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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objective of this experiment was to investigate effects of total mixed ration (TMR) of different 
nutrition level on milk production in dairy goats (Sannen). Twenty four lactating goats were randomly 
assigned to one of four TMRs; medium energy-medium crude protein (CP) TMR (control), high energy- 
medium CP TMR (T1), medium energy-high CP TMR (T2) and high energy-high CP TMR (T3). The 
content of total digestible nutrients (TDN) and CP in the control diet were 67.0% and 13.9%. The TDN 
content of the high energy TMR was 73.7% and the CP content of the high CP TMR was 15.3%. Milk 
yield was significantly (P<0.05) higher for T1 (2,198±115 ml) than for T2 (1,742±52 ml) and T3 (1,984±90
ml). But there were no significant differences in milk composition between the treatments. Daily body 
weight gain was increased in T1 and T3 but reduced in control and T2. The result of the present study 
showed that dietary energy level supplied more than that of NRC recommendation did not affect milk 
yield of dairy goats in early lactation but prevented body weight loss. 
(Key words : Dairy goat, Milk production, TMR, Nutrient level)

Ⅰ. 서    론

우리나라에서 유산양 (乳山羊)을 사육하는 농
가수나 사육두수는 젖소에 비해 매우 미미한 
수준이다. 농림수산식품부 통계연보 (2008)에 
따르면, 유산양 사육두수는 2000년도에 4,584두
에 불과하던 것이 2005년 9,234두, 2007년 

11,217두로 꾸준하게 증가하였지만 최근에는 
감소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유산양은 곡류사료
의 의존도가 낮고 조사료의 이용성이 높아 산
지 부존자원을 활용하여 양질의 동물성 단백질
을 생산 공급할 수 있는 가축중 하나이며, 사
육이 간편하고 산지가 많은 한국의 지형에 적
합할 뿐만 아니라 조악한 사료의 활용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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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김, 2001). 또한 산양유
는 위장에서 완충효과가 있어 위궤양 환자에
게 유용하며, 식품알레르기와 소화계통 질병을 
완화시킬 수 있다고 하였다 (Haenlein, 1992; 
Razafindrakoto 등, 1993). 국내 유산양 산업은 
낙농산업과 더불어 축산농가의 고부가가치 창
출 산업으로 잠재력을 가지고 있으나 사육농가
수와 사육두수가 적어 육종, 번식, 사양, 조사
료 이용 및 질병관리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
적인 연구가 극히 미비한 실정이며 산업적 기
여도 또한 낮다. 우리나라에서의 유산양 연구
는 일부 이루어지고 있으나 대부분 사료원료에 
대한 소화율 (기 등, 2009), 기호성 (강 등, 
2009), 사료섭취량 시험 (이와 이, 2010) 등이며 
산유량에 관련된 시험 (박 등, 2010)은 제한적
이다. 유산양에 있어 유생산을 위한 에너지 및 
단백질의 적정한 공급과 효율적인 이용은 유산
양의 생산성을 결정하는데 매우 중요하며, 에
너지 부족은 성성숙의 지연, 수태율 감소 그리
고 산유량 감소와 관련이 있다고 보고하고 있
다 (Singh과 Senger, 1970; Sachdeva 등, 1973). 

TMR은 각 원료사료의 탄수화물과 단백질을 
적정비율로 배합하여 산양의 사료로 제공하는
데 적합하고 (Giger-Reverdin과 Sauvant, 1991), 
또한 영양적 가치가 높은 반면 기호성이 떨어
지는 부산물과 같은 원료를 일정량 투입하여 
사료비를 절감할 뿐만 아니라, 기계적으로 배
합하여 관리가 쉽고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 
Maltz 등 (1991)의 보고에 의하면 TMR 사양시
스템은 유산양에 있어서 유량, 유지방, 유단백
질 및 사료효율증가 측면에서 우수하다고 하였
다. 이러한 이유는 조사료와 농후사료의 동시 
투입으로 인해 반추위 기능을 개선시킨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Cao 등, 2009). Abijaoudé 
등 (2000)에 따르면, 산양이 풍부한 농후사료 
섭취로 인해 영양적 포만감으로 인해 그들의 
사료섭취와 횟수는 줄어들게 되며, 그것 때문
에 반추위내 과잉의 전분으로 인한 산독증
(acidosis)과 같은 대사성 질환을 피할 수 있다

고 하였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 실정에 적합
한 유산양 TMR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비유초기 유산양을 대상으로 
에너지와 단백질 수준이 다른 섬유질배합사료
를 급여하였을 경우, 생산성 변화를 비교하기 
위하여 수행하였다.  

