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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This study was conducted to analyze the mixing ratio of raw feed materials for the methane 
mitigation and also to identify the minimum rearing density for improving the productivity of beef 
calves as eco-friendly fodder. Raw materials used in this study for the formulation of feed for 
methane reduction were crushed corn and alfalfa along with other 21 species. In addition, to 
investigate the appropriate rearing density, 12 Hanwoo calves with average weight of 150 kg was 
selected and experiment was conducted for four months. Methane gas emission (Bo) is about 3-4 
times less in TMR 4 compared to TMR 1, 2 and 3. Feed price calculated for TMR 4 ration was 
also affordable. In addition, all TMRs showed a normal ruminal pH. Disappearance rate was 
observed to be lower in TMR 4 as compared to TMR 1, 2 and 3, but methane production 
decreased by 24 to 37%. The result showed improved total body weight, average daily gain and 
feed conversion ratio in rearing low-density ( 18m2/head), and general treatment (9m2/head) 
compared to overcrowding treatment (6 m2/head). In addition, blood components (total protein, 
glucose, AST, ALT and GGT factors) involved in health and disease treatments and health-related 
nutrition metabolism are lower in the low-density and general treatment compared to the high 
density treatment. Postural development (development of body size) i.e., weight, height and width 
significantly increased in the low and general density treatment compared to high density 
treatment. Especially excellent improvement was observed in low-density treatment than the general 
treatment. Moisture content, colonic bacteria and coccidium are higher in low and high density 
treatments than in the general treatment. The adequacy for beef rearing density is considered to be 
more desirable in an area more than 6 m2/head. In conclusion, present study suggests that 
possibility of methane reduction through adjusting mixed feed ration. Also, rearing density is also 
an important factor in the growth and development of beef calves.
(Key words : Methane reduction, Total mixed ration, Rearing density, Growth performance, Hanwoo cal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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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최근 온실가스를 감소하기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산화탄소, 아산화질소 및 메탄가
스는 지속적으로 대기권에 축적되어 지구표
면 온도를 상승시키고 있으며 (IPCC, 1994; 
Cole 등, 1997; Moss 등, 2000), 매년 0.3~ 
0.9%의 비율로 축적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
다 (Janzen 등, 1999; Desjardins 등, 2001). 

특히, 산업적으로 발생하는 메탄은 온실가
스 중에서도 지구온난화를 일으키는 가장 큰 
원인중 하나로 이산화탄소에 비해 연간 생산
되는 양은 적지만 지구온난화에 미치는 영향
은 이산화탄소에 비해 21배 정도 높은 것으
로 알려져 있다 (IPCC, 2001). 반추동물들은 
소화과정 중 반추미생물에 의해 생성되는 메
탄 발생량은 지구에서 발생하는 총 메탄생성
량에 약 27% 정도로 연간 80~92만 톤에 이르
며 (IPCC, 2007), 축산업도 지구 온난화에 약 
15% 정도 기여한다고 알려져 있다 (IPCC, 
1992). 이에 따라 반추가축에서 메탄발생량을 
줄이기 위한 연구로 사료 첨가제 활용
(Czerkawski 등, 1966; Haaland, 1987; O’kelly
와 Spiers, 1992), 가축개량, 양질 조사료급여 
및 반추위내 protozoa 제거 (Vogels 등 1980; 
Finlay 등, 1994; Newbold 등, 1995) 등의 직
접적인 연구방법 이외에도 축산분뇨의 에너
지 및 비료로써의 활용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친환경 산업의 정책 및 활용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한편, 가축의 사육환경 및 사료자원은 동
물의 건강과 생산성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으로 알려져 있으며 (Mets 등, 
1986), 이에 따라 한우의 생산성에 미치는 영
향으로 온도, 기후, 습도, 고도, 사료형태 및 
사양체계 등과 같이 많은 요인들에 관한 연
구가 진행되어 왔다. 하지만 사육밀도 및 원
료사료의 배합비가 한우 생산성에 미치는 영
향 (질병, 미생물, 퇴비화, 건강, 악취 등)에 

관한 연구는 국내적으로 미흡한 실정이다. 
가축의 사육두수 증가는 공격행동 증가, 성
장률 저하, 등지방두께 감소 및 스트레스 증
가 (Kondo, 1989; Price와 Wallach, 1991; Li, 
2010)의 원인으로 작용하며, 가축의 사육공간
에 대한 분뇨가 증가하게 되면, 메탄 등의 
증가로 사육환경이 열악해진다. 또한 가축에 
급여하는 원료사료들과 이들의 배합비율은 
육성능력, 건강상태, 분뇨의 오염물질, 냄새 
등의 변화를 초래하여 가축의 생산성 및 사
육환경에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이러한 사
육환경, 사육밀도, 급여하는 사료원 및 배합
비율 등의 가축의 사육환경과 관련된 국내 
연구결과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또한 국
내 친환경 축산업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급여
하는 사료원과 사료배합비율이 온실가스 발
생량 등 사육환경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연
구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며, 최적의 조건에서 
생산성을 향상하기 위한 한우의 적정 사육밀
도에 연구도 필요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23종의 사료자원의 사료
성분 및 메탄 발생량의 조사를 통해 최적의 
친환경 사료 배합비를 작성하기 위한 기초자
료로 활용하기 위해 실시되었으며, 또한 한
우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적정 사육밀
도와 연관성을 규명하기 위하여 실시하였다.

