마		쁘러땍		딘꼬			까르여			똑네	
-	사마녀떠여		두드		카네		빠타꼬			쁘러땍	헙따꼬	번다	쁘러땍		딘꼬		레크데크마	졷.

구  분
r/0f

쩌런

오   전
ljxfg

비하너

오   후
lbpF;f]

디우소

월요일
;f]daf/

솜바르

철분주사,	거세
cfO/gsf] ;'O{ nufpg], v;L kfg]{

아이런꼬 수이 러가우네, 커시 빠르네

철분주사,	거세
cfO/gsf] ;'O{ nufpg], v;L kfg]{

아이런꼬 수이 러가우네, 커시 빠르네

화요일
d+unaf/

멍걸바르

자돈사	지원
kf7f] /fVg] vf]/sf] tof/L

빠토 라크네 코르꼬 떠야리

카드정리(분만예정돈),	치료
sf8{ ldnfpg] -Aofpg nfu]sf] dfp_ pkrf/

카드 밀라우네 (뱌우너 라게꼬 마우), 우뻐짜르

수요일
a'waf/

부더바르

분만처치,	이유준비
dfp Aofpgsf]nfuL tof/L, b'w 5'6fpg] tof/L

마우 뱌우너꼬 라기 떠야리, 두드 추따우네 떠야리

분만처치,	양자관리,	이유자돈체크
dfp Aofpgsf]nfuL tof/L, kf7fsf] /]vb]v, b'w 5'6fpg] 

kf7fsf] hfFr
마우 뱌우너꼬 라기 떠야리, 빠타꼬 레크데크, 두

드 추따우네 빠타꼬 짜쯔

목요일
laxLaf/

비히바르

이유,	수세
dfpsf] b'w 5'6fpg], kfgLn] ;kmfO{

마우꼬 두드 추따우네, 빠닐레 서파이

수세,	치료
;/;kmfO{ / pkrf/

서르서파이 러 우퍼짜르

금요일
z'qmaf/

숙러바르

유도분만,	백신,	철분주사,	양자관리
a]yf nufpg], EoflS;g, cfO/g ;'O{, kf7fsf] /]vb]v

배타 러가우네, 뱍신, 아이런 수이, 
빠타꼬 레크데크 벼버스타뻔

생석회	도포,	분만처치,	양자관리
r'gf nufpg], dfp Aofpgsf]nfuL tof/L, 

kf7fsf] Joj:yfkg
쭈나 러가우네, 마우 뱌우너꼬 라기 떠야 리, 빠타

꼬 벼버스타뻔

토요일
zlgaf/

서니바르

분만예정돈	입식,	이각/거세작업,	양자관리
Aofpg nfu]sf] dfpnfO{ leTof{pg], v;L kfg]{, kf7fsf] 

Joj:yfkg

뱌우 너 라게 꼬 마우라 이 삐뜨랴우네, 커 시 빠르
네, 빠타꼬 벼버스타뻔

통합관리(주변정리정돈,	분뇨처리작업)
;du| Jofj:yfkg 

-vf]/sf] jl/kl/ x]/rfx, dnd'q  x6fpg] sfo{ _

사머그러 벼버스타뻔 (코르꼬 워리뻐리 헤르짜허, 
멀무뜨러 허따우네 까르여)

일요일
cfOtaf/

아이떠바르

기본사양관리
;fdfGo k|hGg Joj:yfkg

사만여 쁘러저넌 벼버스타뻔

기본사양관리
;fdfGo k|hGg Joj:yfkg

사만여 쁘러저넌 벼버스타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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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관리
b}lgs Joj:yfkg
더이닉	벼버스타뻔

온도	및	환기관리
tfks|d / e]lG6n];gsf] Joj:yf
따쁘끄럼	러	밴띠래선꼬	벼버스타

일상 b}lgsL 
ilsang 더이니끼 

관리	 Aoa:yfkg
gwanli 벼버스타뻔 

온도	 tfks|d
ondo 따쁘끄럼 

환기	 e]lG6n];g
hwangi 밴띠래선 

오전 7시	 laxfg & ah] 
ojeon ilgobsi 비하너 사뜨 버재

점검	 hfrF
jeomgeom 자쯔 

자돈상태	
jadonsangtae 
kf7f]x?sf] cj:yf
빠토허루꼬 어버스타 

시설점검 	 vf]/sf] kl/If0f
siseoljeomgeom 코르꼬 버리쳔

사료급여	 bfgf v'jfO{ 
salyogeub-yeo 다나 쿠와이 

담당	 lhDdf
damdang 짐마 

업무	 lhDd]jf/L
eobmu 짐메와리 

오후 1시	 lbpF;f] ! ah]   
ohu hansi 디우소 액 버재

소독	 ls6fg' ;f]wg 
sodog 끼따누 소던 

포유자돈관리	
poyujadongwanli 
kf7f]x?sf] /]vb]v  
빠토허루꼬 래크대크 

오후  4시	 lbFp;f] $ ah]  
ohu nesi 디우소 짜르 버재

사료급여	 bfgf v'jfO{  
salyogeub-yeo 다나 쿠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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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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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jxfg & ah] b]lv sfd z'? ug]{ clg a+u'/sf] vf]/sf] tfkqmd / xfjf cfjt hfjt hfFr ug]{ 
;fy} +aQLsf] glhs ePsf] kf7f]x?sf] cj:yf hfFRg], vf]/sf] ;'ljwfx? h:t} lah'nL, kfgLs]f r'xfj6 
cflb hfFRg] / !@ ah] leq v'jfO{ k|zf;gnfO{ lhDdf lbg] .

비하너 사뜨 버재 대키꼬 수루 거르네 어니 번구르꼬 따쁘끄럼  러 하와 아웓 자웓 자
쯔 거르네 사터이 버띠꼬 너직 버에꼬 빠토허루꼬 어버쓰타 자쯔네, 코르꼬 수비다허
루 저스떠이-비줄리,빠닊 쭈하웓_아디 자쯔네 러 바러 버재 비뜨러 쿠와이 쁘라서선
라이 짐마 디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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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bpF;f]sf] ! ah]b]lv # ah];Dd ls6f0f'zf]wg u/l kf7f]x?sf] /v]b]v ug]{ .

디우소꼬 액 버재대키 띤 버재 섬머 끼다누소던 거리 빠토허루꼬 래크대크 거르내

 오후 4시 업무시작과 동시에 사료급여 후 포유자돈 관리

lbpF;f] $ ah] b]lv vfgf v'jfO{ kf7f]x?s]f /]vb]v ug]{

디우소 짜르 버재대키 카나 쿠와이 빠토허루꼬 래크대크 거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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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	0~1일령	
(주로	목,	금요일)
hGd]s]f )–! lbg]sf] kf7f]
-k|fo laxLaf/ / z'qmaf/_
전매꼬	지로	액	딘꼬	빠토
쁘라여	비히바르	러	숙러바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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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꼬리자르기(단미)
dfp Aofpg] tof/L, Aofpbf v]/L x]/rfx / ;fngfn kmfNg], kf7fsf] gfn sf6\g], dfpsf] 
b'w v'jfpg], kf7fsf] s's'/] bft sf6\g], k'R5/ sf6\g]

마우	버나우네	떠야리,	뱌우다케리	헤르짜허	러	살날	팔네,	빠타꼬	날까뜨네,			
마우꼬	두드	쿠와우네,	빠타꼬	꾸꾸레	닫	깓네,	뿌쯔처르	깓네

<외음부팽대>	
;'lGgPs]f u'KtfË

순니애꼬	굽땅거

<유즙>
;]tf] b'w] kfgL

세또	두데	빠니

1.	분만준비 dfp Aofpg] tof/L tof/L
마우 뱌우네 떠야리

출생	 hGd
chulsaeng 전머 

일령	 !lbg] 
illyeong 액 디내

분만준비	 k|;'lt tofl/ 
bunmanjunbi 쁘러수띠 떠야리 

분만관리 및 양수제거 
bunmangwanli mich yangsujegeo
dfp Aofpg] tof/L / ;fngfn kmfNg]  
마우 뱌우네 떠야리 러 살날 팔네

초유급여	 afSnf] b'w v'jfpg' 
choyugeub-yeo 박로 두드 쿠와우누

탯줄제거	 ;fngfn sf6\g]  
taesjuljegeo 살날 까트내 

견치(송곳니)제거 
gyeonchi(song-gosni)jegeo  
ltvf] bfFt  
띠코 닫

꼬리자르기(단미) 
kkolijaleugi(danmi)  
k'5/sf] s6fO{  
뿌처르꼬 꺼따이 

준비 tof/L  
junbi 떠야리 

분만예정 k|;'ltsf] ldtL  
bunman-yejeong 쁘러수띠꼬 미띠 

일주일 Ps xKtf  
ilju-il 액 헙따 

분만징후 Joyfsf] nIf0f  
bunmanjinghu 벼타꼬 럭첸 

관찰 cjnf]sg 
gwanchal 어버로껀 

외음부 of]gL 
oeeumbu 요니 

붉게	 /ftf] 
bulg-ge 라또 

팽대 ;'lGgg'
paengdae 순니누 

음부 of]gL
eumbu 요니 

점액 lrNnf] kbfy{ 
jeom-aeg 칠로 뻐다르터 

분비  
bunbi 
zl//af6 lg:sg] t/n tTj' 
서리르바떠 니스꺼네 떠럴 떧워

유방 :tg 
yubang 이스떤

유두 d'G6f] 
yudu 문또

유즙 ;]tf] kbfy{ 
yujeub 새또 뻐다르터

단어모음	 zAbfjnL 섭다워리

 분만예정 일주일 전부터 지속적인 모돈 분만징후 관찰

tf]lsPsf] Aofpg] ldltsf] Ps xKtf cuf8L b]lv ue{jtL a+u'/df a]yfsf] nIf0f? cjnf]sg ug]{

또끼에꼬 뱌우네 미띠꼬 액 헙따 어가디 대키 거르버버띠 벙구르마 배타꼬 럭챈허루 
어버로껀 거르내

 외음부가 붉게 부어 오르고 팽대

dfpsf] of]gL ;'lGgP/ km'N5 / /ftf] x'G5

마우꼬 요니 순니에러 풀처 러 라또 훈처

 출산이 가까워지면 음부에서 점액 분비

k|:'lt glhsb} hfFbf of}gLaf6 lrNnf] kbfy{ aUg]

쁘러쓰띠 너지기더이 자다 요니바떠 찔로 뻐다르터 버그내

 유방은 점차 커지며 유두는 뚜렷이 솟아나고 검붉은색을 띰

la:tf/} :tg 7"nf] x'g' / d'G6f] aflx/ lgl:sP/ uf9f /ftf] x'Fb} hfg'

비스따러이 이스던 투로 후누 러 문또 바히러 니스끼에러 가다 라또 후더이 자누

 유방을 문질러 짜보면 물과 같은 유즙이 나옴

b'w df8]/ lgrf]bf{ b'w h:t} ;]tf] kbfy{ aUg]

두드 마데러 니쪼르다 두드 저스더이 새또 뻐다르터 버그내

 복부 팽대, 파수발생, 동작불안 등의 행동 보임

k]6 ;'lGgg] / c+;Gt'lnt Jojxf/ ug'{

뺃 순니내 러 어선뚜릳 벼버하르 거르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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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만 Aofpg
bunman 뱌우너

시작	 ;'? 
sijag 수루

양수 ue{sf] kfgL 
yangsu 거르버꼬 빠니 

온도 tfkqmd 
ondo 따뻐끄럼 

20℃ @) l8u|L 
isibdossi 비스 디그리

유지 sfod ug]{ 
yuji 까염 거르네

보온등 Gofgf] kfg]{ aQL  
boondeung 냐노 빠르네 벗띠

설치 h8fg 
seolchi 저단 

온도조절 tfkqmdsf] lgoGq0f 
ondojojeol 따쁘끄럼꼬 니연뜨런

깔짚 em';-k/fn 
kkaljip 주스-뻐랄

신문지 klqsf 
sinmunji 뻐뜨리까 

깔기 lj5\ofpg] 
kkalgi 비챠우네

단어모음	 zAbfjnL 섭다워리

<보온등	준비>
Gofgf] kfg]{ aQLsf] tof/L

냐노	빠르네	벗띠꼬	떠야리

<보온상자	및	보온등	설치>
Gofgf] kfg]{ afS;f / aQLsf] h8fg

냐노	빠르네	박사	러	버띠꼬	저단

dfp Aofpg yfNbf
마우 뱌우너 탈다분만시작

 양수가 터진 후 1~2시간 후 분만

kfgL km"6]sf] !–@ 306f kl5 kf7f] hlGdg'

빠니 푸떼꼬 액 두이 건따 뻐치 파토 전미누

 분만사 온도 : 20℃ 이상 유지

dfp Aofpg] vf]/sf] tfkqmd @)˚C sfod ug]{ eGbf dfly

마우 뱌우네 코르꼬 따쁘끄럼 비스 디그리 까염 거르네 번다 마티

 분만틀 옆 또는 뒤에 보온등 설치

Aofpg] qm]6 5]pdf / k5fl8 Gofgf] kfg{ aQL h8fg ug]{

뱌우네 끄 렛 체우마 러 뻐차디 냐노 빠르너 벗띠 저단 거르네

 보온등의 높낮이 조절로 온도조절

aQL tn-dfyL ;f/]/ tfkqmd a9fpg]-36fpg]

벗띠 덜러-마티 사레러 땁끄럼 버다우네-거따우네

 충분한 깔짚 및 신문지 바닥에 깔기

kof{Kt dfqfdf klqsf / em';-k/fn la5\ofpg]

뻐르얍떠 마뜨라마 뻐뜨리까 러 주스-뻐랄 비챠우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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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관리 | a+u'/sf] Joj:yf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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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f7f] hlGd;s]kl5 skf; cyjf sk8fn] d'v / gfv k'l5lbg] / kf7fsf] zl//df ePsf] kfgL k'5]/ s]
xL ;do ;Dd aQL d'gL 5fl8lbg]. -x/]s %–#) ldg]6df Pp6f kf7f] hlGdG5 /Ps} a]tsf ;a} kf7f 
hlGdg nueu @-# 306f nfU5 .

빠토 전미서깨뻐치 거파스 어터와 꺼뻐다래 무크 러 낙 뿌치디내 러 빠타꼬 서리르마  
버에꼬 빠니 뿌체러 깨 히 서머여 섬머 벗띠 무니 차디디네 (허랙 빠쯔 띠스 미내뜨마 
애우따 빠토 전민처 러 애우따 빠토꼬 라기 러그버그 두이 띤 건따 짜힌처)

▒ 손으로 문질러 유즙을 조금씩 짜줌

xftn] :tgnfO{ xNsf d;f/lbP/  cln cln b'w] kfgL lgrf]l/lbg]]

핟래 이스던라이 헐까 머사르디애르 얼리 얼리 두데 빠니 니쪼리디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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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자에서 체력이 회복될 수 있도록 조치

ev{/ hGd]sf] kf7fsf] zl//df ePsf] ue{ kfgL k'5\g] cflb ul/;s]kl5 k|z:t b'w v'jfpg] / Gofgf] 
afS;fdf cf/fd x'g] u/L /fVg] .

버르커르 전메꼬 빠타꼬 서리르마 버에 꼬 거르버 빠니 뿌츠네 여 띠 거리서께버치 쁘
러스스떠 두드 쿠와우네 러 냐노 박사마 아람 후내 거리 랔네

▒ 체중이 작은 자돈을 앞쪽 유두에서 포유할 수 있게 조치

tf}n sd ePs]f kf7f]nfo{ ;lhnf] ;Fub'w vfgsf] nflu cufl8 ePsf] d'G6f]sf] glhs /fVg] .

떠울 껌 버애꼬 빠토라이 서지로 성거 두드 카너꼬 라기 어가디 버에꼬 문또꼬 너직 라크네

2.	분만관리 dfp Aofpbf  ug]{ x]/rfx
마우 뱌우다 거르네 헤르짜허

분만 Aofpg
bunman 뱌우너

관리	 x]/rfx
gwanli 헤르짜허

탈지면	 skf; 
taljimyeon 꺼파스

헝겊	 sk8f 
heong-geop 꺼뻐다

입	 d'v
ib 무크

코	 gfs
ko 낙

양수	 ue{sf] kfgL 
yangsu 거르버꼬  빠니

보온등 Gofgf] /fVg] aQL  
boondeung 냐노 라크네 벗띠

초유	 kx]nf] afSnf] b'w 
choyu 뻐해로 빡로 두드

급여	 dfqf
geub-yeo 마뜨라

유즙	 ;]tf] b'w] kfgL 
yujeub 세또 두데 빠니

짜줌	 lgrf]l/lbg] 
jjajum 니쪼리디네

포유	 b'w
poyu 두드

작은	 ;fgf] 
jag-eun 사노

자돈	 kf7f] 
jadon 빠토

앞	 cuf8L
ap 어가디

유두	 d'G6f] 
yudu 문또

<분만	관리	과정>
k|;'lt Joj:yfkgsf] k|lsof

쁘러수띠		벼버스타뻔꼬	쁘러기르야

dfp Aofpbf  ckgfpg] ;fjwfgL
마우 뱌우다 어뻐나우네 삽다니분만시	관리

3.	초유급여	
(면역획득	매우	중요함)

klxnf] afSnf] b'wsf] vfg lbg] 
-/f]u k|lt/f]wfTds zlQmsf] nflu dxTjk"0f{_
뻐히로 박로 두드꼬 카너 디네 

(로그 쁘러띠로닫먹 석띠꼬 라기 머헏워뿔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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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	 5'§\ofP/ 
bunhal 춧땨에러

포유	 b'w vfg] 
poyu 두드 카네

유두	 d'G6f] 
yudu 문또

결정	 lg0f{o 
gyeoljeong 니르너여

앞쪽	 cuf8L kl6
apjjog 어가디 뻐띠

비유량	 b'w lbg] dfqf 
biyulyang 두드 디네 마뜨라

많고	 w]/} 
manhgo 대러이

다른 모돈	 csf]{ dfp 
daleun modon 어르꼬 마우

초유급여	 afSnf] b'w v'jfpg' 
choyugeub-yeo 박로 두드 쿠와우누

 분할포유 : 분만 후 며칠동안이라도 포유시 우량 자돈을 잠시 보온상자에  

가두어 허약자돈이 앞쪽 유두를 차지할 수 있도록 조치

5'§\ofP/ b'w v'jfpg] : hlGdPsf] s]xL lbg ;Dd tGb'?:t kf7fnfO{  s]lx ;do Gofgf] afS;fdf /
fv]/ sdhf]/ kf7fn] cufl8 kl§sf] b'wsf] d'G6fdf b'w vfg] Joj:yf ug]{.

춧땨에러 두드 쿠와우네 : 전미에꼬 께히 딘 섬머 떤두루스떠 빠타라이 깨히 서머 여  
냐노 박사마 라케러 꺼머조르 빠탈레 어가디 뻣띠꼬 두드꼬 문따마 두드 카네 벼버스
타 거르네 

 자돈은 분만 후 3일 이내에 자신이 포유하는 유두가 결정됨

hGd]s]f # lbg leq kf7f]n]cfkm'n] b'w vfg] d'G6f] 5fG5.

전매꼬 띤 딘 비뜨러 빠토래 아풀레 두드 카네 문또 찬처

 통상적으로 모돈 앞쪽의 유두가 비유량이 많고 한 번 정해진 유두는 이유시까

지 고정됨

;fwf/0fto cufl8 ePsf ;a} b'wsf] d'G6f]af6 b'w w]/} cfp5, Ps k6s kf7fn] d'G6f] 5fg]kl5 b'w 
5'§\ofpg] a]nf ;Dd To;d} vfG5.

사다런떠여 어가디 버에까 서버이 문또밧 떠 두드 데러이 아우처, 엑 뻐떡 빠탈레 문
또 차네뻐치 두드 춧땨우네 벨라 섬머 뗘스머이 칸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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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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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 초유급여

l6Kk0fL M hGd]sf] !@ 306f leq kf7f]nfO{ klxnf] afSf] b'w v'jfO{;Sg' k5{ lsgeg] o;n] /f]u k|lt/f]
wfTds zlQm lbg] tTjnfO{ zf]ig ;xof]u u5{ olb dfp a+u'/n] afSnf] b'w lbg g;s] !@ 306f leq 
afSnf] b'w lbg] csf]{ dfp a+u'/sf] aGbf]a:t ul/g' k5{.

띠뻐니, 전매꼬 바러 건따 비뜨러 빠토라이 버히로 박로 두드 쿠와이석누 뻐르처 끼
너버내 애스래 로그 쁘러띠로닫먹 석띠 디내 떧워라이 소스너 서허요그 거르처, 여디   
마우 벙그를레 바글로 두드 디너 너서께 바러 건따 비뜨러 바글로 두드 디네 어르꼬  
마우 벙그르꼬 번도버스떠 거리누 뻐르처 

<분할	포유>
5'§\ofP/ b'w v'jfpg]

춧땨에러	두드	쿠와우네

포유기간 중 포유간격 
b'w Vjfpg] cjlwe/ b'w Vjfpg] cGt/fn

두드 쿠와우네 어버디버르 두드 쿠와우네 언떠랄

주   차
xKtf

헙따

1주차
! xKtf

액 헙따

2주차
@ xKtf

두이 헙따

3주차
# xKtf

띤 헙따

포유~포유간격
b'w v'jfpg] - cGt/fn

두드  쿠와우네 - 언떠랄

55분
%% ldg]6

뻐쯔뻔너 미낻

71분
&! ldg]6

액허떠르 미낻

73분
&# ldg]6

뜨리허떠르 미낻

1일중	포유횟수
! lbgdf slt k6s b'w Vjfpg]

엑 딘마 꺼띠 뻐떡 두드 쿠와우네

26회
@^ k6s

처비스 뻐떡

20회
@) k6s

비스 뻐떡

20회
@) k6s

비스 뻐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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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탯줄	제거 ;fngfn sf6\g]
살날 깓네

5.	견치(송곳니)	제거	및	비강분무 bfFtsf6\g] / gfsdf :k|] ug]{
닫 까뜨네 러 낙마 이스쁘레 처르내

탯줄	 ;fngfn
taesjul 살날 

제거	 x6fpg' 
jegeo 허따우누

실	 wfuf] 
sil 다고

묶은 후 자른
mukk-eun hu jaleun
afFw]kl5 sf6\g' 
바대 뻐치 깓누

소독	 ;kmf ug'{ 
sodog 서파 거르누

견치	 bfFt
gyeonchi 닫

포유	 b'w r':g' 
poyu 두드 쭈스누

상처	 rf]6k6s nfUg' 
sangcheo 쫃뻐떡

방지	 /f]syfd 
bangji 록탐 

8개	 *j6f 
yeodeolbgae 아트워따

송곳니	 bfFt 
song-gosni 닫 

잘라 줌	 sf6\g'
jalla jum 까뜨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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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ngfn @–# ;]=ld hlt 5f]8]/ ls6f0f'z]wg u/]sf] wfuf]n] afFWg] / To;kl5 sf6]/ cfof]l8gn] ;kmf 
ug

살날 두이 띤 샌티미터 저띠 초대러 끼따누소던 거레꼬 다고래 받내 러 뎌스뻐치 까때
러 아요딘래 서파 거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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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할 가능성이 높음

ljz]if vf]/sf] e'O{df hfnL la5\ofPsf] 5 eg] kf7fsf] gfn r'l8P/ /ut cfpg] cyjf gfO6f]sf] 
xlg{of x'g] ;+efjgf pRr x'G5.

비세스 코르꼬 부이마 잘리 바챠에꼬 처버네 빠타꼬 날 쭈다에러 러것 아우네 어터와 
나이또꼬 허르니야 후네 섬바워나 우 쩌 훈처  

 포유시 모돈의 유방과 유두 상처 및 자돈간의 싸움으로 인한 상처 방지

kf7fn] b'w vfbf dfpsf] b'w / d'G6f]df 3fp kfg]{ / kf7fx¿ emu8f ubf{ Pscsf{nfO{ rf]6 
k'of{pgaf6 hf]ufpg.

빠탈레 두드 카다 마우꼬 두드 러 문또마 가우 빠르네 러 빠타허루 저거다 거르다 엑   
어르깔라이 쫏 뿌랴우너 바떠 조가우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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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u'/sf] tndfly -bfofafof * j6f bft x'G5, bft ;a} sf6\g'k5{.

벙그르꼬 떨러마티-다야바야 아트 워따 다뜨 훈처, 다뜨 서버이 까뜨누 뻐르처

 최근 부작용 때문에 견치를 하지 않는 곳도 있음

kl5 uP/ gsf/fTds k|efjn] ubf{s's'/] bft gsf6\g] 7fp klg 5g\.

뻐치 거애러 너까랏먹 쁘러밥래 거르다 꾸꾸레 다뜨 너까뜨네 타우 뻐니 천

<탯줄제거	모습>

;fn gfn sf6\g] k|s[of

살날	까뜨네	쁘러끄리야

p2]Zo / gsf/fTds k|efjx?
우대셔 러 너까랏먹 쁘러밥허루목적	및	부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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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l/sf
떠리까방			법

허약자돈	 sdhf]/ kf7f] 
heoyagjadon 빠토 껌조르

바짝	 Rjf§}, ldnfP/ 
bajjag 쭈왓떠이, 밀라에르

자르되	 sf6g' 
jaleudoe 까트누

피	 /ut 
pi 러것

나지 않도록	 gcfpg] u/L 
naji anhdolog 너아우네  거리

주의	 ;fjwfgL k"j{s 
juui 사와다니 뿌르벅

견치절단기
gyeonchijeoldangi
s's'/] bft sf6\g] cf}+hf/
꾸꾸레  닷  깟네  어우자르

스테인레스 제품
seuteinleseu jepum
lvof gnfUg] cf}hf/
키야 널라그네 어우자르

사용	 k|of]u 
sayong 프러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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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j:y s's'/] bft : lvPsf] bft jf RofltPsf] luhfn] ubf{ luhf / bft kmfl6b} uPdf  xflgsf/s 
ls6f0f'x? l5/]/ $)~^)lbgdf kf7f cs:dft 9Ng ;S5g. olta]nf b]vfkg]{ ls6f0f'x?df  :6«]K6f]sf]
s;, :6]kmfOnf]sf]s;, ;fNdf]g]nf cflb 5g\. olb d/]sf] kf7f]sf] uLhf ;'lGgP/ s'lxPsf] 5 eg] s's'/] 
bft c:j:y ePsf] sf/0f x'g ;S5. olb  kf7f]sf] d'vdf 3fp 5, lha|f] / bft lalu|Psf] 5 eg] /
fd|f];+u b'w klg vfg ;Sb}g.

어그워스터 꾸꾸레 닷 : 키에꼬 닷 와 쨔띠에 꼬 기잘레 거르다 기자 러 닷 파띠더이  
거에마 하니까럭 끼따누허루 치레러 짤리스~사티 딘마 빠타 어꺼스맛 덜너 서끄천. 
여디 머레꼬 빠토 기자 순니에러 꾸히에꼬 처 버네 라므로서거 두 드 뻐니 카너 서끄
더이너.

 분만 후 초유를 충분하게 섭취한 후에 실시(허약자돈 제외)

kf7f] hGd]kl5 afSnf] b'w v'jfpg] / of]hgf ;'? ug]{ -sdhf]/ kfg]{ afx]s_

빠토 전매뻐치 바끄로 두드 쿠와우네 러 요저나 수루 거르네 (껌조르 빠르네 바핵)

 수평으로 잇몸 가까이 바짝 자르되 잇몸이 다쳐서 피가 나지 않도록 주의

;fjwfgL k"j{s uLhfaf6 /ut gaUg] / rf]6 gnfUg] u/LuLhf glhs} Rjf§} Ps} gf;n]  sf6\g]

사버다니 쁘르벅 기자바떠 러것 너버그네 러 기자 너지꺼이 쫫떠이 에거이 나슬레   
까뜨네

 견치절단기는 녹이 슬지 않는 스테인레스 제품을 사용

lvof gnfug] cf}hf/ k|of]u ug]{ .

키야 너라그네 어우자르 쁘러요그 거르네

<견치절단부위>
s's'/] bftF sf6\g] efu

꾸꾸레	닫	까뜨네	바그

<견치절단기>
s's'/] bfFt sf6\g] cf}hf/

꾸꾸레	닫	까뜨네	어우자르

절단 또는 연마
sf6\g] cyjf 3f]6\g]

까뜨네	어터와	곳네

법랑질
Ogfd]n tx

이나멜	떠허

잇몸
uLhf

기자

치수
kNk

뻘뻐

상아질
8]lG6g tx

덴틴	떠허

※ 치수부위가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bft sf6\bf kNknfO xfgL gk'Ug] u/L xf]lzof/L ug]{

다뜨	까뜨다	뻘뻘라이	하니	너북네	거리	
호시야리	거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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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치기	 bft sf6\g] cf}hf/
gyeonchigi 따뜨 까뜨네 어우자르

소독	 ls6f0f' ;f]wg 
sodog 끼따누 소던

손바닥	 xTs]nf 
sonbadag 헏게라

머리	 6fpsf] 
meoli 따우꼬

고정	 ;dfTg' 
gojeong 서맏누

검지손가락	 rf]/ cf}nf 
eomjisongalag 쪼르 어울라

노란 부분의 끝부분
nolan bubun-ui kkeutbubun
bfFtsf] kx]nf]sf] 6'Kkf] 
닫꼬 뻐해로 꼬 뚭

잇몸	 luhf 
ismom 기자

손상	 lau|g' 
sonsang 비그러누

절단부	 sf6\g] efu 
jeoldanbu 까뜨네 바그

교체	 abNg] 
gyoche 버덜내

스테인레스	 lvof gnfUg] 
seuteinleseu 키야 너라그내

 환돈방을 완료한 후에는 견치기를 소독하여 사용

cf}hf/ k|of]u ul/;s]kl5 ls6f0f'zf]wg ug]{ .

어우자르 쁘러요그 거리서게뻐치 기따누소던 거르네

 견치 요령은 손바닥으로 자돈의 머리를 고정한 후 검지손가락으로 입을 벌리

고 전체 이빨의 노란 부분의 끝부분을 수평으로 절단 

kf7f]nfO{ xftdf /fv]/ 6fpsf] ;dfTg] clg cf}nfn] d'v vf]n]/ ;a} bfFtsf]kx]nf] efusf] 6'Kkf]nfO{ t];f]{ 
kf/fn] sf6\g] .

빠토라이 하뜨마 라캐러 따우꼬 서맏네 어니 어우라레 무크 코래러 서버이 닫꼬 버해
로 뚭뽈라이 때르소 빠랄레 까뜨네

▒ 견치의 앞쪽을 조금만 절단하여도 충분함

s's'/] bftsf] 6'Kkf] clnslt sf6] klg x'G5.

꾸꾸레 다뜨꼬 뚭뽀 얼리꺼띠 까떼 뻐니 훈처

 치아를 잇몸에 바짝 붙여서 자르면 잇몸 손상을 일으켜 치주염을 일으키거나 

연쇄상구균 감염증의 원인이 됨

uLhfdf 6\ofKk} 6f;]/ bft sf6]df bft lau|g] cyjf uLhfsf] ;+qmd0f x'g] jf :6«]K6f]sf]Ss; ;+qmd0f 
x'g ;S5.

기자마 땹뻐이 따세러 닷 까떼마 닷 비그러네 어터와 기자꼬 성끄러먼 후너 석처.

 견치 도구의 절단부가 무딘 상태라면 즉시 교체함

olb cf}hf/df wf/ 5}g eg] t'?Gt abNg] .

여디 어우자르마 다르 처이너 버내 뚜룬떠 버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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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ft sf6\gsf] nfuL lvof gnfUg] cf}hf/ k|of]u ug]{ -lvof nfu]s]f k]lGr; k|of]u gug]{_

다뜨 까뜨너꼬 라기 키야 너라그네 어우자르 쁘러요그 거르네 (키야 라게꼬 팬칫 쁘러
요그 너거르네)

<뾰족한	부분만	자름>
ltvf] efu dfq sf6\g]

띠코	바그	마뜨러	깓네

<적절히	잘라낸	송곳니>
l7s tl/sfn] sfl6Psf] s's'/] bft.

틱	떠리깔레	까띠에꼬	꾸꾸레	다뜨

<견치기	소독>
s's'/] bft sf6\g] cf}hf/ ls6f0f" lgif]w ug]{.

꾸꾸레	따뜨	까뜨네	어우자르	끼따누		
니세	드	거르네

l6Kk0fL
띱버니주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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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기타	약제	투여(선택사항) cGo pkrf/sf pkfox? -P]lR5s_
언여 우뻐짜르까 우빠요허루 (어이칙)

7.	꼬리	자르기(단미) k'R5/ sf6\g] (docking)
뿌처르 까뜨네

청결한 것	
cheong-gyeolhan geos
;kmf s'/f 
서파 꾸라

사용	 k|of]u 
sayong 쁘러요그

연마기	 /]6L 
yeonmagi 래띠

안전함	 ;'/IfLt 
anjeonham 수러칟

비강분무	 gfssf] :k|] 
bigangbunmu 낙고 스프레

바이콕스	 Bicox
baikogseu 바이콕스

경구 투여	
gyeong-gu tuyeo
d'vaf6 xfNg]
무커 빠떠 할네

꼬리	 k'R5/ 
kkoli 뿌처르

자르기	 sf6\g] 
jaleugi 깓네

무는	 6f]Sg] 
muneun 똑네

출혈	 /ut aUg' 
chulhyeol 러걷 버허누

예방	 /f]syfd 
yebang 록탐

 견치 절단기는 청결한 것을 사용

;kmf cf}hf/ k|of]u ug]{ .

