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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우리나라의 양돈산업에서 사료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60 내외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사료비를 절감하며 경제
적으로 돼지를 키울 수 있는가에 대한 연구가
계속적으로 진행되어 왔다 그리고 근래에 와.
서는 항생제를 대체하고 축산분뇨에 의한 환경
오염을 경감시키기 위한 저공해성 사료의 개발
역시 관심 사항이며 이의 해결을 위한 방안중,

의 하나로써 여러 가지 생균제의 첨가효과에,
대한 실험이 진행중이다.
돼지사육에 있어서 생균제 첨가 급여효과에
대한 연구를 보면, Smith와 는 생균Jones(1963)
제가 가축의 장내 미생물균형을 변화시키며 특
히 젖산과 항생물질을 생성시키고 유해미생물
증식을 억제시킨다고 하였고 등Collington (1988)
은 생균제 자체의 분비효소 작용과 와 같lactase
은 효소들의 활성 증가 및 자체 함유 영양소
공급기능이 있다고 보고하였다 이와 더불어.

사료내 Natufermen® 첨가가 이유 자돈의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
임희석 김병한 백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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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n Experiment was conducted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Natufermen®(Aspergillus oryzae) supplementation
on the performance, ammonia gas production, microbial population in manure and serum IgG in pigs. Forty
eight cross bred(YLD) weanling pigs(35d old) were assigned to 4 treatments; Control(C), C + Natufermen 0.1 %, C
+ Natufermen 0.2 % C + natufermen 0.3 % for 6 week feeding trial. Each treatment had 4 replications of 3
pigs each. Natufermen® supplemented treatments tended to increase ADG and ADFI, but there were no sig-
nificant differences among treatments. Supplementation of Natufermen® at the level of 0.2% improved
ADFI/ADG(P<0.05). Ammonia gas production from manure was not significantly affected by treatments. All
Natufermen® treatments increased in DM, crude ash and phosphorus digestibility(P < 0.05). Serum IgG de-
creased as supplemention level of Natufermen® increased(P < 0.05). Supplemtation of Natufermen® at 0.1% and
0.2% increased fecal Lactobacilli population at 3 wks after feeding treated diets(P < 0.05).

It is concluded that supplementation of Aspergillers oryzae product Natufermen® improved feed conversion
ratio and digestibility of DM, crud ash and phosphours. Fecal ammonia gas production was not significantly
affected but serum IgG level was decreased and CFU of fecal Lactobacilli was increased at 3 wks after feed-
ing Natufermen® supplemented diets.
(Key words : Natufermen®, Aspergillus oryzae, Weanling pig, Lactobacillus, Ig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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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균제는 사료효율 개선과 어린 자돈의 하리 발
생 감소 효과를 나타낸다고 보고되었다(Pollman,
1986; Mordenti,1986).
생균제로서 Aspergillers oryzae황국균에 대한( )
연구에 의하면 등 은Mohan (1996) Lactobacillius
acidophilus, L. casei, Bifidobacterium bifidum,
Aspergillus oryzae와 로 제조된 생균제Torulopsis
를 육계에 급여시 체중과 질소 축적량이 향상
되었다고 보고하였고 등 은 황국균Grimes (1997)
배양물인 급여시 단백질과 지방Fermacto 500
소화율이 증가되었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많은.
연구 결과에서 와yeast Aspergillers oryzae으로
제조된 생균제를 반추동물에게 급여하였을 때
증체량 유생산 및 영양소 이용율이 증가한 것,
으로 보고되었다(Williams and Newbold, 1990;
Martin and Nisbet, 1992; Caton et al., 1993).
본 실험은 우리나라의 대표적 전통 발효식품인
된장과 간장의 제조에 사용되는 메주균에서 순수
분리된 메주곰팡이의 대표적 균종인 Aspergillers
oryzae황국균로 만든( ) Natufermen®의 첨가가 이
유자돈의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기 위
하여 실시하였다.

재료 및 방법.

1.

