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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investigated the effects of diet of different forages on growth performance and carcass
characteristics of Hanwoo steers. Twenty-one Hanwoo steers were randomly allocated to three groups
(fed hay, reed, and reed with rice straw) of seven steers each. Initial and final body weights of control,
T1, and T2 groups were 125.5, 128.3, 128.3 kg and 697.4, 614.6, 706.7 kg, respectively. Average daily
gain tended to increase in controls (0.70 kg/d) and the T2 group (0.71 kg/d) but not as much in the
T1 group (0.60 kg/d); however,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DMI was not significantly differ-
ent among the treatment groups, but T1 was relatively lower than the other groups. For the yield
traits, carcass weight was not significantly different between controls and the T2 group but was great-
er in the T2 group compared to the T1 group (p<0.05). Back fat thickness and rib eye area were higher
in controls and T2 compared to T1; yield grade (A:B:C, %) was greater in T1 (43:57:0) compared to
the other groups (control 0:71:29; T2 29:42:29). For the quality traits, fat color and texture we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among groups. However, meat color and maturity were significantly greater in
T1 compared to T2 (p<0.05). Marbling score and appearance rate of over 1st meat quality grade were
greater in the control and T2 groups compared to the T1 group. Based on the results, growth perform-
ance, feed utilization, and carcass traits appeared to improve when roughage containing rice straw
plus reed was offered. Therefore, reed is worth considering as a roughage source for fattening
Hanwoo ste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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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최근 한우산업은 가축 악성질병의 발생과 FTA 추진에 따른

시장개방 확대로 쇠고기 수입의 증가와 바이오 에너지 생산에

따른 원료사료 가격의 상승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한우산업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생산비의 40~50%

를 차지하는 사료비의 절감이라고 하여도 과언이 아닐 것이

다. 현재 우리나라 조사료 자급율은 약 84% 수준이고[26], 반

추가축에 이용되는 양질 조사료의 대부분은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우리나라에서 반추가축의 조사료 자원으

로 주로 이용되고 있는 볏짚은 소 사육두수 증가와 이로 인한

수요증가로 가격이 상승하고 있어 저렴한 조사료 자원의 확보

가 시급한 실정이다.

최근 축산업의 위기극복을 위한 방안으로 농산부산물(버섯

폐배지, 녹차 부산물 등), 식품 가공부산물(비지박, 맥주박 등)

및 야초류(억새, 갈대 등) 등의 대체 사료 개발을 통해 생산비

절감과 조사료 자원의 확보를 위한 연구가 수행되어 사료자원

으로 활용되고 있다. 그 중 야초류의 갈대(Phragmites commu-

nis)는 우리나라 전역에 걸쳐 자생하는 여러해살이 식물로 어

린 순은 식용, 이삭은 빗자루, 털은 솜 대신 이용하였다[18].

그리고 갈대의 여러 부위는 약재로 이용되기도 하였는데 이

뇨, 해열, 당뇨성 고지혈증 및 치매치료에도 효과가 우수하다

고 알려져 있다[10,30]. 사료자원으로서의 갈대는 적정 생육시

기[11,12,22]와 예취시기[13], 안전성[20] 및 이용실태와 지역별

갈대의 사료가치에 관한 연구가 수행되었고[31,32], 현재 우리

나라 전역에서 반추가축의 조사료 자원으로 이용되고 있다

[31,32]. 하지만 갈대는 예취시기별 영양성분의 차이가 크고

[32], 반추가축이 꺼려하는 알칼로이드 성분이 약간 함유되어

있어 사료 자원으로 이용하기 위한 가축의 기호성과 안전성에

대한 검증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선행 연구에서는 사료가치 평가와 사료화를 위한 생산 연구

가 대부분이었고, 실질적인 사양실험을 통한 가축의 기호성,

영양소 이용율 및 도체와 육질특성 구명을 위한 연구는 전무

한 실정이다. 그러므로, 조사료 자원으로서 갈대의 사료적 가

치평가는 한우 비육우의 사양시험을 통해 검증 할 필요가 있

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한우 거세 비육우에 갈대 급여가 발육과

사료섭취량 및 도체·육질에 미치는 영향을 구명하고자 수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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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Feeding management of experimental animals

Items
Feeding periods (Month)

