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물자원지 : 47(5) 759~768, 2005 J. Anim. Sci. & Technol. (Kor.) 47(5) 759~768, 2005

－ －759

서 론.Ⅰ

최근 동물의 성장 촉진 사료효율 개선 및, ,

기능성 육의 생산을 목적으로 미량광물질의 이

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특.
히 가축의 체내에서 생체조절에 관여하는 광물
질의 경우 일반적인 사료급여 방법을 통해서는
급여효율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체내 이용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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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study was designed to estimate the in vitro rumen by-pass rate of both chromium methionine

chelate as an organic supplement and CrCl3 as an inorganic supplement. Rumen by-pass rates of the

supplements were evaluted by comparing ruminal metabolites in rumen fluid and Cr and methionine

contents in the body of ruminal microorganism.

For in vitro digestion examination, basic nutrients for ruminal microbes were supplied with 7g (DM) of

feed, 2g of rice straw, and 2g of corn silage per each incubation jar. Three treatments including

Control(no supplementation of Cr), T1 (1000 ppb supplementation of CrCl3) and T2 (chromium methionine

chelate supplementation equivalent to 1000 ppb of Cr content) were prepared with five replications per each

treatment.

pH of T2 was lower than that of Control and T1 regardless of incubation time. Ammonia content was

higher in T2 than in Control and T1 during first 6 hours of incubation. However, the ammonia content in

Control was remained low after 6 hours. Total volatile fatty acids (VFA) content in control was increased

constantly as incubation time was extended. Therefore, VFA content in T1 and T2 were significantly lower

(P<0.05) than those of Control. Dry matter recovery rate by ruminal microorganism was the lowest in T1,

however ruminal microbial population was increased most efficiently in T2 during 12 hours of in vitro

incubation. Cr concentrations in the body of ruminal microbes were not different (P>0.05) between Control

and T2, but it was significantly high in T1 (P<0.05). Contents of methionine and cystine in ruminal

microbes also were not different between Control and T2 (P>0.05), but it was relatively low in T1.

Based on the above results, the chromium methionine chelate was believed to by-pass rumen and could

remain intact until it reaches small intestine compared to inorganic chromium. This results implies that

chromium methionine chelate could be more effective to function in the small intestine of ruminant animals.

(Key words : Chromium, Ruminal microbe, Methionine, Chromium-methionine chelate, In vit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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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낮은 특성으로 인해 최근에는 미량 광물
질의 급여효율 및 체내 이용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미량광물질에 대한 유기태화 기술이
활용되고 있다 와(Jeffrey Fisher, 1990).

이하 은 가축의 체내 영양소 대Chromium( Cr)

사에 관여하여 육조성분을 조절하는 기능이 있
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 와(Schwartz Mertz,

즉 의 구성1959). , glucose tolerance factor(GTF)

성분으로서 의 기능 활성 와insulin (Schwartz

에 관여하며 콜레스테롤 항상성Mertz, 1957) ,

유지 증가(Evans, 1989), HDL-cholesterol (Evans,

면역기능 강화 등 와1989), (Schwartz Mertz,

등1959; Steele , 1977, 1982; Anderson, 1987;

과Evans, 1989; Chang Mowat, 1992; Moonsie-

와 의 기능을 하는 것으로Shageer Mowat, 1993)

보고된 바 있다 이상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은 체내에서 반드시 필요로 하는 광물질이지Cr

만 자체가 체내 이용성이 매우 낮은 관계, Cr

로 picolinate, nicotinate, EDTA, yeast, amino

등 유기물을 결합대상acid(methionine, alanine)

이하 리간드으로 을 제조하(ligand, ) chelate Cr

여 이용하고 있다 와(Mertz Roginski, 1969; Votava

등, 1973).