본 시험에 사용된 사료의 기본 배합표는
에 나타난 바와 같으며 요Table 1 , NRC(1988)

구량에 준하여 에 의해 작least-cost formulation
성되었고 처리에 따라 주진바이오텍에서 제조( )
공급하는 을 각각 그리고Natufermen 0.1, 0.2
0.3 첨가하였다% .

2.

시험동물은 약 주령5 (34 ± 일의 원 교잡종3 ) 3
이유자돈 두암(Yorkshire×Landrace×Duroc) 48 (

수 각 두를 처리당 두를 암수 각24 ) 12 2cages
씩 당 두씩 임의로 배치하여 개체를 반, cage 3
복단위로 하였다단 사료섭취량 사료요구율( , ,
및 영양소 이용율의 경우 반복단위는 임cage ).

Table 1. Formula and composition of con-
trol diet

Ingredient %

Corn 65.55

SBM 23.30

Corn gluten 6.93

Animal fat 3.17

Calphos-18 1.56

Limestone 0.47

Lysine-HCl (99 %) 0.36

Hog premix1) 0.30

Antibiotics 0.20

Salt 0.15

Methionine (99 %) 0.02

Total 100.55

Calculated composition

ME, kcal/kg 3,250.55

Crude Protein, % 20.18

Lysine, % 1.25

Methionine, % 0.38

Tryptophan, % 0.23

Isoleucine, % 0.86

Threonine, % 0.82

Dry matter, % 84.96

Calcium, % 0.80

Phos-avail, % 0.40

Phos-total, % 0.65

Salt, % 0.19

Sodium, % 0.10

Potassium, % 0.68
1) Hog premix contains the following per kilogram :

Vitamin A, 12,000,000 IU; vitamin D3, 2,000,000 IU;
vitamin E, 35,000 mg; vitamin K3, 3,300 mg;
Pantothenic acid, 20,000 mg; vitamin B2, 3,000 mg;
vitamin B12, 33,000μg; Niacin, 30,000 mg; Biotin
100,000 g; vitamin C, 40,000μ mg; FeSO4, 73,500 mg;
ZnSO4, 56,000 mg; MnSO4, 15,750 mg; CuSO4,
86,100 mg; Ca(IO3)2, 175 mg; Na2SeO3, 105 mg;
CoSO4, 157 mg; S, 17,500 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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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시 자돈들을 에 수용하여 시험을 시작cage
하기 전에 일간 사료적응 기간을 거친 후 주4 6
간 사양시험을 실시하였으며 시험기간동안 물,
과 사료는 자유 섭취하게 하였고 증체량과 사
료섭취량 그리고 사료효율은 주마다 측정하였2
다.
대사시험은 사양실험 공시 자돈 두 모두로48
사양시험 주째에5 Cr2O3를 사료내 0.4 첨가%
하여 일간의 적응기간 후 일간 하루에 회씩3 3 2
분을 채취하여 60 의 건조기에서 시간 건72℃
조시킨 후 분쇄하여 시료로 사용하였다.

4.

6주간의 사양시험을 종료한 후 모든 자돈을 보
정틀에 고정시키고 vacuum tube (Becton Dickinson
/ 를 이용하여Vacutainer system, Rutherford, NJ)
경정맥에서 10 씩 채혈한 후 상온에서 약ml 2
시간 방치하여 혈액을 응고시킨 다음, 4 에서℃
3,000 으로 분간 원심분리하여 분석rpm 15 IgG
시까지 20 에 냉동 보존하였다.℃

5.

시료의 조성분은 방법에 준하여AOAC(1990)
실시하고 사료와 분 중 의 농도와 광물질의Cr

농도를 측정하기 위해 HNO3과 로 전처리를HCl
하여 분광기를ICP (Inductively Coupled Plasma)
이용하여 측정한다.

6.

사료와 분의 일반성분과 인의 소화율은 간접
방법으로 다음의 계산식에 의하여 구한다.

영양소 소화율 (%)
= 100 × {1 사료중의 함량( Cr % ×분중의 영

양소 함량%) /
분중의 함량( Cr % ×사료중의 영양
소 함량%)}

7.

