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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종닭의 초기성장체중이 출하체중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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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Effect of Early Chick Weight on Market-Weight in Korean Native Chicke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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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chick weight in the early growth period on market-weight of Korean
native chickens (KNCs). We measured the body weights of 1,087 chickens (male 479, female 608) of 13 KNC strains at 184 days of age at two week intervals. The growth performance of the 13 KNC strains was investigated. Correlation coefficients
among the weights of chickens in each growth period and regression of market-weight on early chick weights were analyzed.
The results showed that the average body weight of 70-day-old KNCs was 1,962g: 2,154g and 1,819.7g for males and females,
 =0.1347X2+18.738X 40.134 (R2=0.9418).
respectively. The equation for regression of body weight on age was estimated as 
Using this regression equation, the duration required to attain a KNC market-weight of 2 kg was estimated as 71.8 days. All
the correlation coefficients between early chick weight and market-weight were significantly positive. Although the correlation
coefficients among the chick weights in each growth period decreased with increase in age interval, early growth weight had
a significant effect on late growth performance. The correlation coefficient between market-weight at 70-days and chick weight
at 1-day was estimated to be a low as 0.10-0.13. In the estimations of market-weight correlation coefficients, correlation coefficient
and coefficient of determination were high in the female and male chicks after 28-days and 42-days of age, respectively.
The results of the analysis of correlation and regression between early chick weight and market-weight of KNCs showed that
market-weight could be predicted based on the weights of 28-day-old females and 42-day-old males.
(Key words: early chick weight, market-weight, correlation coefficient, regression analysis, Korean native chicken)

—

서 론
세계적으로 닭고기의 생산량과 소비량은 날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국내 육계 생산은 연간 약 8억 수 정도로 거의 대
부분이 실용육계(broiler)이며, 토종닭은 총 생산량의 10%미
만에 불과하다(MAFRA, 2016). 국내 토종닭 시장의 점유율
을 높이고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기존 토종닭의 생산능
력 개량과 더불어 생산비를 낮추는 것이 시급한 과제이다.
육계의 생산비 절감을 위해서는 증체량 개량을 통한 출하체
중 도달일수를 단축시키는 것이 중요한데, 현재 육계의 시장
출하체중 1.8 kg을 기준으로 브로일러는 5주 전후이나 토종
닭은 9∼10주 정도로 브로일러에 비해 거의 2배 정도의 시일
이 소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토종닭의 증체량 향
상을 위해서는 이들의 체계적인 육용화 육종과 더불어 이에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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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는 적절한 사양관리방법이 제시되어야 하겠다.
닭의 증체량 향상을 위한 여러 연구들 중 성장속도와 관
련한 다양한 연구들이 소개되고 있는데, 이들 중 종란의 무
게 및 발생체중이 후기 성장능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많
은 연구들이 수행되고 있다. 이러한 연구들 중 브로일러에
있어 발생체중과 출하체중 간에 낮지만 고도로 유의한 정의
상관이 있다하였고(Ohh et al., 1985; Willemsen et al., 2008),
산란계 역시 발생체중이 이후 12주 및 18주 체중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Deaton et al., 1979). 또한 종란의
무게와 출하체중 간에 유의한 정(+)의 상관이 있어 품종 및
성별과 관계없이 종란의 무게가 부화 후 성장에 밀접한 영
향을 미치고(Tindell and Morris, 1964; Proudfoot and Hulan,
1981; Whiting and Pesti, 1984), 특히 종란의 무게와 발생체
중 간에는 고도의 유의한 정의 상관관계를 가지며, 이후 주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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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증가할수록 상관계수는 감소된다고 보고하였다(Kosin et

