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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 방목에 의한 제주조릿대의 생육특성 및 사료 가치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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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was conducted to evaluate the feed value and growth characteristics of Sasa quelpaertensis 
Nakai by horse grazing in the woodland of Jeju. Crude protein (CP), NDF, ADF and minerals contents at 
different growth stages of Sasa quelpaertensis were analyzed. The apparent digestibilities of DM, CP, NDF 
and ADF were determined by total collection method using 5 Jeju horses. The yield and growth 
characteristics of S. quelpaertensis Nakai by horse grazing were investigated. CP contents in the current-  
and the previous-year-sprouted leaves of S. quelpaertenisis were 16.6 ± 1.0% and 12.2 ± 1.1%, respectively. 
The digestibility of DM, CP, NDF and ADF in the current-year-sprouted leaves of S. quelpaertenisis were 
47.2±1.2, 67.8±1.0, 47.0±1.3 and 47.1±1.1%, respectively. The current-year-sprouted S. quelpaertenisis 
tended to have high nutritional values and digestibilities compared to those of the previous-year-sprouted. 
The dry matter yield, plant length, leaf width and density of S. quelpaertensis Nakai were clearly 
decreased by horse grazing. These results show that considering the feed value and growth characteristics, 
the natural S. quelpaertenisis Nakai can be used as a feed source for horses.  
(Key words : Sasa quelpaertenisis Nakai, Feed value, Horse grazing, Digestibility)

Ⅰ. 서    론

조릿대류 (Sasa spp.)는 근경 번식이 왕성하기 

때문에 나지가 된 산지에 침입하거나 경사가 

완만한 화산지형에 큰 군락을 형성하며, 산악

지의 교목림이나 관목림의 주요 하층식생으로 

자라는 등 그 분포 지역이 넓다고 할 수 있다

(Oshima, 1960). 최근 제주지역 중산간 및 한라

산 산림지대를 중심으로 제주조릿대 (S. quel- 

paertenisis Nakai)가 확산되고 있다. 제주조릿대

는 한라산 산림지역 주요 하층 식생으로 자리

잡고 있으며, 다른 식물종의 발달을 억제하여 

종다양도를 저하시키고 있다 (김, 2002; 김과 

고, 2003). 제주조릿대의 확산 원인으로는 기후 

변화의 영향과 한라산에서 가축을 방목하는 것

을 금지하였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과거 제주에서 산과 들에 연중 말들을 풀어

놓아 방목하는 목축 형태에서는 제주조릿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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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목 조사료 자원 중의 하나로 이용되었을 것

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1975년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한라산 가축방목 금지와 함께 말 사육형

태가 축사 및 목장 울타리 내로 한정되면서 산

림지역 임간 방목은 거의 사라졌다. 
최근 확산되는 제주조릿대를 경제적으로 활

용함과 아울러 군락지 내의 종 다양도를 증가

시키기 위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김 

등, 2009). 산림면적의 89%를 조릿대 (S. kurilensis 
와 S. palmata)가 점유하고 있는 일본 북해도의 

경우도 말 방목을 통한 조릿대류 (Sasa)의 밀도

를 조절하여 초본류나 목본류 식생 상태를 개

선하고 있다 (Kawai 등, 2000; Ogawa 등, 1986; 
Nakashizuka와 Numata, 1980; Agata 등, 1979). 

산림지역의 제주조릿대를 예취하여 말에게 

급여하는 것은 현실적 어려움이 있으며, 말 방

목이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제주조릿대를 

말 방목 조사료 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영양적 가치와 방목에 의한 생육 특성을 구명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제주조릿대

의 생육단계별 (당년생, 1년생) 영양소 함량 및 

말에서의 소화율을 검정하여 말 사료자원으로

서의 활용가치를 평가하고, 제주조릿대 군락지 

내 말 방목에 따른 제주조릿대의 생육특성 및 

생산량 변화 등을 구명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Ⅱ. 재료 및 방법

1. 말 방목에 의한 제주조릿  생육특성  

생산성 조사 

제주조릿대 자연 군락지 (해발 600 m, 제주시 

오등동) 내에 말 방목 시험포 (2,725 m2)를 조성

했다. 말 방목 시험은 2년 (2005~2006) 동안 실

시했으며, 방목 시험축은 제주마 2두 (암, 5세)
를 이용했다. 시험 방목은 총 4차 (2005년  1~3
차, 2006년 4차)에 걸쳐 진행됐다. 제주조릿대 

