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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was carried out to offer basic information for the promotion of the goat industry and the improvement of 
mountainous-pasture management by investigating seasonal changes in forage and livestock productivity according to the 
grazing-pasture type. The forage productivity of rangeland was the highest (p < 0.05) in summer and decreased in autumn; but that 
of pasture was the largest (p < 0.05) in spring and had relatively stable productivity with minor seasonal differences, although it 
decreased slightly in autumn. The dry matter content was not seasonally different at pasture, but it was changeable from spring to 
autumn at rangeland. The crude protein content increased in autumn at pasture (p < 0.05), and decreased in summer and autumn 
compared with spring at rangeland. The crude fiber content was lower and the ether extract was higher at pasture compared with 
rangeland. The average daily gain of the goats was different depending on forage productivity and pasture type; consequently, the 
lowered forage productivity at rangeland compared with pasture means that rangeland needs to be changed or improved to a 
pasture type that provides a more effective grazing system for goats.
(Key words : Black goat, Feed value, Forage productivity, Pasture, Rangeland) 

Ⅰ. 서    론

국내의 산지초지 개발 면적은 1990년 90천 ha에서 2013년
39천 ha로 거의 절반 수준이하로 줄어들었으며 이는 대부
분 방목 이용기술의 부재로 인한 관리 부실과 타 용도로의

전용에서 비롯된 결과 (MAFRA, 2014)이다. 그러나 우리나
라는 전 국토의 64%를 차지하는 산림 중 초지조성이 가능
한 면적이 약 661천 ha에 이르고 있어 (Choi, 2014) 이중에
일부만이라도 초지를 조성하거나 잘 관리 운영하면 반추가

축용 사료의 자급율은 대폭 상승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

다. 일반적으로 산지초지를 활용한 방목 시스템으로 가축

을 사육하게 되면 일반 관행사육에 비해 흑염소의 경우

300두 사육규모 기준 약 50%의 사육비를 절감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Park, 2013). 또한 산지초지를 활용

할 경우 친환경 및 동물복지를 실현할 수 있는 중요한 사

육환경을 제시할 수 있으나 실제 이용은 미흡한 실정이다.

국내 흑염소 산업은 1990년대 680천두의 사육규모와 82
천호 사육농가에서 2013년말 현재는 257천두의 사육규모

와 12천호의 사육농가로 규모가 지속적으로 축소되어 왔

다 (MAFRA, 2014). 반면 농가당 사육규모는 점차 확대되

어 규모화 및 전업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으며 최근 건강

기능성 축산물로 대중의 인기를 얻고 있어 다시 사육규모

가 증대되어가고 있고 가격도 급등하고 있는 추세이다. 한
편, 국제유가 및 곡물 가격의 상승으로 인해 배합사료 가

격이 꾸준히 오르고 있어 흑염소 농가의 경영압박 요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사료비 절감을 위한 자급사료 확보 및

방목 이용을 통한 경영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다.  
흑염소는 체질이 강건하고 채식습성에 따라 분류하면 다

양한 식생을 활용할 수 있으며 (Hofmann, 1988) 목초 뿐

아니라 여러 지엽류 (Forwood and Owensby, 1985; Lee et 
al., 1990), 각종 부산물 등의 부존사료자원 활용성이 높아

사료비 절감에 유리한 축종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척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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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Feeding condition of experimental farm for estimation of forage and livestock productivity in grazing 
goats farm

Farm
Feeding condition

Location Feeding size Pasture size Pasture type
Farm A Soonchang  750 heads 66 ha rangeland
Farm B Jangsoo  200 heads 9.9 ha pasture
Farm C Jeju (namwon) 1600 heads 16.5 ha rangeland
Farm D Gyeosan 320 head 9.24 ha rangeland

곳이나 경사지 등을 활용할 수 있어 토지이용성이 높기 때

문에 산지초지 활용에 적합한 축종인데 (Choi et al., 2003) 
아직까지 사양형태별 적정 사육기술이나 사료비 절감을 위

한 자원활용 대책이 미흡하여 지나치게 배합사료에 의존하

는 형태로 사육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흑염소

의 생산성 저하의 원인이 되고 있다. 특히, 산지초지를 활
용한 방목 사육체계가 미비하고 방목기술의 부족으로 인해

흑염소 방목 시 초지 황폐화 등을 초래하여 방목이용을 기

피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흑염소 사육을 활성화하고

경영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산지초지 이용율 제고를

위한 관련 연구가 시급한 상황에서 본 연구는 우리나라 흑

염소 방목 이용 농가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방목 경영형

태와 초지 생산성 및 가축 생산성의 계절적 변화를 비교

분석하여 산지초지 활용성 제고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공하

기 위해서 수행되었다.

