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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낙농경영은 타 축종에 비해 1인당 노동시간이 긴 만큼, 노동부담의 경감이 큰 과제
이다. 그런 가운데 발정발견장치 및 분만감시장치 등과 같은 ICT(정보통신기술) 활용
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본고에서는, 선진적인 대규모 낙농경영을 전개하고 있는 ‘유한회사
혼가와(本川)목장’에 대한 조사를 통해, ICT를 활용한 시계열 개체관리자료의 수집·분
석을 통해, 생산성향상을 실현하고 있는 실태에 대해 살펴보았다.

1. 머리말
최근 ICT(정보통신기술)의 진보가 두드러진 가운데, 농업분야에 있어서도 정부주도
로 ICT의 운용을 추진하기 위해, 「스마트농업」의 실현에 나서고 있다. 특히 성력화
(省力化), 노동경감, 정밀화, 정보화 등의 시점에서부터, ICT, RT(로봇기술), AT(자동
화기술) 등의 활용을 통한 농업기술혁신이 기대된다.
축산현장에 있어서도 ICT를 활용함으로써, 사육환경의 효율화에 의한 생산성향상과
함께, 노동부하(負荷)의 경감을 통한 효율적인 사양관리가 추구되어 왔다. 南石(2019)
는, 『스마트(Smart)』에는, 기민(機敏)한, 머리가 좋은, 현명한, 재치 있는, 세련된 등
의 의미가 있으므로, 시시각각으로 바뀌는 상황변화에 따라, 섬세하고 세련된 최적의
생산관리 및 경영관리를 신속하게 시행하는 농업』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1) 본고는 최근 국내에서도 보급이 늘고 있는 ICT(정보통신기술)를 활용한 낙농목장의 규모화 및 효율적
인 운용과 관련한 일본의 사례로, 유사한 생산여건을 지닌 국내 낙농에 있어서 ICT보급과 관련한 참
고자료로 제공코자함.

실제 낙농에 있어서 1인당 연간 평균노동시간은, 타 축종 및 제조업에 비해 긴 것이
현실이다(표 1 참조). 농림수산성(2020)에서는, 낙농경영에 있어서 노동시간단축을 위
한 방안으로, 사양관리방식의 개선, 경영의 외부화 등의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낙농의 생산기반강화를 위해서는, 분만간격단축 및 송아지사고율저하, 노동부담경감의
중요성을 지적하고 있다. 그 외에 ICT 등의 신기술을 활용한 착유로봇 및 발정발견장
치, 분만감시장치 등의 기계장치의 도입을 지원하고, 낙농경영에 있어서 생산성향상과
성력화의 추진을 장려하고 있다.
<표 1> 1인당 연간 평균노동시간(2018, 단위: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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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농림수산성 「영농유형별 경영통계」, 후생노동성 「매월근로통계」
본고에서는, 낙농경영에 있어서 다양한 ICT를 이용하여 규모확대를 추진하고 있는
유한회사 혼가와(本川)목장에 대한 조사를 통해, ICT활용의 실태 및 도입효과에 대해
검토한다. 혼가와목장은, 낙농을 중심으로 경영발전을 통해, 현재는 야채생산농장, 사
료생산, 판매회사 등으로까지 영역을 넓혀, 이른바 클러스터를 형성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그룹의 중심을 담당하고 있는 혼가와목장의 경영에 대해 살펴본다. 이
하 다음 절에서는 혼가와목장을 포함하는 혼가와그룹의 연혁에 대해 검토한다. 제3절
에서는, 혼가와그룹의 구성주체에 대해, 제4절에서는 혼가와목장에서 효율성을 추구
해 온 사양관리에 대해, 제5절에서는 혼가와목장의 ICT의 활용실태에 대해 각각 살펴
본다.
2. 혼가와(本川)그룹의 연혁
현 사장(本川和幸氏）의 조부가 1955년에 히다분지(日田盆地: 北部九州의 거의 중
앙, 오이타현 서부에 위치하는 日田市）에서 낙농을 시작한 것이 혼가와 그룹의 시작
이었다. 그 후, 현 사장의 부친(本川角重씨）이 낙농경영에 참여한 것이 1967년이며,
당시 사육두수는 20두였다. 角重씨는 1971년에 『후계자육성자금』을 이용하여 10두를
늘려, 총 30두를 계류식우사에서 사육하였다. 그 후 1975년에는 『농업구조개선사업』
을 통해 반액보조(半額補助)2)를 받아, 농지취득 및 농기계구입을 위해, 5,000만 엔을
차입함으로써 인근으로 이전하였다.
사양관리방식은 그 때까지의 계류식우사에서 후리스톨·밀킹파라식 우사로 전환함과
아울러 사육규모를 60두로 확대하였다. 그 후 1979년에 지금의 혼가와목장을 설립하
고, 자본금 200만 엔으로 법인을 설립하였다.