서파 어우자르 쁘러요그 거르네

 절단기보다 갈아 내는 연마기를 사용하는 것이 더 안전함

sf6\g] cf}hf/ eGbf /]6\g] cf}hf/ k|of]u u/] a9L ;'/lIft x'G5.

까뜨네 어우자르 번다 레뜨네 어우자르 쁘러요그 거레 수러칫 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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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및 바이콕스(또는  톨트라주릴 등) 경구 투여

d'vsf] efu ;DalGw ljleGg sfo{x? ul/;s]kl5 AR sf] /f]syfdsf] nflu gfssf] :k|] (sfgfdfOl;g 
: Ps-b"O cc) / a]sf]S; (cyjf 6f]N6«fh'l/n=======) d'vsf] dfWodaf6 lbg] .

뭌꼬 바그 섬번디 비빈너 까르여허루 거리서개뻐치AR 꼬 록탐꼬 라기 낙꼬 쓰쁘레
(가나마이신 : 액-두이 시시)러 바이콕스 어터와..... 무크꼬 마드염바떠 디내

 밀집 사육시 나타나는 꼬리를 무는 현상으로 인한 출혈과 감염 예방

w]/} kf7fx? ;+u} kfNbf Pscsf{sf] k'R5/ 6f]s]/ /ut aufpg] / x'g ;Sg] ;+qmd0fsf] /f]syfd

데러이 빠타허루 성거이 빨다 에꺼 어르까꼬 뿌처르 또께러 러것 버가우네 후너 섞네 
성끄러먼꼬 로끄탐

<주사용	항생제	비강분무(AR	예방)>
gfsdf 5s{g] PlG6afof]l6s (AR /f]syfd)

나끄마	처르꺼네	안띠바요띡(에이알록탐)

<경구투여(콕시듐	예방	및	치료)>
d'vaf6 v'jfpg] (slS;l8od sf] /f]syfd / pkrf/)

무크바떠	쿠와우네		
(콕시듐	꼬	록탐	러	우뻐짜르)

p2]Zo
우데셔목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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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리	 k'R5/ 
kkoli 뿌처르

절단	 sf6\g' 
jeoldan 까뜨누

방법	 t/Lsf 
bangbeob 떠리까 

허약자돈	 sdhf]/ kf7f] 
heoyagjadon 껌조르 빠토

제외	 afx]s
je-oe 바헥

표피	 aflx/L 5fnf  
pyopi 바히리 차라

1.5	 !=%
iljeom-o 액 포인트 빠쯔

2.5	 @=% 
ijeom-o 두이 포인트 빠쯔

일정	 b}lgls 
iljeong 더이니끼

 출생 후 6시간에서 2일령 전에 실시하나 작업의 효율상 3일령에도 실시
kf7f] hGd]s]f ^ 306f / @ b]lv # lbg leq sfo{ ;+rfng u/] pko'Qm x'G5 .

빠토 전매꼬 처 건따 러 두이 대키 띤 딘 비뜨러 까르여 선짜런 거래 우뻐육떠 훈처

 허약자돈 제외

sdhf]/ kf7f]nfO{ 5f]8\g] cyjf gug]{

껌조르 빠토라이 초드네 어터와 너거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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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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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R5/sf] 6'Kkf] tfg]/ rfslt/ !=%–@=% ;] ld hlt 5f8]/ sf6\g] -k'R5/sf] 6'Kkf]sf] 5fnf v's'nf] eP/ 
sf6]sf] efu 5f]K5 uNtL u/\of] eg] sfl6;s]kl5 x8\8L b]lvG5_

뿌처르꼬 뚭보 따내러 짝 띠러 액 톱라 빤쯔 두이 톱라 빤쯔 세미 저띠 차대러 깓네 
(뿌처르꼬 뚭보 쿠꿀로 꼬 찰라 쿠꿀 로 버에러 까떼 꼬 바그 촙처, 걸띠 거르요 버내 
까띠서께뻐치 헏디 대킨처)

 자른 꼬리의 길이는 전부 같도록 일정하게 절단(길이의 변이가 있어도  

꼬리물기를 유발하는 요인이 될 수 있음)

;a} kf7f]sf] k'R5/ Ps} gf;sf] nDafO{n] sf6\g] -k'R5/ nfdf] 5f]6f] ePdf kf7fx?n] k'R5/ 6f]Sg] sf/0f 
aGg ;S5_

서버이 빠토꼬 뿌처르 애꺼이 나스꼬 럼바이래 깓네 (뿌처 르 라모-초 또 버에 마 빠
타허룰레 부처러 똑네 까런 번너 석처)

 주로 단미용 가스단미기 사용

Uof;n] k'R5/ sf6\g] cf}hf/sf] k|of]u 

갸슬레 뿌처르 까드네 어우자르꼬 쁘러요그

<가스단미기>
Uof;n] k'R5/ sf6\g] cf}hf/ 

	갸슬레	뿌처르	까뜨네		
어우자르

<꼬리	자를	부위>
k'R5/ sf6\g] efu

뿌처르	깓네	바그

<꼬리절단기의	위치>
k'R5/ sf6\g] cf}hf/sf] :yfg

뿌처르	깓네	
어우자르꼬	잇탄

<절단후의	소독>
sfl6 ;s]kl5 ls6f0f' zf]wg ug]{

까띠서게뻐치	
끼다누소던	거르네

k'R5/ sf6\g] tl/sf
뿌처르 깓네 떠리까꼬리절단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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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어모음	 zAbfjnL 섭다워리

양돈장관리매뉴얼 네팔어판 | a+u'/ kfng lgb]{lzsf -g]kfnL ;+:s/0f_

출생	 hGd]sf] 
chulsaeng 전매꼬

2	 2 b'O{ 
i 두이

일령	  lbg 
illyeong 딘

포유	 b'w
poyu 두드

보냄	 k7fpg' 
bonaem 뻐타우누

체중	 tf}n 
chejung 떠울

포유두수	 b'w r';fpg' 
poyudusu 두드 쭈사이

분류	 5'6\fpg' 
bunlyu 쭏야우누

저산	 tf}n
jeosan 떠울

작은	 sd
jag-eun 껌

자돈	 kf7f]] 
jadon 빠토

고산차	 w]/} AofPsf]
gosancha 데러이 뱌에꼬

큰	 w]/} 
keun 대러이

대리모돈	 vf]/ 
daelimodon 코르 

출생	2일령
(주로	토요일)
hGd]sf] @ lbgdf -k|fo zlgaf/_
전매꼬	두이	딘마	(뿌라여	서니바르)

고르기(양자)	분리이유
5fGg] -kf7f]_, 5'6\ofpg'sf] sf/0f
찬네	추뗘우누꼬	까런

▒ 분만 후 3~4회 이상 포유 후 양자보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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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우도 초유를 충분하게 섭취한 후에 실시)

hGd]kl5 #–$ k6s eGbf al9 afSnf] b'w vfO;s] kl5 dfqkf7fnfO{ csf]{ dfpsf]df k7fpg] -afSnf] 
b'w vfPs]f 5]g eg] /f]u nfU5, k|ofKt dffdf afSnf] b'w vfO;s]sf] x'g'k5{_

전매뻐치 띤 짜르 뻐떡 번다 버디 박로 두드 카이서께버치 마뜨러 빠탈라이 어르꼬  
마우꼬마 뻐타우네 (바끄로 두드 카에꼬 처이너 버내 로그 라그처, 쁘러얍떠 마뜨라마 
밖로 두드 카이서게꼬 후누뻐르처)

▒ 생후 48시간 이내에 실시하고, 늦어도 3일 이내에 실시

hGd]sf] $* 306f leq, l9nf] ePdf # lbg leq k7fpg]

전매꼬 얻짜리스 건따 비뜨러, 디로 버에마 띤 비뜨러 뻐타우네

▒ 자돈을 체중 및 포유두수로 분류

kf7f]x?nfO{ tf}n/ b'w vfg] k6ssf] cfwf/df 5'6\ofpg]

빠토허루라이 떠울 러 두드 카네 뻐떡꼬 아다르마 추땨우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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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f}n yf]/} ePsf kf7fx? yf]/} AofPsf] dfp / tf}n w]/} ePsf kf7fx¿ w]/} AofO;s]sf] dfpsf]df 
k7fpg]

떠울 토러이 버에까 빠타허루 토러이 뱌에꼬 마우 러 떠울 데러이 버에까 빠타허 루 
데러이 뱌이서께꼬 마우꼬마 뻐타우네

▒ 긴급양자 및 산자수가 많을 경우 대리모돈 활용

ckem{6 k/] cyjf w]/} kf7fx? AofPsf] a]nf csf]{ dfp yKg]

어뻐르처뜨 뻐레 어터와 데러이 빠타허루 뱌에꼬 벨라 어르꼬 마우 텁네

▒ 대리모돈은 도태 계획이 있는 모돈을 주로 활용

k|fo la;fpg nfu]sf] a'9L dfpnfO{ csf]{ dfpsf] ?kdf rnfp5g

쁘라여 비사우너 라게꼬 부디 마울라이 어르꼬 마우꼬 루뻐마 쩔라우천



26

단어모음	 zAbfjnL 섭다워리

양돈관리 | a+u'/sf] Joj:yfkg

출생	 hGd]sf] 
chulsaeng 전매꼬 

3 일령	  ltg lbg 
sam-illyeong 띤딘 

철분주사	 cfO/g ;'O{ 
cheolbunjusa 아이런 수이

치료	 pkrf/ 
chilyo 우뻐짜르

거세	 gk';+s 
geose 너뿡석 

이각	 sfg jl/kl/ 
igag 깐꼬 워리뻐리

복강주사	 ;'O{ 
boggangjusa 수이

물	 Kfflg
mul 빠니 

공급	 lbg' 
gong-geub 디누

돈방	 vf]/ 
donbang 코르

단위	 /fVg' 
dan-wi 라크누

10일령	 !) lbg
sib-illyeong 더스 딘

1ml	 ! Pd Pn
ilmilliliteo 액 앰 앨 

2회	 @ k6s
ihoe 두이 뻐떡

2ml	 @ Pd Pn
imilliliteo 두이 앰 앨

1회	 Ps k6s 1 
ilhoe 뻐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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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Gd]sf] # lbg leq cfO/g ;'O{ cfO/g 8]S;6«fg(Iron Dextran) nufpg] (100mg = 1cc 
=1ml)
전매꼬 띤 비뜨러 아이런 수이 (아이언 덱스트란)러가우네  
(서여 밀리그람 = 액 시시 = 액 앰 앨)

▒ 필요시 허약자돈에 복강주사 실시, 전해질을 첨가한 물 공급

w]/} sdhf]/ ePsf] v08df OG6«fk]l/6f]lgn(Intraperitoneal) ;'O{ lbg], yk :nfOg klg lbg]

대러이 껌조르 버애꼬 컨더마 인트라페리토니얼 수이 디내, 떱 스라인 뻐니 디내

▒ 자돈 설사는 되도록 돈방 단위로 치료

emf8f kvfnf nfu]df vf]/df cg';f/ pkrf/ ug]{

자다 뻐카라 라개마 코르마 어누사르 우뻐짜르 거르네

▒ 주사제 장단점 : 가격저렴, 비타민E 부족시 철분 쇼크

;'O{sf] ;sf/fTds / gsf/fTds kIfx? M ;:tf], le6fldg E sf] sldn] cfO/g zs x'g]

수이꼬 서까랃먹 뻑쳐허루, 섯도 비타민 이 꼬 꺼미래 아이런 석 후내

 덱스트란 철 : 3일령과 10일령에 1ml씩 2회 주사

cfO/g 8]S;6«fg(Iron Dextran) : t];|f] / b;f}+ lbgdf @ k6s 1 ml ;'O{ lbg]

아이런 댁스뜨란, 때스로 러 더서우 딘마 두이 뻐떡 액 앰앨 수이 디내

 덱스트란 철 + 비타민ADE : 3일령에 2ml 1회 주사

cfO/g 8]S;6«fg(Iron Dextran) + le6fldg ADE : t];|f] lbgdf ! k6s 2 ml lbg]

아이런 댁스뜨란+비타민에이디이:때스로 딘마 액 뻐떡 두이 앰 앨 디내

출생	3일령
(주로	월요일)
hGd]s]f # lbgdf -k|fo ;f]daf/_
전매꼬	띤	딘마	(쁘라여	솜바르)

철분주사	및	치료,	거세,	이각
cfO/g  ;'O{ / pkrf/, gk'+;s agfpg]
아이런	수이	러	우뻐짜르,	너뿡석	버나우네

1.	철분주사	및	치료 cfO/g ;'O{ / pkrf/
아이런 수이 러 우뻐짜르

cfO/g pkrf/sf] k|sf/ / k|of]u ug]{ tl/sf
아이런 우뻐짜르꼬 쁘러가르 러 쁘러요그 거르네 떠리까철분제제의	종류와	사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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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어모음	 zAbfjnL 섭다워리

양돈장관리매뉴얼 네팔어판 | a+u'/ kfng lgb]{lzsf -g]kfnL ;+:s/0f_

gk'+;s u/fpg] tl/sf
너뿡석 거라우내 떠리까실시방법

2.	거세실시	:	거세는	
	 분만	후	7일령	이내	실시

v;L kfg]{] M 
hGd]s]f & lbg leq v;L kfg]{ .
커시 빠르네 : 

저매꼬 사뜨 딘 비뜨러 커시 빠르네

3일령	 ltg lbg
sam-illyeong 띤딘

1ml	 ! Pd Pn
ilmilliliteo 액앰 앨

거세	 gk';+s
geose 너뿡석

7일령	 ;ft lbg
chil-illyeong 사뜨 딘

허약자돈	 sdhf]/ kf7f]
heoyagjadon 껌조르 빠토

제외	 afx]s
je-oe 바헥

전	 cl3
jeon 어기

면도칼	 5'/f
myeondokal 추라

2인	 b'O hgf
iin 두이 저나

1조	 Ps l6d
iljo 액 띰

보정틀	
bojeongteul 
hGt' aGb]h ug]{ k|m]d
전두 번데저 거르네 프렘

정소	 c08sf]if
jeongso 언더꼬스

표피	 aflx/L 5fnf
pyopi 바히리 차라

절개	 sf6\g]
jeolgae 까뜨네

 글렙토페론 : 3일령에 1ml 1회 주사

Un]K6f]km]/g(Gleptoferron) : t];|f] lbgdf ! k6s 1 ml lbg]`

글렙토페론 : 때스로 딘마 액 뻐떡 액 앰 앨 디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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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vaf6 lbg] cfO/g a:t'x?sf] kmfObf / a]kmfObfx? M ;'O{n] x'g] oftgfaf6 5'6\sf/f, cfO/g ;f]:g] 
;d:of O{-sf]nfO{(E-coli) af6 x'g] kvfnf

무크바떠 디내 아이런 버스뚜허루꼬 파이다 러 배파이다허루 흐 수이래 후내 야떠나
바떠 춧까라, 아이런 소스내 서머샤 이-콜리 바떠 후내 뻐칼라

▒ 허약자돈은 제외하며 추후 자돈의 상태가 좋아진 후에 실시

sdhf]/ kf7f]x?s]f kl5 :jf:Yodf ;'wf/ cfPkl5 gk'+;s u/fpg]

껌조르 빠토허루꼬 뻐치 솨스텨마 수다르 아애뻐치 너뿡석 거라우내

▒ 거세 전에 설파제 주사

v;L kfg{'g' cl3 ;Nkmf]gfdfO8\;(sulfonamides)sf] ;'O{ lbg]

커시 빠르누 어기 설포나마이드스 수이 디내

 일반적으로 면도칼을 이용

;fwf/0ftof bf/L sf6\g] 5'/f k|of]u ul/G5

사다런떠야 다리 까뜨네 추라 쁘러요그 거린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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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ft k|lqmofs]f nflu @ hgfsf] ! l6d agfpg l;kmfl/; ul/G5 oBlk PSn} jf hGt' aGb]h ug]{ 
k|m]dsf] k|of]u klg ug{ ;lsG5 .

수럭칟 쁘러끼르야꼬 라기 두이 저나꼬 액 팀 버나우너 시파리스 거린처 여뎌삐 액러
이 와 전뚜 번데저 거르네 프렘꼬 쁘러요거 뻐니 거르너 서낀처

▒ 정소가 팽팽하게 불쑥 올라올 수 있도록 안쪽으로 약간 힘을 줌

kf7fsf] c08sf]if 6gSs k/]/ dfly km'n]/ p7\g] u/L leq kl§af6 la:tf/} bafpg]

빠타꼬 언더꼬스 떠넉꺼 빠레러 마티 풀레러 웉네 거리 비뜨러 뻣띠바떠 비스따러이 
더바우네

 팽팽하게 솟아오른 정소부위 표피를 정소를 빼낼 수 있는 만큼 절개

km'n]/ p7]sf] c08sf]ifsf] aflx/L 5fnf c08sf]if lgSng] hlt dfq sf6\g]

풀레러 우테꼬 언더꼬스꼬 바히리 찰라 언더꼬스 니글러네 저띠 미뜨러 까뜨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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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어모음	 zAbfjnL 섭다워리

양돈관리 | a+u'/sf] Joj:yfkg

고환	 c08sf]if
gohwan 언더꼬스

면도칼	 5'/f
myeondokal 추라

제거	 sf6\g]
jegeo 까뜨네

상처부위	 sfl6Psf] efu
sangcheobuwi 까띠에꼬 바그

소독	 ls6f0f' ;f]wg
sodog 끼따누 소던

철저히	 cf}iflw 5g'{
cheoljeohi 어우서디 처르누

보정틀 이용
bojeongteul iyong
k|lqmofdf ;'wf/
쁘러끄리야마 수다르

거세	 gk';+s
geose 너뿡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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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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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jfn kfl/Psf] efudf c08sf]ifnfO{ ws]n]kl5 la:tf/} ;dft]/ 5'/fn] sf6]/ tfGg] -c08sf]ifnfO{ a]:;/
L gtfGg xf]; ug]{ M sfl6Psf] efu af6 cfGb|f lg:sg ;S5 .

뽤 빠리에꼬 바그마 언더꼬스라이 더게레뻐치 비스따러이 서마때러 추라래 까떄러 
딴내 (언더꼬스라이 뱃서리 너딴너 호스 거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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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우려가 있으므로 소독을 철저히 함

;+qmd0f x6fpg cf}ifwL 5g]{ M olb hGd]sf] & lbg kl5 gk';+s u/fPdf 3fp 7"nf] x'G5 / ;'lGgg] 
x'gfn] ;+qmd0f /lxt kfg{ cf}ifwL 5l//fVg]

성끄러먼 허따우너 어우서디 처르내여디 전매꼬 사뜨 딘 뻐치 너뿡석 거라에마 가우 
투로 훈처 러 순니내 후나래 성끄러먼 러힏 빠르너 어우서디 처리라크네

▒ 혼자 또는 거세 보정틀 이용한 거세 그림

PSn} cyjf hGt' aGb]h ug]{ k|m]ddf /fv]/ v;L kfl/Psf] t:jL/

에끌러이 어터와 전두 번데저 거르네 프렘마 라케러 커시 빠리에꼬 떠스비르

<거세부위	및	고환제거>

v;L kfg]{ efu / c08sf]ifsf] x6fO{

커시	빠르네	바그	러	
언더꼬스꼬	허따이

<거세	보정틀	이용한	거세>	 hGt' aGb]h ug]{ k|m]ddf /fv]/ v;L kfl/Psf] t:jL/ 
	 전두	번데저	거르네	프렘마	라케러	커시	빠리에꼬	떠스비르

<거세> v;L kf/]sf] 커시	빠레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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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장관리매뉴얼 네팔어판 | a+u'/ kfng lgb]{lzsf -g]kfnL ;+:s/0f_

이각	 5'6fpg' 
igag 쭈땨우누

개체표시	 cleJoQmL
gaechepyosi 어비벽띠

<2인	1조	거세>
@ hgfsf] ! l6dn] v;L kf/]sf]

두이	저나꼬	액	팀레	커시	빠레꼬

<무보정	거세>
a+u'/ aGb]h ug]{ k|m]ddf g/fvL v;L kf/]sf]

벙구르	번데저	너거르네	프렘마	라케러	
커시	빠레꼬

<보정구	이용	거세>
a+u'/ aGb]h ug]{ k|m]ddf /fv]/ v;L kf/]sf]

벙구르	번데저	거르네	프렘마	라
케러	커시	빠레꼬

<이각법(193법)>
sfgdf lrGx nufpg] sfg'g -!(# P]g_

깐마	찐허	러가우네	까눈(엑서여	
띠라넙	베	엔)

<이각기>
sfgdf lrGx nufpg] cf}+hf/

깐마	찐허	러가우네	어루자러

3.	이각	:	
	 필요시	개체표시	방법

sfg jl/k/L : cfjZos k/] lrGx nufpg] tl/sf
깐 워리뻐리 : 아버셕 뻐레 찐허 러가우 네 떠리까

우
bfof 
다야

좌
afof
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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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관리 | a+u'/sf] Joj:yfkg

출생	5일령
(주로	수요일)
hGd]sf] % lbg -k|fo a'waf/_
전메꼬	빠쯔	딘	(쁘라여	부더바르)

입질사료	훈련
vfgf rkfpg] k|lzIf0f
카나	쩌빠우네	쁘러시쳔

4.	견치(송곳니)제거	및		
비강분무,	꼬리	자르기(단미)

s's'/] bfFtsf6\g] / gfsdf :k|], k'R5/ sf6\g] 
-8+lsu_
꾸꾸레 닫 까뜨네 러 나끄마 이스쁘레, 뿌처르 

깓네(더낑)

견치	 ltvf] bfFt
gyeonchi 띠코 닫

제거	 lgsfNg'
jegeo 니갈누

꼬리	 k'R5/
kkoli 뿌처르

자르기	 sf6\g'
jaleugi 까뜨누

출생	 hGd]sf]
chulsaeng 전매꼬

4일령	 rf/ lbg
saillyeong 짜르  딘

5일령	 kfFr lbg
oillyeong 빠쯔 딘

월요일	 ;f]daf/
wol-yoil 솜바르

화요일	 d+unaf/
hwayoil 멍걸바르

입질	 rkfpg]
ibjil 쩌빠우내

청결	 ;kmf
cheong-gyeol 서파

유지	 sfod ug{'
yuji 까염 거르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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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f/vfgf cg';f/ km/s, kf7f hGdg] lalQs} cyjf ;f]daf/ cfO/g\ ;'O{ lbbf+ ;+u} ug]{

까르카나 어누사르 퍼럭, 빠타 전머네 비띠꺼이 어터와 솜바르 아이런 수이 디다 성거
이 거르네

▒ 소량의 사료를 급여해 자돈의 호기심 자극

kf7f]nfO{ yf]/} rf/f] lbP/ vfgfsf] rfxgf hufpg]

빠톨라이 토러이 짜로 디에러 카나꼬 짜허나 저가우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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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시에 월요일에 실시하면 능률적임

d+unaf/ -nueu kf7f hGd]sf] $lbg_df v;L kfg{ ;lsG5 t/ k'R5/-bft sf6\g], cfO/gsf] ;'O{ 
lbg] lbg cfOtaf/ Ps} rf]l6 v;L kfbf{ ;lhnf] x'G5. 

멍글러바르(럭 벅 빠타 전메꼬 짜르 딘) 마 커시 빠르너 서낀처 떠러 부처르-닷 까뜨
네, 아이런꼬 수이 디네 딘 아이떠바르 에꺼 이 쪼띠 커시 빠르다 서질로 훈처.

▒ 입질훈련 : 1일 4~6회 소량의 입질사료 공급

rkfpg] k|lzIf0f M klxnf] lbgdf $–^ k6s yf]/} dfqfdf rkfpg] rf/f] lbg]

쩌빠우네 쁘러시쳔 뻐히로 딘마 짜르 처 뻐떡 토러이 마뜨라마 카나 쩌빠우네 짜로 디네

▒ 사료의 신선도 및 급이기를 청결하게 유지

kf7f]nfO{ v'jfpg] bfgfx? ;kmf / tfhf /fVg]

빠토라이 쿠와우네 다나허루 서파 러 따자 라크네

출생	4일령
(주로	월,화요일)
hGd]sf] $ lbgdf -k|fo M ;f]daf/ / d+unaf/_
전매꼬	짜르	딘마	(쁘라여,솜바르	러	멍걸바르)

사료에	대한	호기심	자극
rf/f] vfg] rfxgf hufOlbg]
짜로	카네	짜허나	저가이디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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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장관리매뉴얼 네팔어판 | a+u'/ kfng lgb]{lzsf -g]kfnL ;+:s/0f_

전해질제
jeonhaejilje
Onf]S6«f]nfO6\;
이랙뜨로라이뜨스

급여	 vfg lbg]
geub-yeo 카너 디네

신선한 물	 tfhf
sinseonhan mul 따자

출생	 hGd]sf]
chulsaeng 전매꼬

7일령	 ;ft lbg
chil-illyeong 사뜨 딘

철분주사	 cfO/g ;'O{
cheolbunjusa 아이런 수이

백신	 EofS;Lg
baegsin 뱍신

허약자돈	 sdhf]/ kf7f]
heoyagjadon 껌조르 빠토

복강주사	  
boggangjusa 
zl//sf] k]6 efudf nfpg] ;'O{{ 
서리르꼬 벳 바그마  러가우네 수이

전해질	 Onf]S6«f]nfO6\;
jeonhaejil 이랙뜨로라이뜨스

공급	 lbg'
gong-geub 디누

소화기	 kfrg k|0ffnL
sohwagi 빠쩐 쁘러나리

질병	 /f]u
jilbyeong 로그

관찰	 cjnf]sg
gwanchal 어버로건

백신	 EofS;Lg
baegsin 뱍신

▒ 설사 시 탈수 예방을 위해 전해질제를 급여

emf8fkvfnf x'Fbf zl//df kfgLsf] dfqf sd x'g glbg Electrolyte lbg]

자다뻐카라 후다 서리르마 빠니꼬 마뜨라 껌 후너 너디너 이랙뜨로라이뜨 디네

▒ 자돈용 워터컵을 설치하여 신선한 물을 충분히 섭취할 수 있도록 조치

kfgLsf] efF8f /flvlbP/ k|;:t dfqdf tfhf kfgL lkpg lbg]

빠니꼬 바다 라키디에러 쁘러씃떠 마뜨라마 따자 빠니 삐우너 디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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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Gd]sf] & lbgdf bf];|f] k6s cfO/g ;'O{ -cfO/g 8]S;6«fg_ nufpg](100mg = 1cc = 1ml)
전매꼬 사뜨 딘마 도스로 뻐떡 아이런 수이 (아이런 덱스트란) 러가우네 
(서여 밀리그람 = 액 시시 = 액 앰 앨)

▒ 비타민ADE 주사

le6fldg ADE sf] ;'O{

비타민ADE 꼬 수이

▒ 필요시에는 허약자돈에 복강주사를 실시하고 전해질을 첨가한 물 공급

rflxPdf sdhf]/ kf7f k]6 ePsf] efudf OG6«fk]l/6f]lgn(Intraperitoneal) ;'O{ lbg] / h?/L k/]
df yk Onf]S6«f]nfO6\; lbg]

짜히에마 껌조르 빠타꼬 뱃 버에꼬 바그마 수이 디네 러 저루리 뻐레마 텁 이랙뜨로라이뜨 디네

▒ 견치, 단미, 거세를 하지 않은 개체에 대한 시술

s's'/] bft-k'R5/ gsf6]sf] / v;L gkf/]sf]x?sf] lgldQ k|s[of 

꾸구레 닷-뿌처르 너까떼꼬 러 커시 너빠레꼬 니밋떠 쁘러끼리야

▒ 유질 관련 소화기 질병, 콕시듐증 관찰

kfrg k|0ffnL ;DalGw /f]usf] /f]syfd, slS;8fol;;(coccidiosis) ;+qmd0f ePsf] 5-5}g x]g]{

빠쩐 쁘러나리 섬번디 로그꼬 록탐, 컥시디어시스 성끄러먼 버에꼬 처-처이너 헤르네

▒ 백신 실시(선택사항)

EoflS;g sfo{Gjog -P]lR5s_

뱍신 까르얀버연 (어이칙)

출생	7일령
(주로	금요일)
hGd]sf] & lbgdf -k|fo z'qmaf/_
전매꼬	사뜨	딘마	쁘라여	숙러바르

철분주사,	백신
cfO/g ;'O{, EoflS;g
아니런	수이,뱍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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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관리 | a+u'/sf] Joj:yfkg

이유+1일(주로	목요일)
b'w 5'6fpg] ! lbg -k|fo ljlxaf/_
두더	추따우네	텁	엑	딘	쁘라여	비히바르

자돈의	젖	떼기와	분만	돈방	물세척	실시
kf7fsf] b'w 5'6fpg] / AofPsf] vf]/ kfgLn] ;kmf ug]{
빠타꼬	두드	추따우네	러	뱌에꼬	코르	빠닐레	
서파	거르네

이유	 b'w 5'6fpg]  
iyu 두드 추따우네

1일	 Ps lbg
il-il 액 딘

젖 떼기	
jeoj ttegi
kf7fn] dfpsf] b'w vfg glbg] 
빠탈레 마우꼬 두드 카너 너디네

돈방	 a+u'/sf] vf]/
donbang 벙그르꼬 코르

세척	 g'xfOlbg]
secheog 누하이디내

목요일	 ljlxaf/
mog-yoil 비히바르

오전	 laxfg
ojeon 비하너

이동	 ;g]{
idong 서르네

통로	 af6f]
tonglo 바또

점검	 hfFr ug]{
jeomgeom 자쯔 거르내

호기심	 pT;'stf
hogisim 웃수꺼따

유발	 hufpg]
yubal 저가우네

제거	 x6fpg]
jegeo 허따우내

칸막이	 af/
kanmag-i 바르

설치	 :yfkgf
seolchi 이스타퍼나

보온등	 lx6/
boondeung 히떠르

켜	 afNg'
kyeo 발누

온도	 tfkqmd
ondo 따뻐끄럼

높여	 7'nf] kfg'{
nop-yeo 투로 빠르누

자돈	 Kff7f]
jadon 빠토

올인 올아웃	
ol-in ol-aus 
;j} leq ;j} aflx/
서버이 비뜨러 서버이 바히러

전입	 lelqg'  
jeon-ib 비뜨리누

▒ 주간관리에 의해 매주 목요일 오전에 이유 실시

;fKtflxs Aoj:yfkgdf x/]s ljlxaf/laxfg b'w lkpg glbg]

삽따힉 벼버스타뻔마 허랙 비히바르 비하너 두드 삐우너 너디네

▒ 이유 전 이동통로를 점검

b'w 5'6fp'g' cl3 kf7f] ;fg]{ af6f]/xnsf] hfFr ug]{ 

두드 추따우누 어기 빠또 사르네 바또/헐꼬 자쯔 거르네

▒ 이동통로에 호기심 유발물질을 모두 제거

kf7fx¿nfO{ cNdNofpg] af6f]/xndf ePsf] ;a} s'/f x6fpg]

빠타허룰라이 얼멀랴우네 바또/헐마 버에꼬 서버이 꾸라 허따우네

▒ 칸막이를 설치하여 분만사에서 이유 자돈사로 바로 입식되도록 유도

 AofPsf] vf]/af6 b'w 5'6fPsf] kf7f] /fVg] vf]/df kf7f ;f/]/, af/ nufP/ l;w} rf/f] vfg nufpg]/
l;sfpg]

뱌에꼬 코르바떠 두드 추따에꼬 빠토 라크 네 코르마 빠타 사레러, 바르 러가에러 시
더이 짜로 카너 러가우네/시까우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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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f7f] ;fl/g] vf]/sf] aQL klxNo} afnL /fv]/ vf]/sf]  tfkqmd a9fpg] (28˚ -32˚C) 
빠토 사리네 코르꼬 벗띠 뻐힐러이 발리 라케러 코르꼬 따쁘끄럼 버다우네 (엇타이스-
버띠스 디그리)

▒ 이유자돈 치료

b'w 5'6fPsf] kf7f]x?sf] pkrf/

두드 추따에꼬 빠토허루꼬 우뻐짜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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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w 5'6fpg] tl/sf : all in - all out l;WbfGt cg'?k Ps a]tsf ;a} kf7f Pp6} vf]/df 
leTof{pg]

두 드 추따우 네 떠리까 : 올인올아웃 싯단 떠 어누룹 엑 벳까 서버이 빠타 에우떠 이  
코르마 비뜨랴우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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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f7f]x?sf] tf}n cGt/  2 kg leq ePsf]nfO{ 5fGg] sfo{ -P]lR5s_

빠토허루꼬 떠울 언떠르 두이킬로 비뜨러 버에꼬라이 찬네 까르여(어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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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5'§\ofpg]
gubun 춧땨우네

조절	 ldnfpg]
jojeol 밀라우네

고압 수세기	
goab susegi 
pRr-k|]z/-w'g]dlzg
우쩌-쁘레서르-두네 머신

수세	 kfgLn] ;kmf ug]{ 
suse 빠닐레 서파 거르네

건조	 ;'Vvf
geonjo 숙카

피트 비우기	 vfnL ug]{
piteu jiugi	 카리 거르내

 암·수, 거세·비거세, 체중 등을 고려하여 구분 수용(선택사항)

efn], kf]yL, v;L kf/]sf]-gkf/]sf], tf}n cflbsf] cfwf/df kf7f 5'§\ofpg] -P]lR5s_

발레, 뽀티, 커시 빠레꼬-너빠레꼬. 떠울 아디꼬 아다르마 빠타 춧땨우네(엣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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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20cm/두))

k|To]s kf7fsf] lgldQ  rf/f] vfg kof{Kt 7fp ldnfpg] [v'nf?kdf Vjfpbf !%cm/! kf7f] / 
l;ldt?kdf Vjfpbf @)cm/! kf7f] ]
쁘러뗙 빠타꼬 니밋떠 짜로 카너 쁘러얍 떠 타우 밀라우네 [쿨라 룹마 크와우다 뻔드
러 센띠미떠르/액 빠토. 시밋 루뻐마 크와우다 비스 센띠미떠르/액빠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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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fpsf] b'w 5'6fPkl5 dfp AofPsf] :6nnfO pRr-k|]z/-kfgLn] w'g], wf]O;s]kl5 ;'Vvf agfpg] / kL6 
vfnL ug]{

