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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유소 공급원이 면양의 저작행동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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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o evaluate the effect of fiber sources on chewing activity, five sheep were consecutively fed diets 
containing 45% of a fiber source selected from 7 tested fiber sources of alfalfa hay cube (AHC), corn cob 
(CC), corn silage (CS), cotton seed hull (CSH), peanut hull (PHL), rice straw (RS) and sugarcane bagasse 
(SCB). Number of chew showed significantly higher value in CC (p<0.001) then other sources. RS and CC 
had highest (p<0.01) rumination times of 352 and 367 min/d, respectively. CC also showed the highest 
number of chew per kg NDF intake (p<0.01), but rumination time per kg NDF intake showed no 
difference except CSH (p<0.001). These results suggest that chewing activities were greatly affected by the 
fiber sources, and therefore it should be accounted in the formulation for ruminant feed.
(Key words : Fiber sources, Chewing activity, Sheep)

. 서    론

반추가축은 그 소화생리적 특성상 조사료의 
공급이 필수적이다. 조사료 확보여건이 원활하
지 못한 우리나라는 많은 양의 조사료를 수입
에 의존하고 있고 이는 곧바로 축산물의 원료
비 상승을 초래하는 결과로 나타나고 있다. 따
라서 저렴하면서도 사료적 가치가 높은 국내외 
부존 조사료원의 지속적인 개발과 함께 이미 
널리 이용되고 있는 조사료에 대해서도 보다 
정확한  평가를 실시하여 그 이용성을 증진시
켜야 한다.

농후사료 급여비율이 매우 높은 우리나라의 
실정에서는 조사료의 평가에 있어서 그 영양 ·
화학적 특성 외에도 저작과 반추위에서의 물리
적 작용에 관여하는 물리적 특성에 대한 평가
도 함께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농후사료와 조

사료의 비율이 한우의 반추행동, 저작시간 및 
저작빈도에 미치는 효과를 조사한 이 등(2004)
의 연구에서도 조사료의 급여비율이 높아짐에 
따라 반추시간 및 저작횟수가 직선적으로 증가
함을 확인한 바 있다. 

같은 영양성분을 가진 조사료라고 하더라도 
물리적 특성이 다르면 채식시의 저작시간과 반
추시의 반추강도와 반추시간이 다르게 나타난
다. 팽연왕겨와 분쇄왕겨를 한우에 각각 급여
하여 저작과 반추행동을 조사한 이 등 (1995)의 
연구에서 분쇄왕겨가 팽연왕겨에 비하여 채식
과 반추시간이 높게 나타났다. 채식과 반추시
의 저작시간은 타액분비량에 영향을 미쳐 반추
위에서의 액상물이나 고형물의 통과속도와 반
추위내 발효성상에 영향을 미치게 되며 나아가 
생산성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Welch, 1982).

이러한 맥락에서 축산 선진국에서는 반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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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Chemical composition of ingredients

Ingredients Chemical composition1)

DM CP Ash EE NDF NSC
% DM 

Alfalfa hay, cube 87.62 17.22 13.41  1.57 64.36  3.44
Corn cob 86.65  2.32  1.62  0.62 93.65  1.79
Corn silage 21.70  6.94  6.95  2.88 59.98 23.25
Cotton seed hull 91.99  7.47  2.97  3.97 81.27  4.32
Peanut hull 86.98  6.62  4.20  1.14 81.90  6.14
Rice straw 94.14  3.65 11.91  1.06 83.11  0.27
Sugar cane bagasse, cube 91.45  2.68  4.51  1.12 84.89  6.80
Beet pulp, pellet 88.76 10.33  3.53  0.35 56.67 29.12
Corn, flaked 85.10  9.22  1.40  3.16 13.85 72.38
Corn gluten feed 91.92 20.56  5.97  2.26 46.96 24.25
Canola meal 89.29 37.80  8.32  4.16 26.12 23.60
Lupin seed, flaked 87.25 34.02  3.27  6.19 35.08 21.45
Tapioca, ground 89.00  2.50  6.34  0.99 15.00 73.67
1) DM; dry matter, CP; crude protein, EE; ether extract, NDF; neutral detergent fiber, NSC;  non-structural 

carbohydrate.