2) 반액보조란, 일본농림수산성이 농업구조개선사업에 투입된 비용의 절반을 보조해 주는 제도를 의미함.

1983에는, 사료원료로 소주박(焼酎粕)을 사용하기 시작했으며, 1987년에 발효TMR
을 제조· 판매하는 주식회사 혼가와(자본금 100만 엔)를 그룹회사로 설립하였으며,
1989년에는 TMR 공장을 건설하였다. 사료회사를 설립함으로써, 지역 내의 산업연계
를 통해 지역 내 양조장의 소주박(焼酎粕) 등을 사료원료로 이용하는 외에, 우분퇴비
를 활용하여 아스파라가스, 흰 파를 재배하는 등, 순환농업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1992년에는 『축산환경대책사업』을 통해 퇴비사를 건설하였다.
1993년경부터, 향후 5~6년에 걸쳐 300~500두까지 늘린다는 계획을 가지고, 인정농
업자(認定農業者)로 선발된 후, 수정란이식(ET)사업을 통해 경산우를 120두까지 늘려
왔다. 1996년에는, 『농업경영기반강화자금(이하 슈퍼-L 자금)』에 의해, 직하형(直下
型) 환기팬을 설치한 후리스톨우사(40% 보조)를 신축하고, 환경문제를 고려한 500두
규모의 축사를 건설하였다. 아울러 20두 복열(複列)의 헤링본파라(20% 보조)를 도입
했으며, 초임우 200두를 구입했다. 1998년에는, 혼가와목장의 자본금을 1,000만 엔으
로 증자하여, 사원기숙사를 신축하고, 1999년에는 육성우 300두의 우사를 신축함과
아울러, 경산우를 640두 규모로 확대하였다. 2000년에는 미국에서의 낙농경영연수 중
에 로터리파라를 시찰할 기회가 있어 도입을 고려하게 되었다. 그러나 수억 엔에 달
하는 설치비용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규모확대가 필요했으므로, 귀국 후 우
선 우사를 증축하고 규모확대를 검토했다. 그 결과 다시 슈퍼-L 자금을 이용하여 로
터리파라의 도입을 실현하고, 로터리파라와 헤링본파라를 이용하여 1,500두의 착유우
사육을 가능하게 하였다.(사진 1, 2).

<사진 1> 혼가와목장의 로터리파라(Rotary Parlor)

<사진 2> 로터리파라(Rotary Parlor)에서의 착유모습
2002년에는, 해외로부터 목초 등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J-Agri 주식회사를 자본금
1,000만 엔으로 설립함과 아울러, ‘축산경영활성화사업’으로 화우번식・육성우사를 신
축하고, 구마모토현 아소의 초지에서 육성우방목을 시작하였다. 또 다시 2003년에는,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관련회사를 설립하고, 목초매입과 일본으로의 수출을 본격화하
였다. 또한 같은 시기에 퇴비처리시설을 신설하였다.
2006년에는 오이타현 日田시의 농지를 구입하여, 다음 해부터 방목과 함께 백파재
배를 시작했다. 또 다시 2009년에는 베트남 비탄시에 Honkawa Vina Co.,Ltd.를 설
립하고, 건초 및 사일리지를 제조하여 일본에 수출을 하고 있다.
2009년경부터 현 사장인 本川和幸씨가 수의사로 근무한 이후, 혼가와목장에 입사
하여 사실상 경영을 담당하게 되었다. <그림 3>에 제시된 것과 같이, 혼가와목장의
사훈(社訓)은 『共生』, 경영이념은 『우리는 사람과 자연을 중시하며, 먹거리와 농업의
공생의 고리를 넓혀, 지역발전과 풍요로운 삶에 공헌한다.』이나, 거기에 덧붙여 사장
本川和幸씨는, 『소가 편안한』 경영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같은 이념에 따라, 2007
년부터 송아지의 『호흡기 및 소화기의 질병예방』과 착유우의 『유방염발생을 줄이고,
양질의 우유를 생산하는 것』을 목적으로, 사양관리의 변화를 통해, 2012년부터 『대사
성질환・산후질병감축, 다두사육, 유우의 수명연장과 연산(連産)』을 통해, 유량 및 매
출증가에 성공하였다.
또한, 경영개선과정에서 2015년에 은행원출신의 大脇建씨를 인사부장으로 영입하
여, 능력에 따른 인사 및 급여제도 등을 도입함과 아울러, 후계자는 사원 중에서 육
성한다는 의식으로, 『농가에서 기업으로』의 경영이념을 내걸고 있다(일본농업법인협회
2017).

