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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ultiparous Hanwoo cull cows have been generally regarded to have poor meat quality compared
to young and primiparous Hanwoo in Korea, and there have been few studies attempting to under-
stand various feeding programs for the multiparous Hanwoo cull cow. In this study, the effects of
a feeding program consisting of two different diets for multiparous Hanwoo cull cows on meat pro-
duction and quality were tested in comparison to a commercially used diet. Diets for treatment con-
sisted of two levels of crude protein contents, 14.28% and 12.70% for early fattening and finishing,
respectively. For a control, commercially used fattening feed (12.39% crude protein) was used. Feeding
trials were performed at three different farms. In farm A, 29 herds of multiparous Hanwoo cull cows
were used for the treatment group and 3 herds for the control. In farms B and C, the number of ani-
mal herds for treatment and control were 8 vs. 3 and 11 vs. 4 herds, respectively. Experiment diets
were fed for an average of 211 days and in treatment, early fattening diet was fed for 4 months and
then finishing feed was fed until slaughter. Average daily gains, thickness of back fat, area of
Longissimus dorsi, carcass weight, index of carcass weight, intramuscular fat, meat color and texture
were analyzed after slaughter. Random effect model [8] was employed in effect analysis. Positive ef-
fects of treatment were found in terms of average daily gain, back fat thickness, Longissimus dorsi area,
carcass weight, and intramuscular fat. Carcass yield index, meat color and texture showed a negative
effect. In this study, significant results were not found in all factors analyzed because the variance
between experiment farms was large, however the 90% confidence interval of summary effects of
ADG, back fat thickness, Longissimus dorsi area and carcass weight were significant and that of carcass
yield index, intramuscular fat, meat color and texture were less so. Conclusively, a high protein diet
fed early during the fattening period in multiparous Hanwoo cull cows could have positive effects
on meat production.

Key words : Multiparous Hanwoo cull cow, meat production, meat quality, meta-analysis, rand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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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축산물품질평가원에서 발표한 2009년도의 한우 도체 등급

판정두수는 전체 643,930두이며 암소가 46.6%, 수소가 15.5%,

거세우가 37.9%를 점유하고 있다[6]. 쇠고기 산업에 있어서

도체 조성 및 쇠고기 품질은 시장가격을 결정하는 주요 요인

으로 작용한다[3,14]. 쇠고기 브랜드 프로그램은 소비자의 높

은 인지도와 구매력을 바탕으로 가격경쟁력을 향상시킴에 있

어 매우 중요하다[2]. 주요 선진국에서는 소 도체의 가치평가

방법으로 도체 등급제도를 채택하고 있으며 소비자의 구매의

식 변화에 따라 품질 인증, 브랜드 인증 등 국가주도의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개발되어 적용되고 있고, 일정주기로 분석된 성

별 도체 특성 및 육질에 대한 정보는 생산지표, 지도, 연구,

마케팅 및 정책결정에 중요하다[4]. 따라서 성별 도체특성 및

쇠고기 품질에 대한 연구는 유전 육종, 품종, 영양사양, 품질

평가 등에 관한 연구는 지속적으로 수행되어져 오고 있으며,

육질 개량 목표설정 및 쇠고기 산업 발전 목표 설정에 중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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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로 활용되고 있다[1,2,5].

