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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ffects of CS682, a Fermentation Product of Korean Soil Bacteria, on Growth
Performance in Chickens and Pi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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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tibiotics in veterinary medicine have been used to treat disease, promote growth rate and improve
feed efficiency. However, alternative sources are needed because of of bacterial resistance to antibiotics
and residues of antibiotics. The present study was carried out to evaluate the effect of CS682, a fermenta-
tion product of Korean soil bacteria, on safety, growth rate and feed efficiency, and to evaluate its
value as an alternative for antibiotics used as a feed additive. Two dosages of CS682 (0.1% and 1%)
were fed to chickens for 28 days. The results showed that, when compared to chickens in the control
group, growth and feed efficiency was improved. Also, mortality, hematology, general clinical signs
and necropsy were examined. Chickens in the treatment groups showed no adverse effects. A total
of 72 weaning pigs were used to confirm the effects of CS682 at one dose level (0.1%) regarding feed
efficiency. Supplementation with 0.1% CS682 also resulted in improved weight gain and feed efficiency
ratio. Based on these results, CS682 may be effective in improving feed efficiency safely as a feed additive.

Key words : Growth promoter, CS682, chicken, pig

*Corresponding author

*Tel：+82-62-530-2877, Fax：+82-62-530-2809

*E-mail : vetkang@chonnam.ac.kr

서 론

최근 경제성장과 삶의 질 개선으로 식품산업이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고급 축산물에 대한 수요 증가로 축산업과

동물식품 산업이 급성장하고 있는 추세이다. 2008년 통계자료

에 따르면, 국내에서는 약 290만 마리의 소와 10,300만 마리의

닭, 그리고 930만 마리의 돼지가 사육되고 있으며[21], 미국에

서는 소가 약 10,400-11,000만 마리, 닭이 약 75-86억 마리, 돼지

가 약 6,000-9,200만 마리, 그리고 칠면조가 약 27,500-29,200만

마리 사육되고 있다[2,24]. 현대 축산업이 경제성 극대화를 추

구하는 대규모 집약적 사육 형태로 되어감에 따라 질병에 대

한 노출 가능성과 질병 전파의 위험성 또한 더욱 높아지게

되었으며, 이러한 이유에서 질병의 예방과 치료를 위해 사육

환경의 개선보다는 사료 내 항생제의 첨가나 백신 접종 등의

방법이 사용되어 왔다.

1928년 플레밍(Alexander Fleming)에 의해 발견된 항생제

는 항균활성을 나타내는 천연 또는 합성 화학물질을 말하며,

질병치료와 성장촉진 및 사료효율 개선을 목적으로 동물에

사용하고 있다[1,18]. 일반적으로 돼지 사육에서는 질병예방과

성장촉진 목적으로 치료농도 이하(subtherapeutic levels)의

수준으로 항생제를 사료에 첨가하여 급여하고 있다. Dewey

등[8,9]에 따르면, 돼지의 자돈사료에서 90% 이상, 성장기 사

료에서 75% 이상, 그리고 비육돈 사료에서 50% 이상이 항생제

를 포함하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돼지에서 항생제의 사료

내 급여는 3.3-8.8%의 체중증가와 7%의 사료효율 개선을 나타

내어 치료농도 이하의 항생제는 가축의 성장과 건강에 유용하

다고 인식되어 왔다[7,10].

그러나 항생제 내성균 발생 및 축산물 내 항생제 잔류로

인한 인체로의 전이와 같은 문제점이 부각되면서 국내외적으

로 항생제의 사용을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다. 따라서 최근 이

를 대신할 수 있는 대체물질에 대한 연구가 광범위하게 이루

어지고 있다. 항생제를 대신할 수 있는 대체물질로는 생균제,

효소제, 유기산, 올리고당, 항산화제 및 기타 기능성 물질들이

있다. 그 중 생균제는 살아있는 유익한 미생물을 함유한 제제

로서 동물의 장내에 정착하여 다른 병원성 미생물과 경쟁적

배제를 통해 유해 미생물의 성장을 억제하고 섭취한 사료의

소화와 흡수를 도와줌으로써 동물의 성장을 촉진하고 사료효

율을 증가시켜 주는 약제로 알려져 있고, 이는 생균, 사균 및

발효물을 포함한다[22].

