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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란계 농장 소득 올리는 단단한 달걀 생산 비결은?
- 사료에 비타민C 섞어 먹이고, 운송 구간 충격 최소화 -

□ 농촌진흥청(청장 김경규)은 산란계(알 낳는 닭) 농가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농장단계에서 달걀 껍데기를 단단하게 하는 기술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 껍데기가 손상된 달걀은 농장 단계에서
약 5∼6% 발생하고, 대부분 액란으로
저렴하게 판매되어 농가에 경제적 손
실을 입힌다.
○ 산란계의 달걀껍데기 생성을 위한
칼슘 공급원은 주로 석회석을 이용하고 있으며 껍데기를 강화하는
사료첨가제에 대한 정보는 부족한 실정이었다.
<투광기로 본 일반달걀(좌)과 파각란(우)>

□ 국립축산과학원은 산란 중기(약 45주령) 이후 사료에 비타민C 또는
복합유기산제를 첨가하면 달걀 껍데기가 강화되는 것을 확인했다.
○ 연구진은 산란계의 주령이 오래될수록 생체 내 비타민C 등의 합성
능력이 낮아지면서 달걀 껍데기가 약해지는 것을 알아냈다.
○ 산란 중기 이후 사료에 비타민C를 500mg/kg 섞어 먹이면 산란율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달걀 껍데기의 강도가 2.3% 개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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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합유기산제를 10g/kg 사료에 섞어 먹일 경우에도 산란율에 영
향을 주지 않으면서 달걀 껍데기의 강도가 5.7% 높아졌다.
□ 또한 농장의 달걀 운송 구간에서 달걀 껍데기 손상을 줄이기 위해
달걀형태의 ‘이동형 충격강도 감지기’를 이동시키면서 일반 달걀이
받는 각 구간별 충격 강도를 조사했다.
○ 이 결과, 조사 대상 농장에서는 승강기
탑승 구간, 선별대 입구 등에서 달걀이
강한 충격을 받았고, 해당 구역에 완충
유도장치를 만들어 보완하는 방법을
제시했다.
○ 이때 농장마다 달걀 운송 시설에 차이가 나므로 농장별로 달걀
운송 시설의 문제구간을 확인하고 완충 유도장치를 설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좌)승강기 탑승 구간

(우)선별대 입구

□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조용민 가금연구소장은 “껍데기가 손상된
달걀이 생기는 원인은 닭의 주령, 질병, 사료 영양소, 환경 등 다양
하다.”라며,
○ “이번 연구를 통해 소비자에게 보다 안전하고 깨끗한 달걀이
공급되고 국내 산란계 농가 경영에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참고자료】산란계 달걀껍데기 강화 기술
보도자료 관련 문의나 취재는
농촌진흥청 가금연구소 강환구 농업연구사(☎ 033-330-9553)에게
연락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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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달걀형태의 이동형 충격강도 감지기를 활용한 운송 구간별 충격 강도
산란계 달걀껍데기 강화 기술

□ 비타민C 급여 수준에 따른 달걀껍데기 강도 및 산란율

○ 달걀껍데기의 강도는 비타민C 첨가 수준에 따라 다르게 차이를 보였으며
비타민C를 500mg/kg 급여할 경우 강도는 3.93kg/cm2였으며, 1000mg/kg
이상 급여하면 강도는 4kg/cm2까지만 강화됐다.
○ 산란율은 비타민C를 500mg/kg 급여할 경우 93%로 가장 높았다.

<달걀껍데기 강도>

○ 조사한 농장들은 주로 승강기 탑승 구간, 선별대 입구 등에서 충격이 강했다.
- 농장 A의 사례

<산란율>

□ 복합유기산제1) 첨가‧급여에 따른 달걀껍데기 강도 및 산란율

○ 사료에 복합유기산제를 10g/kg 급여할 경우 달걀껍데기 강도가 3.7kg/cm2로
가장 높았으며, 산란율 또한 복합유기산제를 급여할 경우 93.6%로 가장
높았다.

<달걀껍데기 강도>

<산란율>

1) 복합유기산제 : 구연산, 푸말산, 개미산, 젖산 함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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