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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was conducted to investigate the growth performance indices among male 

commercial crossbred Korean native chickens from hatch to twelve weeks of age. A total of 

312 one-day-old male birds were used for 6 groups of the commercial crossbred Korean 

native chicken within 1 paternal line and 6 maternal lines (1A, 2A, 3A, 4A, 5A, and 6A). 

The chickens were allocated to 24 battery cages to give 4 replicates per each crossbreed 

with 13 chickens per cage. Ad-libitum feeding was practiced throughout the experimental 

period and fresh water was available via nipple drinkers at all times. Body weight and feed 

intake were measured at two-week interval. Among six crossbreeds, the 2A group had the 

greatest (p < 0.05) body weight at week 8 and the greatest average daily weight gain in 

week 6 - 8. However, crossbreed 2A had the lowest viability (p < 0.05) at week 8 of all 

crossbreed groups as well as higher uniformity (p > 0.05) at week 2 than the others. No 

difference (p < 0.05) was found in any crossbreed Korean native chicken’s growth performance 

indices including body weight, average daily gain, average daily feed intake, feed efficiency, 

uniformity, and viability after week 8. With this in mind, crossbreed 2A had greater 

bodyweight, average daily gain, average feed intake, and feed efficiency than the other 

Korean native chickens 84 days after hatch, although they had lower uniformity and 

viability than the others.

Keywords: crossbreed, growth performance, Korean native chicken

Introduction

우리 나라의 1인당 가금육 소비량은 2014년을 기준으로 15.4 kg으로, 이는 1980년 기준 2.4 

kg이였던 것과 비교하였을 때 642% 가량 증가한 수치이다. 하지만 최근 통계자료에 의하면 육

류자급율은 1980년 97.8%에서 2014년 72.9%로 24.9% 정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MAFRA, 

2014). 가금육 소비량이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육류자급율이 낮아진 이유는 Free Trade Agre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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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와 World Trade Organization (WTO)로 인하여 축산물의 수입이 개방되었기 때문일 것으로 사료된다. 이러

한 축산물의 수입개방 추세는 앞으로 가속화 될 것으로 보이며 이는 국내 육류자급율의 지속적인 하락으로 이어질 

것으로 추측된다. 육류자급율의 지속적 하락을 상쇄시키기 위해서는 국내 양계 산업을 포함한 축산산업이 해외농

축산물에 대응할 수 있는 자체경쟁력을 확보해야 할 것이며, 고급화된 제품을 선호하는 소비자들의 요구를 맞추기 

위한 제품을 개발하여야 할 것이다(Seol et al., 2015). 그 중 한국재래닭은 고급화된 제품을 선호하는 소비자들의 

요구에 맞추어 소비량이 2015년 20,722,557 마리에서 2016년 26,305,730마리로 소비량이 전년대비 26.9%로 증가

하는 추세로 육류자급율의 하락을 상쇄시킬 수 있는 해결책 중 하나로 주목받고 있다(MAFRA, 2016).

한국재래닭은 오랜 시간 우리나라에서 사육되면서 순수 혈통을 유지해온 품종으로, 매년 1세대 간격으로 최소 

7세대 이상 순수혈통으로 유지되어 품종의 특성을 보유하고 있는 닭들을 일컫는다(NIAS, 2008). 실용계로 사육되

어 보급되고 있는 품종은 주로 ‘우리맛닭(Woorimatdag)’ 과 ‘한협3호(Hanhyup3chicken)’ 가 있으며(Lee et al., 

2008), 이들은 적갈색, 황갈색, 회갈색, 은색, 흑색 및 백색종 등 다양한 종류의 모색이 있지만, 현재 사육되고 있는 

품종은 갈색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Kim et al., 1998). 재래닭은 육계와 비교하였을 때 정미성분인 유리아미

노산과 핵산 성분 중 glutamic acid와 inosine-5’-monophosphate을 많이 함유하고있어 일반 육계보다 담백하고 쫄

깃한 맛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Ahn and Park, 2002; Choe et al., 2010). 이러한 긍정적인 보고에도 불구

하고 재래닭은 육계와 비교하였을 때 성장률과 사료 효율이 낮으며, 제품개발이 미진하여 산업적으로는 아직 미완

의 영역으로 남아있다. 국내에서 육용으로 주로 쓰이는 수입한 육계종의 경우 출하일령인 30 ± 2일에 1.65 ± 0.05 

kg 의 체중을 나타났지만, 재래닭은 약 3 - 4배의 기간에 해당하는 16 - 20주령에서 체중이 1.5 - 2.0 kg으로 육계와 

비슷하거나 낮은 것으로 조사된다(Kang et al., 1997a; Yoo et al., 2015).

