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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is study, the effect of forage sources in the total mixed ration (TMR) on in vitro goat rumen fermentation was investigated. 

Rice straw (RS), Italian ryegrass (IRG), timothy (TIM), and alfalfa (ALF) were used as forage sources. Each forage source was mixed 

with a commercial goat concentrate diet in the ratio of 1:1. Total 4 TMR were prepared. Rumen simulated in vitro fermentation using 

goat rumen fluid collected from the slaughterhouse was conducted until 72
th

. For fermentation parameters, gas production (GP), 

volatile fatty acids (VFAs), and ammonia nitrogen (NH3-N) were examined. All assays were performed at 24
th

, 48
th

, and 72
th

 h of 

incubation individually. Contents of crude protein and non-fibrous carbohydrate were greater in the order of RS < IRG < TIM < ALF. 

Significant treatment effects were found in valerate and NH3-N at 24
th

 h of incubation (p<0.05). ALF showed the greatest contents 

of them and RS was the lowest. At 48
th

 incubation, a significant effect was detected at GP (p<0.05) and RS was greater than others. 

However, GP of RS was lower than others at 72
th

. Significant effects on Total VFA, butyrate, and valerate productions were found 

at 72
th

 h of incubation (p<0.05). ALF showed the greatest production. Methane production from all treatments was not significantly 

different for each incubation time (p>0.05). The present study provided primary information on how goat rumen fermentation responds 

to different nutrient contents and forage sources of TMR. And the information could be used for the design or optimizing economical 

diet formulation for goa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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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최근 우리나라에서 염소의 육용소비가 증가하면서 사육농가가 

점차 전업화 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집약적이고 대규모 사육에 

용이한 농후사료 위주의 사육형태가 증가하고 있다(Hwangbo et 

al., 2007). 농후사료의 다량 급여는 사료비의 부담과 대사성 질

병의 발생위험을 증가시켜 염소의 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Jung et al., 2008). 이에 농후사료와 조사료의 균형 잡힌 급

여를 통해 반추위 환경을 안정화시키고, 사료섭취량 및 영양소 이

용효율을 향상시킬 수 있는 완전혼합섬유질사료(TMR, total 

mixed ration)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Li et al., 2003). 

TMR은 반추위 내 영양소의 균형을 충족시킴과 동시에 사료섭취

량과 영양소 이용효율을 향상시킨다(Nocek et al., 1985; Kim et 

al., 2007). 

TMR은 조사료와 농후사료를 함께 급여하기 위해 만들어진 

사료이며 이중 조사료의 종류에 따라 TMR의 성분의 차이가 크

게 나타나 조사료의 선택이 매우 중요하다. 조사료는 반추동물에 

있어 영양, 생리 및 경제적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사료자원이다. 

반추동물은 반추위 내 미생물과의 공생관계를 통해 다량의 섬유

성 탄수화물을 소화하고 이용할 수 있다(Loor et al., 2016; 

Moraïs and Mizrahi, 2019). 반추동물이 섭취한 조사료원은 반추

위 내에서 미생물에 의해 분해되어 반추동물이 이용할 수 있는 

휘발성 지방산(volatile fatty acid, VFA)와 미생물체단백질 등의 

에너지 및 단백질원으로 이용된다(Loor et al., 2016). 또한,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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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는 비타민, 미네랄 등의 다양한 영양소 공급원이 될 수 있다

(Pearson et al., 2007). 조사료의 영양적 가치는 초종, 수확시기 

및 예취 횟수 등에 의해 영향을 받으며, 주로 단백질과 섬유소 함

량의 차이가 발생한다(Ki et al., 2017). 알팔파와 같은 두과목초

는 단백질 함량이 높고 섬유소 함량이 낮아 섭취량과 소화율이 

높고 영양소 이용률을 향상시킨다(Lee et al., 2004; Durmic et 

al., 2017). 또한 이러한 영양소 함량의 차이는 반추동물의 섭취

량, 소화율 및 반추위 발효성상과 그에 따른 반추위 대사산물 생

성에 있어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반추동물에서 중성세제불용섬

유(neutral detergent fiber, NDF) 함량이 높은 조사료는 물리적 

포만감에 의해 섭취량을 감소시키나(Cantalapiedra-Hijar et al., 

2009), 단백질 함량이 높은 조사료는 소화율과 영양소 이용효율

을 향상시켜 가축의 생산성 증가에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Larbi 

et al., 1998; Getachew et al., 2004).  

