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실전 테크닉
컨설팅파일

분만율 상위 20%와
하위 20% 농가 비교

본고

에서는 2018년 도드람양돈농협 전산 135개 농가의
분만율 상위 20%(27개)와 하위 20%(27개) 농가의

데이터 비교 분석 및 분만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재귀일, 포
유일수 등)에 대한 관련 논문을 소개하고자 한다.

김 정 희 수의사
도드람양돈농협
동물병원 수의2팀

1. 2018년 도드람양돈농협 전산 135개 농가 중 분만율
상위 20%와 하위 20% 비교
(그림 1)을 보면 재밌게도 초산돈 분만율(분만 후보돈)과 농
장 평균 분만율이 거의 비슷하다는 것을 볼 수 있다. 따라서 후
보돈의 교배성적이 농장 평균 분만율의 지표가 될 수 있다.
경산돈의 경우
임신~분만 기간

87.0%

87.5%
71.4%

69.4%

동안 모돈의 체형
관리에 따라 재귀
발정일에 영향을
미치고, 재귀발정
일은 결국 수태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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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20%

상위 20%
1산 분만율

평균 분만율

(그림 1) 2018년 1~12월 교배대장 기준 분만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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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산

2산

3산

4산

상위 20%

5산

6산

7산 8산 이상

1산

하위 20%

2산

3산

4산

상위 20%

(그림 2) 2018년 1~12월 교배대장 기준
산차별 교배비율

5산

6산

7산

8산 이상

하위 20%

(그림 3) 2018년 1~12월 교배대장 기준
산차별 분만율

과 산자수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하지만 후보돈의 경우 경산돈보다 상대적으로 분
만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적음에도 하위 20% 농장들은 후보돈 때부터 낮은 분
만율을 보인다.
산차별 교배비율은 큰 차이가 없고, 하위 20% 농장은 모든 산차에서 분만율이
낮게 나타난다(그림 2, 3). 사실 이번 데이터를 정리하기 전에는 하위 20% 농장에
서 모돈 갱신율(후보돈 도입)이 떨어지고 노산 비율이 높을 거라고 예상했었는데,
오히려 상위 20% 농가에서 상대적으로 저산차 비율이 낮고 노산 비율이 높은 반대
의 결과가 나타났다. 상위 20% 농장의 경우 노산이지만 분만율과 산자수가 좋기
때문에 도태시키지 않고, 계속 돈군에 남아 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타났다고
생각한다.
상위 농장과 하위 농장의 가장 큰 차이점 중의 하나가 바로 교배횟수별 분만율과
교배비율이다. (그림 4, 5)에서 X는 산차를 뜻하는 것으로, 예를 들어 3-1은 3산
모돈의 첫 번째 교배의 경우이고 5-2는 5산 모돈이 1회 재발이 나서 두 번째 교배
를 뜻한다.
상위 20% 농장과 하위 20% 농장 모두 재발횟수가 증가할수록 분만율은 급격하
게 떨어졌다. 1회 재발의 경우 상위 20% 농장은 16.2%, 하위 20% 농장은 15.2%
91.6%

88.9%
73.7%

72.7%

77.2%
58.5%

61.2%
46.0%
7.5%

X-1

X-2
상위 20%

X-3 이상
하위 20%

(그림 4) 2018년 1~12월 교배대장 기준
교배횟수별 분만율

X-1

15.9%

X-2
상위 20%

7.0%
0.9%
X-3 이상

하위 20%

(그림 5) 2018년 1~12월 교배대장 기준
교배횟수별 교배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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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만율이 감소했다. 2회 이
상 재발의 경우 첫 번째 교
배 후 임신된 모돈에 비해 상
위 20%와 하위 20% 농장 모
두 분만율이 27.7% 감소했다.
하위 20% 농장은 첫 번째 교
배한 그룹의 분만율이 상위
20% 농장에 비해 15.2% 낮기