가금류의 육종에 있어 교배조합을 구성하여 교잡을 할 경우 잡종의 형질이 양친의 형질보다 더 우수하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며, 이는 가금육종에서 많이 이용되어 왔다(Kang et al., 1997b; Kim et al., 2012). Lee et al. 

(2014)의 계통 조성을 위한 한국재래닭 교배조합 능력 검정에 따르면, 교배조합을 구성하여 재래닭을 키울 경우 12

주령에 체중이 1.68 ± 0.01 kg, Park et al. (2011)는 2.08 ± 0.05 kg, Cha et al. (2016)는 2.40 ± 0.15 kg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Kim et al. (2014)이 발표한 한국재래계의 12주령 체중인 0.97 ± 0.19 kg 과 비교하면 교배조합을 구성하였을 

때 각각 0.71, 1.11, 1.43 kg 높은 체중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는 재래닭 교배조합(부계 1계통, 모계 6계통)을 이용하여 6개의 조합을 선별한 후 12주령까지의 체중, 일

당증체량, 일당사료섭취량, 사료효율, 균일도 그리고 육성률의 차이를 비교하여 실용계 능력을 평가함으로서 최

적 생산을 위한 종계의 능력을 역으로 추정하기 위해 수행 되었다.

Materials and Methods

본 실험은 충남대학교 동물윤리위원회 심의규정(CNU-00613)에 의해 검토된 후 수행 되었다. 본 실험에 공시된 

닭의 사양은 본 대학교 닭 사육 관리 지침에 따랐으며, 동물의 관리 및 취급은 본 대학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규정

을 준수하고, 승인을 받았다.

공시동물과 실험설계

본 실험에서 사용된 공시동물은 국내에서 육성한 순종 재래닭 종계 부계 1계통, 모계 6계통에서 발생한 6개의 

교배조합(1A, 2A, 3A, 4A, 5A, 6A) 수컷을 각각 52수씩 선별하여 총 312수를 이용하였다. 공시동물은 교배조합 별

로 4반복 처리하였고, 반복별로 13수씩 생시체중을 기준으로 완전 임의배치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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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Composition of the experimental diets (g/kg, as-fed basis).

Ingredient
Diets

0 - 5 week 5 - 8 week 8 - 12 week

Corn 60.35 65.30 70.40

Wheat bean 1.00 1.5 2.00

Soybean meal 32.50 26.90 21.10

Corn gluten meal 1.00 1.50 2.00

Soybean oil 1.50 1.50 1.50

Dicalcium phosphate 1.50 1.30 1.10

Limestone 1.10 1.05 1.00

Salt 0.25 0.25 0.25

L-lysine 0.05 0.05 0.05

DL-methionine 0.20 0.15 0.10

Vitamin-mineral premixz 0.50 0.50 0.50

Antibiotics 0.05 - -

Calculated composition

ME (kcal/kg) 3,059 3,123 3,187

CP (%) 20.3 18.6 16.7

Lysine (%) 1.11 0.98 0.84

Methionine + Cystine (%) 0.79 0.71 0.63

zVita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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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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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육형태

실험에서 사용된 공시동물은 12주간 battery cage (76 × 61 × 46 cm)에서 실험을 실시하였다. Battery cage당 공시

동물을 13수씩 배치하여 사육하였으며, 실험기간동안 사료와 물을 자유로이 채식하도록 하였다.

사료 급여 체계

사육 단계별 사료 급여 형태는 한국가금사양표준(NIAS, 2012)의 준육용계 사양 표준에 따라 배합하였다. 한국

가금사양표준에서 제시한 옥수수 - 대두박 위주의 준육용계 사료를 육계 초기(CP 20.0%, ME 3,050 kcal/kg), 전기(CP 

18.0%, ME 3100 kcal/kg), 후기(CP 16.0%, ME 3,100 kcal/kg)로 나누고, 자체 배합 생산하여 이용하였다(Table 1).

