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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6) 장내 미생물 활성을 증진시키는 사료첨가제가 돈분 

슬러리에서 발생되는 암모니아 저감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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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일차적적으로 생균제를 사용하는 주요인은 장내 미생물 균형을 통해 가축의 면역력 증강(질병으로부터 보호)
과 장의 대사 장애를 예방하는 것이다(Gibson and Roberfroid, 1995; Salminen et al., 1999). 최근에는 면역력과 

증체량이 향상과 더불어 악취제거가 향상되는 실질적인 효과를 볼 수 있는 사료첨가제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

다. 현재 악취제거용 사료첨가제는 대부분 프로바이오틱스 시스템에 중점을 두고 있으나 직접적이고 현실적인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프리바이오틱스 시스템으로의 전환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또한 가축에 미생물을 직접 주

입하는 방법이 아닌 가축 장내에 존재하는 미생물들에게 배지와 효소를 직접 주입하여 장내 미생물 활성화를 

통한 악취저감 효과가 필요한 시점이기도 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장내 미생물 활성을 증진시키는 사료첨가제

를 비육자돈에게 급여하여 돈분슬러리에서 발생되는 암모니아 발생량을 조사하였다.

2. 자료 및 방법

135두의 3원 교잡종([Yorkshire x Landrace x Duroc]) 비육돈을 공시하여 경북 영주에 위치한 단산농장에서 

양돈사양시험을 4주간 실시하였다. 양돈사양시험은 총 3처리구(대조구, 1%와 2% 처리구), 3반복, 반복당 비육

자돈 15마리를 배치하고 난괴법(Randomized Complete Block Design)으로 실시하였다. 돈분 슬러리에서 암모니

아 분석은 매주 마다 슬러리 피트 위 10 cm를 기준으로 다른 4곳 지점에서 gas-tech을 이용하여 검지관으로 측

정하거나 multi-gas 분석기를 이용한 두 가지 방법을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사료첨가제를 비육자돈에게 급여하여 돈분 슬러리에서 발생되는 암모니아 발생량을 조사한 결과는 0주차의 

경우 모두 처리구에서 비슷한 수준이었다. 1주차에서 4주에서 측정한 1% 처리구는 23~53% 암모니아 저감 효

과가 있었으며, 2% 처리구는 52~67% 암모니아 감소율을 보여 주었다. 이는 비육자돈의 사료첨가제 함유된 미

생물이 장내에서 활성이 증가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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