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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otal three hundred and fourteen dairy cows were used in this study to analysis of correlation 
between milking levels and automatic milking system (AMS). Cows were divided into five groups 
according to their milking levels (over 50 kg/day, 49~40 kg/day, 39~30 kg/day, 29~20 kg/day, 19~10 
kg/day). All groups were compared with daily milking number, rejected number by AMS, 
residence time at AMS, milking time, flow rate of milk. Daily milking number and milking time 
were higher in the group of over 50 kg and 49~40 kg than that of other groups (p<0.05). There 
are no correlation on rejected number by AMS, residence time at AMS and flow rate of milk 
between milking levels and AMS. In addition, we found that the milk yield affected to feed 
intake and rumination of dairy cows. In conclusion, present results indicated that installation of 
AMS on dairy farms with high milk producing cows might be affected positively. 
(Key words : Automatic milking system, Milk yield, Milking number, Rejected number)

서    론

자동착유시스템 (AMS, Automatic milking system) 
은 1990년대 초 낙농 선진국인 네덜란드에서 

처음 도입되었으며, 현재에는 미국과 유럽 

등 대규모로 낙농업을 하는 국가에서 주로 

사용하며 그 수는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Svennersten-Sjaunja Pettersson, 2007). 

이에 따라 AMS 도입 및 운용이 활발한 유

럽은 AMS 농가의 생산성 (Rasmussen et al., 
2001; De Koning et al., 2003), AMS 농가의 

유성분 변화 (Svennersten-Sjaunja Pettersson, 2000; 
Berglund et al., 2002), AMS가 번식에 미치는 

영향 (Hagen et al., 2005), AMS가 사료 및 음

수섭취 페턴 분석 (Melin et al., 2005), AMS
가 젖소의 행동 및 사료 섭취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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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lin et al., 2005) 등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

고 있다. 
최근 사료 값의 지속적인 상승, 인건비 상

승, 구제역 등 질병 등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으나 가장 중요한 것은 축산업에 종사하는 

내국인 근로자의 인건비 상승 등으로 인하여 

많은 농장에서 활용되고 있는 노동력이 내국

인에서 외국인 노동자로 대체되고 (Nam et 
al., 2014). 그러나 외국인 노동자의 경우 경

영주와 원활한 대화가 어려우며, 이직율이 

높아 농장경영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하므로 

농장에서 필요한 고정 노동력을 원활하고 안

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AMS를 도입하고 

있는 추세이다. 최근 많은 농장에서 AMS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으나 대당 가격이 3
억~4억에 이르는 고가의 설비를 구입하여 설

치하는 것은 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아

울러 국내 AMS에 대한 연구로는 주로 유성

분 변화 (Ki et al., 2011, Nam et al., 2014), 
원유의 품질 및 유지방 특성에 관한 연구 

(Moon et al., 2014)가 대부분으로 AMS에 대

한 보다 포괄적인 연구가 체계적으로 진행되

어야 향후 AMS 도입을 희망하는 농가에서 

AMS와 관련된 보다 다양한 자료를 접한 후

에 합리적인 결정을 내리는데 도움이 될 것

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젖소의 산유량과 

AMS와의 상관관계 분석을 통하여 AMS 구

입을 희망하는 농가에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하였다. 이를 위하여 

AMS설치 농가에서 사육하고 있는 젖소를 

산유량 수준에 따른 5개 그룹으로 나누어 평

균착유횟수, AMS에 의한 착유거부 횟수, 
AMS에 머무는 시간, 착유에 소요되는 시간, 
유속 등을 비교 하여 AMS와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재료 및 방법

1. 자료 수집

AMS를 설치 및 운용하는 농가에서 보유

하고 있는 자료를 본 연구 결과를 도출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였다. 자료 수집은 

AMS를 무리 없이 운용하고 운용기간이 충

분하여 AMS 운용 안정기에 접어들었다고 

판단되는 2012년 이전에 AMS를 설치하여 

운용중인 5개 농가를 선정하였다. 5개 농가

의 평균 착유 두수는 약 60두 수준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2. 조사 방법 및 항목

5개 농장에서 사육 중인 총 314두의 착유

우 개체에 대한 기초 조사항목으로는 산유

량, 체중, 연령, 산차, 분만 후 비유일수, 일

일평균 배합사료 섭취량, 반추시간 등 이었

으며, AMS와 관련된 조사항목으로는 일일평

균착유횟수, AMS에 의한 일일평균 착유 거

부횟수, AMS에 머무는 시간, 착유에 소요되

는 시간, 유속 등이었다. 모든 조사항목은 각 

개체의 일일 산유량을 기준으로 5개 그룹(50
kg 이상, 49~40 kg, 39~30 kg, 29~20 kg, 19 
~10 kg)으로 나누어 연구를 실시하였다. 각 

개체의 항목별 조사는 7일간 진행하였으며, 
이에 대한 평균을 각 개체별 조사항목의 평

균값으로 활용하였다.
 
