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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aimed to evaluate the effects of probiotics as manure additives on pathogen, mineral, carbon dioxide and methane 
emissions in pig slurry as a function of time and provide information about the importance of pig slurry management to pig 
producers. An experiment was a completely randomized design and four treatments: CON: no treatment (5 kg pig slurry), T1: 5 
kg pig slurry + 0.2% bacillus subtilis, T2: 5 kg pig slurry + 0.2% yeast, T3: 5 kg pig slurry + 0.2% actinomycetales. All 
treatments were replicated three times. The results information that is analyzed includes the following: First, in spite of the lack 
of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pH values and carbon dioxide were lowered (P < 0.05) in all probiotic treatments 
compared with the controls as a function of time. Second, all probiotic treatments had no effect on Salmonella enterica, mineral, 
and methane emission. The results of this study indicated that addition of 0.2% probiotic to pig slurry resulted in lower pH and 
carbon dioxide emissions, and carbon dioxide and methane emitted from pig slurry is not listed as noxious g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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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서 론

우리나라의 양돈산업은 대규모 산업화·집적화 되면서 

생산성 향상(성장율, 사료효율 및 면역 개선)을 위해 사

료에 항생제와 성장촉진제 등을 사용하였다. 그러나, 항

생제와 성장촉진제의 사용은 축산물 내 잔류와 내성문제 

발생으로 인해 국내·외에서는 금지되고 있다. 예를 들면 

항생제 전면 금지는 1986년 스웨덴을 시작하여 유럽전

역으로 확대 시행되어 2006년에 완전히 시행되었다

(Anádon 등, 2006). 우리나라에서는 2011년에 항생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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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이 전면 금지되었다. 

통계청(Statistics Korea, 2013)에 따르면 우리 나라 

돼지 사육두수는 2009년 958만두, 2010년 988만두, 

2011년에는 817만두로 감소하였지만, 2012년 991만두

에서 2013년에는 1018만두로 증가하였다. 이는 양돈농

가의 사양기술 발달과 정부정책의 노력으로 볼 수 있지

만, 항생제 사용 금지 이후 사육규모의 증가로 인한 다두

사육이 확대되어 면역력 감소에 의한 질병 발생률이 더

욱 높아질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또한 사육규모의 증

가로 대두될 수 있는 또 다른 문제의 하나는 축사 내 돈분 

증가이다.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준거는 2010년 연간 

우리나라 가축분뇨 발생량 46,534천 톤 가운데 전체 

38%인 17,843천 톤이 단일 축 종인 돼지에서 발생되는 

돈분이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다(Go 등, 2012). 더욱이 

우리나라의 양돈 사육농가는 영세농으로 이루어진 가족

기업의 형태라는 점이다. 돈사로부터 유발되는 악취와 

유해가스에 의해 주변의 주민들에게 건강과 민원의 발생

소지가 있으며, 많은 양의 돈분이 영세농가에서 적절히 

처리 못하고 농경지에 아무런 대책 없이 살포시켜 환경

오염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항생제 대체물

질에 대한 연구가 우리나라를 포함한 여러 나라에서 진

행되고 있으며, 항생제 대체물질은 생균제, 효모제, 유기

산제 및 천연 식물추출물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특히, 생

균제(Probiotics)는 Fuller(1989)에 의해 ‘장내 미생물 

균형을 통한 숙주의 건강을 향상시키는 살아있는 미생물

을 이용하는 사료첨가제’로 정의하였으며 이후 생균제의 

기능과 활용범위가 확대되어 현재는 축사 환경개선제로 

이용되고 있다. 생균제를 이용했을 경우 돈분에서 발생

되는 암모니아(NH3)와 황화수소(H2S) 가스를 효과적으

로 제거할 수 있으며 생균제의 종류에 따라 60% 이상 감

소 된다고 보고되고 있다(Jang 등, 2004; Kang 등, 

2006; Lee와 Lim, 2010). Goh 등(2005)의 연구에서도 

육성돈과 비육돈의 사료에 생균제의 첨가 수준은 일당 

증체량과 사료 요구율면에서 일부 개선효과가 있었다고 

하였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다양한 효소제, 효모제와 생

균제를 육성 비육돈에 적용한 연구에서는 증체량과 사료

효율의 경우 두렷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고 하였다

(Kim 등, 1997). 전반적인 생균제에 관한 연구는 가축 

생산성과 가스발생량에 대한 연구로 주를 이루고 있으나, 

액상 돈분(pig slurry)을 중심으로 유해성 병원균과 메탄, 

이산화탄소 등에 대한 사례는 보고되지 않았다. 또한 시

중에 유통되고 있는 생균제의 수는 다양하지만 마찬가지

로 효능면에서 차이가 크며, 이에 대한 정보도 일정하지 

않다. 따라서 양돈경영자에게 축산환경 경영정보를 제공

하는 데 있어 선택성의 폭을 감소시키고 있다. 

