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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록 계통조성 집단의 근교수준이 경제형질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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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The data of Duroc swine species that were born from 2000 to 2014 excluding missing ones collected by Korea 
National Institute of Animal Science were used in the present study. After removing missing data we used 9756 of 
productions data and 1728 of reproductive reference of breeding research to study the level of inbreeding and to investigate 
the impact on the reproductive traits, production traits. The correlation of reproductive traits and inbreeding coefficient 
are -0.07, -0.08 for total number pigs born, number of pigs born alive respectively and birth weight per litter is -0.10, 
number of pigs born alive per litter to 21days is -0.06 and body weight per litter to 21days is -0.09. The correlation 
coefficients of the inbreeding coefficients of reproductive traits are shown within 10% with negative correlation (P < 0.05). 
Days of 90kg and Backfat in the correlation coefficient and inbreeding coefficient production traits were not observed 
significant correlations, Average daily gain was investigated by the positive correlation of 0.05. According to the above 
results, the inbreeding level gave a negative effect on the improvement of the breed traits, investigating a relatively high 
compared to a negative effect on other traits. But overall correlation degree is less than 10% was observed. This inbreeding 
coefficient has not been clearly observed due to degeneration of the average inbreeding coefficients of these generations 
was maintained within 10% of the population. The scale of the experimental group was about 150 degree pig husbandry 
is very small compared to the advanced countries. However, the level of inbreeding in the population group with the 
appropriate mating combinations is maintained below 10% of population is thought to be small and can minimize the 
effects of inbreeding degeneration. further testing utilizing this selection is constantly considered to be necess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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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종돈의 계통 및 품종 유지에 있어서 새로운 종돈이 유입

되지 않는 이상 근친교배는 피할 수 없는 문제이며, 근교수

준이 높아짐에 따라 유전적 다양성, 번식능력 및 생리학적 

효율성이 감소된다(Falconer et al., 1996; Mandal et al., 

2004; Singh and Gurnani, 2004). Bereskin와 Frobish 

(1981)의 연구결과 근교계수가 10%일 때 총산자수는 0.3

두, 생시체중은 0.07 lb, 이유두수는 0.5두 및 이유시체중

은 0.97 lb 감소한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근친수준이 높은 

수퇘지는 성욕 저하 및 성성숙 지연의 문제가 야기된다고 

보고되었다(Hauser et al., 1952). Culbertson 등(1997)는 

근교수준이 10% 증가함에 따라 총산자수 저하 문제가 발생

하며, 근친퇴화 역시 다른 경제형질과 마찬가지로 경제적 

비용 의미를 담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하지만 근친교배 자

체가 무조건 부정적이지는 않다. Templeton과 Read(1983)

에 따르면, 근친교배는 직접적으로 생산성을 저하시키고 

집단 생존에 위협을 주지만 불필요한 열성 유전자를 색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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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기능도 가지고 있다. 따라서 근친퇴화를 선발에 이용

할 수 있기 때문에 집단 유지차원에서 긍정적인 측면도 가

지고 있다.

근친퇴화의 수준은 집단별로 다양하게 나타나며(Lynch 

and Walsh, 1998), 집단이 작은 경우, 근친퇴화로 인한 경

제적 위험이 크기 때문에 실제로 집단 근친수준이 경제형

질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조사할 필요가 있다. 국내 

일반적인 돼지고기 생산 체계에서 두록 품종은 종료종모돈

으로 활용되어 모계품종에 비해 두수가 상대적으로 적다. 

Hong 등(2014)에 따르면 국내 주요 종돈장의 유효집단 크

기는 83~303두의 범위를 가진다고 보고한 바 있다. 비록 

NSIF(1987)에서 권장하는 50두 이상은 되지만 타 품종에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다. 이런 집단의 경우 경제형질의 개

량과 동시에 근친퇴화의 부정적인 효과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계통조성된 특정 

두록 집단의 근교수준이 경제형질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

기 위해 실시하였다.

