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나라는 조사료의 생산 부족으로 가축사양 시 농후사

료의 급여 비율이 높다(Kim, 2004). 더구나 2019년 국내 

조사료 상황은 총소요량 4,687천톤 중 944천톤을 수입하고 

있어 자급률이 79.9%에 머무르고 있으며 그 중 사료가치가 

낮은 볏짚이 2,587천톤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MAFRA, 2020).

사료용 벼는 밥쌀용 벼와 달리 가축의 사료로 이용하는 

벼이다. 이러한 벼는 밥맛을 중요시 하는 밥쌀용 벼와 다르

게 내도복성과 같은 재배특성, 수량성, 병해충저항성을 갖

는 것이 중요하지만 특히 사료적성인 가축기호성이나 영양

가치가 중요하다(NARO, 2009; Ahn et al., 2016, 2017, 2020, 

2021). 이러한 이유로 국내에서는 일품벼 돌연변이를 이용

하여 수확시기에 따라 건물수량 및 사료성분 변화를 통한 

적당한 수확시기를 밝힌 시험(Sung et al., 2004), 생육시기

와 품종이 총체 벼의 건물수량과 사료가치에 미치는 영향

에 관련한 연구(Kim et al., 2007), 수확시기와 품종이 총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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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order to manufacture feed suitable for consumer use and provide feed value information, we analyzed the feed 

components of the four main forage rice varieties by plant parts harvested 30 days after heading. The contents of the six feed 

ingredients were significantly different (p<0.05) among harvested parts. In the panicle, the crude protein (CP) (6.97%) and lignin 

(3.11%) were the highest, while the crude ash (CA) and neutral detergent fiber (NDF) contents were significantly lower, resulting 

in a total digestible nutrient (TDN) content of 77.29%, which is higher than that of the stem (64.82%) and leaf blade and sheath 

(LBS) (63.57%) (p<0.05). In contrast, the content of crude fat (CF) did not differ significantly among parts (p<0.05). In panicles 

from ‘Jonong’, ‘Nokyang’ and ‘Yeongwoo’, the TDN content of each cultivar was 78.48-79.07%, with no significant difference 

among the varieties. In ‘Mogwoo’ (Mw), the CP content was 8.70%, which was much higher than that of other varieties (p<0.05). 

In particular, the Mw TDN content was slightly lower in the panicle (72.95%) but higher in the stem (75.37%) and LBS (66.49%) 

than in the other varieties. The CA, NDF, acid detergent fiber (ADF), and lignin contents were also very low compared to other 

varieties; therefore, the feed value of the stem and LBS was excellent. In addition, the total dry matter weight (DMW) was 123 

g per hill, which was much higher than 82-105 g per hill for other varieties. The distribution of DMW by part was LBS (56.9 g), 

stem (36.8 g), and panicle (29.3 g), and because the parts, except the panicles, were much higher than the 43-57% of other 

varieties (grain straw ratio: 76%), rice straw is advantageous in terms of quantity and feed value when used as forage on farms. 

The relative feed value (RFV) of the four cultivars ranged from 86.79-403.74 across all parts, and hay of grade 3 or higher with 

an RFV of 100 or more increased with delayed heading in both stems and LBS. This is due to the accumulation of starch into 

grains during ripening, which supports the observation that the RFV of the early flowering ‘Jonong’ and ‘Nokyang’ panicles 

increa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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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 사일리지 품질에 미치는 영향에 관련한 연구(Kim et al., 

2008), Brittle culm 벼의 예취 높이에 따른 조사료의 수량 

및 영양가를 평가한 시험(Kim et al., 1997), 일반 밥쌀용 

벼 품종의 볏짚 사료가치 구명(Kim, 2004), 직파시기에 따

른 수량 및 사료가치 연구(Kim et al., 2009), 최적 총체사

료벼 품종선발을 위한 건물수량 및 사료가치 분석(Lee et 

al., 2005), 중부평야지에서 사료용 벼 주요품종의 수확시기 

별 사료가치 및 수량성(Ahn et al., 2018) 등의 사료용 벼의 

사료가치에 대한 연구를 진행해 왔다. 