마우꼬 두드 추따네뻐치 마우 뱌에꼬 스떨라이 우 쩌- 쁘레서르-빠닐레 두네, 도이서
께뻐치 숙카 버나우네 러 삐뜨 칼리 거르네

<분만스톨	및	급이기	수세,	피트	비우기>

dfp AofPsf] :6n / rf/f] lbg] ef8f kfgLn] w'g], kL6 vfnL kfg]{

마우	뱌에꼬	스떨	러	짜로	디네	바다	빠닐레	두네,	삐뜨	칼리	거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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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이유자돈사	
주간관리	세부사항
b'w 5'6fPsf] kf7fsf] vf]/sf] xKt] 
Joj:yfkg - lj:t[t Aoxf]/f
두드	추따에꼬	빠타꼬	코르꼬		
헙떼	벼버스타뻔-비스뜨릿	벼호라

이유자돈	관리를	주간	단위로	끊어서	요일별로		
표준화된	작업	-	일령관리보다	주간관리	우선
b'w 5'6fPsf] kf7fsf] Joj:yfkg- xKt] cfwf/df k|To]s lbgsf] sfo{ tf]Sg]  

- k|To]s lbgsf] eGbf xKt] sfo{ p2]\Zodf hf]8

두드	추따에꼬	빠타꼬	벼버스타뻔-헙떼	아다르마	쁘러뗙	딘
꼬	까르여	똑네-	쁘러뗙	딘꼬	번다	헙때	까르여	욷데셔마	졷

요일별	 lbg cg';f/
yoilbyeol 딘 어누사르

표준화	 dfgs
pyojunhwa 마넉

주간	 xKt]
jugan 헙데

관리	 Joj:yfkg
gwanli 벼버스타번

우선	 klxnf] k|fyldstf
useon 뻐힐로 쁘라터믹따

분만사	 Aofpg] vf]/
bunmansa 뱌우네 코르

전출	 ;fg'{
jeonchul 사르누

수세준비	
suse junbi 
;/;kmfOsf] tof/L
서르서파이꼬 떠야리

소독	 ls6f0f' ;f]wg
sodog 끼따누소던

치료	 pkrf/
chilyo 우뻐짜르

돈사	 vf]/
donsa 코르

이유자돈 전입	
iyujadon jeon-ib
b'w 5'6fPsf] kf7f leTof{pg]
두드 추따에꼬 빠타 비뜨랴우네

자돈 백신	 kf7f]nfO{ EofS;Lg
jadon baegsin 빠토라이 뱍신

주변 정리	
jubyeon jeongli 
j/Lk/Lsf] ;/;kmfO{
워리뻐리꼬 서르서파이

분뇨처리	 lb;flk;fa ;kmfO
bunnyocheoli 멀무뜨러꼬 서파이

사양관리	
sayang-gwanli
;fwf/f0f Joj:yfkg
사다런 벼버스타번

단어모음	 zAbfjnL 섭다워리

이유자돈	관리[이유부터	이유~8(9)주령	까지]
@=b'w 5'6fPsf] kf7fsf] Joj:yfkg [b'w 5'6fPb]vL~*-(_ xKtf ;Dd]
두드	추따에꼬	빠타꼬	벼버스타뻔	[두드		추따에	데키~	아트	너우	헙따		섬	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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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fxf/ : ! lbgdf @ k6s lbg], vf]/ leq-aflx/ ls6f0f' zf]w0f - ! lbgdf ! k6s ug]{, pkrf/ - lbgsf lbg ug]{

아하르 : 액 딘마 두이 뻐떡 디네, 코르 비뜨러-바히러 끼따누소던-액딘마 액 뻐 떡거
르내, 우뻐짜르-딘까딘  거르네

구   분
af/

바르

오   전
laxfg 

비하너

오   후
lbpF;f]

디우소

월요일
;f]daf/

솜바르

분만사	지원(철분	거세지원)
vf]/af6 pknAw u/fpg] -cfO/g=v;L kfg{ ;xof]u_

코르바떠 우버럽더 거라우네  
(아이런 커시 빠르너 서허요거)

분만사	지원(철분	거세지원)
vf]/af6 pknAw u/fpg] -cfO/g=v;L kfg{ ;xof]u_

코르바떠  우버럽더  거라우네  
(아이런 커시  빠르너  서허요거)

화요일
d+unaf/

멍걸바르

육성,	비육사로	자돈	전출,	수세준비
kf7f x's{g], df]6fpg agfPsf] vf]/dfleTof{pg], kfgLn] 

g'xfOlbg] tof/L

빠타 후르꺼네, 모따우너 버나에꼬 코르 마 비뜨
랴우네, 빠닐레 누하이디네 떠야리

수세	및	소독
;/;kmfO{ / ;+qmd0f /lxt agfpg]

서르서파이 러 성끄러먼 러힏 버나우네

수요일
a'waf/

부더바르

수세	및	전입준비
;kmf u/]/ kf7f]x?nfO{ ;fg{ tof/L

서파 거래러 빠토허루라이 사르너 떠야리

치료	및	돈사관리
pkrf/ / vf]/sf] Joj:yfkg

우뻐짜르 러 코르꼬 벼버스타뻔

목요일
laxLaf/

비히바르

분만사	이유자돈	전입
vf]/df b'w 5'6fPsf] kf7f leTof{pg]

코르마 두드 추따에꼬 빠타 비뜨랴우네

치료	및	돈사관리
pkrf/ / vf]/sf] Joj:yfkg

우뻐짜르 러 코르꼬 벼버스타뻔

금요일
z'qmaf/

숙러바르

자돈백신
kf7f]x?nfO{ EoflS;g

빠토허루라이 뱍신

치료	및	돈사관리
pkrf/ / vf]/sf] Joj:yfkg

우뻐짜르 러 코르꼬 벼버스타뻔

토요일
zlgaf/

서니바르

치			료
pkrf/

우뻐짜르

주변정리정돈(분뇨처리작업	지원)
jl/kl/sf] ;/;kmfO{ -lb;flk;fasf] Joj:yfkg_

워리뻐리꼬 서르서파이 (디사삐삽꼬 벼버스타뻔)

일요일
cfOtaf/

아이떠바르

기본사양관리	
;fwf/0f Joj:yfkg

사다런 벼버스타뻔

기본사양관리	
;fwf/0f Joj:yfkg

사다런 벼버스타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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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gs Joj:yfkg
더이닉 벼버스타뻔일상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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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bgsf] @ k6s bfgf v'jfpg], ;s];Dd lbgdfPs k6s rf/f] lbg] ef8f] l/lQg] ul/ l7Ss dfqfdf lbg]

딘꼬 두이 뻐떡 다나 쿠와우네, 서께섬머 엑 뻐떡 짜로 디네 바도 릿띠네 거리 틱꺼 마뜨
라마 디네

▒ 위축돈, 환돈의 격리수용 및 적절한 치료

b'AnfPsf a+u'/, /f]uL a+u'/nfO{ cnu /fVg] / plrt fpkrf/ ug]{

둡라에까 벙그르, 로기 벙구를라이 얼러그 랔네 러 우찟 우뻐짜르 거르네

▒ 사료, 온도관리, 전해질 급여

rf/f], vf]/sf] tfkqmd x]g]{, electrolyte kfgL lbg]

짜로, 코르꼬 땁끄럼 헤르네, electrolyte 빠니 디네

▒ 회생 가능성 없는 개체의 과감한 도태

lgsf] gx'g] vfnsf kf7fx? l;w} x6fpg]

니꼬 너후네 칼까 빠타허루 시더이 허따우네

▒ 니플 점검(물이 부족하면 사료섭취량이 줄고 성장률이 떨어짐)

kfgL cfpg] wf/fsf] d'v hfFr ug]{ -kfgLs]f dfqf sd eof] eg] bfgfsd vfP/ kf7f a9\b}g_

빠니 아우네 다라꼬 무커 자쯔 거르네 (빠니꼬 마뜨라 껌 버요 버네 껌 카에러 빠타 벗더이너)

▒ 음수 소독(주 1회): 급수관리기내 이물질이나 이끼 제거

kfgLsf] ls6f0f' zf]wg -xKtfdf ! k6s_ M kfgLdf ePsf] afXo kbfy{ / n]p x6fpg]

삐니꼬 끼따누 소던 (헙따마 엑 뻐떡) 빠니마 버에꼬 바혀 뻐다르터 허따우네

▒ 자돈사 내에 사료 저장 지양

kf7fsf] vf]/df rf/f] /fVg dgflx

빠타꼬 코르마 짜로 라크너 머나히

일상관리
b}lgs Joj:yfkg
더이닉	벼버스타뻔

온도	및	환기관리
tfkqmd / e]lG6n];gsf] Joj:yfkg
따쁘끄럼	러	밴띠레선꼬	벼버스타뻔

온도	 tfkqmd
ondo 따뻐끄럼

환기	 xfjf
hwangi 하와

1일	 Ps lbg
il-il 액 딘

2회	 b'O{k6s
ilhoe 두이 뻐떡

급여	 lbg]
geub-yeo 디네

적정량	 l7Ss dfqf
jeogjeonglyang 틱꺼 마뜨라

위축돈	 ;g]{ /f]u
wichugdon 서르내 로그

환돈	 /f]u
hwandon 로그

격리	 plrt
gyeogli 우찓

적절한 치료
jeogjeolhan chilyo
plrt pkrf/
우찓 우뻐짜르

과감	 5fGg'
gwagam 짠누

도태	 lgsfNg'
dotae 니깔누

니플	 d'G6f]
nipeul 문또

점검 hfFr ug'{
jeomgeom 자쯔 거르누

음수	 kfgL
eumsu 빠니

소독	 ls6f0f' ;f]wg
sodog 끼다누 소던

이물질	 afXo kbfy{
imuljil 바혀 뻐따르터

제거 x6fpg'
jegeo 허따우누

단어모음	 zAbfjnL 섭다워리

<니플점검>
kfgL cfpg] wf/fsf] d'v

빠니	아우네	다라꼬		무커		자쯔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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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fkqmdsf] lgoGq0f
따쁘끄럼꼬 니연뜨런온도관리

온도	 tfkqmd
ondo 따뻐끄럼

관리	 Joj:yfkg
gwanli 벼버스타번

체적	 zl//sf]
chejeog 서리르꼬

적온	 cg's'n
jeog-on 어누굴

범위	 l;df
beom-wi 시마

돈사	 vf]/
donsa 코르

26	 @^
isib-yug 처비스

30	 #)
samsib 띠스

℃	 l8u|L 
dossi 디그리

22	 @@
isib-i 바이스

23	 @#
isibsam 때이스

유지	 sfod
yuji 까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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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w 5'6fPsf] @~ # lbg ;Dd vf]/sf] tfkqmd 26-30˚C  sfod ug]{ / k|To]s xKtf 1-2˚ l8u|L 
36fpb} hfg]

두드 추따에꼬 두이-띤 딘섬머 코르꼬 땁끄럼 첩비스-띠스 디그리 까염 거르네 러쁘
러뗙 헙따 액-두이 디그리 거따우더이 자 네

▒ 3주 후에 22~23℃를 유지토록 조절

# xKtf k5L vf]/sf] tfkqmd 22-23˚C df sfod /fVg]

띤 헙따 뻐치 코르꼬 따쁘끄럼 바이스 때이스 마 까염 라크네

▒ 돼지가 포개어져 덩어리 상태로 누워 있으면 돈사가 춥다는 표시

kf7f]x? Ps csf{ dfly vlK6Psf] 5 eg] vf]/ lr;f] 5 eg]/ a'em\g]

빠토허루 엑 어르까 마티 컵띠에꼬 처 버내 코르 찌소 처 버네러 부즈네

주   령
pd]/

우매르

체중 (kg)
tf}n

떠울

체적온도
zl//sf] tfkqmd

서리르꼬 
따쁘끄럼

적온범위
cg's'n tfkqmd

어누꿀 
따쁘끄럼

돈사온도
vf]/sf] 
tfkqmd

코르꼬 
따쁘끄럼

습도 
(%RH)

cfb{|tf

아드르
따

비   고
l6Kk0fL

띱뻐니

이유~7주령
b'w 5'6fPb]vL ~

& xKtf 

두드  추따에
데키 ~  

사뜨 헙따 

5.5~13.5 25 24~30

20~25 50~60

어린자돈에	대한	보온	

대책(보온등	등)	강구
slnnf kf7fx?nfO Gofgf] /fVg 

cGo tof/L ug]{ -h:t} yk aQL 

cflb_]

꺼릴라 빠타허룰라이 냐노  
라크너 어녀 떠야리 거르네 
(저스떠이 텁 벗띠 아디)

7~9주령
&–( xKtf leq

싸뜨 어누 

헙따 비뜨러

13.5~23 23 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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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어모음	 zAbfjnL 섭다워리

양돈장관리매뉴얼 네팔어판 | a+u'/ kfng lgb]{lzsf -g]kfnL ;+:s/0f_

이유	 b'w 5'6fpg]
iyu 두드 추따우네

당일	 To; lbg  
dang-il 뗘스 딘

1일	 Ps lbg
ig-il 액  딘

5	 %
o 빤쯔

7회	 ;ft k6s
chilhoe 뻐떡

급여	 rf/f] lbg]
geub-yeo 짜로 디네

3시간	 ltg 3G6f
sesigan 띤 건따

사료	 bfgf
salyo 다나

금지	 lgif]w
geumji 니새드

30	 #)
samsib 띠스 

40g	 $) u|fd
sasibgeulaem 짜리스 그람

0.5kg
yeongjeom-okillogeulaem
cfwf lsnf]
아다 낄로

이하	 eGbf sd
iha 번다 껌

0.7kg	 )=&
yeongjeomchil 지로 뽀인뜨 사뜨 개지

kg	 s]=hL
killogeulaem 개지

2일	 b'O{ lbg
iil 두이 딘

3일	 ltg lbg
sam-il 띤 딘

자돈	 kf7f]
jadon 빠토

상태	 cj:yf
sangtae 어버스타

관찰	 cjnf]sg
gwanchal 어월로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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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사를 예방하고 식욕을 자극)

b'w 5'6fPkl5 klxnf] # lbg -lalxaf/, z'qmaf/, zlgaf/_!lbgdf %~&k6s 5'§\ofP/ l;ldt rf/f] 
lbg] -kf7fnfO{ emf8f nfUg glbg] / vfg] rfx hufpg]_

두드 추따에버치 뻐힐로 띤 딘(바하바르, 수끄러바르, 서나바르) 액 딘마 빠쯔~삿 뻐
떡 춧땨에러 시밋 짜로 디네 (빠탈라이 차다 라그너 너디네 러 카네 짜허 저가우 네)

구   분
lbg

딘

사료급여 방법
bfgf lbg] tl/sf

다나 디네 떠리까

3주령 이유
b'w 5'6fPsf] # xKtf]

두드 추따에꼬 띤 헙따

4주령 이유
b'w 5'6fPsf] $ xKtf

두드 추따에꼬 짜르 헙따

이유당일
b'w 5'6fPsf] lbg

두드 추따네꼬 
딘

이유	후	12시까지	3시간은		
사료	급여	금지

b'w 5'6fPsf] # 306f ;Dd cyjf !@ 

ah] ;Dd bfgf lgif]w

두드 추따에꼬 띤 건따 섬머 
어터와 바러 버재 섬머 다나 니새드

자돈을	관찰하고	사료통이	비어	
있으면	사료	추가	급여	

(오후	2시,	4시,	6시에	각각	급여)
kf7fx?nfO x]g]{, rf/f]sf] ef8f] vfnL 

ePsf] 5 eg] la:tf/} yKb} hfg] -@, $ 

/ ^ ah]lt/_

빠타허룰라이 헤르네, 짜로꼬  
바도 칼리 버에꼬 처 버내 비스

따러이 
텁더이 자내 

(두이, 짜르 러 처 버재 띠러)

사료섭취량	:	30~40g/두
bfgfsf] dfqf 30-40g /!kf7f

다나꼬 마뜨라 띠스 짜리스 그
람 쁘러띠 / 액 빠타

10두당	0.5kg	이하	급여
k|lt !) kf7fnfO{ 0=%Kg eGbf sd 

cfxf/ lbg]

쁘러띠 더스 빠탈라이 뽀인뜨 
빠쯔 께지 번다 껌 아하르 디네

사료섭취량	:	40~60g/두	

또는	3주령보다	

1/3	증량	급여
bfgfsf] dfqf M 40-60g k|lt ! kf7f

/ @–# xKtf eGbf al9 ePsf] nfO{ 

!÷# a9fpb} hfg]

다나꼬 마뜨라 짜리스 사티 
그람 쁘러띠 액 빠타 러 

두이 띤 헙따 번다 버디 버에꼬
라이 엑 띤 버다우더이 자네

10두당	0.7kg	이하	급여
k|lt !) kf7fnfO{ 0=&Kg eGbf sd 

cfxf/ lbg]{

쁘러띠 더스 빠탈라이 뽀인뜨 
삿 께지 번다 껌 아하르 디네

다음	2일
bf];|f] lbg

도스로 딘

오전	8시	:	자돈	관찰	후	청소
ljxfg * ah] M kf7f]x?nfO{ cjnf]sg 

u/]/ ;/;kmfO{ ug]{

비하너 아트 버재 
빠토허루라이 어버로껀 

거래러 서르서파이 거르네

사료섭취량	:	60~80g/두
bfgfsf] dfqf M 60-80g /!kf7f

다나꼬 마뜨라 사티 어시 
그람 / 액 빠타 

10두당	0.8kg	이하	급여
k|lt !) kf7fnfO{ 0=*Kg eGbf sd 

cfxf/ lbg]

쁘러띠 더스 빠탈라이 뽀인뜨   
앝 께지 번다 껌 아하 르 디네

사료섭취량	:	70~100g/두
bfgfsf] dfqf M 70-100 g /!kf7f

다나꼬 마뜨라  
서떠리 - 서여 그람/ 액 빠타

10두당	1.0kg	이하	급여
k|lt !) kf7fnfO{ !=)Kg eGbf sd 

cfxf/ lbg]

쁘러띠 더스 빠탈라이 액 께지 
번다 껌 아하 르 디네

3일
t];|f] lbg

때스로 딘

자돈의	상태를	면밀히	관찰
kf7fx?sf] cj:yf Psbd Wofg lbP/ x]g]{

빠타허루꼬 어워스타 액덤 댠 디에러 헤르네

rf/f] Vjfpg] Joj:yfkg
짜로 크와우네 벼버스타뻔사료관리

이유당일	(주로	목요일)
b'w 5'6fPsf]] lbg -k|fo lalxaf/_
두드	추따에꼬	딘(쁘라여	비하바르)

이유당일	관리
b'w 5'6fPsf] b'w 5'6fPsf] lbg x]/rfx
두드	추따에꼬	딘	헤르짜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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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어모음	 zAbfjnL 섭다워리

양돈관리 | a+u'/sf] Joj:yfkg

입식	 leTof{pg]
ibsig 비뜨랴우네

자돈	 kf7f]
jadon 빠토

특별	 ljz]if
teugbyeol 비새스

관리	 Joa:yfkg
gwanli 벼버스타뻔

사료	 bfgf
salyo 다나

교체	 km]g]{
gyoche 페르네

사료간	 bfgf - bfgfsf] lar
salyogan 다나-다나 꼬 비쯔

비율	 cg'kft
biyul 어누빧

 가능한 올-인, 올-아웃을 실시

;a} leq ;a} aflx/ sfo{Gjogsf] nfu'

서버이 비뜨러 서버이 바히러 까르연버연꼬 라구

 한 돈방의 자돈이 동기군보다 뒤질 때 즉시 시행

Pp6} vf]/sf kf7fdf s'g} Ps kl5 k/]df t'?Gt nfu' ug]{

에꺼이 코르꼬 빠타마 꾸너이 엑 뻐치 뻐래마 뚜룬떠 라구 거르네

 물+설탕+전해질 급여 : 자돈의 탈수 방지

kfgL , lrgL, Onf]S6«f]nfO6\ lbg] M kf7f]x?nfO{ lgh{n x'gaf6 arfpF5 .

빠니 찌니 이랙뜨로라이뜨 디네 : 빠토허루라이 니르절 후너바떠 버짜우처

 청결한 급여기에 신선한 용액 제공

;kmf rf/f] lbg] ef8fdf tfhf emf]n lbg]

서 파 짜로 디네 바다마 따자 졸 디네

 설사예방을 위해 항생제나 유기산제제를 첨가하여 급여(선택사항)

cyjf emf8f kvfnf /f]Sg P+6Lafof]l6s / cu{\oflgs Pl;8 ld;fP/ lbg] -P]lR5s_

어터와 자다 버카라 로그너 앤띠바요띡 / 오르가닉 애시드 미사에러 디네(에츠칙)

▒ 사료교체는 3~7일의 간격을 두고 서서히 실시

#–& lbgs]f cGt/fndf lj:tf/} bfgf km]g]{]{

띤-삳 딘꼬 언떠랄마 비스따러이 다나 페르네

★ 기존 급여사료와 교체 급여사료간 비율

lbb} u/]sf] bfgf / km]g]{ gof bfgfsf] cg'kft 

디더이 거레꼬 다나 러 페르네 너야 다나꼬 어누빳

일   수
lbg

딘

1
액

2
두이

3
띤

4
짜르

5
빤쯔

6
처

비			율
cg'kft

어누빳

100 : 0

서여 지로

80 : 20

어시 비스

60 : 40

사티 짜리스

40 : 60

짜리스 사티

20 : 80

비스 어시

0 : 100

지로 서여

rf/f] vfg yfn]sf] kf7fsf] ljz]if x]/larf/ ug]{
짜로 카너 탈레꼬 빠타꼬 비세스 해르비짜르 거르네입식자돈	특별관리

(사료교체시기는	제품의	사양권장에	따름)

bfgf km]g]{ ;do rflx gof bfgfsf] k|s[lt cg';f/ to ug]{

다나 페르네 서머여 짜히 너야  다나꼬  쁘러끄러띠 어누사르 떠여 거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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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어모음	 zAbfjnL 섭다워리

양돈장관리매뉴얼 네팔어판 | a+u'/ kfng lgb]{lzsf -g]kfnL ;+:s/0f_

이유	후	+	4주	(56일령)	
(주로	화요일)
b'w 5'6fPkl5±$ xKtf -%^ lbg_

k|fo d+unaf/
두드	추따에뻐치+짜르	헙따	(처번너	딘)	
쁘라여	멍걸바르

자돈전출	후	수세	및	소독
kf7f ;fl/;s]kl5 kfgLn] w'g] / ls6f0f' zf]wg ug]{
빠타	사라서께버치	빠닐레	두네	러	끼따	누소
던	거르네

전출	 ;g]{
jeonchul 서르네

후	 kl5
hu 뻐치

수세	
suse 
kfgLn] wf]P/ ;kmf ug]{
빠닐레 도에러 서파 거르네

소독	 ls6f0f' ;f]wg
sodog 끼따누 소던

육성사	 x's{g] 7fp
yugseongsa 흐르꺼네 타우

점검	 hfFr ug'{
jeomgeom 자쯔 거르누

건조	 ;'Vvf
geonjo 숙카

슬러리	 kmf]x/ kfgL
seulleoli 포호르 빠니

완전 제거	 k'/} x6fpg]
wanjeon jegeo 뿌러이 허따우네

제거	 x6fpg'
jegeo 허따우누

시설	 ;fwg
siseol 사던

세척	 ;fa'g kfgLn] ;kmf ug]{
secheog 사분 빠닐레 서파 거르네

▒ 육성사로 자돈 전출

kf7fx? x's{g agfPsf] vf]/df ;fg]{

빠타허루 흐르꺼너 버나에꼬 코르마 사르네

▒ 돈방 점검 및 수세, 소독, 7일 이상 건조

vf]/nfO{ lgl/If0f ul/ kfgLn] w'g], ls6f0f'zf]wg ug]{ / & lbg eGbf al9 ;'Vvf /fVg]

코르라이 니리쳔 거리 빠닐레 두네, 끼따누 소던 거르네 러 삳 딘 번다 버디 숰카 라크네

▒ 슬러리 돈사의 경우 세척 후 슬러리를 완전 제거

:n/L ePsf] vf]/sf] ;fa'g kfgLn] ;kmfO u/]/ :n/L ;a} x6fpg]

슬러리 버에꼬 코르꼬 사분 빠닐레 서파이 거레러 슬러리 서버이 허따우네

▒ 전입 돈방, 사료급이기 등 시설 세척 후 소독

leTof{pg] vf]/, rf/f] lbg] ef8f b]lv vf]/ ;a} ;kmf u/]/ ls6f0f'zf]wg ug]{

비뜨랴우네 코르, 짜로 디네 바다 데키 코르 서버이 서파 거레러 끼따누소던 거르네



40 양돈관리 | a+u'/sf] Joj:yfkg

육성ㆍ비육돈관리
03 #=x's{b} u/]s]f a+u'/x?sf] Joj:yfkg

후르꺼더이	거래꼬	벙구르허루꼬	벼버스타뻔

육성비육돈사	
주간관리	세부사항
df;'sf]nfuL kfn]sf] a+u'/ x'sf{pg  
- xKtfe/L ug]{ sfdsf] lj:t[t Aof]xf]/f   
마수꼬	라기	빨레꼬	벙구르	후르까우너	
-	헙따버리	거르네	깜꼬	비스뜨릿	뵤호라

육성ㆍ비육돈	관리를	주간	단위로	끊어서		
요일별로	표준화된	작업
x's{b} u/]sf]=df;'sf] nfuL kfNg] a+u'/sf] Joj:yfkg \xKt] 
cfwf/df kTo]s lbg ug]{ sfdsf] dfkb08
흐르꺼더이	거레꼬.	마수꼬라기	빨네	벙구르꼬	벼버
스타뻔	헙때	아다르마	쁘러땍	딘거르네	깜꼬	맙던더

주간 단위	 ;fKtfxLs sfo{
jugan dan-wi 삽따힉 까르여

표준화	 Dffkb08
pyojunhwa 맙던더

수세 소독	
suse sodog 
kfgLn] wf]P/ ls6f0f' / lxt kfg]{
빠닐레 도에러 끼따누 러힛 빠르네

출하	 9'jfgL
chulha 두와니

전입 준비	 ;fg]{ tof/L
jeon-ib junbi 사르너 떠야리

출하돈 선별
chulhadon seonbyeol
9'jfgL ug]{ kf7f 5fGg]
두와니 거르네 빠타 찬네

자돈전입	 kf7f] ;fg'{
jadonjeon-ib 빠토 사르누

분뇨 처리	
bunnyo cheoli 
dnd'qsf] Joj:yfkg 
멀므뜨러꼬 벼버스타뻔

환돈치료	
hwandonchilyo 
/f]uL a+u'/sf] pkrf/
로기 벙그르꼬 우뻐짜르

이유지원	
iyujiwon 
b'w 5'6fpg ;xof]u 
두드 추따우너 서허요거

백신지원	 EofS;Lg ;xof]u
baegsinjiwon 뱍신 서허요그

돈방수리	 vf]/sf] dd{t
donbangsuli 코르꼬 머르먿

단어모음	 zAbfjnL 섭다워리

구   분
af/

바르

오   전
laxfg 

비하너

오   후
lbpF;f]

디우소

월요일
;f]daf/

솜바르

전입돈방	수세	소독,	출하
vf]/nfO{ ;kmf / lhjf0f'/lxt kfg]{ 9'jfgL

코르라이 서파 러 지바우러힛 빠르네, 두와니

자돈전입	준비,	출하돈	선별
kf7f]x?nfO{ ;fg]{ tof/L ug][, 9'jfgLug]{ kf7f] 5fGg]

빠또허루라이 사르네 떠야리 거르네, 
두와니 거르네 빠토 찬네

화요일
d+unaf/

멍걸바르

자돈전입,	출하
kf7f]x?nO{ ;fg]{, 9'jfgL

빠또허루라이 사르네 두와니

분뇨처리,	출하돈	선별
dnd'qsf] Joj:yfkg, 9'jfgL ug]{ kf7f 5fGg]

멀무뜨러꼬 벼버스타뻔, 두와니 거르네 빠타 찬네

수요일
a'waf/

부더바르

환돈치료	및	정리,	출하
pkrf/ / ;/;kmfO{, 9'jfgLsf] lgl/If0f

우뻐짜르 러 서르서파이, 두와니꼬 니리쳔

출하돈	선별
9'jfgL ug]{ kf7f 5fGg]

두와니 거르네 빠토 찬네

목요일
laxLaf/

비히바르

자돈사	이유지원,	출하
vf]/nfO{ ;xofu ug]{, 9'jfgL,

코르라이 서허욕 거르네, 두와니

환돈치료,	출하돈	선별
/f]uL a+u'/sf], 9'jfgL ug]{ kf7f 5fGg]

로기 벙그르꼬, 두와니 거르네 빠토 찬네

금요일
z'qmaf/

숙러바르

분만사	백신지원,	출하
Aofpg] vf]/df EoflS;g pknAw u/fpg] 9'jfgL

뱌우네 코르마 뱍신 우뻐럽더 거라우네

백신,	출하돈	선별
EoflS;g9'jfgL ug]{ kf7f 5fGg]

뱍신 두와니 거르네 빠토 찬네

토요일
zlgaf/

서니바르

돈방수리
vf]/nfO{ dd{t ug]{

코르라이 머르먿 거르네

전체적	정비
;a}lt/ dd{t ug]{

서버이띠러 머르먿 거르네

일요일
cfOtaf/

아이떠바르

기본사양관리	
;fwf/0f Joj:yfkg

사다런 벼버스타번

기본사양관리	
;fwf/0f Joj:yfkg

사다런 벼버스타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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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f/f] !lbgdf @k6s lbg], vf]/sf] leq-aflx/ !lbgdf ! k6s ls6f0f'zf]wg ug]{, pkrf/ lbgfg'lbg ug]{

짜로 액 딘마 두이 뻐떡 디네, 코르꼬 비뜨러-바히러 액 딘마 액 뻐떡 끼따누소던 거르
네, 우뻐짜르 디나누딘 거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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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돈입식	후	관리(약	57일령~)
rf/f] vfg yfn]sf] kf7fx?sf] x]/rfx-cGbfhL %& lbg b]lv_
짜로	카너	탈레꼬	빠타허루꼬	해르짜허
(언다지	선따우너	딘	대키)

일상적인	육성돈	사양관리
 ;fdfGo ?kdf x'ls{/x]sf] kf7fsf] ;fwf/0f Joj:yfkg
사마녀	루뻐마	후르끼러헤꼬	빠타꼬	사다런	
벼버스타뻔

육성돈 사양
yugseongdon sayang
aªu'/sf] lja/0f
벙구르꼬 비버런

돼지	 ;'+u'/
dwaeji 숭그르

고르기	 5fGg]
goleugi 찬네

암	 kf]yL 
am 포티

수	 efn] 
su 바래

거세	 v;L kfg]{
geose 커시 빠르네

비거세	 v;L gkf/]sf]
bigeose  커시 너빠레꼬

구분	 5'§\ofpg'
gubun 춧땨우누

사료	 bfgf
salyo 다나

급여	 v'jfpg'
geub-yeo 쿠와우누

사육단계	 pd]/ cg';f/
sayugdangye 우매르 어누사르

비육돈	
biyugdon 
df;'sf] nfuL kflng] a+u'/
마수까 라기 빨리네 벙구르

약품	 cf}iflw v'/fs
yagpum 어우서디 쿠락

중지	 aGb ug'{
jungji 번더 거르누

1일	 Ps lbg
il-il 액 딘

2회	 @ k6s
ilhoe 두이 뻐떡

매일	 x/]s lbg
maeil 허랙 딘

정시	 lgoldt ;do
jeongsi 니여믿 서머여

단어모음	 zAbfjnL 섭다워리
▒ 한 돈방 내에 수용하는 돼지는 체중차이가 2kg이상 나지 않도록 고르기 실시

Pp6} vf]/df /x]sf] j+u'/x?sf] tf}n @ s]hL eGbf al9 km/s gx'g] u/L /fVg]

애우떠이 코르마 러해꼬 벙구르허루꼬 떠울 두이 게지 번다 버디 퍼럭 너후네 거리 라크네

▒ 암·수, 거세·비거세 등을 고려하여 구분 수용

efn]- kf]yL, v;L kf/]sf]-gkf/]sf] cflb larf/ u/]/ 5'§\ofpg]

발래·뽀티, 커시 빠레꼬-너빠레꼬 아디 비짜르 거레러 춧땨우네

▒ 사료를 시기별로 적절하게 급여

rf/f] ;do ;dodf l7Ss dfqfdf lbg]

짜로 서머여 서머여마 틱꺼 마뜨라마 디네

▒ 사육단계별로 적합한 사료를 세분하여 급여(사료비 절감)

pd]/ cg';f/ pko'Qm ljefhg u/]/ bfgf v'jfpg] -bfgfs]f d'No art_

우매르 어누사르 우뻐육떠 비바전 거래러 다나 쿠와우네(다나꼬 물여 버쩓)

 비육기에 반드시 비육돈 사료 급여(항생제 잔류문제)

df;'sf] nfuL kfNg] vf]/sf kf7fnfO{ df]6fpg] rf/f] lbg] -antibiotic Residue ;d:of_

마수꼬 라기 빨네 코르까 빠탈라이 모따우네 짜로 디네 (앤띠바요띡 레지듀 서머샤)

 출하 1개월 전부터는 항생제, 설파제등의 약품투약을 중지

a+u'/ ;fg]{ Ps dlxgf cufl8 b]lv Antibiotic h:t} Sulfa cf}ifwL v'/fs aGb ug]{

벙그르 사르네 액 머히나 어가디 데키 앤띠바요띡 저스떠이 설파 어우서디 쿠락 번더 거르네

 투약시 수의사와 상의하여 반드시 휴약 기간이 지난 후 

cf}ifwL 5f]8]sf] cjlw kl5 k'g M cf}ifwL ;'? ug{kz' lrlsT;s ;+u k/fdz{ lng]

어우서디 차데꼬 어버디 뻐치 부너:어우서디 수루 거르너 뻐수 찌낃석 선거 버라머르서 
리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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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일 정시에 급여

k|To]s lbg, lbgsf] @ k6s bfgf v'jfpg], rf/f] l;Wofpg] u/L l7s dfqfdf - lgoldt Ps 
;doddf lbg] .