사훈(社訓) 공생(共生)
경영이념: 우리는 사람과 자연을 중시하고, 먹거리
와 농업의 고리를 넓혀, 지역의 발전과 풍요로운
삶에 공헌한다.
행동지침:
1. 지역과 자연환경을 중시한다.
2. 지역의 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한다.
3. 미이용자원의 유효이용을 추진한다.
4. 순환농업을 통해 지역에 공헌한다.
<그림 3> 혼가와목장의 사훈, 경영이념, 행동지침
2017년에 사장이 角重씨로부터 和幸씨에게 넘어갔다. 같은 해 600두 규모의 육성
우사를 증축함으로써, 육성우만 1,000두 규모로 확대하였다. 2019년에는 착유우사에
한 번에 60두를 착유할 수 있는 로터리파라를 도입하고, 2020년 2월 12일부터 본격
적으로 가동하고 있다.
현재, 로터리파라를 이용한 착유두수는 약 2,000두이며, 산차수 및 비유량과 같은
소의 비유여건에 따라 1일 2회 또는 3회 착유로 분류되어 있다. 착유는 오전 3시, 낮
에는 11시, 밤에는 19시에 실시한다. 로터리파라가 한 바퀴 도는데 12분 정도 소요되
며, 두당 착유시간은 4~5분 정도다.
3. 혼가와(本川)그룹 구성주체의 현황
앞에서 혼가와그룹의 연혁에 대해 살펴보았다. 현재 혼가와그룹의 국내법인은, ①유
한회사 혼가와목장, ②주식회사 혼가와, ③J-Agri 주식회사로 구성되어 있다. 이하 이
들 세 개의 구성주체에 대해 간략히 정리한다.
（1）유한회사 혼가와(本川)목장
혼가와그룹의 본체는 혼가와목장(소재지: 大分県日田市大字高瀬)이며, 대표취재역사
장은 本川和幸씨다. 자본금 1,000만 엔, 2019의 연간매출은 28억 9천만 엔이다. 주요
업무내용은, ①원유생산판매, ②송아지육성 및 판매, ③발효우분퇴비판매 등이다.
혼가와목장은 세 개의 목장을 소유하고 있다. 첫 번째는, 착유를 주로 하는 美濃목
장이다. 이 목장에서는, 밀킹파라 등 최신시설의 도입, ICT를 활용한 우군관리, 개체
정보관리, 생산계획 등에 의한 우군의 건강관리를 통해 고품질의 원유를 생산한다.

