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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total of 16 growing pigs (Landrace × Yorkshire × Duroc, average weight 71 ± 2 kg) were used in this experiment for 24 
days to determine the effect of replacing ground corn with barley varieties on growth performance, nutrient digestibility, and 
blood metabolites. Each pig was housed individually in a metabolic cage with a nipple waterer and feeder. Four dietary 
treatments included control (a corn and soybean meal-based diet) and 3 barley varieties (Youngyang, Wooho, or Yuyeon 
barley replacing 40% of ground corn). Growth performance and nutrient digestibility were not affected by replacement of 40% 
of ground corn with one of the three barley varieties (p > 0.05), but final body weight was. As for blood characteristics, pig 
treated with all of the barley treatments had no effect (p > 0.05) on total protein, albumin, aspartate aminotransferase (AST), 
alanine aminotransferase (ALT), lactate dehydrogenase (LD), and glucose in comparison with control; however, there was a 
difference in high density lipoprotein (HDL)-cholesterol levels between the control and all of the barley replaced treatment 
groups (p < 0.05). In conclusion, in spite of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each of the three barley varieties is a suitable 
substitute for ground corn in the diet of growing and fattening pigs without adverse effects on growth performance, nutrient 
digestibility, and blood characteri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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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1)

최근의 우리나라 양돈 산업은 다양한 요인들로 인해 

국제 경쟁력을 물론 국내 경쟁력 또한 약화되고 있는 실

정이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요인은 기후 온난화에 의한 

국제 곡물가격의 상승과 유가 상승으로 인한 해상 운임

비의 증가, 그리고 미국에서 옥수수를 이용한 바이오에

탄올 증산과 대두를 이용한 바이오디젤 생산 증가 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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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으로 제시되고 있다. 이로 인해 국제 옥수수 가격의 

상승이 야기되었고 소맥과 대두 및 다른 곡물의 동반상

승으로 국내 양돈농가의 사료비 부담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 특히 돼지는 거의 대부분을 배합사료에 의하여 사

육되며 양돈용 배합사료의 원료가 되는 옥수수, 소맥 및 

대두박은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옥

수수는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를 대체할 수 있

는 국내 자급 사료자원 개발이 시급한 실정이다. 2013년 

12월 현재 전체 배합사료 생산량은 18,936 천 톤이며 이 

중 양돈 배합사료 생산량은 6,136 천 톤으로 전체 생산

량의 32.4%를 차지하고 있다(MAFRA, 2014a). 양돈용 

배합사료 가격은 2007년 403 won/kg, 2010년 514 
won/kg 및 2013년 637 won/kg으로 각각 27.5% 및 

23.9%의 사료비가 증가하였다(MAFRA, 2014b). 따라

서 사료 구성의 약 96% 이상이 곡류임을 고려할 때, 수
입에만 의존하고 있는 국내 양돈산업은 국제 곡물가격에 

매우 탄력적으로 반응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취약점을 

가지고 있다. 이를 위해 양돈 산업에서 생산비 저감을 위

한 노력으로 국내 부존자원을 활용한 다양한 연구들이 

수행되었는데, 농업부산물로는 감 껍질, 감귤박 및 버섯

재배부산물(Chu et al., 2012; Kim, 2013) 등이 있다. 가
공부산물로는 포도박(Kwak and Yun, 2003)과 착즙부

산물(Lee, 2007), 식품부산물로는 남은 음식물(Jee, 2003)
을 이용하여 양돈 농가의 사료비를 줄이고 있다.

이에 반해 국립식량과학원에서는 수입 배합사료를 대

체할 수 있는 새로운 국내 자급사료 품종을 찾고자 하였

으며, 동계 유휴지를 활용할 수 있는 보리는 영양적, 사료

적 가치가 높아 옥수수를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

어 국내산 신품종 보리의 생산을 정부에서 장려하고 많

은 농가에서 이용하고 있다(Yun et al., 2009). 겨울철 

대표적인 동계작물인 보리는 옥수수, 쌀 및 밀과 함께 세

계 4대 곡물 중 하나로(FAO, 2002), 전분 함량이 높고, 
조단백질과 lysine 함량이 옥수수보다 높은 특징(INRA, 
2004)을 가지고 있다. 그 밖에 필수영양소, 식이 섬유성 