본 연구는 고초균, 효모균 및 방선균을 포함한 각각의 

생균제(축분첨가제)를 액상 돈분에 첨가하여 일정시간 

동안 유해성 병원균, 무기물, 이산화탄소 그리고 메탄 발

생량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여 실질적인 양돈 경영자

에게 기초적인 정보와 자료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을 두

었다. 

2. 재료 및 방법

2.1. 시료준비와 실험설계

액상 돈분(pig slurry)은 경상남도 창원시 소재 양돈 

농가에서 80 L를 채취하였다. 시험에 사용된 미생물 4처

리구는 액상 돈분에 미생물을 첨가하지 않은 대조구

(Control, CON), 고초균(Bacillus subtilis, 6.7 × 107, 

T1), 효모균(Saccharomyces cerevisiae, 7.7 × 107, T2) 

및 방선균 처리구(Streptomyces griseus, 2.0 × 106, T3)

였다. 각 처리구의 조건은 아래와 같다.

1) CON: no treatment (5 kg pig slurry)

2) T1: 5 kg pig slurry + 0.2% bacillus subtilis
3) T2: 5 kg pig slurry + 0.2% yeast

4) T3: 5 kg pig slurry + 0.2% actinomycetales

처리구별로 액상 돈분을 5 kg 씩 3반복(처리구별 총 

15 kg 사용)으로 통에 넣고, 폭기조를 이용하여 매일 폭

기시켜 2주간 발효시켰다. 배양 직전(0일), 배양 후 12시

간(0.5일), 1, 2, 4, 6, 8, 10, 12 및 14일에 각각 50 ml을 

채취하여 분석에 이용하였다. 채취된 시료 10 ml은 병원

성 미생물 균수 측정을 위해 즉시 분석되었으며, 나머지

는 분석 시까지 냉동 보관하였다.

2.2. 분석

pH는 액상 돈분을 그대로 원심분리시켜 상층과 하층

이 분리된 상태에서 상층부분을 pH meter (Seven Easy, 

Mettler Toledo, Switzenland)를 이용하여 0, 0.5,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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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y
Treatment

1

SEM
2

CON T1 T2 T3

0 6.43 6.42 6.46 6.41 0.095

0.5 6.83 6.71 6.68 6.67 0.077

1 6.81 6.63 6.62 6.62 0.079

2 6.71 6.62 6.56 6.54 0.074

4  6.88a   6.70ab  6.71ab  6.64
b

0.085

6  6.93a  6.57b  6.59b  6.59
b

0.078

8  6.90a   6.75ab  6.66ab  6.64
b

0.097

10  6.94a  6.70b  6.59b  6.58
b

0.075

12  6.78a   6.61ab  6.60ab  6.60
b

0.070

14   6.75  6.61 6.57 6.67 0.089
a-bMeans on the same row followed by different superscripts differ significantly (P<0.05).
1CON: no treatment (5 kg pig slurry), T1: 5 kg pig slurry + 0.2% bacillus subtilis, T2: 5 kg pig slurry + 0.2% yeast, 

T3: 5 kg pig slurry + 0.2% actinomycetales.
2Values are means±SEM.

Table 1. Effects of probiotic to pig slurry on pH as a function of time

Day
Treatment

1

SEM
2

CON T1 T2 T3

0 3.39 3.77 3.41 2.13 1.008

0.5  ND
3

ND ND ND -

1 ND ND ND ND -
1CON: no treatment (5 kg pig slurry), T1: 5 kg pig slurry + 0.2% bacillus subtilis, T2: 5 kg pig slurry + 0.2% yeast, 
T3: 5 kg pig slurry + 0.2% actinomycetales.

2Values are means±SEM.
3ND stands for Not Detected

Table 2. Effects of probiotics to pig slurry on Salmonella as a function of time (log cuf/g)

4, 6, 8, 10, 12 및 14일에 측정하였다. 액상 돈분에 함유

된 Salmonella enterica 분석은 액비 2 ml와 생리 식염

수 18 ml를 잘 혼합한 후 10진법으로 희석하여 분석에 

이용하였다. 병원성 미생물인 Salmonella enterica는 각

각 Difco TM SS Agar (BD; Becton, Dickinson and 

Company, USA)를 이용하여 제조된 고체배지에 접종

하여 35 배양기에서 48시간 배양 후 균수를 0, 0.5 및 

1일에 측정하였다. 균수는 g당 cfu(colony forming units, 

log cfu/g manure)로 나타내었다. 액상 돈분의 칼륨, 칼

슘 및 인 함량은 Elekes 등(2010)의 방법에 준하여 ICP 

-AES로 0과 14일에 측정하였다. 액상 돈분에서 발생되

는 이산화탄소(CO2)과 메탄(CH4)가스 측정은 폭기조에

서 연결되는 관에 가스 분석기(Yes Plus LGA, Critical 

Environment Technologies Canada Inc., Delta, Canada)

를 설치하여 0, 0.5, 1, 2, 4, 6, 8, 10, 12 및 14일에 측정

하였다. 모든 분석은 3반복으로 측정되었다.

