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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experiment was conducted to determine correlation between in vitro protein fractions and in situ 
protein degradation rate with major dairy protein sources (soybean meal, corn gluten meal, cotton seed 
meal, kapok seed meal and perilla meal). Five protein fractions were obtained according to the Cornell Net 
Carbohydate and Protein System (CNCPS), and in situ protein degradation rates were determined by 
technique using nylon bags incubated for 0, 4, 8, 12 and 24 hrs in the rumen of three Holstein steers. 
Fraction A was highest in kapok seed meal (14.6%) and lowest in corn gluten meal (0.6%) (P<0.05). The 
highest B1, B2 and B3 fractions were contained in soybean meal (8.27%), cotton seed meal (74%), and 
perilla meal (40%), respectively. Corn gluten meal was very high in fraction C. In situ protein degradation 
rate of soybean meal was 98%, highest among five protein sources, and corn gluten meal had the lowest 
rate at 28%. Correlation analysis showed that easily soluble fractions of both methods, in situ protein 
degradation rate and digestible protein fractions, and in situ protein degradation rate minus “a” and fraction 
B2+B3 were highly correlated. These results indicate that in vitro protein fractionation can be used in the 
estimation of in situ protein degradation. 
(Key words : Protein fractions, In situ protein degradation, Correlation)

. 서    론

사료의 영양학적 가치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일반성분 분석이나 각종 아미노산 함량 혹은 
광물질 및 비타민의 양 등을 구하여 그 가치를 
추정할 수 있으나, 반추동물은 반추위에서 미
생물에 의해 사료가 분해되기 때문에 실제 소

장에서 흡수되는 영양소는 사료내 영양소와 많
은 차이가 있다. 따라서 반추동물의 경우 사료
의 성분분석 만으로는 사료의 영양학적 가치를 
평가하기 어렵다. 그래서 반추동물용 단백질 
사료의 가치를 평가하는데 화학성분 분석 이외
에 in vivo 방법이나 in vitro, in situ 방법 등이 
이용되고 있다. In vivo 방법은 직접 동물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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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의 단백질 소화를 측정하기 때문에 비교적 
정확하다고 할 수 있지만, 시간과 비용 등이 
많이 소요된다(Van Straalen과 Tamminga, 1990). 
이에 반해 in situ 방법은 기질을 담은 나일론
백을 반추위에 일정시간 배양한 후, 나일론백
에서 빠져나간 기질의 양을 측정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비교적 간편하고, 반추위에 캐뉼라가 
장착된 실험동물만이 필요하기 때문에 적은 비
용으로 수행 가능하여 현재까지 널리 이용되고 
있다(Varvikko와 Lindberg, 1985). In vitro 방법
은 동물 생체실험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고, 
시간에 대한 제약과 비용이 적어 널리 쓰이고 
있다. In vitro 상에서 단백질 분해를 측정하는 
방법에는 반추위액에 일정시간 배양후 분해율
을 측정하는 법(Tilley와 Terry, 1963), 가스발생
량을 통해 평가하는 방법(Menke와 Steingass, 
1988), 단백질 분해효소를 이용하는 방법(Licitra 
등, 1998; Luchini 등, 1996) 그리고 미생물체 
단백질 합성 억제제를 이용한 배양법(Broderick, 
1987) 등이 있다. 최근 비교적 널리 이용되고 
있는 in vitro 방법으로 미국 Cornell 대학에서 
제시한 Cornell Net Carbohydrate and Protein 
System(CNCPS)이 있는데 이는 원료사료의 단
백질을 여러 가지 용액에서의 용해되는 정도를 
측정하여 5개의 fraction(A, B1, B2, B3 및 C)으
로 구분하고 있다(Sniffen 등, 1992; Licitra 등, 
1996). Fraction A는 비단백태 질소화합물 
(NPN), B1은 용해성 진정단백질, B2는 중성세
제 용해성 단백질, B3는 중성세제 불용성 · 산성
세제 용해성 단백질, C는 산성세제 불용성 단
백질이다. 이 방법은 반추위나 위액에 배양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매우 간단한 방법이라 할 
수 있다. 만약 단백질의 fraction으로 in situ 단
백질의 분해율을 추정할 수 있다면 사료 단백
질 품질측정이 훨씬 간편해 질 것이다. 하지만 
이 방법은 반추위내 소화가 고려되지 않았기 
때문에 단백질 fraction 결과가 원료사료의 반추
위내 소화율을 얼마나 정확하게 추정할 수 있
는지는 알 수 없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국내에서 사용되고 있는 
몇 가지 단백질 원료사료를 사용하여 단백질 
fraction과 in situ 단백질 분해율을 구한 다음 

