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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cterial resistance to antibiotics and residues of antibiotics in poultry products have encouraged the
use of probiotics, prebiotic substrates, and synbiotic combinations of prebiotics and probiotics as alter-
native approaches to the use of antibiotics in poultry. The present study was carried out to evaluate
the effect of a new probiotic CS61 culture on growth performance, feed conversion efficiency, and
safety in broiler chickens, and to evaluate its value as an alternative for antibiotics used as a feed
additive. Two dosages of CS61 culture (0.1% and 1%) were fed to chickens for 28 days. The results
showed that terminal body weight and daily weight gain in the treatment groups increased in a
dose-dependent manner when compared with the control group. Dietary supplementation with CS61
culture also improved feed conversion rate compared to the control group. There were no treat-
ment-related toxic effects in terms of clinical findings, mortality, necropsy findings, hematology, or se-
rum biochemistry parameters in any group tested. The nitric oxide assay showed that CS61 peptide
has a dose-dependent inhibitory effect on lipopolysaccharide-induced nitric oxide production in RAW
264.7 cells. The results of this experiment indicated that dietary supplementation of CS61 culture may
improve growth performance and feed conversion efficiency in chickens through its anti-inflammatory
eff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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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경제발전과 소득수준의 향상에 따라 안전하고 건강지향적

인 먹거리에 대한 요구가 크게 증가하고 있으나 식품매개질환

의 발생과 이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은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16]. 미국 질병관리예방본부(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의 자료에 의하면, 미국에서는 연간

약 7,600만 건의 식품매개질환이 발생하여 325,000여 명이 입

원하고 5,200여명이 사망하여 매년 약 1,520억 달러의 경제적

손실을 초래한다고 한다[1]. 이러한 결과는 안전한 먹거리의

확보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좋은 예이며,

축산업에서도 안전한 축산물의 생산은 매우 중요한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대규모의 집약적 사육형태를 특징으로 하는

현대축산업에서는 가축의 질병을 예방하고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항생제를 사료첨가제로 많이 사용해 왔으나 항생제 사용

량의 증가로 내성균의 발생과 축산물의 항생제 잔류 등 많은

문제를 야기하게 되었다. 따라서 최근에는 이러한 문제를 해

결하기 위해 항생제의 사용을 점차 엄격하게 규제하게 되었

고, 가축의 질병예방과 사료효율 개선 및 성장촉진 기능을 가

지는 항생제 대체물질에 대한 연구가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다[6].

최근 들어 항생제 대체물질로서 동물에게 유익한 미생물인

생균제(probiotics)에 대한 연구가 폭 넓게 수행되고 있다[3].

생균제란 장내 미생물 균형을 개선시켜 줌으로써 숙주동물에

게 유익한 효과를 주는 균주형태의 생균제재를 말하며[2,4,

13], 유산균, 효모, 고초균, 광합성균, 방선균 등이 축산분야에

서 주로 이용되고 있다[5,9]. 이러한 생균제가 항생제 대체물질

로서 각광받는 이유는 장내 정상세균총 형성에 도움을 주면서

도 병원성 미생물의 항생제 내성 발생과는 관련이 없기 때문

이다. 또한 항생제의 첨가로 인한 잔류문제를 유발하지 않고

장내 미생물의 균형유지와 대장균의 감소를 통한 지사작용

및 성장촉진 효과가 있다[12,18].

본 연구팀에서는 식품유래 미생물인 Bacillus subtilis 균주들

을 분리하였으며, 이들 중에서 상대적으로 항균활성이 우수하

면서도 독성이 낮은 생리활성물질을 생산하는 Bacillus subtilis

CS61 균주를 선발하여 동물급여용 생균제 CS61 배양액을 개

발하였다. 본 연구는 CS61 배양액의 효능과 안전성을 평가하

고 항생제를 대체할 사료첨가제로서의 개발가능성을 알아보

기 위해 육계를 이용하여 성장률과 사료효율에 미치는 영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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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하였다.

재료 및 방법

공시동물 및 사양관리

본 시험에 공시된 시험동물은 농촌진흥청에서 재래토종닭

으로 복원한 맛닭 초생추 99마리(1일령, 평균체중 38 g)를 우슬

재 농장(전북 부안)으로부터 구입하여 완전 무작위로 3개 군에

배치하였다. 사양관리는 이전에 시험한 육계사양시험[8]과 같

이 온도 21-32℃, 습도 60-70%, 명암 12시간 주기(조명:

08:00-20:00) 및 환기가 잘 되는 평사계사에서 육계의 사양방법

에 준하여 3개 시험군을 동일하게 하였으며, 사료(육계전기,

대한사료)와 물은 자유급식 시켰다. 본 연구의 동물실험계획

서는 전남대학교의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았으며,

모든 실험은 전남대학교의 동물실험규정에 따라 수행되었다.