3. 통계분석

본 연구로 얻어진 결과에 대한 통계처리는 

SAS (Statistical Analysis System, 2000) package
를 이용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산유량에 

따른 5개 그룹과 AMS간의 상관관계 분석은 

GLM (General Linear Model)을 이용하여 분산

분석 (ANOVA)을 실시하였으며 유의한 차이

가 있는 항목에 대해서는 다중분석을 이용하

여 유의성 차이를 검증하였다 (P<0.05). 

결과 및 고찰 

산유량 수준별 5개 그룹으로 나누어진 젖

소의 유량, 체중, 연령, 산차, 분만후 비유일

수 등의 평균값은 Table 1에 나타내었다. 평

균유량은 50 kg 이상 그룹에서 55.12 kg/일,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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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Relationship analysis between milking levels and automatic milking system on 
daily milking number and rejected number by automatic milking system

Items Milking levels (kg/day)
Over 50 49~40 39~30 29~20 19~10 P-value

Daily milking number 3.85±0.09a 3.62±0.06a 3.11±0.66b 2.44±0.06c 1.95±0.08d <0.001
Rejected number by AMS 2.77±0.46 2.74±0.27 2.85±0.31 2.92±0.35 2.14±0.45 0.8280
Values are presented as mean ± SE. Values in the same column with different superscript are significantly 
different (p<0.05).

Table 1. Basic information of experimental cattle

Items
(mean)

Milking levels (kg/day)
Over 50 49~40 39~30 29~20 19~10 P-value

Milk yield  55.12±1.88e  44.01±0.32d  34.97±0.30c  25.22±0.27b  14.78±0.67a <0.001
Weight 693.09±15.42a 631.74±6.96b 613.33±7.83b 621.77±8.55b 688.52±15.98a <0.001

Age   4.33±0.56     3.88±0.24   3.41±0.18   3.58±0.18   4.29±0.41 0.1092
Parity   2.82±0.44   2.45±0.18   1.97±0.13   2.02±0.14   2.27±0.31 0.0819

Milking day 107.18±16.23d 152.41±9.04cd 199.11±12.06c 277.36±13.96b 377.93±38.64a <0.001
Values are presented as mean ± SE. Values in the same column with different superscript are significantly 
different (p<0.05).

40 kg 그룹에서 44.01 kg, 39~30 kg 그룹에서 

34.97 kg, 29~20 kg 그룹에서 25.22 kg, 그리고 

19~10 kg 그룹에서 14.78kg으로 유의성 있게 

나타났다(p<0.05) 연령은 최고 4.33년 (50 kg이

상)에서 최저 3.41년 (39~30 kg)로 조사되었으

나 통계적 유의성은 발견되지 않았다. 유량

별 산차 구성은 39~30 kg 그룹에서 1.97년로 

가장 어렸으며, 50 kg 이상 그룹에서 2.82년

로 가장 높았으나 통계적 유의성은 발견되지 

않았다. 분만 후 평균 비유일수는 산유량이 

높을수록 적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19~10 kg 
그룹에서 377.93일로 가장 높았으며, 29~20
kg 그룹 (277.36일), 39~30 kg 그룹 (199.11일), 
49 ~40 kg 그룹 (152.41일), 50 kg 이상 그룹

(107.18일) 순으로 유의성 있게 낮아졌다

(p<0.05). 체중은 유량 50 kg 이상과 19~10 kg 
그룹에서 각각 693.09 kg, 688.52 kg으로 나타

나 나머지 그룹(49~40 kg, 39~30 kg, 29~20 kg) 
보다 유의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p<0.05). 젖

