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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experiment was conducted to evaluate the productivity and silage quality of domestically developed forage crops in Korea. 
A variety of rye (“Gogu”), oat (“Samhan”), three Italian ryegrass (“Kogreen”, “Kospeed” and “Kowinearly”) and two barley
(“Yuyeon” and “Youngyang”) were evaluated at an experimental field of Grassland and Forage Division, National Institute of 
Animal Science, RDA in Korea. Gogu showed the highest dry matter yield among the forage crop but the lowest was Samhan. 
Crude protein (CP) was higher in the oat and Italian ryegrass varieties. The total digestible nutrient (TDN) content levels were 
similar with the except for the rye. The acidity (pH) of the oat silage was the lowest among forage crop species. Higher lactic 
acid content levels were found in the Kogreen and Samhan compared to the other varieties (p<0.05). According to Flieg’s score, 
all of the silages were assigned a 1st quality grade with the exception of the Gogu. These results suggest that domestically 
developed forage crop varieties show high performance in terms of productivity and silage quality, and are therefore 
recommendable forage crop varieties for Korea.
(Key words : Forage crop, Productivity, Silage, Quality, Domestic developed variety) 

Ⅰ. 서    론

기상이변과 국제유가 변동은 국제 곡물가에 영향을 미쳐

때로는 폭등 또는 급등이라는 단어로 우리의 식탁과 가축

사료비를 위협하고 있다. 또한 신흥국들의 육류소비 증가

와 환경보전을 위한 친환경 바이오에너지 이용 확대로 사

료용 곡물이 다른 용도로 활용됨에 따라 사료곡물의 수요

가 늘어 가격이 상승하는 실정에 있다 (2015, KREI). 이에
세계 각국은 식량수급에 문제가 생길 때 식량 수출을 금지

시키는 정책을 펴고 있고 향후 식량안보에 대한 우려가 점

차 커져가고 있다. 
우리나라는 사료용 곡물의 75%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고
실제 그 부산물 활용까지 고려한다면 95% 내외가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구조적인 모순으로 인해 축
산농가의 생산비 절감은 쉽지가 않을 것이다. 정부에서도
이러한 문제들을 인식하고 다양한 정책지원을 통해 조사료

생산을 확대하여 사료용 곡물을 대체하려는 노력을 기울이

고 있다.
이러한 정부의 지원에 힘입어 사료작물 재배면적이 점차

늘어나고 있으며 정부에서는 2017년까지 약 370천ha까지
확대할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중에 있다 (MAFRA, 2013). 
물론 재배면적의 확대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월

동용 사료작물이다. 몇 년 전만 해도 월동용 사료작물에는
호밀과 청보리가 대부분이었으나 최근에는 이탈리안라이그

라스를 선호하는 농가가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국가기관에서는 정부의 조사료 생산확대 정책을 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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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침하기 위하여 다양한 품종의 월동용 사료작물을 육성하

여 농가에 보급하고 있다. 국립식량과학원에서는 청보리, 
호밀, 귀리, 밀, 트리티케일 등의 맥류 사료작물에 대하여

조사료용으로 품종을 육성하고 있으며 (NICS, 2012), 국립
축산과학원에서는 이탈리안라이그라스를 위주로 품종 개발

에 주력하고 있다 (NIAS, 2014). 
현재까지 육성된 품종은 개별적으로 생산성 및 사료가치

평가를 통하여 신품종으로 인증을 받아 보급되고 있지만

(Choi et al., 2007; Choi et al., 2006; Park et al., 2008a) 초
종간 또는 일부 품종간 비교는 있었지만 전체 품종을 비교

하여 생산성 및 사료가치를 평가한 연구는 없었다. 또한
각각의 사료작물이 최종적으로 가축에 급여되기 위해서는

사일리지가 제조 되어야 하나 상호간의 사일리지 품질 비

교에 관한 연구는 수행되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국

내에서 육성된 신품종 사료작물에 대하여 생산성과 사료가

치를 비교해보고 각각의 품종에 대하여 사일리지의 품질을

평가해보기 위해 수행되었다. 

