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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was conducted to predict the energy requirements for maintenance and growth of female Korean black goats during their 
growth and pregnancy phases. Fifty female goats (18.7±0.27 kg) in their growth phase with an average age of 5 months were stratified 
by weight and randomly assigned into 5 groups. They were fed 5 diets varying in metabolic energy (ME) [2.32 (G1), 2.49 (G2), 2.74 
(G3), 2.99 (G4), and 3.24 (G5) Mcal/kg] until they were 9-month-old. After natural breeding, 50 female goats (30.7±0.59 kg) were 
stratified by weight and randomly assigned into 5 groups. They were fed 5 diets varying in ME [2.32 (P1), 2.43 (P2), 2.55 (P3), 2.66 
(P4), and 2.78 (P5) Mcal/kg]. The average feed intake ranged between 1.5 and 2.0% of the body weight (BW), and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he treatment groups with goats in growth or pregnancy phases. Average daily gain (ADG) in diet 
demand during the growth phase increased with an increasing ME density and ranged from 46 to 69 g/d (p<0.01). Feed conversion 
ratio (FCR) improved with the ME density during the growth phase (p<0.01). The intercept of the regression equation between ME 
intake and ADG indicated that energy requirement for maintenance of goats during growth and pregnancy phases was 103.53 

kcal/BW0.75 and 102.7 kcal/BW0.75, respectively. These results may serve as a basis for the establishment of goat feeding standards in 
Korea. Further studies are required to assess the nutrient requirement of goats using various methods for improving accura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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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가축의 성장은 선천적인 유전적 능력과 더불어 사양관리와 같은 

환경적 요인도 매우 중요하다 (Crouse et al., 1989; Hermesmeyer et 

al., 2000). 특히 사양관리의 경우 품종, 성별, 성장단계, 사육

목적 등에 따른 최적의 영양조건을 맞춰주는 것은 생산성과 

소득을 향상시키기 위해 중요하다 (Choi et al., 2005). 한국의 

가축사양표준은 지금까지 소, 돼지, 가금, 젖소 등 4대 주요 

축종에 대해서만 제·개정이 이루어져 왔다. 

최근 국내 흑염소의 소비형태 변화와 함께 염소 산업의 규

모가 급격히 확대되면서 국내 실정에 맞는 염소 사양표준에 

대한 제정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Hwangbo et al., 2015; Yoon 

et al., 2017). 염소의 경우 채식습성, 반추위 산도 및 조사료 소

화능력에서 다른 반추가축과 차이가 있기 때문에 미국과 영국 

등 다른 나라에서는 염소에 대한 사양표준도 제정하고 있다. 

가축의 사양표준을 제정하기 위해서는 해당 가축의 성장단

계 설정 및 단백질, 에너지, 광물질 등의 적정 요구량 제시가 필

요하다. 가축이 생명현상 유지를 위해 쓰는 영양소의 양을 유지

에너지 요구량이라고 한다. 특히 유지에너지의 경우 가축이 섭

취한 에너지의 50~70%가 쓰이기 때문에 생산을 위해 유지에너

지 요구량을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며 (Derno et al., 2005; Seol 

et al., 2011), 적정 에너지의 공급은 번식장애, 난임, 난산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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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식문제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Almeida et al., 2015).

가축의 영양소 요구량을 결정하기 위한 실험방법으로는 호

흡 칼로리미터를 이용한 대사실험, 비교도축법 및 에너지 균형

법 등이 주로 이용되고 있다 (Geay, 1984; Beever et al., 1988). 

최근에는 특수한 설비나 도축 없이 일당증체량과 간접적으로 

축적된 에너지와의 상관관계를 이용한 회귀식 추정방법도 많

이 이용되고 있다 (Onwuka and Akinsoyinu, 1989; Luo et al., 

2004). 그러나 국내에서는 비육용 흑염소를 대상으로 사료 내 

에너지 수준을 제시하는 연구만 일부 수행되었고 (Choi et al., 

2007; Kim et al., 2012; Kim et al., 2013), 염소의 유지와 증체

를 위한 에너지요구량을 설정하는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다.

