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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현재 전세계적으로 국경 없는 무한경쟁이 가
속화되고 있는 추세에서 우리나라의 한우 산업 
역시 예외가 될 수는 없는 실정이다. ’90년대 

이후 수입개방과 함께 국내 시장에 대한 값싼 
수입 쇠고기의 대량 유입 이외에도 사료비 상
승 및 두당 사육비용의 증가로 인해 한우 사육
농가의 어려움이 커져가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한우 사육기반까지도 위협을 받고 있는 실정이

맥주박 발효사료 및 대두의 급여가 한우 거세우의 
육성성적 및 도체등급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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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was conducted to examine the feeding effects of FFWBG (fermented feedstuff with wet 
brewer’s grain) and GS(grinding soybean) in Hanwoo steers. For this research, total twenty steers(average 
body weight : 455.7±25.9kg) were grouped into control(formula feed), T1(formula feed:FFWBG=60:40), 
T2(formula feed : GS=80:20), T3(formula feed : FFWBG:GS=50:40:10), and T4(formula feed : FFWBG :
GS=40:40:20), each treatment was allocated to four steers. There was a tendency to be increased 
average daily gain in T1, T2, T3 and T4 compared with the control even though no statistical 
significance was found. The feed conversion of T1, T2, T3 and T4 were beneficially better than that of 
control(P<0.05; 8.25, 9.44, 6.69 and 7.71 vs 11.90, respectively). The blood urea nitrogen concentration 
of T4 was higher than that of control(P<0.05), but the creatinine concentration of T4 was lower than 
that of control(P<0.05). The glucose concentration of T1, T2, T3 and T4 were higher than that of 
control(P<0.05; 59.39, 62.44, 62.17 and 54.00 vs 51.00mg/㎗, respectively). The back-fat thickness of T3 
was thicker than that of control, T1, T2 and T4. The rib-eye area of T1, T3 and T4 was wider than 
that of control. Appearances percentage of ‘A’ ranked meat quantity were 66, 33, 75 and 33% in 
control, T1, T2 and T4, respectively. 
(Key words : Fermented feedstuff with wet brewer’s grain, Grinding soybean, Average daily gain, Feed 

conver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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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러한 시대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거세
(신, 1995; 조 등, 1992; 백 등, 1989) 및 비육
기간의 연장 등과 같은 사양방법을 통해 소비
자의 선호도가 높은 고급육 생산이 가능한 사
양체계의 확립을 위한 노력이 다각적으로 경주
되고 있고, 부존자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
나라의 현실에서는 산업부산물의 사료자원화를 
통하여 비육우의 사료비용을 절감시켜 한우의 
가격 경쟁력을 고취시키기 위한 노력이 지속적
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고급육 생산을 위해 개발 및 이용되고 있는 
사료 중 알코올 발효사료의 경우 비육전․후기
의 한우 비거세우 및 거세우에게 급여시 육성
성적, 육량등급, 육질등급 및 경매가격 등이 향
상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으나
(신 등, 1994a, b; 엄, 1998; 임, 2001), 알코올 
발효사료 제조비용이 높고 시판 배합사료에 비
해 조단백질 함량이 다소 낮은 단점이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한편, 대두는 전세계적으로 가축의 사료자원
으로 이용되는 곡류 중에서 가장 중요한 사료
자원인 동시에 대표적인 두과 작물이다. 또한 
대두는 에너지, 단백질, 필수 아미노산, 필수 
지방산, 비타민 및 무기물이 풍부한 사료자원
으로서 단백질 및 지방 함량이 각각 36 및 
19% 정도이며(와이젠버거, 1988), 특히, 대두의 
지방은 불포화지방산을 다량 함유하고 있는데, 
불포화지방산중에서도 linoleic acid 및 oleic 
acid가 풍부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최, 1995).
  일반적으로 비육우의 생산성은 급여하는 사
료내 단백질, 지방 및 에너지 등의 영양소 섭
취량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Martin 등, 
1978), 단백질 및 지방 함량이 풍부할 뿐만 아
니라 아미노산 및 지방산의 조성이 우수한 대
두의 사료적 가치는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따
라서 한우 비육우에서 육성성적 및 도체형질에
서 효과가 인정되고 있는 발효사료와 함께 적
절하게 가공 처리한 대두를 이용하게 되면 한
우의 생산성 향상이 기대되지만, 아직까지 이
에 대한 연구가 전무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맥주박을 이용하여 제조한 맥주박 

발효사료 및 분쇄대두 급여수준이 한우 거세우
의 육성성적(증체량, 사료섭취량 및 사료효율), 
혈액성상, 도체형질 및 도체등급에 미치는 영
향을 규명하여 한우 고급육 생산을 위해 활용
하고자 실시하였다.

Ⅱ. 재료 및 방법

1. 시험기간, 장소 및 공시동물

  본 시험은 2001년 2월부터 2001년 8월까지 
약 6개월간 강원도 홍천군의 한우 고급육 생산 
농가에서 실시하였으며, 시험축은 평균체중이 
455.7±25.9kg인 한우 거세 비육우 20두를 공
시하였다.

