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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status of probiotics is increasing worldwide and the range of application of
probiotics is also being extended to the livestock industry. The use of probiotics in
the swine industry aims to improve animal health and productivity by forming a
healthy gut microbiota. Intensive pig breeding, a common breeding method in
modern society, causes physiological stress in pigs, resulting in imbalance of the
intestinal microbiota and dysfunction of the intestinal barrier. We conducted a
scientific research on the properties of probiotics for multi-strain probiotics (MSP)
and observed the economic benefits and efficiency of culturing MSP through a
self-cultivation system in livestock. Initially, we observed alteration occurred by MSP
application in the gut microbiota of pig. MSP were characterized to have resistance
to digestive juices such as gastric acid and bile, followed by colonization in the
target organ, the gastro-intestinal tract (GIT). In addition, MSP was also confirmed
to have antibacterial ability against pathogenicity that most frequently infected in
the swine industry and showed low resistance to antibiotics which means guaranteed
stability when added to feed. The growth rate of probiotics in the optimized medium
used in the self-cultivation system was suitable for efficiently and economically
culturing and feeding pigs with high concentrations of probiotics, considering the
ingredient price and the growth efficiency. We observed the significant alteration of
gut microbiota of pig by application of MSP. Importantly, the MSP supplementation
significantly increased the beneficial bacteria genus of Bifidobacterium that confer
a health benefit to the host in pig GIT, whereas decreased the number of harmful
bacteria including coliforms. In addition, MSP influenced on the uniformity of gut
microbiota at both of sow and weaning pigs. Taken together, the application of MSP
with high concentration of probiotics using self-cultivation system may critically
improve the pig health by regulation intestinal microbiota.

Keywo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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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인하고, 자가배양시스템(self-cultivation system)을 통한 MSP 배
양의 경제성과 효율성을 확인하였으며, MSP의 적용으로 인한 돼지

양돈 산업에서 항생제는 질병예방과 생산성 증진을 위하여 배합사

장내 미생물 균총의 변화를 조사하고자 하였다.

료 내에 첨가되어 많이 사용되었다. 이러한 항생제의 사용은 항생
제 내성 병원성 균의 발생이나 최종 생산품에서의 항생제 잔류 등

재료 및 방법

과 같은 문제점으로 인하여 전 세계적으로 가축 생산에서의 항생제
의 사용을 규제하기 시작하였다 (Hazards et al., 2017). 한국에서

사용 균주

도 1997년 항생제 사용 규제를 시작하여, 현재 모든 사료에 항생제

본 연구에서 multi-strain probiotics에 사용된 Lactobacillus 4

사용이 전면 금지되었다 (Do et al., 2020). 이러한 변화는 사료효

종(Lactobacillus acidophilus LA14, Lactobacillus salivarious

율 감소와 폐사율이 증가 및 동물용 의약품의 사용이 증가함에 따

167, Lactobacillus plantarum LP11, Lactobacillus fermen-

라 경제적 손실의 우려되고 있다(Hayes et al., 2002). 이러한 문

tum 216)은 모두 이유 자돈의 분변에서 분리되었다. 먼저 10 g의

제점을 해결하고, 양돈 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항생제를

분변을 0.85% NaCl solution과 1:9(w/v, v/v)의 비율로 섞어준

대체할 수 있는 천연 대체재들이 연구되고 있다.

뒤, homogenizer(JumboMix, Interscience, Saint Nom,

항생제 천연 대체재 중 생균제(probiotics)는 살아있는 미생물로

France)를 사용하여 2분 동안 균질화 하였다. 혼합액 일부를 취하

급여 시 가축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보조 사료 또는 사료첨

여 생리식염수(0.85% NaCl)를 사용하여 연속 희석한 뒤, de

가제를 말한다(AFRC 1989). 일반적으로 상업적으로 이용되는 생

Man, Rogosa and Sarpe(MRS; Sigma-Adlrich, MO, St Louis,

균제는 Bacillus, 효모 그리고 젖산을 생산하는 Lactobacillus,

USA) agar에 0.005% bromocresol purple(Sigma-Aldrich)와

Bifidobacterium, Enterococcus 등이다(Heo et al., 2013). 양

0.05% L-cysteine(MRS-BCP; Sigma-Aldrich)를 첨가한 MRS-

돈 산업에서의 생균제를 사용하는 것은 건강한 장내 미생물 균총을

BCP agar plate에 희석액을 100 μL씩 분주하여 도포한 뒤 37℃

형성하여 동물의 건강과 생산성을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에 48시간동안 배양하였다. 배양 후 주변에 노란색 환을 보이는

(Kenny et al., 2011). 특히, 현재 일반적인 사육 방식인 집약적

colony들을 무작위로 선별하여, 다시 한번 MRS agar plate에

돼지 사육 방식은 돼지에게 심리적, 생리적 스트레스를 유발하여

streaking하여 단일 colony임을 확인하였다. 분리한 균주들은

장내 미생물 균총의 불균형을 야기하고, 장 장벽의 기능 장애를 유

10% skim milk(KisanBio, Seoul, Korea) 를 이용하여 –80℃에

발하여 생산성을 저하시킬 수 있다(Moeser et al., 2007). 생균제

서 보관하였으며, 16S rRNA sequencing을 통해 균주를 동정하

의 급여는 돼지의 장내 미생물 균총을 변화시킴으로써 성장률 및

였다.