6~11 12~15 16~21 22~32

Concentrate (BW, %) 1.5~1.6 1.6~1.8 1.8~1.9 Ad libitum
Forage Ad libitum

  Control Hay Rice straw Rice straw Rice straw

  T1 Reed Reed Reed Rice straw

  T2 (Ratio) Rice straw+Reed (5:5) Rice straw+Reed (5:5) Rice straw+Reed (5:5) Rice straw

Table 2. Chemical composition of diets used in this experiment (DM basis, %)

Items
Concentrate

Hay Rice straw Reed
Growing Early fattening Late fattening

DM1) 90.24 88.58 90.52 90.13 91.43 90.80

CP2) 16.42 15.04 14.08 15.87 4.39 6.61

EE
3)

3.34 3.74 4.80 2.78 2.36 1.36

CA4) 10.28 9.94 9.41 7.15 13.07 7.17

NDF
5)

31.67 31.97 28.05 76.29 70.21 61.11

ADF6) 12.07 12.02 11.10 40.15 38.13 38.29

TDN
7)

68.00 71.00 72.00 53.00 44.00 45.00
1)

DM: Dry matter
2)CP: Crude protein
3)EE: Ether extract
4)

CA: Crude ash
5)NDF: Neutral detergent fiber
6)ADF: Acid detergent fiber.
7)

TDN: Total Digestible Nutrients

였다.

재료 및 방법

공시동물 및 사양관리

생후 약 6개월령(평균체중 125.9±12.0 kg) 한우 거세우 21두

를 공시하여, 국립축산과학원 한우시험장에서 처리구별 7두

씩 군집사육하면서 24개월간 사양시험을 수행하였다. 배합사

료는 1일 급여량을 2회(08:00, 16:00) 균등분배하여 급여하였

고, 조사료는 자유채식토록 하였다. 물과 미네랄블록(린칼 V

부록, ㈜대한뉴팜) 항시 섭취할 수 있도록 하였고, 사료섭취량

은 매일, 체중은 매월 조사하였고, 체중에 따라 사료 급여량을

조절하였으며, 시험축 사양관리는 Table 1을 기준으로 수행하

였다.

시험사료

공시동물에게 급여한 배합사료는 시판되는 성장단계별(육

성, 비육전·중기 및 후기) 비육우 전용 사료를 사용하였고, 조

사료는 국립축산과학원 한우시험장에서 생산된 혼합목건초

(강원도 대관령면)를, 볏짚은 강원도 지역에서 생산된 것을 구

입하였고, 갈대는 충청도 지역에서 출수기에 채취하여 반추가

축용으로 시판되는 것을 구입하여 사용하였다. 시험에 이용된

사료의 일반성분은 Table 2에 나타내었다.

시험설계

시험구 배치는 육성기에 건초급여 후 비육기에 볏짚을

급여한 관행 사양구(대조구), 갈대 급여구(T1), 볏짚+갈대

급여구(T2)로 3처리 7반복으로 완전임의 배치하여 수행하

였다.

발육조사

체중은 시험 개시일부터 종료 시까지 시험축사 내에 설치

된 우형기(CAS Korea, Newton HT-501A)를 이용하여 1개월

간격으로 오전 사료급여 전에 측정하였고, 증체량은 이전 체

중에서 측정된 값의 차로 구하였으며, 총 증체량의 평균값을

시험일수로 나누어 일당증체량을 구하였다. 사료섭취량은 매

일 오전 사료 급여 전 사조 내의 잔량을 조사한 후 전날 급여량

에서 뺀 값을 섭취량으로 계산하였다.

도체조사 및 육질분석

도체조사는 사양시험이 종료된 공시축을 국립축산과학원

축산생명환경부(경기도 수원시) 내 시험도축장에서 도축한

후, 0℃에서 18~24시간 동안 도체를 현수시킨 후 육량판정요

인(도체중, 등지방두께, 배최장근단면적)과 육질판정요인(근

내지방도, 육색, 지방색, 조직감, 성숙도)을 소 도체등급판정기

준에 의거하여 축산물등급판정사가 평가하였다. 육질분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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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Growth performance of Hanwoo steers receiving different roughage

 Items Control T1 T2

Initial BW
1)

(kg) 125.5±28.4
3)

128.3±31.5 128.3±23.3

Final BW (kg) 697.4±50.4 614.6±48.5 706.7±98.0

ADG
2)

(kg/d)

Growing period 0.75±0.13 0.47±0.11 0.52±0.15

Early-fattening period 0.89±0.11 0.69±0.16 0.87±0.13

Mid-fattening period 0.86±0.10 0.73±0.17 0.83±0.20

Late-fattening period 0.59±0.13 0.61±0.09 0.65±0.17

Total Average 0.70±0.03 0.60±0.03 0.71±0.04
1)BW: body weight.
2)ADG: average daily gain.
3)

Means±standard error of mean.