국내 한우 암소의 도체 조성 및 육질에 관한 연구는 도체

등급이 개정된 2004년 12월 이후에 몇몇 연구에서만 수행되었

을 뿐 아직까지는 미비한 실정이다[11,15,16]. 또한 한우 경산

암소에 대한 비육특성을 고려한 적정 영양소 공급수준에 관한

체계적인 기준이 없는 실정이다. 일반적으로 성숙도(연령)에

의한 연도나 다즙성 및 풍미(맛)와 같은 육질 특성은 나이가

많은 소의 쇠고기가 육질이 질기고, 다즙성이 떨어지며, 좋지

않은 풍미를 가진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인식은

암소고기에서 얻어진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형성된 것이라기

보다는 소가 역우로 가치가 높던 시절, 연령이 오래 된 소를

도축하여 생산된 쇠고기의 품질이 조악했기 때문이라고 판단

된다. 이러한 이유에서 현재 국내에서는 다산 암소비육에 있

어서 일반 거세비육후기 사료가 급여되고 있으며 이러한 사료

급여는 암소의 비육특성에 적합하지 않아 불가식지방의 증가

와 육량의 감소를 유발할 수 있어 다산 암소의 적정 사육방식

으로 볼 수 없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다산 암소의 적정 비육프

로그램 개발 연구의 일환으로 다산 암소 고기의 육량과 육질

향상을 위해 영양공급, 특히 단백질 수준을 달리한 사료를 비

육전기에 급여하였을 경우 비육성적과 도체특성에 관한 연구

를 수행하였다.

재료 및 방법

실험농장 및 실험 두수

본 실험은 경기도 소재 3개의 한우 암소 사육농가에서 수행

되었으며, 각 실험농장에서 한우 3산 이상의 다산암소를 선발

하였다. 농장A에서는 대조구에 3두, 처리구에 29두를 공시하

였으며, 농장B에서는 대조구에 3두, 처리구에 8두를 공시하였

다. 농장C에서는 대조구에 4두 그리고 처리구에 11두를 공시

하였다. 결과적으로 총 3개의 농장에서 다산 한우 암소 48두

(평균체중, 456±75 kg)를 처리구 그리고 10두(평균체중,

513±21 kg)를 대조구로 공시하여 실험에 사용하였다.

실험사료 및 사양관리

암소 전용 배합사료는 비육전기와 비육후기로 구분하여 아

래의 표(Table 1과 Table 2)와 같이 생산하여 실험농가에 공급

하고 실험 대상축에 일일 두당 8~10 kg 수준에서 자유채식

하도록 급여하였다. 대조구의 사료는 일반 사료회사에서 판매

하는 거세우 비육후기 사료를 이용하였다. 실험기간은 농장여

건에 따라서 다소간의 차이는 있었으나 평균 211±30 일간 급

여하였고, 실험개시 후 4 개월 동안은 다산암소비육 전기사료

를 급여하였고, 이후 출하시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다산암소비

육 후기사료를 급여하여 효과를 검정하였다. 급여사료를 제외

한 나머지 사양관리 조건은 일반적으로 한우농장에서 사용하

는 방법에 준하여 수행되었다.

Table 1. Diet composition of experimental diets

Ingredients 　 Control

Treatment

Early

fattening
Finishing

- % -

Corn ground 26.0 13.2 25.0

Wheat ground 18.0 10.0 15.0

Corn gluten feed 15.0 24.0 20.0

Wheat bran 5.0 5.0 0.0

Palm kernel meal 18.0 18.0 15.0

Molasses 5.0 5.0 5.0

Tallow 1.5 1.5 1.5

Coconut meal 4.4 5.0 2.3

Distiller’s grain 0.0 4.1 3.0

Lupin hull 4.7 12.0 11.0

Vitamin premix 0.1 0.1 0.1

Mineral premix 0.1 0.1 0.1

Limestone 1.2 1.0 1.0

Cell Mass Soluble 1.0 1.0 1.0

Total 　 100.0 100.0 100.0

Table 2. Chemical composition of experimental diets

Items
1)

Control

Treatment

Early

fattening
Finishing

DM, % 88.31 88.66 88.53

NDF, % 25.36 33.24 27.81

TDN, % 73.27 71.74 73.53

ME, Mcal/kg 2.60 2.57 2.63

NEm, Mcal/kg 1.79 1.73 1.79

NEg, Mcal/kg 1.21 1.16 1.21

CP, % 12.39 14.28 12.70

DIP, % 7.49 9.12 7.96

NSC, % 39.34 31.50 39.15

ADF, % 14.01 18.60 15.53

CF, % 9.30 12.93 10.92

Fat, % 5.61 5.12 4.94

Ash, % 5.77 5.31 4.70

Ca, % 0.57 0.55 0.52

P, % 0.42 0.52 0.44

Vitamin A, 1000/kg 9.42 9.42 9.43

Vitamin D, 1000/kg 3.00 3.00 3.00

Vitamin E, IU/kg 78.85 79.47 78.81
1)

DM, dry matter; NDF, neutral detergent fiber; TDN, total

digestible nutrient; ME, metabolic energy; NEm, net energy

for maintenance; NEg, net energy for growth; CP, crude

protein; DIP, degradable intake protein; NSC, non-struc-

tural carbohydrate; ADF, acid detergent fiber; CF, crude

fiber.