탄수화물, 천연색소 및 항산화 성분이 다량 함유하고 있

고(Froseth, 1984), 옥수수 대비 사료가치가 90~95% 정
도이다(KSNU, 1997). 국내산 보리에 관한 연구는 주로 

수입 조사료 대비 청보리의 조사료화 연구 등이 보고되

고 있다(Kim et al., 2007). 이러한 국내산 보리에 관한 

연구는 거의 대부분이 사일리지 형태의 조사료로 급여하

고 있으며, 보리 종실을 활용한 양돈용 배합사료 형태로

의 보급은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최근에는 국내산 청보

리를 이용하여 종실은 양돈용으로 공급하고, 남은 부분

을 조사료로 공급하는 형태의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내산 보리 품종에 따른 육성

돈의 생산성, 소화율 그리고 혈액 성상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여 국내산 보리에 대한 양돈사료 내 에너지 사료 

대체 자원으로서의 가치를 평가하기 위해 수행하였다.

2. 재료 및 방법

2.1. 시험기간과 장소

경상대학교 동물윤리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경상대학

교 부속동물사육장에서 예비시험을 10일간 수행한 후 본 

시험을 13일간 실시하였다. 

2.2. 공시동물, 사양관리 및 사료

공시동물은 생후 120일령의 체중(71 ± 2 kg)이 비슷

한 3원 교잡종 육성돈(L×Y×D) 16두를 대사틀에 1두씩 

입식하여 처리구당 4두씩 × 4개 처리구로 사양실험을 실

시하였다. 본 시험에 이용된 양돈사료는 대조구(옥수수-
대두박 위주의 사료, CON), 옥수수의 40%를 영양

(Youngyang)보리로 대체한 처리구(YG40), 옥수수의 

40%를 우호(Wooho)보리로 대체한 처리구(WH40) 및 

옥수수의 40%를 유연(Yuyeon)보리로 대체한 처리구

(YY40) 총 4 처리구를 두었다. 본 시험에 이용된 육성돈 

사료배합비 및 화학적 조성은 Table 1과 같다. 시험사료

의 원료인 국내산 보리는 국립식량과학원에서 제공받았

으며, 수입 대두박과 수입 옥수수는 두산생물자원

(Bucheon, Korea)에서 구입하였고, 당밀, 대두유, 제2인
산칼슘, 소금 및 종합영양제는 Feed bank(Jinju, Korea)
에서 시판되고 있는 원료를 구입하여 시험사료 제조에 

이용하였다. 시험사료 제조는 제시된 배합비율대로 스크

류 형태의 사료배합기(Daesung Co., Korea)를 이용하

여 1회 각 처리구별로 25 kg씩 제조하여 급여하였고, 일
일 급여량을 정량하고 남은 사료는 공기를 배제하여 재

포장한 후 보관하면서 진행하였다. 시험 돈사는 콘크리

트 바닥으로 기타 사양관리는 사육농장의 관행에 준하

였다. 사료급여는 습식 급이기로 일일 급여량은 제한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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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eatment1

CON YG40 WH40 YY40

Ingredients (%)

Corn 66.44 39.86 39.86 39.86

Barley 0.00 26.58 26.58 26.58

Soybean meal 27.45 26.46 26.11 26.27

Molasses 1.00 1.00 1.00 1.00

Soy oil 2.83 3.75 4.16 3.95

Dicalcium phosphorus 1.53 1.60 1.55 1.59

Salt 0.25 0.25 0.25 0.25

Primix2 0.50 0.50 0.50 0.50

Total 100.00 100.00 100.00 100.00

Chemical compositions (%)

Dry matter 87.87 88.84 88.87 89.00

Crude protein 18.16 18.55 18.07 18.59

Extract ether 5.11 5.74 6.05 5.85

Crude fiber 2.74 3.35 3.75 3.72

Calcium 0.90 0.90 0.90 0.90

Phosphorus 0.65 0.82 0.85 0.88

Lysine 1.00 1.03 1.00 1.03

Methionine 0.30 0.28 0.28 0.29

ME, kcal/kg 3,350 3,350 3,350 3,350
1CON, basal diet; YG40, Yongyang barley replacing for 40% ground corn; WH40, Wooho barley replacing for 40% 
ground corn; YY40, Yuyeon barley replacing for 40% ground corn

