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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is study, we investigated the effect of separate-sex and straight-run rearing system on the productivity of
Korean native chickens. A total of 1,140 GSP-HanhyupÒ Korean native chickens were divided into male, female, and
straight-run rearing groups, and the survival rate, body weight, feed intake, and feed conversion ratio were investigated from
birth to 12 weeks of age. The average survival rate was 97.9%, and there were no significant differences among the groups.
Body weight was significantly different among the groups at all weeks of age (P<0.01). After 4 weeks of age, the male group
had the highest weight, followed by the straight-run group, and finally the female group. At 10 weeks, the most uniform body
weight was shown in the female group (78%), while the lowest was in straight-run group (44%). Comparing the separate-sex
and straight-run groups, male chickens were found to have higher body weights in the separate rearing group than in the
straight-run group; however, there was little difference in those of female chickens. Feed intake was the highest in the male
group, followed by the straight-run group, and lastly, the female group, while the feed conversion ratio had an opposite trend.
Although there is little difference in the production performance of chickens between separate-sex rearing and straight-run
rearing system, we concluded that the separate-sex rearing system is much more advantageous than the straight-run rearing
system in terms of productivity due to group uniformity.
(Key words: Korean native chicken, separate-sex rearing, straight-run rearing, production performance, uniformity)

서 론
국내 연간 1인당 닭고기 소비량은 2010년 10.7 kg에서
2019년 14.8 kg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MAFRA,
2020). 더불어 국민 소득 증가와 함께 닭고기를 비롯한 육류
소비에 있어서 우리의 식성과 기호도에 맞는 토종 가축에
대한 선호도도 급속히 상승하고 있다. 토종닭의 경우, 육질
과 맛이 뛰어나고 영양적인 면에서도 우수하다고 알려져 있
으나(Jin et al., 2017; Kim et al., 2018) 브로일러에 비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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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 기간이 길고 생산성이 낮은 단점으로 말미암아 생산량이
극히 제한적이다(Korea Native Chicken Association, 2021).
토종닭의 낮은 생산성의 주된 원인은 산육능력의 개량이 미
진하고, 토종 종계들의 육종적 체계가 미흡함에 따라 생산
되는 실용닭의 균일도가 낮기 때문이다(Cha et al., 2016). 상
품의 균일도가 낮으면 동일계군에서 출하 시기를 일정하게
맞추지 못하고 수시 출하를 하게 됨으로 닭에 스트레스는
물론 계사 이용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상품의 품질 저하로
인해 정상적인 판매가격을 보장받지 못하게 된다. 토종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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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일성 저하의 가장 큰 요인은 동일 출하 시점에서 암수 체
중의 차이가 매우 크다는 것이다. 최근 토종닭의 생산능력
검정에서 10주령 때 수컷은 평균 2,334 g, 암컷은 1,876 g으
로 암수 간에 무려 458 g의 차이가 난다고 하였다(Sohn et
al., 2021). 닭은 수컷과 암컷 간에 배아 시기부터 체중 및 근
발육 양상이 다르게 나타난다(Burke and Sharp, 1989; Henry
and Burke, 1998). 또한 성장이 진행되면서 수컷과 암컷 간
에 성장률, 사료 섭취량 및 사료효율의 차이도 현격하게 나
타난다(Gous et al., 1999; May and Lott, 2001; Da Costa et
al., 2017; Oh et al., 2019). 이와 같이 암수 간 성장률이나
영양소 요구율의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토종닭의 암수
분리 사육이나 혼합 사육의 효과에 대한 연구들이 미진하
고, 더욱이 성별에 따른 사육 관리 체계의 기준 또한 명확히
제시되고 있지 않다. 지금까지 보고된 닭의 암수 분리와 혼
합 사육 간의 비교 연구에서 생산성 측면에서 다소 상반된
결과를 보이고 있는데 암수 분리 사육이 전혀 이득이 없다
고 보고한 반면(Hess et al., 1960; Lang et al., 1960;
Lamoreux and Proudfoot, 1969), 암수 분리 사육이 혼합 사
육에 비해 생산능력뿐만 아니라, 균일도에 큰 이점이 있다
고 보고하였다(Deaton et al., 1973; Gehle et al., 1974;
Laseinde and Oluyemi, 1994; de Albuquerque et al., 2006;