II. 재료 및 방법

1. 공시재료

본 연구는 국립축산과학원 축산자원개발부에 2000년부

터 2014년도 6월까지 태어난 Duroc종 9913두 중 결측치를 

제거한 9756두의 검정자료와 951마리의 모돈에서 태어난 

1728두의 번식자료를 사용하였다.

2. 조사형질 및 조사방법

본 연구에서 사용된 조사형질은 번식자료 중 총산자수, 

사고두수, 생존산자수, 복당생시체중, 21일령 생존두수, 

21일령 복당체중이며, 검정자료 중 일당증체량, 등지방두

께, 90 kg 도달일령이다. 집단의 개량은 부계라인 특성상 

90 kg 도달일령을 중심으로 선발하였다. 각 형질의 조사방

법은 다음과 같다.

1) 총산자수(TNB; Total No. of pigs Born)

본 연구에서 조사한 총산자수는 복당 정상자돈두수, 사

산두수, 기형두수, 미라두수 등을 포함한 모든 자돈수로 분

석하였다. 

* 총산자수 = 정상자돈두수 + 사산두수 + 기형두수 + 

미라두수

2) 사고율(PA; Percentage of abnormal pigs)

사고두수는 총산자수에 대한 이상 사고두수(사산두수, 

기형두수, 미라두수)로 계산하였다. 

* 사고율 =총산자수
사고두수

3) 생존산자수(NBA; No. of pigs Born Alive)

총산자수 중에서 죽어서 분만한 사산 및 미라두수를 제

외한 두수이다.

* 생존산자수 = 총산자수 - 사산두수 - 미라두수

4) 복당 생시체중(BW; Birth Weight per litter)

복당 총산자수의 생시체중의 합을 계산하였다.

5) 21일령 생존두수(N21; No. of pigs Born Alive 

per litter to 21 days)

복당 총산자수 중에서 21일까지 생존한 두수이다.

6) 21일령 복당체중(BW21; Body Weight per litter 

to 21 days)

21일령 생존두수의 체중의 합을 계산하였다.

7) 일당증체량(ADG; Average Daily Gain)

하루 동안 증가된 체중의 평균치로써, 검정기간동안 증

가한 체중을 검정기간일로 나누어 계산하였다. 

* 일당증체량 = 검정종료일검정개시일
검정종료체중검정개시체중

×

8) 등지방두께(BF; Back Fat)

전방, 중간, 후방 부분을 측정하여 평균값의 보정치를 

이용하였다. 보정치 산출식은 다음과 같다.

*　등지방두께 = 평균등지방+(90 kg-검정종료체중)×
평균등지방/(검정종료체중-11.34)

9) 90 kg 도달일령(D90 kg; Days of 90 kg)

검정종료체중, 종료일령 및 검정기간의 일당증체량을 

다음의 공식을 이용하여 계산하였다.

*　90 kg도달일령 = 검정종료일령+(90 kg-검정종료체중) 

×(검정종료일령-38)/검정종료체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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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Basic statistics of traits.

Traits Mean SD MIN MAX

TNB 9.13 2.76 1.00 17.00 

PA 0.15 0.17 0.00 1.00 

NBA 7.72 2.64 0.00 17.00 

BW 13.46 3.83 0.00 25.60 

N21 7.05 2.87 0.00 15.00 

BW21 38.11 16.41 0.00 87.60 

TNB; total no. of pigs born per litter, NBA; no. of pigs born alive per litter, BW; birth weight per litter, 
N21; no. of pigs born alive per litter to 21days, PA; Percentage of abnormal pigs per litter, 
BW21; body weight per litter to 21days

3. 통계분석방법

근교계수는 Meuwissen과 Luo(1992)의 알고리듬을 이

용하여 계산하였다.

개체의 육종가 추정은 BLUPF90 (Misztal, 2001)을 이

용하였으며 유전모수 추정을 위해 다형질개체모형

(Multiple traits animal model)을 설정한 후 리눅스 기반

의 REMLf90 (Misztal, 2002)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이전의 

모수 값과 현재의 모수 값 간의 편차의 제곱을 더한 값이 

10
-11

이하로 되었을 때를 수렴 값으로 설정하여 모수 값을 

얻었다. 또한 여기서 얻어진 유전분산 및 잔차분산을 이용

하여 아래와 같은 식에 의해 유전력을 계산하였다.