암모니아 가스를 측정하기 위하여 각 cage
마다 시간동안의 분을 모아48 15 의 플라스틱
용기(36 × 27 × 8 에 넣은 후 분간 밀폐시킨cm) 2
후 가스를 를 이용하여 박스안diaphragm pump
의 공기를 분간 를 통하여 흡입하여2 chamber
측정하였다(Fig. 1).
암모니아 가스는 portable gas leak detector

를 이용하(TG-2400KA; Bionic instrument, Japan)
여 측정하였다 돈분은 과다한 축적을 피하기.
위해 주마다 제거하였다2 .

Tube Diaphragm
Tube2

Sanple
Measurire
Chamber

Gas Detector

Fig. 1. System for ammonia gas det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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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IgG

혈청 내 의 농도는 에 의해IgG Mancini(1965)
개발된 single radial immuno-diffusion test (RID
법에 준하여 측정한다test) .

9.

사양시험 중 주와 주에 각각 신선한 분을3 6
팬별로 채취하여 75 에서 보관하였다 채취.℃
된 분중 1 에 증류수g 9 를 첨가해 희석시킨ml
후 단계적으로 희석하였다 세 종류의 선택배.
지 평판에 각각의 희석된 샘플을 1 씩 접종ml 시
키고 혐기적(Gas-pak System, BBL Microbiology
System, Becton Dickinson & Co., Cockeysville,

으로 혹은 호기적으로 배양하MD 21030, USA)
였다 선택배지 및 배양조건은 과 같다. Table 2 .
배양 후 세균의 수는 각 의plate colony-forming

로 계산 후 으로 환산하였다unit(cfu) log10 .

10.

사양 성적 및 화학분석 결과들은 SASⓇ(1990)
의 를 통GLM (General Linear Model) Procedure
해 분석하였으며 통계 분석시 성별 차이가 나
타나지 않아 암수 구별없이 단순반복으로 처리
하여 로 처리Duncan’s new multiple range test
평균간의 차이를 검정하였다.

결 과.

주간의 사양실험 결과는 과 같다6 Table 3 .
일당증체량은 모든 기간동안 반복간 차이가

많아 처리간 유의적 차이는 보이지 않았지만
사양실험 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Natufermen 0.3 %
첨가구가 가장 높은 경향을 나타냈으며 대조구
에 비해 첨가구들이 높은 경향을 나타내었다.
일당 사료섭취량도 반복간 차이가 많아 처리간
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Natufermen 0.3 %
처리구가 마지막 기간(29 ~ 일을 제외하고42 )
가장 높은 경향을 나타내었다 사료요구율사료. (
섭취량 /증체량에서는 마지막 기간) (29 ~ 일42 )
과 주간6 (0 ~ 일 대조구에 비해42 ) Natufermen
0.2 처리구에서 유의하게 감소하였으며% (P <

대조구 대 첨가구들간의0.05) Natufermen con-
결과도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사양실험trast . 6

주 동안의 증체량은 첨가구가Natufermen 0.3%
가장 높은 20.81 으로 대조구의kg 19.21 보다kg
1.60 kg (8.3 더 컸다%) .

는 사양실험 기간동안 매 주 암모니아Fig. 2
발생 양을 측정한 결과이다 첨가가. Natufermen
암모니아 발생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
다 에서 보는바와 같이 주 간격으로 암. Fig. 2 2
모니아의 발생 양이 전 주에 비해 급속히 감소
하였는데 이는 주 간격으로 양돈 사양실험실2
의 돈분 수거 작업을 실시한데 따른 것으로 보
인다.

는 영양소 소화율에 대한 결과이다Table 4 .
는 첨가구가 가장Dry matter Natufermen 0.2%

높았고 대조구가 가장 낮았으며 결과contrast
대조구에 비해 첨가구들이 유의하Natufermen
게 높았다 조단백질 조지방 그리고(P<0.01). ,
의 소화율은 첨가구들이 대조구NFE Natufermen

에 비해 높았으나 유의차는 없었다 조회분 소.
화율은 처리간 유의한(P < 차이가 있었다0.05) .