재료 및 방법

1. 메탄 저감용 적정 사료 배합비 

본 연구에서는 국내에 생산되고 유통되는 
주요 원료사료 및 조사료를 이용하여 메탄 
저감용 사료배합비를 구성하였다. 곡물 원료
사료는 옥수수 등 21종이며, 조사료원은 연
맥 등 5종으로 구성하여 4종류의 사료배합비
를 작성하였다. 3종류의 사료배합비는 시중
에 유통되는 total mixed ration (TMR)과 조단
백질 및 섬유질 함량이 유사하게 배합하였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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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Formula(experimental design) of experimental diets for methane reduction

Ingredients TMR 1 TMR 2 TMR 3 TMR 4
………………………… kg/calf/day …………………………

Oat － － 3.0 3.0
Alfalfa － 2.0 － －

Crain grass  3.73 － － －

Rye grass 3.0 － － 2.0
Timothy grass － 2.0 3.0 －

Tall fescue grass － 3.0 － －

Corn (USA) 3.0  3.73 4.0 3.0
Corn (L. A.) － 3.0 2.0 －

Wheat 3.0 － － －

Barley grain － － － －

Beet pulp － － － 2.0
Wheat bran 2.0 － － 3.0
Rice bran 2.0 － － 2.0
Corn gluten feed 1.0 － － 2.0
Tapioca 1.0 2.0 2.5 －

Soybean hull － 2.0 － －

Soybean meal 2.0 3.0 － －

Soybean oil cake － － 2.5 －

Lupine － 2.0 2.0 －

Palm cake 2.0 － 3.0  0.73
Corn gluten meal － －  0.73 －

Rape seed meal － － － 3.0
Coconut meal － － － 2.0

며, 메탄저감 (친환경)용 TMR은 자체적으로 
배합하였으며, 메탄 저감용 사료 (eco-friendly 
ration: ER)는 본 연구에 사용하는 3종류의 
사료성분과 유사하게 사료배합을 하였다. 이
들 완전배합사료의 배합비와 시험구 배치는 
Table 1에서 보는 바와 같다. 

한편, 4종류 사료의 일반성분 분석은 
AOAC (1990) 방법에 준하여 분석하였으며, 
neutral detergent fiber (NDF) 및 acid detergent 
fiber (ADF)는 Goering과 Van Soest (1970) 방
법에 의하여 분석하였다. 또한 친환경 사료
가치를 평가하기 위하여 in vitro 소화시험을 
통하여 NH4-N 농도, 건물 소화율 및 메탄 발
생량을 조사하였다. NH4-N 농도는 자동수질 
분석기 (Zellweger; LACHAT, QuikChem 8000)

를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메탄 농도는 gas 
chromatography (Shimadzu Model GC-17A Ver, 
Japan)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건물 소실율
은 0시간과 72시간의 소실율 (최초 건물 무게
(g)－최종 건물 무게(g)/최초 건물무게(g) × 
100) 차이로 계산하였다. 

2. 한우 육성우의 적정 사육밀도

본 실험은 평균 체중 150 kg의 한우 송아
지 12두를 공시하여 개방식 우사에서 약 4개
월간 실시하였다. 각 우방의 크기는 3 m × 6 
m로 총 18 m2에서 수행하였으며, 시험구 배
치는 각 우방에 3두씩 배치하여 2처리하는 
과밀도 처리구(T1), 각 우방에 2두씩 배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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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Chemical composition of experi- 
mental diets

Item Concentrate Grass silages
Dry matter (%) 90.64±0.37 24.97±0.07
Crude protein (%) 14.00±0.25  7.7 ±0.12
Ether extract (%)  3.25±0.50  3.6 ±0.21
Crude fiber (%)  9.27±0.78 43.53±0.32
Crude ash (%) 10.29±0.47  9.7 ±0.09
Neutral detergent 
  fiber (%) 47.77±1.02 63.8 ±0.42

Acid detergent fiber
  (%) 22.08±0.86 43.2 ±0.26

여 2처리하는 일반 처리구(T2) 및 각 우방에 
1두씩 배치하여 2처리하는 저밀도 처리구
(T3)로 구분하여 실시하였다. 농후사료는 송
아지 전용 시판사료를 두당 3 kg씩 급여 하
였으며, 조사료는 혼합목건초를 건물 함량 
기준으로 두당 2 kg씩 급여하였다. 실험사료
의 일반성분은 Table 2와 같다. 물은 자유음
수도록 하였으며, 깔짚으로 사용한 톱밥은 
평균 5 cm 두께로 조절하여 투입하였다.

발육조사 (체위 및 체중 측정)은 시험 개시
시, 2개월 경과시 및 종료시에 실시하였으며, 
사료섭취량은 2개월 간격으로 3일간 연속적
으로 사료 종류별로 조사하여 급여량에서 잔
량을 공제하여 계산하였다. 사료요구율은 사
료섭취량 (건물섭취량)과 일당증체량을 이용
하여 계산하였다. 체위 조사는 체장, 체고, 
흉심, 흉폭, 흉위, 전관위, 십자부고, 요각폭, 
고장, 곤폭, 좌골폭의 11개 부위를 대상으로 
하였다. 혈중 대사물질 분석을 위한 혈액은 
13시에 10 ml vacutainer를 이용하여 공시축들
의 경정맥에서 채취하였으며, 채취한 혈액은 
실온에서 12시간 정치 후 3,000 rpm에서 15분
간 원심분리하여 혈청을 분리한 후 혈청 자
동분석기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또한 질병 
발생관련 사육환경 조사를 위해 우사내 깔짚
을 정기적으로 채취하여 수분 함량, 기생충, 
살모넬라 및 콕시듐 등의 병원균에 관해 조

사했다. 

3. 통계분석

본 실험에서 얻어진 결과들은 SAS package 
(1999)를 이용하였으며, Least significant difference 
(LSD)를 실시하여 처리구간의 유의성 (P<0.05)
을 검증하였다.