2Vitamin-mineral premix provided per kg of feed: Vitamin A, 3,000,000 IU; Vitamin D3, 600 IU; Vitamin E, 500 mg; 
Vitamin B1, 500 mg; Vitamin B2, 2,500 mg; Vitamin B6, 330 mg; Vitamin K3, 500 mg; Folic acid, 50 mg; 
DL-Methionine, 10,000 mg; L-Lysine HCl, 2,500 mg; Calcium pantothenate, 1,250 mg; Nicotinamide, 2,000 mg; Choline 
chloride, 75 mg; Manganese, 25 mg; Zinc, 12 mg; Copper, 1,250 mg; Ferrous sulfate, 10 mg; Cobaltous sulfate, 90 mg; 
Dried yeast, 100 mg

Table 1. Ingredients and chemical compositions of experimental diets (DM basis)

양의 사료(체중의 3%, 1.5~2.0 kg/head)를 오전과 오후

로 나누어 2회 급여하였고, 시험사료 이외의 첨가제는 일

체 급여하지 않았으며, 급여하고 남은 잔량을 기록하였

다. 영양소 소화율 실험을 위해 Period I(1~8일), Period 
II(8~16일) 및 Period III(16~24일)로 나누어 3회에 걸

쳐 cross over법으로 진행하였으며, 각 period 당 4일간

의 예비시험과 4일간의 본시험으로 수행하였다. 

2.3. 조사항목 및 분석방법

2.3.1. 생산성

생산성 조사를 위해 개시 시 체중 및 종료 시 체중을 2

회에 걸쳐서 측정하였고, 총 증체량은 종료 시 체중에 개

시 시 체중의 차이로 총 증체량을 구하였으며, 총 증체량

에서 사육일수를 나누어 일당 증체량을 계산하였다. 총 

사료섭취량은 개시일로부터 종료일까지 급여한 사료의 

양에 잔량을 제외한 것을 측정하였고, 급여기간으로 나

누어 일일 사료섭취량을 계산하였다. 사료효율은 사육기

간 중 증체량을 사육기간 동안 섭취한 사료섭취량으로 

나누어 구하였다.

2.3.2. 영양소 소화율(In vivo)

시험사료의 영양소 소화율은 전분법으로 측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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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em
Treatment1

SEM2 P value
CON YG40 WH40 YY40

Initial body weight (kg) 69.30 71.10 71.80 73.80 2.543 0.518

Final body weight (kg) 83.50b 87.00ab 89.50a 88.80ab 1.468 0.046

ADG (A) (kg/d)3 0.62 0.69 0.77 0.65 0.065 0.543

ADFI (B) (kg/d)4 2.28 2.45 2.46 2.48 0.122 0.459

Feed/gain (A/B) 3.68 3.55 3.19 3.82 0.474 0.832

Feed efficiency (B/A) 0.28 0.28 0.31 0.27 0.041 0.846
a,bMeans in the same column with different superscripts differ significantly (p<0.05)
1CON, basal diet; YG40, Youngyang barley replacing for 40% ground corn; WH40, Wooho barley replacing for 40% 
ground corn; YY40, Yuyeon barley replacing for 40% ground corn

2SEM, standard error of the mean
3ADG, average daily gain
4ADFI, average daily feed intake

Table 2. Effects of replacement of ground corn with different barley grains on growth performance in growing pigs (DM 
basis)

영양소 함량을 조사하기 위하여 본 시험 4일 동안 대사시

험을 실시하여 매일 2회 수거한 분의 무게를 측정하였다. 
그 중 10%를 채취하여 분석용 시료로 이용하였다. 채취

한 분은 60oC의 송풍건조기에서 48시간 건조시킨 후 

Willey mille로 분쇄하여 1 mm screen을 통과한 것을 

분석에 이용하였다. 영양소 함량은 AOAC(2000)방법에 

준하여 건물 소화율은 건조법(102 /4 hr), 조단백질 소

화율은 Kjeldahl 분해법, 조지방 소화율은 Soxhlet 추출

법, 조회분 소화율은 직접회화법(550 /8 hr)으로 분석

하였고, 조섬유 소화율은 Goering and Van Soest(1970)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2.3.3. 혈액성상

혈액성상 분석을 위한 공시동물의 채혈은 3시간 동안 

절식 후 돼지의 경정맥으로부터 혈액을 약 20 mL를 채

취하여 혈액채취용 시험관에 넣어 저온 보관 후 분석에 

이용하였다. 보관한 시료를 3,000 rpm에서 15분간 원심

분리 후 혈청만 회수하여 즉시 혈액생화학 분석기(Express 
Plus, Bayer USA, 2002)를 이용하여 total protein, 
albumin, aspartate aminotranferase (AST), alanine 
aminotransferase (ALT), lactate dehydrogenase (LD), 
glucose 및 HDL-cholesterol을 분석하였다.

