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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버섯배지를 이용한 가축용 발효 미생물 사료 첨가제의 제조 방법 및 이를 이용한 가축용 발효 미생

물 사료

(57) 요약

본 발명은 버섯배지를 이용한 가축용 발효미생물사료와 발효미생물사료로 사용되는 사료첨가제의 제조 방법에 관한 것이

다.

본 발명은 병버섯이나 봉지버섯을 수확 후 탈병된 위생적인 버섯배지를 수거하여 분리 선별 및 파쇄한 다음 효모, 유산균,

바실러스균, 광합성균, 방선균과 같은 미생물 제제를 배양하여 일반사료와 혼합하여서 되는 발효사료를 제조함에 있어서,

이송되는 버섯배지에 미강, 건초, 강피류와 단미사료를 임의의 비율로 혼합하여 25~75%의 수분이 포함되도록 사료원료

의 수분을 조절하는 단계와; 상기 단계에서 버섯 배지에 수분조절제가 혼합되는 과정에서 액체 상태로 배양된 유산균, 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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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균, 바실러스균, 광합성균, 방선균을 접종기를 이용하여 사료원료 1톤당 1~10ℓ의 선택된 액체균주를 정량 가압 분사하

여 접종하는 단계와; 상기 단계에서 미생물이 접종된 사료원료에 분사된 액체 균주의 밀도가 일정하게 되도록 혼합시키는

단계와; 상기 단계에서 사료원료에 각각 혼합된 액체 균주를 배양하는 단계와; 단미사료, 건초 첨가제를 축우의 대상에 알

맞은 비율로 임의로 혼합하는 단계로 되어 발효미생물의 손실이 없이 최적화된 가축용 발효미생물사료 및 사료첨가제를

제공할 수 있다.

대표도

특허청구의 범위

청구항 1.

병버섯, 봉지버섯, 상자재배버섯 등을 수확 후 위생적인 버섯배지를 수거하여 분리 선별 및 파쇄한 다음 효모, 유산균, 바

실러스균, 광합성균, 방선균과 같은 미생물 제제를 배양하여 일반사료와 혼합하여서 되는 발효사료를 제조함에 있어서:

유산균, 효모균, 바실러스균, 광합성균, 방선균을 배양하는 단계와;

선별된 버섯배지 50~70중량%, 버섯 부산물 1~5중량%, 미강과 단미사료로 되는 수분조절제 15~35중량%, 옥수수 프레

이크 5.5~15중량%, 팜피트 펠렛 3~10중량%, 밀과 보리의 혼합 펠렛 2~8중량%, 건초 2~8중량%, 미량성분 1.5~6중

량%가 혼합된 사료원료의 함수량이 25~78%가 되도록 사료원료의 수분을 조절하는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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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단계에서 액체상태로 배양된 유산균, 효모균, 바실러스균, 광합성균, 방선균을 접종기를 이용하여 상기 단계에서 버

섯 배지에 수분조절제가 혼합된 사료원료 1톤당 1~10ℓ의 선택된 액체균주를 분사하여 유산균, 효모균, 바실러스균, 광합

성균, 방선균이 각각 접종된 사료원료를 얻는 단계;

상기 단계에서 미생물 균주가 접종된 각각의 사료원료에서 미생물 균주를 고르게 혼합시키는 단계와;

상기 단계에서 사료원료에 각각 혼합된 액체 균주를 배양하는 단계에 의하여 가축에 직접 급여하거나 사료 첨가제로 사용

할 수 있게 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버섯 배지를 이용한 가축용 발효 미생물 사료 첨가제의 제조 방법.

청구항 2.

병버섯, 봉지버섯, 상자재배버섯 등을 수확 후 위생적인 버섯배지를 수거하여 분리 선별 및 파쇄한 다음 효모, 유산균, 바

실러스균, 광합성균, 방선균과 같은 미생물 제제를 배양하여 일반사료와 혼합하여서 되는 발효사료를 제조함에 있어서:

유산균, 효모균, 바실러스균, 광합성균, 방선균을 배양하는 단계와;

선별된 버섯배지 50~70중량%, 버섯 부산물 1~5중량%, 미강과 단미사료로 되는 수분조절제 15~35중량%, 옥수수 프레

이크 5.5~15중량%, 팜피트 펠렛 3~10중량%, 밀과 보리의 혼합 펠렛 2~8중량%, 건초 2~8중량%, 미량성분 1.5~6중

량%가 혼합된 사료원료의 함수량이 25~78%가 되도록 사료원료의 수분을 조절하는 단계;

상기 단계에서 버섯 배지에 수분조절제가 혼합되어 얻어진 사료원료에 대하여 상기 단계에서 액체상태로 배양된 액체균주

를 유산균, 효모균, 바실러스균, 광합성균으로 되는 혐기성 균류와, 방선균으로 되는 호기성 균류로 구분하여, 상기 사료원

료에 접종기를 이용하여 혐기성 균주와 호기성 균주를 각각의 사료원료 1톤당 1~10ℓ를 분사하여 혐기성 균주와 호기성

균주가 접종된 2종의 사료원료를 얻는 단계와;

상기 단계에서 미생물 균주가 접종된 각각의 사료원료에서 미생물 균주를 고르게 혼합시키는 단계와;

상기 단계에서 사료원료에 각각 혼합된 액체 균주를 배양하는 단계에 의하여 가축에 직접 급여하거나 사료 첨가제로 사용

할 수 있게 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버섯 배지를 이용한 가축용 발효 미생물 사료 첨가제의 제조 방법.

청구항 3.

버섯배지 50~70중량%, 버섯 부산물 1~5중량%, 수분조절제 15~35중량%, 옥수수 프레이크 5.5~15중량%, 팜피트 펠렛

3~10중량%, 밀과 보리의 혼합 펠렛 2~8중량%, 건초 2~8중량%, 미량성분 1.5~6중량%가 혼합된 사료원료에 호기성균

류와 혐기성 균류를 분류하여 사료원료 1톤당 1~10ℓ를 접종한 다음 배양하여 가축에 직접 급여하거나 사료 첨가제로 사

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가축용 발효 미생물 사료.

청구항 4.

제 1 항 또는 제 2 항의 제조공정에 의하여 얻어진 발효미생물사료 25~45중량%를 첨가제로 하여 건초 10~30중량%, 옥

수수 프레이크 5~15중량%, 야자껍질 펠렛 4~12중량%, 면실피 5~15중량%, 옥수수대 5~14중량%, 당밀 1~7중량%, 석

회석 0.5~2중량%, 소금 0.5~2중량%, 비타민·미네랄의 복합제제 1~3중량%를 혼합하여 착유용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가축용 발효 미생물 사료.

청구항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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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항 또는 제 2 항의 제조공정에 의하여 얻어진 발효미생물사료 25~45중량%를 첨가제로 하여 건초 10~30중량%, 옥

수수 프레이크 5~15중량%, 야자껍질 펠렛 4~12중량%, 소맥피 5~15중량%, 옥수수대 5~14중량%, 당밀 1~7중량%, 석

회석 0.5~2중량%, 소금 0.5~2중량%, 비타민·미네랄의 복합제제 1~3중량%를 혼합하여 비육용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가축용 발효 미생물 사료.

명세서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가축에 급여되는 고품질의 발효 미생물 사료와 그 미생물 발효 사료에 첨가되는 사료 첨가제에 관한 것으로, 보

다 구체적으로는 많은 영양소가 들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량의 섬유질을 포함하고 있어서 가축이 소화하기 어려운 배지

를 가축 사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버섯 재배에 사용되어 섬유질 지원이 분해된 잔사를 이용하여 미생물을 분리하여 배양한

다음 버섯의 우수한 영양원과 발효균을 적절하게 배합하여 열처리함으로써 생균제의 장점을 이용하여 사료의 효율을 극대

화시킨 버섯배지를 이용한 가축용 발효 미생물 사료 첨가제의 제조 방법 및 이를 이용한 가축용 발효 미생물사료에 관한

것이다.