염소는 수엽류와 야초류에 대한 기호성이 높은 중간채식형이

며(Hofman, 1985), 목질계 조사료를 이용하는데 유리한 소화기 

구조를 가지고 있어 부존사료자원에 대한 활용성이 높다

(Kingbury, 1964). 이러한 이유로 국내에서는 염소에 대해 영양

소 함량과 소화율이 낮은 볏짚의 급여 효과(Kim et al., 2012)나 

일부 사일리지(Jung et al., 2009)를 활용한 TMR 급여효과에 대

한 연구를 주로 수행하였으나, 양질의 조사료를 이용한 연구는 부

족한 실정이다. Giger-Reverdin et al. (2020)은 염소가 다른 가

축에 비해 열악한 사육조건에서 잘 적응할 수 있으나, 일반적인 

사양조건에서 보다 높은 생산성을 보인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알

팔파와 같은 양질의 조사료 급여는 반추위 내 영양소 이용성을 

향상시키고 최종적으로 생산성 향상에 도움을 준다고 보고하였다

(Agnihotri et al., 2006; Goetsch et al., 2011). 따라서 본 연구는 

국내에 유통되는 다양한 조사료원을 이용해 제조한 TMR사료가 

염소의 반추위 발효성상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하여 수행

되었다. 

Ⅱ. 재료 및 방법

1. 공시재료 및 실험설계

본 연구에서는 흑염소 조사료로 사용되고 있는 볏짚(rice straw, 

RS), 이탈리안 라이그라스(Italian ryegrass, IRG), 티모시(timothy, 

TIM) 및 알팔파(alfalfa, ALF)와 염소용 시판 농후사료를 5:5로 

배합하여 실험용 TMR을 제조하였다. 실험에 사용된 사료의 일반성

분 분석은 60℃ 송풍 건조기에서 48시간 건조한 후 건물함량을 

측정하였다. 건조된 시료는 분쇄기를 이용하여 1 mm 망에 통과 

가능한 크기로 분쇄 후 일반성분 분석에 이용하였다. 실험사료의 

조단백질(crude protein, CP), 조지방(ehter extract, EE), 및 조회분

(Ash) 함량은 AOAC (2005)의 일반성분 분석방법에 따라 분석하였

으며, NDF와 산성세제불용섬유(acid detergent fiber, ADF) 함량은 

Van Soest (1991)의 방법을 응용하여 분석하였다. 중성세제불용조단

백질(neutral detergent insoluble crude protein, NDICP)과 산성세제

불용조단백질은 Licitra et al. (1996)의 방법으로 측정하였다. 시험에 

사용된 조사료와 농후사료의 화학적 성분은 Table 1에 나타내었으며, 

실험사료(TMR)의 화학적 조성은 Table 2와 같다.

Items Rice straw Italian ryegrass Timothy Alfalfa Concentrate

Dry matter (DM), % 95.57 93.95 95.50 94.82 89.17

·················································· % DM ··················································

Organic matter 87.31 89.34 90.20 87.26 85.28

Crude protein (CP) 3.83 7.72 10.55 14.60 16.28

Ether extract 2.90 2.80 3.02 2.83 3.45

Neural detergent fiber 68.47 67.58 62.44 49.58 26.13

Acid detergent fiber 41.25 40.25 36.04 36.29 12.42

Non-fiber carbohydrate 18.19 19.07 21.83 29.48 49.55

Crude ash 10.30 8.50 7.40 11.40 7.80

Neutral detergent insoluble CP 3.67 5.66 5.24 7.90 3.20

Acid detergent insoluble CP 2.33 2.05 1.51 2.90 1.31

NFC (Non fibrous carbohyderate)  = 100 - CP - EE - Ash - (NDF – NDICP).

DM, dry matter; CP, crude protein.