본 연구에서 사용된 시험 물질인 CS682는 조선대학교에서

개발한 국내 토양미생물인 Norcardia sp. CS682의 액상 발효액

을 동결건조 후 성상, 물성개선 및 제품함량을 고려하여 옥수

수전분을 첨가하여 분말로 만든 물질이다. 약리학적 시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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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강한 항균 활성을 가지고 있으며, 특히 메치실린 저항성

Staphylococcus aureus에 대해 강력한 항균활성을 나타내었고,

여러 시험결과에서 항산화 활성이 확인되었다[29]. 이외에도 암

세포 분화유도 활성[19] 및 낮은 세포 독성[29]이 보고되었다.

이와 같은 특성을 고려해 볼 때, CS682의 항생제 대체 사료

첨가제로서의 효과가 기대됨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육계와

이유자돈에서 CS682의 안전성, 성장률, 사료효율 등을 평가하

여 효과적이고 안전한 사료첨가제로서의 가능성을 알아보고

자 하였다.

재료 및 방법

시험동물 및 사육환경

육계

2일령 코브종 병아리 100수를 공시하여 기본 배합 사료를

급여한 대조군에 34수, CS682를 0.1%와 1%를 첨가한 사료 급

여군에 각각 33수를 배정하였다. 시험 기간은 28일로 32
o
C 전

후, 상대습도 50-70%, 12시간의 명암주기, 환기가 되는 환경에

서 사료 및 상수도수를 자유급여 시켰다.

이유자돈

3원 교잡종(Landrace×Yorkshire×Duroc) 이유자돈 72두를

공시하여 기본 배합 사료를 급여한 대조군에 24두, CS682를

0.1% 첨가하고 개시체중이 대조군보다 낮은 CS682-1군과

CS682를 0.1% 첨가하고 개시체중이 대조군보다 높은 CS682-2

군에 각각 24마리씩 배정하였다. 시험 기간은 28일로 28
o
C 전

후, 상대습도 50-70%, 12시간의 명암주기, 환기가 되는 환경에

서 사료 및 상수도수를 자유급여 시켰다.

시험물질

본 실험에서 사용된 시료는 조선대학교 약리학 연구실에서

개발한 물질로서, 전남지방 해안에서 분리한 Nocarida sp.

CS682 균주의 배양액을 먼저 연속식원심분리기를 이용하여

균사체와 배양 상등액을 분리하였다. 균사체는 제거하였으며

배양 상등액은 약 660 l를 회수하였다. 회수한 상등액은 약

60-65
o
C에서 감압농축하여 100 l 수준으로 농축한 후 2%에

해당하는 옥수수전분을 첨가한 후 동결건조를 수행하였다. 동

결건조 후 분말을 얻었으며, 동결건조 후 성상, 물성개선 및

제품함량을 고려하여 옥수수전분을 첨가하여 완제동결건조

된 분말을 조선대학교 약학대학에서 제공받았다.

시험사료의 농도설정 및 투여

육계의 용량설정은 랫드를 이용한 급성독성[19] 및 아급성

독성[20] 연구를 참고로 용량을 설정하였고, 군 분리는 대조군

과 실험군으로 분리하였다. 대조군은 육계용 사료만 급여하였

고, 실험군은 육계용 사료에 CS682 분말을 첨가한 후 배합기를

이용하여 0.1%와 1% 농도의 균질한 첨가제 사료를 제조하여

급여하였다. 이유자돈의 농도설정은 육계실험 결과를 토대로

경제적인 농도인 0.1%를 선택하였다. 대조군은 자돈용 일반사

료만 급여하였다. 실험군은 대조군에 비하여 평균체중이 낮은

군(0.1% CS682-1)과 높은 군(0.1% CS682-2)으로 분리하였고,

자돈용 일반사료에 CS682 분말을 첨가한 후 배합기를 이용하

여 0.1% 농도의 균질한 첨가제 사료를 제조하여 급여하였다.