Ⅱ. 재료 및 방법 

1. 포장시험

본 시험에 이용된 사료작물은 이탈리안라이그라스, 호밀, 
귀리, 청보리로 각각의 품종은 국내 (국립축산과학원, 국립
식량과학원)에서 육성되어 현재 농가에 보급이 가능한 품

종으로 선택하였다. 이탈리안라이그라스는 국립축산과학원

에서 육성한 “Kowinearly”, “Kospeed”, “Kogreen” 품종을
사용하였고 호밀은 “곡우 (Gogu)”, 청보리는 “유연(Yuyeon)”
과 “영양 (Yeongyang)” 그리고 귀리는 “삼한 (Samhan)” 품
종을 이용하였다. 각각의 사료작물은 2008년과 2009년도
가을에 파종하였으며 이듬해 봄 품종별로 수확적기에 수확

하였다. 
파종은 이탈리안라이그라스는 ha당 40 kg, 호밀과 귀리는

150 kg/ha, 청보리는 120 kg/ha를 파종기를 이용하여 조파하
였다. 사료작물 재배를 위한 시비는 질소－인산－칼리 기준
으로 각각 150-150-150 kg/ha로 하였으며 인산질 비료는 전
량 기비로 시용하였고 질소 및 칼리비료는 초종별로 파종

당일과 이듬해 봄에 1/2씩 나누어 시용하였다 (이탈리안라
이그라스는 30:70).
각각의 사료작물은 작물별 수확적기에 모우어 컨디셔너

로 수확을 한 후 수분조절을 위해 포장에서 한나절∼1일간
예건한 후 원형곤포 사일리지로 조제하여 저장하였다가 분

석을 위해 개봉을 할때까지 보관하였다. 

2. 사료가치 분석

분석을 위한 시료는 수확당일 시험구별로 300∼500 g의
시료를 취하여 65℃ 순환식 송풍 건조기 내에서 72시간 이
상 건조시킨 후 건물함량을 구하였고 얻어진 시료는 전기

믹서로 1차 분쇄 후 20 mesh mill로 다시 분쇄한 후 이중
마개가 있는 플라스틱 시료통에 넣고 직사광선이 들지 않

는 곳에 보관하여 분석에 이용하였다. 
조단백질 함량은 AOAC (1995)법에 의거하여 분석하였고

NDF (neutral detergent fiber) 및 ADF (acid detergent fiber) 
함량은 Goering and Van Soest (1970)법에 따랐으며 TDN 
(total digestible nutrient) 함량은 ADF 함량으로 추정하여

계산하였다 (TDN % = 88.9－ (0.79 × ADF %)). 또한 RFV 
(relative feed value)는 ADF 함량으로 DDM (digestible dry 
matter)을 추정하였고 (% DDM = 88.9－(ADF % × 0.779)), 
NDF 함량으로 DMI (dry matter intake)를 산정한 후 (% 
DMI = 120 / NDF %) RFV 값을 산출하였다 (RFV = (% 
DDM × % DMI) / 1.29).
통계처리는 SAS (1999) package program (ver. 6. 12)를
이용하여 분산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처리평균간 비교는 최

소유의차 (LSD)를 이용하였다. 

3. 사일리지 분석

각 처리구당 약 200 g을 취하여 －20℃의 냉동고에 보관
하였다가 사일리지 특성조사에 사용하였다. 사일리지의 pH
는 사일리지 10 g을 증류수 100 ml에 넣고 냉장고에서 가

끔씩 흔들어주면서 24시간 보관 후 4겹 gauze로 완전히 짜
서 걸러낸 액을 pH meter (HI 9024; HANNA Instrument 
Inc., UK)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냉동시킨 시료를 처리별로 10 g을 취하여 100 ml 증류수
에 넣고 냉장고에서 가끔씩 흔들어주면서 24시간동안 보관
한 후 4중 gauze로 1차 거른 후 여과지 (No. 6, AVANTEC)
를 통하여 걸러서 추출액을 제조하여 젖산 및 유기산 분석