이들 사이에서의 상관관계를 보고자 실시하였
다. 

. 재료 및 방법

 1. 

단백질의 fraction과 in situ 분해율을 보기 위
하여 현재 국내에서 축우 사료 제조를 위하여 
주로 사용 중인 5종의 단백질 사료 원료 즉, 
탈피대두박(dehulled soybean meal, 국산), 콘글
루텐(corn gluten meal, 국산), 면실박(cottonseed 
meal, 중국산), 카폭박(kapok seed meal, 인도네
시아산) 및 임자박(perilla meal, 국산)을 시료로 
사용하였다. 
   
2. fraction 

Licitra 등(1996)의 방법에 따라 사료 단백질
의 NPN(non-protein nitrogen, 비단백태질소화합
물), SOLP(soluble protein, 용해 단백질), 
NDIP(neutral detergent insoluble protein, 중성세
제 불용해단백질) 그리고 ADIP(acid detergent 
insoluble protein, 산성세제 불용해단백질)를 분
석하였으며, 각각의 단백질 fraction은 이들 성
분으로부터 다음과 같이 계산하였다.

A fraction = NPN,
  B1 fraction = SOLP-NPN,
  B2 fraction = 100-A-B1-B3-C,
  B3 fraction = NDIP-ADIP, 
  C fraction= ADIP
 
3. in situ 

1) 공시축 및 사양관리 

반추위 누관이 설치된 평균 체중이 325 ±
25kg인 홀스타인종 거세 수소 3두를 사용하였
다. 시험기간 중 사료는 체중의 2%에 해당하는 
양을 일일 2회로 나누어 급여하였으며 티모시 
건초와 배합사료를 1:1로 혼합하여 급여하였고 
음수와 미네랄 블럭은 자유 섭취토록 하였다. 
급여한 사료의 성분은 Table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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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Nutrient contents of experimental feeds fed to steers
Unit : % 

Moisture CP EE CF ADF NDF

  Timothy hay 12.22  8.38 2.15 25.13 32.53 56.27

  Concentrate 12.10 15.58 3.00  7.19 13.67 26.06

2) Nylon bag 시험방법 

홀스타인 거세우 3두에 총 5개의 원료사료를 
각각 2개의 nylon bag에 넣어 반추위에 배양하
였다(6반복). Wiley mill을 이용하여 1mm로 분
쇄한 각각의 원료사료는 2g씩 nylon bag(5× 
10cm; 50 pore size)에 담고 입구를 봉한 후 
아침사료 급여 직전에 반추위 내에 넣고 4, 8, 
12, 24시간 동안 배양하였다. 배양이 끝난 
nylon bag은 반추위 누관으로부터 꺼내어 얼음
물에 침지 시켰다가 흐르는 수도물로 맑은 물
이 나올 때까지 세척한 다음 60 dry oven에
서 48시간 동안 건조하였다. 그리고 0시간대 
nylon bag은 반추위내 배양 없이 동일한 방법
으로 침지 및 세척을 한 후 건조되었다. 모든 
시료는 48시간 건조한 후 건물 및 단백질 함량
을 측정하였다 (AOAC, 1990). 

