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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 내 항생제 대체 첨가제를 이용한 육계의 사양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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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Antibiotics in the diets for poultry were not only used for avoiding and (or) control bacterial infections but 
for promoting growth of the birds. However, there has been massive concerns of negative effects of antibiotics on human 
health such as development of antibiotics-resistance bacteria and (or) genes. Subsequently, some of countries (i.e., European 
Union member of country and South Korea) banned the use of antibiotics as growth promoters in the diets for livestock 
industries in 2006 and 2011, respectively. Thus, it has become important to develop feeding strategies and feed additives 
to control and reduce the occurrence of diseases in livestock without using in-feed antibiotics. In this review, therefore, 
it is attempted to gather information with respect to (1) understanding the digestive physiology and (2) knowledge pertaining 
to interaction linking feed additives and its physiological and metabolic responses in broiler chicke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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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축산농가에서 항생제는 질병의 예방과 치료 목적뿐만 아

니라, 성장촉진제로서 사용 되어왔다(Moore et al., 1946). 

하지만, 가축 사료용 항생제와 치료목적 항생제의 남용으

로 인한 항생제 내성균의 인체로의 전이 위험을 해소하고

자 하는 움직임의 결과로, 유럽연합(European Union)에

서 2006년 사료 내 항생제 사용이 전면 중단 되었다

[Regulations (EC) No. 1831/2003 and 1334/2003]. 우리

나라에서도 소비자들의 요구로 기존의 53종이나 되던 가용

항생제를 2005년에는 25종, 2009년에는 18종으로 감소시

켰으며, 2011년 7월 1일에는 항생제의 사용이 전면 중단 

되었다. 하지만 이로 인하여, 축산농가에서 질병 발생률은 

증가하였고, 항생제 대체제에 대한 관심은 급증하게 되었

다(Kang et al., 2010a).

육계는 지속적인 유전자원의 개량과 효율적인 사양관리

체계의 구축을 통하여 30년 전에 비하여 생산성의 비약적

인 발전을 이루었다(Henry and Rothwell, 1995). 하지만 

사료 내 항생제 사용의 제한은 육계 생산성에 부정적인 영

향을 미칠 것이며, 이를 상쇄하기 위한 항생제 대체제의 

개발과 육계의 소화생리와 원료사료의 특성을 이용한 새로

운 사양관리 패러다임의 도입이 불가피해졌다.

본 논문에서는 육계의 소화생리와 원료사료와의 상호관

계를 이해하고, 육계의 무항생제 사양관리에 있어, 고려해

야 할 육계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현장에 적용 

가능한 항생제 대체 물질에 관하여 심도 있게 검토하고 앞

으로의 연구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1. 항생제

항생제의 정확한 작용기전은 과학적으로 밝혀진 바는 없

으나 유해균의 증식을 억제하고 유익균의 증식을 장려하

여, 가축의 질병 발병률을 감소시키고, 생산성을 향상시키

는 역할을 한다고 알려져 있다(Gaskins et al., 2002).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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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제는 육계 산업에서 (1) 질병 치료의 목적, (2) 질병 예방

의 목적 그리고 (3) 사료효율 개선의 목적으로 사용한다. 

(Barton, 2000). Moore et al.(1946)은 항생제의 사료 내 

첨가가 육계의 증체율과 사료효율을 개선한다고 보고하였

다. 또한, Stutz(1983)는 장내에서 서식하는 유해균총들

(E. coli, Clostridium, C. perfringens, etc.)은 가축의 사

료효율과 성장률을 감소시킨다고 보고하였다.

항생제는 내성을 이유로 덴마크, 스위스를 포함한 유럽 

전역에서 강하게 제한되어 왔으며, 이를 근거로 세계보건

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에서도 가축에게 항생

물질을 사용하는 것은 금지하도록 결정하였다. 1986년과 

1998년 스웨덴과 덴마크를 기점으로 항생제 금지법은 점진

적으로 유럽연합 전역에 확대 되었으며, 그 결과로 유럽연

합에서 사료 내 항생제 사용 금지 규정은 2006년에 효력을 

얻게 되었다. 우리나라에서는 2011년 7월을 기점으로 하여 

배합사료에 첨가 되던 항생제의 사용이 전면 금지 됐다. 

항생제가 금지 된 이후 축산업계에서는 항생제 대체 물

질을 찾아내는 데에 노력하고 있다. 대체물질로서는 대표

적으로 생균제를 들 수 있다. 생균제는 장내 사료 소화율을 

높이고 Bacteriocin과 같은 항균 물질을 만들어 내며 면역

활성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Barrow, 1992). 

이러한 여러 대체물질들의 긍정적인 효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항생제를 완전히 대체할 물질은 발견하지 못하였

다. 우리는 가축의 성장에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물질을 찾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가축의 소화생리를 명확히 알고 그 기능의 변화를 명

확히 인식할 수 있어야 한다. 

