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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wadays many people use antibiotics to protect processed foods from many pathogenic bacteria. The
abuse of antibiotics, however, can run the risk of creating resistant forms of bacterium. Our study fo-
cus is on making new substances that can not only replace antibiotics but also be friendly to the
environment. In our experiments, we used fermented citrus fruit, soil microbes and coenzyme Q10
as probiotics and prebiotics. Chickens in the experimental group were fed these substances via oral
route while those in the control group were not. After specific time periods, blood and feces samples
were collected to test for Salmonella spp.. It is interesting that fermented citrus fruit was the most effec-
tive in suppressing this bacterium. Furthermore, dissection of the experiment group chickens shows
that their livers did not change to a yellow color, in contrast to the control group. The results con-
firmed our proposal that the chickens fed with these materials can be protected from infection by
Salmonella and other pathogens. These probiotics and prebiotics are highly practical because they are
natural substances that can be easily recycled in the environment. It can also be used as an animal
feed ingredient because of its saf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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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매년 우리 생활에서 식중독 사고는 발생하고 줄어들지 않고

있다. 그리고 살모넬라균의 의한 식중독도 줄지 않은 상태이

다. 식생활 개선 및 생활의 풍족함으로 현대인은 좀 더 안전한

먹거리를 찾는 시대가 왔다. 그 중 1차 가공만을 거쳐 우리의

식탁에 오르는 농산물은 안전 먹거리의 최전선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연간 항생제 사용이 선진국에 10배가 넘는 우리나라

실정으로서는 앞으로 항생제 내성균의 발생 빈도가 증가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위하여 선진국에서는 얼마 전부터

항생제 사용을 법적으로 규제하고 있고, 우리나라 또한 의약

분업을 통하여 항생제 남용을 규제하고 있다. 그러나 축산분

야에서는 아직도 항생제 없이는 가축의 사육이 어려운 현실은

항생제 내성균 발생의 문제점을 초래한다. 이는 총체적 문제

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축산 환경 개선을 통하거나 항생

제를 대체할 수 있는 천연항균물질의 개발이 우선되어야 할

것으로 믿어진다. 제주도는 연간 60만톤 이상의 감귤을 생산

하며, 그 중 75%가 생식으로 17%가 가공으로 소비되고 있다.

가공 처리를 하고 생기는 가공 부산물도 50,000～60,000톤이

발생하고 있다[19]. 이런 부산물은 가축 사료로 일부 사용되고

는 있지만 대부분은 방치 등 이용이 되고 있지 않아 환경오염

을 일으키고 있는 실정이다. 감귤 부산물은 수용성 탄수화물

과 조단백질의 함유 하고 있어 미생물의 발효기질로도 적합하

다. Sakamoto 등[18]은 감귤 부산물이 feed yeast, vinegar, bu-

tylene glycol, citric acid, lactic acid 등의 발효생산을 위한

탄소원으로 이용할 수 있음을 보여 주었다. 또한 과피에 함유

되어 있는 후라보노이드에 대한 여러 효과가 나타나면서 과피

에 함유되어 있는 성분에 대한 관심이 증가 되고 있다[10,14,

17]. 이러한 과피가 가지는 효과에는 항균효과[10,14], 항암효

과, 인터페론생산 촉진으로 면역력 강화, 유해산소 억제, 항염

증작용 등을 들 수 있다[14]. 이와 더불어 면역활성에 매우 효

과적인 미생물 활성체와 Coenzyme Q10 첨가물은 항산화를

통한 사료 첨가제로써의 응용이 증가되고 있는 추세이나 관련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다. 그래서 본 연구는 이와 같은 연구동

향을 토대로 사료에 감귤박 발효균주, 토양미생물 발효체,

Coenzyme Q10을 이용 살모넬라균에 대한 억제효과를 검증

하고자 한다. 특히, 제주 지역에 주 생산물인 감귤 그 중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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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가공부산물인 감귤부산물의 자원화 방향으로 특이하게

감귤에서 생성되는 천연 항균물질을 생산하는 균주를 이용하

여 안정적인 사료 개발 및 부산물 재활용을 위한 연구와 이와

함께 복합첨가제 가능성이 높은 토양미생물제제, Coenzyme

Q10에 대한 항균 및 폐사율 감소에 대한 효과를 알아보기 위

하여 본 연구를 수행하였다.