에 이용하였다. 추출액은 분석에 이용할 때까지 －20℃에서
냉동보관 하였다. 젖산은 Barker 및 Summerson 법 (Han et 
al., 1983)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흡광도 측정은 Spectro- 
photometer (UVIDEC-610, JASCO Co., Japan)을 이용하였

다. 유기산의 분석은 Gas chromatography (V-3800. Varian 
Co., USA)를 이용하여 분석하였고(Kim, 1999) 분석된 자료
를 이용하여 Flieg’s score를 산출하고 그 점수에 따라 등급
을 산정하였다 (Zimmer, 19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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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Mean air temperature and amount of precipita- 
tion during the growing season of domestic 
developed forage crop from 2008 to 2010.

Table 1. Harvest date and growth stage of domestic developed forage crop for two year

Variety
2009 2010

Growth stage Harvest 
date

Plant height
(cm)

Growth 
stage Harvest date Plant height

(cm)
Gogu Milking Apr. 30 171 Milking May 6 167

Kowinearly Flowering May 13 128 Flowering May 26  93
Kospeed Flowering May 13 116 Flowering May 26 111

Kogreen Flowering May 13 125 Flowering May 26 111
Yuyeon Yellow ripen May 27  97 Yellow ripen Jun. 3 113

Youngyang Yellow ripen May 27 123 Yellow ripen Jun. 3 116
Samhan Milking May 27 112 Milking Jun. 3 113
Average － － 126 － － 118

4. 기상상황

시험기간 중의 기상 (평균기온 및 강수량)은 Fig. 1에서
보는 바와 같다. 2008~2009 생육기 동안은 예년보다 기온
이 전반적으로 높았으며 강수량은 파종직후에는 적었으나

2009년 3월과 5월 중순에는 높았다. 2009~2010 생육기에는
한겨울과 봄철 (3~4월)에 기온이 예년에 비해 낮았으나

강수량은 예년에 비해 많은 편이었다. 전체적으로는 예년
에 비해 작물 생육에 큰 영향을 줄 정도의 기상이변은

없었다.

Ⅲ. 결과 및 고찰

1. 국내 육성 사료작물의 생육특성 및 생산성

국내에서 육성된 사료작물의 품종별 수확시기 및 생산성

은 Table 1 및 2에서 보는 바와 같다. 각각의 품종은 일반

적인 수확적기를 기준으로 이탈리안라이그라스는 개화기, 
호밀은 유숙기, 귀리는 유숙기 그리고 보리는 황숙기에 수
확하였다 (RDA, 2005). 2010년은 기상적인 영향으로 봄철