2.4. 통계처리

육성돈에 대한 국내산 보리 품종별 사료가치를 평가

한 자료는 3반복을 기본으로 하여 분석되었다. 본 시험에

서 얻어진 결과는 SAS program(SAS, 2002)의 GLM 
(general linear model) 방법을 이용하였고, 처리구간 비

교는 Tukey test(p<0.05)로 분석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3.1. 생산성과 영양소 소화율에 대한 영향

육성돈에 대한 국내산 보리 품종별 사료가치를 평가

하기 위해 생산성을 조사한 결과는 Table 2과 같다. 종료 

체중(final BW)을 제외하고 모든 처리구에서 통계적 유

의성이 인정되지 않았다(p>0.05). 통계적 유의성에 상관

없이, 육성돈 사료에 옥수수의 40%를 영양보리(YG40), 
우호보리(WH40) 및 유연보리(YY40)로 대체하여 급여

한 생산성 조사에서 종료체중은 WH40 처리구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CON구에서 가장 낮았다(p<0.05). 보
리는 β-glucan을 함유한 고섬유질 사료로서 급여 시 장

내 점성이 증가하여 사료의 이동속도가 저하되고 따라서 

일정 에너지 수준을 유지하고 위하여 사료섭취량이 증가

한다고 보고 하였는데(Marlett, 1991; Song et al., 
2011), 본 시험에서도 유사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한편, 
Chung et al.(1998)은 육성비육돈에 보리를 급여 시 증

체량이 개선되나, 사료섭취량과 사료효율은 차이가 없다

고 보고하였는데, 본 시험에서도 종료체중은 보리를 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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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em
Treatment1

SEM2 P value
CON YG40 WH40 YY40

Feed intake, kg/d 2.28 2.45 2.46 2.48 0.122 0.459

Nutrient digestibility (%, DM)

Dry matter 86.4 84.7 84.0 84.5 1.943 0.640

Crude protein 84.2a 79.4b 79.0b 84.1a 1.047 0.005

Extract ether 86.1 87.3 84.7 90.3 2.367 0.249

Crude fiber 59.7 47.6 55.3 43.5 4.413 0.066

Crude ash 64.6 61.7 56.3 54.6 4.162 0.142

Nitrogen free extract 87.5 88.8 86.8 88.5 1.881 0.674
a,bMeans in the same column with different superscripts differ significantly (p<0.05)
1CON, basal diet; YG40, Youngyang barley replacing for 40% ground corn; WH40, Wooho barley replacing for 40% 
ground corn; YY40, Yuyeon barley replacing for 40% ground corn

2SEM, standard error of the mean

Table 3. Effects of replacement of ground corn with different barley grains on feed intake and nutrient digestibility in growing 
pigs (%, DM basis)

가한 처리구에서 높게 나타난 반면, 사료섭취량과 사료

효율은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다. 사료요구율은 WH40 
처리구가 다른 시험구에 비해 낮고, 사료효율은 높았다. 
따라서 육성돈 사료에 옥수수의 40%를 대체한 우호보리

(WH40) 급여는 CON, YG40 및 YY40 처리구보다 육

성돈의 일당증체량(ADG) 및 사료효율을 일부 개선시키

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육성돈에 대한 국내산 보리 품종 별 사료가치를 평가

하기 위해 영양소 소화율을 조사한 결과는 Table 3과 같

다. 육성돈 사료에 옥수수의 40%를 대체한 처리구 

YG40, WH40 및 YY40은 영양소 소화율에는 유의적으

로 영향을 주지 않았다(p>0.05). 조단백질 소화율은 처

리구 간에 유의성이 있었지만(p<0.05), 그 영향은 미미

하였다. Sakaguchi et al.(1997)은 높은 섬유소 함량을 

가진 사료를 육성돈에 급여 시 건물 소화율이 감소한다

고 보고하였고, Zervas and Zijlstra(2002)는 섬유소 비

율을 달리한 사료를 육성돈에 급여 시 질소소화율에 영

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고하였는데, 본 시험에서도 유

사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위의 결과는 육성돈 사료 내 옥

수수를 영양보리, 우호보리 및 유연보리로 40% 대체하

여도 성장에는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옥수수에 대

한 국내산 보리의 40% 대체가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

었다. 