그러나 이러한 보고들은 대부분 브로
일러에 관한 연구로써 극히 제한된 품종에 국한된 내용들이
고, 토종닭의 경우 암수 분리 사육과 혼합 사육에 따른 연구
는 매우 미진하다. 더불어 토종닭의 암수 분리 사육과 혼합
사육에 따른 산육능력 비교 시험에서 사육 체계 간 성적만
제시되었을 뿐 사육 체계 간 각 성별 생산능력의 비교나 균
일성 비교 및 사료 이용성에 따른 생산성의 비교는 거의 알
려진 바가 없다(Oh et al., 2019; Ogola et al., 2021).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한국 토종닭의 암수 분리 사육과
혼합 사육이 사육 개체들의 생존율, 체중, 사료 이용성 등
생산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 분석하여 사육 체계에 따른
토종닭의 생산성 향상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Da Costa et al., 2017).

재료 및 방법
1. 공시동물 및 사양관리

닭의 암수 분리 사육과 혼합 사육이 개체의 생산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토종 실용계인 GSP한협토
종닭 1,140수를 공시 대상으로 하였다. 이들 공시계들은 암
컷 사육 구 421수, 수컷 사육 구 329수 및 암수 혼합 사육
Ò

구 390수로 총 3처리로 구분하고, 펜당 암컷과 수컷 사육 구
는 각 14수씩, 암수 혼합 사육 구는 암수 각 7수씩 군사 케
이지에 배치하였다. 공시계의 사양관리는 1일령 입식 후부
터 12주간 실시하고, 8주까지는 강제 환기 및 자동 온도조절
시스템이 완비된 육추사에서 3단 2열 배터리형 케이지에 사
육하였고(220 cm /1수), 이후 12주까지는 종계사에서 2단 4
열 케이지(580 cm /1수)에 사육하였다. 사료 급여는 시험계
모두 시중 육계 배합 사료로 자유 급여하고, 발육 시기에 따
라 초이, 전기 및 후기 사료를 급여하였다. 점등 관리는 전
기간 23L:1D로 하였고, 사양 기별 백신 접종은 한협 토종닭
백신 프로그램에 따라 수행하였다. 그 밖의 사양관리는 경
상국립대학교 닭 사육관리지침에 따라 실시하였고, 시험에
관련된 닭의 관리 및 취급은 본 대학 동물실험윤리위원회
(IACUC, No. 2020-5)의 승인을 얻은 후 규정에 따라 시행하
였다.
2

2

2. 조사항목
1) 생존율

생존율은 처리 별로 입식 후부터 12주간 조사하였다. 생
존율의 분석은 입식 수 대비 생존 수수에 대한 백분율로 나
타내었다.
2) 체중

체중은 1일령부터 12주령까지 2주 간격으로 처리 별 전
개체를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3) 사료 섭취량 및 사료요구율

개체별 사료 섭취량은 처리 구별 및 반복별 주간 총섭취
량을 1일 평균 사료 섭취량으로 환산하였고, 사료요구율은
기간별 전체 사료 섭취량을 해당 구의 증체량으로 나눈 중
량비로 나타내었다.
3. 분석 방법

처리별 생산능력 측정값에 대한 통계분석은 SAS 통계 패
키지(SAS Institute Inc. Cary, NC, USA)의 one-way ANOVA
procedure를 이용하여 측정치 간의 차이에 대한 유의성 유무
를 검정하였고, 각 처리 간 평균값의 비교는 Tukey’s HSD
검정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분리 사육과 혼합 사육 간 각 성
별 측정값의 비교는 동일 패키지의 t-test 검정을 이용하여
유의성을 검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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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및 고찰
1. 생존율

토종닭의 암수 분리 사육과 혼합 사육 간 입식 이후 12주
령까지의 생존율을 Fig. 1에 제시하였다. 분석 결과, 수컷 사
육 구는 96.9%, 암컷 사육 구는 98.8%, 암수 혼합 사육 구는
97.9%로 사육 형태 간 생존율의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
다. 한편, 혼합 사육 구 내에서 수컷은 97.9%, 암컷은 98.9%
의 생존율을 보여 사육 형태와 상관없이 암컷의 생존율이