 


  

*G ; 상가적 유전분산

*P ; 표현형분산

*
 ; I번째 형질에 대한 유전력

번식형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세대, 산차, 근교계

수 효과를 추정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선형모형을 이용하

여 최소 제곱법으로 분석하였다(Harvey, 1979).

       

*Yijk ; I번째 세대의 j번째 산차 k번째 근교계수에 속하

는 형질들의 측정치

*μ ; 전체평균

*Gi ; i번째 세대의 효과(i = 1,2,…,29,30)

*Paj ; j번째 산차의 효과(j = 1, 2, 3)

*ICPk ; k번째 근교계수 측정치의 공변량

*eijk ; 임의 오차이다.

본 연구에서 설정한 모델은 SAS@9.1Package/PC를 이

용하여 분석하였고, GLM 분석결과 제공되는 4가지 제곱합

중에서 불균형 된 자료에 적합한 TYPEⅢ 제곱합을 이용하

여 분산분석을 실시하였고, 최소제곱 평균치간의 유의성 

검정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귀무가설을 유의수준 5%로 각

각 검정하였다.

    

여기서, LSM(i(j)):i(j)번째 효과의 최소 제곱 평균치(i≠j)

III. 결과 및 고찰

본 연구에서 조사된 총산자수, 사고율, 생존산자수, 21

일령 생존두수, 21일령 체중에 대한 평균 및 표준편차를 

Table 1에 제시하였다. 형질별 평균과 표준편차를 살펴보

면 총산자수가 9.13±2.76두, 사고율 0.15±0.17, 생존산자

수가 7.72±2.64두, 복당생시체중이 13.46±3.83 kg, 21일

령생존두수가 7.05±2.87두, 21일령 체중이 38.11±16.41 kg 

으로 나타났다. 선행연구에서 총산자수 9~10두, 생존산자

수 7~9두로 보고한 바 있어(Jung et al., 1998; Lee, 

2002; Jo, 1996), 본 실험의 결과와 유사하였다.

Table 2에서 2000년에 태어난 1세대에서부터 32세대까

지의 근교계수에 대한 평균 및 표준편차를 제시하였다. 1세

대에 1.9±4.7%의 근교계수를 나타내었고, 32세대에 6.5± 
2.2%로 상승하였다. 근교계수 평균은 0.9%에서 8.6% 범위

로 모든 세대에서 10% 이내를 유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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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Basic statistics of inbreeding coefficient according to generation.

