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 17, No. 12 pp. 407-414, 2016

http://dx.doi.org/10.5762/KAIS.2016.17.12.407
ISSN 1975-4701 / eISSN 2288-4688

407

사료 내 비테인 첨가 급여가 비육돈의 영양소 소화율 및 생리학적 

변화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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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사료 내 비테인의 첨가 여 시 비육돈의 양소 소화율  생리학  반응을 조사하기 하여 실시하 다. 
평균 체  80.1±3.7 kg의 거세 숫퇘지 12두를 개별 사 이지에 공시하 다. 시험사료는 비육돈의 양소 요구량을 충족하
는 시 사료를 기  조구 시험사료로 하 으며, 기 사료에 0.5%의 비테인을 첨가한 사료를 처리구 사료로 이용하 다.
시험디자인은 2×2 Latin square 법으로 설계하여 각 Phase 당 7일간 순치기간과 7일간의 시험기간을 두었다. 분석에서 얻어진 
결과들에 하여 처리구간의 통계  유의성은 student’ t-test을 이용하여 검정하 다. 양소 소화율을 조사한 결과, 비테인 
첨가 여에 의해 건물  단백질의 외 상 소화율이 통계 으로 유의하게 각각 1%와 1.3%가 개선되는 것으로 찰되었다
(p<0.05). 에 지 이용율을 조사한 결과에서도 에 지의 외 상 소화율이 82.3%에서 83.7%로 비테인 여에 의해 증가되었
으며(p<0.05), 이로 인하여 체내 에 지 retention도 약 6% 이상 ( 조구 4,057 vs 처리구 4,314 kcal; p<0.01) 유의하게 증가되
는 것으로 찰되었다.  생화학 성분  스트 스 호르몬, 면역단백질, 염증성 사이토카인을 분석한 결과에서는 비테인 
여에 의한 유의한 향은 찰되지 않았다. 요약하자면, 육성돈 사료 내 비테인의 첨가 여는 생리 으로 부정 인 향 

없이 양소 소화율  에 지 이용성 개선에 유의한 효과를 가지며, 이것은 증체량  사료효율을 개선하여 생산성을 향상 
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시사한다.

Abstract  This study was conducted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supplementation of dietary betaine on nutrient 
digestibility and physiological responses in finishing pigs. A total of twelve pigs with a body weight of 80.1±3.7 kg
were individually caged, and randomly assigned to one of the two experimental diets containing 0 (control) or 5 g/kg
(treatment) of the betaine in a 2 × 2 Latin square design. The experimental period was 14 days-7 days adaptation
and 7 days trial period-per phase. All data for the difference between control and treatment groups were statistically
analyzed by student's t-test. Dry matter and crude protein digestibility in the treatment group were significantly 
improved by 1% and 1.3%, respectively, as compared with those in the control (p<0.05). The apparent absorption
of dietary energy was increased from 82.3% to 83.7% by dietary betaine supplementation. Thus, the retention of 
energy was also significantly increased to above 6% in the treatment group compared with the control group (control
4,057 vs treatment 4,314 kcal; p<0.01). The physiological parameters indicating serum biochemical contents and 
stress-, immune-, and inflammatory- responses were not changed by the supplementation of dietary betaine. In 
conclusion, dietary betaine improves the nutrient digestibility without any negative effects in terms of physiology in
finishing pigs. It suggests that the supplementation of dietary betaine may increase the productivity through the 
improvement of weight gain and feeding effici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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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아미노산 유래의 비테인은 부분의 유기체 내에서 

질소원자에 3개의 methyl(CH3-)기가 결합되어 있는 
trimethylglycine의 형태로 존재하는데[1], 가축사료 내 
비테인의 공 은 methyl기의 공여자로써 사료 내의 
methionine이나 choline 등의 요구량을 여  수 있다

[2]. 동물에서 비테인의 기능으로는 체내에서 아미노산, 
지질 사  항체형성 등에 요한 역할을 하며[3-6], 삼
투압 조 과 스트 스 감에도 효과 인 것으로 보고되

