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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amied to determine the effect of species and seed mixture on productivity, botanical composition and forage quality 
in middle mountainous region (Geosan) pasture. Total seven experimental pastures (T1 : Orchardgrass, T2 : Timothy, T3 : Tall fescue, 
T4 : Perennial ryegrass, T5 : Kentucky bluegrass, T6 : Timothy + Orchardgrass + Tall fescue + Alfalfa, T7 : Timothy + Orchardgrass + 
Kentucky bluegrass + White clover) were established in autumn, 2014 and evaluated for productivity and agronomic characteristics 
for 2015. Plant heigh was high in Orchardgrass and Perennial ryegrass pasture. Dry matter (DM) content was high in Kentucky 
bluegrass. Botanical composition in 1st harvest was high in shrub, but the grass composition was high in 2nd and 3rd harvest. 
Fresh and DM yield were higher in Orchardgrass and Perennial ryegrass (p<0.05); whreras, Kentucky bluegrass was the lowest. In 
seed mixture pasture, yields of T6 plot (Tall fescue) were higher than those of T7 (Kentucky bluegrass). Average CP (crude 
protein) content of 2nd and 3rd cutting time was 16.91 and 14.79%, respectively and Kentucky blue grass was the highest in 3rd 
cutting time by 17.57%. IVDMD (in vitro dry matter digestibility) showed low in 1st cutting and Kentucky bluegrass was the 
lowest in every cutting time. TDN (total digestible nutrient) content was the highest in 3rd cutting and the lowest in 1st cutting. 
These results indicated that Orchardgrass, Perennial ryegrass and T6 are recommendable for productivity and Timothy, Perennial 
ryegrass and T7 are recommendable for forage quality 
(Key words : Productivity, Species, Mixture, Mountainous area, Forage quality) 

Ⅰ. 서    론

우리나라에서 가축 사양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

는 조사료는 답리작을 위주로 하는 사료작물과 초지에서의

목초로 구성된다. 정부의 다양한 조사료 생산기반확충 사

업에 힘입어 사료작물의 재배 및 이용은 날로 늘어나고 있

지만 목초를 활용한 초지의 이용이 점차 줄어들고 있는 실

정이다. 1990년에 약 90,000 ha의 초지가 있었지만 다양한

이유로 인해 현재는 37,000 ha 내외로 줄어들어 조사료에

있어서 초지의 비중이 점차 줄어들고 있다 (MAFRA, 2015a).

다행히 정부에서는 2014년부터 유휴 산지를 활용한 방목
축산을 통하여 동물복지와 농가 소득을 동시에 고려하고

환경친화적 축산물을 생산하는 축산 형태로 산지생태축산

을 추진하고 있다. 국토의 64%가 산지로서 산지 축산 개

발의 필요성이 강하게 대두되고 있으며 산림 중 초지조성

가능 면적이 661천ha 정도가 되어 지속가능한 축산업 육성
을 위한 산지축산의 도입이 필요한 시점에서 적절한 정책

이 추진된다고 판단된다 (MAFRA, 2015b). 본 사업에는 약
22개 농가가 시범농장으로 선정되어 다양한 전문가들의 컨
설팅이 진행되고 있으며 도출된 결과를 바탕으로 한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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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Soil chemical properties of experimental field

pH
(1:5)

OM
(%)

TN
(%)

Av. P2O5

(mg/kg)
Exchangeable cation (mg/kg) CEC

(cmol/kg)K Ca Mg Na

4.8 12.49 0.55 12.46 75.0 97.9 23.2 88.1 36.75

* OM : organic matter, TN : total nitrogen, CEC : cation-exchange capacity.

산지축산 모델을 구축하여 확산시키려는 전략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다. 또한 지속적으로 신규 초지조성 지원을 확
대하고 초지의 타목적 전용 최소화를 위해 관리를 강화하

기로 했다 (MAFRA, 2015b). 그러나 산지생태축산의 근간은
산지 초지를 바탕으로 하고 있어 시범 농가에 대한 초지

조성, 관리에 대한 기술 지원이 필요하나 관련 지식을 가진
전문가 pool이 부족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의 초지 연구는 1906년 농촌진흥청의 전신인 권
업모범장에서 호주로부터 개량목초 종자를 도입하여 시험

한 것이 시초라고 할 수 있다. 1969년 초지의 날이 제정되
고 본격적으로 초지 관련 연구가 추진된 바 있으나 체계적

이고 과학적인 연구는 1973년부터 추진된 한－독 초지연구
사업부터 이다 (Kim, 2014). 한－독 초지연구사업 (KGGRP, 
Korea-Germany Grassland Research Project)은 약 20년간 지
속되며 다양한 초지 연구 결과를 도출한 후 1993년도에 종
결되었다. 