처리간 유의성 검증을 위해 적용한 선형모
델은 다음과 같다.

Yij = μ + Ti + eij

    여기서 Yij : 실험 실측치 
   μ : 전체평균

           Ti : I번째 처리의 효과
           eij : 각 개체의 고유한 확률오차

결과 및 고찰

1. 메탄 저감용 사료개발

본 논문에서 결과를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본 연구에 앞서 국내에서 많이 유통 및 이용
되고 있는 원료사료 (조사료, 농후사료 및 부
산물) 23종에 대한 소화율과 메탄 발생량을 
조사한 결과, 조사료 중에서는 alfalfa, oat 및 
rye grass, 에너지 사료 중에서는 corn gluten 
feed, wheat bran 및 rice bran이 소화율 및 메
탄 발생량 저감에 긍정적인 결과를 보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사전 조사결과
에 의거하여 원료사료의 선택 및 구성비율을 
달리하여 4종의 total mixed ration (TMR)의 
배합비를 구성하였다. TMR 1구, 2구, 3구 및 
4구의 유기물, 조단백질, 조지방, 조섬유, 
NDF 및 ADF의 함량은 유사하였다 (Table 3). 
TMR 1구, TMR 2구, TMR 3구 및 TMR 4구
의 년간 두당 메탄가스 발생량은 각각 16.93, 
18.75, 26.13 및 5.30 kg으로 TMR 4구에서 약 
3~4배 정도 적은 결과를 보였으며, 사료가격
에서도 TMR 1구, 2구 및 3구에 비해 TMR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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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Chemical composition and methane emission of total mixed rations

Parameters TMR 1 TMR 2 TMR 3 TMR 4

Organic matter (% DM) 86.50 87.61 88.86 93.28

Crude protein (% DM) 16.59 17.10 17.59 15.66

Crude fat (% DM)  4.20  3.01  3.55  4.99

Crude fiber (% DM) 12.25 15.93 12.86 17.44

ADF1 (% DM) 17.92 20.93 19.34 22.11

NDF2 (% DM) 43.10 41.01 40.53 46.83

CH4 (g/cattle/day)a 46.33 51.30 71.46 14.50

CH4 (kg/cattle/year)b 16.93 18.75 26.13  5.30

Feed cost ($/kg mixed feed)b   7.515   8.504   8.227   6.691
a amount of CH4 g/kg digested feed
b calculated on the basis of import price (2010) to animal feed industry
1 NDF : neutral detergent fiber,  2ADF : acid detergent fiber.

Table 4. Effects of TMRs on rumen fermentation and methane emission

Parameters Time
(hr) TMR 1 TMR 2 TMR 3 TMR 4

pH
0

72
 7.12±0.00
 6.68±0.01

 7.13±0.01 
 6.37±0.10

 7.13±0.01
 6.58±0.02

 7.13±0.01
 6.70±0.02

NH4-N (mg/L)
0

72
42.82±0.25
90.76±0.27

44.56±1.43
82.79±0.51

43.00±0.37
88.83±0.50

44.06±0.54
91.32±0.45

DM disappearance (%) 72 69.93±0.44 70.53±0.97 68.84±0.63 64.24±0.41

CH4 (g/kg feed) 72 0.0025±0.00 0.0021±0.00 0.0026±0.00 0.0016±0.00

CH4 (g/kg digested feed) 72 0.0052±0.00 0.0042±0.00 0.0051±0.00 0.0039±0.00

에서 가장 저렴한 결과를 보였다.
pH는 TMR 1구, 3구 및 4구에 비해 TMR 

2구에서 가장 낮은 결과를 보였는데 (Table 
4), 이는 TMR 2구가 원료사료의 구성에 있
어서 다른 TMR들에 비해 전분 함량이 높은 
원료의 사용량이 많아 상대적으로 반추위에
서 젖산 및 프로피온산의 생성량이 많아졌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72시간 동안의 암
모니아 생성량은 TMR 2구 및 3구에 비해 
TMR 1구 및 4구에서 다소 높은 경향을 보
였다. Protozoa는 총 반추위내 질소의 약 10~ 
40%를 생성하는데 (Van Soest, 1994), protozoa
의 적정 환경 pH는 중성에 가깝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pH가 낮은 TMR 2구 및 3구에 
비해 TMR 1구 및 4구에서 protozoa의 활동
이 보다 활발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건물 소실율은 TMR 1구, 2구 및 3구보
다 4구에서 다소 낮은 경향을 보였는데, 이
는 TMR 4구가 1구, 2구 및 3구에 비해 조섬
유 함량이 높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한편, 72시간동안의 메탄 생성량은 TMR 
1, 2 및 3구에 비해 4구에서 약 24~37% 정도 
감소하는 결과를 보였다. 반추위내 메탄은 
주로 메탄생성 박테리아에 의해 생성되며, 
메탄 생성 박테리아는 protozoa의 표면에 주
로 서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Newbo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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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Effect of rearing density on growth performance in Hanwoo calves

   Item T1 T2 T3 Pr<F

Total gain (kg) 93.17±12.72b 105.25±15.01b 131.50±1.22a 0.01

Average daily gain (kg)  0.67b  0.76b  0.95a 0.01

Total feed intake (kg) 7.83 7.88 8.01 －

Grass silage 1.58 1.63 1.76 －

Concentrate 6.25 6.25 6.25 －

Feed conversion ratio 11.69a 10.37ab  8.43bc 0.01

등, 1995). TMR 4구에서 메탄 생성량이 감소
된 결과는 조사료 및 단미사료의 종류와 구
성비율에 따라 반추위 protozoa 표면에 서식
하는 메탄 생성 박테리아 집단의 숫자 혹은 
활성이 달라질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결과인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는 
적절한 원료사료의 선택 및 구성비율 변경을 
통해 반추가축의 메탄 발생량 조절이 가능한 
친환경 사료의 개발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2. 한우 송아지 적정 사육밀도