버섯은 수분, 탄수화물, 조단백, 조지방, 조섬유, 회분으로 구성되면서 단백질과 필수아미노산 조성이 좋을 뿐만이 아니라

미량원소도 풍부하여 단백질 공급원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성인병 및 항암효과가 입증되어 식품적 가치가 높은

것이다.

버섯은 맛과 향이 좋고 각종 영양성분이 많이 함유되어 있음은 물론, 다당류들은 항암 및 면역조절 작용을 하는 것으로 알

려져 있어서 건강식품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인데, 이러한 버섯을 재배하고 난 배지에는 가축에게 유익한 많은 양의 영양원

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버섯과 버섯배지에 포함되어 있는 베타 글루캔(β-Glucan)과 같은 다당류는 세포조직의 면역기능을 활성화시켜서 암

세포의 증식과 전이를 방지하는 작용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버섯 재배에 사용되는 배지는 많은 영양소가 들어 있지만 다량의 섬유질을 포함하고 있어서 가축이 소화하기 어려운 점이

있으나, 버섯이 재배되는 과정에서 버섯이 섬유질을 흡수하여 분해시킴으로서 소화가 용이하게 되어 버섯 부산물에는 가

소화 양분이 높아져서 비타민 미네랄 등의 영양원을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또한 가축의 제1위(胃)는 미생물 창고로서 수많은 유익한 미생물과 해로운 미생물이 존재하고 있으며, 이 미생물들이 가축

의 사료를 분해하는 작용을 하게 되는데, 유익한 미생물의 활동을 촉진시켜서 사료 분해 작용을 돕고, 유익한 미생물의 균

체를 일정하게 유지시키기 위해서 제1위 내 발효의 안정화가 가장 핵심적이기 때문에 미생물의 역할이 절대적이다.

따라서 버섯배지에 배양된 미생물 제제를 적절하게 사용하면 버섯배지의 영양원과 미생물이 적절하게 혼합되어 가축에 유

용하게 사용될 수 있는 발효미생물사료를 제조할 수 있다.

종래에는 미생물로서 유산균, 효모, 방선균, 바실러스균, 광합성균 등을 버섯배지를 주원료로 하는 사료원료와 함께 용기

에 넣어 배양을 하게 되는데, 상기한 균주들 중에서 유산균의 활성이 가장 강력하여 미생물이 배양되는 과정에서 효모, 방

선균, 바실러스균, 광합성균 등은 사멸하고, 유산균만 남게 되어 미생물 제제에 의한 효과를 얻을 수가 없었다.

가축의 영양소 요구량은 체유지, 생산, 증체, 비유단계, 번식관계, 계절 등과 같은 요인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데, 이러한

변동요인을 감안하여 가축이 필요로 하는 영양소의 양을 만족시킬 수 있도록 여러 종류의 사료를 혼합하여 사료의 이용성

을 높이고 유용한 미생물을 극대화시키는 발효미생물 사료를 사용하는 것이 필수적이며, 미생물을 배양하는 과정에서 미

생물이 사멸하는 것을 방지하여야 발효사료를 사용하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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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은 가축 사료를 제조함에 있어서 효과가 검증된 유산균, 방선균, 효모균, 바실러스균, 광합성균 등과 같은 미생물제

제를 각각 별도로 배양하거나, 또는 호기성 균류와 혐기성 균류로 분류하여 배양한 다음 유기성 폐기물로 버려지는 버섯배

지에 적정한 양을 분사하여 혼합시키고, 열처리 및 발효에 의하여 소화 흡수율을 증대시켜서 역가를 극대화한 다음 발효미

생물사료로 직접 사용하거나 또는 용도에 따라 일반사료를 혼합하여 사용함으로서 미생물 제제의 손실없이 가축 사육에

적합한 발효미생물사료 및 사료 첨가제를 제공하고자 한다.

즉, 본 발명에 따라 버섯배지를 이용하여 가축용 발효미생물사료 및 사료첨가제를 제조하는 기술적인 특징은 병버섯, 봉지

버섯, 상자재배버섯 등을 수확 후 위생적인 버섯배지를 수거하여 분리 선별 및 파쇄한 다음 효모, 유산균, 바실러스균, 광

합성균, 방선균과 같은 미생물 제제를 배양하여 일반사료와 혼합하여서 되는 발효사료를 제조함에 있어서 :

유산균, 효모균, 바실러스균, 광합성균, 방선균을 배양하는 단계와;

선별된 버섯배지 50~70중량%, 버섯 부산물 1~5중량%, 미강과 단미사료로 되는 수분조절제 15~35중량%, 옥수수 프레

이크 5.5~15중량%, 팜피트 펠렛 3~10중량%, 밀과 보리의 혼합 펠렛 2~8중량%, 건초 2~8중량%, 미량성분 1.5~6중

량%가 혼합된 사료원료의 함수량이 25~78%가 되도록 사료원료의 수분을 조절하는 단계와;

상기 단계에서 액체상태로 배양된 유산균, 효모균, 바실러스균, 광합성균, 방선균을 접종기를 이용하여 상기 단계에서 버

섯 배지에 수분조절제가 혼합된 사료원료 1톤당 1~10ℓ의 선택된 액체균주를 분사하여 유산균, 효모균, 바실러스균, 광합

성균, 방선균이 각각 접종된 사료원료를 얻는 단계;

상기 단계에서 미생물 균주가 접종된 각각의 사료원료에서 미생물 균주를 고르게 혼합시키는 단계와;

상기 단계에서 사료원료에 각각 혼합된 액체 균주를 배양하는 단계에 의하여 가축에 직접 급여할 수 있는 발효미생물사료

를 얻는 것을 기술적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에 따라 버섯배지를 이용하여 가축용 발효미생물사료 및 사료첨가제를 제조하는 또 다른 기술적인 특징은 병버섯,

봉지버섯, 상자재배버섯 등을 수확 후 위생적인 버섯배지를 수거하여 분리 선별 및 파쇄한 다음 효모, 유산균, 바실러스균,

광합성균, 방선균과 같은 미생물 제제를 배양하여 일반사료와 혼합하여서 되는 발효사료를 제조함에 있어서:

유산균, 효모균, 바실러스균, 광합성균, 방선균을 배양하는 단계와;

선별된 버섯배지 50~70중량%, 버섯 부산물 1~5중량%, 미강과 단미사료로 되는 수분조절제 15~35중량%, 옥수수 프레

이크 5.5~15중량%, 팜피트 펠렛 3~10중량%, 밀과 보리의 혼합 펠렛 2~8중량%, 건초 2~8중량%, 미량성분 1.5~6중

량%가 혼합된 사료원료의 함수량이 25~78%가 되도록 사료원료의 수분을 조절하는 단계와;

상기 단계에서 버섯 배지에 수분조절제가 혼합되어 얻어진 사료원료에 대하여 상기 단계에서 액체상태로 배양된 액체균주

를 유산균, 효모균, 바실러스균, 광합성균으로 되는 혐기성 균류와, 방선균으로 되는 호기성 균류로 구분하여, 상기 사료원

료에 접종기를 이용하여 혐기성 균주와 호기성 균주를 각각의 사료원료 1톤당 1~10ℓ를 분사하여 혐기성 균주와 호기성

균주가 접종된 2종의 사료원료를 얻는 단계와;

상기 단계에서 미생물 균주가 접종된 각각의 사료원료에서 미생물 균주를 고르게 혼합시키는 단계와;

상기 단계에서 사료원료에 각각 혼합된 액체 균주를 배양하는 단계에 의하여 가축에 직접 급여할 수 있는 발효미생물사료

를 얻는 것을 기술적인 특징으로 한다.