또한 품종개발도 병행하여 현재 사료용 벼 품종은 최초로 

개발된 ‘녹양’(Lee et al., 2011), 최고 건물수량을 갖는 만

생종 ‘목우’(Lee et al., 2013), 열대자포니카형 ‘목양’(Yang 

et al., 2013), 복합내병성인 ‘중모1029’(Ahn et al., 2015), 

매끄러운 잎과 종실을 가지고 있는 ‘중모1038’(Ahn et al., 

2016), 저온발아성이 높은 ‘녹우’(Ahn et al., 2017), 중만생

종으로 가장 높은 건물수량을 가지는 ‘영우’(Ahn et al., 

2018), 만생종이며 복합내병충성인 ‘청우’(Ahn et al., 2020), 

숙기가 빨라 동계사료작물과 이모작이 가능한 ‘조우’(Ahn 

et al., 2021) 등이 개발되어 있다.

그러나 이러한 품종의 사료가치에 관한 연구는 전체 식

물체 부위를 대상으로 하거나 수확시기 별 사료가치 분석

을 통한 최적 수확시기 설정에 관한 것이 대부분이다. 따라

서 본 연구는 숙기별 사료용 벼 주요품종의 최적수확 시기

인 출수 후 30일에 수확한 부위 별 사료성분을 분석 후 사

료가치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수요자 용도에 맞는 사료 제

조에 활용하고자 수행하였다.

재료 및 방법

시험 장소 및 품종

본 시험은 중부 평야지인 국립식량과학원 중부작물부 포

장(수원, 37°27'N, 126°99'E, 표고 34 m)에서 최근 개발된 

사료용 벼 품종 중 숙기 및 생태형 별로 조생종 자포니카형

인 ‘조농’, 통일형과 열대자포니카를 교배하여 육성된 중생

종 ‘녹양’, 통일형에 가까운 중만생종 ‘영우’와 만생종 ‘목

우’(Table 1)를 이용하여 수행하였다.

재배방법 및 수확일

사료용 벼 ‘조농’, ‘녹양’, ‘영우’, ‘목우’ 4품종을 4월 20

일에 72공 육묘상자에 파종하고 보온터널못자리에서 중묘

로 육묘한 후 5월 25일에 손이앙하였다. 이앙은 30 × 12 

cm로 주당 5본씩 8열 난괴법 3반복으로 재식하였다. 시비

는 보통기 다비재배 N-P2O5-K2O : 18-9-11 (kg/10a)로 질

소는 기비-분얼비-수비를 각 50-20-30%, 인산은 전량 기비

로, 칼리는 기비-수비를 70-30%으로 분시하였고 시비시기

는 기비는 전층 시비하였고 분얼비는 이앙 후 14일경에 수

비는 출수 전 25일 경에 하였다. 분석을 위한 수확은 출수 

후 30일에 하였다(Table 2). 기타 재배관리는 농촌진흥청 

표준재배법에 따라 수행하였다. 

분석시료 준비, 건물중 및 조고비율 계산 

수확 부위 별 사료가치 평가를 위한 성분 분석, 건물수량 

및 조고비율 산정을 위해 품종 별로 출수 후 30일에 지상부

를 반복 간에 3주 씩 수확하여 이삭, 줄기, 엽신과 엽초로 

Table 1. The cross combination and ecotype of the four main whole crop silage rice cultivars (Suwon, 2019).

Cultivar Cross combination Ecotype Heading date (mm.dd) Maturity

Jonong Binhae collection1/Deuraechan J/Jz) 08.05 early

Nokyang Yongmun/IR67396-1-3-3-1 T/TJ 08.11 medium

Yeongwoo SR25848-C99-1-2-1y)/Yongmun T//T/TJ///T 08.17 mid-late

Mogwoo Dasan//Suweon431/IR71190-45-2-1 T//T/TJ 09.08 late

z)J: Japonica, TJ: Tropical japonica, T: Tong-il type, y)SR25848: Dasan//Suweon431/IR71190-45-2-1.