쁘러땍 딘, 딘꼬 두이 버떡 다나 쿠와우네, 짜로 싯댜우네 거리 틱 마뜨라마 - 니여밋  
액 서머여마 디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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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어모음	 zAbfjnL 섭다워리

양돈관리 | a+u'/sf] Joj:yfkg

음수관리	 kfgLsf] k|aGw
eumsugwanli 빠니꼬 쁘러번더

니플 높이	 wf/fsf] 6f]8\sf]sf] prfO
nipeul nop-i	 다라꼬 똗꼬꼬 우짜이

	수압관리 	 kfgLsf] rfk ldnfpg]
suabgwanli 빠니 꼬 짭 밀라우네

온도	 tfkqmd
ondo 따뻐끄럼

환기관리	
hwangigwanli
e]lG6n];gsf] Joj:yfkg
밴띠래선꼬 벼버스타뻔

확인	 hfFr
hwag-in 짜즈

매일 	 x/]s lbg
maeil 허랙 딘

점검	 hfRg'
jeomgeom 자쯔누

철저	
cheoljeo 
k"0f{?kdf, s'g} uNtL lagf
뿌르 너 루쁘마, 꾸너이 걸띠 비나

기록	 ljj/0f
gilog 비버런

폐사율	 d[To'b/
pyesayul 미류뚜 더르

▒ 사료빈에서 체류 시간(사료빈은 일정간격으로 완전히 비우고 청소)

bfgf ePsf] efF8f] k|of]u gePs]f a]nf -bfgf /fVg] efF8f]nfO{ k"0f{ ?kdf vfnL ug]{ / lgoldt cGt/
fndf ;kmf ug]{_

다나 버애꼬 바도 쁘러욕 너버애꼬 배라(다나 라그네 바도라이 쁠너 룹마 카리 거르네 
러 니여믿 언떠랄마 서파 거르네)

 여름에는 3~4일, 겨울철에는 일주일 정도가 되도록 적정량을 구입

udL{df #–$ lbg / hf8f]df ! xKtf hltdf bfgfsf] pko'Qm dfq lsGg] .

거르미마 띤-짜르 딘 자도마 액 헙따 저띠마 다나꼬 우버육떠 마뜨러 긴내

▒ 음수관리 : 충분한 물 섭취를 위한 니플 높이 및 수압관리

kfgLsf] k|aGw : kof{Kt dfqfdf kfgL Vjfpgsf] nfuL  wf/fsf] 6f]8\sf]sf] prfO / kfgLsf] rfk 
ldnfpg]

빠니꼬 쁘러번더 : 뻐르얍떠 마뜨라마 빠 니 크와우너꼬 라기 다라꼬 똗꼬꼬 우짜 이 
러 빠니꼬 짭 밀라우네

▒ 온도 및 환기관리

tfkqmd / e]lG6n];gsf] Joj:yfkg

따뻐그럼 러 밴띠래선꼬 벼버스타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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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우가 적정한 상태임

a+u'/x¿ Ps csf{df gvlK6sg, w]/} 6f9f g5'l§sg Ps} nx/df 9lNsg' ;fdfGo xf].

벙그르허루 액 어르까마 너컵띠꺼너, 데러이 따다 너춧띠꺼너 에꺼이 러허르마덜끼누 사마녀 호

 온도계 확인 : 최고 최저 온도 확인

ydf]{ld6/sf] hfFr M clwQmd / Go'gtd, tkfqmds]f hfFr

터르모미떠르꼬 자쯔 : 어딕떰 러 뉴너떰, 따버끄럼꼬 자쯔

 매일 환기상태 점검 :  

객관적인 환기표와 돼지 높이에서 관리자의 감각적 판단

lbglbg} e]lG6n];gsf] hfFr M cfkm'n] vf]/df xfjfsf] k|jfx / tn a+u'/sf] prfOdf xfjfsf] k|jfx 
hfr u/]/ lg0f{o ug]{

딘디너이 밴띠레선꼬 자쯔 : 아풀레 코르마 하와꼬 쁘러바허 러 떨러 벙그르꼬 우짜이
마 하와꼬 쁘러바허 자쯔 거레러 니르너여 거르네

▒ 기록유지 철저 

l/kf]6{ lbgfg'lbg g5'6fOsg n]Vg]

리뽀뜨 디나누딘 너추따이꺼너 레크네

 입식일자, 폐사두수, 사료급여량, 출하예정일 및 출하예정두수 등을 기록

rf/f] Vjfpg z'? u/]sf] ldtL, sf/vfgfdf kfn]sf] a+u'/sf] ;+Vof, lbg] rf/f]sf] dfqf, a+u'/ ;fg]{ lbg 
/ ;+Vof cflb ;f/f l/kf]6{df n]Vg] 

짜로 쿠와우너 수루 거레꼬 미띠, 까르카나마 빨레꼬 벙구르꼬 성캬, 디네 짜로꼬 마
뜨라, 벙구르 사르네 딘 러 성캬 아디 사라 리뽀뜨마 레크네

 육성·비육중 폐사율은 1%이내를 목표로 함

d[To' b/ !Ü eGbf sd ug]{ p2]Zo /fVg]

미르듀 더르 액% 번다 껌 거르네 우데셔 라크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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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하관리	및	도축04 $=awsf] nflu k7fpg Joj:yfkg
버드꼬	라기	뻐타우너	벼버스타뻔

출하전후	관리
aflx/ k7fpg cl3 / kl5sf] Joj:yfkg
바히러	뻐타우너	어기	러	뻐치꼬	벼버스타번

돈육의	안전성	확보
a+u'/sf] df;'sf] ;'/Iffdf hf]8
벙구르꼬	마수꼬	수러챠	마	졷

출하 전	
chulha jeon 
aflx/ k7fpg' cl3
바히러 뻐타우누 어기

관리	 Joj:yfkg
gwanli 벼버스타번

도축	 aw
dochug 버드

휴약기간	  
hyuyaggigan 
kcf]vtL zl//af6 lgisfzg x'g] cjlw
오커띠 서리르바떠 니스까선 후네 어버디

준수	 kfng
junsu 빠런

절식	 gv'jfpg]
jeolsig 너쿠와우내

출하 시	 ;fg]{ a]nfdf
chulha si 사르네 밸라마

구타	 lk6\g], lxsf{pg]
guta 쁘뜨네, 히르까우네

금함	 gug]{
geumham 너거르내

이동로 설치	
idonglo seolchi 
lx8\g] af6f] agfpg]
히드네 바또 버나우네

호기심	 pT;'stf
hogisim 욷숙따

유발	 hufpg]
yubal 저가우네

물건 치움	 ;fdfg x6fpg'
mulgeon chium 사만 허따우누

단어모음	 zAbfjnL 섭다워리

▒ 출하 전 관리 

aflx/ k7fpg cl3sf] Joj:yfkg

바히러 뻐타우너 어기꼬 벼버스타번

 반드시 휴약 기간을 준수

lgsf; VjfPsf] cf]vtLsf] cjlw k"0{f ?kdf k"/f u/]/ dfq

니갓 쿠와에 꼬 오커띠 어버디 뿌르너 룹마 뿌라 거래러 마뜨러

 출하 6~12시간 전부터 절식

aflx/ k7fpgsf] ^–!@ 306f cufl8 b]lv s]xL gv'jfpg]

바히러 뻐타우너꼬 처-바러 건다 어가디 대키 개히 너쿠와우네

▒ 출하 시 관리 

a+u'/ ;fbf{ v]l/sf] Joj:yfkg

벙구르 사르다 케리꼬 벼버스타번

 절대로 구타 및 전기유도봉의 사용을 금함

lk6\g] / ljh'nLsf] em6\sf lbg] h:tf s'/f sbflk gug]{

삗네러 비주리꼬 젇까 디네 젓따 꾸라 꺼다비 너거르네

▒ 출하 이동로 설치 및 운영

aflx/ k7fpgsf] nfluaf6f] agfpg] / ;+rfng ug]{

바히러 버타우너꼬 라기 바또 버나우네 선짜런 거르네

 경사를 완만하게 하고 통로에 호기심을 유발하는 물건 치움

aflx/ lg:sg] af6f]nfO{ xNsf cf]/'fnf] agfpg] / a+u'/ cNdNofpg] s'/f x6fpg]

바히러 니스거네 바또라이 헐가 오라로 버나우네 러 벙그르 얼멀랴우네 꾸라 허따우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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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어모음	 zAbfjnL 섭다워리

양돈관리 | a+u'/sf] Joj:yfkg

통로 바닥	 af6f]sf] e'O{
tonglo badag 바또꼬 부이

판자	 af]8{, kmNofs
panja 보르드/ 펄략

천	 sk8f
cheon 꺼버다

단계	 r/0f
dangye 쩌런

이동	 ;fg'{
idong 사르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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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u'/ ;fbf{ lx8\g]] af6f]nfO{ 9nfg u/l xNsf v;|f] kfg]{ / kfgL hDg glbg]

벙그르 사르다 히드네 바또라이 더란 거리 헐까 거스로 빠르네러 빠니 점너 너디내

 양쪽은 판자나 천을 대어 밖이 보이지 않게 함

aflx/ s]lx gb]lvg] u/l b'a} lt/ sk8fn] 5]Sg]

바히러 개히 너대키네 거리 두버이 띠러 거버다레 촙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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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cm s] nDafO{ / 90cm sf] rf}9fO{df a+u'/ ;lhnf] ;+u lx8\g ;S5 .

어시cm 럼바이 러 넙배cm 꼬 쩌우다이마 벙구르 서지로 성거 히드너 석처

 중간중간에 잠금 장치를 하여 단계적으로 이동

aLr-aLrdf /f]Sg] af/ nufP/ a+u'/nfO{ v08 - v08df ;fg]{

비쩌비쩌마 롞네 바르 러가에러 벙그를라이 컨더-컨더마 사르네

 이동통로는 가능한 한 완만한 각도로 설치

a+u'/ ;fg]{ af6f] cln cf]/fnf] agfpg]

벙그르 사르네 바또 얼리 오랄로 버나우네

 운송 차량이 출하대 진입 시 앞부분을 약간 낮게 설치

a+u'/ cf];fg]{ uf8Ldf a+u'/ l5g]{ efu xf]rf] kfg]{ 

벙그르 오사르네 가디마 벙그르 치르네 바그 호쪼 빠르네

▒ 돼지가 이동시 싫어하는 장소

a+u'/x?nfO{ ;fbf{ dg gkg}{ 7fp

벙구르허루라이 사르다 먼 너버르네 타우

 내리막길

cf]/fnf] af6f]

오라로 바또

 이동시 소리가 나는 곳(철판위 등)

;fbf{ cfjfh cfpg}] 7fp -h:t} l:6ns]f kftf]_

사르다 아와즈 아우네 타우(저스떠이 이스띨꼬 빠따)

 바닥면 상태가 갑자기 바뀌는 곳(바닥에 물이 고이는 등)

crfgs e'O{sf}]] cj:yf kl/jt{g x'g] 7fpF -h:t} kfgL hd]sf] rL;f] e'O{_

어짜넉 부이꼬 어웟타 버리버르떤 후네 타우(저스떠이 빠니 저메꼬 찌소 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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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rfgs jftfj/0f kl/jt{g x'g] 7fpF -pHofnf]af6 cFWof/f], lr;f] 7fpFaf6 Gofgf] 7fpF_

어짜넉 바따버런 뻐리버르떤 후내 타우(우쟈로바떠 어댜로,찌소 타우바떠 냐노 타우)

 정면에서 바람이 부는 곳

cufl8af6 d'vlt/ xfjf au]s]f 7fpF

어가디바떠 무크띠러 하와 버개고 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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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끄러운 곳

lrKnf] 7fpF

찝로 타우

 사람이나 다른 동물이 있는 곳

dflg;x? / cGo hgfj/x? ePs]f 7fp

마니스허루 러 언여 저나월 허루 버애꼬 타우

 앞이 막힌 곳

af6f]df ?sfa6 ePsf] 7fpF

바또마 루가웓 버애꼬 타우

 옆이나 앞이 갑자기 낮아지는 곳(절벽, 난간부위)

culf8 cyjf 5]pFdf PSsf;L cf]/fnf] ePs]f 7fpF -eL/, l8n_

어가디 어터와 채우마 액가시 오라로 버애고 타우(비르, 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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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돈	관리05 %= efn] a+u'/sf]] Joj:yfkg
발레	벙그르꼬	벼버스타뻔

후보	웅돈	도입후	적응	
(5~6개월령)
efn]sf] nfuL 5fg]sf] a+u'/ leTof{P/ 3'nldn u/
fpg] -%–^ dlxgfsf]_
발레꼬	라기	차네꼬	벙구르	비뜨랴에러	굴밀	거라
우네(빠즈-처	머히나꼬)

도입	및	적응기간
leTof{pg] / 3'nldn x'g lbg] cjlw
비뜨랴우네	러	굴밀	후너	디네	어버디

후보 웅돈	 efn] a+u'/
hubo ungdon 발레 벙구르

관리	 Joj:yfkg
gwanli 벼버스타번

격리	 5'§} /fVg'
gyeogli 쭈떠이 라크누

사육	 kfng kf]if0f
sayug 빠런뽀선

구충	 h'sf
guchung 주가

바닥	 e'O
badag 부이

돈분 제거	
donbun jegeo 
a+u'/sf] dnd'q x6fpg]
벙그르꼬 멀무뜨러 허따우네

톱밥	 sf7sf] w'nf] 
tobbab 까트꼬 두로

안전사고	 b'3{6gf
anjeonsago 두르거떠나

예방	 /f]syfd
yebang 록탐

단어모음	 zAbfjnL 섭다워리

▒ 도입 후 3~4주간 격리 사육 실시

leTof{Psf] #-$ xKtf ;Dd 5'§} /fv]/ kfngkf]if0f ug]{

비뜨랴에꼬 띤-짜르 헙따 섬머 추떠이 라캐러 빠런뽀선 거르네

 질병 유무 관찰 및 항생제 크리닝, 백신접종 완료

/f]ux? 5 eg] Antibiotic n] ;kmf ug]{ / k"0f{ vf]k lbg]

로그허루 처 버내 앤띠바요띡 래 서파 거르네 러 뿌르너 콥 디내

▒ 후보웅돈 내외부 구충

efn] a+u'/sf] leq-aflx/ ePsf] h'sf, ls/f x6fpg]

발레 벙구르꼬 비뜨러-바히러 버에꼬 주까, 끼라 허따우네

 매년 1~2회 이상 구충(봄, 가을 전체실시(연2회))

aif{sf] !–@ k6s h'sf,ls6f0f' x6fpg] -j;Gt / x]dGt l/t'df_

버르서꼬 액-두이 뻐떡 주까, 끼따누 허다우네(버선떠 러 해먼떠 리뚜마)

▒ 돈방 바닥은 미끄럽지 않도록 돈분 제거, 톱밥을 깔아줌

a+u'/ vf]/sf] e'O{ lrKnf] x'g glbg - dnd'q x6fpg] / sf7sf] w'nf] 5g]{]{

벙구르 코르꼬 부이 찝로 후너 너디너 - 멀무뜨러 허따우네 러 까트꼬 둘로 처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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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fn] a+u'/ 3'nldn u/fpg] cjlwe/ To;sf] k|s[lt cWoog ug]{ -hah{:tL ¿vf] Aoaxf/ gug]{_

발레 벙그르 굴밀 거라우네 어워디버러 뗘스꼬 쁘러끄리띠 얻뎐 거르네(저버르저스
띠 너거르네)

 난폭한 웅돈은 현황판 기록후 세심한 관리 ▶ 안전사고 예방

efn] emu8fn' 5 eg] To;} cg';f/ l/kf]6{ n]v]/ ;fjwfgL k"a{s x]/rfx ug]{ -b'3{6gf /f]syfdsf] nflu_

발 레 저거달루 처 버네 뗘서이 어누사르 리뽀르뜨 래크네, 사버다니 쁘르벅 해르짜허 
거르네(두르거떠나 록탐꼬 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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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가연습
kf]yL dfly r9\g] cEof;
뽀티	마티	쩌드너	어뱌스

생후	6~7개월령에	승가	연습	기간
hGd]sf] ^–& dlxgfkf]yL dfly r9\g cEof; cjlw 
전매꼬	처-삳	머히나뽀티	마티	쩌드너	어뱌스	어버디

승가 연습
seung-ga yeonseub
kf]yL dfly r9\g] cEof;
뽀티 마티 쩌드너 어뱌스

주 1회	 xKtfdf ! k6s
ju ilhoe 헙따마 액 뻐떡

10개월령
sibgaewollyeong
bz dlxgfhlt 
마그머히나저띠

단어모음	 zAbfjnL 섭다워리
▒ 생후 6~7개월령에 승가 연습

hGd]sf] ^–& dlxgfdf kf]yL dfly r9\g] cEof;

전매꼬 처-삳 머히나마 뽀티 마티 쩌드너 어뱌스

 체격이 비슷한 발정 온 후보돈 및 1산차 모돈 활용

zfl/l/s cfsf/ ;dfg ePsf, of}g pQ]lht efn];Fu klxnf] k6s Aofpg] dfp ldnfpg]

서리리끄 아까 르 서만 버에까, 요운 욷때 짓 발레성거 뻐힐로 뻐떡 뱌우네 마우 밀라
우네

 자기 돈방으로 모돈을 넣어 승가 연습

efn]sf] vf]/df dfpnfO{ NofP/ r9\g] cEof; u/fpg]

발레꼬 코르마 마울라이 랴에르 쩌드네 어뱌스 거라우네

 승가 연습은 최소 주 1회 이상 실시한다

;xjf; sfo{s]f nflu ! xKtfdf slDtdf ! rf]6L u/fpg

서허바스 까르여꼬 라기 액 헙따마 껌띠마 액 쪼띠 거라우너

▒ 본격적인 교배는 10개월령이 넘으면서 실시

cflwsfl/s ?kdf ;dfud rflx a+u'/ !) dlxgf hlt ePkl5 u/fpg]

아다까릭 루쁘마 서마검 짜히 벙구르 더스 머히나 젓띠 버에뻐치 거라우네

 1년 이내에서는 주 1회만 사용

! jif{ el/ xKtfdf ! k6s dfq ug]{

액 버르스 버리 헙따마 액뻐떡 마뜨러 거르네

 1년 이상이 되면 주 2~3회 사용

! aif{ k'/f eO;s]kl5 ! xKtfdf @–# k6s k|of]u ug]{

액 버르서 뿌라 버에뻐치 액 헙따마 두이-띤 뻐떡 쁘러욕 거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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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돈	일반관리
efn] a+u'/sf]  ;fwf/0f Joj:yfkg
발레	벙그르꼬	사다런	벼버스타번

성숙한	웅돈의	일반관리
ao:s efn] a+u'/sf] ;fdfGo x]/rfx
버여스꺼	발래	벙그르꼬	사마녀	해르짜허

웅돈	 efn]
ungdon 발래

관리	 Joj:yfkg
gwanli 벼버스타뻔

종돈사료	 efn]sf] rf/f]
jongdonsalyo 발래꼬 짜로

체중	 zl//sf] tf}n
chejung 서리르꼬 떠울

가감 급여
gagam geub-yeo
;Gt'lnt rf/f]
성뚤릿 짜로

1일	 Ps lbg
il-il 액 딘

2.7kg
ijeomchilkillogeulaem
@=& s]=hL
두이 뽀인뜨 사뜨 개지

3kg
samkillogeulaem
# s]=hL
띤 개지

채광	 k|sfz
chaegwang 쁘러까스

12시간이상
yeoldusigan-isang
12 3G6f eGbf al9
바러 건따 번다 버디

카드	 sf8{
kadeu 카드

사용 기록	
sayong gilog 
rnfPsf] l/kf]6{ n]Vg]
쩔라에꼬 리뽀르뜨 래크네

불량 웅돈
bullyang ungdon
c:j:y, ;d:of ePsf] efn]
어숴스터,  사머샤 버에꼬 발래

▒ 사료급여 : 종돈사료 또는 포유돈 사료를 체중에 따라 가감 급여

rf/f] lbg] : k|hggsf] rf/f] / b'wsf] nfuL rf/f] tf}n cg';f/ ldnfP/ lbg]

짜로 다네 : 쁘러저넌꼬 짜로 러 두드꼬 라기 짜로 떠울 어누사르 밀라에러 디네

 200kg인 웅돈에는 1일 2.7kg

@)) s]hL! lbgdf a+u'/nfO{ @–& s]hL cfxf/ lbg]

두이서여 게지 액 딘마 벙구르라이 두니-삳 게지 아하르 디내

 250kg인 웅돈에게는 1일 3kg정도를 기준으로 급여

@%) s]hL ! lbgdf a+u'/nfO{ # s]hL hlts]f cfxf/ lbg]

두이서여뻐짜스 개지 액 딘마 벙구르라이 띤 개지 저띠꼬 아하르 디내

▒ 온도관리 : 웅돈의 적정 사육온도는 18℃(13℃~24℃)

tfkqmdsf] lgoGq0f M efn] a+u'/sf] tfkqmd 18℃ /fVg] (13℃~24℃)
따뻐끄럼꼬 니연뜨런 : 발레 벙그르꼬 따쁘끄럼 어타러 디그리(대러 디그리 – 쩌우
비스 디그리) 라크네

▒ 채광 : 하루 12시간 이상 밝은 빛(최소 300룩스 이상)채광

k|sfz Mlbgsf] !@ 306f eGbf al9 jlQnfO{ pHofnf] /fVg] -slDtdf 300Lux_
쁘러가스 : 딘꼬 바러 건따 번다 버디 버띠라이 우쟈로 라크내(검띠마 띤서여 룩스)

▒ 웅돈 사용후 반드시 웅돈카드에 사용 기록

efn] ;dfud u/fPkl5] ljj/0f sf8{df l6Kg]

발래 서마검 거라에뻐치 비버런 가드마 띱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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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Gd]s]f #)–$) dlxgf eO;s]s]f a+u'/nfO{ ;dfudsf] nflu plrt dflgb}g . -ljo{ c:j:y jf a+u'/ 
/f]uL x'g]_

전매꼬 띠스-짜리스 머히나 버이서개꼬 벙구르라이 서마검꼬 라기 우찓 마니더이너
(비르여 어숴스터 와 벙그르 로기 후네)

▒ 모돈 20~30두에 웅돈 1두 비율로 웅돈 보유

@)-#) hgf dfpsf] x'ndf ! efn] pknAw u/fpg]

비스-띠스 저나 마우꼬 훌러마 액 발래 우뻐럽더 거라우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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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돈	관리06 ^=Aofpg] dfpsf]]] Joj:yfkg
뱌우네	마우꼬	벼버스타뻔

임신돈	 ue{ ePsf] dfp
imsindon 거르버 버에꼬 마우

관리	 Joj:yfkg
gwanli 벼버스타뻔

발정체크	 of}g pQ]hgf hfFr
baljeongchekeu 욘 우때저나 자쯔

분뇨처리	
bunnyocheoli 
dn d'qsf] k|j4{g
멀 무뜨러꼬 쁘러번더

종부	 efn]
jongbu 발래

구충	 h'sf, ls/f
guchung 주까, 끼라

전입	 ;fg'{
jeon-ib 사르누

도태모돈	 a'9L dfp
dotaemodon 부디 마우

백신접종	 EofS;Lg lbg] ljj/0f
baegsinjeobjong 뱍신 디내 비버런

임신	 ue{
imsin 거르버

진단	 hfFr
jindan 자쯔

스톨	 :6n
seutol 스떨

사료량 조절	
salyolyang jojeol 
ef]hgsf] dfqf ldnfpg'
보전꼬 마뜨라 미라우내

전출	 ;fg'{
jeonchul 사르누

수세 	 ;kmf ug'{
suse 서파 거르누

표피소독 	 aflx/sf] 5fnf
pyopisodog 바히러꼬 차라

기본	 ;fwf/0f
gibon 사다런

단어모음	 zAbfjnL 섭다워리

주간관리
;fKtflxs Joj:yfkg
삽따힉	벼버스타번

임신돈	관리를	주간	단위로	끊어서	요일별로	표준화된	작업
ue{ ePsf] dfpsf] x]/rfx - xKtfsf] cfwf/df k|To]s lbg ug]{ sfd tflnsf 
거르버	버에꼬	마우꼬	해르짜허-	헙따꼬	아다르마	쁘러땍	딘	깜	거
르네	딸리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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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fgf ! lbgsf] @ k6s v'jfpg], ! rf]6L vf]/sf] leq aflx/ ls6f0f"zf]wg ug]{,lbgfg'lbg pkrf/ ljlw ckgfpg]]{

다나 액 딘꼬 두이 버떡 구와우내, 액 쪼띠 코르꼬 비뜨러-바히러 기다누소던 거르내, 
디나누 딘 우뻐짜르 비디 어뻐나우네

구   분
af/

바르

오   전
laxfg

비하너

오   후
lbpF;f]

디우소

월요일
;f]daf/

솜바르

발정체크
of}g pQ]hgf hfFRg]

욘 우때저나 자쯔내

분뇨처리작업,	발정체크,	종부
dnd'qsf] Joj:yfkg, of}g pQ]hgfsf] hfFr, efn]

멀묻러꼬 벼버스타뻔, 욘 우때저나꼬 자쯔, 발래

화요일
d+unaf/

멍걸바르

종부	
efn] 

발래

종부	
efn] 

발래

수요일
a'waf/

부더바르

종부	
efn]

발래

종부,	분만예정돈	내외부	구충
efn], dfp aGg] a+u'/sf] leq-aflx/ ePsf] ls6f0f' gi6 ug]{

발래, 마우 번네 벙구르꼬 비뜨러-바히러 버에꼬 
끼따누 너스떠 거르네

목요일
laxLaf/

비히바르

종부,	이유모돈	전입,	도태모돈	판단
efn], dfp a+u'/ leTof{pg], a'9L dfp 5'§\ofpg]

발래, 마우 벙그르 
비뜨랴우네, 부디 마우 춧땨우네

종부,	후보돈	백신접종
efn], r'lgPsf] a+u'/nfO{ ;'O{ nufpg]

발래, 차니에꼬 벙그를라이 수이 러가우네

금요일
z'qmaf/

숙러바르

모돈	백신접종,	임신진단,	도태모돈	판단
dfp a+u'/nfO{ ;'O{ lbg], ue{ eP-gePsf] hfr, a'9L dfp 

5'§\ofpg]
마우 벙그를라이 수이 디네, 거르버 버에-너버에 

꼬 자쯔, 부 디 마 우 춧땨우네

모돈스톨	정리
dfp a+u'/sf] vf]/sf] ;/;kmfO

마우 벙그르꼬 코르꼬 서러서파이

토요일
zlgaf/

서니바르

사료량	조절(체평점	체크),	분만예정돈	전출
ef]hgsf] dfqf ldnfpg] -cf};t zl//sf] hfFr cg';f/, 

ue{jtL a+u'/nfO{ ;fg]{

보전고 마뜨라 미라우내(어우삳 서릴꼬 자쯔 
어누사르, 거르버버띠 벙구르라이 사르내)

임신사	수세,	웅돈표피소독
Aofpg] dfpsf] vf]/ kfgLn] ;kmf ug]{, efn]sf] ln+usf] 

aflx/L 5fnf ls6f0f"zf]wg ug]{

뱌우네 마우꼬 코르 빠닐레  서파 거르네,  
빨래꼬 링거꼬 바히리 차라 기다누소던 거르네

일요일
cfOtaf/

아이떠바르

기본사양관리
;fwf/0f ue{sf] Joj:yfkg

사다런 거르버꼬 벼버스타뻔

기본관리,	발정체크
;fwf/0f Joj:yfkg, of}g pQ]hgfs]f hfFr

사다런 벼버스타뻔, 욘 우때저나꼬 자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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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관리 | a+u'/sf] Joj:yfkg

일상관리
b}lgs Aoj:yfkg
더이닉	벼버스타번

사료,	음수,	온도,	환기관리
bfgf, kfgL, tfkqmd / e]lG6n];gsf] Joj:yfkg
다나,	빠니,	따뻐끄럼	러	밴띠래선꼬	벼버스타번

일상관리
ilsang-gwanli
b}lgs Joj:yfkg
더이닉 벼버스타뻔

사료	 bfgf
salyo 다나

음수	 kfgL
eumsu 빠니

온도	 tfkqmd
ondo 따뻐끄럼

환기	 Ef]lG6n];g
hwangi 밴띠래선

사료통 청소
salyotong cheongso
bfgf /fVg] ef8f ;kmf ug'{ 
다나 라크내 바다 서파 거르누

사료채우기	 bfgf x6fpg] 
salyochaeugi 다나 허따우누

돈분청소
donbuncheongso
a+u'/ ;kmf ug'{
벙구르라이 서파 거르누

▒ 사료관리 

bfgf v'jfpg] Joj:yfkg

다나 쿠와우내 벼버스타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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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xfg & ah] bfgf /fVg] efF8f] ;kmf u/]/ bfgf v'jfpg] To;kl5 rf/f]sf] dlzgdf rf/f] xfNg], a+u'/
sf] dnd'q ;kmf ug]{]

비하너 삳 버재 다나 라크내 바다 서파 거래러 다나 쿠와우내 뗘스뻐치 짜로꼬 머신마 
짜로 할네, 벙그르꼬 멀무뜨러 서파 거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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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bpF;f]sf] $ ah] km]l/ bfgf /fVg] efF8f] ;kmf u/]/ bfgf v'jfpg] To;kl5 rf/f]sf] dlzgdf rf/f] 
xfNg], a+u'/sf] dnd'q ;kmf ug]{

디우소꼬 짜르 버재 패리 다나 라크내 바다 서파 거래러 다나 쿠와우내 뗘스뻐치 짜로
꼬 머신마 짜로 할네, 벙그르꼬 멀무뜨러 서파 거르네

▒ 임신돈 계절 백신 관리

ue{ cj:yfdf ;'O{s]f Joj:yfkg

거르버 어버스타마 수이꼬 벼버스타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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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glZrt df};ddf nufpg] ;'O{ -hfklgh OG;]kmnfOl6;(encephalitis) ;'O{_ : d](May)~h'g 
(June) df x/]s #-$ xKtfsf] km/s kf/]/ @ k6s sfgsf] jl/kl/ ;'O nufpg]

니스찓 머우섬마 러가우내 수이(자빠니즈 엔세퍼라이티스 수이) : 메이~쥰 마 허랙 
띤-짜르 헙따꼬 퍼럭 빠레러 두이 뻐떡 깐꼬 워리뻐리 수이 러가우네

 구충 : 봄, 가을 전체실시(연2회)

h'sf, ls/f gi6 a;Gt / z/b Ct'df -aif{sf] b'O{ k6s_

주까, 끼라 너스떠 버선떠 러 서럳 리뚜마 (버르서꼬 두이 버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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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장관리매뉴얼 네팔어판 | a+u'/ kfng lgb]{lzsf -g]kfnL ;+:s/0f_

임신	초기
ue{sf] klxnf] cj:yf
거르버꼬	버히로	어버스타

교배~30일까지	BCS	:	2.5목표
k|hgg u/]sf] – #) lbg ;Dd BCS : @=%% sf] nIf
쁘러저넌	거래꼬	-	띠스	딘	섬머	BCS	두어	보인트	빤
쯔	꼬	럭쳐

임신	 ue{
imsin 거르버

초기	 klxnf] cj:yf
chogi 뻐히로 어버스타

수세	 ;kmf
suse 서파 

급수시설	 kfgLsf] k|aGw
geubsusiseol 빠니꼬 쁘러번더

교배적기	 k|hgg cg's'n a]nf	
gyobaejeoggi 쁘러저넌 어누굴 벨라

경산돈	 AofO;s]sf] dfp
gyeongsandon 뱌이서께꼬 마우

미경산돈
migyeongsandon
gAofPsf] dfp
너뱌에꼬 마우

▒ 입식 전 수세 및 급수시설을 점검

rf/f] lbg' cl3 kfgLn] ;kmf ug]{ / kfgLsf] Joj:yf hfRg]]{

짜로 디누 어기 빠닐레 서파 거르네 러 빠니꼬 벼버스타 자쯔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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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lxnf] k|hgg nuQ} k|f/lDes uef{j:yfsf] :ofxf/ yfNg] -dfpsf] l/kf]6{df klxnf] k|hggsf] ldtL n]Vg]_