증체 효과

각 실험 농장에서 실험대상 가축은 우방을 따로 관리하고

실험용 배합사료를 급여하기 전에 생체중을 측정하여 출하



Journal of Life Science 2011, Vol. 21. No. 9 1253

시 체중과 비교하여 실험 사료 급여 기간 동안의 일당 증체량

을 계산하였다.

도체 성적 분석

쇠고기 시료는 갈비 12번째 마디에서 13번째 마디의 등심

(M. Longissimus dorsi) 부위의 냉장육 2.5 kg을 이용하였다.

농협 부천 공판장에 출하하여 도축된 공시축의 등급판정은

축산물품질평가원 소속 등급사가 측정하였다. 공시축의 육질

등급 요인(근내지방도, 등지방두께, 등심단면적, 육량등급, 육

색, 지방색, 조직감, 성숙도)은 20-22시간 냉장된 반도체의 13

번째 마디 갈비부위를 절개하여 측정하였다. 결과로 얻어진

육량등급 A, B 및 C 등급을 각각 1, 2 및 3 점으로 나타내어

효과 검정에 사용하였다. 근내지방도는 1에서 9까지 등급을

구분하여 평가하였고, 육색은 1에서 7등급으로 나누었으며,

1등급은 선홍색을 나타내며, 7등은 검붉은색을 나타낸다. 조

직감은 1에서 3등급으로, 성숙도는 1에서 9등급으로 구분하여

평가하였다. 지방색은 1에서 7등급으로 나누었으며, 1등급은

흰색 그리고 7등급은 노란색으로 구분하였다. 육질등급은 1++

등급은 1점, 1+ 등급은 2점, 1등급은 3점 그리고 2등급과 3등급

은 각각 4점과 5점으로 구분하여 평가하였다.

통계분석

본 연구는 3개의 서로 다른 농장에서 일반적인 사양관리

방법에 준하여 수행된 것이며 농장마다 서로 다른 기간 동안

에 그리고 서로 다른 관리인 및 관리프로그램 아래서 수행되

었다. 따라서 농장간 연구결과에는 이질성이 존재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메타분석방법을 이용하여 통합적인 처리

효과를 산출하였다. 3개 농장에서의 처리구와 대조구간 평균

성적 차이를 이용하여 사료급여효과를 분석함에 있어 렌덤효

과모형을 적용하였고, 통합적인 효과를 산출하였다. 렌덤효과

모형의 산출방법 및 통합효과 분석방법은 Kook 등[8]의 방법

에 준하여 실시하였다. 대략적인 방법은 다음과 같다. 다산암

소 전문사료의 급여와 일반비육우사료의 급여를 통하여 얻어

진 각 성적들의 평균차( id )를 산출하였고, 렌덤효과모형을 산

출하기 위하여, 각 평균차에 대한 근사적 역분산( iw )을 산출하

였다. 최종적으로 통합적 효과(summary effect, d )를 아래와

같은 수식을 이용하여 산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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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적으로 표준화된 효과와 효과의 표준편차를 이용하여

Z-value를 산출하였고, 정규누적분포의 양측검정을 이용하여

확률값을 산출하였다. 렌덤효과모형으로 얻어진 결과들의 편

의 검증은 Egger’s regression을 이용하여 검정하였다[8].