축 사료의 배합비 작성에 사료의 물리성, 특히 
저작에 대한 기여도를 많이 활용하고 있다. 섬
유소 공급원의 가격이 상대적으로 비싼 우리나
라에서도 섬유소 공급원의 저작에 대한 기여도
의 활용이 매우 중요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내에서 널리 사용하
고 있는 섬유소 공급원의 저작에 대한 기여도를 
도출하기 위하여, 면양을 이용하여 섬유소 공급
원의 섭취량에 따른 식괴수, 저작회수 그리고 
반추 소비시간 등의 저작행동을 조사하였다.

. 재료 및 방법

1. 

섬유소공급원별 저작행동을 측정하기 위하여 
평균체중 37.1 kg인 Corridale종 수컷 면양 총 5
두를 공시하여 대사케이지에 배치하였다. 이들 
면양에게는 기초사료 (flaked corn, flaked lupin 
seed, canola seed, corn gluten feed, beet pulp, 
tapioca 및 vitamin-mineral premix) 55%와 평가
하고자 하는 섬유소공급원 45%를 혼합하여 1
일 2회 (09:00, 21:00) 총 800g (dry matter basis)

을 급여하였으며, 물과 vitamin-mineral mixture
는 자유롭게 섭취하도록 하였다. 급여한 각 사
료원료의 화학적 조성은 Table 1에 나타내었다.

총 7종의 섬유소공급원 (alfalfa hay cube; 
AHC, corn cob; CC, corn silage; CS, cotton seed 
hull; CSH, peanut hull; PHL, rice straw; RS, 
sugar cane bagasse; SCB)의 저작행동을 측정하
기 위하여 무작위로 섬유소공급원의 급여순서
를 설정하고, 공시 면양에 사료교체를 위한 적
응기간 5일을 포함하여 12일간 순차적으로 급
여하였다. 처리구별 섬유소 공급원과 기초사료
로 사용된 원료의 배합비와 영양성분 함량은 
Table 2와 같다.

2. 

(1) 섬유소 공급원의 입자도

7종의 섬유소 공급원에 대한 입자의 분포도
를 측정하기 위하여 각 섬유소 공급원을 약 
25g씩 3반복으로 하여 wet sieving한 후, 입자도 
(particle length)의 분포를 8단계의 size (1mm 이
하, 1~5mm, 5~10mm, 10~20mm, 20~30mm, 30~ 
40mm, 40~50mm 및 50mm 이상 등)로 구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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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Formula and chemical composition of experimental diet1)

Formula and 
   Chemical composition

Treatment2)

AHC CC CS CSH PHL RS SCB

Formula % DM 
 Alfalfa hay, cube 45.00 - - - - - -

 Corn cob - 45.00 - - - - -

 Corn silage       - - 45.00 - - - -

 Cotton seed hull - - - 45.00 - - -

 Peanut hull - - - - 45.00 - -

 Rice straw - - - - - 45.00 -

 Sugar cane bagasse, cube - - - - - - 45.00
 Corn, flaked 30.00 30.00 30.00 30.00 30.00 30.00 30.00
 Corn gluten feed  5.00 -  2.00 - - - -

 Canola meal - -  4.00 -  5.00  6.00 10.00
 Lupin seed, flaked  3.00 -  7.00 -  7.00  7.00  7.00
 Beet pulp, pellet 10.00 -  6.00 -  6.00  6.00  2.00
 Tapioca, ground  7.00 -  6.00 -  7.00  6.00  6.00

Chemical composition
 Dry matter 87.28 88.08 57.54 89.12 86.80 90.07 88.85
 Crude protein        10.73 10.12 10.88 10.53 10.77 10.06 10.54
 Ash        8.30  3.23  5.50  3.04  4.27  7.75  4 .61
 Ether extract  2.06  2.08  2.94  3.38  2.19  2.21  2.37
 Neutral detergent fiber 43.01 55.69 39.94 49.15 49.00 50.13 49.39
 NDF % from fiber sources 67.34 75.67 67.58 74.40 75.22 74.60 77.34
 Non-structural carbohydrate 32.08 29.62 39.95 33.78 32.96 29.07 32.29

1) Vitamin-mineral premix (Cowton blockTM) was supplied to free access during experimental period.
2) AHC; alfalfa hay cube, CC; corn cob, CS; corn silage, CSH; cotton seed hull, PHL; peanut hull, RS; rice 

straw, SCB; sugarcane bagasse.