재료 및 방법

실험대상의 준비

본 실험에서는 병아리를 사용하였으며, 병아리를 얻기 위해

서 제주대학교 부속 실습센터에서 사육중인 이사브라운 계통

의 건강한 산란계 암탉을 이용하여 인공수정을 통하여 수정란

을 확보하였다. 인공수정 방법은 수탉 마사지 방법을 이용하

여 5마리의 수탉에서 정액을 받아냈다. 희석하지 않은 정액을

1 ml 멸균 주사기를 이용 40마리의 암탉에 0.05 ml 씩 정액을

주입 하였고. 똑같은 방법으로 정액을 받아 인공수정을 3일

간격으로 2회 주입을 실시 하였다. 수정란 수집은 처음 정액주

입 3일 후부터 5일간 실시하였다. 모은 수정란은 빛이 들지

않는 서늘한 곳에 모아 두었다가 수정란 표면에 이물질을 제

거한 후 한꺼번에 부화기에 넣어 부화를 시켰다. 부화기의 온

도는 38oC 습도는 50% 이상이 되도록 유지하였다. 부화된 병

아리는 부화 후 5일령부터 실험에 사용되었으며 평균체중을

40 g으로 조정하여 수행하였다. 사용된 사료첨가제로는 감귤

박 발효균주를 중심으로 실험에 이용하였다. 감귤박 발효균주

는 본 연구에서 사용된 미생물 균주군인 광합성균, 토양 미생

물균, 유산균 등을 이용하여 감귤박 발효실험을 통하여 생존

율과 항균물질 생성 여부에 따라 동정한 균주를 선발하였으며

이는 이를 개발한 회사에 의하여 제공되었고 본 연구는 이를

제공받아 실험에 이용하였다. 그 외 토양 미생물균주는 해남

지역에서 생산되는 김치와 해안가의 미생물 균총에서 특이

분류한 미생물을 사용하였으며 Coenzyme Q10은 상업적으로

이용되는 것을 구매 후 사용하였다. 이러한 첨가제를 처리구

에 따라 감귤박 균주 3처리구, COenzyme Q10 3처리구, 토양

미생물 균주 3처리구, 무항생제 1처리구로 나누어 10수 이상

이 되도록 나누어 케이지에 넣어 실험을 실시하였다. 실험은

동절기인 1월에서 3월 사이에 실시하여 타 질병 감염에 의한

외부 요인을 차단하였다. 가로 30 cm, 세로 30 cm, 높이 30

cm 종이 박스를 이용하여 만든 케이지에 보온등을 설치하여

실험을 실시하였다.

사료 및 첨가제 급여

일주일 단위로 사료 급여량을 계산하여 첨가제를 혼합하여

급여하였고, 혼합 방법은 EM 원일 농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병아리용 항생제 무첨가 상업용 사료를 공급 받아 첨가제 혼

합비율에 따라 혼합을 실시하였다. 급여 방법은 일일 급여량

Table 1. Ratio of additive mixture

Citrus fermented
by probiotics

The soil
microbes

Coenzyme
Q10

0.005%

0.01%

0.05%

0.005%

0.01%

0.05%

0.005%

0.01%

0.05%

Table 2. Ratio of additive mixture

Citrus fermented by probiotics The soil microbial

1%

3%

5%

10%

1%

3%

5%

10%

을 반으로 나누어 아침 9시에 한번 저녁 6시에 급여를 실시하

였고, 4주간 사료급여를 실시하였다(Table 1,2).

살모넬라균 배양 및 주입

사람에게 유해하지 않은 살모넬라균 Salmonella gallinarium

(주식회사 CT&D에서 공급)를 배양하기 위해 우선 XLD agar

(DifcoTM XLD Agar Base) 배지를 삼각 플라스크와 HOT Plate

를 이용하여 3차 증류수 1 l에 agar 59 g을 녹이고 패트리디쉬

에 20 ml 씩 부어 배지를 만들었다. 배지를 만들때 넘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플라스크는 용량의 절반만 만들어 사용하였고,

입자가 잘 녹은 선명한 붉은 색으로 될 때가지 가열하였다.