2. 육계의 소화생리

닭의 소장은 전체 장 길이의 65% 정도를 차지한다(Jurgens, 

1974). 닭의 소화는 주로 소장에서 일어나며, 소화의 최종

단계는 소장에서 brush border-효소에 의해 수행된다. 점

액 당 단백질은 위장관 상피기능에 중요하며, 점액 역학 

변화는 소장의 흡수 및 보호 기능에 영향을 미친다(Uni et 

al., 2003). 소장은 분해와 흡수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장소

로 기능적으로 많은 변화가 이루어지는 장소라고 할 수 있

다. 또한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음식물의 중화작용, 유화작

용 그리고 소화작용까지 이루어진다. 소장의 벽은 융모로 

덮여있으며, 이는 소화면적을 늘리기 위함이다. 소장의 환

경 변화는 사료 혹은 사양환경과 같은 외부 요인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Yegani and Korver, 2008). 예를 들어, 소장

의 융모 길이(villous height; Baurhoo et al., 2009), 골

(crypt depth; Yang et al., 2008), 미생물 변화(Bailey 

et al., 2010) 또는 감염(Deloach et al., 1989) 등은 육계의 

소화생리와 성장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닭의 대장은 해부학적, 생리학적으로 다른 동물과 차이를 

보이고 있다. 특히, 닭의 대장은 돼지와 같은 다른 단위동물

에 비해 기능적인 면에서 취약한 점을 보인다. 대표적으로 

두 개의 큰 맹장이라 할 수 있는데, 이곳에는 많은 미생물들

이 존재하며, 이들은 닭의 나이, 사료, 항생제의 사용 등에 

따라서 다양하게 변이된다(Clark, 1978). Browne (1922)는 

맹장은 영양소의 흡수기능만 담당할 뿐 중요하지 않은 역할

을 수행한다고 보고한 반면, Gong et al.(2002)은 맹장에 

서식하는 미생물들은 반추위와 같이 소화생리의 중추적 역

할을 수행한다고 보고하였다. 더불어 맹장에서 물의 흡수와 

미생물에 의한 탄수화물과 단백질의 분해 그리고 비타민의 

합성을 한다고 밝혀졌다(McNab, 1973). 최근 연구 중에서

는 에너지, 휘발성 지방산(volatile fatty acid) 그리고 

Sodium과 같은 전해질이 대장으로부터 유래된 미생물들에 

의해서 생산된다고 보고되었다(Bergman, 1990). 이러한 

영양소들 중 일부는 대장의 에너지원으로 이용되고, 육계

의 생산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Tellez et al., 2006).

3. 육계의 면역과 기능성 생리활성 물질

축산업이 사육 두수가 많아지고 전문화 되어감에 따라 

집약적인 사육 형태는 개체들의 질병 확산과 질병에 대한 

노출을 증가 시킨다. 그 결과로 항생제 사용이 증가하였다

(Anadon and Martnez-Larranaga, 1999). 하지만 가축

용 항생제 사용으로 인해 bacteria가 가지게 되는 항생제 

내성에 대한 문제가 대두되어 왔다(Kunin, 1993). 육계는 

지속적인 유전자원의 개량과 사양관리의 향상으로 생산성

은 과거 50년전에 비해 비약적으로 발전하였지만 육계의 

면역은 항생제에 의존해왔다(Moore et al., 1946). 면역이

라 함은 크게 두 가지의 면역 체계로 나눌 수 있다. 항원의 

종류에 따라 항체 특이성을 갖고 반응하는 면역 체계인 체

액성 면역(humoral immunity), 항원의 종류와는 상관없

이 반응하는 항체 특이성 없이 나타나는 세포성 면역(cellular 

immunity) 체계가 있다(Kim et al. 1998). 육상동물 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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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nucleotide의 공급은 면역글로불린 활성화 및 대식세포

와 림프구 증대에 효과가 있다고 보고 되었다(Kiyohara et 

al., 1975). 육계에서는 감태와 crude lectin을 각각 1.0%

와 0.05%를 첨가한 처리구가 대조구에 비하여 Interleukin- 

2(IL-2)와 IL-6의 mRNA 농도가 유의적으로 높은 수치를 

나타내거나 높은 경향을 보이고(Kim et al., 2004), 택사

와 겨우살이의 첨가구에서도 IL-2농도는 유의적으로 높은 

수치를 보였다(Kim et al., 2011). Interleukin-2는 

natural killer(NK) cell, B cell, T cell 등의 세포에 영향

을 끼쳐 각각 인터페론γ의 생산과 IL-8의 증식, TNF의 생

성, IL-5의 생성 등에 중요한 작용을 한다. IL-6는 B-cell

의 분화를 자극하는 B cell stimulating factor(BSF-2)로

써 림프구와 대식세포 등 여러 세포에서 생성되는 

cytokine이다. 또한 면역 반응과 급성 반응 등에 영향을 

끼쳐 면역력을 증진시킨다(Kim, 1994). 앞의 T cell은 세포

성 면역에 관여를 하며 보조아형(subset)이 여러 가지로 존

재하여 각자의 특유 기능을 담당하고 NK cell은 바이러스, 

비정상세포 등의 항원으로부터 감염된 세포를 탐지 후 제

거하는 기능이 있다(Kim et al., 1998). 즉, IL-2와 IL-6

의 높은 함량은 육계의 면역활성 촉진으로 면역력을 향상

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보고되었다(Kim et al., 2013). 택사

와 겨우살이의 첨가구는 대조구에 비하여 IgG의 농도가 유

의적으로 높진 않았지만 높은 경향을 나타내었다(Kim et 

al., 2011). 면역 글로불린 가운데 70~75%에 해당하는 IgG

는 상당 부분을 차지하며, 초기의 항원 침입을 제외한 반복

되는 동일한 항원에 대하여 2차 면역반응으로 생산되는 면

역물질이다(Kim et al., 1998). 게다가 육계 사료에 점토 

광물질 발효 산물을 0.3% 공급시 면역력 강화에 도움되어 

항생제 대체제로서의 가능성을 입증하였다 (Joo et 

al.,2007). 이는 점토 광물질 발효 산물이 B cell 이 담당하

는 immune system을 촉진시킴으로써 체액성 면역기능을 

증진시키는 것으로 사료된다. B cell은 체액성 면역에 해당

하며 항원 침입 시 분열과 함께 골수와 림프절에서 형질세

포로 분화 후 면역글로불린을 생성한다(Kim et al., 2012). 

