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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was carried out to determine the harvest management during autumn on the forage 
production, quality and regrowth of following year of Phragmites communis as native grass. Field 
experiments were conducted in Ansan and in Cheonan from 2010 to 2011. Forages were cut at 3 cm, 15 
cm and 25 cm in height as compared to control (no harvest) in Ansan plots, and forages grown in 
Cheonan plots were cut at 10 cm and 20 cm in height with control (no harvest). The forages were 
harvested one time on Oct 7, 2011 in Ansan, and were harvested twice on July 7 and on October 7 in 
Cheonan. In Ansan, dry matter (DM) yield of control plot the following year were higher than those from 
harvested plots. In vitro digestible DM (IVDDM) yields, however, were the same: 1,236 kg/ha from control, 
1,234 kg from 15 cm cut and 1,241 kg from 25 cm cut plots, except that lower IVDDM yield from 3 cm 
cut plot than these were observed. Forage quality of control plot was poorer than those of harvested ones. 
In vitro DM digestibility (IVDMD) and relative feed value (RFV) of control were 39.98% and 65.3, 
respectively as compared to harvested plots (42.36~46.40% IVDMD and 67.8~72.5 RFV). Yield and quality 
from Cheonan plots were similar to those from Ansan plots. Annual yield in DM and in CP from control 
plot were a little higher than those from harvested plots. However, there were no difference found in 
IVDDM yield between 20 cm cut (5,354 kg/ha) and control (5,178 kg). But IVDDM of 10 cm cut forages 
was less (4,531 kg). Forage quality scores were better from 20 cm cut, and 10 cm cut plot than control, in 
order (p<0.05). The quality grades were the 5th and 6th for forages from harvested plots and control plot, 
respectively. Regrown Phragmites communis from all Cheonan plots ranked the 4th in forage quality. More 
than 70% of annual yield was observed from the first grown forages. One time harvest per year was 
desirable for following regrowth and long time stable production of Phragmites communis. We 
recommended that Phragmites communis be harvested once for more forage yield with higher quality, and 
that optimum cutting height is 15~20 cm.
(Key words : Reed, Native grass, Cutting height, Harvest time, Regrowth, Qu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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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론

  
우리나라는 가축 사육두수에 비해 조사료 생

산량이 부족한 가운데 수입 곡물사료의 가격 
상승으로 조사료 자급을 위한 다양한 방안이 
모색되고 있다. 최근 정부에서는 조사료 2배 
증산 정책을 발표하고 사료비 (경영비) 절감을 
위한 사료작물 재배면적의 확대, 단위면적당 
생산성 증대, 정부 지원 확대 등 종합대책을 
추진 중으로 2014년도 조사료 자급률을 현재의 
82~84% 수준에서 90%로 높이고자 하고 있다
(MIFAFF, 2011). 

또한 경영비 절감을 위한 양질 조사료의 재
배 확대와 함께 부존 조사료자원으로 분류되고 
있는 야초의 사료화 이용 촉진에 대한 관심도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다. 갈대와 같은 야초
는 우리의 주요 부존 조사료자원으로 부족한 
양질 조사료와 볏짚을 부분 대체할 수 있어 지
역별로 널리 이용되고 있으나 일반농가나 조사
료 생산 경영체가 야초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
한 수확관리와 재생 및 사료가치에 대한 자료
를 접하기는 쉽지 않으며 기술정보도 미흡한 
실정이다. 

야초의 시기별 사료가치 및 사료화 이용연구
는 Choi (1999), Park (2007), STFCK (2007) 등의 
자료와 함께 달뿌리풀 (Kim, 1976), 억새 (Lee, 
1985; Seo et al., 2011b; 2011c; 2012a), 갈대
(Chun et al., 1983; 1986, Kang and Chang, 
1985; Kim et al., 2010; Seo et al., 2011a; 
2011c: 2012a; 2012b) 등에 대해 주로 수행되었
으며, 조사지역은 경기, 강원, 충남, 전남북, 경
남, 제주 등 전국적으로 분포하고 있다.

