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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was conducted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fermented spent mushroom substrates (F-SMS) of Flammulina velutipes
on growth performance, carcass traits, and economic characteristics of Hanwoo steers. A yeast strain (Saccharomyces sp. UJ14) and Bacillus
strain (Bacillus sp. UJ03) isolated from fresh spent mushroom substrates of Flammulina velutipes were used as probiotics to prepare F-SMS.
Twenty-four Hanwoo steers (14 months old) were allocated to three dietary treatments via a randomized block design and were slaughtered
at 30 months of age. These treatment groups included Control (TMR), T1 (TMR containing 10% of F-SMS) group, and T2 (TMR containing
30% of F-SMS). Body weight gain was not influenced by the experimental diets. DM and TDN intakes in the finishing period were
significantly (p < 0.05) greater in group T1 than in other groups. CP intake was significantly (p < 0.05) greater in group T2 than in other
groups during the whole experimental period. Among carcass traits, rib-eye area and back fat thickness tended to increase with F-SMS
supplementation. The appearance rate (%) of a meat yield more than grade A was the highest in group T1. The net profits increased by
1.2% and 13.3% in groups T1 and T2, respectively. In conclusion, if a proper feeding program (including feed safety) can be ensured, spent
mushroom substrates of Flammulina velutipes can prove to be a highly profitable feed source for Hanwoo steers.

KEYWORDS: Carcass trait, Flammulina velutipes,
Hanwoo, Spent mushroom substrate, Winter mushroom

서 론

최근 중국과 아시아 신흥국가들의 곡물 수요가 증가하

고, 지구 온난화에 따른 기상이변으로 생산량이 감소하여

원료사료의 해외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축산업은 사료가

격 상승으로 인한 생산비 부담이 더욱 가중되고 있다. 사

료비 절감은 각종 부산물이나 폐자원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가장 적극적인 방법인데, 사료적 가치가 우수한 농

산 부산물로는 버섯 수확후배지를 들 수 있다. 일반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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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버섯배지 중 영양소의 약 20%만 재배과정에서 버섯이

이용하고, 나머지 80%는 버섯 수확후배지에 그대로 남아

있다(Bae et al, 2006). 또한, 버섯 수확후배지에 남아있는

균사체에 의해 단백질과 lignin이나 cellulose결합이 어느

정도 분해됨으로써 반추위 미생물에 의한 이용성도 증가

되어 축우용 사료 공급원으로서 가치가 높다(Caswell,

1990; Adamovic et al, 1998). 그러나 가축의 사료로 사

용할 경우, 병 재배법으로 버섯을 생산하는 농가가 많으

므로(Cheong et al, 2010) 탈병 시에 파병으로 인한 플라

스틱 조각이 혼입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우리나라에서는 팽이버섯과 큰느타리(새송이버섯) 그리고

느타리버섯이 주로 생산되고 있는데, 팽이버섯

(Flammulina velutipes) 수확후배지는 연간 약 33.5만 톤

(MAFRA, 2013)이상 발생되고 농가당 생산규모도 크다.

버섯배지의 원료는 주로 콘코브, 볏짚, 톱밥과 미강, 밀기

울, 비트펄프, 건비지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톱밥을 제

외하면 모두 축우사료로 이용되고 있는 원료들이다(Moon

et al, 2012). 팽이버섯 배지에는 톱밥은 거의 사용되지 않

거나 비율이 낮지만, 특유의 향으로 인한 기호성 문제와

수분함량이 높고(54% 이상) 부패가 쉬운 미강이 다량으

로 함유되어 있어서 대량으로 사료화하기 위해서는 가축

의 안전이 가장 중요하므로 발효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Moon et al, 2014). 또한, 발효과정에서 작용하는 미생물

은 단백질 함량이 높아서 반추동물의 우수한 미생물 단백

질원으로 이용되며, 발효취는 기호성을 증진시킬 수도 있

다(Kwak et al, 2008). 그동안 버섯 수확후배지를 원료로

하여 사료화를 위한 저장성이나 가축의 영양소 이용성 및

생산성에 대한 연구는 수행되어져 왔지만, 팽이버섯 수확

후배지를 대량으로 발효시켜서 반추가축용 TMR의 원료

로 사용하였을 때, 가축의 생산성과 경제성을 분석한 연

구는 수행되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팽이버섯 수확후배지를 발효시켜서

첨가비율을 달리하여 제조한 완전혼합사료(TMR)를 한우

비육우에게 급여하였을 때, 사양성적, 도체특성 및 경제성

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기 위하여 수행되었다.