우리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식물 추출성분 또한 고품

질 친환경 대체제로 생각 할 수 있을 것이다. 식물에서 유래

한 물질이 항생제 대체제로서 면역 체계의 개선의 효과가 

있다고 보고된 바 있다(Jarmoz et al., 2005). 그 예로 식

물의 유래 물질인 스파이스 및 필수지방산(essential oil)

의 단일 또는 복합으로의 급여가 개체의 건강 상태를 증진

시킨다고 하였다(Gill, 2000; Manzanilla et al., 2001). 

이 밖에 육계에 알로에 추출물 공급이 Newcastle disease 

virus (NDV)의 감염 증상을 안정시키고 폐사율이 줄어들

었다는 연구결과가 있었다(Waihenya et al., 2002). 또한 

한방 원료에서 비롯된 추출물을 육계에 급여한 효과로 항

체반응 증진(Chen et al., 2003)과 체액･세포성 면역의 증

진 효과(Kong, 2004)가 있었다. 이 모두는 항생제를 대신

해 대체제로서 육계에 면역성을 증대시켜 폐사율을 감소시

키고 질병에 대한 저항성을 증진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시

사한다. 이처럼 자연 친화적이며 고성능 저비용으로 농가

에서 실질적으로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는 대체제를 지속

적으로 연구 해야 할 것이다.

4. 육계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

가) 사료

사료란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수분, 비타민, 무기질 

등 영양소를 함유하고 있는 섭취 가능한 형태의 물질을 말

한다. 사료를 섭취함으로써 가축들은 정상적인 유지, 성장 

및 생산을 할 수 있다. 육계에선 단백질과 아미노산의 조성

이 성장에 큰 영향을 미치는데, 사료 내에 단백질 함량이 

부족하거나 제한아미노산의 불균형 그리고 필수아미노산

이 충족되지 않으면 발육이 지연된다(Ohh et al., 2007)

육계는 나이와 체중이 증가하면서 영양소 요구량이나 사

료 섭취량이 달라지기 때문에 변화에 맞게 충족시켜줘야 

한다. 생명유지와 생산활동에 필요한 영양소 외에도 성장

을 촉진하거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돕는 물질로 사료 첨

가제(항생제, 호르몬제, 효소제, 미생물, 항산화제 등)를 

사료에 첨가하여 준다.

여러 실험을 통하여 효소, 효모, 미생물 등이 증체량과 

사료효율 개선, 유해세균수 감소 등의 효과를 나타낸다고 

보고 하였으며(Lee et al., 2011; Gutierrez et al., 2013) 

항생제 대체제에 관한 연구는 지속적으로 진행 되고 있다. 

최근 사료의 배합을 이용한 항생제 대체에 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며(Heo et al., 2013), 이를 위해서

는 원료사료와 육계의 소화생리간의 상관관계에 관한 이해

가 선행되어야 한다. 

나) 병원균

병원균이란 숙주에 질병을 일으키는 미생물 등으로 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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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Effects of dietary probiotics, prebiotics or the combination of probiotics and prebiotics on body weight, body weight gain, 
feed intake and feed conversion ratio of broiler chickens.

Item Observations References 

Body weight
The value suggests greater than the control group when 
probiotics and prebiotics were fed together.

Jung et al. (2008)
Midilli et al. (2008)

Body weight gain
The value suggests greater than the control group when 
probiotics and prebiotics were fed together

Mehmet et al.(2012)
Midilli et al. (2008)

Feed intake
The control group showed a better effect when feed into 
specific probiotics or feed the probiotics and prebiotics 
together

Jung et al. (2008)
Midilli et al. (2008)

Feed conversion ratio
It showed positive effect when providing amount of 
prebiotics or put the probiotics and prebiotics together

Jung et al. (2008)
Mehmet and Ayhan (2012)

러스, 세균, 기생충 등을 일컫는다. 우수한 계통의 닭을 완

벽한 사양시설에서 관리하고 양질의 사료를 급여해도 병원

균에 의한 질병 유발은 가축의 생산성을 낮추고, 심하면 

폐사까지 이어지기도 한다. 이러한 사실은 질병예방용 항

생제를 사용할 수 없는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

로 주목되고 있다. Clostridium이 일으키는 괴사성 장염은 

소장과 대장의 점막에 괴사를 일으켜, 그에 대한 회복 때문

에 증체가 감소하게 된다(Doyle and Hutchings, 1946). 

질병에 감염된 육계는 사료효율이 저하되고 식욕부진으로 

인해 쇠약해지며 설사, 발열, 호흡곤란, 신경증상, 내장 출

혈 등의 증상을 보이며 심한 경우 폐사에 이르게 된다. 기생

충에 의한 소화기질병 중 하나인 콕시듐증은 십이지장 부

위에 백색 반점이 관찰되며 도계를 한 닭이 창백하게 보여 

상품성이 저하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질병에 대한 적절한 치료도 중요하지만 질병을 예방하는 

것이 건강한 육계를 생산하는데 있어 가장 효율적인 방법

이다. 따라서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사의 위생관리

를 엄격하게 하여 청소와 소독을 철저하게 하고 질병 발생

을 최소화 해야 한다(Ohh et al., 2007)

5. 항생제 대체 물질

가) Probiotics, Prebiotics

항생제 대체 물질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것들 중 하나로 

probiotics와 prebiotics등이 논의되고 있다. 살아있는 미

생물을 지칭하는 probiotics는 가축에게 생산성 향상, 질병

발생률 감소와 같은 유익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

다(Ahmad, 2006). 대표적으로 비피더스균, 유산균 등이 

있는데 이런 미생물들을 단일로도 사용할 수 있지만 여러 

미생물을 혼합하여 효과를 증대시키기 위해 많은 실험이 

이루어지고 있다(Park et al., 2010).