위한 시료는 도체 등급 판정을 받은 후 제 13번째 늑골의 등심

부위와 제 12번째 늑골의 등심부위 사이에서 일정량을 채취하

고 개체별로 냉장상태(0~5℃)를 유지시켜 실험실로 운반한 다

음, 등심육의 수분, 조지방과 조단백질을 분석 하였으며[2], 육

색은 근육을 절단하여 공기 중에 30분 정도 노출시킨 후

Chromameter (CR301, Minolta Co., Germany)로 명도(CIE L),

적색도(CIE a), 황색도(CIE b)를 CIE (Commision

Internationale de Leclairage) 값으로 3반복 측정하여 평균값

으로 계산하였다. Folch 등[16]의 방법으로 methanol:chloro-

form (1:2, v/v)으로 지방을 추출하였으며 가수분해는

Morrison과 Smith[27]의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지방산 조성은

Gas Chromatography (Varian 3600, Varian, USA)를 사용하

여 분석하였으며 Gas Chromatography (GC) 조건은 silica ca-

pillary column (Omegawax 205, 30 m×0.32 mm I.D., 0.25 μm

film thickness)을 이용하였고 Injection port 온도는 250℃이었

으며 검출기 온도는 260℃로 유지하였다. 분석결과는 전체 피

크면적에 대한 비율(%)로 계산하였다.

통계처리

본 시험에서 얻어진 모든 성적들은 SAS (Statistical

Analysis System software version 9.2)를 이용하여 분산분석

및 처리구간 유의성(p<0.05)을 검증하였다.

결과 및 고찰

발육 및 사료섭취량

한우 거세우의 체중 및 일당증체량은 Table 3에 나타내었

다. 시험 개시 체중은 처리구별(대조구, T1 및 T2)로 각각

125.5, 128.3 및 128.3 kg으로 차이가 없었으나 종료 시 체중에

서는 각각 697.4, 614.6 및 706.7 kg으로 T1 처리구가 유의적인

차이는 없었지만 가장 낮았다. 또한 각 처리구별 육성기의 일

당증체량은 각각 0.75, 0.47 및 0.52 kg/일으로 대조구가 가장

높은 경향을 보였는데 육성기부터 비육중기까지의 일당증체

량 역시 대조구가 가장 높았다. 모든 처리구에 볏짚을 급여한

비육후기 일당증체량은 처리구별로 각각 0.59, 0.61 및 0.65

kg/일으로 T2처리구가 가장 높았지만 처리구간에 통계적인

유의 차이는 없었다. 시험 전기간 평균 일당증체량은 T2처리

구가 0.71 kg/일으로 가장 높았고, T1처리구가 0.60 kg/일으

로 가장 낮았으나 역시 통계적인 유의차이는 인정되지 않았

다. 전체적인 발육성적은 갈대를 급여한 T1처리구가 다른 처

리구에 비해 낮은 경향을 보였다.

한우 거세우의 성장단계별 사료섭취량 및 사료요구율을 조

사한 결과는 Table 4와 같다. 사료섭취량에 있어 비육 후기를

제외한 전기간에서 배합사료 급여량은 제한하였고 조사료는

자유채식토록 하였는데, 비육중기를 제외한 전기간 동안 대조

구에서 건물섭취량이 가장 많았고, 비육중기에는 T2 처리구가

가장 많이 섭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료요구율은 시험개시

후 비육중기까지(생후6~21개월령) 대조구에서 향상된 결과를

나타내었고, 비육후기에는 T2처리구가 우수한 것으로 조사되

었다. 전기간 사료요구율은 볏짚과 갈대를 혼합 급여한 T2처

리구가 가장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육성기에서 대조구의 일당증체량이 가장 높은 것은 건초의