Ⅱ. 재료 및 방법 

1. 산지초지를 이용한 흑염소 방목 이용 농장의 경영

및 운영실태 조사

2014년 3월부터 동년 10월에 걸쳐 전국적으로 흑염소

사육농가 중에서 산지초지를 보유하여 방목이용을 실시하

고 있는 20호의 농가들을 대상으로 초지면적, 사육두수, 경
영상황 등에 대한 현황 파악을 위해 방문조사를 실시하였

다. 현장방문 조사는 연구원에 의한 직접 방문 시 문답식

으로 이루어졌으며 방문 농가는 지자체별로 경기 1개 농

가, 충남 1개 농가, 충북 3개 농가, 강원 3개 농가, 경북 3
개 농가, 경남 1개 농가, 전북 3개 농가, 전남 4개 농가 및
제주 1개 농가 등 총 20개 농가를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2. 산지초지 유형별 흑염소 방목이용 시 초지 및 가축

생산성의 계절적 변화

흑염소 (재래종 및 보아 잡종) 방목 이용농가에 대한 현

장 조사 시 일정규모 (200두 이상 사육) 이상의 사육규모를
가지고 있는 농가를 4개소 지정하여 이들에 대한 초지 생
산성과 가축 생산성을 각각 계절별로 측정하였다. 초지 생
산성은 계절별로 (5월, 7월, 8월, 10월) 일정시기에 현장을

방문하여 방목 중인 초지에서 랜덤으로 50 × 50 cm의 쿼드
랏을 이용하여 목구당 3~5개소에 대한 목초 및 야초 시료
를 채취, 건물함량을 측정하여 건물량 (kg/ha)으로 계산하였
다. 시료 채취 후 현장에서 현물량을 디지털 밸런스 (EK- 
6100, A&D전자저울(주))를 이용하여 측정 후, 실험실로 옮
겨 통풍건조기에서 65℃에서 48시간 건조하여 풍건물량을

측정, 무게 차이로 건물률과 건물량을 환산하였다. 건조 후
확보된 시료는 분쇄기 (KNIFETEC 1095 Sample Mill)를 이
용하여 1 mm screen을 통과할 수 있을 정도로 분쇄 후, 사
료가치 평가를 위한 용도로 활용하였다.   
가축 생산성은 지정농가 4개소에서 각기 5두씩의 육성기
흑염소를 (♂) 선발하여 동일개체에 대한 월별 체중을 측정
하여 체중변화와 더불어 월간 일당증체량으로 생산성을 나

타냈다. 이를 위해 각 개체별 이표를 장착하여 개체 표식

을 했으며, 체중은 매월 일정한 시기에 디지털배런스를 이
용하여 흑염소 개체별 체중을 측정하였고 이를 경과 일수

로 나누어 월별 일당증체량을 기록하였다. 각 조사농가에

대한 사육현황 및 환경요소에 대한 것은 Table 1에 나타낸
바와 같다.  

3. 산지초지 유형별 사료가치의 계절적 변화

흑염소 방목 이용 중인 산지초지 유형별 초지의 사료가

치 평가를 위해 계절별로 (5월, 7월, 10월) 채취한 시료에

대한 일반성분 분석을 실시하였다. 조단백질, 조섬유, 조지
방 및 조회분 함량에 대한 분석은 AOAC (AOAC, 1990)법
에 준하여 실시하였고, 중성세제섬유(NDF)와 산성세제섬유
(ADF)소의 함량은 Georing and Van Soest (1970)의 방법을
응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된 결과는 농가별로 계절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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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Current status of utilization and management for grazing goats in the whole country

Item Content

Feeding condition   Feeding size 40~1,600 heads/farm (Avg. 465 heads/farm)
  litter size 2.6 heads/ewe (2.3 heads weaned) 

Management status   Shipping size 293.3 heads/year/farm Feed cost 49,100,000 won/farm
Farm status   Altitude 150~700 m, Gradient 5~35° 
Pasture status   Mostly rangeland and some of pasture
Pasture size   Rangeland or pasture size 13.9 ha/farm (0.07 ha/head)

변화를 분석할 수 있도록 제시하였다. 