기온이 낮게 유지되어 대체적으로 생육이 2009년보다 지연
되었으며 이에 따라 초장도 짧게 나타났다. 또한 수확도

2010년도에는 1∼2주일 정도 늦어졌다. Park et al. (2008)은
국내에서 개발된 총체 사료용 보리 품종의 특성비교에서

영양보리의 3년간 출수기가 5월 7일, 5월 1일 및 4월 23일
이었다고 하여 연차간 기상에 따라 차이가 있음을 보고하

였다. 
Ju et al. (2009)은 충남 예산에서 주요 맥류 품종의 생육
시기별 수량 및 특성을 분석한 결과 호밀은 다른 맥류에

비해 전 조사기간 동안 상대적으로 초장이 컸으며 삼한귀

리는 보리에 비해 월동 후 생육진전이 느렸으나 출수기 이

후인 5월 15일 이후에 급격히 신장하여 성숙기에는 보리보
다 더 커진다고 하였다.
수확시의 건물함량은 호밀이 32.9%로 가장 높았으며

Kowinearly 품종이 가장 낮았다. 대체적으로 이탈리안라이

그라스와 귀리가 낮았으며 보리와 호밀이 높았다. 이는 각
품종별 수확시 생육단계가 달라 건물함량에서 차이가 있었

으며 초종간에는 큰 차이가 없었다. Ju et al. (2009)은 주요
맥류 품종의 생육시기별 건물함량을 분석한 결과 원형곤포

사일리지에 적합한 건물함량을 30∼40% 내외로 볼 때 영

양보리는 5월 25일 경으로 황숙기에 해당하며 곡우호밀은

5월 15일∼25일 사이가 적합하며 삼한귀리는 다른 총체 맥
류보다 늦어 6월 5일 이후로 나타났다고 보고하였다. 
생초수량은 이탈리안라이그라스 품종이 57.1∼64.8톤/ha
로 생산성이 높았으며 맥류중에서는 유연보리가 42.1톤/ha
로 가장 낮았다. Yun et al.(2009)은 삼차망인 유연보리의

수량은 일반보리의 약 81% 수준으로 낮았다고 하여 본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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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Dry matter content and productivity of domestic developed forage crop

Varieties DM 
(%)

FM yield
(kg/ha)

DM yield
(kg/ha)

TDN yield
(kg/ha)

Gogu 32.9 46,778 15,184 8,608
Kowinearly 20.8 61,318 12,768 7,490

Kospeed 21.1 64,878 13,604 8,223
Kogreen 21.5 57,188 12,292 7,269
Yuyeon 29.2 42,167 12,279 8,066

Youngyang 31.2 44,000 14,102 8,591
Samhan 22.9 49,184 11,224 6,752
Average

LSD (0.05)
25.6
 4.1

52,216
 6,992

13,064
 1,380

7,857
 795

험과 비슷한 결과를 보고 한 바 있다. 
국내에서 육성된 품종들의 건물 생산성은 곡우 호밀과

영양보리에서 가장 높았으며 삼한귀리가 가장 낮게 나타났

다. 이탈리안라이그라스 품종들은 12~13톤/ha 내외로 나타

나 품종육성 시험의 성적 보다는 낮았다. Park et al. (2008)
은 전북 익산에서 3년간 수행한 시험에서 유연보리의 황숙
기 수량이 평균 10.5톤/ha라고 하여 본시험 보다는 낮았다.  
Park et al. (2008)은 제주지역에서 동계사료작물의 생산성

을 비교한 시험에서 본 시험과는 품종이 달랐지만 이탈리

안라이그라스가 가장 많았으며 (2회예취) 영양 및 유연보리
는 15,543 kg/ha 및 13,892 kg/ha로 각각 보고한 바 있으며

삼한귀리는 22,556 kg/ha라고 하였다. 각각의 품종들은 본

시험보다 수량이 더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제주지역의 기

온이 따뜻하여 수량이 더 많은 것으로 판단되며 청보리 품

종에 있어서는 영양보리의 수량이 더 높은 것은 비숫한 경

향을 보였다고 할 수 있다. Heo et al. (2003)은 수원과 익
산지역에서 평가한 삼한귀리의 생산성이 8.1 및 8.6톤/ha로
보고하여 본 시험보다는 낮았다. Choi et al. (2007)은 이탈
리안라이그라스 코스피드 품종의 지역적응 시험에서 5개지
역 3년간 조사된 평균 건물수량이 13,257 kg/ha로 보고하여
본시험의 13,604 kg/ha와 비슷한 수치를 보였다. 또한 “코그
린” 시험에서는 5개지역 3년간 조사된 평균 건물수량이

12,884 kg/ha로 보고하여 본 시험과 비슷한 수치를 보였다

(Choi et al., 2006). Ju et al. (2009)은 영양보리는 5월 25일
에 12.6톤/ah, 곡우호밀은 5월 15일∼25일에 9.7∼11.7톤/ha
의 건물수량을 보였으며 삼한귀리는 6월 5일에 13.8톤/ha의
건물수량을 얻을 수 있다고 하였는데 영양보리를 제외하고

는 본 시험보다 낮은 수량을 보고하였다.  
한편 TDN 수량에 있어서는 건물수량이 높은 호밀과

ADF 함량이 상대적으로 낮은 청보리에서 높게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알곡이 있는 초종은 유숙기 이후 곡실로의 전