CS61 배양액의 준비

Bacillus subtilis CS61 균주를 MRS 고체 배지(증류수 1 l에

universal peptone 10 g, meat extract 5 g, yeast extract 5 g,

D(+)-glucose 20 g, dipotassium hydrogen phosphate 2 g, dia-

mmonium hydrogen citrate 2 g, sodium acetate 5 g, magne-

sium sulfate 0.1 g 및 manganous sulfate 0.05 g, pH 6.5)에서

37°C 조건으로 배양하였다. 24시간 배양 후 한 개의 균주 집락

을 취하여 Maltose 1%, Yeast extract 1%를 함유한 50 ml 액체

배지에서 배양 하였다. 약 24시간 후 배양한 액체배지는 전배

양액과 같은 조성의 배지 250 ml가 들어있는 2 l 플라스크에

배지 부피의 2% (v/v) 수준으로 접종하고, 37°C에서 180 rpm

으로 2-3일간 배양한 배양액을 실험에 사용하였다.

시험군의 구성 및 시험물질 급여

시험군은 대조군과 CS61 배양액 0.1% 및 1%의 3개 군으로

구성하였으며, 각 군당 시험동물은 33수로 하였다. 시험사료

는 육계의 성장 시기별로 적절한 종류를 선택하여 대조군에는

기본사료를 급여하였으며, 시험군에는 기본사료에 무게 대비

0.1%와 1%의 농도로 CS61 배양액을 사료에 첨가한 후 배합기

를 이용하여 균질하게 혼합한 후 28일간 자유급여 하였다.

일반증상 및 사망률

시험기간 중 매일 1회 이상 공시동물의 일반증상과 사망동

물을 관찰하여 CS61 배양액의 질병예방기능을 평가하였다.

체중 및 사료섭취량 측정

체중은 각 시험군의 전 동물을 대상으로 시험개시일과 2주

및 4주째에 개체별로 측정하여 성장촉진기능을 평가하였다.

시험기간 중 총 급여량에서 잔량을 제하여 마리당 사료섭취량

을 측정하였으며, 마리당 사료섭취량과 시험기간 중의 증체량

을 이용하여 사료요구율과 사료효율개선기능을 평가하였다.

부검 및 병리소견 관찰

시험물질 투여개시 후 29일째에 CO2로 마취하여 방혈치사

시켰다. 안락사시킨 동물을 부검하여 주요 장기의 육안적 병

리소견을 관찰하였고, 혈액검사를 수행하여 시험물질의 안전

성을 평가하였다.

혈액 및 혈청생화학 검사

CS61 배양액 첨가사료를 28일간 급여한 후 부검 전날 각

군당 10마리를 무작위로 선발하여 하룻밤 동안 절식한 다음

익하정맥에서 채혈하여 헤파린 튜브에 혈액을 수집하였다. 혈

액검사는 Hemavet blood analyzer (Drew Scientific Co. USA)

를 이용하여 적혈구(red blood cells)와 혈색소(hemoglobin),

적혈구용적(hematocrit), 백혈구(leukocyte), 호중구(neutrophil),

단핵구(monocyte), 호산구(eosinophil), 호염기구(basophil)

및 혈소판(platelet)을 측정하였다. 혈청은 채혈된 혈액을 혈청

분리관(Iatron Laboratoies, Inc., Japan)에 넣고 15분간 상온에

방치하였다가 2,800 rpm으로 10분간 원심분리하여 얻었다. 혈

청생화학검사는 혈청생화학 자동분석장치(Dri-chem 4000i,

Fujifilm Co., Japan)를 이용하여 알부민(albumin), 알카리성

포스파타제(alkaline phosphatase), 혈중요소질소(blood urea

nitrogen), 칼슘(calcium), 콜레스테롤(cholesterol), 크레아티

닌(creatinine), 혈당(glucose), 알라닌 아미노전이효소(alanine

aminotransferase), 젖산탈수소효소(lactate dehydrogenase),

비에스테르화지방산(non-esterified fatty acid) 및 총단백질

(total protein) 농도를 측정하였다.