3.2. 혈액 성상

육성돈에 대한 국내산 보리 품종별 사료가치를 평가

하기 위해 혈액 성상을 조사한 결과는 Table 4와 같다. 
육성돈 사료에 옥수수의 40%를 대체한 YG40, WH40 
및 YY40 처리구는 total protein, albumin, AST, ALT, 
LD 및 glucose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p>0.05). Albumin은 아미노산과 펩타이드를 전구물질

로 간에서 합성될 때 이용하기 때문에 단백질 소화율과 

이용의 지표가 된다(Campbell and Farrell, 2003). 본 

연구결과에서 혈중 알부민 농도는 유의적인 차이가 없어 

옥수수 위주의 사료와 비교 시 단백질 소화 및 이용은 비

슷한 것으로 보인다. AST, ALT 및 LD는 간과 근육이 

분포하여 아미노산이나 탄수화물의 대사 작용에 관여하

는 효소로서, 수치가 증가할 시 간이 손상된 것으로 판단

한다고 보고하였는데(Murray et al., 1990; Lumeij, 
1997; Diaz et al., 1999) 처리구 간 유의적인 차이는 없

었으나(p>0.05), 보리 첨가구가 무첨가구 보다 낮게 나

타나 간을 보호하는 기능이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일반

적으로 혈중 glucose는 탄수화물의 최종산물로서 체조

직에 에너지를 공급하는 역할을 하며, 혈중 glucose의 수

준은 insulin의 동화작용과 glucagon, catecholamin과 

glucocoticoids의 이화작용에 의하여 변화하는데 insulin
과 glucagon은 서로 길항작용을 한다(Smith, 1989).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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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em
Treatment1

SEM2 P value
CON YG40 WH40 YY40

Total protein (g/dL) 6.05 6.15 6.30 6.33 0.165 0.334

Albumin (g/dL) 2.90 2.90 3.00 3.13 0.098 0.075

AST (U/dL)3 36.50 30.30 29.00 34.70 2.511 0.057

ALT (U/dL)4 42.00 44.33 40.33 47.00 3.041 0.456

LD (U/dL)5 1116.5 1052.0 980.5 1002.3 97.97 0.546

Glucose (mg/dL) 37.70 36.00 41.50 42.70 10.370 0.876

HDL-cholesterol (mg/dL) 49.00b 54.00a 53.00a 52.70a 0.966 0.014
a,b Means in the same column with different superscripts differ significantly (P<0.05)
1CON, basal diet; YG40, Youngyang barley replacing for 40% ground corn; WH40, Wooho barley replacing for 40% 
ground corn; YY40, Yuyeon barley replacing for 40% ground corn

2SEM, standard error of the mean
3AST, aspirate aminotransferase
4ALT, alanine aminotransferase
5LD, lactate dehydrogenase

Table 4. Effects of replacement of ground corn with different barley grains on blood characteristics in growing pigs 

한 혈 중 glucose 증가는 간에서 당 생산이 증가하고 있

음을 의미하며, glucose의 감소는 지방 분해로 glucose 
이용이 감소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Brockman and 
Berqman, 1975). 또한 본 연구에서 glucose의 영향이 

없다는 점은 보리를 대체하여도 간에서 당 생산에 대한 

문제는 없으며 육성돈 사료에 옥수수의 40%를 영양보

리, 우호보리 및 유연보리로 대체 급여가 가능한 것을 

의미한다. HDL-cholesterol 함량은 보리를 첨가한 처

리구에서 대조구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p<0.05). HDL- 
cholesterol는 인체에 유익한 cholesterol으로 알려져 있

다(Hwangbo et al., 2010). 본 시험에서 보리를 대체한 

모든 처리구가 대조구에 비해 HDL-cholesterol 함량이 

증가하는 것으로 보아 보리 대체가 돼지의 건강과 생산

성 개선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칠 것으로 보인다. 

4. 결 론

본 연구는 통계적 유의성에 상관없이 육성 비육돈 사

료에서 옥수수에 대한 청보리 대체효과는 옥수수의 40%
를 우호보리로 처리한 구가 돼지생산성에서 향상되는 경

향을 보였다. 그리고, 돼지생산성, 영양소 소화율 및 혈액 

성상은 육성 비육돈 사료 내 옥수수를 영양보리, 우호보

리 및 유연보리로 40% 대체하여도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옥수수에 대한 국내산 보리의 40% 대체가 가능

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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