내 토착화된 외래 토종닭 종계로 Cornish계 부계 2계통과 New
Hampshire 및 Rhode계 모계 6계통을 이용하여 이들 간 교잡
으로 생산된 12개의 실용닭 조합과 시판 실용계통 1개를 추
가하여 총 13개 계통의 토종실용닭 암수 1,087수를 대상으로
하였다(Table 1). 사육 시험은 2015년 11월부터 익년 1월까지
총 12주간 경남과학기술대학교 종합농장에서 실시하였다. 모
든 공시닭들은 강제환기 및 자동온도조절시스템이 완비된 무
창계사 형태의 육추사 및 종계사에서 사육 관리하였다. 총 12
주의 시험기간 중 0∼8주령은 육추사 내 3단 3열 배터리형
케이지(74 cm × 60 cm × 35 cm/cage)에서, 이후 12주령까지
는 종계사로 이송하여 2단 4열 철망군사형 케이지(90 cm ×
90 cm × 66 cm/cage)에서 사육하였고, 케이지당 사육수수는
계통에 따라 13∼16수로 배치하였다. 사료급이는 사육단계
별로 시판용 육계 초이사료, 육계 전기사료 및 육계 후기사료
를 전 사육기간 동안 무제한 급여하였다. 점등관리는 사육기
간 내 24시간 점등하였고, 예방백신의 접종은 H사의 토종닭
백신접종 프로그램에 따라 실시하였다. 그 밖의 일반 닭 사
양관리는 경남과학기술대학교 닭 사육관리기준에 따라 이루
어졌고, 시험에 관련된 닭의 관리 및 취급은 본 대학 동물실
험윤리위원회(IACUC)의 규정을 준수하여 시행하였다.

al., 1952; Bray and Iton, 1962; Gardiner, 1973; Wilson, 1991).

반면 이러한 보고와 상반되게 종란의 무게나 발생체중이 후
기 성장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연구결과들도 다수
소개되고 있다. 브로일러에서 발생체중과 출하체중 간에 거
의 상관관계가 없다고 하였고, Barred Plymouth Rocks종에서
도 발생체중과 초기성장능력 간에는 거의 연관관계가 없음을
보고하였다(O’Neil, 1955). 이에 반해 발생체중과 출하 때 가
슴육량 간에 부(—)의 상관이 있다는 연구결과도 보고된 바
있다(Molenaar et al., 2008). 종란의 무게와 발생 이후 성장
능력 간에 있어 품종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으나, 종란의 무
게가 12주령 체중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하였고
(Wiley, 1950), 종란의 무게가 발생체중에는 크게 영향을 미
치나, 2주령 이후 성장과의 연관성이 급격히 감소하여 출하체
중에는 거의 영향이 없다고 보고하였다(Godfrey et al., 1953).
지금까지 대부분의 연구 보고에서 종란의 무게가 발생체
중에는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으나, 종란의 무게 및
발생체중과 이후 성장능력과의 연관성에 대해서는 연구자들
간에 많은 이견이 있다. 그러므로 브로일러에 있어 발생 직후
초기체중이 후기성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아직까지 일치
된 결론을 도출하지 못한 상황이고, 특히 국내 토종닭에 있어
서 초기성장이 후기성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거의
찾아볼 수가 없었다. 만약 발생 직후 초기체중과 출하체중
간에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면 초기체중으로 출하체중의 예
측이 가능하고, 이에 따라 조기 선발과 분리 사육을 통한 생
산 개체들의 균일도를 높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산 토종종계들 간 교잡으로 생산된 13개 계통의 토종실용
닭(commercial chicken)에 대해 12주령까지 성장능력을 조사
하고, 이들의 초기성장단계의 체중들이 출하체중에 미치는 영
향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2. 조사항목 및 분석방법
1) 조사항목

공시된 1,087수를 대상으로 발생 1일령부터 84일령(12주
령)까지 2주 간격으로 각 개체별 체중을 측정하였다.
2) 분석모형

체중에 대한 분석모형은 다음과 같고, 계통 간 유의성 분
석은 SAS software package(SAS Institute Inc., Cary, NC, USA)
의 GLM procedure를 이용하였다. 요인별 유의성이 인정되
는 경우 요인 내 처리 간 평균값의 비교는 Duncan’s multiple
range test로 검정하였다.

재료 및 방법
1. 공시동물 및 사양관리

본 시험에 공시된 시험닭은 국내 H사가 보유하고 있는 국

Yijk = μ + Si + Bj + SBij + eijk

Table 1. Number of chicks for experiment
Strains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Total

Female

48

32

48

48

48

48

48

48

48

48

48

48

48

608

Male

26

26

26

26

26

26

52

52

39

51

51

39

39

479

Total

74

58

74

74

74

74

100

100

87

99

99

87

87

1,0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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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Y = 개체 측정값
μ = 집단의 평균값
S = 성별차이에 의한 효과
B = 계통차이에 의한 효과
SB = 성별과 계통 간의 상호작용 효과
e = 성별 및 계통차이를 제외한 나머지 효과