영양소 함량이 볏짚이나 갈대보다 우수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되는데, White 등[34]은 볏짚 급여구 보다 목건초 급여구

에서 배합사료 이용효율이 향상되고, 조사료의 질이 낮을수록

일당증체량은 감소한다고 하였다[24]. 시험기간 동안T1처리

구의 조사료 섭취량은 높고 배합사료의 섭취량이 낮았는데,

이는cellulose 함량이 높은 조사료의 섭취가 사료섭취량을 감

소시키고[3,33], 반추위 내 체류시간이 길어짐에 따라 사료 소

화율이 낮아진 결과[8]라고 판단된다. 비육기 T2 처리구의 일

당증체량 및 사료효율이 개선된 결과를 나타낸 것은 비육기에

충분한 에너지 공급이 증체를 향상시킨 것으로 판단되고

[15,28,29], 상대적으로 대조구의 높은 체중에 따른 유지에너지

의 증가가 사료요구율을 높인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T1

처리구의 사료요구율은 향상된 결과를 보였지만, 일당증체량

은 낮았는데 이는 비육기 증체는 총에너지 섭취량에 의해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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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Feed intake and feed conversion ratio of Hanwoo steers receiving different roughage

Items Control T1 T2

Feed intake (kg)

Growing period

Concentrate 2.69±0.601) 2.53±0.45 2.58±0.50

Roughage 2.65±0.44 2.54±0.38 2.45±0.42

DMI3 4.70±0.90 4.46±0.71 4.43±0.78

Early-fattening period

Concentrate 3.57±1.27 3.21±0.98 3.34±1.10

Roughage 2.90±0.47 2.78±0.44 2.66±0.44

DMI 5.70±1.48 5.27±1.22 5.28±1.29

Mid-fattening period

Concentrate 5.59±0.00 5.16±0.04 6.03±0.41

Roughage 3.30±0.02 3.33±0.01 3.56±0.24

DMI 7.83±0.02 7.47±0.04 8.44±0.57

Late-fattening period

Concentrate 8.88±0.28 7.99±1.08 8.75±0.33

Rice straw 0.31±0.66 0.47±0.48 0.34±0.63

DMI 8.08±0.45 7.45±0.83 8.00±0.57

Feed conversion ratio

Growing period 6.28 9.44 8.48

Early-fattening period 6.38 7.64 6.03

Mid-fattening period 9.06 10.20 10.13

Late-fattening period 15.10 12.20 13.50

Total average 10.90 12.10 10.60
1)

Means±standard error of mean.

Table 5. Carcass characteristics of Hanwoo steers receiving different roughage

Items Control T1 T2

Yield traits

   Carcass weight (kg) 417.0±16.4
ab

365.2±14.8
b

428.9±24.3
a

   Back fat thickness (mm) 13.6±2.11) 8.8±1.2 13.1±1.9

   Rib eye area (cm2) 84.9±4.7 77.2±3.8 79.1±2.9

   Yield index 64.0±1.4 67.2±0.9 63.2±1.5

   Yield grade (A:B:C, %) 0:71:29 43:57:0 29:42:29

Quality traits

   Marbling score 5.6±1.0 3.6±0.5 4.9±0.6

   Meat color 5.0±0.0
ab

5.2±0.2
a

4.7±0.2
b

   Fat color 3.0±0.0 3.0±0.0 3.0±0.0

   Texture 1.3±0.2 1.4±0.2 1.3±0.2

   Maturity 2.7±0.2
ab

3.0±0.0
a

2.3±0.2
b

   Quality grade (1++:1+:1:2, %) 29:13:29:29 0:0:57:43 0:42:29:29
1)Means±standard error of mean.
a,b

Means with different superscripts in the same row differ significantly (p<0.05).

정되는데[25] 배합사료 섭취량이 다른 처리구에 비해 낮았고,

보상급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증체가 낮다[7]는 연구보고와

일치하였다.