2. 시험사료 제조

  본 시험에 이용된 맥주박 발효사료는 소형 
발효사료 혼합기를 이용하여 옥수수와 맥주박
을 50:50(풍건상태)의 비율로 혼합한 후 당밀 
5%, 효모 2%를 첨가하여 충분히 혼합하여 재
질이 비닐인 25kg 용량의 사료포대에 담고 밀
봉하고 30℃에서 24시간동안 혐기적으로 발효
를 실시하였으며, 발효가 완료된 시험사료는 
실온에서 1일간 방치한 후 급여하였다. 시험사
료 제조에 이용된 원료 사료의 화학적 조성은 
Table 1에서 나타낸 바와 같다.

3. 시험설계

  시험구 처리는 한우 거세 비육우 20두를 처
리구당 4두씩 체중을 고려하여 임의 배치하였
으며, 배합사료를 전량 급여하는 대조구
(Control), 배합사료와 맥주박 발효사료를 60:40
의 비율로 급여하는 처리구(T1), 배합사료와 분
쇄 대두를 80:20의 비율로 급여하는 처리구
(T2), 배합사료, 맥주박 발효사료 및 분쇄 대두
를 50:40:10의 비율로 급여하는 처리구(T3) 및 
배합사료, 맥주박 발효사료 및 분쇄 대두를 
40:40:20의 비율로 급여하는 처리구(T4)의 5처
리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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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양관리

  시험축의 일반사양관리는 사육농가의 관행에 
따랐고, 시험사료는 시험설계에 따라 일일 2회
(07:00h 및 19:00h) 급여하였으며, 볏짚은 자유
채식 시켰다. 또한 물은 항상 자유음수토록 하
였으며, 시험사료의 급여량은 체중의 2%로 하
였다. 본 시험에서 공시축들에게 급여한 시험
사료의 화학적 조성은 Table 2에서 나타낸 바
와 같다.

5. 조사항목 및 분석방법

  (1) 증체량 및 사료섭취량

  전 시험기간 동안 2개월 간격으로 우형기를 
이용하여 시험축의 체중을 측정하여 증체량을 
산출하였으며, 사료섭취량은 2개월 간격으로 7
일 동안 연속적으로 오전 및 오후에 사료 급여
량과 잔여량을 조사하여 산출하였다. 

  (2) 혈액성분 분석

  혈액성분 분석을 위해 시험 개시일로부터 2

Table 1. Chemical composition of experimental diets for formulation of fermented feedstuff 
with wet brewer’s grain

Items Wet brewer’s grain Corn

Dry matter (%) 23.89±0.73 90.75±0.13

…………………… % of dry matter ……………………

Crude protein (%) 26.63±0.31  9.02±0.13

Ether extracts (%)  7.38±0.11  3.09±0.24

Crude ash (%)  3.85±0.04  1.80±0.35

Neutral detergent fiber (%) 69.30±0.89 26.62±3.53

Acid detergent fiber (%) 21.52±0.08  4.52±0.06

Table 2. Chemical composition of experimental diets

Items Formula
feed FFWBG1) Grinding

soybean Rice straw

Dry matter (%) 94.80±0.10 50.80±1.42 93.0 ±0.19 84.51±0.24

…………………… % of dry matter ……………………

Crude protein (%) 15.20±0.35 13.92±0.45 34.20±0.25  5.50±0.18

Ether extracts (%)  3.82±0.15  3.35±0.34 12.75±0.10  1.96±0.15

Crude ash (%)  8.06±0.49  4.92±0.45  6.50±1.31  9.38±0.07

Neutral detergent fiber (%) 33.91±0.99 35.70±2.21 20.3 ±1.41 70.33±0.93

Acid detergent fiber (%) 12.24±0.61 10.6 ±0.43  5.2 ±0.14 45.19±0.52

Alcohol (%)  -  3.95±0.78  -  -

1) FFWBG : Fermented feedstuff with wet brewer’s gr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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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월 간격으로 오전 사료 급여 3시간 후에 혈
액채취용 10㎖ vaccutainer(Becton Dickinson 
Co., USA)를 이용하여 시험축의 경정맥에서 혈
액을 채취하였으며, 채취한 혈액은 4℃에서 8
시간 방치한 후 2,000×g에서 15분간 원심분리하
여 혈청을 분리하여 혈청자동분석기(EXPRESS 
PLUS, USA)를 이용하여 혈중 albumin, blood 
urea nitrogen(BUN), calcium, cholesterol, creati- 
nine, glucose, phosphorus, total protein 및 
triglyceride 농도를 조사하였다.

  (3) 도체등급

  시험 종료후 시험에 이용된 모든 공시축을 
농협 서울 공판장으로 출하하여 도체등급판정
기준에 의거하여 축산물등급판정사가 도체등급
을 판정하였다.

