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143 -

Jour. Agri. Sci.

Chungnam Nat'l Univ., Korea

Vol.34(2): 143～150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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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was carried out to develope an antibiotic substitute with some feed additive 

ingredients; activated charcoal, microbial products(Saccharomyces cerevisiae), sodium bentonite and 

pyroligneous. Sixty Holstein male calves(control 30 and tested 30 calves) were assigned to one of 

two diets, control(containing commercial antibiotic) and treatment diet (containing antibiotic 

substitute) with three replicates(10 calves each). The experiment were carried out for 30 days. 

  The daily weight gains were similar between control(1.01kg/d) and treatment groups(1.01kg/d), 

however feed requirement were lower for treatment calves (2.80kg) than control calves (3.24kg) 

(P<0.05). Also calves were more health for treatment calves than control calves for diarrhea and 

respiratory diseases occurrences. The ammonia concentration of feces were lower for treatment 

calves(2.67 ppm) than for control calves(6.33 ppm) (P<0.05). No statistical difference were found 

in blood substances between control and treatment calves(P>0.05). In conclusion, the cal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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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formances were improved by substitute without commercial antibiotic additive.

Key words : Antibiotic substitute, Holstein male calves, Daily weight gein, Feed requirement

Ⅰ. 서  론

  가축 사육에서 항생제 사용의 문제 은 항생제 

내성(antibiotic resistance) 생성에 따른 인간의 

건강에 미치는 향이라 할 수 있다(Hays and 

Black, 1989). 따라서 축산업에서 항생제 사용을 

단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 가축 사육에 항

생제를 사용하는 목 은 질병치료 목 보다는 가

축의 생산성 증진(성장 진)에 비 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지 까지 일부 항생물질 체제가 국․내

외 으로 개발되고 있긴 하지만 지속 인 효과를 

입증할 수는 없다. 항생제 체제로는 유기산제, 

생균제, non-digestible oligosaccharides, probiotics, 

herb, nucleotide, 그리고 일부 물질이 알려져 있

다(Stein, 2004). 그리고 국내외 으로 식물(herb) 

추출물의 항균력 시험이 특히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실정이다(De Smet, 1997; Mina. et. al., 

1999; 김 등, 2006; 한 등, 2006; 하 등, 2006). 

그러므로 국민 건강을 도모하고 소비자가 축산물

을 안  식품으로 신뢰하여 소비를 진시키고 

가축의 생산성도 향상시킬 수 있는 확실한 항생

물질 체제 개발이 지속 으로 강구되어야 하겠

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항생물질 체제의 개발을 

해 가축의 성장 진  활력화가 입증된 원료

를 선택하여 이들을 합한 비율로 배합하여 

여할 경우 항생제 체 효과가 있는 것을 발견하

고 개발된 제품의 젖소 송아지에 한 육성시험

을 실시하고 그 내용을 발표하는 바이다.

Ⅱ. 재료  방법

1. 시험원료 

  본 연구를 수행하기 해  세계 으로 연구 

는 사용되고 있는 사료첨가제를 다음과 같이 선

정하 다. 선정한 첨가제 원료명은 다음과 같다.

 1) 미생물 제제 : Saccharomyces cerevisiae 발

효제품

 2) 원 외선 물질 : 토 물질인 Sodium 

bentonite

 3) 활성탄 : 활엽수와 침엽수 유래된 활성탄

(activated charcoal)

 4) 목 액 : 국내 유통 인 목 액(pyroligneous) 

 5) Herb : 홍삼박(red ginseng process residues)

2. 항생제 체제

  시험원료 등을 한 비율로 배양하여 항생제 

체제(안타시드-100)을 제조하 다.

