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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 등급판정 기준 (2013년 7월 개정-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최종 등급판정

1차 등급 판정과 2차 등급 판정 중 낮은 등급으로 최종 판정

   등급 :  품질 수준은 정육률, 부분육 규격(삼겹살·목심), 

지방  침착도, 과지방 발생률 정도 등에서 소비자  

선호 규격에 매우 적합하고 육색·지방색· 

조직감 등이 표준에 해당되며 결함이 없는 도체

   등급 :  품질 수준은 정육률, 부분육 규격(삼겹살·목심),  

지방 침착도, 과지방 발생률 등에서 소비자 선호 

규격을 일부 미달 또는 초과하고 육색·지방색 

·조직감 등이 표준에 해당되며 경증의 결함이 

있는 도체

   등급 :  1+등급과 1등급에 해당되지 않아 과소 또는 과대한 

규격의 도체

2차 등급판정

이분할된 돼지도체 전체를 보고 판정하며 외관과 육질, 결함항목의 세부사항을 

보고 판정

등외 등급 판정 기준

• 도체중량 박피 60Kg(탕박 65Kg) 미만인 도체,  

박피 100Kg(탕박 110Kg) 이상인 도체

•비육 상태와 삼겹살 상태가 매우 불량하고 빈약한 도체 

• 좋지 못한 돼지 먹이 급여 등으로 육색이 심하게 붉거나 이상한 냄새가 
나는 도체

1+

1

2

 돼지 도체의 규격등급 판정 기준 (최종 판정)

※1차 등급판정 : 도체중량과 등지방 두께를 측정하여 1차 등급을 판정

1차 
등급

박피도체 탕박도체

도체중
(Kg)

등지방 두께
(mm)

도체중
(Kg)

등지방 두께
(mm)

1+ 74이상 ~ 
83미만

12이상~ 
20미만

83이상~ 
93미만

17이상~ 
25미만

1

71 ~ 74 10 ~ 23 80 ~ 83 15 ~ 28
74 ~ 83 10 ~ 1 2 83 ~ 93 15 ~ 1 7
74 ~ 83 20 ~ 23 83 ~ 93 25 ~ 28
83 ~ 88 10 ~ 23 93 ~ 98 15 ~ 28

2 1+, 1등급에 속하지 않는 것 1+, 1등급에 속하지 않는 것

등지방(mm)

(23)28

(20)25

(12)17
(10)15

80
(71)

83
(74)

93
(83)

98
(88)

도체중
(Kg)

※( )안은 박피 기준

1+

1

2

 돼지 도체의 규격등급 판정 기준 (1차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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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관항목 : 비육상태, 삼겹살상태, 지방부착상태로 판정

• 육질항목 : 지방침착도, 육색, 육조직감, 지방색, 지방질

• 결함항목 :  골절, 척추 이상, 농양, 근출혈, 호흡기 이상, 피부질환, 근육 제거 
및 외상(등급 하향)

퓨리나 
PQM 가이드북
글로벌 선진 고품질 돈육의 수입과 높은 소비자의 기대 수준으로 인하여 한돈 사업 환경은 그 어느때 보다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지속가능한 한돈 산업을 위해서 생산성의 개선만이 아니라 돈육 품질면에서도 차별화된 한돈을 생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에 퓨리나는 한돈농가들이 안전하고 우수한 품질의 돼지고기를 생산할 수 있도록 현장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찾는데 

도움을 드리고자 돈육품질관리 (PQM, Pork Quality Management) 프로그램을 제작하였습니다. 

우수한 가축, 합리적 관리, 철저한 방역, 완전한 영양이라는 퓨리나 4원 계획과 더불어 퓨리나 돈육품질관리 프로그램이 

소비자가 찾는 우수한 품질의 한돈을 생산하는데 한돈농가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도체중
구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두수 출현율(%) 두수 출현율(%) 두수 출현율(%) 두수 출현율(%) 두수 출현율(%)

1+등급 4,662,998 28.8% 4,793,282 29.2% 5,135,055 29.8% 5,406,045 30.6% 5,860,837 32.3%

1등급 5,686,756 35.2% 5,748,221 35.1% 5,924,610 34.4% 6,060,532 34.3% 6,237,602 34.3%

2등급 5,217,402 32.3% 5,242,034 32.0% 5,505,904 32.0% 5,552,415 31.4% 5,451,542 30.0%

등외 603,234 3.7% 610,866 3.7% 649,037 3.8% 650,822 3.7% 610,326 3.4%

전체 16,170,390 100.0% 16,394,403 100.0% 17,214,606 100.0% 17,669,814 100.0% 18,160,307 100.0%

구 분 체크 포인트 해결방안

1 후보돈, 웅돈, 정액 
▶  농장의 상황을 고려하여 품종을 선택하고 우수한 종돈장에서 선발된 후보돈(F1)을 도입한다. 

