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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This study was conducted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different additives on the growth performance, feed 

efficiency and carcass characteristics in Holstein steers during 18month fattening periods. Twenty four Holstein steers, 

5months of age and 176.6kg, were randomly allocated to 3 experimental groups 8 animals each for 18-months feeding 

trial. The groups were control (not additive), T1 (fed zinc, Vitamin C) and T2 (fed zinc, Vitamin C, Vitamin B6 and 

Selenium). According to feeding additives, final weight was not significantly different among the treatment groups, tended 

to be high at T2 group (827kg) compared to the other groups. Average daily gain was not different among the treatment 

groups during the experimental periods, but T2 group was significantly greater than T1 group in growing stage (p<0.05). 

The feed additives had no effects on DMI during experimental periods. Feed conversion ratio of T1 group in growing 

stage was significantly higher than those of other groups (p<0.05), average feed conversion ratio was tend to be decreased 

at T2 group rather compared with other groups. In the results of yield traits, carcass weight were relatively higher in 

T2 group than other groups (p<0.05). Rib-eye area, back fat thickness and yield index were similar between groups. 

In quality traits, marbling, meat color, fat color, texture and maturity we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among the groups. 

In economic efficiency, income was highest at T2 group as 91~393 thousand won among 3 grou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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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우리나라에서 육우로 생산되는 홀스타인 수소는 한우에 

비해 출하가격과 소비자의 선호도가 낮아 육우농가에서도 

생산을 꺼리고 있다. 또한 비육우 생산비의 70% 이상을 차

지하는(Sung, 2001) 사료비의 상승으로 인해 홀스타인 품

종의 경제성 향상에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홀스타인 품종은 한우에 비해 생산비가 낮고, 비육기간 

및 사료효율 등의 긍정적인 요인도 있기 때문에 생산효율

만 향상된다면 농가 소득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가축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영양소의 기능 및 적정 요구

량을 구명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가운데 여러 영양소 중 아

연은 필수영양소로 효소작용과 단백질의 유전자 발현, 동

물의 번식, 성장, 유생산 및 면역체계에 영향을 주는 것으

로 알려져 있다(Chesters, 1997; Stake et al., 1973). 또한 

비타민 C는 자연에 존재하는 가장 강력한 항산화 물질 중의 

하나로 섬유와 골격세포 및 collagen 형성에 중요한 영양소

일 뿐만 아니라 우육의 육색을 개선하고 지방산화를 억제

한다고 알려져 있다(Harbers et al., 1981; Sanders et al.,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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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Ingredients of feed additives used this experiment (DM basis, %).

Item T1 T2

Zinc 0.030 0.033

Vitamin C 5.05 5.05

Vitamin B6 - 0.007

Selenium - 0.1

Protected fatty acid 94.92 94.81

셀레늄은 과거 중독성 광물질로 알려져있었지만 동물 세

포질 내에서 항산화적 생리활성작용을 하는 glutathione 

peroxidase (GSH-Px)의 구성 성분으로 면역력을 향상시키

며 사료내 불포화지방산 함량에 따라 요구량은 증가된다. 

(Spears et al., 1986), 셀레늄 결핍시 체중저하 및 폐사가 

우려되고 과잉섭취 시 식욕저하를 유발할 수 있다(Rosenfeld 

and Beath, 1964).

비육우는 다량의 농후사료를 섭취하여 잉여에너지를 지

방축적으로 전환하는데 이러한 과량의 에너지를 축적할 때

에 소화 흡수 대사과정에서 세포내에서는 막대한 산화적 

스트레스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산화적 스트레스

는 활성산소 및 Nitric Oxide 증가를 초래하여 지방 세포의 

분화를 억제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Hiroyuki et al., 

2007).

아연, 비타민 C 및 셀레늄 등은 가축의 세포 내 항산화 

작용물질로 비육우의 생산성 및 육질개선 물질로 이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비타민 B6는 100종이 넘는 효소

의 조효소로서 아미노산, 포도당, 지질대사와 신경전달물

질 합성에 관여한다고 알려져 있어(Cho, 2010), 영양소 이

용에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위의 다양한 영양소를 육우에 급여함으로써 발육

특성 및 도체특성을 구명하고자 연구를 수행하였다. 