사료 효율 등 증가시키고 (Min and Kim, 2002), 이유자돈에서는
장 발달을 촉진하여 장 건강에 이로운 영향을 주어 가축 생산성을

내산성 및 내담즙성 평가

증대시켜준다(Shin et al., 2019). 뿐만 아니라, 생균제의 급여로

내산성과 내담즙성에 대한 유산균의 저항성은 Jacobsen et al.

인하여 돼지고기의 품질을 개선할 수 있다(Chang et al., 2018).

(1999)의 방법에서 약간 수정하여 진행되었다. 내산성을 실험하기

최근에는 환경오염 양돈 산업에서 발생하는 악취와 유해가스를 생

위해 산성화된 MRS broth(pH 2.5)에 pepsin(Sigma-Aldrich)를

균제를 이용하여 저감화하는 연구도 진행되고 있다(Lan et al.,

1,000 unit/mL가 되도록 첨가하여 인공 위액을 조성하였다. 내담

2016).

즙성 실험을 진행하기 위해 MRS broth에 0.5% oxgall(Sigma-

하지만 생균제의 인기가 점점 증가하면서 생균제에 대한 정확한 과

Aldrich)를 첨가하여 체내에서 분비되는 담즙산과 유사한 환경을

학적 연구와 올바른 적용 방법에 대한 확립없이 상업적인 이득을

제조하였다. 산성과 담즙산에 대한 저항성을 확인하기 위해 내산성

위해서 무분별하게 사용되고 있다. 그 이후로, 생균제의 균주 선택

은 접종 후 37℃에서 3시간 배양한 후 생존율을 측정하였으며, 내

과 사용은 지식 기반의 사용보다는 경험에 기반해 사용되어 왔는

담즙성을 확인하기 위해 접종 후 37℃에서 24시간 배양한 후

데, 이러한 생균제의 사용은 균주에 대한 특성화가 부족할 뿐만 아

SpectraMax ABS plus(Molecular Device, San Jose, CA,

니라, 농장에서 사용될 때 일관성 없는 결과를 불러올 수 있다(Bosi

USA)을 이용해 OD600에서 값을 측정하였다.

and Trevisi, 2010). 따라서 오늘날의 돼지 생산에 생균제의 적용
은 명확한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다. 따라서

항균 활성

본 연구는 multi-strain 생균제(MSP)에 대한 각 균주의 특성을 확

병원성 균에 대한 유산균의 저항성을 over-lay 방법을 통해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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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Balouiri et al., 2016). 먼저 돼지에게 가장 대표적인 병원

뒤 M9 buffer로 2회 세척하였다. 세척이 완료된 C. elegans를

성 균(Listeria monocytogenes EDG-e, Staphylococcus aureus

kanamycin(100 μg/mL)과 streptomycin(100 μg/mL)이 포함

Newman, Salmonella typhimurium SL1344, Escherichia

된 BHI agar plate에 옮겨준 뒤 gentamicin solution(25 μg/

coli EDL933)을 이용하여 실험을 진행하였다. S. aureus Newman,

mL)에 5분간 노출시켜 주었으며, 본 실험에서의 결과 비교를 위한

ä

S. typhimurium SL1344, E. coli EDL933은 BD Tryptic Soy

positive control 균으로 Lactobacillus rhamnosus GG가 사용

Broth(TSB; Fisher scientific, Hampton, NH, USA)에 37℃에서

되었다. C. elegans는 M9 buffer에 5회 세척된 후 M9 buffer(1%

24시간 동안 배양하였고, L. monocytogenes EDG-e는 Bacto™

Triton X-100)가 담겨있는 1.5 mL Eppendorf tube로 옮겨진

Brain Heart Infusion broth(BHI; Fisher scientific)를 이용하

후 pestle(Kontes, Vineland, NJ, USA)을 사용하여 기계적인 힘

여 30℃에서 24시간 동안 배양하였다. Overnight 배양된 유산균

으로 분쇄되었다. 분쇄된 C. elegans solution은 연속 희석한 뒤

배양액 10 μL를 MRS agar plate에 떨어트린 후 37℃에서 24시

pH 5.0으로 조정된 MRS agar에 도포하여 37℃에 48시간 동안

간 동안 배양하였다. 배양한 유산균 위에 각각의 0.8% agar와 24

배양한 뒤 colony counting을 실시하였다.

시간 동안 배양한 indicator 병원성 균 배양액이 함유된 TSB agar
와 BHI agar를 도포해준 후 이전의 병원성 균의 배양 온도와 시간

Multi-strain probiotics(MSP)의 농장 급여 및 사료 분석

에 맞게 배양하였다. 최종적으로 항균 활성 능력은 주변에 생기는

실험실에서 1차적으로 선발되어 혼합 배양된 4종의 Lactobacillus

투명한 환의 지름을 측정하여 평가하였다.