우리나라 재래흑염소의 경우 외래종에 비해 성장속도가 느

리고 산육량이 현저히 낮기 때문에 국내 염소농가에서는 키

코, 보어, 자아넨, 알파인, 누비안종 등 외래종과의 교잡을 통

한 교잡종(개량종)을 주로 사육하고 있다 (RDA, 2014). 하지

만 계획적인 교배가 아니기 때문에 품종의 균일도가 낮고 대

표품종 설정에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회귀식 추정

방법을 이용하여 국내 교잡종(개량종) 번식 흑염소의 유지와 

성장을 위한 에너지요구량을 추정하고자 하였다. 

Ⅱ. 재료 및 방법

1. 공시가축 및 실험설계

본 실험은 국내 흑염소의 유지에너지 요구량을 추정하기 위

한 실험으로 육성기와 임신기로 실험기간을 구분하여 진행하였

다. 실험에 사용된 공시축은 성장속도 및 산육량 향상을 위해 

재래종과 외래종을 교잡한 5개월령 암컷 (재래종 × 보어 × 자

아넨) 흑염소 50두를 이용하여 전라북도 남원시에 위치한 흑염

소 농장에서 사양실험을 수행하였다. 사료의 대사에너지 수준

은 NRC(2007)의 재래종 유지에너지 요구량 자료를 참고하였으

며, 각 실험기간별로 육성기에는 –7 ~ 30%, 임신기에는 0 ~ 

20%의 범위 내에서 설정하였다. 에너지 수준은 조단백질과 조

섬유가 거의 함유되어 있지 않아 다른 성분에 영향을 주지 않

으면서 조지방 함량이 높아 에너지 수준을 조절할 수 있는 고

에너지 첨가제(유락)를 이용하여 조정하였다(Table 1). 실험축

은 개체별 급이 시스템이 설치된 축사에서 1일 2회(08:00, 

17:00) 균일한 양의 사료를 급여하였으며, 물과 미네랄 블록은 

자유채식토록 하였다. 사료급여량은 전량섭취를 유도하기 위하

여 육성기와 임신기 모두 체중의 1.8%로 설정하였다. 

번식용 흑염소의 육성기 에너지요구량을 추정하기 위하여 

5개월령 교잡종 암컷 흑염소 50두(평균체중 : 18.7 ± 0.27 kg)

를 공시하여 급여 사료의 대사에너지수준에 따라 2.32(G1), 

2.49(G2), 2.74(G3), 2.99(G4) 및 3.24(G5) Mcal/kg의 5개의 처

리구에 처리구 당 10두씩 완전임의배치 하였다. 실험은 2016

년 5월부터 9월까지 4개월간 수행하였으며, 육성기 실험사료

는 조단백질 함량이 15% 수준인 육성염소용 TMR 사료를 이

용하였다(Table 1). 

임신기 유지에너지 요구량을 추정하기 위하여 9개월령 교

잡종 암컷 흑염소 (재래종 × 보어 × 자아넨) 50두(평균체중 

: 30.7 ± 0.59 kg)를 공시하여 자연종부를 실시하였다. 공시축

은 급여 사료의 대사에너지 수준에 따라 2.32(P1), 2.43(P2), 

2.55(P3), 2.66(P4) 및 2.78(P5) Mcal/kg의 총 5개의 처리구에 

처리구당 10두씩 완전임의배치 하였다. 실험은 임신중기 시

점인 2017년 1월부터 4월까지 총 3개월간 수행하였으며, 실

험에 공시된 사료는 조단백질 함량이 13% 수준인 번식염소

용 TMR 사료를 이용하였다(Table 1).