6. 통계처리

  본 실험에서 얻어진 결과들은 SAS package 
(1985)를 이용하여 GLM/Duncan의 방법으로 처
리간의 유의성을 검증하였으며 분석에 이용된 
선형모형은 다음과 같다. 
   Yij = μ + Tj + eij

  Yij  : 실험 실측치
  μ : 전체평균
  Ti : i번째 처리의 효과
  eij : 각 개체의 고유한 확률오차

Ⅲ. 결과 및 고찰

1. 증체량 및 사료효율

  맥주박 발효사료(FFWBG) 및 분쇄대두(GS) 
급여에 따른 한우 거세우의 일당증체량, 건물
섭취량 및 사료효율에 대해 조사한 결과는 
Table 3에서 나타낸 바와 같다. 

Table 3. Effects of FFWBG and GS on average daily gain, dry matter intake and feed 
conversion in Hanwoo steers

Items
Treatment1)

Control T1 T2 T3 T4

Body weight (kg)

Initial 431.7±29.8 440.0±22.6 388.8±25.9 460.0±28.4 428.3±29.6

Final 596.7±39.7 611.7±25.8 566.3±29.6 663.3±21.6 605.0±31.1

Total gain 165.0±17.5 171.7±12.1 177.5± 9.0 203.3±16.2 176.7±14.7

ADG2) (kg)  0.83±0.12  1.15±0.52  1.06±0.15  1.28±0.02  1.19±0.38

DMI3) (kg/animal/day) ………………………… % of Dry matter …………………………

Formula feed 8.23±0.8  4.30±0.6  7.76±0.9  4.01±0.6  3.54±0.8

FFWBG4)  -  2.63±0.1  -  3.01±0.2  3.01±0.1

Grinding soybean  -  -  0.71±0.2  0.37±0.1  0.73±0.3

Rice straw 1.5 ±0.4  1.6 ±0.5  1.4 ±0.3  1.2 ±0.5  1.3 ±0.3

Feed conversion
(Feed/gain, kg/kg) 11.90±1.77a  8.25±2.72b  9.44±1.59ab  6.69±0.33b  7.71±2.20b

Means±SD.
a,b Means with different superscripts in the same row differ significantly (P<0.05).
1) Control : formula feed; T1 : formula feed : FFWBG=60:40; T2 : formula feed : GS=80:20; T3 : formula feed

: FFWBG : GS=50:40:10; T4 : formula feed : FFWBG:GS=40:40:20.   2) ADG : Average daily gain;
3) DMI : Dry matter intake;    4) FFWBG : Fermented feedstuff with wet brewer’s gr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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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험기간동안 대조구(control; 배합사료), T1
(배합사료:맥주박 발효사료=60:40), T2(배합사
료:분쇄대두=80:20), T3(배합사료 : 맥주박 발효
사료:분쇄대두=50:40:10) 및 T4(배합사료:맥주박 
발효사료 : 분쇄대두=40:40:20)의 일당증체량은 
각각 0.83, 1.15, 1.06 1.28 및 1.19kg/day로 나
타나 비록 통계적인 유의성은 인정되지 않았으
나 처리구들이 대조구에 비해 높은 경향을 보
였으며, 특히, T3에서 높은 성적을 나타냈다. 
  대조구, T1, T2, T3 및 T4의 건물섭취량은 
각각 9.73, 8.83, 9.86, 8.59 및 8.58kg/day로 나
타나 대조구 및 T2의 건물섭취량이 T1, T3 및 
T4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맥주
박 발효사료의 높은 수분 함량으로 인해 건물
섭취량이 다소 낮아진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
와 같은 결과는 수분 함량이 높은 사료를 급여
하게 되면 섭취량이 감소한다는 연구결과
(Porter, 1975; Ham, 1994)와는 일치하지만 발효
사료 급여시 섭취량이 증가한다는 연구결과
(Itabashi 등, 1991 ; 米持 등, 1990 ; 板橋 등, 
1990)와는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된다.
  대조구, T1, T2, T3 및 T4의 사료효율은 각
각 11.90, 8.25, 9.44, 6.69 및 7.71로 나타나 대
조구에 비해 처리구들의 사료효율이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맥주박 발효사료 단
독 급여구(T1) 및 맥주박 발효사료와 분쇄대두 
혼합 급여구(T3 및 T4)에서 대조구에 비해 사
료효율이 유의적으로 개선되는 결과를 보였다
(P<0.05). 이와 같이 분쇄대두 단독 급여구(T3)
를 제외한 처리구들에서 대조구에 비해 사료효
율이 개선된 원인은 대조구에 비해 처리구들의 
사료 섭취량은 낮은 반면에 일당 증체량이 높
았기 때문이며, 이와 같은 결과는 맥주박 발효
사료와 분쇄대두를 일정비율로 혼합 및 급여하
는 것이 사료효율 측면에서 보다 효과적임을 
나타내는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Whitney 등(1975)은 양을 이용한 소화
시험에서 4위까지 도달한 by-pass 단백질의 함
량이 대두박의 경우 30.7%, 건조 맥주박의 경
우에는 60.6%라고 하여 맥주박의 우회 단백질 
함량은 대두박의 거의 2배 정도라고 하였으며, 
이와 같이 반추위내에서 쉽게 분해되지 않는 

