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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독증(Acidosis)
수정율 약화
설사

알칼리증(Alkalosis)

근육 경련

▷ 높은 퍼포먼스를 내기위해 소에게 고에너지 농후
사료(옥수수, 밀, 보리 등)를 주로 급여하는 대신
섬유소는 적게 급여하는 경우, 반추위 내 pH를
떨어트리며 심해질 경우 옆의 그림과 같은 문제점
을 일으킨다.

파행
(비정상적인 보행)

사료섭취량 감소
저작행위 감소
비정상적인(과다) 타액분비

해결책?
▷ 소의 건강의 8할을 차지하는 반추위를 어떤 사료
급여 환경에도 최적의 상태로 유지시켜줄 제제가

유방염
유량 감소
유지방 감소

필요하다.

특장점

효과적으로 반추위 내 적정pH를 유지

■ 효과적으로 pH를 적정 수준으로 유지
■ 장내 미생물 균총 조절 및 안정화
■ 소화율 증진
■ 사료비율을 최적화
■ 에너지가 변동 없이 사료배합비에 추가 가능
■ 생산성 증진
- 유생산 및 유지방 증가
- 일일평균증체량(ADG; Average daily gain) 증가
▷ 칼씨파우더의 특수 벌집모양 미세다공성 구조는 칼슘과
마그네슘을 서서히 방출하는데, 이러한 작용은 반추위내

성분 분석

pH가 급격히 변경되는 충격 없이 적정수준으로 조절한다.

칼슘(Ca)

33.0%

마그네슘(Mg)

2.5%

수분(H2O)

< 1%

조단백질

0.12%

조섬유

2.89%

조회분

90.07%

납(Pb)/중금속

불검출

수은(Hg)

불검출

반추위 환경 중 가장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는 pH는, 반추위 내의 미생물과
그 미생물들이 소화할 수 있는 탄수화물 종류에 영향을 미친다.
왼쪽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pH 6-7 사이에선 섬유성 탄수화물(셀룰로오즈,
헤미셀룰로오스 등)을 풍부하게 가진 조사료를 소화하는 미생물들이 활발하고.

C2

pH 5-6 사이에선 비섬유성 탄수화물(전분, 당 등)이 풍부한 농후사료를 소화
시키는 미생물들이 활발하다.
반추위 미생물이 사료를 소화(발효)할 때 생성되는 산물로 VFA(Volatile
Fatty Acid)가 있는데, 조사료 발효 시 주로 아세트산(C2), 농후사료 발효 시
주로 프로피온산(C3)가 생성된다.
C2는 유지방 생성에 중요한 요소지만, 섬유성 사료만 급여하게 된다면

C3

유당 합성은 물론 전체 유생산량까지도 감소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므로
고정된 사료 급여환경에서 반추위 pH환경을 5.5-6.5 정도로 적절히 조정해
유지방, 유생산량, 유당의 밸런스를 최적으로 맞추는 제제가 필요하다.

Figure 1. pH over time

Figure 2. Comparison of buffer effects

반추위에서 6시간 발효하는 동안 각 제제를 첨가했을때의 pH 변화 실험 결과이다.

1 mol/L HCl 용액 25ml를 중화시키는데 칼씨

실험 경과 2시간 후 칼씨파우더 어드밴스를 첨가한 실험군에서 다른 대조군,

파우더 어드밴스 0.25g 만이 사용되었다. 이는

실험군보다 효과적으로 pH를 적정 범위에 유지시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일반적인 중화제인 NaHCO3(탄산수소나트륨)
보다 46% 이상 완충 효과가 뛰어남을 나타낸다.

반추위액 75ml + 인공 침 75ml(완충효과) + 소화물질 1.25g(옥수수사일리지70%, 건초 20%, 곡물10%) + 완충물질 250mg

C2:C3 비율이 낮을수록 반추위 산도가 낮음을 나타내고, 높을수록 반추위 환경이 적절함을 나타내는데 위의 In Vitro 실험에서
칼씨파우더 어드밴스가 C2와 C3의 생성 밸런스를 맞추는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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