재료 및 방법

공시동물 및 시험설계
한우 거세우 24두(14개월령, 평균체중 278kg)를 이용하

여 ㈜부산사료 생축장(경남 의령)에서 출하 시(30개월령)

까지 총 16개월 동안 사양시험을 실시하였다. 처리구는

시판되는 한우용 TMR을 급여한 대조구(Control)와 팽이

버섯 수확후배지 첨가비율에 따라 10% 첨가구(T1)와

30%첨가구(T2)로 나누어 총 3처리구를 두었다. 공시축은

각 처리구당 8두씩 난괴법으로 우사(4.5×8 m)당 4두씩

분리 배치하였다.

팽이버섯 수확후배지 발효사료 제조 및 공시사료
팽이버섯 수확후배지(Flammuliua velutipes spent

mushroom substrates; SMS)는 탈병 후 24시간 이내에 수

거한 다음, 체를 이용해 이물질을 제거하였다. 팽이버섯

수확후배지와 부형재인 소맥피를 혼합하여 수분함량을

40% 이하로 조절하였으며, Moon et al(2015)의 방법에

따라 혼합 배양액(Bacillus sp. UJ03+Saccharomyces sp.

UJ14)을 5%수준으로 접종하고, 상온에서 14일 동안 혐기

발효시켜서 팽이버섯 수확후배지 발효사료 (Fermented

spent mushroom substrates; F-SMS)를 제조하였다. 공시

사료는 성장단계별(비육전기, 14–18개월령; 비육후기,

19–23개월령; 비육마무리기, 24–30개월령)로 TMR을 각

각 제조하여 물과 미네랄 블록과 함께 자유섭취토록 하였

다. 공시사료의 배합비율과 조성분 함량은 Table 1에 나

타내었다.

 

조사항목 및 조사방법
사료섭취량은 급여량에서 잔량을 공제하여 매일 측정하

였고, 체중은 시험기간 동안 매월 1회씩 오전 11시에 측

정하였다. 시험에 사용된 사료의 일반성분 분석은 AOAC

(1995) 방법에 따라 실시하였고, NDF(Neutral detergent

fiber) 및 ADF(Acid detergent fiber)는 Van Soest et al

(1991)의 방법에 따라 분석하였다. 가소화 영양소총량

(TDN)은 사료회사에서 제시한 수치를 사용하였다. 도체

성적은 사양시험 종료 후, 부경축산물공판장(경남 김해시)

내 도축장에서 공시축을 도축하여 축산물등급판정사가 육

량형질(도체중, 등지방두께, 등심단면적, 육량지수)과 육

질형질(근내지방도, 육색, 지방색, 조직감, 성숙도)을 평가

하였다. 시험축의 경제성 분석을 위해 사료비는 팽이버섯

수확후배지 발효사료의 제조경비를 포함하여 산출하였으

며, 송아지 구입가격 및 지육판매 대금은 당일 경매가격

으로 산출하였다.

통계처리

본 시험의 시험결과는 SAS(2000) 통계 package를 이용

하여 분산분석 및 Duncan의 다중검정법으로 처리구간 유

의성(p<0.05)을 검증하였다.

결과 및 고찰

체중변화 및 영양소 섭취량
한우 거세우의 성장단계별 체중변화는 Table 2와 같다.

성장단계별 처리간 체중변화는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으나

발효 팽이버섯 수확후배지의 첨가비율이 높은 구에서 증

체량이 많은 편이었으며, 성장단계별 일일증체량은 처리

구 모두 비육후기로 갈수록 떨어지는 경향이었다.

Shinekhuu et al(2009)은 한우 거세우에게 발효 팽이버

섯 수확후배지를 볏짚 30-60%와 대체 급여하였을 때,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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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체량 및 일일증체량에서 차이가 없었다고 하여 본 시험

의 결과와 일치하였다.

한우 거세우의 성장단계별 건물, TDN 및 조단백질 섭

취량은 Table 3과 같다. 한우 거세우의 건물섭취량은 시

험 전 기간 동안 일일 약 8.2–9.4 kg 수준이었으며, 비육

마무리기에 T1구가 다른 처리구에 비해 많았다(p<0.05).