2.3. 통계처리

통계처리는 완전임의 배치법으로 설계되어 SAS(2000) 

package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ANOVA 분산분석으로 

실시하였다. 처리간 통계적 유의성 검정은 5% 유의수준

에서 Duncan’s multiple range tests(Duncan, 1955)로 

분석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3.1. 액상 돈분의 pH, Salmonella enterica 및 

무기물에 대한 영향

생균제를 액상 돈분에 첨가 시 pH, Salmonella enteri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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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em
Treatment1

SEM2

CON T1 T2 T3

0 day (mg/kg)

K 2280 2510 2350 2260 122.7

Ca   82   82   84   91  12.5

P    62.5    40.2    94.1    38.0  39.9

14 day (mg/kg)

K 2390 2440 2440 2280  76.4

Ca   89   88   92   82   9.3

P    40.2    62.9    68.0    11.4  40.0
1CON: no treatment (5 kg pig slurry), T1: 5 kg pig slurry + 0.2% bacillus subtilis, T2: 5 kg pig slurry + 0.2% yeast, 

T3: 5 kg pig slurry + 0.2% actinomycetales.
2Values are means±SEM.

Table 3. Effects of probiotics to pig slurry on minerals as a function of time

및 무기물에 대한 영향은 Table 1, 2 그리고 3에 제시하

였다. 통계적 유의성 결과를 대조구와 비교하면 0, 0.5, 

1, 2, 및 14일에서의 pH는 모든 처리구에서 인정되지 않

았지만, 4, 6, 8, 10 그리고 12일에서는 차이가 있었다. 

pH는 생균제 처리구간에 아무런 차이가 없었으며, 생균

제의 첨가 시 공통된 점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대조구와 

비교할 때 pH가 감소되는 경향을 보여주었다. 전반적인 

pH 감소는 효모균(T2) 및 방선균 처리구(T3)가 가장 컸

고 이 두 처리구는 비슷한 경향이었다. 그 다음은 고초균 

처리구(T1) 순이었다. 일반적으로 생균제를 축분에 첨가

하였을 때 pH가 감소하는 것은 산(acid)으로 작용하는 

것에 기인한다. 예를 들면, Song 등(2014)은 돈분에서 

pH가 감소되는 이유로 대나무분말이 산(acidification)

으로서 작용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본 연구에

서도 생균제 처리 시 액상 돈분의 pH는 감소하는 경향이

었다. 

액상 돈분에서 분석된 Salmonella enterica의 결과를 

보게 되면 통계적 유의성이 모든 처리구간에 0일에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0.5일과 1일의 경우 Salmonella 
enterica는 모든 처리구에서 검출되지 않았다. 일부 보고

에서는 가축에서 생균제의 이용이 장내 pH의 감소로 유

해성 병원균인 E.coli, Clostridia 그리고 Salmonella 등
의 독소 작용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고 하였다(Heyman

과 Menard, 2002). 위의 자료와는 다르게, 본 연구의 결

과는 생균제를 이용 시 액상 돈분의 유해성 병원균의 사

멸효과가 크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생균제를 액

상 돈분에 첨가 시 유해성 병원균의 총변화를 장기간 연

구를 통해 관찰할 필요성을 가지고 있다.

생균제 첨가에 따른 무기물 변화를 측정한 결과 0일

과 14일에 분석된 K, Ca 및 P 함량은 모든 처리구간에 

통계적 유의성이 인정되지 않았다. 이는 사용된 균주의 

종류에 따라 크게 영향을 주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 주는 

것이다. 