2. 체중, 사료섭취량 및 번식성적 조사

회귀분석을 위하여 체중과 사료섭취량을 조사하였다. 체중

은 실험 개시일에 측정한 체중을 개시체중으로 하여 실험 종

료시까지 14일 간격으로 오전사료 급여 전에 측정하였다. 사

Item
Growing phase1 Pregnancy phase2 Energy 

AdditivesG1 G2 G3 G4 G5 P1 P2 P3 P4 P5

Dry matter, % 88.6 88.5 88.4 88.3 88.2 89.8 89.8 89.7 89.7 89.6 96.4

Crude protein, % 15.8 15.8 15.8 15.8 15.9 13.7 13.7 13.7 13.7 13.7 0.12

Ether extract, % 3.08 5.73 9.50 13.3 17.1 3.98 5.16 6.36 7.54 8.73 96.4

Crude fiber, % 7.65 8.00 8.51 9.02 9.53 6.84 7.00 7.16 7.32 7.48 -

Ash, % 16.6 16.6 16.7 16.7 16.7 18.6 18.6 18.6 18.6 18.6 12.7

Acid detergent fiber, % 20.3 20.4 20.4 20.4 20.4 21.5 21.5 21.5 21.6 21.6 -

Neutral detergent fiber, % 42.7 42.7 42.8 42.9 42.9 41.9 42.0 42.0 42.0 42.0 -
1 G1=2.32Mcal/kg; G2=2.49Mcal/kg; G3=2.74Mcal/kg; G4=2.99Mcal/kg; G5=3.24Mcal/kg
2 P1=2.32Mcal/kg; P2=2.43Mcal/kg; P3=2.55Mcal/kg; P4=2.66Mcal/kg; P5=2.78Mcal/kg

Table 1. Chemical composition of experiment diets (DM ba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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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섭취량은 연구목적 상 급여사료의 전량섭취를 유도하였기 

때문에 섭취 중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약간의 손실을 제외하

고는 모두 섭취되었으며, 대사에너지 섭취량은 사료급여량을 

이용하여 조사하였다. 번식성적은 임신기 공시축 50두를 대

상으로 처리구별로 총 산자수, 분만율, 분만형태 및 자축 흑

염소의 생시체중을 조사하였다.

3. 일반성분 분석

실험사료의 사료가치 평가를 위해 공시 시료는 각 실험기

간 중 2회 수집하였고 각 실험사료의 일반성분은 Table 1과 

같다. 시료의 조단백질, 조섬유, 조지방 및 조회분 함량에 대

한 분석은 AOAC (AOAC, 1990) 법에 준하여 실시하였고 중

성세제섬유소(NDF)와 산성세제섬유소(ADF)의 함량은 Van 

Soest (1991)의 방법에 따라 분석하였다. 

4. 통계분석

본 실험에서 조사된 결과에 대한 유의성 검증은 SAS program 

(ver. 9.4, SAS Institute, Cary, NC, USA)의 GLM(General Linear 

Model)을 이용하여 분산분석을 하였으며, 처리구의 평균 간 

비교는 Duncan (1955)의 다중검정법을 통해 유의차를 5% 수

준에서 분석하였다.

유지에너지 요구량을 추정하기 위해서 일당증체량과 에너

지 섭취량 데이터를 이용하였으며, 회귀분석에 따른 편차를 

줄이기 위해 대사체중을 이용하여 보정하였다. 유지에너지 

요구량은 일당증체량과 에너지 섭취량을 기준으로 SAS REG 

procedure(Ver. 9.4, SAS Institute, Cary, NC, USA)를 이용하

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증체량이 0이 되는 X축 절편값

을 이용하여 설정하였다. 

Ⅲ. 결과 및 고찰

1. 섭취량 및 증체량

번식용 흑염소의 육성기와 임신기 사료섭취량과 성장률을 

조사한 결과는 각각 Table 2와 Table 3에 나타내었다. 군집사

육의 경우 정확한 영양소섭취량(건물 및 에너지)의 측정이 어

렵기 때문에 본 실험에서는 사료의 전량 섭취를 유도하여 섭

취량에 따른 편차를 최소화 하였다. 본 실험에서 염소의 사료 

급여량은 체중의 1.8%로 설정하였는데, 이는 염소의 건물섭

Item G1 G2 G3 G4 G5 SEM P-Value

Initial body weight, kg 18.6 18.7 18.3 18.9 18.3 0.437 0.994

Final body weight, kg 24.0 24.1 25.3 26.8 24.6 0.584 0.535

Average daily gain, g/day 46.4b 47.1b 60.0ab 68.5a 53.6ab 2.54 0.020

Dry matter intake, DM g/day 414 423 414 432 403 4.75 0.421

Metabolizable energy intake, Kcal/day 973c 1070b 1152b 1310a 1327a 25.3 <.0001

Feed conversion ratio

   DMI/ADG, g/g 9.40ab 9.67a 7.08ab 6.53b 9.93ab 0.443 0.060
a-c Means with different superscript letter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P<0..05)
1 G1=2.32Mcal/kg; G2=2.49Mcal/kg; G3=2.74Mcal/kg; G4=2.99Mcal/kg; G5=3.24Mcal/kg