는 이후 농장에서 자가 배양 시스템을 통해 농장 자체적으로 2차
배양된 후 자돈사료에 0.5% 첨가되어 각 유형별(고형, 음수형, 건

항생제 내성

조 사료)로 돼지에게 공급되었으며, 건조형 사료는 50℃에서 교반

항생제 내성에 대한 측정은 disc method법으로 평가하였다. 먼저

하며 수분량 12% 이하로 제조되었다(Fig. 1). MSP의 적절하고 효

37℃에서 24시간 동안 배양한 유산균 배양액을 MRS agar plate

과적인 공급을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관리하기 위해 농장에 급여되

에 100 μL를 분주한 후 도포하였다. 도포 후 BD BBL™ Sensi-

고 있는 여러 사료는 각 유형별(고형, 음수형, 건조 사료)로 채취되

Disc™ antimicrobial susceptibility test discs(ampicillin,

어 실험실 내에서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였다. 각각의 사료는 50

chloramphenicol, penicillin, tetramycin 등 총 4종; Fisher

mL conical tube에 채취되었고, 채취 당일 분석을 진행하였으며,

scientific)을 plate에 올려준 후 37℃에서 24시간 동안 배양하였

sample당 3반복으로 분석은 진행되었다. 발효 사료(고형, 건조형)

다. 항생제에 대한 내성은 disc 주변에 생기는 투명한 환의 지름을

는 생리식염수에 1:9(W/V, V/V) 비율로 섞어준 뒤 homogenizer

측정하여 평가하였다.

를 사용하여 2분 동안 고르게 균질화시켜 주었다. 균질화된 solution은 연속 희석을 한 후 MRS agar plate에 100 μL 분주하여

Caenorhabditis elegans 부착 능력 평가

도포한 후 37℃에 48시간 동안 배양하였다.

C. elegans 를 이용한 유산균의 부착능 실험에는 CF512 fer-15
(b26)II;fem-1(hc17)IV가 사용되었다. C. elegans는 E. coli OP50
이 접종된 nematode growth medium(NGM) agar plate에서
주기적으로 배양되고 유지하였으며, 모든 C. elegans는 25℃에서
배양하였다(Brenner, 1974). 또한, C. elegans 의 장에서의
bacterial colonization을 확인하기 위해, 이전에 기술된 방법에
약간의 수정을 가하여 C. elegans 장의 bacteria 수를 측정하였다
(Aballay et al., 2000). 먼저, overnight 배양한 유산균를 원심
분리를 이용해 농축한 뒤 M9 buffer(1 L of dH2O; 3 g of
KH2PO4, 6 g of Na2HPO4, 5 g of NaCl; autoclave 후 1 mL
of 1 M MgSO4 첨가)를 이용하여 배양액을 5회 세척해준 뒤 NGM
agar plate(nystatin 5 μg/mL) 중앙에 200 μL 분주하여 건조시
켰다. 유산균이 분주된 NGM agar plate에 C. elegans를 처리한
후 5일 동안 배양시킨 후 10마리의 C. elegans를 무작위로 선별한

Fig. 1. Schematic diagram of how to feed MSP through self-cultivation system.
Curr. Top. Lact. Acid Bact. Probiotics 2020;6(2):39-4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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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장 자가배양시스템을 위한 배지 조성

Culture Media: Violet Red Bile Agar(Fisher scientific,

농장 자체 배양을 위한 경제 배지의 경제성 및 효율성 측정을 위해

Hampton, NH, USA)을 이용하여 35℃에서 48시간동안 배양한

실험실에서 Lactobacillus 종의 배양을 위해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뒤 colony counting하였다.

MRS배지와 비교분석을 하였다. 경제 배지는 molasses 1%, glucose 1%, yeast extract 0.2%, salt 0.2%로 조성되었으며, 48시

결 과

간동안 배양된 4종의 Lactobacillus를 MRS 배지와 경제 배지에
각각 1%씩 접종한 후 37℃에서 48시간 동안 배양하며, 24시간 단

MSP의 probiotic 특성

위로 균 수를 측정했다. 균 수 분석은 각각의 solution을 연속 희석

생균제가 체내에서 그 기능을 원활히 발휘하기 위해서는 1차적으

한 뒤 MRS agar plate에 100 μL 분주하여 도포한 뒤 37℃에서

로 체내에 급여된 생균제가 소화기관을 통과하는 동안 사멸하지 않

48시간동안 배양하여 분석하였다.

고 장관에 도달해야 한다(Fuller, 2012). 본 연구에서는 선발된
MSP 균주가 소화기관을 통과하여 생존할 수 있는 균주를 평가하기

장내 미생물 분석

위하여 내산성 및 내담즙성을 평가하였다(Fig. 2). 위산에 대한 생

MSP급여 농장과 일반 농장의 돼지 장내 microbiota의 micro-

존력을 측정하기 위한 pH 저항성 실험에서 L. rhamnosus GG는

bial population을 비교 분석하기 위해 모돈과 자돈의 분변을 채

약 100%의 생존율을 보였으며, L. acidophilus LA14를 제외한

취하여 분석하였다. 각각의 분변은 직장 자극을 통해 나오는 분변

나머지 3개의 균주가 L. rhamnosus GG와 비슷한 생존율을 보였

을 sample bag(19×30 cm, 3M, St, Paul, MN, USA)을 이용하

다. 다음으로, 담낭에서 분비되는 담즙산에 대한 저항성을 측정하

여 채취하였으며, 채취된 샘플은 채취 당일 분석하였다. 채취된 분

기 위한 담즙산 저항성 실험에서 L. salivarius 167만이 L.