몇몇 연구자들에 의해 일부 축종에서 실시되
었던 의 첨가 효과에 대해 살펴보면chelate Cr ,

브로일러 및 돼지 등(Anderson, 1987) (Page ,

의 경우 을 첨가하게 되면 증체1993) chelate Cr

량 및 사료효율이 개선되며 은 체내, chelate Cr

에서 단백질 합성 핵산 및 지질대사와도 밀접,

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 한편. ,

등Kegley 은 육우에 을 첨가한(1997) chelate Cr

결과 의 첨가 급여는 면역기능을 증chelate Cr

가시켜 질병을 예방할 뿐만 아니라 수송 스트
레스로 인한 경제적인 손실도 감소시켜준다고
보고하였으나 반추동물의 경우 단위동물과는,

달리 증체율 및 사료효율의 개선효과는 기대할
수 없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 등(Swanson ,

2000).

단 아쉬운 점은 단위 동물에 비해 반추동물,

의 경우 의 급여에 따른 생산성 증진chelate Cr

효과 및 생리적인 특성 구명이 상대적으로 미
흡한 실정인데 이는 반추동물을 대상으로 한,

의 실험이 상대적으로 부족한데 일차chelate Cr

적인 원인이 있으며 차적인 원인으로는, 2 chelate

의 첨가에 따른 반추 미생물에 의한 발효특Cr

성 및 소장으로의 여부에 대한 검토가by-pass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의 반추동chelate Cr

물을 대상으로 한 활용에 있어서 제한 요인으
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을 유기태화 하기 위하Cr

여 으로 한methionine chelate Cr-methionine chelate

이하 크라민(
® 의 첨가가, Inno-Bio, Korea) in

vitro 반추위 발효특성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
고 반추위액 중에서 크라민®의 용해성 및 반추
미생물 집단에 의한 크라민®의 흡수여부를 평
가하여 의 이용성 안정성 및chelate Cr , by-pass

여부를 간접적으로 증명하고자 실시하였다.

재료 및 방법.Ⅱ

공시동물 및 사양관리1.

본 시험에서는 공시동물로 반추위 가cannula

장착된 한우 암소(400 를 이용하였으며 사료kg) ,

급여는 체중의 수준으로 조사료인 호밀건1.5%

초와 시판 배합사료의 비율을 으로 하여50:50

일 회 및 급여하였고 물은 자유1 2 (09:00 18:00) ,

음수토록 하였다 실험은 예비시험기간 일과. 6

본 시험 일로 반복 실시하였다 급여한 농후1 .

사료의 구체적인 배합비는 과 같다Table 1 .

시험구 처리2.

In vitro 배양시험은 one batch in vitro incubator

(model 를: Ankom Technology-DAISY , USA)Ⅱ

이용하여 실시하였으며 배양 처리구는 배양, jar(

용기를 이용하였다 당 반추미생물의 기초) . Jar

영양소로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배합사료는 20

이하로 분쇄하여 건물기준으로mesh 7 볏짚g,

및2g Corn silage 2 g씩 동일하게 첨가한 후
부형제만을 첨가한 대조구(control), CrCl3를 1000

첨가한 구 및 함량이ppb T1 Cr 1000 가 되ppb

도록 크라민®을 첨가한 구로 총 처리구를T2 3

두었으며 처리 당 반복으로 시험을 수행하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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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Table 2).

및3. Rumen inoculum in vitro 배양액의 준비

In vitro 배양 시험에 사용된 반추위액의 채
취는 반추위 가 장착된 한우 암소cannula (400

의 반추위 를 통해 오전 사료 급여전kg) cannula

에 반추위액과 고형물을 채취한 후 겹의4 cheese

를 통해 여과하여cloth 2,000 를 채취하였으ml

며 채취한 위액은 미리 로 예열되고, 39 O℃ 2

free-CO2 가 충진된 용기에 담고 재차gas O2

free-CO2 를 초간 주입한 후 밀폐하여 혐gas 30

기적인 조건을 유지하였다 채취된 반추위액은.

분 내로 실험실로 운반한 후30 in vitro 배양시
험을 위한 으로 사용하였다inoculum .

In vitro 배양액은 rumen inoculum 400 를ml

미리 제조된 인공타액 및(buffer solution A B)

1,600 와 혼합하여 제조하였다 인공타액은ml .