본 연구는 축우사육에서 사료비 절감을 위해 
부존 조사료자원의 활용효율을 높이고자 경기 
안산과 충남 천안지역에서 가을철 갈대의 수확
관리가 이듬 해 재생과 수량 및 사료가치에 미
치는 영향을 구명하여 영농현장에 필요한 다양
한 기술정보를 제공코자 실시하였다.

. 재료 및 방법

본 연구는 경기 안산 대부도에 위치한 시화 
간척지 갈대 자생지와 충남 천안 국립축산과학
원 갈대 재배지에서 2010년 10월부터 2011년 
10월까지 수행되었다. 

안산에서는 (시험 1) 균일한 갈대 자생지를 
선정한 다음 2010년 10월 28일에 예취높이 3 
cm구, 15 cm구, 25 cm구, 무예취구 등 4처리를 
두고 수확한 다음 이듬해 10월 7일에 수량을 
조사하고 분석용 시료를 채취하였다. 천안지역
은 (시험 2) 2010년 10월 13일에 예취높이 10 
cm구, 20 cm구, 무예취구 등 3처리를 두고 수
확한 다음 이듬해 7월 7일에 1차 수량, 10월 7
일에 재생수량을 조사하고 분석용 시료를 채취
하였다. 2011년도 예취높이는 전시험구에서 10 
~15 cm로 동일하게 실시하였다. 

천안의 재배 갈대는 2010년 4월 27일 온실에
서 육묘상자에 파종하여 관수 등 잘 관리한 다
음 6월 8일 초장 10~15 cm인 상태에서 논 포장
에 조파 이식하였으며, 1줄의 이식 길이는 1.5 
m로 33줄을 심어 처리별 난괴법 3반복으로 조
사하였다. 갈대의 초장과 수량은 RDA (2003) 
조사기준에 준하였으며, 건물수량은 300~500 g
의 시료를 취하여 65~70 순환식 송풍건조기
에서 48~72시간 건조 후 건물중량을 평량하여 
건물률을 산출한 다음 계산하였고, 조단백질, 
NDF, ADF, 상대사료가치 및 건물 소화율 등 
사료가치를 분석하였다. 

조단백질 (CP) 함량은 Kjeldahl법 (Kjeltec
2400 Autosampler System)을 이용하여 AOAC 
(1990)법으로, neutral detergent fiber (NDF)와 
acid detergent fiber (ADF)는 Goering과 Van 
Soest (1970)법으로, in vitro 건물 소화율 (in 
vitro dry matter digestibility, IVDMD)은 Tilley
와 Terry (1963)법을 Moore (1970)가 수정한 방
법으로 분석하였다. 상대사료가치 (relative feed 
value, RFV)는 Holland 등 (1990, DDM × DMI /
1.29)의 계산식에 의해 산출하고 AFGC 건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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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Plant height and forage quality of Phragmites communis harvested in autumn of 
2010, Ansan

Plant height
(cm)

DM
(%)

Forage quality (%, DM basis)*

CP NDF ADF IVDMD RFV

150 160 59.5 4.5 76.6 50.9 42.2 60

Harvested at Oct. 28, 2010. DM: dry matter, CP: crude protein, NDF: neutral detergent fiber, ADF: acid 
detergent fiber, IVDMD: in vitro dry matter digestibility, RFV: relative feed value.

급 (특등급 RFV 151 이상, 1등급 125~150, 2등
급 103~124, 3등급 87~102, 4등급 75~86, 5등급 
75 미만) 및 국내 조사료 건초의 품질등급기준
(Seo et al., 2011a, RFV 60 미만은 6등급 부
적합)을 적용하였다. 통계분석은 SAS (2000) 프
로그램 (ver. 8.01)을 이용하여 분산분석을 실시
하였으며, 처리간의 평균비교는 Duncan의 다중
검정으로 처리간 유의성 (p<0.05)을 검정하였다.

. 결과 및 고찰

1.

가. 수확당시 수량과 사료가치

경기도 안산 시화 간척지에서 2010년 10월 
수확한 갈대의 전반적인 생육과 사료가치는 
Table 1에서 보는바와 같다. 초장은 150 160 
cm, 건물률은 59.5%, 조단백질 4.5%, 건물소화
율 42.2%, 상대사료가치 (RFV) 60으로 조사료
(건초) 등급은 5등급에 속하였다.