점등 및 기타사양관리

점등은 부화 후 12주령까지 종야 점등을 실시하였으며 점등광도는 25 Lux를 유지하였다. 계사의 온도는 부화 

후 1주일 동안은 32 ± 2℃를 유지하였으며, 이후 1주일동안 3℃씩 온도를 하강하여 20 ± 2℃를 유지하였다. 습도는 

1주령은 70 ± 5%, 2주령은 65 ± 5%, 이후로는 60 ± 5%를 유지하였다.

일당증체량 및 체중

일당증체량 및 체중은 부화 후 12주까지 2주 간격으로 오전 8시에 사료 급여를 중단하고 오전 10시에 개체별로 

측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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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섭취량

사료섭취량은 사료 급여량에서 사료 잔량을 측정하여 2주 간격으로 계산하였다.

사료 요구율

사료 요구율은 부화 후 12주령까지의 8주간 사료섭취량을 증체량으로 나누어 계산하였다.

균일도

체중의 균일도는 12주령 체중을 변동계수(CV, %)로 나타내었다. 변동계수(CV) 의 측정공식은 다음과 같다.

변동계수
평균

표준편차
×

육성률

육성률은 교배조합별 입추수수에 대하여 2주 간격으로 조사한 생존수수의 비율(%)을 표시하였다.

통계처리

교배조합 재래닭의 일당증체량, 체중, 사료섭취량, 사료요구율에 대한 분석은 SPSS 22.0 (SPSS Inc., Chicago, 

IL, USA)의 GLM program (General Linear Model, one-way ANOVA procedure)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battery 

cage를 통계 단위로 계산하였다. 각 처리구간의 표준값을 Duncan의 다중검정을 이용하였으며, 95% 신뢰수준에서 

유의성을 검정하였다.

Results

본 연구에서 연구기간동안 교배 조합 재래닭들은 음수와 사료를 원만하게 섭취 하였으며, 급사증후군(SDS, 

Sudden Death Syndrome), 스트레스 등에 의한 폐사 혹은 질병의 증상은 발견되지 않았다.

체중

본 실험에서 사용된 교배조합 재래닭의 부화 후 84일령 동안의 체중, 일당증체량, 사료섭취량 그리고 사료요구

율은 Table 2에 나타내었다. 교배조합 1A는 부화 후, 2주령 그리고 4주령에 다른 교배조합과 비교하였을 때 가장 

높은(p < 0.05) 체중을 나타내었지만, 6주령에서는 다른 교배조합들과 비교하였을 때 차이점을 나타내지 않았다

(p > 0.05). 교배조합 4A는 8주령까지 다른 교배조합 비교하였을 때 가장 낮은(p < 0.05) 체중을 나타내었다. 10주

령 이후부터는 교배조합 간에 차이점이 나타나지 않았다(p > 0.05). 교배조합 5A는 1A 그리고 2A 교배조합과 비교

하였을 때 낮은 체중을 나타내었다(p < 0.05). 2주령에서는 다른 교배조합들과 비교하였을 때 비슷한 체중을 보였

으나(p > 0.05), 6주령과 8주령에서는 2A 교배조합과 비교하였을 때 낮은 체중을 나타내었다(p > 0.05). 

일당증체량

교배조합 1A는 2주령까지 다른 교배조합과 비교하였을 때 가장 높은(p < 0.05) 일당증체량을 나타내었지만, 4

주령에서는 교배조합별과 비교하였을 때 차이점을 나타내지 않았다(p > 0.05). 6주령에서 1A 교배조합은 5A 교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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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Comparison of male crossbreed Korean native chickens on growth performance for 84-d post hatchingy.