본 시험의 건물섭취량을 한국가축사양표준(NIAS, 2012)

과 비교해보면, 체중 400–650 kg대 건물요구량(일일 0.8 kg

증체시, 평균 8.55 kg/일)보다 약 2.6–3.5% 높은 수준이었

다. Lee et al(2008)은 육성기 한우에게 농후사료를 제한

급여하고 조사료로서 버섯 수확후배지와 볏짚을 각각 자

유채식 시킨 결과, 버섯 수확후배지구가 볏짚구에 비하여

사료섭취량이 많았는데, 이러한 결과는 볏짚과 버섯 수확

후배지의 물리적 특성 차이 때문(Lee et al, 2004; Okine

et al, 1991)이라고 하였다. TDN 섭취량은 일일 6.28–

6.97 kg 수준이었으며, 비육전기에 Control구가 다른 처리

구에 비해 많았으나(p<0.05), 비육후기에는 비슷하였고,

비육마무리기의 TDN섭취량은 T1구가 다른 처리구에 비

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p<0.05). 본 시험의 TDN섭취

량을 한국가축사양표준(NIAS, 2012)과 비교해 보면, 체

중 400–650 kg대 TDN요구량(일일 0.6 kg 증체시, 평균

6.53 kg/일)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조단백질 섭취량은 일일 1.15–1.41kg 수준이었으며, 전

시험기간 동안 T2구가 다른 처리구에 비해 많았다

(p<0.05). 본 시험의 조단백질 섭취량을 한국가축사양표준

(NIAS, 2012)과 비교해보면, 체중 400–650 kg대 TDN요

구량(일일 0.6 kg 증체시, 평균 1.04kg/일)에 비해 약

14.1–17.5% 높은 수준이었다. 한편, 일일증체량 평균

Table 1. Ingredient and chemical compositions of experimental diets

Items
Treatment1)

Control T1 T2
EP2) LP2) FP2) EP LP FP EP LP FP

Ingredient composition, %
Corn 9.0 12.0 12.0 9.0 13.0 10.0 3.0 10.0 10.0
Barley 5.0 2.0 7.0 - 2.0 5.0 - - 5.0
Whole cotton seed 4.0 2.0 2.0 4.0 2.0 4.0 - 4.0 5.0
Prunus mume byproduct 0.7 0.7 0.7 0.7 0.7 0.7 0.7 0.7 0.7
Alfalfa hay 8.0 5.0 4.0 8.0 5.0 4.0 8.0 5.0 4.0
Italian rye grass 8.0 9.0 8.0 8.0 9.0 8.0 8.0 9.0 8.0
Tall fescue 3.5 - - 3.5 - - 3.5 - -
F-SMS3) - - - 15.0 15.0 15.0 43.0 43.0 43.0
Base-feed 26.0 31.1 28.3 26.8 31.9 32.3 19.8 17.9 14.3
Liquid yeast 25.8 26.0 26.0 25.0 21.0 21.0 14.0 10.0 10.0
Fermentation mix 10.0 12.0 12.0 - - - - - -
Micro elements4) - 0.2 - - 0.4 - - 0.4 -

Chemical composition, %DM
Dry matter 61.46 64.96 60.23 62.95 65.55 60.96 63.99 64.79 60.57
Crude protein 13.65 15.01 14.03 13.78 14.65 14.23 14.10 15.09 14.52
Crude ash 8.98 9.53 8.68 9.15 9.42 8.78 12.66 7.48 8.21
NDF 57.84 46.8 46.62 59.00 46.18 49.54 60.22 41.74 51.02
ADF 42.53 26.28 26.17 43.38 25.65 27.68 44.28 25.16 28.82
Ca5) 0.82 0.80 0.81 0.80 0.80 0.87 0.81 0.45 0.72
P5) 0.46 0.50 0.44 0.47 0.49 0.45 0.40 0.42 0.44
TDN5) 72.70 74.19 76.84 72.31 74.15 76.32 72.6 74.09 76.38

1)
Control, TMR; T1, TMR including 10% F-SMS; T2, TMR including 30% F-SMS.

2)
EP, early-fattening period (14 to 18 month age); LP, late-fattening period (19 to 23 month age); FP, Finishing period (24 to 30 month age).

3)
Fermented spent mushroom (Flammuliua velutipes) substrates (70% SMS + 30% wheat bran).

