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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사방역관리

축종별 백신 접종 시기

한육우, 젖소 : 접종량(1회)은 두당 2㎖씩

송아지 : 2개월령에 1차접종, 1차 접종 4주 후 2차 접종

모든소 : 6개월 간격으로 접종

돼지 : 접종량(1회)은 두당 2㎖씩

모돈 : 분만 3~4주전 접종

웅돈 : 6개월 간격으로 접종

자돈 : 3개월령에 1차만 접종

종돈장의 자돈 중 암컷(후보 모돈 예정) : 2개월령에 1차, 1차 접종 / 4주 후 2차 접종

흑돼지, 멧돼지 : 접종량(1회)은 두당 2㎖씩

자돈 : 생후 12~14주 1차 접종, 5개월 후 보강접종

염소 : 접종량(1회)은 두당 1㎖씩

어린염소 : 2개월령 1차 접종, 1차 접종 4주 후 2차 및 2차접종 6개월 후 보강접종

1세이상 염소 : 1년 간격으로 접종

사슴 : 접종량(1회)은 두당 2㎖씩

어린사슴 : 2개월령 1차접종, 1차 접종 4주 후 2차 접종, 5개월 후 보강접종

모든 사슴 : 6개월 간격으로 접종

※ 백신 접종시 1두 1침을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주사시 잡균에 오염되어 주사부위가 곪지 않도록 주의

축종별 주사 부위 및 방법

소·사슴·염소 : 둔부 근육, 어깨앞부분 목 근육(목의 윗부분에서 1/3 아래로 내려온 부분, 주사액이 다시 나오지 않도록 근육내 45도 각도로

비스듬이 접종) 또는 피하접종

돼지 : 귀 뒤쪽의 목 근육에 접종

축사내외 소독은 매주 1회 이상 실시해야 합니다.

소독약품의 사용 요령에 따라 약품을 적당량 물에 희석해서 사용

축사 내·외부 철저한 소독 실시로 구제역 바이러스를 완전히 사멸

구제역 예방접종 후 농가에서 해야 할 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백신 접종 해당 가축을 매매할 시 구제역 예방접종 확인서를 본인이 발급해야 합니다.

돼지, 염소, 사슴 농가는 구제역 예방접종 실시 대장을 반드시 비치해야 합니다.

구제역 증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의 경우 체온 상승, 식욕부진, 침울, 우유 생산량의 급격한 감소 등 발병 후 24시간 이내에 거품이 있는 포말성 침을 심하게 흘리고, 혀와 잇몸 등에

수포가 생긴 것을 관찰할 수 있으며, 입맛 다시는 소리로‘딱...딱’하는 소리를 내기도 함

산업경제 >  축산정보 >  구제역구제역

(http://www.boseong.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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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포가 생긴 것을 관찰할 수 있으며, 입맛 다시는 소리로‘딱...딱’하는 소리를 내기도 함

돼지의 경우 걷기 힘들어하고(파행 증상), 발굽의 심한 병변과 고통으로 인해 제대로 서거나 걷지 못하고 절룩거리거나 무릅으로 기어 다니며, 발굽에

수포가 형성되고 콧 잔등에도 큰 수포가 형성되기도 한다.

염소의 경우 식욕부진, 발열 및 어린 동물의 갑작스런 폐사를 동반, 유량 감소, 유두와 발굽 등에 수포가 형성 등

사슴의 경우 소, 돼지, 염소의 증상과 비슷

※ 구제역 증상을 보이는 가축이 있을시 061-850-5410~5413, 1588-4060으로 신속히 신고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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