일산화질소(nitric oxide) 생성억제 시험

먼저 CS61 배양액에서 항균 펩타이드를 정제하기 위하여

Bacillus subtilis CS61 균주를 7 l 발효조를 이용하여 Maltose

1% Yeast extract 1%의 배지조건으로 37℃ 1 vvm, 70 rpm의

조건으로 2-3일간 배양 하였다. 배양액은 원심분리기를 사용

하여 균사체와 배양여액으로 분리하였다. 배양여액은 약 4 l였

으며 60% 황산암모늄을 사용하여 활성 단백질을 침전시켰다.

활성분획의 충분한 회수를 위해 60% 황산암모늄를 처리 후

4℃에서 12시간 동안 교반하였으며, 원심분리(6,000 rpm, 60

분)하여 상등액은 제거하였다. 침전물을 10 mM Tris-HCl (pH

8.0)로 녹여 아미콘을 사용하여 1~10 kDa 사이의 분획으로

농축하였고 농축한 분획을 Sepharose CL-6B 컬럼(1.5X100

cm)을 이용하여 활성분획을 용출시켰다. 이 활성 분획을 다시

Sephadex G50 (1X60 cm) 컬럼을 이용하여 순수한 펩타이드

(분자량 약 1 kDa)를 얻었다. Raw 264.7 세포를 분주한 96 well

plate에 lipopolysaccharide (LPS, 1 ug/ml)와 정제한 CS61 펩

타이드를 농도별(0.05-1 mg/ml)로 처리한 후 12시간 배양하였

다. 세포배양액에서 생성된 일산화질소의 양을 측정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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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Body weights of chickens fed CS61 culture-containing diet for 28 days

Group

Control 0.1% 1%

No. of chickens examined 33 33 32

Body weight (g): Day 0 38.9±2.06
a

37.0±2.25 38.2±2.19

Day 14 233.8±24.88 238.4±36.05 235.8±28.02

Day 28 519.4±42.89 531.8±39.41 616.1±76.70
**

Weight gain 480.5±42.78 494.8±40.08 577.9±77.17
**

a Values are presented as means±SD.
** Significant difference at p<0.01 level compared with the control group.

Table 2. Feed efficiency of chickens fed CS61 culture-containing diet for 28 days

Group

Control 0.1% 1%

No. of chickens examined 33 33 32

Initial body weight (g/chicken) 38.89 37.03 38.19

Final body weight (g/chicken) 519.40 531.81 616.10

Weight gain (g/chicken/day) 17.16 17.67 20.64

Feed intake (g/chicken/day) 34.96 34.96 34.52

Feed efficiency (feed intake/weight gain) 2.04 1.98 1.67

동량의 Griess 시약(Sigma Chemical Co., MO, USA)을 첨가하

여 반응시킨 후 54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통계분석

얻어진 시험결과에 대한 통계분석은 GraphPad InStat v.

3.0 (GraphPad Software, Inc., CA, USA)을 이용하여 일원배

치분산분석(one-way analysis of variance)을 실시하였고, 유

의차 검정은 Student’s t-test를 이용하여 5% 및 1%에서 검정

하였다.

결 과

육계의 질병발생과 예방기능을 평가하기 위해 시험기간 중

일반증상과 사망동물을 관찰한 결과, 모든 시험군에서 특이적

인 이상소견은 관찰되지 않았다.

CS61 배양액의 성장촉진기능을 평가하기 위해 시험기간 중

육계의 체중변화를 관찰한 결과(Table 1), 1% 시험군의 28일째

체중이 대조군에 비해 통계학적으로 유의성 있게 증가하였다.

시험물질 투여군의 증체량을 대조군과 비교하였을 때 0.1%

시험군에서는 약 3.0%, 그리고 1% 시험군에서는 약 20.3% 증

가하였다.

사료섭취량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결과, 시험기간 중 각

시험군의 일일 사료섭취량은 거의 유사하게 나타났다(Table

2). 시험기간 중의 증체량과 사료섭취량을 이용하여 사료효율

개선기능을 평가한 결과(Table 2), 0.1% 시험군의 사료효율은

1.98로서 대조군의 2.04에 비해 미약하게 향상되었으나 1% 시

험군의 사료효율은 1.67로서 대조군에 비해 현저하게 향상되

었다.