시험기간 동안의 총 증체량은 과밀도 처리
구 (T1구), 일반 처리구 (T2구) 및 저밀도 처
리구 (T3구)에서 각각 93.17 kg, 105.25 및 
131.50 kg로 T3구가 T1구 및 T2구 보다 높은 
결과를 보였으며 (p<0.01), 일당증체량은 T1, 
T2 및 T3구 각각 0.67, 0.76 및 0.95 kg으로 
T3구가 T1구 및 T2구 보다 높았다 (Table 5). 
사료요구율의 경우에도 일당증체량의 증가로 
인해 T3구에서 유의적으로 높았다 (p<0.01). 
Mitchell (1988)에 연구보고에 따르면 개체간
격이 좁아짐에 따라 발생하는 사회적 스트레
스로 인하여 생체내 영양소가 신속히 분해되
어 성장률을 감소시킨다고 보고하고 있으며, 
조 (2008)는 한우 거세우의 사육밀도에 따른 
사육특성 실험에서 가장 넓은 공간을 제공 
받은 처리구가 가장 높은 증체효과를 보였다
고 보고하여 본 실험의 결과를 뒷받침 해주

고 있다. 이처럼 사육밀도가 한우 육성우의 
증체량에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함을 시
사하는 것으로 앞으로 한우사육에 있어 증체
율을 향상시키기 위해선 적정한 사육공간을 
확보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사료섭취량은 처리구간 배합사료의 
급여량을 6.25 kg로 정량급여 하였기 때문에 
사육밀도에 따른 차이는 볼 수 없었지만, 자
유 급여한 목초사일리지는 T3구가 1.76 kg으
로 T1구의 1.58 kg 및 T2구의 1.63 kg 보다  
높은 섭취량을 보였다. Watts 등 (2000)은 소
들이 무리로 있을 때 더 많은 사료를 섭취한
다고 하였으며, 또한 Ha 등 (2009)도 한우 4
두, 8두 및 12두를 배치하여 채식행동을 조
사한 결과 12두 처리구에서 높은 채식량을 
나타내었다고 보고하였지만, 본 실험에서는 
다소 반대되는 경향이 나타났다. 이는 사육
밀도에 따른 투쟁 및 스트레스로 인한 식욕
부진이 나타난 것으로 판단된다. 일반적으로 
사료 섭취량은 사육면적, 군집 단위, 사료조 
길이, 기후조건, 사료조건 등과 같이 사육 조
건에 따라 다양하게 변화한다고 보고되고 있
다 (Davami 등, 1987; Roush 등, 1984; Jeon 
등 1997). 또한 사육밀도의 증가는 상호 경쟁
채식 및 서열이 낮은 개채들의 채식속도를 
빨라지게 하는 반면에 저작 속도나 소화율은 
감소시키는 작용을 하여 소의 건강에 바람직
하지 않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증가된다
(Gonzáalez 등, 2008; 이와 장, 2011). 사료 요
구율은 T1, T2 및 T3구가 각각 11.69,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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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Effects of rearing density on blood components in Hanwoo calves

Items T1 T2 T3 Pr<F

Total Protein (g/dl)   6.34b   6.34b   6.63a 0.01

Glucose (mg/dl)  77.54b  77.95b  95.04a 0.01

Cholesterol (mg/dl) 178.20 186.55 215.05 －

HLD (mg/dl)  98.48 107.83 118.73 －

LDL (mg/dl)  84.74  75.60  70.43 －

Triglyceride (mg/dl)  27.85  21.00  28.45 －

AST (mg/dl)  23.50a  21.00b  21.40ab 0.05

ALT (mg/dl) 110.24a  62.10b  62.00b 0.01

GGT (mg/dl)  42.27a  22.12b  30.50b 0.01

AST : aspartate aminotransferase, ALT : alanine aminotransferase, GGT : γ-glutamyltransferase.

및 8.43으로 T3구가 T1 및 T2구에 비해 27.9 
및 18.7% 정도의 개선하는 효과를 보였으며, 
T2구가 T1구에 비해 11.3%의 개선되는 결과
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일정한 사육공
간내의 개체수가 육성능력에 영향을 미침을 
시사하는 것으로 개체수가 많아질수록 증체
량 및 사료효율을 저하시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혈중 총단백질 농도는 친환경적으로 처리
하는 저밀도 처리구인 T3구가 T1 및 T2구에 
비해 높은 결과를 보였다 (Table 6). 혈중 총
단백질 농도는 영양상태, 간질충 및 종창 등
과 관계가 있는 성분으로서 T3구의 총단백질 
농도가 높은 것은 영양상태와 건강상태가 단
적으로 우수함을 보인 것으로 판단된다. 한
편 혈중 glucose (혈당) 함량은 T3구가 T1 및 
T2구 보다 높은 결과를 보였다 (P<0.05). 혈
당은 당뇨병, 갑상선 기능항진, 영양장해 등
을 평가할 수 있는 것으로서 본 실험의 혈중 
glucose 농도는 정상범위에 존재하고 있어 질
병학적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다만 
T3구가 높은 결과는 T1 및 T2구 보다 영양
소 이용성에서 우수한 것으로 사료된다. 한
편 지방간 대사지표로 분류되는 AST, ALT 
및 GGT는 처리간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다. 
혈중 AST 농도는 T1구 보다 T2 및 T3구에

