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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was investigated the characteristics of the types and main components of 

odor reducing agents used in livestock farms, and evaluate the efficacy of reducing 

odors in pig manure through in vitro fermentation. As a result of classification according 

to major components, Microbial & Probiotics agents (71.3%), Amino acid supplements 

(11.7%), Composite type (6.1%), Silicate supplements (4.9%), Extract (2.8%), Vitamin 

supplements (2.0%), and Enzyme (1.0%) were investigated in that order. The Microbial 

& Probiotics agents (n = 176) showed that Bacillus subtilis accounted for the highest 

percentage, and had 106 and 1011 CFU/g. When the three biological agents (plant extracts,

Bacillus subtilis-based complexes, yeast and lactic acid bacteria complexes) were 

evaluated an odor reduction efficacy, these agents were not shown effects on decreasing 

hydrogen sulfide and odor. However, ammonia was reduced by 6.06, 29.38 and 15.49% 

of the control group in Treatment I (plant extracts), Treatment II (Bacillus subtilis-based 

complexes) and Treatment III (yeast and lactic acid bacteria complexes), respectively.

When bacterial changes were observed during in vitro fermentation, total bacteria was 

increased 1.22~4.02 × 109 CFU/g at the beginning of culture to 2.51 × 109 ~ 1.03 × 1010

CFU/g at the end of culture, and showed higher all additive-treated groups than 

non-additives. Bacillus subtilis increased as the incubation time, and showed higher 

levels in Treatment I and Treatment II than the additive-free group and Treatment III. 

Lactobacillus sp. decreased in all groups except for treatment I for incubation, but 

maintained higher levels in the additive-treated group than the non-additive group. 

Yeast was a level of 3.13~7.93 × 109 CFU/g at the beginning of the culture, but was not 

detected at the end of the culture. Livestock farms are using various odor reducing 

agents, and their effects vary depending on the characteristics of the products. Therefore,

it is considered that understanding of odor generation in farms and characteristics of 

odor reducing agents should be prioritized for effective odor contr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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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국민의 소득 증대로 육류의 소비 증대와 함께 현대의 양

돈 산업은 생산비 절감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소규모 부

업형태에서 대규모 전업형태로 진행되었고, 성장단계별 

개별농장에 양돈 생산체계가 이루어지는 미국과는 달리 

우리나라는 제한된 공간에서 주로 일괄사육체계로 많은 

두수를 집약적으로 생산함에 따라 악취 등과 같이 주변 환

경에 주는 부정적 영향이 크게 나타난다. 양돈 생산은 인간

에 필요한 식량자원 공급 차원에서 필수적이나 양돈의 사

육과정에서 분뇨 및 악취의 발생은 피할 수 없는 일이다. 

이들 돈분뇨 악취발생의 2차 오염으로써 주민들의 생활에 

경제적, 사회적 및 심리적 파급 효과로 민원문제를 파생시

키는 실정이다 (Jang et al., 2004, 2007; Lee et al., 2006). 

또한 축사 내에서 이들 악취는 주로 가축 분뇨에서 기인된 

것으로 관리자의 건강 및 가축 생산성을 저하 시키는 원인

을 제공하기도 한다 (Schenker et al., 1998; Donham, 2000; 

Inverson et al., 2000).

양돈 농가에서 발생하는 분뇨 악취 발생은 사료의 성분, 

가축의 상태, 오줌과 분변의 배설량, 분뇨 처리 및 관리 상

태, 환경적 요소 등 많은 인자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다 

(Phung et al., 2005). 이들 악취는 다양한 물질의 복합체가 

만들어내는 냄새로 169가지의 성분이 관여한다고 알려져 

있으며, 주요 성분으로는 황화합물류, 휘발성 지방산류 

(VFAs), 페놀과 인돌류 및 암모니아와 휘발성 아민류로 

구분 할 수 있고, 대부분은 소화되지 않은 사료 영양소가 

대장에서 미생물 발효에 의해 생성되고, 나머지는 배설물

로 축사나 저장고에서 혐기성 미생물의 발효에 의해 발생

된다고 보고되고 있다 (O'Neill and Phillips, 1992). 우리나

라에서는 2006년 지정악취물질 및 배출허용 기준은 12종

이었으며, 2008년에는 휘발성 유기화합물 5종을 포함하여 

17종으로 늘었고, 2010년부터는 지방산류를 포함하여 22

종의 악취물질을 규제하고 있다 (Oh et al., 2006).

양돈 농가에서는 발생하는 악취를 억제 또는 감소시키

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이 활용되고 있으며, 생산비 절감과 

환경오염 방지란 당면 과제와 함께 소비자 먹거리에 대한 

안전한 축산물 확보를 위한 친환경 천연제제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Sung, 2013; Sung et al., 2017). 대표적 친

환경 천연제제로 미생물을 이용한 생균제와 기능성 식물 

유래 허브제에 대한 관심과 활용이 증가하고 있다 (Kim 

and Kim, 1992; Yeo and Kim, 1997; Santoso et al., 1999). 

그리고 이외에도 규산염제, 유기산제, 효소제 등 다양한 

제제 들이 활용되고 있다 (Sung et al., 2017).

따라서 본 연구는 양돈농가에서 분뇨로부터 발생하는 

악취를 저감 및 억제 할 수 있는 환경개선제의 종류 및 주

요성분에 대한 특성을 조사하였고, 충북지역의 양돈농가

에서 확보한 친환경 생물학제제의 양돈분뇨 악취 저감 효

능을 in vitro 발효를 통한 평가를 진행하였다.