▶ 근형성이 우수한 정육형 웅돈과 정액을 사용한다.

2 출하 체중 및 성별

▶  지육율을 고려하여 목표 출하 체중에 맞는 돼지를 선별하고 출하 한다.

▶  성장 단계별 적정 사료 급이 프로그램을 준수 하고, 7주령, 10주령, 100일령 체중을  

측정하고 성장 곡선에 따른 체중 미달 시, 개선점을 찾는다.

▶ 출하 시, 지육율이 낮은 거세돈의 비율이 높지 않도록 암,수 비율을 조절한다.

3 호흡기나 소화기 질환
▶ 도축장에서 폐렴이나 회충 등의 병변이 없는지 확인하고 조치 한다.

▶  수의 또는 환경 관리 컨설팅을 통해 건강한 비육돈을 출하한다.

4 출하 전 사료 절식
▶ 출하 전, 반드시 절식을 실행하고, 출하하기 최소 12시간 전에 사료 급이를 중단한다.

▶ 출하 예정돈 이외의 돼지들까지 절식하는 일이 없도록 별도의 출하 전용 돈방을 활용한다.

5 사료의 영양적 결함
▶ 사료 내 소화율이 높지 않은 원료 사용을 최소화한다.

▶ 가소화 에너지와 단백질 수준이 낮은 사료 급여를 피한다. 

6 두내장 절단 방식 ▶ 도축 작업장(자) 변경으로 인한 두내장 절단 방식의 변화를 확인한다.

 목표 : 평균 78% 이상 연도별 도축 두수 및 1등급 출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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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 등급판정 결과 및 도체중 분포 지육률(도체중)이 낮은 경우

04 05

64.7%64.7%
64.2%64.2% 64.4%64.4%

64.0%64.0% 64.3%64.3% 64.2%64.2%
64.9%64.9%

66.6%66.6%

13,000,000 62.0

63.0

64.0

65.0

66.0

67.0

68.0

15,000,000

14,000,000

16,000,000

18,000,000

19,000,000

20,000,000

17,000,000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도축 두수 1등급 출연률



구 분 체크 포인트 해결방안

1
농장 내 F2 모돈 비율,  

정액, 웅돈

▶ 농장의 상황을 고려하여 품종을 선택하고 우수한 종돈장에서 선발된 후보돈(F1)을 도입한다.

▶ 근형성이 우수한 정육형 웅돈과 정액을 사용한다.

▶ 종돈의 등지방을 측정하거나 검정 성적을 확인한다.

2
출하 체중 및  
거세돈 비율

▶  퓨리나 출하데이터 분석 서비스(SPC TOP, 팜노트)를 이용하여  

농장의 암,수 등지방에 따른 적정 출하 체중을 설정한다.

▶ 암,수 분리 사육을 통해 사료 프로그램 및 적정 출하 체중을 별도로 설정한다.

▶ 돈방 내의 첫 출하군은 농장의 적정 출하체중보다 빠르게 출하한다.

3
육성구간 질병 및  

환경 관리

▶ 돼지의 성장정체, 두꺼운 등지방의 원인 되는 육성기의 호흡기, 질병을 적극적으로 해결한다.

▶ 돼지의 성장 균일도를 저해하는 밀사 문제를 해결한다.

4
단계별 급이하는  

사료내 에너지 비율

▶ 성장 단계별 적정 사료 급이 프로그램을 준수 한다.

▶ 비육 후기 사료(린텍플러스Q, 매직플러스Q)를 급이 한다.

▶ 사료에 빵가루나 설탕, 보호지방 등 기타 에너지 공급원을 첨가하지 않는다. 

5 사육 환경 
▶ 바닥 돈사일 경우, 등지방이 두껍게 형성 될 가능성이 높아, 출하체중 설정을 낮춘다.

▶ 돈사 조명이 어두울 경우 등지방이 두껍게 형성 될 가능성이 높아, 적정한 조도를 유지 한다.

 등지방 두께가 높은 경우(28mm 이상의 개체)  ※목표 : 평균 22mm(탕박 기준, 17~25mm)  등지방 두께가 낮은 경우(15mm 이하의 개체)  ※목표 : 평균 22mm(탕박 기준, 17~25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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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지방 두께에 따른 해결방안 등지방 두께에 따른 해결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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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체크 포인트 해결방안

1 품종 및 정액

▶  농장의 상황을 고려하여 품종을 선택하고 우수한 종돈장에서 선발된 후보돈(F1)을 도입한다. 