Probiotics가 되기 위해서는 장에서 유익한 효과를 보이

며 비 병원성이고, 위산과 담즙을 견디어 장에 도달해야 

한다. Probiotics는 장내 pH를 저하시켜 유익균이 활동하

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고, 장내 미생물 균형과 영양소 

이용률을 개선시켜 숙주 동물의 스트레스 증상을 완화 시

킨다(Patterson and Burkholder, 2003). 또한 대장균 등 

병원성 유해 미생물을 감소시켜 질병을 예방하여 폐사율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다(Lee et al., 2011). Probiotics의 

가장 큰 장점은 항생제와는 다르게 내성이 생기지 않고 인

체에도 무해하다는 점이다(Patterson and Burkholder 

2003; Gutierrez et al., 2013).

Prebiotics는 장내 유익균의 생장을 돕는 난소화성 성분

으로 probiotics의 기질이 되어 장내 환경을 개선하는데 도

움을 주는 물질이다. 대부분 올리고당과 같은 탄수화물로 

prebiotics가 되기 위해서는 위 장관 상부에서 소화 흡수되

지 않아야 하며, 장내 미생물 중 유익한 미생물을 선택적으

로 활성화시킬 수 있어야 한다(Ohimain and Ofongo, 

2012). 육계에서 prebiotics 중 하나인 galacto-oligosaccharide 

사료 25 kg 중 3 kg을 넣어 줬을 때 사료요구율에서 좋은 

효과를 보였다. prebiotics를 섭취함으로써 휘발성 지방산

의 생성이 증가되고 비타민 B합성 증가, 미네랄 흡수 향상, 

혈청 콜레스테롤 감소 등의 효과를 볼 수 있다(Table 1; 

Jung et al., 2008).

나) 유기산

항생제 대체제 중 하나인 유기산은 산성을 띠는 유기화

합물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유기산은 자연계에 널리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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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사료의 보존성을 높이기 위해 사용되었었다. 현재 사

료 첨가제로 이용되고 있는 유기산은 acetic acid, lactic 

acid, citric acid, propionic acid, formic acid 및 fumaric 

acid 등이 있으며, 개별적으로 사료 및 음수 내 첨가 급여되

거나 혼합된 복합 유기산제 형태로 급여되고 있다. 

유기산의 효과는 위장관 내 pH 조절을 통한 위장관 소화

효소 분비 촉진 및 효소 활성 증진과 Salmonella, Escherichia 

coli(E. coli) 등 유해균의 증식 저해에 있는데 유기산 첨가

시 Salmonella 등 유해균의 소독제 및 살균제 효과가 나타

났으며(Berchieri and Barrow, 1996), Lactate 첨가시 낮

은 pH상태에서 Escherichia coli, Salmonella 및 Campylobacter 

등의 감소 효과가 나타났다(Jordan et al., 1999).

Kim et al. (2009)은 복합 유기산제(lactic acid : 

fumaric acid : citric acid : formicacid = 40 : 20 : 30 

: 10)를 육계 사료 내 첨가 급여시 5주 종료체중, 증체량에 

있어서 유기산 0.5% 처리구가 무항생제 처리구에 비해 유

의하게 증가하였으며, 복합 유기산 첨가 급여시 무항생제 

처리구에 비해 사료요구율이 유의하게 개선되었다고 보고

하였다.

반면 육계 생산성 향상 등 긍정적인 효과와는 상반된 결

과를 보고하는 연구도 있다. Park et al. (2002)의 연구에

서는 유기산제 첨가시 사료 섭취량이 가장 낮았지만 통계

적 유의차는 없고 사료요구율은 개선되지만 섭취량과 같이 

유의적인 차이는 없다고 보고하였고, Woo et al. (2006)의 

연구에서는 Lactacid
Ⓡ
 0.5%를 급여시 오히려 증체량 및 

사료 섭취량이 감소하였다고 보고 하였다. 또한 Jang et 

al. (2008)의 연구에서도 전체 시험 기간 동안 체중, 처리구

간 증체량, 사료 섭취량 및 사료요구율에서 유의적인 차이

를 나타내지 않았다, 이와 같이 유기산 복합제 급여시 생산

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연구결과들도 있다.

다) 오메가3

오메가3 지방산(ω-3)는 지방산의 메틸기 말단부터 세어

서 3번째의 탄소가 이중결합을 갖는 일련의 지방산으로서 

Linolenic acid, Eicosapentaenoic acid(EPA), Docosa 

hexaenoic acid(DHA)이 속하고 Linolenic acid 계열의 지

방산이라고 하는 경우도 있다. ω-3계열과 ω-6계열, ω-9

의 지방산은 동물 체내에서는 서로 변환할 수 없고 육계의 

사양은 일반적으로 옥수수유 대두박유의 지방원을 첨가하

여 에너지가를 조절하는데 지방원들의 조성은 ω-3보다는 

ω-6와 ω-9 지방산들이 주요 지방산들이라 오메가3의 함

량을 높이는 연구가 진행되었다. Shin et al.  (2012)의 연

구에서 ω-3와 ω-9 지방산 혼합 사료의 급이가 육용계의 

간 내 지방의 축적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결과 지방산의 

혼합 급이가 육계의 간의 무게 대비 생체중의 비율에 영향

을 미치지는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Oh et al. (2012)의 일반사료를 사용한 대조구와 임자박 

10% 첨가구, 임자박 10%와 아마종실 5% 첨가구, 임자박 

10%, 아마종실 5% 및 어유 1% 첨가구를 사용한 연구에서도 

체중과 일당 증체량은 큰 차이가 없었으며, 사료요구율은 

통계적 유의성은 없는 것으로 보고되었고, 실험 개시 10일

째 간의 무게(Liver, g / 100g BW)는 오히려 실험구에서 

2.09부터 2.18로 대조구의 2.37 보다 다소 낮은 수치를 나

타냈고 실험종료 시에도 대조구에서 가장 높은 수치가 나

타났으나 통계적인 유의차는 없었다.