II. 재료 및 방법

1. 공시동물 및 사양관리

본 연구는 생후 5개월령(평균체중 176.3 kg) 홀스타인 

수소 24두를 공시하여 거세 후 시험축으로 이용하였고, 사

양관리는 육성기(5 - 10개월령), 비육전기(11 - 16개월령) 

및 비육후기(17 - 22개월령)로 성장단계를 구분하여 배합

사료 급여량은 각각 체중의 1.8 - 2.2% 및 자유채식을 원칙

으로 하루 두 번(08:00 및 16:00) 균등분배 하였고, 조사료

는 육성기에는 호밀, 티모시에 볏짚을 혼합하여 급여하였

으며, 비육기에는 볏짚만 급여하였다. 조사료 급여는 전기

간 동안 자유채식토록 하였다. 첨가제는 오전사료 급여 시 

처리구별로 두당 100 g씩 Top dressing 하여 급여하였다. 

미네랄 블록 및 물은 항상 자유롭게 섭취할 수 있도록 하였다.

2. 시험사료

공시동물에 급여한 배합사료는 시판되는 육우용 사료

(Table 2)를 이용하였고, 조사료는 호밀과 티모시, 볏짚을 

이용하였다. 첨가제는 Table 1의 성분비에 맞추어 주문 생

산하여 시험에 이용하였다. 시험에 이용된 사료의 일반성

분은 Table 3에 나타내었다.

3. 시험설계

본 연구의 처리구 배치는 대조구(무처리)와 육질개선을 

위한 첨가물질은 반추위 우회율을 높이기 위하여 보호지방

으로 처리한 T1(아연 및 비타민 C 첨가구) 및 T2(아연, 비타

민C, 비타민 B6와 셀레늄 첨가구)로 나누어 8반복으로 완

전 임의배치 하여 충북 청원 육우 농가에서 18개월간 사양

시험을 수행하였다. 

4. 조사항목

시험사료의 일반성분 함량은 각각의 샘플(2 kg)을 수집

하여 AOAC(1995) 방법에 준하여 분석하였다. 체중조사는 

시험개시일부터 종료 시까지 우사 내에 위치한 우형기(CAS 

Korea, Newton HT-501A)를 이용하여 매월 오전 사료급

여 전에 수행하였다. 증체량은 개시체중에서 매월 측정된 

값의 차로 구하였고, 각 처리별 평균값을 시험일수로 나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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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Fomula of concentrate used in this experiment (DM basis).

Fomula
Mixture ratio (%)

Growing Early fattening Late fatterning

Corn 34.12 25.00 30.00

Wheat 10.00 15.00 24.42

Alfalfa  3.00 - -

Gluten 20.00 19.21 13.24 

Wheat bran  6.00  3.00  4.00 

Tapioca  3.54  5.00 -

Soybean  3.89 - -

Sesame  5.00  5.00  3.00 

Rapseed  3.00  5.00 -

Coconut  3.60 -  5.82

Molasses  5.00  5.00  5.00

Limestone  1.06  0.76  0.83 

Miner Mixture  0.13  0.10 -

NaHCO3 -  0.70  0.70 

Vitamin Mixture  0.07  0.03  0.03

Palm kernel meal  5.00  3.48  7.00

Salt  0.60  0.60 -

Calcium phosphate  0.11 -  0.04

Corn cob  5.00  3.00 -

Table 3. Chemical composition of experimental diets.

Item
Concentrate

Rye silage
Timothy

(hay)
Rice straw

Growing Early fattening Late fatterning

DM
a)
(%) 87.82 87.56 87.41 10.74  9.04  8.63

CP
b)

(%) 15.00 13.00 12.00 12.96  8.15  3.26

EE
c)
(%)  2.76  2.71  2.89  3.15  2.00  1.85

CA
d)

(%)  6.45  5.81  5.17  7.31  6.63  9.79

CF
e)
(%)  8.66  6.08  4.86 27.36 28.78 27.79

NDF
f)
(%) 23.94 18.81 18.62 56.55 64.60 66.15

ADF
g)

(%) 12.19  8.88  8.55 31.40 34.72 36.42
a)
DM: Dry matter. 

b)
CP: Crude protein.

c)
EE: Ether extract.

d)
CA: Crude ash.

e)
CF: Crude fiber.

f)
NDF: Neutral detergent fiber. 

g)
ADF: Acid detergent fiber. 

어 일당증체량을 구하였다. 사료섭취량은 오전 사료 급여 

전 잔량을 조사한 후 전날 급여량에서 뺀 값을 섭취량으로 

간주하였다. 도체조사는 사양시험이 종료된 공시축을 출하

하여 도축한 후, 0℃에서 18 - 24시간 동안 도체를 현수시

킨 후 육량판정요인(도체중, 등지방두께, 배최장근단면적)

과 육질판정요인 (근내지방도, 육색, 지방색, 조직감, 성숙

도)을 소도체등급 판정기준에 의거하여 축산물 등급판정사

가 평가하였다. 경제성 분석은 도축한 시험축의 판정가격

과 생산비를 고려하여 분석하였다. 총수입은 도체등급과 

도체중을 고려하여 받은 정산금액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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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Effects of feed additives at different growth stages on growth performance and feed intake of Holstein steers.