과 같은 비율로 와 로Table 3 buffer solution A B

구분하여 각각 제조한 후 시험개시 전에 용A
액 1,330 과 용액ml B 266 를 동시에ml in vitro

배양 에 넣고 혼합하여 가 이 되도록jar pH 6.8

조정하였으며 까지 예열하여 사용하였다, 39 .℃

한편 접종시에는, rumen inoculum O2 free-CO2

를 초간 충진하여 배양 내의 공기를 배gas 30 jar

제하였으며 그 후 에서 시간 동안 예비, 39 1℃

배양을 실시하여 안정화 시킨 후 시험에 이용
하였다.

조사항목 및 분석방법4.

배양액 내 및 암모니아 농도 측정(1) pH

In vitro 배양 및 시간별로 각각0, 3, 6, 9 12

배양액 5 를 채취한 즉시 를 측정하고ml pH ,

에서 로 분간 원심 분리한 후 상층4 3,000×g 5℃

액을 배 희석하여 자동수질분석기10 (Quikchem

로 배양액내 암모니아 농도를 측정8000, USA)

하였다.

휘발성 지방산 농도(2) (VFA)

배양액의 농도는 실험설계에 따라 매VFA

시간대별로 5 의 배양액을 채취한 후 의ml 20%

Table 1. Feed ingredient and chemical com-

position of a fermulated mixture

used for incubation

Ingradients %

Corn 55.0

Wheat 15.0

Defatted rice bran 8.0

Corn gluten feed 5.0

Soybean meal 10.0

Molasses 0.2

Limestone 2.0

Salt 0.5

Calcium-phosphate 1.3

Vit.-min. mixture
1)

1.0

Calculated chemical composition

Crude protein 15.12

TDN 74

Calcium 1.16

Phosphrous 0.75
1)
Vitamin-mineral mixture : Vitamin A 3000 IU;

Vitamin D 6000 IU; Vitamin E 30 IU; Cu 25 mg;

Fe 150 mg; Zn 200 mg; Mn 100 mg; Co 0.5 mg; I

1.5 mg.

Table 2. Composition of rumen buffer solu-

tions for in vitro incubation

Components Unit

Buffer solution A:

KH2PO4 10.0 g

MgSO47H․ 2O 0.5 g

NaCl 0.5 g

CaCl22H․ 2O 0.1 g

Urea(regent grade) 0.5 g

Distilled water 1,000 ml

Buffer solution B:

Na2CO3 15.0 g

Na2S9H․ 2O 1.0 g

Distilled water 1,000 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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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taphosphate 1 및 포화ml HgCl2 0.5 를 첨ml

가한 후 에서4 4,000℃ × 로 분간 원심 분리g 5

하여 상층액을 취한 후 gas chromatography

를 이용하여 휘발성(Shimadzu GC-17A, Japan)

지방산 농도를 측정하였다 휘발성 지방산 측.

정에 이용된 은column HP-Innowaw (Cross-

Linked PEG) 30 m × 0.32 mm × 0.5 (HP Part No.㎛

이었으며 측정조건은19091N-213) , inject port

온도 온도 온도200 , column 150 , detector℃ ℃

및 의220 5 /min column temperature program-℃ ℃

에 따라 실시하였다 또한 헬륨ing . (He)gas(carrier

유입량은gas) 1 으로 하고 수소ml/min , (H2) gas

및 산소 흐름속도는 각각(air) 30 및ml/min 300

이었으며 시료 주입량은ml/min , 1 로 하였다.㎕

총 미생물의 분리(3)

In vitro 배양 및 시간대별로 각0, 3, 6, 9 12

각 200 의 배양액을 채취한 후 사료 입자에ml

부착되어 있는 총 미생물을 분리하기 위하여
O2 free-CO2 를 주입하며 로 분gas homogenizer 3

간 회를 교반한 다음3 O2 free-CO2 를 연속gas

적으로 주입하며 겹의 로 여과하여4 cheese cloth

총 미생물 분리를 위한 시료로 사용하였다 총.
미생물의 분리는 와 의Shultz Shultz(1970) tungstic

침전법에 의해 분리하였는데 위액acid , 20 ml

에 1.07N H2SO4 5 및ml 10% sodium tungstate

5 를 분주하고 교반하였으며 교반된 시료는ml ,

시간 이상 정치시킨 후4 200 × 에서 분 동안g 20

원심 분리하여 상층액을 제거하였다 침전물은.