고 있다[7,8]. 
국내에서는 가축의 사료 비 감 차원에서 아미노산 

체제 혹은 단백질 이용성 증진을 목 으로 비테인을 

여하는 연구가 일부 수행되어 증체량 혹은 도체품질 

등이 개선되는 효과를 보고하고 있으나[9,10], 액학  

특성이나 생리  변화에 한 연구는 미미한 실정이다. 
한편, 실험동물에서 지질 사에 련하여 지방간 혹은 

비만 련 인자에 한 비테인의 연구가 일부 연구자들

에 의해 수행되었지만, 축산분야에 있어서 가축에 목
된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11,12].
비테인의 사료 내 이용에 한 연구는 국외에서 보다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비테인의 여에 의한 생산
성 개선효과는 이미 오래 에 증명 되었으며[13,14], 고
온환경 는 독성 callenge 시험 등 다양한 스트 스 환

경 하에서의 비테인 여에 의한 스트 스 감 효과를 

보고하고 있다[15-17].
국내외의 연구들에서 돼지를 이용한 비테인 여 효

과에 해서는 주로 증체량, 도체특성, 육질 등에 미치는 
향에 을 맞추어 이루어지고 있으며, 사료 내 양
소 소화율  생리학  변화에 한 연구는 미미한 수

이다. 한, 비테인은 단백질 합성  에 지 사에 

여하기 때문에 사료 내 단백질과 에 지 함량에 따라서

도 향이 다른 것으로 나타나 연구자들의 시험조건에 

따라 일 된 결과가 보고되고 있지 않는 실정이다

[18-20].
따라서, 국내 한국사양표 (2012)에서 권장하고 있는 
양소 요구율을 충족하는 조건에서 비육돈 사료 내 비

테인 여가 따른 양소 소화율  이용성에 미치는 

향에 한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비육돈 사료 내 
비테인을 첨가 여하 을 때, 양소 소화율  체내 생
리반응에 미치는 향을 조사하기 하여 실시하 다.

2. 재료 및 방법

2.1 공시동물 및 시험디자인

평균 체  80.1 ± 3.7 kg의 3원교잡종 (Landrace × 
Yorkshire × Duroc) 거세 수컷 비육돈 12두를 공시하여 
2개의 처리구에 12두를 완  임의 배치법에 의해 각각 

6두씩 배치하 다. 시험디자인은 2×2 Latin Square법으
로 설계하 다.

2.2 시험사료 및 사양관리

본 연구에 이용된 시험사료는 옥수수와 두박을 기

로 하여 에 지  양수 을 한국사양표 (2012)에
서 권장하는 수 을 만족하는 사료를 기 사료로 하여 

비테인 비첨가구를 조구(Con)로 하 으며, 사료 내에 
0.5%의 비테인을 첨가한 구를 처리구(TRT)로 설계하
다. 기 시험사료의 양소 함량은 Table 1에 나타내
었다.

Table 1. Chemical composition of basal diet

Chemical composition contents

Digestible energy, kcal/kg 3,500

Crude protein, % 16.5

Crude fat, % 4.5

Crude Fiber, % 6.0

Crude Ash, % 7.0

Calcium, % 0.5

Phosphorus, % 0.90

Lysine, % 0.95

사양 리 방법은 다음과 같다. 공시축을 스테인 스 

개별 사틀에 입식한 후 7일간의 순치기간을 두었다. 
사료 여량은 공시축의 체 에 기 한 사에 지 요구

량의 2배를 산출하여 1일 여량으로 설정하 다. 여

방법은 1일 사료 여량을 2회 (09:00시  16:00)로 나
어 여하 으며, 음수는 자유음수를 실시하 다. 사
료 여량은 순치기간과 시료채취기간 동안 동일하 다. 

Fig. 1.에서는 본 연구에서 수행된 시험디자인을 간략
히 도식화해서 나타내었다. 순치 종료 후 시험개시 당일 
09:00시에 분  마커로써 5 g의 산화철을 사료에 혼합
하여 여(1차)하 으며, 5일 후 다시 한 번 5 g의 산화
철을 사료에 혼합하여 여(2차)하 다. 1차 산화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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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한 후 분변에서 산화철이 찰된 시 부터 2차 산화
철 여한 후 분변에서 산화철이 찰되는 시 까지 배

설된 모든 분과 뇨를 수집하 다. 수집된 분은 80℃ 건

조기에서 48시간 동안 건조를 실시한 후 분석에 이용하
다. 뇨  휘발성 질소의 손실을 방하기 하여 소변 

1L 당 6N HCl 10 mL를 첨가하여 시료를 수집하 으며, 
분석 까지 -70℃에 냉동 보 하 다. Phase 1의 시료
채취가 종료된 후에 공시축의 체 을 측정하 으며, 공
시축의 처리구 재배치 후 Phase 2의 과정을 의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실시하 다.