Item 1A 2A 3A 4A 5A 6A SEMz p-value

Body weight (g)

Initial 43.06c 41.40b 39.72a 37.50a 38.81a 38.51a 0.163 0.001

Week 2 224.38b 174.91ab 182.85ab 157.31a 180.18ab 179.44ab 7.369 0.236

Week 4 575.22c 527.06b 500.36ab 455.60a 504.31b 512.90b 6.153 0.001

Week 6 935.49ab 963.64b 872.47ab 824.97a 826.30a 963.04b 15.019 0.034

Week 8 1474.70bc 1577.90c 1388.14ab 1311.08a 1398.12ab 1492.21bc 25.291 0.021

Week 10 2000.63 1983.62 1927.01 1900.15 1964.35 2016.90 16.396 0.334

Week 12 2577.28 2517.32 2461.86 2519.80 2506.45 2581.68 18.406 0.437

Average daily weight gain (g/d)

Week 0 - 2 12.95b 10.07ab 10.22ab 8.42a 10.10ab 10.07ab 0.527 0.290

Week 2 - 4 25.06 25.15 22.68 21.31 23.15 23.82 0.526 0.303

Week 4 - 6 25.73a 31.18bc 26.58ab 26.38ab 23.00a 32.15c 0.681 0.009

Week 6 - 8 38.52ab 43.88c 36.83ab 34.72a 40.84bc 37.80ab 0.569 0.004

Week 8 - 10 37.57b 28.98a 38.49b 42.08b 40.45b 37.48b 1.102 0.047

Week 10 - 12 41.19 38.12 38.20 44.26 38.72 40.34 0.955 0.434

Week 0 - 12 30.17 29.48 28.83 29.53 29.38 30.17 0.219 0.449

Average daily feed intake (g/d)

Week 2 15.81ab 18.21b 18.59b 12.56a 18.78b 17.27b 0.583 0.050

Week 4 55.18d 53.30cd 51.37bcd 39.61a 49.15bc 46.65b 0.694 0.001

Week 6 70.88b 91.57c 67.78b 57.98a 63.39ab 58.61a 1.137 0.001

Week 8 103.82 104.58 105.60 102.37 109.93 111.39 2.269 0.938

Week 10 133.44bc 103.84a 113.83ab 138.61c 138.31c 130.94bc 2.882 0.011

Week 12 177.91b 162.45ab 144.70a 155.58ab 165.53ab 165.50ab 3.258 0.137

Week 0 - 12 92.84 88.99 83.65 84.45 90.85 88.40 1.139 0.119

Feed conversion ratio (g/g)

Week 0 - 2 1.35a 1.91b 1.83ab 1.52ab 1.86ab 1.72ab 0.068 0.165

Week 2 - 4 2.30b 2.12ab 2.26ab 1.86a 2.13ab 1.96ab 0.052 0.165

Week 4 - 6 2.76c 3.00c 2.59bc 2.20ab 2.77c 1.83a 0.061 0.001

Week 6 - 8 2.68ab 2.39a 2.87ab 2.95b 2.70ab 2.94b 0.063 0.149

Week 8 - 10 3.57 3.65 3.02 3.3 3.47 3.50 0.111 0.641

Week 10 - 12 4.31 4.29 3.88 3.56 4.27 4.15 0.114 0.367

Week 0 - 12 3.07 3.02 2.91 2.86 3.09 2.92 0.037 0.371

yValues are the mean of 4 replicates.
zStandard error of the mean.

a-d: Means in the same row with different superscripts differ significantly (p < 0.05).

조합과 함께 가장 낮은(p < 0.05) 증체량을 보였다. 또한 1A 교배조합은 10주령에서 2A 교배조합보다 높은 증체량

을 보였지만(p < 0.05), 다른 교배조합과 비교하였을 때에는 비슷한 수치를 보였다(p > 0.05). 교배조합 4A는 2주령

에 1A 교배조합과 비교하였을 때 낮은 일당증체량을 보였으나(p < 0.05), 4주령에서 다른 교배조합과 비교했을 때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p > 0.05). 6주령에서 4A 교배조합은 6A 교배조합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일당증체량을 나

타내었으며(p < 0.05), 8주령에서는 2A 교배조합과 비교하였을 때 높은 일당증체량을 보였다(p < 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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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섭취량

사료섭취량은 1A 교배조합은 2주령에서 다른 교배조합들과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으나(p > 0.05), 4주령에서 교

배조합 중 가장 높은 사료섭취량을 보였다(p < 0.05). 교배조합 1A는 6주령에서 2A 교배조합보다 낮은 수치를 나

타내었으나(p < 0.05), 4A 그리고 6A 교배조합보다는 높은 수치를 나타내었다(p < 0.05). 8주령에서 1A 교배조합

은 다른 교배조합들과 비슷한 섭취량을 나타내었으나(p > 0.05), 10주령에서는 2A 교배조합 보다 높을 수치를 나

타내었다(p < 0.05). 12주령에서는 1A 교배조합이 교배조합들 중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내었다(p < 0.05). 4A 교배

조합은 부화 후 6주령까지 가장 낮은 사료섭취량을 기록 하였으나(p < 0.05), 8주령에서 다른 교배조합과 비교하였

을 때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으며(p > 0.05), 10주령에서는 교배조합 중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내었다(p < 0.05).