Table 2. High fertilizer and density-ordinary season planting cultivation method of four whole-crop silage rice cultivars (Suwon, 2019).

Seeding

date

(mm.dd)

Manual

Transplanting date

(mm.dd)

Harvest

Planting

density

(cm)

No.of 

plants

/hill

Fertilizer level

N-P2O5-K2O

(kg/10a)

Replicationz)

4.20 5.25 30 DAHy) 30×12 5 18-9-11 3

z)Randomized block design, y)Days after hea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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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누었다. 출수기는 40~50%의 포기가 출수한 날(Kiyoshika, 

2001)로 하였다. 수확한 시료는 순환식 건조기를 이용하여 

80°C에서 72시간 건조하였다. 건조된 시료의 건물중을 측

정한 후 엽신과 엽초, 줄기, 이삭을 각각 분쇄기(Perten 

Instruments, Sweden)로 분쇄 후 각 성분 분석 시료로 사용

하였다. 또한 측정된 각 품종의 건물중을 이용하여 품종 별

로 부위 별 건물수량을 산정하였다. 조고비율은 이삭을 포

함한 벼의 총무게에서 볏짚의 무게가 차지하는 비율로 구

하였다. 

부위 별 사료가치 분석

사료가치 평가를 위한 성분분석을 위해 각 품종별, 수확 

부위별로 분쇄된 반복 시료를 사용하였다. 조단백질(CP, crude 

protein), 조회분(CA, crude ash), 조지방(CF, crude fat), 중

성세제불용섬유소(NDF, neutral detergent fiber), 산성세제

불용섬유소(ADF, acid detergent fiber)를 농업기술실용화재

단(FACT) 종합분석검정센터에서 분석하였으며 조단백질은 

습식 분해 후 켈달법에 의해 총질소 함량을 구한 후 6.25를 

곱하여 함량을 산출하였고, ADF와 NDF는 Van Soest 세제

법(Van soest et al., 1991)으로 하였다. 가소화양분총량(TDN, 

total digestible nutrient)은 88.9 - [0.79(%) × ADF] 계산식

을 이용하여 산출하였고(Lee et al., 2005) 상대적 사료가치

(RFV, relative feed value)는 DDM (digestible dry matter)을 

추정하였고(%DDM=88.9-(ADF%×0.779)), DMI (dry matter 

intake)를 산정한 후(%DMI=120/NDF%) RFV값을 산출

(RFV=(DDM×DMI)/1.29)하였다(Kim et al., 2018). 

통계 분석

시험 성적은 SAS 프로그램(Ver 9.4, SAS Institute Inc., 

NC, USA)을 사용하였다. 분산분석을 실시한 후에 Duncan’s 

multiple range test (DMRT)로 5% 유의수준에서 처리 평균

간 차이를 검정하였다.

결과 및 고찰

사료용 벼 주요품종의 수확부위 별 사료가치

사료용 벼 주요 4 품종을 숙기별로 출수 후 30일에 수확

한 부위 별 사료가치를 분석한 결과는 Table 3과 같았다. 

조단백질(CP; crude protein) 함량은 조생종이고 자포니카

형인 ‘조농’은 이삭(6.64%)과 잎에서는 비슷하였고 줄기에

서 그 함량이 가장 낮았다(p<0.05). 중생종이면서 열대자포

니카와 통일형을 교배한 ‘녹양’의 경우 ‘조농’과 비슷한 경

향을 보였다(p<0.05). 통일형에 가까운 중만생종 ‘영우’는 

이삭(6.24%), 줄기(1.72), 잎(4.85)에서 차이가 있었고 줄기

에서 함량이 다소 낮았다(p<0.05). 만생종이면서 열대자포

니카와 통일형을 교배한 ‘목우’의 경우 이삭(8.70%)에서 조

Table 3. Feed value of the four main whole crop silage rice varieties with ecotype and different plant parts harvested 30 days 

after heading (Suwon, 2019).