Ⅱ. 재료 및 방법

1. 공시가축 및 시험장소

공시가축은 자넨종으로 생후 16개월 전후의 
초산 착유양 24두 (♀)를 시험구별 6마리씩 공
시하였다. 시험기간은 분만후부터 비유전기 동
안인 2009년 2월부터 2009년 4월까지였으며, 
시험장소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소재 충남대학
교 부속목장에서 수행하였다.

2. 공시사료 및 시험축의 사양관리

본 시험에 공시한 섬유질 배합사료 (TMR)의 
에너지와 단백질 수준은 대조구 (Control)가 
TDN 67.0%, CP 13.9% (NRC, 2007), 에너지 증
량구 (T1)는 TDN 73.7%, CP 13.9%, 단백질 증
량구 (T2)는 TDN 67.0%, CP 15.3%, 에너지+단
백질 증량구 (T3)가 TDN 73.7%, CP 15.3%였다
(Table 1). 급여하는 공시사료의 TDN 단위를 
NRC (1981)에서 제시한 공식 (1 kg TDN = 4.409 
Mcal DE, 100 Mcal DE = 81.6 Mcal ME)에 의
하여 대사에너지 (ME) 값으로 환산하면 약 
2.41 Mcal ME/kgDM 로서 이는 유산양의 1일 
에너지요구량 (NRC, 1981) 2.0～2.4 Mcal ME/ 
kgDM과 비슷한 수준이다. 또한 에너지 증량구
의 ME 값은 2.65 Mcal ME/kgDM 로서 에너지 
증량구의 ME 수준은 대조구 보다 약 10% 정
도 높게 나타났다. TMR (Total Mixed Ration)의 
영양수준은 NRC (2007) 사양표준과 기타 참고
서적 (Luttmann, 1986)을 기초로 설계 하였으며, 
사료배합비는 한국표준사료성분표 (축산과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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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Ingredients and chemical composition of experimental diets

   Item Control T1 T2 T3
Ingredients (%)

Alfalfa baled   9.0   5.0  11.0   7.5
Oat straw  13.3   7.6  13.0   7.7
Tall fescue  11.6   6.5  12.0   4.9
Perennial ryegrass  10.0   6.0   7.6   6.5
Corn grain  10.5  25.0   8.0  24.4
Beet pulp   5.0   6.0   5.0   5.0
Cotton seeds   6.0   8.0   6.0   8.0
Soy pass1)   8.2   7.0  11.0  10.6
Wheat bran  21.0  23.5  21.0  20.0
Molasses   3.0   3.0   3.0   3.0
Limestone   1.3   1.3   1.3   1.3
Salt   0.5   0.5   0.5   0.5
Vitamin mineral premix   0.4   0.4   0.4   0.4
Probiotics   0.2   0.2   0.2   0.2

Total 100.0 100.0 100.0 100.0
Chemical composition (%)

Crude protein  13.92  13.86  15.25  15.39
Crude fat   2.67   3.46   2.65   3.34
Neutral detergent fiber  39.34  33.39  39.33  33.77
Acid detergent fiber  21.32  17.21  21.44  16.64

Control: TDN-67.0%, CP-13.9%, T1: TDN-73.7%, CP-13.9%, T2: TDN-68.0%, CP-15.3%, T3: TDN-73.7%, CP-15.3%.
1) Soy Pass : produced from 48% protein soybean meal as by-pass protein.

2007)에 근거하여 설계하였다. 배합사료 중 섬
유질 사료는 유산양에 있어 기호성이 뛰어난 
페레니얼 라이그라스, 톨페스큐, 알팔파 (이 등, 
2007; 조 등, 2002; 이 등, 2008) 및 연맥건초를 
첨가하였으며, 농후사료는 옥수수, 비트펄프, 
면실, 소이패스 및 소맥피를 사용하였고 단미
사료로 당밀을 첨가하였으며, 그 외 석회석, 소
금, 비타민 미네랄 첨가제 및 생균제를 첨가하
였다 (Table 1). 섬유질 배합사료 급여는 시험개
시 7일전부터 시험구별로 각각의 사료를 체중
의 1.5%부터 급여하여 점차 증량하였고 시험개
시부터는 아침 9시경과 저녁 5시경에 사료가 
남을 정도의 충분한 량을 두 번에 나누어 정량 
급여하였다. 시험축의 사양관리는 처리구별로 
6마리씩 군집사양을 하였고 물은 음수대에 아

침과 저녁으로 신선한 물을 자유롭게 섭취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미네랄 블록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착유는 아침 8시와 
오후 4시에 2회 착유하였으며, 버켓 착유기를 
이용하여 착유하고 착유 후 무게를 달아 우유
생산량을 측정하였다.

