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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The researchers have tried to reduce ruminal methane gas (CH4) and to convert it into beneficial 
nutrient for several decades. This study was conducted to screen the methane-reducing vegetables 
among lettuce, hot pepper, spring onion, onion, turmeric, sesame leaf, garlic, radish sprout, leek 
and ginger nutritiously on the in vitro ruminal fermentation. The heat-treated vegetables at the 
10% of substrate (timothy) were used to reduce methane production on the in vitro anaerobic 
experiment of 0, 6, 12, 24 and 48 h incubation time. Total gas production, pH, ammonia, H2, 
CO2, CH4, and volatile fatty acid (VFA) were measured as indicators of in vitro fermentation 
product containing methane gas. All treatments except garlic showed a tendency to increase in 
total gas production. The result of ammonia showed that garlic and hot pepper affected rumen 
bacteria concerned protein metabolism and that lettuce and spring onion increased ammonia 
production. Garlic decreased CH4 production in inverse proportion to H2. Lettuce, spring onion, 
onion, garlic, radish sprout, leek and ginger increased propionate of VFA. Garlic balanced the 
ruminal fermentation in the pH, H2, CH4, acetate and propionate. This results showed that methane 
production at in vitro study was inhibited by heat-treated garlic supplementation. In conclusion, 
this study suggests that ruminal fermentation covering methane production might be controled by 
proper vegetables.
(Key words : In vitro, Rumen, Garlic, Methane)

서    론

일반적으로 지구온난화를 가속시키는 주된 
원인으로서 메탄가스는 이산화탄소가스보다 
복사열의 흡수능력이 20~30배 높은데 지구상

에서 메탄가스 배출량은 총 500 Tg (Teragram, 
1 Tg = 1012 g)이며 이중 동물의 장내 발효에 
의해서는 65~100 Tg이고 분뇨에 의해서는 20 
~30 Tg가 배출되는 것으로 추정되며10), 반추
가축에 의해 방출되는 메탄가스는 연간 78 T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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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추정된다22). 가축으로부터의 메탄생성량
의 약 97%가 반추가축에 의해 생성, 그 중에
서 젖소가 75%를 차지하고, 젖소는 약 200~ 
400, 비육우는 70~100, 산양은 10~30g/일의 
메탄을 방출한다6). 특히 반추동물은 반추위
의 특성상 반추위미생물들이 이산화탄소, 메
탄가스를 24시간 배출하고 있으며 배출하지 
않으면 생명을 유지할 수 없다. 에너지대사
면에 있어서는 섭취한 사료부산물로서 총 에
너지 섭취량의 2~12%가 메탄가스로 전변되
고 있다15). 한편으로 메탄 발생억제를 위한 
사료급여체계에 대한 연구가 실시되었으며, 
Blaxter와 Clapperton (1965)는 면양을 이용하
여 사료 섭취량 및 소화율로부터 최초로 메
탄발생량을 추정하였고, 가축의 종류28), 사료
섭취량14), 조사료와 농후사료의 비율28), 탄수
화물의 종류21) 및 조사료의 가공3) 많은 요인
에 대한 시험이 수행되었는데 장내발효에 의
한 메탄생성을 효율적으로 줄이기 위해 반추
위내 사료의 발효율과 통과속도를 높여 프로
피온산을 증가시켜야 하며, 이로써 에너지 
이용효율을 개선할 수 있다고 보고하였다26). 
반추동물의 메탄 발생억제를 위한 첨가제 개
발 연구에서, 불포화지방산7), 지방8),29), 질산16) 
등 메탄생성의 전구물질인 수소를 이용할 수 
있는 화합물군과 메탄생성박테리아가 기생하
는 프로토조아의 억제제로서 ionophore계 항
생제17), 25), 할로겐화합물4)과 같은 화합물 등
에 대한 연구가 수행되었으며, 2-bromoethanesul- 
fonic acid와 ruminococcus product의 첨가에 
의해 총에너지가 36.6% 증가하였다고 보고되
었다23). 일부 메탄생성 억제제는 동물이나 반
추미생물에게 독성을 함유, 대표적으로 질산
의 첨가는 반추위내에서 nitrite로 전환되어 
동물의 체내로 흡수될 경우 세포에 필요한 
산소 공급의 부족을 초래할 수 있으며, 
ionophore 계통의 항생제를 장기간 투여시 프
로토조아가 항생제 내성을 나타내어 메탄생
성 억제효과가 감소되는 등5), 12), 27)의 문제점

이 발생되고 있어 아직까지 효과적인 첨가제
가 개발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20). 또한 
메탄가스가 저감되더라도 화학공업성분으로 
만들어졌을 경우 동물의 생체에 미치는 영향
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하므로 기본적으
로는 천연성분 함유 메탄가스 저감물질의 개
발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식물원
에서 반추위 메탄가스 생성을 억제하는 물질
을 찾고자 수행되었다.