  나. 이듬 해 수량과 사료가치

  이듬해 10월에 조사한 갈대의 생육과 수량 
및 사료가치는 Table 2에서 보는바와 같다. 초
장은 무예취구가 133 cm로 예취구 (123 131 
cm)에 비해 다소 길었으며, 예취구에서는 예취
높이 15 cm구와 25 cm구가 131 cm로 3 cm구의 
123 cm에 비해 다소 긴 경향이었다. 건물률은 
무예취구가 50.67%로 예취구 (45.31 47.60%)에 

비해 높은 경향이었으며, 예취구에서는 15 cm
구와 25 cm구가 각각 47.06%와 47.60%로 3 cm
구의 45.31%에 비해 다소 높은 경향이었다. 무
예취구에서 건물률이 높은 경향을 보인 것은 
지난 해 수확되지 않은 갈대 지상부 ( )가 
남아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건물수량은 무예취구에서 ha당 3,092 kg으로 
예취구에 비해 많았으며, 예취구에서는 예취높
이가 15 cm와 25 cm로 높을 때 수량은 각각 
2,913 kg과 2,863 kg으로 3 cm구의 2,469 kg에 
비해 많은 경향이었으나 유의적인 차이는 없었
다. 본 연구에서 가시적인 수량 차이는 있었으
나 유의적인 차이가 인정되지 않은 것은 균일
한 식생을 가진 시험포장 (갈대 자생지)을 선정
하였음에도 반복 간 차이가 있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가소화 건물수량은 무예취구와 예취구에서 
수량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예취구의 
가소화 건물수량은 ha당 1,236 kg 이었으나 예
취높이 15 cm구와 25 cm구에서 각각 1,234 kg과 
1,241 kg으로 같은 수준이었는데 이는 가을철 
예취구가 무예취구에 비해 사료가치가 높았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Chun 등 (1986)은 10월 말
에 수확한 갈대의 가소화 건물수량은 1.75톤, 
Seo 등 (2012b)은 2,195 kg이었다고 하여 본 연
구결과보다 많은 수량을 보고한 바 있다.

무예취구의 건물 소화율과 RFV는 각각 39.98 
%와 65.3으로 예취구의 건물 소화율 42.36~ 
46.40%, RFV 67.8~72.5에 비해 낮은 경향으로, 
건물률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무예취 시 예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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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Forage yield and quality of Phragmites communis harvested in 2011 according to 
harvest management in autumn of 2010, Ansan

Cutting ht.
at autumn

Plant
ht.(cm)

DM
(%)

Forage yield (kg/ha) Forage quality (%, DM basis)*

DM DDM CP IVDMD RFV

 3 cm 123 45.31 2,469a ( 80) 1,145a ( 93) 6.09 46.40 72.5

15 cm 131 47.06 2,913a ( 94) 1,234a (100) 5.73 42.36 69.0

25 cm 131 47.60 2,863a ( 93) 1,241a (100) 5.75 43.35 67.8

Control 133 50.67 3,092a (100) 1,236a (100) 5.83 39.98 65.3

Harvested at Oct. 7, 2010. a Means in the same column with same letter we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p<0.05). 
* The samples within three replications were mixed. 
DM: dry matter, DDM: digestible dry matter, CP: crude protein, IVDMD: in vitro dry matter digestibility, RFV: 
relative feed value. (  ): yield index.

Table 3. Forage yield and quality of Phragmites communis harvested in autumn of 2010, 
Cheonan

Cutting ht.
at autumn

Plant
ht.(cm)

Forage yield (kg/ha) Forage quality (%, DM basis)*

DM CP DDM CP NDF ADF IVDMD RFV

10 cm 125 7,200a 596a 3,027a 8.28 71.06 49.20 42.04 66.3

20 cm 125 6,698a 592a 3,154a 8.84 69.93 46.03 47.08 70.7

Control 125

Harvested at Oct. 13, 2010. a Means in the same column with same letter we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p<0.05). * The samples within three replications were mixed.
DM: dry matter, CP: crude protein, DDM: digestible dry matter, NDF: neutral detergent fiber, ADF: acid 
detergent fiber, IVDMD: in vitro dry matter digestibility, RFV: relative feed value.