서 유의적으로 낮았으며, ALT 농도는 T1구
보다 T2 및 T3구에서 현저하게 감소되는 결
과를 보였다. 또한 GGT 농도도 T2 및 T3구
가 T1구 보다 유의적으로 낮은 결과를 보였
다. 스트레스 자극은 혈관수축을 일으켜 간
세포에 대한 혈액공급을 줄여 간이 저산소성 
손상을 받게 하며, 교감신경계에서 카테콜아
민을 분비하게 한다. 카테콜아민이란 교감신
경작용을 일으키는 일련의 화합물로 도파민, 
노르에피네프린, 에피네프린이 있으며 이는 
간에서 염증을 증대시키고 간세포 괴사를 촉
진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와 같이 과
밀도 처리구의 스트레스로 인한 AST, ALT 
및 GGT가 현저히 증가되는 것으로 나타났으
며 또한 영양학 이용성에서도 과밀도 처리구
가 일반 및 저밀도 처리구에 비해 다소 떨어
지는 결과를 보였다. 이는 축사내 과밀하게 
사육하게 되면  영양 및 건강에 문제를 초래
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따라서 한우의 
건강을 위해선 적정한 사육밀도를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본 연구 결과로 볼 때 한우 육성우의 적정 
사육 밀도는 적어도 일반 처리구인 두당 9
m2 (3×3m2) 이상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시험 개시에 해당되는 1차 측정시 체중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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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 Effects of rearing density on body weight and external parts      (unit ; cm)
First

Pr<F
Second

Pr<F
Third

Pr<F
T1 T2 T3 T1 T2 T3 T1 T2 T3

Weight
(kg)

142.17
±10.25

152.50
±12.99

152.50
±2.04 0.31 198.67

±14.22b
221.50
±13.31a

237.50
±2.04a 0.01 235.33

±16.95b
257.75
±13.24b

284.00
±0.82a 0.01

Wither
height

97.50
±2.29

95.25
±2.68

96.35
±0.46 0.40 105.67

±2.36
105.25
±3.70

104.00
±0.00 0.73 109.17

±1.67
108.75
±3.11

108.50
±2.04 0.93

Rump
height

100.00
±2.24

99.75
±2.49

99.00
±0.82 0.84 106.50

±2.22
108.00
±3.54

107.00
±0.82 0.72 110.33

±1.80
110.50
±2.29

108.50
±0.41 0.39

Body
length

97.17
±3.13

102.25
±2.86

101.00
±1.63 0.07 118.83

±3.58
119.25
±3.90

116.00
±0.82 0.50 121.17

±2.73
121.00
±2.74

123.00
±2.45 0.65

Chest
depth

46.50
±0.96

47.25
±1.64

48.00
±0.82 0.32 55.83

±2.67
55.25
±1.09

54.50
±0.41 0.70 57.33

±2.29
58.00
±1.58

57.00
±0.00 0.80

Chest
width

25.83
±1.46

26.00
±1.73

25.50
±0.41 0.92 29.67

±2.05
29.75
±1.64

30.50
±0.41 0.82 31.50

±2.75
32.25
±1.64

34.50
±0.41 0.25

Rump
width

26.83
±1.07

26.25
±0.83

26.50
±1.22 0.75 31.83

±1.07
34.00
±2.00

33.50
±2.04 0.21 33.17

±1.07b
35.25
±0.83a

36.00
±0.82a 0.01

Pelvis
width

27.50
±1.12

28.50
±1.80

29.00
±0.00 0.32 31.17

±1.46b
36.50
±1.12a

34.50
±0.41a 0.01 32.83

±0.69b
36.75
±1.09a

36.50
±0.41a 0.01

Rump
length

35.67
±1.80

37.50
±4.39

37.00
±1.63 0.67 40.50

±2.57
42.75
±1.48

41.50
±0.41 0.33 42.67

±1.70
43.50
±1.12

42.00
±0.00 0.44

Hipbone
width

18.50
±1.61

19.00
±1.87

18.50
±0.41 0.90 22.00

±1.00
24.25
±1.92

23.00
±1.63 0.17 22.17

±0.90b
24.50
±1.66a

25.50
±0.41a 0.01

Chest
girth

122.67
±5.44

128.00
±2.55

126.00
±0.82 0.22 137.50

±3.55
140.50
±3.84

143.50
±1.22 0.12 146.17

±3.72b
149.50
±2.96ab

152.50
±1.22a 0.07

Cannon
bone 
circum

13.00
±0.00

13.50
±1.12

13.75
±0.20 0.32 15.42

±0.45
15.63
±0.41

15.50
±0.41 0.81 16.50

±0.50
17.00
±0.71

17.00
±0.00 0.35

거의 대분분의 체척치는 처리구간 유사한 수
준이었지만 (Table 7), 시험기간이 진행함에 
따라 모든 처리구에서 체중, 체고, 십자부고, 
체장, 흉심, 흉폭, 요각폭, 곤폭, 고장, 좌골
폭, 흉위 및 전관위 모두 증가하는 변화를 
보였다. 시험 중간시기 (2차 측정)에 체중은 
T1구에 비해 T2 및 T3구가 각각 11.5 및 
19.5%로 증가하였으며 (p<0.01), 곤폭에 경우
도 T1구의 31.17 cm에 비해 T2와 T3구가 각
각 36.50 및 34.50 cm로 체중과 비슷한 경향
을 보였다 (p<0.01). 시험 종료시 (3차 측정), 
체중는 T3구가 284 kg으로 T1 및 T2구의 
235.33 및 257.75 kg에 비해 약 10~21% 정도 
현저히 증가하는 결과로 나타났다 (p<0.01). 
요각폭은 저밀도 처리구가 36.0 cm로 과밀도 