수컷에 비해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브
로일러의 암수 분리 사육과 혼합 사육이 생존율에 미치는
영향에서 28일간 사육 결과, 수컷 분리 사육 구는 1.4%, 암
컷 분리 사육 구는 2.22% 및 혼합 사육 구는 2.22%의 폐사
율을 나타내어 사육 형태 간 생존율의 차이는 없다는 보고
와 거의 일치하는 양상이다(Beg et al., 2016). 그러나 Jeong
et al.(2020)은 한국 토종닭 종계에 있어 암수 분리 사육과
혼합 사육이 개체들의 스트레스 반응 정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개체들의 H/L ratio, HSPs 유전자 발현량 및 세

Fig. 1. Survial rate of Korean native chickens raised under the separate-sex and straight-run rearing system. N.S; non-significant.

Table 1. Body weight and weight uniformity of Korean native chickens raised under the separate-sex and straight-run rearing system
Age (weeks)

Sex separated
Male

Sex separated

Straight-run

Female

Male

1

Uniformity (%)

a

Day-old

42.7±3.0

42.1±2.9

43.2±3.0

90.1

88.3

89.8

2

248.6±33.0a

230.6±21.9b

230.4±30.8b

59.4

73.3

55.9

4

a

c

b

703.7±87.0

613.3±52.6
a

642.2±84.2

c

62.3

79.5

56.8

b

6

1,296.7±163.2

1,093.3±93.9

1,170.6±177.2

64.7

82.1

49.2

8

1,856.3±238.5a

1,550.8±134.6c

1,687.1±247.0b

63.3

79.7

47.6

a

c

b

59.3

78.2

44.2

b

57.0

75.9

41.9

10
12
1

c

Straight-run

2

Body weight (g)

b

Female

2,425.6±351.1

a

2,892.7±429.6

1,957.9±191.4

c

2,278.3±218.2

2,146.5±325.2
2,560.2±403.9

Values are mean±standard deviation.
2
Uniformity of the body weight was calculated on the basis of number of chickens within 10% above and below the mean body weight
of the group.
The different letters of superscript within the same row of the body weight significantly differ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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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 내 DNA 손상률을 분석한 결과, 암수 혼합 사육 개체가
분리 사육 개체에 비해 유의하게 스트레스 반응도가 높았다
고 하였다. 그러나 본 분석 결과, 토종닭의 암수 분리 사육
과 혼합 사육 간 사육 형태가 생존율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생각되며, 비록 혼합 사육 개체들의 스트
레스 정도가 분리 사육에 비해 높다고 하지만 짧은 사육 기
간 동안 생존율에 영향을 미칠 정도는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2. 체중

일령부터 12주령까지 사육 형태별 체중과 성장 양상을
과 Fig. 2에 제시하였다. 분석 결과, 모든 주령에서
사육 형태 간 유의한 체중의 차이를 보이며(P<0.01), 4주령
이후부터 수컷 분리 사육 구, 혼합 사육 구, 암컷 분리 사육
구의 순으로 높은 체중을 나타내었다. 사육 형태별 집단의
균일도는 2주령 이후부터 12주령까지 모든 주령에서 암컷
분리 사육 구가 가장 높았고, 혼합 사육 구가 가장 낮게 나
타났다. 일반적으로 집단의 균일도는 집단내 측정치 평균값
의 ±10% 범위내 개체수의 빈도가 75% 이상일 때 우수하다
고 평가한다(Kalita et al., 2017). 따라서 체중에 있어 암컷
분리 사육 구만 전 기간 동안 75% 이상의 높은 균일도를 보
이고 있고, 수컷 분리 사육 구는 57∼65% 정도이고, 혼합 사
육 구는 42∼57% 정도의 균일도를 나타내었다. 더불어 거의
모든 사육 형태에서 연령이 증가할수록 체중의 균일도가 낮
1