3. 젖소 송아지 사양시험

  1) 공시동물, 실험설계  사양 리

  생후 40일령 홀스타인 수송아지 60두를 선발, 

공시하여 조구 30두(체  60.81±7.51kg), 처리

구 30두(체  58.41±4.66kg)를 처리구별 3군으로 

나 어 각 10두씩 완 임의 배치하 다. 실험은 

2005년 12월 19일부터 2006년 01월 18일 까지 30

일간 실시하 으며, 실험기간 동안 일평균 기온

은 최고 2.7℃, 최  -6. 8℃ 다. 사료는 배합사

료와 볏짚을 자유롭게 섭취할 수 있도록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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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구에 여한 사료는 항생제(옥시네오마이신)

를 0.09% 첨가하 고, 처리구 사료에는 항생물질 

체제를 2% 첨가하 다.

  2) 시험사료

   시험기간 동안 사용된 시험사료의 배합비와 

화학  조성은 Table 2에 나타낸바와 같다. 사료

Table 1. Ingredient and chemical compositions of compound feed for dairy calves

Ingredients composition(%)      Control     Treatment

Yellow corn 15.09 13.09

Wheat 5.00 5.00

Alfalfa pellet 5.00 5.00

Soy hull 10.00 10.00

Cotton hull 14.98 14.98

Gluten feed 5.00 5.00

Corn cob 7.00 7.00

Rice bran, polishing 3.00 3.00

Wheat bran 10.57 10.57

Wheat flour 3rd 3.00 3.00

Soybean meal 12.98 12.98

Molasses 3.00 3.00

Limestone 2.24 2.24

DCP1 0.43 0.43

Salt 0.50 0.50

Sodium bicarbonate 0.50 0.50

Vitamin premix 0.60 0.60

Mineral premix 0.06 0.06

Probiotics 1.00 1.00

Antibiotic substitute - 2.00

Flavor 0.05 0.05

   Total 100.00 100.00

Chemical composition(%)     Control     Treatment

Dry matter 85.29 86.14

Crude protein 14.47 14.08

Ether extract 1.85 1.81

Crude fiber 9.27 9.37

Crude ash 8.27 9.85

TDN2 68.37 67.33

1 Dicalcium phosphate.
2 Total digestible nutrients.

의 화학  조성분은 AOAC(1990) 분석법에 의

하여 분석하 다.

  시험 사료는 옥수수 13.09~15.09%, 두피 

10.00%, 면실피 14.98%, 소맥피 10.57%  두

박 12.98% 등으로 배합하 으며, 화학  조성은 

조구, 시험구 각각 조단백질 14.47%, 14.08%, 

TDN 68.37%, 67.33%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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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조사항목  방법

  체 은 개체별로 시험 개시일과 시험 종료일 2

회 측정하여 증체량을 구하 고, 사료와 물은 자

유롭게 섭취할 수 있도록 하 으며, 여량과 잔

량의 차이로 사료 섭취량을 계산하다. 사료 요구

율은 사료섭취량÷증체량의 공식으로 계산하 다.

배설물의 ammonia 함량은 시험 종료일에 송아

지 배설물 500g을 채취하여 2ℓ 용량의 유리병에 

넣어 한 다음 15분 후에 Gastec
®
 검지 을 

직경 5mm 구멍을 통해 암모니아 가스를 흡입하

여 1분 후에 농도를 측정하 다.

  당(glucose)의 측정은 hexokinase enzymatic 

UV method에 했으며 DiaSYS(독일)사의 Kit

를 사용하 다. 총콜 스테롤의 측정은 “CHOD- 

PAP" enzymatic photometric test method에 

했으며 DiaSYS(독일)사의 Kit를 사용하 다. 총

단백질(total protein)의 측정은 biuret method에 

했으며 DiaSYS(독일)사의 Kit를 사용하 다. 

알부민(Albumin)의 측정은 bromocresol green 

method에 했으며 DiaSYS(독일)사의 Kit를 사

용하 다. 로불린은 총단백질값에서 알부민값

를 빼서 구하 고, A/G ratio(알부민과 로불린

Table 2. Effects of an antibiotic substitute on weight gain and FCR of calves

Items Control Treatment P value

Initial weight, kg/h 60.81± 7.51a1 58.41±4.66a 0.117

Final weight, kg/h 90.97±10.95a 88.40±7.62a 0.214

Weight gain, kg/h 30.03± 5.30a 29.98±5.18a 0.946

Daily weight gain, kg/h/d  1.01± 0.19a  1.01±0.19a 0.926

Feed intake, kg/h/d 3.14 2.70 -

FCR2  3.24± 0.61a  2.80±0.56b 0.008

1 Mean±SD.
2 Feed conversion ratio.
a, b Means with different superscript in the same row are significantly different(P<0.05).