Generations Mean SD MIN MAX

1 1.9 4.7 0.0 25.0 

2 1.8 4.5 0.0 26.6 

3 1.3 2.6 0.0 15.6 

4 0.9 2.2 0.0 9.4 

5 1.2 3.7 0.0 12.5 

6 2.2 2.7 0.0 12.5 

7 0.4 1.3 0.0 6.3 

8 1.4 1.9 0.0 12.5 

9 1.4 2.0 0.0 7.8 

10 2.3 0.9 0.6 5.1 

11 3.2 2.5 0.0 14.1 

12 4.1 1.9 1.6 9.4 

13 3.7 1.4 1.0 7.1 

14 4.9 2.0 0.7 9.5 

15 4.4 1.6 0.6 7.8 

16 5.3 1.4 2.6 7.8 

17 8.6 5.8 3.4 29.7 

18 5.1 4.4 0.0 27.9 

19 5.2 2.8 0.0 11.1 

20 4.5 2.4 0.0 12.0 

21 4.3 2.8 0.0 8.9 

22 3.9 2.5 0.0 9.1 

23 4.8 1.2 1.8 9.4 

24 4.6 1.2 2.4 6.4 

25 5.2 3.2 0.0 26.2 

26 5.0 2.4 0.0 17.6 

27 5.4 1.7 2.5 15.1 

28 3.7 2.6 0.0 7.3 

29 5.8 1.6 0.0 11.6 

30 5.7 3.1 0.0 16.6 

31 4.4 2.5 0.0 7.9 

32 6.5 2.2 4.1 20.0 

세대가 지남에 따라 번식형질의 변화를 나타낸 Table 3

에 나타내었으며 조사형질은 총산자수, 사고율, 생존산자

수, 복당생시체중, 21일 생존두수 및 21일 체중이다. 총산

자수는 1세대에 8.65두에서 30세대에 9.64두로 나타났고, 

사고율은 0.17%에서 0.27%로 나타났으며, 생존산자수는 

7.35두에서 7.00두, 복당생시체중은 11.93 kg에서 15.07 

kg, 21일령 생존산자수는 5.75두에서 5.52두, 21일령 체중

에서는 28.29 kg에서 31.86 kg로 나타났다. 본 집단은 번

식형질에 대한 선발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각각의 표현형

에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개체의 번식형질의 유전분석을 위한 최적 통계분석모형 

설정을 위하여 조사된 번식형질에 영향하는 환경요인들에 

대한 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근교계수가 0인 것을 제외한 

12,033두를 분석하였고, 여기서 얻은 유의성 검정 결과를 

Table 4에 제시하였다. 번식형질(총산자수, 사고율, 생존

산자수, 복당생시체중, 21일 생존두수, 21일 체중)은 세대 

및 산차 효과에 유의적인 영향을 받았다(P＜0.01).

Table 4의 결과에 따라 세대와 산차 효과를 배제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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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Basic statistics of reproductive traits according to generation.

Generation N TNB PA NBA BW N21 BW21

1 69 8.65 0.17 7.35 11.93 5.75 28.29 

2 42 8.36 0.17 6.90 12.21 5.12 26.50 

3 7 7.86 0.39 5.14 10.13 3.86 16.33 

4 11 9.45 0.31 6.36 10.84 5.18 24.34 

5 27 7.07 0.22 5.33 10.06 4.44 22.84 

6 15 8.27 0.19 6.80 11.56 3.73 20.25 

7 202 9.15 0.15 7.74 13.84 7.22 40.64 

9 103 9.20 0.11 8.14 13.10 7.83 45.04 

10 30 9.53 0.12 8.20 13.74 7.77 44.01 

11 209 9.40 0.15 7.91 14.20 7.27 40.82 

12 117 8.46 0.18 6.79 12.16 5.97 31.44 

13 14 9.21 0.18 7.43 12.91 6.00 34.19 

14 60 9.12 0.15 7.75 13.36 6.30 32.60 

15 41 10.15 0.12 9.00 15.05 8.56 42.15 

16 81 9.16 0.09 8.22 13.31 7.33 36.47 

17 51 9.08 0.10 8.10 13.39 7.53 35.34 

18 50 9.76 0.14 8.36 13.46 8.12 43.24 

19 32 9.53 0.18 7.97 12.09 7.50 38.53 

20 36 8.78 0.13 7.67 12.05 7.47 34.03 

21 69 9.29 0.16 7.77 14.13 7.32 42.57 

22 41 9.68 0.14 8.41 14.70 7.98 47.45 

23 63 10.17 0.15 8.60 15.14 8.29 45.77 

24 91 9.14 0.14 7.79 14.09 7.22 39.19 

25 60 8.45 0.12 7.37 13.31 7.03 40.65 

26 36 10.03 0.15 8.42 15.11 8.14 39.15 

27 93 8.56 0.13 7.27 12.95 7.11 38.71 

28 16 9.38 0.13 8.25 15.32 7.81 49.36 

29 37 9.46 0.24 7.16 13.54 6.59 32.61 

30 25 9.64 0.27 7.00 15.07 5.52 31.86 

TNB; total no. of pigs born per litter, NBA; no. of pigs born alive per litter, BW; birth weight per litter, 
N21; no. of pigs born alive per litter to 21days, PA; Percentage of abnormal pigs per litter, BW21; body weight per  litter to 21days

근교계수가 번식형질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다(Table 5). 

