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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성기 교배조합 토종닭 간의 성장률 비교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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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The study was conducted to determine the effect of corssbred Korean native chickens (CKNC) on growth 

performance indices for hatch to 28 days. A total of 192 1-day-old birds were divided into one of 4 CKNC groups 

by 5 Korean native pure strains. Diets used in the study consisted of 2 phases with corn and soybean meal basis as 

earlier (1~2 weeks; crude protein 18.5%, metabolizable energy 3,000 kcal/kg), and grower (2~4 weeks; crude protein 

15.0%, Metabolizable Energy 2,850 kcal/kg). Body weight and feed intake were measured bi-weekly. Crossbred 1G (group 

of family line) had higher body weight and average daily gain whereas crossbred 5Y had greater average daily feed 

intake and feed conversion ratio than other crossbred Korean native chicken for hatch to 28 days. The results in the 

current study indicated that crossbred 1G had higher growth performance indices compared with other crossbred Korean 

native chicken for hatch to 28 da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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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가금육의 연간 1인당 소비량은 10~15 kg으로 과거에 

비하여 현저하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FAO, 2012). 

우리나라의 토종닭 품종은 크게 한협 3호, 실용재래계, 

우리맛닭 그리고 기타 재래종으로 구분 되어 있으며, 이

들 중 한협 3호는 토종닭 시장의 약 83%를 점유하고 있

다. 토종닭의 경우 육계와 차별화된 풍미와 독특한 특성

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Ryu and Song, 

1999; Ahn and Park, 2002), 이로 인한 토종닭에 대한 

소비계층과 소비는 계속해서 증가 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러한 성장에도 불구하고 토종닭 산업은 기타 가금류

(i.e., 오리 등) 산업보다 오랜 기간 성장해 왔지만, 육용

계 보다 낮은 성장률과 저조한 사료 효율, 그리고 소비자

에 대한 접근성과 제품개발이 미진한 이유 등으로 인하여 

아직은 미완의 단계이다. 육계의 출하일령과 출하 체중은 

각각 30±2일과 1.65±0.05 kg 인데 반하여, 재래닭의 경

우 16주령에 체중은 1.24~1.71 kg에 도달하는 수준이며, 

사료 효율은 3.78~5.21로 매우 저조한 실정이다(Kang 

et al., 1992; Na et al., 1992; Kim et al., 1995). 

따라서 본 연구는 국내 상업용 순계 5계통을 이용한 교배

조합 육성기 토종닭 간의 성장 성상을 비교함으로써, 재래

닭 산업의 활성화와 농가의 이윤 창출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자 수행 하였다. 

II. 재료 및 방법

본 실험은 충남대학교 동물윤리위원회 심의규정(CNU- 

00486)에 의해 검토된 후 수행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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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composition of experimental diets (% as-fed basis).

Items
Diets

1~2 weeks 3~4 weeks

Ingredients 　 　

Corn 63.03 66.54

Corn gluten  　 6.00

Soybean meal 30.50 20.80

Rapeseed meal 2.00 3.00

Animal fat 1.20 0.50

Lysine-HCl 　 0.12

DL-Methionine 0.12 0.05

Salt 0.35 0.35

Limestone 1.31 1.72

Dicalcium phosphate 1.24 0.68

Vitamin/Mineral premix1 0.26 0.26

　 　 　

Calculated composition 　 　

ME, kcal/kg 3000 2850

Crude protein 18.5 15.0

Calcium 0.90 0.90

Available Phosphorus 0.60 0.60

Lysine 0.88 0.70

Methionine 0.40 0.30
1
Vitamin and mineral mixture provided the following nutrients per kg of diet: vitamin A, 24,000 IU; vitamin D3, 6,000 IU; vitamin 

E, 30 IU; vitamin K, 4 mg; Thiamin, 4 mg; Riboflavin, 12 mg; Pyridoxine, 4 mg; Folacine, 2mg; Biotin, 0.03 mg: Vitamin B8 

0.06 mg; Niacin, 90 mg; Pantothenic acid, 30 mg; .Fe, 80 mg (as FeSO4･H2O); Zn, 80 mg (as ZnSO4･H2O); Mn, 80 mg (as MnSO4･H2O); 

Co, 0.5 mg (as CoSO4･H2O); Cu, 10 mg (as CuSO4･H2O); Se, 0.2 mg (as Na2SeO3); I, 0.9 mg (as Ca(IO3)･2H2O).

1. 공시동물과 실험설계

본 실험에 사용된 공시동물은 국내 상업용 토종닭 순계 

5계통에서(GS-8, GS-10, GS-12, GS-17, GS-21) 발생

한 4개의 교배 조합 암컷을(GS-12-1, GS-10-3, GS-08-5, 

GS-10-5) 각각 48수씩 선별하여 총 192수를 이용하였다. 