소는 비유량을 기준으로 비유초기, 비유중기, 
비유말기로 구분된다. 비유초기는 비유량이 

가장 높고 반면에 비유말기에는 가장 낮다

(ARC, 1980). 본 연구에서 젖소의 산유량과 

착유일을 기준으로 50 kg 이상 및 49~40 kg 
그룹은 비유초기에 해당되며, 19~10 kg그룹은 

비유말기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Table 2는 일일 착유 횟수와 AMS에 의한 

착유거부 횟수를 유생산 수준을 기준으로 분

류하여 비교․분석 하였다. 일일 평균 착유 

횟수는 50 kg 이상 및 49~40 kg 그룹에서 각

각 3.85회, 3.62회로 조사되어 타 그룹보다 

착유 횟수가 유의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

다(p<0.05). 반면에 19~10 kg 그룹은 일일 평

균 착유횟수가 2회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국내 CMS 착유 농가의 일일 착

유횟수는 오전과 오후 2회 진행한다 (Ahn et 
al., 2006; Cho et al., 2009). 그러나 AMS를 

운용하는 농가의 경우, 산유량이 19~10 kg 그

룹을 제외한 모든 그룹에서 일일 2회 이상 

착유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산유

량이 30 kg 이상 넘어가면서 일일 착유횟수

가 3회 이상으로 증가하였다. 고능력우는 착

유횟수를 증가하면 유방이 받는 고통을 최소

화 함으로써 스트레스가 감소되고 유방염에 

걸릴 확률을 줄일 수 있다 (Han, 1994). 따라

서 AMS 농가에서 사육되는 젖소는 CMS 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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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Relationship analysis between milking levels and automatic milking system on 
residence time, milking time and flow rate of milking 

Items
(mean)

Milking levels (kg/day)
Over 50 49~40 39~30 29~20 19~10 P-value

Residence time at 
AMS(sec.) 429.00±13.53 386.76±13.60 382.27±11.48 375.29±9.34 351.79±19.68 0.1977

Milking time
(sec.) 347.72±20.36a 321.68±14.18a 311.96±12.33ab 294.69±9.68ab 262.47±21.60b 0.0495

Flow rate of 
milking (kg/min.)   2.69±0.17   2.68±0.09   2.53±0.11   2.39±0.11   2.19±0.22 0.2057

Values are presented as mean ± SE. Values in the same column with different superscript are significantly 
different (p<0.05).

가의 젖소보다 일일 평균 착유횟수가 높아 

유방염 등과 같은 착유횟수와 연관성이 높은 

질병을 예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아울러 AMS는 젖소가 스스로 원

할 때 착유를 하므로 인간이 설정한 착유시

간에만 착유가 가능한 CMS에 비하여 동물복

지에도 긍정적으로 작용 할 것으로 판단된

다. 한편 젖소가 너무 빈번하게 착유를 할 

경우 착유기 유두컵의 압력에 의하여 유두가 

손상될 가능성이 있고 지나치게 빈번한 착유

는 장비 운용 효율 또한 저하할 수 있다. 따

라서 이러한 문제를 예방하기 위하여 착유 

후 일정시간이 지나야 착유가 가능하도록 개

체별 착유 간격을 설정할 수 있다. 만약 젖소

가 착유 후 설정시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

서 AMS에 들어올 경우 착유를 거부하는데 

이를 ‘착유거부횟수’라 한다. 착유거부횟수가 

가장 많은 그룹은 29~20 kg 그룹 (2.92회/일)
이었고, 가장 낮은 그룹은 19~10 kg (2.14회/
일)이었으나 각 그룹 간 통계적 유의성은 발

견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AMS의 착유거부횟

수와 젖소의 유량은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Table 3은 유생산 수준별로 분류된 젖소가 

AMS에 머무는 평균시간, 착유시간 그리고 

유속을 나타내었다. AMS에 머무는 시간은 

착유 전 행위 (세척, 유두 형태검사, 유두컵 

장착 등), 착유, 사료섭취, 착유 후 행위 (유
두세척, 침지 등)를 수행하는 모든 시간을 포

함하였다. 50 kg 이상 그룹의 젖소는 평균 

429초, 49~40 kg 그룹은 386초, 39~30 kg 그룹

은 382초, 29~20 kg 그룹은 375초, 그리고 19~ 
10 kg 그룹은 351초를 AMS에 머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50 kg 이상 그룹이 가장 오래 머

물렀으나 통계적 유의성은 없어 유량과 AMS
에 머무는 시간 간의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