변 25 g과 225 mL의 생리식염수를 섞어준 뒤 homogenizer를

rhamnosus GG보다 담즙산 저항성이 낮게 나타났으며, 나머지 3

사용하여 2분간 강력하게 균질화한 뒤, 연속 희석하였다. Aerobic

종은 L. rhamnosus GG보다 높은 담즙산 저항성을 나타내었다.

bacteria는 AC petrifilm(Aerobic count plate, 3M, St, Paul,

다음으로 장관에서의 부착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C. elegans 장관

MN, USA)에 1mL 분주한 뒤 37℃에서 48시간 배양하여 colony

부착능 실험에서 L. salivarius 167을 제외한 나머지 3종의 균주가

counting해 주었다. Yeast는 YM petrifilm(Yeast & Mold

C. elegans의 장관에 colonization 하는 것을 확인하였다(Fig.

count plate, 3M, St, Paul, MN, USA)에 1 mL 분주한 뒤 25℃

2C). 따라서 위 실험의 결과로서 MSP에 사용되는 유산균들이 체

에서 72시간동안 배양한 뒤 colony counting하였다. Lacto-

내에 급여되었을 때 소화액에 대한 저항성을 가진 후 최종적으로

bacillus는 Acid-MRS(pH 4.5) agar plate에 도말하여 37℃에서

장에 도달하고, 장에서 효율적으로 군집화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48시간 동안 배양한 뒤 counting 하여 CFU를 측정하였으며

Bifidobacterium은 Bifidobacterium Selective(BS; KisanBio)

MSP의 항균 활성과 항생제 저항성 평가

agar plate에 도말하여 37℃에 72시간 동안 배양하여 colony

생균제 급여는 병원성 균이 장내 mucosa에 부착하는 것을 막거나,

counting하였다. 또한 Coliform 분석은 BD Difco™ Dehydrated

병원성 균의 성장을 저해시켜 체내 병원성 균 감염을 막아준다는

Fig. 2. Characterization of MSP probiotics (A) pH resistance (B) Bile acid resistance (C) C. elegans adhesion ability, L. rhamnosus
GG was used as a positive control strain in all experiments. The data was analyzed using two-way ANOVA; mean±SD **** p<0.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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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연구들의 보고가 있다(Roussel et al., 2017). In vitro 실험

의 생산성을 증가시킨다는 많은 연구들이 보고되고 있다(Kim et

에서 B. lactis Bb12와 L. rhamnosus GG는 단독으로 또는 혼합

al., 2015; Yang et al., 2015 ). 이에 따라, 양돈 산업에서도 이러

하여 돼지에게 급여되었을 때 Salmonella, Clostridium, E. coli

한 생균제를 농가에 적용하려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으나, 생균제에

가 장내 mucosa에 부착되는 것을 방해하였다는 보고가 있었다

대한 명확한 이해없이 급여하는 방법으로는 생균제의 급여를 통한

(Collado et al., 2007). 본 연구에서 MSP의 특성을 분석하기 위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없다는 연구들도 보고되고

해 돼지 산업에서 가장 감염이 많이 되는 병원성 균 4종에 대한

있다(Bosi and Trevisi, 2010; Li et al., 2012). 따라서 본 실험에

MSP의 항균 활성 능력을 분석하였다. L. rhamnosus GG와 비교

서는 MSP의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배양과 급여를 위해서 농장 자가

해 보았을 때 Listeria monocytogenes EDG-e, Staphylococcus

배양시스템을 통해 MSP를 농장 자체적으로 배양 및 급여할 수 있

aureus Newman, Salmonella typhimurium SL1344, Esche-

는 시스템을 설계하였다(Fig. 1).

richia coli EDL933에 대한 4종의 생균제의 항균 활성 능력이 비

농장에서 자체적으로 생균제를 배양하기 위해서는 배양에 사용될

슷한 수준을 보였으며, 특히 L. acidophilus LA14 는 E. coli

배지의 경제성과 효율성이 중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농장

O157:H7에 대한 항균 활성 능력이 더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자가배양시스템에서 MSP 배양에 사용할 최적 경제 배지를 개발했

(Fig. 3A).

으며, 일반적으로 Lactobacillus의 배양에 사용되는 MRS 배지와

돼지 산업에서 항생제에 대한 저항성을 가진 bacteria는 매우 위험

의 비교를 통해 효율성과 경제성을 확인하였다(Fig. 4). 최적 경제

한 요소로 인식되고 있다(Austin et al., 1997). MSP가 아무리 좋

배지에서 L. fermentum 216을 제외한 나머지 3종의 Lactoba-

은 기능을 가지고 있고, 체내에 긍정적인 효과를 발휘한다고 하더

cillus는 MRS 배지와 비교하여 성장이 비교적 감소하는 경향을 보

라도 항생제에 대한 저항성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은 다른 의미로

였다. 하지만 L. plantarum LP11 균은 감소한 성장에도 1×108

위험할 수 있다(Park, 2003). 따라서 본 연구에서 항생제에 대한

CFU/mL 이상의 성장을 보이고 있어, 농장에서 생균제를 자체 배

MSP의 저항성을 4종의 항생제로 확인하였다. L. rhamnosus GG

양하기 위한 배지로의 경제성과 균 성장 효율성을 고려할 때 적합

와 비교해 보았을 때 L. salivarius 167과 L. acidophilus LA14

하다고 사료된다.

의 경우 L. rhamnosus GG에 비하여 다소 저항성이 높은 것으로

돼지에게 급여되는 사료에서의 균의 함량은 생균제가 체내에서 제

나타났으나, L. fermentum 216과 L. plantarum LP11은 L.

대로 기능을 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요소이다(Bosi and Trevisi,

rhamnosus GG와 비슷한 수준을 보이는 것을 확인하였다(Fig.