선발된 공시동물은 4반복 처리하였고, 반복당 12수씩(4 × 

4 × 12) 총 192수를 생시체중을 기준으로 완전임의 배치하

였다. 

2. 사육 형태

본 실험에 사용된 공시동물은 초생추부터 실험 종료까지 

4주간 battery cage (76 × 61 × 46 cm)당 12수씩 수용하여 

사육하였다. 사료와 물은 자유로이 섭취토록 하였다. 

3. 사료 급여 체계 

사육 단계별 사료 급여 형태는 한국가금사양표준(2012)

에서 제시한 옥수수-대두박 위주의 준육용계 사료를 육계

전기(Crude protein 18.5%, Metabolizable energy 3,000 

kcal/kg; 0~2주)와 후기(Crude protein 15.0%, Metabolizable 

energy 2,850 kcal/kg; 2~4주)로 나누어 급이 하였다

(Table 1).

4. 점등 및 기타사양관리

점등과 점등광도는 1주령은 30 lux 22시간, 2주령은 20 

lux 16시간, 3주령은 10 lux 15시간, 4주령은 10 lux 9:30

시간으로 설정 관리 하였으며, 계사 내 온도는 처음 1주 동

안은 32℃를 유지하였으며, 1주에 주에 2～3℃씩 온도를 

내려주어 약 3주 후에는 일정온도(약 24±2.5℃)를 유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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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Effect of cross bred Korean native chickens on growth performance for hatch to 28 days.

Item GS
1
-12-1 GS-10-3 GS-08-5 GS-10-5 SEM

2
P-value

Body weight, g

Initial BW  49.02
c

 46.27
b

 39.52
a

 40.08
a

0.241 0.001

Week2 271.27
d

201.89
c

185.83
b

142.25
a

1.313 0.001

Week4 673.91
c

461.52
b

471.10
b

290.68
a

3.183 0.001

Week1-4 624.89
c

415.25
b

431.58
b

250.60
a

3.129 0.001

Average daily feed intake, g/d

Week 2  28.04
c

 23.23
a

 24.74
b

 40.97
d

0.104 0.001

Week 4  70.06
b

 55.82
a

 57.83
a

 74.76
c

0.377 0.001

Week 1-4  49.05
c

 39.52
a

 41.28
b

 57.87
d

0.200 0.001

Average daily gain, g/d

Week 2  15.87
c

 11.11
b

 10.45
b

  7.29
a

0.091 0.001

Week 4  28.76
d

 18.54
b

 20.37
c

 10.60
a

0.201 0.001

Week 1-4  22.31
c

 14.83
b

 15.41
b

  8.95
a

0.112 0.001

Feed conversion ratio, g/g

Week 2   1.77
a

  2.11
b

  2.43
c

  2.84
d

0.026 0.001

Week 4   2.45
a

  3.04
ab

  2.92
ab

  4.78
b

0.284 0.024

Week 1-4   2.11
a

  2.58
a

  2.68
a

  3.81
b

0.143 0.001
1
Crossbred Korean native chicken 
2
Standard error of mean

였다. 습도는 입추부터 1주령은 70%, 2주령은 65%, 이후로

는 60%를 유지하였다. 기타 사양관리는 충남대학교 관행

법에 준하여 수행하였다. 

5. 조사항목

가. 일당증체량

일당증체량은 0일, 2주, 4주령까지 2주 간격으로 오전 

8시에 사료 급여를 중단하고 오전 10시에 측정하였다. 

나. 사료섭취량

사료섭취량은 사료 급여량에서 사료 잔량을 제하여 계산

하고, 2주 간격으로 측정하였다. 

다. 사료 요구율

사료 요구율은 0일부터 4주령까지의 4주간 사료섭취량

을 증체량으로 나누어 계산하였다.

6. 통계처리

교배조합 토종닭의 일당증체량, 사료섭취량, 사료요구

율에 대한 분석은 SPSS 22.0 (SPSS Inc., Chicago, IL, 

USA) program의 GLM (General linear model)을 이용하

여 실시하였고, Battery cage를 통계 단위로 계산하였으

며, Block은 Radom factor로 계산하였다. 각 처리구간의 

표준값을 Tukey‘s Test를 통하여 다중검정 하였으며, 95% 

신뢰수준에서 유의성을 검정하였다. 

III. 결과 및 고찰

본 연구에서 연구기간 동안 교배조합 토종닭들은 원만한 

음수와 사료를 섭취 하였으며, 급사증후군(SDS, Sudden 

Death Syndrome), 스트레스 등에 의한 폐사 혹은 질병의 

증상은 발견되지 않았다. 100%의 육성률을 나타내었다

(data not shown). 이는 0~20주령까지의 재래닭 육성률 

97.9%(Kang et al., 1992), 0~8주까지의 육성율 96.9% 

(Korea Poultry Association, 1994)과 유사한 수치라 할 

수 있다.