의 비율)은 알부민값을 로불린 값으로 나 어서 

구하 다. 요소태질소(BUN)의 측정은 “Urease- 

GLDH(Glutamate dehydrogenase)” enzymatic 

UV method에 했으며 DiaSYS(독일)사의 Kit를 

사용하 다.  AST 활성도의측정은 Reitman- 

Frankel법에 하 으며, DiaSYS(독일)사의 Kit를 

사용하 다.  ALT활성도의 측정은 Reitman- 

Frankel법에 하 으며, DiaSYS(독일)사의 Kit

를 사용하 다.

  4) 통계분석

  본 실험 결과에 한 통계처리는 SAS(SAS, 

1987)를 사용하 으며, 각 처리 평균간의 유의성

은 t-test를 통해 5% 수 에서 검정하 다.

Ⅲ. 결과  고찰

1. 송아지의 증체  사료섭취

  항생물질 체제(처리구) 여시 홀스타인 수

송아지의 증체량  사료 요구율에 미치는 향

은 Table 2와 같다. 30일간 실험하여 70일령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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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시 체 은 조구 90.97 kg, 처리구 88.40 kg으

로 나타났다. 한, 기간당 증체량은 조구는 

30.03 kg, 처리구는 29.98 kg으로 유의 인 차이

가 없었으며(P>0.05), 일당 증체량에 있어서도 

조구(1.01 kg)와 처리구(1.01 kg)에서 같은 결

과를 보 다(P>0.05). 1일 두당 사료섭취량은 

조구는 3.14 kg, 처리구는 2.70 kg으로 처리구가 

조구에 비해 14.01%가 감소되는 경향을 보

으나, 사료 요구율은 조구에 비해 처리구에서 

13.58%으로 낮은 결과를 나타내어 유의 인 개

선 효과를 보 다(P<0.05).

  한편, 김과 김(2005)은 14개월간 거세 한우에

게 활성탄 2%를 여하여 14개월간 사육한 결

과, 시험  기간 동안의 일당 증체량은 조구 

0.87 kg에 비해 처리구가 0.83 kg으로 처리구에

서 다소 낮은 경향을 보여 본 시험과 유사한 경

향을 나타냈다. 

  그러나, Tobioka와 Garillo(1994)는 일본 brown 

cattle 종에게 활성탄을 여하 을 때 일당 증체

량과 사료 섭취량이 증가되었다고 보고한 바 있

으며, 강 등(2002b)도 생후 3개월령 한우 수송아

지에게 120일간 활성탄 2% 첨가 여시, 일당증

체량이 무첨가구(0.82 kg)에 비해 첨가구(0.88 

kg)가 7.3%의 개선 효과를 보 다고 보고하여, 

본 시험과 다소 차이가 있었는데, 이는 공시축의 

growth stage, 시험방법 등이 상이하기 때문이 

아닌가 추측된다. 

  한편, Losada 등(1976)은 Holstein×Zebu 교잡

종 육성우에게 sodium bentonite를 0%, 2%, 4%

로 여 수 을 달리하여 실험했는데, 공  수

이 높을수록 증체 성 이 우수하 다고 발표한  

있으며, 강 등(2002a)도 6개월령 거세한우를 

상으로 bentonite를 여하여 18개월간 사육하

을 때 비육후기에 bentonite 여구가 조구에 

비해 일당증체량이 20.7% 증가하 고,  기간 

동안으로도 6.5%가 증가하 다고 보고하 다. 백

(1999)은 bentonite가 미생물의 성장에 필요한 

미네랄을 함유하고 있으며, 반추 에서 5~20배 

팽창하여 사료의 통과 속도를 지연시킴으로 소화

율과 흡수율의 향상에 도움을 다고 하 다. 