2010). 본 실험에서는 농장 자가배양시스템을 통해 배양된 생균제

3B). 따라서 MSP를 사료에 첨가하여 급여하였을 경우, 항생제에

를 각 유형별 사료에 적용하여 발효하였을 때 각각의 생균제의 균

대한 저항성이 낮은 것을 확인하여 이에 대한 위험성은 다소 낮을

수를 측정하였다(Fig. 5). 음수에 첨가되어 급여되는 fermented

것으로 판단되었다.

feed에서 발효 1일차에는 5×108 CFU/mL의 생균제의 균 수를
보였지만, 함량이 점점 감소하여 발효 4일차에는 1×107 CFU/mL

농장 자가배양시스템을 이용한 MSP의 급여

의 함량을 보였다. 고형 사료에서의 생균제의 균 수는 발효 1일차

최근 생균제의 급여가 돼지의 면역력을 증진시켜 결과적으로 돼지

약 8×106 CFU/mL이었다가 점차 증가하여 발효 4일차에서는 약

Fig. 3. Characterization of MSP (A) antibacterial activity (B) antibiotic resist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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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MSP growth comparison between optimized medium and MRS medium.

Fig. 5. Quantitative analysis of feed fermented using MSP (A) Fermented feed added to drinking water, (B) Fermented feed added to
solid feed, (C) Moisture content less than 12% at 50℃ Dry feed. The data was analyzed using one-way ANOVA; mean±SD **** p<0.0001.
9×108 CFU/mL까지 크게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러한 고형

MSP급여로 인한 돼지 장내 microbial composition의 변화

fermented feed에서의 생균제의 성장률은 Lactobacillus로 인한

본 실험에서는 MSP의 급여가 돼지의 장내 미생물 균총에 미치는

생균제의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Kenny et

영향을 관찰하기 위해 MSP를 급여한 농장과 급여하지 않은 일반

al., 2011). 또한, 농장에서 생균제를 급여하는데 있어서 일반적으

농장 간의 모돈과 이유자돈의 분변에서 장내 미생물 균총에 대하여

로 장기간 사료 보관이 가능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fermented

비교분석을 실시하였다(Fig. 6). 그 결과 Bifidobacterium은 자돈

feed를 건조시켜 수분함량을 12% 이하로 낮췄을 경우 생균제의

에서 MSP 농장과 일반 농장 간의 유의적인 균 수 차이를 보이지

균 수를 측정하여, 농장에서도 장기간 보관이 가능하면서도 그 기

않았지만, 모돈에서 MSP를 급여한 농장에서 유의적으로 Bifido-

능의 정상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지를 확인하였다. 그 결과, 건조

bacterium 수가 더 많을 것을 확인하였다(Fig. 6C). Lactoba-

전과 후 fermented feed의 생균제의 균 수는 두 경우 모두 약

cillus는 모돈에서 두 농장 모두 대부분 8×108 CFU/g 이상의 균

8

1×10 CFU/mL로 건조과정을 거쳐도 생균제의 균 수에는 유의적

수가 관찰되어 대조군과 처리군 간의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지 않았

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MSP를 첨가하여 배양한

으며, 자돈에서도 역시 4×108 CFU/g 수준의 균 수를 나타내며

fermented feed는 발효가 진행되는 동안 1×107 CFU/mL 이상

두 농장 간 유의적인 균 수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Fig. 6D).

의 생균제 균 수를 유지하였으며, 특히 고형 fermented feed에서

Coliform은 일반 농장의 모돈에서의 균 수는 5×109 CFU/g의 균

9

는 1×10 CFU/mL 이상의 높은 함량을 나타내어 고농도의 생균

수를 보였으나, MSP를 급여한 농장에서는 6×105 CFU/g의 균 수

제를 돼지에게 급여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또한 장기간

를 보여 유의적으로 낮은 microbial composition이 관찰되었다

보관을 위한 건조과정에서도 생균제의 균 수의 감소를 보이지 않

(Fig. 6E). 또한 일반 농장의 자돈 분변에서 Coliform은 1×1010

아, 농장에서 고농도의 생균제를 장기간 보관하며 급여할 수 있는

CFU/g의 균 수를 보였으나, MSP를 급여한 농장의 경우 6×107

가능성을 제시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CFU/g의 균 수를 보여 모돈에서와 같이 유의적으로 낮은 mic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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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Comparison of microbial composition in pig feces in farms fed MSP and general farms, (A, B) analysis of microbial composition
in pig feces in farms fed MSP and general farms (C) quantitative analysis of Bifidobacterium in fecal of sow and piglets (D) quantitative
analysis of Lactobacillus in fecal of sow and piglets (F) quantitative analysis of Coliform in fecal of sow and piglets. The data was
analyzed using two-way ANOVA; mean±SD * p<0.5; ** p<0.01.
bial composition이 관찰되었다. MSP를 급여한 농장의 자돈은

의 변화를 평가하였다. 생균제는 현재 항생제의 대체제로 세계적으

일반 농장에 비해 개체의 microbial composition 균 수 분석 값

로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으며, 그 효과에 대한 입증도 지속적

의 개체간 차이, 즉 표준 편차가 적은 것이 관찰되었으며(Fig. 6A,

으로 보고되고 있다(Mingmongkolchai and Panbangred, 2018;