    

ijk

여기서,

 = 70일령 체중(출하체중) 추정치
a = 회귀계수
X = 각 일령별 체중(1일, 14일, 28일, 42일, 56일령)
b = 절편

i

j

ij

ijk

결과 및 고찰

3) 상관 및 회귀분석

일령 별 체중 간 상관 분석은 SAS 통계패키지의 CORR
procedure를 이용하여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를 산
출하고, 각 상관계수에 대한 유의성을 검정하였다. 출하체중
에 대한 각 일령별 체중의 회귀계수는 동일 통계패키지의
PROC REG를 이용하여 계산하였고, 각 회귀계수에 대한 유
의성을 검정하였다. 계산된 회귀계수를 이용한 단순선형회귀
식(simple linear regression equation)의 모형은 다음과 같다.

1. 성장능력

토종닭 13개 계통에 대한 1일령부터 84일령까지 2주 단
위의 체중측정치를 Table 2에 제시하였다. 84일령을 제외한
모든 측정 일령에서 계통 간 유의한 체중의 차이를 보이고,
암수 간에도 발생체중인 1일령을 제외한 모든 일령에서 차
이를 나타내었다. 이러한 계통 간의 체중 차이는 성장후기

Table 2. The body weights of 13 strains of Korean native chickens
Body weight (g) at
Strains
1 d

14 d
a

28 d
abcd

42 d
ab

56 d
abc

70 d
b

84 d
ab

1

43.2±3.5

179.7±32.4

536.0±57.9

1,022.9±115.9

1,502.1±151.3

1,992.3±259.7

2,460.4±329.2

2

43.1±3.7a

190.7±29.2ab

557.6±82.6a

1,057.4±128.0a

1,566.2±183.6a

2,057.3±287.5a

2,507.0±353.6

3

b

b

b

2,386.6±364.8

b

1,944.0±279.0

2,393.2±385.1

1,986.7±258.1ab

2,448.9±350.0

ab

2,460.0±350.7

ab

41.4±2.6

b

c

176.1±29.4

abcd

bc

516.2±59.2

b

cd

985.7±111.9

bc

1,458.7±163.1

b

4

41.1±3.2

182.4±30.4

531.0±67.4

1,003.4±114.1

5

39.7±3.0c

181.9±28.6abcd

529.1±60.6b

1,012.7±104.8abc 1,502.7±162.1b

6

c

39.3±2.9

b

c

174.9±28.9

abcd

bc

515.3±59.8

ab

bcd

993.2±130.3

ab

1,485.2±176.9

b

1,486.4±172.4

b

1,937.0±290.6

1,976.9±259.4

7

41.6±3.4

184.5±34.9

537.1±74.6

1,036.5±122.4

1,475.9±171.7

1,983.2±271.9

2,466.4±382.5

8

41.1±2.4b

190.0±28.2abc

540.0±71.3ab

1,035.4±134.1ab

1,475.8±163.0b

1,926.3±263.0b

2,464.6±357.5

9

b

40.8±2.7

b

a

191.1±29.9

cd

b

529.0±76.0

b

abc

1,022.9±138.6

abc

b

1,457.3±186.0

b

ab

2,406.9±429.8

ab

1,953.2±308.4

10

41.3±2.9

178.9±28.6

527.8±75.5

1,015.3±148.1

1,478.7±186.3

1,989.2±282.4

2,522.1±385.5

11

39.6±3.0c

179.3±37.5bcd

515.1±80.1bc

1,007.8±145.0bc

1,447.6±198.5b

1,925.7±320.6b

2,404.8±465.4

12

c

39.9±3.2

183.8±33.8

bc

521.6±77.2

ab

1,035.1±134.6

1,511.4±201.8

1,969.8±330.7

2,462.8±436.8

13

36.8±2.1d

176.0±27.6c

498.2±66.9c

950.5±143.5d

1,444.0±195.4b

1,894.8±310.9b

2,381.6±396.7

A

A

A

A

1,589.6±171.0

A

2,154.0±271.4

2,719.4±369.3A

1,401.5±140.6B

1,819.7±207.1B

2,239.5±251.4B

1,481.4±180.1

1,961.7±288.5

2,443.3±388.0

abcd

Male

40.8±3.4

187.4±32.3

555.8±72.0

Female

40.5±3.4

178.6±30.0B

505.6±63.3B

Overall
means

40.6±3.4

182.3±31.3

526.9±71.6

1,100.1±115.4

950.3±104.0B
1,013.9±131.7

Values are mean±standard deviations.
The different letters of superscript within column significantly differ (P<0.05).