Fig. 1. Experimental Design

2.3 분석항목 및 분석방법

2.3.1 외관상 전장 소화율

외 상 장 소화율을 측정하기 하여 사료  배설

된 분, 뇨 의 일반 양소 (조단백질, 조지방, 조섬유, 
조회분, 에 지)를 AOAC (1995) 방법을 이용하여 분석
하 다[21]. 양소 소화율은 분석 치로부터 다음과 같

은 공식을 이용하여 산출하 다.

 

 ×
 

   

2.3.2 혈액학적 분석

액샘 은 각 Phase 종료 시 채취 날 16:00에 사
료 여 이후부터 17시간 동안 식 후 채취 당일 09:00
시에 경정맥을 통하여 채취하 다. 채취된 액은 2,000 
× g, 4℃에서 20분간 원심분리하여 상층의 청을 분리
한 후 분석 까지 –70℃ 냉동고에 보 하 다. 액 

내 생화학 성분인 glutamic oxaloacetic transaminase 
(GOT), glutamic pyruvic transaminase (GPT), glucose 

(GLU), total cholesterol (T-CHO), total protein 
(T-PRO), triglyceride (TG), blood urea nitrogen 
(BUN), non-esterified fatty acid (NEFA)의 농도를 자동
생화학 분석기(Hitachi 7180, Tokyo, Japan)를 이용하여 
분석하 다.

 스트 스 호르몬인 cortisol과 면역학  반응지

표인 immunoglobulin G (IgG)  cytokines 
(interleukin-6, IL-6; tumor necrosis factor-alpha, TNF-
α)의 농도는 시  enzyme-linked immunosorbent assay 
(ELISA) kit (cortisol, CSB-E06811p, CUSABIO, 
CHINA; IgG, E101-104, BETHYL Lab., USA; IL-6, 
P6000B, R&D systems, USA; TNF-α, PTA00R&D 
systems, USA)를 사용하여 각 kit의 procedure에 의해 
microplate reader로 측정하 다.

2.4 통계분석

본 연구에서 분석된 모든 결과는 통계 로그램 SPSS 
version 17.0을 이용하여 분석하 다. 처리구간의 통계
 유의성은 student’ t-test를 이용하여 분석하 으며, 
통계  유의차는 유의수  0.05 이하에서 인정되었다.

3. 분석결과

3.1 영양소 소화율

Table 2. Effect of supplementation of dietary betaine on
apparent total tract digestibility of nutrients in 
pigs

Items Con TRT SEM P value

DM, % 84.9 85.9 0.3 0.036 

Crude Protein, % 82.3 84.0 0.4 0.038 

Crude Fat, % 63.7 66.4 1.5 0.390 

Crude Fiber, % 41.6 45.6 1.3 0.111 

Crude Ash, % 37.1 41.0 1.3 0.148 

DM, dry matter; Con, non-supplemented betaine; TRT, dietary 0.5% 
supplemented with betaine; SEM, standard error mean; Significant 
differences were considered below 0.05.

모든 공시축은 시험기간 동안 체 에 기 한 사에

지 요구량의 2배를 산출하여 여하 다. 일당 사료섭
취량은 Phase 1과 2에서 각각 1.66 kg±0.01, 1.71 
kg±0.01이었다. 비테인 여에 따른 사료 내 양소 소
화율은 Table 2에 나타내었다. 건물소화율은 비테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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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에 의해 조구 84.9%보다 85.9%로 약 1% 유의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찰되었으며(p=0.036), 단백질 소화율 
한 조구 82.3% 보다 비테인 여구에서 84.0%로 
약 1.3%가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났다(p=0.038). 그러나 
조지방, 조섬유, 조회분의 소화율에 있어서는 비테인 
여에 의한 효과는 찰되지 않았다(p>0.05).