구에 비해 고사초가 상대적으로 많아 사료가치
를 저하시킨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3 cm의 
낮은 예취높이구에서 건물수량 및 가소화 건물
수량은 가장 적은 경향으로 갈대 자생지는 가
을철에 수확하여 사료로 이용하되 수확 시에는 
15~25 cm의 다소 높은 예취높이가 바람직하였
다. 갈대의 조사료 (건초) 등급은 RFV 기준시 
모두 5등급 (불량)이었다. Seo 등 (2011c, 2012a, 
2012b)도 가을철 수확 갈대의 조사료 (건초) 등
급은 대체로 5등급 (불량) 6등급 (부적합)으로 
분류하였다. 

2.

  가. 수확당시 예취높이에 따른 수량과 사료

가치

  충남 천안 갈대 재배지에서 2010년 10월 수
확당시 예취높이 10 cm구와 20 cm구에서의 수
량 및 사료가치는 Table 3에서 보는바와 같다. 
예취높이가 20 cm로 높을 때 건물수량은 ha당 
6,698 kg으로 다소 적은 경향이었으나 조단백질 
수량은 차이가 없었고, 가소화 건물수량은 
3,154 kg으로 예취높이 10 cm구 (3,027 kg)에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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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Forage yield and quality of Phragmites communis harvested at first of 2011 
according to harvest management in autumn of 2010, Cheonan

Cutting ht.
at autumn

Plant 
ht. (cm)

DM
(%)

Forage yield (kg/ha) Forage quality (%, DM basis)

DM CP DDM CP NDF ADF IVDMD RFV

10 cm 153 37.8
 7,636a 

(73)
527a 

(75)
2,919a 

(79)
6.92a 74.69a 48.04a 38.53ab 64.1a 

20 cm 158 38.6
 9,001a 

(86)
610a 

(87)
3,885a 

(105)
6.76a 74.50a 48.22a 43.23a 64.1a 

Control 160 42.7
10,441a 

(100)
699a 

(100)
3,693a 

(100)
6.69a 76.30a 51.03a 35.47b 59.9b 

Harvested at July 7, 2011. ab Means in the same column with different letter were significantly different
(p<0.05). 
DM: dry matter, CP: crude protein, DDM: digestible dry matter, NDF: neutral detergent fiber, ADF: acid 
detergent fiber, IVDMD: in vitro dry matter digestibility, RFV: relative feed value. (  ): yield index.

해 유의적인 차이 없이 다소 많은 경향이었다. 
또 예취높이 20 cm구에서 조단백질 8.84%, 건
물소화율 47.08%, RFV 70.7로 10 cm구에 비해 
사료가치는 양호한 경향이었다. 갈대의 조사료
(건초) 등급은 RFV 기준시 모두 5등급 (불량)에 
속하였다. 

  나. 이듬 해 1차 수량과 사료가치

  2010년 10월 수확관리에 따른 이듬해 7월 1
차 수확 시 갈대의 초장, 건물률, 수량 및 사료
가치는 Table 4에서 보는바와 같다. 초장은 무
예취구에서 160 cm로 다소 긴 경향이었으며 예
취구에서는 예취높이가 20 cm로 높을 때 158 
cm로 긴 경향이었다. 건물률은 안산 갈대 자생
지와 마찬가지로 (Table 2) 무예취구에서 42.7%
로 예취구의 37.8 38.6%에 비해 높았다. 
  건물수량과 조단백질 수량은 무예취구에서 
각각 ha당 10,441 kg과 699 kg으로 예취구에 비
해 많은 경향이었으나 가소화 건물수량은 예취
높이 20 cm구에서 3,885 kg으로 무예취구의 3,693 
kg과 유의적인 차이 없이 많았다. 예취높이 10 
cm구에서 건물수량, 조단백질 수량 및 가소화 
건물수량은 가장 적은 경향이었다. 안산 시험
포에서와 마찬가지로 가시적인 수량 차이는 있