CS61 배양액의 28일간 급여에 따른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

해 29일째에 부검하여 부검소견과 혈액 및 혈청생화학치를

분석하였다. 부검 시 근육(가슴살)과 흉강 및 복강장기, 위벽점

막, 뇌 등의 주요 장기를 관찰한 결과, 시험물질의 투여에 기인

된 어떠한 변화도 관찰되지 않았다(Fig. 1), 혈액학적 검사 결

과(Table 3), 0.1% 시험군의 적혈구수는 대조군에 비해 통계학

적으로 유의성 있게 감소하였으며, 1% 시험군의 백혈구와 호

중구, 단핵구 및 호산구 수도 각각 유의성 있게 감소하였다.

혈청생화학치를 분석한 결과(Table 4), 0.1% 시험군에서 알카

리성 포스파타제와 칼슘이 대조군에 비해 각각 유의성있게

증가한 반면, 알라닌 아미노전이효소는 유의성있게 감소하였

다. 1% 시험군에서는 혈당 수치가 대조군에 비해 유의성있게

증가한 반면, 콜레스테롤과 알라닌 아미노전이효소는 대조군

에 비해 각각 유의성있게 감소하였다.

CS61 배양액의 항염증효과를 세포수준에서 확인하기 위해

정제된 CS61 펩타이드를 이용하여 일산화질소 합성저해실험

을 수행한 결과(Fig. 2), LPS 처리에 의하여 세포가 활성화되면

서 일산화질소 생성량이 대조군에 비해 약 2배 정도 증가하였

다. 반면, CS61 펩타이드를 전처리했을 때에는 LPS에 의하여

급격히 증가했던 일산화질소 생성량이 용량의존적으로 감소

하였으며, 특히 0.1 mg/ml 이상의 농도에서는 현저하게 감소

하였다.

고 찰

국민 소득수준의 향상과 식생활의 변화로 육류소비량은 크

게 증가하고 있으며[15], 특히 국내의 닭고기 소비량은 지난

10년간 연평균 4.4%씩 증가하여 2005년에는 소고기 소비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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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Necropsy findings of chickens fed CS61 culture-containing diet for 28 days (A, muscles; B, heart and liver; C, intestine;

D, gizzard; and E, brain). Upper panel, control group; middle panel, CS61 culture 0.1% group; and lower panel, CS61 culture

1% group.

Table 3. Hematological findings of chickens fed CS61 culture-containing diet for 28 days

Group

Control 0.1% 1%

No. of chickens examined 10 10 10

RBC (x10
12

/l) 3.15±0.71
a

1.89±0.54
**

2.21±1.60

HB (g/dl) 8.18±3.86 6.38±2.79 5.65±2.41

HCT (%) 16.18±8.01 12.62±3.39 10.65±3.74

WBC (x109/l) 41.66±9.16 36.40±5.31 28.61±4.34**

NEU (x109/l) 26.31±5.88 22.91±3.82 17.94±4.34**

MON (x10
9
/l) 7.02±1.38 6.14±1.66 4.59±0.74

**

EOS (x109/l) 5.66±1.69 4.96±0.19 4.06±0.58**

BAS (x10
9
/l) 2.67±1.00 2.40±0.29 2.02±0.25

PLT (x109/l) 849±1712.15 1726±1929.40 1084±973.68

Note. Values are presented as means±SD. RBC, red blood cells; HB, hemoglobin, HCT, hematocrit; WBC, white blood cells; NEU,

neutrophil; MON, monocyte; EOS, eosinophil; BAS, basophil; and PLT, platelet.
a

Values are presented as means±SD.
** Significant difference at p<0.01 level compared to the control group.

추월하였다. 이는 최근 건강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고단

백과 저칼로리, 저지방 및 저콜레스테롤 특성의 백색육인 닭

고기의 수요가 증가하였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육계산업에서

항생제는 질병예방과 사료효율개선 및 성장촉진을 위해 많이

사용되고 있으나 축산물 내 항생제 잔류와 내성균 출현 등으

로 큰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따라서 국내에서는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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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Serum biochemical findings of chickens fed CS61 culture-containing diet for 28 days