Table 1. Chemical composition of basal die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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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반추위액 채취 및 in vitro 배양실험

실험을 위한 교잡종 흑염소 반추위액은 전남 화순군에 위치한 염

소 전용 도축장에서 채취하였다. 채취된 위액은 4겹의 거즈로 여

과 후 혐기상태의 보온용기에 담아 실험실로 운반하였다. 실험 배

양개시 30분 전 반추위액을 O2-free CO2를 이용하여 혐기상태로 

유지하면서 pH를 6.5로 보정하고 McDougall’s buffer solution 

(Troelsen and Hanel, 1966)과 반추위액을 4:1로 혼합하여 배양

액으로 사용하였다. 조사료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측정시간

은 24, 48 및 72 시간으로 설정하였고 시간대별 각각 3반복하여 

실시하였다(Tilley and Terry, 1963)

3. 분석항목 및 분석방법

pH는 발효가 종료된 배양병을 개봉한 후 pH meter (S20 

Seven Easy™, Mettler-Toledo)를 이용하여 반추위액의 pH를 측

정하였다. 총 가스 생성량은 실험용 100 mL 주사기를 이용하여 

배양병에 있는 총 가스를 측정하였다. 측정이 완료된 가스는 수소 

및 메탄발생량 측정을 위해 고무마개가 장착된 알루미늄 용기에 

포집하였다. 포집한 가스는 Carboxen™ fused silica capillary 

column (0.53 mm I.d × 30 m length, SUPELCO, USA)이 장착

된 gas chromatography (HP 7890, Aiglant, CA., USA)를 이용

하여 분석하였다. 분석조건은 oven 100℃, injector 150℃ 및 

thermal conductivity detector 150℃로 설정하여 분석하였다.  

반추위 암모니아태 질소의 함량은 Chaney and Marbach (1962)의 

방법에 따라 진행되었으며, 4,000 rpm으로 15분간 원심 분리하여 

사료입자가 제거된 반추위액의 상등액 20 uL에 phenol color reagent 

1 mL 및 alkali hypochlorite reagent 1 mL를 완전히 혼합하여 

37℃에서 15분간 반응 후 분광광도계(Optizen UV2120, Mecasis, 

Korea)를 이용하여 630 nm 흡광도에서 측정하였다. 휘발성 지방산은 

Erwin et al. (1961)의 방법에 따라 실시되었다. 사료입자가 제거된 

반추위액의 상등액에 1 mL에 metaphosphoric acid 200 uL를 첨가하

여 30분 동안 정치 후, 13,000 rpm에서 원심분리 하는 전처리 과정을 

거친 시료를 Nukol™, fused silica capillary column (0.25 mm I.d.

× 30 m length, SUPELCO, USA)이 장착된 gas chromatography 

(HP4890, Agilant, CA. USA)로 분석하였다(oven = 180℃, injector

= 220℃ 및 detector = 200℃). 

4. 통계처리

반추위 발효성상에 대한 유의성은 SPSS 프로그램(Version 18, 

IBM, NewYork, USA)을 사용하여 일반선형모형(General Linear 

Model)의 분산분석(Analysis of variance)을 이용하여 검정하였

다. 처리구의 평균값에 대한 다중비교는 Duncan의 다중검정법을 

이용하여 95% 신뢰 수준에서 유의성을 검증하였고(p<0.05), 

90% 신뢰수준에서 경향성을 확인하였다(0.05<p<0.1).

Ⅲ. 결 과

본 연구에서는 흑염소 반추위액을 이용해 다양한 조사료을 이

용해 제조된 TMR에 대한 in vitro 발효실험을 수행하였고, 발효

성상을 확인하였다. 시험용 TMR의 조단백질과 NFC 함량은 RS, 

Items RS TMR IRG TMR TIM TMR ALF TMR

Dry matter, % 92.40 91.60 92.35 92.00

················································ % DM ················································

Organic matter 86.30 87.30 87.75 86.30

Crude protein 10.05 12.00 13.45 15.45

Ether extract 3.15 3.10 3.20 3.10

Neutral detergent fiber 47.30 46.85 44.25 37.85

Acid detergent fiber 26.85 26.35 24.20 24.35

Non-fiber carbohydrate 33.90 34.30 35.70 39.55

Crude ash 9.05 8.15 7.60 9.60

Neutral detergent insoluble CP 3.45 4.40 4.20 5.55

Acid detergent insoluble CP 1.80 1.70 1.40 2.10

RS, rice straw; IRG, italian ryegrass; TIM, timothy; ALF, alfalfa; TMR, total mixed ration.