Cultivar

(Maturity)
Parts

CPz)

(%)

CF

(%)

CA

(%)

NDF

(%)

ADF

(%)

Lignin

(%)

TDN

(%)
RFV

Jonong

(early)

Panicle 6.64a 2.41a  5.89c 18.77c 12.98c 2.46a 78.65a 390.90 

Stem 2.34b 1.87b 15.30b 61.62a 40.39a 2.17a 56.99c  86.79 

Leaf blade+sheath 6.28a 2.65a 19.71a 59.53b 35.51b 1.61a 60.84b  95.82 

Nokyang

(medium)

Panicle 6.31a 1.85a  4.69c 18.28b 12.44c 3.53a 79.07a 403.74 

Stem 2.24c 1.70a 11.73b 59.37a 36.18a 2.32b 60.32c  95.43 

Leaf blade+sheath 5.39b 1.89a 15.94a 60.13a 32.94b 2.56b 62.88b  97.85 

Yeongwoo

(mid-late)

Panicle 6.24a 2.47a  5.53c 19.77c 13.19c 2.82a 78.48a 374.82 

Stem 1.72c 2.53a 10.07b 47.18b 28.24b 2.47a 66.59b 132.01 

Leaf blade+sheath 4.85b 2.35a 16.02a 57.81a 31.42a 1.61b 64.08c 103.70 

Mogwoo

(late)

Panicle 8.70a 2.58a  6.41b 30.80b 20.19b 3.63a 72.95a 224.48 

Stem 2.08c 2.63a  6.48b 30.32b 17.13b 1.49b 75.37a 232.39 

Leaf blade+sheath 3.70b 2.37a 14.53a 51.51a 28.37a 0.95b 66.49b 120.76 

z)CP, crude protein; CF, crude fat; CA, crude ash; NDF, neutral detergent fiber; ADF, acid detergent fiber; TDN, total digestible 

nutrients; RFV, relative feed value ((DDM×DMI)/1.29).

* The same letters (a-c) in a column for each cultivar are not significant at P<0.05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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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백질 함량이 높은 편이었다(p<0.05). 조단백질 함량은 시험

에 사용한 품종 모두에서 조생종인 ‘조농’을 제외하고 이삭

에서 가장 높고 잎, 줄기 순으로 낮은 경향을 보였다(p<0.05). 

조지방(CF; crude fat) 함량은 시험한 품종 모두에서 대체

적으로 통계적 차이 없이 비슷하였다(p<0.05). 다만 ‘조농’

의 경우는 줄기에서 1.87%로 다른 수확부위와 비교하여 그 

함량이 낮았다. 조회분(CA; crude ash) 함량은 ‘조농’, ‘녹

양’, ‘영우’, ‘목우’ 이삭에서 가장 낮았고 엽신과 엽초를 포

함하는 잎에서 가장 높았다. ‘목우’의 경우 이삭과 줄기에서 

비슷한 함량을 보였다(p<0.05). 사료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사료성분 중 조사료의 소화율에 관여하는 산성세재불용섬유

소(ADF; acid detergent fiber)와 섭취량에 관련된 중성세제

불용섬유소(NDF; neutral detergent fiber)는 조사료의 품질

평가에 오랫동안 이용되었기 때문에(Rohweder et al., 1978) 

본 시험에서 수확부위 별 사료용 벼 주요 4품종에 대한 ADF

와 NDF 함량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목우’를 제외한 모든 

시험 품종에서 NDF와 ADF 함량은 이삭에서 가장 낮았다. 

NDF는 ‘조농’에서 줄기, 잎, 이삭 순으로 많았고 ‘녹양’에

서는 줄기와 잎은 비슷하였고 이삭에서 가장 적었다(p<0.05). 

