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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편

(본지 4월호 326~330쪽)에서 자가 인공수정의 장·단점을 다루었으나
많은 사람들이 장점만 보고 자가 인공수정에 대한 사전 준비와 지식 없

이 접근하는 경우를 접하게 되었다. 이 경우 오히려 더욱 안 좋은 결과를 초래하거
나 자가 인공수정의 농장 내 정착 실패로 조기에 포기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곤
한다.
본고에서는 지면의 한계로 지난 6월호에서 다루지 못했던 나머지 3, 4, 5항목을
기술하려 한다.
■ 자가 인공수정의 중점 관리사항
1. 도입 후보돈의 승가 훈련과 질병관리
2. 정액검사 및 채취 간격
3. 정액의 희석배율과 정액 보존성 관리 및 사용 기간
4. 연중 웅돈관리 방법
5. 기타 위생관리

3. 정액의 희석배율과 정액 보존성 관리 및 사용 기간
정액의 희석배율은 정액 희석액의 기능과 적절한 배율의 사용 패턴을 인지하여 임
의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시중의 희석제는 수입 희석제와 국산 희석제가 있으
며, 국가의 적합한 검사와 인증 기준을 충족하여 허가받은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또한 희석제는 분말 형태의 가루 희석제와 1차 용해를 거친 액상 희석제로 나뉘
는데 두 종류의 기능상 차이점은 없다. 다만 희석제의 제조 시 액상 정액의 보존기
간을 잘 살펴 필요에 맞는 성능의 희석제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희석제는 장기희석제(7일~10일)/중기희석제(5~7일)/단기희석제(2~3일)로 대
략 구분이 되며 대부분 희석제의 겉포장에 표기되어 있으나 그렇지 못한 경우는 제
조 및 공급처에 반드시 문의하여 사용해야 한다.
예를 들어 자신의 농장에서 채취·제조 후 일주일 이상 보존하며 사용하기를 원
하거나, 보존환경(온도 충격 등)이 열악한 택배발송 등의 용도로 희석제를 선택해
야 할 때는 단기희석제와 중기희석제는 불안정할 수 있다.
또한 농장에서 제조 직후 1~2일에 소비되어야 하는 정액을 부득이하게 3~5일
이후 사용하여야 할 경우에는 2~3일 정도의 단기희석제는 불안정할 수 있다.
자가 인공수정에서는 밀집된 유효정자 수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병당 유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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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자 수 30억 이상을 희석할 때 단기희석
제를 사용하면 정액의 응집이나 사멸이
상대적으로 더 증가하는 경우가 발생한
다. 따라서 희석제의 선택은 전문가에게
문의 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보통의 정액은 원정액의 양(g, ml)과
농도(정충수/㎤)를 곱하여 이것에 생존
비율/활력 비율/기형의 분포 비율을 제외
하고, 100ml당(1팩당) 수정이 가능한 정
충의 마리수(억 단위의 수치)로 나누면 되
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때 지나치게 많게

▲ 정액 채취

설정하거나 지나치게 적게 설정하는 것은
문제가 되므로 이 또한 전문가의 의견을 듣는 것이 바람직하다.
희석배율과 적절한 희석제의 선택은 번식성적과 직결된다. 또한 적절한 배율과
희석제의 사용으로 제조된 정액의 경우라도 사용 직전에 반드시 활력 및 생존 비율
을 육안으로 검사하여야 하며, 이는 인공수정센터에서 배송된 정액의 경우도 마찬
가지이다.
아무리 좋은 상태의 정액이라 할지라도 주입 직전 상태가 좋지 않으면 모돈에서
원만한 수정은 기대하기 어렵다. 그리고 단기희석제로 제조된 정액의 평균 생존율
이 최대 3일이라 가정했을 때 자신의 농장에서 제조된 액상 정액의 평균 사용 시점
이 3일이라고 한다면 이 또한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모든 희
석제의 선택과 사용 패턴 정액 검사 또한 전문가의 의견을 참고하는 것이 좋겠다.

4. 연중 웅돈관리 방법
웅돈은 고온 스트레스에 특히 취약하다. 정소(고환)의 고온 스트레스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체외적인 요인과 체내적인 요인이다.
먼저 체외적인 요인은 돈사의 계절적 요인(하계 고온 스트레스)이 일반적이며,
오히려 겨울에는 호흡기 등 질병적인 요인만 배제된다면 다소 저온상태라도 생산
된 액상 정액의 품질이 좋은 것을 관찰할 수 있다.
그러므로 여름철 웅돈사의 온도는 외기온도보다 3~5℃가량 낮게 관리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단 하루라도 온도 관리에 문제가 생겼다면 추후 원정액 상태를 자세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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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찰해 볼 필요가 있다.
체내적인 요인으로는 질병에 의한 체
온 상승, 백신 스트레스로 인한 체온 상
승, 고환염에 의한 정소의 체온 상승 등
이 있다. 위 요인을 통해 웅돈의 발열
원인을 철저히 배제하여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웅돈이 사료 섭취를 안 할 경우에는
즉시 달력에 표기하고 해열제를 투여하
며, 그날로부터 최대 2개월까지 원정액
의 상태 변수를 모니터링해야 한다.

5. 기타 위생관리
웅돈의 특별한 위생관리는 필요하지
▲ 여름철 웅돈사 온도는 외기온도보다
3~5℃가량 낮게 관리해야 한다

않다. 다만 웅돈 페니스의 위생상태, 즉
포피게실(음경주머니)이 항상 젖은 바

닥에 방치되거나 젖은 바닥에 정소(고환)가 놓여있어 욕창·습진 등이 발생하거나
간혹 드문 경우지만 웅돈 정소의 상부 각질부위를 쥐가 갉아먹어서 외부감염이 발
생된다거나 하는 경우가 아니면 특별히 관리할 필요는 없다.
오래된 관리 방법 중 웅돈 포피게실의 긴 털을 가위로 잘라 주고, 포피게실의 고
인 오줌을 짜낸 후 항생제 희석액 등으로 내부를 주기적으로 세척하는 방법이 있으
나 이는 오히려 웅돈 페니스에 자극을 더 주므로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된다.
농장 내 자가 인공수정은 이제 어렵게만 볼 문제가 아니라 정확히 인지하고 학습
된 상태에서 정확한 방법을 적용한다면 번식성적을 보다 정확하고 쉽게 끌어올릴
수 있는 또 하나의 방안이라고 생각한다.
문의사항
상기 원고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글쓴이에게 문의바랍니다.
☎ 연락처 : 010-9480-85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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