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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파초지에 방목한 유 산양 의 건물섭취량 증체량 및(Saanen) ,

방목지 소요면적 산출에 관한 연구
이인덕 이형석*

A Study on the Dry Matter Intake, Body Weight Gain and

Required Animal Unit of Grazing Dairy Goats (Saanen)

in Mixture

In Duk Lee and Hyung Suk Lee*

ABSTRACT

This study was conducted to investigate the dry matter intake, weight gain and the required area of

grazing pasture for dairy goats. The experimental trials were conducted from April, 2007 to June, 2008 at

the animal experimental station in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The seed mixtures of grazing pasture

were composed of orchardgrass (40%) + tall fescue (20%) + perennial ryegrass (10%) + alfalfa (15%) + red

clover (15%). The grazing area was 5,000 m
2
which was composed of 4 paddocks (average 1,250 m

2
/plot)

and the goats were grazed twelve times by a rotational grazing system. The dairy goats (Saanen) were

selected which had nearly the same body weight (average 31.1kg). The average chemical composition of

herbage of mixture in grazing periods was crude protein (20.4%), NDF (65.3%) and ADF (31.1%)

respectively and the in vitro dry matter digestibility was 68.9%. The average dry matter intake amount per

head was 1.253 kg, and the intake amount per body weight was 3.01%. The average body weight gain

during the grazing periods (184 days) was 17.4 kg, and the daily gain was 98 g. The required area of

grazing pasture was calculated at 467.7 m
2
a dairy goat (weight 50 kg basis). This figure, being converted

into animal unit (AU), corresponded to approximately 2.14 AU/ha.

(Key words : Grazing, Animal unit, Dairy goat, Daily weight gain, Chemical composition, Mixture)

서 론.

유 산양은 채식습성이 목초나 광엽초류
를 즐겨 채식하는 초류채식 형(forbs) (grazer

이와 이 강 등type; Belanger, 1986; , 2007; ,

으로 조사료위주로 사육이 가능할 뿐 아2009)

니라 분뇨에 의한 환경오염이 적고 순환농업에

적합한 가축의 하나로 알려지고 있다 국내에.

서 사육되고 있는 유산양은 약 두17,397 농림(

부 로 보고되고 있으며 주로 종이, 2007) , Saanen

주류를 이루고 있다 세계적으로 소비되는 유.

식품의 상당량은 산양유나 산양유제품이 차지
하고 있을 만큼 중요하며 최근에는 산양유의,

기능성이 밝혀지면서 산양유 산업은 앞으로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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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이 밝다고 하겠다 그러나 국내 유 산양 사.

육형태는 야초나 부존사료자원 및 수입조사료
위주의 사료 급여형태이며 일부 농가에서TMR ,

만 초지에서 채초나 방목위주로 사육하고 있
다 일반적으로 산양은 반추가축 중에서도 조.

사료의 이용성이 뛰어나고 특히 섬유소의 소화
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가축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등 조사료위주로 사육할(Gihad , 1980)

수 있는 체계 확립이 시급하다고 판단된다 더.
욱이 산양중에서도 유 산양은 젖소와 마찬가지
로 양질의 조사료를 급여하여야만 비유기간 연
장과 유량을 높일 수 있으며 초지를 이용한,

방목사육형태가 사료비와 인건비 등을 절감할
수 있어 소득을 높일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
라 여겨진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유산양의 방.

목이용에 대한 기초자료가 부족한 것이 사실이
며 최근 안 등, 이 유기축산을 위한 유(2009)

산양의 사육체계 및 조사료생산기술 확립에 관
한 연구결과를 보고한 바 있다 따라서 본 연.

구는 유 산양을 혼파초지에서 방목하였을 때
건물섭취량 증체량 변화와 방목초지의 소요면,

적을 산출하여 유산양의 방목이용관리를 체계
화하는데 필요한 기초 자료를 얻고자 수행하였
다.

재료 및 방법.

본 연구는 년 월부터 년 월까지2007 4 2008 6

충남대학교 동물사육장에서 수행하였다 공시.