‘영우’의 경우는 잎, 줄기, 이삭 순으로 높았고 ‘목우’는 ‘영

우’와 마찬가지로 잎에서 가장 높았고 줄기와 이삭에서는 

비슷하였다(p<0.05). 이는 벼는 개화기 이후 등숙이 진행되

면 화학성분의 조성이 크게 변화하는데, 특히 이삭 부분은 

비구조성 탄수화물인 전분이 현저히 증가하고 상대적으로 

중성세제불용섬유소(NDF)가 감소한다는 결과(NARO, 2014)

와 비슷하였고 이러한 경향은 이삭의 비율이 많은 초형인 

수중형에서 두드러지며 ‘목우’와 같이 경엽의 비율이 많은 

초형인 경엽형에서는 심하지 않다. ADF는 ‘조농’과 ‘녹양’

에서는 줄기, 잎, 이삭 순으로 많았고 ‘영우’는 잎, 줄기, 이

삭 순으로 높았고 ‘목우’는 잎에서 가장 높았고 이삭과 줄

기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p<0.05). 리그닌 함

량은 ‘조농’은 모든 부위에서 통계적으로 차이가 없었고 

‘녹양’과 ‘목우’는 이삭에서 가장 높았고 줄기와 잎에서는 

같은 정도였다(p<0.05). ‘영우’의 경우 잎에서 가장 낮았고 

이삭과 줄기는 비슷한 수준이었다(p<0.05). ADF 함량을 기

초로 산정하는 가소화양분총량(TDN; total digestible nutrients)

은 ADF와 같은 경향을 보였다. 상대적 사료가치(RFV; relative 

feed value)는 조생 자포니카형인 ‘조농’과 중생종 ‘녹양’에

서 이삭, 잎, 줄기 순으로 중만생종인 ‘영우’에서는 이삭, 

줄기, 잎 순으로 만생종인 ‘목우’에서는 줄기, 이삭, 잎 순

으로 높았다.

수확부위 별 품종 간 사료가치

Table 4는 사료용 벼 주요 4품종을 숙기별로 출수 후 30

일에 부위별로 수확한 품종 간 사료가치를 분석한 결과이

다. 이삭에서 조단백질 함량은 4품종 평균 6.97%였고 ‘목

우’가 8.70%로 가장 높았으며 ‘목우’를 제외한 품종은 

6.24~6.64%로 비슷하였다. 줄기의 경우는 시험에 사용한 

품종 평균 2.09%였고 4품종 모두 대체적으로 비슷한 수준

이었고 엽신과 엽초를 포함하는 잎에서는 평균 5.06%였으

며 ‘조농’과 ‘목우’에서는 함량 차이가 많았다. 결론적으로 

사료용 벼는 이삭에서 조단백질 함량이 가장 높고 잎, 줄기 

순으로 높았다(p<0.05). 이삭과 줄기에서 조지방 함량은 ‘녹

양’을 제외하고 3품종 모두 비슷하였고 잎에서는 4품종 모

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이 1.89~2.65%를 보였다

(p<0.05). 이삭에서 조회분은 평균 5.63%로 줄기(10.89%)

와 잎(16.55%)에 비해 월등히 낮았고 특히 ‘목우’의 줄기에

서 낮았으며 ‘조농’의 잎에서 높았다(p<0.05). NDF는 이삭, 

줄기, 잎에서 확연한 차이를 보였는데 잎에서 평균 57.25%

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줄기, 이삭 순이었다. 이삭에서는 

특히 ‘목우’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매우 높았고 줄기에

서는 조생종과 중생종인 ‘조농’과 ‘녹양’이 중만생종과 만

생종인 ‘영우’, ‘목우’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잎에서는 ‘목

우’에서 다른 품종과 구별되게 낮았다(p<0.05).

