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실전 테크닉
체크포인트

이동식 체중계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한 출하관리
(핸디팜)
서경양돈농협에서는 비육돈 품질 향상을 위하여 조합원 농가의
이동식 체중계 구매를 지원하고 모바일 애플리케이션(핸디팜)을 이용하여
조합원 농가의 출하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모바일 애플리케이션(핸디팜)은 기존 PC 프로그램과 동기화되어 있으며
하나의 계정으로 모돈 교배, 분만, 이유 등의 번식기록과
사료, 출하 정보 입력이 가능하다. 이렇게 철저한 출하관리를 통하여
농가에서는 비육돈 판매금액이 증가하여 수익이 개선되는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공산품

의 경우 소비자가 국산 여부를 중요시하
기보다는 여러 변수에 의한 선택을 하고

있으며, 현재 대부분 소비자의 구매 패턴이 변화하고 있
다. 해외 직구를 하고 수입차 비중이 높아지며, 휴대폰이
나 전자제품 등도 유명 해외 브랜드들이 국내에서 공격적
인 마케팅을 펼치고 있다.

이 한 호 수의사

축산물 또한 신토불이(身土不二) 마케팅으로는 한계가

서경양돈농협

있어 한돈 자체의 품질 향상을 꾀해서 수입육과 경쟁할 수
있는 국내산 돈육의 장점을 살려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철저한 비육돈 출하관리가 동반되어야
한다. 하지만 실제 농가에서는 비육돈 출하관리 시 대부분
일령과 외형 육안 측정을 통해 이루어지는 실정이다. 이에
균일한 출하관리가 어렵고 도체품질의 편차가 발생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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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1)
강원도 횡성 소재 S농가

서경양돈농협에서는 출하되는 비육돈 품질의 향상을 위하여 조합원 농가의 이동
식 체중계 구매를 지원하고, 모바일 애플리케이션(핸디팜)을 이용하여 조합원 농가
의 출하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비육돈 출하관리를 실시한 농가 중 모범이 되는 농가의 사례
를 소개하고자 한다.

■ 모바일 애플리케이션(핸디팜)의 특징
서경양돈농협에서는 시스템을 구축하면서 우선 기존 PC 이용 양돈관리 프로그
램과 연계하여 모바일 애플리케이션(핸디팜)을 조합원들에게 보급하였다. 기존 PC
프로그램과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이 동기화되어 있으며, 하나의 계정으로 모돈 교
배, 분만, 이유 등의 번식기록과 사료, 출하 정보 입력이 가능하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축산물품질평가원에서 제공하는 농가별 등급판정 결과가 프
로그램과 연동된다. 농가에서 비육돈을 출하하면 등급판정 결과가 축산물품질평가
원에 등재되고, 이 정보가 바로 프로그램으로 연동이 되는 시스템이다. 등급판정
결과에서 비육돈 판매금액과 해당 출하 생체중 정보는 제공하지 않으므로 이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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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2)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 축산물품질평가원 등급판정 결과 연계

만 농장주 혹은 컨설턴트가 프로그램에 입력하면 된다.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하여 비육돈 출하품질을 손쉽게 파악할 수
있으며, 농가 스스로 출하관리를 하도록 유도할 수 있다.

■ 모바일 애플리케이션(핸디팜)의
효과
(사진 3)의 농가는 조합에서 구매 지
원을 실시한 이동식 체중계를 적극 활
용하였다. 출하 통로에 이동식 체중계
를 두고 비육돈들이 이동할 시 농장주가
체중을 확인하여 출하돈을 선별하는 과
정을 거쳤다. 해당 과정은 처음에는 매
우 번거롭고 비육돈이 흥분하여 뛰는 과
정에서 오류가 생기는 등 여러 어려움이
있었으나 현재는 이 농가의 출하관리 과
정으로 정착이 되어 있다.
이와 같은 출하관리 시스템이 도입되
기 전인 2017년 1년간 이 농가의 1+등급
과 1등급의 점유율 합계는 65.4%를 기
록하였다(총 출하 2,697두 중 1,763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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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3) 이동식 체중계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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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범 사례 농가는 조합에서 구매 지원을 실시한 이동식 체중계를 적극 활용하였다.
출하 통로에 이동식 체중계를 두고 비육돈들이 이동할 시
농장주가 체중을 확인하여 출하돈을 선별하는 과정을 거쳤다.
이와 같은 출하관리가 정착한 2018년 3월부터 1등급 이상 출현율은 상승하였고,
2018년 1년간 이 농가의 최종 1등급 이상 출현율은 73.1%를 기록하였다

▲ (사진 4) 2018년 3월 이후 1등급 이상 출현율 상승

하지만 이와 같은 출하관리가 정착한 2018년 3월부터 1등급 이상 출현율은
상승하였고, 2018년 1년간 이 농가의 최종 1등급 이상 출현율은 73.1%를 기록
하였다(총 출하 3,284두 중 2,402두). 2019년에도 매월 80% 이상의 출현율을
기록하고 있었으나 2019년 9월 국내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병으로 인한 방
역조치로 출하 적기에 비육돈 출하를 진행하지 못하여 출현율은 감소하였다.
(그림 1, 2)는 이와 같은 출하관리를 진행한 S농장과 진행하지 않은 A농장의
출하 정산 내역을 비교해 본 자료이다. 1등급 이상 출현율의 차이는 19.4%p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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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2)
2개 농가 출하 정산
내역 비교

이를 보였으며 1두를
110kg으로 보정한 판
매금액에서는 12,832
원의 차이를 보였다.
이를 모돈 200두
MSY 18두라고 가
정한다면 이는 연간
46,195,200원의 비육
돈 판매금액 차이라고
가정해 볼 수 있다.
이렇게 철저한 출하관리를 통하여 농가에서는 비육돈 판매금액이 증가하여 수익
이 개선되는 효과를 확인해 볼 수 있었다. 이러한 돼지 도체의 품질 개선은 산업적
으로는 균일한 제품생산에 유리할 것이
다. 나아가 소비자에게는 국내산 돼지고

문의사항

기의 우수한 품질을 널리 알려 국내산 돼

상기 원고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글쓴이에게 문의바랍니다.
☎ 글쓴이 연락처 : 010-5917-7481

지고기의 소비가 더욱 활성화되기를 바
라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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