재료 및 방법

1. 공시축

볏짚과 농후사료를 6:4의 비율로 체중의 
2% (풍건물 기준)를 급여한 반추위 캐뉼라 
장착의 홀스타인 수소를 공시했다.

2. 공시 첨가물질 및 전처리방법

상추, 고추, 대파, 양파, 강황, 깻잎, 마늘, 
무순, 부추, 생강에 대해 동결건조 및 열처리
를 실시하고 1 mm로 분쇄한 후 공시하였다.

3. 반추위 미생물의 혼합배양

① 기질 및 첨가물질: 
곱게 갈은 티모시 1 g을 120 ml serum 

bottle에 넣었으며 첨가물질은 2군 (A: 상추, 
고추, 대파, 양파; B: 강황, 깻잎, 마늘, 무순, 
부추, 생강)으로 나눠 기질 (티모시)의 10%이 
되도록 칭량하여 공시하였다. 대조구를 포함
한 모든 시험구는 3반복으로 수행되었다.
② 반추위액의 채취:
공시축의 반추위 캐뉼라를 통하여 반추위

액과 반추위 고형물을 채취하여 미리 보온되
어 있는 이산화탄소 충진 용기를 이용, 실험
실로 운반하였다.
③ 배양액 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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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The composition of McDougall’s 
buffer

Ingredients Amount (/L)
NaHCO3 9.80g

Na2HPO4 ․ 2H2O 4.62g
KCl 0.57g
NaCl 0.47g

MgSO4 ․ 7H2O 0.12g
CaCl2    0.00004g

채취한 반추위액과 Table 1에 기록된 
McDougall’s buffer를 1:3의 비율로 섞어 30분 
이상 O2-free CO2로 bubbling하였다.
④ 접종 및 배양:
③에서의 배양액을 ①에서의 기질과 첨가

물질이 담겨 있는 bottle에 50 ml씩 분주한 후 
butyl rubber stopper와 aluminum cap으로 밀봉
하였다. 그 후 밀봉된 bottle을 39℃ shaking 
incubator에서 0, 6, 12, 24, 48시간동안 
Hungate (1966)의 anaerobic gassing 방법으로 
혐기배양을 실시하였다.
⑤ 시간대별 배양이 끝난 후 조사항목 분

석을 실시하였다.

4. 조사항목 및 분석방법

(1) total gas production
전체 가스발생량은 serum bottle내의 head 

space에 축적된 가스에 의해 생긴 가스압을 
압력센서를 이용하여 측정하고 이를 부피로 
환산하여 가스발생량을 구하였다.

(2) pH
배양이 완료된 serum bottle의 gas produc- 

tion을 측정한 후, tube의 뚜껑을 열고 pH 
meter (Gmbh 8603, Mettler-Toledo, Switzerland)
로 pH를 측정하였다.

(3) 암모니아 분석

Chaney와 Marbach (1962)의 방법에 따라 
phenol 용액으로 위액중의 암모니아를 발색
시킨 후 spectrophotometer (UV-2401, Shimadzu, 
Japan)를 이용하여 630 nm에서 흡광도를 측
정하여 계산하였다. 
 

(4) VFA
Erwin 등 (1961) 방법에 의해 수행하였다. 

pH 측정 후 VFA를 측정할 반추위액을 micro- 
tubes (MCT-175-C, Axygen, U.S.A)에 1 ml씩 
회수한 후 미생물의 작용을 정지하기 위해 
0.1 ml의 포화 HgCl2 용액과 25% HPO3 용액 
0.2 ml를 첨가하여 혼합 후 실온에서 30분간 
정치시켰다. 실온에서 정치시킨 배양액은 분
석 전까지 －20℃의 냉동고에 보관하였다가 
micro centrifuge (5415R, Eppendorf, Germany)
를 이용하여 13,000 rpm에서 10분간 원심분리
한 후 상층액을 채취하였으며, gas chromato- 
graphy (GC-2010, Shimadzu, Japan)를 이용하
여 VFA 표준용액을 기준으로 분석하였다.