본 실험의 교배조합간의(GS-12-1, GS-10-3, GS-08-5, 

GS-10-5) 주령별 성장 성상은 Table 2에 나타내었다.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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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조합에 따라서 생시체중은 전주기(1주~4주)에 걸쳐 유

의하게(P＜0.05) 변화하였다. 2주령에 교배조합 GS-12-1

은 실험군 중 가장 높은 생시 체중을 나타내었으며, 

GS-10-3, GS-08-5, GS-10-5 순으로 체중이 유의하게 

감소되었다(P＜0.05). 4주령에는 GS-12-1에서 가장 높은 

생시체중을 발견 할 수 있었으며, GS-10-3과 GS-08-5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고, GS-12-1에 비하여 

GS-10-5는 유의한 감소치를 나타내었다(P＜0.05).

일당증체량은 1주~4주간의 실험기간 동안 교배조합 중 

GS-12-1, GS-10-3, GS-08-5, GS-10-5에 비하여 유

의하게 높았으며(P＜0.05), 2주령과 4주령의 경우에도 비

슷한 양상을 나타내었다. 사료섭취량과 사료요구율은 교배

조합 간에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P＜0.05; Table 2), 

사료요구율은 GS-12-1가 2.11로 가장 낮았으며(P＜0.05) 

GS-10-3는 2.58, GS-08-5는 2.68 그리고 GS-10-5는 

3.81로 측정되었다.

개시시 암컷 토종닭의 체중은 38.4 g으로 본 실험의 최

상위 그룹인 GS-12-1와 비교 하였을 때 27.6% 낮은 수준

으로 조사되었으며, 3주령 수컷 토종닭의 체중도 481 g인 

바, 본 실험의 교배조합과 비교하여 현저히 낮은 수준이라 

할 수 있다(Kang et al., 1992; Na et al., 1992). 수컷 

토종닭의 0~3주간의 누적 사료섭취량의 경우 698.0 g으로 

조사 되어 있고, 이는 본 실험의 공시동물인 교배조합 토종

닭과 비교 하였을 때 현저히 낮은 수준으로 조사 되었고

(Kang et al., 1992; Na et al., 1992; Sang et al., 1996), 

수컷 토종닭 사료요구율의 경우 2.26으로, 본 실험에 이용

된 최상위 교배조합군과 비교 하였을 때(GS-12-1; 2.11; 

Table 2) 낮은 수준으로 조사 되었다(Kang et al., 1992; 

Na et al., 1992;). 한국 토종닭의 경우 국내에서 사용되고 

있는 육용계에 비해 낮은 사료 효율과 근섬유 증체 능력 

또한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우수한 풍미와 국민정서

에 부합하는 조직감으로 인해 수요층이 점진적으로 늘어나

고 있다(Ahn and Park, 2002; Choe et al., 2010).

본 실험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교배조합에 사용되어진 

국내 상업용 순계통에 대한 정보는 기재가 불가하나, 교배

조합이 국내 토종닭 생산 성상에 유익한 영향을 미친다 할 

수 있겠다. 이는 Hwangbo 등(2010)의 토종 순계를 이용한 

교배조합 실험에서, 국내에서 가장 많이 이용되는 토종닭 

품종을 이용한 결과(Kim et al., 1997) 보다 우수한 생산성

을 밝혀낸 실험과 유사한 결과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국내 

상업용 순계통을 이용한 교배조합은 토종닭의 생산성을 향

상시키기에 좋은 방법이라고 사료된다. 그러나 닭의 주령

별 체중 증가 양상이 품종과 성별에 따라 다른바, 교배조합 

토종닭의 암컷과 수컷의 비교와 출하 시기까지의 비교 실

험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사료된다. 

IV. 결 론

본 실험은 국내 상업용 토종닭 순계를 이용한 교배 조합

이 개시부터 4주령까지의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

기 위하여 수행되었다. 공시동물은  국내 상업용 토종닭 

순계 5계통에서 발생한 4개의 교배 조합 암컷을 각각 48수

씩 선별하여 총 192수의 초생추를 이용하였다. 선발된 공시

동물은 4반복 처리하였고, 반복당 12수씩(4 × 4 × 12) 총 

192수를 생시체중을 기준으로 완전임의 배치하였다. 실험

사료는 한국가금사양표준(2012)에서 제시한 영양소 요구

량을 옥수수-대두박 위주로 배합하였다. 체중과 사료섭취

량은 2주 간격으로 측정하였다. 체중 · 일당증체량의 경우 

교배 조합 GS-12-1에서 다른 교배조합에 비하여 유의하게 

높았다(P＜0.05). 반면, 사료섭취량과 사료요규율은 교배

조합 GS-10-5에서 다른 교배 조합에 비하여 현저하게 높

게 조사되었다(P＜0.05). 본 실험에서 조사된 결과에 의하

면 생산성이 가장 높은 교배 조합은 GS-12-1이었으며, 가

장 낮은 교배 조합은 GS-10-5로 조사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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