었으나 유의적인 차이가 인정되지 않은 것은 
균일한 식생조건 (갈대 재배지)을 제공해 주었
음에도 반복 간 차이가 있었기 때문으로 풀이
된다.
  조단백질, 건물 소화율, RFV 등 사료가치는 
안산에서의 연구결과 (Table 2)와 같이 예취구
에서 무예취구에 비해 양호하였으며, 특히 20 
cm 예취구에서 건물 소화율과 RFV는 각각 
43.23%와 64.1로 유의적인 차이를 나타내었다
(p<0.05). 1차 수확한 갈대의 조사료 (건초) 등
급은 RFV 기준시 예취구는 64.1로 5등급 (불
량), 무예취구는 59.9로 6등급 (부적합)으로 평
가되었다 (Seo et al., 2011a). 일반적으로 1차 
수확한 갈대의 조사료 (건초) 등급은 RFV 75 
미만으로 5등급 (불량)이나 6등급 (부적합)으로 
분류되었다 (Seo et al., 2011a, 2012a, 2012b). 

  다. 이듬 해 2차 수량과 사료가치

  2010년 10월 수확관리에 따른 이듬해 10월 2
차 수확 시 갈대의 생육과 수량 및 사료가치는 
Table 5에서 보는바와 같다. 초장은 무예취구에
서 139 cm로 다소 짧은 경향이었으며, 건물률
은 무예취구에서 37.7%로 처리 간 차이는 작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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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Forage yield and quality of Phragmites communis regrown after the first harvest of 
2011 according to harvest management in autumn of 2010, Cheonan

Cutting ht.
at autumn

Plant
ht.(cm)

DM
(%)

Forage yield (kg/ha) Forage quality (%, DM basis)*

DM CP DDM CP NDF ADF IVDMD RFV

10 cm 147 39.3
3,057a 

(109)
251a 

(116)
1,612a 

(109)
8.19 62.75 40.31 52.72 85.1

20 cm 148 37.5
2,778a 

(99)
236a 

(109)
1,469a 

(99)
8.51 62.27 40.80 52.89 85.4

Control 139 37.7
2,813a 

(100)
216a 

(100)
1,485a 

(100)
7.67 62.54 41.48 52.80 84.2

Harvested at Oct. 7, 2011. a Means in the same column with same letter we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p<0.05). 
* The samples within three replications were mixed. 
DM: dry matter, CP: crude protein, DDM: digestible dry matter, NDF: neutral detergent fiber, ADF: acid 
detergent fiber, IVDMD: in vitro dry matter digestibility, RFV: relative feed value. (  ): yield index.

건물수량, 조단백질 수량, 가소화 건물수량은 
처리 간 유의적인 차이 없이 각각 ha당 2,778

3,057 kg, 216 251 kg, 1,469 1,612 kg 이었
으며, 조단백질, 건물 소화율, RFV 등 사료가
치도 처리 간 차이 없이 조단백질 7.67
8.51%, 건물 소화율 52.72 52.89%, RFV 84.2

85.4 였다. Chun 등 (1986)은 6월 중순과 7월 
중순에 예취하였을 때 재생 건물수량은 각각 
ha당 2.89톤과 3.00톤, 재생 가소화 건물수량은 
각각 0.82톤과 0.92톤을, Seo 등 (2012b)은 재생 
건물수량은 ha당 각각 2,418 kg과 2,524 kg, 재
생 가소화 건물수량은 각각 1,299 kg과 1,379 
kg을 보고하여 수량의 차이는 있으나 본 연구
와 같은 경향을 보여 주었다.

2차 수확한 갈대의 조사료 (건초) 등급은 
RFV 기준 시 모두 4등급 (다소 불량)으로 분류
되었다. Seo 등 (2011c, 2012a, 2012b)도 재생 
갈대의 조사료 (건초) 등급은 1차 수확 갈대에 
비해 현저히 높은 RFV 75 이상으로 모두 4등
급이었다고 보고한 바 있다.

