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비육종 종돈 선발 기준 

 

⚫ 용어 해설 

- 종돈 : 순종 암/수(YY, LL, DD), F1(YL, LY, YB) 등 다비육종에서 판매되는 모

든 종자돼지 

- 순종 : 다른 계통과 섞이지 않은 유전적으로 순수한 계통 혹은 품종 

- F1 : 서로 다른 두 품종에서 생산된 제1세대 잡종을 일컫는 말로 초 교배 

이전의 번식용 암퇘지 

- 웅돈 : 번식용 수퇘지 

 

⚫  종돈의 선발 기준 (공통) 

① 이각이 있는 개체 

  ② 기형이나 질병이 없는 개체 

③ 공급 일령 및 체중은 상호협의하에 결정, 고객별 맞춤형 선발 실시 

④ 선발된 종돈의 표식은 다비육종 자체 기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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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F1(암) 선발 기준 

① 유두 상태에 따른 선발 

- 유두가 정상유두(맹유두, 함몰유두 등이 아님)이고, 배열과 유두 간격이 균

일한 개체 

- 사용 가능한 유두가 7쌍 이상인 개체 

- 1, 2번 유두에 문제가 없고 그 사이에 맹유두가 없는 개체 

- 상처 난 유두가 없는 개체 

② 지제 상태에 따른 선발 

- 지제가 곧으면서 탄력이 있고 튼튼하며 보행 상태가 양호한 개체 

- 앞다리는 앞에서 보았을 경우 X자 형태가 아닌 곧은 상태의 개체 

- 며느리 발톱이 온전하고 발굽 크기가 일정하며 직립이나 장홧발이 아닌 

개체 

③ 체형에 따른 선발 

-  체형은 체장이 길고 체폭이 좋으며 체고가 높은 개체. 

-  체장 길이에 맞는 적정한 체폭과 지제를 가지고 있으며 후구 상태가 튼튼

한 것 

-  체모는 균일하고 윤기가 있는 개체 

-  등이 굽거나 튀어나오지 않으며 체심이 양호해야 함 

④ 외음부 상태에 따른 선발 

- 음부가 튀어나오거나 위로 말려 올라가면 안되고 홀쭉하거나 납작한 개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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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탈락 

  ⑤ 눈물자국이 심하지 않고, 결막염, 안검부종이 없는 개체 

  ⑥ 유색이나 반점이 없는 개체  

  ⑦ 꼬리에 상처가 없는 개체  

  ⑧ 탈장 증세, 탈항 증세가 없는 개체  

  ⑨ 귀수종이 없는 개체  

 2. 웅돈 선발 기준 

  ① 검정이 종료된 개체 중 선발 

  ② 모계 수퇘지 유두는 7쌍 이상이며, 배열과 유두간격이 균일한 개체 

  ③ 생식기에 이상이 없는 개체 (요루, 외고환, 혈뇨) 

  ④ 고환의 상태가 균일하고 충분히 발달한 개체 

⑤ 지제는 곧고 발목부위가 짧고 탄력이 있는 개체 

⑥ 체폭과 체고가 좋으며 후구가 튼튼한 개체 

⑦ 승가욕이 좋은 개체 

⑧ 씨수퇘지 검정기준 

   - 축산법 시행령 제14조제2항 및 제14조의2제2항 참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