원심분리를 통해 증류수 : H2SO4 : Sodium tungstate

(4 : 1 : 용액으로 회 세척한 다음 동결 건조1) 2

하여 분석 전까지 에서 냉장 보관하였다4 .℃

균체의 및 아미노산 농도 분석(4) Cr

미생물체에 함유된 농도는 미생물 균체를Cr

건식법으로 에서 시간 동안 회화 후600 24 3℃

차 증류수로 배 희석하여10 ICP (LEEMAN

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또한 미PS950, USA) .

생물 균체의 아미노산 함량은 등Mason (1980)

의 방법에 따라 미생물 시료를 전처리 하여
HPLC (Waters 510 Pump; Waters

TM
Automated

Gradient Controller; Waters
TM

486 Tunable Absor-

bance Detector; Waters Temporature Control Module,

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USA) .

통계분석5.

본 실험에서 얻어진 결과들은 SAS@8.1

package / 를 이용하여 일반선형 모형PC(1990)

으로 분산분석을 실시한 후 처리간 평균(GLM)

의 유의성 검증을 의 방법에 의해Pair-difference

수준에서 유의성을 검증하였다0.05% .

Yij = + Tμ j + eij

여기에서,

Yij 실험 실측치:

μ 전체평균:

Ti 번째 처리의 효과: i

eij 각 개체의 고유한 확률오차:

결과 및 고찰.Ⅲ

일부 반추위 박테리아가 가지고 있는 많은
효소는 변화에 민감하기 때문에 미생물의pH

세포내 는 거의 중성으로 유지된다 만일pH . pH

Table 3. Experimental design for in vitro trial

Items
Treatment

Control T1 T2

Basal feed(DM) (g) 7 7 7

Corn silage(DM) (g) 2 2 2

Rice straw(DM) (g) 2 2 2

Cr content (ppb) - 1,000 1,000

T1 : CrCl3, T2 : Chromium-methionine chelate.



Kim et al. ; Utilization of Chelated Mineral in Ruminant Animals

－ －763

가 낮아지게 되면 세포 외부의 H
+ 농도가 증가

하고 세포내로 H
+가 유입되기 때문에 박테리아

는 세포내 를 거의 중성으로 유지하기 위해pH

세포 외부로 H
+를 수송하기 위한 추가적인

를 소비해야만 한다박 등 또한ATP ( , 2002).

로부터 파생된 혹은 에너지ATP hydrolysis ATP

는 양자를 이동시키기에 불충분하게 되고 세포
내의 가 떨어지고 이는 효소는 불활성화를pH

유도하여 세포의 사멸을 초래하기 때문에 첨가
물에 따른 배양액내 를 조사는 기본적으로pH

수행되어야 한다.

무기태 가 인3 Cr CrCl3 및 인 크라chelate Cr

민®의 첨가에 따른 in vitro 배양액의 변화pH

는 에 나타낸 바와 같다Table 4 . In vitro 배양
시간의 대조구3 (Control), T1(CrCl3 및 크라) T2(

민®구의 배양액내 는 각각 및) pH 6.61, 6.66

로 나타나 비록 통계적인 유의성은 인정되6.59

지 않았으나 대조구 및 구에 비해 에서, T1 T2

배양액내 가 낮은 경향을 보였다 또한 이후pH .

배양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처리에 관계없이 배
양액내 가 지속적으로 낮아지는 경향을 보pH

였으며 배양 시간과 마찬가지로 대조구 및, 3

구에 비해 구에서 배양시간에 관계없이T1 T2

배양액내 가 낮은 경향을 보였다 이상의 결pH .

과에서 구의 배양액내 는 대조구의 배양T1 pH

액내 와 전 배양시간에서 차이가 없는 것으pH

로 나타나 반추위액내에서 무기태 의 이용성Cr

은 낮다고 판단되었다 한편 구는 배양액내. T2

가 비록 통계적인 유의성은 없었으나 전 배pH ,

양시간에서 대조구와 구에 비하여 상대적으T1

로 낮은 경향을 보였다 이와 같은 결과는 배.