또한 본 발명은 상기한 제조공정에 의하여 얻어진 발효미생물사료를 건초, 옥수수 프레이크, 야자껍질 펠렛, 면실피, 소맥

피, 옥수수대, 당밀, 석회석, 소금, 비타민· 미네랄 등의 복합제제를 대상 가축에 알맞은 비율로 임의로 혼합할 수 있는 사료

첨가제로 사용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즉, 상기한 제조공정에 의하여 얻어진 발효미생물사료 25~45중량%를 첨가제로 하여 건초 10~30중량%, 옥수수 프레이

크 5~15중량%, 야자껍질 펠렛 4~12중량%, 면실피 5~15중량%, 옥수수대 5~14중량%, 당밀 1~7중량%, 석회석 0.5~2

중량%, 소금 0.5~2중량%, 비타민·미네랄의 복합제제 1~3중량%를 혼합하여 착유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가축용 발효 미

생물 사료를 얻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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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상기한 제조공정에 의하여 얻어진 발효미생물사료 25~45중량%를 첨가제로 하여 건초 10~30중량%, 옥수수 프레이

크 5~15중량%, 야자껍질 펠렛 4~12중량%, 소맥피 5~15중량%, 옥수수대 5~14중량%, 당밀 1~7중량%, 석회석 0.5~2

중량%, 소금 0.5~2중량%, 비타민·미네랄의 복합제제 1~3중량%를 혼합하여 비육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가축용 발효 미

생물 사료를 얻는 것이다..

이러한 본 발명의 급여방법은 상기한 제조 방법으로 얻어진 발효미생물사료를 가축에 직접 급여하거나, 또는 가축의 종류

와 성장시기 등을 고려하여 배양된 균사료로서 비육우의 경우는 성장기에 따라 육성전기, 육성중기, 육성후기로 구분되는

3시기로 구분하며, 착유의 경우에는 육성기와 착유기로 구분되는 2시기로 구분하여 방선균, 유산균, 효모균, 바실러스균,

광합성균을 하나 또는 두 가지 이상을 선택하여 임의의 비율로 혼합기에 투입하여 추가 사료와 균일하게 혼합하여 급여할

수 있다.

발명의 구성

이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은 병버섯이나 봉지버섯, 또는 상자재배버섯을 수확 후 탈병된 위생적인 버섯배지

를 수거하고;

통과입자 최대 크기가 10mm 이하인 드럼을 구비하는 선별기에서 버섯배지를 선별하고, 통과되지 아니한 버섯배지와 이

물질을 진동기 또는 수작업으로 분리하여 배출하고; 선별기를 통과하지 못한 균덩어리를 포함하는 버섯배지와 버섯 등을

6mm 이하로 파쇄하여 파쇄물 자동 투입 장치가 부착된 이송 컨베이어를 이용하여 혼합기로 이송시키고;

이송되는 버섯배지의 수분을 조절하기 위한 수분조절제로서 미강, 건초, 강피류를 혼합하고, 여기에 단미사료 등을 투입하

여 25~75%의 수분이 포함되도록 사료원료의 수분을 혼합 조절하고;

이때 원료 오염시에는 접종공정에 투입되기 이전에 수분 조절 혼합공정에서 120~125℃에서 5~30분 동안 스팀살균을 하

고;

균주 배양은 효모, 유산균, 바실러스균, 광합성균과 같은 혐기성 균류는 액체 배지에 균주를 접종하고 혐기상태에서

25~35℃에서 2~5일 동안 배양하고, 방선균과 같은 호기성 균주는 115~126℃에서 30~90분 동안 멸균처리된 액체배지

에 접종하고 45~55℃에서 14일 가량 배양하고;

버섯배지와 수분조절제가 혼합되는 과정에서 액체상태로 배양된 유산균, 효모균, 바실러스균, 광합성균, 방선균을 접종기

를 이용하여 1~10ℓ/ton을 분사하여 접종하여 미생물이 접종된 사료원료와 분사된 액체 균주가 고르게 섞이도록 혼합기에

서 혼합하고;

사료원료에 혼합된 액체균주를 배양하기 위하여 방선균은 개방형 용기를 사용하고, 유산균, 효모균, 바실러스균, 광합성균

은 밀폐형 용기에 저장하고; 유산균 · 효모균 · 바실러스균 · 광합성균은 2~40℃를 유지하고, 방선균은 30~70℃를 유지하

도록 하고, 배양실 내부를 65~80℃의 온도로 6~8시간 동안 살균할 수 있는 살균장치가 구비된 배양실에서 사료 원료 내

의 미생물을 배양하고;

미생물을 배양하여 얻어진 사료 원료의 영양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미생물이 배양된 사료원료를 이송하는 과정에서 단미사

료, 건초 등의 첨가제를 각 대상 사료에 맞추어 일정량을 투입 혼합하여 발효미생물사료로 사용되는 사료첨가제를 얻고;

얻어진 발효미생물 사료첨가제를 단일 균주 또는 복합 균주로 배합하여 가축의 종류와 성장시기 등을 고려하여 배양된 균

사료로서 비육우의 경우는 성장기에 따라 육성전기, 육성중기, 육성후기로 구분되는 3시기로 구분하며, 착유의 경우에는

육성기와 착유기로 구분되는 2시기로 구분하여 방선균, 유산균, 효모균, 바실러스균, 광합성균이 배양된 미생물 사료첨가

제를 선택하여 임의의 비율로 혼합기에 투입하여 추가 사료와 균일하게 혼합하고; 그리고 발효미생물사료를 균주별로 동

물 특성에 맞추어 포장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발효미생물의 균체별 조합비는 복합미생물 100%에 대하여 방선균 25~30%, 유산균 25~30%, 효모균 15~20%, 바실러스

균 15~20%이며, 기타 균류는 최대 20%까지 포함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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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섯 재배에 사용되는 배지는 많은 영양소가 들어 있지만 다량의 섬유질을 포함하고 있어서 가축이 소화하기 어려운 점이

있으나, 버섯이 재배되는 과정에서 버섯이 섬유질을 흡수하여 분해시킴으로서 버섯 부산물에는 가소화 양분이 높아져서

비타민 미네랄 등 영양원 이용률을 향상시킬 수 있다.

유산균은 배양 과정 중 젖산을 생산하여 산도를 저하(pH4)시키고 과산화수소(H2O2)를 생성함으로써 병원성 미생물의 증

식을 억제하며 토양 병해를 방지한다.

또한 각종의 생리 활성 물질(비타민, 아미노산, 핵산 등), 항균물질, 항암물질을 생산함으로써 작물의 경우 식물체 자기 방

어 능력을 증가시키며, 가축의 경우 장내 미생물상 안정화, 사료 효율 증가, 내병성 증가 효과를 나타낸다.

주는 간균(桿菌)인 락토바실러스(Lactobacillus) 액시도필러스(acidophilus)와 구균(球菌)인 스트렙토코쿠스 랙티스

(streptococcus lactis)등이 있다.

효모는 쌀겨, 밀기울 등 농가 부산물의 발효시 열 발생의 주요 미생물로서 유기물 분해 능력이 뛰어나며, 어떠한 악조건에

서도 발효력이나 생존력이 우수하다.

따라서 사료에 포함되어 축사에 뿌려지면 악취 제거 효과가 뛰어나다. 또한 아미노산, 비타민 등 작물 및 가축 성장에 필수

적인 성분을 다량 생산하며 사료의 기호성을 높여주며, 주로 이용되는 균주는 사커로미시스 세레비시아(saccharomyces

cerevisiae)이다.

방선균은 병원성 곰팡이의 천적 미생물로서 토양 내에서 자라면서 병원균을 죽이거나 생육을 정지시키는 항생물질을 만들

어 내는 유익한 균이다.

양질의 활성화된 토양이나 유기질을 많이 넣은 토양은 방선균의 밀도가 높은 특징이 있다. 병해 억제 능력은 바로 방선균

에 의하여 생성된 다량의 항생물질 때문이다.

또 흙의 고유한 냄새가 바로 방선균의 냄새이기도 하다. 버섯 배지를 살균 후 후발효시키는 이유도 방선균을 배양하기 위

한 것이며 방선균 배양이 잘 된 배지는 버섯 종균 접종 후 활착 과정에서 잡균의 오염이 거의 없게 되는 것도 널리 알려진

사실이며, 주로 이용되는 균주는 스트렙토미시스(streptomyces)속 균이다.