3) 건물과 단백질의 소실율 및 분해율의 계

산

원료사료 및 in situ 실험에서 수거된 시료의 
DM 소실율 및 단백질 소실율은 배양기간 동안 
소실된 양을 배양전 시료의 양에 대한 백분율
로 계산하였다. 

각 시료의 건물 및 단백질 소실율 데이터를 
SAS의 nonlinear regression procedure를 통해 
Ørskov와 McDonald(1979)의 모델 계수 및 분해
율을 계산하였으며, 그 식은 다음과 같다. 

  P = a + b(1-e ct) 
  P : 시간 t에서의 영양소 소실율 
  a : 쉽게 용해되는 영양소 (0시간에서 용해된 

양, %)
  b : 소화 가능한 불용해 영양소 
  t  : 배양 시간 
  c : 소실율 상수 (b fraction의 시간당 소실율, 

h 1) 

4.  

연구 결과에 대한 통계분석은 SAS(Statistical 
Analysis System, Version 9.1, USA, 2002) 
package program을 이용하였다. 소실율 계수는 
nonlinear procedure를, 원료사료간 소실율 및 단
백질 fraction은 ANOVA procedure를, 그리고 측
정항목간 상관분석은 correlation procedure를 사
용하였다(Snedecor 등, 1989). 사료원료간 유의
적 차이는 LSD(least significant difference) 검정
을 통해 검정하였다. 

. 결과 및 고찰 

1. fraction 

본 연구에 사용된 5종 사료원료들의 조성분
을 살펴보면 Table 2와 같다. 조단백질(CP) 함
량은 원료사료 중에서 콘글루텐이 69.1%로 가
장 높았고, 카폭박이 32.8%로 가장 낮았다. 조
지방(EE) 함량은 카폭박이, 조섬유(CF) 함량은 
면실박이, 조회분(ash) 함량은 임자박이 다른 
사료원료들보다 높았다. 

이들 사료 원료들의 조성분 함량을 NRC 
(1996)와 비교했을 때 약간의 차이는 있었는데 
이는 Van Straalen 등(1997)이 보고한 바와 같이 
원산지, 성숙도, 품종, 가공 그리고 토양의 비
옥도 등에 의해 원료사료의 성분 함량에 차이
가 있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원료사료들의 단백질 fraction은 Table 3에서 
보는 바와 같다. 비단백태질소화합물(NPN) 함
량은 원료사료 중에서 카폭박이 14.6%로 가장 
높았고, 콘글루텐이 0.6%로 가장 낮았다(P< 
0.05). 용해 단백질(SP) 함량은 대두박과 카폭박
이 약 18~19%로 가장 높았고 콘글루텐이 4.8%
로 가장 낮았다(P<0.05). 중성세제 불용해단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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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Chemical composition of protein sources used for protein fractionation and in situ 
studies

Item
Feedstuffs1)

SBM CGM CSM KSM PM
DM 91.3 89.6 91.0 90.3 94.4

CP 45.1 69.1 47.6 32.8 42.0

EE 0.6 3.0 0.3 8.2 1.0

CF 5.8 1.0 17.5 17.3 15.5

Ash 7.4 3.3 5.9 7.0 8.6

Ca 0.5 0.2 0.3 0.7 1.5

P 0.6 0.3 0.8 0.7 1.3
1) SBM, soybean meal; CGM, corn gluten meal; CSM, cotton seed meal; KSM, kapok seed meal; PM, perilla 

meal.