Table 5에서 근교계수의 경우 총산자수, 생존산자수, 복당

생시체중에서 유의적인 차이를 나타내었다(P＜0.01). 총산

자수와 생존산자수, 복당생시체중이 근교계수와 유의적으

로 부의 상관관계를 나타내었지만, 상관수준은 낮게 관찰

되었다. Bereskin와 Frobish(1981)의 연구결과 근교계수

가 10%일 때 총산자수는 0.3두, 생시체중은 0.07 lb, 이유

두수는 0.5두 및 이유시체중은 0.97 lb 감소한다고 보고하

였다. 또한 근친수준이 높은 수퇘지는 성욕 저하, 성성숙을 

지연 문제를 야기한다고 보고하였다(Hauser et al., 1952). 

Culbertson 등(1997)는 근교수준이 10% 증가함에 따라 총

산자수 저하 문제가 발생하며, 근친퇴화 역시 다른 경제형

질과 마찬가지로 경제적 비용 의미를 담고 있다고 보고하

였다.

Table 6에서 세대가 지남에 따라 생산형질의 변화를 나

타내었다. 일당증체량의 경우 816.50 g에서 979.36 g으로 

증가하였고 등지방두께는 13.00 mm에서 12.18 mm로 감

소하였으며, 90 kg도달일령은 146.37일에서 139.27일로 

감소하였다. 마지막 세대의 90 kg 도달일령, 일당증체량, 

등지방두께의 평균은 각각 979 g/d, 12 mm, 139일로 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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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Source of variation, mean squares and test of significance of reproductive traits.

　 DF TNB PA NBA BW N21 BW21

Generations 28 19.99** 0.07** 17.20** 39.06** 43.89** 1532.04**

Parity 4 16.80* 0.06* 24.17** 91.69** 21.52* 942.52**

ICP 1 45.28** 0.01 41.96** 64.08* 21.86 418.6

*significance : p<0.01 = ** ; p<0.05 = *
TNB; total no. of pigs born per litter,  NBA; no. of pigs born alive per litter, BW; birth weight per litter, 
N21; no. of pigs born alive per litter to 21days, PA; Percentage of abnormal pigs per litter, BW21; body weight per litter to 21days, 
icp; inbreeding coefficient

Table 5. Pearson partial correlations coefficients and p-value of inbreeding coefficient.

　 TNB PA NBA BW N21 BW21

ICP
-0.07076 0.04861 -0.08419 -0.10071 -0.05802 -0.08506

0.0097 0.0758 0.0021 0.0002 0.034 0.0019

TNB
0.12341 0.81932 0.81813 0.60663 0.50523

<.0001 <.0001 <.0001 <.0001 <.0001

PA
-0.4345 -0.00803 -0.38671 -0.37503

<.0001 0.7693 <.0001 <.0001

NBA
0.73697 0.77858 0.67826

<.0001 <.0001 <.0001

BW
0.6309 0.59407

<.0001 <.0001

N21
0.90926

<.0001

BW21 　 　 　 　 　 　
TNB; total no. of pigs born per litter,  NBA; no. of pigs born alive per litter, BW; birth weight per litter, 
N21; no. of pigs born alive per litter to 21days, PA; Percentage of abnormal pigs per litter, BW21; body weight per litter to 21days, 
icp; inbreeding coefficient

되었다. Saintilan 등(2013)은 Landrace, Lage White, 

Pietrain종의 분석한 결과 일당증체량의 평균은 928 g/d, 

978 g/d, 839 g/d로 보고하였고 등지방두께의 경우 24.1 

mm, 23.8 mm, 18.1 mm로 보고하였다. Cai 등(2007)은 

평균과 표준편차가 일당증체량의 경우 768±91, 등지방두

께는 15.88 mm±3.48로 보고되었다. 국내연구를 살펴보

면, Kim 등(2004)에서 Duroc, Landrace, Large White의 

등지방두께는 각각 14.72 mm, 14.11 mm, 13.89 mm로 보

고하였고, 90 kg도달일령은 각각 153.3 day, 155.4 day, 

156.7 day로 보고하였다.

Table 7에서 세대와 근교계수에 대한 생산형질에 대해 

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세대의 경우 모두 유의성을 나타

내었고, 근교계수는 등지방두께에 대해 유의적인 차이(P

＜0.01)를 보였다.