ab

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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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갈수록 편차가 줄어들었는데, 출하체중 2 kg을 기준으로
70일령 체중에 있어 2번 계통이 2,057.3 g으로 가장 높았고,
13번 계통이 1,894.8 g으로 가장 낮았으나, 84일령에는 모든
계통 간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암수 간 체중
의 차이는 성장 초기부터 시작하여 일령이 증가할수록 더욱
커지는 양상을 나타내었는데, 70일령 체중에 있어 수컷은
2,154 g, 암컷은 1,819.7 g으로 암수 간 약 334 g의 차이를
보였다. 그러나 일령별 성장형태는 계통과 관계없이 거의
동일한 양상을 보였다(Fig. 1). 본 시험에 공시된 토종닭의
산육능력과 브로일러의 산육능력을 비교하였을 때 출하체
중 2 kg을 기준으로 현재 상업용 브로일러의 경우 34일령
표준체중을 2,092 g으로 제시하고 있으나(Cobb 500, 2015),
토종닭은 70일령에 1,962 g을 보여 출하일령에 있어 거의 2
배의 차이를 나타내었다. 이와 같은 성장능력의 차이는 브로
일러의 경우 지난 수 십 년간 전용육계로서 산육성 위주의
집중적인 육종과 개량이 이루어져 왔기 때문이다. 1960년대
초반 상업용 브로일러가 처음 소개되면서 이들의 생산능력은
55일령에 1,380 g에 불과하던 것(Tindell and Morris, 1964)
이 1970년대에는 동일 주령에 1,761 g 정도로 개량되었고(Gardiner, 1973), 80년대는 49일령에 거의 2,000 g을 나타내었다
(Proudfoot and Hulan, 1981; Whiting and Pesti, 1984). 이후
2000년대에 2 kg 출하체중 도달 일령이 약 40일로 단축되었
고(Cunningham, 2009), 현재 동일체중 도달 일령은 약 35일

정도이다(Tahir et al., 2011). 반면 국내 토종닭의 산육능력은
한국재래닭 및 토착종을 활용한 토종실용계의 생산성 연구
에서 12주령 체중을 1,305∼1,921 g(Lee et al., 2013)으로 보
고하였고, 또 다른 토착교잡종간의 교배를 통한 실용계의 12
주령 체중을 1,153∼1,682 g(Lee et al., 2014)으로 보고한 반
면, 이들을 이용한 3원교잡에서 동일 주령 체중을 2,602∼2,734
g(Park et al., 2010)으로 보고한 바 있다. 한편, 최근 H사가 보
유한 토종종계(PS) 교배조합 시험에서 전체조합의 12주령 암
컷의 평균체중은 1,640.9 g이었으며(Choi et al., 2017), 이들
종계를 이용하여 본 시험에서 생산한 교잡실용닭의 12주령
체중은 평균 2,443 g으로 한국토종닭의 산육능력도 이전 선
행연구를 통해 확인된 결과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개선
효과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2. 성장일령별 체중 간 상관 및 회귀 분석

공시된 암수 전체 수수를 대상으로 성장일령에 따른 체중
에 대한 2차 함수 회귀방정식을 추정한 결과 =0.1347X +
18.738X—40.134로 나타났고, 본 함수식의 그래프는 Fig. 2
와 같다. 본 분석에서 추정된 회귀방정식의 결정계수(R )는
0.9418로 매우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토종닭에 있어 성장일령
에 따른 체중 예측값의 신뢰도가 매우 높음을 시사한다. 본
회귀방정식을 이용하여 국내 토종닭의 출하체중 2 kg 도달일
령을 추정하였을 때 예측 소요일수는 약 71.8일로 나타났다.

Fig. 1. The growth curve of 13 strains of Korean native chickens in growth peri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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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The regression curve of body weight on age in Korean
native chickens.