반면 Kim (2006)의 기초사료를 사용한 대조구와 쑥 1%

와 정어유 1% 첨가구 쑥 2%와 정어유 1% 첨가구 쑥 4%와 

정어유 1% 첨가한 연구에서는 오히려 육계 증체량이 쑥과 

정어리유를 급여한 처리구에서 3주에서 5주까지 대조구보

다 낮았으며 특히 쑥 4%와 정어유 1%를 첨가한 처리구에서 

다른 처리구에 비하여 낮은 결과를 나타났다. 이러한 이유

는 catechin 축적을 위해 쑥을 급여할 경우 일정 함량 이상

에서는 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보인다. 위의 

연구들을 참고하여 아마씨유, 임자박, 어유 등 오메가3 성

분을 함유한 물질을 급여하는 것은 육계 내 ω-3 지방산의 

비율을 높일 수 있으나 증체량 및 사료요구율 등 기능 개선 

목적에는 효과적이지 않다고 사료된다.

라) 효소

효소는 동물의 소화작용에 관여하고 있다고 널리 알려져 

있다. 가금의 사료는 대부분 옥수수, 대두박 등 식물성 사

료가 주요 원료이고 이 식물성 사료는 세포벽이 다당류인 

셀룰로즈, 리그닌 등 단단한 막으로 둘러싸여 가금과 같은 

단위동물은 제대로 소화시킬 수 없어 소화율이 떨어져 성

장률을 감소시킨다고 하였다(Kim, 1982). 이렇게 복잡한 

곡물사료의 소화를 돕기 위하여 exogenous dietary 

enzyme이 사용되어져 왔다. Park and Yoo (2000)에 의하

면 0.1% 효소제를 첨가한 급여구와 대조구에서 증체량 및 

사료섭취량 유의적 차이가 없다고 하였다. 하지만 Min 

(2003)은 xylanase, cellulose, amylase, protease가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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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된 3가지 효소제를 다른 비율로 배합하여 총 사료에 

0.5%이 되도록 첨가 급여 했을 시 생체중은 3주까지는 유

의하게 증가한다고 보고하였다. 일당 증체량 면에서도 대

조구보다 효소제 첨가구가 높은 증체량을 나타낸다고 보고

하였다. 

Gracia et al.(2003)에 의하면 육계사료에 α-amylase

를 첨가할 때 7일 이내 병아리의 경우 일당 증체량 9.4% 

(14.0 vs.12.8 g/d), 사료효율 4.2%(1.13 vs. 1.18 g/ g)가 

증가하였고 시험종료 시에도 증체량과 사료효율이 높았다.

Lee (2010)에 의하면 옥수수 소맥 및 대두박을 기초로 

한 사료에 xylanase, β-glucanase, phytase 가 함유된 혼

합 액상 효소를 사용하여 총 32일간 육계를 이용하여 실험

을 실시하였다. 종료체중은 에너지, available Phosphorus(AP) 

및 Ca의 수준을 낮춘 첨가구에 Rovabio
®
 Max(RM)을 

0.02% 첨가시 에너지 수준이 정산인 pc와 종료체중과 유사

했다. 일당증체량은 RM 첨가구가 무첨가구에 비해 증가하

는 결과가 나타났으며, 사료섭취량은 유의적 차이가 발견

되지 않았다. Kim (2000)에 의하면 사료에 α-amylase, 

α-galactosidase 및 galactomannanase가 혼합된 복합효

소제를 0.1% 급여구와 무첨가구에 사료섭취량은 전기간 유

의적 차이는 없었고 증체량은 효소제 첨가효과가 고에너지 

구에서는 나타나지 않았으나 저에너지 구에서는 4% 보상

효과가 나타났다. 또한 저에너지 효소첨가제구가 고에너지 

효소첨가제 구와 차이가 없는 것으로 사료된다.

이러한 결과들을 보아 효소제 첨가는 소화기관이 덜 발

달된 초기 육계에 보다 효과적으로 작용하며 단일 효소제

를 사용하는 것 보다는 복합 효소제를 사용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며 육계 생산성 향상에 유익하다고 사료된다.

마) 박테리오파지

박테리오파지는 세균을 숙주로 삼아 증식하는 바이러스

이며 세균이 숙주인 만큼 자연계에 널리 퍼져있다. 현재까

지는 박테리오파지를 이용한 항생제 대체실험은 아직 많지

는 않지만 항생제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지 관심이 집중 

되고 있다. 다른 항생물질 대신 박테리오파지를 사료 내에 

섞어 주는 것으로 병아리에게 Salmonella Enteritidis(SE)

의 억제효과에 대해 관찰한 실험이 있다. 그 결과 장내에서 

박테리오파지 급여군의 장내에서는 SE가 검출되지 않았고 

환경 내 SE 오염을 측정한 결과에서도 박테리오파지를 접

종하지 않은 군에 비해 SE 오염이 50% 줄어들었다고 보고 

했다(Lim et al., 2010). 사료 내에 박테리오파지를 첨가하

여 항생제의 대체제로 사용 가능여부를 확인하는 실험도 

있다. 이 실험에서 박테리오파지의 0.15% 추가 급여는 기

본 사료 급여보다 증체량을 좋게 하는 효과와 가슴육의 보

수력 증진을 보고했다. 영양소 소화율과 혈액 특성에는 영

향을 주지 않았다고 보고했다(Baek et al., 2013). 이 효과

의 보고는 같은 조건에서 진행 된 다른 실험에서도 효과가 

일치했다(Kim et al., 2013). 또한, Wang et al.(2013)은 

육계를 이용한 실험에서 사료내 박테리오파지를 0.5ppm 

사용했을 때 처리구는 대조구에 비해 증체율이 향상된다고 

보고하였다.