상당량의 우회 단백질을 함유하고 있는 맥주박
(Neal 등, 1979; Armentano 등, 1983, 1986)은 
분쇄대두와는 상반되는 영양적 및 사료적인 특
성을 갖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 따라서 맥
주박과 분쇄대두를 일정비율로 혼합하여 급여
하면 반추위내 미생물의 성장에 필요한 단백질
은 분쇄대두로부터 충분히 공급받게 되고 여분
의 단백질은 우회단백질 형태로 하부소화기관
으로 이동하여 단백질 이용효율이 높아짐에 따
라 본 실험에서도 대조구 및 분쇄대두 단독 급
여구(T2)에 비해 맥주박 발효사료 단독 급여구
(T1) 및 맥주박 발효사료와 분쇄대두 혼합 급
여구(T3 및 T4)에서 비육우의 일당증체량 및 
사료효율 등의 육성성적이 개선될 수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비육우를 대상으로 맥주박을 급여한 
결과 맥주박 처리구의 일당증체량 및 사료효율
이 대조구에 비해 우수하였다고 보고한 바 있
어(Hathch 등, 1972), 본 실험에서 맥주박을 이
용하여 제조한 발효사료의 급여로 인해 처리구
들의 일당증체량 및 사료효율이 개선된 결과를 
뒷받침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Morrison(1956)은 
비육우의 생산성 향상을 목적으로 비육후기 사
료에 혼합 급여하고 있는 아마박과 면실박 대
신에 맥주박을 사용하였을 때 맥주박은 충분한 
사료적 가치가 있다고 하여 맥주박을 이용하여 
제조한 발효사료의 가치는 높은 것으로 판단된
다.   
  한편, 반추위내 단백질 분해율이 높은 사료
를 급여하게 되면 반추위내에서 사료 단백질의 
비효율적인 이용과 과도한 암모니아 흡수가 일
어나게 된다고 하였는데(Stern과 Satter, 1980), 
반추가축에게 다량의 대두를 급여하게 되면 반
추위내에서 다량의 암모니아가 생성되고 caro- 
tene이나 비타민 A의 이용성을 저하시켜 결과
적으로 비타민 A의 요구량을 증가시킬 뿐만 
아니라 연변을 초래하게 되며, 1일 3kg 이상을 
계속 급여시에는 소화기능 장애 등을 초래하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어(Young, 1973), 본 실험
에서도 다른 처리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분쇄대
두의 급여량이 높았던 분쇄대두 단독 급여구
(T2)의 일당증체량 및 사료효율이 떨어지게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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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이 된 것으로 판단된다.
  반면에 반추위내 단백질 분해율이 낮은 사료
의 급여는 소장으로의 단백질 유입을 증가시켜 
가축의 생산성 향상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
려져 왔으며, 또한 발효사료를 다른 사료원과 
혼합하여 급여하게 되면 발효사료내의 알코올
이 반추위 미생물의 대사활동에 영향을 미쳐서 
불포화지방산의 수소 첨가작용을 억제하는 것
으로 보고된 바 있는데(Alcohol 飼料化硏究推
進委員會, 1993), 즉, 본 실험에서도 맥주박 발
효사료내의 알코올이 상당량의 불포화지방산을 
함유한 분쇄대두의 반추위내 미생물에 대한 
toxic effect를 경감시켜 사료의 이용효율을 증
가시킬 수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본 
실험에서도 발효사료 단독 급여구(T1) 및 대두 
단독 급여구(T2)에 비해 맥주박 발효사료와 분
쇄대두 혼합 급여구(T3 및 T4)에서 일당증체량 
및 사료효율의 개선된 것으로 사료된다.  

2. 혈액성분 변화

  맥주박 발효사료(FFWBG) 및 분쇄대두(GS) 
급여에 따른 한우 거세우 20두의 혈액성분 변
화에 대해 조사한 결과는 Table 4에서 나타낸 

바와 같다. 
  시험기간동안 대조구(control; 배합사료), T1
(배합사료 : 맥주박 발효사료 = 60:40), T2(배합사
료 : 분쇄대두 = 80:20), T3(배합사료 : 맥주박 발
효사료 : 분쇄대두 = 50:40:10), 및 T4(배합사료 :
맥주박 발효사료 : 분쇄대두 = 40:40:20)의 혈중 
albumin 농도는 각각 3.62, 3.57, 3.86, 3.88 및 
3.62g/㎗로 나타나 처리간에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혈중 BUN 농도는 각각 16.80, 13.36, 
13.10, 10.51 및 13.65mg/㎗로 대조구에 비해 
처리구들에서 낮았는데, Enright 등(1990)은 혈
중 BUN 농도의 감소는 단백질 합성이 일어나
는 조직에서 질소의 축적현상을 반영하는 것이
라고 보고하여, 본 실험에서도 분쇄대두 및 맥
주박 발효사료의 급여가 비육우의 체내 단백질 
대사에 영향을 미쳐 대조구에 비해 처리구들에
서 단백질 합성 조직에서 질소축적이 증가하여 
혈중 BUN 농도가 감소한 것으로 판단된다. 
  대조구, T1, T2, T3 및 T4의 혈중 cholesterol 
농도는 각각 202.33, 182.69, 206.44, 186.33 및 
169.17mg/㎗로 나타나 대조구 및 분쇄대두 단
독 급여구(T2)에 비해 맥주박 발효사료 단독 
급여구(T1) 및 맥주박 발효사료와 분쇄대두 혼
합 급여구(T3 및 T4)의 혈중 cholesterol 농도가 