Group

Control 0.1% 1%

No. of chickens examined 10 10 10

ALB (g/dl) 1.67±0.06 a 1.62±0.09 1.61±0.09

ALP (U/l) 745.02±200.23 1053.62±157.40** 917.38±240.02

BUN (mg/dl) 0.19±0.19 0.15±0.08 0.32±0.30

Ca (mg/dl) 8.74±0.30 9.47±0.47** 8.62±0.33

CHO (mg/dl) 155.20±11.01 145.60±16.51 136.16±16.31
*

CRTN (mg/dl) 0.15±0.52 0.28±0.09 0.19±0.03

GLU (mg/dl) 258.28±11.92 262.68±7.15 275.00±14.46
**

ALT (U/l) 18.84±1.93 12.26±6.90
*

11.32±3.83
**

LDH (U/l) 435.86±34.72 445.34±50.20 431.80±30.03

NEFA (mg/dl) 0.43±0.31 0.38±0.33 0.35±0.26

TP (g/dl) 4.97±0.36 4.86±0.24 4.94±0.11

Note. Values are presented as means±SD. ALB, albumin; ALP, alkaline phosphatase; BUN, blood urea nitrogen; Ca, calcium; CHO,

cholesterol; CRTN, creatinine; GLU, glucose; ALT, alanine aminotransferase; LDH, lactate dehydrogenase; NEFA, non-esterified

fatty acid; and TP, total protein.
a Values are presented as means±SD.
*, **

Significant difference at p<0.05 and p<0.01 levels compared to the control group.

Fig. 2. Effects of CS61 peptide on lipopolysaccharide (LPS)-

induced nitric oxide production in RAW 264.7 cells.

배합사료 제조 시 첨가되는 7종의 항생물질(lincomycin, neo-

mycin, penicillin, colistin, bacitracin, chlortetracycline 및

oxytetracycline)을 2009년부터 사용을 금지하였고[14], 2012년

부터는 항생제와 항균제의 사용을 전면 금지할 예정이다. 이

러한 배합사료용 항생물질의 감축정책과 안전한 축산물에 대

한 소비자의 요구로 인해 유기산제와 면역증진제, 식물추출

물, 생균제 등의 친환경적 항생제 대체물질에 대한 연구개발

은 크게 증가하고 있다. 그 중 생균제는 살아있는 미생물을

사용함으로써 영양효과와 건강효과 및 살균효과를 얻을 수

있어 큰 각광을 받고 있다[5,9,15].

이전 연구에 따르면, 생균제는 장내세균총의 정상화와 장에

서 잠재적 병원체 침입의 차단, 설사 예방 및 치료, 자극성

및 염증성 장 질환의 치료, 유당불내증(lactose intolerance)의

완화, 대장암의 예방, 면역기능의 조절,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Helicobacter pylori)의 억제, 칼슘흡수의 향상, 콜레스테롤의

감소 등 다양한 효능이 있어서 식품으로서뿐만 아니라 수의축

산 분야에서도 폭 넓게 활용되고 있다[9,12,19]. 본 연구에서는

식품유래 미생물 Bacillus subtilis CS61 균주를 이용하여 개발

한 CS61 배양액을 육계에게 28일간 사료에 혼합하여 급여한

결과, 본 생균제는 육계의 증체량을 향상시키고 사료효율을

개선하는 안전한 생균제로 확인되었다. 본 시험결과는 생균제

의 급여가 육계의 생산성을 향상시킨다는 이전 연구들의 결과

와도 잘 일치한다. Park 등[15]에 따르면, 복합생균제의 급여는

육계의 일당증체량과 사료요구율 및 도계율을 개선시킨다고

하였으며, Talebi 등[18]은 multi-strain의 생균제 PrimaLac이

육계의 체중을 증가시키고 사료요구율을 감소시킨다고 보고

하였다. 복합생균제가 육계의 생산성을 향상시킨다는 것은 상

기한 연구 외에도 국내외의 많은 연구에서도 잘 증명된 바

있다[7,9,10,21]. 상기한 문헌들과 본 시험의 연구결과는 생균

제의 급여가 육계의 증체율을 향상시키고 사료요구율을 감소

시켜 생산성을 향상시킨다는 것을 보여준다.