4)
Contained per kg diet: Vitamin A, 18,000 IU; Vitamin D3, 3,600 IU; Vitamin E, 1,500 IU; Fe, 120mg; Mn, 135mg; Zn, 135mg; Cu, 30mg;

Co, 0.3 mg.
5)
Calculated value from the formula of feed compa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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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7 kg (Table 2)이었던 T2구의 영양소 섭취량(Table 3)

을 NIAS(2012)의 한국가축사양표준 한우 거세우 육성에

필요한 영양소 요구량(체중 450 kg, 일일증체량 0.8 kg 기

준일 때, TDN 6.09 kg, 조단백질 0.99 kg; 체중 600 kg

일일증체량 0.6 kg 기준일 때, TDN 6.35 kg, 조단백질

1.01 kg)과 비교하였을 때, 본 시험 T2구의 비육전기(14–

18개월령, 평균 체중 443 kg)동안 TDN 및 조단백질 섭취

량은 많았지만 일일증체량은 비슷한 수준이었고, 비육후

기(19–23개월령, 평균 체중 575 kg)에서도 영양소 섭취량

은 많았으나 일일증체량은 비슷한 수준이었다. 또한, 본

시험 전 기간 동안 일일증체량이 평균 0.39 kg이었던 T1

구에서 비육 마무리기(평균 체중 653 kg)의 TDN 및 조단

백질 일일 섭취량이 각각 6.59 kg 및 1.23 kg 이었으나,

NIAS(2012)의 한우 거세우 체중 650 kg대 일일증체량

0.4 kg 기준에서 TDN 및 조단백질의 일일 요구량은 각각

5.91 kg 및 0.99 kg로 설정되어있어, 한국가축사양표준의

요구량이 실제 측정치 보다 낮게 책정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즉, 본 시험결과에서는 한우거세우의 증체

를 위한 TDN 및 조단백질 섭취량이 한국가축사양표준

(2012)에서 설정된 값보다 많이 섭취해야 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도체성적

한우 거세우의 도체성적 결과는 Table 4와 같다. 육량부

분에 있어서 한우 거세우의 도체중은 406–414 kg 수준이

었으며, T2, T1, 대조구순으로 무거운 경향이었다. 등지방

두께는 10.57–12.25 mm 수준이었으며, T2, T1, 대조구순

으로 두꺼운 경향이었다. 이는 T2구에서 시험 전 기간동

안 조단백질 섭취수준이 높았는데, 한우 거세우의 비육후

기 조단백질 섭취 수준이 높을수록 등지방 두께는 두꺼워

진다는 Ryu(2017)의 2001에서 2016년까지 한우 사양에

관련된 논문의 메타분석 결과와 일치하였다. 또한, 도체중

이 증가하면 등지방 두께가 두꺼워 진다는 Dikeman et al

(1998)의 결과와도 유사하였다.

배최장근단면적은 105.86–113.43㎠ 수준으로, 처리구

의 모든 개체가 100 cm
2
 이상이었는데, 다른 연구결과

(KAPE, 2016; Kim et al, 2012; Lee et al, 2016)와 비교

하면, 한우 거세우의 평균 배최장근단면적은 86.8–

96.9 cm
2
 수준이라고 하여 본 연구의 결과보다 현저히 낮

았다.

육량지수는 68.52–69.33로 나타나 처리구간에 비슷한 수

준이었으며, 육량 A등급 비율은 대조구 57%, T1구에서

71% 그리고 T2구에서 38%로 나타났다. T1구에서 육량 A

등급 출현율이 월등히 높은 것은 도체중에 비해 등심단면

적이 넓었으며 특히, 등지방 두께가 얇았기 때문이다. 또한

Gal et al(2011)은 큰느타버섯리 수확후배지 발효사료를 급

여한 한우 사양시험에서 수확후배지 30% 첨가구에서 A등

급 출현율이 높았다고 하여 본 시험의 결과와 유사하였다.

Table 2. Effect of dietary supplementation of the fermented

spent mushroom(Flammulina velutipes) substrate on

growth performance of Hanwoo steers

Items
Treatment

Control T1 T2
Body weight, kg 

Initial body wt.  371.63±11.82  383.63±11.82  376.63±11.82
EP1)  427.85±8.21  435.75±8.21  443.38±8.21
LP2)  550.89±10.60  563.55±10.19  574.93±10.19
FP3)  652.76±10.44  652.57±9.87  677.30±9.76
Final body wt.  683.86±26.68  682.86±26.68  704.38±24.96

Body gain, kg  
EP  109.13±8.42  108.63±8.42  128.13±8.42
LP  100.88±8.63  111.50±8.63  115.50±8.63
FP  92.00±8.11  78.86±8.11  84.16±7.60
Total body gain  313.71±17.07  302.71±17.07  327.75±15.96

Average daily gain, kg/d
EP 0.70±0.09 0.71±0.06 0.83±0.06
LP 0.68±0.05 0.70±0.05 0.72±0.05
FP 0.50±0.05 0.39±0.06 0.47±0.04
Mean 0.63±0.04 0.60±0.04 0.67±0.04

Mean±SE.
1)
Early-fattening period (14 to 18 month age).