Table 3. Effect of supplementation of dietary betaine on 
energy balance in pigs

Item Con TRT SEM P value

Energy Intake, kcal 5,486 5,679 39 0.011 

Fecal Excretion, kcal 968 922 18 0.213 

Apparent Absorption, kcal 4,518 4,756 44 0.004 

Digestibility, % 82.3 83.7 0.4 0.046 

Urinary excretion, kcal 460 442 30 0.771 

Retention, kcal 4,057 4314 46 0.003 

Retention of intake, % 74.0 76.0 0.5 0.054 

Retention of absorbed, % 89.8 90.7 0.6 0.484 

Con, non-supplemented betaine; TRT, dietary 0.5% supplemented with
betaine; SEM, standard error mean; Significant differences were 
considered below 0.05.

비테인 여에 따른 에 지 balance를 분석한 결과는 
Table 3에 나타내었다. 일당 에 지 섭취량은 조구와 

비테인 여구에서 각각 5,486과 5,679 kcal이었으며, 
분  에 지 배출량은 조구와 처리구에서 각각 968
과 922 kcal로 찰되었다. 외 상 소화율은 조구 

82.3%에 비하여 비테인 여구에서 83.7%로 유의하게 
증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p=0.046). 뇨 으로 배설되
는 에 지양은 두 처리구간의 차이가 없는 것(460 kcal 
in Con vs. 442 kcal in TRT; p=0.771)으로 찰되어 체
내 에 지 retention은 소화율이 높은 비테인 여구

(4,314 kcal)에서 비 여구(4,057 kcal) 보다 약 6.3%가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p=0.003). 

3.2 혈액생화학 성분

Table 4는 각종 양소 사반응의 지표로써 활용되
는  GLU, T-CHO, T-PRO, TG, BUN, NEFA의 함
량과 간수치를 나타내는 GOT, GPT의 농도를 나타내었
다. 두 처리구 사이에서 NEFA를 제외한 모든 찰 지표
는 비슷한 수 으로 찰되었다. 다만, 지질 사의 지표

로서 이용되는 NEFA의 경우 통계 인 유의차는 아니지

만, 조구 100.5 mEq/L에 비하여 처리구에서 139.4 

mEq/L로 약 40%의 증가가 비테인 여에 의해 찰되
었다.

Table 4. Effect of supplementation of dietary betaine on 
serum biochemical parameters in pigs

Item Con TRT SEM P value

GLU, mg/L 76.0 72.0 1.5 0.181 

T-CHO, mg/L 89.3 88.3 2.1 0.831 

T-PRO, g/L 6.8 6.6 0.1 0.210 

TG, mg/L 20.5 20.4 1.1 0.970 

BUN, mg/L 9.8 9.5 0.3 0.615 

NEFA, mEq/L 100.5 139.4 16.1 0.235 

GOT, IU/L 27.3 27.1 2.7 0.976 

GPT, IU/L 43.1 42.9 1.0 0.933 

GOT, glutamic oxaloacetic transaminase; GPT, glutamic pyruvic 
transaminase; GLU, glucose, T-CHO, total cholesterol; T-PRO, total 
protein; TG, triglyceride; BUN, blood urea nitrogen, NEFA, 
non-esterified fatty acid; Con, non-supplemented betaine; TRT, dietary
0.5% supplemented with betaine; SEM, standard error mean; 
Significant differences were considered below 0.05.

3.3 혈중 스트레스 호르몬, IgG, cytokines

비테인 여에 의한 스트 스 반응 정도와 이와 함께 

수반되는 면역반응을 조사하기 하여 의 cortisol, 
IgG, pro-inflammatory cytokines의 함량을 분석하 다

(Fig. 2.).

Fig. 2. Effect of supplementation of dietary betaine on 
serum cortisol, IgG, IL-6 and TNF-α in pigs. 
Columns and bars present mean and standard 
error, respectively. Con, non-supplemented 
betaine; TRT, dietary 0.5% supplemented with 
beta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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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 스 호르몬인 cortisol의  농도는 조구와 

비테인 첨가구에서 각각 5.01 ng/mL와 4.52 ng/mL로 
비슷한 수 으로 찰되었으며 통계 인 유의성 한 인

정되지 않았다.  면역 로불린인 IgG의 함량과 
pro-inflammatory cytokine인 IL-6와 TNF-α의 함량 
한 두 처리구간의 유의한 차이를 발견할 수 없었다. 