여 측정하였으며 이의 결과는 저작행동에서 나
타난 반응을 해석하는데 활용하였다.

(2) 저작행동

매 본시험기간의 8일째 오전 사료 급여직후
부터 24시간 동안 사료 급여시를 제외하고는 
시험자의 불필요한 접근 등 조사에 영향을 미
칠 수 있는 외적인 요인을 배제하여, CC (circuit 
closer) camera로 촬영하고 video recorder를 통하
여 video tape에 연속 녹화하였다가 후에 계수
기 (counter)와 timer를 이용하여 식괴수, 저작회
수 그리고 반추소비시간 등의 반추행동을 관
찰, 분석하였다.

3. 

원료사료는 1 mm screen이 장착된 Wiley mill
로 분쇄하여 영양소 함량 분석에 사용하였다. 
건물, ash, crude protein (CP), ether extract (EE) 
등의 일반성분 분석은 AOAC (1990)의 방법에 
따랐으며 NDF는 Van Soest 등 (1991)이 제시한 
분석 기준에 따라 Goering과 Van Soest (1970)의 
방법 및 Van Soest와 Robertson (1985)의 방법을 
원료별로 달리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그리고 
non-structural carbohydrate (NSC)는 Nocek (1986)
이 제시한 방법에 따라 계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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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Distributions of the particle length in different fiber sources fed to sheep with a 
45% level of total diets

Particle
length, mm

Fiber sources1)

AHC CC CS CSH PHL RS SCB
% 

Below  1  8.2±1.7  2.4±0.7  1.6±0.1  5.0±1.6  0.2±0.1  3.0±2.6 22.4±4.4
 1 5 17.7±2.1  4.7±1.4 14.7±0.9 13.0±2.8  0.5±0.2  0.6±0.4 25.6±0.8
 5  10 41.4±3.8 49.6±1.6  4.8±2.2 39.0±3.3  2.1±0.7  2.3±1.3 24.3±2.8
10  20 21.7±0.8 42.2±3.5 29.1±1.1 31.0±2.5 18.2±8.8  3.5±1.3 19.1±1.9
20 30  7.2±0.9  0.7±0.4 29.6±3.0  9.0±2.0 30.6±4.9  6.9±0.4  5.3±0.6
30 40  2.6±0.5  0.3±0.2  5.5±1.0  2.5±1.1 30.4±4.0 16.5±0.0  2.2±1.2
40  50  0.8±0.2  0.1±0.1  3.9±1.2  0.5±0.3  7.8±1.9 28.8±0.7  1.1±0.8
Upper 50  0.4±0.1  0.0±0.0 11.0±2.4  0.0±0.0 10.2±1.6 38.4±2.5  0.0±0.0

1) AHC; alfalfa hay cube, CC; corn cob, CS; corn silage, CSH; cotton seed hull, PHL; peanut hull, RS; rice 
straw, SCB; sugar cane bagasse.

4. 

각 처리구간의 측정된 저작행동의 유의성은 
SAS package(Ver. 6.0)의 GLM (general linear 
model) procedure를 이용하여 Duncan's multiple 
range test로 측정하였다 (Steel과 Torrie, 1980).

. 결과 및 고찰 

1. 

7종의 섬유소공급원에 대한 입자도의 분포를 
조사한 결과를 Table 3에 나타내었다. AHC의 
경우 5~10mm (41.4%) 크기와 10~20mm (21.7%) 
및 1~5mm (17.7%) 크기의 입자가 전체의 약 
80% 이상을 차지하였고 CC는 5~20mm 범위의 
입자가 약 92%에 달하였으며, CS는 10~30mm 
(58.7%), 1~5mm (14.7%) 및 50mm 이상 (11.0%) 
입자가 주류를 이루었다. 또한 CSH는 1~20mm 
범위의 입자가 약 83% 이었으며, PHL는 10~ 
40mm 범위가 약 89%의 분포를 보였다. RS는 
30mm 이상의 입자가 약 84%를 차지하였으며 
50mm 이상인 입자도 약 38%나 되었다. SCB의 
입자 분포는 1mm 이하의 미세 입자가 약 22%
로 제 2 · 3 위강을 용이하게 통과할 수 있는 크
기의 입자가 비교적 많았으며 10mm 이하의 입
자가 약 72%나 되었다.