분질 축적이 일어나 ADF 및 NDF 함량이 낮아지며 이에

따라 TDN 함량이 개선되는 결과를 보이는 바, Kim et 
al.(2008)은 총체 벼의 수확시기별 사료가치 변화에서 출수
기 이후로 ADF 및 NDF 함량이 지속적으로 감소한다고

보고하였는데, 본 시험에서도 청보리는 황숙기에 수확이

되어 곡실로 전분질의 축적이 많이 진행되어 낮은 ADF 함
량으로 인해 TDN 함량이 높았던 것으로 판단된다. 

2. 국내 육성 사료작물의 사료가치

국내 육성 사료작물의 사료가치는 Table 3에서 보는 바

와 같다. ADF 및 NDF 함량은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지 않
았으나 조단백질 함량은 호밀과 청보리에서 유의적으로 낮

았다. 일반적으로 화본과 사료작물은 조단백질 함량이 낮

은 단점이 있어 전체 평균이 9.0%이었으며 이탈리안라이그
라스와 연맥 품종에서 높은 경향을 보였다. 

TND 함량은 ADF와 NDF 함량으로 추정되어 평균 59.7 
%로 나타났으며 품종 및 초종간에 유의적인 차이는 보이

지 않았다. 한편 RFV는 호밀에서 81로 4등급 (RFV 75∼
86)에 해당하는 품질이었으나 나머지 품종은 전체 3등급
(RFV 87∼102)에 해당하였다.
한편 Park et al. (2008)은 제주지역에서 청보리의 조단백질
함량이 평균 10.2, 삼한귀리는 10.7로 나타났으며 TND 함량
은 청보리가 평균 67.1 그리고 삼한귀리가 65.3%로 보고하
였는데 본 시험의 분석치보다 높은 편 이었다. Choi et al.
(2007)도 지역적응 시험에서 이탈리안라이그라스 “코스피드” 
품종의 사료가치 중 조단백질은 14.9, TDN은 65.3%이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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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The content of acid detergent fiber (ADF), neutral detergent fiber (NDF), crude protein (CP), total 
digestible nutrient (TDN) and relative feed value (RFV) of domestic developed forage crop

Varieties ADF (%) NDF (%) CP (%) TDN (%) RFV

Gogu 40.1 61.2  6.4 57.3  81

Kowinearly 37.4 61.9 10.6 59.4  90

Kospeed 36.3 59.2  9.5 60.3  96

Kogreen 35.6 59.2 10.2 60.8  96

Yuyeon 35.4 56.9  8.3 60.9 101

Youngyang 37.3 55.5  8.2 59.5 101

Samhan 36.7 60.5 10.2 60.0  93

Average
LSD(0.05)

37.0
NS

59.2
NS

 9.0
  1.18

59.7
NS

 94
－

Table 4. The silage quality parameters of domestic developed forage crop

Variety pH
Organic acid(% DM) Flieg’s

score
Quality
grade*Acetic Butyric Lactic

Gogu 4.81 0.48 0.53 2.06 78 2

Kowinearly 4.66 0.43 0.30 2.32 85 1

Kospeed 4.68 0.49 0.12 2.12 92 1

Kogreen 4.59 0.61 0.06 3.06 94 1

Yuyeon 4.84 0.40 0.35 2.21 84 1

Youngyang 4.91 0.42 0.34 1.47 83 1

Samhan 4.37 0.43 0.10 2.73 94 1

Average
LSD(0.05)

4.69
0.15

0.46
NS

0.25
0.21

2.28
0.58

87
－

1
－

* Quality grade : 1 (100∼81), 2 (80∼61), 3 (60∼41), 4 (40∼21), 5 (below 20).

“코그린”은 14.9, 65.1%로 나타났다고 하여 (Choi et al., 
2006) 본 시험보다는 월등히 높은 사료가치를 보고하였다.