(5) H2, CO2 및 CH4

가스의 성분분석을 위한 발생가스 중 5 
mL을 가스포집용 주사기로 채취하여 TCD 
(Thermal Conductivity Detector)가 장착된 gas 
chromatography (GC2010, Shimazhu, Japan)를 
이용하였다. 가스성분은 H2, CO2 및 CH4를 
분석하였으며, GC의 조건은 injector 150℃, 
column 90℃, detecter 200℃이었으며, column
은 packed column (Shincarbon ST 50/80, 
Shimazhu, Japan)을 사용하였다. Carrier gas로
는 He gas를 사용하였다.

(6) 건물분해율
원심분리 후 남은 펠렛을 glass filter에 통

과하여 오븐에서 48시간 건조 후 칭량하여 
건물소화율을 계산하였다.

5. 통계분석



축산시설환경학회지 제 17 권 3 호

－ －174

Table 2. Changes in pH value and NH3 during in vitro incubation by using different 
vegetables

Item pH NH3 (mg/100ml)☨

Time (h) 0 6 12 24 48 0 6 12 24 48
Group 1 control 7.01 6.87 6.85 6.45 6.27 1.45a 0.45c 0.41cd 0.43b  6.29bc 

Lettuce 7.00 6.85 6.83 6.39 6.25 1.45a 3.10a 3.09a 1.97a  8.63a 

Hot pepper 7.03 6.87 6.83 6.38 6.18 1.61a 1.60b 1.40b 0.45b  5.60c 

Spring onion 7.05 6.87 6.83 6.36 6.15 1.36a 1.38b 0.75c 0.46b  8.30a 

Onion 7.04 6.88 6.81 6.32 6.11 1.85a 0.61c 0.17d 0.44b  7.36ab 

Group 2 control 6.87 6.66 6.52 6.43 6.25 1.04c 0.91c 1.20c 2.38c  9.79c

Turmeric 6.89 6.63 6.45 6.31 6.19 1.03c 0.99c 0.90cd 2.35c 10.18c

Sesame leaf 6.91 6.60 6.45 6.31 6.22 1.44b 1.72b 1.23c 3.31bc 11.80b

Garlic 6.90 6.52 6.37 6.21 6.07 1.44b 0.87c 0.95c 1.86c  7.01d

Radish sprout 6.90 6.58 6.44 6.29 6.22 1.46ab 4.09a 3.14a 6.31a 15.24a

Leek 6.88 6.57 6.41 6.31 6.20 1.71a 3.81a 2.47b 6.19a 14.33a

Ginger 6.87 6.58 6.46 6.30 6.16 1.56ab 2.03b 0.47d 4.27b  9.25c

☨a,b,c,d Means with different superscripts in the same column of each group are significantly different 
(p<0.05).

시험결과에 대한 통계분석은 SAS package 
(2002)의 분산분석 (ANOVA)를 이용하고, 각 
처리구별 유의성 검정은 Tukey’s test를 이용
하였다. 

결과 및 고찰

1. 식물원료 첨가에 의한 in vitro 배양의 

pH, NH3 및 VFA 발생량 분석

반추위의 주된 메탄가스 생성원인 조사료
(티모시)를 기질로 한 시험에서 그룹 1은 상
추와 대파첨가구에서 암모니아 농도가 높았
고 고추첨가구에서 낮았으며 (P<0.05), 그룹 2
는 마늘첨가구에서 암모니아 농도가 낮았고
(P<0.05) 깻잎, 무순과 부추첨가구에서 높았
다 (P<0.05). Nugent와 Mangan (1981)은 단백
질원 분해산물인 암모니아는 박테리아와 프
로토조아에 의해 발생이 조절되며, 주로 작
용을 하는 것은 박테리아라고 보고했다. 그

러므로 마늘과 고추첨가구에서 단백질분해과
정 중 아미노산에서 암모니아로 분해되는 과
정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예상된다. Monensin
을 급여한 시험에서 반추위내의 단백질의 분
해가 감소되었고 암모니아 농도가 낮아졌다
고 했으며30), in vitro 배양시험에서도 monensin
의 첨가시 암모니아태 질소의 량이 줄었다고 
했다31). 배양시간에 있어서는 24시간에서 48
시간사이에 NH3 발생량이 많았다. 