평가항목

육계

일당 증체량

최종 체중은 시험 종료 시의 총 체중을 사육두수로 나누어

평균치로 나타냈고, 이 수치에서 개시 체중을 뺀 후 사육일수

로 나누어 일당 증체량을 구하였다.

일일 사료 섭취량 및 사료효율

일일 사료 섭취량은 총사료 급여량에서 잔여 사료를 감하여

사육일수로 나누어 구하였고, 일당 증체량은 사료효율은 일당

증체량을 일일 사료 섭취량으로 나누어 구하였다.

일반증상 및 사망률

실험 전 기간 동안 매일 1회 이상 일반증상과 사망률을 관찰

하였다.

부검 및 육안소견

시험물질 투여 후 28일째에 CO2로 희생시켜 방혈 치사시킨

다음 부검하여 근육(닭가슴살), 흉강 및 복강장기, 위벽점막,

뇌 등의 장기에 대하여 육안적 검사를 실시하였다.

혈액학적 평가

부검 전날 절식 시킨 후 10마리를 군별로 무작위 선출하여

23-gauge 주사바늘로 익하정맥에서 채혈하여 헤파린 튜브에

혈액을 수집하였다. 검사항목은 red blood cells (RBC), hemo-

globin (HB), hematocrit (HCT), mean corpuscular volume

(MCV), mean corpuscular hemoglobin (MCH), mean corpus-

cular hemoglobin concentration (MCHC), red cell dis-

tribution width (RDW), platelet (PLT), white blood cells

(WBC), neutrophils (NE), lymphocytes (LY), monocytes

(MO), eosinophils (EO), basophils (BA) 등으로 Hemavet

blood analyzer (Drew Scientific Co. USA)를 이용하여 분석하

였다.

이유자돈

일당 증체량

최종 체중은 시험 종료 시의 총 체중을 사육두수로 나누어

평균치로 나타냈고, 이 수치에서 개시 체중을 뺀 후 사육일수

로 나누어 일당 증체량을 구하였다.

일일 사료 섭취량, 일일 증체량 및 사료효율

일일 사료 섭취량은 총사료 급여량에서 잔여 사료를 감하여

사육일수로 나누어 구하였다. 사료효율은 일당 증체량을 일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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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 섭취량으로 나누어 구하였다.

일반증상 및 사망률

실험 전 기간 동안 매일 1회 이상 일반증상과 사망률을 관찰

하였다.

결 과

육계

증체량, 사료섭취량 및 사료효율

일당 사료섭취량은 군 간에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일

당 증체량은 대조군에 비해 CS682를 0.1%, 1% 처리한 군이

각각 약 14.7%, 약 22.2%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사료효율은 CS682를 0.1%, 1% 처리한 군이 대조군에 비해 각

각 약 16.7%, 약 22.9%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Table 1, 2).

일반증상 및 사망률

시험기간 중 각 시험군의 일반증상을 관찰한 결과, 모든 군

에서 사망개체는 관찰되지 않았고(Table 3), 시험물질의 투여

Table 1. Body weights of chickens fed with CS682-containing

diet

Groups

Control 0.1% CS682 1% CS682

No. of chicken examined 34 33 33

Body weight

(g)

Day 0

Day 14

Day 28

47.80

235.30

432.35

43.94

237.90

484.85

45.45

239.40

515.15

Table 2. Feed efficiency of chickens fed with CS682-containing

diet

Parameters
Groups

Control 1% CS682 0.1% CS682

Initial body weight (g/bird)

Final body weight (g/bird)

Weight gain (g/bird/day)

Feed intake (g/bird/day)

Feed efficiency (gain/feed)

47.80

432.35

13.73

28.47

0.48

43.94

484.85

15.75

28.25

0.56

45.45

515.15

16.78

28.36

0.59

Table 3. Mortality of chickens fed with CS682-containing diet

Groups

Control
0.1%

CS682
1%

CS682

No. of chickens examined

No. of survived chickens at term

No. of death

Death rate (%)

Survival rate (%)

34

34

0

0

100

33

33

0

0

100

33

33

0

0

100

와 관련된 임상증상도 관찰되지 않았다.