결 과

다산한우 암소전문사료의 급여효과가 증체량, 도체성적 및

육질성적에 미치는 효과는 Table 3에서 보는 것과 같으며, 사

용된 3개의 농장의 개별적인 효과와 3개의 농장을 통합적으로

고려한 통합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증체효과

다산한우 암소전문사료의 급여에 따른 일당증체효과는 실

험이 수행된 3개의 농장 중에서 2개의 농장에서 정적효과

(positive effect)가 나타났다. 즉 전문사료를 급여한 처리구가

일반 비육우사료를 급여한 대조구에 비하여 높은 일당증체율

을 나타내었다. 그러나 정적효과를 나타낸 농장A와 농장B중

에서 농장B에서만 유의성(p=0.01)이 나타났다. 반면에 농장C

에서는 오히려 일반사료를 급여한 대조구에서 유의적인 수준

(p=0.01)으로 일당증체량이 높게 나타났다. 각 농장에서 얻어

진 효과에 대한 통합효과는 0.07로서 정적효과가 나타났으나

유의적인 차이는 관찰되지 않았다. 통합적인 결과에 대한 각

실험별 가중치의 비중은 모든 농장에서 유사하게 나타났다.

일당증체량에 대한 효과의 Forest plot은 Fig. 1A에서 보는 것

과 같다. 농장A와 B 모두 정적효과를 나타내고 있으나, 농장A

의 90% confidence interval은 부적효과(negative effect)와 정

적효과 모두에 걸쳐 분포된 것으로 나타났다.

등지방 두께

등지방 두께는 세 개의 실험농장 중에서 2개의 농장에서만

정적효과가 나타났으며, 나머지 하나에서는 부적효과가 나타

났다. 또한 통계적 유의성은 정적효과가 나타난 농장A에서만

관찰되었다(p<0.01). 통합적인 효과는 1.29로서 암소비육 전문

사료의 급여가 일반 비육우사료를 급여하는 것보다는 높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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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Effect of high protein diet feeding on the average daily gain, meat production and meat quality of multiparous