▶ 종돈의 검정 성적을 확인 하고 상대적으로 등지방이 높은 개체의 정액을 사용한다.

▶ 다산성 모돈의 경우 등지방이 낮은 경향이 있기에 웅돈(AI)을 등지방이 높은 개체를 활용한다.

2
비육 후기의 환경 및 

스트레스

▶  비육 후기 단계에서 적정 사료 섭취량을 유지하도록 사양관리를 점검한다. 

▶  비육 후기 단계에서 밀사로 인한 에너지 섭취 부족으로 등지방 형성에 장애가 없는지 확인한다.

▶ 돈방 내 급이기 및 급수기 접근성을 점검하고 적정 수압이 준수되고 있는지 확인한다. 

3
육성 및 비육
단계 질병

▶ 도축장에서 폐렴이나 회충 등의 병변이 없는지 확인하고 조치 한다.

▶  수의 또는 환경 관리 컨설팅을 통해 건강한 돼지를 생산하다.

4
암퇘지 비율 및 

출하 체중

▶ 성별 성장 속도에 따른 암,수 비율을 적절하게 유지하고 성별 출하체중 개선을 위한 관리를 한다.

▶ 계절적으로 하절기의 등지방 두께가 낮아지므로 여름철 관리를 강화한다.

▶  출하일령이 지연되거나 증체가 지연되면 등지방이 낮아질 수 있으니 출하 시  

항상 출하일령을 기록한다.

5
사료의 영양적 

결함

▶ 가소화 에너지와 단백질 수준이 낮은 사료 급여를 피한다. 

▶ 비육후기 단계에서 적정 섭취량이 유지되고 있는지 점검한다.

▶ 보호지방이나 우지 또는 지방의 이용성을 높이는 첨가제를 공급한다. 



 목표 : 75% 이상  목표 : 10% 이내

1+, 1등급 출현율이 낮은 경우 화농 및 결함육 발생이 많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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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표 : 10%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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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체크 포인트 해결방안

1
도체중, 등지방, 
지육율을 고려한 
출하 체중 설정

▶  퓨리나 출하 데이터 분석 서비스 (SPC TOP, 팜노트)를 이용하여 농장의 암,거세돈의  

등지방, 지육율을 고려한 적정 출하체중을 설정한다. 

2
등지방 두께를 고려한 

생체중 설정

▶  퓨리나 출하 데이터 분석 서비스 (SPC TOP, 팜노트)를 이용하여 농장의 등지방 두께 

15~28mm에 대한 도체중 분포를 고려하여 암,거세돈의 적정 출하체중을 설정하여 출하한다.

▶ 등지방이 너무 두껍거나 얇을 경우 앞의 등지방 해결방안을 참고한다.

3 선별 출하

▶  선별 출하를 통해 출하 선별율을 높일 수 있도록 자동 체중 선별기나 체고자 등을  

활용하여 적정 체중에 출하한다.

▶ 필요 시, 웃자란 거세돈 선출하를 진행한다.

▶ 돈방 전체를 한번에 출하하지 않고 환돈 및 위축돈은 별도로 출하한다.

4 기타 ▶  규격이 아닌 등지방이 1등급 이상 출현율에 영향을 미칠 시, 종돈 및 정액을 교체를 고려한다.

구 분 체크 포인트 해결방안

1 주사 방법 확인

▶  접종 시, 접종 표면적과 수직으로 주사하며 권장 접종용량이 완전히 주입되도록 한다. 

▶ 주사침은 일령에 맞는 크기를 사용하고, 1침 5두 이내로 접종한다. 

▶ 동물의 접종표면을 충분히 최대한 건조하고 청결하게 유지 한다. 

▶  연속주사기를 사용할 경우, 눈금을 정확히 조정하고, 사용 후 세척·건조·소독 및 윤활 등을 

반드시 실시한 후 보관 한다.

2
백신 항생제 접종 

준수 사항

▶  화농 발생이 높아 질 수 있는 알루미늄 겔 및 오일 형태 부형제를 사용한 백신,  

혼합 백신, 지속성 항생제를 접종 할 경우 가온하여 천천히 주사 한다.

▶  약제는 가급적 단일 제제를 사용하되 혼합할 경우 수의사와 상의 한다. 부득이 하게  

혼합 시 잘 녹지 않는 약제 조합을 주의하여 접종한다. 

(플로르페니콜+페니실린, 부신피질호르몬제(덱사메타손)+페니실린 등)  

3 무침 주사기 활용

▶ 무침 주사기를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활용한다.

▶  무침 주사 기기의 사용법을 정확하게 숙지하고 적용한다. 

▶  사용전, 압력 조절, 기기 이상 여부에 대해 확인하고 사용 후에는 기기를 깨끗이 관리한다.  