Table 4. Effects of FFWBG and GS on blood chemical values in Hanwoo steers

Items
Treatment1)

Control T1 T2 T3 T4

 Albumin (g/㎗)   3.62± 0.29   3.57± 0.37   3.86± 0.25   3.88± 0.21   3.62± 0.18

 BUN (mg/㎗)  16.80± 1.35a  13.36± 1.98ab  13.10± 1.46ab  10.51± 0.76b  13.65± 1.46ab

 Cholesterol (mg/㎗) 202.33±36.68 182.69±40.64 206.44±30.83 186.33±29.76 169.17±32.34

 Creatinine (mg/㎗)   1.40± 0.13ab   1.34± 0.10ab   1.62± 0.07a   1.26± 0.12b   1.43± 0.15ab

 Glucose (mg/㎗)  51.00± 3.34c  59.39± 7.58ab  62.44± 4.76a  62.17± 4.74a  54.00± 2.38bc

 Phosphorus (mg/㎗)   6.65± 0.27   6.84± 0.29   6.59± 0.50   7.61± 0.39   7.33± 0.41

 Total protein (g/㎗)   6.27± 0.93   6.23± 0.32   6.24± 0.30   6.38± 0.13   6.05± 0.59

 Triglyceride (mg/㎗)  38.67± 6.58  18.83± 3.64  20.44± 3.76  29.06± 2.78  45.75± 3.91

 Calcium (mg/㎗)  10.15± 0.50  10.11± 0.37  10.60± 0.44  10.31± 0.53   9.88± 0.49
Means±SD.
a,b,c Means with different superscripts in the same row differ significantly(P<0.05).
1) Control : formula feed; T1 : formula feed : FFWBG=60:40; T2 : formula feed : GS=80:20; T3 : formula feed :

FFWBG : GS=50:40:10; T4 : formula feed : FFWBG : GS=40:4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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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은 경향을 보였는데, 임 등(2001)은 한우 거
세우에서 비지박 및 맥주박을 이용하여 제조한 
알코올 발효사료의 급여로 인해 대조구에 비해 
알코올 발효사료구의 혈중 콜레스테롤 함량이 
낮았다고 보고하여 본 실험의 결과를 뒷받침하
고 있다. 반면에 엄(1998) 및 신(1995)은 비거
세우에서 옥수수 알코올 발효사료의 급여로 인
해 혈중 cholesterol 농도가 대조구에 비해 높았
다고 하여 본 실험의 결과와는 상반되는 결과
를 보였는데, 이는 시험에 사용된 발효사료 원
료 및 거세우와 비거세우의 생리적인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된다.
  대조구, T1, T2, T3 및 T4의 혈중 creatinine 
농도는 각각 1.40, 1.34, 1.62, 1.26 및 1.43mg/
㎗로 나타나 분쇄대두 단독 급여구(T2)에서 대
조구, 맥주박 발효사료 단독 급여구(T1) 및 맥
주박 발효사료와 분쇄대두 혼합 급여구(T3 및 
T4)에 비해 혈중 creatinine 농도가 높은 결과를 
보였다. 임(2001)은 비지박 및 맥주박을 이용하
여 제조한 알코올 발효사료 급여시 대조구에 
비해 혈중 creatinine 농도가 낮았다고 보고하여 
본 실험에서 맥주박 발효사료 단독 급여구(T1) 
및 분쇄대두의 첨가 수준이 낮은 혼합 급여구
(T3)에서 혈중 creatinine 농도가 낮은 결과를 
뒷받침해주는 것으로 판단된다. 반면에 신
(1995)은 비육전기 한우에 알코올 발효 사료와 
rBST를 처리하게 되면 혈중 creatinine의 농도
가 증가한다고 하여 본 실험의 결과와는 상반
되는 결과를 보고하였으며, 또한 엄(1998)은 알
코올 발효사료 처리구와 대조구간에 혈중 
creatinine 농도에 차이가 없었다고 하여 혈중 
creatinine 농도에 관한 결과는 일관성이 다소 
결여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대조구, T1, T2, T3 및 T4의 혈중 glucose 농
도는 각각 51.00, 59.39, 62.44, 62.17 및 
54.00mg/㎗로 나타나 대조구에 비해 처리구들
에서 유의성 있게 높은 결과를 보였다. 엄
(1998)은 한우 비거세우에 알코올 발효사료 급
여시 대조구에 비해 혈중 glucose 농도가 증가
한다고 보고한 바 있으며, 또한 임 등(2001)은 
한우 거세우에 알코올 발효사료 급여시 대조구
에 비해 혈중 glucose 농도가 유의적으로 증가