Item Con T1 T2

Initial BW (kg) 175.4±7.1
a)

176.0±5.0 177.5±5.5 

Final BW (kg) 789.4±22.9 768.8±19.0 826.9±20.8 

ADG (kg/d)

Growing 1.28±0.05
ab

1.17±0.04
b

1.30±0.03
a

Early-fattening 1.23±0.04 1.22±0.05 1.34±0.05 

Late-fattening 1.04±0.06 1.02±0.06 1.10±0.07

Total average 1.17±0.04 1.13±0.03 1.24±0.05

Feed intake (kg)

Growing 

Concentrate 5.25±0.55 5.23±0.60 5.23±0.60 

Hay/Rice straw 3.44±1.65 3.67±1.54 3.62±1.50 

DM intake 7.65±1.66 7.81±1.58 7.79±1.54 

Early-fattening

Concentrate 8.51±1.18 8.51±1.18 8.51±1.18 

Rice straw 3.28±0.18 3.28±0.16 3.25±0.17 

DM intake 10.38±1.07 10.38±1.07 10.36±1.07 

Late-fattening

Concentrate 11.19±0.70 11.14±0.68 11.12±0.68 

Rice straw 3.20±0.24 3.20±0.23 3.18±0.22 

DM intake 12.66±0.48 12.57±0.50 12.59±0.50 

Total average

Concentrate 8.63±0.90 8.61±0.91 8.59±0.91

Rice straw 3.30±0.64 3.37±0.66 3.34±0.66

DM intake 10.49±0.95 10.54±0.91 10.50±0.93

Feed conversion ratio (feed/gain kg)

Growing 6.02±0.22
b

6.76±0.23
a

6.01±0.16
b

Early-fattening 8.47±0.25 8.59±0.37 7.81±0.30 

Late-fattening 12.46±0.69 12.60±0.70 11.75±0.75

Total average 9.03±0.33 9.36±0.26 8.55±0.33
a)
Means ± standard error of mean.

생산비는 송아지 가격, 사료비 및 기타비용으로 하였다. 수

익은 총수입금에서 생산비를 뺀 값으로 하였다.

5. 통계처리

본 시험에서 얻어진 성적들은 SAS (Statistical Analysis 

System software version 9.2)를 이용하여 분산분석

(Duncan’s multiple range test) 및 처리구간 유의성(p

＜0.05)을 검증하였다.

III. 결과 및 고찰

1. 체중, 일당증체량 및 사료섭취량

홀스타인 거세우(5개월령, 평균체중 176.3 kg)를 공시

하여 성장단계별 발육 및 사료섭취량을 조사한 결과는 다

음과 같다(Table 4). 시험 종료시 체중은 T2 처리구가 평균 

827 kg으로 다른 처리구 보다 37 - 58 kg 높았지만 통계적 

유의적 차이는 없었다. 일당증체량에 있어 육성기에서는 

처리구(T2)가 1.3 kg/일로 가장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고, 



Sang Min Lee / Effects of zinc, vitamin and selenium additives for improving meat quality on the growth …

CNU Journal of Agricultural Science 42(3), 2015. 9 257

Table 5. Effects of feed additives on carcass characteristics of Holstein steers.

Item Con T1 T2

Yield traits

Carcass weight (kg) 461.9±15.2
a)
 

ab
429.5±10.1

b
477.0±13.9

a

Back fat thickness (mm) 8.7±1.0 5.8±0.3 7.5±1.4 

Rib eye area (cm
2
) 78.7±3.3 73.1±2.4 78.6±2.9 

Yield index 61.9±0.9 63.8±0.3 62.3±1.1 

Yield grade (A:B:C, %) 0:71:29 0:100:0 0:50:50

Quality traits

Marbling score (No.) 2.4±0.5 2.1±0.2 2.4±0.3 

Meat color (No.) 4.9±0.3 4.8±0.2 4.9±0.1 

Fat color (No.) 2.7±0.2 2.4±0.2 2.9±0.1 

Texture (No.) 2.0±0.0 2.0±0.0 2.0±0.0 

Maturity (No.) 2.1±0.1 2.0±0.0 2.0±0.0 

Quality grade (1
+
:1:2:3, %) 0:14:72:14 0:0:87.5:12.5 0:12.5:75.0:12.5

a)
Means ± standard error of m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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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1 처리구에 유의적으로 높았지만(p＜0.05) 대조구와는 유