Table 3. Protein fractions of protein sources

SBM 1) CGM CSM KSM PM SEM 4)

NPN 2) 10.2 b    0.6 c  10.2 b  14.6 a  10.7 b  1.27

SOLP 18.4 a    4.8 d 15.1 b  19.0 a  11.4 c  1.41

NDIP   7.4 e 43.9 b  11.3 d  20.3 c  56.9 a  5.15

ADIP   1.2 d  42.5 a    6.5 c  14.2 b  16.8 b  3.82

A 3) 10.2 b    0.6 c 10.2 b 14.6 a 10.7 b 1.27

B1   8.3 a    4.2 ab   4.8 a    4.4 ab   0.8 b 0.72

B2 74.2 a  51.3 c 73.7 a 60.7 b 31.7 d 4.24

B3   6.2 b    1.5 c    4.7 bc   6.1 b 40.1 a 3.83

C   1.2 d  42.5 a   6.5 c 14.2 b 16.8 b 3.82
1) SBM, soybean meal; CGM, corn gluten meal; CSM, cotton seed meal; KSM, kapok seed meal; PM, perilla 

meal.
2) NPN, non-protein nitrogen; SOLP, soluble protein; NDIP, neutral detergent insoluble protein; ADIP, acid 

detergent insoluble protein.
3) A = NPN; B1 = SOLP-NPN; B2 = 100-A-B1-B3-C; B3 = NDIP-ADIP; C = ADIP.
4) SEM, standard error of means.
a, b, c, d, e Means with different superscripts in the same row differ significantly (P<0.05).

질인 NDIP는 임자박이 약 56.9%로 가장 높았
고, 대두박이 약 7.4%로 가장 낮았다(P<0.05). 
산성세제 불용해단백질인 ADIP는 콘글루텐이 
약 42.5%로 가장 높았고, 대두박이 1.2%로 공
시한 원료 중 가장 낮았다(P<0.05). 

이들 분석값으로부터 단백질 fraction을 계산
하였는데, A fraction은 NPN 함량이고, B1 
fraction은 NPN을 제외한 soluble protein을 말하

며, A와 B1 fraction은 반추위에서 빠르게 분해
되는 부분이다. B3 fraction은 중성세제에는 용
해되지 않지만, 산성세제에는 용해되는 부분으
로 NDIP에서 ADIP를 빼서 계산하였으며, 반추
위에서 천천히 분해되어 상당부분은 반추위에
서 소화되지 않고 소장으로 넘어가며 소장에서 
소화되는데 이 부분의 소화율은 평균 80%로 
보고된 바 있다(CNCPS, 2003). C fraction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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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In situ DM and CP degradation rate and parameters 

SBM 1) CGM CSM KSM PM SEM 2)

DM degradation (%) 96.7 a  45.1 c 55.6 b 53.1 b 44.6 c 3.61
     a 3) 29.2 a   2.6 d 18.4 c 24.0 b 17.7 c 2.39
     b 70.8 a 52.3 b 78.3 a 28.7 c 36.4 c 5.21
     c   0.10 b   0.07 bc   0.03 d    0.21 a   0.06 cd 0.02
CP degradation (%) 98.1 a  28.0 e 54.7 c 86.9b 43.4 d 4.94
     a   7.1 b   0.7 c 10.7 b 34.7 a   8.8 b 3.14
     b 92.9 a 85.1 ab  82.8 ab 50.4 b 60.3 ab 5.44
     c   0.11 b   0.02 b    0.03 b   0.30 a   0.05 b 0.03
1) SBM, soybean meal; CGM, corn gluten meal; CSM, cotton seed meal; KSM, kapok seed meal; PM, perilla 

meal.
2) SEM, standard error of means.
3) Values of a, b and c were derived from the equation of P = a + b (1-e ct) (Ørskov and McDonald, 1979). 

P is DM or CP degradation at time t (h), a is the soluble fraction, b is the potentially degradable fraction 
and c is the rate of degradation (/h) of b fraction.

a, b, c, d, e Means with different superscripts in the same row differ significantly (P<0.05).