ADF는 이삭이 줄기나 잎에 비해서 낮았고 품종 간에는 

만생종인 ‘목우’를 제외하고 비슷하게 낮았다. 줄기에서 

ADF 함량은 출수기가 늦어질수록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

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잎에서도 출수가 늦어질수록 낮아지

는 경향을 보였으나 조생종과 중생종은 차이가 없었고 마찬

가지로 중생종과 중만생종은 차이가 없었으나 출수 차이가 

많이 나는 경우에는 차이가 있었다(p<0.05). 리그닌 함량은 

이삭이 줄기나 잎에 비해서 높았다. 그러나 이삭에서는 ‘녹

양’을 제외하고 ADF와 반대로 출수가 늦어질수록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줄기의 리그닌 함량은 이삭보다 낮았고 ‘목

우’를 제외하고 비슷한 수준이었다. 잎에서는 이삭과 줄기

에 비해 리그닌 함량이 가장 낮았고 ‘녹양’을 제외하고 비슷

한 수준이었다(p<0.05). 가소화양분총량은 ADF 함량을 기

초로 산정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ADF 함량이 낮은 이삭

에서 평균 77.29%로 가장 높았고 줄기(64.82)와 잎(63.57)

은 비슷한 수준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사료용 벼 육성 시 

볏짚 무게보다는 상대적으로 종실중의 비율이 높은 품종을 

선발하는 것이 사료가치를 높이는 효과적인 방법(Lee et 

al., 2005)이라는 보고와 일치하였다. RFV는 이삭에서 가

장 높았고 다음으로 줄기, 잎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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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확부위 별 건물함량 및 조고비율

지상부 건물중은 출수기가 늦어질수록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고 부위 별 1주 건물중의 경우 이삭은 자포니카 장수

형인 ‘조농’이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영우’, ‘녹양’, ‘목우’ 

순이었다. 줄기와 잎의 경우는 출수가 늦어질수록 건물중

이 많아지는 경향을 보였는데 이는 영양생장 기간이 길어

서 나타난 결과로 보인다. 이는 Ahn et al. (2018)이 건물수

량성(DMY; dry matter yield)의 경우 수확시기가 늦어짐에 

따라 시험한 모든 사료용 벼 품종에서 유의하게 증가하였

다는 보고와 일치하였다. 또한 이로 인해 종실에 대한 경엽

의 비율을 나타내는 조고비율도 출수가 늦어질수록 증가하

는 경향을 보였다(Fig. 1).