  라. 이듬 해 총 수량

  2010년 10월 갈대의 수확관리에 따른 수량과 
이듬해 7월과 10월 2회에 걸친 총 건물수량, 

조단백질 수량 및 가소화 건물수량은 Table 6
에서 보는바와 같다. 2011년도 총 건물수량과 
조단백질 수량은 무예취구에서 각각 ha당 
13,254 kg과 915 kg으로 예취구에 비해 많은 경
향이었으며, 예취구에서는 예취높이가 높은 20 
cm구가 10 cm구에 비해 많은 경향이었다. 
  가소화 건물수량은 20 cm 예취높이구에서 ha
당 5,354 kg로 무예취구의 5,178 kg에 비해 유의
적인 차이는 없었으나 많은 경향이었으며, 10 
cm구 (4,531 kg)에 비해서는 더 많은 경향이었
다. 2년간 총 수량은 예취구가 무예취구에 비
해 월등히 많았는데, 특히 20 cm의 높은 예취
조건에서 건물수량, 조단백질 수량, 가소화 건
물수량은 각각 ha당 18,477 kg, 1,438 kg, 8,508 
kg으로 무예취구에 비해 유의적으로 많았으며
(p<0.05), 10 cm 예취구에 비해서는 유의적 차
이는 없었으나 많은 경향이었다.
  이러한 결과와 관련하여 Chun 등 (1986)은 
갈대를 1차 6월 중순 + 2차 10월 중순 수확, 1
차 7월 중순 + 2차 10월 중순 수확 및 10월 중
순 1회 수확구에서 연간 건물수량은 각각 ha당 
8.54톤, 9.82톤 및 7.37톤, 연간 가소화 건물수
량은 각각 3.27톤, 3.40톤 및 1.75톤이라고 하여 
본 연구결과와 같은 경향을 보였으며, Seo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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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Total forage yield of Phragmites communis 2010 and 2011 according to harvest 
management in autumn of 2010, Cheonan

Cutting ht.
at autumn

Forage yield(kg/ha)

DM CP DDM

2010 2011 Total 2010 2011 Total 2010 2011 Total

10 cm 7,200a 10,693a 17,893a 

(135)
596a 778a 1,374a 

(150)
3,027a 4,531a 7,558a 

(146)

20 cm 6,698a 11,779a 18,477a 

(139)
592a 846a 1,438a 

(157)
3,154a 5,354a 8,508a 

(164)

Control 13,254a 13,254b 

(100)
915a 915b 

(100)
5,178a 5,178b 

(100)

ab Means in the same column with different letter were significantly different (p<0.05).   
DM: dry matter, CP: crude protein, DDM: digestible dry matter. (  ): yield index.

Table 7. Comparison of forage yield of Phragmites communis harvested at the first growth 
and regrowth according to harvest management in Cheonan

Cutting ht. 
at autumn

% of forage yield

DM CP DDM

At 1st Regrowth At 1st Regrowth At 1st Regrowth

10 cm 71 29 68 32 64 36

20 cm 76 24 72 28 73 27

Control 79 21 76 24 71 29

Mean 75 25 72 28 69 31

Harvested at July 7 (1st) and Oct. 7 (regrowth), 2011. DM: dry matter, CP: crude protein, 
DDM: digestible dry matter. 

(2012b)도 갈대를 1차 6월 중순 + 2차 10월 중
순 수확, 1차 7월 중순 + 2차 10월 중순 수확 
및 10월 말 1회 수확구에서 연간 건물수량은 
각각 9,591 kg, 10,714 kg 및 5,822 kg, 연간 가
소화 건물수량은 각각 4,709 kg, 4,696 kg 및 
2,195 kg이라고 보고하여, 갈대를 사료로 이용 
시 6~7월경에 1회 수확 이용하는 것을 권장한 
바 있다. 한편 목초로 연구한 Han 등 (1987)은 
월동 전 예취높이가 높을 때 이른 봄 재생속도

가 빠르고 수량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여 높은 
예취조건이 재생에 유리하였음을 지적하여 본 
연구의 결과를 잘 뒷받침해 주고 있다.

  마. 연간 수량 중 1차 수량과 재생수량 비율

  2011년 2회에 걸쳐 수확한 갈대의 연간 수량 
중 1차 수량과 재생수량의 비율을 살펴보면 
Table 7에서 보는바와 같다. 처리에 관계없이 1
차 건물수량은 연간 수량의 평균 75% (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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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조단백질 수량은 72% (68 76%), 가소화 
건물수량은 69% (64 73%)로 1차 수량이 대부
분을 차지하며, 반면 재생 수량이 차지하는 비
율은 낮았다. 이러한 성적은 Chun 등 (1986), 
Seo 등 (2012b)의 연구와 같은 결과였다.
  또 Chun 등 (1986)은 갈대 지하경의 영양분 
축적과 이듬해 재생을 고려한 갈대의 연간 예
취횟수는 1회가 적당하며, 갈대를 매년 사료로 
이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연 2회 수확도 무난할 
것으로 보고한 바 있으며, Seo 등 (2011b)은 갈
대 자원의 재생과 장기적인 생산성 유지를 고
려할 때 연 1회 수확 이용을 권장한 바 있다. 