산란계에서도 박테리오파지의 효과에 대한 연구가 이루

어지고 있다. 산란계의 폐사를 일으킬 수 있는 병원체 

Salmonella spp. 와 Salmonella gallinarum 의 억제 효과

에 대한 연구에서 박테리오파지의 첨가는 가금티푸스로 인

한 산란계의 폐사를 줄여줬다(Pyle, 1926). 또한 Kim et 

al. (2010)은 사료내 박테리오파지 첨가가 가금티푸스에 감

염 된 개체의 장기 손상도 낮춰 주고 계란 생산성을 향상할 

수 있다고 했다. 그 외의 중요한 요소인 평균난중, 사료섭

취량, 계란 품질, 산란계의 주요장기 기관에도 영향을 끼치

지 않았다.

즉, 박테리오파지를 사료 내에 섞어 육계의 사육에 이용

하는 것은 증체율을 높이고 Salmonella 균으로 인한 폐사

율을 낮출 수 있는 방법으로 사용 될 수 있다. 다만 초기 

증체량에는 변화가 없으나 Salmonella의 위험도는 낮출 

수 있으므로 서로 다른 목적을 가진 박테리오파지로서 육

성 기간에 맞추어 제대로 사용 할 기준의 필요성이 있다. 

또한 박테리오파지의 사료내 첨가량에 대해서도 고찰해볼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Table 2).

바) Plant extracts

생산성 개선제의 하나로 식물로부터 추출된 plant extracts

인 essential oil은 질병 치료 목적으로 지구상에 자생하는 

약용 식물에서 추출한 방향유를 말하는 것으로 식물 추출

물은 소화를 통한 영양소의 기능을 수행하기 보다는 가축

의 성장에 있어 특이적으로 작용하거나 장내 미생물 균 총

의 변화를 주어 결과적으로 가축의 생산성을 향상시킨다고 

보고하였다(Jo et al, 2009). 식물 추출물의 기능을 몇 가

지 들 수 있는데 (1) 사료 섭취, 소화 효소 분비, 면역 기능 

증진 작용의 촉진, (2) 병원성 미생물 억제 및 유익 균 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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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Effect of bacteriophage on salmonella survival rate in broiler chickens.

References Administration of bacteriophage Locations
Salmonella 

survival rate

Lim et al., 2010 108 Plaque-forming units/kg, excreta 50%

Kim et al., 2010 109 Plaque-forming units /kg excreta 66.7%

Kim et al., 2013 Control diet with 0.15% anti-salmonella enteritidis bacteriophage 0.15%
gastrointestinal 

tract
non-significant

Baek et al., 2013 Control diet with 0.15%bacteriophage Cp 0.15%.
gastrointestinal 

tract
non-significant

증가, (3) 소화율 개선, (4) 항산화 작용 등이 있다(Kim and 

Paik, 2008). Kim et al.(2007)은 오미자, 황금, 녹차, 인

진 쑥 및 약용식물 혼합 추출물을 0.1%수준으로 육계에 음

수 내 첨가 급여 하였을 때 종료체중, 일당증체량 및 사료요

구율에 있어서 모든 처리 구들이 무항생제 첨가구에 비해 

유의적으로 향상되었고 도체율과 간, 비장, 췌장 및 F낭 

등의 조직 중량에서는 처리구간 유의적 변화가 보이지 않

았으며 혈구세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보고하였다. 

그러나 아니스, 백리향, 퀼리야 추출물 혼합의 식물추출물

을 이용한 Kim et al. (2006)의 또 다른 실험에서는 0.1% 

수준으로 처리하였을 때 5주종료 체중 및 증체량과 사료 

요구율이 유의적으로 향상된 결과를 나타내는 것은 같았지

만 대조구에 비해 혈구세포인 albumin: globulin비율이 유

의 하게 감소하고 또한 스트레스 지표인 림프구/호중구 비

율 역시 유의하게 감소하였다는 결과를 보아 식물추출물의 

종류에 따라 혈구세포에 영향을 미칠 수 도 그렇지 않을 

수 도 있다는 것을 알았다. Jo et al. (2009)의 연구에서는 

식물 추출물들을 주성분으로 하여 체제화한 coxynil, 

growell, respowell를 사료 내 각각 0.03%, 0.035%, 

0.03%의 비율로 복합 첨가한 실험에서는 항생제 첨가 대조

구에 비해 사료 섭취량이 감소한다는 단점이 있었지만 시

험기간 동안 항생제 첨가 군은 총 1693수가 폐사하였으나 

복합 첨가군은 1008수가 폐사했다는 결과를 보여 식물 추

출물의 급여가 항생제를 투여한 육계보다 더 건강하게 생

육시킨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Jo et al.(2009)은 항산

화 특성을 가진 약용식물(금은화, 상엽, 황렵추출물)을 항

생제 대체제로 육계에 급여했을 때 항산화 활성이 그 계육

에도 전이 되는지 실험을 시행했다. 실험결과 대조구에 비

해 약용식물류에 함유된 항산화 효과가 탁월한 폴리페놀류

가 이 추출물을 급여시킨 닭다리 육에서 함량이 높은 것으

로 나타나 항산화 활성이 전이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 다른 효과로 관능검사에서 첨가군이 더 높은 관능점수