Table 2. Effect of dietary energy level on body weight and feed intake of female goats in growing phase1

Item P1 P2 P3 P4 P5 SEM P-Value

Initial body weight, kg 30.0 30.1 31.2 31.1 31.0 0.698 0.975

Final body weight, kg 37.2 40.2 41.0 42.0 42.4 0.786 0.733

Average daily gain, g/day 153b 169ab 164ab 182ab 189a 5.17 0.189

Dry matter intake, DM g/day 582 582 607 607 642 8.94 0.204

Metabolizable energy intake, Kcal/day 1591c 1627bc 1732bc 1767ab 1904a 33.2 0.007

Feed conversion ratio

   DMI/ADG, g/g 3.84 3.50 3.79 3.48 3.46 0.103 0.666
a-c Means with different superscript letter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P<0..05)
1 P1=2.32Mcal/kg; P2=2.43Mcal/kg; P3=2.55Mcal/kg; P4=2.66Mcal/kg; P5=2.78Mcal/kg

Table 3. Effect of dietary energy level on body weight and feed intake of female goats in pregnancy phas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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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량은 체중의 1.47~3.65%라는 이전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하

였다 (Devendra and Burns, 1983; Ranjhan, 2001). 

본 실험에서 번식용 흑염소의 육성기와 임신기의 건물섭취

량은 처리구간 유의적인 차이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염

소의 사료섭취량은 체중, 나이, 사료의 종류 및 입자의 크기, 

에너지 밀도 등 다양한 요소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ARC, 1980; 

Mahgoub et al., 2000). 본 실험의 경우 같은 종류의 TMR 사료

를 이용하여 체중의 1.8%로 제한 급여하였기 때문에 처리구간 

건물섭취량의 유의적 차이가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실험기간 동안 일당증체량은 육성기에는 46~69g, 임신기

에는 150~190g으로 에너지 수준이 증가할수록 높게 나타났

으며, 사료의 에너지 수준이 2.6~3.0 Mcal/kg의 범위에서 가

장 높게 나타났다. 이전 연구에서 흑염소에서 에너지수준이 

2.0~3.0 Mcal/kg 범위일 때 일당증체량은 59.8~81.8g 범위로 

에너지 수준이 증가함에 따라 증체량이 높아진다고 하였으며 

(Ahn et al., 1990; Choi et al., 2007), Shahjalal et al.(1992)은 

사료의 ME 수준을 2.4~2.9 Mcal/Kg으로 하여 Angora 염소에

게 급여한 결과 에너지 수준이 증가할수록 일당증체량이 높

아졌다고 하였다. Ivey et al.(2000)은 Spanish 염소에게 급여

한 결과 에너지 수준이 가장 높은 2.79 Mcal/kg 수준에서 가

장 높은 일당증체량을 나타냈다고 하여 본 실험의 결과와 유

사하였다. 일당증체량의 경우 일반적으로 사료섭취량과 에너

지, 단백질 급여 수준 및 에너지 밀도 등에 영향을 받는다. 동

일 사양 조건에서는 섭취한 사료의 종류와 가공방법 등에 의

해서도 영향을 받는다고 알려져 있다 (Butterfield, 1988). 본 

실험의 경우 같은 사양 조건에서 에너지 수준만을 달리한 사

료를 이용하였기 때문에 사료섭취량과 에너지 섭취 수준이 

일당증체량에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사료된다.