한다고 하여 본 실험에서 맥주박 발효사료 단
독 급여구(T1) 및 맥주박 발효사료와 분쇄대두 
혼합 급여구(T3 및 T4)에서 대조구에 비해 혈
중 glucose 농도가 증가한 결과를 뒷받침해 주
고 있다. 한편, 본 실험에서 분쇄대두 단독 급
여구(T2)에서도 혈중 glucose 농도가 대조구에 
비해 증가하는 결과를 보여 분쇄대두 역시 비
육우의 혈중 glucose 농도를 증가시키는 현상을 
보였다.
  혈중 phosphorus 농도의 경우 맥주박 발효사
료 단독 급여구(T1) 및 맥주박 발효사료와 분
쇄대두 혼합 급여구(T3 및 T4)에서 대조구 및 
분쇄 대두 단독 급여구(T2)에 비해 높은 경향
을 보였으나, 반면에 혈중 total protein 농도의 
경우에는 T3를 제외한 다른 처리구들에서 대조
구에 비해 낮은 경향을 보였다. 
  임 등(2001)은 알코올 발효사료 급여시 대조
구에 비해 알코올 발효사료 급여구의 혈중 
phosphorus 농도가 증가했다고 보고하여 본 실
험의 결과를 뒷받침 해주고 있는 것으로 판단
된다. 또한 和田(1990)은 반추가축에서 혈중 
phosphorus 농도의 증가는 기초 에너지 대사 
활성의 저하를 의미한다고 보고한 바 있으며, 
임 등(2001)은 알코올 발효사료 급여에 따른 
혈중 phosphorus 농도의 증가는 알코올 발효사
료 중의 알코올의 작용이며, 흡수된 알코올은 
alcohol dehydrogenase에 의해 acetyl-CoA로 전
환되어 직접 에너지원으로 이용되므로 체내 기
초 에너지 대사에서 지방산과 glucose의 산화 
및 인산화 과정을 억제함으로서 이들 영양소들
이 체내 지방합성에 효과적으로 이용됨에 따라 
증체 및 육질개선 효과를 나타내는데, 혈중 
glucose 농도의 증가를 통해 간접적으로 증명된
다고 보고한 바 있다.
  한편, 혈중 triglyceride 농도의 경우에는 T4를 
제외한 다른 처리구들에서 대조구에 비해 낮은 
경향을 보였으나, 반면에 혈중 calcium 농도의 
경우에는 처리간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
다. 엄(1998)은 한우 비거세우에 알코올 발효사
료 급여시 대조구에 비해 알코올 발효사료 급
여구의 혈중 triglyceride 농도가 유의적으로 증
가한다고 보고하여 본 실험의 결과와는 상반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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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결과를 보고한 바 있다. 한편, 엄 (1998) 및 
임 (2001)은 한우 비거세우에 알코올 발효사료 
급여시 대조구와 알코올 발효사료 급여구간에 
혈중 calcium 농도에 있어서 차이가 없었다고 
하여 본 실험의 결과를 뒷받침해 주고 있는 것
으로 판단된다. 

3. 도체성적 및 도체등급

  맥주박 발효사료(FFWBG) 및 분쇄대두(GS) 
급여에 따른 한우 거세우의 도체성적 및 도체
등급에 대해 조사한 결과는 Table 5 및 6에서 
나타낸 바와 같다. 
  지육율의 경우 대조구 및 처리구간에 큰 차
이를 보이지는 않았으나, 육량의 증가와 밀접
한 관계가 있는 배최장근단면적의 경우 비록 
통계적으로 유의성은 인정되지 않았으나, 분쇄
대두 단독 급여구(T2)를 제외한 맥주박 발효사

료 단독 급여구(T1) 및 맥주박 발효사료와 분
쇄대두 혼합 급여구(T3 및 T4)에서 대조구에 
비해 높은 경향을 보여 맥주박 발효사료 단독 
급여 및 맥주박 발효사료와 분쇄대두의 혼합 
급여로 인해 배최장근단면적이 개선되는 결과
를 보였다. 이는 맥주박 발효사료와 분쇄대두
의 혼합 급여로 인해 대조구에 비해 맥주박 발
효사료와 분쇄대두 혼합 급여구(T3 및 T4)에서 
단백질의 이용효율이 높여졌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맥주박 발효사료 단독급여구
(T1)의 경우에도 대조구에 비해 배최장근단면
적이 증가되는 경향을 보여 분쇄대두 보다는 
맥주박 발효사료의 급여가 비육우의 배최장근
단면적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사료된
다. 반면에 분쇄대두 단독급여구의 경우 애초
의 기대와는 달리 배최장근단면적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여 분쇄대두 단독 급여는 한우 거세
우의 배최장근단면적에 대한 영향은 적은 것으