부검소견

시험물질 투여 후 28일째에 모든 동물을 부검하여 근육(닭

가슴살), 흉강, 복강장기, 위벽점막, 뇌 등의 장기를 관찰한 결

과 시험물질의 투여에 기인한 어떠한 변화도 관찰되지 않았다

(Fig. 1).

혈액학적 평가

모든 항목의 수치는 정상적인 범위에 있었으며, 군 간의 유

의적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Table 4).

Fig. 1. Necropsy findings of chickens fed with CS682-containing

diet. Treatment related gross findings were not observed

at any dose tested. A: muscle, B: thoracic cavity and ab-

dominal cavity, C: gastro-mucomembrane, D: brain.

Table 4. Hematological findings of chickens fed with CS682-

containing diet

Parameters
Groups

Control 0.1% CS682 1% CS682

RBC (M/uL)

Hb (g/dl)

HCT (%)

WBC (K/uL)

NE (K/uL)

LY (K/uL)

MO (K/uL)

EO (K/uL)

BA (K/uL)

PLT (K/ul)

2.92±0.24

15.14±0.72

32.76±2.69

14.15±4.11

1.58±0.81

11.24±3.07

1.17±0.37

0.12±0.11

0.04±0.06

264.71±203.27

3.02±0.28

15.7±0.89

33.51±3.10

16.61±5.35

1.72±0.95

13.44±4.14

1.30±0.56

0.09±0.11

0.01±0.02

293.1±285.12

2.88±0.19

15.72±1.15

32.4±1.95

19.93±6.58

3.03±1.63

14.84±4.14

1.77±0.67

0.26±0.19

0.04±0.05

137.9±16.81
aValues are presented as mean±S.D.

RBC (red blood cells), Hb (hemoglobin), HCT (hematocrit), WBC

(white blood cells), NE (neutrophils), LY (lymphocytes), MO

(monocytes), EO (eosinophils), BA (basophils), PLT (platel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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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자돈

증체량, 사료섭취량 및 사료효율

사료 섭취량은 군 간에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고, 일당 증체

량은 0.1%-1군에서는 대조군보다 높은 증체량을 보였으나 큰

차이가 없었으며, 0.1%-2군에서는 대조군보다 약 21.6%가 증

가하였고, 사료효율 또한 대조군보다 약 27.0%가 높게 나타났

다(Table 5, 6).

일반증상 및 사망률

시험기간 중 사망개체는 관찰되지 않았고, 시험물질 투여와

관련한 임상증상은 관찰되지 않았다(Table 7).

고 찰

최근 약물에 내성을 갖는 미생물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어

이는 인류에 커다란 위협이 되고 있다. 항생제가 인의분야에

서 뿐만 아니라 수의분야에서도 성장 촉진제로 사용되고 있어

메치실린 저항성의 Staphylococcus aureus (MRSA)와 vanco-

mycin 저항의 Enterococci (VRE) 출현의 주된 원인이 되고 있

다[23]. 또한 국내에서는 현재 배합사료 제조 시 lincomycin,

neomycin, penicillin, colistin, bacitracin, chlortetracycline,

oxytetracycline 등 7종의 항생물질을 국제보건기구(WHO)를

Table 5. Body weights of pigs fed with CS682-containing diet

Groups

Control
0.1%

CS682-1a
0.1%

CS682-2b

No. of pigs examined 24 24 24

Body weight (kg)
Day 0

Day 28

171.5

417.5

154

413.5

190

494
a
Total body weight of this group is lighter than the control

group's.
b
Total body weight of this group is heavier than the control

group's.