양액내 낮은 가 의 부분적인 분해pH methionine

로 인한 결과인지 혹은 크라민®의 첨가로 인한
반추위내 영양소 이용성이 향상되었기 때문에
일어난 현상인지에 대하여는 앞으로도 보다 많
은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반추위내에서 단백질 영양의 효과에 대한 지
표 중의 하나가 암모니아를 꼽을 수 있다 반.
추위 내에서 암모니아 농도는 사료 단백질의
이화작용 반추위로부터 암모니아의 흡수 및,

반추미생물의 성장으로 인한 암모니아의 동화
작용이 서로간의 균형을 나타낸다엄 등( , 2002).

따라서 본 실험에서도 반추위내 영양대사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암모니아 농도에
대해 조사하였는데 그 결과는 에서 나, Table 5

타낸 바와 같다. In vitro 배양 시간의 대조구3 ,

구 및 구의 배양액내 암모니아 농도는 각T1 T2

각 및 로 대조구에 비15.78, 13.58 17.04 mg/dl

해 구의 경우에는 암모니아 농도가 낮게 나T1

타난 반면에 구의 경우에는 암모니아 농도가T2

유의적으로 높은 결과를 보였다 한편(P<0.05). ,

배양 시간부터 배양 시간까지는 처리에 관계0 6

없이 배양액내 암모니아 농도가 증가하는 경향
을 보였으며 대조구 및 구에 비해 의 암, T1 T2

모니아 생성량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에 배양 시간 이후에는 처리에 관계없이 배양6

액내 암모니아 농도가 감소하여 일정 농도를
유지하는 결과를 보였다 일반적으로 암모니아.

Table 4. Changes of pH during in vitro incubation

Incubation time(hr)
Treatments

Control T1 T2

0 6.81 ± 0.13 6.82 ± 0.04 6.80 ± 0.07

3 6.61 ± 0.14 6.66 ± 0.09 6.59 ± 0.05

6 6.30 ± 0.13 6.35 ± 0.04 6.25 ± 0.10

9 6.11 ± 0.08 6.13 ± 0.13 6.03 ± 0.05

12 5.94 ± 0.02 5.94 ± 0.06 5.86 ± 0.17

T1 : CrCl3 1000 ppb, T2 : Chromium-methionine chelate 1000 ppb
abc
Means with different superscripts in the same row differ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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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반추 미생물의 단백질 합성에 가장 중요한
질소원이며 사료내 단백질 함량(Bryant, 1974),

이나 용해도와 그 밖의 물리 및 화학적 특성에
따라 반추위내의 암모니아 농도는 크게 영향을
받게 되는데 등 및, Erdman (1985) Church(1988)

는 반추위내의 암모니아 농도는 사료의 소화
속도와 어느 정도 일정한 경향을 나타낸다고
보고하여 본 실험에서도 in vitro 배양액의 pH

가 낮고 암모니아 농도가 높았던 가 대조구T2

및 구에 비해 미생물에 의한 암모니아 이용T1

성이 더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유기태.

첨가가 무기태 첨가에 비해 실제로 반추Cr Cr

가축에 있어서 반추위내 미생물체 단백질 합성
을 위한 더 많은 질소원을 제공할 수 있다고
판단되었다.

원료의 첨가에 따른Cr in vitro 배양액의 휘
발성지방산 농도 변화는 의 결과(VFA) Table 6

와 같다. In vitro 배양시간에 따른 총 휘발성
생성량 은 처리에 관계없이 배양 시간이(TVFA)

경과함에 따라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
였으며 배양 시간을 제외한 전 배양시간에, 12

서 대조구에 비해 처리구들 및 구의(T1 T2 )

가 유의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TVFA

한편(P<0.05). in vitro 배양 시간의 대조구12 ,

및 구의 배양액내 농도는 각각T1 T2 acetate

및53.78, 54.11 50.18 로 대조구 및 구mM/dl T1

에 비해 구의 배양액내 농도가 낮게T2 acetate

나타났으며 이로 인해 구의 가 낮, T2 A/P ratio

은 결과를 보였다 이와 같이 변화는. A/P ratio

반추동물의 생체내에서 일어나는 이용 및VFA

그 생리적 작용을 변화시켜 지방대사를 조절하
기 때문에 최근에는 이를 이용하여 고급육 생
산에 응용하려고 노력하고 있다(Hiroaki, 1997).