광합성 세균은 마치 식물처럼 햇빛을 이용하여 광합성을 행하는 세균이다. 진홍색을 띠며 균체내 단백질 함량이 매우 높고

각종 비타민, 미네랄, 생리 활성 물질 및 항균, 항바이러스 물질을 다량 생산한다.

광합성 세균은 암모니아, 유화수소, 유기산등 각종 악취 발생 물질을 섭취하면서 자라므로 악취를 제거하는 효과가 우수하

다. 광합성 세균은 가스 제거 역할도 수행함으로써 축사에서 미숙유기물에 의한 가스 발생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미생물

이다.

또한 오염된 더러운 물의 정화 능력도 뛰어나 양어장의 정수 처리용 미생물로도 사용되고 있는데, 농업에서 주로 이용되는

균주는 로도프세우도모나스(rhodopseudomonas)속 균으로 황색비유황세균으로 분류된다. 발근촉진 효과와 화아 형성에

도움을 주며, 착색 촉진에도 효과적으로 이용된다.

바실러스 서브틸리스(Bacillus Subtillis) 등은 고분자의 유기물을 흡수하기 쉬운 저분자로 전환시킴으로써 사료의 흡수력

을 증진시킨다.

이와 같은 본 발명에 의하면 효모와 같은 유용한 진균류(saccharomyces cerevisinc)는 세포 내에 생성된 필수 아미노산,

비타민, 미량원소 및 각종 생리활성 물질을 공급하여 생산성 및 품질의 질적 향상을 가져올 수 있게 하며, 축체의 장내에서

대사작용을 활발하게 할 뿐만 아니라 분뇨가 배설된 이후에도 균체활동을 계속하여 가축분뇨 냄새의 주원인이 되는 암모

니아 가스와 휘발성 지방산을 감소시킴으로서 축사의 악취가 현저하게 감소되는 환경개선 효과를 나타낸다.

미생물 자체의 대사 작용으로 소화활동을 활성화시켜서 사료의 완전 영양화를 촉진시키며, 또한 많은 효소 생산 균주들은

영양소의 발효를 증진시키는 소화효소들을 생성하고 활성화시킴으로써 유량증가에 필요한 필수 아미노산과 같은 영양소

를 합성 분해시키는 등 사료의 이용률을 향상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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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선균(streptomyces)을 비롯하여 항균 활성을 가진 균주를 수십종 포함하고 있어 병원균에 대한 강한 효과를 나타내며

잠재성 유방염에도 효과가 크다.

유산균(Lactobacillus)은 병원성 미생물과 콜레스테롤의 제거를 촉진시킨다.

광합성균은 극혐기성 균으로 가축의 장내에 있는 유익균을 활성화시킨다.

옥수수 등에 포함되어 있는 카로티노이드계(carotenoids)물질들은 세포의 대사과정에서 발생되는 면역계 활성저하 및 노

화를 촉진시키는 유독성 산소를 제거하고, 병원성 미생물에 대항하여 싸우는 T-세포의 활성을 증진시켜서 내병성의 증대

하여 질병을 예방하고, 동물 수란관의 보호 및 노화를 방지하여 번식효율을 증대시킨다.

전통 발효식품에서 분리한 바실러스(bacillus)속 미생물을 이용하여 가수 분해 효소인 아밀라제, 프로테아제 등의 활성을

촉진시켜서 발효 분해 능력을 월등하게 높여서 설사 및 연변 방지에 효과가 크다.

또한 발효취에 의하여 기호성이 높아짐으로써 사료 섭취량이 증가된다.

이와 같은 본 발명의 버섯배지를 이용한 발효 사료는 버섯 군체가 배양된 섬유소 원료를 바탕으로 하여 여기에 가축에 유

익한 유산균, 방선균, 효모균, 바실러스균, 광합성균 등의 균류를 발효하여 사료화한 우수한 기능성 사료이다.

따라서 본 발명에 의하면 버섯 균체가 배양된 섬유소 원료를 바탕으로 사료원료 및 첨가제를 혼합하여 가축에 유익한 균류

로 발효하여 사료화 함으로써 버섯의 우수한 영양원과 발효균의 적절한 조합과 제조상의 열처리 공정에 의하여 사료의 효

율과 생균제의 장점을 최대한 이용할 수 있는 우수한 품질의 기능성 사료를 제공할 수 있다.

본 발명에 따라 발효미생물사료 및 사료첨가제가 제조되는 과정을 각 단계별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도 1은 본 발명을 위한 균사체의 재배과정을 나타낸 순서도이다.

상기 순서도에 의하여 본 발명의 발효미생물사료 및 사료첨가제를 제조하는 원료가 되는 버섯배지를 얻기 위한 균사체의

재배과정은 다음과 같다.

제1단계 (재배시설 준비, S10)

버섯류 병재배에 필요한 시설로는 실험실과 톱밥재료를 혼합할 수 있는 작업실, 살균을 할 수 있는 살균실과 냉각실, 균주

를 접종하기 위한 접종실, 균사를 배양 할 수 있는 배양실, 배양 후 노화된 균주를 제거 할 수 있는 균긁기실, 자실체를 발생

시킬 수 있는 발이실,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억제실, 버섯을 발생시켜 생산할 수 있는 재배실로 구성된다.

제2단계 (기계 및 기구 준비, S11)

톱밥을 고르게 칠 수 있는 톱밥체와 수분을 조절 할 수 있는 혼합기, 톱밥재료를 용기에 담을 수 있는 입병기, 입병된 용기

를 살균 할 수 있는 보일러와 살균솥을 구비하는 살균기, 무균작업대, 접종기, 균긁기 및 재배가 끝난 뒤 용기 속에 있는 폐

톱밥을 제거할 수 있는 탈병기가 있어야 한다.

제3단계 (재료 및 첨가제 준비, S12)

주재료는 콘코프(옥수수속), 사탕수수박, 면실피, 면실박, 미강이고, 최대 혼합량이 전체의 10%를 넘지 않는 톱밥의 종류

로는 포플라, 참나무, 미류나무 등이며 균주에 따라서 톱밥의 재료도 달라진다.

또한 톱밥처리는 생톱밥보다 야외에서 3~6개월 방치할 후 수지성분이 적은 것을 사용하는 것이 좋으며 톱밥의 입자가

1mm 미만으로 너무 가늘면 공기 부족으로 균사생장이 불량하고 수량도 저조하다.

첨가제는 미강, 밀기울, 옥수수피 등 농산부산물이나 산업 부산물을 부수적으로 첨가하여 균의 생육이 왕성할 수 있도록

하는데, 총100부피%에 대하여 20~30% 부피 비율로 고르게 섞은 후 수분함량이 63~68%가 되도록 조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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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단계 (입병작업, S13)

수분이 조절된 톱밥배지를 입병기로 850cc 용량의 합성수지병에 520~540g정도 입병하고, 병구의 상부에서 2cm까지 약

간 다져 표면을 편편히 고른 후 직경이 2cm정도만 막대기로 병 내부 중심에서 바닥부분까지 구멍을 뚫고 병 입구에 묻은

톱밥을 제거하고 마개를 덮은 후 살균작업을 한다. 이 과정은 자동입병기과 마개 막기 기계로 일관된 작업이 가능하다.

제5단계 (살균작업, S14)

고압솥에서 105℃ (약1.0kg/㎠)에서 4~6시간 동안 살균하는데, 살균하는 동안에 항상 증기가 들어가고 배기가 되게 하여

야 하며, 살균시간이 짧으면 잡균발생이 높아진다. 살균이 끝나면 냉각실로 옮기고 배지의 온도를 냉각시킨다.

제6단계 (균 접종 및 배양, S15)

냉각실에서 배지를 냉각시킨 후 접종실에 옮겨 접종하여야 한다. 균 접종은 무균실 내에서 5~8g을 접종하며, 무균실은 자

외선 살균 등을 석탄산 3~5%나 유황훈증으로 실내를 살균소독한 후 균을 접종해야 잡균의 오염을 방지할 수 있다.

버섯류의 균사생장 온도는 5~35℃ 범위이나 균사배양 최적온도는 25~28℃이다.