첨가구가 가장 높았고 대조구Natufermen 0.2%

Table 2. Media and culturing conditions of microorganism

Selective media Mainly enumerated organisms Incubation method Incubation time(days)
MRS agar1) Lactobacilli aerobic condition 2
TSC agar2) Cl. perfringens Gas-pak system 1
MacConkey agar3) E. coli aerobic condition 1
1) Lactobacilli selective agar (Difco, USA).
2) Tryptose Sulfite Cycloserine agar (Scharlau, Ref-1-278).
3) E.coli selective agar (Difco, U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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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Ammonia gas production from pig
manure.

가 가장 낮았으며 대조구와 첨가구Natufermen
들 간의 결과 첨가구들이 유의하게contrast (P <

높았다 인 소화율은 대조구에 비해0.01) . (P)
첨가구들이 모두 유의하게 높았다Natufermen

(P < 0.05).
혈 중 농도는 과 같다 혈 중IgG Table 5 . IgG
농도는 대조구가 가장 높았으며 첨Natufermen
가 수준이 증가될수록 유의적으로 감소하였다
(P < 0.05).

Table 6은 주와 주의 돈분 내 미생물 군집3 6

Table 3. Summary of performance of pigs fed Natufermen

Treatments
SEM Contrast

P value1)Control 0.1 %
Natufermen

0.2 %
Natufermen

0.3 %
Natufermen

Initial wt, kg 6.99a 6.98aa 6.93a 7.05aa 0.17 0.988
Final wt, kg 26.20a 26.70aa 26.41a 27.86aa 0.80 0.404

0-14
days

ADG, g 330.98a 310.12aa 302.89a 352.41aa 21.97 0.722
ADFI, g 511.72a 470.04aa 479.03a 539.32aa 29.82 0.635
ADFI/ADG 1.55a 1.52aa 1.58a 1.54aa 0.07 0.172

15-28
days

ADG, g 432.59a 461.99aa 452.11a 475.33aa 22.90 0.260
ADFI, g 882.65a 907.11aa 871.63a 980.15aa 51.90 0.558
ADFI/ADG 2.04a 1.96aa 1.92a 2.07aa 0.05 0.366

29-42
days

ADG, g 608.99a 636.19aa 636.49a 659.26aa 20.46 0.141
ADFI, g 1,120.96a 1,095.17aa 1,020.54a 1,097.35aa 39.96 0.558
ADFI/ADG 1.85a a1.72ab 1.60b 1.66ab 0.07 0.037

0-42
days

ADG, g 457.52a 469.43aa 463.83a 495.66aa 16.40 0.327
ADFI, g 838.45a 824.11aa 790.40a 872.27aa 29.12 0.788
ADFI/ADG 1.83a 1.76ab 1.70b 1.76ab 0.03 0.041

a-c Means in a row with no common superscript differ significantly(P < 0.05).
1) Contrast for control vs NatufermenⓇ treatments.

Table 4. Nutrients digestibility of pigs fed Natufermen

Treatments
SEM Contrast

P value1)Control 0.1 %
Natufermen

0.2 %
Natufermen

0.3 %
Natufermen

……………………………… (%)………………………………
DM 82.93d 83.28c 85.99a 85.15b 0.045 0.001
Crude protein 79.31d 82.04d 83.64d 81.91d 1.596 0.109
Crude fat 67.59d 73.04d 71.63d 68.19d 2.918 0.339
Crude ash 55.93c 57.33c 65.62a 62.05b 0.614 0.001
NFE 88.98d 89.59d 90.04d 89.64d 0.709 0.360
Phosphorus 48.93b 54.17a 56.70a 56.83a 1.203 0.001
a-c Means in a row with no common superscript differ significantly(P < 0.05).
1) Contrast for control vs NatufermenⓇ treat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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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를 나타낸 것이다 주의 결과에서. 3 Lactobacilli
는 대조구에 비해 첨가구들이 유의Natufermen
하게 높았다. E. Coli는 첨가구Natufermen 0.3%
가 가장 낮았다. Cl. perfringens는 처리간 차이가
없었다 주에는 모든 균총에서 처리간에 유. 6 의
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Natufermen 0.1 %
구에서 Lactobacilli 수는 가장 높았고 Natufermen

구에서0.3% E. Coli 수는 가장 낮았다.