In vitro 배양 동안 배양액내의 총 미생물의
건물 회수율은 과 같다Table 7 . In vitro 배양
시간 동안의 대조구의 총 미생물의 건물 회12

수율은 모든 처리구간 통계적인 차이는 없었으
나 에서 로 약 증가하였고, 0.42% 0.51% 12% , T1

구는 에서 로 경미한 증가를 보였으0.43% 0.49%

나 구의 경우에는 에서 로 약, T2 0.45% 0.66%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 것으로 미루어15%

크라민®의 첨가로 인해 미생물 건물량이 효율
적으로 증가된 것으로 판단된다 일반적으로.

반추위에서 소장으로 유입되는 단백질의 60~

가 반추위에서 합성된 미생물 단백질로 구80%

성되며 이러한 미생물 단백질 소(Smith, 1979),

화율은 이상으로 반추위에서 합성되는 미70%

생물 단백질은 숙주동물에게 단백질 공급원으
로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한편 반추. ,

위내 암모니아의 경우 반추미생물의 단백질 합
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의 하나인 동시에
반추위내 미생물 성장을 위한 필수적인 질소원
인데 등 본 실험의 결과에서 크라(Stern , 1978),

민®의 첨가로 인해 반추위 미생물 건물 회수량
이 증가한 원인은 크라민®의 첨가가 배양액내
암모니아의 생성량을 증가시킨 것이 그 원인으

Table 5. Changes of ammonia concentration during in vitro incubation

Incubation time(hr)
Treatments

Control T1 T2

0 8.45 ± 0.24
c

11.60 ± 0.02
a

10.29 ± 0.06
b

3 15.78 ± 0.03
b

13.58 ± 0.18
c

17.04 ± 0.05
a

6 15.88 ± 0.08
c

16.89 ± 0.09
b

21.20 ± 0.04
a

9 15.61 ± 0.11
a

13.14 ± 0.08
c

14.53 ± 0.08
b

12 11.70 ± 0.01
c

12.51 ± 0.07
b

14.55 ± 0.00
a

T1 : CrCl3 1000 ppb, T2 : Chromium-methionine chelate 1000 ppb
abc
Means with different superscripts in the same row differ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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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판단되며 실제로 본 실험에서 배양액내 암,

모니아 농도가 대조구 및 구에 비해(Table 5) T1

구가 대부분의 배양시간에서 높게 나타난 사T2

실로 미루어도 이러한 결과를 뒷받침 해주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총미생물 건물 중의 함량은 에 나Cr Table 8

타낸 바와 같다 각 처리 간 함량은. Cr in vitro

배양 초기에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P>

배양 시간 째 미생물 내 함량이 대0.05), 3 Cr

조구 및 에서 각각 및, T1 T3 148.3, 192.0 165.0

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대조구의 경우에는ppb .

배양 시간에 비해 함량이 다소 낮아졌으0 Cr

나 및 구의 경우에는 함량이, T1 T2(P<0.05) Cr

배양 초기에 비하여 높아지는 결과를 보였다.

