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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양돈 농가에서는 모돈관리를 위해 주기적으로 체형측정을

실시한다. 체형 측정을 통해 돼지의 건강상태와 복지를 파악

할 수 있으며,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 모돈이 너무 마르거나

비만일 경우 번식성적이 떨어지게 된다. 돼지의 체형측정 방

법으로는 체중(Body weight), 가슴둘레(Heart girth), 체평점

(Body Condition Score; BCS), 등지방두께(Backfat

thickness), 등각(Back degree of the angle) 측정이 있다

(Eastwood와 smith, 2020). 체중, 가슴둘레, 등지방두께는 비

교적객관적인측정값을얻을수있으나, 측정을위해돼지의

이동이 필요하는 등 시간과 작업자의 노동력이 상당히 요구

된다. 숙련된 작업자는 지방이 축적되는 부위에 손의 압력과

시각을 이용하여 체평점을 쉽게 측정할 수 있으나, 주관적인

판단에 따라 점수가 매겨지므로 측정자의 숙련도에 따라 결

과가 달라질 수 있다.

기존 체형측정방법의단점을보완하기위해 2015년 노스캐

롤라이나 주립대에서 등각기(Body Condition Caliper)를 사

용하여 모돈 상단(등)의 각을 측정하며, 측정된 등각으로 체

형을 판단하는 방법을 개발하였다(Knauer와 Baitinger,

2015). 등각기는 돼지가 말랐을 때 척추를 중심으로 등의 각

이 좁아지고, 살이 쪘을 경우 등의 각이 넓어지는 것을 이용

한원리로, 너비를조정하여측정하려는개체의등에대고등

각기의 바늘이 가리키는 눈금을 읽는 방식이다.

등각을 이용한 체형측정은 관리자의 작업 효율성을 향상시

키는것으로생각되며, 따라서본연구에서는적절한등각측

정위치와시기를구명하고자측정위치별, 측정시기별등지방,

등각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2. 재료 및 방법

2.1 공시동물

대한한돈협회에서 보유하고 있는 1∼3산차 번식모

돈 F1(Y×L) 300두에 대하여 인공수정 1일 전, 임신 30

일령, 임신80일령, 분만시 각각 측정위치별로 등각과

등지방두께를 측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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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양돈농가에서는모돈관리를위해주기적으로체형을측정하며이를통해돼지의건강상태와복지를파악할수있다.
돼지의 체형측정 방법에는 체중, 가슴둘레, 체평점, 등지방두께, 등각 측정이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적절한 등각 측정
위치와 시기를 구명하여 관리자의 작업 효율성을 향상시키고자 측정위치별, 측정시기별 등지방, 등각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대한한돈협회에서 보유하고 있는 모돈 F1(Y×L) 300두를 대상으로 P1(제4늑골), P2(최후늑골), P3(최후요
추)에서인공수정 1일전, 임신 30일령, 임신 80일령, 분만시에등지방과등각을각각측정하였다. 측정위치별로등지방-
등각 간 상관계수는 P2(0.52), P3(0.45), P1(0.40) 순으로 P2에서 가장 상관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측정시기별로는
인공수정 1일전(0.59), 임신 30일령(0.54), 임신진단 80일령(0.48), 분만시(0.45)로 순으로인공수정 1일전에가장상관성
이높은것으로나타났다. 등지방두께와번식성적에대한선행연구결과번식성적과양의관계가있는것으로보고되었
으며, 따라서추후등각과번식성적에대한연구가요구되며, 또한 F1(Y×L)뿐 아니라다양한품종에서추가적인데이터
를 수집하여 비교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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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측정위치 및 방법

등각은 P1(제4늑골 정중선), P2(최후늑골정중선), P3(최후

요추 정중선) 위치에서 측정하였으며, 노스캐롤라이나 주립

대에서제시한등각기를사용하여측정하였다. 등지방두께는

등각과동일한지점에서좌우 6∼8cm 떨어진곳에젤을바른

초음파스캐너의 A모드를이용하여측정하고평균값을구하

였다.

2.3 통계분석

등지방, 등각 데이터는 Pearson correlation test(R

ver.4.1.1)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p<0.05).

3. 주요결과

각측정위치별로등지방-등각간상관분석결과는 [그림 1]

과 같다. 측정위치 P1(제4늑골)의 등지방-등각 상관계수는

0.40, 측정위치 P2(최후늑골)의 등지방-등각상관계수는 0.52,

P3(최후요추)의 등지방-등각 상관계수는 0.45로 나타나, P2

에서 측정 시 등지방-등각 상관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확인

하였다.

P2에서 등각과 등지방의 상관성이 가장 높은 시기는 인공

수정시기로 인공수정 1일 전에 상관계수는 0.59로 나타났다

(그림 2). 그 다음으로 임신 30일령(0.54), 임신진단 80일령

(0.48), 분만시(0.45)로 나타났다.

모돈의 등지방은 번식성적과 관련이 있다. 17∼21mm 등지

방은 이유 시 높은 한배 새끼 수와 관련 있으며(Kim 등,

2015), 체중 90kg인초산모돈은등지방두께가높을수록한배

새끼 수와 새끼의 활력이 높았다(Cechova와 Tvrdon, 2006).

또한 임신 말기 등지방은 포유 3∼10일차 돈유 생산량과 양

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Ji 등, 2006).

따라서본연구에서등지방과등각의상관관계를분석하였으

며, 인공수정시기에 상관성이 높은 것을 확인하였고, 인공수

정시기 등각과 번식성적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

된다.

[그림 1] 측정위치 P1에서 등지방, 등각 상관관계(위), 측정위치

P2에서 등지방, 등각 상관관계(중간), 측정위치 P3에서 등지방,

등각 상관관계(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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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측정위치 P2에서 측정시기별 등지방, 등각

상관관계(위부터 인공수정 1일 전, 임신 30일령, 임신

80일령, 분만 시)

4. 결론

양돈농가에서 모돈의 번식성적은 농가소득과 직결되는 매

우 중요한 생산성 지표 중 하나이다. 따라서 모돈을 적절한

체형으로 유지하기 위해 많은 노력이 요구되며, 본 연구에서

는 관리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기존에 관리방법으로

사용하고 있던 등지방두께, 체평점을 대신하여 간편하게 등

각으로판단할수있는방법을제시하고자하였다. 등각은인

공수정 1일 전 P2(최후늑골) 위치에서가장등지방두께와상

관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등지방두께와 번식성적에 대

한 선행연구가 다수 수행되었으며, 번식성적과 양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따라서 추후 등각과 번식성적에 대

한 연구가 요구되며, 또한 F1(Y×L)뿐 아니라 다양한 품종에

서 추가적인 데이터를 수집하여 비교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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