규칙재발 불규칙재발

임돈판매

폐사

도태
상위 20%

때문에 1회 재발과 2회 이상
재발 모돈의 교배비율이 상대

유산

공태

하위 20%

(그림 6) 2018년 1~12월 교배대장 기준 문제돈 발생률

적으로 높고, 결과적으로 평
균 분만율을 감소시켰다.
예를 들어 두 농장에 상위
농장 20% 교배횟수별 분만
율(X-1 88.9%, X-2 72.7%,
X-3 61.2%)을 적용하고, 교
배횟수별 교배비율을 각각 적
용해 보면 3.0%의 분만율 차
이가 발생한다. 즉 재발모돈
교배비율만 다르게 적용시켰
음에도 분만율에서 3.0%의
차이가 발생하는 것이다. 그

16 이하

17~24

25~37

38~45

46~58

59~66

67 이상

(그림 7) 불규칙 재발 50% 이상인 5농가 재발일 분석
평균 재귀발정일

평균 산자수

런데 하위 20% 농장은 교배
횟수별 분만율 자체가 상대적
으로 낮기 때문에 더 큰 차이
를 만들게 된다.
하위 20% 농장은 재발비율
중에서도 불규칙 재발비율이
상당히 높다(그림 6). 참고로
재발일 17~24일 이내(발정주

상위 20%

하위 20%

총산자수
상위 20%

실산자수
하위 20%

(그림 8) 2018년 1~12월 전산성적 기준 재귀일과 산자수

기 21일±3일로 했는데 실수로 앞쪽은 –4)를 규칙 재발, 그리고 그외 구간을 불규
칙 재발일로 기준을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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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미로운 점은 발정 2사이클(38~45일) 비율이 상당히 높게 나타나는데 실제 불
규칙 재발일 가능성도 있지만 규칙 재발(강발정 또는 미약발정)이 왔음에도 재발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서 한 사이클 지나쳤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다(그림 7).
왜냐하면 분만율이 낮은 농장들 특징이 농장에서 임신 진단을 하지 않고 외부인이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임신 진단이 제때에 이루어지지 않으며, 웅돈을 활용하여
3주 전 교배그룹(주간관리 기준)의 재발 확인을 하지 않기 때문이다.
하위 20% 농장은 이유 후 재귀발정일이 1.1일 더 지연된다. 재귀발정일이 지연되
면 당연히 분만율이 떨어지고 분만율이 떨어지면 산자수도 떨어지게 된다. 따라서
하위 20% 농장은 총산자수 1.2두, 실산자수 1.0두 낮은 산자수를 보인다(그림 8).

2. 분만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1) 재귀발정일
Effects of lactation length and weaning-to-service interval on subsequent
farrowing rate and litter size
in Landrace and Yorkshire
sows in Thailand. <W.
Tantasuparuk et al. 2000>
1993년 1월부터 1996년 12월
까지 태국의 GGP농장 3곳에서
데이터를 분석한 자료로 재귀일
을 7그룹으로 나누었다. 재귀일
이 1~6일 그룹보다 7~10일 그
룹에서 분만율이 상당히 낮았다.
(그림 9) Effect of weaning-to-service interval on
subsequent farrowing rate and subsequent litter sizes.
Lsmeans within a curve (without a letter in common)
differ significantly(P＜0.05).

재귀일 1~5일에서 6~7일로 증
가할 경우 약 0.5두의 산자수가
감소했다(그림 9).

(2) 포유기간
Effect of lactation length on sow reproductive performance. <Donald G.
Levis et al. 1997>
피그챔프 데이터 분석 자료로 포유기간이 감소하면 재귀발정일 증가, 분만율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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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92

소한다(그림 10).
(3) 분만사 사료 섭취량

90

Farrowing rate, %

소, 그리고 다음 산차 산자수가 감

88
86
84
82
80
78
76

Effect of feed intake during

74

lactation and after weaning on

70

sow reproductive performance.
<S.K. Baido et al 1992>
2산차 89두 모돈을 대상으로 포
유기간과 이유 후 재귀발정일 간격

72
8 to 10

11 to 13

14 to 16

17 to 19

20 to 22

23 to 25

Length of lactation, days

(그림 10) The influence of lactation length on farrowing
rate (Dial et al., 1995, University of Minnesota).
Columns with different letters differ(P＜.05)