초지는 년 월 일 경운초지조성방법으로2006 9 21

조성하였으며 파종량은 당, ha 30 을kg orchard-

grass (40%) + tall fescue (20%) + perennial ryegrass

(10%) + alfalfa (15%) + red clover 의 비율(15%)

로 조성한 혼파초지에서 수행하였다 공시축은.

종 두Saanen 13 두( 9 + 두 평균 체중4 ,

31.1 개월령kg, 11~12 )이었으며 방목면적은 총,

5,000 m
2로 목구4 구당 평균( 1,250 m

2 를 윤환)

방목으로 회 방목하였다 방목기간 중 잉여12 .

목초는 건물기준으로 월 일5 28 구(D ) 1,048

월 일 구kg/ha, 6 27 (B ) 814 의 양 건초를 제kg/ha

조하여 목초가 부족한 시기 월 일 월(6 28 ~8 22

일에 공급하였다 방목기간중의 시비기준은) . N

150-P2O5 200-K2O 150 을 회kg 1 (3/15) 75-200-

75 회kg, 2 (5/8) 25-0-25 회kg, 3 (7/7) 25-0-25 kg,

회4 (9/14) 25-0-25 을 각각 시용하였다 윤환kg .

방목은 방목할 목구의 초고가 20 이후일 때cm

방목하였으며 목초의 이용률은 로 하고 잔80%

초량이 정도 일 때 목구를 이동하였다 방20% .

목기간은 일이었다 방목기준은 두당 건물184 .

섭취량은 체중의 이상으로 유지하도록 하3%

였고 방목 시작 당시의 방목률, (stocking rate)

을 1.62 기준으로 방목시험을 수행하였AU/ha

다 물은 자동급수조로 미네랄은 인칼블럭으로. ,

자유 섭취하도록 하였다 건물섭취량은 방목.

전 건물수량 잔초량( +방목기간 중 건물증가
축적량으로 산출하였으며 목초의 건물증가 축) ,

적량은 목구마다 개의 보호 를 설치하여4 cage

조사하였다 분석용 시료는 매 윤환방목 전에.

월 회 총 회 채취하였으며1 6 , Crude protein

은(CP) AOAC 방법으로(1990) , Neutral detergent

fiber (NDF), Acid detergent fiber 및(ADF)

은 과Lignin Goering Van Soest 방법으로(1970) ,

는 과Cellulose Crampton Maynard 방법으(1938)

로 분석하였다 는 와 의. Hemicellulose NDF ADF

차이로, In vitro 건물소화율 은 와(IVDMD) Tilly

Terry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통계처리는(1963) .

로 유의성SAS (Institute Inc, Cary, NC., 2002)

을 검정하였으며 처리간의 평균차이는 Duncan

의 다중검정을 적용하였다.

결과 및 고찰.

1.

월별로 분석한 화학적 성분과 건물소화율 (in

vitro 을 조사한dry matter digestibility, IVDMD)

결과는 에서 보는 바와 같다 방목기간Table 1 .

의 조단백질 함량은 월(crude protein, CP)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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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가장 높았고 대체적으로 계절이 진(24.8%)

행됨에 따라 감소되다가 월9 에 다시 높(22.9%)

아지는 양상을 보여 계절변화가 뚜렷하였으며
생육단계 및 예취시기에 따라 함량이 달라CP

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와는(p<0.05).

달리 함량은 계절NDF, ADF, cellulose, lignin

이 진행됨에 따라 대체적으로 증가되는 양상을
보였다 한편 건물소화율(p<0.05). (in vitro dry

은 월이 로matter digestibility, IVDMD) 4 70.9%

가장 높았으며 월이 로 가장 낮았고8 67.1% 9

월은 약간 다시 높아져 이었다70.0% (p<0.05).