군락지 시험포 내에서 전체 시험기간 동안 총 

방목 일수는 36일이었으며, 1차 방목은 2005년 

4월 11일부터 5월 3일까지 23일, 2차 방목은 

같은 해 8월 2일부터 8월 9일까지 8일, 3차 방

목은 같은 해 10월 24일부터 10월 25일까지 2
일, 4차 방목은 2006년 7월 11일부터 7월 13일

까지 3일 동안 진행됐다. 1차 방목에서는 제주

조릿대 식생이 모두 구초 (1년생, 지난해 돋아

난 지상부)였으며, 2~4차 방목에서는 신초 (당
년생, 당 해에 돋아난 지상부)로 구성되었다. 
제주조릿대의 줄기까지 전부 섭취한 시점에서 

각각의 방목을 종료했다. 전체 방목 기간 동안 

농후사료 보충급여는 하지 않았으며, 물은 자

동 급수로 공급했다. 방목 시험 기간이 짧았기 

때문에 증체량 조사는 하지 않았다. 
말 방목 시험포 내 분포하는 제주조릿대의 

생육특성을 조사하기 위해, 5개의 고정 조사구

(Nest Quadrate Method, 1×1 m)에서 각각의 방

목 전 방형구에 출현한 제주조릿대의 초장, 밀

도, 엽장, 엽폭을 측정했다. 제주조릿대 생산량 

조사를 위해 방목지 내 5곳에 제주조릿대 보호

케이지 (50×50 cm)를 설치해서 방목 후 시료를 

채취하였다. 실험실에서 줄기와 잎을 분리하여 

3 cm 크기로 자른 다음 70℃에서 48시간 동안 

건조한 후, 줄기와 잎의 건물생산량으로 환산

했다. 

2. 제주조릿  양소 함량 분석 

제주조릿대는 상록성이라 지난 해 돋아난 조

릿대 (구초, 1년생)와 당 해에 돋아난 조릿대

(신초, 당년생)가 같은 식생을 이룬다. 따라서 

구초와 신초를 분류하여 분석하기 위해, 구초

는 2월, 신초는 6월에 시료를 채취하여 분석에 

이용했다. 시료 채취 장소는 한라산 국립공원 

산림지역이었고, 10개 사이트에서 정사각형 와

이어 틀 (50×50 cm) 안에 들어온 줄기와 잎 전

체를 채취했다. 채취 시료는 실험실에서 줄기

와 잎을 분리하여 3 cm 크기로 자른 다음 70℃
에서 48시간 동안 건조한 후, 분쇄 하여 성분

분석을 위한 시료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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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The nutritional values at different growth stages of S. quelpaertenisis Nakai (DM 
basis)1) 

Item
Previous-year-sprouted Current-year-sprouted

Stem Leaves Stem Leaves
CP, %   4.8 ± 0.4  12.2 ± 1.1   8.0 ± 0.8  16.6 ± 1.0
NDF, %  75.0 ± 2.2  67.9 ± 3.5  68.2 ± 3.1  58.5 ± 1.8
ADF, %  48.6 ± 1.4  40.5 ± 1.2  47.8 ± 2.8  39.0 ± 2.4
P, %   0.05± 0.01   0.11± 0.03   0.11± 0.02   0.14± 0.05
Ca, %   0.10± 0.01   0.42± 0.10   0.13± 0.02   0.35± 0.06
K, %   0.86± 0.05   0.87± 0.10   1.55± 0.15   1.14± 0.10
Mg, %   0.06± 0.01   0.09± 0.01   0.07± 0.02   0.14± 0.03
Na, %   0.04± 0.01   0.03± 0.01   0.04± 0.01   0.03± 0.01
Fe, mg/kg 356.7 ±17.6 243.5 ±19.0 271.6 ±17.6 172.2 ±17.0
Mn, mg/kg 165.1 ±15.1 571.5 ±20.3 225.1 ±15.0 492.1 ±17.5
Zn, mg/kg  74.1 ± 4.0  50.1 ± 5.0  64.0 ± 3.0  40.4 ± 2.5
Cu, mg/kg   3.8 ± 0.4   5.6 ± 0.7   6.3 ± 0.6   5.9 ± 0.4
1) Values are means ± SD of 10 replicates.