처리구 33.17 cm에 비해 8.5% 증가하였으며
(p<0.01), T2구도 T1구 보다 향상되는 성적을 
보였다. 곤폭 및 좌골폭은 T3구가 36.50 및 
25.50 cm으로 T1 및 T2구의 32.83 및 36.75 
cm 그리고 22.17 및 24.50 cm에 유의적으로 
증가하였으며, T2구도 T1구에 비해 현저하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p<0.01). 흉위는 T1
구의 146.16 cm에 비해 T3구에서 152.50 cm로 
4.3%정도 증가하였으며, T2구도 T1구 보다 
개선하는 결과를 보였다. 한우의 육성기는 
골격 및 체성장이 주로 증가하는 시기로 육
성기의 사양관리시 가장 중요한 요인 중 하
나는 반추위 성장을 도모하는 것으로 이시기
에 양질의 조사료를 급여가 이루어져야한다. 
본 실험에 있어 과밀도 처리구 및 일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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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8. Effects of rearing density on body weight and external parts at 1st measurement

Item T1 T2 T3 Pr<F
Weight (kg) 56.50±8.06c 69.00±5.79b 85.00±4.08a 0.01
Wither height (cm)  8.17±1.34 10.00±1.73  7.50±0.41 0.12
Rump height (cm)  6.50±0.76  8.25±1.92  8.00±1.63 0.23
Body length (cm) 21.67±3.73 17.00±5.34 15.00±2.45 0.14
Chest depth (cm)  9.33±2.21  8.00±1.87  6.50±1.22 0.23
Chest width (cm)  3.83±1.95  3.75±2.28  5.00±0.82 0.70
Rump width (cm)  5.00±1.83  7.75±1.92  7.00±0.82 0.11
Pelvis width (cm)  3.67±1.25b  8.00±1.73a  5.50±0.41b 0.01
Rump length (cm)  4.83±3.39  5.25±3.03  4.50±1.22 0.95
Hipbone width (cm)  3.50±1.71  5.25±2.86  4.50±2.04 0.57
Chest girth (cm) 14.83±4.63 12.50±1.50 17.50±0.41 0.26
Cannon bone circum (cm)  2.42±0.45  2.13±0.74  1.75±0.61 0.40

구에 비해 저밀도처리구의 체중 및 체위들
(요각폭, 곤폭, 고장, 좌골폭, 흉위)이 향상된 
결과는 사육공간의 충분한 확보와 조사료 급
여량의 증가 등이 사육여건을 개선하였기 때
문으로 판단된다. 

이상에서 적정 사육밀도는 두당 3×3 m2 이
상이 요구되며, 한우 육성우의 사육밀도는 
충분한 공간을 제공하는 것이 증체량 및 체
위변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
로 기대된다. 

실험 전반기 체중은 T1, T2 및 T3구가 각
각 56.5, 68.7 및 85.0 kg으로 과밀도 처리구
(T1) 및 일반 처리구 (T2)에 비해 저밀도 처
리구 (T3)에서 각각 50.4% 및 23.7%로 현저
히 증가하는 결과를 보였으며 (Table 8), T2구
도 T1구에 비해 22.1% 향상되는 결과를 보
였다 (p<0.01). 체고, 십자부고, 요각폭, 곤폭, 
고장 및 좌골폭은 T2구에서 각각 10.0, 8.25, 
7.75, 8.00, 5.25 및 5.25 cm로 T1 및 T3구 보
다 높은 성장을 보였으며, 특히 곤폭의 경우 
T1 및 T3구 (3.67 및 5.50 cm)에 T2구 (8.0 cm)
가 유의적인 증가하는 결과로 나타났다 (p< 
0.01). 흉폭 및 흉위의 성장은 T3에서 5.00 
및 17.50 cm로 T1 및 T2구 보다 높은 성장을 
보였다. 이와 같이 본 연구에서 한우 육성우 

전반기에는 일반 처리구 및 저밀도 처리구 
즉 두당 사육밀도가 3×3m2 이상일때 체중 
및 곤폭이 향상되는 성적을 보였으며, 전반
적으로 체중과 체위의 개선효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험 후반기 동안 T3구가 체장, 곤폭 및 
좌골폭에서 T1 및 T2구 보다 현저하게 증가
하였다 (Table 9). 체중은 T3구가 46.50 kg으로 
T1 및 T2구의 36.67 및 36.25 kg에 비해 26 
및 28% 정도 증가하였다. 체고는 T1, T2 및 
T3구간에 유사하였으며, 체장은 T3구에서 7 
cm로 T1 및 T구 2에 비해 3 및 5배의 향상
되는 결과를 보였다 (p<0.01). 또한 곤폭은 T1 
및 T3구가 T2구에 비해 유의적으로 증가하
였고 (p<0.05), T3구는 T2구 보다 다소 향상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좌골폭은 T3구가 2.50 
cm으로 0.17 및 0.25 cm 증가한 T1 및 T2구
에 비해 현저히 증가하였으며 (p<0.01), T1구
보다 T2구가 다소 증가되는 결과를 보였다. 
이상의 결과로 볼 때 한우 육성우 후반기 체
위 변화는 저밀도 처리구 (T3)에서 체중, 체
장, 곤폭 및 좌골폭에서 개선되는 효과가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Davami 등 (1987)은 사
육밀도가 높아질수록 스트레스로 사료섭취량
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고 있어, 본 실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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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9. Effects of rearing density on body weight and external parts at 2nd measurement