그러나 배양실의 실내온도는 병 내부의 호흡열을 감안하고 잡균의 발생률을 낮추기 위하여 16~20℃에서 군사 배양을 한

다. 배양실의 온도가 5℃미만이거나 30℃이상에서는 균이 정지되거나 사멸하는 경우도 있다.

제7단계 (잡균선별 및 균긁기, S16)

균을 접종하고 배양실에서 20~25일간 균을 배양한다. 그러나 균 배양 중 균사배양이 90%정도 완료될 때까지 수시로 잡균

이 발생된 것 선별하여 제거하고, 균긁기는 알콜로 소독한 균긁기에서 병마개를 제거하고 접종원을 긁어낸다.

제8단계 (발이유기, S17)

균긁기가 끝난 병을 발이실로 옮겨 두고 실내온도를 12~15℃, 습도를 90~95%정도 유지하면 5~8일 후에 병 내부로부터

새로운 균사가 피어나면서 황색 및 연노랑 물방울이 맺힌다. 4~5일 후에 어린버섯이 발생하여 병 내에서 0.5초 정도로 자

라고 갓이 조그맣게 형태를 갖추면 억제실로 옮겨준다.

발이를 유기시킬 때 재배사 내의 광도를 5~100lux 정도로 조절하여야 하며, 균주에 따라서 10lux 이상이 되면 갓과 줄기

가 변하여 품질이 불량한 버섯도 있으므로 균주의 특성에 맞게 관도를 조절하여야 된다.

자실체의 발생 억제기간은 7~10정도이며 억제실 온도는 3~4℃, 습도는 80~85%로 유지하고, 환기를 매일 2~3회 정도

시켜야 버섯의 갓과 대를 튼튼하게 만든다.

제9단계 (생육 및 수확, S18)

억제실에서 생육실로 옮길 때에는 병 입구 둘레에 12~13cm의 종이갓을 씌워야 하며 생육실 습도는 75~80%, 온도를

6~8℃로 조절하여 환기를 시키면서 광도를 50~100lux정도 비춘다. 그러나 온도, 환기, 습도를 적절히 조절하지 못하면

자실체의 생육이 불규칙하거나 생육이 지연된다. 수확적기는 균주에 따라 다르지만 생육실에서 7~10일이면 성숙한 자실

체가 형성된다. 이때 종이갓을 제거하고 자실체를 수확한다.

제10단계 (탈병 및 배지수확, S19)

자실체를 수확한 병, 본지, 또는 상자로부터 폐배지를 수거하여 본 발명에 사용되는 폐배지를 얻는다.

도 2는 상기한 제조과정에 의하여 얻어진 버섯배지를 이용하여 본 발명의 발효미생물사료를 제조 과정을 나타낸 순서도이

다.

상기 순서도에 의하여 본 발명의 발효미생물사료 및 사료첨가제가 제조되는 과정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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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단계 (배지 수집공정, S20)

병버섯이나 봉지버섯, 또는 상자재배버섯을 수확한 다음 위생적인 버섯배지를 수거한다.

제2단계 (선별 및 이물질 제거 공정, S21)

통과입자 최대 크기가 10mm 드럼을 구비하는 선별기에서 버섯배지를 선별하고, 통과되지 아니한 버섯배지와 버섯 부산

물, 균덩어리와 이물질을 진동기 또는 수작업으로 분리하여 배출한다.

제3단계 (파쇄공정, S22)

선별기를 통과하지 못한 버섯배지, 균덩어리, 버섯 등을 6mm 이하로 파쇄하여 파쇄물 자동 투입 장치가 부착된 이송 컨베

이어에 이송한다. 이때 버섯배지, 균덩어리, 버섯의 혼합비율이 한정되지는 아니하며, 통상적으로 버섯은 사료원료 전체

100부피%에서 10부피% 이내로 혼합된다.

제4단계 (수분 조절제 투입 공정, S23)

최적의 환경에서 발효미생물이 배양될 수 있는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버섯배지에 수분 조절제로서 미강, 건초, 강피류

를 릴형, 오거형, 또는 리본형 혼합기에서 혼합하고, 여기에 단미사료 등을 투입하여 사료 특성에 맞는 균배양에 중대한 영

향을 주는 수분의 함수율을 조절한다.

수분을 조절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미강, 건초, 강피류가 혼합되는 비율이 반드시 한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

들 수분 조절제의 혼합량은 일정하게 등배분된 혼합비율에서 버섯배지가 가지고 있는 수분에 의하여 증감되는 양으로 결

정된다.

최적의 함수율을 만족시키는 조건은 버섯배지의 수분이 55~60%인 경우에 20~65%의 수분이 포함되도록 조성하는 것이

다.

건초는 수분조절과 함께 발효미생물 배양에 필요한 산소를 공급할 수 있는 공간을 형성한다.

강피류는 면실피와 호맥피가 사용되고 야자박이 사용될 수도 있다.

버섯배지와 수분 조절제는 혼합되면서 필요로 하는 함수량을 맞추고 균주를 접종하게 된다.

제5단계 (발효 미생물 균주의 제조, S24)

세균성 발효미생물은 유산균, 효모, 바실러스균, 광합성균을 사용하고, 곰팡이 균류는 방선균을 사용하여 각각의 발효조에

서 균주별로 조건에 맞추어 발효 증식시킨다.

균주 제조 공정은 물 1ℓ에 밀가루와 같은 곡물류 분말을 20g 정도 균일하게 혼합한 다음 115~126℃에서 30~90분 동안

멸균처리한 다음 양 20℃로 냉각하고, 종균을 크린 벤치에서 액체배지에 접종한 다음 배양실에서 배양한다.

균주별로 적정한 배양조건은 호기성균은 산소공급이 원활한 폭기장치가 부착된 배양용기에서 45~55℃ 에서 14일간 호기

배양하고, 혐기성균은 밀폐된 용기에서 25~35℃에서 2~5일간 혐기 배양한다.

제6단계 (접종 공정, S25)

혼합기에서 수분조절제가 혼합된 버섯배지에 접종기를 이용하여 유산균, 효모균, 바실러스균, 광합성균, 방선균을 1~10ℓ/

ton을 정량 가압 분사하여 접종한다.

이때 균주의 접종은 1개의 단일 균주로 한정하여 접종하거나, 혐기성 균주와 호기성 균주로 분리되는 2군의 군주로 나누

어서 접종할 수 있으며, 배지의 상태에 따라 배지가 오염되었을 때에는 접종하기 전에 접종기에 설치된 스팀살균장치로

120℃에서 5~30분 동안 살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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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단계 (혼합공정, S26)

수분이 조절된 사료원료와 분사된 액체 균주의 밀도가 고르게 되도록 혼합한다.

제8단계 (용기 저장 공정, S27)

사료원료에 접종 혼합된 액체균주를 배양하기 위하여 비닐팩, 밀폐형 톤백 등과 같은 합성수지재, 또는 일반 강재, 스테인

레스, 알루미늄 등과 같은 금속재로 되는 용기에 사료 원료를 저장한다.

이때 개방형 플라스틱 박스나 개방형 금속재 용기 등 5~2000ℓ의 용기를 사용하여 저장하는데, 방선균과 같이 산소를 필요

로 하는 호기성 균류는 산소 공급이 가능한 개방형 용기를 사용하고, 유산균, 효모균, 바실러스균, 광합성균과 같이 산소를

필요로 하지 않는 혐기성 균류는 산소 공급을 차단할 수 있도록 밀폐형 용기를 사용한다.

제9단계 (배양공정, S28)

균주에 맞는 배양실의 조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보일러의 온도조절장치를 통하여 유산균 · 효모균 · 바실러스균, 광합성균

은 2~40℃를 유지하고, 방선균은 30~70℃를 유지하도록 하고, 방선균 배양시 배양실 내에 산소를 공급하기 위하여 외부

공기를 투입하고 내부공기를 배출시키는 산소공급장치와, 배양실내의 온도편차와 방선균 배양실 내의 열손실을 줄이기 위

한 공기순환장치와, 필요에 따라 배양실 내부를 65~80℃의 온도로 6~8시간 동안 살균할 수 있는 살균장치가 구비된 배양

실에서 사료 원료 내의 발효미생물을 배양한다.