Hanwoo cull cow

Items Studies Control Treatment
Mean

difference
P-value Weights τ2

Average daily gain

Farm A 0.71±0.17 0.84±0.16 0.12 0.31 29%

Farm B 0.56±0.00 0.84±0.25 0.24 0.01 33%

Farm C 0.91±0.00 0.81±0.12 -0.10 0.01 38%

Summary 0.07 0.55 100% 0.04

Back fat thickness, mm

Farm A 9.67±1.25 12.83±5.23 3.16 <0.01 44%

Farm B 15.67±5.91 12.38±5.15 -3.29 0.39 10%

Farm C 12.50±2.06 13.00±1.91 0.50 0.67 45%

Summary 1.29 0.34 100% 2.68

Longissimus dorsi area, cm2

Farm A 85.33±2.87 86.24±5.87 0.91 0.65 58%

Farm B 86.33±8.06 87.13±9.49 0.79 0.89 7%

Farm C 86.75±4.09 89.91±5.19 1.16 0.65 35%

Summary 0.99 0.51 100% 0.00

Carcass weight, kg

Farm A 352.33±28.00 363.79±34.01 11.46 0.51 25%

Farm B 331.00±37.35 347.13±44.22 16.13 0.54 11%

Farm C 367.50±10.92 368.45±30.99 0.95 0.93 64%

Summary 5.19 0.55 100% 0.00

Carcass yield index

Farm A 68.01±0.93 68.87±3.53 -2.13 0.01 46%

Farm B 64.89±3.83 66.67±3.70 1.77 0.49 11%

Farm C 66.05±1.63 65.87±1.35 -0.18 0.84 43%

Summary -0.86 0.36 100% 1.17

Intramuscular fat

Farm A 4.67±1.25 3.38±1.23 -1.29 0.09 30%

Farm B 3.33±0.94 4.25±1.30 0.92 0.20 32%

Farm C 3.25±0.83 4.00±1.21 0.75 0.17 38%

Summary 0.18 0.78 100% 0.85

Meat color

Farm A 4.67±0.47 5.00±0.23 0.33 0.23 25%

Farm B 5.00±0.00 4.75±0.43 -0.25 0.10 47%

Farm C 4.75±0.43 4.73±0.45 -0.02 0.93 28%

Summary -0.04 0.81 100% 0.04

Texture

Farm A 1.33±0.47 1.72±0.45 0.39 0.17 29%

Farm B 2.00±0.00 1.63±0.48 -0.38 0.03 41%

Farm C 1.75±0.43 1.64±0.48 -0.11 0.66 31%

Summary -0.08 0.73 100% 0.09

등지방 두께를 나타내었으며, 확률은 67%로 나타났다. 등지방

두께에 대한 각 농장들의 효과와 90% CI 분포는 Fig. 1B에서

보는 것과 같다. 농장A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농장에서 90%

CI가 부적효과와 정적효과에 걸쳐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등심면적

등심면적은 모든 농장에서 정적효과로 나타났으나 95% 이

상의 유의성은 발견되지 않았다. 통합적인 효과는 0.99로서

정적효과였고, 확률값은 49%로 나타났다. Fig. 1C에서 보는

것과 같이 농장A, 농장C 그리고 농장B의 순으로 90% CI 범위

가 넓은 것으로 나타났다.

도체중

도체중은 모든 실험 농장에서 정적효과를 나타내었으나 유

의성은 발견되지 않았다. 특히 농장간의 편의를 조정하기 위

한 2t̂ 수치가 0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나 농장간의 편의가 크

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합적인 효과는 5.19로서 정적효과

로 나타났으며, 확률값은 45%로 나타났다. 농장간의 결과에

대한 가중치 비율은 세 개의 농장중에서 효과의 크기가 가장

작은 농장C에서 64%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Fig. 1D에서 나타

난 각 농장별 효과의 90% CI 범위는 농장C에서 가장 좁은

것으로 나타났다.

육량지수

육량지수는 농장A와 C에서는 부적효과를 나타내었으며,

이 중 농장A에서는 99% 이상의 확률값을 나타내었다. 그러나

농장B에서는 평균차 효과 1.77로 정적효과를 나타내었으나 유

의성은 발견되지 않았다. 각 농장의 90% CI 범위는 Fig. 1E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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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D)

(E)                                                       (F)

(G)                                                       (H)

Fig. 1. Forest plot for the result of feeding trails from three experiment farm. (A), ADG; (B), Back fat thickness; (C), Longissimus
dorsi area; (D), Carcass weight; (E), Carcass yield index; (F), Intramuscular fat; (G), Meat color; (H), Texture. The 90% confidence

interval of farm A was located at the top of y-axis and those of farm B and C were represented subsequently.



1256 생명과학회지 2011, Vol. 21. No. 9

서 보는 것과 같으며, 세 개의 농장 중에서 농장B가 가장 넓은

범위를 나타내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낮은 가중치가 적용되었

다. 통합적인 효과는 -0.86으로 부적효과였으며, 확률값은 64%

로 나타났다.

근내지방

근내지방은 농장A에서는 부적효과가 나타났으며, 90% 이

상의 유의성이 발견되었다. 그러나 나머지 두 실험농장에서는

정적효과가 발견되었으며, 유의성은 나타나지 않았다. 실험

농장 모두 서로 유사한 수준의 가중치가 적용되었으며, 통합

적인 효과는 0.18로서 정적효과로 나타났으며, 22%의 확률값

을 나타내었다. 각 실험농장에서 얻어진 결과들의 90% CI 범

위는 Fig. 1F에서 보는 것과 같다. 농장A 그리고 농장B와 C에

서 확연히 다른 효과가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육색

농장A에서는 다산한우 암소 전문사료의 급여가 높은 육색

점수를 얻는 결과를 나타내었으나 나머지 실험농장에서는 일

반 비육우사료의 급여가 보다 높은 육색점수를 얻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농장B에서만 90% 이상의 유의성이 나타났

으며, 나머지 실험농장에서는 유의적인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

다. 통합적인 효과는 -0.04로서 부적효과로 나타났으며, 확률

값은 19%로 나타났다. 각 실험농장의 결과들에 대한 90% CI

범위는 서로 매우 다르게 나타났다(Fig. 1G).

조직감

조직감에 대한 결과는 농장A를 제외한 농장B 및 C에서 부

적효과가 나타났으며, 특히 농장B에서는 유의적인 효과가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합적인 효과는 -0.08로서 부적효과였으

며, 확률값은 27%로 낮게 나타났다. 각 실험농장의 결과들에

대한 90% CI 범위는 육색에서 나타났던 형태와 매우 유사하게

나타났다(Fig. 1H).