3. 체중, 사료섭취량 및 사료성분 분석

시험 개시일에 측정한 체중을 개시체중으로 
하여 비유 21일과 비유 36일에 사료급여 전에 
측정하였으며, 사료섭취량은 정량의 사료를 매
일 오전 9시 30분과 오후 5시경에 균분하여 급
여한 후 다음 번 사료를 급여하기 전에 하루에 
한번씩 잔량을 측정하여 급여량에서 잔량을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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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Means of feed intake, milk yield and milk composition during the experimental1,2

   Item Control T1 T2 T3 SEM

Dry matter intake (kg/d)   1.8±0.06ab   1.7±0.06a   1.6±0.07c   1.8±0.07b  0.20

Milk yield (g/d) 2,108±152ab 2,198±115a 1,742±55c 1,984±90b 58.18

Milk composition

   Milk Fat (%)  3.56±0.40   3.8±0.16  4.05±0.37  3.99±0.22  0.09

   Milk Protein (%)  2.82±0.26  2.93±0.08  2.96±0.08  2.95±0.01  0.04

   Lactose (%)  4.55±0.35  4.75±0.09  4.85±0.09  4.76±0.04  0.06

   Total Solid (%) 11.69±1.04 12.28±0.32 12.66±0.52 12.49±0.21  0.19

   Total Solid (g/d) 254.7±19.0a 269.7±10.1a 220.3±10.5b 248.3±11.8a  6.32
Control: TDN-67.0%, CP-13.9%, T1: TDN-73.7%, CP-13.9%, T2: TDN-68%, CP-15.3%, T3: TDN-73.7%, CP-15.3%.
1 Mean ± S.D.
2 Means with different superscript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within same column (P<.05).
SEM : standard error mean.

한 값을 사료섭취량으로 계산하였다. 산유량은 
각각 아침과 저녁 두 번의 착유량을 합하여 1
일 산유량으로 합산하였다. 산양유의 일반성분
(유지율, 유단백질, 유당, 총고형물 등)은 Milko- 
Scan FT120 (Foss Electric. Denmark)을 이용하
여 측정하였다. 섬유질 배합사료의 일반성분은 
AOAC법 (1995)으로 분석하였으며, NDF (neutral 
detergent fiber)와 ADF (acid detergent fiber)는 
Van Soest (1982)의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4. 통계분석

본 시험의 결과는 SAS (Statistical analysis 
system) package program (1997)의 GLM (General 
Linear Model)을 이용하여 분산 분석을 실시하
였으며, 처리평균간 유의성은 Duncan’s multiple 
range test (1955) 방법을 이용하여 95% 유의수
준으로 하였다.

Ⅲ. 결과 및 고찰

1. 사료섭취량

Table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료의 두당 일
일 건물섭취량은 대조구 (control), 에너지 증량

구 (T1), 단백질 증량구 (T2) 및 에너지 + 단백질 
증량구 (T3)에서 각각 1.8±0.06, 1.7±0.06, 1.6± 
0.07 및 1.8±0.07 kg이었다. 이 등 (2009)의 연구
에 의하면, 혼파초지에서 유산양을 방목 이용
하였을 때 건물섭취량, 증체량 및 두당 방목초
지의 소요면적을 산출하고자 실시한 시험에서 
두당 평균 건물섭취량은 1.253 kg 이었으며, 체
중 당 3.01%를 섭취하였고, 방목기간 (184일)의 
두당 평균 증체량은 17.4 kg이었으며, 일당증체
량은 98g이었다. 착유 22～35일 사이의 건물섭
취량은 Table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각각 1.56, 
1.49, 1.46 및 1.60 kg 이고, 체중별 건물섭취량
은 각각 4.29, 3.70, 3.70 및 3.73%로 나타났다. 
착유일수에 따른 건물섭취량은 착유 1～21일경
에 비하여 착유 22～35일경에 모든 처리구에서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이는 젖소의 경
우와 같이 산유량은 분만 후 6～8주경에 최고
기에 도달하는데 비하여 사료섭취량은 분만 후 
서서히 증가하여 12～14주경에 최고기에 도달
하는 경향과 비슷하게 나타났다. 