를 얻었는데 이는 급여한 약용식물의 추출물이 저장 중 계

육의 산화적 변질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냈다. 이러한 

점들에 대한 대안방안을 마련한다면 식물추출물은 항생제 

대체제로서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사) Seaweed

우리나라는 축산 선진국에 비해 축산물 생산비가 높아 

국내 축산 경쟁력 제고에 큰 장애 요인이 되고 있다. 여러 

사료절감 방안 중 하나가 해조류 부산물을 이용하는 것이

다. 해조류 에탄올 공정과정에서 남은 부산물을 육계에 급

여하였을 때 증체량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였으며 소화관의 

pH도 유의적으로 낮아져 생체활력유지에 도움이 될 것이

라 보았다. 또한 관능적 품질이 향상되었고 육계의 면역성

을 높이는 혈청 내 interleukin-2(IL-2) 와 interleukin-6(IL-6) 

함량이 해조류 부산물 첨가구에서 높은 결과를 나타냈다고 

보고하고 있다(Kim et al, 2013). 이러한 결과는 해조류 

부산물은 항생제 대체제로서 사용한다면 육계의 면역성을 

높일 수 있어 그 가치가 높다고 판단된다. 녹조류인 갈파래

(Ulva latuca)를 옥수수 사료에 3.0%를 첨가한 실험에서는 

가슴 육의 수율이 높아져 조단백질과 메티오닌의 함량이 

대조구보다 유의하게 높은 결과를 나타냈다. 갈파래는 저

렴하여 가금류의 사료로 이용되기 적합하지만 계절에 따른 

해조류의 영양성분을 고려하여 사용되어야 한다

(Alaeldein et al. 2013). Lee et al.(2005)은 사료 중 미역

제품 수준이 타고난 면역반응을 활성화한 육계병아리의 생

산성과 항산화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연구하였다. 타고

난 면역 반응을 활성화시키는 lipopolysaccharide(LPS)를 

주입하여 타고난 면역 반응이 활성화 되면 골격근 단백질

의 분해를 증가시켜 생산성을 감소시킨다. 이때 미역제품 

2.0%사료는 뇨산태 질소의 배설량을 감소시켜 단백질 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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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량을 높여서 육계병아리의 생산성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Koh et al. (2005)도 미역 제품 2.0%이 육계 병

아리의 체 단백질 분해량을 감소시켜 단백질 축적량을 높

인다는 것을 밝혔다. Lee et al.(2005)은 미역제품을 급여 

시 친염증성 싸이토 카인을 생성 분비하는 TNF-a 농도가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이런 결과들을 보아 미역제품 사

료는 항산화계에 영향을 미치며 동시에 육계병아리의 생산

성을 증가시킨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연구들을 통해 

해조류 부산물과 녹조류인 갈파래, 미역제품을 사료 첨가

물로 이용하여 공통적으로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었으며 

해조류 부산물과 미역제품을 이용하여 면역활성을 증가시

켜 항생제 대체제로서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아) 클로렐라

클로렐라는 1890년 네덜란드에서 Beyernick의 첫 발견

으로 그 관심이 증가되었다(Lee, 2007). Kang et al. (2010b)

은 클로렐라의 분말 첨가구와 클로렐라 추출물 첨가구는 

무항생제 처리구에 비하여 육계의 증체량이 약 3% 이상의 

증가를 보이며 육계의 사료 내 첨가 급여가 적합함을 밝혔

다. Kang et al.(2013)은 또한 클로렐라 사료첨가제를 각

각 0.5%, 1.0% 첨가 하였을 때 무항생제 처리구에 비해 유

의적으로 높은 결과를 얻었다. Kim et al.(2011)은 각각 

0.5%와 0.15%의 클로렐라 첨가구의 성장결과가 항생제를 

투여한 항생제 처리구와 유사한 성적을 냄으로써 이 모두 

항생제 대체제로서의 가능성을 시사하였다. 그리고 장내에

서의 Lactobacillus의 수치가 무항생제 처리구보다 유의적

으로 높음을 보였다(Kang et al., 2013). 이는 장내 환경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증체량을 높이게 되어 생산성을 높

이는 것으로 사료된다. 면역력에서는 이미 육계에 클로렐

라 0.5%를 급여하였을 때 면역기관의 기능이 증진되고 대

식세포의 기능이 현저히 향상된 사실이 보고 된바 있다

(Kotrbacek et al., 1994). 또한 클로렐라 사료 첨가제의 

첨가구에서 IgA, IgG 그리고 IgM 이 유의적으로 높게 나옴

으로써 면역력 또한 증진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Kang et 

al., 2013). 면역력에 더불어 면역력과 밀접한 관계를 갖는 

스트레스를 부여한 동물의 실험에서는 클로렐라 추출물을 

공급한 결과 혈청 코티코스테롤이 제한되어 항 스트레스 

효과가 있음을 밝혔다(Hasegawa et al., 2000). 그리고 

Kim et al. (2011)은 항생제 처리구에서 항생제의 항균작용

에 의한 유산균 감소를 언급하였다. 항생제가 유익한 균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모든 바는 클로렐라는 증체

율, 장내 환경 개선효과, 면역력 향상에 유효한 것으로 보

여진다. 결과로, 아직까지는 가금에 있어 많은 연구가 되지 

않은 클로렐라를 좀 더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연구를 해야 

할 필요성을 깨닫게 해준다.