그러나 그 이후 배양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T1

구의 함량은 배양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유Cr

Table 6. Changes of volatile fatty acids during in vitro incubation

Incubation

time(hr)
Items

Treatments

Control T1 T2

0

Acetic acid(C2) 21.28± 1.34 20.73± 0.79 21.46± 1.45

Butyric acid(C4) 2.30± 0.19 2.45± 0.06 2.64± 0.11

Propionic acid(C3) 3.80± 0.36 4.06± 0.14 4.21± 0.04

TVFA 27.38± 0.80 27.23± 0.61 28.32± 1.55

A/P ratio 5.60 5.11 5.10

3

Acetic acid(C2) 30.73± 7.85
a

27.76± 5.76
c

29.39± 6.90
b

Butyric acid(C4) 3.94± 1.00
a

3.52± 0.71
b

3.80± 0.90
a

Propionic acid(C3) 8.57± 3.06
a

7.50± 2.31
b

8.54± 3.05
a

TVFA 43.24±11.91
a

38.78± 8.78
c

41.73±10.84
b

A/P ratio 3.58± 0.34 3.70± 0.21 3.44± 0.12

6

Acetic acid(C2) 43.86±17.13
a

38.54±13.48
b

41.30±15.32
ab

Butyric acid(C4) 5.57± 2.15
a

4.75± 1.57
c

5.10± 1.82
b

Propionic acid(C3) 16.74± 8.84
a

14.65± 7.36
b

16.62± 8.76
a

TVFA 66.18±28.13
a

57.94±22.37
c

63.02±25.90
b

A/P ratio 2.62± 0.12 2.63± 0.08 2.48± 0.18

9

Acetic acid(C2) 52.56±23.29
a

47.56±19.75
c

49.96±21.46
b

Butyric acid(C4) 7.01± 3.17
a

6.11± 2.53
b

6.54± 2.85
b

Propionic acid(C3) 21.84±12.45
a

20.72±11.66
b

21.18±11.98
ab

TVFA 81.42±38.91
a

74.39±33.93
c

77.68±36.29
b

A/P ratio 2.41± 0.21 2.30± 0.26 2.36± 0.09

12

Acetic acid(C2) 53.78±24.18 54.11±24.45 50.18±25.84

Butyric acid(C4) 7.91± 3.80 7.56± 3.57 7.79± 3.73

Propionic acid(C3) 22.80±13.14 21.44±14.30 21.41±12.15

TVFA 84.48±41.12 83.05±42.32 79.58±41.71

A/P ratio 2.36± 0.15 2.52± 0.18 2.34± 0.17

T1 : CrCl3 1000 ppb, T2 : Chromium-methionine chelate 1000 ppb
abc
Means with different superscripts in the same row differ(P<0.05)

TVFA : Total Volatile Fatty Acid, A/P ratio : Acetic acid/Propionic ac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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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적으로 높게 나타난 반면에 대조구와 구의T2

함량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였다 한편Cr . , T2

구의 함량이 대조구에 비하여 약간 높은 것Cr

은 미결합 분자가 미생물에 이용되었을 가Cr

능성을 제기할 수 있으며 본 시험의 결과만으,

로는 크라민®이 반추 미생물에 의해 분해되는
것은 상당히 미약할 것이라고 판단된다.

총미생물 건물 중의 미생물체를 분석한 결
과 미생물체 내 및 함량을, methionine cystein

분석한 결과는 에서 나타낸 바와 같다Fig. 1 .

통계적인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으나 미생물체,

내에 농도는 배양 시간이 경과함에methionine

따라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의 경우에는 배양시간의 경과에 따른 변cystein

화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각 배양 시.

간대별 농도는 처리 간에 차이methionine

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오히려 대(P<0.05) ,

조구의 농도가 높게 나타난 점으로methionine

미루어 반추 미생물에 의한 크라민®의 분해는
극히 제한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본 시험의 결과를 종합해보면 크라,

민®의 첨가에 따른 in vitro 배양액내 및 암pH

모니아 농도를 포함한 발효특성에 대한 부의
영향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오히려 미생물,

체 단백질의 합성에 이용되어 숙주동물을 단백
질 공급원으로 이용될 수 있는 암모니아의 생
성량과 총미생물 건물회수량을 증가시킬 수 있
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총미생물 건물 중의.