조단백질 (CP)은 AOAC (1996) 방법에 따라 

분해한 후, 질소자동분석기 (Kjeltec auto 2400, 
Foss, Sweden)를 이용 분석했다. NDF와 ADF 
함량은 Goering과 Van Soest (1970) 분석법에 

따랐다. 무기물 함량은 AOAC (1996)의 전함량

분석법에 따라 산 분해를 실시한 후, ICP
(Inductively Coupled Plasma Atomic Emission 
Spectrometer, ICP-AES; SPECTRO Analytical 
Instruments, GmbH, Kleve, Germany) 발광 분광

법에 따라 분석되었다. 

3. 제주조릿  외 상 소화율 검정 

제주조릿대 구초와 신초를 분류하여 말에서

의 외관상 소화율을 검정하기 위해, 구초는 2
월에 신초는 6월에 소화율 검정시험을 수행했

다. 제주조릿대의 잎 부분 (줄기 부분 5 cm 내

외 포함)을 매일 예취하여 신선한 상태로 소화

율 검정에 이용되었다. 소화율 검정 기간 동안 

매일 급여 상태의 시료를 취하여 70℃에서 48
시간 건조 후, 건물 (DM) 및 영양소 (CP, NDF, 
ADF) 소화율 환산에 적용했다. 

구초 소화율 검정에는 제주마 (암, 4세, 평균 

체중 297 ± 28.5 kg) 5두, 신초 소화율 검정에서

도 구초 소화율 검정에 이용됐던 같은 시험마

(평균 체중 303 ± 11.0 kg) 5두를 공시했다. 시험

마들을 개체별로 사료를 섭취할 수 있는 마방

(콘크리트바닥 마방, 3×6 m)에 배치했다. 제주

조릿대 외관상 소화율 검정은 전분채취법을 따

랐으며, 사양시험은 5일 사료 적응기간과 5일 

채취기간을 두었다. 시험마들은 예취한 상태 

그대로의 제주조릿대를 자유채식 했으며, 급여

할 때마다 생초 상태의 무게를 측정했고, 시료 

건조 후 건물 무게로 환산했다. 분 채취 전체 

기간 동안 배분 즉시 수거하여 습식상태로 무

게를 측정했고, 하루 3회 개체별 분 시료를 채

취하여 건조 후 건물 및 영양소 소화율 환산에 

적용했다. 시험마 음수는 자동급수로 공급했다. 
소화율 검정에 이용된 제주조릿대 및 분에서의 

영양소 분석은 앞에 언급한 방법과 같다. 

Ⅲ. 결    과

 
제주조릿대의 조단백질 함량은 구초 줄기와 

잎에서 각각 4.8 ± 0.4, 12.2 ± 1.1%, 신초 줄기와 

잎에서는 각각 8.0 ± 0.8, 16.6 ± 1.0%로 나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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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The digestibilities of DM, CP, NDF and ADF at different growth stages of S. 
quelpaertenisis Nakai1)

Item Previous-year-sprouted Current-year-sprouted

Initial BW, kg 297 ±28.5 303 ±11.0

DM intake, kg 23.4 ± 4.3 20.1 ± 3.1

DM feces collected, kg 14.9 ± 2.8 10.6 ± 1.4

Digestibility, %

 DM 36.4 ± 0.8 47.2 ± 1.2

 CP 75.3 ± 1.5 67.8 ± 1.0

 NDF 22.6 ± 0.9 47.0 ± 1.3

 ADF 27.4 ± 0.5 47.1 ± 1.1
1) Values are means ± SD of 5 horses. 

조단백질 함량이 비교적 높은 경향을 보였다

(Table 1). 제주조릿대 NDF 함량은 구초 줄기

와 잎에서 각각 75.0 ± 2.2, 67.9 ± 3.5%, 신초 줄

기와 잎에서는 각각 68.2 ± 3.1, 58.5 ± 1.8%를 

보였다. ADF 함량은 구초 줄기와 잎에서 각각 

48.6±1.4, 40.5±1.2%, 신초 줄기와 잎에서는 각

각 47.8±2.8, 39.0±2.4%로 분석되었다. 
제주조릿대 구초 잎에서의 P, Ca, K, Mg, Na 

함량 (DM 기준)은 각각 0.11, 0.42, 0.87, 0.09, 
0.03%, 신초 잎에서는 각각 0.14, 0.35, 1.14, 
0.14, 0.03%로 평가되었다. 제주조릿대의 다량

광물질 함량도 줄기보다는 잎에서가 높은 경향

을 보였다. 제주조릿대의 Fe 함량은 구초 줄기

와 잎에서 각각 356.7±17.6, 243.5±19.0 mg/kg, 
신초 줄기와 잎에서 각각 271.6±17.6, 172.2±
17.0 mg/kg으로 나타나, 줄기와 잎에서 모두 높