ADIP로, 반추위 및 소장에서 분해 및 소화되지 
않는 부분이다. B2 fraction은 전체 CP 중 나머
지 fraction값을 제외한 값으로 분해속도는 B1
과 B3 fraction의 사이로서, 사료의 특성과 섭취
수준 등에 따라 분해속도가 달라지며 반추위에
서 소화되지 않고 통과한 B2 fraction은 소장에
서 100% 소화된다(CNCPS, 2003).  

이러한 단백질 fraction의 분해 특성을 통해 
살펴보았을 때 soluble fraction(A 및 B1 fraction)
의 함량이 높은 대두박과 카폭박은 반추위에서 
초기 분해되는 양이 많을 것이고, B3 fraction의 
함량이 높은 임자박은 반추위에서 천천히 분해
가 되며 소장으로 넘어가는 단백질의 양이 많
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콘글루텐은 반추위 
및 소장에서 소화되지 않는 단백질의 양이 가
장 높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얻은 단백질 fraction 결과를 
CNCPS(2003) 데이터와 비교해 보면, 대두박과 
면실박은 비슷하였으나 콘글루텐은 C fraction
값에서 많은 차이가 있었다. 카폭박과 임자박
의 단백질 fraction 데이터는 아직까지 보고되지 
않아서 비교할 수가 없었다. 앞에서 원료사료
에 따른 조성분 함량의 차이에 대해서 언급한 
것처럼, 단백질 fraction도 원료사료의 원산지, 
성숙도, 품종, 가공 등에 의해 차이가 나타난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앞으로 지속적인 분
석과 연구를 통해 원료사료의 source별 분석이 
되어야 원료사료의 fraction에 대한 정확한 평가
가 가능할 것이다. 

2. 

반추위에서 24시간 배양 후 원료사료들의 건
물 및 조단백질 분해상수와 분해율은 Table 4
에 제시되어 있다. 건물 분해율은 대두박이 
96.7%로 원료사료 중에서 가장 높았고, 콘글루
텐과 임자박이 45.1%로 가장 낮았다(P<0.05). 
쉽게 용해되는 양을 나타내는 a값도 대두박이 
가장 높았고, 콘글루텐이 가장 낮았다(P<0.05). 
용해되지 않고 천천히 분해되는 양을 나타내는 
b값은 면실박과 대두박이 각각 78.3%, 70.8%로 
가장 높았고, 카폭박이 28.7%로 가장 낮았다
(P<0.05). 불용성이며 천천히 분해되는 fraction 
b의 분해속도를 나타내는 c값은 카폭박이 0.21
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대두박, 콘글루
텐, 임자박 그리고 면실박의 순으로 높았다
(P<0.05). 

조단백질 분해율은 앞의 건물 분해율과 유사
한 경향을 보였다. 원료사료 중에서 대두박이 
조단백질 분해율이 가장 높았고, 콘글루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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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Correlation coefficient between in situ
CP parameters and protein fractions

Correlation
coefficient Probability

DM degradation vs CP
   degradation 0.84 <0.01

a1) vs A2) 0.75 <0.01

a vs A+B1 0.66 <0.01

b vs B2+B3 0.04 0.876

a+b vs A+B1+B2+B3 0.16 0.579
CP degradation vs
   A+B1+B2+B3 0.75 <0.01

CP degradation - a
   vs B2+B3 0.65 <0.01

1) Values of a, b and c were derived from the 
equation of P = a + b (1-e ct) (Ørskov and 
McDonald, 1979). P is DM or CP degradation at 
time t (h), a is the soluble fraction, b is the 
potentially degradable fraction and c is the rate of 
degradation (/h) of b fraction.

2) Protein fraction A, non-protein nitrogen; B1, buffer- 
soluble protein; B2, buffer-insoluble but neutral 
detergent soluble protein; B3, neutral detergent 
insoluble but acid detergent soluble protein; C, acid 
detergent insoluble protein.