동안 사료 급여량을 다르게 하여 생산 성적의 차이를 살펴봤다.
총 4그룹(HH, HR, RH, RR)으로 사료량을 다르게 실험을 진행했고, H그룹은
6kg/일, R그룹은 3kg/일 사료를 급여했다. 3kg/일 제한급이 그룹에서 재귀발정
일이 더 길게(7.3일vs5.9일) 나타났고(P＜0.05), 이유 후 재귀발정일 간격 동안 사
료 섭취량은 재귀발정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포유기간 동안 3kg/일 제한급이
그룹은 이유 후 10일까지 재귀발정률(31.8%vs88.9%)이 더 낮았다.
이유 후 사료 섭취량은 배란율에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임신 25일까지 배아 생
존율에 영향을 미친다(P＜0.05). 가장 높은 배아 생존율은 HR 그룹으로 85%이고
가장 낮은 배아 생존율은 RR 그룹으로 64%였다. 이유~교배 후 24시간, 그리고 이
유 후 10일까지 6시간 간격 채혈을 통해 호르몬을 측정한 결과 LH surge 농도는
HR 그룹에서 가장 높고, RR 그룹에서 가장 낮게 나타났다(P＜0.05)(표 1).
(표 1) Effect of full feed intake(6kg d-1) (H) and restricted feed intake(3kg d-1) (R) during lactation
and after weaning on reproductive performance of so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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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포유두수
The importance of a high feed intake during lactation of primiparous sows
nursing large litters. <JJ Eissen et al. 2003>
1996년 10월~1998년 10월까지 네덜란드 농장에서 초산돈 268두를 대상으로 포
유기간 동안 포유두수를 다르게(G1-8두, G2-11두, G3-14두) 설정하여 실험을 진
행했다.
포유두수가 가장 많았던 G3 그룹(포유기간 동안 사료 섭취량이 높음)의 등지방
과 체중 손실이 가장 적게 나타났다. 예를 들어 하루 사료 섭취량이 1kg(21%) 증가
하면 포유두수 10두 기준에서 0.022mm/일(15%)까지 등지방 손실이 감소하는 반
면에 포유두수 14두 기준에서는 등지방이 손실하지 않는다(+0.0056mm/일).
게다가 하루 사료 섭취량이 1kg 증가하면 포유두수 10두 기준 0.13kg/일(13%)
까지 모돈의 체중 손실이 감소하는 반면에 포유두수 14두 기준 0.015kg/일(1%)만
감소한다.
증가된 포유두수는 포유기간 동안 모돈의 사료 섭취가 증가함으로써 체손실이
감소하게 된다. 포유기간 동안 사료 섭취량 증가는 모돈의 체손실을 감소시키고,
자돈의 이유체중이 증가하며 이유 후 재귀발정일 지연 가능성(extra kg당 42%까
지)을 감소시킨다.
◇…◇…◇…◇
(1)~(4)의 논문들은 사실 서로 연관되어 있다. 포유기간 동안 사료 섭취량이 증
가하면 모돈의 등지방과 체중 손실이 감소하게 되고, 이유 후 재귀발정일이 단축된
다. 결과적으로 재귀발정일이 단축되면 분만율과 산자수가 증가된다.
포유기간 동안 사료 섭취량을 증가시키려면 임신기간 동안 모돈의 체형관리가
선행되어야 한다. 분만율이 낮은 농장들은 이런 연속되는 관계에서 적어도 1개 이
상 관리가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계속 악순환 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모돈의 체형관리가 제대로 안 되면서 포유기간 사료 섭취가 떨어지면
재귀발정일이 지연되고, 다음 산차 분만
문의사항

율과 산자수가 떨어진다. 산자수가 떨어지

상기 원고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글쓴이에게 문의바랍니다.
☎ 글쓴이 연락처 : 010-9877-2840

면 분만사에서 포유두수가 감소하고, 이는
다시 모돈의 사료 섭취량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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