NFC (Non fibrous carbohyderate)  = 100 - CP - EE - Ash - (NDF – NDICP).

DM, dry matter; CP, crude protein.

Table 2. Chemical composition of experimental fe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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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G, TIM 그리고 ALF 순으로 높았으며, NDF는 RS, IRG, TIM 

그리고 ALF 순으로 낮게 나타났다(Table 2). 

24시간 반추위 발효성상은 Table 2에서 보는 것과 같다. 시험

구별 유의적인 발효성상 차이는 valerate와 암모니아태 질소 생성

량에서 관찰되었다(p <0.05). ALF 시험구에서 가장 높은 

valerate 생성량이 관찰되었고 RS 시험구에서 유의적으로 낮은 

생성량이 나타났다. 암모니아태 질소 생성량은 ALF 시험구에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는 TIM 시험구에서 높게 관찰되었다. 

RS와 IRG 시험구간의 유의적인 차이는 관찰되지 않았다. 48시

간 반추위 발효성상은 Table 3에서 보는 것과 같다. 시험구별 발

효성상에 대한 유의적인 처리 효과는 총 가스 및 수소 생성량에

서 관찰되었다(p <0.05). 총 가스 생성량은 RS 시험구에서 가장 

높았고, ALF 시험구에서 가장 낮았다. 수소 가스 생성량은 IRG 

시험구에서 가장 높았고, ALF 시험구에서 가장 낮았다. 72시간 

반추위 발효성상은 Table 4에서 보는 것과 같다. 시험구별 발효

성상에 대한 유의적인 처리 효과는 총 가스 생성량, 총 휘발성지

방산, butyrate, valerate 그리고 암모니아태 질소 생성량에서 관

찰되었다(p <0.05). RS 시험구에서 가장 낮은 가스 생성량이 관

찰되었고, 나머지 시험구들간의 유의적 차이는 관찰되지 않았다. 

총 휘발성 지방산 생성량, butyrate 및 valerate 생성량은 ALF 시

험구에서 가장 높았고, 나머지 시험구들간의 유의적인 차이는 관

찰되지 않았다. 암모니아태 질소 생성량은 RS 시험구에서 가장 

낮게 나타났다. 

Ⅳ. 고 찰

반추위 발효에 대한 적정 pH 범위는 5.8-7.2로 알려져 있다

(Hiltner and Dehority, 1983). 본 연구 결과에서는 반추위 pH에 

대한 유의적인 처리효과는 관찰되지 않았고(p > 0.05), 모든 발효 

시간대의 pH가 적정 범위에 포함되었다. 

가스발생량과 반추위 발효 및 영양소 소화율은 서로 비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Getachew et al., 1998; Ha et al., 2018). 본 

연구에서는 발효 48시간에 가스발생량에 대한 유의적인 차이가 

Parameter/
Incubation time (h)

RS 
TMR

IRG TMR
TIM
TMR

ALF TMR SEM p-value

pH

24 6.46 6.49 6.50 6.54 0.012 0.123

48 6.39 6.40 6.44 6.46 0.013 0.242

72 6.39 6.34 6.34 6.41 0.013 0.087

Total gas, mL

24 103.00 103.50 103.50 102.00 0.567 0.847

48 152.50b 149.00ab 149.00ab 144.00a 1.238 <0.05

72 153.00a 162.00b 163.50b 161.50b 1.701 <0.05

Hydrogen, mL

24 0.004 0.002 0.003 0.005 0.001 0.479

48 0.002b 0.004c 0.003b 0.001a 0.001 <0.05

72 0.011a 0.017b 0.012a 0.013ab 0.001 0.069

Methane, mL

24 12.05 12.77 11.11 12.38 0.319 0.341

48 13.59 14.00 13.80 13.60 0.237 0.952

72 14.31 14.19 13.94 13.75 0.396 0.978

NH3-N, mg/dL

24 40.18a 44.77a 53.63b 62.38c 3.266 <0.05

48 62.59a 64.42ab 67.55b 68.54b 1.007 0.070

72 63.66a 66.84ab 71.88b 71.67b 1.405 <0.05

RS, rice straw; IRG, italian ryegrass; TIM, timothy; ALF, alfalfa; SEM, standard error of mean; NH3-N, ammonia nitrogen.