Table 7의 결과에 따라 세대에 대한 효과를 제외하고 근

교계수에 대한 상관관계를 보기 위해 편상관 분석을 Table 8 

제시하였다. 상관분석 결과 근교계수는 일당증체량과 유의

적인 상관을 나타내었지만 상관계수는 0.047로 낮은 수준

으로 관찰되었다(P＜0.01). 타 형질의 경우 근교계수와 유

의적인 상관이 관찰되지 않았다. Culbertson 등(1997)는 

근교수준이 12.5%(반형매)의 경우 104.5 kg 도달일령이 3.1

일까지 지연된다고 보고한 바 있다. Silio 등(2013)은 근친

퇴화에 의해 90일 체중, 일당증체량이 감소할 수 있으며, 

혈통자료의 오류로 인한 근친문제를 SNPs 활용을 통해 극

복할 수 있다고 보고한 바 있다. 본 실험의 결과에서 일당증

체량이 선행연구와 달리 양의 상관으로 관찰되었다. 국내

의 경우 일당증체량은 검정개시체중, 종료체중에 의한 보

정이 되지 않은 수치이기 때문에 검정종료체중에 의해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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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Basic statistics of production traits according to generation.

Generations N ADG BF D90 kg

1 279 816.50 13.00 146.37 

2 276 898.74 12.44 145.99 

3 217 790.62 12.72 155.29 

4 111 962.72 12.39 135.95 

5 257 863.43 11.84 153.50 

6 176 860.92 11.76 150.09 

7 480 874.64 12.03 141.78 

8 124 839.08 12.55 147.66 

9 469 963.77 11.57 139.30 

10 161 989.11 12.31 137.54 

11 823 928.13 13.13 138.04 

12 744 961.05 14.37 135.25 

13 131 968.58 13.12 134.53 

14 397 953.12 12.69 140.73 

15 173 1039.23 12.16 129.49 

16 424 1004.72 12.25 132.84 

17 243 988.47 11.49 137.52 

18 144 1044.47 11.47 135.51 

19 290 1049.57 12.50 137.22 

20 286 985.74 12.40 139.33 

21 210 952.97 12.21 137.46 

22 148 853.21 9.56 147.61 

23 291 880.75 11.87 150.07 

24 343 909.52 12.17 142.36 

25 319 975.87 11.87 133.24 

26 513 921.99 11.66 141.55 

27 477 1011.62 11.95 132.11 

28 191 1008.54 11.90 131.46 

29 361 892.07 12.46 138.88 

30 260 962.97 11.65 133.36 

31 213 989.48 12.00 133.57 

32 225 979.36 12.18 139.27 

ADG; Average Daily Gain, BF; Back Fat, D90 kg; Days of 90 kg

Table 7. Source of variation, mean squares and test of significance of production traits.

　 ADG BF D90 kg

Generations 692751.26** 161.68** 6796.16**

ICP 41766.42 33.94** 44.20

ADG; Average Daily Gain, BF; Back Fat, D90 kg; Days of 90 kg

정된 90 kg도달일령을 주로 활용한다. 비록 일당증체량은 

근교계수와 유의적인 양의 상관이 나왔지만, 보다 정확한 

90 kg도달일령에서 유의적인 상관이 없었기 때문에 이 집

단의 경우 성장능력에 대한 근친퇴화 효과는 관찰되지 않

은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그 이유는 번식형질과 마찬가지

로 전 세대에 걸쳐 근교계수 평균이 NSIF(1987)에서 권장한 

10% 이하로 조사되었기 때문에 근친퇴화 효과가 명확하게 

관찰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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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8. Pearson partial correlations coefficients and p-value of inbreeding coefficient.

ADG BF D90 kg

ICP
0.047 0.004 0.007 

<.0001 0.7532 0.5331

ADG
-0.106 -0.801 

<.0001 <.0001

BF
0.091 

<.0001

D90kg 　 　 　
ADG; Average Daily Gain, BF; Back Fat, D90 kg; Days of 90 kg

IV. 요 약

1.근교계수와 번식형질

본 연구의 집단은 전 세대에 걸쳐 약 3.5%의 평균 근교계

수를 나타내고 있으며 총산자수는 9.6두, 생존산자수는 7

두로 조사되었다. 선행연구에서 총산자수 9~10두, 생존산

자수 7~9두로 보고한 바 있어(Jung et al., 1998; Lee, 

2002; Jo, 1996), 본 실험의 결과와 유사하였다.