사료요구율

사료요구율에서는 2A 교배조합은 2주령에서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내었지만(p < 0.05), 4주령에서는 다른 교배

조합들과 비슷한 수치를 나타내었다(p > 0.05). 6주령에서는 1A, 6A 교배조합과 함께 다른 교배조합들보다 높은 

사료요구율을 나타내었으며(p < 0.05), 8주령에서는 4A, 6A 교배조합과 비교하였을 때 낮은 사료요구율을 나타내

었다(p < 0.05). 교배조합 4A는 2주령에서 다른 교배조합들과 비슷한 수치를 나타내었으나(p > 0.05), 4주령, 6주령

에서는 1A 교배조합보다는 낮은 수치를 나타내었다(p < 0.05). 8주령에서는 4A 교배조합은 가장 높은 사료요구율

을 나타내었다(p < 0.05). 10주령 이후의 사료요구율은 교배조합별로 차이점이 나타나지 않았으며(p > 0.05), 부화 

후 12주령까지의 사료요구율 또한 교배조합간에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p > 0.05).

균일도

본 실험에서 측정한 균일도는 Table 3에 나타내었다. 측정결과 부화 직후에는 교배조합별로 차이점이 나타나지 

않았다(p > 0.05). 하지만 1A 교배조합은 2주령과 4주령에서 가장 낮은 수치를 나타낸 것을 알 수 있었다(p < 0.05). 

이에 반해 2A 교배조합은 2주령과 4주령에서 가장 높은 균일도를 보였으며(p < 0.05), 6주령 이후에는 교배조합별

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p > 0.05).

Table 3. Comparison of male crossbreed Korean native chickens on uniformity (CV) for 84-d post hatchingx.

Item 1A 2A 3A 4A 5A 6A SEMy p-value

Uniformity (CVz) (%)

Week 0 7.79 8.74 6.79 6.46 6.88 6.77 0.282 0.532

Week 2 8.64a 18.01c 14.11bc 13.10b 14.27bc 11.57ab 0.549 0.003

Week 4 8.80a 17.70b 13.40ab 11.56ab 12.33ab 12.40ab 0.832 0.123

Week 6 9.63 13.79 10.85 12.16 13.25 11.81 0.629 0.451

Week 8 9.00 12.28 11.34 11.35 11.84 10.45 0.496 0.483

Week 10 10.72 11.72 11.86 15.17 13.32 10.95 0.979 0.778

Week 12 8.93 9.66 13.24 9.25 13.51 10.86 0.675 0.241

xValues are the mean of 4 replicates.
yStandard error of the mean.
zCoefficient of variance.

a-d: Means in the same row with different superscripts differ significantly (p < 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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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성률

본 실험에서 측정한 육성률은 Table 4에 나타내었다. 2A 교배조합은 2주령, 4주령, 6주령 그리고 8주령에서 다

른 교배조합들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수치를 나타낸 것을 알 수 있었다(p < 0.05). 4A 교배조합은 8주령까지 가장 

높은 육성률을 보인 것을 알 수 있었다(p < 0.05). 하지만 10주령 이후에는 교배조합들 간에 유의적인 수치는 나타

나지 않았다(p > 0.05).

Table 4. Comparison of male crossbreed Korean native chickens on viability for 84-d post hatchingy.

Item 1A 2A 3A 4A 5A 6A SEMz p-value

Viability (%)

Week 2 95.00b 81.15a 90.00ab 98.33b 95.00b 90.00ab 1.456 0.045

Week 4 93.33bc 79.23a 88.33abc 98.33c 95.00bc 86.67ab 1.376 0.011

Week 6 98.33ab 79.23a 88.33ab 98.33b 93.33b 86.67ab 1.458 0.029

Week 8 88.33bc 75.64a 88.33bc 98.33c 93.33bc 86.67b 1.366 0.004

Week 10 78.33 75.64 79.88 93.33 83.33 83.33 2.230 0.319

Week 12 73.33 75.64 74.88 88.33 81.67 83.33 2.541 0.510

yValues are the mean of 4 replicates.
zStandard error of the mean.

a-d: Means in the same row with different superscripts differ significantly (p < 0.05).