 2. 산유량

실험기간의 평균유량을 비교해보면 (Table 2) 
대조구와 에너지 함량을 증가시킨 처리구들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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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Changes of feed intake during the experimental period

Item

1~21 days postpartum 22~35 days postpartum

Dry matter
intake
(kg/d)

Dry matter intake 
(% of body 

weight)

Dry matter
intake
(kg/d)

Dry matter intake 
(% of body 

weight)

Control 1.28 3.23 1.56 4.29 

T1 1.30 2.99 1.49 3.70 

T2 1.31 3.09 1.46 3.70 

T3 1.52 3.21 1.60 3.73 
1Control: TDN-67.0%, CP-13.9%, T1: TDN-73.7%, CP-13.9%, T2: TDN-68%, CP-15.3%, T3: TDN-73.7%, CP-15.3%.

Table 4. Changes of milk yield during the experimental period (ml/d)

Item Control T1 T2 T3

21 d postpartum 1,937 2,066 1,690 1,970
28 d postpartum 2,230 2,267 1,800 1,902
35 d postpartum 2,156 2,262 1,737 2,080

Mean 2,108 2,198 1,742 1,984
1Control: TDN-67.0%, CP-13.9%, T1: TDN-73.7%, CP-13.9%, T2: TDN-68%, CP-15.3%, T3: TDN-73.7%, CP-15.3%.

의 유량은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단
백질함량을 증가시킨 처리구 (T2)의 유량은 다
른 처리구들에 비하여 통계적으로 유의성 있게 
낮게 조사되었는데, 이는 에너지 함량의 증가 
없이 단백질 함량만을 증가시킨 T2 처리구의 
건물섭취량이 다른 처리구들에 비하여 통계적
으로 유의성 (P<0.05) 있게 감소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Table 2). 또한 본 결과는 유
산양에 있어서 비유초기 에너지 수준을 NRC 
보다 높여줄 경우, 유생산량 증가에 영향을 미
치지 않아 비유초기 과도한 에너지 증량은 오히
려 사료비를 증가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또한 에너지 함량의 증가없이 사
료내 단백질 함량만의 증가는 오히려 섭취량 및 
유생산을 감소시켰기에 비유초기 과도한 단백질 
증가 역시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

실험기간동안의 유산양의 비유량 변화는 
Table 4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비유초기 대조
구는 비유 21일, 28일 및 35일에 비유량이 각
각 1,937, 2,230 및 2,156 g으로 비유 28일경에 

비유 최성기에 올랐다가 점차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으며, T1구는 비유량이 각각 2,066, 2,267 
및 2,262 g으로 대조구와 마찬가지로 비유 28일 
경에 비유 최성기에 올랐다가 비유 35일까지 
높은 비유량을 유지하였으며, T2구는 비유량이 
각각 1,690, 1,800 및 1,737 g으로 대조구와 비
슷한 추세를 보였고, T3구는 비유량이 각각 
1,970, 1,902 및 2,080 g으로 비유 35일경까지 
계속 비유량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陳
(1999)의 보고에 의하면 유산양은 분만 20일후 
prolactin의 작용과 건유기의 영양축적으로 인해 
착유량이 빠르게 상승하여, 보통 30~70일에 최
고점에 달한다고 하였다. 한편, 재래종 및 저능
력 산양의 경우, 유량이 최고점에 이르는 시기
가 짧으며, 열대지역 품종 (tropical breeds)에서
도 분만 후 약 21일에 유량이 최고에 도달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Akpa 등, 2001). 반면 
초산의 유산양에서는 산차가 높은 유산양보다 
유량의 최고점에 이르는 기간이 늦춰진다고 하
였다 (Ruvuna 등,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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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Changes of milk compositions during the experimental period (%)

Item Lactation Period
(day) Control T1 T2 T3

Fat
(%)

21 3.65 3.90 4.23 4.05 

28 3.91 3.88 4.30 4.18 

35 3.12 3.62 3.63 3.76 

Mean 3.56 3.80 4.05 3.99 

Protein
(%)

21 3.01 3.01 3.03 2.95 

28 2.92 2.93 2.98 2.95 

35 2.53 2.86 2.87 2.96 

Mean 2.82 2.94 2.96 2.95 

Lactose
(%)

21 4.76 4.81 4.93 4.71 

28 4.74 4.79 4.87 4.79 

35 4.15 4.65 4.76 4.78 

Mean 4.55 4.75 4.85 4.76 

Total Solids
(%)

21 12.21 12.52 12.98 12.47 

28 12.37 12.39 12.93 12.71 

35 10.49 11.92 12.06 12.29 

Mean 11.69 12.27 12.66 12.49 
1Control: TDN-67.0%, CP-13.9%, T1: TDN-73.7%, CP-13.9%, T2: TDN-68%, CP-15.3%, T3: TDN-73.7%, CP-15.3%.