한, 조(2000)는 토 물이 어린 송아지  한우 

육성우의 발육에 정 인 향이 있었으나 유의

성은 인정되지 않았다고 보고하 다. 조 등

(2000)은 토 물이 송아지의 장내에서 미량

물을 공 하고 소화율을 증진시키는 효과를 보고

한 바 있으며, 반추  내 미생물의 발효 패턴을 

정상 으로 유지시키고 격한 pH 하를 방지

하는 역할을 한다고 하 다(조 등, 2001). 

  박 등(2003)은 한우 비거세우에 Saccharomyces 

cerevisiae를 첨가하여 발효한 사료를 여했을 

때 일당증체량, 사료섭취량  사료효율을 조

구에 비해 유의 으로 개선시켰다고 보고한 바 

있다. 노 등(1995)은 효모배양물이 산성에 강하

고 화제의 역할을 하며, 양 으로 효소제, 비

타민, 무기물, 핵산  아미노산 등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가축에게 효과 이라고 하 다.

2. 질병발생

  송아지에게 항생물질 체제를 여하 을 때 

설사  호흡기 질병 발생률은 Table 3에서 보는 

바와 같다. 설사 발생률은 조구, 처리구 모두 

10%의 발병률을 보 으나, 조구는 분상태가 

체 으로 묽은 것으로 찰 되었으며, 처리구

의 분 상태는 매우 양호하 다. 호흡기계 발병률

은 조구에서 2두(6.7%)가 발생되었으나, 처리

구에서는 단 한 마리도 발병하지 않은 것으로 보

아 항생물질 체제가 설사(연변)  호흡기 질

병 방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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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우분의 암모니아 함량

  우분에서 발생되는 암모니아 농도는 Table 4에 

나타난 바와 같이, 조구는 6.33ppm으로, 처리

구는 2.67ppm으로 측정되었으며, 처리구가 조

구에 비해 57.82%가 개선된 매우 높은 흡착률을 

나타내었다(P<0.05). 이러한 결과는 항생물질 

체제의 원료, 즉 활성탄과 sodium bentonite의 뛰

어난 흡착 능력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암모니아

는 가축의 성장을 해한다고 지 된 바 있으나

(Lin and Visek, 1991) 조구, 처리구 모두 아

주 은 양의 NH3가 발생되어 생산성에 향을 

미치는 수 은 아니었다. 이러한 상은 겨울철 

혹한기 동안에 낮은 온도에 기인한 것으로 사료

된다.

4. 액성상

  송아지의 액 성분은 Table 5에 나타난 바와 같

이 조구, 처리구 각각 glucose함량은 90.3mg/dl, 

87.0mg/dl, cholesterol 함량은 96.3mg/dl, 85.7mg/dl, 

albumin 함량은 3.6g/dl, 3.6g/dl, ALT 함량은 

 

Table 3. Occurrences of diarrhea and respiratory diseases of calves

 Disease Items Total
2 Jan.

(head)

3 Jan.

(head)

Sum

(head)

Rate

(%)

Diarrhea
Control 30 2 1 3 10.0

Treatment 30 3 - 3 10.0

Respiratory
Control 30 2 - 2 6.7

Treatment 30 1 - 1 3.3

Table 4. Effects of an antibiotic substitute on the ammonia concentration in feces from 

calves

Items Control Treatment P value

Ammonia, ppm 6.33±1.53a 2.67±0.58b 0.046

a, b Means with different superscript in the same row are significantly different(P<0.05).

26.7IU/L, 25.7IU/L으로 조구, 처리구 공히 정상

범 (도 등, 1990) 내에 포함되었고, total protein, 

globulin, A/G, BUN, AST, GGT 수치는 조구, 

처리구 모두 정상범 를 벗어나 있었다. 특히, 간 

기능을 단하는 기 이 되는 항목  하나인

AST 수치가 75.7IU/L, 81.7IU/L로 정상범 를 벗

어나면서 조구, 처리구 공히 간 기능 수치가 불

량하게 나타났으며 이에 해서는 추후 더 심도있

는 연구가 수행되어야 한다고 사료된다. Globulin

을 제외하고는 기타 항목에서 조구, 처리구 간

에 유의 인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P>0.05).