4. 통계분석

조사 및 분석된 결과에 대한 유의성 검증을 위해 SAS 
program (Ver. 9.2, SAS Institute, Cary, NC, USA))의 GLM 
(General Linear Model)을 사용하여 분산분석을 실시 후 처
리간의 평균값 비교를 위해 Duncan (1955)의 다중검정법을
통한 유의차를 P<0.05 수준에서 분석하였다. 

Ⅲ. 결과 및 고찰

1. 전국 흑염소 농장 방목 이용 운영 및 경영실태 분석

전국의 산지초지를 보유하여 방목이용을 실시하고 있는

흑염소 농가를 대상으로 운영 및 경영 실태를 조사한 결과

는 Table 2에 나타낸 바와 같다. 흑염소 농가의 사육두수

는 40~1,600두의 규모로 농가당 평균 사육두수는 약 465두
/호 였으며 분만두수는 평균 2.6두, 이유두수는 2.3두 수준
으로 조사되었다. 경영성과로는 년간 농가당 평균 약 293.3
두를 출하하였고 사료비로 년간 평균 49,100천원을 지출하
고 있는 것으로 분석 되었다. 산지초지의 방목은 거의 대

부분의 농장이 번식용에 국한해서 실시하고 있으며 해발

150~700 m, 경사도 5~35°의 완급경사지에 조성된 경우가

대부분으로 흑염소 방목에는 접합한 초지환경을 보유하고

있었다. 초지면적은 농가규모에 따라 0.33~66 ha로 농가당

평균 13.9 ha로 적지 않은 초지규모를 보유하고 있으며 방
목 가축 당 평균 0.07 ha/두의 방목강도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 되었다. 최근 소비자의 인식변화와 음식문화

의 다양화로 흑염소의 육용 소비가 증가하고 있으며 (Jeong 
et al., 2006; Hwangbo et al., 2008b), 일반 소비자들의 선
호도 증가에 따른 산업 자체의 경쟁력은 높으나 방목지를

그저 단순히 운동장의 개념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많아 실

질적으로 산지초지가 사료비 절감을 통한 생산비를 줄일

수 있는 좋은 방안이라는 인식제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

된다. 게다가 거의 모든 농가에서 초지에 대한 개념 정립

이 안 되어 있고 기본적인 초지 관리기술이 부족하여 야초

지화 및 부실화의 농가가 많아 향후 흑염소 방목 농가에

대한 초지조성 및 관리에 대한 교육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

된다. 또한 보충사료 (농후사료 및 TMR)의 급여량이 많

아 사료비 지출이 높은 반면 이로 인해 초지생산성이 낮

아도 산림훼손 및 임목훼손의 경우는 그다지 발생빈도가

높지 않은 편인데 향후 사료비 증가와 소비 저하에 따른

가격 하락 시 생산비 절감 방안으로 초지 생산성 증가

및 이용성 증가를 위한 산지초지 활성화가 필요할 것으

로 사료된다. 