사료의 입자도는 소화물의 통과와 관련하여 
1mm 이상의 입자는 채식 및 반추 시 저작에 
주로 관여하며 소화물의 통과속도에 제한적으
로 작용하기 때문에 사료 섭취량에 영향을 미
친다 (Faichney, 1986; Weston과 Kennedy, 1984). 
반면에 1mm 이하의 입자는 반추작용을 받지 
않고도 반추위를 통과할 수 있다 (Faichney, 1986; 
Ulyatt 등, 1986). 

고능력우일수록 섬유소의 공급량이 상대적으
로 적어지기 때문에 공급되는 섬유소가 반추위
내에서 제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입자가 
다소 크고 (50mm 내외) 총 사료의 약 40%까지 
공급해 주어야 하며 또한 반추위내 분해가 비
교적 빠른 섬유소 공급원이라면 NSC 공급원을 
비교적 서서히 분해되는 것과 상호 조합해 급
여하면 이상적이라고 하는 연구보고도 있다
(Taminga, 1989). 따라서 이러한 보고를 고려해 
볼 때, 본 연구에서 측정된 섬유소공급원 중에
서 특히 SCB는 반추작용을 거치지 않는 입자
의 분포가 비교적 많았으며 실제로 본 연구에
서 조사한 반추행동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보인다.

2. 

(1) 식괴수 (Number of bolus)
섬유소 공급원별 1일 총 식괴수에 미치는 영

향을 측정한 결과를 Table 4에 나타내었다. 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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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Effect of fiber sources on number of bolus in sheep fed 800g of dry matter 
containing a 45% different fiber sources and a 55% corn-based diets per day

Item
Fiber sources1)

AHC CC CS CSH PHL RS SCB SEM2)

No./day 323BC3 418AB  461A 220C 436AB  511A  459A 38
No./kg DM 358BC 464 AB  512A 244C 484AB  568A  510A 42
No./kg NDF 833C 850C 1291A 498D 989BC 1144AB 1037ABC 96
No./kg BW   9ab  12a   13a   6b   3a   14a   14a  1
1) AHC; alfalfa hay cube, CC; corn cob, CS; corn silage, CSH; cotton seed hull, 
   PHL; peanut hull, RS; rice straw, SCB; sugar cane bagasse.
2) Standard error of mean
Means in the same row with different superscripts differ significantly
: a, b p<0.05,  A,B,C,D p<0.001.

Table 5. Effect of fiber sources on number of chews in sheep fed 800g of dry matter 
containing a 45% different fiber sources and a 55% corn-based diets per day

Item
Fiber sources1)

AHC CC CS CSH PHL RS SCB SEM2)

No. chews/day 22,653B 39,434A 26,008B 12,447C 22,084B 26,834B 27,447B 3,046
No. chews/kg DM 25,170B 43,816A 28,898B 13,830C 24,538B 29,815B 30,496B 3,385
No. chews/kg NDF 58,536BC 80,314A 72,852AB 28,225D 50,078C 60,031BC 61,956ABC 6,330
No. chews/kg BW   627 YZ  1,085X   722Y   339Z   641YZ   748XY   813XY   85
1) AHC; alfalfa hay cube, CC; corn cob, CS; corn silage, CSH; cotton seed hull, 
  PHL; peanut hull, RS; rice straw, SCB; sugar cane bagasse.
2) Standard error of mean
Means in the same row with different superscripts differ significantly
: X,Y,Z p<0.01, A,B,C,D p<0.001.

구 511회, CS구 461회, SCB구 459회, PHL구 
436회, CC구 418회, AHC구 323회 및 CSH구 
220회 순으로 나타났고 RS구와 CS구 및 SCB
구에서 AHC구 및 CSH구에 비하여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으며 (p<0.001), PHL구와 CC구 및 
AHC구간에는 통계적 유의성이 없었다.