이상의 안산과 천안에서의 연구를 종합하여 
볼 때, 수확기에 있는 갈대는 가을철이라도 한 
번 수확해 주는 것이 사료화 이용과 함께 이듬 
해 생육에 유리한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수확
시 예취높이는 15~20 cm (안산 15 25 cm, 천안 
20 cm)의 다소 높은 예취가 권장되었다. 아울러 
갈대는 1차 수량이 연간 수량의 70~75%를 차
지하여 갈대 자원의 생산성을 장기적으로 안정
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연 1회 수확하여 사료
로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였다.
 

. 요    약

본 연구는 부존 조사료자원인 갈대 (Phragmites 
communis)의 가을철 수확관리가 이듬 해 생육
과 사료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구명하였다. 시
험 1은 경기 안산 시화간척지 갈대 자생지에서 
2010년 10월 28일 수확 시 예취높이를 3 cm, 
15 cm, 25 cm, 무예취구 등 4처리를 두고 2011
년 10월 7일에 수확하였으며, 시험 2는 천안 
국립축산과학원 갈대 재배지에서 2010년 10월 
13일 예취높이를 10 cm, 20 cm, 무예취구 등 3
처리를 두고 2011년 7월 7일에 1차, 10월 7일
에 2차 수확을 실시하였다 (시험 1). 이듬 해 
수확한 갈대의 건물수량은 무예취구에서 ha당 
3,092 kg으로 예취구에 비해 많은 경향이었으
나, 가소화 건물수량은 무예취구에서 1,236 kg

으로 15 cm 예취구 (1,234 kg)와 25 cm구 (1,241 
kg)와 같은 수준이었고, 3 cm구의 수량은 가장 
낮은 경향이었다. 무예취구의 건물 소화율과 
RFV는 각각 39.98%와 65.3으로 예취구의 건물 
소화율 42.36~46.40%, RFV 67.8~72.5에 비해 
낮았으며 조사료 (건초) 등급은 5등급 (불량)이
었다. 건물률은 무예취구가 50.67%로 예취구
(45.31~47.60%)에 비해 높았다 (시험 2). 이듬 
해 1차 건물수량은 무예취구에서 ha당 10,441 
kg으로 예취구에 비해 많은 경향이었으나 가소
화 건물수량은 예취높이 20 cm구에서 3,885 kg
으로 무예취구 (3,693 kg)와 유의적 차이 없이 
많았으며, 10 cm구의 수량은 가장 적은 경향이
었다. 사료가치는 예취구에서 양호하여 20 cm
구에서 건물 소화율과 RFV는 각각 43.23%와 
64.1로 높았다 (p<0.05). 조사료 (건초) 등급은 
예취구는 5등급 (불량), 무예취구는 6등급 (부적
합)이었다. 재생 갈대의 수량과 사료가치는 처
리 간 차이 없이 조사료 (건초) 등급은 4등급
(다소 불량)이었다. 연간 건물수량과 조단백질 
수량은 무예취구에서 많았으나, 가소화 건물수
량은 20 cm구에서 ha당 5,354 kg로 무예취구
(5,178 kg)와 차이가 없었으며, 10 cm구 (4,531
kg)는 가장 적었다. 1차 건물수량은 연간 수량
의 75%, 조단백질 수량은 72%, 가소화 건물수
량은 69%로 대부분을 차지하며, 재생 수량의 
비율은 낮았다. 결론적으로, 수확기에 있는 갈
대는 가을철이라도 한 번 수확해 주는 것이 사
료화 이용과 함께 이듬 해 생육에 유리하였으
며, 수확 시 예취높이는 15~20 cm가 권장되었
고, 장기적으로 갈대 자원의 안정된 생산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연 1회 수확이 바람직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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