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을 찾아서
현장&종돈

종돈의 생시체중 증가를 통한
이유두수 증가
피아이씨코리아(주)의 종돈 사례

2019년

피아이씨코리아(주) 종돈장 중 5개 농장의 연간 PSY(연간 모돈
당 평균 이유두수)가 30두 이상으로 나타났다(표 1). 이는 피그플

랜을 입력한 10개 농장 중 50%의 농장이 PSY 30두 이상의 번식성적을 보이고 있
는 것이다. 전에도 PSY 30두 이상의 번식성적을 보이는 농장은 있었으나, 과반수
농장에서 PSY 30두 이상의 생산성을 보인 것은 주목할 만한 변화이다.
(표 1) 2019년 피아이씨코리아(주) 종돈장 피그플랜 번식성적

■ 자돈 생시체중 증가를 위한 육종
최근 몇 년 동안 농장의 총산자수가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많은 농장에서 총산
자수가 증가면서 생시체중이 감소하는 문제를 겪고 있다. 제한된 자궁 용적과 영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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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PIC 육종에 따른 총산자수와 생시체중의 변화

(에너지)을 더 많은 자돈이 사용하면서 이어지는 문제이다. 그리고 생시체중의 감
소는 이유 전 폐사율의 증가로 이어져 실제 이유두수는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결과
로 나타난다.
PIC는 농장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생시체중 증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수년 전부터 이에 대한 육종을 진행하였다. 산자수에 비해 자돈의 생시체중에 대한
육종은 매우 어렵기 때문에 과거에는 산자수가 증가하는 만큼 생시체중이 작아지
는 것은 불가피한 것으로 여겨졌다.
하지만 PIC가 2012년 세계 최초로 관계기반유전체학(RBGS, Relationship
Based Genomic Selection)을 육종에 적용하면서 총산자수와 생시체중이 동시에
증가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다. (그림 1)에서 보듯이 전에는 총산자수가 증가하면
서 생시체중이 감소하였으나, 관계기반유전체학이 육종에 적용된 이후 총산자수가
증가하면서 동시에 생시체중이 증가하고 있다. 또한 생시체중의 증가는 이유 전 생
존율의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그림 2).
이와 같은 변화는 PIC의 핵돈군(Genetic Nucleus)뿐 아니라 국내 피아이씨코리
아(주)의 돈군에서도 동일하게 확인된다(그림 3, 4). 피아이씨코리아(주)는 인덱스
(Index)를 기반으로 PIC 핵돈군과의 유전력 전달지연(Genetic Lag)을 최소화하여
국내 PK 돈군의 유전능력을 최대한 빠르게 개량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과 투자를
해 왔다. 그 결과 PIC 핵돈군과 마찬가지로 피아이씨코리아(주) 종돈장은 지속적인
산자수 증가와 함께 복당 생시체중 또한 증가되었다. 이는 이유 전 생존율의 증가
와 이유두수 증가의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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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PIC 육종에 따른 총산자수와 이유 전 생존율의 변화

(그림 3, 4) 피아이씨코리아(주) 종돈장의 실산자수와 복당 생시체중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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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규 조성 농장의 번식성적 사례
이런 변화가 가장 눈에 띄는 경우가 최근 생산된 종돈(후보돈)으로 새로 조성되
는 농장이다. (표 2, 3)은 신규 조성 농장 2곳의 초산돈 번식성적이다(T농장은 신축
농장이고, D농장은 디팝 후 돈군재조성 농장이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생시체중의 증가로 이유 전 폐사율이 감소하여 농장에
서 생시 도태를 제외하고는 포유 중 폐사는 거의 없다고 할 정도로 자돈의 생존율
이 상승하였다. 실제 2019년 생존 산자수 대비 이유두수 비율은 T농장이 96%, D농
장이 93%로 매우 높은 자돈 생존율을 보였다. 두 농장은 모두 2019년 평균이유두
수 12.5두, PSY 30두 이상의 번식성적을 보였다.
자돈 생시체중의 증가는 이유두수의 증가뿐만 아니라 이유체중과 이유 후 비육
(표 2, 3) PK 신규 조성 농장의 초산돈 번식성적

▲ 철원 T 농장

▲ 양산 D 농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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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 그 결과 2019년 우성GP는 MSY(연간 모돈 두당
출하두수) 30두, WSY 3,500kg, 총 사료요구율 2.5의 성적을 달성하였다.
또한 위와 같은 종돈장의 변화는 비육돈 생산농장(PS농장)의 생산성에 영향
을 주어 이미 2018년에 PK 종돈을 사용하는 농가에서 PSY 32두 이상의 번식성
적을 보였고, 많은 농장에서 PSY 30두 이상을 현실적인 생산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
최근 몇 년 동안 양돈산업의 주요 이슈 중 하나가 다산성 모돈이었다. 실제로
많은 농장에서 총산자수가 증가하여 생산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였으나, 국내
MSY는 여전히 18두 수준에 머물고 있다.
생산성 향상을 위해 기본적으로 산자수가 높아야 하지만 산자수 외에도 모돈의
능력, 사료요구율, 증체율, 강건성 등 다양한 형질(Trait)에 대한 균형 있는 육종이
필요하다. 자돈의 생시체중 또한 농장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반드시 육종이 필요한
형질이다.
피아이씨코리아(주)는 인덱스를 기반으로 농장의 수익을 높이기 위한 육종을 하
고 있고, 최근 육종의 속도가 빨라져 농장에서 눈에 띄는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사실 본인은 본지(2018년 11월호 310쪽)를 통해 피아이씨코리아(주)의 육종과
정에 대해 소개한 적이 있다. 그 후 지금까지 육종의 성과는 농장의 생산성적을
통해 확인되고 있다. 이런 피아이씨코리아(주)의 육종 성과가 국내 양돈농가의
생산성뿐만 아니라 수익성 향상으로 이어질 것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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