고 찰.

본 실험의 결과 증체량에서 처리에 따른,
결과에서 유의적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으나
NatufermenⓇ을 급여한 처리구가 실험 개시 후
주부터 대조구보다 높은 경향을 보였다 이러3 .
한 결과는 NatufermenⓇ의 급여 후 초기에는 급

여효과가 미약하나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 효과
가 나타난 것으로 사료되며 증체량의 증가효과
는 여러 실험에서 생균제를 가금사료에 급여시
증체량이 증가하고 사료효율이 개선하였다고
보고된 바 있고(Tortuero, 1973; Crawford, 1979)
자돈사료에서도 생균제 첨가시 증체량의 증가
와 사료 효율이 개선되었다고 하였다한 등( ,

민 등 전 등 김 등1982; , 1995; , 1996; , 2003).
또한 등 은Mohan (1996) Aspergillus oryzae,

Lactobabacillus acidophilus, Lactobacillus casei
그리고 Bifidobacterium bifidum의 혼합 생균제를
육계에 급여시 증체량과 사료효율이 증가하였
다고 보고하였다 본 실험의 결과 이유자돈의.
증체량 증가 경향과 함께 사료효율이 유의적으
로 개선되었는데 이는 자돈에게 생균제를 급여
한 실험 결과 사료효율이 개선되었다는 Pollman

Table 5. Serum IgG of 11 wks old pigs fed Natufermen

Treatments
SEM Contrast

P value1)
Control 0.1 %

Natufermen
0.2 %

Natufermen
0.3 %

Natufermen
………………………… (mg/m serum)…………………………
29.06a 20.37b 14.2c 9.28c 1.90 0.001

a-c Means in a row with no common superscript differ significantly(P < 0.05).
1) Contrast for control vs NatufermenⓇ treatments.

Table 6. Microbial population in manure of pigs at 3 and 6 wks after feeding Natufermen

Treatments
SEM Contrast

P value1)
Control 0.1 %

Natufermen
0.2 %

Natufermen
0.3 %

Natufermen
………………………… (cfu in log10/g)…………………………

3 wks
Lactobacilli 8.99bb 9.49a 9.50ab 9.26ab 0.10 0.004
E. Coli 5.69ab 6.42a 5.56ab 5.35bb 0.32 0.824
Cl. perfringens 2.89bb 2.64b 3.19bb 2.88bb 0.21 0.964

6 wks
Lactobacilli 8.65bb 8.77b 8.53bb 8.59bb 0.24 0.947
E. Coli 5.84bb 5.43b 5.54bb 5.12bb 0.48 0.396
Cl. perfringens 3.48bb 3.36b 3.06bb 3.48bb 0.18 0.296

a-c Means in a row with no common superscript differ significantly(P < 0.05).
1) Contrast for control vs NatufermenⓇ treat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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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등의 보고와(1986) Mordenti(1986) Aspergillus
oryzae 혼합 생균제를 비육돈에 급여 결과 사료
효율이 개선되었다는 양 등 의 보고와 유(1998)
사하다 이러한 생균제의 일반적인 증체량 증.
가와 사료효율 개선 효과는 생균제에 의한 장
내 유산균 증가 항생물질 생산 및 효소활성,
증가 와 등(Smith Zones, 1963; Collington , 1988)
와 함께 장내 요소분해 효소 생산에 관여하는
세균 억제 과 등 장내 유해세균(Kim Kim, 1992)
의 감소에 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본 실험.
의 중기(15 ~ 일와 말기28 ) (29 ~ 일의 사료요42 )
구율을 비교시 중기가 말기의 요구율보다 더
높게 나타나 일반적인 결과와 상반되는데 이
는 사양실험 주째 돈콜레라 백신을 접종하므3
로 인한 스트레스에 기인한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생균제 첨가 급여시 영양소 이용율 향
상 효과도 밝혀져 있는데 특히 단백질의 소화
율이 증가하고 질소의 배출이 감소한다고 보고
된 바 있다(Salter et al, 1974; Dilworth and Day,