2020년 2월 현재의 사육두수는, 유우의 경우 경산우 2,100두, 육성우 500두, 육용
우는 번식우 230두, 암송아지 500두이다.
한편 로터리파라는 24시간 운영체제로, 아침, 점심, 저녁 3회 착유한다. 1일 원유생
산량은 55톤이며, 겨울철은 65톤에 달한다. 또한 이전에는 화우 및 교잡종(F1)의 비
육우 수천 두를 사육했으나, ‘비육우의 사양기술이 미흡하고, 낙농이 본업인 목장이라
는 점에서, 유우사육에 주력함에 따라, 2016년 이후부터 단계적으로 비육사업을 줄여
왔다. 번식우를 230두 정도 사육하고 있으나, 이는 유우에 수정란이식을 위한 화우수
정란채취를 위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생산되는 화우송아지는, 자가보류를 위한 일부
암송아지를 제외하고 3~4개월 령에 판매한다.
제2 목장은 伏木목장이다. 이 목장은 육성우용 목장으로, 10헥타르의 면적에서 900
두를 사육하고 있다.
제3 목장은, 天瀬목장이다. 총면적이 355 헥타르로, 목초지 100 헥타르에서의 젖소
방목(봄, 가을에 걸쳐 100두)을 하고 있다. 그 외에 백파 7헥타르, 아스파라가스 하우
스 8~9동 등을 통해, 생산과 판매를 하고 있다. 이 목장에서는, 목장에서 생산된 퇴
비를 포장으로 투입하거나, 주정박이나 콩비지 등의 식품부산물을 원료로 사료생산을
하고 있다. 그 외에 후술하는 낙농교육목장의 설립도 계획하고 있다.
（2）주식회사 혼가와
다음은 주식회사 혼가와(이하 ’혼가와‘)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주식회사 혼가와의
대표취재역은 本川和幸씨이며, 소재지는 大分県日田市大字高瀬이다. 자본금 1,000만
엔, 연간매출은 13억 엔(2019)이다. 1987년에 사료가공제조부문을 혼가와목장으로부
터 분리, 독립하는 형태로 설립하였다. 업무내용은, 사료판매·산업폐기물수집운반처분
업·운송업이며, 취급품목은 발효TMR(유우 및 육우용)이나, 90%는 자사목장에서 사용
되며, 외부판매는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그 외에, 농축주정박판매, 건초수입(베트남)
등을 하고 있다.
또한 주식회사 혼가와는, J-Agri Corporation 및 Honkawa Vina Co.,Ltd.와 같은
해외법인을 소유하고 있다. J-Agri Corporation은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랜지카운티
어바인 시에 있으며, 자본금 12만 달러, 연매출은 1,611만 달러(2019)에 달한다. 업무
내용은, 미국 캘리포니아, 오리건, 워싱턴, 네바다, 아이다호, 유타주 및 캐나다로부터
수단그라스, 알팔파, 티모시 등의 건초를, 일본을 중심으로, 한국, 중국, 중동 등으로
수출하고 있다. 또한 목초 이외에 낙농 및 축산기기(Stanchion), TMR배합기(캐나다
Supreme사 총대리점) 등을 취급하고 있다. 그 외에 Honkawa Vina Co.,Ltd.는, 베
트남의 하오쟝성 비탄시에 있다. 자본금은 1억 엔이며, 주로 설탕수수박을 생산하고
있다. 그 외에 북베트남공장에서는, 옥수수의 알곡을 채취하고 남는 심(芯)을 분쇄한
것을 이용하여 버섯재배용 베지(培地) 및 사료원료를 생산하고 있다. 그뿐 아니라, 옥
수수사일리지, 파인사일리지 등의 사일리지도 베트남 전국에서 생산하여 수출하고 있
다.

（3）J-Agri주식회사
대표취재역은 本川角重씨다. 본사는 후쿠오카현 朝倉市에 있으며, 요코하마영업소
가 가나가와현 요코하마시에, 中国영업소가 히로시마현 安芸高田市에 있다. 자본금은
1,190만 엔, 연매출 43억 1천만 엔(2019)이며, 업무내용은 수입목초부터 사료전반에
걸쳐 판매한다. 주요 수입취급품목은, 미국으로부터 수단그라스건초, 알팔파건초 등,
캐나다로부터는 캐나다 티모시 등, 호주로부터는 오트 건초 등, 베트남으로부터는 바
가스 및 바가스건초 등을 수입하여 판매한다.
4. 효율성을 추구한 사양관리의 쇄신
혼가와목장의 현 사장인 和幸씨가 입사(2007)한 후, 생산 및 경영효율성의 향상을
위해서는,