4. 고찰

4.1 영양소 소화율

본 연구에서는 사료 내 비테인 첨가 여가 비육돈의 

체내 양소 이용성   생리학  지표들에 미치는 

향을 조사하기 하여 실시하 다.
양소 이용성을 분석한 결과에서 건물  조단백질 

소화율, 에 지 소화율  retention이 유의한 차이를 나
타내며 개선되는 것으로 찰되었다. Schrame 등[2]의 
연구에서 사료 내 비테인을 첨가 여하 을 때 에 지

와 단백질의 retention이 증가되는 것으로 찰되어 본 
연구와 동일한 결과를 보고하 으며, Kwack 등[22]의 
연구에서도 비테인을 사료 내에 0.4% 첨가하 을 때 첨

가하지 않은 처리구보다 약 5% 이상의 단백질 소화율이 
개선되는 것으로 보고하 다. 한편, Overland 등[18]의 
연구에서는 사료 내 비테인의 0.13%를 첨가 여하 을 

때, 사료효율   생화학지표, 양소 소화율  이

용성에 한 유의한 효과를 찰하지 못하여 본 연구와

는 상반된 결과를 보고하 다. 이는 시험설계상의 차이
에서 나타날 수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실제 으로 

Overland[18]의 연구에서 비테인 여수 은 본 연구보

다 1/4 수 으로 낮은 수 이었으며, 시험사료 내 단백
질과 필수아미노산의 수 은 본 연구보다 높게 설정되어 

있었다. 비테인은 사료 내 단백질과 에 지 수 에 따라

서 그 효과가 다르게 나타나는 데[20], 본 연구에서는 이
러한 효과에 하여 증명할 수 없지만, 단백질과 아미노
산 수 이 낮은 경우에 비테인의 methyl기 체 효과는 
더욱 커질 것으로 상할 수 있으며 이에 한 검증이 

추가 으로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사료 내 비테인의 첨가 여는 돼지에 있어서 증체량 

 사료효율을 개선시키며 도체성 에도 정 인 향

을 미친다는 연구결과가 Matthews 등[23]외에 많은 연
구자들에 의해 보고되고 있다[13,14]. 본 연구에서는 제

한 여로 인해 증체량 등의 생산성 조사를 실시하지 않

았지만, 증가된 에 지 이용성  단백질 소화율은 증체

량  사료효율 개선에 정 인 향을 미칠 것으로 사

료된다. 이는 양돈분야에 있어서 생산성 증진  사료비 
감을 해 사료 내에 생균제, 한방약제 부산물, 효소제 
등 다양한 기능성 물질의 첨가 효과에 한 연구들

[24,25]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비테인 한 사
료 내 양소 이용율을 높이기 한 사료첨가제로써의 

이용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4.2 혈액생화학 성분

 GLU, BUN, NEFA의 함량은 생체내의 에 지 

이용성  단백질과 지방의 사상태를 나타내는 지표로

서 이용된다[3,4]. 본 연구에서는 비테인 여에 의해 에
지 이용성과 단백질 소화율이 유의한 수 으로 개선되

었지만,  이들의 함량은 비테인 여에 의한 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찰되었다. Eklund [7]등은 비테인의 
여에 의한 생리학  변화는 연구자들 마다 다른 결과

를 보고하고 있다고 주장하 는데, Urbanczyk 등[26]과 
Xu 등[27]의 연구에서는 사료 내 비테인을 0.1에서 
0.2%까지 여하 을 때,  BUN과 TG의 농도는 감
소하고 T-CHO의 농도는 증가하는 것으로 찰하여 본 
연구와 상반된 결과를 보고하 다. 한편, 사료 내 비테인
의 첨가 여는 돼지뿐만 아니라 가 류에서도  

NEFA의 수 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는데[7], 
본 연구에서도 유의 인 차이는 아니지만 비테인 여구

가 조구에 비해서 높은 수 의 NEFA 함량을 나타내
는 것으로 찰되었다. 다만, 유의한 차이를 얻을 수 없
었던 것은 분석에 이용된 시료의 수가 통계  유의성을 

얻기에는 불충분 했던 것으로 사료된다.
이와 반면에, 사료 여를 제한한 조건에서 비테인의 

여효과를 조사한 Fernandez-Figares 등[28]의 연구에 
따르면  BUN 농도는 비테인 여에 의해 변하지 
않는다고 보고하 다. 본 연구에서도 실험목 상 양소 