뻐힐로 쁘러저넌 러것떠이 쁘러랍빅 거르버스타꼬 샤하르 탈네 (마우꼬 리뽀르뜨마  
버힐로 쁘러저넌꼬 미띠 레크네)

▒ 1차 교배 후 아래표와 같이 2차, 3차(선택사항)를 실시

klxnf] k|hgg kl5, tn lbOPs]f ljj/0f cg';f/ bf];|f] / t];|f] r/0fdf hfg] -P]lR5s_

버히로 쁘러저넌 뻐치 ,떠러 디이애꼬 비버런 어누사르 도스로러 때스로 쩌런마 자내
(어이칙)

구   분
af/

바르

이   유
r/0f
쩌런

교배적기 1안(경산돈)
k|hgg cg's'n !k|of; -AofO;s]sf] dfp_

뻐러저넌 어누꿀 뻐힐로 쁘러야스  
(뱌이서께꼬  마우)

교배적기 2안(미경산돈)
k|hgg cg's'n bf];|f] k|of; -gAofPsf] dfp_
뻐러저넌 어누꿀  도스로 쁘러야스  

(너뱌에께꼬  마우)

금요일
z'qmaf/

숙러바르

1일차
 klxnf] lbg

뻐힐 로 딘
수퇘지	승가허용	시작후

24시간	후	1차,	

12시간	후	2차,	

12시간	후	3차(선택)
efn]  a+u'/n] r9]/ ;dfud z'? u/]sf] @$ 306f 

kl5 klxnf] k6s, !@ 306f kl5 bf];|f] k6s / csf]{ 

!@ 306f kl5 t];|f] k6s -P]lR5s_

바래 벙구르래 쩌데러 서마검 수루 거래꼬 
쩌우비스 건따 버치 뻐히로 뻐떡, 

바러 건따 버치 도스로 뻐떡 러 어르꼬 
바러 건따 버치 떄스로 뻐떡(어이칙)

수퇘지	승가허용	시작후

12시간	후	1차,	

12시간	후	2차,	

12시간	후	3차(선택)
efn]  a+u'/n] r9]/ ;dfud z'? u/]sf] !@ 306f 

kl5 klxnf] k6s, !@ 306f kl5 bf];|f] k6s / csf]{ 

!@ 306f kl5 t];|f] k6s -P]lR5s_

바래 벙구르래 쩌데러 서마검 수루 거래꼬 
바러 건따 버치 뻐히로 뻐떡, 바러 건따 버
치 도스로 뻐떡 러 어르꼬 바러 건따 버치 

떄스로 뻐떡(어이칙)

토요일
zlgaf/

서니바르

2일차
bf];|f] lbg

또스로 딘

일요일
cfOtaf/

아이떠바르

3일차
t];|f] lbg

떼스 로 딘

월요일
;f]daf/

솜바르

4일차
rf}yf] lbg

쩌우토 딘

화요일
d+unaf/

멍걸바르

5일차
kfrf}+ lbg

빠쩌우 딘

수퇘지	승가허용	시작후	

12시간	후	1차,	12시간	후	2차,	

12시간	후	3차(선택)
efn]  a+u'/n] r9]/ ;dfud z'? u/]sf] !@ 306f 

kl5 klxnf] k6s, !@ 306f kl5 bf];|f] k6s / csf]{ 

!@ 306f kl5 t];|f] k6s -P]lR5s_

바래 벙구르래 쩌데러 서마검 수루 거래꼬 
바러 건따 버치 뻐히로 뻐떡, 바러 건따 버
치 도스로 뻐떡 러 어르꼬 바러 건따 버치 

떄스로 뻐떡(어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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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관리 | a+u'/sf] Joj:yfkg

수요일
a'waf/

부더바르

6일차
5}7f} lbg

처이토우 딘

수퇘지	승가허용	시작후	승가	허용시	1차,	

12시간	후	2차,	12시간	후	3차(선택)
efn] a+u'/n] r9]/ ;dfud z'? u/]sf] !@ 306f kl5 klxnf] k6s, !@ 306f kl5 bf];|f] k6s / csf]{ 

!@ 306f kl5 t];|f] k6s -P]l5s_

바래 벙구르래 쩌데러 서마검 수루 거래꼬 바러 건따 버치 뻐히로 뻐떡, 바러 건따 
버치 도스로 뻐떡 러 어르꼬 바러 건따 버치 떄스로 뻐떡(어이칙)

목요일
laxLaf/

비히바르

7일차
;ftf} lbg

사떠우 딘

재발 여부	
jaebal yeobu 
km]/L pQ]hgf eP-gePsf] hfr
페리 웃때저나 버에-너버에꼬 자쯔

확인	 hfr
hwag-in 자쯔

외음부	 u'KtfË
oeeumbu 굽땅거

관찰	 x]g]{
gwanchal 헤르네

발정	 of}g pQ]hgf
baljeong 욘 우때저나

재발정	 k'g of}g pQ]hgf
jaebaljeong 뿌너 욘 우때저나

체크	 hfr
chekeu 자쯔

초음파 임신진단	
cho-eumpa imsinjindan
cN6«f;f]gLs
울트라소닉

절대안정	 ;'/IfLt ;fy
jeoldaeanjeong 수럭칟 사트

휴식	 cf/fd
hyusig 아람

사료통 청소
salyotong cheongso
bfgf /fVg] ef8f] ;kmf /fVg]
다나 라크내 바다 서파 거르내

▒ 재발 여부를 매일 확인 후 조치 

(외음부를 관찰하여 점액이 흐르는 등의 재발 징후 조사)

km]/L pQ]hgf eP-gePsf] lbgsf lbg hfr u/]/, eP ;dfwfg u/fpg]  
-of}gfËdf lrNnf] kbfy{ au]sf] 5/5}g x]/]/ 5'§\ofpg]_

페리 웃때저나 버에-너버에꼬 딘까딘  자 쯔 거레러, 버에 서마단 거라우네 
(요우낭거마 찔로 뻐다르터 버게꼬 처/처이너 헤레러 춧땨우네)

▒ 18~25일경 초음파 임신진단 실시 

(공태 확인시 종모돈을 이용하여 교배적기 판단)

!*–@% lbgdf cN6«f;f]lgs kl/If0f u/]/ ue{ /x]/g/x]sf] hfRg]  
-ue{ gePdf efn];+u k|hgg u/fpg] cg's'n ;do x]g]{_

어타러~뻐찌스 딘마 울트라소닉 뻐리션 거레러 거르버 러헤/너러헤꼬 자쯔네 
(거르버 너버에마 발레성거 쁘러저 넌 거라우네 어누꿀 서머여 헤르네)

▒ 태아 착상 시기이므로 절대 안정과 휴식

E?0f ev{/ aGg nfu]sf] a]nf ePsf]n] Psbd ;'/Iffsf ;fy cf/fd ug]{ lbg].

부룬 벜커러 번너 라게고 벨라 버에꼴 레 에끄덤 수러챠까 사트 아람 디네

▒ 사료 급여 전 사료통 청소

rf/f] lbg' cl3 ef8f ;kmf ug]{

짜로 디누 어기 바다 서파 거르네

<웅돈	순회를	통한	발정	및	재발정	체크>

efn]nfO{ kf]yLsf] x'ndf 8f]of{P/  km]/L pQ]hgf x'G5 x'b}g hfRg]

발레라이	뽀티꼬	훌마	도랴에르	페리	웃때저나	훈처-후더이너	자쯔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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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장관리매뉴얼 네팔어판 | a+u'/ kfng lgb]{lzsf -g]kfnL ;+:s/0f_

스트레스 	 tgfj
seuteuleseu 떠납

과식 	 al9 vfg'
gwasig 버디 카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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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소되어 착상에 도움이 되지 않음

lx88'n, emu8f cflbaf6 :6«]; / w]/} vfPdf /utdf k|f]lh:6]/f]g-Progesterone_ xf]df]{gsf] sdL 
eP/ E?0fsf] ljsf;df c;/ k5{.

히드둘, 저거다 아디바떠 스뜨레스 러 데러이 카에마 러것마(프로제스테론) 호르본꼬 
꺼미 버에러 부룬꼬 비까스마 어서르 뻐르처

BCS1 BCS2 BCS3 BCS4 BCS5

매우 야윈 상태
w]/} b'AnfPsf] cj:yf

데러이 둡라에꼬 어
버스타

야윈 튜브 모양
kftnf] 6\o'asf] cfsf/
빠뜰로 뜌브꼬  

아까르

정상 상태
;fdfGo cj:yf

사마녀  
어버스타

다소 과비
clns df]6fPsf] cj:yf

얼릭 모따에꼬  
어버스타

매우 비대한 상태
Psbd df]6f] cj:yf

에끄덤 모따에꼬  
어버스타

엉덩이와 등뼈 돌출
측면부위 평평

rfs / 9f8sf] x•L aflx/ 

lgl:sP/ 5]p :jfQ} ;'s]sf] 

cj:yf

짝 러 다드꼬 헏디 바허

러 니스끼에러 체우 샷

떠이 수께꼬 어버스타

측면부위 평평
뼈구조가 나타남

손바닥으로 누르지 
않아도 엉덩이와 
등뼈가 느껴짐

5]p5fp :jfQ} ;'s]/ x•L 

lgl:sP/ xftn] g5fd]klg 

rfs / 9f8sf] x•L b]lvG5

체우차우 샸떠이 수께러  

헏디 니스끼에러 하뜰 

레 너차메뻐니 짝 러  닫

꼬 헏디 데킨처

튜브모양

손바닥으로 강하게 
눌러야 엉덩이와 
등뼈가 느껴짐

xTs]nfn] a]:;/L lyRbf 

rfs / 9f8sf] x•L 5fDg 

;lsG5

헛깰라 레 베스서 리 티

쯔 다 짝 러 닫 꼬 헏디   

차므너 서낀처

엉덩이와 등뼈가 
느껴지지 않음

전반적으로 
볼록한 상태

rfs / 9f8sf] x•L 5fDg 

g;lsg]  

;du|df df]6fP/ e'Ss km'n]

sf] cj:yf]

짝 러 닫마 헏디 참너   

너서끼네 서머그러마   

모따에러 북거 풀레꼬  

어버스타

엉덩이와 등뼈가 
지방에 의해서 

심하게 덮여졌음

rfs / 9f8sf] x•L af];f]n] 

k'/} 9fs]sf] cj:yf 

짝 러 닫꼬 헏디 보솔레  

뿌러이 다께꼬 어버스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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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관리 | a+u'/sf] Joj:yfkg

임신말기
ue{sf] clGtd cj:yf 
거르버꼬	언띰		어버스타

81~107일까지	:	태아의	급속한	성장시기	BCS	:	3.5목표
*!–!)& lbg ;Dddf e|'0f -km]6;_ sf] lta| a[l4, ljl;P;M#=% nIfo 
애가시-액서여	사뜨	딘	섬머마	부른꼬	띠브러	브리디,	비시애
스	띤빠쯔	럭쳐

임신중기
ue{sf] dWo cj:yf
거르버꼬	머뎌	어버스타

31~80일까지	BCS	:	3목표
#!–^) lbg ;Dd BCS : 3 sf] nIf
액띠스-사티딘	섬머	BCS	:	띤	꼬	럭쳐

임신	 ue{
imsin 거르버

중기	 dWo cj:yf
jung-gi 머뎌 어버스타

2차	 bf];|f] r/0f
icha 도스로 쩌런

재발 관찰
jaebal gwanchal
km]/L pQ]hgf eP-gePsf] x]g]{
피리 웃때저나 버에-너버에꼬 헤르네

사료 급여량 조절
salyo geub-yeolyang jojeol
lbg] rf/f]sf] dfqf ldnfpg]
디네 짜로꼬 마뜨라 밀라우네

임신	 ue{
imsin 거르버

말기	 cGt
malgi 언떠

모돈카드	
modonkadeu 
dfpsf] ljj/0f n]Vg] sf8{	
마우꼬 비버런  레크네  카드

분만예정돈
bunman-yejeongdon
Aofpg] dfp
뱌우네 마우

▒ 교배 후 30~45일령에 2차 재발 관찰

k|hgg ePsf] #)–$) lbgdf  bf];|f] k6s pQ]hgf eP-gePsf] x]g]{

쁘러저넌 버애꼬 띠스-짜리스 딘마 도스로 뻐떡 우때저나 버에-너버에 꼬 헤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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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dfGo cj:yfs]f Jo:yfkg -BCS 3 dfkb08_ cg';f/ bfgf v'jfpg] -xKtfdf Psk6s -zlgaf/_, 
km]/abng ug{ ldNg]_

사만여 어버스타꼬 벼버스타번 (BCS 띤 맙던더) 어누사르 다나 구와우내(헙따마 액
버떡(서니바르), 패르버덜 거르너 밀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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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dfGo cj:yfs]f Jo:yfkg -BCS 3.5 dfkb08_ cg';f/ bfgf v'jfpg] -xKtfdf Psk6s 
-zlgaf/_, km]/abng ug{ ldNg]_ @=*–# s]hL k|lt lbg -klxnf] k|;'tL kl5 M -0.1~0.2kg, hf8f] 
df};d df M +0.2~0.4kg)
사만여 어버스타꼬 벼버스타번 BCS 띤 보인트 빤쯔 맙던더 어누사르 다나 구와우내
(헙따마 액버떡 서니바르, 배르버덜 거르너 밀내)두이 보인트 대키 띤킬로  쁘러띠딘
(버히로 쁘러수띠 뻐치 지로 보인트 액 대키 지로 보인트 두이 킬로 자도 머우섬마 지
로 보인트 두이 대키 지로 보인트 짜르킬로)

▒ 모돈 현황판(모돈카드) 정리를 통한 분만예정돈 파악

dfpsf] l/kf]6{ kf6Ldf ePsf] hfgsf/Laf6 Aofpg] lbg cg'dfg ug]{

마우꼬 리뽀르뜨 빠띠마 버에꼬 잔까리바떠 뱌우네 딘 어누만 거르네

<체평점	측정>
;fdfGo cj:yfsf} gfk

사만여	어버스타꼬	납

<분만예정일	파악>
l/kf]6{ x]/]/ Aofpg] lbg kQf nufpg]

리뽀뚜	해레러	뱌우네	딘	뻐따	러가우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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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장관리매뉴얼 네팔어판 | a+u'/ kfng lgb]{lzsf -g]kfnL ;+:s/0f_

2.0~2.5kg

3.0~3.5kg

1.8~2.2kg
2.2~2.6kg

2.8~3.0kg
3.0~3.5kg

@!
 lb

g 
kl5

 5
fg
]sf
]

;d
fu
d 

u/
fp
g] 
@ 
xKt

f c
l3

;d
fu
d 

u/
fp
g] 
lbg

;dfud u/fPsf] #) lbg
;dfud u/fPsf] *) lbg

df
p 

Ao
fp
g] 
% 

lbg
 c

l3
 

df
p 

Ao
fPs

f] %
 lb

g 
kl5

kf7fsf] 
b'w 5'6fpg] df

p 
Ao
fp
g] 
lbg

5f
Gg

lg/Gt/ rf/f] Vjfpg]

0=% s]hLsf] dfqfdf 36fpg] 

lg/Gt/ rf/f] Vjfpg]

:tgsf] ljsf; 
-P]lR5s_

dfp agfpg 5fg]sf] a+u'/ ue{ ePsf] dfp b'w vfg] kf7f

체표소독	
chepyosodog 
aflx/L zl//sf] ls6f0f'zf] wg ug]{
바히리 서리르꼬 끼따누소던 거르네

입식	 leTof{pg]
ibsig 비뜨랴우네

분만사	 dfp Aofpg] vf]/
bunmansa 마우 뱌우네 코르

이동	 ;fg'{
idong 사르누

사료급여 프로그램	
salyogeub-yeopeulogeulaem
bfgf v'jfpg] sfo{qmd
다나 쿠와우내 까르여끄럼

▒ 분만사 입식전 체표 소독 실시(토요일) 후 분만사로 이동 

(분만사 입식은 분만 일주일 이전에 실시)

dfp Aofpg] vf]/df leTof{pg' cl3 aflx/L zl// ls6f0f'zf]wg u/]/ -zlgaf/_ dfq leTof{pg] -Aofpg] 
! xKtf cl3 leTof{pg]_

마 우 뱌우 네 코르 마 바뜨랴우 누 어 기 바히리 서리르 끼따누소 던 거레 러(서니바
르) 마뜨 러 비뜨랴우 네(뱌우네 액 헙따 어 기 비뜨랴우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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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dL{df laxfg / hf8f] df};ddf lbp;f]sf] rf/f] VjfP/ leTof{pg] -tgfj sd ug{_

거르미마 비하너러 자도 머우섬마 디우소꼬 짜르 쿠와에라 비뜨랴우네 (떠납 검 거르너)

▒ 모돈 사료급여 프로그램

dfpnfO{ bfgf v'jfpg] sfo{qmd

마울라이 다다 구와우내 가르여그럼

<분만사	입식전	체표소독>
dfp Aofpg] vf]/df leTof{pg' cl3 aflx/L zl// ls6f0f'zf]wg ug]{]{

마우	바우네	코르마	배뜨랴우누	어기	바히리	끼따누소던	거르네

<분만사	입식>
dfp Aofpg] vf]/df leTof{Psf]

마우	뱌우네	코르마	비뜨랴에꼬		

1) 초산돈 : -0.1~0.2kg

klxnf] k6s AofPsf] dfp M )=!–)=@

뻐힐로 뻐떡 뱌에꼬 마우 지로 보인트 액 대키 지로 보인트 두이 깨 지

2) 동절기 :＋0.2~0.4kg

hf8f] ofddf M )=@–)=$

자도 야므마 지로 보인트 두이 대키 지로 보인트 짜르 

3) 유선발육기간에 사료를 감량하여 급여(선택)

:tg ljsf;x'g] cjlwe/ rf/f] 36fP/ lbg] -P]lR5s_

스 떤 비까스후 네 어워디버리 짜 로 거따에러 디네

※  자세한 용어번역은 12페이지를 참고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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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유모돈	관리07

분만사	주간관리	
세부사항
vf]/ Joj:yfkgsf] ;fKtflxs ljj/0f

코르	벼버스타번꼬	삽따힉	비버런

포유모돈	
poyumodon 
b'w Vjfpg] dfp a+u'/ 
두드 쿠와우네 마우 벙그르

관리	 Joj:yfkg
gwanli 벼버스타뻔

철분주사	 cfO/g ;'O{
cheolbunjusa 아이런 수이

거세	 gk';+s
geose 너뿡석

지원	  ;xof]u
jiwon 서허요그

카드정리	 sf8{sf] k|jGw
kadeujeongli 가드꼬 쁘러번더

분만처치
bunmancheochi
Aofpg nfu]sf] dfpsf] tof/L
뱌우너 라게꼬 마우꼬 떠야리

양자	 b'w 5'6fpg] kf7f
yangja 두드 추따우네 빠타

자돈체크	 kf7f]x?sf] hfFr
jadonchekeu 빠토허루꼬 자쯔

이유	 b'w 5'6fpg]
iyu 두드 추따우네

수세	 kfgLn] ;kmf ug'{
suse 빠니래 서파 거르내

유도분만	 Joyf nufpg]
yudobunman 벼타 러가우네

입식	 leTof{pg]
ibsig 비뜨랴우네

이각	 sfgsf] jl/kl/
igag 깐꼬 워리뻐리

주변정리	 	
jubyeonjeongli
j/Lk/Lsf] Joj:yfkg
워리뻐리꼬 벼버스타뻔

분뇨처리
bunnyocheoli
lbzf lk;fasf] Joj:yfkg
디사 삐삽꼬 벼버스타뻔

단어모음	 zAbfjnL 섭다워리

구   분
af/

바르

오   전
laxfg 

비하너

오   후
lbpF;f]

디우소

월요일
;f]daf/

솜바르

철분주사,	거세
cfO/g ;'O{, v;L kfg]{]{

아이런 수이, 커시 빠르네

철분주사,	거세
cfO/g ;'O{, v;L kfg]{

아이런 수이, 커시 빠르네

화요일
d+unaf/

멍걸바르

자돈사	지원
kf7f /fVg] vf]/ tof/

빠타 라크네 코르 떠야르

카드정리(분만예정돈),치료
sf8{ ldnfpg] -Aofpg] nfu]sf] dfp_, pkrf/

까르드 밀라우네 (뱌우너  라게꼬 마우),  
우뻐짜르, 우뻐짜르 

수요일
a'waf/

부더바르

분만처치,	이유준비
dfp Aofpg] tof/L, b'w 5'6fpg] tof/L

마우 뱌우네 떠야리, 두드 추따우네 떠야리

분만처치,	양자관리,	이유자돈체크
Aofpg] a]nfsf] x]/rfx, csf]{ dfpsf] b'w Vjfpg] kf7fsf] /]

vb]v, b'w 5'6fpg] kf7fsf] hfr ug]{

뱌에네 벨라꼬 헤르짜허, 어르꼬 마우꼬 두드 쿠
와우네 빠타꼬 레크데크, 두드 추따우네 빠타꼬  

자쯔 거르네

목요일
laxLaf/

비히바르

이유,	수세
b'w 5'6fpg], kfgLn] ;kmf ug]{

두드 추따우네, 빠니래 서파 거르내

수세,	치료
;;/;kmfO{ / pkrf/

서르서파이러 우버짜르

금요일
z'qmaf/

숙러바르

유도분만,	백신,	철분주사,	양자관리
Joyf nufpg] Vaccine cfO/g ;'O{, kf7fsf] /]vb]v

벼타 러가우네 백신 아이런 수이, 

빠타꼬 레크데크

분만처치,	양자관리
Aofpg nfu]sf] dfpsf] tof/L, kf7fsf] /]vb]v

뱌우너 라게꼬 마루꼬 떠야리, 빠타꼬 레크데크

토요일
zlgaf/

서니바르

분만예정돈	입식,	이각/거세작업,	양자관리
Aofpg nfu]sf] dfpnfO Vjfpg], sfg sf6]/ lrGx nfpg], 

v;L kfg]{, kf7fsf] /]vb]v

뱌우너 라게꼬 마울라이 쿠와우네, 깐 까떼러 찐
허 라우네, 커시 빠르네, 빠타꼬 레크데크

통합관리(주변정리정돈,	분뇨처리작업)
;du| /]vb]v -vf]/sf] jl/k/L x]/rfx, dnd'q kmfNg]_

서머그러 레크데크 (코르꼬 워리뻐리 헤르짜허, 
멀무뜨러  팔네)

&= b'w Vjfpg] dfp a+u'/ Joj:yfkg
두드	쿠와우네	마우	벙그르	벼버스타뻔

포유모돈	관리를	주간	단위로	끊어서		
요일별로	표준화된	작업
b'w Vjfpg] dfpsf] x]/rfxsf] nfuL xKtfsf] cfwf/df k|To]
s lbg ug]{ sfd tflnsf 
두드	쿠와우네	마우꼬	헤러짜허	꼬라기	헙따꼬	아다
르마	쁘러뗙	딘	거르네	깜	딸리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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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관리
b}lgs Joj:yfkg
더이닉	벼버스타번

사료,	음수,	온도,	환기관리
bfgf, kfgL, tfkqmd / Ef]lG6n];g sf] Joj:yfkg
다나,	빠니,	다쁘끄럼	밴띠래선	꼬	벼버스타번

사료	 bfgf
salyo 다나

음수	 kfgL
eumsu 빠니

환기	 Ef]lG6n];g
hwangi 밴띠래선

새로운 사료 급여	
saeloun salyo geub-yeo
gof bfgf v'jfO{
너야 다나 쿠와이

유방관찰
yubang-gwanchal
:tgsf] hfFr
이쓰떤꼬 자쯔

분비물 관찰
bunbimulgwanchal
zfl/l/s ;|fjsf] hfr
사리리끄 스랍꼬

단어모음	 zAbfjnL 섭다워리
▒ 사료급여시 관리 

bfgf v'jfpFbfsf] Joj:yfkg

다나 쿠와우다꼬 벼버스타번

 사료급여시 매번 신선한 사료를 먹을 수 있게 남긴 사료는 퍼내고  

새로운 사료 급여(남긴사료 퍼내면서 니플을 눌러 점검)

bfgf v'jfpFbf v]/L ;w}+ tfhf v'jfpg] / afFsL ePs]f k'/fgf] vfgf kmfn]/ gofF v'jfpg] gvfPsf] rf/f] 
kmfNbf v]l/ wf/fsf] d'vklg lyr]/ hfRg]

다나 쿠와우다 캐리 서더이 따자 쿠와우내 러 바기 버애꼬 뿌라노 카나 파래러 너야 
쿠와우내(너카에꼬 짜로 팔다케리 다라꼬 무커뻐니 티쩨러 자쯔네)

 분만 후 4일령까지 유방관찰(MMA(무유증) 관찰)

k|;'lt ePsf] $ lbg ;Dd :tgsf]hfFr ug]{ [MMA-b'w gcfPsf] jf sd cfPsf]_ k|s[ofn] hfRg]]
쁘러수띠 버애꼬 짜르 딘 섬머 이스떤꼬 자쯔 거르내 [MMA(두드 너아에꼬  와  껌  
아에꼬) 쁘러끄리얄레  자쯔네]

 유즙분비, 딱딱한 유방, 유방주위의 푸른 반점 및 유두 상처 관찰

lb;flk;fa, ;fxf]{ b'w, b'wsf] jl/k/L lgnf] bfu / d'G6fdf 3fp 5-5}g x]g]{

디사비삽, 사르호 두드, 두드꼬 워리뻐리 닐 로 다그 러 문따마 가우 처-처이너 헤르네

 수유거부 모돈 및 질의 탁한 다갈색 분비물 관찰

b'w Vjfpg gdfGg] dfp / b'lift uf9f v}/f] /+usf] kfgL lg:sG5 ls, hfr ul//xg]

두드 쿠와우너 만네 마우 러 두싯 가다 커이로 렁그꼬 빠니 니스건처 끼 자쯔 거리 러
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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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관리 | a+u'/sf] Joj:yfkg

분만대기
k|;'ltsf] nflu kv{g'
쁘러수띠꼬	라기	뻐르커누

입식	1주전	관리
! xKtf cufl8 g} leTof{pg] tof/L
액	헙따	어가디	비뜨랴우네		떠야리

분만대기	
bunmandaegi
k|:f'ltsf] nfuL kv{g'
쁘러수띠꼬 라기 버르커누

1분간	 ! ldg]6 ;Dd
ilbungan 액 미네뜨 섬머

니플	 wf/fsf] d'G6f]
nipeul 다라꼬 문또

양	 dfqf
yang 마뜨라

재어봄	 gfKg'
jaeeobom 납누

급수	 kfgLsf] ult
geubsu 빠니꼬 거띠

점검	 hfFr ug'{
jeomgeom 자쯔 거르누

1주일	 Ps xKtf
ilju-il 액 헙따

분만사	 Aofpg] vf]/
bunmansa 뱌우네 코르

입식	 leTof{pg]
ibsig 비뜨랴우네

분만준비	 k|:f'ltsf] tof/L
bunmanjunbi 쁘러수띠꼬 떠야리

깔짚	 k/fn, em';
kkaljip 빠랄, 추스

신문지	 klqsf
sinmunji 뻐뜨리까

급수	 kfgLsf] ;]jg
geubsu 빠니꼬 새번

보온	 Gofgf], tftf]
boon 냐노, 따또

확인	 kSsf ug]{
hwag-in 뻑까 거루네

수건	 ?dfn
sugeon 루말

니퍼	 gfn sf6\g] cf}hf/
nipeo 날 까뜨네 어우자르

실	 wfuf]
sil 다고

강옥도	 cfof]8Lg
gang-ogdo 아요딘

옥시토신	 cS;6f]l;g
ogsitosin 옥시토신

해열제	 h/f]sf] cf]vtL
haeyeolje 저로꼬 오커띠

대사촉진제 	 kfrg a9fpg] tTj 
daesachogjinje 빠쩐 버다우네 덧뚸

약품	 cf}iflw
yagpum 어우서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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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dg]6 ;Dd wf/fsf] d'v aGb u/]/ kfgL yfKg], / af]6ndf yfk]sf] kfgLsf] dfqf tf}lng]

엑 미넷 섬머 다라꼬 무커 번더 거르네 러 빠니 탑네, 러 보떨마 타뻬꼬 빠니꼬 마뜨라 떠울리네

 급수기(니플)는 최소 분당 2ℓ가 나와야 정상

kfgLsf] ult -lgKkn-wf/fsf] d'G6f]_ slDtdf ! ldg6df @ ln6/ kfgL cfpg] x'g'k5{

빠니꼬 거띠(닙뻘-다라꼬 문또) 껌띠마 엑미넛마 두이 리떠르 빠니 아우네 후누뻐르처

 급수는 사료섭취량 및 젖생산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항시 점검

kfgLsf] ult a+u'/n] rf/f] vfg] dfqf / b'w lbg] dfqfdf l;w} ;+alGwt ePsf]n] ;w} hfFr ug]{

빠니꼬 거띠 벙그를레 짜로 카네 마뜨라 러 두드 디네 마뜨라마 시더이 섬번디뜨 버에
꼴레 서더이 자쯔 거르네

▒ 분만 약 1주일 전에 분만사에 입식(분만일자 순으로 정렬)

dfp Aofpg] ! xKtf cl3 dfq} Aofpg] vf]/df leTof{pg] -Aofpg] ldlt cg';f/ ldnfpg]_

마우 빠우네 액 헙따 어기 마뜨러이 뱌우네 코르마 비뜨랴우네 (뱌우네 미띠 어누사르 
밀라우네)

▒ 분만 준비

k|;'ltsf] tof/L

쁘러수띠고 떠야리

 충분한 깔짚 및 신문지 준비, 급수기, 보온등 작동 여부 확인

kof{Kt dfqfdf klqsf / em';, k/fn tof/ kfg]{, wf/f / Gofgf] kfg]{ aQL rN5-rNb}g hfr ug]{.]{

뻐르얍떠 마뜨라마 뻐뜨리까 러 추스, 뻐 랄 떠야르 빠르네, 다라 러 냐노 빠르 네 벗띠 
쩔처 쩔더이너 자쯔 거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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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옥도 준비

ev{/ hGd]sf] kf7fsf] zl// cf]Aofpg ?dfn, gfn afWg wfuf], cfof]8Lg tof/ kfg]{, ;fy} gn sf6\g] 
lgksf] wf/ 5-5}g x]g]{ / ls6f0f'zf]wg ug]{

버르커르 전멕꼬 빠타꼬 서리르 오뱌우너 루말, 날 바드네 다고, 아요딘 떠야르 빠르
네, 사터이 널 까뜨네 니쁘꼬 다르 처-처이너 헤르네 러 끼따누소던 거르네

 분만을 위한 옥시토신, 해열제, 대사촉진제 등 약품을 준비

Aofpg ;3fp k'of{pg cS;6f]l;g, h/f]sf] cf]vtL - x]oNh], kfrg u/fpg] cf]vtL - b];f5f]lShGh] 
cflb cf]vtL tof/ kfg]{

뱌우너 서가우 뿌랴우너 옥시토신, 저로꼬 오커띠-혜열제, 빠쩐 거라우네 오커띠-대
사촉진제 아디 오커띠 떠야르 빠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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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만관리
k|;'ltsf] Joj:yfkg
쁘러쓰띠꼬	벼버스타번

분만징후	및	분만시	관리	사항
dfpnfO{ Aoyf nfu]kl5 / Aofpbf v]l/ ul/g] x]/rfx
마울라이	벼타	라게버치	러	뱌우다	케리	거리네	헤르짜허

징후 포착	
jinghu pochag 
Aoyf z'? ePsf] kQf nufpg'
벼타 수루 버에꼬 뻐따 러가우누

배뇨	 lk;fa
baenyo 비삽

배분	 af8\g'
baebun 받누

외음부	 u'KtfË
oeeumbu 굽땅거

붉어짐	 /ftf] x'g' 
bulg-eojim 라또 후누

액체 분비	
aegche bunbi 
t/n kbfy{ aUg'
떠럴 뻐다르 버그누 터

젖이 나오기	
jeoj-i naogi 
b'w cfpg'
두드 아우누

양수	 ue{sf] kfgL
yangsu 거르버꼬 빠니

분만 개시	 Aoyf nfUg'
bunman gaesi 벼타 라그누

▒ 세심한 관찰을 통한 분만징후 포착

Joyfsf] ;+s]tx? /fd|f] ;Fu cjnf]sg u/]/ Aoyf nfu]sf] 7Dd\ofpg]

벼타꼬 성깯허루 람로성거 어버로건 거레러 벼타 라게꼬 터먀우네

 모돈이 불안해하고 주변의 물건 등을 주둥이로 물거나 밀어냄

dfp Jofs'n eP/ jl/kl/ ePsf j:t'x? d'vn] 6f]Sg] tyf ws]Ng vf]H5

마우 뱌굴 버애러 워리버리 버애가 벗뚜허루 뭌래 똑내 떠타 더갤너 코즈처

 배뇨, 배분 횟수가 늘어남

w]/} k6s lk;fa km]g]{

대러이 뻐떡 비십 배르내

 외음부가 붉어짐, 음부 이완, 음부에서 갈색의 끈끈한 액체 분비

u'KtfË /ftf x'g], v's'nf] x'g] / of]gLaf6 v}/f] lrklrk t/n kbfy{ aUg]

굽땅거 라또 후내, 구구로 후내러 요니바떠 거이로 찝찝 떠럴 뻐다르터 벅내

 유두를 짜서 젖이 나오기 시작(분만 약 12시간 전)

b'w lgrf]bf{ b'w lg:sg ;'? x'G5 -nueu !@ 306f cufl8_

두드 니쪼르다 두드 니스거너 수루 훈처(럭벅 바러 건다 어가디)