도체 및 육질 특성

한우 거세우에 대한 급여 조사료의 종류별 도체특성을 알아

보기 위하여 각 처리구별 7두씩 시험 도축을 실시하고 도체성

적을 분석한 결과는 Table 5와 같다. 육량특성에서 각 처리구

별 도체중은 각각 417.0, 365.2및 428.9 kg으로 T2처리구가 T1

처리구 보다 유의적으로 높았다(p<0.05). 처리구별 등지방두

께 및 등심단면적은 각각 13.6, 8.8, 13.1 mm와 84.9, 77.2 및

79.1 cm
2
로 유의적인 차이는 없었지만 T1처리구가 비교적 낮

은 경향을 보였다. 육량지수 및 육량A등급 출현율은 T1 처리

구가 각각 67.2와 43.0%로 다른 처리구에 비해 향상된 결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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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Physico-chemical characteristics of the longissimus muscle in Hanwoo steers receiving different roughage

Items Con T1 T2

Moisture (%) 63.59±0.171) 62.86±1.79 61.36±2.08

Crude Fat (%) 13.59±0.29 14.55±2.15 16.22±2.72

Crude Protein (%) 20.76±0.31 20.59±0.34 20.52±0.81

Crude Ash (%) 0.82±0.05 0.78±0.06 0.76±0.02

CIE L 36.03±1.15 39.20±1.20 39.23±1.82

CIE a 19.73±1.55 21.09±0.84 21.05±1.26

CIE b 7.85±0.92 8.36±0.20 8.16±0.73
1)Means±standard error of mean.

Table 7. Fatty acid composition of the longissimus muscle in Hanwoo steers receiving different roughage

Items Control T1 T2

Myristic acid (C14:0) 3.74±0.061) 3.91±0.36 3.83±0.26

Palmitic acid (C16:0) 28.38±0.28
b

30.20±0.56
a

28.89±0.22
ab

Palmitoleic acid (C16:ln7) 5.81±0.54 5.74±0.33 5.90±0.42

Stearic acid (C18:0) 10.37±0.51 10.62±0.52 9.77±0.60

Oleic acid (C18:ln9) 48.20±0.34a 46.23±0.76b 47.98±0.36ab

Vaccenic acid (C18:ln7) 0.58±0.04 0.52±0.08 0.74±0.14

Linoleic acid (C18:2n6) 2.14±0.27 2.12±0.24 2.18±0.06

γ-Linoleic acid (C18:3n6) 0.04±0.01 0.04±0.01 0.04±0.01

Linolenic acid (C18:3n3) 0.08±0.01 0.06±0.01 0.07±0.01

Eicosenoic acid (C20:ln9) 0.39±0.03 0.35±0.01 0.42±0.02

Arachidonic acid (C20:4n6) 0.26±0.01 0.21±0.01 0.18±0.07

Saturated fatty acids 42.48±0.69
b

44.74±0.32
a

42.49±0.49
b

Unsaturated fatty acids 57.52±0.69a 55.26±0.32b 57.51±0.49ab

Monounsaturated fatty acid 54.98±0.77 52.84±0.49 55.03±0.56

Polyunsaturated fatty acids 2.53±0.29 2.42±0.25 2.47±0.07
1)Means±standard error of mean.
a,b

Means with different superscripts in the same row differ significantly (p<0.05).

보였다. 육질특성에서 지방색 및 조직감은 처리구간 차이가

없었지만, 육색 및 성숙도에서는 각각의 처리구별로 5.0, 5.2

및 4.7과 2.7, 3.0 및 2.3으로 나타나 T1처리구가 T2처리구 보다

유의적으로 높았다(p<0.05). 근내지방도는 육질등급 판정의

중요 요인으로 처리구별로 각각 5.6, 3.6 및 4.9로 갈대를 급여

한 T1 처리구가 가장 낮았으나 처리간 통계적인 유의 차이는

인정되지 않았다. 육질등급출현율(1++:1+:1:2, %)은 각각

29:13:29:29, 0:0:57:43 및 0:42:29:29로 대조구에서 향상된 결과

를 나타내었다. 등심육의 일반조성분을 분석한 결과는 Table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수분, 조지방, 조단백질 및 조회분에

있어 처리구간 유의적인 차이는 없었다. 육색 CIE L, a, b (명

도, 적색도, 황색도)에 대한 유의적인 차이는 없었지만, 대조구

가 처리구들에 비해 대체적으로 낮았다. 등심육의 지방산 조

성을 분석한 결과(Table 7) Oleic acid는 대조구에서 유의적으

로 높았고, Palmitic acid는 낮았다(p<0.05). 또한 포화지방산

함량은 대조구와 T2처리구가 T1처리구에 비해 낮았고, 불포

화지방산 함량은 높았다(p<0.05).