2)
Late-fattening period (19 to 23 month age).

3)
Finishing period (24 to 30 month age).

Table 3. Effect of dietary supplementation of the fermented

spent mushroom(Flammulina velutipes) substrate on

nutrients intakes of Hanwoo steers

Items
Treatment

Control T1 T2
Dry matter intake, kg/d

EP 8.78±0.02 8.84±0.02 8.84±0.03
LP 9.40±0.07 9.24±0.10 9.35±0.08
FP 8.22±0.07b 8.63±0.05a 8.22±0.07b

Mean 8.77±0.02b 8.85±0.02a 8.81±0.02b

TDN intake, kg/d
EP 6.51±0.02 6.39±0.02 6.42±0.02
LP 6.97±0.05 6.85±0.07 6.93±0.06
FP 6.31±0.05b 6.59±0.04a 6.28±0.05b

 Mean 6.53±0.04 6.46±0.04 6.45±0.04
CP intake, kg/d

EP 1.20±0.01 1.22±0.01 1.25±0.01
LP 1.35±0.01b 1.35±0.01b 1.41±0.01a

FP 1.15±0.01c 1.19±0.01b 1.23±0.01a

Mean 1.21±0.01 1.23±0.01 1.30±0.01
Mean±SE.
a,b,c

 Means in the same row with different superscripts differ signifi-

cantly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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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질부분에서 근내지방도(1–9범위)는 처리구 모두, 평

균 8.4–8.7의 범위로서 매우 높았으며, 육색, 지방색, 조직

감 및 성숙도에서는 처리구 간에 통계적 유의차는 없었다.

T2구에서 1두를 제외한 모든 공시축이 육질 1
++
등급을 기

록하였는데, 큰느타리버섯 수확후배지 발효사료를 한우

거세우에게 급여한 Moon et al(2015)의 시험에서도 육질

이 향상되었다고 보고한 바 있다. 이러한 결과들을 축산

물품질평가원(KAPE, 2012)의 한우거세우 도체중 400kg

이상의 등급판정 결과와 비교해 보면, 도체중 445kg, 등

지방두께 14.4 mm, 등심단면적 93.0 cm
2
, 육량지수 63.8,

근내지방도 5.7수준이라고 하여 본 시험과 비교하였을 때,

도체중은 낮았으나, 등지방두께, 배최장단면적, 육량지수

및 근내지방도는 본 시험의 결과가 월등히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시험의 도체평가에서 대조구와 F-SMS첨가

구간 성적은 비슷하였지만, 팽이버섯 수확후배지 발효사

료가 도체등급 향상에 효과적이었다고 판단된다.

경제성분석

팽이버섯 수확후배지 발효사료를 한우 거세우에게 급여

하였을 때, 경제성 분석은 Table 5에 나타내었다. 지육판

매 수익에서 대조구에 비해 T1구 및 T2구의 수익이 각각

1.1% 및 3.1% 적었는데, 이러한 결과는 도체성적에서 처

리구간의 도체중 차이는 없었지만 대조구의 등지방 두께

가 다른 처리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얇아 경매단가에 영향

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사료비용을 분석해 보면, 대조구에 비해 T1 및 T2구가

각각 7.6% 및 23.9% 적게 소요되었는데, 이러한 결과는

팽이버섯 수확후배지의 원료가격이 kg당 50원 수준으로

저렴하였고, 제조단가도 높지 않았기 때문이다. TMR 제

조비용을 포함한 사료비는 대조구, T1 및 T2구가 kg당

각각 319원, 309원 및 264원으로 평가되어 팽이버섯 수

확후배지 발효사료의 첨가비율이 많은 T2구가 대조구의

82% 수준이었다. 소득비율은 대조구에 비해 T1과 T2구

가 각각 1.2% 및 13.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육량과

육질이 다른 처리구에 비해 낮았던 T2구에서 순수익이

높게 나타난 것은, 도체중이 상대적으로 많았고 버섯 수

확후배지의 첨가비율이 높아 사료단가가 낮았기 때문이다.