등Givens 은 계절변화에 따라 화학적 성(1993)

분 및 가 달라질 수 있음을 밝힌바 있IVDMD

으며 와, Wood Tanner 도 유사한 견해를(1985)

보고하고 있어 본 시험결과를 뒷받침하고 있다
고 하겠다 본 시험결과에서 얻어진 평균. CP

함량 및 의 수준은 이와20.4% IVDMD 68.9%

이 가 재래산양에 관행 단순 및 다초종(2005) ,

혼파초지에서 얻어진 목초를 급여하여 시험한
함량 보다는 높았고CP 17.5 17.7% , IVDMD

보다는 약간 낮은 수준이었으나70.0 72.3%

대체적으로 산양의 단백질 및 에너지균형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 데 이와 이

및 이와 이(2003) 도 부합되는 결과를(2004)

보고한 바 있다.

2.

유 산양의 건물섭취량을 조사한 결과는
에서 보는 바와 같다 방목기간중 건물Table 2 .

생산량은 당ha 11,002 이었고 보호 로kg , cage

조사한 방목기간 중 생육이 진행되어 증가된
건물축적량은 당ha 2,669 이었다 한편 건초kg .

급여량은 당 건물량으로ha 1,825 이었다 따kg .

라서 총 건물급여량은 당ha 15,496 이었고 이kg

때의 잔초량은 당ha 2,849 이여서 유 산양kg 13

두가 방목기간 일 동안 실제 방목시킨 면적184

을 당으로 산출하여 섭취한 총 건물섭취량은ha

당ha 12,647 이었으며 이때의 평균 초지이용kg ,

률은 이었다 두당 일 건물섭취량은 체중81.6% .

이 증가함에 따라 증가되는 양상을 보였으며
전체 방목기간의 평균 건물섭취량은 1.253 kg/

두일 이었다 이를 체중 당 비율로 산출하면/ .

체중의 약 의 건물을 섭취한 것으로 되었3.01%

다 이러한 수준은 이와 이. 및 이와 이(2004)

가 재래산양을 공시하여 초지유형별로(2005)

Table 1. Chemical composition and in vitro dry matter digestibility (IVDMD) of herbage of

pasture in grazing periods (%, DM)

Observation date CP NDF ADF
Hemi-

Cellulose Lignin IVDMD
cellulose

1st (14 Apr.) 24.8
a

59.6
e

24.4
e

35.2
a

19.5
e

2.9
d

70.9
a

2nd (8 May) 20.9
c

64.7
d

30.6
d

34.1
b

22.7
d

3.2
c

69.3
c

3rd (12 Jun.) 19.2
d

65.4
cd

31.5
c

33.8
b

24.1
c

3.4
b

68.6
cd

4th (7 July) 17.6e 67.4
b

33.4
b

34.0
b

27.5
b

3.5
ab

67.5
e

5th (6 Aug.) 17.0
f

69.0
a

34.9
a

34.1
b

30.1
a

3.6
a

67.1
e

6th (14 Sep.) 22.9
b

65.7
c

31.6
c

34.1
b

24.4
c

3.2
c

70.0
b

Total mean 20.4 65.3 31.1 34.2 24.7 3.0 68.9

CP; crude protein, NDF; neutral detergent fiber, ADF; acid detergent fiber, IVDMD; in vitro dry matter

digestibility.
a, b, c, d, e, f

Means in the same column with different letters were significantly different(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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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한 건물섭취량이 체중의 였다2.65 3.02%

는 결과와도 큰 차이가 없는 수준이라 하겠다.

또한 본 시험결과에서 얻어진 건물섭취량 수준
은 이와 이 및 이와 이 가 재래산양(2004) (2005)

에 혼합목초를 급여하여 얻어진 단백질 및 에
너지수준과 비교할 때 유 산양의 단백질과 에
너지균형을 이루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
로 판단되는 수준이라 하겠다.

3. ,

유산양의 체중 증체량 및 방목초지의 소요,

면적을 산출한 결과는 에서 보는 바와Table 3

같다 유 산양 두의 방목개시의 평균체중은. 13

31.1 이었으나 일간 방목후의 평균체중은kg 184

48.5 로 두당 약kg 17.4 이 증체되었다 방목kg .