본 연구의 결과에서 처리구간 육량 및 육질 등급에 있어

차이를 나타낸 것은 출하시 체중의 차이에 따른 결과라 판단

된다. Danner 등[14]은 가축의 육량 및 육질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나이, 성별 및 체중이라 하였는바, 본 연구의 결과에

서도 T1처리구의 출하체중이 다른 처리구에 비해 낮았기 때문

에 육량 및 육질 등급에서 차이가 나타난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근내지방도와 육량지수에 있어 처리구간 차이가 컸는데,

비육우의 축적 지방량은 총 에너지 섭취량과 정의 상관관계가

있다고 알려져 있다[5,17]. 백 등[4]과 김 등[21]은 육성기에 목

건초와 볏짚을 급여한 비육우의 근내지방도 및 육질 등급에서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고 하였는데, 본 연구의 결과 육질

등급에서 대조구가 T2 처리구 보다 조금 높은 경향을 나타내

었지만 평균 육질등급 출현율에 있어서는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등심육의 일반조성분에 있어 대조구가 수분함

량이 가장 높고 조지방 함량은 가장 낮았는데, 이전의 연구에

서 수분과 지방함량 간에는 역의 상관관계가 있다는 보고와

일치하였다[19,23]. 육색에서 유의적인 차이는 없었지만 대조

구의 명도(CIE L)가 다른 처리구 보다 낮은 경향을 나타내었는

데, 육질 및 근내지방도는 명도와 정의 상관관계[9]라는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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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와는 상반된 결과를 보였다. 대조구 및 T2처리구에서 불

포화지방산 함량은 높고 포화지방산 함량은 낮게 분석되었는

데, 쇠고기의 지방성분은 맛에 관여하는 요인으로 알려져 있

고[6], 특히 oleic acid는 단일불포화지방산으로서 쇠고기를 비

롯한 식육의 주요 지방산으로 풍미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

려져 있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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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갈대 급여가 한우 거세우의 발육, 도체 및 육질특성에 미치는 영향

이상민1․장선식1․정기용1․김형철1․최순호1․정하연1․양보석1․이성실2․조영무1*

(
1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2
경상대학교 응용생명과학부)

본 연구는 한우 거세우의 비육시 급여 조사료의 종류가 발육 및 도체특성에 미치는 영향을 구명하고자 수행하

였다. 한우 거세우 21두를 3처리(건초, 갈대 및 갈대+볏짚), 처리당 7두씩 완전 임의 배치하였다. 시험결과 개시체

중 및 종료체중은 처리구별(대조, T1 및 T2)로 각각 125.5, 128.3 및 128.3 kg과 697.4, 614.6 및 706.7 kg으로 나타

났다. 일당증체량은 대조구(0.70 kg/d)와 T2 처리구(0.71 kg/d)가 T1 처리구(0.60 kg/d)보다 향상된 경향을 나타

났지만 유의적인 차이는 없었다. 건물섭취량은 유의적인 차이는 없었지만 T1 처리구가 다른 처리구에 비해 비교

적 낮았다. 육량특성에서 도체중은 대조구와 T2처리구간에는 차이가 없었지만, T2처리구는T1 처리구에 비해 높

았다(p<0.05). 등지방두께와 등심단면적은 대조구와 T2처리구가 T1처리구 보다 높았고, 육량등급(A:B:C, %)은 T1

처리구(43:57:0)가 다른 처리구(대조구 0:71:29, T2 29:42:29)에 비해 높았다. 육질특성에서는 지방색과 조직감은 처

리구 간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육색과 성숙도는 T2 처리구에 비해 T1 처리구가 유의적으로 높았다

(p<0.05). 근내지방도 및 육질1등급이상 출현율은 T1처리구에 비해 대조구와 T2처리구가 높았다. 본 연구의 결과

를 종합해 볼 때 거세한우 비육시 조사료로서 갈대와 볏짚을 혼합급여할 때 발육, 사료 이용성 및 도체 성적이

향상되어 갈대가 한우의 조사료원으로서 활용가치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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