Discussion

본 실험은 교배조합을 구성하였을 때 실용계의 능력을 평가하여 종계의 능력을 역으로 추적하기 위하여 실행되

었다. 체중과 일당증체량은 가장 중요한 산육 형질 중 하나이고 품종과 계통별로 달라지므로 교배조합 구성 시 실

용계 간의 능력을 평가하기 위하여 측정하였다. 실험의 결과 12주령 체중은 평균 2.52 ± 0.09 kg으로 나타났다. 이

는 교배조합을 행하지 않은 Kim et al. (2014)의 한국재래닭의 12주령 체중인 0.97 ± 0.19 kg과 비교하였을 때 

259.79% 항상된 수치를 나타내었으며, Ohh et al. (1994)의 20주령 1.46 kg과 비교하여도 172.60%차이를 나타내었

다. 일당증체량 또한 현 실험에서 사용한 교배조합은 평균 29.53 ± 1.05 g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Kim et al. (2012)의 

한국 재래 산란계의 초기 성장 능력에서 일당증체량인 11.52 ± 0.99 g 보다 약 256% 향상된 수치라고 할 수 있다. 이

에 대한 원인은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교배조합을 구성하였을 때 잡종강세로 인하여 체중이 높아진 것에 기인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잡종강세란 이형접합체가 동형접합체에 비하여 우수한 생활력을 가지는 현상으로 (Kang et al., 

1997b), 가금류의 육종에 있어서도 품종간 또는 계통간 교잡에 의해 우수한 종을 육종하고자 많이 진행되어왔다. 

본 실험에서 또한 잡종강세로 인하여 교배조합 별로 그 체중이 높아졌으며, 추가적으로는 사양환경 및 사료로 인

한 효과 또한 원인 중 하나라고 사료된다.

한국재래닭은 외국에서 수입한 육계종에 비하여 성장률과 사료효율이 낮은 것이 단점으로 지적되어왔다(Lee et 

al., 2008). 이러한 측면에서 교배조합 사이의 일당사료섭취량과 사료요구율의 변화는 중요한 산육 형질 중 하나이

다. 실험기간동안 전체적으로 일당사료섭취량과 사료요구율 사이의 유의적인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p > 0.05). 

하지만 본 실험에서 일당사료섭취량은 평균 88.20 ± 1.14 g으로 나타났는데, 이 결과는 교배조합을 이용한 실험인 

Park et al. (2010)의 107.19 ± 5.59 g과 비교하였을 때에는 다소 낮은 수치를 나타내지만, Park et al. (2011)의 84.13 

± 10.57 g과는 비슷한 수치를 나타내었다. 실험 별로 일당사료섭취량의 차이가 발생한 이유는 여러가지 요인이 있

을 수 있지만 실험 별 체중에 따른 사료섭취량의 차이로 인한 것으로 생각된다. 구체적으로 본 실험과 일당사료섭

취량의 차이가 큰 Park et al. (2010)의 실험은 평균 체중은 3.07 ± 0.09 kg나타났으며, 일당사료섭취량의 차이가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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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않은 Park et al. (2011)의 실험은 체중이 2.66 ± 0.09 kg으로 나타났다.

사료요구율은 사료섭취량에서 증체량을 나눈 값으로 1 kg을 증체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료 kg을 나타낸 값이다

(Kang et al., 1997a). 육계 사양 시 사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 생산비의 58.11%에 달하기 때문에, 사료요구율

은 실용계 능력을 평가할 때 중요한 생산지표라고 할 수 있다(MAFRA, 2015). 본 실험에서 실험기간동안 사료요구

율은 평균 2.98 ± 0.04로 나타났다. 이는 교배조합을 이용하지 않은 Kim et al. (2014)의 5.47 ± 0.38, Kim et al. 