1990년대까지 수행된 초지관련 연구결과는 신품종 개발

(Rim et al., 2003), 혼파조합 선발 (Kim et al., 2006; Sung 
et al., 2005; Yook and Jacob, 1989), 지형정지 (Lee et al., 
1998), 시비관리 (Park et al., 1988), 예취관리 (Seo et al., 
1988), 방목관리 (Kim et al., 1989) 등 다양한 결과가 발표
되었으며 최근에는 한국의 기후에 적합한 목초 종자의 육

성 (Lee et al., 2015)도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산지 초지
는 각 농가가 처한 기상, 토양, 경사도, 대상 가축 등 다양
한 요인들로 인해 표준 기술이 적용되기는 어려워 농가 상

황에 맞게 초종 및 관리방법 등이 선택되어야 한다. 따라
서 본 연구는 중부 산간지역에서 경영 중인 산지생태축산

시범목장에 적합한 목초 초종과 혼파조합의 생산성을 평가

하여 신규 초지의 조성 및 기존 초지의 갱신에 활용하기

위하여 수행되었다.  

Ⅱ. 재료 및 방법 

1. 시험초지의 조성

본 시험에 이용된 육산양 방목지는 충북 괴산면 사리면

수암리 산 80-1 (해발 520 m)에 위치한 하늘목장으로 약 30

년 전에 초지를 조성한 후 관리가 되지 않아 현재는 잡관

목이 우점한 상태이며 평균 경사도는 27%로 골짜기를 두

고 북서향의 경사가 심한 곳이다. 토양의 pH는 강산성이었
으며 유기물, 총질소 및 유효인산의 함량이 비교적 높은

편이었다. 2015년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주관하는 산지생태

축산 시범목장으로 선정되어 잡관목을 제거하고 목초를 파

종하여 초지를 갱신하려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현재는

주로 봄에 잡관목의 새순이 나오면 이를 채식하도록 하는

방목장이다

시험초지의 조성은 2014년 8월 30일 선점식생을 손으로
제거하고 친환경 인증 목장으로 선정되어 일체의 화학비료

를 시용하지 않았으며 ha당 2톤의 석회와 10톤의 유기질

비료 (유박)를 시용하였다. 초지 시험포는 T1 (오차드그라스, 
18 kg/ha), T2 (티머시, 12), T3 (톨페스큐, 18), T4 (페레니얼
라이그라스, 18), T5 (켄터키블루그라스, 10), T6 (티머시, 12 
+오차드그라스, 10 +톨페스큐, 10 +알팔파, 5) 및 T7 (티머
시, 15 +오차드그라스, 12 +켄터키블루그라스, 5 +화이트클
로버, 5) 등 7처리를 두고 시험포는 가로 2 m, 세로 10 m로
20 m2로 하였으며 조성된 초지는 2015년도부터 수확을 하

였다. 

2. 기상상황

시험기간 동안의 기상 (기온 및 강수량)은 Fig. 1에서 보
는 바와 같다. 기상청 관측지점은 괴산지역이 포함되어 있
지 않아 인근지역인 충주 지역의 자료를 제시하였다. 시험
초지는 해발고도가 높은 지역으로 충주지역에서 측정된 기

상보다는 기온이 더 낮은 점을 고려해야 한다. 8월 초지

조성 이후의 기상상황을 살펴보면 기온은 대체로 평년보다

높았으나 12월상∼중순 사이에 평년에 비해서 기온이 약

3℃ 정도 내려갔었다. 강수량은 평년에 비해 많은 편이었으
나 2015년 5월 초순∼6월 상순 사이에 강수량이 적어 가뭄
이 발생하였다. 

3. 시험 초지의 관리 및 생산성 조사

조성된 초지는 2015년 봄부터 생육특성 및 수량조사를



Kim et al. ; Grasses Productivity and Quality in Relation to Species and Seed Mixture 

－   －137

Fig. 1. Mean air temperature and amount of precipitation during the growing season of Chungju region from 
2014 to 2015.