수확 부위별 사료가치에 따른 이용성

본 시험에서 수확부위 별 사료성분 함량은 수확부위 별

로 차이가 뚜렷하였다(Tables 3, 4, Fig. 1). 식물체 부위 중 

이삭은 조단백질과 리그닌 함량이 유의하게 높았던 반면 조

회분, NDF, ADF 함량이 유의하게 낮아서 결과적으로 TDN 

함량이 77.29%로 줄기(64.82%), 엽신+엽초(63.57%)보다 사

료가치가 월등히 우수하였다. 이러한 이삭의 사료성분 함

량 분석은 육용우, 돼지, 닭 등의 영양가와 사료 설계 시 유

용하게 활용 될 수 있다. 예를 들면 일본의 경우 사료용 쌀

의 돼지에서의 영양가와 사료 설계 시 일본표준사료성분표

에 게재되어 있는 현미 성분값을 토대로 ｢일본사육표준·돼

지｣에 의거하여 양분 요구량을 충족하도록 배합 설계하도

록 하고 있다(NARO, 2016). 일반적으로 이삭에 포함되어 

있는 종실은 등숙이 되면 종실 외피와 종실 자체가 딱딱해

지기 때문에 소화하기 어려워진다. 소에게 저작시키지 않

고 종실을 직접 제1위 안에 넣은 경우 대부분 소화하지 못

하고 알칼리와 효소 등 화학적 처리를 하더라도 48시간 이

후 제1위 안에서의 소화율은 10% 정도에 그친다. 그러나 분

쇄, 파쇄 같은 물리적 처리를 하면 약 60%, 겉껍질을 벗긴 

현미의 소화율은 80%를 넘으므로(NARO, 2014) 이를 고

려해서 증기압편이나 가공처리를 하여 이용해야 한다. 한편 

‘목우’ 품종의 경우 TDN 함량은 이삭에서 72.95%로 다소 

낮았으나 줄기, 엽신+엽초에서는 각각 75.35%, 66.49%로 

타 품종에 비해 월등히 높았으며 조회분, NDF, ADF, 리그

닌 함량도 타 품종에 비해 매우 낮아 줄기와 잎의 사료가치

가 우수하였다. 또한 총건물중은 주당 123 g으로 타 품종의 

82~105 g 보다 월등히 높았으며 부위별 1주 건물중 분포

Table 4. Feed value among the different plant parts from four main whole crop silage rice varieties with harvested 30 days 

after heading (Suwon, 2019).

Parts Cultivar
CPz)

(%)

CF

(%)

CA

(%)

NDF

(%)

ADF

(%)

Lignin

(%)

TDN

(%)
RFV

Panicle

Jonong 6.64b 2.41a  5.89b 18.77b 12.98b 2.46b 78.65a 390.90 

Nokyang 6.31b 1.85b  4.69c 18.28b 12.44b 3.53a 79.07a 403.74 

Yeongwoo 6.24b 2.47a  5.53b 19.77b 13.19b 2.82b 78.48a 374.82 

Mogwoo 8.70a 2.58a  6.41a 30.80a 20.19a 3.63a 72.95b 224.48 

6.97a 2.33a  5.63c 21.91c 14.70b 3.11a 77.29a 348.49

Stem

Jonong 2.34a 1.87ab 15.30a 61.62a 40.39a 2.17ab 56.99d  86.79 

Nokyang 2.24ab 1.70b 11.73b 59.37a 36.18b 2.32a 60.32c  95.43 

Yeongwoo 1.72b 2.53a 10.07b 47.18b 28.24c 2.47a 66.59b 132.01 

Mogwoo 2.08ab 2.63a  6.48c 30.32c 17.13d 1.49b 75.37a 232.39 

2.09c 2.18a 10.89b 49.62b 30.48a 2.11b 64.82b 136.66

Leaf blade

+

sheath

Jonong 6.28a 2.65a 19.71a 59.53a 35.51a 1.61b 60.84c  95.82 

Nokyang 5.39ab 1.89a 15.94b 60.13a 32.94ab 2.56a 62.88bc  97.85 

Yeongwoo 4.85b 2.35a 16.02b 57.81a 31.42b 1.61b 64.08b 103.70 

Mogwoo 3.70c 2.37a 14.53b 51.51b 28.37c 0.95b 66.49a 120.76 

5.06b 2.32a 16.55a 57.25a 32.06a 1.68b 63.57b 104.53

z)CP, crude protein; CF, crude fat; CA, crude ash; NDF, neutral detergent fiber; ADF, acid detergent fiber; TDN, total digestible 

nutrients; RFV, relative feed value ((DDM×DMI)/1.29).

* The same letters (a-c) in a column for each cultivar are not significant at P<0.05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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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엽신+엽초(56.9 g)>줄기(36.8 g)>이삭(29.3 g)으로 이삭