(2012)의 5.69 ± 0.51, Kang et al. (1992)의 5.06과 비교하였을 때 각각 2.49, 2.71 그리고 2.08가량 낮은 수치이다. 반

면에 교배조합을 이용한 실험에서는 Park et al. (2010)이 2.89 ± 0.17, Cha et al. (2016)의 2.99 ± 0.12로 본 실험과 비

교하였을 때 비슷한 수치를 나타내었다. 이렇게 교배조합을 이용하지 않은 실험과 사료요구율이 차이나는 이유는 

사양환경, 사료 등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체중, 일당증체량과 마찬가지로 교배조합을 구성하였을 때의 잡종강

세로 인한 효과가 주로 작용하였을 것이라고 예상된다. 

균일도는 각 개체들 간의 차이가 얼마나 나타나는지에 관한 지표이며, 교배조합간의 생산성을 평가하는 중요한 

요인 중 하나이며(Behre and Gous, 2008), 균일도가 좋지 못하면 개체간의 차이가 심하여 육성률을 저하시킬 수 있

으며 상품성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어 농가의 수익에도 악영향을 미친다(Cha et al., 2016). 본 실험에서의 균일도는 

교배조합 평균 10.91 ± 2.02로 나타났는데, 이는 Neto et al. (2013)의 외국육계종의 균일도 8.79 - 9.39와 비교하였을 

때 상당히 높은 수치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교배조합을 이용한 실험 중 Cha et al. (2016)이 보고한 교배 실용계 경

제능력 검정에 따르면, 실험에서 사용한 12개 교배조합 모두 12 가 넘는 균일도를 보여 본 실험에서보다 낮은 수치

를 나타내었다. 본 실험에서 사용한 교배조합 재래닭은 1A, 2A 그리고 4A 교배조합은 각각 8.93, 9.66, 9.25로 

broiler종과 비슷한 균일도를 보였으나, 3A, 5A 그리고 6A 교배조합은 13.24, 13.51, 10.86으로 상대적으로 높은 수

치를 나타내었다. 이에 대한 원인은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으나 균일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케이지나 온도, 사양

관리 등이 주요 원인일 것이라고 사료된다. 결국 균일도 측면에서 보았을 때 교배조합별로 유의적인 차이점을 나

타내지는 않았으나(p > 0.05), 본 실험에서 사용한 교배조합이 이전 실험들과 비교하였을 때 우수한 균일도를 나타

낸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육성률은 입식 수수에 대한 생존수수의 비율로서 교배조합의 상태와 생산성을 비교하는 지표 중 하나이다

(Yunis et al., 2000). 본 실험에서 사용된 교배조합 재래닭은 평균적으로 79.53%를 나타내었는데 이 수치는 교배조

합을 이용하지 않은 한국 재래닭 시험인 Kim et al. (2012)의 10주령 93.67%, Kim et al. (2014)의 12주령 93.89%와 

비교하였을 때 각각 14.14%, 14.36% 낮은 수치를 나타내었다. 이는 교배조합을 사용한 실험인 Kang et al. (2010)의 

96.7%, Park et al. (2010)의 85.97%와 비교하여 보아도 각각 17.17%, 6.44%가량 낮은 수치를 나타내었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낮은 균일도를 나타낸 이유는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다른 한국재래닭들에 비하여 성장률이 높아 

이로 인하여 급사증후군(SDS, Sudden Death Syndrome)의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사료된다(Imeada, 2000; Blanchard 

et al., 2002). 또한 전 교배조합에서 전체적으로 성장이 빨라 사육밀도가 높아져 스트레스가 발생한 것이 원인 중 

하나라고 사료되며 추후 연구가 더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된다(Imeada, 2000; Dozier et al., 2005). 결과적으로 교배

조합을 구성하였을 때 이전 재래닭 실험들에 비하여 낮은 육성율을 보였으며, 교배조합 별 유의적인 차이는 실험 

종료시점인 12주령에서 나타나지 않았다(p > 0.05).

Conclusion

본 실험에서 실험기간 0 - 12주령 동안 교배조합을 구성한 한국재래닭 사이의 유의적인 차이점은 발견되지 않았

으나(p > 0.05), 교배조합을 구성하지 않은 한국재래닭과 비교하였을 때 체중, 일당증체량, 일당사료섭취량, 사료

요구율에서 향상된 수치를 기록하였다. 위의 결과로 보아 교배조합은 한국재래닭의 성장률을 향상시킬 수 있는 유

익한 방법 중 하나라고 할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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