Table 1

아지는데 특히 혼합 사육 구의 경우 4주령 이후부터 점진적
으로 낮아져 12주령 때 41.9%로 매우 낮은 균일도를 나타내
었다. 혼합 사육 구의 낮은 균일도는 암수 체중의 차이에 기
인한 것으로 4주령 암수 간 90 g의 체중 차이가 점진적으로
커져 12주령에 무려 614 g의 차이를 보였다. 균일도는 집단
을 구성하는 개체들의 분포 양상에 의해 결정되는 것으로
10주령 체중의 사육 형태별 분포 양상을 Fig. 3에 제시하였
다. 본 그림에 제시된 바와 같이 암컷과 수컷 분리 사육 구
의 경우, 각각 정규 분포 곡선을 나타내고 있으나, 암수 혼
합 사육 구는 쌍봉의 비 정규 분포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지금까지 보고된 여러 연구 결과들과 거의
일치되는 양상인데, 브로일러의 경우 3∼6주령 체중에서 사
육 형태 별 수컷 사육 구, 혼합 사육 구, 암컷 사육 구의 순
으로 체중이 높았고(Beg et al., 2016; Da Costa et al., 2017;
Kalita et al., 2017, 2018), 토종닭에서도 거의 동일한 양상을
보고하였다(Ogola et al., 2021). 이에 반해 혼합 사육 구와
암컷 사육 구 간의 체중의 차이가 없거나 오히려 혼합 사육
구의 체중이 더 낮았다는 보고도 있다(Oh et al., 2019;
Petkov et al., 2020). 그러나 사육 형태별 균일도에 있어서는
연구자들 간에 이견이 없이 혼합 사육구의 균일도가 가장
낮았다고 보고하였다(Beg et al., 2016; Da Costa et al., 2017;
Kalita et al., 2018; Petkov et al., 2020). 특히 Kalita et
al.(2017)은 브로일러의 사육 형태별 체중의 균일도에서 5주

Fig. 2. Change of body weight in Korean native chickens raised under the separate-sex and straight-run rearing system

127

Sohn et al. : Effect of Separate-Sex Rearing on the Productivity of KNC

Fig. 3. Diagram of weight distribution of 10-weeks-old chickens according to the rearing systems of straight-run, male-only, and
female-only

령 때 수컷 분리 사육 구는 78.3%, 암컷 분리 사육 구는
76.7%인 반면, 암수 혼합 사육 구는 48.3%로 암수 분리 사
육과 혼합 사육 간 균일도의 차이가 크다고 하였다. 한편,
사육 형태에 따른 수컷 간 및 암컷 간의 체중과 변이 계수의
비교를 Table 2와 3에 제시하였다. 수컷 분석 결과, 분리 사
육 개체의 체중이 2, 4주령 및 10주령 때 혼합 사육 개체보
다 유의하게 높았고, 집단내 체중의 변이 계수도 2주령과 12
주령 때 분리 사육 구가 혼합 사육 구보다 높게 나타났다
(P<0.05). 반면, 암컷은 2주령을 제외하고 전 기간 동안 분리

사육과 혼합 사육 간 체중과 변이 계수의 차이는 없는 것으
로 나타났다. 이는 수컷은 분리 사육을 했을 때 혼합 사육에
비해 산육능력이 향상됨을 의미하나 암컷은 사육형태에 따
른 차이가 없음을 시사한다. 이는 연구자들 간에 다소의 논
란이 있는 결과로서 분리 사육 시 혼합 사육에 비해 암컷이
나 수컷 모두 체중이 높았다는 보고(Hess et al., 1960)와 암
컷은 분리 사육이, 수컷은 혼합 사육이 높았다는 보고(Da
Costa et al., 2017) 및 암수 모두 사육 형태에 따른 체중의
차이는 없다(Lamoreux and Proudfoot, 1969; Petkov et al.,

Table 2. Comparison between separate-sex and straight-run rearing for the Korean native male chickens on body weight (BW) and
BW coefficient of variation (CV)
Body weight (g)

Coefficient of variation (%)

Age (weeks)
Separate-sex

Straight-run

b

a

Separate-sex

Straight-run

Day-old

42.7±3.0

43.4±3.0

6.8±1.2

6.0±1.4

2

248.6±33.0a

238.7±27.9b

12.5±4.1a

10.1±3.3b

4

703.7±87.0a

686±73.4b

10.8±5.3

8.9±3.3

6

1,296.7±163.2

1,268±172.3

11.6±3.8

10.2±6.7

8

1,856.3±238.5

1,847.2±214.9

11.4±3.4

8.9±4.6

10

a

b

2,425.6±351.1

2,353.2±302.8

12.8±4.6

10±4.9

12

2,892.7±429.6

2,826.9±366.8

13.7±4.0a

10.5±4.8b

Values are mean±standard deviation.
The different letters of superscript within the same row of the body weight and CV significantly differ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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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Comparison between separate-sex and straight-run rearing for the Korean native female chickens on body weight (BW) and
BW coefficient of variation (CV)
Body weight (g)

