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계농장의 꿈  

종계수당 분양 병아리 수 증가 

1. 종계의 미량광물질 결핍증 

 

2. 종계에 미량광물질 급여효과 확인실험 

[실험설계] 

∙ 22 주령의 Cobb 종계 암탉 600 수, 수탉 60 수를 대상 - 46 주간 실시  

(브라질 리오그란데 대학교, 2013) 

∙ 실험구 당 암탉 200 수, 수탉 20 수로 대조구, 대체구, 추가구로 편성 

∙ 각 실험구는 암탉 20 수, 수탉 2 수씩 10 반복으로 배치 

∙ 실험구 당 아연(Zn)/망간(Mn)/구리(Cu)를 다음과 같이 첨가 급여 

항목 아연 망간 구리 

대조구 
무기태 아연  

100mg/kg 

무기태 망간  

100mg/kg 

무기태 구리 

10mg/kg 

대체구 

무기태 아연 60mg/kg 

+ 

유기태 아연 40mg/kg 

무기태 망간 60mg/kg 

+ 

유기태 망간 40mg/kg 

무기태 구리 3mg/kg 

 + 

유기태 구리 7mg/kg 

추가구 

무기태 아연 100mg/kg 

+ 

유기태 아연 40mg/kg 

무기태 망간 100mg/kg 

+ 

유기태 망간 40mg/kg 

무기태 구리 10mg/kg  

+ 

유기태 구리 7mg/kg 

 

[실험결과] 

1) 수당 평균 전 기간 산란 수 

헨 하우스 기준 대조구 대체구 추가구 

44주간(25~68주) 191.79 193.21 193.82 

◎ 결과요약 : 대조구 사료에 유기태의 아연/망간/구리를 배합사료 kg당 각

각 40/40/7mg을 추가한 결과 대조구 대비 2.03개 증가 

 

2) 난각 무게 및 두께 개선 

항목 대조구 대체구 추가구 

난각/난중(%) 8.96 9.10 9.17 

난각 두께(μm) 382.09 384.82 385.83 

◎ 결과요약 : 대조구 사료에 유기태의 아연/망간/구리를 배합사료 kg당  

각각 40/40/7mg을 추가한 결과 대조구 대비  

난각/난중비 0.2%, 난각 두께 3.74μm 증가 
 

3) 종계 수당 부화 및 분양 병아리 수 

구분 대조구 대체구 추가구 

부화 병아리수 147.06 149.84 153.81 

분양 병아리수 124.54 127.9 133.81 

◎ 결과요약 : 대조구 사료에 유기태의 아연/망간/구리를 배합

사료 kg당 각각 40/40/7mg을 추가한 결과 대조구 대비  
 

① 종계 수당 부화 병아리 6.75수,  

② 분양 병아리 9.27수가 증가하였다. 
 

 
 

3. 종계장의 꿈을 실현하는 마이맥스-ZMC 

1) 유효성분(제품 kg 중) 

 

 

아미노산 복합물 형태 아연---------- 4.0% 

아미노산 복합물 형태 망간---------- 4.0% 

아미노산 복합물 형태 구리---------- 0.7% 

 

2) 권장급여량 

종계 사료 톤당 마이맥스-ZMC를 1kg 첨가 하면 

(배합사료 1kg 당 유기태 아연 40mg, 망간 40mg, 구리 7mg 추가) 

 

4. 종계 급여시 소득증가 
 

이 실험결과에 의하면 종계 2만수 사육농장에서  

마이맥스-ZMC를 사료톤당 1kg을 급여하면 

 월평균 719만원의 추가소득이 발생합니다. 
 

 [월 평균 증가액 산출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ㆍ급여사료 : 20,000수 X (46주 X 7일) X 150g = 966M/T 

ㆍ급여비용 : 966kg X 15,000원 = 1,449만원 

ㆍ수익증가 : 

->병아리 추가분양 : 20,000 X  9수 X 520원 = 9,360만원 

->46주간 급여수익: 9,360만원 – 1,449만원 = 7,911만원 

ㆍ수익/투자비율(ROI) = 9,360만원/1,449만원 = 6.5 

  <2017 년 9월 기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