기간동안의 일당증체량은 두당 평균 이었98g

다 유 산양 두 방목 종료시 마다 소요면적. 13

을 산출한 결과 첫 방목이 끝난 월 일에 측4 24

정한 두의 총 체중은13 433.7 로 나타나 이를kg

두당 체중을 50 으로 환산하면 두를 방목kg 8.67

시킨 것으로 산출되었다 이때 방목초지의 면.

적 5,000 m
2을 50 체중으로 환산한 두로kg 8.67

나누어 산출한 결과 두당 유산양이 실제 방목
한 초지의 소요면적은 월 일이4 24 576.7 m

2두/
방목률( 1.73 이었고 월 일은AU/ha) , 5 8 536.5 m

2
/

두방목률( 1.86 이었으며 회 방목이 끝AU/ha) 12

난 월 일의 방목초지의 소요면적은10 14 396.8

m
2두/ 방목률( 2.52 이었다 따라서 회AU/ha) . 12

방목 후의 체중 50 기준으로 산출한 두당kg

방목초지의 평균 소요면적은 467.7 m
2 평(141.7

두로 산출되었다 이를/ ) . animal unit 로(AU/ha)

환산하면 약 2.14 를 방목시킬 수 있는AU/ha

목양력에 해당하는 것이라 하겠다 따라서 본.

시험결과로 보아 혼파초지에서 체중 50 기kg

준의 유 산양을 방목시킬 경우 당 약 두를ha 21

일간 방목이용이 가능한 것으로 산출되었184

다 이러한 방목률은 양호한 혼파초지에서. 500

젖소를 두 방목시킬 수 있는 목양력에kg 2.14

해당하여 큰 무리가 없는 수준이라 하겠다.

Table 2. Dry matter intake by dairy goats (Saanen) during the grazing periods

Items
Observation date

4/14 4/24 5/8 5/29 6/12 6/28 7/7 7/19 8/6 8/22 9/14 9/26 Total

DM yields (kg/ha) 1,054 1,485 1,003 797 912 560 857 860 790 941 997 746 11,002

Accumulated DM yields

(kg/ha)
243 361 427 229 314 269 131 140 147 171 132 312 2,669

Residues DM yields

(kg/ha)
233 248 316 227 283 117 161 196 194 309 180 285 2,849

Offered hay intake (kg) 21 60 361 424 959 1,825

DM intake total (kg) 1,064 1,498 1,114 799 898 571 887 1,165 1,167 1,762 949 773 12,647

Grazing periods (day) 10 14 21 14 16 9 13 17 16 23 12 19 184

DM intake per heads (kg) 33.4 35.8 38.6 39.8 40.0 40.5 42.1 43.4 45.2 47.0 48.6 50.7 (42.1)

DM intake per daily (kg) 1,023 1,029 1,020 1,098 1,079 1,220 1,312 1,318 1,403 1,413 1,521 1,565 (1.253)

DM intake per body

weight (%)
3.06 2.87 2.66 2.79 2.70 3.01 3.15 3.07 3.15 3.19 3.22 3.23 (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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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혼파초지에서 유 산양을 방목 이
용하였을 때의 건물섭취량 증체량 및 두당 방,

목초지의 소요면적을 산출하고자 년 월부2007 4

터 년 월까지 충남대학교 동물사육장내2008 6

혼파초지에서 수행하였다 공시초지는 년. 2006

월 일9 21 orchardgrass (40%) + tall fescue (20%)

+ perennial ryegrass (10%) + alfalfa (15%) + red clover

를 당(15%) ha 30 파종하여 경운초지로 조성kg

한 혼파초지에서 수행하였다 방목면적은 총.

5,000 m
2로 목구4 구당 평균( 1,250 m

2 의 윤환)

Table 3. Body weight, body gain and required pasture area by dairy goats (Saanen) during

the grazing periods

Item

Observation date

4/14 4/24 5/8 5/29 6/12 6/28 7/7 7/19 8/6 8/22 9/14 9/26 10/14
Total
(Mean)

E
a
c
h

b
o
d
y

w
e
I
g
h
t

(kg)