Coefficient of variation (%)

Age (weeks)
Separate-sex

Straight-run

b

Separate-sex

Straight-run

6.6±1.6

5.7±1.7

a

Day-old

42.1±2.9

43.1±3

2

230.6±21.9a

222.8±31.3b

9.0±1.9b

12.0±3.8a

4

613.3±52.6

602.4±72.9

8.1±1.9

9.6±3.9

6

1,093.3±93.9

1,082±128.7

7.8±2.5

9.5±4.7

8

1,550.8±134.6

1,540±171.6

7.7±2.7

8.4±4.9

10

1,957.9±191.4

1,956.6±208.8

8.5±3.9

8.6±4.4

12

2,278.3±218.2

2,319.1±258.3

8.6±2.5

8.9±3.9

Values are mean±standard deviation.
The different letters of superscript within the same row of the body weight and CV significantly differ (P<0.05).

라는 다양한 형태의 결과들을 제시하고 있다. 분리 사
육과 혼합 사육 간 체중의 변이 계수 비교에서 각 성별 사육
형태 간 균일도의 차이는 없다고 하였다(Da Costa et al.,
2017). 이러한 결과들은 브로일러를 대상으로 한 결과로서
토종닭은 이들과 유전적 특성이 다르고, 특히 사육 기간이
브로일러의 2배 정도가 소요됨으로 성장 기간에 따른 발육
양상의 차이도 있어 이들과 단순비교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
는 것으로 생각된다.
2020)

3. 사료 이용성

사육 형태별 1일령부터 12주령까지 주령별 수당 1일 평

균 사료 섭취량을 Table 4에 제시하였고, 이들의 사료요구율
은 Table 5에 제시하였다. 암수 분리 사육과 혼합 사육 간
사육 형태별 수당 사료 섭취량은 모든 사육 기간 동안 유의
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0.01). 사육 형태별 발생
이후 12주간 수당 사료 섭취량은 수컷 사육 구는 8,454 g,
암수 혼합 사육 구는 7,977 g, 암컷 사육 구는 7,414 g을 섭
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령별 사료 섭취량에 있어 6주령까
지는 수컷 사육 구, 혼합 사육 구, 암컷 사육 구의 순으로 섭
취량이 많았으나, 6주령 이후 10주령까지는 혼합 사육 구와
암컷 사육 구 간의 차이가 없었고, 10주령 이후에는 혼합 사
육 구의 섭취량이 수컷 사육 구와 같이 증가하는 양상을 나

Table 4. Average daily feed intake of Korean native chickens raised under the separate-sex and straight-run rearing system
Sex separated
Age (weeks)

Straight-run
Male

Female
(grams/day)

0-2

a

29.7±1.2

27.5±1.2b

27.5±1.6b

2-4

83.9±4.5a

72.7±2.5c

77.8±4.2b

4-6

92.5±6.1a

83.0±4.6c

86.8±5.9b

6-8

115.8±6.6a

107.2±5.8b

109.2±5.0b

8-10

135.9±8.2a

108.7±4.7b

110.1±5.6b

10-12

136.2±17.9a

120.8±5.9b

137.8±14.4a

Total feed intake(0-12)

8,454.1±362.0a

7,414.4±548.1c

7,977.0±747.2b

Values are mean±standard deviation.
The different letters of superscript within the same row significantly differ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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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Feed conversion ratio of Korean native chickens raised under the separate-sex and straight-run rearing system
Sex separated
Age (weeks)

Straight-run
Male

Female
(grams/grams)

0-2

2.01±0.07b

2.07±0.06a

2.07±0.07a

0-4

2.42±0.13

2.49±0.05

2.44±0.13

0-6

c

2.29±0.12

a

2.46±0.07

2.37±0.15ab

0-8

2.48±0.14b

2.73±0.09a

2.54±0.12b

0-10

2.71±0.19b

2.95±0.10a

2.73±0.11b

0-12

2.92±0.13c

3.31±0.12a

3.07±0.14b

Values are mean±standard deviation.
The different letters of superscript within the same row significantly differ (P<0.05).