로 생각된다. 착유에 소요되는 시간은 50 kg
이상 및 49~40 kg 그룹에서 각각 347, 321초

로 타 그룹에 비하여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

으며, 19~10 kg 그룹은 262초가 소요되어 가

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p<0.05). 따라서 유

량과 AMS의 착유시간은 서로 상관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유속은 50 kg 이

상 그룹에서 2.69 kg/분으로 가장 높았고, 19~ 
10 kg 그룹에서 2.19 kg/분으로 가장 낮았으나 

통계적 유의성은 없었다. 안 등 (2005)의 보

고에 따르면, 1일 평균산유량이 25 kg인 홀스

타인 젖소의 CMS 평균 착유시간은 330초이

다. 반면에 본 연구에서 일일평균 산유량이 

29~20 kg인 젖소의 AMS 착유시간은 294초가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나 CMS에 비하여 AMS
의 착유시간이 다소 짧은 것으로 나타났는

데, 이는 CMS와 AMS의 일일 평균 착유횟수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CMS의 분당 비유

속도는 평균 2.21~2.83 kg이다 (Stewart et al., 
2002). 본 연구의 AMS의 분당 비유속도는 

최대 2.69 kg에서 최소 2.19 kg으로 나타나 

CMS와 차이가 없었다. 
유생산 수준별 젖소의 AMS내에서의 사료

섭취량과 반추시간은 Table 4에 나타내었다. 
사료섭취량은 각각 9.47 kg/일 (50 kg 이상), 8.08 
kg/일 (49~40 kg), 5.89 kg/일(39~30 kg), 3.65 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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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Relationship analysis between milking levels and automatic milking system on 
amount of feed intake and frequencies of rumination

Items Milking levels (kg/day)
Over 50 49∼40 39∼30 29∼20 19∼10 P-value

Amount of feed
  intake (kg/day)   9.47±0.52a   8.08±0.25b   5.89±0.24c   3.65±0.16d   2.64±0.30d <0.001

Frequencies of Rumination
  (min./day) 485.09±26.66a504.57±10.44a 472.76±12.10ab448.41±11.57ab 416.32±25.35b 0.0025

Values are presented as mean ± SE. Values in the same column with different superscript are significantly 
different (p<0.05).

일 (29~20 kg) 그리고 2.64 kg/일 (19~10 kg) 순

으로 조사되었으며, 유량이 높아짐과 동시에 

사료섭취량도 함께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p<0.05). 반추시간도 사료섭취량과 유량이 

높을수록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50 kg
이상 그룹에서 485.09분/일로 가장 높았고, 
19~10 kg 그룹은 416.32분/일으로 가장 낮았

다 (p<0.05). 일반적으로 비유량이 높은 젖소

는 낮은 개체에 비하여 더 많은 사료를 섭취

하여 에너지를 보충한다. 반추동물의 반추횟

수는 사료의 형태, 섭취량 등과 밀접한 연관

성이 있다 (Pearce, 1965; Gill et al., 1969; Bartley, 
1976). 지금까지 보고된 반추와 관련된 연구

결과는 주로 반추횟수를 기초로 보고되고 있

으나 본 연구에서 반추운동 측정을 시간으로 

측정하여 직접비교는 어려웠으나 산유량과 

사료섭취량 그리고 반추시간은 정의 상관관

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    론

본 연구는 AMS와 젖소의 산유량과 상관

관계를 분석하기 위하여 평균착유횟수, AMS
에 의한 착유거부 횟수, AMS에 머무는 시

간, 착유에 소요되는 시간, 유속 등을 비교·
분석하였다. 일일착유횟수는 산유량 50 kg 이

상 그룹과 49~40 kg그룹에서 각각 3.85회, 
3.62회 이었으나 가장 낮은 19~10 kg 그룹에

서는 1.95회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조사

되었다. 또한 착유에 소요되는 시간은 산유

량 50 kg 이상 그룹과 49~40 kg그룹에서 각각 

347, 321분, 19~10 kg 그룹은 262분이 소요되

어 유의적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반면에 AMS에 의한 착유거부 횟수, AMS에 

머무는 시간 그리고 유속 등은 유량과 AMS
간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

러 젖소의 유량은 사료섭취량과 반추시간에

도 영향을 주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를 종합해 보면 AMS는 특히 고

능력우를 주로 사육하는 농가에서 도입하였

을 때 더욱 효과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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