섬유소 공급원별 총 식괴수를 시간당으로 환
산하였을 때의 추이에서는 kg DM 섭취당 식괴
수는 1일 총 식괴수와 동일한 경향의 결과를 
나타내었으며 (p<0.001), 이러한 결과는 섬유소
공급원별 입자도의 차이에 의해 부분적으로 영
향을 받은 것으로 판단된다. 즉, 입자도의 분포
면에서 50 mm 이상의 입자가 많은 RS구 (약 
38%)에서 반추작용에 요구되는 수가 증가하였
음을 의미하고 있다.

NDF kg 섭취당 식괴수에서는 CS구 (1,291회)
에서 가장 많았으며 RS구 (1,144회) 및 SCB구 

(1,037회)를 제외한 그 밖의 처리구와 그리고 
RS구는 SCB구 및 PHL구 (989회)를 제외한 기
타 처리구에서 차이를 보였다 (p<0.001). 또한 
SCB구는 PHL구와 CC구 (850회) 및 AHC구 
(833회)에 비하여 다소 높았으나 통계적인 유의
성은 없었으며, 이들 처리구는 각각 CSH구 
(498회)에 비하여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p< 
0.001). 단위 체중당 식괴수 (No./kg BW)는 CSH
구에 비하여 AHC구를 제외한 전 처리구에서 
다소 많았던 (p<0.05)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섬유소 공급원별 kg NDF 섭취당 및 단위 체중
당 식괴수의 차이가 입자도의 분포면에서 유사
하기는 하였지만 NDF 공급원의 물리화학적 구
조의 차이에서 비롯된 현상이라고 생각된다.

(2) 저작횟수 (number of chews)
1일 총 저작횟수는 Table 5에서 보는 바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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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Effect of fiber sources on rumination time in sheep fed 800g of dry matter 
containing a 45% different fiber sources and a 55% corn-based diets per day

Item
Fiber sources1)

AHC CC CS CSH PHL RS SCB SEM2)

Min./day 255.2B 367.1A 295.8AB  150.9C 294.3AB 351.9A 326.5AB 27.5

Min./kg DM 283.5B 407.9A 328.8AB  167.6 327.0AB 391.0A 362.8AB 30.5

Min./kg NDF 659.3A 747.6A 829.0A  342.1B 667.4A 787.3A 737.0A 61.0

Min./kg BW   7.0ab  10.1a   8.2a    4.1b   8.6a   9.8a   9.8a  0.8
1) AHC; alfalfa hay cube, CC; corn cob, CS; corn silage, CSH; cotton seed hull, 
  PHL; peanut hull, RS; rice straw, SCB; sugar cane bagasse.
2) Standard error of mean
Means in the same row with different superscripts differ significantly
: a,b p<0.05,  A,B,C,D p<0.001.

같이 CC구에서 39,434회로 가장 많았고 (p< 
0.001), SCB구, RS구, CS구, AHC구, PHL구 및 
CSH구 순이었으며 12,447~27,447회의 범위를 
보였다. kg DM 섭취당 저작횟수는 CC구, SCB
구, RS구, CS구, AHC구, PHL구 및 CSH구에서 
각각 43,816, 30,496, 29,815, 28,898, 25,170, 
24,538 및 13,830회로서 CC구가 유의적으로 높
았다 (p<0.001). 이러한 결과는 통계적 유의성으
로 볼 때 일당 총 저작횟수에서와 동일한 경향
을 보였다. 이는 섬유소 공급원의 물리성이나 
NDF 함량 등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간주
되었다.

또한 kg NDF 섭취 당 저작횟수는 CC구에서 
가장 높았으며 CS구 및 SCB구와는 차이가 없
었으나 그 외 처리구와는 통계적 유의성이 나
타났다 (p<0.001). 그리고 CS구는 PHL구 및 
CSH에 비하여 높았으며 (p<0.001), SCB구는 그 
외 처리구와는 차이가 없었고 CSH구에 대하여
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p<0.001). 단위체중당 
저작횟수 (number of chews/kg BW)는 CC구에서 
1,085회이었으며 SCB구 (813회), RS구 (748회), 
CS구 (722회), PHL구 (641회), AHC구 (627회) 및 
CSH구 (339회) 순으로 나타났다 (p<0.01). 

일반적으로 사료 섭취시의 저작과 반추에 의
한 재저작 횟수는 소의 경우 1일 45,000회 그
리고 면양은 60,000회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Hatch, 1991).