XLD agar 배지에 백금봉을 이용 S. gallinarium균을 접종 48시

간 37oC 인큐베이터에 배양 하였고, 여기서 자란 검회색 콜로

니를 패트리디쉬에 만들어 놓은 혈액배지에 백금봉을 이용

조밀하게 균 접종하였고, 24시간 이상 자라지 않게 한 후 멸균

면봉을 이용 균을 5 ml 1X PBS (Phosphate Buffered Saline)에

수집하여, McFarland 세균수 측정법을 이용하여 균수가 10
8

CFU/ml 되도록 희석하였다. 이 균을 병아리 한 마리에 1 ml

씩 구강을 통해 주입하였다. 병아리의 머리 부분을 잠시 동안

잡아 뱉어내지 않도록 주입을 실시하였다. 살모넬라균 주입시

기는 부화 4주 후에 살모넬라균 주입을 실시하였다.

XLT4 agar 배지에 샘플 배양

XLD agar 배지와 마찬가지로 XLT4 agar (Difco™ XLT4

Agar Base) 배지도 삼각 플라스크와 HOT Plate를 이용하여

3차 증류수 1 l에 agar 59 g을 녹이고 패트리디쉬에 20 ml 씩

부어 배지를 만들었다. HOT Plate에서 배지가 넘치지 않게

주의하여 선명한 붉은 색으로 변할 때까지 가열하였다. 균 주

입 12, 24, 48시간 후 핀셋과 1 ml 주사기를 이용하여 분변과

혈액을 1.5 ml 튜브에 채취하였고 PBS를 이용 10배씩 1,000배

희석 하였고, XLT4 agar 배지는 100배와 1,000배 희석액을 루

프를 이용 0.1 ml 씩 접종을 하여 37
o
C 인큐베이터에 48시간

배양하였다.



192 생명과학회지 2010, Vol. 20. No. 2

XLT4 agar 배지에 형성된 콜로니 분석

48시간 배양 끝난 Plate를 사진촬영을 하고 사진 파일을

TOMORO image DB2.1 프로그램을 이용 검정 콜로니를 카운

트하였다.

병아리 장기 해부

살모넬라 감염되어 회복되거나 사망할 경우 주로 간과 소

장, 대장부위의 침윤과 이상변화를 보인다. 그래서 본 연구에

서도 실험 중 사망한 병아리와 실험이 끝난 병아리의 내장

상태를 검사하여 감염 후 각처리 구에 의한 회복 정도를 검사

하기 위하여 CO2 가스를 이용하여 안락사 시킨 다음 항문 쪽

에서 날개 쪽으로 V자 형태로 가죽과 복부 근육을 수술용 가

위로 절개한 후 균에 의한 간장의 상태와 맹장의 팽대를 관찰

하였다. 균에 의한 오염예방을 위해 해부가 끝난 병아리는 소

각 처리실시 하였다. 그리고 본 연구를 위하여 동물실험 규정

에 의하여 실시하였으며 본 대학의 수의학과 담당 교수의 안

내에 따라 실험을 수행하였다.

결과 및 고찰

사료 첨가제의 살모넬라균에 대한 억제효과

본 실험에 사용된 사료 첨가제 중 감귤박 균주 첨가제의

살모넬라균 억제 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본 실험을 실시한

후 혈액과 분변에서 채취한 시료를 XLT4 agar 배지에 접종하

여 배지에서의 콜로니 형성을 비교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Fig. 1). 본 실험을 위하여 사용된 살모넬라를 닭에 접

종했을 때 폐사 계군은 발생하지 않았다. 그러나 첨가제의 농

도에 따라 혈액과 분변의 살모넬라균수에서는 확연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Fig. 1에서 보이는 결과에 따르면 접종한 농도에

따라 차이를 나타내고 있는데 농도 0.005%에서 0.05%까지는

12시간때 채취한 혈액에서 농도가 높을수록 살모넬라균 출현

Fig. 1. The effect of anti-samollera in the chicken from the citrus

fermented probiotics contained feed. Control: data from

the commercialized anti-biotics contained feed.
*p＜0.05:

Significantly different between treatment and control.

