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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돈의번식관리

초산돈의번식관리

경산돈의번식관리

간헐적으로발생되는무발정

● 정상적으로 180-210일령에 발정이 오지만 개체마다 다양한 차이를 보입니다.

● 10 ~ 16%는 발정을 보이지 않습니다.

- 후보돈 갱신 계획의 어려움

- 필요 이상의 후보돈 관리의 부작용

시에 같은 장소로,
피지 600Ⓡ 적용은 적기에 발정을 유도하면서 번식 관리를 향상시킵니다.
분만동기화로 농장시설을 최대로 활용할 수 있으며, 일령별로 쉬운
자돈 관리가 가능하게끔 합니다.
따라서 돈군을 같은 장소 같은 시간대에 이동하게 합니다.

어려운번식관리....

동동

● 이유 후 발정이 오는 시점(WOI)이 다양함

● 이유 후 발정 지연의 가능성

- 예기치 못했던 도태 발생

- 비생산일수(NPD) 증가

● 가끔 발생되는 이유 후 발정(WOI) 지연

- 높은 모돈 교체율 발생 (낮은 산차의 모돈으로 교체)

- 비생산일수(NPD) 증가

● 계절적인 향 혹은 농장 상황에 따른 예기치 못한 발정 지연 발생

- 번식관리 계획이 없는 상태에서 발생 가능

- 비생산일수(NPD) 증가



후보돈의번식관리

● 피지 600Ⓡ을 사용한 후보돈은 28일 이내 후보돈의 75% 발정을 보 다.

● 발정 간격과 개체간 차이가 줄어듬
● 현저히 비교되는 복수 차이
● 두개의 그룹은 웅돈 접촉을 하 음
● 발정 유도가 수반되며, 정상적인 성주기를 보임

피지 600Ⓡ은
1) 후보돈 발정을 유도함으로써 성성숙 지연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200일령부터 사용 가능).

2) 지연된 성성숙 치료 효과도 가능하게 합니다 (240일령부터 사용 가능)

후보돈의효과적인발정유도

후보돈의발정유도3

후보돈의 발정동기화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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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산돈번식관리
피지 600Ⓡ은
● 이유 당일에 사용하여 무발정을 예방하고, 이유 후 8~10일령에 사용하여 무발정을 치료합니다.

▶ 피지 600Ⓡ은
이유 당일 주사로 7일 이내 90% 이상의 발정 및 배란 유도
공태 모돈의 감소로 회전율을 높임으로써 산자수 증가를 가져다 드립니다.

예방을할것인가치료를할것인가? 당신의선택에달려있습니다

● 피지 600Ⓡ으로 이유
당일에 적용

● 발정 동기화

● 분만 동기화

- 고른 이유 일령
- 고른 이유 체중

초산돈의발정유도2

국내양돈장에서피지600Ⓡ 사용시얻는경제적이익
모돈 100두 농장을 기준으로 볼 때(대상을 초산돈 년간 평균 갱신 모돈수, 국내 평균 약 35%), 년간

분만 가능 복수(정상 분만율 85% 기준)

참고) 모돈의공태(비생산일수)로미치는경제적손실액

일일사료비 + 감가상각비 = ????? 간단한계산으로도많은손실을가져다줌을알수있습니다.

■ 모돈 회전율 1.9일 경우 (공태기간 약 50일)
: 분만 가능 복수 190 복(실제 분만 복수 162복)

■ 모돈 회전율 2.2일 경우 (농장목표치, 공태기간 28일)
: 분만 가능 복수 220 복(실제 분만 복수 187복)

■ 모돈 회전율 2.4일 경우 (공태기간 10일 이내)
: 분만 가능 복수 240 복(실제 분만 복수 204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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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돈의번식관리
피지 600Ⓡ은
1) 무발정을 치료하며 (이유 후 8~10일 시점 사용)

2) 이유 시에 투약함으로써, 예기치 못한 경산돈 무발정을 적기에 예방할 수 있습니다.

경산돈에서의무발정

경산돈무발정치료
● 경산돈 무발정 치료의 목적은 분만과 분만 사이의 간격을 줄여 비생산일수 감소, 모돈

회전율을 높임으로써 농장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입니다.

간헐적으로발생되는무발정예방
● 경산돈에서 주기적으로 혹은 계절 향에 따라 발생되며, 이는 이유 후 발정 지연 및

낮은 임신율로 농장의 생산성 향상에 많은 향을 미치게 됩니다.

● 이유 후 11일 혹은 12일에

피지 600Ⓡ 적용

● 양쪽의 실험 돈군에서 현저

한 분만율과 복당자돈수 차

이 보임

● 피지 600Ⓡ 적용 그룹에서

20일 이내 98%발정을 보임

효과적인치료5

●이유 당일에 피지 600Ⓡ 적용

●두 그룹에 약 80% 이상의

다소 높은 산차의 경산돈을

사용하여 실험

● 피지 600Ⓡ으로 실험 모돈에

평균발정재귀율 5일을 감소

피지 600Ⓡ에 의한 이유 후발정기간감소효과 5, 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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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지 600Ⓡ사용은
모돈의 발정 유도, 모돈의 번식성적 향상, 모돈의 발정동기화 유도, 모돈의 임신진단 목적으로

사용합니다.

제품성분과 구성
피지 600Ⓡ은 호르몬 제품으로 PMSG 400 I.U.와 HCG 200 I.U.가 함유된 동결 건조 약제와

5ML 희석액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보관 및 저장 방법
피지 600Ⓡ은 냉장 보관하고, 희석액과 혼합 시에는 12시간 이내에 전량 사용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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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지600Ⓡ(PG600Ⓡ)은
농장의번식향상과경제적이익을가져다줍니다.

* 임신진단용으로 사용할 때 : 종부 후 16~17일 경과 후부터 90일까지 사용 가능
* 번식성적 향상을 위해 주기적으로 사용할 때 : 이유 후 0~2일에 주사
* 무발정, 지연발정일 경우 : 이유 후 8~10일까지 기다려 발정이 없으면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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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용산구 한남대로20길 13
(한남동, 수 빌딩 4층)
제품문의 : 02-769-7560

대 상

후 보 돈

초 산 돈

경산돈 혹은 초산돈

경산돈 혹은 초산돈

적 응 증 적용 방법

성성숙 유도
성성숙 지연 예방

무발정 예방

무발정 치료

계절 향 등으로 발생되는

무발정 예방

체중 100㎏ 혹은 6~7개월령에 주사
8개월 이후에 주사

이유 당일에 주사

8~10일 경과 후 발정이 없으면 사용

이유 당일에 주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