2. 흑염소 방목을 위한 산지초지 유형에 따른 초지 생

산성의 계절적 변화

전국 흑염소 방목이용 농장 현장방문 조사를 통해 비교

적 운영실태가 양호한 농가 4개소를 모델농가로 지정하고, 
모델 농가의 초지 및 가축 생산성을 분석하였다. 사육두수
는 A 및 B, C, D 농장 순서대로 각각 750 및 200, 1600, 
320두 규모였고, 방목지 크기도 순서대로 각각 66 및 9.9, 
16.5, 9.24 ha로 조사 되었다. 방목지의 초지 조성은 A 및
C, D 농장의 경우 고사리, 산딸기, 한삼덩굴, 질경이, 쇠비
름, 방개나무, 찔레나무 등의 식물이 주를 이루는 야초지

형태였고 B 농장의 경우는 톨페스큐와 오차드그라스가 주
를 이루고 있는 개량목초지의 형태였다.
산지초지를 활용하는 흑염소 모델농가의 계절별(봄, 여
름, 가을) 초지 생산성을 비교한 결과는 Fig. 1과 같다. 초
지 생산성은 계절별 (5, 7, 8, 10월)로 각 농장의 방목초지

에 대한 현 생산성을 샘플링 방식에 의해 측정하여 건물량

으로 제시하였다. Lee (1992)는 C3형 식물은 수분이 많고

서늘한 기후조건인 봄과 가을에 생산성이 높으며, C4형 식
물은 건조하고 기온이 높은 여름에 높은 생산성을 나타낸

다고 보고하였는데, 야초지로 형성된 A 및 C, D 농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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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and b Means with different superscript in the same vertical 
bars are different (p<0.05).

Fig. 1. Seasonal changes in forage productivity at 
different pasture type grazed by Korean native 
goats. 

Table 3. Seasonal changes in chemical compositions at different pasture type grazed by Korean native goats

Farm Season DM1) CP2) CF3) EE4) NDF5) ADF6) Ash
% …………………………………… % in DM ……………………………………

Farm A

Spring 17.59±0.58AB 12.47±0.43A 20.61±0.61B 3.50±0.06 55.33±0.33A 47.65±0.04A 7.23±0.08C

Summer 16.42±0.72B 10.75±0.39B 20.73±0.88B 4.50±0.52 52.04±1.01B 42.12±2.05B 7.55±0.07B

Autumn 20.06±4.33A  8.83±0.30C 29.16±0.81A 4.21±0.71 51.55±0.46B 46.34±0.36A 8.00±0.18A

Farm B

Spring 21.93±1.35 11.71±0.30B 20.84±0.17B 4.85±0.26 49.68±1.61B 29.45±0.65C 4.43±0.35C

Summer 21.45±2.08 10.70±0.19C 22.35±1.08B 5.14±0.21 54.80±0.83A 39.46±0.41A 5.23±0.19B

Autumn 21.48±1.37 14.03±0.16A 26.98±0.97A 5.19±0.12 54.89±0.26A 37.34±0.61B 6.93±0.16A

Farm C

Spring 20.64±0.39B 11.37±0.10A 16.48±0.48C 4.34±0.20AB 40.08±0.60C 31.36±0.46C 6.01±0.27B

Summer 26.97±2.94AB 11.14±0.59A 21.04±2.57B 4.58±0.16A 51.39±1.15B 37.40±0.60B 6.16±0.17B

Autumn 35.03±6.41A  8.92±0.53B 31.36±0.52A 4.03±0.23B 55.86±0.88A 45.76±0.69A 6.86±0.25A

Farm D

Spring 26.81±0.62B 11.05±0.45A 21.75±0.78C 4.24±0.40A 54.57±0.38B 41.92±0.48C 5.59±0.32A

Summer 39.03±3.41C  6.64±0.14B 26.32±1.37B 3.95±0.24A 70.30±0.92A 52.89±1.82B 3.49±0.14C

Autumn 45.37±3.26A  5.80±0.80B 34.53±0.21A 3.37±0.09B 72.03±0.55A 60.52±2.39A 4.39±0.08B

1) DM: Dry matter 2) CP: Crude protein, 3) CF: Crude fiber, 4) EE: Ether extract, 5) NDF: Neutral detergent fiber,
6) ADF: Acid detergent fiber
A, B, C and D Means with different superscript in the same column are different (p<0.05).