  한편, 본시험에 항생제 체제와 항생제와의 

첨가비용을 살펴보면, 항생제 등 약품 투여로 하

루 58,000원(사육규모 300두 기 ) 가량 소요되

던 약품비용이 처리구 사료 여시 약 ⅓정도 수

인 하루 19,300원으로 감소하 으며, 한달이면 

약 1,161,000원의 비용을 감할 수 있어, 본 항

생물질 체제가 경제 인 측면에서 농가 소득에 

기여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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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요 

  본 연구는 항생제를 체할 목 으로 동물체의 

활성을 가져오는 원료로 알려져 있는 활성탄과 

목 액, sodium bentonite, 홍삼박, 생균제를 선별

하여 이들 원료로 구성된 항생물질 체제를 개

발하여 홀스타인 수송아지에 여하 을 때 생산

성에 미치는 효과를 규명하고자 수행하 다. 

  송아지의 일당증체량은 조구(1.01kg), 처리

구(1.01kg)간에 유의 인 차이가 없었고(P>0.05), 

사료 요구율은 조구 3.24에 비하여 처리구 2.80

로 처리구에서 유의 인 개선효과를 나타냈다

(P<0.05). 설사 발생률은 동일하 으나 분 상태

는 처리구가 양호하 고, 호흡기 질병은 처리구

에서는 발생하지 않았다. 분  NH3 농도는 

조구(6.33 ppm)에 비하여 처리구(2.67 ppm)에서 

뚜렷한 개선 효과를 보 고(P<0.05), 액 수치

는 조구와 처리구가 유사하 다. 항생물질 

체제를 여한 처리구가 시  항생제 첨가사료 

여군( 조구)에 비하여 증체에서는 다소 낮은 

Table 5. Effects of an antibiotic substitute on blood composition of calves

No.
Glucose

Choles-

terol

Total 

Protein

Albu-

min

Globu-

lin
A/G BUN1 AST2

(GOT)

ALT3

(GPT)
GGT

mg/dl mg/dl g/dl g/dl g/dl mg/dl IU/L IU/L IU/L

Control

88 117 5.5 3.7 1.8 2.06 14 84 29 16

86 87 5.6 3.6 2.0 1.80 9 76 25 9

97 85 6.2 3.6 2.6 1.38 11 67 26 13

Mean±SD 90.3±5.9a 96.3±17.9a 5.8±0.4a 3.6±0.05a 2.1±0.41b 1.74±0.34a 11.3±2.51a 75.7±8.5a 26.7±2.08a 12.7±3.5a

Treatment

93 96 6.5 3.6 2.9 1.24 11 86 31 3

95 77 6.3 3.6 2.7 1.33 12 73 24 16

73 84 6.4 3.5 2.9 1.21 11 86 22 17

Mean±SD 87.0±12.2a 85.7±9.6a 6.4±0.1a 3.6±0.05a 2.8±0.11a 1.26±0.06a 11.3±0.57a 81.7±7.5a 25.7±4.72a 12.0±7.8a

Normal 61.8~114.6 76.9~140.5 6.42~8.14 2.74~4.04 2.91~4.75 0.61~1.29 13.1~23.1 36.7~59.9 25.0~34.2 －

1 Blood urea nitrogen; 2 Aspartate aminotransferase; 3 Alanine aminotransferase.
a, b Means with different superscript in the same column are significantly different(P<0.05).

성 을 나타냈지만 질병 발생 없이 유사한 성

을 낸 것은 체물질이 가축 소화기 의 활성화, 

사료의 소화율 증진 등에 향을 나타내어 동물

의 활력이 증진되므로 항생제의 사용 없이도 양

질의 축산물을 생산할 수 있는 결과를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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