Table 6. Feed efficiency of pigs fed with CS682-containing diet

Parameters

Groups

Control
0.1%

CS682-1
a

0.1%
CS682-2

b

Initial body weight (kg/pig)

Final body weight (kg/pig)

Weight gain (kg/pig/day)

Feed intake (kg/pig/day)

Feed efficiency (gain/feed)

7.15

17.40

0.37

0.59

0.63

6.42

17.23

0.39

0.54

0.72

7.92

20.58

0.45

0.56

0.80
a
Total body weight of this group is lighter than the control

group's.
b
Total body weight of this group is heavier than the control

group's.

Table 7. Mortality of pigs fed with CS682-containing diet

Groups

Control
0.1%

CS682-1
a

0.1%
CS682-2

b

No. of pigs examined

No. of survived pigs at term

No. of death

Death rate (%)

Survival rate (%)

24

24

0

0

100

24

24

0

0

100

24

24

0

0

100
a
Total body weight of this group is lighter than the control

group's.
bTotal body weight of this group is heavier than ther control

group's.

비롯한 국제기구의 감축권고와 잔류, 내성률이 높은 항생물질

이라는 과학적 근거를 명분으로 하여 2009년부터 배합사료용

으로는 사용금지하였고[25], 2012년부터는 배합사료에 항생제

와 항균제를 완전 사용 금지할 예정이다. 이러한 배합사료용

항생물질의 감축 정책과 안전한 축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요구

는 유기산제, 면역증진제, 식물 추출물, 생균제 등의 친환경적

인 항생제 대체물질 개발에 관한 연구를 크게 증가시키고 있

다[3-5,14,15]. 그 중 생균제는 살아있는 미생물 첨가제로 장내

미생물 균형을 개선시키며 질병예방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다[11,32]. 사료에 생균제를 첨가하였을 때 돼지의 증체량과

사료효율을 개선시켰고[16,27], 설사 발생빈도를 감소시켰다

고 보고하였다[12,30]. 또한 육계에서는 증체율을 향상시켰다

고 보고하였다[17]. 한편 23-72일령의 자돈에서 생균제를 첨가

하였을 때 일일증체량이나 사료효율에 효과가 없었다고 보고

되었으며[12], Watkins와 Kratzer에서는 가축의 생산성에 영

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보고하였다[31].

Nocardia sp. CS682 (KCTC 11297BP)에서 분리된 nargeni-

cin은 독특한 macrolide 항생제로 강력한 MRSA 항생제의 성

격을 가지고 있다[29]. Macrolide 항생제는 수의학에서 널리

사용되는 중요한 항생제로서, 호흡기 질환을 치료하거나 성장

촉진 효과로 인해 사료첨가제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6]. 또한

Sohng 등[29]에 의하면 erythromycin이나 spiramycin이

10-20 mg/ml에서 심한 독성을 나타낸 반면 CS682는 100

mg/ml의 농도에서도 독성을 나타내지 않았고 항산화작용 또

한 존재한다고 보고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CS682를 실제

육계와 이유자돈에 사용하였을 때 사료 첨가제로서의 효과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수행하였다. 육계에서 CS682 투여

후 14일째에는 각 군 간에 증체량 및 사료효율에서 차이가

미미하였으나, 28일째에 일당 증체율이 대조군에 비해 0.1%

투여 군에서 14.7%, 1% 투여 군에서 22.2%로 증가하였고, 사

료효율은 0.1% 투여 군에서 16.7%, 1% 투여 군에서 22.9%로

증가하여 군 간에 큰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육계 사료

내 Lactobacillus sporegenes의 첨가로 증체량이 향상되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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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한 Kim 등 [19]과 육계사료와 음수 내에 Streptococcus fae-

cium의 첨가가 항생제를 첨가한 처리군에 비하여 사료효율과

체중을 향상시켰다고 보고한 Owings 등 [26]의 연구와 유사한

결과를 보여주었다. 시험물질 투여 후 14일째 군 간 증체량

및 사료효율의 차이가 미미했던 것은 유산균이 첨가된 사료를

계속 섭취함으로써 이들이 장내에 서서히 안착하여 장내 미생

물의 수를 증가시키고[11] 장내 세균총의 변화를 유도하여 병

원성 대장균을 감소시키며[13], 돼지에서 증체와 사료효율을

개선시켰다는 보고와도 일치하는 것으로 사료된다[27]. 또한

사망개체가 관찰되지 않고 CS682와 관련하여 특이적인 임상

증상, 부검소견 및 혈액검사 결과가 관찰되지 않았다. 이는

랫드에서 실시한 급성·아급성 독성실험에서 CS682가 매우 안

전한 물질임을 보여준 것과 일치하는 것으로 생각된다[13,28].