농장별 사양실험결과의 편의 조사

3개의 농장에서 얻은 다산암소비육 전용사료의 급여효과들

Table 4. Bias analysis between the studies of farms with

Egger regression method

Items
Bias analysis

Intercept P value

Average daily gain 4.48 0.33

Back fat thickness -1.85 0.58

Longissimus dorsi area -0.02 0.92

Carcass weight 1.09 0.19

Carcass yield index 1.95 0.55

Intramuscular fat -6.16 0.57

Meat color 3.70 0.26

Texture 5.30 0.28

에 대하여 랜덤효과 모형으로 분석하여 통합효과를 산출하였

고, 산출된 효과에 대한 편의 존재 여부를 조사하였다. 그 결과

는 Table 4에서 보는 것과 같고, 모든 분석항목에서 편의가

발견되지 않았다.

고 찰

암소비육전문사료의 급여에서 일당 증체량과 도체중이 증

가하는 것은 사료내 조단백질의 증가가 육량의 증가를 가져온

결과라고 판단된다. 근내지방도는 암소비육전문사료를 급여

한 군에서 비육전문사료를 급여한 경우에 비하여 유의성은

없지만 높은 결과를 나타내었으며, 암소비육전문사료 급여군

의 근내지방도는 최저 3.38에서 최대 4.25로 나타났다. Lee 등

[9]의 연구에서 보면 축종별 근내지방도는 거세우 도체가 5.02

로 가장 높았으며, 암소는 4.39, 수소는 1.32이었다. 또한

Panjono 등[12]의 연구에서는 거세우와 수소의 근내지방도가

각각 5.05 및 1.53이었다는 결과와 비교해 볼 때, 본 연구에서

나타난 다산 암소의 근내지방도는 거세우보다는 낮고, 일반

암소와 유사하며, 거세우보다는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Moon

등[11]의 연구 결과에서는 한우암소의 근내지방도가 평균 9.42

였고, Song 등 [15]의 연구에서는 거세한우 근내지방도 6.50로

나타나, 본 연구의 다산암소보다는 높게 나타났다. 근내지방

도의 평가기준은 국가별로 다르기 때문에 외국의 연구결과와

직접 비교하기는 어려우나 여러 연구에서 미경산우가 거세우

보다 근내지방도가 높게 나타났으며[2,7,10] 미경산우와 거세

우 간에는 큰 차이가 없게 나타났다[5]. 본 연구에서 한우 다산

암소의 육색은 대조구와 비육전문사료 급여군 모두 4.7에서

5.0 사이로 서로 유사하게 나타났다. Lee 등[9]의 결과에서는

암소, 수소, 거세우 도체의 육색은 각각 5.12, 5.08 및 4.79로서

암소고기의 육색이 가장 어둡게 나타났고, 한우에 있어서는

한우암소, 한우수소 및 한우거세우의 육색이 각각 4.43, 4.71

및 4.36으로 보고되었다[13,15]. Song 등[15]의 연구에서는 한

우 경산우의 육색이 4.0로 나타났다. Panjono 등[12]의 연구에

서는 한우수소 및 거세우의 육색이 각각 5.03 및 4.08로 나타났

다. 본 연구에서 한우 다산 암소의 조직감은 1.63에서 1.72 사

이의 결과를 나타내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Lee 등[9]의 연구

에서 나타난 한우거세우의 조직감(1.31), 암소(1.72) 및 수소

(1.99)의 결과와 유사하였고, Park 등[13]의 연구에서 나타난

한우암소(4.17), 수소(4.53) 및 거세우(3.69)의 조직감보다는 낮

게 나타났다.