Table 5. Effects of FFWBG and GS on carcass traits in Hanwoo steers

Items
Treatment1)

Control T1 T2 T3 T4

SW2) (kg) 596.7 ±45.09ab 611.7 ±44.81ab 566.3 ±30.92b 663.3 ±49.33a 605.0 ±18.03ab

Dressing (%)  59.04± 1.38  58.64± 2.17  61.66± 1.06  60.01± 0.89  59.15± 2.49

Yield traits

CW3) (kg) 352.7 ±33.95 359.3 ±38.79 349.0 ±15.71 398.3 ±35.23 357.7 ±11.72

BFT4) (mm)   6.7 ± 4.04   8.7 ± 2.31   8.5 ± 2.08  10.3 ± 1.53   8.7 ± 2.31

REA5) (cm2)  77.3 ±10.21  80.7 ± 2.52  74.8 ± 4.35  80.3 ± 8.39  85.3 ± 3.21

MPI6)  69.20± 2.51  68.78± 1.19  68.29± 0.99  67.66± 1.27  68.44± 0.08

Quality traits

MS7)   4.5 ± 1.29   4.0 ± 0.81   4.0 ± 1.41   4.0 ± 1.63   4.0 ± 0.81

MC8)   4.0 ± 0.00   4.0 ± 0.00   4.0 ± 0.00   4.0 ± 0.00   4.0 ± 0.00

FC9)   2.5 ± 0.60   2.5 ± 0.50   3.0 ± 0.00   3.0 ± 0.00   3.0 ± 0.00

Means±SD.
a,b Means with different superscripts in the same row differ significantly(P<0.05).
1) Control : formula feed; T1 : formula feed : FFWBG = 60:40; T2 : formula feed : GS=80:20; 
  T3 : formula feed : FFWBG : GS = 50:40:10; T4 : formula feed : FFWBG:GS = 40:40:20;
2) SW : Slaughter weight;  3) CW : Carcass weight;  4) BFT : Back fat thickness;
5) REA : Rib-eye area; 6) MPI : Meat production index; 7) MS : Marbling score; 
8) MC : Meat color; 9) FC : Fat col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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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판단된다.
  본 실험의 결과에서 등지방두께의 경우 대조
구에 비해 처리구들에서 두꺼운 경향을 보였는
데, 등지방두께의 경우 급여하는 사료원보다 
출하체중이 더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
고된 바 있는데, 신(1995)은 출하체중이 도체형
질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결과 평균 출하체
중이 500∼550kg인 출하축들에 비해 600kg 이
상의 출하축들의 등지방두께가 두꺼웠다고 보
고하여 본 실험에서도 대조구에 비해 상대적으
로 출하체중이 무거웠던 처리구들에서 등지방
두께가 두꺼웠던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강 등
(1995)도 한우 비육우를 600kg 이상 사육하면 
600kg 이하의 한우 비육우에 비해 등지방 두께
가 두꺼워진다고 보고한 바 있으며, Andersen 
등(1984) 및 Garcia-De-Siles 등(1982)도 시험축
의 체중이 증가할수록 등지방두께가 두꺼워지
는 것으로 보고하여 본 실험의 결과를 뒷받침
해주고 있다.
  한편, 육질 및 경매가격과 밀접한 관련이 있
는 근내지방도의 경우 비록 처리간에 통계적인 
유의성은 인정되지 않았으나 대조구에 비해 처
리구들에서 낮은 경향을 보였는데, 근내지방도
의 경우 급여하는 사료원보다는 거세로 인한 
효과가 근내지방도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된 바 있으며(Jacobs 등, 1977; 신 등, 
1994b), 신(1995)은 알코올 발효사료 및 rBST 
처리시 대조구와 처리구간에 근내지방도에 있
어서 차이가 없었다고 하여 본 실험의 결과와 
유사한 결과를 보고한 바 있다. 따라서 본 실
험에 이용한 맥주박 발효사료 및 분쇄대두의 
경우 한우 거세우에서 근내지방도에 대한 영향
은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판단된다. 
  육색 및 지방색의 경우 처리간에 차이가 없
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津吉 등(1990)은 비육후
기의 흑모화우에게 알코올을 급여하게 되면 대
조구에 비해 육색이 개선된다고 하였는데, 본 
실험에서는 맥주박 발효사료의 급여로 인한 육
색의 변화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대조구 
및 처리구들의 육색은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육
색 범위인 4∼5사이의 범위에 있는 것으로 판
단된다.
  대조구, T1, T2, T3 및 T4의 육량등급 중 A
등급의 출현율은 각각 66, 33, 75, 0 및 33%로 
나타났으며, B등급의 출현율은 각각 33, 66, 
25, 100 및 66%로 나타나, A등급 출현율의 경
우 대조구에 비해 맥주박 발효사료 단독 급여
구(T1), 분쇄대두 단독 급여구(T2) 및 맥주박 
발효사료와 분쇄대두 혼합 급여구(T3 및 T4)에
서 낮은 성적을 보임으로서 맥주박 발효사료 