으나 잎에서보다 줄기에서가 높게 평가되었다. 
Mn 함량은 구초 줄기와 잎에서 각각 165.1±
15.1, 571.5±20.3, 신초 줄기와 잎에서 각각 

225.1±15.0 mg/kg, 492.1±17.5 mg/kg으로 분석되

어, 구초와 신초 모두 줄기보다 잎에서가 2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Zn 함량은 구초 줄기와 

잎에서 각각 74.1±4.0, 50.1±5.0 mg/kg, 신초 줄

기와 잎에서 각각 64.0±3.0, 40.4±2.5 mg/kg으로 

줄기에서 다소 높은 경향을 보였다.  Cu 함량

은 줄기와 잎에서 3~6 mg/kg 내외로 분석되

었다. 
제주조릿대의 말 외관상 소화율 검정에서 사

양시험 5일 동안 전체 건물 섭취량은 구초와 

신초에서 각각 23.4±4.3, 20.1±3.1 kg으로 조사

되었다 (Table 2). 사양시험 기간 전체 건물 분 

채취량은 구초와 신초에서 각각 14.9±2.8, 신초 

10.6±1.4 kg으로 조사되어, 건물소화율은 구초와 

신초에서 각각 36.4±0.8, 47.2±1.2%로 신초가 

구초보다 소화율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조단백질 소화율은 구초와 신초에서 각각 75.3
±1.5, 67.8±1.0%로 성장단계에 따라 큰 차이가 

없었으나 비교적 높은 소화율을 보였다. NDF
와 ADF 소화율은 구초에서 각각 22.6±0.9, 
27.4±0.5%, 신초에서 47.0±1.3, 47.1±1.1%로 신

초가 구초보다 높은 소화율을 보였다.
말 방목에 따른 제주조릿대의 생육특성은 

Table 3에 나타내고 있다. 1차 방목 시 (2005. 
4. 11.) 구초 (1년생 조릿대)에서는 초장 86.9± 
15.3 cm, 엽장 19.3± 0.9 cm, 엽폭 5.3± 0.3 cm, 
밀도 145.6±26.8개/m2로 양호한 생육 상태와 높

은 밀도를 보였다. 하지만 이어진 재생 신초의 

2~4차 방목 시점에서는 제주조릿대의 세력이 

급속히 약화되는 특성을 보였고, 4차 방목시

(2006. 7. 11.)에는 초장 33.1±8.6 cm, 엽장 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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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Changes in the growth characteristics of Sasa quelpaertensis Nakai by horse 
grazing1)

Item
Plant length

(cm)
Leaf length

(cm)
Leaf width

(cm)
Culm density

(culms/m2)

1st cut 86.9 ± 15.3 19.3 ± 0.9 5.3 ± 0.3 145.6 ± 26.8

2nd cut 22.4 ±  5.5 15.3 ± 2.3 3.8 ± 0.6  56.0 ± 11.2

3rd cut 14.8 ±  4.1 11.7 ± 1.1 2.7 ± 0.5  25.6 ±  9.2

4th cut 33.1 ±  8.6 16.0 ± 2.3 3.7 ± 0.6  52.8 ±  6.4
1) Values are means ±  SD of 5 replicates sampled right before each grazing. 

Table 4. Changes in the DM yield of Sasa quelpaertensis Nakai by horse grazing1)

Item
Fresh yield DM yield

Stems Leaves Total Stems Leaves Total
……………………………………… kg/10a ………………………………………

1st cut 1,084.1
± 221

664.2
± 45

1,748.3
± 216

335.3
± 75

84.0
± 23

420.3
± 61

2nd cut 51.2
± 17.1

45.7
± 19.0

97.0
± 35.2

16.0
± 5.2

16.8
± 6.5

32.9
± 11.4

3rd cut 17.5
± 7.5

14.6
±  4.3

32.2
± 10.7

5.0
± 2.0

5.5
± 2.1

10.6
± 3.8

4th cut 38.0
± 19.0

62.5
± 29.9

100.6
± 48.0

9.6
± 4.6

21.4
± 11.1

31.1
± 15.5

1) Values are means ± SD of 5 replicates sampled right after each grazing. 