경제성 분석

축산물품질평가원의 2010년 11월 도매가격 평균은 암소의

경우 1
++

등급이 21,747원, 1
+
등급이 18,156원, 1등급이 15,679

원, 2등급이 11,815원, 3등급이 9,096원이었다. 본 연구를 통하

여 얻어진 대조구 및 처리구의 등급판정결과는 Table 5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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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Economical benefit from high protein diet feeding for multiparous Hanwoo cull cow

Carcass

grade

Carcass price,

won

Average carcass

weight, kg

Quality grade appearance rate, % Yield price, × 1,000 won

Control Treatment
Average of

2010
Control Treatment

Average of

2010

1
+

18,156 350 10.0 13.6 12.1 6,354 8,642 7,689

1 15,679 350 20.0 40.9 28.6 10,975 22,444 15,694

2 11,815 350 70.0 45.5 37.3 28,946 18,815 15,424

3 9,096 350 0.0 0.0 16.1 - - 5,125

Sum 　 　 　 　 　 46,276 49,902 43,933
1Economical analysis was calculated with basis of the productivity from 10 herds breeding and the used price status was based

on the price at year of 2010.

보는 것과 같다. 다산암소 비육전문사료를 급여한 군의 1
+
등급

출현율은 13.6%, 1등급은 40.9%, 2등급은 45.5% 및 3등급은

0.0%로 나타났다. 일반 비육우사료를 급여한 대조군의 1
+
등급

출현율은 10.0%, 1등급은 20.0%, 2등급은 70.0% 및 3등급은

0.0%로 나타났다. 각 처리구별 및 등급별 출현율을 기초로 하

여 경제성을 분석하였다. Table 5에 의하면 암소 10두를 출하

할 경우 대조구는 46,276천원의 경락가격을 얻고 비육전문사

료 급여군은 49,902천원의 경락가격을 얻는다. 또한 2010년

평균성적에 대입할 경우 43,933천원의 경락가격을 얻게 된다.

따라서 다산암소 비육전문사료를 급여시 대조구에 비해서는

3,626천원의 추가이익을 얻을 수 있고, 2010년 평균농가성적

과 비교하면 5,969천원의 추가이익이 발생한다. 따라서 다산

암소 비육전문사료를 이용한 암소비육이 농가의 생산성 및

수익성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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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다산 한우암소는 미경산 혹은 어린 한우암소에 비하여 낮은 육질을 나타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

며, 현재까지 다산 한우 암소 비육을 위한 사료급여방법에 대한 연구는 매우 미비하다. 본 연구는 두 개의 서로

다른 사료로 구성된 사료급여방법이 다산 한우 암소의 육생산과 육질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다. 대조구로는

일반 비육우사료 급여를 사용하였다. 처리구의 사료는 두 개의 서로 다른 단백질 수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4.28%의 단백질 사료는 비육초기에 급여하였으며, 12.70%의 단백질 수준은 출하 전까지 급여하였다. 대조구는

일반비육우사료(12.39% CP)를 사용하였다. 사양실험은 3개의 농장에서 수행되었다. 농장A에서는 29두의 다산 한

우암소를 처리구 그리고 3두를 대조구로 공시하였다. 농장B와 농장C에서는 처리구와 대조구에 각각 8두와 3두

그리고 11두와 4두를 공시하였다. 실험사료들은 총 211일 동안 급여하였고, 처리구의 비육전기사료는 4개월간

급여하였고, 나머지는 비육후기 사료를 급여하였다. 평균일당증체량, 등지방두께, 등심면적, 도체중, 육량지수, 근

내지방, 육색 및 조직감등을 분석하였다. 통계처리는 렌덤효과모형[8]을 사용하였다. 처리의 정적효과는 평균일당

증체량, 등지방두께, 등심면적, 도체중 및 근내지방에서 나타났으며, 육량지수, 육색 및 조직감은 처리구의 부적효

과가 나타났다. 모든 분석항목에서 통계적 유의성이 발견되지 않았는데 이것은 농장별 실험결과의 분산이 매우

컸기 때문이다. 그러나 통합적 효과에 있어 평균일당증체량, 등지방두께, 등심면적 및 도체중에 대한 90% 신뢰구

간은 정적효과 방향으로 나타났으며, 나머지 분석항목의 90% 신뢰구간은 부적효과의 방향으로 나타났다. 결과

적으로 다산 한우암소비육에 있어 비육전기기간의 고단백질 사료 급여는 육생산성 향상 및 육질 개선의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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