송아지의

질병예방,

유우의

사이클(「분만・비유→수태→건유→분만・비

유」）을 어떻게 회전시키는 것이 중요한가 하는, 낙농의 기본을 재인식하는 것이었다.
비유가 활발한 시기에 BCS(Body Condition Score)가 어느 정도 저하되는 것은 어
쩔 수 없으나, 적절한 영양관리를 하지 않으면 유량확보가 어려울 뿐 아니라, 소가
대사성질병에 걸리기 쉽다. 고능력우는, 영양섭취량이 상대적으로 부족해, 케토시스와
같은 대사성질환에 걸리기 쉬우며, 반대로 저능력우는, 영양섭취량이 상대적으로 과잉
이 되므로, 비유 중·후기에 BCS가 지나치게 상승해, 다음 출산 시에 대사성질환을 중
심으로 하는 산욕기(産褥期) 질병에 걸리기 쉽다. 산욕기질병의 발생은, 유우의 비유
생산능력 발휘에 커다란 지장을 초래하므로, 우유생산량저하를 초래한다.
2011년까지 7～8월은 매우 더운 날씨에 따른 스트레스로 인해, 분만우의 60~70%
가 산욕기질병을 일으키는 상황이었다. 이 때 소가 지나치게 살이 찌는 것이 하나의
원인이 되며, 「소는 살찌게 해서는 안 된다」 고 하는 사양관리의 기본을 통감했다.
그러므로 소의 개체별 상태에 따라 TDN 섭취량을 사료로 조정하는 개체사양관리의
필요했으나, 군(群)관리를 하는 사육환경에서는 할 수가 없었다. 통상적으로, 유우는
분만 40~60일 경에 유량이 정점에 달하나, 같은 사료를 급여하더라도 1일 산유량이
70kg인 소도 있고 30kg인 소도 있어, 개체별 산유능력의 차이가 매우 크다. 그러나
유우는 공용(供用)기간이 타 가축에 비해 길며, 분만두수가 한 마리이므로, 돼지나 닭
에 비해 유전능력을 균등한 수준으로 유지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다두사육목장이면서 군(群)관리는 하는 사육환경에서 산욕기질병과 같은 병
발생이 적게 우군을 관리하는 방법이 없을까 하는 문제를 생각하게 되었다. 여기서
고려할 점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소의 비유단계(비유초기, 비유절정기, 비유중
기, 비우후기)와 개체별 비유량을 함께 고려한 군(群)구성을 하고, 그에 따라 열량이
다른 사료를 급여하는 것이다. 다른 한 가지는, 공태(空胎)일수의 연장은 건유시의
BCS상승(비만)의 요인이므로, 공태일수를 보다 적극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번식장애
우를 찾아내서 치료할 뿐 아니라, 번식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육·영양관리를 하면
서, 호르몬처치 등을 병행하여 번식률을 높이는 것」 이다. 이를 위해서는, 「어떤 소가