한 등 노 등 본 실험의 결1978; , 1984; , 1995).
과에서도 유의적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으나
NatufermenⓇ 첨가시 단백질의 이용율이 증가하
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또한 건물 회분 및 인의 이용율이 유의하게,
증가하였는데 이러한 결과는 한 등 이 생(1982)
균제 첨가시 의 흡수율이 증가하고 양 등Ca

이 생균제 첨가시 인의 이용율이 증가한(1997)
다는 보고와 유사하다.
혈청내 농도는IgG NatufermenⓇ 첨가수준이
높아질수록 유의적으로 감소하였는데 이는 일
반적으로 면역기능이 향상되면 농도도 증IgG
가하다고 알려진 것과 상반된 결과이다 그러.
나 이러한 결과는 NatufermenⓇ 첨가를 통해 급
여된 황국균에 의해 외부 항원의 체내 침입

이 억제되어 체내 생성이 감소된(challenge) IgG
것으로 사료되나 그 이유는 확실히 알 수 없고
이러한 면역 관계에 대한 연구는 향후 더 진행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결론적으로 Aspergillers oryzae를 사용한 생균
제제인 NatufermenⓇ을 자돈사료에 첨가시 일당
증체량이나 사료전환율의 개선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데 증체량은 Natufermen 0.3 첨가구%
그리고 사료전환율에서는 Natufermen 0.2 첨%
가구에서 가장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또한 자돈 사료내 첨가시 영양소Natufermen ,
특히 건물 조회분 그리고 인 의 소화율을 높, (P)
였으며 일령 자돈에서55 lactobacili의 균총수를
높이고 E.coli의 균총수를 낮추었다 한편 혈청.
내 수준은IgG NatufermenⓇ의 수준이 높아질수
록 낮아졌다.

요 약.

자돈사료내 Aspergillers oryzae를 주 균주로 하
는 생균제제인 NatufermenⓇ을 첨가시 생산성 및
분중 암모니아 발생량 영양소 소화율 혈청내, ,

분중 미생물 균총의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IgG,
알아보기 위해 주간의 실험을 실시하였다 이유6 .
자돈 두 원교잡종48 (3 (Y × L × 평균 초기체중D),
7 kg ± 를 처리 반복 반복당 두씩 배치하0.05) 4 4 3
여 주간 사양실험을 실시하였다 시험 처리는6 .
대조구(C), C + NatufermenⓇ 0.1 %, C + NatufermenⓇ

0.2 %, C + NatufermenⓇ 0.3 이었다 주간의 사% . 6
양성적에서 일당 증체량은 NatufermenⓇ 첨가구
들이 대조구에 비해 모두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
내었으나 유의적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고 사료
효율은 0.2 첨가구에서 대조구에% Natufermen
비해 유의적으로 개선되었다(P < 영양소0.05).
소화율에서는 건물 회분 인의 소화율이, ,
NatufermenⓇ 첨가구들 모두 유의적으로 증가하
였으며 조단백질 소화율에서도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냈다 혈청내 농도는. IgG NatufermenⓇ 첨가
수준이 증가함에 따라 유의적으로 감소하였다.
실험 주째3 NatufermenⓇ 0.1 %, 0.2 첨가구에서%
대조구에 비해 분중 Lactobacilli가 유의적으로 증
가하였다 결론적으로 자돈사료내. NatufermenⓇ

첨가는 사료효율을 개선시키며 건물 조회분 인, ,
의 소화율을 증가시키며 분중, Lactobacilli 균총
을 증가시켰다 혈액내 수준은. IgG NatufermenⓇ

의 수준이 높아질수록 낮아졌다.
(색인어 : NatufermenⓇ, Aspergillers oryzae, 이유
자돈, Lactobacillus, Ig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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