 양수가 터짐(분만 약 1~2시간 전)

kfgL km'6\5 -nueu !–@ 306f cufl8

빠니 풋처(럭벅 액-두이 건다 어가디)

▒ 정상분만 

;fdfGo Aofpg] k|s[of

사마녀 버나우네 쁘러끄리야

 분만 개시 후 5~20분 간격으로 한 마리씩 분만

k|;'tL ;'? ePsf] %–@) ldg]6sf] cGt/df Pp6f aRrf hGdG5

쁘러스띠 수루 버애꼬 빠쯔-비스 미낻꼬 언떨마 애우따 벚짜 전먼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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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관리 | a+u'/sf] Joj:yfkg

태반	 aRrf
taeban 버짜

배출	 Ps kl5 csf]{
baechul 액 뻐치 어루꼬

외음부	 u'KtfË
oeeumbu 굽땅거

적갈색	 /ftf] v}/f] /ª
jeoggalsaeg 라또 커이로 렁거

유방 팽창
yubang paengchang
:tg 7'nf] x'g'
이스떤 투로 후누

유즙분비	 b'w r';fpg'
yujeubbunbi 두드 쭈사우누

분만개시	 k|:f'ltsf] ;'?jft
bunmangaesi 쁘러수띠고 수루왇

자돈	 aRrf
jadon 버짜

분만	 hGd
bunman 전머

태반배출	 ;fngfn x6fpg]	
taebanbaechul 살날 허따우내

사료통	 bfgf /fVg] ef8f]
salyotong 다나 라크네 바다

물을	 kfgL
mul-eul 빠니

채워 줌	 e/Llbg]
chaewo jum 버리디내

 자돈을 모두 분만하기 위해서는 평균 2~3시간이 소요

;a} aRrfx? hGdfpgsf] nflu cGbfhL @–# 306f nfU5

서버이 버짜허루 전마우너꼬 라기 언다지 두이-띤 건따 락처

 태반은 분만이 완전히 끝난 후 30분~2시간 후에 완전히 배출됨

Aoyf k'/} l;lWbPsf] #) ldg]6~@ 306f kl5 ;fngfn k'/} lg:sG5

벼타 뿌러이 싯디에꼬 띠스 미넷 ~ 두이 건따 버치 살날 뿌러이 니스껀처

▒ 일반적인 분만 과정 

;fwf/0f k|;'ltsf] k|lqmof

사다런 쁘러스띠고 쁘러끼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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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fjZos k/]df -aRrf hGd]sf] nut}_ bfgf /fVg] ef8f] df kfgL el/lbg]

아버셕 뻐래마(벚짜 전매꼬 러거떠이)다나 락내 바도마 빠니 버리디내

<태반	배출>
;fngfn lg:sG5

살날	니스껀처

<자돈 모두 분만>
;a} aRrfx?sf] hGd

서버이	벚짜허루꼬	전머

<외음부	부풀고	적갈색>
/ftf] v}/f] /Ë / ;'lGgPs]f u'KtfË+

라또	거이로	렁거	러	순니애꼬	굽땅거

<유방	팽창>
:tg 7"nf] x'g'

이스떤	투로	후누

<유즙	분비	확인>
d'G6f] lgrf]bf{ b'\w cfp5

문또	니쪼르다	두드	아우처

<분만개시>
k|;'tLsf] ;'?jft

쁘러쓰띠꼬	수루와뜨

<유		즙>
b'w

두드

<자돈	분만>
aRrfsf] hGd

벚짜꼬	전머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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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장관리매뉴얼 네팔어판 | a+u'/ kfng lgb]{lzsf -g]kfnL ;+:s/0f_

젖꼭지	 :tgsf] d'G6f]
jeojkkogji 이스떤꼬 문또

이물질	 kbfy{x?
imuljil 뻐다르터허루

제거	 x6fpg'
jegeo 허따우누

유방 마사지	 :tgsf] dfnL;
yubang masaji 이스떤꼬 마리스

유즙	
b'waf6 lg:sg] b'w] kfgL
yujeub 
두드바떠 니스꺼네 두데 빠니

짜줌	 lgrf]g]{
jjajum 니쪼르네

충분히	 k|ofKt dfqf
chungbunhi 뻐르얍떠 마뜨라

포유	 b'w v'jfpg]
poyu 두드 쿠와우내

보온 상자	 Gofgf] afs;
boon sangja 냐노 박사

작은 자돈	 ;fgf] a+u'/  
jag-eun jadon 사노 번구르

앞쪽	 cl3 
apjjog 어기

우량 자돈	 x]NbL(Healthy) a+u'/
ulyang jadon 헬디 번구르

분할 포유	
bunhal poyu 
5'§\ofP/ b'w lknfpg'
춧땨에러 두드 삘라우누

허약자돈	 sdhf]/ aRrf 
heoyagjadon 껌조르 버짜

▒ 분만 전후에 젖꼭지 끝부분의 이물질을 제거

aRrf hlGd;s]kl5 :tgsf] d'G6f]df ePsf] s'/fx? x6fOlbg]

밪짜 전미서개버치 이스떤꼬 문또마 버에꼬 꾸라허루 허따이디내

▒ 손으로 문질러 유즙을 조금씩 짜줌

xftn] xNsf l;t :tg dfln; ul/lbg] / lgrf]/]/ b'w] kfgL lgsfNg]

핟래 헐까 시떠 이스던 마리스 거리디내 러 니쪼레러 두데 빠니 니깔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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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온 상자에서 체력이 회복될 수 있도록 조치

klxnf hGd]sf] aRrfnfO{ ue{sf]] kfgL ;kmf ul/lbg] / k|ofKt dfqdf afSnf] b'w v'jfpg] / Gofgf] 
afS;fdf /fv]/ /]vb]v ug]{ .

버히라 전매꼬 버짜라이 거르버꼬 빠니 서파 거리디내러 쁘러얍떠 마뜨라마 박로 쿠
와우내러 박사마 라캐러 래크대크 거르내

▒ 체중이 작은 자돈을 앞쪽 유두에서 포유할 수 있게 조치

tf}n sd ePsf kf7fx?n] cufl8sf] b'w vfg ;Sg] aGbf]a:t ug]{]

더울 검 버애가 빠타허루꼬 어가디꼬 두드 카너 석네 번도버스떠 거르네

 분만 후 며칠동안이라도 포유시 우량 자돈을 잠시 보온상자에 가두어 허약 

자돈이 앞쪽 유두를 차지할 수 있도록 조치

hGd]sf] s]xL lbg ;Dd tGb'?:t kf7fnfO{ Gofgf] aS;df s]lx ;do /fv]/ sdhf]/ kf7fnfO{ cufl8sf] 
b'w vfg lbg]

전매고 개히딘 섬머 떤두르스떠 빠탈라 냐 벅사 께히 서머여 라케러 꺼머조르 빠탈라
이 어가디꼬 두드 카너 디네

<유방	마사지>
:tgsf] dfln;_

이스떤꼬	마리스

<분할	포유>
5'§\ofP/ :tgkfg u/fpg]_

춧땨에러	이스떤반	거라우내

<허약자돈	포유	유도(1번유두)>
sdhf]/ kf7f]x?nfO{ b'w lkpg nufpg] -!gDa/ d'G6f]df_

검조르	빠토허루라이	두드	삐우너	러가우네	
(뻐힐로	문또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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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어모음	 zAbfjnL 섭다워리

양돈관리 | a+u'/sf] Joj:yfkg

유두 	 d'G6f]
yudu 문또

결정	 lg0f{o
gyeoljeong 니르너여

관찰 	 cjnf]sg
gwanchal 어버로건

▒ 자돈은 분만 후 3일 이내에 자신이 포유하는 유두가 결정됨

kf7fn] hGd]sf] # lbg leq cfkm'n] b'w vfg] d'G6f] 5fG5

빠탈레 전메꼬 띤 딘 비뜨러 아풀레 두드 카네 문또 찬처

▒ 통상적으로 모돈 앞쪽의 유두가 비유량이 많고 한번 정해진 유두는 이유시까지 

고정됨

vf;df, a+u'/x?sf] cufl8 efudf d'G6f]x? w]/} x'G5 / kf7f]x?n] cfˆgf] d'G6f] 5flg;s]kl5 b'w 
5'6fpbf ;Dd ToxL d'G6f] vf]H5g\

카스마, 벙구르허루꼬 어가디 바그마 문또허루 대러이 훈처러 빠토허루래 앞노 문또 
차니서개뻐치 두드 추따우다 섬머 뎌히 문또 콪천

▒ 난산대비

Aoyf ;fxf]{ x'bf ckgfpg] ljwL

벼타 사르호 후다 어뻐나우네 비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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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의심축으로 간주하고 유심히 관찰

of]gLdf /ugkfgL cfpg], zl//sf] tfkqmd a9\g], rf/f] vfg gdfGg] ePdf Wofgk'j{s x]/rfx ug]{, @ 
lbgeGbf a9L s6]df g/fd|f] x'g;S5

요니마 러것빠니 아우네, 서리르꼬 따쁘끄럼 벋네, 짜로 카너 너만네 버에마 댠뿌르벅 
헤르짜허 거르네, 두이 딘번다 버디 꺼떼마 너라므로 후너석처

꼬리쪽(자돈이 작다)
k'R5/ lt/ -;fgf] kf7f]_

뿌철	띠러(사노	빠토)

머리쪽(자돈이 크다)
6fpsf]lt/ -7"nf] kf7f]_

따우꼬띠러(투로	빠토)

<자돈의 유두 결정>
kf7fx?n] 5fg]sf] d'G6f]

빠타허룰레	차네꼬	문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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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장관리매뉴얼 네팔어판 | a+u'/ kfng lgb]{lzsf -g]kfnL ;+:s/0f_

난산	관리
Aoyf ;fxf]{ x'bf ckgfpg] ljwL
벼타	사르호	후다	어뻐나우네	비디

난산판단	및	난산처치
Aoyf ;fxf]{ ePsf] klxrfg / pkrf/
벼타	사르호	버에꼬	뻐히짠러	우뻐짜르

난산	 ;fxf]{ Aoyf
nansan 사르호 벼타

관리	 Joj:yfkg
gwanli 벼버스타번

판단	 klxrfg
pandan 뻐히짠

▒ 난산판단

Aoyf ;fxf]{ ePsf]] klxrfg

벼타 사르호 버에꼬 뻐히짠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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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lt Joyf #) ldg]6 egbf a9L ePdf -;fdGo %b]lv @) ldg]6_

쁘러수띠 벼타 띠스 미냇 번다 버디 버애마(사만여떠야 빠쯔 대키 비스 민냇)

 태아가 남아있는 상태에서 진통이 없고 무기력할 경우

e|'0f glg:s]sf] cj:yfdf klg kL8f geP/ dfp lgliqmo /x]df

부룬 너니스개꼬 어버스타마 뻐니 삐다 너머에러 마우 니스기르여 러해마

 진통 시작 후 1~2시간이 지나도 분만이 안 되는 경우

Joyf nfu]sf] !–@ 306f ljlt;Sbf klg aRrf glg:s]df

벼타 라개꼬 액-두이 건다 비띠석다 뻐니 버짜 너니스개마

 양수가 터지고 3시간이 지나도 자돈이 나오지 않는 경우

kfgL km'6]sf] # 306f ljlt;Sbf klg aRrf glg:s]df

빠니 푸때꼬 띤 건따 비띠석다 뻐니 버짜 너니스개마

 분만간격이 1시간 이상인 경우

aRrf hlGdg] cGt/ ! 306f eGbf al9 ePdf] v08df

버짜 전미내 언떠르 액 건따 번다 버디 버애꼬 건더마

 ★ 난산 발생 가능성이 높은 경우

Aoyf ;fxf]{ x'g ;Sg] ;Defjgf

벼타 사르호 후너 석내 섬바버나

노산모돈(6산 이상) 및 초산돈

a'9L dfp ePdf -^ k6s eGbf a9L AofO;s]sf]_ cyjf klxnf] k6s Aofpg] dfp 

부디 마우 버에마 (처버떡 번다 버디 뱌이서께꼬) 어터와 뻐힐로 뻐떡 뱌우네 마우

자돈의 생시체중이 무거운 경우

w]/} tf}n ePs]f kf7f] hlGdPs]f v08df

대러이 떠울 버애꼬 빠토 전미에꼬 건더마

모돈이 과비된 경우

dfp Psbd df]6f] ePsf] v08df 

마우 에끄덤 모또 버에꼬 컨더마

난산 경험이 있는 경우

klxnf klg ;fxf]{ Joyf nfu]sf] eP

뻐힐라 뻐니 사르호 벼타 라게꼬 버에

모돈의 진통이 적은 경우

a+u'/nfO{ Joyf sd ePsf] v08df

벙구르라이 벼타 껌 버애꼬 건더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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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관리 | a+u'/sf] Joj:yfkg

난산 원인	
nansan won-in
Aoyf ;fxf]{ x'g'sf] sf/0f
벼타 사르호 후누꼬 가런

난산 처치	
nansan cheochi
sl7g k|:f'ltsf] pkrf/
꺼틴 쁘러수띠꼬 우뻐짜르

반대방향
bandaebanghyang
ljk/Lt lbzf
비버릳 디사

눕혀줌	 kN6fpg'
nubhyeojum 뻘따우누

복부	 k]6sf] j/Lk/L
bogbu 빼뜨꼬 워리뻐리

압박	 bafa
abbag 더밥

▒ 난산 원인

Aoyf ;fxf]{ x'g'sf] sf/0f

벼타 사르호 후누꼬 가런

 모돈의 골반과 산도에 이상이 있는 경우

dfpsf] lxksf] x•L / hGdfpg] c+u c;fdfGo ePdf

마우꼬 힙꼬 헏디 러 전마우네 엉거 어사마녀 버에마

 분만 직전 모돈이 과식한 경우

k|;'lt cufl8 6Gg} vfg'n]

쁘러쓰띠 어가디 떤너이 카누래

 자궁내 자돈의 이상체위로 산도가 막혔을 경우

kf7]3/df aRrf cK7\of/f] tl/sfn] /x]/ hlGdg] af6f] 5]s]df 

빠테거르마 버짜 업탸로 떠리깔레 러헤러 전미네 바또 체께마

▒ 난산 처치

Aoyf ;fxf]{ x'bf ckgfpg] ljwL

벼타 사르호 후다 어버나우네 비디

 난산이라고 판단되는 즉시, 모돈을 일으켜 원래 누워 있던 반대방향으로  

눕혀줌(자궁 내 자돈의 이상체위 대비)

Aoyf ;fxf]{ ePsf] yfxf kfpg] lalQs}, dfpnfO p7fP/ klN6/x]sf] pN6f] lbzfdf 9NsfOlbg] -kf7]3/
df aRrf cK7\of/f] tl/sfn] ePdf lgjf/0f_

벼타 사르호 버에꼬 타하 빠우네 빗띠꺼이, 마우라이 우타에러 뻘띠러헤꼬 울또 디사
마 덜까이디네 (빠테거르마 버짜 업탸로 떠리깔레 버에마 니바런)

 무릎 또는 발로 모돈의 힘을 주는 주기에 맞추어 복부 압박

dfpn] an ug]{ a]nf kf/]/ 3'8f cyjf v'§fn] dfpsf] k]6df lyRg]

마울레 벌 거르네 벨라 빠레러 구다 어터와 쿳딸레 마우꼬 뺏마 티쯔네

▒ 난산 응급처치(선택사항)

Aoyf ;fxf]{ x'+bf cfkTsflng l:yltdf ckgfpg] ljwL -P]lR5s_

벼타 사르호 후다 아뻣깔린 스티띠마 어뻐나우네 비디(어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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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및 요드제 등으로 소독

xft ;kmf;Fu wf]P/ Knfli6ssf] k~hf nufPkl5 t]n, ;fa'g OToflbgn] lrKnf] kf/]/ 
a]6fl8g(Betadine) / cfof]l8g n] ls6f0f'zf]wg ug]{

하뜨 서파 성거 도애러 프릿틱고 뻔자 러가애뻐치 땔, 사분 이뜨야디래 찝로 빠래러 
베타딘 러 아이오딘 기따누소던 거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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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장관리매뉴얼 네팔어판 | a+u'/ kfng lgb]{lzsf -g]kfnL ;+:s/0f_

자궁경관 
jagung-gyeong-gwan
kf7]3/sf] v'lDrPsf] efu
빠태거르꼬 쿰찌애꼬 바그

손 	 xft
son 핟

삽입 	 l5/fpg'
sab-ib 치라우누

골반 	 lxksf] x•L
golban 힙꼬 헏디

자돈 	 aRrfx?
jadon 버짜허루

꺼냄 	 lgsfNg'
kkeonaem 니깔누

 모돈의 산도에 상처가 나지 않도록 자궁경관의 수축 리듬에 맞추어 손을  

서서히 삽입(20cm 정도)

dfpsf] hGdåf/df rf]6 gnfUg] u/L kf7]3/ v'lDrg] tfn;+u} ldnfP/ ;':t/L xft l5/fpg]

마우꼬 전머돠르마 쪼뜨 너라그네 거리 빠테거르 쿰찌네 딸성거이 밀라에러 수스떠
리 하뜨 치라우네

 골반에 걸려 있는 1마리 또는 여러 마리의 자돈을 부드럽게 모돈의  

진통에 맞춰 꺼냄

dfpsf] lxksf] xf8df cl8\sPsf] ! jf a9L aRrfnfO dfpnfO{ kL8f sd x'g] u/L lgsfNg]

마우꼬 힙꼬 하드마 얻끼에꼬 액 와 버디 버쯔짤라이 마울라이 비다 껌 후네 거리 니
깔네

 다시 손을 넣어 산도 및 골반에 자돈이 걸려 있지 않음을 확인

km]l/ xft l5/fP/ kf7]3/ / lxksf] xf8df aRrf c8\lsPs]f 5 ls 5}g lglZrt ug]{

패리 하뜨 치라애러 바태거르 러 힙꼬 하드마 버짜 어드기애꼬 처기 처이너 니스찌드 
거르내

 자돈이 걸려 있지 않으면 분만촉진제(옥시토신, 몬잘 등)를 주사 

(자돈이 산도에 걸려 있을 경우 모돈 폐사 가능성 있음)

aRrfx? c8\s]sf] 5}g eg] kf7]3/df ;'O{ -cS;6f]l;g, cflb_ lbg] .

버짜허루 얻개고 처이너 버내 바태거르마 수이 옥시토신 아디 디내

<난산	응급조치>
Aoyf ;fxf]{ eP/ cfkTsflng kl/l:yltdf ckgfpg] ljwL

벼탸	사르호	버에러	아뻣깔린	뻐리스티띠마	어뻐나우네	비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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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관리 | a+u'/sf] Joj:yfkg

분만	후	관리
AofPkl5sf] x]/rfx 
뱌에뻐치꼬	해러짜허

태반이	완전히	배출된	후	관리
;fngfn k"0f{ ?kdf lgl:s;s]kl5 :ofxf/ z'?
삭날	뿌르너	룹마	니스끼서게버치	샤하르	수루

분만	 k|:f'lt
bunman 쁘러수띠

후	 kl5
hu 뻐치

관리	 Joj:yfkg
gwanli 벼버스타번

태반	 ;fngfn
taeban 살날

배출	 lg:sg'
baechul 니스꺼누

질세척	
jilsecheog 
of]gLsf] ;kmfO
요니꼬 서파이

항생제 주사
hangsaengje jusa

antibiotic ;'O{
앤띠바요띡 수이

▒ 기타 조치사항

cGo lgjf/0f ljwL

언여 니와런 비디

 모돈이 눕지 않을 경우 :  

가까이 가지 말고 조용하고 어두운 환경을 만들어 줌

a+u'/ klN6/x]sf] 5}g eg] M glhs ghfg], zfGt / cWof/f] jftfj/0f agfOlbg]

벙구르 뻘띠러해꼬 처이너 버내 : 너직 너자내,산떠러 어댜로 바따버런 버나이디내

 식자 발생시 : 자돈이 모돈 가까이 못 가게 격리하고 모돈에게 진정제 

(스트레스닐)나 옥시토신을 주사

dfpn] aRrf 6f]s]/ df/]df : kf7fx? dfpsf] glhs ghfg] tj/n] 5'§ofP/ /fVg] / dfpnfO{ /fxt 
lbnfpg] -stresnil_ jf cS;6f]l;g sf] ;'O lbg] 

마울레 버쯔짜 또께러 마레마 : 빠타허루 마우꼬 너직 너자네 떠워를레 추땨에러 라
크네 러 마울라 이 라헛 딜라우네 (스트레스닐) 와 옥시토신 꼬 수이 디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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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ofpg tf]s]sf] #lbg s6\bf : k|hgg ldtL km]/L hfr ug]{, dfpsf] k]6, b'wsf] d'G6f cflbsf] hfr 
ug]{ / Aoyf nufpg] ;'O{ lbg] -olta]nf ;Dd kf7fx? ;f/f d[t cyjf mummy cj:yfdf x'g 
;Sg]5g_

뱌우너 또께꼬 띤 딘 꺼뜨다 : 쁘러저넌 미띠 페리 자쯔 거르네, 마우꼬 뺏, 두드꼬 문
따 아디꼬 자쯔 거르네 러벼타 러가우네 수이 디네 (여띠벨라 섬머 빠타허루 므릿 어
터와 mummy 어버스타마 후너 석네처 )

▒ 분만과정 중 오염된 질내부 세척 (질세척)

Aofpbf v]/L k|b'lift ePsf] of}gfË leqsf] ;kmfO -of]gLsf] ;kmfO_

뱌우다 케리 쁘러두싯 버에꼬 요우낭거 비뜨러꼬 서파이(요니꼬 서파이)

 베타딘 용액이나 생리식염수에 페니실린(또는 스트렙토마이신)을 혼합하여 

질 내부를 세척

Betadine sf] ld>0f cyjf Penicillion  Saline (cyjf-streptomycin) ld;fP/ 
ofgLsf] leqL efu ;kmf ug]{ 

베타딘 꼬 미스런 어터와 페니실린  세일린 (아타와-스트렙토마이신) 미사애러 요니
꼬 비뜨리 바그 서파 거르내

 난산처리를 한 모돈 또는 4시간이상 장시간 분만한 모돈은 항생제 주사

;fxf]{ Aoyf nfu]sf] dfp cyjf # 306f eGbf a9L nufP/ AofPsf] dfpnfO Antibioticsf] ;'O nufpg] 

사르호 벼타 라게꼬 마우 어터와 띤 건따 번다 버디 러가에러 뱌에꼬 마울라이 앤띠바
요띡꼬 수이 러가우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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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어모음	 zAbfjnL 섭다워리

양돈장관리매뉴얼 네팔어판 | a+u'/ kfng lgb]{lzsf -g]kfnL ;+:s/0f_

자궁농 	 kf7]3/sf] kLk
jagungnong 빠테거러꼬 삡

여름철 	 uld{ df};d
yeoleumcheol 거름미 머우섬

증상 	 nIf0f
jeungsang 러션

사료급여 	 bfgfsf] v'jfO{
salyogeub-yeo 다나꼬 쿠와이

절식	 ef]s} /fVg'
jeolsig 보거이 라쿠누

사료통	 bfgf /fVg] ef8f
salyotong 다나 라크네 바다

물을 채워줌
mul-eul chaewojum
kfgL /fVg'
빠니라쿠누

▒ 난산 응급처치한 모돈이나, 농장내 모돈의 자궁농 증상이 전반적으로 심할 

경우, 여름철이나 농증상이 심한 모돈의 경우 극히 제한적으로 자궁세척 실시

(선택사항)

 ;fxf]{ Aoyf kf/ u/]sf] dfp, jf vf]/df dfpsf] kf7]3/af6 kLk lg:sg] ;d:of eP - udL{  ofddf 
/ kLk lgl:sP/ uDeL/ ePsf] dfpnfO  clt cfjZos  k/]df dfq kf7]3/  ;kmf ug]{

사르호 벼타 빠르 거레꼬 마우 와 코르마 마우꼬 빠테거러빠떠 삡 니스꺼네 서머샤버
에 -거르미 라게러 러 삡 니스끼에러 검비르 버에꼬 마울라이 어띠 아버셕 뻐레마 마
뜨러 빠테거러 서파 거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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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입기를 이용하여 자궁내 1,000ml 정도 주입

k|;'lt ePsf] @ lbg kl5 ;nfOg(Saline) 500 ml / k]lgl;lng(penicillin) ! af]tnsf] 
cg'kftdf ld;fP/ tf]lsPsf] dfqf -!))) ldnL_ kf7]3/leq ;'O{sf] dfWodaf6 nufpg

쁘러쓰띠 버애꼬 두이 딘 뻐치 세일린 빠쯔서여 앰앨 / 페니실린 엑 보떨꼬 어누빠뜨마 
미사애러 또끼애꼬 마뜨라 (허자르미리) 빠태거르비뜨러 수이꼬 맏염바더 러가우내

★자궁세척은 부작용의 우려가 있어 극히 제한적으로 사용되는 방법임

kf7]3/ ;kmf u/]df gsf/fTds c;/ kg]{ ;+efjgf  x'g] ePsf]n] clt cfjZos k/]sf] v08df dfq ug]{

빠테거르 서파 거레마 너까랏먹 어서르 뻐르네 성바워나 후네 버에꼴레 어띠 아버셕  
뻐레꼬 컨더마 마뜨러 거르네

▒ 사료급여관리

ef]hgsf] Joj:yfkg

보전꼬 벼버스타번

 분만당일은 절식

AofPsf]  lbgdf ef]s} /fVg]

뱌에꼬 딘마 보거이 라크내

 필요한 경우(특히 분만 직후)에는 사료통에 인위적으로 물을 채워줌

Rflxosf] v08df -aRrf kfP nut}_ vfgf /fVg] ef8f]df kfgL /flvlbg]

짜히애꼬 건더마(버짜 바애 러거떠이) 카나 락내 바도마 빠니 라키디내

<자궁세척>
kf7]3/sf] ;kmfO{

빠태거르꼬	서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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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관리 | a+u'/sf] Joj:yfkg

포유중	모돈관리
:tgkfg u/fpg] 
cfdfsf] Joj:yf
이스떤빤	거라우내	아마꼬	

벼버스타번

포유중	사료	및	사양관리	이유시	모돈	
체평점(BCS)	2.5	목표
b'w Vjfpg] dfpsf] rf/f] / ;fdfGo x]/ljrf/, b'w 5'6fpbf 
dfpsf] zl//sf] cf}zt-BCS_ @=% sf] nIf
두드	쿠와우네	마우꼬	짜로	러	사마녀	헤르비짜르,	두드	
춧따우다	마우꼬	서리르꼬
어우섯	(BCS)두이	뽀인뜨	빠쯔	꼬	럭쳐

절식	 ef]s} /fVg'
jeolsig 보거이 라쿠누

소량	 yf]/}
solyang 토러이

급여	 v'jfpg'
geub-yeo 쿠와우누

증량	 w]/}
jeunglyang 데러이

무제한	 cl;ldt
mujehan 어시밋▒ 분만당일은 절식 또는 소량 급여하고 분만 다음날부터 1kg 급여하여 5일 

동안 1일에 1kg씩 증량 급여

dfp AofPsf] lbg ef]s} /fVg] cyjf yf]/} vfg lbg], ef]lnkN6 b]vL !s]hL vfg lbg], %lbg;Dd ! 
lbgdf !s]hL a9fP/ rf/f] lbg]

마우 뺘에꼬 딘 보꺼이 어터와 토러이 카너 디네, 볼리뻘떠 데키 엑 게지 카너디네, 빠 
쯔 딘 섬머 액 딘마 액 게지 버다에러 짜로 디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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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달시키고 그 이후 이유시까지 무제한 급여

aofPsf] %~&lbg;Dd la:tf/} w]/} vfg lbb} cLwstd vfg] dfqf ;Dd k'of{pg], To;kl5 b'w 
5'§ofOGh]n ;Dd cl;ldt rf/f] vfg lbg]

뱌에꼬 빠쯔-삿 딘섬머 비스따러이 데러이 카너 디더이 어딕떰 카네 마뜨라 섬머 뿌
랴우네, 뗘스버치 두드 춧땨인젤 섬머 어시밋 짜로 카너 디네

 분만 후 사료급여 방법

AofO;s] kl5 bfgf v'jfpg] tl/sf

뱌이서꺼 뻐치 다나 쿠와우내 떠리까

구  분
alu{s/0f

버르기거런

분만 당일
k|;'lt ePsf] 

lbg

쁘러쓰띠 
버애꼬 딘

1일
klxnf] 
lbg

버힐로 
딘

2일
bf];|f] lbg

도스로 
딘

3일
t];|f]lbg

때스로 
딘

4일
rf}yf] lbg

쩌우토 
딘

5일
kfrf}+ lbg

빠쩌우 
딘

6일
5}+6f} lbg

처이터
우 딘

7일
;ftf}+ lbg

사떠우 
딘

...