(3) 반추 소비시간 (rumination time)
1일 총 반추 소비시간은 Table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CC구 (367.1분), RS구 (351.9분), SCB
구 (326.5분), CS구 (295.8분), PHL구 (294.3분), 
AHC구 (255.2분) 및 CSH구 (150.9분) 순이었으
며, AHC구 및 CSH구는 다른 처리구에 비하여 
통계적으로 낮은 반추 소비시간을 나타내었다 
(p<0.001). 그리고 kg DM 섭취량당 반추 소비
시간 (p<0.001)은 1일 총 반추시간에서와 동일
한 경향을 보였다. 또한 kg NDF 섭취량당 반
추 소비시간은 CS구 (829.0분)가 가장 긴 것으
로 나타났고 그 외 처리구 (659.3~787.3분)와 다
소 차이가 나타났으나 CSH구 (342.1분)에 비해
서만 통계적 유의성이 나타났다 (p<0.001). 그리
고 단위 체중당 반추 소비시간 (minute/kg BW)
으로 환산한 결과, CC구, RS구, SCB구, PHL구, 
CS구, AHC구 및 CSH 처리구 순으로 나타났으
며, AHC구를 제외한 모든 처리구에서 CSH구 
보다 반추 소비시간이 증가하였다 (p<0.05).

따라서, 반추시의 식괴수는 급여사료의 입자
도에 의한 영향이 더 크지만 재저작 횟수와 반
추 소비시간을 고려하면 입자도 보다는 섬유소
공급원 고유의 물리성에 의하여 주로 영향을 
받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반추동물 특히, 유우에서는 최소한의 섬유소
공급원을 필요로 하는데 이는 적당한 저작시간
과 반추행위를 통해 반추위의 pH를 6.2 이상으
로 유지시켜 줌으로써 반추위 기능이 활성화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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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또한 유지방 함량이 3.5% 이상 유지되도록 
하는데 필요하기 때문이다 (Clark과 Davis, 1980).

조사료 공급원을 세절하거나 분쇄하면 섭취
량과 반추위 통과율이 증가하며 반추 소비시간
도 감소하게 된다 (Moore, 1964). Ulyatt (1983)는 
면양을 이용한 시험에서 1일 반추비율이 3.38
이고 소화율 및 반추위 통과속도도 1일 각각 
0.62 및 0.79에 이른다고 보고한 바 있다.

이상의 결과들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급여되
는 섬유소 공급원에 따라 저작행동은 크게 영
향을 받는다. 본 연구에서 타액의 분비량은 측
정하지 못하였으나 이와 같은 저작행동의 차이
는 타액분비량의 차이를 가져오게 될 것이므로
(McSweeney and Kennedy, 1992; Krause and 
Beauchemin, 2002) 반추가축용 사료의 배합비 
작성에는 이들 저작행동이 반추위내 발효를 조
절할 수 있는 지표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 요    약

본 연구는 섬유소공급원 7종, alfalfa hay cube 
(AHC), corn cob (CC), corn silage (CS), cotton 
seed hull (CSH), peanut hull (PHL), rice straw 
(RS), sugar cane bagasse (SCB)이 면양에서의 저
작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실시
하였다. 평균체중 37.1 kg인 Corridale종 수컷 
면양 5두를 공시하여 실험기간동안 각각의 섬
유소공급원 45%와 corn-based 사료 55%의 비율
로 하여 1일 2회 (09:00, 21:00) 총 800g (dry 
matter basis)을 급여하였다. 저작횟수는 CC구에
서 유의적으로 높은 값을 나타내었으며 CSH구
에서 가장 낮은 값을 나타내었고 (p<0.001), 그 
외의 구에서는 중간정도였다. 반추소비시간은 
RS구와 CC구가 각각 352분과 367분으로 높게 
나타났다. kg NDF 섭취당 저작횟수는 CC구에
서 가장 높았으나 kg NDF 섭취당 반추소비시
간은 CSH구(p<0.001)를 제외하고 다른 구에서
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입자도의 분포는 
RS구에서 더 길었으며 PHL구에서는 더 짧게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로부터 섬유소 공급원에 따라 저

작행동이 크게 영향을 받는 것을 확인할 수 있
었으며, 섬유소 공급원에 따른 저작행동을 반
추가축의 사료설계에 지표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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