가장 낮았다(P<0.05). 대두박의 경우 쉽게 용해
되는 부분 (a값)은 적지만, 용해되지 않고 소화
가능한 부분 (b값)이 많고 소화속도 (c값)가 빠
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분해율이 높았다. 하
지만, 콘글루텐의 경우 소화가능한 부분은 많
지만 쉽게 용해되는 부분이 적고 소화속도가 
느려 결과적으로 단백질 분해율이 낮았다. 카
폭박은 대두박 다음으로 조단백질 분해율이 높
았는데, 카폭박의 경우 a와 c값은 높았으나, b
값은 낮았다. 즉, 카폭박은 반추위내에서 많은 
양이 용해되며 (a값), 용해되지 않고 소화가능한 
부분은 빠르게 분해되지만 (c값), 그 양 (b값)이 
많지 않았다. 면실박과 임자박의 분해율은 카
폭박보다 낮고 콘글루텐보다 높았다(P<0.05). 
대두박과 비교했을 때 면실박과 임자박의 a값
은 대두박과 비슷하지만 b와 c값이 작았다. 즉, 
소화가능한 부분이 적고 소화속도도 느려 단백
질 분해율이 낮았다. 

윤 등(1990)은 단백질 원료사료를 면양의 반
추위에서 72시간 배양한 후 단백질 소화속도를 
측정하였는데, 대두박, 콘글루텐, 면실박 및 임
자박의 소화속도는 각각 0.099, 0.028, 0.045, 
0.040 이라고 보고하였다. 이는 대두박이 높고 
콘글루텐은 낮았으며 면실박과 임자박은 그 사
이인 본 연구결과와 일치하였다. Erasmus 등
(1994)은 반추위에서 16시간 배양후 면실박과 
콘글루텐의 조단백질 분해율이 각각 42.5와 
18.6%라고 보고하였으며 해바라기박과 땅콩박
은 반추위에서 단백질 분해율이 높고, 대두박
과 면실박은 중간이며, 그리고 어분, 콘글루텐 
및 혈분은 낮다고 보고하였다. NRC(2001)에서
는 단백질 사료원료의 반추위내에서 소화되는 
단백질(RDP) 양을 제시하였는데, 대두박, 콘글
루텐 및 면실박의 RDP는 각각 76%, 36%, 52%
였다. 본 연구에서 대두박의 분해율이 NRC 
(2001)에서 제시한 값보다 높았는데, 이는 대두
피를 제거한 탈피대두박을 사용하였기 때문일 
것이다. Ceresnakova 등(2002)은 원료사료중 대
두박, 해바라기박, 채종박, 아마박은 반추위에
서 단백질 소실율이 높았고, 콘글루텐과 전지
대두는 낮은 것으로 보고하였다. Cozzi와 
Polan(1994)도 콘글루텐의 CP 소실율이 다른 단

백질 원료사료에 비해 낮다고 보고하였는데, 
이는 콘글루텐의 젤라틴 성질과 미생물의 부착 
표면적의 감소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Stern과 
Satter, 1982). 