본 실험에서 사료의 에너지 수준이 3.24 Mcal/kg인 G5 처리

구에서는 사료섭취량과 일당증체량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가축에서 에너지 섭취량의 증가는 체내 지방축적에 영향을 주

며, 지방세포를 통해 섭취량에도 영향을 준다고 알려져 있다 

(Carstens et al., 1991). 이전 연구에서 Lu and Potchoiba(1990)는 

육성기 알파인과 누비안 염소에게 에너지 수준이 3.0 Mcal/kg 

이상인 사료를 급여하였을 때 섭취량과 증체량이 감소한다고 

보고하였으며, Kusina et al.(1991)은 면양에서 2.9 Mcal/kg 이

상의 고에너지 사료를 급여하였을 때 섭취량과 증체량을 감소

시킨다고 하였다. 본 연구결과 국내 개량종 암컷 흑염소의 사

료 내 적정 에너지 수준은 육성기와 임신기 모두 2.7~2.9 

Mcal/kg의 범위이며 사료의 에너지 수준이 3.0 Mcal/kg 이상

이면 섭취량과 증체량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사료요구율은 육성기에는 6.5~9.7의 범위로 에너지 수준이 

높을수록 개선되는 경향을 나타내었고 에너지 수준에서 더 효

율적인 성장률을 보여준다는 이전의 연구결과와 일치하였다

(Choi et al., 2000; Hossain et al., 2003). 임신기의 경우 3.5~3.8

의 범위로 에너지 수준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조사

되었다.

2. 에너지 급여수준에 따른 번식성적

에너지 수준에 따른 번식성적 조사 결과는 Table 4에 나타

내었다. 에너지 수준이 낮은 P1과 P2 처리구에 비해 에너지 

수준이 높은 다른 처리구에서는 분만율이 낮게 나타났으나 

산자수의 경우 에너지 수준이 증가함에 따라 향상되는 경향

을 보였다. 자축의 생시체중은 에너지 수준이 높을수록 향상

되는 경향을 보였으나, 유의성은 없었다. Kusina et al.(2001)

은 짐바브웨 재래종 염소에서 저에너지(0.27 MJ ME/BW0.75)

와 고에너지(1.06 MJ ME/BW0.75)보다 보통의 에너지 수준

Item
Treatment2

P1 P2 P3 P4 P5

Number of goat, head 10 10 10 10 10

Litter size, head 1.5 1.9 1.6 1.9 1.8

Delivering rate, % 100 100 70 80 80

Birth type, %

   Single 50 40 30 10 30

   Twin 50 30 40 70 40

   Triplet - 30 - - 10

Birth weight, kg1 2.98±0.44 3.14±0.25 3.10±0.47 3.14±0.42 3.20±0.36
1 Data are expressed as means±SD
2 P1=2.32Mcal/kg; P2=2.43Mcal/kg; P3=2.55Mcal/kg; P4=2.66Mcal/kg; P5=2.78Mcal/kg

Table 4. Effect of dietary energy level on reproductive performance of female goats1



Energy requirements of Korean Black goats

－ 5 －

(0.53 MJ ME/BW0.75)을 급여했을 때 번식성적이 가장 높게 나

타나 본 실험 결과와 유사하였다. 번식용 염소에서 높은 에너지 

수준은 모축의 건강상태와 자축의 생산성을 위해 중요하지만 

과도할 경우 과비에 의한 수태율 저하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Kochapakdee et al., 1994; Hossain et al., 2003). 본 연구결

과는 NRC를 기준으로 했을 때 암컷의 유지에너지 요구량보다 

에너지 수준을 5% 높일 경우 수태율과 번식성적이 좋은 것으

로 판단되었다. 그러나 품종과 사양관리 방법 등에 의해서도 차

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번식에 영향을 주는 보다 

다양한 요소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3. 에너지요구량 추정

에너지 섭취량과 일당증체량을 이용하여 번식용 흑염소의 

에너지 요구량을 추정한 결과는 Fig. 1과 2에 각각 나타내었

다. 증체량이 0이 되는 지점인 유지에너지 요구량은 육성기에

는 102.5 Kcal/BW0.75이고, 임신기에는 105.83 Kcal/BW0.75로 

나타났다. 이는 NRC(2007)에서 제시하는 재래종 암컷의 육

성기와 성축의 유지 에너지요구량이 각각 108 Kcal/BW0.75, 

101 Kcal/BW0.75라는 보고와 비슷한 결과를 보였다. 하지만 

Sahlu et al.(2004)은 임신후기에는 NRC 권장량보다 약 77 

Kcal/BW0.75의 에너지가 추가로 요구된다고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차이는 품종, 실험방법, 공태두수, 산자수 및 회귀식 

추정을 위한 자료의 수 등에 의해 발생했을 것으로 사료된다. 

