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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낙농, 로봇착유기 시 도래

그디어 우리 한민국 낙농에도 로봇착유 시 가

열렸다. 국내 첫 로봇착유 목장은 경기도 화성시 마

도면에 위치한 또나따 목장(목장주 양의주)이다. 지

난 3월 21일 로봇착유기 2 가 또나따 목장에 도착

하여 4월 27일부터 가동을 시작했다. 현재까지는

젖소의 적응기로 20두를 별도로 지정, 로봇착유기

군으로 정하여 로봇착유기에 적응토록 하고 있다. 

로봇 착유기의 등장으로 3D업종으로 분류된 낙

농산업에도 새로운 활로가 모색될 전망이다. 하루

에 두 번씩 365일 착유를 해야 하는 현실에서 조금

이나마 여유를 찾을 수 있게 된다는 것에 낙농가들

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음이다. 

로봇착유기는 착유 노동력을 폭 절감시키며,

하루 2회 착유에서 3회 착유로 두당 약 10%의 유

량증가가 발생되며, 착유 기시간 감소로 스트레

스를 감소시킬 수 있다는 기본적인 장점이외에도

각 개체별 유량 및 유질 등의 데이터가 하루 24시

간 누적되어 개체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수 있

어 보다 개체별관리가 손쉽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각 개체별 데이터베이스 구축으로 개

체별 유량과 유질은 물론 유방염 여부, 혈유, 체세

포, 발정여부 등을 쉽게 구분∙관리할 수 있으며,

이상이 있는 우유는 자동으로 구분 집유할 수 있게

만들어졌다. 

또나따 목장에 설치된 로봇착유기는 네덜란드 렐

리사의 아스트로넛A3라는 신제품으로 동조물산

( 표 이용구)이 독점으로 국내에 수입∙공급하고

있다. 아스트로넛A3는 전세계에 3,000여 가 넘

게 보급되어 일반화, 중화 추세로 접어들고 있다

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아스트로넛A3는 사람이 아

닌 소에 맞춘 착유 개념으로부터 시작된다. 아스트

로넛 착유시스템은 소 스스로가 언제 착유를 할 것

인지, 언제 사료를 섭취할 것인지를 소가 자율적으

로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준다. 따라서 스

트레스의 최소화로 인한 가축의 복지를 향상으로

생산성 증가 및 고품질 우유생산과 질병발생의 최

소화로 경 에 있어 새로운 활로를 모색할 수 있게

만든다.

<취재 : 이세연>

로봇착유시 열려…
경기화성의또나따목장, 국내최초로봇착유기설치

｜현장취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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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초로 로봇착유기를 설치한 또나따 목장의

양의주목장주를만나간단하게인터뷰를해보았다.

로봇착유기를 설치하게 된 배경있다면

로봇착유기를 설치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노동

력 절감에 있었다. 가족 노동력으로는 착유에 있어

한계가 있었으며, 하루 365일 하루도 쉼없이 일해

야 하는 현실에서 약간의 일탈(?)을 꿈꾸고 싶었다.

또한 로봇착유기는 소의 생리에도 좋을 것이라 생

각했다. 사람이 아닌 소 위주로 시스템이 바뀔 수

있어 가축 복지 차원에서도 좋을 것 같았다. 

설치 후 달라진 점이 있다면

어머님이 잠을 좀 더 잘 수 있다고 가장 좋아하시

는 것 같다. 설치한지 얼마 안돼 아직까지는 적응기

라 뭐라 말할 수는 없지만 약간의 여유를 즐길 수

있을 만큼은 노동력이 많이 절감된 것 같다. 앞으로

얼마간의 시간이 지나 봐야 알 수 있을 것 같다.

고장에 한 두려움은

우리 목장에 설치한 렐리사의 아스트로넛A3라

는 착유기가 전 세계에 3,000 를 넘어 4,000

가까이 보급되어 있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을 것이

다. A/S에 문제가 있었다면 이렇게까지 보급이 되

지 않았을 것이다. 렐리사는‘A/S구비 조건이 갖추

어지지 않으면 제품을 공급하지 않는다.’것이 원칙

이라고 말한다. 안정화될 때까지 본사 및 동조물산

직원이 목장에 상주하며 관리하고 있어 A/S에

한 불만은 가지고 있지 않으며 걱정도 크게 하고 있

지 않다.

앞으로의 계획이 있다면

소들이 깨끗한 환경에서 편한하게 스트레스 없이

쉴 수 있는 공간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접근하고 싶

다. 이것이 바로 친환경 축산이라 생각한다. 그래서

좀 더 편안하고 깨끗한 환경을 조성키 위해 새로운

축사를 신축하고 있다. 새로운 축사는 환기나 지붕

개폐가 가능하게 하여 환기가 용이하고 분뇨가 가

능한 빨리 자연 건조될 수 있게 만들 예정이다. 여

기에 로봇착유가 더해진다고 생각하며 새로운 개념

의 낙농이 탄생될 것이라 생각하며 보다 더 나은 고

품질 우유를 생산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이러

한 고품질 우유를 생산하여 국민건강증진에 조금이

나마 일조할 수 있다면 좋겠다.

1, 2. 로봇착유 장면 3. 송아지 자동급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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