실시하였다. 2015년도 5월에는 극심한 가뭄으로 인해 1차
수확을 지연하여 6월 24일에 하였으며 2차는 8월 11일 그
리고 3차는 10월 13일에 수확 하였다. 각각의 시험구에는

가로 20 cm, 세로 30 cm의 quadrat을 3개씩 설치하여 식생
및 수량조사에 활용하였다. 
매 수확시기에 quadrat내의 시료를 예취하여 65℃ 순환식
열풍건조기에서 72시간 건조한 후 건물함량을 조사하였고

생산성은 수확량에 건물함량을 생체중으로 식생비율을 조

사하였다.

4. 사료가치 분석

분석을 위한 시료는 수확당일 얻어진 시료를 65℃ 순환
식 송풍 건조기 내에서 72시간 이상 건조시킨 후 전기믹서
로 1차 분쇄 후 20 mesh mill로 다시 분쇄한 후 이중마개
가 있는 플라스틱 시료통에 넣고 직사광선이 들지 않는 곳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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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lland et al. (1990)에 의
거 ADF 함량으로 추정하여 계산하였다 (TDN % = 88.9－
(0.79 × ADF %)). 또한 RFV (relative feed value)는 ADF 함
량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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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
출하였다 (RFV = (% DDM × % DMI) / 1.29). In vitro 건물
소화율 (IVDMD)는 Tilley 및 Terry법 (1963)을 Moore (1970)
가 수정한 방법을 사용하였다. 시험에 쓰인 위액은 평소

조사료를 자유채식 한 한우에서 아침사료를 급여하기 전에

채취하여 이용하였다. 

5. 통계처리

통계처리는 SAS Package program (Ver. 6.12)을 이용하여
분산분석을 실시하였고, 처리 평균간 비교는 최소 유의차

검정 (LSD)을 이용하였다.

Ⅲ. 결과 및 고찰

1. 생육특성

  처리별 초지의 초장 및 건물함량의 변화는 Table 2에서
보는 바와 같다. 초장은 1차 수확시 T3구 (톨 페스큐)와 T5
구 (켄터키블루그라스)에서 낮게 나타났고 (p<0.05), 2차 수

확시는 T1구 (오차드그라스)가 가장 컸으며 혼파초지 (T6 
및 T7)에서 높은 경향을 보였다. 3차 수확시는 T2구 (티머
시)와 T5구 (켄터키블루그라스)의 초장이 유의적으로 짧았

으며 T1구 (오차드그라스)가 가장 길었다. 
건물함량은 3차 수확시가 26.9%로 낮았으며 1차와 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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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Plant height and dry matter(DM) content in relation to species and seed mixture

Treatment
Plant height (cm) DM content (%)

1st cut 2nd cut 3rd cut 1st cut 2nd cut 3rd cut
T1 42.2 76.2 56.0 31.7 31.2 26.6
T2 44.8 45.7 25.1 31.1 31.0 26.8
T3 33.4 58.5 49.5 34.1 30.6 23.4
T4 47.7 56.5 47.0 28.8 25.4 23.2
T5 22.9 45.3 22.7 39.3 42.2 34.9
T6 44.5 66.3 36.4 28.6 31.2 26.7
T7 44.4 61.5 42.5 30.6 32.8 26.8

Average
LDS (0.05)

40.0
3.92

58.6
4.90

39.9
4.57

32.0
2.39

32.1
1.79

26.9
1.93

* T1 : Orchardgrass, T2 : Timothy, T3 : Tall fescue, T4 : Perennial ryegrass, T5 : Kentucky bluegrass, T6 : Timothy + Orchardgrass + 
Tall fescue + Alfalfa), T7 : Timothy + Orchardgrass + Kentucky bluegrass + White clover).

 

G : Grasses, W : Weeds, S : Shrubs
* T1 : Orchardgrass, T2 : Timothy, T3 : Tall fescue, T4 : Perennial ryegrass, T5 : Kentucky bluegrass, T6 : Timothy + Orchardgrass + 

Tall fescue + Alfalfa), T7 : Timothy + Orchardgrass + Kentucky bluegrass + White clover). 

Fig. 2. Botanical composition in relation to species and seed mixture.