이유
b'w 

5'6fpbf

두드 추
따우다

사료		
급여량

bfgfsf] dfqf

다나꼬 맏라

절식	또는	
1kg

ef]s} cyjf

! s]hL

보꺼이 
어터와
액 개지

1.6

액  
뽀인뜨 

처

2.6

두이  
뽀인뜨 

처

3.6

띤  
뽀인뜨 

처

4.6

짜르  
뽀인뜨 

처

5.6

빠쯔  
뽀인뜨 

처

6.6

처  
뽀인뜨 

처

무제한
급여

vfg ;Sg] 

hlt

카너  
서끄네 
저띠

무제한
급여

vfg ;Sg] 

hlt

카너  
서끄네 
저띠

무제한
급여

vfg ;Sg] 

hlt

카너  
서끄네 
저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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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장관리매뉴얼 네팔어판 | a+u'/ kfng lgb]{lzsf -g]kfnL ;+:s/0f_

bfgfvfg]f] dfqf a9fpg] tl/sf
다나카네 마뜨라 버다우내 떠리까사료섭취량을	늘리는	방법

나누어	 ljefhg
nanueo 비바전

급여	 v'jfpg'
geub-yeo 쿠와우누

 섭취량이 많아지도록 여러 번 나누어 급여 

(시원한 야간 근무시 1회 추가 급여)

rf/f] a9L v'jfpgnfO w]/} k6s af8]/ lbg] -/ftsf] lztndf sfd ubf{ ! k6s a9L rf/f] lbg]_

짜로 버디 쿠와우널라이 데러이 뻐떡 바데러 디네 (라뜨꼬 시떨마 깜 거르다 액 뻐떡 버
디 짜로 디네)

 � 여러 번에 나누어 사료급여시 자돈의 압사도 함께 증가하므로  

분만 5일 후부터 적용

w]/} k6s af8]/ rf/f] lbbf lylrP/ dg]{ kf7fx?sf] klg a[lWb x'g] ePsf]n] hGd]sf] kfrf} lbgb]vL nfu' 
ug]{

데러이 뻐떡 빠데러 짜로 디다 티찌에러 머르네 빠타허루꼬 브릿디 후네 버에꼴레 전
메꼬 빠쩌우 딘데키 라구 거르네

 � 여름철에는 시원한 아침이나 밤 시간에 먹을 수 있게 함

udL{ df};dsf] lr;f] laxfg cyjf /ftLs]f;dodf ef]hg u/fpg]

거르미 머우섬꼬 찌소 비하너 어터와 라띠꼬 서머여마 보전 거라우내

 사료를 남길 경우 사료급여량을 줄인 후 다시 서서히 증량함

bfgf afFsL /fVof] eg] rf/f] 36fpg] / km]/L la:tf/} a9fpb} hfg]]

다나 바끼 라쿄 버내 짜로 거따우네 러 페리 비스따러이 버다우더이 자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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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fgLdf ld;fP/ lbbf rf/f] vfg] dfq !)~!%% a9\5 -kfgLdf ;lhn} ;8\g ;S5- larf/ k'of{P/ lbg]_ 

빠니마 미사에러 디다 짜로 카네 마뜨러 더스~뻔뜨러 쁘러띠섯 벋처

(빠니 마 서질러 이 서드 너 서끄처- 비짜르 뿌랴에러 디네)



70

단어모음	 zAbfjnL 섭다워리

양돈관리 | a+u'/sf] Joj:yfkg

도태	
dotae 
a+u'/sf] ayfg 5f6\g], 
rflxPsf] eGbf a9L a+u'/ ayfgaf6 x6fpg]
벙그르꼬 버탄 차뜨네, 
짜히에꼬 번다 버디 벙그르 
버탄바떠 허따우네

 포유모돈 도태판단

b'w Vjfpg] dfp /fVg] ls g/fVg] lg0f{o ug]{

두드 쿠와우네 마우 라크네 끼 너라크네 니르너녀 거르네 

원 인
sf/0f

까런

설 명
:kli6s/0f

이스뻣띠거런

산자수	감소
kf7f]sf];+Vof sd x'g'

빠토꼬 성캬 껌 후누

2산	연속	7두	이하,	또는	허약자돈이	많은	경우
@ aif{ nuftf/ & j6f eGbf sd aRrf kfpg] / sdhf]/ kf7f]x? w]/} ePdf

두이 버르서 러가따르 두이 워따 번다 검 버짜 빠우내 러 검조르 빠토허루 대러이 
버애마

이상분만
c;fdfGo Aoyf nfUg'

어사마녀 벼타 라그누

2산	이상	난산
@ aif{ eGbf a9L ;fxf]{ Aoyf nfu]df

두이 버르서 번다 버디 사르호 벼타 라게마

자돈	물어죽임
kf7fx? 6f]s]/ dfg]{

빠타허루 또께러 마르네

2산째	이후에도	자돈의	물어죽임이	심한	개체
@ k6s AofO;s]sf] dfpn] klg kf7f 6f]s]/ df/]sf] eo+s/ s]; 5

두이 뻐떡 뱌이서께꼬 마울레 뻐니 빠타 또께러 마레꼬 뻐영꺼르 께스 처

이유자돈수
kf7f]x?sf] ;+Vof

빠토허루꼬 성캬

2회	이상	연속하여	6두이하
nuftf/ @ k6s ^ kf7f eGbf sd Aofpbf 

러가따르 두이 뻐떡 처 빠타 뻔다 껌 뱌우다

질병	및	수명
/f]u / cfo'

로그 러 아유

전염병	및	만성질병으로	치료가	곤란한	개체,	자궁내막염,	임신후기의	유산,		
8산이	지난	개체,	보행과	기립	어려움	등
;+qmds jf lb3{sflng /f]un] pkrf/ ufxf]{ ePsf] dfp, kf7]3/ leq ;+qmd0f, ue{sf] t];|f] r/0fdf 

ue{ktg, *k6s AofO;s]sf] dfp, lx88'n -pFleg g;Sg] dfp

성끄러먼 와 디르거깔린 로그레 우뻐짜르 가르호 버에꼬 마우, 빠테거러 비뜨러 성
끄러먼, 거르버꼬 떼스로 쩌런마 거르버 뻐떤, 아트 뻐떡 뱌이서께꼬 마우, 히드둘- 
우비너 너서끄네 마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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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모돈(종부대기돈)	관리
08 *=b'w 5'6fPsf] dfp -efn] nufpg 5flgPsf] a+u'/_sf] Joj:yfkg

두드	추따에꼬	마우	(발레	러가우너	차네꼬	벙그르)꼬	벼버스타뻔

이유모돈(종부대기돈)	
주간	관리
b'w 5'6fPsf] dfp -efn]sf] nufpg 
5flgPsf] a+u'/sf]_  ;fKtflxs x]/rfx
두드		춧따에꼬	마우	
(발레	러가우너	차니이꼬	벙그르꼬)		
삽따힉	해러짜허

이유모돈(종부대기돈)의	주간	관리	및	사료관리
b'w 5'6fPsf] dfp -efn] nufpg 5flgPsf] a+u'/_sf]  
;fKtflxs x]/rfx / rf/f] Joj:yfkg
두드	춧따에꼬	마우(발레	러가우너	차니에꼬	
벙그르)꼬	삽따힉	해르짜허	러	짜로벼버스타뻔

이유	 b'w 5'6fpg]
iyu 두드 춧땨우네

발정체크	 of}g pQ]hgfsf] hfFr
baljeongchekeu 욘 우때저나꼬 자쯔

분뇨처리	
bunnyocheoli 
lbzf lkzfasf] ;kmfO
디사삐삽꼬 서파이

종부	 efn]
jongbu 발레

전입	 ;fg'{
jeon-ib 사르누

임신진단	
imsinjindan 
ue{ /x]-g/x]sf] hfRg]
거르 버 러헤-너러헤꼬 자쯔네

스톨정리	 :6n ldnfpg]
seutoljeongli 스떨 밀라우네

도태모돈	 a'9L dfp
dotaemodon 부디 마우

사료	 bfgf
salyo 다나

조절	 ldnfpg'
jojeol 미라우누

전출	 ;fg'{
jeonchul 사르누

수세	 kfgLn] ;kmf ug'{
suse 빠니래 서파 거르누

포피소독	
popisodog 
aflx/sf] 5fnf ls6f0f';f]„g
바히러꼬 차라 끼다누 소던

단어모음	 zAbfjnL 섭다워리

구 분
af/

바르

오 전
laxfg 

비하너

오 후
lbpF;f]

디우소

월요일
;f]daf/

솜바르

발정체크
of}g pQ]hgfsf] hfFr

욘 우때저나꼬 자쯔

분뇨처리작업,	발정체크,	종부
dnd'qsf] ;kmfO, of}g pQ]hgfsf] hfFr, efn] nufpg]

멀무뜨러꼬 서파이, 욘 우때저나꼬 자쯔, 발레 러
가우네

화요일
d+unaf/

멍걸바르

종부	
efn] nufpg]

발레 러가우네

종부	
efn] nufpg]

발레 러가우네

수요일
a'waf/

부더바르

종부	
efn] nufpg]

발레 러가우네

종부	
efn] nufpg]

발레 러가우네

목요일
laxLaf/

비히바르

종부,	이유모돈	전입
efn], b'w 5'6fPsf] dfp ;fg]{

발레, 뚜드 춧따에꼬 마우 사르네

금요일
z'qmaf/

숙러바르

모돈	백신접종,	임신진단
dfpnfO{lbg] ;'O nufpg], ue{ /x]-g/x]sf] hfRg]

마우라이디네 수이 러가우네, 거르버 러헤-너러
헤꼬 자쯔네

모돈스톨정리,	도태모돈	판단
dfpsf] :6n ldnfpg], a'9L dfp 5'§\ofpg]

마우꼬 쓰떨 밀라우네, 부디 마우 춧땨우 네

토요일
zlgaf/

서니바르

사료량	조절,	분만예정돈	전출
vfgfsf] dfqf ldnfpg], ue{jtL a+u'/nfO{ ;fg]{

카나꼬 마뜨라 미라우내, 
거르버띠 벙구르라이 사르내

임신사	수세,	웅돈포피소독
Aofpg] dfp /fVg] vf]/ kfgLn] ;kmf ug]{, efn]sf] ln+usf] 

aflx/L 5fnf ls6f0f'zf]wg ug]{

뱌우네 마우 라크네 코르 빠닐레 서파 거르네,  
발레꼬 링거꼬 바히리 차라 기다누소던 거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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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식	 pkaf;
jeolsig 우뻐바스

소량 급여
solyang geub-yeo
yf]/] rf/f]
토러이 짜로

무제한 급여
mujehan geub-yeo
vfg ;Sg] hlt rf/f]
카너 섞네 저띠 짜로

도태판단	 a'9L dfp 7Dofpg]
dotaepandan 부디 마우 터먀우네

무발정	 of}g pQ]hgf g'xg'
mubaljeong 욘 우때저나 너후누

발정유도제
baljeong-yudoje
of}g pQ]hgf Uf/fpg'
욘 우때저나 거라우누

수태	 ue{ /xg'
sutae 거르버 러허누

되지 않는	 a+u'/ gx'g'
doeji anhneun 벙구르 너후누

▒ 이유는 목요일 아침 일찍 또는 저녁에 실시

laxLaf/ laxfg ;a]/} jf a]n'sL b]vL b'w 5'6fpg] 

비히바르 비한 서베러이 와 벨루 끼 데 키 두 드 춧따우네

▒ 이유당일은 절식 또는 소량 급여

b'w 5'6fpg] lbg yf]/} Vjfpg] jf ef]s} /fVg]

두드 춧따우네 딘 토러이 쿠와우네 와 보꺼이 라크네

▒ 이유후 종부시까지 포유돈 사료를 무제한 급여

b'w 5'6fPkl5 efn] nufpGh]n ;Dd b'w Vjfpg] dfpsf] rf/f] lg/Gt/ lbg]

두드 춧따에뻐치 발레 러가운젤 섬머 두더 쿠와우네 마우꼬 짜로 니런떠르 디네

▒ 이유모돈 도태판단

b'w 5'6fPsf] dfp a'9L eP-gePsf] 5'§\ofpg] 

두드 춧따에꼬 마우 부디 버에-너버에꼬 춧땨우네

원    인
sf/0f

가런

설    명
:kli6s/0f

이스뻐스띠거런

이유후	무발정
b'w 5'6fPkl5 of}g pQ]hgf gx'g'

두드 춧따에버치 요운 웃때
저나 너후누

이유	후	14일이	지나도	발정을	보이지	않음
b'w 5'6fPsf] !$ lbg ljlt;Sbf klg of}g pQ]hgf gx'g]

두드 춧따에꼬 쩌우더 딘 비띠석다 뻐니 욘 우때저나 너후내

발정유도제를	2회이상	투여하여도	반응이	없음
of}g pQ]hgf u/fpg] tTj @ k6s eGbf a9L lbPklg s]xL c;/ gx'g]

욘 우때저나 거라우내 떧워 두이 뻐떡 번다 버디 디애뻐니 개히 어서르 너후내

공태	무발정
af+emf]kg

바조뻔

이유	후	3개월	이상	경과하여	공태로	판명된	개체,

3회	이상	재교배가	들어가도	수태가	되지	않는	경우
b'w 5'6fPsf] # dlxgf ;Dd klg uef{wf/0f gx'g',  

# k6s eGbf a9L ;xjf; u/fpFbf klg uef{wf/0f gx'g'

두드 춧따에꼬 띤 머히나 섬머 뻐니 거르버다런 너후누,  
띤 뻐떡 번다 버디 서허바스 거라우다 뻐니 거르바다란 너후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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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모돈(종부대기돈)	
발정	관찰
b'w 5'6fPsf] dfp -efn] nufpg 5flgPsf] 
a+u'/_df of}g pQ]hgf eP-gePsf] x]g]{
두드	춧따에꼬	마우	(발레	러가우너	차니
에꼬	벙그르)	마	요운	웃때저나	버에-너
버에꼬	헤르네

발정관찰	및	교배적기	판단
of}g pQ]hgf slxn] x'G5 x]g]{ / ;dfud u/fpg] cg's'n 
;do kQf nufpg]
요운	웃때저나	꺼힐레	훈처	헤르네	러	서마검	어
누꿀	서머여	뻗따	러가우네

발정 관찰
baljeong gwanchal
of}g pQ]hgf eP-gePsf] x]g]{
요운 웃때저나 버에-너버에꼬 헤르네

수퇘지	 efn] a+u'/
sutwaeji 발레 벙그르

접촉	 ;Dks{df Nofpg]
jeobchog 섬뻐르꺼마 랴우네

발정 	 pQ]hgf
baljeong 우때저나

촉진	 ult a9fpg'
chogjin 것띠 버다우누

주의 깊게
juui gipge
Psbd} Wofg lbg]
액더머이 댠 디내

▒ 종부 대기중인 모돈에게 수퇘지를 접촉시켜 발정률을 촉진

efn];u ;dfud s'l//x]s]f kf]yL a+u'/sf] of}g pQ]hgf a9fpg efn] a+u'/sf] ;Dks{df Nofpg

발레성거 서마검 구리러해꼬 뽀티 벙구르꼬 욘 우때저나 버다우너 바래 벙구르꼬 섬
뻐르꺼마 랴우너

▒ 발정파악을 위해 이유 후 3일째부터(일요일)는 하루에 두 차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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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f}g pQ]hgf slxn] x'G5 kQf nufpg b'w 5'6fPsf] # lbgb]lv -cfOtaf/_ lbgsf] @ k6s -laxfg 
^~&ah], ;fFem %~^ah]_ eGbf a9L Wofg lbP/ x]g]{ / ;dfud z'? ug]{ plrt ;do kQf nufpg]

요운 웃때저나 꺼힐레 훈처 뻣따 라가우너 두드 춧따에꼬 띤 딘데키(아잇바르) 딘꼬 
두이 뻐떡(비하너 처- 삿 버제, 사 저 빠쯔~ 처버제) 번다 버디 댠 디에러 헤르네 러 
서마검 수루 거르네 우찟 서머여 뻣따 러가우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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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5% 이상 발정 발견 가능

klxnf] lbgs]f klxnf] k6sdf &%Ü, klxnf] lbgsf] bf];|f] k6sdf *%Ü / t];|f] k6sdf (%Ü eGbf 
a9L of}g pQ]hgf ePsf] kfOG5 .

뻐히로 딘꼬 뻐히로 뻐떡마 뻐쩌허떠르%,뻐히로 딘꼬 도스로 뻐떡마 뻐짜시%,때스
로 뻐떡마 뻔짜넙배% 번다 버디 욘 우때저나 버애꼬 빠인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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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0% 이상 발견 가능

slxNo} gAofPsf] dfpsf] of}g pQ]hgf x]bf{ %)% hlt x'G5, efn];+u ;Dks{df Nofpbf () % 
eGbf a9L ePsf] kfOPsf] 5

꺼힐려이 너뱌에꼬 마우꼬 요운 웃때저나 헤르다 뻐짜스 쁘러띠섯 저띠 훈처, 빨레성
거 섬뻐르꺼마 랴우다 넙베 쁘러띠섯 번다 버디 버에꼬 빠이에꼬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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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k|hggsf]
sujeong 쁘러저넌꼬

적기	 cg's'n ;do
jeoggi 어누꿀 서머여

판단	 kQf nufpg'
pandan 뻣따 라가우누

음부발적	
eumbubaljeog
of]gL /ftf] x'g'
요니 라또 후누

타모돈	 c? dfp
tamodon 어루 마우

승가	 r9\g'
seung-ga 쩌드누

섭취량	 vfg] dfqf
seobchwilyang 보전

웅돈	 efn] a+u'/
ungdon 발래 벙구르

허용	 l:js[lt
heoyong 쉬끄리띠

사람	 dfG5]
salam 만체

▒ 발정징후에 관찰을 통한 수정 적기 판단

of}g pQ]hgfsf] nIf0f x]/]/ efn]-kf]yL ;dfud u/fpg] cg's'n ;do kQf nufpg]

요운 웃때저나꼬 러천 헤레러 발래-뽀티 서마검 거라우네 어누꿀 서머여 뻤따 러가우네

이유일자
b'w 5'6fPsf] ;do tflnsf

두드 춧따에꼬 서머여 
딸리까

0일차
0 r/0f

0쩌런

1일차
! r/0f

액 쩌런

2일차
@ r/0f

두이 쩌런

3일차
# r/0

띤 쩌런

4일차
$ r/0f

짜르 쩌런

5일차
% r/0f

빠쯔 쩌런

6일차
^ r/0f

처 쩌런 

7일차
& r/0f

사뜨 쩌런

요일
af/

바르

목요일
laxLaf/

비히바르

금요일
z'qmaf/

숙러바르

토요일
zlgaf/

서니바르

일요일
cfO{taf/

아이떠바르

월요일
;f]daf/

솜바르

화요일
d+unaf/

멍걸바르

수요일
a'waf/

부더바르

목요일
laxLaf/

비히바르

오전 오후
laxfg  lbpF;f]

비하너 / 디우소

AM PM AM PM AM PM AM PM AM PM AM PM AM PM AM PM

음부발적
of]gL km'n]/ /ftf] x'g]

오니 풀레러 라또 후네

� � �

타모돈	승가
c? kf]yL dfpdfly r9\g]

어루 뽀티 마우마티 쩌
드네

� �

사료섭취량
rf/f] vfg] dfqf

짜로 카네 마뜨라

� �

웅돈	허용
efn];+u ;dfudsf] :jLs[lt

발레성거 서마검꼬 스
위끄리띠

� � �

사람	허용
dfG5]nfO :jLs[lt

만첼라이 스위끄리띠

� �

	교배
k|hgg 

쁘러저넌 

1차
klxnf] k6s

버힐로 뻐떡

�

2차
bf];|f] k6s

도스로 뻐떡

�

3차
t];|f] k6s

데스로 뻐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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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어모음	 zAbfjnL 섭다워리

양돈장관리매뉴얼 네팔어판 | a+u'/ kfng lgb]{lzsf -g]kfnL ;+:s/0f_

작은	돼지의	음부
;fgf] ;'+u'/sf] of]gL

사노	숭그르꼬	
요니

연화
g/d x'g'

너럼	후누

점액누출
t/n kbfy{ lg:sg'

떠럴	쁘따르트	
니스꺼누

점액농후	적기
전반

afSnf] t/n kbfy{ ;dfud cg's'n 

- klxnf] cGt/fn

바끌로	떠럴	뻐
다르트	서마검	
어누꿀-	뻐힐로	
언따랄

적기후반	적기
완료

;dfud cg's'n kl5Nnf] 

cGt/fn - ;dfud 

cg's'n ;do k"/f

서마검	어누꿀	
뻐칠로	언떠랄-	
서마검	어누꿀	
서머여	뿌라

큰	돼지의	음부
7"nf] a+u'/x?sf of]gL

툴러	벙구르허루
꼬	요니

연화
g/d x'g'

너럼	후누

점액누출
t/n kbfy{ lg:sg'

떠럴	뻐다르트	
니스꺼누

점액누출
t/n kbfy{ lg:sg'

떠럴	뻐다르트	
니스꺼누

적기완료
;dfud cg's'n ;do k"/f

서마검	어누꿀	
서머여	뿌라

적기완료
;dfud cg's'n ;do k"/f

서마검	어누꿀	
서머여	뿌라

발적
/ftf] x'g'

라또	후누

발적
/ftf] x'g'

라또	후누

종창	퇴화
;'lGgg x/fpg

순니너	허라우너

종창	퇴화
;'lGgg x/fpg

순니너	허라우너

발적
/ftf] x'g'

라또	후누

발적
/ftf] x'g'

라또	후누

종창
;'lGgg'

순니누

종창
;'lGgg'

순니누

이유일자
b'w 5'6fPsf]

두드	춧따에꼬

1~2일후
tf]lsPsf] ! / b'O{ 

lbg kl5

또기애꼬		
액~두이딘	뻐치

3일후
# lbg kl5 

띤딘	뻐치

4일후
$ lbg kl5

짜르딘	뻐치

5일후
% lbg kl5

빠쯔딘	뻐치

6일후
^ lbg kl5

처딘	뻐치

연한상태

g/d cj:yf

너럼	어버스타

경화
;fxf]{ ePsf]

사르호	버에꼬

후반에	연화
cfwL cGt/fnkl5 

g/d

아디	언떠랄	뻐
치	너럼

유방이	굳기	시작
b'w ;fxf]{ x'g z'?

두드	사르호	후
너	수루

완전히	마름
l;lgQ} ;'s]sf] 

시닛떠이	수께꼬

마른유방
;'s]sf] d'G6f]

수께꼬	문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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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어모음	 zAbfjnL 섭다워리

양돈관리 | a+u'/sf] Joj:yfkg

b'w 5'6fPkl5 of}g pQ]hgf x'bfsf] ;fdfGo qmd 
두드 추따에뻐치 요운 웃때저나 후다꼬 사마녀 끄럼이유후	발정과정의	일반적	순서

발정	 pQ]hgf
baljeong 웃때저나

순서	 k|s[ofx?
sunseo 쁘리끄리야허루

외음부	 u'KtfË
oeeumbu 굽땅거

충혈	 /ut hDdf x'g'
chunghyeol 러것 점마 후누

점액	 lrNnf] kbfy{
jeom-aeg 찔로 뻐다르터

누출	 aUg'
nuchul 벅누

다른	 cGo
daleun 어녀

울음소리	 /f]Psf] cfjfh
ul-eumsoli 로에꼬 아와즈

섭취량이 줄어들고   
seobchwilyang-i jul-eodeulgo
vfgf sd vfg'
카나 껌 카누

불안	 lrGtf
bul-an 찐따

체온	 z/L/sf] tfkqmd
che-on 서리르꼬 땁끄럼

타모돈 승가
tamodon seung-ga
csf]{ dfpdfly r9\g'
어르꼬 마우마티 쩌드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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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f]gL km'n]/ /ut hDdf x'g -of]gL /ftf] x'g]_yfN5 : efn] nufpg] -;dfud u/fpg'_@$ 306f cl3 

요니 풀레러 러것 점마후누(요니 라또 후너) 탈처: 발레 러가우네(서마검 거라우누) 
쪼우비스 건따 어기

� 외음부로부터 점액이 누출

of]gLaf6 lrNnf] kbfy{ aUg]

요니바떠 찔로 뻐다르터 버그내

� 평상시와 다른 울음소리를 내고 공격적인 행동

?g] s/fpg] / cfqmfds Jojxf/

루내 거라우내러 아그라먹 볍하르

� 발정기가 되면 사료의 섭취량이 줄어들고 불안, 체온상승

of}g pQ]hgf x'Fbf vfgf sd vfg], z/L/sf] ftfkqmd a9\g]

욘 우때저나 후다카나 검 카네, 서릴꼬 따뻐끄럼 벋내

� 군사시 타모돈 승가 시작 : 수퇘지 승가허용 12시간 전

pQ]lht eP/ csf]{ dfpdfly r9\g z'? : efn] nufpg] -;dfud u/fpg'_@$ 306f cl3 

웃때짓 버에러 어르꼬 마우마티 쩌드너 수루: 발레 러가우네(서마검 거라우누) 쪼우
비스 건따 어기

<외음부	발적	및	점액누출>
u'KtfË /ftf] x'g] / lrNnf] kbfy{ aUg]

굽땅거	라또	후내러	찔로	뻐따르터	버그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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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어모음	 zAbfjnL 섭다워리

양돈장관리매뉴얼 네팔어판 | a+u'/ kfng lgb]{lzsf -g]kfnL ;+:s/0f_

수퇘지 승가
sutwaeji seung-ga
efn] j+u'/sf] r9]sf]
바래 벙구르꼬 쩌데꼬

사람승가 허용
salamseung-ga heoyong
dfG5] r9\g :jLsf/
만체 쩌드너 스위까르

� 수퇘지 승가허용 시작 : 28시간 후 종부적기(경산돈)

efn] a+u'/nfO{ dfp dfly r9\g cg'dlt M @* 3G6f kl5 efn] nufpg cg's'n -AofO;s]sf] dfp_

바래 벙구르라이 마우마티 쩌뜨너 어누머띠, 엇타이스 건따 뻐치 발레 러가우너 어누
꿀(뱌이서께꼬 마우)

� 사람승가 허용 시작 : 수퇘지 승가허용 후 12시간 후

dflg; r9\g cg'dtL : efn]nfO{ r9\g lbPsf] !@ 306f kl5 

마니스 쩌드너 어누머띠: 발레라이 쩌드너 디에꼬 바흐러 건따 뻐치

 사람이 승가해도 부동자세를 취하고 귀를 쫑긋이 세움

dfG5] r9\bf klg gsf/]sf] -c:jLsf/_ xfpefp b]vfpb} b'a} sfg 7f8f] kf/]sf] 

만체 쩌드다 뻐니 너까레꼬(어스위까르) 하우바우 데카우더이 두버이 깐 타도 빠레꼬

<군사시	타모돈에게	승가>
pQ]lht eP/ csf]{ dfpdfly r9\g z'?

웃때짓	버에러	어르꼬	마우마티	쩌뜨너	수루

<수퇘지	승가	허용>
efn] a+u'/nfO{ dfp dfly r9\g cg'dlt

바래	벙구르라이	마우	마티	쩌드너	어누머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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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어모음	 zAbfjnL 섭다워리

양돈관리 | a+u'/sf] Joj:yfkg

등	 9f8
deung 다드

허리	 sDd/
heoli 껌머르

종부 적기 판단
jongbu jeoggi pandan
efn] nufpg] cg's'n ;do kQf nufpg]
발 래 러가우네 어누꿀 서머여 뻣따 
러가우네

락카	 :k|] /Ë
lagka 스프레 랑가

표시	 lrGx, ;+s]t
pyosi 찐허, 성껫

정액량	 z'qmf0f'sf] dfqf
jeong-aeglyang 수끄라누꼬 마뜨라

파악	 kQf nufpg'
paag 뻤따 라가우누

주문	 c8{/ ug{'
jumun 어르더르 거르누

� 사람이 등, 허리부분을 눌러줄 때 피하지 않음

dflg;n] 9f8 cyjf sDd/df lyRbf efUb}g/ gsfb}{g

마니슬 레 닫 어터 와 껌머 르 티쯔 다 바쯔더이너/ 너까르더이너

� 위를 근거로 수퇘지 허용 시작 시점을 유추해 종부적기 판단

dfyLsf] Aoaxf/ b]vfPkl5 efn] :jLsf/ ug{ tof/ ePsf] a'em]/ efn];+u ;dfud cg's'n ;do tf]
Sg]

마티꼬 저스또 벼버하르 데카에뻐치 발 레 스위까르 거르너 떠야르 버에 꼬 부체 러 
발레성 거 서마검 어누끌 서머여 똑네

� 발정돈은 락카 등을 이용하여 등에 표시

pQ]lht a+u'/ :k|] /Ë cflbdf 3;|]/ ag]sf] lrGx 9f8df b]lvG5

웃때짓 벙구르 스프레 랑가 아디마 거스레러 버네 꼬 찐허 다드마 데킨처

� 다음날 필요한 정액량을 파악하여 주문

csf]{ lbgsf] nflu cfjZos z'qmf0f'sf] dfqf lgwf{/0f u/]/ c8{/ ug]{

어르꼬 딘꼬 라기 아버셕 수그라누꼬 마뜨라 니르다런 거레러 어르더르 거르네

<사람승가	허용>
dfG5] r9\bf :jLsf/

만체	쩓다	스위까르

<허리	누름>
9f8 lyRg]

	닫	티쯔네



79

단어모음	 zAbfjnL 섭다워리

양돈장관리매뉴얼 네팔어판 | a+u'/ kfng lgb]{lzsf -g]kfnL ;+:s/0f_

구  분
af/

바르

이유
r/0f

쩌런

교배적기 1안(경산돈)
k|hgg cg's'n klxnf] k|of; -AofPsf] dfp_

쁘러저넌 어누꿀 뻐힐로 쁘러야스(뱌에꼬 마우)

금요일
z'qmaf/

숙러바르

1일차
! r/0f

액 쩌런

수퇘지	승가허용	시작	후	24시간	후	1차,		
12시간	후	2차,12시간	후	3차(선택)
efn] a+u'/n] dfp r9]sf] @$ 306f kl5 klxnf] k6s, !@ 306f kl5 bf];|f] k6s / csf]{ !@ 

306f kl5 t];|f] k6s -P]lR5s_

바래 벙구르래 마우 쩌떼꼬 쩌우비스 건따 뻐치 뻐히로 뻐떡, 바러 건따 뻐치 도
스로뻐떡 러 어르꼬 바러 건따 뻐치 때스로 뻐떡(어이칙)

토요일
zlgaf/

서니바르

2일차
@ r/0f

두이 쩌런

일요일
cfO{taf/

아니떠바르

3일차
# r/0

띤 쩌런

월요일
;f]daf/

솜바르

4일차
$ r/0f

짜르 쩌런

화요일
d+unaf/

멍걸바르

5일차
% r/0f

빠쯔 쩌런

수퇘지	승가허용	시작	후	12시간	후	1차,	

12시간	후	2차,	12시간	후	3차(선택)
efn] a+u'/n] dfp r9]sf] !@ 306f kl5 klxnf] k6s, !@ 306f kl5 bf];|f] k6s / csf]{ !@ 306f 

kl5 t];|f] k6s -P]lR5s_

바래 벙구르래 마우 쩌떼꼬 바러 건따 뻐치 뻐히로 뻐떡 ,바러 건따 뻐치 도스로 
뻐떡 러 어르꼬 바러 건따 뻐치 때스로 뻐떡(어이칙)

수요일
a'waf/

부더바르

6일차
^ r/0f

처 쩌런
수퇘지	승가허용	시작	후	승가허용시	1차,	12시간	후	2차,

12시간	후	3차(선택)
efn] a+u'/n] dfp r9]kl5 km]/L dfpn] r9\g lbPdf klxnf] k6s, !@ 306f kl5 bf];|f] k6s / 

csf]{ !@ 306f kl5 t];|f] k6s -P]l5s_

바래 벙구르래 마우  쩌떼뻐치 페리 마울레 쩌드너 디에마 뻐히로 뻐떡 , 바러 
건따 뻐치 도스로 뻐떡 러 어르꼬 바러 건따 뻐치 때스로 뻐떡(어이칙)

목요일
laxLaf/

비히바르

7일차
& r/0f

사뜨 쩌런

경산돈 AofO;s]sf] dfp
gyeongsandon 배이서께꼬  마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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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 후에 다시 한번 더 수정

t];|f] r/0fsf] ;dfud : bf];|f] ;dfud kl5 klg nuftf/ pQ]lht ePdf efn]nfO r9\g lbg], ^~ !@ 
306f kl5 km]/L Psk6s bf]xf]of{pg]

때스로 쩌런꼬 서마검 : 도스로 서마검 뻐치 뻐니 러가따르 우때짓 버에마 발레라이 
쩓너 디네, 처~ 바흐러 건따 뻐치 페리 엑 뻐떡 도호랴우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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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어모음	 zAbfjnL 섭다워리

양돈관리 | a+u'/sf] Joj:yfkg

이유모돈(종부대기돈)	종부관리
b'w 5'6fPsf] dfp -efn] nufpg 5flgPsf] a+u'/_sf] k|hggsf] Joj:yfkg
두드	춧따에꼬	마우(발레	러가우너	차니에꼬	벙그르)꼬	쁘러저넌꼬	벼
버스타뻔

종부방법
k|hgg u/fpg] tl/sf
쁘러저넌	거라우네	떠리까

이유모돈	 b'w 5'6fPsf] dfp
iyumodon 두드 춧따우네 마우

종부	 ;dfud u/fpg]
jongbu 서마검 거라우네 

보관	 ;'/IfLt
bogwan 수럭칟

수송	 oftfoft
susong 야따야뜨

돼지정액 
dwaejijeong-aeg
k|hgg :Jff:Yov;'+u'/sf] jLo{
숭그르꼬 비르여

직사광선	 ;f]emf] 3fddf
jigsagwangseon 소조 감마

주의	 ;fjwfgL
juui 삽다니

정전	 ljB"t cfk'lt{
jeongjeon 비둗 아뿌르띠

고장	 lau|]sf]
gojang 비그래꼬

대비	
daebi 
lgjf/0f ug{, tof/Ldf
니바런 거르너, 떠야리마

온도	 tfkqmd
ondo 따쁘끄럼

점검	 lgl/If0f
jeomgeom 니러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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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Lo{nfO{ e08f/0f / cf];fbf{ ÷cf];fg'{ kbf{ !(–!*l8= ;]= -tfkqmd ;Gt'ng ug]{ aS;f_ df sfod /fVg]

비르여라이 번다런 러 오사르다 오사르누 뻐르다 서떠러~어타러 시 (따뻐끄럼 선뚜
런 거르내 벅사) 마 까염 라크네

 돼지정액은 보관온도에 따라 보존시간과 번식성적에 크게 영향 미침 

(희석한 액상정액의 보존기간은 3~5일 이내)

;'+u'/sf] jLo{ e08f/ ug]{ tfkqmd / e08f/ u/]sf] ;do cg';f/ k|hgg glthfdf 7"nf] c;/ kf5{

-kftnf] kfl/Psf] t/n jLo{sf] ;+/If0f cjlw #~ %lbg_

숭구르꼬 비르여 번다르 거르네 땁그럼 러 번다르 거레꼬 서머여 어누사르 쁘러저넌 
너따자마 툴로 어서르 빠르처(빠떨 로 빠리에꼬 떠럴 비르여꼬 성러쳔 어버디 띤~빠
쯔 딘)

 정액이 저온충격을 받거나 직사광선에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

jLo{nfO PSsf;L lr;f] tfkqmd cyjf l;wf 3fdsf] ls/0fdf gkfg{ xf]lzof/L ug]{]

비르열라이 엑까시 찌소 땁끄럼 어터와 시다 감꼬 끼런마 너빠르너 호시야리 거르네

 정액보관고에 보관할 경우에도 정전이나 고장에 대비하여 온장고 내부에  

최저 최고 온도계를 넣어두고 수시로 온도를 점검

jLo{ e08f/df jLo{ ;+/If0f ubf{ lah'nL s6]/ cyjf d]lzg lau|]/ x'g;Sg] Iflt /f]syfd ug{ tfkqmd 
;Gt'lnt aS;fdf pRr / Go'g tfkqmd gfKg] ydf]l{\d6/ /fv]/ cfkm}n] tfkqmd hfRg].