6B), 이것은 농장의 개체 간 장내 미생물 균총의 균일성(unifor-

Wan et al., 2019). 하지만 생균제를 급여함에 있어서 급여되는

mity)를 높여 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MSP의 급여는 모돈에서

생균제의 특성에 대한 명확한 연구와 분석이 없이는 명확한 효과를

유익균으로 알려진 Bifidobacterium을 증가시켜 주고, 유해균으

기대하기 어려우며, 특히 섭취에서 표적 기관까지의 생존 여부, 병

로 알려진 Coliform을 감소시켜 주며, 자돈의 장내 미생물 균총의

인을 방해하는 능력, 미생물 제제의 안정성 등에 대한 실험은 가장

개체 간 uniformity를 상승시켜 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기본적으로 평가되어야 할 항목으로 보고되고 있다(McFarland et

al., 2018). 본 연구에서 MSP의 효율적인 급여와 효과의 극대화를

고 찰

위해 급여되는 생균제의 특성 평가를 실시하였을 때 4종의 생균제
는 위산과 담즙과 같은 소화액에 대한 저항성을 가지고 있었고, 다

본 연구에서는 농장 자가배양시스템을 통한 MSP의 효율적이고 경

음으로 표적 장기인 장에서의 군집화할 수 있는 능력도 있는 것으

제적인 배양 방법을 제시하고, 돼지에게 급여 시 장내 미생물 균총

로 확인되었다. 또한 MSP는 돼지 산업에서 가장 빈번하게 감염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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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병원성에 대한 항균 능력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인 생균제의 사용을 위한 열처리를 통한 건조 과정을 거쳐도 생균

사료에 첨가되어 급여하는데 있어서 안정성을 보증할 수 있는 항생

제의 균 수가 여전히 8×107 CFU/mL 이상을 나타냈다. 농장 자가

제에 대한 저항성도 낮은 것으로 관찰되었다. 따라서 MSP의 급여

배양시스템을 통한 MSP는 사료에 첨가되어 발효되는 동안에도 높

된 생균제는 체내에서 표적 기관에 살아서 도달하여 군집화될 수

은 사료 안정성을 보였으며, 장기간 보관을 위한 열처리 과정에서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병원성 균에 대한 항균 능력을 통해 여러

도 높은 안정성을 보이는 것으로 관찰되어 양돈산업에서 생균제의

병원균들에 대한 저항성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적용을 위한 새로운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다음으로 선별된 MSP를 농장에서 자체적으로 배양할 수 있도록 경

또한, 본 연구에서는 MSP의 급여로 인한 돼지 장내 미생물 균총

제적이고 효율적인 경제 배지를 개발하였으며, 일반적으로 실험실

변화를 관찰하기 위해 MSP를 급여한 농장과 일반 농장의 모돈과

에서 Lactobacillus 배양에 사용하는 MRS 배지와 비교분석하여

자돈의 분변에서 정량분석을 실시하였다. Lactobacillus는 MSP

그 효율성과 경제성을 관찰하였다. 최적 경제배지에서 L. fermen-

농장과 일반 농장에서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는 반면, 일반적으로

tum 216은 MRS 배지와 비슷한 성장을 보였으며, L. plantarum

유익균으로 알려진Bifidobacterium 은 MSP 농장의 모돈에서 일

LP11 은 비록 MRS 배지보다는 낮은 성장률을 보였지만, 최적 경

반 농장과 비교했을 때 유의적으로 수가 증가하였다. Bifidobac-

제배지에서도 1×108 CFU/mL 이상의 높은 성장률을 보였다. 결

terium의 증가는 Salmonella 가 분비하는 분비물을 감소시키거

과적으로 경제 배지에서 MSP의 성장은 L. fermentum 216과 L.

나 Salmonella 감염으로 인한 병원성을 감소시킨다는 이전 연구

plantarum LP11의 성장이 다른 2종의 생균제보다 주도적으로 증

보고가 있으며(Barba-Vidal et al., 2017a; Barba-Vidal et al.,

가했다. 이러한 현상은 4종의 Lactobacillus가 혼합 배양하면서

2017b), 이와 유사하게 유해균으로 알려진 Coliform은 MSP 농장

서로의 성장에 길항 작용이 일어났기 때문으로 추측되었다

의 모돈과 자돈에서 일반 농장에 비해 유의적으로 수가 크게 감소

(Ouwehand et al., 2018).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의 최

했다. Bifidobacterium의 급여는 Enterotoxigenic Escherichia

적 경제배지에서의 생균제의 성장률은 기존 실험실에서 사용되는

coli의 장내 군집화를 억제한다는 이전 연구(Barba-Vidal et al.,

배지의 성분 가격과 균 성장 효율을 고려하였을 때, 농장에서 돼지

2017a)에 근거하여 MSP 급여로 인한 Bifidobacterium의 증가가

에게 생균제를 고농도로 효율적이고 경제적으로 배양하여 급여하

Coliform의 감소가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었다.

기에 적합하다고 사료된다. 특히 주도적인 성장을 보인 L. fer-

중요하게도 MSP 농장과 대조군 농장의 자돈의 장내 미생물 균총

mentum과 L. plantarum은 이유 자돈에서 growth perfor-

분석에서 MSP 농장의 개체간 편차가 일반 농장의 개체 편차보다

mance와 소화 효율성, 사료 효율성을 개선시켜 증체량을 증가시

더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MSP 농장의 자돈의 장내 미생물

킨다는 연구가 있으며(Wang et al., 2018), 특히 L. fermentum

균총의 균일성(uniformity)이 일반 농장의 자돈보다 더 우수하다

은 자돈의 면역계에서 serum specific anti-OVA IgG level을 증

는 것을 나타내며, 결과적으로 농장에서 사육 환경의 영향을 최소

가시켜 면역력을 향상시킨다는 이전 연구 보고가 있어 그 활용가능

화하며 일정하고 동일한 고품질의 돼지를 생산하는데 기여할 것으

성이 기대되고 있다(Suo et al., 2012; Yang et al., 2020).