어느 우사·우군에 있어야 하나?」 「어느 우사·우군의 어떤 소에 대해 지금 무엇을 해
야 하나?」등을 파악하고 있어야 하나, 당시의 우군관리 소프트웨어로는 할 수 없었으
며, 개체별 생산이력에 대한 자료도 축적된 것이 없었으므로, 크라우드형 애플리케이
션 인 Salesforce를 바탕으로 하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했다. 그 결과 군(群)관리를 하
는 우군에 있어서도 적정한 BCS의 범위 내에서의 사육이 가능하게 되고, 번식성적
또한 향상되었다. 소의 관찰 정보공유의 필요성 등, 우군(牛群) 내에서의 사양관리방
법이 명확해짐과 아울러 관리에 있어서 효율화를 기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번식 때
에는, 21일의 발정주기에 있어서의 호르몬균형을, 사람이 소에 맞추어 조절할 수 있
게 됨에 따라, 장기공태우와 미임신우가 감소하여, 분만→비유·임신→건유→분만의 사
이클을 순조롭게 반복하는 소가 늘어나, 공용(供用)기간이 연장되고, 당시 연간 필요
한 유우갱신두수가 200두 감소하였다. 또한 사양관리개선으로 도태되지 않고, 분만·비
유를 할 수 있게 되었다. 예를 들면, 초임우 1두를 80만 엔에 매년 200두를 갱신한다
고 하면, 6,000만 엔의 비용절감을 이룰 수 있다. 혼가와(本川 )목장에서는 이처럼 유
우의 상태에 맞춘 사양관리를 함으로써, 자가육성우의 증가, 갱신율의 저하, 산차수의
증가 등, 유우의 생산연한을 향상시킬 수 있었다.
5. 혼가와(本川)목장의 ICT활용을 통한 경영혁신
혼가와목장에 있어서 효율성을 추구한 사양관리의 쇄신에 크게 기여한 것은 ICT의
도입이다. 이하, 유우의 사양관리에 있어서 특히 중요한 개체관리에 대한 ICT활용으
로써, 주식회사 후지쓰구주시스템의 「우보(牛步)SaaS」 시스템 및 Salesforce의 두 가
지의 도입사례에 대해 검토한다.
혼가와목장에서는, 종래부터 소의 발정징후를 파악하는 것이 커다란 과제였다. 이와
관련하여 혼가와목장은 후지쓰구주시스템의 「우보(牛步)SaaS」시스템을 이용하고 있다
(그림 4). 이 시스템은, 발정 시의 걸음수의 증가가 나타나는 소의 행동특성에 주목하
여, 소에게 보수(步數)기기를 장착함으로써, 걸음 수에 관한 정보를 인터넷을 경유하
여 크라우드상에 축적함으로써, 센터에서 데이터를 해석함으로써, 발정징후 등에 관한
정보를 감지하여 자동으로 통보하는 시스템이다(高嶋 2015). 이 시스템을 통해 자동
적으로 발정징후를 감시함으로써, 발정징후를 놓치는 것을 줄여, 번식률향상 및 경영
개선이 가능하게 된다. 또한 이 시스템은, 매 시간단위로 소의 행동 양을 그래프로
만들어 시각적으로 파악할 수 있어, 과거자료와 비교함으로써, 발정징후를 포착할 수
있다(그림 5). 또한 발정주기가 약 21일이므로, 인공수정을 실시한 21일 후의 걸음 수
의 변화에 따라, 수태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외에, 통상시와의 걸음 수를 비교함으로
써, 질병 또는 부상가능성을 파악할 수도 있다. 혼가와목장에서는 이 같이 실시간으로
정보를 축적하고, 분석함으로써 효율적인 사양관리를 하고 있다. 지금까지 우보(牛
步)SaaS는, 화우에 있어서 주로 사용하고 유우에 있어서는 극히 한정된 이용밖에 없
었으나, 금후 유우에도 도입을 점차 늘릴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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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우보(牛步) SaaS에 의한 지원서비스

<그림 5> 우보(牛步) SaaS에 의한 보수(步數) 그래프
다음은, Salesforce의 활용에 대해 살펴본다. Salesforce 도입이전에는, 유우의 사양
관리에 관한 정보는 시판의 유우관리 소프트를 사용했다. 그 외의 유우정보(백신접종,
제각, 질병이력)등에 대해서는, 시판의 소프트가 없었으므로, Excel 및 Access를 사
용했다. 그러나 사육두수증가에 따라 관리가 어렵게 되었다. 그러던 중에, 선대의 角
重사장이 2009년에 도입을 검토하여, 현장의 종업원이 이용하기 쉽게 기능을 개선하
는 등, 시스템의 쇄신을 시도하여, 원만한 활용이 가능하게 된 것이 2011년이다. 새
로운 시스템에 있어서는, 소의 개체정보(이표번호) 및 사양관리현장에서 시행되는 작

업정보 등, 300항목에 걸친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다(그림 6). 예를 들면, 유우의 경우
는 번식실적 및 분만예정일, 최근의 유량성적, 인공수정 및 수정란이식성적 등이다.
현재는, 목장 내의 약 500두 전부의 정보를 Salesforce에 등록해 두고 있는 외에, 과
거에 출하한 육우 및 송아지 등의 정보 모두를 Salesforce에 의해 일괄관리하고 있
다. 이들 정보에 의해, 개체별 데이터(번식성적, 유량 및 질병이력)를 시계열로 포괄적
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되었다. 수집한 정보는, 개체별로 한 화면에 집약되어, PC 및
태브릿 PC 단말기에 의해 상시 열람이 가능해, 사양관리상황의 상시 확인이 가능하
다. 또한 수집된 자료를 분석함으로써, 발정상태에 있는 소 및 건강상태에 이변이 있
는 소의 파악이 가능한 외에, 사육두수 전체의 동태로부터, 송아지의 출생예정두수,
원유생산량, 육우출하시기의 예측 등에 관한 자료이용이 가능하며, 사양관리방법 및
경영전략검토에 이용된다.