이렇게 배양을 함으로서 발효미생물사료로 직접 사용되거나, 또는 일반사료에 혼합할 수 있는 발효미생물 사료첨가제가

제공되는데, 이러한 발효미생물사료 및 발효미생물 사료첨가제는 유산균, 효모균, 바실러스균, 광합성균이 단독적으로 배

양되거나, 또는 호기성 균주와 혐기성 균주로 구분되는 2군의 사료 및 첨가제로서, 가축 특성에 맞추어서 각각의 균주를

배합 사료와 일정한 비율로 배합하여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제10단계 (배합사료 투입공정, S29)

사료의 영양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발효미생물이 배양된 사료원료가 되는 발효사료 첨가제를 배합기로 이송하는 과정에서

단미사료, 건초 등의 첨가제를 각 대상 사료에 맞추어 일정량을 투입하고, 가축의 대상에 따라 각각 균배양된 발효미생물

을 각 균주별 비율을 선택적으로 투입한다.

제11단계 (배합공정, S30)

가축의 종류와 성장시기 등을 고려하여 배양된 균사료로서 방선균, 유산균, 효모균, 바실러스균, 광합성균을 선택하여 임

의의 비율로 혼합기에 투입하여 추가 사료와 균일하게 혼합한다.

비육우의 경우는 성장기에 따라 육성전기, 육성중기, 육성후기로 구분되는 3단계로 구분하며, 착유의 경우에는 육성기와

착유기로 구분되는 2단계로 구분하여 성장기에 따른 영양의 수급 균형을 유지토록 하는데, 사료는 그 특성에 따라 단백질,

지방, 섬유소, 회분 등의 함유량이 다르므로 영양가 바란스 및 경제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선택하여 혼합한다.

제12단계 (포장공정, S31)

가축 사육 조건 및 물류 특성에 맞추어 20~30㎏의 소포장, 기타 대포장, 톤백 포장 등 축산농가에 맞는 규격으로 포장한

다.

제13단계 (2차배양공정, S32)

가축의 특성에 맞추어 포장된 발효미생물사료가 보관되는 과정에서 서서히 2차 배양된다.

상기와 같은 과정에 의하여 제조되는 본 발명의 발효미생물사료는 가축의 상태에 따라서 직접 급여되거나 일반사료와 혼

합되는 사료첨가제로 사용되어 급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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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는 가축의 종류, 성장시기, 생육상태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는데, 발효미생물의 배합은 발효미생물사료(사료첨가제)를

35중량%를 최적의 혼합 상태로 하여 비육우의 급여량은 1일에 약18kg으로 하고, 착유는 우유의 1일 생산량이 28kg인 경

우를 기준으로 하여 1일에 약30kg 급여한다.

본 발명에 사용되는 미생물의 역가는 아래의 표 1과 같다.

[표 1]

총균체수 방선균 효모 유산균 기타

107~109cfu 103~109cfu 107~109fu 107~109cfu 107~109cfu

본 발명의 발효미생물사료의 성분을 분석한 결과는 아래의 표 2와 같다.

[표 2]

성분분석 (%)

수분 조단백 조섬유 조회분

기타

(조지방, 무기

물)

NDF ADF

35~60 4.5~10 14~16 1.8~6 20.7~33 25 17.5

미량요소는 칼슘, 인, 나트륨, 비타민, 미네랄 등을 포함한다.

상기 발효미생물은 버섯배지를 이용하여 각 균주별로 각각 배양된 제품이며, 발효섬유질은 상품 출하시 동물특성에 맞추

어 일반 사료와 혼합되어 포장되는 발효미생물사료를 의미한다.

본 발명의 발효미생물 사료 및 사료첨가제의 사료적 효능을 시험하기 위하여 병버섯 배지를 이용하여 제조된 발효미생물

사료를 비육두 100마리에 급여하여 여러 가지로 좋은 결과가 나타났다.

메디팜에서 생산되는 발효제(유산균+효모)를 사용하였는데 파리와 분뇨냄새가 거의 발생하지 않는 것이다. 보통 파리를

없애기 위해 해마다 파리약 구입에 약35만원을 소요하였으나, 그해에는 파리약 구입비용이 1만원 가량 소요되었다.

또한 바닥이 건조하고 냄새가 나지 않아 깔짚 비용이 크게 절감된 것은 물론 바닥 청소비 등 인건비도 절감되어 친환경적

인 축산이 가능하게 되었다.

버섯 배지를 발효미생물사료로 만들어 사육을 한 이후 항생제의 사용은 현저히 줄어들었다.

발효미생물사료로 소를 사육하면서 호흡기성 질환이 현저히 감소하여 면역력이 상당히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육성기의 소를 사육한 예는 아래의 표 3과 같다.

[표 3]

(단위 : KG)

발효미생물사

료
소맥피 옥수수 단맥피 비타민 인칼 석회석 소금 총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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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0 600 600 600 10 50 40 8 4000

비육전기의 소를 사육한 예는 아래의 표 4와 같다.

[표 4]

(단위 : KG)

발효미생물사

료
소맥피 옥수수 단맥피 비타민 인칼 석회석 루핀 총계

900 40 300 50 3 5 2 200 1500

비육후기의 소를 사육한 예는 아래의 표 5와 같다.

[표 5]

(단위 : KG)

발효미생물사

료
소맥피 옥수수 단맥피 소금 인칼 석회석 루핀 총계

350 25 350 25 1.5 0 0 250 1000

배합사료를 급여한 소의 출하등급 결과는 다음의 표 6와 같다.

[표 6]

일자

두수

체 중
사육

일수
등지방

등심

면적
도체중 BMS 육색 지방색 조직감 최종

등급
개시 출하 개월 mℓ ㎡ ㎏ NO NO NO NO

1.11

11두

205 675 23 10 85 400 5 4 3 1 B1

135 529 19 5 72 290 3 4 3 2 A2

135 653 23 20 74 395 6 4 3 1 C1+

130 657 23 17 82 388 4 4 3 1 C1

216 729 23 16 85 451 6 4 3 1 C1+

165 605 23 12 69 361 6 4 3 1 B1+

165 623 23 12 69 356 4 4 3 1 B1

135 693 23 11 110 422 7 4 3 1 A1+

170 679 23 11 102 418 5 4 3 1 A1

157 679 23 14 83 417 5 4 3 1 B1

158 593 23 8 87 342 5 5 3 1 A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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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0

9두

164 760 22 13 105 444 6 5 3 1 B1+

143 660 24 18 77 378 3 5 3 2 C2

140 653 24 16 77 383 4 5 3 1 C1

136 674 22 8 89 374 5 5 3 1 A1

162 651 24 13 82 377 7 5 3 1 B1+

153 654 22 10 83 379 7 5 3 1 B1+

146 646 24 14 87 360 3 5 3 2 B2

145 673 24 10 92 379 3 5 3 2 B2

446 658 24 14 77 364 6 5 3 1 B1+

계 3,406 13,144 459 252 1,687 7,678 100 90 60 24  

발효미생물사료를 1차 급여한 소의 출하등급 결과는 다음의 표 7과 같다.