Item T1 T2 T3 Pr<F

Weight (kg) 36.67±7.09 36.25±11.32 46.50±2.86 0.30

Wither height (cm)  3.50±0.96  3.50± 1.50  4.50±2.04 0.66

Rump height (cm)  3.83±1.21  2.50± 1.66  1.50±1.22 0.14

Body length (cm)  2.33±2.49b  1.75± 2.05b  7.00±3.27a 0.08

Chest depth (cm)  1.50±1.12  2.75± 1.30  2.50±0.41 0.28

Chest width (cm)  1.83±1.07  2.50± 2.50  4.00±0.82 0.30

Rump width (cm)  1.33±0.75  1.25± 1.30  2.50±1.22 0.36

Pelvis width (cm)  1.67±1.11a  0.25± 0.43b  2.00±0.00a 0.05

Rump length (cm)  2.17±1.57  0.75± 1.30  0.50±0.41 0.23

Hipbone width (cm)  0.17±0.37b  0.25± 0.43b  2.50±1.22a 0.01

Chest girth (cm)  8.67±1.49  9.00± 3.61  9.00±0.00 0.10

Cannon bone circum (cm)  1.08±0.84  1.38± 0.41  1.50±0.41 0.70

Table 10. Effects of rearing density on body weight and external parts during whole 
experimental period

Item T1 T2 T3 Pr<F
Weight (kg) 93.17±12.72b 105.25±15.01b 131.50±1.22a 0.01
Wither height (cm) 11.67± 0.94  13.50± 0.50  12.00±1.63 0.10

Rump height (cm) 10.33± 1.80  10.75± 1.79   9.50±0.41 0.67
Body length (cm) 24.00± 1.41  18.75± 4.82  22.00±0.82 0.09
Chest depth (cm) 10.83± 1.86  10.75± 0.83   9.00±0.82 0.28

Chest width (cm)  5.67± 2.36b   6.25± 0.43ab   9.00±0.00a 0.08
Rump width (cm)  6.33± 1.49b   9.00± 0.71a   9.50±0.41a 0.01
Pelvis width (cm)  5.33± 0.75b   8.25± 1.30a   7.50±0.41a 0.01

Rump length (cm)  7.00± 2.00   6.00± 3.67   5.00±1.63 0.63
Hipbone width (cm)  3.67± 1.49   5.50± 2.87   7.00±0.82 0.14
Chest girth (cm) 23.50± 3.64  21.50± 2.50  26.50±0.41 0.18

Cannon bone circum (cm)  3.50± 0.50   3.50± 0.50   3.25±0.20 0.77

에서도 과밀도 처리구보다 저밀도 처리구에
서 긍정적인 효과를 얻은 결과를 뒷받침하고 
있다. 이와 같이 전반기와 후반기 결과를 볼 
때 한우 육성우는 사육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또는 성장할수록 사육밀도가 낮아지거나, 사
육공간이 충분히 확보되어야 체위성장에 도
움을 줄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실험 전기간 동안 한우 육성우는 체중, 흉
폭, 요각폭 및 곤폭에서 현저하게 변화되는 
결과를 보였다 (Table 10). 체중은 T1, T2 및 
T3구에서 각각 93.17, 105.25 및 131.50 kg 증
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T3구가 T1 및 T2
구보다 25 및 41% 정도 유의적으로 개선하
였고 (p<0.01), T2구는 T1구에 비해 다소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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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1. Effects of rearing density on moisture and temperature of the barn litter

Item T1 T2 T3 Pr<F
Sawdust-thickness (cm) 5 5 5 －

Moisture (%) 71.1±3.76 67.4±4.31 64.4±6.46 0.30
Temperature (℃)  20.4±0.59ab  21.5±1.00a 20.0±1.18b 0.07

선되는 결과를 보였다. 본 실험의 전반기, 후
반기 및 전기간의 체중 결과를 볼 때 사육밀
도를 높게 하는 것보다 사육공간을 넓게 할
수록 성장률이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흉
폭은 T3가 9.0 cm로 T1구 5.67 cm에 비해 
58%이상 증가한 결과를 보였으며, 요각폭은 
T2 및 T3구에서 각각 9.0 및 9.50 cm로 T1구
의 6.33cm에 비해 약 42% 및 50%의 유의적
인 성장률을 보였다 (p<0.01). 곤폭은 T2 및 
T3구가 각각 8.25 및 7.50 cm로 T1의 5.33 cm
에 비해 현저히 증가하였다 (p<0.01). 반면에 
체고, 십자부고, 체장, 흉심, 고장, 좌골폭, 흉
위 및 전관위는 T1, T2 및 T3구간에 통계적
인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실
험 전기간 동안 체중, 흉폭, 요각폭 및 곤폭
은 저밀도 처리구 및 일반 처리구가 과밀도 
처리구보다 현저하게 개선되는 결과를 보였
으며, 특히, 저밀도 처리구는 일반 처리구보
다 향상되는 결과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를 
볼 때 한우 육성우는 일정한 사육면적에 대
한 사육두수가 체중 및 체위발육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사육밀도는 
한우 육성우에 스트레스 등의 원인으로 성장
을 저해시키는 중요한 요인임을 알 수 있었
다. 조 (2008)의 연구에서도 성장기에 있는 
동물의 장시간 스트레스 노출은 성장과 근육
발달을 저해한다고 보고되어 있어 본 실험 
내용을 뒷받침 해주고 있다.

이와 같이 한우 육성우의 사육밀도는 일반 
및 저밀도로 처리한 사육공간에서 가장 우수
한 결과를 보였으며, 특히 저밀도로 사육시 
성장률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한우 육성우의 사육밀도는 두당 3×3 m2 이상
으로 하는 것이 성장발육에 긍정적인 성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두당 
3×6 m2 사육면적은 두당 3×3 m2의 사육면적
일 때 보다 성장 및 발육에 효과가 있는 것
으로 밝혀졌다. 이는 사육공간이 한우의 성
장과 발육에 중요한 요인임을 시사하는 것이
며, 한우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충분
한 사육공간 확보 (9 m2 이상/두)가 필요한 것
으로 판단된다.  