3. 국내 육성 사료작물 사일리지 품질

국내 육성 사료작물로 만들어진 사일리지의 품질은

Table 4에서 보는바와 같다. pH는 평균 4.69 이었으며 삼

한귀리가 4.37로 가장 낮았고 영양보리가 4.91로 가장 높았
다. 초종간에는 호밀과 보리에서 pH가 높았으며 이탈리안

라이그라스 및 귀리에서는 낮은 편이었다. 
사일리지의 pH는 다양한 요인으로 변화될 수 있는데 특
히 당분함량이나 줄기중의 공기함량 등에 따라 달라지는

바 이탈리안라아그라스와 귀리는 호밀과 보리에 비해 줄기

중의 공기함량이 낮아 젖산균의 성장이 빠르게 일어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며 일반적으로 이탈리안라이그라스는 다

른 초종에 비해 당분함량이 높아 양질의 젖산발효가 일어

나 pH가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Bergen et al. (1991)은 귀
리, 밀 및 보리의 유숙기 및 호숙기 사일리지 제조 시험에
서 유숙기의 완충력이 호숙기보다 높았다고 하였으며 연맥

및 보리가 밀보다 완충력이 높았다고 하였는데 본 시험에

서는 보리의 경우 높은 완충력으로 인해 pH가 높았던 것

으로 판단되었다.
  사일리지의 품질을 평가할 수 있는 유기산 함량을 보면
낙산의 경우 호밀, 보리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이탈리안라

이그라스와 귀리에서는 유의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젖산함
량은 낙산과는 상반되는 경향을 보여 이탈리안라이그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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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귀리에서 양질의 사일리지 발효가 일어난 것으로 보여

진다. 사일리지의 젖산 함량은 pH가 낮을수록 높게 나타나
귀리에서 많았으나 호밀과 보리에서 낮은 함량을 보였다. 
Kim (1999)은 호밀 사일리지에서 pH는 젖산함량과 부 (負)
의 상관 (0.69)을 보인다고 하여 본 시험과 같은 경향을 보
고하였다. 
한편 Flieg 점수로 산출된 품질등급에서는 호밀을 제외하
고 모두 1등급에 해당하는 품질을 보여 전체적으로 사일리
지 품질에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었다. Kim (1999)은 호밀
사일리지 조제 시험에서 고품질의 사일리지 조제를 위해서

는 개화기 이후에 수확하여 0.5∼1일 정도 예건을 하는 것
이 바람직하며 예건을 통해 품질을 2등급 이상 유지할 수
있다고 보고한 바 있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국내에서 육성된 사료작

물의 생산성은 호밀, 보리에서 많았으나 사료가치는 조단

백질에서 귀리 및 이탈리안라이그라스가 높았다. 또한 사

일리지의 품질은 호밀을 제외하고는 1등급으로 나타나 품

질에서는 문제가 없었으며 귀리 및 이탈리안 라이그라스

사일리지의 품질이 더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Ⅳ. 요    약

본 시험은 국내에서 육성된 신품종 사료작물의 생산성

및 사일리지 품질을 평가하기 위하여 수행되었다. 호밀 (곡
우), 귀리 (삼한), 3품종의 이탈리안라이그라스 (코그린, 코스
피드, 코위너리) 및 2품종의 청보리 (영양, 유연)에 대하여

생산성 시험을 국립축산과학원 초지사료과 시험포장에서

수행하였다. 건물수량에 있어서는 곡우가 가장 높았고 삼

한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조단백질 (CP) 함량은 귀리 (삼
한)외 이탈리안라이그라스 품종들에서 높았다. 가소화영양
소총량 (TDN)은 호밀을 제외하고는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귀리 (삼한) 사일리지의 pH는 비교된 사료작물중에서 가장
낮았다. 또한 코그린과 삼한 품종에서 젖산균함량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Flieg 점수에 따른 사일리지 품질등급은 호
밀을 제외하고는 모두 1등급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국내에서 육성된 사료작물 품종은 생산성

과 품질면에서 높은 능력을 보여 한국에서의 조사료 생산

에 적극 권장된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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