비르 여 번다르 마 비르 여 성러 쳔 거르 다 비줄리 꺼때러 어타와 메신 비그레 후너석
네 쳐띠 록탐 거르너 땁그럼 선뚤릿 벅사마 우쩌 러 뉴너 땁그럼 납네 터르모미떠르 
라케러 아퍼일레 땁그럼 자쯔네

 보관고에서 꺼내어 돈사로 이동할 때에도 급격한 온도변화를 막기 위한  

스티로폼 박스등의 보온조치가 필요

e08f/0faf6 lgsfn]/ vf]/ tL/ ;fbf{ v]/L crfgs x'g] tfkdfg kl/jt{g x'g glbg :6fo/f]kmf]d aS; 
cflb tfkqmd hf]ufpg] pkfo ;f]rL/fVg]

번다란바떠 니깔레러 고르 띠러 사르다 께리 어차나크 후네 따뻐만 퍼리버르떤 후너 
너디너 스타이로폼 박스 아디 땁끄럼 조가우네 우빠여 소찌라크네

▒ 인공수정

s[lqd uef{wf/0f

그리띠림 거르버다런

jLo{ hf]ufpg ckgfpg' kg]{ ljwL
비르여  조가우너 어뻐나우누 뻐르네 비디정액의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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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장관리매뉴얼 네팔어판 | a+u'/ kfng lgb]{lzsf -g]kfnL ;+:s/0f_

흔들어 섞어줌
heundeul-eoseokk-eojum
xNnfP/ ld;fpg]
헐라에러 미사우네

정액보관고
jeong-aegbogwango
lao{ e08f/0f
비르여 번다런

보관용 박스	
bogwan-yong bagseu
e08f/0f afs;
번다런 바거스

정액 주입기
jeong-aeg ju-ibgi
jLo{ xfNg] ;'O
비르여 할네 수이

 주입 기술은 간단하고 용이하도록 숙달

jLo{ ;lhnf] / ;'ne tl/sfn] xfNg ;Sg] Ifdtf agfpg]

비르여 서질로 러 술럽 떠리깔레 할너 석네 쳐머따 버네우네

 주입 시기(종부적기)를 적절히 판단

xfNg] ;do -dfpn] efn];+u ;dfud ug]{ ;do_ nueu cg'dfg ug]{ 

할네 서머여(마울레 발레성거 서마검 거르네 서머여) 럭벅 어누만 거르네

 정액 취급 방법 숙지

jLo{ rnfpg] tl/sfdf kf]Vt x'g]

비르여 쩔라우네 떠리까마 뽀크떠 후네

 모돈을 성적으로 흥분시키고 사람을 무서워하지 않게 함

dfpnfO k'0f{ of}g pQ]lht u/fP/ dfG5];+u g8/fpg] agfpg]

마울라이 뿌르너 요운 우때짓 거라에러 만체성거  너더라우네 버나우네

 인공수정의 성패는 담당자들의 기술에 따라 좌우

s[lqd uef{wf/0fsf] ;kmntf ug]{sf] ;Lkdf lge{/ ub{5

끄리띰 거르버다런꼬 서퍼러따 거르네꼬 십마 니르버르 거르더처

 깨끗한 수건이나 휴지 준비

;kmf ?dfn cyjf sfuhx? tof/ ug]{

서파 루말 어터와 가겆허루 떠여르 거르내

 보관고에 장기간 보관한 정액은 1일 2회정도 가볍게 흔들어 섞어줌

jLo{nfO{ nfdf] ;do;Dd e08f/0f ul/ /fv]df lbgsf] @ k6s hlt xNnfP/ ld;fpg]

비르여라이 라모 서머여섬머 번다런 거리 라캐마 딘꼬 두이 뻐떡 저띠 헐라에러 미사우네

<고정용	정액보관고>
crn jLo{ e08f/

어쩔	비르여	번다르

<정액운반	및	보관용	박스>
jLo{ cf];f/ / e08f/0f aS;f

비르여	오사르	러	번다런	벅사

<정액	주입기	종류>
jLo{ xfNg] ;'O{sf] k|sf/

비르여	할네	수이꼬	쁘러까르

jLo{ xfNg] ;'O{sf] cfjZostfx? 
비르여 할네 수이꼬 아버셕따허루정액	주입자의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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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관리 | a+u'/sf] Joj:yfkg

jLo{ xfNg] tl/sf
비르여 할네 떠리까정액	주입	방법

정액	 lao{
jeong-aeg 비르여

방법	 tl/sf
bangbeob 떠리까

안정시킴	 lgw{Ss agfpg]
anjeongsikim 니르덕꺼 버나우네

수건으로	 ?dfnn]
sugeon-eulo 루말래

닦아줌	 k'5\g]
dakk-ajum 뿌츠내

희석액	 kftnf]
huiseog-aeg 빠떠로

윤활제	 lrNnf]
yunhwalje 찔로

바름	 nufpg]
baleum 러가우내

엄지	 a'l9 cf}nf
eomji 부디 어울라

인지	 rf]/ cf}nf
inji 쪼르 어울라

주입기	 xfNg] ;'O
ju-ibgi 할네 수이

삽입	 l5/fpg]
sab-ib 치라우내

15도	 !% l8u|L
sib-odo 뻔드러 디그리

각도	 sf]0f
gagdo 꼰

위쪽	 dfyL
wijjog 마티

수평	 t];|fP/
supyeong 때르사애러

� 종부적기의 모돈을 부드럽게 다루어 안정시킴

;dfud d'+›fdf ePsf] dfpnfO{ ;':tl/ ;DxfNb} lgw{Ss agfpg]

서마검 무드라마 버에꼬 마울라이 수스떠리 섬할더이 니르덕꺼 버나우네

� 외음부를 물기 있는 깨끗한 종이 수건으로 닦아줌

of]gLnfO{ leh]sf] ;kmf sfuhsf] ?dfnn] k'5\g]

요니라이 비제꼬 서파 까거저꼬 루말레 뿌츠네

� 정액 주입기 주위에 희석액이나 액체 윤활제를 적당히 바름 

(일회용 주입기를 쓸 때는 젤리가 필요 없음)

jLo{ xfNg] ;'O{sf] aflx/L efudf kftnf] kl/Ps]f lrNnf] kbfy{ l7Ss dfqfdf nufpg] -Ps k6s k|of]
u ug]{ ;'O{nfO{lrNnf] kbfy{ rflxb}g_

비르여 할네 수이꼬 바히리 바그마 빠떠로 빠리애꼬 찔로 뻐다르터 틱꺼 마뜨라마 러
가우내(액 뻐떡 쁘러욕 거르내 수이라이 찔로 뻐다르터 짜히더이너)

� 왼손의 엄지와 인지로 외음부를 열고 오른손으로 주입기를 삽입 

(주입기의 끝이 요도입구로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

afFof xftsf] a'9L / rf]/ cf}+nf n] of]gLsf]Kjfn vf]Ng] / bfFof xftn] ;'O{ xfNg]] -;'O{sf] 6'Kkf] d'q4f/sf] 
gnL df gl5g]{ u/L xf]; k'¥ofpg]_

바야 핟꼬 부디러 쪼르 어울라 어룰라 레 요니꼬 봘 콜내러 다야 핟래 수이 할네(수이
꼬 뚭보 무뜨러 돠르꼬 너리 마 너치르네 거리 호스 뿌라우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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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fofF xftn] ;'O{ ;dfKg], !%l8u|L hlt dfly kmsf{p/ !% ;]=dL hlt l5/fpg] / cK7\of/f] dx;'; 
geP;Dd t];\fP/ @% ;]=dL= hlt kf7]3/sf] 3fF6Ldf l5/fpg] -u'KtfË b]lv kf7]3/sf] 3fF6L ;Dd @)–@% 
;]=dL= hlt x'G5 t/ a+u'/ cg';f/ km/s k5{_

다야 핟래 수이 서맏내, 뻔드러 디그리 저띠 마티 퍼르가애러 뻔드러 새미 저띠 치라
우내러 업탸로 머허수스 너버애섬머 때르사애러 뻐찌스새미 저띠 빠태거르꼬 가띠마 
치라우내 (굽땅거 대키 빠태거르꼬 가띠 섬머 비스-뻐찌스 새미 저띠 훈처 떠러 벙구
르 어누사르 뻐럭 뻐르처)

<4번	설명	그림>
$sf] k|s[of b]vfpg] t:jL/

짜르꼬	쁘러끄리야		데카우네		떠스비르

<5번	설명	그림>
% sf] k|s[of b]vfpg] t:jL/

빠쯔고	쁘러끄리야		데카우네	떠스비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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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장관리매뉴얼 네팔어판 | a+u'/ kfng lgb]{lzsf -g]kfnL ;+:s/0f_

정액병
jeong-aegbyeong
lao{ /fVg] ef8f]
비르여 라크내 바다

포장팩	 Kofs
pojangpaeg 뺙

주입기	 xfNg] ;'O
ju-ibgi 할네 수이

연결	 hf]8\g'
yeongyeol 조드누

서서히	 la:tf/}
seoseohi 비스따러이

정액	 lao{
jeong-aeg 비르여

주입	 xfNg]
ju-ib 할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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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leq gl5/[]sf] v08df 38Lsf] ljkl/t lbzfdf #–$ k6s 3'dfpb} kf7]3/sf] 3fF6L ge]6'Gh]n leq 
ws]Ng] -;'O{ kf7]3/sf] 3fF6L;Dd gk'u]sf] v08df 38Lsf] lbzflt/ 3'dfP/ lemSg] / k'g M l5/fpg]_

수이 비뜨러 너치래꼬 건더마 거디꼬 비버릳 디사마 띤-싸르 뻐떡 구마우더이 빠태
거르꼬 가띠 너배뚠잴 비뜨러 더갤네(수이 빠태거르꼬 가띠섬머 너뿌개꼬 건더마 거
디꼬 디사띠러 구마에러 직내러 뿌너 치라우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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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o;kl5 ;'OnfO{ xf]lzof/Lsf ;fy l7Ss 7fpdf xfNg] -;'Osf] 6'Kkf] ;fx|} ;fgf] ePdf kf]yLsf] of]
gLåf/df RofKk gcl8\sg ;S5, o:tf] ePdf jLo{ aflx/ lg:sg ;S5_

뗘스뻐치 수일라이 호시야리까 사트 틱꺼 타우마 할네 (수이꼬 뚭뽀 사러이 사노 버에
마 뽀티꼬 요니드와르마 쨥뻐 너어드끼너 석처, 여스또 버에마 비르여 바히러 니스꺼
너 석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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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Lo{ /fVg] agfOPsf] af]tn cyjf Kofs (hLg k}s cyjf PNo"dLlgod k}s)nfO{ ;'O{ ;Fu hf]8\g]

비르여 라그너 버나이애꼬 보떨 어터와 뱍 (진 팩 어터와 알루미늄 팩)라이 수이 성거 
졷내

� 이때 주입기를 조금 뒤로 후퇴시켜 10분정도 서서히 정액을 주입시킴

of] a]nfdf, ;'O{ nfO yf]/}k5fl8 tfg]/ !) ldg]6 hlt jLo{ xfNg]]]

요 배라마, 수이 라이 토러이 뻐차디 따내러 더스 미낻 저띠 비르여 할네

 돼지꼬리를 계속 잡으면서 주입기가 자궁경관 속에 잘 물릴 수 있도록 하여 

외음순 밖으로 정액이 역류하는 것을 방지함

a+u'/sf] k'R5/nfO{ nuftf/ ;dft]/ ;'O{kf7]3/n] ;dfP/ cl8g] kfg]{] / jLo{ aflx/ lg:sg glbg]

벙구르꼬 뿌처르라이 러가따르 서마때러 수이빠테거를레 서마에르 어디네 빠르네 러 
비르여 바히러 니스기너 너디내

 외음순을 손으로 서서히 문질러 주면 암퇘지의 자궁 수축을 촉진하여  

정자의 운반을 촉진하는 데 도움됨

of]gLsf] aflx/L efu xNsf dfl8lbbf kf]yLsf] kf7]3/ v'lDrg] ult a9\5 / jLo{ ;g]{ k|s[of l56f] x'G5

요니꼬 바히리 바그 헐까 마디디다 뽀티꼬 빠테거르 쿰찌네 거띠 버드처 러 비르여 서
르네 쁘러끄리야 치또 훈처

<6번	설명	그림>
^ sf] k|s[of b]vfpg] t:jL/

처꼬	쁘러끄리야			
데카우네		떠스비르

<9번	설명	그림>
( sf] k|s[of b]vfpg] t:jL/

너우꼬		쁘러끄리야		
데카우네	떠스비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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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관리 | a+u'/sf] Joj:yfkg

주입	 xfNg]
ju-ib 할네

제거	 lgsfNg'
jegeo 니깔누

시계방향으로 돌리다  
sigyebanghyang-eulo dollida
38Lsf] lbzfdf 3'dfpg]
거디꼬 디사마 구마우네

빼다	 x6fpg'
ppaeda 허따우누

주입시간	 xfNg] ;do
ju-ibsigan 할네 서머여

기록	 /]s8{ /fVg]
gilog 래거르드 라크내

� 정액주입 중 역류가 심하면 주입을 잠시 멈추고 주입기를 전후 좌우로  

부드럽게 움직인 후 주입

jLo{ xfNbf kmls{P/ cfpg] k|s[of bf]xf]l//x] Psl5g xfNg /f]Sg]. xfNg] ;'O{ tn-dfyL-bfof-afof xNsf 
xNnfP/ km]/L xfNg] 

비르여 할다 퍼르끼에러 아우네 쁘러끄리야 도호리러헤 엑친 할너 록네. 할네 수이 떨
러-마티-다야-바야 헐까 헐라에러 페리 할네

� 정액주입을 끝낸 후에 주입병이 비워졌을 때는 자궁경관에 공기가  

들어가지 않도록 주입기에 약간의 정액을 남겨 둠 

(공기가 들어가면 생식기 밖으로 정액을 밀어내어 정액의 역류가 많아짐)

jLo{ xfln;s]kl5 af]tn vfnL x'bf kf7]3/df xfjf l5g{ glbg ;'Odf clnslt jLo{ afsL /fVg]

-xfjf l5/]df jLo{nfO u'KtfËaf6 aflx/ ws]n]/ cem w]/} jLo{ aflx/ lg:sG5_

비르여 할리 서께버치 보떨 칼리 후다 빠테거르마 하와 치르너 너디너 수이마 얼리꺼
띠 비르여 바끼 라크네 (하와 치레마 비르열라이 굽당거 바떠 바히러 더껠레러 어저 
데러이 비르여 바히러 니스건처)

� 주입기에 약간의 정액이 있을 때 주입병을 제거하고

jLo{ xfNg] ;'Odf clnslt jLo{ afsL x'bf af]tn x6fpg] 

비르여 할네 수이마 얼리꺼띠 비르여 바끼 후다 보떨 허따우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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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sf] 6'Kkf]sf] Kjfn cf}nfn] 5]s]/ #)–$) ;]s]G8 ;Dd dfpsf] 9f8 lylrlbg]]

수이꼬 뚜뽀꼬 봘 어우라래 체께러 띠스-짜리스 새캔드 섬머 마우꼬 닫 티찌디네

� 등을 계속 눌러 주면서 주입기를 시계방향으로 서서히 돌려 뺌

dfpsf] 9f8 lylr/fv]/ ;'OnfO 38Lsf] lbzfdf la:tf/} 3'dfpb} lgsfNg]

마우꼬  다드 티찌라케러 수일라이 거디꼬 디사마 비스따러이 구마우더이 니깔네

� 인공수정 전후에 암컷을 얌전히 다룸

o;/L qmlqd ue{wf/0f u/]sf] kf]yLnfO{ Psbd ;':t/L x]/rfx ug]{

여서리 끄리끄림 거르버다런 거레꼬 뽀티라이 엑덤 수스떠리 헤르짜허 거르네

� 수정일, 시간, 품종(정액명) 등을 기록하고 다음 주입시간 기록

k|hggs]f ldlt, ;do, hflt -jLo{sf] gfdsf]_ /]s8{ /fVg] / csf]{ k6s xfNg]g] ;dosf] /]s8{ /fVg]

쁘러즈는꼬 미띠, 서머여, 자띠(비르여꼬  남꼬) 래그드 라크네러 어르꼬 뻐떡 할네 서
머여꼬 래그드 라크네

� 일회용 주입기는 재사용하지 않도록 함

Ps k6s k|of]u u/]/ ˆofSg] ;'O{ k'g M k|of]u gug]{

액 뻐떡 쁘러욕 거래러 뱍네 수이 뿌너 쁘러욕 너거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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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사시	유의사항
 ;'O{ lb+bf ckgfpg' kg]{ ;fawfgL

	 수이	디다	어뻐나우누	뻐르내	사버다니

2.	네팔어	단위	표기법
 g]kfnL zAbfjnL 
	 네팔리	섭다워리

기타 관리사항 cGo Joj:yfkgx?

언여 벼버스타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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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f+;k]zLdf lbg] (Intramuscular) ;'O{
망서빼시마 수이 디내근육주사

주사시	유의사항01 ;'O{ lb+bf ckgfpg' kg]{ ;fawfgL
수이	디다	어뻐나우누	뻐르내	사버다니

근육	 df+zk];L
geun-yug 망서빼시

귀	 sfg
gwi 깐

아래	 tn
alae 떠러

뒷부분	 k5f8L efu
dwisbubun 뻐차디 바그

어깨 앞쪽	 sfwsf] cuf8L
eokkae apjjog 까드꼬 어가디

적절한	 pko'Qm
jeogjeolhan 우뻐육떠

주사 바늘	 ;'O nufpg] l;of]
jusa baneul 수이 러가우네 시요

단어모음	 zAbfjnL 섭다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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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f;'df lbg] ;'O l;w} sfgsf] tn cyjf sfgsf] k5fl8 / sfwsf] cufl8 ePsf] 3f6Lsf] efudf 
nufpg]

마수마 디네 수이 시더이 깐꼬 떨러 어터와 깐꼬 뻐차디 러 까드꼬 어가디 버에꼬 가
띠꼬 바그마 러가우네

▒ 허벅다리와 엉덩이 또는 허리 부위에는 주사는 비권장 

(출혈 또는 멍 자국으로 상품가치가 떨어짐)

lt3|f, rfs / sDd/ jl/kl/ ;'O gnufpg] ;'emfa -/ut au]/ cyjf ;'O nufPsf] bfun] ubf{ d"No 
36\5_

띠그라,  짝 러 껌머르 워리뻐리 수이 너러가우네 수잡(러것 버게러 어터와 수이 러기
에꼬 다글레 거르다 물려  겄처)

▒ 적절한 크기의 주사바늘을 사용

pko'Qm cfsf/sf] ;'O nufpg] l;of]{ k|of]u ug]{ .

우버육떠 아까르꼬 수이 러가우네 시요 쁘러욕 거르내

사육단계
x's{g] tx

후르꺼네 떠허

크기(게이지)
gfk (Gauge)
납 (게이지)

길이(인치)
nDafO{ (inches)
럼바이 (인치)

젖먹이돼지
b'w vfg] kf7f

두드 카네 빠타

18	또는	20
!* cyjf @)

어타러 어터와 비스

5/8	또는	1/2
%/* cyjf !/@

빠쯔/아트 어터와 액/두이

젖뗀돼지
b'w 5'6fPsf] kf7f

두드 춧따에꼬 빠타

16	또는	18
!^ cyjf !*

소러 어터와 어타러

3/4	또는	5/8
#/$ cyjf %/*

띤/짜르 어터와 빠쯔/아트

비육돈
df;'sf] nfuL kfn]sf] a+u'/

마수꼬 라기 빨레꼬 벙그르

16
!^

소러

1
!

액

번식돈
k|hggsf] nfuL kfn]sf] a+u'/

쁘러저넌꼬 라기 빨레꼬 벙구르

14,	15	또는	16
!$,!% cyjf !^

쩌우더, 뻔드러 어터와 소러

1	또는	1.5
! cyjf !=%

액 어터와 액 포인트 빠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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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fnfdf lbOg] (Subcutaneous) ;'O{
찰라마 디이내 (섭큐테이니어스) 수이피하주사

피하	 5fnf
piha 차라

옆구리 부위	 k]6sf] bfof-afof
yeopguli buwi 뺏꼬 다야-바야

적절한	 plrt
jeogjeolhan 우찓

주사바늘	 ;'O nufpg] l;of]
jusabaneul 수이 러가우네 시요

단어모음	 zAbfjnL 섭다워리

▒ 깨끗하고 건조한 곳에서 주사

;kmf / ;'Vvf 7fpFdf ;'O{ lbg]

서파러 숙카 타우마 수이 디내

▒ 자돈의 경우 피부가 충분히 늘어지는 옆구리 부위에 주사

kf7fx?nfO 5fnf ;lhn} tlGsg] k]6sf] bfof-afof efudf ;'O lbg]

빠타허루라이 찰라 서질러이 떤끼네 뺏꼬 다야-바야 바그마 수이 디네

▒ 근육에 주입되지 않도록 적절한 크기의 주사바늘과 각도가 요구됨

df;'df gl5g]{ l7Ss cfsf/sf] ;'Osf] l;of] 5fGg] / plrt sf]0faf6 ;'O nufpg]

마수마 너치르네 틱꺼 아까르꼬 수이꼬 시요 찬네 러 우찟 꼰바떠 수이 러가우네

▒ 육성돈 이상의 큰 돼지는 적절한 크기의 주사바늘을 사용

;fdfGo eGbf 7"nf] cfsf/sf] a+u'/nfO{ pko'Qm cfsf/sf] ;'O{ k|of]u ug]{

사만여 번다 투로 아까르꼬 벙구르라이 우뻐육떠 아까르꼬 수이 쁘러욕 거르누 거르네

사육단계
r/0f

쩌런

크기(게이지)
gfk (Gauge)
납 (게이지)

길이(인치)
nDafO{ (inches)
럼바이 (인치)

젖뗀돼지
b'w 5'6fPsf] kf7f

두드 춧따에꼬 빠타

16	또는	18
!^ cyjf !*

소러 어터와 어타러

1/2
 

액 /두이

비육돈
df;'sf] nfuL kfn]sf] a+u'/

마수꼬 라기 빨레꼬 벙그르

16
!^

소러

3/4
 

띤/짜르

번식돈
k|hggsf] nfuL kfn]sf] a+u'/

쁘러저넌꼬 라기 빨레꼬 벙그르

14	또는	16
14 cyjf 16

쩌우더 어터와 소러

1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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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관리사항 | cGo Joj:yfkgx?

gfsdf xfNg] (Intranasal injection)
나끄마 할네 (인트라네이설 인젝션)비강내	주입

e]l6g/L cf}ifwLs]f e08f/g / k|of]u
배뜨너리 어우서디꼬 번다런 러 쁘러욕동물용의약품의	보관	및	사용

의약품	 cf}iflw
uiyagpum 어우서디

보관	 e08f/0f
bogwan 번다런

사용	 k|of]u
sayong 쁘러요그

냉장고	 lkm|h
naengjang-go 프리즈

수시로	 a]nf a]nfdf
susilo 벨라 벨라마

온도 확인	 tfkqmdsf] hfRf
ondo hwag-in 따쁘끄럼꼬 자쯔

직사광선	 ;f]emf] 3fd
jigsagwangseon 소조 감

피하고	 arfpg'
pihago 버짜우누

사용	 k|of]u
sayong 쁘러요그

약제	 cf}ifwL
yagje 어우서디

미사용	 k|of]u gx'g] 
misayong 쁘러요그 너후내

불량	 v/fa
bullyang 커랍

주기적	 lgoldt
jugijeog 니여믿

폐기	 sfd gnfUg]
pyegi 깜 널라그네

돈사내	 vf]/ leq
donsanae 코르 비뜨러

방치 금지	
bangchi geumji 
Tolts} 5f8\g lgif]w
뗘띠거이 차드너 니세드

휴약기간	
hyuyaggigan 

cf]vtLsf] c;/ z/L/af6 x/fpg] cjlw
오커띠꼬 어서르 서리르바떠 
허라우네 어버디

확인	 k'li6
hwag-in 쁘스띠

▒ 백신 및 호르몬제는 냉장고내에서 2~8℃ 이내로 보관

EoflS;g / xf]df]{g lk|mh leq @~*℃ df e08f/ ug]{

뱍신 러 호르몬 프리즈 비뜨러 두이~아트 디그리마 번다르 거르네

▒ 스티로폼 박스 상단을 제거하고 냉장고에 보관

:6fo/f]kmf]d aS;fsf] dflyNnf] efu x6fP/ lk|mhdf e08f/g ug]{

스타이로폼 벅사꼬 마틸로 바그 허따애러 프리즈마 번다런 거르네

▒ 냉장고에는 최고·최저 온도계 비치하여 수시로 온도 확인

lk|mhdf clwstd / Go'gtd ydf]l{\d6/ h8fg u/]/ a]nf a]nfdf tfkqmd lgl/If0f ug]{

프리즈마 어딕떰 러뉴너떰 터르모미떠르 저단 거레러 벨라 벨라마 땁그럼 니리쳔 거르네

▒ 약품은 직사광선을 피하고 서늘한 보관함에 사용 약제와 미사용 약제 별도 

보관

l;wf ;'o{sf] ls/0faf6 hf]ufpg] / lzQn 7fpFdf /fVg], k|of]u x'g] / gx'g] cf}ifwLcf]vtLnfO 5'§} /
fVg]

시다 수르여꼬 기런바떠 조가우네러 시떨 타우마 라크네, 쁘러욕 후내러 너후네 어우
서디오커띨라이 추떠이 라크네

▒ 보관상태가 불량한 약제나 유효기간이 지난 약제는 주기적으로 폐기

lk|mhdf /fVg cg'ko'Qm cf]vtL / ldlt gfl3;s]s]f cf}ifwL lgoldt ?kdf kmfNg]

프리즈마 라크너 어누뻐육떠 오커띠 러 미띠 나기서개꼬 어-+우서디 니여믿 룹마 팔
내

▒ 사용 후 남은 백신 및 호르몬제 돈사내 방치 금지

k|of]u ul/;s]kl5 afFsL /x]sf] EoflS;g / xf/df]gnfO{ vf]/df Tolts} 5f8\g dgflx]{

쁘러욕 거리서게뻐치 바기 러해꼬 뱍신러 하르몬라이 코르마 뗘띠꺼이 차드너 머나히

▒ 약품 사용자는 약품의 휴약기간을 확인한 후 사용

cf]vtL rnfpg] JolQmn] cfkm"n] rnfpg] cf]vtL k|of]u u/]b]vL To; cf]vtLsf] c;/ z/L/af6 x/
fpg] cjlw hfg]/ dfq rnfpg]

오커띠 쩔라우네 벽띨레 아풀레 쩔라우네 오커띠 쁘러요거 거레데키 뗘스 오커띠
꼬 어서르 서리르바떠 허라우네 어버디 자네러 마뜨러 쩔라우네

▒ 약품병의 주입구를 비강내 깊숙이 삽입하고 돼지의 머리부분을 위로 향하게 

한 후 약품을 주입

cf]vtLaf]tnsf] 6'Kkf] gfs leq;Dd xfn]/ ;'+u'/sf] 6fpsf] dfly kmsf{P/ cf]vtL xfNg]

오커띠보떨꼬 뚭뽀 낙 비드러섬머 할레러 숭그르꼬 따우꼬 마티 퍼르까에러 오커띠 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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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품	및	백신	저장>
cf}ifwL / EofSl;gsf] e08f/0f_

어우서디러	뱍신꼬	번다런

MEM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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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네팔어	단위	표기법

1 Ps 액
2 b"O 두이
3 tLg 띤
4 rf/ 짜르
5 kfFr 빤쯔
6 5 처
7 ;ft 사뜨
8 cf7 아트
9 g}f 너우
10 bz 더스
11 P3f/ 애가러
12 afx,| 바러
13 t]x, 대러
14 rf}Fw, 쩌우더
15 k+Gw, 뻔드러
16 ;f]x, 소러
17 ;q 서뜨러
18 c7fx 어타러
19 pGgfO; 운나이스
20 aL; 비스
21 PSsfO; 액가이스
22 afO; 바이스
23 t]O; 때이스
24 rf}aL; 쩌우비스
25 klRrF; 뻐찌스
26 5AaL; 처비스
27 ;QfO; 서따이스
28 c7fO; 어타이스
29 pGgQL; 우넌띠스
30 QL; 띠스
31 PsQL; 액띠스
32 aQL; 버띠스
33 t]QL; 때띠스
34 rf}QL; 쩌우띠스
35 k+}QL; 뻐이띠스
36 5QL; 첟띠스
37 ;}+QL; 서이띠스
38 c8\QL; 얻띠스
39 pgGrfnL; 우넌짜리스
40 rfnL; 짜리스

41 PSrfnL; 액짜리스
42 aofnL; 버야리스
43 lqrfnL; 뜨리짜리스
44 rf}jfnL; 쩌와리스
45 k}tfnL; 뻐이따리스
46 5ofnL; 처야리스
47 if8rfnL; 섣짜리스
48 c8rfnL; 얻짜리스
49 pGgkrf; 우넌뻐짜스
50 krf; 뻐짜스
51 PsfpGg 애까운너
52 afpGg 바운너
53 qLkGg 뜨리뻔너
54 r+pGg 저운너
55 k+RkGg 뻐쯔뻔너
56 5+kGg 처뻔너
57 ;GQfpGg 선따운너
58 cG7fpGg 언타운너
59 pGg;f7L 우넌사티
60 ;f7L 사티
61 Ps;ÝL 액사티
62 aO;ÝL 버이사티
63 qL;ÝL 뜨리사티
64 rf}+;ÝL 쩌우사티
65 k};ÝL 뻐이사티
66 5}iÝL 처이사티
67 ;/;ÝL 서르사티
68 c9\;ÝL 얻사티
69 pGg;T/L 우넌서떠리
70 ;Q/L 서떠리
71 PSsXt/ 액허떠르
72 axQ/ 버허떠르
73 qLXQ/ 뜨리허떠르
74 r}f+XQ/ 쩌우허떠르
75 krXQ/v 뻐쩌허떠르
76 5XQ/ 처이허떠르
77 ;QXQ/ 서떠허떠르
78 c7XQ/ 어터허떠르
79 pGgc;L 우넌어시
80 c:;L 어시

81 Psf;L 애까시
82 aof;L 버야시
83 qLof;L 뜨리야시
84 r}/f;L 쩌우라시
85 krf;L 뻐짜시
86 5of;L 처야시
87 ;Qf;L 서따시
88 c7f;L 어타시
89 pGgGAa] 우넌넙배
90 gAa] 넙배
91 PsfGAa] 애간넙배
92 aofGAa] 버야넙배
93 qLofGAa] 뜨리야넙배
94 r}/fGAa] 쩌우라넙배
95 k~rfGAa] 뻔짜넙배
96 5ofGAa] 처야넙배
97 ;GQfgAa] 선따넙배
98 c07fGAa] 언타넙배
99 pGg;o 우넌서여
100 ;o 서여

1. 숫자   c+s   언꺼

1일 ! ut 액 거때

2일 @ ut] 두이 거때

3일 # ut 띤 거때

4일 $ ut 짜르 거때

5일 % ut 빠쯔거때

6일 ^ ut 처거때

7일 & ut 사뜨거때

8일 * ut 아트거때

9일 ( ut 너우거때

10일 !) ut 더스거때

2. 일자   ldlt  미띠

g]kfnL zAbfjnL 
네팔리	섭다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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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 ! k6s 액 뻐떡

2회 @ k6s 두이뻐떡

3회 # k6s 띤뻐떡

4회 $ k6s 짜르뻐떡

5회 % k6s 빠쯔뻐떡

6회 ^ k6s 처뻐떡

7회 & k6s 사뜨뻐떡

8회 * k6s 아트뻐떡

9회 ( k6s 너우뻐떡

10회 !) k6s 더스뻐떡

1주	(한	주) Ps xKtf 액헙따

2주	(두	주) b"O xKtf 두이헙따

3주	(세	주) QLg xKtf 띤헙따

4주 Rff/ xKtf 짜르헙따

5주 Kffr xKtf 빠쯔헙따

6주 5 xKtf 처헙따

7주 ;ft xKtf 사뜨헙따

8주 cf7 xKtf 아트헙따

9주 gf}F xKtf 너우헙따

10주 bz xKtf 더스헙따

1주	(첫째	주) klxnf] xKtf 뻐히로 헙따

2주(둘째	주) bf]>f]  xKtf 도스로 헙따

3주	(셋째	주) Q]>f] xKtf 때스로 헙따

4주 Rff/ xKtf 짜르헙따

5주 Kffr xKtf 빠쯔헙따

6주 5 xKtf 처헙따

7주 ;ft xKtf 사뜨헙따

8주 cf7 xKtf 아트헙따

9주 gf}F xKtf 너우헙따

10주 bz xKtf 더스헙따

부피 Dffqf 마뜨라

ml Pd Pn 앰 앨

l ln6/ 리터르

길이 nDafO 럼바이

cm ;]ld 센티미터

m ld6/ 미터

m2 ld6/ :s]/ 미터 스케르

무게 tf}n 떠울

g u|fd 그람

kg lsnf] 킬로

t 6g 떤

오전 lbpF;f] 디우소

오후 ;fFem 사저

시 ah] 버재

분 ldg]6 미낻

ex)	오전	7시	30분 laxfg & ah] #) ldg]6 비하너 & 버재 띠스 미낻

3. 횟수   u0fgf  거너너

8. 주   xKtf  헙따

1개월 a}zfv 버이사크

2개월 h]i7 재스트

3개월 c;f/ 어사르

4개월 ;fpg 사운 

5개월 eb}f 버더우

6개월 c;f]h 어소즈

7개월 sflQs 까띡

8개월 d+l;/ 멍시르

9개월 k'; 뿌스

10개월 df3 마그

9. 개월   dlxgf  머히나

1개 ! j6f 액 워따

2개 @ j6f 두이워따

3개 # j6f 띤워따

4개 $ j6f 짜르워따

5개 % j6f 빠쯔워따

6개 ^ ut] 처워따

7개 & j6f 삿워따

8개 * j6f 아트워따

9개 (j6f 너우워따

10개 !) j6f 더스워따

4. 개수   u0fgf  거너너 5. 단위    OsfO{  이까이

7. 요일   Aff/  바르6. 시간   ;do  서머여

월요일 ;f]daf/ 솜바르

화요일 d+unaf/ 멍걸바르

수요일 a'waf/ 부더바르

목요일 laxLaf/ 비히바르

금요일 z'qmaf/ 숙러바르

토요일 zlgaf/ 서니바르

일요일 cfOtaf/ 아이떠바르



부  록
k"/s

뿌러끄 



1.	표준근로계약서
 dfgs >d ;Demf}tf

	 마나카	스라마	삼하우타

2.	외국인근로자방역관리지침
 k|jf;L dhb'/n] kfngf ug{'kg]{ gLltlgod

	 쁘러바시	머저드를레	빨러나	거르네	니띠	니염



94 부록 | k"/s

표준근로계약서01 dfgs >d ;Demf}tf
마나카	스라마	삼하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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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부록 | k"/s

02 외국인근로자방역관리지침 k|jf;L dhb'/n] kfngf ug{'kg]{ gLltlgod
쁘러바시	머저드를레	빨러나	거르네	니띠	니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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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부록 | k"/s

03 외국인근로자방역관리지침 k|jf;L dhb'/n] kfngf ug{'kg]{ gLltlgod
쁘러바시	머저드를레	빨러나	거르네	니띠	니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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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양돈관리 | a+u'/sf] Joj:yfkg

MEM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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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M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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