총 VFA 농도는 대파첨가구에서 유의적으
로 높았으나 (P<0.05) 그 외 시험구에서는 대
조구와 차이가 없었다. Acetate와 propionate의 
비율에서 볼 때 마늘첨가구가 propionate의 
량이 상대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propionate는 반추동물체내에 흡수되어 
주로 glucose 생산에 사용되는 중요한 영양소
로서 작용하기 때문에 마늘첨가에 의해 반추
동물의 생산성이 높아질 것으로 사료된다. 

지난 시험33)에서 마늘 시험구의 첨가량을 
분말형태로 기질의 1.25~2.5%로 하였을때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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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Changes in total VFA and AP ratio during in vitro incubation by using different 
vegetables

Item Total VFA (mM)☨ Acetate / Propionate ratio

Time (h) 0 6 12 24 48 0 6 12 24 48

Group 1 control 20.6a 42.5b 51.7a  78.8b 116.7ab 4.28 3.06 2.96 2.83 2.80 

Lettuce 21.1a 45.4b 63.3a  89.9a 107.7b 4.32 2.62 2.50 2.31 2.18 

Hot pepper 19.8a 46.9ab 64.7a  82.2ab 115.7ab 4.52 2.94 2.93 2.80 2.70 

Spring onion 20.4a 48.5ab 62.3a  88.2ab 123.6a 4.34 2.73 2.54 2.50 2.42 

Onion 21.3a 53.4a 63.0a  91.1a 118.7ab 4.35 2.82 2.59 2.63 2.48 

Group 2 control 24.9a 56.3cd 78.1b 107.0bc 108.5a 4.03 2.90 2.77 2.67 2.56 

Turmeric 29.0a 62.2ab 84.0ab 115.7ab 118.4a 4.71 2.82 2.70 2.66 2.54 

Sesame leaf 27.4a 62.8ab 84.4ab 117.0ab 119.4a 4.30 2.96 2.83 2.72 2.64 

Garlic 25.0a 58.5bc 84.1ab 117.8a 125.5a 4.18 2.35 1.83 1.65 1.66 

Radish sprout 24.5a 52.1d 87.0a  98.2c 119.1a 4.14 2.72 2.51 2.53 2.38 

Leek 26.1a 64.6a 89.6a 100.0c 128.2a 4.33 2.93 2.72 2.51 2.46 

Ginger 27.3a 63.2ab 85.3a 102.6c 131.5a 4.25 2.83 2.65 2.59 2.62 

☨a,b,c,d Means with different superscripts in the same column of each group are significantly different 
(p<0.05).

%에서 발효가 감소되는 경향을 보였으나 본 
시험에서는 10%의 고수준에서도 크게 영향
을 받지 않은 결과로부터 동결건조 및 열처
리에 의해 마늘의 특유의 살균작용이 나타나
지 않았음을 알 수 있었다.

2. 식물원료 첨가에 의한 in vitro 배양의 

총 가스발생량, CO2, CH4 및 H2 분석

그룹 1에서는 모든 처리구가 대조구에 비
해 가스발생량이 대체로 높았으며, 대파와 
양파첨가구가 유의적으로 높았다 (P<0.05). pH
의 변화와 총 가스발생량은 발효속도와 관련
이 있는데, 2가지 항목을 고려할 때 그룹 1
에서는 대파와 양파첨가가 in vitro 발효를 
높일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룹 2에서는 
마늘과 깻잎 첨가구를 제외한 모든 처리구에

서 가스발생량이 유의하게 높았다 (P<0.05). 
그룹 2에서는 생강목에 속하는 강황과 생강
첨가구는 pH와 총 가스발생량에서 비슷한 
결과를 나타냈으며 in vitro 발효를 높였다. 
마늘첨가구는 반추위내 총 가스발생량이 대
조구와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다 (P<0.05). 

CO2 발생량은 그룹 1에서 모든 처리구가 
대체로 대조구보다 높았으나 차이가 없었다
(P>0.05). 그룹 2에서는 깻잎을 제외한 모든 
처리구가 48시간 배양 후 유의적으로 높았다
(P<0.05). 모든 시험구에서 총 가스발생량과 
CO2 발생량은 대체로 유사한 경향을 보였다. 
마늘첨가구는 총 가스발생량은 대조구와 차
이가 없었으나 CO2 발생량은 대조구보다 유
의적으로 높았다 (P<0.05). 