로 사료된다.

생균제를 급여하는데 있어서 급여 용량은 생균제의 특성 발현과 농
장의 사료비 상승에 관련이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Liao and

감사의 글

Nyachoti, 2017). 이전 연구에서 돼지에게 급여되는 생균제 용량
은 일반적으로 1×107 CFU/mL 이상 급여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

이 논문은 2020년도 정부(미래창조과학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

인 용량일 것으로 사료된다(Bajagai et al., 2016). 본 연구에서는

단 - 전통문화융합연구사업(2016M3C1B5907057)과 농촌진흥청

돼지에게 적절한 용량의 생균제가 급여되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차세대 바이오그린21사업(동물분자유전육종사업단 과제번호: PJ0

농장 자가배양시스템을 통해 생산된 사료에서 생균제의 균 수를 확

1322302)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인하였다. 음수용 fermented feed에서 발효 기간 동안 생균제의
균 수는 점차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지만, 발효 4일차에서도 1×107

References

CFU/mL 이상의 균 수를 보이며 적절한 생균제 균 수가 급여되고
있음을 확인했다. 고형 fermented feed에서는 발효 기간 동안 생

1. Aballay A, Yorgey P and Ausubel FM (2000) Salmonella

균제의 균 수가 계속해서 증가하는 것을 확인했으며, 발효 4일차에

typhimurium proliferates and establishes a persistent

는 9×108 CFU/mL의 균 수를 나타냈다. 또한 농장에서의 효율적

infection in the intestine of Caenorhabditis elegans.

46 ｜https://doi.org/10.35732/ctlabp.2020.6.2.39

농장 맞춤형 자가배양시스템을 이용한 복합 생균제 적용 연구

Curr. Biol. 10(23), 1539-1542.
2. AFRC, RF (1989). Probiotics in man and animals.

Journal of Applied Bacteriology 66(5), 365-378.

Curr. Biol. 55(3), 260-265.
12. Do KH, Byun JW and Lee WK (2020) Virulence and
antimicrobial resistance genes of pathogenic Esche-

3. Austin D, Kakehashi M and Anderson R (1997) The

richia coli from piglets showing diarrhea before and

transmission dynamics of antibiotic–resistant bacteria:

after ban on antibiotic growth promoters in feed.

the relationship between resistance in commensal

Korean J. Vet. Res. 60(3), 163-171.

organisms and antibiotic consumption. Proc. Royal

Soc. B. 264(1388), 1629-1638.

13. Fuller R (2012) Probiotics: the Scientific Basis. Springer
Science & Business Media.

4. Bajagai, YS, Klieve AV, Dart PJ and Bryden WL (2016).

14. Hayes DJ, Jensen HH and Fabiosa J (2002) Technology

Probiotics in Animal Nutrition: Production, Impact and

choice and the economic effects of a ban on the use

Regulation, FAO.

of antimicrobial feed additives in swine rations. Food

5. Balouiri, M, Sadiki M and Ibnsouda SK (2016) Methods
for in vitro evaluating antimicrobial activity: A review.

J. Pharm. Anal. 6(2), 71-79.

Control 13(2), 97-101.
15. Heo J, Opapeju F, Pluske J, Kim J, Hampson D and
Nyachoti C (2013) Gastrointestinal health and func-

6. Barba-Vidal E, Castillejos L, López-Colom P, Rivero

tion in weaned pigs: a review of feeding strategies to

Urgell M, Moreno Muñoz JA and Martín-Orúe SM

control post‐weaning diarrhoea without using in‐feed

(2017a). Evaluation of the probiotic strain Bifidobac-

antimicrobial compounds. J. Anim. Physiol. Anim.

terium longum subsp. infantis CECT 7210 capacities

Nutr. 97(2), 207-237.

to improve health status and fight digestive pathogens
in a piglet model. Front. Microbiol. 8, 533.

16. Jacobsen CN, Nielsen VR, Hayford A, Møller PL,
Michaelsen K, Paerregaard A, Sandström B, Tvede M

7. Barba-Vidal E, Castillejos L, Roll VFB, Cifuentes-Orjuela

and Jakobsen M (1999) Screening of probiotic

G, Moreno Muñoz JA and Martín-Orúe SM (2017b) The

activities of forty-seven strains of Lactobacillus spp.

probiotic combination of Bifidobacterium longum

by in vitro techniques and evaluation of the coloni-

subsp. infantis CECT 7210 and Bifidobacterium ani-

zation ability of five selected strains in humans. AEM

malis subsp. lactis BPL6 reduces pathogen loads and

65(11), 4949-4956.

improves gut health of weaned piglets orally chal-

17. Kenny M, Smidt H, Mengheri E and Miller B (2011)

lenged with Salmonella Typhimurium. Front. Microbiol.

Probiotics-do they have a role in the pig industry?

8(1570).

Animal: An International Journal of Animal Bioscience

8. Bosi P and Trevisi P (2010) New topics and limits related to the use of beneficial microbes in pig feeding.

Benef. Microbes 1(4), 447-454.
9. Brenner S (1974) The genetics of Caenorhabditis elegans.