자) Nucleotide

뉴클레오티드란 base, sugar, phosphate의 세가지 요

소로 구성된 화학적 단량체로서, DNA사슬의 기본 구성 단

위이다(Caver and Walker, 1995). 이미 가금에 있어 

nucleotide의 공급은 장의 crypt cell의 중요한 증식에 관

련하고 소장세포의 발달에 영향을 준다고 보고된 바 있다

(Tsujinaka et al., 1993; Dell’Orto et al., 2002). 게다가 

소장의 융모길이를 증진시켜 영양소 흡수를 도와 체중이 

증가함과 면역력 향상에도 기여한다는 사실이 있다(Yu et 

al., 2002). 육상동물 사료에 nucleotide의 공급은 면역글

로불린 활성화 및 대식세포와 림프구 증대에도 효과가 있

다고 보고 되었다(Kiyohara et al., 1975; Li and Gatlin, 

2006). 그리고 항원에 의해 병변이 생긴 후 nucleotide의 

공급이 소장 상피 회복에 도움을 준다(Bueno et al., 1994). 

하지만 Pelicia et al. (2010)은 Nucleotide를 사료에 각각 

0.04%, 0.05%, 0.06%, 0.07% 첨가한 처리구가 control 

diet(CD)구와 비교 시 일당증체량, 사료섭취량, 사료효율 

등의 증진효과를 얻지 못하였다. Zavarize et al.(2007) 또

한 0.05%의 nucleotide 첨가 시 nucleotide 비첨가 대조구

와의 효과를 입증하지 못하였다. 이는 각 환경의 차이에 

기인한 결과로 보여지며 가금에 있어 사료 내 nucleotide의 

공급에 따른 성장과 면역력 증진 효과에 대한 연구가 실제

적인 농가 환경에 맞추어 연구가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차) Non-Starch Polysaccharide

Non-Starch polysaccharide(NSP)란 다양한 특성을 가

진 여러 화합물을 일컫는 말로서 NSP의 수준에 따라 소화

내용물의 점도를 증가시키거나 감소시켜 가금의 영양적 효

과를 변화시킬 수 있다(Campbell and Bedford, 1992). 

Non-starch polysaccharide를 분해하는 효소제를 가금 

사료에 급여하였을 때 소화율 증가, 연변 발생율 감소, 대

체 원료 사료 가능성 증가 등이 있다(Annison, 1992; Bedford 

and Classen, 1992; Bedford, 2000). Williams et al. 

(1997)은 가금 사료에 NSP를 분해하는 효소제가 함유 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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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arabinose 와 xylose를 같은 비율로 각각 혼합 하여 

급여한 결과 전분의 소화성과 회장 내 점성이 NSP가 첨가

되지 않은 실험군과 유의적으로 차이가 있다고 보고 하였

다. 이는 NSP에 의한 점성으로 인한 소화율 감소를 식물의 

NSP분해 효소제를 이용한 소화율 증진의 가능성을 보여준

다. 또한 음수에서는 broiler에 NSP효소의 급여가 펠렛사

료 급여 이전의 사료로서 효과적인 사료급여 체계가 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하였다(Maisonnier-Grenier 

et al., 2005). 최근에 육계는 대체적으로 사료효율 증가와 

빠른 성장율을 위해 개발 되어져 왔다(Bao and Choct, 

2010). 이로 인한 무분별한 유전적 개량 때문에 체중은 증

가되었지만 broiler의 면역력은 장담 할 수 없는 상황이다. 

Wang et al. (2005)은 xylanase의 첨가로 인해 비장, F낭, 

흉선의 무게가 증가하였다고 하였다(Wang et al., 2005).  

Williams et al(1997) 또한 NSP분해 효소를 첨가 하였을 

때 회장의 VFA 수준이 현저히 증가함을 보여주었다. NSP

는 미생물균총을 이로운 방향으로 유도하여 면역체계에 이

롭게 한다. 강화된 면역체계는 항원에 맞서 경합을 하며 

육계의 성장에 많은 혜택을 준다(Bao and Choct, 2010). 

이 결과들은 면역력 향상의 의미로 보여진다. 이로써 NSP

분해 효소의 첨가가 NSP 소화 시 생성되는 점성의 소화율 

저하를 방지해 broiler의 NSP 이용률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사료되며. 또한 미생물 균총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쳐 가금

의 면역력에 역시 좋은 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사료된다.

II. 결 론

사료내 항생제의 사용은 질병 발생 저해와 사료효율 개

선과 같은 긍정적인 효과를 많이 가져다 주었다. 하지만, 

세계적으로 질병 발생 저해와 사료효율 개선을 위한 항생

제의 사용을 규제하는 추세에 따라서 항생제 대체제의 개

발은 축산업계에 중대한 현안이 되었다. 하지만, 항생제의 

정확한 작용기전은 밝혀진 바가 없으며, 본 총설에서 소개

했던 여러 항생제 대체물질들 마찬가지로 밝혀지지 않은 

미지의 성분과 기능들이 많은 것으로 생각된다. 현재로선, 

probiotics와 prebiotics를 사용하여 소화기관 내의 유해

한 미생물을 유익균으로 우점하여 사료효율 개선과 질병개

선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지만, 그 효과는 항생제를 급여했

을 때의 수준은 아직 못 미치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 외에도 

본 총설에서 언급한 클로렐라, Seaweed, 박테리오파지 등

도 육계의 사양에 긍정적인 효과를 줄 수 있는 사료첨가제

로서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지속적이고 계속적인 연

구를 통하여 육계의 소화 생리와 사료첨가제의 기전을 바

른 이해를 통하여 건강한 육계 사양관리의 초석을 다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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