경우는 초지 생산성이 여름철에 가장 높았으며 (p<0.05), 봄
철과 가을철에는 급격하게 저하되는 전형적인 야초지의 특

성을 보였다. 반면 목초지로 구성된 B 농장의 경우는 봄철
에 가장 높은 생산성을 나타냈으며 가을철에 생산성이 다

소 저하 (p<0.05)되긴 하였지만, 대체적으로 계절별 생산성

의 저하가 나머지 세 농장에 비해 완만한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따라서 야초지 중심의 농장은 계절별 생산성의 차
이가 크기 때문에 생산성과 이용성이 높은 목초지로의 전

환이 요구되며, 흑염소의 경우도 보다 가축 생산성을 높이
고 초지 이용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목초지화가 시급하

며 이를 통해 연중 안정적인 초지 생산성 및 이용성 확보

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3. 흑염소 방목을 위한 산지초지 유형에 따른 계절별

초지의 사료가치 비교

산지초지 활용 흑염소 모델 농가의 계절별 사료가치 변

화를 분석한 결과는 Table 3에 나타낸 바와 같다. 초지의
건물 함량의 경우 목초지로 구성된 방목초지를 보유한 B 
농장의 경우 계절에 큰 변화 없이 약 21% 정도의 건물 함
량을 보였고, 야초지를 보유한 A 및 C, D농장은 모두 봄
에서 가을로 갈수록 건물함량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p<0.05). 또한 계절에 상관없이 A농장이 가장 낮은 건물

함량을 나타냈고, D농장이 가장 높은 건물함량을 나타냈

다. 조단백질 함량은 B농장의 경우에만 가을철에 증가

(p<0.05)했고 A, C, D농장들은 모두 봄에 비해 여름과 가
을에 감소 (p<0.05)하는 경향을 보이면서 전체적으로 목초

지가 야초지에 비해 높은 조단백질 함량을 보유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흑염소 방목을 위

한 산지 초지 유형에 따른 조단백질 함량이 개량목초구

11.4%, 유기목초구 9.07%, 산야초구 7.14%로 목초지가 야

초지에 비해 높은 조단백질을 함유하고 있다는 Hwangb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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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Seasonal changes in body weight of Korean 
native goats grazed at different pasture type.

a and b Means with different superscript in the same vertical bars 
are different (p<0.05).

Fig. 3. Seasonal changes in average daily gain of 
Korean native goats grazed at different 
pasture type. 

et al. (2008a)의 연구와 같은 경향을 나타냈다. 조지방 함량
도 B 농장이 상대적으로 나머지 3개의 농장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조섬유와 조회분 함량은 계절에 따라 유의성이

인정 (p<0.05)되어 가을로 갈수록 높아지는 경향이 있었으

며 B 농장이 나머지 농장에 비해서 낮게 나타났다. NDF와
ADF 함량도 조섬유 함량과 비슷하게 봄에서 가을로 갈수
록 높은 함량을 보였고 (p<0.05), 조단백질과 조지방 함량과
는 반대로 B 농장이 나머지 농장에 비해서 낮은 함량을

나타냈다. 이는 개량목초구, 유기목초구, 산야초구의 NDF 
함량이 각각 68.78%, 68.60%, 68.83%였고, ADF 함량이 각
각 44.30%, 43.59%, 45.06%로 초지 유형에 따른 NDF와
ADF의 함량은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Hwangbo et 
al. (2008a)의 연구와 다소 다른 결과를 보였다. 종합적으로
목초지로 구성된 B농장의 방목초지가 야초지로 구성된 A, 
C, D농장의 방목초지에 비해 우수한 사료가치를 가지고

있으며 계절별 변화도 적은 것으로 나타나 흑염소 방목초

지를 야초지에서 목초지로 시급히 갱신 및 조성을 해 나가

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4. 흑염소 방목 시 산지초지 유형에 따른 가축 생산성

의 계절적 변화

모델농가의 가축 생산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육성기 흑염

소 수컷을 5두씩 공시하여 2014년 5월부터 10월까지 매월
방목이용에 따른 체중변화를 측정하여 이를 월별 체중 및

일당 증체량으로 나타낸 결과는 각각 Fig. 2와 Fig. 3과 같
다. 농장별 흑염소의 월별 체중은 D농장이 35~45 Kg으로
가장 높은 체중을 보였는데 이는 공시 염소가 잡종으로 개