깔짚의 수분 함량은 T1, T2 및 T3구에서 
각각 71.1, 67.4 및 64.4%로 사육밀도가 높을
수록 수분 함량이 다소 증가하는 결과를 보
였다 (Table 11). 이는 일정한 사육공간내 사
육두수가 증가할수록 깔짚의 수분 함량이 높
았다. 한편 깔짚의 내부온도는 T1, T2 및 T3
구가 각각 20.4, 21.5 및 20.0℃로 저밀도 및 
고밀도 처리구에 비해 일반 처리구에서 높은 
결과로 나타났다. 이는 과밀도 처리구에서는 
일정면적에 많은 두수가 분뇨로 인해 수분 
함량 (뇨)과 과량의 유기물 (분)의 축적으로 
인하여 우상에 미생물 활성의 저하로 열 발
생을 적게 하였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또한 
저밀도 처리구보다 일반처리구와 고밀도 처
리구에서 깔짚의 온도가  다소 증가하는 것
으로 나타나 일정면적에 있어서 사육두수와 
깔짚의 내부온도는 어느 정도 관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Panvibat 등 (2004)과 Jeppsson 
(1999)은 깔짚의 내부온도는 미생물 분해, 수
분증발, 깔짚 두께 및 깔짚 종류에 따라 차
이가 있다고 보고한 바 있다. 이상의 결과로 
볼 때 사육밀도는 우상 깔짚의 수분 함량과 
내부온도에 다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
되며, 사육두수가 높아지면 우상의 깔짚의 
수분함량은 증가하는 결과를 보였다. 

깔짚의 건물함량은 T1, T2 및 T3구에서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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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2. Effect of rearing density on DM content and harmful microbes of the barn litter

Item T1 T2 T3 Pr<F
DM 28.87±3.76 32.63± 4.31 35.61± 6.64 0.41
E. coil. (CFU/g) 47.5 ±8.29 90.0 ±69.95 55.0 ±16.58 0.21
Salmonella － － － －

Coccidium Coccidium (2) － Coccidium (1) －

CFU: Colony forming unit on the desoxycholate agar medium at 35℃ for 48 hrs.

각 28.87, 32.63 및 35.61%로 나타나 사육밀
도가 높을수록 건물함량이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Table 12). 깔짚의 대장균수는 T1, T2 
및 T3 각각 47.5, 90.0 및 55.0 CFU/g으로 T2
구에서 높고 T1구에서 낮은 경향을 보였지
만, 통계적인 유의차이는 인정되지 않았다. 
살모넬라균은 T1, T2 및 T3구 모두 발견되지 
않았으며, 반면 설사를 유발하는 콕시듐은 
T1 및 T3에서 각각 양성반응을 보였으나, 처
리간 통계적인 유의차이는 없었다. 

적    요

본 연구는 친환경 한우생산을 위해 다양한 
원료사료의 선택 및 구성비율 변경을 통해 
메탄 저감용 사료배합비의 작성 및 적정 사
육밀도에 관한 연구를 규명하기 위하여 실시
하였다. 본 연구의 메탄 저감용 사료배합에 
활용한 원료사료는 파쇄 옥수수와 알팔파 외 
21종이었다. 또한 적정 사육밀도를 조사하기 
위한 공시동물은 평균 체중 150 kg의 한우 
송아지 12두를 선정하여 4개월간 실험을 수
행하였다.

TMR 1, 2, 3에 비해 TMR 4에서 약 3~4배 
정도 낮은 메탄가스 발생량을 보였으며, 사
료가격에서도 저렴한 결과를 보였다. TMR 4
는 TMR 1, 2 및 3에 비해 건물 소실율에서 
낮은 경향을 보였으며, 메탄생성량은 24~37%
정도 감소하는 결과를 보였다. 한편, 한우 육
성우의 적정 사육밀도 실험에서 저밀도 (18 
m2/head) 및 일반 처리구 (9 m2/head)는 과밀도 

처리구 (6 m2/head)에 비해 총 증체량, 일당증
체량 및 사료요구율이 개선되는 결과를 보였
다. 또한 건강과 질병에 관련된 혈액성분에
서 저밀도 및 일반 처리구는 영양대사 및 건
강에 관련된 total protein, glucose, AST, ALT 
및 GGT 농도가 과밀도 처리구에 비해 효과
적으로 개선되는 결과를 보였다. 체위 발육
(development of body size)의 경우 저밀도 및 
일반 처리구의 체중, 흉폭, 요각폭 및 곤폭은 
고밀도 처리구에 비해 현저하게 증가하였으
며, 특히, 저밀도 처리구는 일반 처리구보다 
체위발육이 우수한 결과를 보였다. 그리고 
저밀도 및 일반 처리구는 고밀도 처리구에 
비해 깔짚의 수분 함량, 대장균 및 콕시듐의 
조절에서도 긍정적인 결과를 보였다. 이와같
이 한우 육성우의 적정 사육밀도는 두당 6 m2 
이상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원료사료의 선택 및 구성비율 
변경을 통해 메탄 생성량을 저감시킬 수 있
는 가능성을 사료자원의 배합비 조정으로 메
탄 저감용 사료생산의 가능성을 제시하였으
며, 사육밀도는 한우의 성장과 발육에 중요
한 요인임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
에서는 적절한 원료사료의 선택 및 구성비율 
변경을 통해  메탄 발생량 조절의 가능성을 
제시하였으며, 사육밀도는 한우의 성장과 발
육에 중요한 요인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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