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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슴 번식계절 가을, 세심한 관리는 소득과 직결
- 충분한 영양공급 우선 … 수사슴 재생 뿔 잘라줘야 -

□ 농촌진흥청(청장 김경규)은 사슴은 번식기인 가을철 사양관리에
따라 농가 경영 성과가 달라지는 만큼 농가의 주의를 당부했다.
○ 사슴은 낮 시간이 짧아지는 계절에 번식활동을 하는 동물로 8월
하순부터 12월 사이에 평균 19∼23일 주기로 발정이 온다.
○ 번식기 적절한 사양관리로 번식률을 높이면 농가 소득 향상에
도움이 된다.
□ 암사슴의 번식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분만과 포유로 줄어든 체중
을 회복시켜야 한다. 체중을 늘리기 위해 너무 많은 곡물사료를
주어 지나치게 살이 찌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포유 등에 의해
부족해진 비타민과 광물질은 첨가제로 사료에 섞어 먹인다.
○ 세심하게 관찰해 정확한 발정주기를 파악하고 건강상태를 고려해
번식시기를 조절한다.
○ 새끼를 낳은 암사슴은 새끼사슴(자록)에게
젖을 뗀 후 발정이 온다. 암사슴 칸에 새끼사슴만
출입할 수 있는 공간을 따로 두어 품질 좋은
마른 풀 사료와 곡물사료를 주면 젖을 빨리
암사슴과 새끼사슴 (엘크)

뗄 수 있을 뿐 아니라 새끼사슴의 성장을 앞당길 수 있다.
□ 수사슴은 발정기가 되면 사료 먹는 양이 줄어 체중이 줄어드는 경향
이 있다. 정상적인 번식 활동을 위해서는 적정 체중을 유지하도
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 곡물사료와 품질이 좋은 말린 풀사료를 주어
먹는 양이 적어도 영양소 공급이 부족하지
않도록 한다. 단, 사슴과 같은 반추동물은 많은
곡물사료를 장기간 먹게 되면 장(腸) 기능이
둔화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 수사슴은 번식기에 서열을 정하기 위해 성질이 사나워지므로 사고
예방을 위해 재생 뿔을 잘라 줘야 한다. 발굽은 손질해 승가(올라
타기)를 원활하게 하고, 몸 내·외부 기생충 구제를 실시한다.
□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이성수 가축유전자원센터장은 “사슴의
번식계절인 가을철, 적절한 사슴 사양관리로 번식률을 높여 농가소득
을 높일 수 있는 만큼 세심한 관리를 당부한다.”고 전했다.
수사슴 (엘크)

【참고자료】사슴의 성별, 시기별 주요시기 및 체중 변화
보도자료 관련 문의나 취재는
농촌진흥청 가축유전자원센터 전다연 농업연구사(☎ 063-620-3537)에게
연락 바랍니다.

【참고자료】

<그림 1> 사슴 시기별 체중변화(엘크 성축, ♂)

사슴의 성별, 시기별 주요시기 및 체중 변화

□ 암사슴과 수사슴 (엘크)

암사슴과 새끼사슴 (엘크)

수사슴 (엘크)

□ 암사슴과 수사슴 (엘크) 사슴의 성별 번식 및 녹용성장 주요시기
- 암사슴

* 절각기(6∼7월), 절각후회복기(8월), 발정기(9∼12월), 회복기(12월∼)

⇒ 8월 하순부터 발정이 오기 시작하여 식욕감퇴 등의 증상으로 체중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나 적절한 영양소 공급을 통하여 급격하게 체중이 감소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함

<그림 2> 사슴 시기별 체중변화(엘크 성축, ♀)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분만기
포유기
발정기

- 수사슴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낙각기
녹용성장기
절각기
발정기

* 임신기(2∼6월), 포유기(7∼9월), 이유기(8∼9월), 이유 후 발정시작(9월∼)

⇒ 자록(새끼사슴)의 이유 후 발정이 일어나며, 암사슴의 발정기 사양관리 수준에
따라 번식률이 좌우될 수 있어 암사슴 사육 농가에 가을 번식기는 매우 중요하다.

<그림 3> 일령별 엘크 수사슴 적정 체중의 추정 및 함수식

  

   × 

, t=일령 * 곰퍼츠(Gompertz) 모형 이용

⇒ 일령에 따른 엘크 수사슴의 적정 체중을 추정할 수 있는 함수식으로 사육하고
있는 수사슴과 일령별 평균 체중을 비교하여 적정 체중을 유추할 수 있고, 개
체 상태에 따른 맞춤형 사양관리를 실시할 수 있다.

<그림 4> 일령별 엘크 암사슴 적정 체중의 추정 및 함수식

   ×

  ×   ×

, t=일령 * 곰퍼츠(Gompertz) 모형 이용

⇒ 일령에 따른 엘크 암사슴의 적정 체중을 추정할 수 있는 함수식으로 사육하고
있는 암사슴과 일령별 평균 체중을 비교하여 적정 체중을 유추할 수 있고, 개
체 상태에 따른 맞춤형 사양관리를 실시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