의차가 나타나지 않았다. 비육 전기간 처리구간 유의적 차

이는 없었다. 전체 일당증체량 평균은 T2 처리구가 1.24 

kg/일로 다른 처리구 보다 0.07 - 0.11 kg/일 높았지만 

처리간 유의적 차이는 없었다. 사료섭취량은 육성기 및 비

육기에서 처리구별 차이가 없었고, 건물섭취량 또한 동일

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사료요구율은 육성기에서는 대조구 

및 T2 처리구가 T1 처리구에 비해 유의적으로 낮았지만(p

＜0.05), 비육기간에서는 처리구간 유의적 차이가 없었다. 

또한 전기간 평균 사료요구율이 T2 처리구가 다른 처리구

에 비해 우수하였는데 통계적 유의차는 없었다. 

이전의 연구에서 첨가수준에 상관없이 아연의 급여는 육

성기 및 비육후기의 거세우에서 일당증체량을 향상시킨다

고 보고하였고(Perry et al, 1968; Spears and Kegley, 

2002), 다른 연구에서도 육성기 암소의 30 mg/kg 급여시 

일당증체량 및 사료요구율에 있어 향상된 경향을 나타내었

다고 보고하였다(Spears, 1989). 또한 아연은 핵산, 단백

질 및 탄수화물의 대사에 관여하는 효소의 필수성분이며, 

면역 등 생체방어 시스템에 있어서도 중요한 작용을 한다

고 하였다(NIAS, 2012). 본 연구에서 아연 및 비타민 C 급

여구(T1 및 T2)에서 증체 및 사료요구율이 T2 처리구에서 

개선경향을 보였는데, 대조구와 차이가 없는 T1 처리구의 

결과로 판단할 때 T2의 증체개선 효과는 비타민 C와 아연

에 의한 효과라 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전의 연구에

서도 Nunnery 등(2007)은 아연은 증체 및 사료요구율에 

있어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하였다(Greene et al, 1988; 

Malcolm-Callis et al., 2000).

홀스타인 거세우의 발육 및 사료요구율에 있어 급여한 

첨가제 중 T1(아연, 비타민C) 처리구 보다 T2(아연, 비타민

C, 비타민B6, 셀레늄) 처리구가 발육 및 사료요구율에 있

어 육성기에서는 개선된 결과를 나타내었는데, 이전의 연

구에서는 Awadeh 등(1998)은 무기셀레늄 급여시 비육 암

소에 대사 및 성장발달에 관계하는 갑상선호르몬에 대하여 

활성형호르몬으로 전환은 증가시키나, 증체량에는 차이가 

없다고 하였고, 다른 연구자들도 셀레늄의 급여량에 따른 

증체효과는 없었다고 보고하였다(Kim et al, 2012; Lee et 

al., 2004). 본 연구의 결과 육성기 T2 처리구에서 발육특

성이 가장 높았던 것은 T1 처리구에 첨가된 아연 및 비타민 

C에서는 나타나지 않은 셀레늄 및 비타민 B6의 첨가효과라 

예측되지만, 셀레늄 및 비타민 B6 급여처리구가 없어 명확

히 결론내긴 힘들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셀레늄 및 비타

민 B6 급여 효과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2. 도체특성

홀스타인 거세우 24두를 공시하여 육질개선을 위한 첨

가제를 급여한 후 도체특성을 조사한 결과는 Table 5와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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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Economic efficiency on treatments (Thousand won/head).

Item
Treatments

Con T1 T2

Gross receipt
1)

3,975 3,679 4,065

Operating cost

Feed
2) 

Others
3)

2,574

2,292

283

2,581

2,298

283

2,574

2,291

283

Income 1,400 1,098 1,491
1)

Selling price of carcass by grade and by product inclusive of the dues of slaughter (2013).
2)

Feeds : Growing 398Won/kg, Early fattening 401Won/kg, Late fattening 404won/kg. forage 300Won/kg
3)

On the basis of the standard cost of livestock product.