수확시 32% 내외로 나타났다. 매 수확시기마다 T4구 (페레
니얼라이그라스) 초지의 건물함량이 낮은 경향을 보였으며
T5구 (켄터키블루그라스)가 높았는데 (p<0.05) 이는 켄터키

블루그라스의 초종 특성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2. 식생 변화

본 시험 초지는 잡관목이 우점한 곳을 제초제로 처리하

지 않고 손으로 제거하였기에 초기에 재생된 잡관목의 비

율이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2차 수확시부터는 목초가 우

점하여 잡관목의 비율이 낮아졌으며 그 빈 틈에는 잡초가

발생하였다. 3차 수확시는 잡초의 비율이 2차보다는 약간

줄어들어 목초비율이 더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으나 전체적

인 경향치는 비슷하였다. 
식생 변화는 1차 수확시 T3 (톨페스큐)와 T4 (페레니얼라
이그라스)구에서 낮았으나 2차 수확에서 T3 (톨페스큐)는
회복을 하였으나 T4 (페레니얼라이그라스)는 3차 수확시까

지 목초의 식생비율이 낮게 나타났다. 또한 혼파 초지에서

두과의 비율이 점차 줄어들었는데 산지 초지에서 두과의 비

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Sung et al. (2005)은 대관령지역에서 수행한 혼파조합 시
험에서 연차 간에 지속적으로 오차드그라스의 비율이 높게

유지되었는데 오차드그라스는 초기 생육이 빠른 특성으로

정착개체수가 높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또한 주요 화본과

목초의 우점도나 피복도의 차이를 조사한 결과 오차드그라

스>스무스브룸그라스>페레니얼라이그라스 순으로 나타났
으며 일반 초지에서 오차드그라스의 식생비율이 높음을 설

명하고 있다. 본 시험에서도 오차드그라스 초지에서는 목

초의 비율이 높게 유지되었다.

3. 수량 변화

생초수량은 전체적으로 T4 (페레니얼라이그라스)구에서
가장 높았으며 T1 (오차드그라스)구와 T6 (톨페스큐 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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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Fresh and dry matter yield in relation to species and seed mixture

Treatment
Fresh yield (kg/ha) DM yield (kg/ha)

1st cut 2nd cut 3rd cut Total 1st cut 2nd cut 3rd cut Total
T1 8,153 14,167 7,333 29,653 2,586 4,379 1,952 8,917
T2 7,547  8,500 4,833 20,881 2,350 2,623 1,291 6,264
T3 3,769  7,833 9,667 21,269 1,286 2,393 2,269 5,948
T4 9,613 11,833 9,667 31,113 2,718 3,008 2,221 7,947
T5 4,268  5,333 5,067 14,668 1,678 2,234 1,770 5,682
T6 9,960 10,167 5,867 25,993 2,847 3,157 1,584 7,588
T7 7,694  8,333 6,667 22,694 2,358 2,732 1,663 6,753

Mean
LSD(0.05)

7,286
3,565

 9,452
 3,471

7,014
3,316

23,753
 6,287

2,260
NS

2,932
 934

1,821
NS

7,014
1,803

* T1 : Orchardgrass, T2 : Timothy, T3 : Tall fescue, T4 : Perennial ryegrass, T5 : Kentucky bluegrass, T6 : Timothy + Orchardgrass + 
Tall fescue + Alfalfa), T7 : Timothy + Orchardgrass + Kentucky bluegrass + White clover). 

* NS : not significant.

에서 높게 나타났다 (p<0.05). 본 시험지역은 중부지역 중산
간 지역으로 티머시 및 톨페스큐가 잘 자랄 것으로 예상되

었지만 결과적으로는 오차드그라스와 페레니얼라이그라스

가 더 잘 자라는 것으로 나타났다. 
Kim et al. (1991)은 고랭지에서 예취용으로 다양한 혼파
조합을 평가하였으나 페레니얼라이그라스는 월동에 약하여

혼파조합으로 부적합하다고 하였다. 본 시험이 수행된 지

역은 대관령보다는 겨울철 기온이 높은 지역이어서 페레니

얼라이그라스의 생육이 양호했던 것으로 보여진다.
한편 전체적으로 2차 수확시에 생초수량이 9,452 kg/ha로
서 가장 높았으며 3차 수확시 가장 낮았다. 초종별로 보면
대부분의 목초는 2차 예취 이후 수량이 감소되는 경향을