을 제외한 경엽 부위가 타 품종의 43~57%보다 월등히 많

아(조고비율: 76%) 농가에서 조사료로 볏짚 이용 시 수량이

나 사료가치 면에서 유리하다고 할 수 있다. 이는 볏짚의 소

화율을 높이기 위하여서는 줄기의 양이 많은 품종이 유리하

다는 보고(Maeng et al., 1979), 볏짚의 ADF와 NDF함량을 

낮추기 위해서는 줄기의 비율이 높은 품종이 사료가치가 높

다는 보고(Kim et al., 2004)와 일치하였다. 또한 줄기와 잎

에 유리당 함량을 높인 이삭이 짧고 알곡이 적게 달리는 ‘다

찌스즈카’ 품종에서 나타는 현상(Hirose et al., 2016)과 비슷

하게 ‘목우’ 품종은 출수가 늦은 만생종으로 등숙이 불량하

여 전분이 이삭에 축적되기 전에 경엽에 유리당 형태로 많

이 남아 있어서 생기는 현상으로 판단된다. 건초의 품질을 

평가하기 위해 Rohweder et al. (1978)에 의해 고안된 RFV

의 기준에 의하면 83이하는 5등급 건초로서 품질이 낮은 조

사료이다. 본 시험에서는 부위별로 RFV는 86.79~403.74까

지의 범위를 보이고 있으며 RFV가 100이상인 3등급 이상

의 건초는 줄기와 잎 모두에서 출수가 늦어질수록 증가하

였고 이는 등숙 됨에 따라 종실로의 전분 축적에 기인한 것

으로 판단(Ahn et al., 2018)되고 이는 ‘조농’과 ‘녹양’ 이삭

의 RFV가 출수가 빨라질수록 높아진 사실(Table 4)이 뒷받

침 해 준다.

적  요

사료용 벼 주요품종의 최적수확 시기인 출수 후 30일에 

수확한 부위 별 사료성분을 분석 후 사료가치 정보를 제공

함으로써 수요자 용도에 맞는 사료 제조에 활용하고자 국

립식량과학원 중부작물부 수원 벼 시험 포장에서 숙기별 

대표 사료용 벼 4품종으로 시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조단백질, 조회분 등 6개 사료성분 함량은 수확 부위별

로 차이가 뚜렷하였다. 식물체 부위 중 이삭은 조단백질

(6.97%), 리그닌(3.11%)은 유의하게 가장 높았던 반면 

조회분, NDF 함량이 유의하게 낮아서 결과적으로 TDN 

함량이 77.29%로 줄기(64.82%), 엽신+엽초(63.57%)보

다 사료가치가 월등히 우수하였다(p<0.05). 반면 조지방 

함량은 부위별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p<0.05). 이삭에

서 품종별 TDN 함량은 ‘조농’, ‘녹양’, ‘영우’의 경우 

78.48~79.07%로 품종 간 유의한 차이가 없었고 ‘목우’의 

경우 조단백질 함량이 8.70%로 타 품종의 6.24~6.64%

에 비해 월등히 높았다(p<0.05). 이러한 사료성분 함량 

분석은 육용우, 돼지, 닭 등의 영양가와 사료 설계 시 유

용하게 활용 될 수 있다.

2. 줄기와 잎의 사료가치가 우수한 품종은 ‘목우’였다. ‘목

우’의 경우 TDN 함량은 이삭에서 72.95%로 다소 낮았

으나 줄기, 엽신+엽초에서는 각각 75.37%, 66.49%로 타 

품종에 비해 월등히 높았으며 조회분, NDF, ADF, 리그

닌의 함량도 타 품종에 비해 매우 낮아 줄기와 잎의 사

료가치가 우수하였다. ‘목우’의 총건물중은 주당 123 g

으로 타 품종의 82~105 g/주 보다 월등히 높았으며, 부

위별 1주 건물중 분포는 엽신+엽초(56.9 g)>줄기(36.8 

g)>이삭(29.3 g)으로 이삭을 제외한 경엽 부위가 타 품

종의 43~57%보다 월등히 많아(조고비율: 76%) 농가에

서 조사료로 볏짚 이용 시 수량이나 사료가치 면에서 유

리하다고 할 수 있다.

Fig. 1. Dry matter yield and grain straw ratio of four whole crop silage rice cultivars with different plant parts harvested 30 

days after hea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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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위별로 상대적사료가치(RFV)는 86.79~403.74까지의 

범위를 보이고 있으며 RFV가 100이상인 3등급 이상의 

건초는 줄기와 잎 모두에서 출수가 늦어질수록 증가하

였고 이는 등숙이 진행됨에 따라 알곡으로의 전분질 축

적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되고 이는 ‘조농’과 ‘녹양’ 이삭

의 RFV가 출수가 빨라질수록 높아진 사실이 뒷받침 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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