이 낮게 나타났다. 그리고 일반항생제사료보다 0.05%가 첨가

된 사료에서 매우 높은 살모넬라균 억제효과를 보여주고 있

다. 또한 0.005% 수준에서는 매우 낮은 농도로 일반항생제 처

리군과 유의적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p＜0.05). 그리고 24시간

부터는 모든 처리군에서 항생제와 유사한 억제 효과를 관찰

할 수 있었다. 그러나 반면에 분변에서의 연구결과는 좀더 다

른 양상을 보여주었는데 대조구인 일반 항생제 처리군에서는

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약간의 증가 현상을 보여주고 있으며

0.05% 처리군의 경우에는 12시간에 매우 높은 살모넬라 출현

을 보이다가 48시간에서는 항생제 처리구와 유사한 결과를

보여 주었다. 이 결과는 혈액 중에 나타난 살모넬라 출현율과

비교하여 비슷한 패턴을 보이고 있었다. 그 외 다른 처리구에

서는 정확하게 감소나 증가에 대한 일정한 패턴을 분석하기

어려운 결과를 얻었다. 오히려 0.005%의 처리군에 경우 항생

제 처리군보다 높은 출현율을 보여서 너무 적은 양은 오히려

역효과가 나타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들을

살펴보면 유의적으로 감귤박 첨가제 사료에서 살모넬라를 억

제하는 항생효과가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이는 시간

이 경과함에 따라 혈액내의 균은 급격하게 감소하는 것으로

보아 병원성균에 대한 면역활동과 체내의 다른 활성균에 의해

살모넬라의 억제가 일어나고 있음을 추정 할 수 있다[1,2] 그러

나 Fig. 1에서 보면 실험군에 따라 초기에 억제되다가 다시

48시간에 병원성균이 다시 증가하는 것으로 보아서 면역활동

과 체내의 다른 활성균에 의해 외부로 빠져나가지 않거나 살

아 남은 병원성균의 활동으로 사료된다. 분변을 통한 살모넬

라 균의 발생빈도를 보면 첨가제 농도 높은 군인 0.05% 실험군

에 경우는 병원성균이 체내에 들어오는 것보다 많은 부분이

외부로 빠져나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것은 체내의 활성균

에 의해 병원성균이 체내에서의 감염 및 침투를 억제하는 메

커니즘이 작용한 것으로 생각된다. Moon 등[15]은 감귤 가공

부산물 발효물을 가지고 어류질병세균에 대한 항균실험을 하

였다고 보고하면서, 착즙박 추출물에서도 20%의 농도에서 항

균활성을 나타내고 있으며, 미생물 발효물에서는 5～20% 모

든 농도에서 항균효과가 나타났다고 보고하고 있다. 이것은

본 실험의 감귤박 발효균주가 병원성 균을 억제하는 결과와

비슷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었다. Kim 등[11,13]의 연구에서는

바실러스균과 유산균의 발효시 생성되는 물질인 Saltose가 가

금 병원성 세균의 증식을 억제한다고 보고하였다. 본 연구 결

과에서도 감귤박 발효물의 일종인 바실러스 생성물질등이 가

금 병원성균 살모넬라를 억제하는 비슷한 효과를 보인것으로

사료된다. 그리고 Kim 등[12]의 보고에서는 감귤박 또는 감귤

박 추출액에 바실러스 속 박테리아를 접종하여 배양한 배양액

을 함유하는 사료첨가제에서 감귤박의 유효 물질과 풍미를

그대로 간직하며, 항균력이 높아 가축의 장내에 서식하는 유

해세균의 증식을 저지하는 정장효과를 나타내며, 아울러 가축

의 사료 이용율, 증체율 및 병에 대한 저항력이 향상되는 효과

를 나타낸다는 보고하고 있다. 이와 비교실험을 위하여 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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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The effect of anti-samollera in the chicken from the soil

microbial probiotics contained feed. Control: data from

the commercialized anti-biotics contained feed.
*p＜0.05:

Significantly different between treatment and control.

제제로서의 가능성이 매우 높은 토양미생물제제를 이용하여

병아리 장내에서의 살모넬라군 억제실험을 실시하였다(Fig.