1 24.0 24.6 25.0 26.9 27.6 29.6 28.1 29.1 30.3 31.8 33.4 34.7 35.8 380.9

2 28.5 30.6 32.3 34.7 35.5 34.6 34.8 35.6 37.1 38.9 41.3 42.6 44.5 471.0

3 24.7 24.9 25.4 27.2 28.0 28.4 28.7 30.1 31.3 32.8 34.7 35.4 37.1 388.7

4 61.4 61.9 63.7 65.1 65.4 66.3 66.7 66.9 67.1 67.8 67.9 67.8 67.8 855.8

1 30.9 34.0 38.6 42.0 42.1 42.9 43.1 43.9 45.1 46.3 48.6 50.0 51.4 558.9

2 27.2 29.9 32.4 35.4 36.3 37.0 38.1 40.6 42.1 43.9 45.3 46.3 47.3 501.8

3 29.7 31.3 34.8 37.5 39.8 40.2 41.0 42.1 43.5 45.1 46.3 47.2 48.8 527.3

4 32.6 34.5 37.1 39.7 40.5 42.3 42.5 43.6 45.1 47.3 48.9 50.4 51.6 556.1

5 28.4 31.8 33.3 33.5 33.7 35.1 36.0 37.4 38.4 39.9 42.3 44.1 45.9 479.8

6 26.4 28.7 32.8 38.4 40.4 39.9 41.1 42.0 43.1 44.9 46.3 47.5 48.1 519.6

7 28.5 32.1 35.5 36.9 37.5 38.3 39.5 41.1 42.8 44.1 45.9 47.1 47.8 517.1

8 28.2 32.9 35.3 38.4 40.8 41.1 42.0 43.2 44.6 45.9 47.4 48.0 49.2 537

9 34.0 36.5 40.3 43.8 44.7 44.5 45.1 46.5 48.1 49.9 52.8 53.8 54.9 594.9

Total body
weight(kg)

374.5 433.7 466.0 499.5 512.3 520.2 526.7 542.1 558.6 578.6 601.1 614.9 630.2 (529.9)

Average body
weight per head
(kg)

31.1 33.4 35.8 38.4 39.4 40.0 40.5 41.7 43.0 44.5 46.2 47.3 48.5 (40.8)

Total gain(kg) 29.2 32.3 33.5 12.8 7.9 6.5 15.4 16.5 20.0 22.5 13.8 15.3

Gain per head(kg) 2.246 2.485 2.577 0.985 0.608 0.500 1.184 1.169 1.538 1.731 1.062 1.177 (1.442)

Daily gain per
head(kg)

0.225 0.178 0.123 0.070 0.038 0.056 0.091 0.075 0.096 0.075 0.089 0.062 (0.098)

Grazing area
(m

2
)

5,000 5,000 5,000 5,000 5,000 5,000 5,000 5,000 5,000 5,000 5,000 5,000 (5,000)

Grazing heads
1)

8.67 9.32 9.99 10.25 10.40 10.50 10.84 11.17 11.57 12.20 12.30 12.60 (10.82)

Requirement
grazing area(m

2
)
2) 576.7 536.5 500.5 487.8 480.8 476.2 461.3 447.6 432.2 409.8 406.5 396.8 (467.7)

* Paddock number.
1)

Calculated 50 kg body weight basis (Total body weight / Grazing head)
2)

Grazing area (m
2
)/ grazing h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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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목으로 회 방목하였다 공시축은 종12 . Saanen

으로 두13 평균( 31.1 를 방목하였다 방목기kg) .

간 중 월 별로 조사한 혼파초지의 평균 조단백
질 함량은 와 함량은 각각20.4%, NDF ADF

와 이었으며 건물소화율은 이65.3% 31.1% , 68.9%

었다 두당 평균 건물섭취량은 이었으. 1.253 kg

며 체중 당 을 섭취하였다 방목기간, 3.01% .

일의 두당 평균 증체량은 이었고(184 ) 17.4 kg ,

일당증체량은 이었다 유 산양98g . 체중( 50 kg

기준의 두당 방목초지의 소요면적은) 467.7 m
2

로 산출되었는데 이를 Animal unit 로(AU/ha)

환산하면 약 2.14 에 해당하였다AU/h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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