보였으나 톨페스큐는 생초수량이 높아져 조성 3년차에서는
톨페스큐의 수량이 더 높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건물수량도 생초수량과 비슷한 경향을 보여 오차드그라

스와 페레니얼라이그라스에서 각각 8,917 kg/ha 및 7,947 
kg/ha로 높은 수량을 나타내었으나 (p<0.05) 전체적으로는
봄철의 가뭄 영향으로 다소 낮은 수량을 나타내었다. Sung 
et al. (2005)은 대관령 지역에서 티머시 위주의 혼파조합에
서 수량이 높은 결과를 보였다고 하였는데 이는 오차드그

라스와 티머시의 비율이 높은 것에 기인한다고 하였다. 또
한 연차간 건물수량은 2~3년차에서 더 높은 수량을 나타내
었으며 1년차는 5,952~6,798 kg/ha로 타나났다고 하였는데

본 시험은 대관령 지역의 연구보다 더 높은 수량을 보여주

었다. Kim et al. (2006)도 남원 운봉에서 수행한 혼파조합

평가 시험에서 오차드그라스 및 페레니얼라이그라스 위주

초지가 티머시 위주의 혼파조합 초지보다 생산성이 더 높

게 나타났다고 하였으며 연차간에는 2년차에 수량이 더 높
게 나타났다고 하였다. Kim and Kim (1975)은 페레니얼라

이그라스 혼파초지에서 예취빈도가 높을수록 재생이 빠르

고 식생비율이 안정적으로 유지된다고 하여 페레니얼라이

그라스의 우수성을 보고한 바 있다. 

4. 사료가치 변화

조단백질 함량은 1차 수확시에 가뭄으로 예취가 지연되

어 평균 11.98%로 낮게 나타났으나 2차 및 3차는 16.91 및
14.79%로 양질의 조사료로 평가되었다. 특히 2차 수확시

티머시, 톨페스큐, 페레니얼라이그라스는 17.46∼18.81%의
높은 조단백질 함량을 보여주었다. 또한 3차 수확시 켄터

키블루그라스는 17.57%로 가장 높았다. 
In vitro 건물 소화율은 1차에서는 낮았으나 2차 및 3차
에서는 비슷하게 높은 수준을 유지하였다. 특히 켄터키블

루그라스는 매 수확시기에서 가장 낮은 IVDMD 함량을 보
여주었다. 혼파조합간에는 수확시기에 따라 IVDMD 함량
의 차이는 크지 않았다. TDN 함량은 3차 수확시 평균

64.1로 가장 높았으며 1차 수확에서 59.3으로 낮게 나타났
다. 혼파조합간에는 T7 처리에서 약간 높은 경향을 보여주
었다. 전체적으로 사료가치가 혼파조합에서 높지 않은 것

에는 다양한 요인이 있겠지만 두과의 식생비율이 낮아 단

파에 비해 사료가치가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수확시기 간에는 3차 수확시 사료가치가 가장 우수한 것
으로 나타났으며 1차 수확시 가장 낮았다. 계절적으로 사

료가치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지만 본 시험에서는 봄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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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Crude protein (CP), acid detergent fiber (ADF), neutral detergent fiber (NDF), in vitro dry matter 
digestibility (IVDMD), total digestible nutrient (TDN) and relative feed value (RFV) in relation to species 
and seed mixture

Treatment
CP (%) ADF (%) NDF (%) IVDMD (%) TDN (%) RFV

1st

cut
2nd

cut
3rd

cut
1st

cut
2nd

cut
3rd

cut
1st

cut
2nd

cut
3rd

cut
1st

cut
2nd

cut
3rd

cut
1st

cut
2nd

cut
3rd

cut
1st

cut
2nd

cut
3rd

cut
T1 11.05 16.60 14.03 36.85 37.37 35.90 56.07 59.82 56.04 70.15 75.21 76.02 59.79 59.4 60.5 100  93 101
T2 14.56 17.46 15.65 35.69 35.73 30.16 53.35 56.22 49.09 77.70 78.48 83.49 60.70 60.7 65.1 107 101 124
T3 12.93 18.61 16.35 37.53 31.97 29.19 61.61 56.19 55.03 62.49 79.47 77.90 59.26 63.6 65.8  90 106 112
T4 10.53 18.45 14.16 39.02 30.77 27.09 58.54 51.30 45.80 68.43 85.64 86.80 58.05 64.6 67.5  93 118 138
T5 10.84 16.68 17.57 36.78 32.78 32.28 59.67 56.33 54.23 60.12 73.67 69.22 59.84 63.0 63.4  94 105 109
T6 12.47 16.08 13.04 40.62 38.88 32.83 57.43 58.48 50.74 76.19 77.82 80.52 56.81 58.2 63.0  93  93 116
T7 11.51 14.47 12.74 36.24 36.56 32.24 54.53 56.34 48.77 77.71 79.88 75.61 60.27 60.0 63.4 104 100 122