혈액 및 혈청생화학 분석시 0.1% 시험군에서 관찰된 적혈

구수와 알라닌 아미노전이효소 활성의 감소, 그리고 알카리성

포스파타제와 칼슘의 증가는 용량상관성이 인정되지 않았거

나 관련되는 다른 항목의 변화와 일치하지 않아 시험물질의

투여와는 무관한 우발적 소견으로 판단된다. 1% 시험군에서

관찰된 혈당의 증가와 콜레스테롤 및 알라닌 아미노전이효소

수치의 감소 역시 간기능 이상 시에 관찰되는 소견들과 일치

하지 않아 시험물질의 투여에 의한 영향으로는 판단되지 않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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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20]. 본 시험에서는 최근에 재래토종닭으로 복원한 맛닭 초

생추를 사용하여 시험하였기 때문에 실험동물이나 계통이 잘

확립된 육계에 비해 유전적 동일성이 다소 떨어져 혈액 및

혈청학치의 변화가 크게 나타난 것으로 판단되며, 된다. 한편,

1% 시험군에서 관찰된 백혈구 수의 감소는 용량의존적으로

나타난 것으로 보아 시험물질의 투여에 의한 소견으로 사료되

었다. 그러나 다른 혈액 및 혈청학적 수치의 변화도 매우 컸고,

일반증상이나 체중변화 및 부검소견에서도 어떠한 이상도 인

정되지 않아 시험물질에 의한 독성영향으로는 판단되지 않았

다. 본 시험에서 관찰된 증체량과 혈액 및 혈청생화학치 변화

의 상관성을 명확히 규명하기 위해서는 보다 세부적인 후속연

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일산화질소는 세포 내 산화질소합성효소(nitric oxide syn-

thase)에 의해 아미노산인 L-arginine이 분해되어 생성되며,

종양세포를 죽이거나 감염억제, 혈관이완 등의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17]. 그러나 화학적으로 불안정하여 빠른 속도로 산

화되어 안정적이며 불활성 산화물인 아질산(NO2
-
)과 질산

(NO3
-
)을 형성하게 되며, 과다하게 생성되면 쇼크에 의한 혈관

확장과 염증반응에 의한 조직손상, 돌연변이, 신경조직 손상

등의 유해작용을 나타내게 된다[11]. 본 시험에서는 CS61 배양

액의 항염증효과를 세포수준에서 확인하기 위해 정제된 CS61

펩타이드를 이용하여 일산화질소 합성저해 실험을 수행한 결

과(Fig. 1), LPS 단독처리군에서는 세포가 활성화되면서 일산

화질소의 생성량이 현저히 증가한 반면, CS61 펩타이드를 전

처리했을 때에는 LPS에 의해 증가된 일산화질소량이 용량의

존적으로 감소하였다. 특히, 0.1 mg/kg 이상 용량군에서의 일

산화질소 생성량은 LPS 단독군에 비해 통계학적으로 유의성

있게 감소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CS61 펩타이드가 일산화질

소 생성을 억제함으로써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 유발되는 염

증반응을 예방해줄 수 있으며, 또한 가축에서 발생하는 다양

한 염증질환의 예방에도 유용할 수 있음을 암시해 주고 있다.

결론적으로 생균제인 CS61 배양액의 사료첨가 급여는 육계

의 성장을 촉진하고 육질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으며, 육계의

생산성을 증가시키는 안전한 사료첨가제로써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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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새로운 생균제 CS61 배양액의 사료 내 급여가 육계의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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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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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금류 제품에서 항생제의 잔류와 내성균의 출현으로 인해 항생제 대체물질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특히 생균제와 활성촉진제 또는 이들을 조합한 신바이오틱의 사용이 권장되고 있다. 본 연구는 새로운

생균제 CS61 배양액의 사료첨가 급여가 육계의 성장 및 사료효율에 미치는 영향과 안전성을 평가하여 항생제를

대체할 수 있는 사료첨가제로서의 개발가능성을 알아보기 위해 수행하였다. CS61 배양액은 0, 0.1 및 1%의 용량

으로 28일간 사료에 혼합하여 육계에게 급여하였다. 시험결과, 시험물질 처치군에서 부검 시의 체중과 일당증체

량이 대조군에 비해 용량의존적으로 증가하였다. CS61 배양액의 사료 내 첨가는 대조군 동물에 비해 사료효율도

개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일반증상과 사망률, 부검소견, 혈액학치 및 혈청생화학치에서는 시험물질의 처

치와 관련된 독성소견이 관찰되지 않았다. RAW 264.7 세포를 이용한 일산화질소 시험에서 정제된 CS61 펩타이

드는 lipopolysaccharide에 유도된 일산화질소 생성을 용량의존적으로 억제하였다. 본 시험결과는 육계에 CS61

배양액의 사료첨가 급여는 항염증효과를 통해 성장과 사료효율을 개선할 수 있음을 보여주며, 사료첨가제로서

CS61 배양액의 유용성과 개발가능성을 시사해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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