<그림 6> Salesforce에 의한 개체상태 관리
또한 관리하고 있는 소의 상태가 실시간으로 파악・확인할 수 있어, 사료생산을 담
당하고 있는 그룹회사에서도, 사료공급에 있어서 효율적인 계획의 작성이 가능하고,
대폭적인 비용절감을 실현하고 있다.
혼가와목장에서는, 이 같이 ICT의 이용 및 데이터를 활용함으로써 다양한 성과를
올리고 있다. 평균산차수에 있어서는, Salesforce 도입 이전에는 우군검정치로 평균
2.1산이었으나, 2013년에는 2.3~2.4산으로 향상되고, 현재는 2.7~2.8산으로 나타나고
있다. 유량은, 10년 전과 비교해서 10%가 증가했으며, 2산 이후의 유량은 11,500kg
의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또한 유우의 산욕기질병을 예방하기 위한 사양관리방
법의 쇄신뿐 아니라, 송아지의 소화기 및 호흡기질병, 유방염관리를 실시함으로써, 송
아지의 150일령까지의 누적사망도태율이 2008년에는 10% 전후였으나, 2011년 이후
에는 한 번도 5%를 초과한 적이 없다. 또한 유방염대책으로 2008년부터 유방염유즙
의 세균검사를 유방염이 발생한 개체별로 모두 실시함으로써, 우상관리 및 착유담당
자와의 비교를 지속함으로써, 2010년부터 착유기의 점검관리항목과 착유에 사용되는

자재의 적정화, 2013년부터 유두를 청결하게 하는 방법의 변경 및 착유방법을 통일하
도록 하였다. 그 결과, 2009년 시점에서 1밀리리터 당 25만 전후였던 체세포수가
12~13만 정도까지 감소하고 있다. 유방염에 걸린 소는 당시 1,800두의 착유우 중 1
일 3두였으며, 착유두수가 늘어난 현재도 별 변화 없이 유지되고 있어, 혼가와목장과
같은 대규모경영에 있어서 그야말로 매우 낮은 수준이라 할 수 있다. 또한 현재 갱신
우의 조달은, 자가육성우의 비율이 40%, 외부로부터 임신우의 조달이 60%에 달하나,
외부조달은 질병위험이 높아, 금후에는 자가육성우의 비율을 높여갈 계획이다.
이상과 같이, 다두사육환경에서의 ICT의 이용 및 데이터를 활용함으로써, 소의 스
트레스를 줄이면서 평균산차수를 개선하여, 모우의 사육기간연장(연산성 및 수명연장)
이 가능하고, 1일 유량의 증가 및 매상고의 향상, 비임신우의 육우로서의 출하두수
감소, 갱신비율저하, 신규도입우의 비용절감, 후계우의 확보가 용이하게 되었다. 또한
공급목표수량과의 차이가 좁혀짐에 따라, 지속적인 생산확대 및 두수증가에 따른 우
사의 증축예측 등, 중기적인 투자계획의 기초가 되는 자료도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6. 결론
이상 본고에서는, 혼가와그룹의 중심이 되는 혼가와목장에 있어서, 선진적 대규모낙
농경영에 있어서의 ICT활용에 의한 경영혁신의 실태에 대해 살펴보았다. 혼가와목장
은, ICT의 활용을 통해 시계열자료를 축적함으로써 개체별 ‘상시감시체계’를 통해 소
의 상황에 따른 맞춤형 사양관리의 철저를 기함으로써, 사육두수를 늘릴 뿐 아니라,
생산성향상도 추구해 왔다. 금후에는, 자가육성우의 확보에 의한 갱신율의 저하, 사고
율・사망율 저하, 유량의 지속성과 평균산차의 향상 등을 통해, 보다 효율적인 생산을
추구하는 것을 경영목표로 삼고 있다.
사장 和幸씨는, 육용송아지판매에 의한 이익을 중심으로 하는 낙농경영의 미래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고 있으며, 시장상황에 좌우되지 않는 지속성이 있는 경영 및 유
가형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리하여 소비자가 원하는 우유를 공급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이를 위해 ‘소가 편안한’ 사양관리를 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그리하여
혼가와목장의 경영목표를 구체화하기 위한 구상으로, 사원・동업자・수의사 등이 하
나가 되는 교육목장의 설립을 내세우고 있다. 가까운 장래, 혼가와목장으로부터 많은
인재가 배출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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