일반적으로 회귀분석에 의한 영양소요구량 추정 시 다른 방

법에 비해 값이 적게 나올 수 있는데, 이는 에너지가 체내 축

적과 유지 중 어느 쪽으로 사용되었는지에 대한 확인이 힘들

고 장내 충만도, 품종, 나이 및 실험방법 등에 영향을 받기 때

문이다. 또한 임신기의 경우 공태두수와 산자수 등에 따라 영

향을 많이 받는다고 보고되었다(Lu and Potchoiba, 1990). 본 

실험의 경우 같은 월령의 실험축을 이용하였으나, 교잡으로 

인해 개체별 발육특성에 차이를 보였다. Sahlu et al.(2004)은 

염소의 에너지요구량 추정 시 품종이나 유전적 특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현재까지 국내에서 흑염소에 대

한 에너지요구량 설정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나, 체계적인 사

양기술 확립을 위하여 앞으로 교잡도와 품종특성 등을 반영

한 개체선정과 다양한 방법을 이용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

할 것으로 사료된다.

Ⅳ. 요 약

본 연구는 사양실험에 의한 회귀식 추정방법에 의해 교잡

종(개량종) 번식용 암컷 흑염소의 육성기와 임신기 유지와 성

장을 위한 에너지요구량을 구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번식용 

암컷 흑염소 50두를 공시하여 사료의 대사에너지 수준을 육성

기(5개월령)에는 각각 2.32(G1), 2.49(G2), 2.74(G3), 2.99(G4) 

및 3.24(G5) Mcal/kg로 하여 2016년 5월부터 9월까지 진행하

였으며, 임신기(9개월령 이후)에는 각각 2.32(P1), 2.43(P2), 

2.55(P3), 2.66(P4) 및 2.78(P5) Mcal/kg로 하여 2017년 1월부

터 4월까지 수행하였다. 실험사료는 염소용 TMR 사료를 이

용하여 조단백질 수준을 14%로 고정시키고 에너지 첨가제

(유락)를 이용하여 에너지 수준을 조절하였다. 건물 섭취량은 

처리구 간에 육성기, 임신기 모두 유의성이 없었으며, 체중대

비 1.5~2.0% 수준으로 조사되었다. 일당증체량은 육성기에는 

46~69g, 임신기에는 150~190g으로 사료의 에너지수준이 증

가함에 따라 높게 나타났으며, 사료요구율은 육성기 6.5~9.7

의 범위로 에너지수준이 높을수록 사료요구율이 개선되는 경

향을 나타내었다. 임신기의 경우 3.5~3.8의 범위로 에너지 수

준에 따른 영향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사 체중 당 에너

지섭취량과 일당증체량 사이의 회귀분석을 통한 유지에너지 

요구량 추정 시 육성기에는 102.5 Kcal/BW0.75이고, 임신기에

는 105.83 Kcal/BW0.75로 나타났다. 급여 사료의 에너지 수준

에 따른 번식성적은 에너지 수준이 높아질수록 분만율이 낮

게 나타났으나 산자수와 생시체중의 경우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본 연구에서 도출된 결과는 향후 흑염소의 사양표준 

설정을 위한 기초자료로 이용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앞

으로 대사실험, 비교도축법 등 다양한 추정방법과 비교를 통

해 정확도를 높이는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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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Relationship between ME intake (Kcal/kg BW0.75) and ADG (g/kg BW0.75) of Korean black female goat on 
pregnancy phase. Points are observed values, the line represents the regression line for all observations and 
the describes the equation : MEI = 105.83 + (1.049 x ADG), R2=0.21 

Fig. 1. Relationship between ME intake (Kcal/kg BW0.75) and ADG (g/kg BW0.75) of Korean black female goat on 
growing phase. Points are observed values, the line represents the regression line for all observations and 
the describes the equation : MEI = 102.5+ (2.5608 x ADG), R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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