Mean 11.98 16.91 14.79 37.53 34.87 31.38 57.31 56.38 51.39 70.40 78.60 78.51 59.25 61.4 64.1  97 102 117

* T1 : Orchardgrass, T2 : Timothy, T3 : Tall fescue, T4 : Perennial ryegrass, T5 : Kentucky bluegrass, T6 : Timothy + Orchardgrass + 
Tall fescue + Alfalfa), T7 : Timothy + Orchardgrass + Kentucky bluegrass + White clover).

 

차 수확이 지연됨으로 인해 목질화가 진행되어 사료가치가

낮아진 것으로 판단되며 티머시, 페레니얼라이그라스 및

T7 (티머시위주)에서 높게 나타났다. 또한 티머시와 페레니
얼라이그라스 단파 초지의 사료가치가 가장 우수하였으며

오차드그라스와 켄터키블루그라스는 상대적으로 낮은 품질

을 보였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생산성 면에서는 오차드
그라스 및 페레니얼라이그라스 단파 초지 그리고 T6 혼파
조합이 우수하나 사료가치적 측면에서는 티머시 및 페레니

얼라이그라스 단파 그리고 T7 혼파조합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초지에 대한 평가는 경년적인 수량변화

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에 평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Ⅳ. 요    약

본 시험은 중부 산간지 (충북 괴산, 해발 520 m)에서 초

종 및 혼파조합에 따른 신규조성 초지의 생산성 변화를 평

가하기 위하여 수행하였다. 총 7개의 처리 (T1 :오차드그라
스, T2 :티머시, T3 :톨페스큐, T4 :페레니얼라이그라스, T5 
:켄터키블루그라스, T6 :티머시, 12 +오차드그라스, 10 +톨
페스큐, 10 +알팔파, 5, 및 T7 :티머시, 15 +오차드그라스, 
12 +켄터키블루그라스, 5 +화이트클로버, 5)를 두고 2014
년 가을에 조성하여 2015년 1년동안 수량 및 생육특성을

조사하였다. 초장은 오차드그라스와 페레니얼라이그라스에

서 컸으며 건물함량은 켄터키블루그라스에서 높게 나타났

다. 식생은 1차 수확시 잡관목의 비율이 높았으나 2차 및

3차에서는 목초의 비율이 높았다. 또한 페레니얼라이그라

스는 2차 및 3차 수확시 잡초의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
다. 생초 및 건물수량은 오차드그라스와 페레니얼라이그라
스 단파 초지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p<0.05) 켄터키블루그
라스에서 가장 낮았다. 혼파초지는 톨페스큐 위주 초지가

켄터키블루그라스 위주 혼파초지보다 더 높았으나 통계적

유의성은 없었다 (p<0.05). 조단백질 함량은 2차 및 3차 수
확시는 16.91 및 14.79%로 높았으며, 2차 수확시 티머시, 
톨페스큐, 페레니얼라이그라스는 17.46~18.81%의 높은 조

단백질 함량을 보여주었다. 3차 수확시 켄터키블루그라스

는 17.57%로 가장 높았다. In vitro 건물 소화율은 1차에서
는 낮았으나 2차 및 3차에서는 비슷하게 높은 수준을 유지
하였고 켄터키블루그라스는 매 수확시기에서 가장 낮은

IVDMD 함량을 보여주었다. TDN 함량은 3차 수확시 가장
높았으며 1차 수확에서 낮게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사료가
치에 있어서 3차 수확시 가장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1
차 수확시 가장 낮았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생
산성 면에서는 오차드그라스 및 페레니얼라이그라스 단파

초지 그리고 T6 혼파조합이 우수하였고 사료가치적 측면에
서는 티머시 및 페레니얼라이그라스 단파 그리고 T7 혼파
조합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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