이상의 결과들을 종합해 볼 때, 한우 거세우에게 팽이버

섯 수확후배지 발효사료를 급여함으로써 증체량과 육질등

급은 대조구와 비슷하였으나, 육량등급은 T1구에서 우수

하였으며, 사료비가 절감되었다. 따라서 팽이버섯 수확후

배지 원료비와 발효사료 제조비용의 변동이 없고, 사료로

서 안전성과 적절한 사양프로그램만 확보된다면, 팽이버

섯 수확후배지는 한우 비육에 있어서 우수한 대체사료 자

원으로서 농가소득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적 요

Table 4. Effect of dietary supplementation of the fermented

spent mushroom(Flammulina velutipes) substrate on

carcass traits of Hanwoo steers slaughtered at 30

month of age

Items
Treatment

Control T1 T2
Yield traits

Carcass weight, kg 405.71±14.85 407.14±12.53 414.25±17.79
Back fat thickness, 
mm  10.57±1.34  11.29±1.25  12.25±1.42

Rib-eye area, cm2  105.86±3.70  113.43±3.59  113.13±5.65
Yield index  68.83±1.23  69.33±0.89  68.52±1.00
Yield grade(A:B:C), %  57:43:0  71:29:0  38:62:0

Quality traits
Marbling score  8.71±0.18  8.57±0.20  8.38±0.26
Meat color  4.57±0.20  4.29±0.18  4.5±0.19
Fat color  2.57±0.20  2.43±0.20  2.75±0.16
Texture  1.00±0.00  1.00±0.00  1.00±0.00
Maturity  2.14±0.14  2.14±0.14  2.25±0.16
Quality 
grade(1++:1+:1), %  100:0:0  100:0:0  88:12:0

Mean±SE.

Table 5. Effect of dietary supplementation of the fermented

spent mushroom(Flammulina velutipes) substrate on

economical analysis in feeding of Hanwoo steers 

Items
Treatment

Control T1 T2
Gross income(A) 7,856,485 7,775,596 7,626,763

Carcass sale1), won/head 7,653,610 7,571,846 7,419,638
By-products sale2), won/head  202,875  203,750  207,125

Operating cost(B) 5,471,426 5,362,680 4,924,437
Calves3), won/head 2,261,429 2,261,429 2,261,429
Feed4), won/head 3,034,397 2,925,651 2,487,408
Dismissal cost5), won/head  175,600  175,600  175,600

Profit(A-B) 2,385,060 2,412,916 2,702,326
Income ratio 100.0 101.2 113.3
1)
Cold carcass auction price: 1

++
A=18,596 won, 1

++
B=18,462 won,

1
+
B=15,791 won. 

2)
By-products price: head, internal organ, the feet of a cow skin.

3)
Buying price.

4)
Feed price(won/kg): TMR=319, 10% F-SMS TMR=309, 30% F-

SMS TMR=264.
5)
Dismissal cost: slaughter cost, stamp cost, sales cost, transportation

and other miscellaneous expenses/total number of marketed anim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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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팽이버섯 수확후배지를 이용한 발효 TMR

급여가 한우 거세우의 사양성적과 도체특성 및 경제성 분

석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팽이버섯

수확후배지 발효사료(F-SMS) 제조를 위하여 자체 개발된

혼합배양액(Bacillus sp. UJ03+Saccharomyces sp. UJ14)

을 사용하였다. 한우 거세우 14개월령 24두를 공시하여

성장단계(비육전기, 비육후기, 비육마무리기)에 따라 배합

비를 조절하면서 사육한 후, 30개월령에 도축하였다. 처

리구는 자체 TMR을 급여한 대조구(Control), F-SMS

10% 첨가구(T1) 및 30% 첨가구(T2)로 나누어 난괴법으

로 배치하였다. 증체량은 처리구간에 유의적인 차이가 없

었으나. 건물과 TDN 섭취량은 비육 마무리기에 T1구에

서 다른 처리구보다 높았고, 조단백질 섭취량은 전 시험

기간 동안 T2구가 다른 처리구에 비해 많았다(p<0.05). 배

최장근 단면적과 등지방두께는 팽이버섯 수확후배지 발효

사료 급여 시 증가되는 경향이었으며, T1구에서 육량 A등

급 출현율이 가장 높았다. 순수익은 대조구에 비해 T1과

T2구가 각각 1.2% 및 13.3%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들을 종합해 볼 때, 팽이버섯 수확후배지의

원료비와 발효사료 제조비용의 변동이 없고, 사료로서 안

전성이 확보된다면, 팽이버섯 수확후배지는 한우 비육에

있어서 우수한 대체사료자원으로서 농가소득에 크게 기여

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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