Table 4와 같이 그룹 1은 양파와 대파첨가
구의 CH4 발생량이 12시간 배양이후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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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Changes in total gas production, CO2 and CH4 during in vitro incubation by using 
different vegetables 

Item Total gas production (ml) CO2 (ml) CH4 (ml)

Time (h) 6 12 24 48 6 12 24 48 6 12 24 48

Group 1 control  33.4a  49.5b  91.9b 128.3b  30.6b  44.3b  79.3b 105.1a  1.3b  2.8c 11.0b 17.5c

Lettuce  36.4a  57.4a  99.4ab 135.7ab  33.5b  51.6a  86.4a 112.8a  1.1b  2.9c 10.9b 17.9c

Hot pepper  41.4a  58.5a  96.1ab 133.6b  37.6a  52.0a  82.8ab 107.0a  1.7a  3.6b 11.2b 17.3c

Spring onion  40.5a  62.9a 100.8a 143.2a  36.8a  54.5a  85.4ab 105.7a  1.7a  4.0ab 13.5a 19.8b

Onion  41.3a  62.8a  98.7ab 142.2a  37.5a  55.5a  83.1ab 113.6a  1.8a  4.2a 13.1a 21.3a

Group 2 control  51.4b  80.0b 111.8b 136.4c  46.8b  71.9b  97.9c 115.7b  3.4c  7.1a 13.4d 19.7c

Turmeric  59.8a  85.2ab 128.0a 151.5a  54.5a  76.4ab 110.8a 127.8a  4.5ab  8.4a 17.1ab 23.3a

Sesame leaf  57.7ab  88.5a 121.7a 142.2bc  52.6a  79.7a 105.9abc 121.2ab  4.2abc  8.0a 15.3cd 20.3bc

Garlic  54.9ab  81.6ab 112.5b 135.6c  50.8ab  75.9ab 102.3bc 124.5a  1.7d  2.2b  4.1e  6.1d

Radish sprout  57.0ab  83.8ab 120.2ab 145.3ab  52.2ab  75.9ab 103.5abc 123.2a  3.8bc  7.1a 15.1cd 20.8bc

Leek  58.8a  87.7a 121.9a 147.3ab  53.9a  79.6a 105.5abc 124.6a  3.8bc  7.1a 15.6bc 22.4ab

Ginger  59.9a  84.7ab 128.3a 149.0ab  53.8a  75.6ab 109.7ab 124.3a  4.7a  8.4a 17.9a 24.1a

a,b,c,d Means with different superscripts in the same column of each group are significantly different (p<0.05).

Fig. 1. Curves of H2 production during in 
vitro incubation by using different 
vegetables.

시험구보다 유의적으로 높았으며(P<0.05), 그
룹 2는 부추, 강황과 생강첨가구의 CH4 발생
량이 유의적으로 높았다 (P<0.05). 시간대별로 
볼 때 그룹 1, 2 모두 24시간 배양 이후 유
의적인 차이가 나타났다. 이는 메탄생성균의 
늦은 생장과 관련이 있으며 조사료 티모시를 
기질로 한 결과로 사료된다. 마늘첨가구의 
CH4 발생량은 배양시간과 관계없이 매우 낮
은 수준을 유지했으며 48시간 배양 후 대조
구의 약 1/3 수준으로 낮았다 (P<0.05). 

H2는 거의 모든 시험구에서 발생되지 않았
는데, 대조적으로 마늘첨가구에서만 매우 높
은 수준으로 검출되었다 (Fig. 1). 추가로 마
늘첨가구의 총 가스 발생량은 대조구와 차이
가 없었는데, 대조구에 비해 총 가스 발생량 
중 CO2 발생량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졌으
며, CH4 발생량의 감소와 H2 발생량의 증가
가 나타났다. 이 결과에서 마늘첨가에 의해 

CO2와 H2의 반응이 감소했으며 결과적으로 
CH4 발생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으
로 사료된다. 또한 NH3 발생량의 결과와 종
합해 볼때 마늘첨가가 메탄생성균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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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Curves of CH4 production during in vitro incubation by using different vegetables. 
(A) and (B) were expressed as ml/g DM in each group.