3. 유성분 함량

실험기간의 평균 유성분 함량을 각 처리구로 
비교해보면 (Table 2) 처리구들간에 통계적 유
의성은 나타나지 않았다. 다만, 일일 총 고형물 
생산량은 유 생산량과 비슷한 경향을 나타내었
다. 실험기간동안의 유성분 함량 변화는 Table 
5에 나타내었다. 유지방 함량의 변화를 보면 
모든 시험구에서 비유 28일까지 상대적으로 높
은 유지방 함량을 나타내다가 비유 35일경에는 
대체적으로 조금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냈으며, 
특히 대조구에서 3.12%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유단백질, 유당 및 총고형물 함량도 대조구에
서 비유 35일경에 각각 2.53, 4.15 및 10.49%로 
다른 처리구에 비해 제일 큰 폭으로 낮아진 것
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조구와 T1구에서 비유 
28일경까지 T2구와 T3구 보다 유지방 함량이 

조금 낮게 나타났는데, 이는 대조구와 T1구에
서 T2 및 T3구에 비하여 비유량이 높았기 때
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Table 4). 비유 35일경에 
대조구의 유지방, 유단백질, 유당 및 총 고형물 
함량이 T1, T2, T3구에 비하여 낮게 나타난 것
은 대조구의 비유량이 높은 반면에 대조구 사
료의 영양소 농도가 낮았기 때문인 것으로 사
료된다.  

4. 체중변화

비유초기 비유 21일과 35일 체중을 조사한 
결과, 1일 증체량은 Table 6에서 보는 바와 같
이 대조구와 T2구는 각각 0.03 kg과 0.7 kg 감
소한 반면, T1구와 T3구에서 각각 0.53 kg과 
0.13 kg 증가하였다. 대체로 큰 체중변화가 나
타나지 않은 것은 산양유의 산유량 증가가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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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Changes of body weight during the experimental period

Item
Lactation period Body weight daily gain 

(kg/day)21 day (kg) 35 day (kg)
Control 36.28 36.25 －0.03

T1 40.87 41.40   0.53

T2 39.73 39.03 －0.70

T3 41.40 41.53   0.13
1Control: TDN-67.0%, CP-13.9%, T1: TDN-73.7%, CP-13.9%, T2: TDN-68%, CP-15.3%, T3: TDN-73.7%, CP-15.3%.

정되고 비유일수의 증가에 따라 분만초기 위축
되었던 위장기능이 점차 회복하고, Table 3에서 
보는 것처럼 착유 1～21일경에 비하여 착유 22 
~35일경에 사료섭취량이 증가함으로써 섭취된 
사료영양소가 부족된 영양소를 공급하고 있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또한 T1구와 T3구에서 체
중이 증가 한 것은 대조구와 T2구에 비하여 에
너지 공급량이 많았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Ⅳ. 요    약

본 시험은 섬유질배합사료 (TMR)의 에너지 
및 단백질 수준이 다를 경우, 비유초기 유산양
의 사료섭취량 및 유생산에 미치는 영향을 조
사하기 위하여 수행하였다. 시험 동물은 자넨
종 생후 16개월령 전후의 초산 착유양 24두
(♀)를 시험구별 6마리씩 공시하였으며, TMR
의 에너지와 단백질 수준은 대조구 (Control)가 
TDN 67.0%, CP 13.9% (NRC, 2007), 에너지 증
량구 (T1)는 TDN 73.7%, CP 13.9%, 단백질 증
량구 (T2)는 TDN 67.0%, CP 15.3%, 에너지+단
백질 증량구 (T3)가 TDN 73.7%, CP 15.3%의 
네 처리구로 나누었다. 연구결과 비유초기 유
산양의 급여하는 사료내 에너지 수준을 NRC 
보다 약 10% 정도 높여줄 경우, 유생산량 증가
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비유초기 과도한 에너
지 증량은 오히려 사료비를 증가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나 비유초기 
일당 증체량은 에너지 증량구 (T1)와 에너지+단
백질 증량구 (T3)에서 증가하였으나, 대조구와 

단백질 증량구 (T2)에서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
나 비유초기 에너지 수준을 높여주는 것이 체
중감소를 예방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
다. 또한 에너지 함량의 증가 없이 단백질 함
량만의 증가는 오히려 섭취량 및 유생산을 감
소시켰기에 비유초기 과도한 단백질 증가 역시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상의 결과
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보면, 비유초기 가소화 
탄소화물의 과도한 증가가 유생산성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체중저하를 방
지하는데 도움이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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