Genetics 77(1), 71-94.

5(3), 462.
18. Kim J, Nguyen SG, Guevarra RB, Lee I and Unno T
(2015) Analysis of swine fecal microbiota at various
growth stages. Arch. Microbiol. 197(6), 753- 759.
19. Lan R, Lee S and Kim I (2016) Effects of multistrain

10. Chang SY, Belal SA, Da Rae Kang YIC, Kim YH, Choe

probiotics on growth performance, nutrient digesti-

HS, Heo JY and Shim KS (2018) Influence of probio-

bility, blood profiles, faecal microbial shedding, faecal

tics-friendly pig production on meat quality and phy-

score and noxious gas emission in weaning pigs. J.

sicochemical characteristics. Korean J. Food Sci. Anim

Anim. Physiol. Anim. Nutr. 100(6), 1130-1138.

38(2), 403.

20. Li XQ, Zhu YH, Zhang HF, Yue Y, Cai ZX, Lu QP,

11. Collado M., Grześkowiak Ł and Salminen S (2007)

Zhang L, Weng XG, Zhang FJ and Zhou D (2012) Risks

Probiotic strains and their combination inhibit in

associated with high-dose Lactobacillus rhamnosus in

vitro adhesion of pathogens to pig intestinal mucosa.

an Escherichia coli model of piglet diarrhoea: intesCurr. Top. Lact. Acid Bact. Probiotics 2020;6(2):39-48｜47

․

․

․

․

․

이웅지 윤보현 이학교 허재영 오상남 김영훈

tinal microbiota and immune imbalances. PloS One
7(7), e40666.

microbiota and immune response in pigs. PloS One
14(8), e0220843.

21. Liao SF and Nyachoti M (2017) Using probiotics to

30. Suo C, Yin Y, Wang X, Lou X., Song D, Wang X and

improve swine gut health and nutrient utilization.

Gu Q (2012) Effects of Lactobacillus plantarum ZJ316

Anim. Nutr. 3(4), 331-343.

on pig growth and pork quality. BMC Vet. Res. 8(1),

22. McFarland LV, Evans CT and Goldstein EJC (2018)

89.

Strain-specificity and disease-specificity of probiotic

31. Hazards B, Murphy D, Ricci A, Auce Z, Beechinor JG,

efficacy: a systematic review and meta-analysis. Front.

Bergendahl H, Breathnach R, Bureš J, Duarte Da Silva

Med. 5(124).

JP and Hederová J (2017) EMA and EFSA Joint

23. Min BJ and Kim IH (2002). Effect of dietary probiotics

scientific opinion on measures to reduce the need to

supplementation to feed for monogastric animals.

use antimicrobial agents in animal husbandry in the

Korean J. Org. Agric 10(4), 47-60.

European Union, and the resulting impacts on food

24. Mingmongkolchai S and Panbangred W (2018) Bacillus
probiotics: an alternative to antibiotics for livestock

safety (RONAFA). EFSA J 15(1), e04666.
31. Wan MLY, Forsythe SJ and El-Nezami H (2019)

production. J. Appl. Microbiol. 124(6), 1334-1346.

Probiotics interaction with foodborne pathogens: a

25. Moeser AJ, Klok CV, Ryan KA, Wooten JG, Little D,

potential alternative to antibiotics and future chal-

Cook VL and Blikslager AT (2007) Stress signaling

lenges. Crit. Rev. Food Sci. Nutr. 59(20), 3320-3333.

pathways activated by weaning mediate intestinal

32. Wang W, Chen J, Zhou H, Wang L, Ding S, Wang Y,

dysfunction in the pig. Am. J. Physiol. Gastrointest.

Song D and Li A (2018) Effects of microencapsulated

Liver Physiol. 292(1), G173-G181.

Lactobacillus plantarum and fructooligosaccharide on

26. Ouwehand AC, Invernici MM, Furlaneto FA and Messora

growth performance, blood immune parameters, and

MR (2018) Effectiveness of multi-strain versus single-

intestinal morphology in weaned piglets. Food Agr.

strain probiotics: current status and recommendations

Immunol. 29(1), 84-94.

for the future. J. Clin. Gastroenterol. 52, S35-S40.
27. Park J (2003) 삽입 유전자와 항생제 내성 유전자의 전이성에
대한 고찰. 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
28. Roussel C, Sivignon A, de Wiele TV and Blanquet-Diot

33. Yang Y, Park J and Kim I (2020) Effects of probiotics
containing (Lactobacillus planetarium) and chlortetracycline on growth performance, nutrient digestibility,
fecal microflora, diarrhea score and fecal gas emi-

S (2017) Foodborne enterotoxigenic Escherichia coli:

ssion in weanling pigs. Livest. Sci. 241, 1041s86.

from gut pathogenesis to new preventive strategies

34. Yang Y, Zhao X, Le MHA, Zijlstra R and Gänzle M

involving probiotics. Future Microbiology 12(1), 73-93.

(2015) Reutericyclin producing Lactobacillus reuteri

29. Shin, D, Chang SY, Bogere P, Won K, Choi JY, Choi

modulates development of fecal microbiota in wean-

YJ, Lee HK, Hur J, Park BY and Kim Y (2019) Beneficial roles of probiotics on the modulation of gut

48 ｜https://doi.org/10.35732/ctlabp.2020.6.2.39

ling pigs. Front. Microbiol. 6, 76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