따라서 육계에서 독성이 없이 증체율을 대조군보다 증가시켜

CS682가 사료첨가제로서 효과적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육계

에서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이유자돈의 예비실험에서 0.1%와

1%의 CS682를 사료에 첨가하였으나 증체율이나 사료효율에

서 군 간의 차이가 없어 실험군의 농도를 0.1%로 설정하였고,

더불어 0.1% 투여군을 대조군보다 개시체중이 낮은 군과 높은

군으로 설정하여 개시체중에 따른 증체 효과를 추가로 알아보

았다. 연구결과에서는 모든 군에서 사망 개체가 관찰되지 않

았고 CS682 투여와 관련된 임상증상도 관찰되지 않아 안전성

이 확인되었다. 개시체중이 높았던 실험군의 경우, 일당 증체

량이 대조군보다 약 21.6% 증가하여 사료효율 또한 대조군보

다 27.0%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육성돈에 있어 생균

제의 첨가가 일당 증체량과 사료 효율을 개선시켰다는 보고와

유사한 결과를 보여주었다[16]. 육계와 마찬가지로 이유자돈

에서도 CS682의 사료첨가는 독성 없이 체중증가와 사료 효율

의 개선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결과적으로 육계와 이유자돈에서 CS682의 사료첨가는 생

체대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소화기 이상 증상을 유발하지

도 않으면서 사료효율을 효과적으로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

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CS682가 육계 및 이유자돈에서 생체

에 부작용이 없으면서도 증체율 및 사료효율을 증가시킬 수

있는 사료첨가제로의 가능성이 있음을 제시하는 것으로 생각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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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토착미생물 발효물인 CS682의 급여가 닭과 돼지의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

김휴경․김세은
1
․심경미

2
․김종춘

1
․배춘식

1
․최석화

3
․강성수

1
*

(경기도 축산위생연구소, 1전남대학교 수의학과, 2남부대학교 방사선학과, 3충북대학교 수의학과)

CS682의 육계 및 이유자돈에서 사료첨가제로서의 기능성을 검정하기 위해 병아리에 28일간 0.1%, 1%의 농도

로 사료에 첨가, 급여하여 질병예방기능, 성장기능, 사료효율기능 및 안전성 평가를 실시한 결과, 위장관계 기능

장애를 일으키지 않고, 생체대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사료효율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CS682 투여 후

14일째에는 각 군 간에 증체량 및 사료효율에서 차이가 미미하였으나, 28일째에는 대조군에 비해 0.1%군은

115.64, 1%군은 122.49%의 사료효율을 보여 각 군 간에 큰 차이를 나타내었다. 그리고 28일째 각 군에서 채혈한

혈액의 기본 혈구검사를 실시한 결과 각 군 간에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지 않고 모두 정상 범위를 나타낸 것으로

보아 CS682는 생체대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유자돈에서 28일간 0.1%의 농도로 사료에

첨가, 급여하여 질병예방기능, 성장기능, 사료효율기능 및 안전성 평가를 실시한 결과에서 임상적으로 특이한 부

작용 없이 대조군에 비하여 높은 사료효율을 나타냈다. 결론적으로 육계와 이유자돈에서 CS682의 사료첨가는

생체대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소화기 이상 증상을 유발하지도 않으면서 사료효율을 효과적으로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결과를 토대로 육계 및 이유자돈에서 안전하게 증체율 및 사료효율을 증가시킬 목적으로

CS682를 사료에 첨가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으로 생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