[표 7]

일자

두수

체 중
사육

일수
등지방

등심

면적
도체중 BMS 육색 지방색 조직감 최종

등급
개시 출하 개월 mℓ ㎡ ㎏ NO NO NO NO

9.8

4두

140 670 23 10 91 421 1 5 3 2 B3

140 624 23 9 86 407 6 4 3 1 B1+

140 708 23 9 92 447 6 4 3 1 B1+

140 600 23 3 88 368 4 5 3 1 A1

9.9

6두

160 644 19 7 84 398 7 5 3 1 A1+

160 626 19 11 79 389 5 4 3 1 B1

150 672 23 14 84 434 6 4 3 1 B1+

150 670 19 14 84 437 6 4 3 1 B1+

150 670 23 30 80 440 6 4 3 1 C1+

140 736 23 7 90 459 4 4 3 1 A1

8.27

1두
150 641 23 7 87 386 7 5 3 1 A1+

10.12

2두

120 700 24 15 86 449 6 4 3 1 C1+

130 710 24 9 95 451 4 4 3 1 A1

10.14

2두

135 761 24 13 100 457 7 5 3 1 B1+

120 634 24 6 110 385 7 5 3 1 A1+

10.27

2두

160 676 20 9 86 386 4 5 3 1 B1

145 765 20 8 88 415 5 5 3 1 A1

11.11

1두
150 610 21 6 91 357 7 4 3 1 A1+

12.4

6두

135 733 22 12 102 445 7.1 5 3 1.2 1+A

130 732 22 16 99 444 5.1 5 3 1.3 1C

140 605 23 12 85 367 8.1 5 3 1.2 1++A

145 817 22 15 93 496 6.3 5 3 1.2 1+B

143 693 23 9 85 420 2.2 5 3 2.1 2A

140 580 25 8 83 352 5.1 5 3 1.3 1A

배합사료를 2차 급여한 소의 출하등급 결과는 다음의 표 8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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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일자

두수

체 중
사육

일수
등지방

등심

면적
도체중 BMS 육색 지방색 조직감 최종

등급
귀표 출하 개월 m   kg NO NO NO

1.10 6두

333 546 22 13 83 321 8 5 3 1 1++B

323 670 23 8 92 395 8 5 3 1 1++A

334 576 22 6 79 328 8 5 3 1 1++A

321 685 23 18 85 379 3 5 3 1 2B

324 668 23 9 76 403 8 5 3 1 1++B

3215 664 23 18 78 394 4 5 3 1 1C

1.18 325 680 23 8 78 392 8 5 3 1 1++B

1.26 6두

222 * 23 8 85 429 6 5 3 1 1+B

328 * 23 11 86 365 9 5 3 1 1++B

341 * 23 9 96 352 7 5 3 1 1+A

326 평균 23 8 99 383 9 5 3 1 1++A

2103 674 23 9 111 397 7 5 3 1 1+A

2. 23 10두

326* 697 24 11 90 408 3 5 3 1 2A

3223 726 24 13 88 420 6 5 3 1 1+B

335 711 24 21 76 416 8 5 3 1 1++C

3217 839 24 23 85 506 4 5 3 1 1C

3218 740 24 16 74 420 5 4 3 1 1C

3221 830 24 12 82 497 8 5 3 1 1++B

3220 662 24 12 89 392 8 4 3 1 1++B

3219 747 24 18 75 446 7 4 3 1 1+C

329 763 24 10 108 465 9 4 3 1 1++A

328 624 24 6 83 376 8 5 3 1 1++A

배합사료와 발효미생물사료를 비교분석한 결과는 다음의 표 9와 같다.

[표 9]

구 분 배합사료 발효미생물사료

육 량
B등급여상 78%

C등급 22%

B등급 이상 80.5%

C등급 19.5%

육 질
1등급여상 73%

2등급여하 27%

1등급 이상 91.4%

2등급 이하 8.6%

생체중 685kg 683kg

도체중 398kg 410kg

도체율 58.1% 60.1%

사료비  30% 절감

환 경
각종 질환 발생, 축사에는 냄새와 해충

이 발생

쾌적한 환경에서 질병이 없고, 성장이 잘

되어 치료비가 절감되고 냄새가 없어져,

해충 발생이 적어짐

버섯배지를 사료로 사용하여 나타난 결과는 상당히 고무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인 배합사료로 사육하여 출하한 소는 41두인데, 육량으로 보면 B등급 이상이 78%, C등급 22% 육질로 보면 1등급

이상이 73%, 2등급 이하가 27%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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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의 발효미생물사료로 사육하여 출하한 소는 46두인데, 육량으로 보면 B등급 이상이 80.5%, C등급 19.5%, 육질로

보면 1등급 이상이 91.4%, 2등급 이하가 8.6%이다

이 두 군을 비교해 보면 발효미생물사료로 사육한 소가 배합사료를 먹인 소보다 육량 B등급여상이 2.55 정도 높았고, 육질

1등급 이상은 무려 18.45가 높았다.

소 사육농가에서 등급을 15 높이는 데는 상당한 노력이 필요한데 이 정도로 높아진 것은 가히 획기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결

과이다.

월별 검정평균성적은 표 10과 같다.

[표 10]

검정월

일
경산우 착유우

분만두

수

초산분

만
유량 유지율 단백율 고형율

체세포
수정두

수

임신두

수

공태

일수

건유

일수평균
500천이

상

0501 39 31 2 10 36.4 3.5 3.32 8.93 94 1 7 0 164 73

0502 39 32 1 10 35.4 4.29 3.33 8.86 131 3 0 0 168 71

0503 39 0 0 10 35.4 0 0 0 0 0 0 0 168 71

0504 39 26 7 8 38.7 3.82 3.44 9.09 192 2 0 0 170 79

0505 39 22 1 8 37.5 3.93 3.3 8.78 144 1 0 0 170 80

0506 39 0 0 8 37.5 0 0 0 0 0 0 0 170 80

0507 33 29 7 11 32.3 4.34 3.01 8.47 148 3 0 0 159 82

0508 36 26 3 10 31.1 3.87 3.17 8.7 291 5 0 0 159 82

0509 34 27 5 10 33.6 3.72 3.14 8.71 148 1 0 0 182 81

0510 34 0 0 10 33.6 0 0 0 0 0 0 0 182 81

0511 37 31 10 12 34.4 3.95 3.34 8.94 267 4 0 0 250 87

0512 37 0 0 12 34.4 0 0 0 0 0 0 0 250 87

0601 37 29 3 12 42.6 3.82 3.4 8.82 156 2 0 0 375 84

1월의 개체별 검정성적은 표 11 및 표 12와 같다.

[표 11]

단축

명호
산차

착유일

수

검정일성적 305일성적 성년형성적 최종번식사항

유량 체세포 유지율 단백율 고형율 MUN 유량 유지량 유량 유지량 수정일
정액코

드

34 4 367 25.1 57 3.96 3.48 8.91 no 15881 492 15371 477 없음 없음

35-1 2 273 44.3 157 3.61 3.27 8.64 no 14180 541 14281 561 없음 없음

38 2 246 0 0 0 0 0 no 12965 453 12701 455 없음 없음

40 1 308 38 65 3.64 3.31 8.84 no 12822 538 14204 614 없음 없음

24 3 386 0 0 0 0 0 no 12479 444 13103 465 20041103 H-292

31 1 154 44 11 3.88 3.09 8.74 no 12433 439 13444 477 없음 없음

27 5 289 46.4 155 3.08 2.94 8.1 no 12234 441 11879 434 없음 없음

18-1 4 291 32.8 140 4.06 3.8 9 no 11948 513 11530 503 없음 없음

45 2 1115 40.9 112 3.84 3.44 8.84 no 11540 413 11466 414 20041228 H-292

30 2 877 0 0 0 0 0 no 11376 375 12257 409 20040526 H-288

49 4 155 46.3 390 3.91 3.26 8.63 no 11072 451 11834 481 없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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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