4
출하 시, 전기봉, 구타, 

투쟁 등 물리적 스트레스

▶ 돼지를 출하할 때 구타를 하거나 전기봉 사용을 자제한다.

▶ 투쟁이 발생 하지 않도록 환돈을 별도 관리한다.

▶  악천후에 출하 시 외상 등에 유의한다.

5 PSE 돈육
▶ PSE 발생율을 높힐 수 있는 전기 충격기 사용을 자제한다.

▶ 심한 추위나 더위를 피하고 적정한 수송 밀도나 수송 시간을 준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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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지의 성장 곡선

사료 급여 프로그램

구분
개시 
체중

종료 
체중

사육 
기간

일당 
증체

일당 
섭취량

사료 
소비량

사료 
효율

매직 플러스 30 16 35 24 799 1,279 31 1 .60

매직 플러스 60 35 60 27 915 2,310 62 2.52

매직 플러스 90 60 90 33 905 2,550 84 2.82

매직 플러스 Q 90 115 28 892 2,928 82 3.28

생후 ~ 출하 1.5 115 161 705 1,677 270 2.38

구분
개시 
체중

종료 
체중

사육 
기간

일당 
증체

일당 
섭취량

사료 
소비량

사료 
효율

린텍 플러스 30 16 35 25 759 1,280 32 1 .69

린텍 플러스 60 35 60 28 888 2,321 65 2.61

린텍 플러스 90 60 90 34 887 2,588 88 2.92

린텍 플러스 Q 90 115 30 833 2,900 87 3.48

생후 ~ 출하 1.5 115 168 676 1,690 284 2.50

 돼지의 단계별 성장

일령 체중 일당 섭취량 일당 증체량

28일령 8 400 286

49일령 1 6 885 560

70일령 30 1,550 770

100일령 60 2,450 960

133일령 90 2,975 886

161일령 1 1 5 3,125 814

비고) 위 성장 지표는 해당 일령 기준으로 전, 후 3~4일 평균값이며 농장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프로그램

                        프로그램

돼지의 단계별 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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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식 가이드 라인

미절식으로 인해 연간 18,000톤(72억원)에 해당하는 사료가 

낭비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

미절식의 경우 수송 과정의 스트레스로 구토를 하는 경우 

이물에 의한 기도폐색, 스트레스로 인한 산독증 

(급격한 체내 pH 저하)으로 폐사할 수 있음

절식과 급수를 통해 혈액의 점도를 낮춰줘 방혈을 촉진시키며 장

내용물을 감소시켜 내장적출을 용이하게 할 뿐만 아니라 장파열

을 감소시켜 미생물에 의한 도체오염 방지

축산물위생관리법에서 12시간 이상 절식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이를 어길 경우 시정명령 후 과태료를 부가등 행정처분실시 

(농림축산식품부)

7시간 절식

15시간 절식

19시간 절식

23시간 절식

76.7%

77.1%

78.1%

78.3%

지육률 증가

 농장 유형별 절식 방법

계류사 운영

대상 •대규모 농가, 건폐율 여유 농가

장점 •방역관리가 용이하고 출하 인력 불필요

단점
• 시설투자비가 소요되고 톱밥,  

분변 등의 섭취 가능성이 있음

방법

•급수시설 설치하기

•내부 온도를 적정하게 유지하기

• 바닥 톱밥깔기는 지양,  출하 후 바닥  
청소하기

기존돈방 절식

대상 •소규모 농가, 주 1회 이상 출하농가

장점 •시설투자비가 들지 않고 시행이 용이함

단점 • 미출하 돼지도 동반 절식

방법

• 사료량 조절 밸브를 잠가주어 즉시 사료
급여 중단

• 사료급여기에 사료를 1/3만 채우고  
사료타이머로 급여간격 단축

출하돈방 운영

대상 •중소규모 농가, 건폐율 농가

장점 •이동 스트레스가 적고 시설투자비가 적음

단점 • 합사 시 서열다툼 발생 및 피부 손상

방법

•합사 시

- 저녁시간에 낮은 조도에서 합사

- 각 돈방에서 가급적 동일 두수를 선별하여 합사

- 평균보다 좀 더 밀사하기

- 초기 3시간 동안 서열다툼이 발생하므로 유심히 관찰

- 하절기 합사시 서열다툼 예방에 특히 유의

미절식으로 인한 위 및 장내용물 폐기처리비용으로  

연간 16억원의 추가부담이 발생

사료비 절감 폐사율 감소

위생적 도축

2017년 4월부터 절식 여부 단속

폐기물 처리비용 절감

 절식이 필요한 이유 

출처 : 한돈협회 돼지절식 가이드

MEM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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