Fig. 2는 g단위 DM 당 CH4 발생량을 표시
한 것인데, 마늘첨가구에서 CH4 발생량이 현
저히 낮았으며 다른 처리구는 대체로 대조구
에 비해 높음을 나타냈다. 마늘첨가에 의해 
건물당 발생 가능한 CH4가 감소되었으며 모
든 첨가구 중 CH4 감소에 가장 효율적일 것
으로 사료된다.

마늘첨가구에서 pH의 변화폭이 다른 시험
구보다 컸던 것은 CH4로 합성되지 못한 수
소가 이온형태로 작용했을 것이 예상되며 추
가적인 세부연구가 필요하다. 성상이 다른 
마늘의 연구에서 다량의 건조마늘을 첨가했
을 때 in vitro 발효자체를 억제시켰으며 다
량의 액상마늘을 첨가했을 때는 발효에 아무
런 영향을 주지 않았다33). 마늘의 열처리수준
에 따라 alliin 등의 성분변화가 현저히 관찰
되었다고 보고되었는데18), 시험결과의 차이는 
열처리의 시간과 온도에 기인한 것으로 생각
되며 추가적인 관련연구가 필요하다.

본 시험에서는 allium속의 마늘, 부추, 양
파, 파를 포함한 시판 중인 채소를 이용하여 
in vitro 발효조절시험을 실시하였는데 특정
식물들은 in vitro 발효 대사에 영향을 주었
으며 특히 마늘 첨가는 CH4 생성에 직접적
으로 영향을 준 것으로 사료된다.

적    요

각 시판되고 있는 식물을 2개의 그룹으로 
나눠 첨가 후 각 시간별 배양을 실시한 후 
pH, NH3, VFA 발생량, 총 가스발생량, H2, 
CO2, CH4 발생량을 조사하였다.  

그룹 1은 상추와 대파첨가구에서 암모니아 
농도가 높았고 고추첨가구에서 낮았다 (P< 
0.05), 그룹 2는 마늘첨가구에서 암모니아 농
도가 낮았고 (P<0.05) 깻잎, 무순과 부추첨가
구에서 높았다 (P<0.05). 마늘과 고추첨가구에
서 단백질분해과정 중 아미노산에서 암모니
아로 분해되는 과정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사료된다. 총 VFA 농도는 대파첨가구에서 
유의적으로 높았으나 (P<0.05) 그 외 시험구
에서는 대조구와 차이가 없었다. Acetate와 
propionate의 비율에서 볼 때 마늘첨가구가 
propionate의 량이 상대적으로 증가한 것을 
알 수 있었다. 모든 처리구가 대조구에 비해 
가스발생량이 대체로 높았으며, 대파와 양파
첨가구가 유의적으로 높았다 (P<0.05). 마늘과 
깻잎 첨가구를 제외한 모든 처리구에서 가스
발생량이 유의적으로 높았다 (P<0.05). 생강목
에 속하는 강황과 생강첨가구는 pH와 총 가
스발생량에서 비슷한 결과를 나타냈으며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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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tro 발효를 높였다. 마늘첨가구는 반추위내 
총 가스발생량이 대조구와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다 (P<0.05). 모든 시험구에서 총 가스발
생량과 CO2 발생량은 대체로 유사한 경향을 
보였다. 마늘첨가구는 총 가스발생량은 대조
구와 차이가 없었으나 CO2 발생량은 대조구
보다 유의적으로 높았다 (P<0.05). 마늘첨가구
의 CH4 발생량은 배양시간과 관계없이 매우 
낮은 수준을 유지했으며 48시간 배양 후 대
조구의 약 1/3 수준으로 낮았다 (P<0.05). H2

는 거의 모든 시험구에서 미량 발생되었는
데, 대조적으로 마늘첨가구에서만 매우 높은 
수준으로 검출되었다. 마늘첨가구에서 g단위 
DM 당 CH4 발생량이 현저히 낮았으며 다른 
처리구는 대체로 대조구에 비해 높았다. 

본 시험에서는 allium속의 마늘, 부추, 양
파, 파를 포함한 시판 중인 채소를 이용하여 
in vitro 발효조절시험을 실시하였는데 특정
식물들은 in vitro 발효 대사에 영향을 주었
으며 특히 마늘 첨가는 CH4 생성에 직접적
으로 영향을 준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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