Table 3. Effect of forage sources in TMR on in vitro rumen fermentation parameters of Korean black goa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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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관찰되었다. NFC와 CP가 가장 낮고 NDF가 가장 높은 RS 

시험구에서 가장 높은 가스발생량이 관찰되었다. 그러나 발효 72

시간에서는 RS 시험구의 가스 발생량이 다른 시험구들에 비해 

유의적으로 낮게 관찰되었다. 발효 48시간과 72시간의 가스발생

량을 비교하면 RS 시험구는 152.50 mL (48시간)과 153.0 mL 

(72시간)으로 큰 차이가 없다. 하지만 다른 시험구들은 발효 48시

간에 비해발효 72시간의 가스발생량이 약 10 mL 정도 증가하였

다. 즉 RS 시험구의 발효 지속 시간이 다른 시험구들에 비해 짧

은 것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는 서로 다른 조사료를 사용하여 

TMR을 제작하였고, 그 결과 TMR의 CP 및 NFC 수준이 시험구

별로 다르게 나타났다. 반추위 발효 가스 생성량도 시험구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하지만 모든 발효 시간에서 메탄가스 발생량에 

대한 유의적인 차이는 관찰되지 않았다(p>0.05).

총 휘발성지방산은 암모니아태 질소와 유사하게 모든 시간대

에서 RS에서 가장 낮고 ALF에서 유의적으로 높은 생성량을 나

타냈다. Lee et al. (1999)은 사료 내 분해성 탄수화물이 높을수

록 총 휘발성지방산 생성량이 높게 나타난다고 보고한 바 있으며, 

본 연구에서도 NFC가 높은 ALF에서 가장 높은 결과를 나타냈

다. 그러나, NFC가 가장 낮았던 또한 Eom et al. (2018)의 연구

에 따르면 butyrate 및 valerate가 반추위내 섬유소 분해 미생물과 

연관이 있다고 하였으며, 본 연구에서도 암모니아태 질소 생성량

이 높았던 ALF에서 다른 시험구보다 유의적으로 높은 valerate를 

보였다(p<0.05). 

반추위액의 암모니아태 질소 농도는 반추위 내 단백질 이용성

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Choi et al., 2002). 반추위내 단백질 

합성을 위해서 암모니아태 질소가 8 mg/dL정도 생성되어야 한다

Parameter/
Incubation time (h)

RS 
TMR

IRG TMR
TIM
TMR

ALF TMR SEM p-value

Total VFA, mM

24 88.40a 88.73a 94.91ab 96.65b 1.560 0.078

48 112.42 111.24 109.39 106.10 1.384 0.485

72 123.03a 120.51a 121.79a 143.70b 3.915 <0.05

Acetate, mM

24 51.59 51.14 54.33 54.93 0.784 0.214

48 65.75 64.83 62.96 61.70 0.928 0.502

72 68.47 66.25 66.44 75.29 1.605 0.109

Propionate, mM

24 20.26 20.55 21.03 21.62 0.255 0.282

48 25.00 24.93 23.98 23.12 0.375 0.257

72 27.08a 27.19a 26.66a 31.02b 0.738 0.059

Butyrate, mM

24 12.35 12.38 14.03 14.21 0.376 0.085

48 15.67 15.38 15.97 14.91 0.186 0.215

72 18.33a 17.81a 18.85a 23.13b 0.844 <0.05

Valerate, mM

24 4.19a 4.65ab 5.52bc 5.89c 0.273 <0.05

48 6.00 6.10 6.47 6.37 0.096 0.282

72 9.16a 9.25a 9.84a 14.26b 0.813 <0.05

AP ratio

24 2.55 2.49 2.58 2.54 0.016 0.285

48 2.63ab 2.60a 2.63ab 2.67b 0.010 0.052

72 2.53b 2.44a 2.49ab 2.43a 0.017 0.083

RS, rice straw; IRG, italian ryegrass; TIM, timothy; ALF, alfalfa; SEM, standard error of mean; Total VFA, total volatile fatty acid; AP 

ratio, acetate to propionate ratio.