번식형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해 분산분

석을 실시하였으며 제시된 번식형질(총산자수, 사고율, 생

존산자수, 복당생시체중, 21일 생존두수, 21일 체중)은 세

대 및 산차 효과에 유의적인 영향을 받았다(P＜0.01). 따라

서 세대와 산차 효과를 배제한 후 근교계수가 번식형질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다. 총산자수와 생존산자수, 복당

생시체중이 근교계수와 유의적으로 부의 상관관계를 나타

내었지만, 상관수준은 낮게 관찰되었다. 또한 근친수준이 

높은 수퇘지는 성욕 저하, 성성숙을 지연 문제를 야기한다

고 보고하였다(Hauser et al., 1952).

본 실험의 집단은 폐쇄집단 유지를 위한 계획적 교배로 

근교계수가 높은 개체의 비율이 낮아 선행연구 같이 근친

수준에 따른 비교는 어려웠지만 근친수준과 번식형질간의 

상관관계는 확인할 수 있었다. 근친수준이 번식형질과 부

의 상관을 나타낸다는 것은 선행연구와 유사하였지만, 상

관계수는 0.09이하로 매우 낮은 상관으로 조사되었다. 1세

대 근교계수 평균은 1.9%, 마지막 세대는 6.5%로 모든 세

대의 근교계수 평균은 10%를 넘지 않았기 때문에 상대적으

로 근친수준에 대한 상관효과는 낮게 관찰된 것으로 사료

된다.

2. 근교계수와 산육형질 

마지막 세대의 90 kg 도달일령, 일당증체량, 등지방두께

의 평균은 각각 979 g/d, 12 mm, 139일로 관찰되었다.

산육형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해 분산분

석을 실시하였으며 제시된 산육형질(90 kg도달일령, 일당

증체량, 등지방두께)은 세대 효과에 유의적인 영향을 받았

다(P＜0.01). 따라서 세대 효과를 배제한 후 근교계수가 산

육형질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다. 90 kg도달일령 및 등

지방두께는 근교계수와 유의적인 상관이 관찰되지 않았지

만, 일당증체량은 양의 상관으로 관찰되었다(P＜0.01).

본 실험의 결과에서 일당증체량이 선행연구와 달리 양의 

상관으로 관찰되었다. 국내의 경우 일당증체량은 검정개시

체중, 종료체중에 의한 보정이 되지 않은 수치이기 때문에 

검정종료체중에 의해 보정된 90 kg도달일령을 주로 활용

한다. 비록 일당증체량은 근교계수와 유의적인 양의 상관

이 나왔지만, 보다 정확한 90 kg도달일령에서 유의적인 상

관이 없었기 때문에 이 집단의 경우 성장능력에 대한 근친

퇴화 효과는 관찰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그 이유

는 번식형질과 마찬가지로 전 세대에 걸쳐 근교계수 평균

이 NSIF(1987)에서 권장한 10% 이하로 조사되었기 때문에 

근친퇴화 효과가 명확하게 관찰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된다.

위의 결과를 종합해보면, 근친수준이 번식형질 개선에 

부정적인 효과를 주었지만, 그 수준으로 매우 미비한 것으

로 관찰되었다. 이는 집단의 세대별 근교계수 평균이 모두 

10% 이내로 유지되었기 때문에 근친퇴화 효과가 명확하게 

관찰되지 않았다. 본 실험 집단의 모돈 규모는 약 150두 

정도로 선진 종돈국가에 비해 매우 작다. 하지만 육종 집단

의 존속차원에서 적절한 교배조합으로 집단의 근친수준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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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10% 이하로 유지하면 집단은 작지만 근친 퇴화의 영향

을 최소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향후 이를 활용한 

선발 시험이 지속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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