시 체중이 높았기 때문이며, 체중이 5~15 Kg으로 가장 낮

은 A농장의 경우는 2개월령의 염소를 공시하였기 때문에

개시 체중이 낮아 전체적으로 낮은 경향을 나타낸 것으로

분석되었다. D농장의 경우 품종이 보아종과 흑염소의 잡

종으로 B와 C농장의 흑염소 품종에 비해 급격한 체중 변
화를 나타내고 있으나 대부분 꾸준히 증가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일당증체량은 어린 염소를 공시한 A농장에서 유의성은

인정되지 않았지만 (p>0.05) 6월과 7월에 높았으나 8월 이

후에는 저하되는 경향이 나타났는데 이는 초지 생산성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며, C농장이 월별 일당 증체량
에서 가장 안정적인 결과를 나타내 방목 이용에 대한 효율

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Hwangbo et al. (2008a)의 연구
에 의하면 방목유형에 따른 생후 6개월령의 수컷 흑염소의
일당증체량은 개량목초구 59.77 g/day, 유기목초구 48.28 

g/day, 산야초구 46.09 g/day, 수엽류구 42.83 g/day로 보고되
었고, Hwangbo (2014)는 방목 및 사사 사육 시 생후 7개월
령의 수컷 흑염소의 일당증체량은 각각 50.6 g/day, 52.3 
g/day로 보고하였는데 본 연구결과와 비교해보면 D농장을
제외한 나머지 농장의 경우 비슷한 범주 안에 있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D농장의 경우는 봄부터 여름까지는

저조했으나 여름 이후 일당증체량이 급격히 증가하였는데

(p<0.05), 이는 잡종 특유의 빠른 성장으로 인해 가을에 높
은 증체량을 나타낸 것으로 사료된다. Kim et al. (2012)은
5개월령 개량종 흑염소 사육 시 농후사료의 급여수준을 체
중의 1.5%, 2.0%, 2.5%, 자유채식구로 급여하였을 때 일당
증체량이 각각 22 g/day, 50 g/day, 69 g/day, 94 g/day로 평

가되어 영양소 수준이 흑염소의 생산량에 중요한 요인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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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을 보고하였다. 결론적으로 각 농장별 초지 생산성

및 초지관리 기술에 따라 가축 생산성의 차이가 나타나고

있어 산지초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서 초지관리 기술의

메뉴얼화와 보급으로 초지 생산성 증대를 추구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Ⅳ. 요    약

본 연구는 흑염소 사육을 활성화하고 경영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산지초지의 활용성 제고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우리나라 흑염소 방목 이용 농가 (20호)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야초지로 이루어진 방목지의 경우 계절별 초지 생산성이

여름에 가장 높았으며 (p<0.05), 봄철과 가을철에는 급격하

게 저하되었다. 반면 목초지로 이루어진 방목지의 초지 생

산성은 봄철에 가장 높은 생산성을 나타냈으며 가을철에

생산성이 다소 저하 (p<0.05)되긴 하였지만, 대체적으로 계

절별 생산성의 차이가 야초지 방목지에 비해 완만하여 비

교적 안정적인 생산성을 나타내고 있었다. 계절별 방목지

초지의 사료가치 비교 결과 목초지의 경우 계절에 상관없

이 안정적인 건물함량을 나타냈고, 야초지는 봄에서 가을

로 갈수록 건물함량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조단백질

함량은 목초지의 경우만 가을철에 증가하였고 (p<0.05), 야

초지의 경우에는 봄에 비해 여름과 가을에 감소하는 경향

을 보였다 (p<0.05). 목초지의 경우 야초지에 비해 상대적으

로 조지방 함량은 높고 조섬유소 함량은 낮은 경향을 나타

냈다. 계절에 따른 농장별 흑염소의 일당증체량은 농장별

초지 생산성 및 초지관리 기술에 따라 다양한 차이가 나타

났다. 

결과적으로 흑염소 사육의 활성화와 경영의 효율을 높이

기 위하여 방목 야초지를 우수한 사료가치를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계절별 생산성의 변화도 적은 방목 목초지로 갱

신 및 조성을 해 나가야 할 필요성이 있으며, 산지초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서 초지관리 기술의 메뉴얼화와 보급으

로 초지 생산성의 개선을 추구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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