Table 4. Effect of forage sources in TMR on in vitro ruminal volatile fatty acid concentration (mM) of Korean black goa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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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하였으며(Hoover, 1986), 암모니아태 질소 생성량이 140 

mg/dL 이상으로 과다해질 경우 오히려 미생물의 성장을 억제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고 하였다(McAllan et al., 1987). 본 연구

에서는 모든 시간대 전시험구에서 40.18-71.88 mg/dL으로 나타

나 반추위내 단백질 합성 및 이용에 부(-)의 영향을 없었을 것으

로 생각된다. 암모니아태 질소 생성량은 모든 시간대에서 ALF가 

높았고 RS에서 유의적으로 낮은 결과를 보였다(p<0.05). Na et 

al. (2021)의 연구에 의하면 암모니아태 질소 농도의 차이는 각 

사료에 대한 반추위 우회율과 미생물 단백질 합성량의 차이에서 

기인된다고 하였으며(Mehrez et al., 1977), 초종에 따라 미생물

의 차이가 있다고 얘기하였다. 또한 실험사료의 단백질 함량이 높

거나 반추위 내 단백질 분해 정도가 증가하는 경우 암모니아태 

질소가 증가한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도 시험구별 다른 초

종으로 TMR을 제조하여 사료 내 단백질 함량에서 차이가 있었

고, 연구결과에서도 단백질함량이 높은 시험구에서 암모니아태 

질소 생성량이 높게 나타나 TMR에 포함된 조사료 및 사료 내 

단백질 함량에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 결과는 

염소에서 사료 내 조사료의 변화가 발효성상 증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염소에서 양질조사료 활용을 위

한 기초자료로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in vitro 

실험의 한계로 인해 실제 가축에서 급여효과를 확인하기 위한 추

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Ⅴ. 요 약

본 연구는 TMR에 사용된 조사료원의 종류가 염소 반추위 발효 

특성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다. 시험에 사용된 조사료원은 볏짚

(RS), 이탈리안 라이그라스(IRG), 티모시(TIM) 및 알팔파(ALF)을 

이용하여 시험용 TMR을 제조하였다. In vitro 반추위 발효 실험은 

24, 48 및 72시간 동안 진행하였고, 각 시간별 발효성상(발효가스, 

휘발성지방산, 암모니아태 질소)을 조사하였다. 시험사료의 조단백

질 및 비섬유성 탄수화물 함량은 RS, IRG, TIM 그리고 ALF 순으로 

높았다. 발효 24시간에서는 valerate와 암모니아태 질소에서 유의적

인 차이가 관찰되었고, ALF 시험구가 가장 높았고, RS가 가장 

낮았다. 발효 48시간에서는 총 가스 발생량에서 유의적 차이가 관찰

되었고(p<0.05), RS 시험구에서 가장 높은 가스발생량이 관찰되었

다. 그러나 발효 72시간대에서는 RS 시험구에서 유의적으로 가장 

낮은 가스발생량이 관찰되었다. 휘발성 지방산의 유의적인 차이는 

발효 72시간에 관찰되었다. ALF 시험구에서 유의적으로 높은 총 

휘발성지방산, butyrate 및 valerate 생성량이 관찰되었다(p<0.05). 

메탄가스 발생량은 모든 발효시간동안 처리구간 유의적 차이가 관찰

되지 않았다(p>0.05). 본 연구결과 염소에서 사료 내 조사료의 종류가 

발효성상 변화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염소에

서 양질조사료의 활용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실제 가축에서의 생산성 변화 등의 

효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in vivo 상에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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