2). 결과를 살펴보면 감귤박 균주 첨가제와 비교하였을 때 우

수한 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으나 항생제 처리군과 유사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먼저 혈액내에서의 억제 효과를 살펴

보면 일반항생제 처리군과 거의 유사한 억제결과를 보여주고

있었으며, 분변에서는 0.005% 처리군에서만 효과가 미비하였

고 0.05%에서는 분변에서의 억제능력도 매우 높은 것으로 나

타나고 있다. 항생제와의 비교에서는 큰 유의차는 보이지 않

았다(p＜0.05). 이러한 결과를 볼 때 토양미생물의 경우에도

살모넬라 억제효과가 유의적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일반

항생제의 대체제 또는 감귤박 발효산물과의 복합 처방제로서

충분하게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분변에서 혈액과

같은 형태로 첨가제 농도가 낮을 때 증가하고 높을 때는 감소

Fig. 3. The effect of anti-samollera in the chicken from the

Coenzyme Q10 contained feed. Control: data from the

commercialized anti-biotics contained feed.

하는 것으로 보아 첨가제의 장내에서의 살모넬라 억제의 면역

증강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다. Park 등[16]은 토양미생물 중에

서도 젖산균이 특이적으로 살모넬라와 같은 세균에 항균효과

있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Coenzyme Q10을 첨가한 실험군에

서는 초반 12시간 후 검사한 결과에서 혈액 중에 0.05%의 첨가

군에서 조차 비교군인 항생제 처리군과 차이를 보였지만 시간

이 경과함에 따라 효과는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었다.

그리고 분변에서도 지속적으로 살모넬라균의 검출이 나타나

고 있음이 결과에서 보여주고 있다. 결과를 전체적으로 평가

할 때 결과의 일관성이 매우 떨어지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어

첨가량 증가에 따른 효과를 검증할 수 없었다. 이는 이 첨가제

의 사료 내 효과가 단시간에 걸쳐 나타나는 효과보다는 지속적

인 면역증강 효과를 통한 강건성과 더 영향이 있을 것으로 추

측된다[5-8]. 여러 보고에서도 Coenzyme Q10의 경우는 Ye 등

[20]이 보고한 바에 따르면 바이러스성 천식이나 알레르기를

감소시키는 효과와 Folker 등[3,4]이 보고한 면역력을 증가시킴

으로 병원성균에 대한 저항성을 증가시킨 것으로 사료된다.

이와 비슷한 연구로 Jeong 등[9]은 사료 첨가제 실험에서 임뮤

포르테라는 첨가제를 사용한 연구를 통하여 사용된 사료첨가

제에 의해 면역력 증강으로 미생물 억제효과가 있음을 보고하

고 있다. 동물실험을 통한 사료첨가제 효과 실험을 개체에 따

라, 조건에 따라 그리고 환경에 따른 요인이 실험 결과에 많은

영향을 끼치므로 실험 구성 시 이를 충분하게 고려해야 한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가능한 개체의 특이적 특성을 배제하고

자 노력하였고 XLT4배지가 살모넬라 배양의 최적 배지이기는

하지만 다른 균의 우점을 완전히 배제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점

에 대한 고려를 통하여 예비실험을 충분하게 실시 하므로써

본 연구의 신뢰도를 높이고자 하였다. Fig. 4은 XLT4배지에서

의 살모넬라균의 형성 상태를 보여주고 있다. A의 경우는 C와

달리 감귤박 균주에 의한 억제 형태를 보여주고 있으며 C의

경우는 살모넬라 억제 효과가 없는 Coenzyme Q10의 처리구

를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B의 경우에는 토양 미생물균주의

억제효과를 보여주는 것으로 무처리구인 대조구에 비하여 매

우 높은 억제를 보여주고 있으나 A의 경우보다 다소 높은 콜로

니 발현을 보이고 있다. D의 경우에는 실험 중 다른 균의 우점

으로 인하여 살모넬라균의 생성이 억제된 경우로 대조군이 전

형적인 형태를 보여주고 있으며 이 결과를 기준으로 XLT4 배

Fig. 4. State of formational colony in XLT4 agar plate. (A) Citrus

fermented probiotics contained feed (B) Soil microbial

probiotics contained feed (C) Coenzyme Q10 treated

chicken product (D) Plate was contaminated by the sev-

eral kinds of microbial organ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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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의 살모넬라 균 억제 효과를 배양된 Agar의 색깔로서 확인

할 수 있는 매우 효율적인 방법이다. 그러므로 D의 경우에는

실험에서 다른 균의 우점으로 인한 살모넬라균이 억제된 것이

아니라 발현되지 않은 것으로 판정 할 수 있었다.