3.2. 액상 돈분의 이산화탄소와 메탄 발생량에 대한 영향

생균제를 액상 돈분에 첨가하여 시간에 따라 이산화

탄소(CO2)와 메탄(CH4) 발생량에 미치는 영향은 Table 

4와 5에서 나타내었다. 전반적으로 대조구와 비교한 이

산화탄소 발생량의 경우 시간이 경과하면서 모든 생균제 

처리구에서 감소는 경향이었고, 0.5, 1, 4, 및 14일에는 

각 처리구간에 통계적 유의성이 있었다. 그러나 0, 2, 6, 

8, 10 및 12일에는 모든 처리구에서 이산화탄소 발생량

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았다. 효모균(T2)과 방선균 처

리구(T3)에서는 다른 처리구보다 이산화탄소 발생량이 

크게 감소되었다. 일반적으로 이산화탄소 발생과정은 축

분 내 미생물발효 과정을 통해 이루어지며 상대적으로 

암모니아와 황화수소 발생량과는 달리 축사 내에서 발생

량이 적으며 가축의 건강을 해치는 수준은 아니라고 보

고되고 있다(Noblet 등, 1989; Lee와 Lim, 2010). Lee

와 Lim(2010)의 연구결과를 근거로 할 때, 본 연구의 결



액상 돈분에서 병원균과 가스 발생량을 감소시키기 위한 분 첨가제로서 생균제의 축산환경경영평가

Day
Treatment

1

SEM
2

CON T1 T2 T3

0 929.0 698.3 886.3 781.0 222.20

0.5  931.3a  756.3ab  698.0b  592.3b  80.63

1 746.7a  613.7b   626.0ab   693.3ab  46.51

2 632.7 627.0 629.3  587.7  34.07

4  585.7ab  621.0ab  560.7b  627.3a  23.32

6 584.3 597.0 563.0 629.3  28.93

8 603.7 597.0 586.7 565.3  23.38

10 596.0 567.3 574.7 837.7 111.44

12 670.0 589.0 552.7 541.3  87.35

14  783.0a  633.0b  571.0b  566.3b  41.50
a-bMeans on the same row followed by different superscripts differ significantly (P<0.05).
1CON: no treatment (5 kg pig slurry), T1: 5 kg pig slurry + 0.2% bacillus subtilis, T2: 5 kg pig slurry + 0.2% yeast, 

T3: 5 kg pig slurry + 0.2% actinomycetales.
2Values are means±SEM.

Table 4. Effects of probiotics to pig slurry on carbon dioxide emissions as a function of time (ppm)

Day
Treatment

1

SEM
2

CON T1 T2 T3

0  0.9
a

 0.8
ab

 0.6
b

 0.6
b

0.087

0.5 0.6 0.6 0.6 0.6 0.000

1 0.6 0.6 0.6 0.6 0.000

2 0.6 0.6 0.6 0.6 0.000

4 0.6 0.6 0.6 0.6 0.000

6 0.6 0.6 0.6 0.2 0.173

8  ND
3

ND ND ND -

10 ND ND ND ND -

12 ND ND ND ND -

14 ND ND ND ND -
a-bMeans on the same row followed by different superscripts differ significantly (P<0.05).
1CON: no treatment (5 kg pig slurry), T1: 5 kg pig slurry + 0.2% bacillus subtilis, T2: 5 kg pig slurry + 0.2% yeast, 

T3: 5 kg pig slurry + 0.2% actinomycetales.
2Values are means±SEM.
3ND stands for Not Detected

Table 5. Effects of probiotics to pig slurry on methane emissions as a function of time (%)

과는 생균제가 액상 돈분에서 적절한 발효과정을 통해 

이산화탄소 발생량이 대조구보다 적게 발생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메탄은 0일에서 모든 처리구간에 통계적 유의성이 있

었지만, 0.5, 1, 2, 4 그리고 6일에서는 차이가 없었다. 그 

이후 8일에서 14일까지 측정된 메탄 발생량은 모든 처리

구에서 검출되지 않았다. 이 결과는 생균제의 액상 돈분에 

첨가가 메탄 발생량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메탄가스는 축분의 혐기적 상태

에서 발생되지만(Lee과 Lim, 2010), 액상돈분에서 발생

되는 유해가스의 주 요인이 아니라는 것을 나타내었다.



 최인학 이혁준 김동현 이용복 김삼철

4. 결론

고초균, 효모균 및 방선균을 포함한 각각의 생균제 

0.2%를 액상 돈분 첨가했을 때 일정시간 동안 pH, 유해

성 병원균, 무기물, 이산화탄소 그리고 메탄 발생량에 미

치는 영향을 조사하여 현장의 양돈 경영자에게 기초적인 

정보와 자료를 제공하는데 있다. 본 연구에서 얻어진 결

과는 

첫째, 통계적 유의성에 상관없이 pH와 이산화탄소의 

발생량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대조구보다 다양한 생균제 

처리구에서 감소하였다.

둘째, 다양한 생균제의 액상 돈분에 첨가는 유해성 병

원균인 Salmonella enterica, 무기물 및 메탄 발생량에

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았다. 

결론적으로 본 시험에 이용된 생균제 0.2% 수준의 첨

가는 pH와 이산화탄소 발생량을 감소시켰다. 또한 액상 

돈분에서 발생되는 이산화탄소와 메탄이 유해가스의 주 

요인이 아니라는 점을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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