±2.3 cm, 엽폭 3.7±0.6 cm, 밀도 52.8±6.4개/m2

로 방목 전에 비해 제주조릿대의 생육과 밀도

가 낮게 나타났다. 4차 방목 후에는 제주조릿

대의 재생이 안 되어 방목을 할 수 없었다. 또

한 다음해에도 제주조릿대 밀도가 극히 낮아 

방목을 할 수 없었다. 말 방목 시험포의 제주

조릿대 건물 생산량은 1차 420.3 kg, 2차 32.9
kg, 3차 10.6 kg, 4차 31.1 kg/10a로 방목이 진행

될수록 생산량이 뚜렷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

다 (Table 4) 

Ⅳ. 고    찰 

일반적으로 목초의 영양조직에서 단백질은 

주로 잎에 농축되어 있고, 줄기에는 훨씬 낮은 

수준으로 존재한다. 알팔파와 티모시 잎의 경

우 줄기조직에 비해 단백질을 2~3배 정도 더 

함유한다 (Collins, 1988). 또한 목초의 단백질 

함량은 품종과 환경이 달라짐에 따라 상당한 

변화가 있다. 성장단계는 목초의 단백질 함량

에 심하게 영향을 미치는데, 단백질 수준은 식

물이 성숙하면서 감소한다 (Green 등, 1971). 제

주조릿대는 연중 방목 이용가능하며, 일반적으

로 구초는 겨울철, 신초는 여름철에 이용된다.
본 연구결과에서 나타난 제주조릿대의 영양

적 특성 중 가장 특이적인 것은 제주조릿대 잎

에서 단백질 함량이 높다는 것이다. 조단백질 

함량이 구초에서 12% 내외, 성숙 단계가 어린 

신초에서는 16% 내외를 보였다. 일본 조릿대

(S. nipponica)의 조단백질 분석에서도 신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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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 구초 12.5% 함량을 보고했는데 (Kawai 
등, 2000), 조릿대류에서 단백질 함량이 높게 

나타나는 것은 종 특이적으로 보인다. 
목초가 성숙할수록 더 많은 줄기를 생산함으

로써 cellulose와 lignin 비율이 증가하고, hemi- 
cellulose의 비율은 감소하며, 계절이 경과됨으

로써 소화율이 동시에 감소한다 (Givens 등, 
1992). 다른 목초류와 마찬가지로 제주조릿대의 

경우도 줄기보다는 잎에서 섬유소 함량이 낮

고, 성숙할수록 낮게 나타나는 것으로 평가되

었다. 
제주조릿대의 다량광물질 함량이 줄기보다 

잎에서 높게 나타났고, 구초보다 신초가 높은 

경향을 보였다. 제주지역에서 생산된 이탈리안

라이그라스 건초와 혼합 목초 건초에 비해 (이 

등, 2007), 제주조릿대의 미량광물질 함량이 Fe 
2배,  Mn 5배, Zn 2배 정도 높게 나타나고 있

는 것이 특징적이다. 목초가 토양으로부터 무기

물을 흡수하는 정도는 토양의 pH, 수분 함량 

또는 초종에 따라 다르다. 토양 pH 6.5~7.5 사

이에서는 P, K, S, Ca 및 Mg의 이용성이 높고, 
pH 5~6 사이에서는 Fe, Mn, Zn 및 Cu의 이용

성이 높았다 (Miller, 1984). 이 등 (2007)은 제주

지역 전체 화산회토 목장 토양의 pH는 5.0 내

외의 산성 토양을 보인다고 보고했다. 제주조

릿대에서 Fe, Mn, Zn 함량이 특이적으로 높게 

나타나는 것은 종 특이성 및 제주지역의 토양

특성에 기인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말에서 방목초지를 직접 섭취하는 경우에 외

관상 소화율은 식물의 품종과 형태에 따라 차

이가 있다. 말에 의한 블루그라스/알팔파 초지

의 건물 소화율은 초장 11 cm의 어린 방목 초

지는 73%였고, 어린 목초보다 줄기비율이 높은 

초장 47 cm의 좀더 성숙한 목초는 52%였다

(McMeniman, 2003). 중간 품질의 반－자연 초

지의 건물 소화율은 5월에 61%이고, 7월에 

53%였다 (Menard 등, 2002). 건초의 소화율은 

식물의 품종, 수확시기의 성숙도, 잎 : 줄기 비, 
건조의 속도, 그리고 저장되어진 조건에 따라 

다르다. Chenost와 Martin-Rosset (1985)은 조단

백질 함량이 12% 이상인 건초는 유기물, 조단

백질, 조섬유 소화율이 평균적으로 각각 56, 
72, 38%였고, 조단백질 함량이 8~12%인 건초

는 소화율이 각각 49, 55, 44%이고, 조단백질

이 8% 이하인 건초의 소화율이 각각 44, 27, 
47%였다고 보고했다. 제주조릿대의 건물, NDF, 
ADF의 외관상 소화율은 구초에서보다 신초에