고농도 처리구 분변에서 확인한 살모넬라 억제효과

1차 실험 결과를 토대로 생후 직후의 어린 병아리를 이용하

여 고용량의 처리를 통한 살모넬라 억제 효과를 분석하기 위

하여 실험한 결과는 Fig. 5와 같다. 본 실험에서는 어린 연령에

서의 체중 변화와 온도에 관련한 실험도 동시에 수행하였으며

생후 직후의 병아리인 점을 고려하여 혈액 중 살모넬라 검사

는 수행하지 않고 분변의 상태를 분석하여 감염억제 여부를

분석하였다. 고농도 감귤박 균주 첨가제와 토양미생물 첨가제

사료를 실험한 결과를 보면 10% 첨가군에서 대조군인 C1의

일반항생제 사료보다 24시간 후에 살모넬라 억제 효과가 매우

높았다. 그리고 C2인 무항생제 사료에서는 계속적인 감염형태

의 살모넬라 출현이 나타나고 있었으며 어린 병아리에서는

3-5% 의 첨가수준에서 어느 농도가 유의적으로 효과를 보여주

는지에 대한 결론은 내릴 수 없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었다[16].

특히, 10% 처리구에서 감귤박 발효 첨가군에서는 12시간 분석

한 결과에서 다른 처리군보다 3배 가량 많은 살모넬라 출현율

을 보여주고 있었으며 24시간에는 급격하게 감소하여 거의

검출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 하건데 첫번째는 체외로 급격하게

배출시켜 체내의 생존가능성을 낮추는 효과와 두번째는 다른

처리군의 경향치처럼 병아리에 주입된 살모넬라균이 면역학

적 제거가 되는 시간과의 시간차가 있어 체내에서 활성을 급

격하게 보이다가 체내의 T세포, B 세포 등이 발효첨가제의 영

향을 받아 대조군인 무처리군에 비하여 빠르게 살모넬라를

제거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18].

사료 첨가제의 농도에 따른 체중변화 및 외형적 상태

사료첨가제의 첨가 농도는 전체 사료 투입량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 또한 비율적으로 과도한 양을 투입 할 경우 비용적인

Fig. 5. The effect of anti-samollera in the chicken from the high

concentrated citrus fermented probiotics and soil micro-

bial probiotics contained feed.
*
Commercialized anti-

biotics contained feed. **No additive anti-biotics.

면과 영양학적 균형면에서 역할을 해야 한다. 단지 질병제어적

인 면만 부각되면 추후 성장에 필요한 영양이 결핍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본 실험에서는 생후 22일까지 성장율을 측정

하여 이와 관련된 영향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Fig.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미비한 차이지만 체중변화를 측정한 결과 농도에

따라 차이가 나고 있으며, 일반항생제 또는 무항생제보다 높은

효과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첨가제 농도가 높을 수

록 성장율이 떨어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 결과 토대로

보건대 아마도 현재 고농도의 사표첨가제의 경우 사료자체로

서의 역할은 감소한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추후 전체 성장기간

을 측정하여 이에 관한 영향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와 반대로 Fig. 7에서는 첨가제 투여로 인하여 면역성과 강건

성에 효과를 미친 것으로 추정되는 현상을 볼 수 있었다[11].

동일한 조건하에서 첨가제를 투여한 실험군에서는 Fig. 7B와

같이 병아리들이 자유롭게 사료 섭취하면서 일정한 면적을 나

누어서 위치하고 있는 반면에 Fig. 7A의 경우인 대조군에서는

열원이 있는 백열전구 주위로 병아리들이 집중되는 현상이 발

견되었다. 이는 첨가제가 전체 실험 기간 동안 강건성에 영향

을 주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결과라 볼 수 있다.

Fig. 6. The young chick's weight change which follows in con-

sistency of feed additive.
*
Commercialized antibiotics

contained feed. **No additive anti-biotics.

Fig. 7. Chick's health condition was controlled by additive feed.