Effects of FFWBG and GS on carcass grade in Hanwoo steers

grade
Treatment1)

Control T1 T2 T3 T4

grade

A  662) 33 75 - 33

B 33 66 25 100 66

C - - - - -

y grade

1+ - 33 - - -

1 100 33 100 66 100

2 - 33 - 33 -

: formula feed; T1 : formula feed : FFWBG=60:40; T2 : formula feed : GS=80:20; T3 : formula feed :
:GS=50:40:10; T4 : formula feed:FFWBG : GS=40:40:20.
nce percent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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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분쇄대두의 육량에 대한 영향은 적은 것으
로 판단된다.  
  한편, 육질 등급 평가에서는 대조구, T2 및 
T4의 경우에는 모든 시험축의 1등급을 나타냈
으며, T2의 경우에는 1+에서 2등급까지의 범위
로 나타났으나, T2에서만 유일하게 1+ 등급이 
기록되는 결과를 보였다. 한편 T3의 경우에는 
1 및 2 등급이 각각 66 및 33%로 나타나 육질 
등급에서 가장 낮은 성적을 보였다.
  엄(1998) 및 신 등(1994a)은 알코올 발효사료 
급여시 대조구에 비해 알코올 발효사료 급여구
에서 육질등급이 개선되었다고 보고하여 본 실
험의 결과와는 다소 차이를 보였으나, 본 실험
에서 맥주박 발효사료 급여구에서 1+등급의 출
현율이 다른 처리구보다 높은 결과를 보여 맥
주박 발효사료는 육질 등급에 좋은 영향을 미
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지만, 본 시험
에서는 시험축의 수가 적은 이유로 인해 명확
한 결론을 내리는 데에는 한계가 있으며, 차후
에 더 많은 시험축을 이용한 연구가 필요할 것
으로 사료된다.

Ⅳ. 요    약

  본 연구는 한우 거세 비육우에 맥주박을 이
용하여 개발한 발효사료 및 분쇄대두의 급여가 
육성성적, 혈액성상 및 도체등급에 미치는 효
과를 검토하고자 실시하였다. 공시축은 한우 
사육농가에서 평균 체중 455±25.9㎏의 한우 
거세 비육우 20두를 공시하여 실시하였다. 시
험구 처리는 모든 처리구에 배합사료와 볏짚을 
기본사료로 급여하였으며, 배합사료를 전량 급
여하는 대조구(Control), T1(배합사료:맥주박 발
효사료=60:40), T2(배합사료:분쇄대두=80:20), T3 
(배합사료:맥주박 발효사료:분쇄대두=50:40:10) 
및 T4(배합사료:맥주박 발효사료:분쇄대두=40: 
40:20)로 구분하였으며,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
하면 다음과 같다.
  일당증체량은 비록 통계적인 유의성은 인정
되지 않았지만 대조구에 비해 처리구들에서 다
소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사료효율의 경우 
대조구, T1, T2, T3 및 T4에서 각각 11.90, 

8.25, 9.44, 6.69 및 7.71로 나타나 T2를 제외한 
처리구들에서 대조구에 비해 사료효율이 유의
적으로 개선되는 결과를 보였다(P<0.05). 혈중 
BUN 농도는 대조구에 비해 T4에서 유의적으
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P<0.05), 반면에 혈
중 creatinine 농도의 경우에는 대조구에 비해 
T4에서 유의적으로 낮은 결과를 보였다(P< 
0.05). 대조구, T1, T2, T3 및 T4의 혈중 
glucose 농도는 각각 51.00, 59.39, 62.44, 62.17 
및 54.00mg/㎗로 나타나 대조구에 비해 처리구
들에서 대체적으로 높은 결과를 보였다. 등지
방두께의 경우 T3에서 대조구 및 다른 처리구
들에 비해 다소 두꺼워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배최장근단면적의 경우 T1, T3 및 T4에서 대
조구에 비해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조
구, T1, T2 및 T4의 A등급 출현율은 각각 66, 
33, 75 및 33%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맥주박 발효사료를 단독 급여하
게 되면 사료단가는 낮추면서도 비육우의 증체
율 및 도체등급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게 되는 
장점이 있을 뿐만 아니라 분쇄대두와 맥주박 
발효사료를 혼합 급여하게 되면 증체율 및 사
료효율을 증가시킬 수 있는 효과가 있기 때문
에 맥주박 발효사료와 적정 비율의 분쇄대두
(농후사료 급여량의 10%)는 거세우를 위한 비
육사료로서 효과적으로 이용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맥주박 발효사료 제조과정에서 
사료에 대한 발효처리는 맥주박 발효사료의 저
장성을 크게 높여주기 때문에 맥주박과 같이 
고수분부산물을 가축의 사료자원으로 활용하는
데 있어서 의미하는 바가 큰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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