서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 제주조릿대의 단백

질 소화율은 구초와 신초 간의 차이는 없으나 

건물, NDF, ADF 소화율에 비해 높게 평가되고 

있다. 제주조릿대의 외관상 소화율에서 신초와 

구초에서 차이가 나는 것은 성숙 단계에 따른 

차이로 보이며, 단백질의 높은 소화율은 높은 

단백질 함량에 따른 것으로 사료된다. 일반적

으로 NDF 소화율이 ADF 소화율보다 높게 나

타나나, 본 연구에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 부분은 추가 연구 검토가 필요하다.
말 방목에 의한 제주조릿대의 생육특성 변화

에서 방목 횟수가 증가함에 따라 초장, 엽장, 
엽폭, 밀도가 모두 감소되었다. 일본 북해도에 

분포하는 S. nipponica 군락지에서의 말 방목에 

의한 감소율 (72%)과 비슷한 경향을 보였다

(Hirayoshi 등, 1968). 제주조릿대 줄기의 생활

사는 약 2년 정도로 4월 초부터 9월 말까지 생

장기를 거쳐 10월초부터 3월 말까지 휴면기를 

거친 후 고사된다 (김과 고, 2003). 따라서 방목

이 지속될수록 제주조릿대 줄기와 잎이 약화되

는 이유는 제주조릿대가 생장기를 완전히 거치

지 못하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조릿대의 줄기 

발생을 위해 근주 내에 축적되어 있던 동화물

질을 이용하며, 말 방목 후에는 동화물질의 양

이 원활하지 않아 줄기의 발생이 적다고 보고

했다 (Saitoh 등, 2002). 
본 연구결과 제주조릿대는 조단백질과 일부 

미량광물질 함량이 특이적으로 높았으며, 신초

의 외관상 소화율도 다른 목초류와 비슷하여 

말 사료자원으로서 가치가 있다고 평가된다. 
또한 말 방목에 의해 제주조릿대 군락의 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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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크게 약화되어 제주조릿대 생산량 및 밀도

가 감소하였다. 

Ⅴ. 요    약 

본 연구는 제주조릿대의 성장단계별 영양소 

함량을 분석하고 말에서의 소화율을 검정하여 

말 사료자원으로써의 활용가치를 평가하고, 제

주조릿대 군락지 내 말 방목에 따른 제주조릿

대의 생산성, 생육특성, 주변 식생의 변화 등을 

구명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제주조릿대를 구초

(1년생)와 신초 (당년생)의 성장단계로 분류하여 

조단백질, NDF, ADF 및 무기물 함량을 분석했

다. 제주마 5두를 이용 제주조릿대 구초와 신

초의 전분채취법을 이용한 외관상 소화율을 검

정했다. 제주조릿대 자연 군락지 내에 말 2두

를 2년 동안 4회에 걸쳐 방목하면서 생육특성, 
생산량을 조사했다. 제주조릿대의 조단백질 함

량 (DM 기준)이 구초 줄기와 잎에서 각각 4.8± 
0.4, 12.2±1.1%, 신초 줄기와 잎에서는 각각 

8.0±0.8, 16.6±1.0%로 나타났다. 일반 목초류에 

비해 제주조릿대의 Fe, Mn, Zn 함량이 특이적

으로 높았다. 제주조릿대의 외관상 건물 소화

율은 구초와 신초에서 각각 36.4±0.8, 47.2±1.2 
%로 신초가 구초보다 소화율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말 방목 이전에 비해 방목을 거듭

할수록 제주조릿대 초장 (86.9 vs 33.1 cm), 엽

장 (19.3 vs 16.0 cm), 엽폭 (5.3 vs 3.7cm) 등이 

감소하였으며, 이에 따른 생산량 및 밀도 (145.6 
vs 52.8개/m2)도 줄어들었다. 본 연구 결과, 제

주조릿대는 사료가치가 양호하여 사료자원으로

의 활용이 가능하나, 방목이 지속될수록 세력

이 약화되어 생산량 및 밀도가 감소하고 있어 

이용 방법에 대한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 
(색인어 : 제주조릿대, 사료가치, 방목, 생육 특

성, 소화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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