(A) Control group was showed all chicks gathering the

light. (B) Treatment group was showed high activity. Red

arrow indicate light bul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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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The condition of liver which follows in consistency of

citrus fermented probiotics contained chicken feed. A,

B, C is 10%, 5%, 3% of feed additive. D is control.

Control: No antibiotics additive.

병아리 장기 해부를 통한 장기의 상태 확인

살모넬라 감염의 경우 바로 폐사되거나 폐사되지 않고 살아

남을 경우에 다음 세대로 감염이 전이되거나 또는 생산성 저

하를 매우 심하게 발생시키는 질병이다. 그러므로 감염 후 회

복 정도를 통하여 이러한 문제점을 분석하기 위하여 실험규정

에 따라 CO2 가스를 이용하여 안락사 시킨 다음, 이전에 실험

중 폐사된 병아리와 함께 장기의 상태를 관찰하였다(Fig. 8).

첨가제 농도에 따라 장기의 손상 상태를 유관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결과를 보면, 먼저 간장의 경우에 손상 정도가 무항생제

살모넬라 주입 군에서는 첨가제 처리 주입군 보다 간의 손상

이 심하게 나타났으며 특히, 맹장의 경우에는 감염이 심한 경

우에는 팽대되고 악취가 심했다. 반면에 첨가제 처리 살모넬

라 주입군에서는 농도에 따라 손상 정도가 미미하거나 아무런

간장에서의 병변을 전혀 발견 할 수 없는 건강상태의 간장이

관찰되었다. 이 결과를 토대로 현재 본 연구에서 사용된 감귤

박 특이 균주의 경우 병아리 장기의 빠른 회복율과 더불어

생산성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사료되며 추후 산란율에

미치는 연구 등도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기존에 발

표되었던 많은 미생물첨가제 관련 연구 측면에서 볼 때 본

연구가 가지는 의의는 기존 연구를 통하여 항균작용이 있는

것으로 밝혀진 감귤박과 미생물과의 발효작용을 통하여 좀더

효과적인 항균물질 생성 및 동물에 대한 효과를 확인한 결과

를 얻을 수 있었으며 제주도의 주요산물인 감귤의 부산물 활

용 면에서 의미를 있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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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산란계 감염 살모넬라균 억제에 대한 감귤박 특이 발효 미생물 제제의 사료 첨가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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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먹거리 생산은 축산물의 사육에서부터 시작된다. 현재 병원성 바이러스 및 균에 의해 먹거리의 안전성

이 위협을 받고 있으며, 또한 항생제의 남용으로 인하여 병원성 균이 면역력을 갖게 되고 그에 따라 슈퍼 박테리

아 등이 계속 생겨나고 있는 추세이다. 이런 시점에 항생제 대체 물질 개발이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안전한 축산물생산과 국민의 식품안전의 최초단계인 축산업에서 항생제를 대체할 천연항생 사료첨가제

를 개발하고자 본 실험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감귤박 특이 균주, 토양미생물 균주, Coenzyme Q10을 이용

하였고, 무 항생제사료에 첨가하였다. 병아리 때 일정 기간 동안 사료첨가제를 급여 후 살모넬라균(Salmonella gal-

linarium)을 구강을 통해 주입하였다. 그리고 일정시간 동안 혈액과 분변을 채취하고 배지를 이용 살모넬라균 검

사를 실시하였으며, 결과적으로 감귤박 특이 균주에서 가장 좋은 억제 효과를 얻었다. 이 결과를 살펴볼 때 병아

리에서는 이러한 첨가제들이 장내 다른 병원성 균이 선점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장기의 해부를

통해서 장기의 손상 상태를 확인한 결과 감귤박 특이 균주 첨가제인 경우 간장색의 선홍색인 반면 일반 항생제

및 무 항생제 사료는 간장의 색의 황색으로 변한 것으로 미뤄 보아서 첨가제의 효과로 살모넬라균이 억제되어

간장의 손상을 방지한다는 효과를 얻었다. 이러한 결과는 천연항생제를 이용한 사육 기반 확립은 물론 먹거리

안전성을 보장하며, 사육부산물은 식물재배의 비료로 이용하여 완전 순환농업을 위한 좋은 재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