단축

명호
산차

착유일

수

검정일성적 305일성적 성년형성적 최종번식사항

유량 체세포 유지율 단백율 고형율 MUN 유량 유지량 유량 유지량 수정일 정액코드

21 1 284 44.4 91 4.04 3.78 9.03 no 10948 437 11827 488 없음 없음

66 1 383 0 0 0 0 0 no 10925 431 11147 443 없음 없음

16 2 118 46.4 140 3.74 3.59 8.86 no 10625 396 11098 412 없음 없음

22-1 1 384 32 387 3.58 3.13 9.15 no 10126 404 10717 437 없음 없음

6 3 119 57.8 63 3.85 3.28 8.85 no 9965 379 10392 393 없음 없음

19 1 253 32.8 143 3.93 3.46 9 no 9422 413 10259 462 없음 없음

17-1 2 410 56.2 11 3.85 3.24 8.82 no 9287 374 9502 386 없음 없음

12 2 265 29.9 74 4.17 3.8 9.11 no 9164 343 9059 347 없음 없음

48 6 263 0 0 0 0 0 no 8673 370 8697 372 없음 없음

43 1 186 45.3 8 4.25 3.77 9.25 no 8652 332 9693 377 없음 없음

29 1 299 0 0 0 0 0 no 8511 326 9036 355 없음 없음

5 6 141 37.4 18 3.83 3.59 8.74 no 8198 261 9019 303 없음 없음

15 1 139 0 0 0 0 0 no 8673 370 8697 372 없음 없음

4 5 14 47.3 21 3.71 3.29 8.77 no 0 0 0 0 없음 없음

20 4 12 60.5 100 3.19 2.85 8.26 no 0 0 0 0 없음 없음

2 3 64 47 1082 3.32 3.18 8.25 no 0 0 0 0 없음 없음

25-1 3 60 45 73 3.82 3.28 8.85 no 0 0 0 0 없음 없음

46 3 60 44.8 682 3.85 3.19 8.85 no 0 0 0 0 없음 없음

42 3 805 0 0 0 0 0 no 0 0 0 0 없음 없음

47-1 3 64 44.3 73 3.56 3.03 8.59 no 0 0 0 0 없음 없음

10-1 2 59 47.4 85 4.03 3.6 9 no 0 0 0 0 없음 없음

50 2 63 36 111 3.85 3.64 8.87 no 0 0 0 0 없음 없음

67 2 11 40 67 4.17 3.81 9.1 no 0 0 0 0 없음 없음

11-2 1 73 39.8 69 4.25 3.86 9.19 no 0 0 0 0 없음 없음

44 1 70 39.8 67 4.08 3.32 9 no 0 0 0 0 없음 없음

36 1 63 43 80 4.18 4.04 9.26 no 0 0 0 0 없음 없음

또 다른 농가에서 사육한 결과의 검사성적은 표 13 및 표 14와 같다.

[표 13]

월 차수
유지방 체세포 유효세균수

집유량(ℓ)
1주 2주 1주 2주 만마리 등급

1월 상반기 4.0 4.1 139 1등급 157 1등급 5 1A 9,435.1

1월 하반기 3.9 4.0 150 1등급 133 1등급 10 1A 10,259.5

2월 상반기 3.9 4.1 320 2등급 228 2등급 9 1A 9,049.5

2월 하반기 4.0 3.8 177 1등급 195 1등급 8 1A 8,249.7

3월 상반기 4.1 4.1 114 1등급 149 1등급 18 1A 9,924.0

3월 하반기 4.0 3.8 146 1등급 111 1등급 5 1A 10,822.0

4월 상반기 4.1 3.8 100 1등급 121 1등급 11 1A 10,257.4

4월 하반기 4.0 3.9 112 1등급 148 1등급 52 1B 10,827.0

5월 상반기 4.0 4.0 179 1등급 240 2등급 8 1A 10,182.4

5월 하반기 4.0 3.9 133 1등급 135 1등급 7 1A 10,67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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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상반기 3.8 3.9 120 1등급 155 1등급 5 1A 9,446.0

6월 하반기 3.9 3.9 128 1등급 153 1등급 9 1A 9,429.6

상반기 소계 4.0 3.9 149 1등급 159 1등급 13 1A 118,606.5

7월 상반기 4.0 3.9 241 2등급 186 1등급 9 1A 8,658.1

7월 하반기 4.1 3.8 314 2등급 245 2등급 21 1A 8,755.9

8월 상반기 4.2 4.3 156 2등급 279 2등급 19 1A 7,781.8

8월 하반기 3.9 3.9 269 1등급 187 1등급 8 1A 9,241.8

9월 상반기 3.9 4.0 208 2등급 176 1등급 5 1A 8,823.9

9월 하반기 3.8 3.8 261 2등급 223 2등급 15 1A 8,525.5

10월 상반기 3.9 3.9 286 2등급 192 1등급 18 1A 8,553.0

10월 하반기 4.0 4.0 293 2등급 183 1등급 28 1A 10,208.4

11월 상반기 4.0 3.9 188 1등급 151 1등급 47 1B 8,891.7

11월 하반기 4.0 4.0 150 1등급 157 1등급 36 1B 9,356.7

12월 상반기 4.1 4.3 211 2등급 163 1등급 70 1B 9,593.2

12월 하반기 4.3 4.3 115 1등급 130 1등급 13 1A 10,352.3

하반기 소계 4.0 4.0 224 2등급 186 1등급 24 1A 108,640.3

총계 4.0 4.0 185 1등급 172 1등급 18 1A 227,248.8

착유의 경우 유지방 등급은 표 14와 같다.

[표 14]

측정 방법 : 5점법, 1(최저) ~ 5(최고)

기준치 사용농가

3.8~4.2 3.8~5

유지방의 기준치가 3.8~4.2이나 본 발명을 사용한 농가의 경우 3.8~5점을 나타내서 유지방의 등급이 높음을 알 수 있다.

착유의 경우 등급별 체세포의 수는 표 15와 같다.

[표 15]

등급 기준 전국평균(%) 사용농가

1 20만 31.2 92%

2 20~35만 32.5 8%

3 35~50만 17.8 0%

4 50~75만 11.5 0%

5 75만 이상 7% 0%

본 발명을 사용한 농가의 경우에는 체세포의 수에서 3등급 이하가 없음을 알 수 있다.

착유의 경우 등급별 유효 세균수는 표 16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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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6]

등급 세균수 전국평균 사용농가평균

1A 1~3만 79.4 99%

1B 3~10만 14.9 기타 1%

2 10~25만 3.8 0%

3 25~50만 기타 0%

4 50만 이상 기타 0%

본 발명을 사용한 농가의 경우에는 유효 세균수에서 2등급 이하가 없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착유의 경우 평균 가임률은 전국 평균이 70%임에 반하여 본 발명의 발효미생물사료를 사용한 농가의 가임률은 90%

이상을 상회하였다.

발명의 효과

이와 같은 본 발명은 종래에 버섯 재배에 사용되는 배지가 유익하고 많은 영양소를 가지고 있지만 다량의 섬유질로 인하여

가축이 소화 흡수시키기에 어려움이 있으나, 가축 사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균사체를 수확하는 과정에서 섬유질이 파괴된

버섯배지를 이용하여 발효미생물사료를 제조할 수 있게 됨으로써 버섯배지가 가지고 있는 베타 글루캔(β-Glucan)과 같이

항암 및 면역 조절 작용을 하는 다당류가 세포조직의 면역기능을 가축이 섭취할 수 있게 되어 암세포의 증식과 전이를 방

지하는 작용을 하여 광우병을 예방할 수 있는 보조적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고, 항생제의 사용을 현저하게 줄이면서 질병

에 대한 면역력이 강화되고, 사료 효율의 증진, 증체율 향상, 유지율 증가, 번식성공률 증가, 축사의 악취제거 등과 같은 효

과를 나타낼 수 있다.

특히 미생물로서 유산균, 효모, 방선균, 바실러스균, 광합성균 등을 버섯배지를 주원료로 하는 사료원료에 각각 분리되는

상태로 접종 배양되어, 미생물이 배양되는 과정에서 유산균에 의하여 다른 미생물이 사멸하는 일이 없게 됨으로써 발효미

생물의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사용상의 효과가 있다.

뿐만 아니라 일반사료로 균배양을 할 경우에는 일반사료가 수분 함량이 10% 내외이기 때문에 물을 첨가하여야 하는데, 이

때에도 최적화된 수분 함량을 만들기 위해서는 6시간 이상이 필요하고 이에 따르는 제조과정에서의 경비도 증가되는데,

버섯배지의 수분량은 자체적으로 최적화된 50~70%의 수분 함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균배양이 용이하여, 제조경비와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제조 공정상의 효과도 있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을 위한 균사체의 재배과정을 나타낸 순서도

도 2는 본 발명의 제조 과정을 나타낸 순서도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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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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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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