Table 7. Dry matter recovery into rumen microbes during in vitro incubation

Incubation time(hr)
Treatment

Control T1 T2

% of DM recovery…………………………… ……………………………

0 hour 0.42 ± 0.02 0.43 ± 0.03 0.45 ± 0.04

3 hour 0.43 ± 0.01 0.43 ± 0.02 0.46 ± 0.02

6 hour 0.44 ± 0.01 0.44 ± 0.03 0.50 ± 0.01

9 hour 0.48 ± 0.02 0.43 ± 0.03 0.59 ± 0.01

12 hour 0.51 ± 0.02 0.49 ± 0.02 0.66 ± 0.02

Total 2.28 2.22 2.66

T1 : CrCl3 1000 ppb, T2 : Chromium-methionine chelate 1000 ppb
abc
Means with different superscripts in the same row differ (P<0.05)

Table 8. Changes of Cr contents in rumen microbes during in vitro incubation.

Incubation time(hr)
Treatment

Control T1 T2

0 156.75 ± 2.65 162.00 ± 0.00 159.00 ± 6.32

3 148.30 ± 4.25
b

192.00 ± 8.16
a

165.00 ± 3.84
b

6 150.00 ± 6.13
b

276.25 ± 7.16
a

162.88 ± 2.35
b

9 156.30 ± 3.76
b

253.38 ± 7.12
a

169.75 ± 6.54
b

12 147.65 ± 9.07
b

230.50 ± 7.08
a

155.38 ± 8.27
b

T1 : CrCl3 1000 ppb, T2 : Chromium-methionine chelate 1000 ppb
abc
Means with different superscripts in the same row differ(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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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 및 함량 분석을 통해서 확인된methionine

바와 같이 반추 미생물에 의한 크라민®의 분해
는 상당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실제로 반추가축
에 급여하였을 경우 반추위 분해를 회피해서
소장으로 되어 숙주동물에서 의 이용by-pass Cr

성 증진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
다.

요 약.Ⅳ

본 연구는 무기태 크롬(ClCl3와 유기태화 크)

롬인 크라민Cr-methionine chelate(
®을 첨가하였)

을 때 in vitro 조건에서 반추위내 발효성상과
반추미생물체 내 과 을 분석하여Cr Methionine

크라민®의 여부를 간접적으로 증명하고by-pass

자 실시하였다.

In vitro 소화시험에 이용한 기초영양소는 Jar

당 반추미생물 기초 영양소로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배합사료 7 g 볏짚(DM), 2 g 및(DM)

Corn silage 2 g 을 동일하게 배합하였으며(DM) ,

시험구로는 대조구 (control), CrCl3를 1000 ppb

첨가한 구 및 농도가T1 Cr 1000 이 되도록ppb

크라민®을 첨가한 구를 두었으며 처리 당T2 ,

반복으로 시험을 수행하였다5 .

의 는 모든 배양시간에서 대조구 및T2 pH T1

구에 비하여 낮은 경향을 보였으며 암모니아,

농도는 배양 시간 전까지는 대조구와 구에6 T1

비하여 구가 높은 경향을 보였으나 배양T2 , 6

시간 이후에는 모든 처리구가 일정하게 낮게
유지되었다 총 휘발성지방산 농도는 모든 처.

리구가 배양시간이 경과함에 다라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며 대조구에 비하여 구와 구의, T1 T2

농도가 유의적으로 낮았다. In vitro 배양 시12

간 동안 미생물체 건물 회수율은 구가 가장T1

낮은 반면에 구가 가장 효율적으로 미생물을T2

증가시켰다 반추미생물체 내 농도는 대조. Cr

구와 구간에는 차이가 없었으나T2 (P>0.05), T1

구는 유의적 으로 높게 나타났다 반추(P>0.05) .

미생물체 내 및 농도는 대조methionine cyctine

구와 구간에는 차이 가 없었으나T2 (P>0.05) , T1

구는 비교적 낮은 경향을 보였다.

본 시험의 결과를 종합해 보면 크라민 의, ®

첨가에 따른 in vitro 배양액내 및 암모니아pH

농도를 포함한 발효특성에 대한 부의 영향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오히려 미생물체 단백,

질의 합성에 이용되어 암모니아의 생성량과 총
미생물 건물 회수량을 증가시킬 수 있는 것으
로 판단된다 또한 크라민.

®은 반추 미생물에
의해 상당히 제한적으로 분해되기 때문에 반추
위를 회피해서 소장으로 되어 이용된by-pass

것으로 판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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