다. 처리구별 육량특성에 있어 도체중은 T2 처리구가 T1 처

리구에 비하여 유의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p＜0.05), 

대조구와는 유의적 차이는 없었다. 등지방두께는 처리구간 

유의적 차이는 없었지만, 대조구가 8.7 mm로 처리구에 비

해 높은 경향을 보였고, 등심단면적에서 대조구, T1 및 T2 

처리구별로 각각 78.7, 73.1 cm
2
 및 78.6 cm

2
으로 처리구

간 유의적 차이가 없었지만, T1 처리구가 가장 낮았다. 육

량지수 및 육량등급에 있어서도 처리구간 유의적 차이는 

없었지만, T1 처리구에서 육량등급 출현율(B등급 이상 

100%)이 가장 우수하였다. 육질특성에 있어서는 육색, 지

방색, 조직감 및 성숙도에 있어서 처리구간 유의적 차이는 

없었고, 모두 등급하락 요인이 아닌 정상범위로 나타났다. 

근내지방에서는 T1 처리구가 2.4로 대조구 2.1 및 T2 처리

구 2.4로 유의적 차이는 없었다. 육질 1등급 이상 출현율에 

있어서는 대조구(14%)와 T2 처리구(12.5%)가 T1 처리구

(0%)에 비해 높은 결과를 나타내었다. 이전의 연구에서는 

거세우에 아연과 메치오닌 혼합급여 시 근내지방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하였고(Kesslera et al., 2003), 셀레늄은 

사료 내 불포화지방산 함량이 높을 때 셀레늄 요구량이 증

가하면 면역력이 증가하여 도체특성에 긍정적인 결과를 나

타난다고 하였다(Stabel and Spears, 1993). 하지만, 

Greene 등(1988)은 거세우에 아연과 메치오닌의 혼합급여

는 근내지방 및 육량지수를 향상시킨다고 하였고, 수소에 

아연의 급여는 대조구에 비해 근내지방이 높은 경향을 나

타내었다고 하였다(Kesslera et al, 2003). 비타민C의 경

우 비육우에 급여함으로써 건강증진과 근내지방도를 높여 

소득을 향상(Park et al, 2010)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하였

다. 본 연구에서는 아연과 비타민C의 급여한 처리구의 근

내지방 개선을 통한 육질개선을 기대하였지만, 효과가 없

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조구에 비해 T2 처리구에서 도체중

이 개선 된 것으로 나타났지만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육성기 발육향상에 영향을 준 것이 도체중에 기인한 것으

로 판단된다. 

사료첨가제 급여에 따른 홀스타인 거세우의 경제성 분석

은 Table 6과 같다. 각 처리구별로 조수입은 각각 3,975, 

3,679 및 4,065천원으로 T2 처리구가 가장 높았는데, 생산

비는 처리구에서 첨가제 급여에 따른 사료비 증가로 높았

는데, T2 처리구는 첨가제 사용에 비해 증체효과를 보여 

조수입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수익에서는 T1처리구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

고, T2 처리구가 대조구에 비해 91천원, T1에 비해 393천

원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IV. 결 론

본 연구는 여러가지 첨가물질을 함유한 사료가 급여가 

홀스타인 거세우의 발육, 도체특성 및 경제성에 미치는 급

여효과를 구명하기 위해 수행하였다. 생후 5개월령 평균체

중 176.3 kg, 홀스타인 거세우 24두를 3처리 8반복으로 완

전 임의배치하여 18개월간 사양시험을 수행하였다. 처리구

는 대조구(무급여구), T1(비타민 C 및 아연 급여구) 및 T2

(비타민 C, B6, 아연 및 셀레늄)으로 배치하였다. 종료체중

은 처리구간 유의적 차이는 없었지만, T1 처리구가 827 kg

으로 가장 높았다. 일당증체량은 육성기에서 T2 처리구가 

T1 처리구 보다 유의적으로 높았지만, 평균 일당증체량에

서는 처리구간 유의적 차이는 없었다. 첨가제는 시험기간 

동안 섭취량에 있어 영향을 주지는 않았다. 사료요구율은 

육성기에서 T1 처리구가 다른 처리구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p＜0.05), 평균 사료요구율에서는 다른 처리구

에 비해 T2 처리구가 비교적 낮은 경향을 나타내었다. 육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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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에 있어 도체중은 T2 처리구가 대조구와는 차이가 없

었으나 T1 처리구에 비하여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다(p

＜0.05). 육량특성에서 도체중은 T2 처리구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p＜0.05). 등심단면적, 등지방두께와 육

량지수는 처리구간 유사하였다. 육질특성에서는 근내지방

도, 육색, 지방색, 조직감 및 성숙도는 세 처리구간 유의적 

차이가 없었다. 경제성 분석에 있어 수익은 T2 처리구가 

다른 처리구에 비해 91 - 393천원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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