소화율 분석을 하여 제한 여를 실시하여 이들의 연구

결과와 일치하는 것을 확인하 다. 한, Matthews 등
[23]의 연구에서는 사료를 제한 여하지 않았지만 비육

말기 비육돈에게 비테인을 사료 내에 0.13에서 0.5%까
지 첨가 여하 을 때,  BUN, T-PRO, TG, HDL 
(high density lipoprotein)-CHO 등의 생화학성분은 
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보고하 다.  생화학지표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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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사료, 온도, 시설, 환경 등의 외인성 요인들뿐만 아니
라 가축의 품종, 연령, 생리  상태 등의 내인성 요인들

에 의해서도 향을 받는데[29], 이들의 작용기 에 

해서는 아직 명확하게 밝 지지 않았다.  GOT  

GPT의 함량 한 비테인 여에 의한 향을 받지 않았
는데, 자연계에 존재하는 비테인은 동물체 내에서 독성
을 가지지 않는 다는 것은 이 의 연구들에 의해서 이미 

밝 져 왔다[30]. GOT, GPT의  함량이 비테인 

여에 의한 향을 받지 않는 것은 사료 내 비테인을 

0.5% 첨가하 을 때 돼지 체내에서 독성을 띄지 않는 

다는 것을 의미하며 사료 첨가제로써 이용이 가능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4.3 혈중 스트레스 호르몬, IgG, cytokines

비테인은 다양한 생리학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으

로 알려져 있으며, 그  스트 스 감 효과 한 잘 알

려져 있는 표 인 기능 에 하나이다. Balkan 등[31]
은 기니피그에 비테인 여시 에탄올로 유도한 산화 스

트 스 상황 하에서  성지질과 지방과산화물의 함

량  transaminase 활성을 감소키고 glutathione의 농도
는 증가시켜 산화스트 스에 한 보호효과를 가지는 것

으로 보고하 다. 한, Hassan 등[32]의 연구에서도 사
료 내 비테인 첨가 여는 고온 스트 스에 노출된 토끼

의 생산성을 증가시키며, 호흡수  면역반응을 개선시
키는 데에 정 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증명하 다. 
Dangi 등[33]도 고온 스트 스에 노출된 염소에게 비테

인을 여하 을 경우 heat shock proteins의 mRNA  

단백질 발 량이 억제되는 것으로 보고하 다. 본 연구
에서는  스트 스 반응의 지표인 cortisol의 농도와 
면역반응의 지표인 IgG, 이와 함께 수반되는 염증반응에 
한 지표로서 IL-6와 TNF-α의 농도를 분석한 결과, 비
테인 여에 따른 변화는 찰되지 않았으며, 이들의 
 농도는 정상범  내에 속하는 수 으로 찰되었다. 
이는 본 연구의 시험조건상 공시동물들은 어떠한 스트

스 환경에도 노출되지 않았으며, 비테인 한 가축의 체
내에서 스트 스나 면역반응을 유도하는 요인으로 작용

하지 않았음을 시사한다. 다른 한편으로, 비테인의 여
는 성장과 련 있는 호르몬 인자들의 분비량도 증가시

킨다는 연구결과가 보고되고 있는데[7], 본 연구에서는 
성장 련 호르몬에 한 비테인의 효과는 구명하지 않았

다. 따라서 사료가 제한된 상황 혹은 스트 스 환경 하에

서 비테인 여에 따른 성장호르몬 인자들의 변화 한 

탐색되어야 할 연구 분야로 사료된다. 

5. 결론

본 연구에서는 사료 내 비테인의 첨가 여가 비육돈

의 양소 소화율  생리학  반응에 미치는 향을 

조사하기 하여 실시하 다. 비육돈 사료 내에 비테인
을 0.5% 수 으로 첨가 여할 경우, 건물소화율과 단
백질 소화율은 유의한 수 으로 각각 1%와 1.3%가 개
선되었다. 한, 에 지 이용성을 분석한 결과에서 비테

인 여에 의해서 에 지 소화율은 1.4%가 증가하 으

며, 에 지 retention은 약 6%가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
났다. 한편, 체내의 생리생화학  지표들에서는 사료 내 

비테인 여에 따른 유의미한 향을 나타내지 않았다. 
이는 양소의 소화율을 개선하고 증체량  사료효율 

증진을 한 사료 첨가제로써의 비테인의 이용가능성

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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