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돼지 생산성 향상을 위한 미생물 이용 기술

국립 축산과학원 축산자원개발부 양돈과 김 동운

최근 돼지 생산성 향상, 항생제 대체, 친환경 축산을 위하여 미생물 이용 기술에 대한;슈/차：즈가되고 있는 

가운데, 유익한 미생물을 이용하여 농가형 발효생균제를 제조 • 급여하여 돼지의 면역력 강화 및 생산성 향상기 

술을보급코차:햔다;• : 、；:'「

기술개발 목적 및 필요성

O 고품질 안전축산물에 대한 소비자 관심 증가

- 무항생제 및 친환경축산물 구매 선호

- 항생제 허용품목 감축(안) : (08) 25종 一 C09)

18 — (10) 9 — C12) 0

- 사료용 항생제 사용금지(12년)에 따른 생산성 

저하 예상

- 돼지 면역력 향상을 위한 기술 개발 필요

O 돼지 생산성 향상을 위한 유익 미생물에 대한 

수요 증가

- 사료공정에서 생균제 종류 확대 : 14一 29종(07)

- 유익 미생물의 효과 : 장의 안정성, 사료이용성 

증진, 면역력 향상

- 돼지 생산성 향상을 위한 유익 미생물이용 기술 

개발필요

개발기술

1) 고품질 미강발효생균제 제조 기술

O 미강발효생균제 제조 조건

- 재료 : 미강(1kg), 액상미생물(유산균, 효모, 

바실러스 각 5ml), 당밀(0.1, 0.3, 0.9%),

물(335ml)을골고루 혼합하여 비닐봉지에 밀봉

- 배양조건 : 30°C, 2〜8일 배양

。미강발효생균제 제조시 당밀의 첨가 수준은 

0.1~0.3%가 적정

- 당밀 0.1% 첨가, 30°C, 2일간 비닐봉지에 

밀봉 배양시

- 유산균수: 6억8천5백마리/g(무첨가대비 44% 

증가)

〈미강발효생균제의 배양일자별 유산균수의 변화〉

시 료
유산균수 변화생균수이 国값勾)

0 일차 2 일차 4 일차 6 일차 8일차

당밀 무첨가 7.19 8.67 8.24 7.27 6.4

당밀 0.1% 7.12 8.83 8.31 7.38 6.55

당밀 0.3% 7.23 8.7 8.38 7.43 6,82

당밀 0.9% 7.11 857 8.41 7.55 6.82

6 含급정보 365*



2） 미강발효생균제 급여에 의한 돼지 생산성 향상 - 생산성 : 생균제구와 항생제+생균제구에서

。미강발효생균제 급여에 의한 생산성 향상 가장 높음

- 시험기간 : 이유자돈기부터 출하시까지 - 항생제대체효과 : 생균제구가 항생제（1종류）

- 급여방법 : 미강발효생균제를 사료에 1% 처 리구보다 높음

혼합하여 급여

- 생산성 : 일당증체량 증가로 출하일령 4〜7일

단축

〈미강발효생균제 급여에 따른 생산성〉

구昱 대조구 힝샘제 생균제 항생제+생균제

일당증체량 （kg/일） 0.89b 0.92하〉 0.96a 0.96ab

일당사료섭취량 （kg/일） 2.23 2.21 2.28 2.30

〈미강발효생균제 급여에 따른 분변의 미생물 변호卜〉

구분 대조규 항생제 생균제 항생제 卜생균제

유산간균 8.4/ 8.62郁 9.01a 8.75汕

대장균군 6.23a 6.13ab 5.76b 5.76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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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강발효생균제 급여에 따른 소화관 특이항체（specific IgA） 변호卜〉

구분 대조구 항생제 생균제 항생저代생균제

특이항체 0.109° 0.109° 0.124b 0.1303

개발기술의 활용방법（기술산업화 내역）

O 기술적용대상 작목 : 양돈

。주요대상 고객: 농업기술센터, 양돈농가

O 기술활용방법

- 미강발효생균제 제조 조건

• 재료 : 미강（1kg）, 액상미생물（유산균, 효모, 

바실러스 각 5ml）, 당밀（0.1, 0.3, 0.9%）,

물（335ml）을골고루 혼합

• 배양조건 : 비닐봉지에 밀봉하여 30°C, 2〜8일 

배양

- 미강발효생균제 급여

• 이유자돈기부터 출하기까지 미강발효생균제를 

사료에 1% 혼합 급여

기대효과（성고卜）

O 미강발효생균제 급여에 의한 생산성 향상

- 생산성 : 일당증체량 증가로 출하일령 4〜7일 

단축, 무항생제 사료 대비 출하일령 7일 단축, 

항생제사료 대비 출하일령 4일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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