3. fraction in situ 

Table 5는 in situ 소실율과 단백질 fraction 간
의 상관관계를 나타낸 것이다. 건물 소실율과 
조단백질 소실율 간의 상관계수는 0.84로 상관
관계가 높았다(P<0.01). 원료사료 중 쉽게 용해
되는 부분인 In situ의 a값과 단백질 fraction A 
사이의 상관계수는 0.78이었고, a값과 A + B1 
fraction 간의 상관계수는 0.67이었다(P<0.01). 하
지만 용해되지 않고 천천히 분해되는 부분인 
in situ의 b값과 단백질 fraction B2 + B3 사이에
서는 상관관계가 없었다(P>0.05). In situ a+b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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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단백질 fraction A + B1 + B2 + B3 사이에서도 
상관관계는 없었지만, 조단백질 분해율과 단백
질 fraction A + B1 + B2 + B3 사이에서는 상관계
수가 0.75로서 상관관계가 높았다(P<0.01). 지금
까지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실제 단백질 분
해율과 분해 가능한 단백질 fraction (A + B1 +
B2 + B3)에서는 상관관계가 있었으나, in situ의 
b값과 단백질 fraction B2 + B3 사이에서는 상관
관계가 없었다. 이는 in situ의 b값이 실제 분해
율보다 높게 계산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실제
로 이 b값은 소화가능한 양을 나타내는 것으로
서 소화속도에 따라 일정시간 후의 소화된 양
이 상당히 다를 수 있다. 콘글루텐과 면실박의 
b값은 80% 이상이지만 실제 분해율은 55% 이
하인 점이 이를 대변해준다. 그래서 CP 분해율
에서 a값을 제외한 값(CP-a)과 B2 + B3 fraction 
간에는 상관관계가 0.65로서 비교적 상관관계
가 높았다(P<0.01). Zhao와 Cao(2004)는 다중회
귀분석을 통해 CNCPS 단백질 fraction 과 in 
vitro CP 분해율간의 회귀식을 구하였으며, 단
백질 fraction으로 CP 분해율을 추정할 수 있다
고 제시하였다. 또한 Shannak 등(2000)도 단백
질 fraction으로부터 in situ UDP (undegradable 
protein)의 양을 정확하게 추정할 수 있다고 보고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얻은 원료사료의 단백질 
fraction과 in situ 분해율과의 상관관계를 종합
해 보면, 두 방법에서 쉽게 용해되는 성분간이
나 in situ 조단백질 분해율과 소화가능한 단백
질 fraction간, 그리고 in situ 조단백질 분해율에
서 a값을 제외한 값과 B2 + B3 fraction 사이에 
상관관계가 있었다. 이로 보아 화학적 방법을 
기초로 한 fractionation 결과로부터 in situ 분해
율을 추정하는 것이 부분적이나마 가능한 것으
로 사료된다. 그러나 좀더 정확한 추정이 가능
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원료사료에 대한 분석
자료가 필요하다. 

. 요    약 

본 연구는 국내에서 사용되고 있는 몇 가지 
단백질 원료사료를 사용하여 단백질 fraction과 

in situ 단백질 분해율을 구한 다음 이들 사이
에서의 상관관계를 살펴보고자 실시하였다. 원
료사료는 대두박, 콘글루텐, 면실박, 카폭박 및 
임자박이었다. 단백질 fraction은 CNCPS에서 제
시하는 방법으로 구하였으며, in situ 단백질 분
해율은 캐뉼라가 장착된 홀스타인 거세우 3두
를 이용하여 반추위에서 원료사료를 4, 8, 12 
및 24시간 배양하여 구하였다. 

단백질 fraction 중 A fraction은 카폭박이 
14.6%로 가장 높았고, 콘글루텐이 0.6%로 가장 
낮았다(P<0.05). B1 fraction은 대두박이 8.27%로 
가장 높았으며, B2 fraction은 대두박과 면실박
이 74%로 가장 높았다. B3 fraction은 임자박이 
40%로 다른 원료사료에 비교해 뚜렷하게 높았
다. C fraction은 콘글루텐이 약 42.5%로 가장 
높았다. In situ 조단백질 분해율은 대두박이 
98%로 가장 높았고, 콘글루텐은 28%로 가장 
낮았다. 단백질 fraction과 in situ 분해율 사이의 
상관관계를 보면, 쉽게 용해되는 부분 (A, B1 
fraction vs a값) 사이에, in situ 조단백질 분해
율과 소화가능한 단백질 fraction 사이에, 그리
고 in situ 조단백질 분해율에서 a값을 제외한 
값과 B2 + B3 fraction 사이에는 상관관계가 높
았다(P<0.01). 본 연구결과에 의하면, 단백질 
fraction은 원료사료의 반추위내 분해율을 추정
하는 데 이용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앞
으로 더 정확한 평가를 위해서는 더 많은 원료
사료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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