Table 3은 1일령부터 84일령까지 2주 단위로 측정한 각 체
중들 간의 상관계수를 나타낸 것으로 암컷과 수컷의 상관계
수를 별도로 추정 제시하였다. 1일령부터 84일령까지 성장단
계별 체중들 간의 모든 상관계수는 유의한 정(+)의 상관을
보였으며, 체중 측정치 간의 기간이 증가할수록 상관계수는
공히 낮아지는 결과를 보였다. 그러나 1일령 발생체중과 모
든 성장단계별 체중 간의 상관은 암수 관계없이 모두 낮은
상관계수를 나타내었다. 출하체중 2 kg을 기준으로 70일령
체중과 성장일령별 체중 간의 상관에서 일령이 증가될수록
암수 공히 상관계수가 높아지는데, 암컷의 상관계수가 수컷
보다 높은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출하체중과의 상관도에 있
어 암컷의 경우 14일령 이전까지의 체중과는 다소 낮은 상
관계수를 보이나, 28일령 체중과는 r=0.56으로 높은 정의 상
관을 보이고 이후부터 일령이 증가함에 따라 더욱 높은 상

관계수를 나타내었다. 반면, 수컷의 경우 암컷과 비슷한 상
관양상을 보이기는 하나 28일령 체중과 출하체중 간에는 r=
0.37로 중도의 상관을 보였고, 42일령 이후부터 고도의 상관
계수를 나타내었다.
본 시험에서 사육 전 기간 동안 모든 측정 일령별 체중 간
에 유의한 상관계수가 나타남으로 각 성장단계별 체중으로
출하체중을 예측하기 위한 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각 분석
된 회귀계수를 이용하여 회귀방정식을 추정하고, 이의 결과
를 Table 4에 제시하였다. 토종닭의 1일령, 14일령, 28일령,
42일령 및 56일령 체중으로 70일령 체중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모든 회귀계수는 유의하게 나타났으나 각 회귀방정식
의 결정계수는 측정 일령에 따라 큰 차이를 보였다. 성장일
령별 체중 간의 상관계수가 암컷이 수컷보다 높은데 기인하
여 회귀식의 결정계수 또한 암컷이 수컷보다 전체적으로 높
게 나타났다. 따라서 출하체중의 예측을 위한 회귀방정식은
암컷의 경우 최소 28일령 이후 체중의 함수식(Y= 1.8294X+
894.76)으로, 수컷은 42일령 이후 체중의 함수식(Y=1.5278X+
473.22)을 이용하였을 때 추정 값이 유효할 것으로 사료된다.
지금까지 닭의 발생체중과 출하체중 간의 연관성에 대해
많은 연구들이 수행되어 왔으나, 이에 대해 명확한 결론을 내
리지 못하고 있다. 발생 1일령 체중과 출하체중 간에 유의한
정의 상관으로 발생시 체중이 후기 성장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가 있는 반면(Powell and Bowman, 1964; Ohh et al., 1985;
Willemsen et al., 2008), 발생체중과 출하체중 간에 거의 연관
성이 없다는 연구 보고들도 다수 있다(Decuypere, 1979; McLoughin and Gous, 1999; Wolanski et al., 2003; Tona et al.,

발생체중과 출하체중 간에 유
의한 정의 상관을 보고한 연구들 중 Willemsen et al.(2008)은
브로일러에서 이들 간의 상관계수를 0.25∼0.35로 추정하였
2004; Molenaar et al., 2008).

Table 3. The correlation coefficients among chick weights in growth stage of Korean native chickens
1 d

14 d

28 d

42 d

56 d

70 d

84 d

1 d

-

0.15**

0.23**

0.20**

0.15**

0.10*

0.10*

14 d

0.11*

-

0.78**

0.52**

0.37**

0.26**

0.26**

28 d

0.17**

0.73**

-

0.84**

0.71**

0.56**

0.53**

42 d

0.14**

0.52**

0.78**

-

0.89**

0.70**

0.66**

56 d

0.12*

0.24**

0.52**

0.81**

-

0.83**

0.80**

70 d

0.13**

0.17**

0.37**

0.65**

0.81**

-

0.91**

84 d

0.10*

0.13**

0.29**

0.56**

0.70**

0.88**

-

The above diagonal is female and the below diagonal is male.
The asterisk indicates the significance of the correlation coefficient (* P<0.05,

**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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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Estimation of regression equations of the market-weight at 70 days-old chicken (Y) on the chick weights at 1 day-, 14 days-,
28 days-, 42 days-, and 56 days-old (X) for 13 strains of Korean native chickens
Independent variables (X)