타내었다. 본 결과를 바탕으로 12주령까지 암수 분리 사육
시 암컷과 수컷 평균 수당 사료 섭취량은 7,934 g 정도로 추
산되나, 혼합 사육은 7,977 g으로 혼합 사육을 하였을 경우
분리 사육보다 수당 43 g 정도를 더 섭취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한편, 사육 형태별 사료요구율은 0∼4주를 제외한 모
든 기간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P<0.05), 발생 후 12주령까지 사육 전 기간 사료요구율은
수컷 사육 구는 2.92, 암수 혼합 사육 구는 3.07, 암컷 사육
구는 3.31로 분석되어 수컷 사육 구가 가장 양호하며, 암컷
사육 구가 가장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브
로일러 및 토종닭의 사육 형태에 따른 시험에서도 동일한
결과를 보이는데, 수컷 분리 사육 구가 가장 많은 사료를 섭
취하고 높은 사료 이용성을 보인 반면, 암컷 분리 사육 구는
가장 적은 사료를 섭취하고 낮은 사료 이용성을 보이며 암
수 혼합 사육 구는 이들의 중간값 정도임을 보고하였다(Da
Costa et al., 2017; Ogola et al., 2021).

이상의 결과를 종합할 때, 암수 분리 사육과 혼합 사육 간
각 성별 생산능력의 차이는 없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혼합 사육은 출하 시 암수 간 체중의 편차로 인해 암수 분리
사육에 비해 매우 낮은 균일도를 보인다. 이는 상품의 균일
성에 심각한 문제를 초래하게 되어 집단내 출하가 수시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데, 이러한 경우 닭에 스트레스를 가
중시킬 뿐만 아니라, 계사 이용의 효율성도 저하하게 된다.
더불어 암수 분리 사육이 혼합 사육에 비해 동일 기간 수당
평균 사료 섭취량도 절감되는 것으로 나타나, 생산성 측면
에서 암수 분리 사육이 혼합 사육보다 훨씬 유리한 사육 형
태라 사료된다.

적 요
본 연구는 한국 토종닭의 암수 분리 사육과 혼합 사육이
개체의 생산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 분석하여 토종닭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바람직한 사육 체계를 제시하고자 한
것이다. 시험은 토종 실용계인 GSP한협토종닭 1,140수를
대상으로 암컷 사육 구, 수컷 사육 구 및 암수 혼합 사육 구
로 구분하고, 1일령부터 12주령까지 생존율, 체중, 사료 섭
취량 및 사료요구율을 조사하였다. 분석 결과, 전체 시험 구
의 평균 생존율은 97.9%로서 사육 형태 간 차이는 없었다.
체중은 모든 주령에서 사육 형태 간 유의한 차이를 보이며
(P<0.01), 4주령 이후부터 수컷 분리 사육 구, 혼합 사육 구,
암컷 분리 사육 구의 순으로 높은 체중을 나타내었다. 사육
형태별 집단의 체중 균일도는 10주령 체중의 경우 암컷 분
리 사육 구가 78%의 높은 균일도를 보이고, 혼합 사육 구는
44%로 매우 낮게 나타났다. 사육 형태에 따른 수컷 간 체중
비교에서 분리 사육 개체가 혼합 사육 개체보다 대부분의
주령에서 높게 나타났으나, 암컷 간에는 거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육 형태별 사료 섭취량은 수컷 사육 구,
암수 혼합 사육 구, 암컷 사육 구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고,
사료요구율은 이와 반대 양상을 보였다. 결론적으로 암수
분리 사육과 혼합 사육 간 암컷과 수컷 공히 개체 간 생산능
력의 차이는 없으나, 생산성 측면에서 집단 균일도로 인하
여 암수 분리 사육이 혼합 사육에 비해 훨씬 유리한 사육 형
태라 사료된다.
(색인어: 한국토종닭, 암수 분리 사육, 혼합 사육, 생산 능
력, 균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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