Female
*

Male
2

**

Overall

Body weight at 1 d

Y=6.4340 X+1559.0 (R =0.0110)

Y=10.423 X+1728.7 (R =0.0166)

Y=10.118 X+1550.5 (R2=0.0139)

Body weight at 14 d

Y=1.8133**X+1495.9 (R2=0.0692)

Y=1.3887**X+1893.8 (R2=0.0273)

Y=2.3222**X+1538.3 (R2=0.0635)

Body weight at 28 d

Y=1.8294**X+894.76 (R2=0.3127)

Y=1.4012**X+1375.2 (R2=0.1384)

Y=2.2265**X+788.49 (R2=0.305)

Body weight at 42 d

Y=1.3921**X+496.77 (R2=0.4885)

Y=1.5278**X+473.22 (R2=0.4221)

Y=1.7019**X+236.10 (R2=0.6039)

Body weight at 56 d

Y=1.2193**X+110.88 (R2=0.6853)

Y=1.2792**X+120.48 (R2=0.6499)

Y=1.3910**X 98.974 (R2=0.754)

The asterisk indicates the significance of the regression coefficient (* P<0.05,

고, 7일령 체중과 출하체중 간에는 0.37∼0.54로 훨씬 높은
상관계수를 제시하여 초기성장이 출하체중에 매우 밀접한 영
향을 미친다고 하였으나, 대부분의 다른 연구들에서 발생체
중과 출하체중 간에 유의한 정의 상관이 존재하기는 하나 이
들 간 상관계수가 0.1∼0.2 정도로 그리 높지 않다고 보고하
였다(Bray and Iton, 1962; Gardiner, 1973; Ohh et al., 1985;
Wilson, 1991). 이러한 결과는 본 연구에서도 동일한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발생체중과 70일령 출하체중과는 유의한 정
의 상관이 추정되기는 하였지만 이들 간의 상관은 0.10∼0.13
정도로 낮은 상관계수를 나타내었다. 본 연구결과에서 성장
단계별 상관계수의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토종닭의 초기성
장이 후기성장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
한 성장초기체중들과 출하체중 간의 상관 및 회귀분석 결과,
암컷의 경우 28일령(4주), 수컷은 42일령(6주) 체중을 토대
로 출하체중의 예측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

적 요
본 연구는 토종닭에 있어 초기성장 단계의 체중들이 출하
체중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 것이다. 공시닭으로는
국내 토종실용닭 13계통의 암수 1,087수를 대상으로 1일령
부터 84일령까지 2주 간격으로 각 개체별 체중을 측정하여
이들의 성장능력을 조사하고, 측정 일령별 체중 간의 상관
분석 및 출하체중에 대한 성장초기체중의 회귀분석을 수행
하였다. 분석결과 본 시험에 공시된 토종닭의 70일령 평균 체
중은 1,962 g이었고, 수컷은 2,154 g, 암컷은 1,819.7 g으로
나타났다. 성장일령에 따른 체중에 대한 회귀방정식은 =
0.1347X +18.738X—40.134(R =0.9418)로 추정되었고, 본 함
수식을 이용한 토종닭의 2 kg 출하체중 도달일령은 71.8일
로 예측되었다. 1일령부터 84일령까지 성장단계별 체중들 간
의 상관계수는 모두 유의한 정(+)의 값을 보였고, 비록 체중
2

2

2

**

**

—

P<0.01).

측정치 간의 기간이 증가할수록 상관계수가 낮아지긴 하였
으나, 토종닭에 있어 초기성장이 후기성장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70일령 출하체중과 발생체중과는
0.10∼0.13 정도의 낮은 상관계수를 보이고 암컷의 경우 적
어도 28일령 이후의 체중과 출하체중 간에, 수컷은 42일령
이후의 체중과 출하체중 간에 고도의 상관계수 및 높은 결
정계수(R )를 나타내었다. 따라서 토종닭의 성장초기체중들
과 출하체중 간의 상관 및 회귀분석 결과 암컷의 경우 28일
령, 수컷은 42일령 체중을 토대로 출하체중의 예측이 가능
할 것으로 사료된다.
(색인어: 초기성장체중, 출하체중, 상관계수, 회귀분석, 토
종닭)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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