재료 및 방법

1. 국내 유통중인 축산 악취저감제 조사

축산농가에서 사용하는 악취 저감제의 종류 및 주요성

분에 대한 특성을 파악하고자 나라장터 (조달청) 웹사이트

에서 ‘환경개선제’, ‘악취저감제’ 및 ‘사료첨가제’의 키워

드로 1차 검색하여 약 1,000여개의 제품 data를 구축하였

다. 그리고 1차 검색 결과 중 축산 환경개선 및 축산 악취저

감과 관련이 있는 247의 제품에 대하여 세부 조사를 수행

하였다. 제품의 세부조사 항목은 제공된 제품정보를 기반

으로 물리적 형태, 주요 구성 성분 및 함량, 효능 및 효과, 

용량 및 용법 등에 대하여 카테고리별로 구분하여 분석하

였다.

2. 악취 저감제의 양돈분뇨 in vitro 발효 평가

(1) 시험시료 및 양돈분뇨 준비

시험시료인 악취저감제는 충북지역의 500~3,200두 규

모의 일괄사육 양돈농가에서 추천하는 생물학 제제 3가지 

Table 1. Characteristics of odor reducing agents for in vitro 

fermentation.

Experiment 

groups
Dosage and characteristics

Control ∙ Non-added agents

Treatment I

∙ Use 1 bottle (20 L/bottle) of undiluted 

solution per 100 m3 (ton)

∙ Main ingredients: 50% bamboo Extract + 

50% cypress Extracts

Treatment II

∙ Use 1 bottle (20 L/bottle) of undiluted 

solution per 300 m3 (ton)

∙ Main ingredients: Complex microbial and 

B. subtilis culture

Treatment III

∙ Use 1 bottle (18 L/bottle) of undiluted 

solution per 50 m3 (ton)

∙ Main ingredients: Lactobacillus and yeast 

cul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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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사용하였다 (Table 1).

악취저감제의 in vitro 발효 평가를 위하여 분뇨 채취용 

공시동물로 모돈사에서 사육하고 있는 모돈을 이용하였

다. 모돈은 분뇨 채취기간 동안 각각의 케이지에서 기능성 

첨가제가 포함되지 않은 모돈용 배합사료를 동일하게 급

여하였다. 그리고 물은 자동급수기를 이용하여 자유로이 

먹을 수 있도록 하였다. 시험에 사용된 분뇨는 신선한 분과 

뇨를 채취하였다. 신선한 분과 뇨를 채취하기 위하여 모돈

으로부터 돈사 내 바닥 청결을 유지하며 오전에 배뇨 직후 

채취하였으며, 뇨는 모돈사 배뇨구 시설을 막아 고인 뇨를 

수거한 후 35 mesh 체로 이물질을 제거한 후 시험용 재료

로 사용하였다.

(2) 양돈 분뇨 in vitro 발효 준비

돈분뇨의 악취 발생과 포집을 위하여 수거한 신선한 분

과 뇨를 증류수와 1.00:1.00:0.15 비율이 되도록 혼합하여 

발효용 돈분뇨 배지를 만들었다. 돈분뇨 배지 발효로부터 

발생되는 암모니아와 황화수소를 포집하기 위하여 Zhu et 

al. (1996)에 기술된 방법을 개조하여 350 mL 용량의 플라

스틱 용기 (Figure 1)를 제작하였다. 돈분뇨 배지는 용기 공

간의 1/3정도가 되도록 넣은 후 실온 (20~25°C)에서 설치

한 후 악취가 발생하도록 하였다. 악취저감 제제의 사용은 

각 제제의 용량 및 용법에 제시하는 권장량을 첨가하였다.

(3) 양돈 분뇨 발효시 발생 악취 조사

악취 저감제 첨가에 따른 분뇨 발효시 발생하는 가스의 

조사 성분은 NH3, H2S 및 Oder를 측정하여 비교 분석하였

다. 이들 분석에 사용된 기기는 휴대용 디지털 가스 측정기 

(Portable multi-gas detector, SKY2000-M4)를 이용하여 

디지털 가스 측정기 사용 매뉴얼에 따라 10초 이상 흡입시

킨 후 일정한 수치를 유지하였을 때 표시된 수치를 기록하

였다. 이들 성분의 측정은 양돈 분뇨 in vitro 발효하는 동

안 12시간 간격으로 측정하여 무첨가구와 비교하여 분석

하였다.

(4) 양돈 분뇨 발효시 미생물 변화 조사

미생물 변화 조사를 위하여 배양 초기 (0시간) 및 종료 

(72시간) 시에 샘플을 채취하여 5 g을 소독된 용기에 넣고 

멸균된 식염수 (0.85% NaCl)를 45 mL를 넣어 5분동안 혼

합하여주며 미생물 추출액을 준비하여 총균수, 효모류, 유

산균류 및 고초균류를 분석하였다.

미생물 조사는 식품 및 식품첨가물 공전 (고시 제2020-98

호, 2020.10.16.)에 따라 실시하였다. 미생물 추출액은 10

배 희석법으로 희석하여 100 µL를 멸균평판에 분주하여 

미리 준비한 45~50°C의 선택 한천배지를 20 mL를 가하여 

plate count medium을 35~37°C에서 2~3일간 배양하였으

며, 각 미생물의 콜로니수가 평판당 집락수가 30~300 CFU

가 형성된 희석배수의 것을 측정하여 산정하였다.

총균수는 PCA (Plate Count Agar, MB Cell, Korea)를 

사용하여 plate count medium을 준비하여 35~37°C에서 

1~2일간 배양하였으며 콜로니 형성을 관찰 및 계수하였

고, 유산균류는 MRS agar (MB Cell, Korea) 그리고 고초

균류는 Nutrient agar (MB Cell, Korea)를 사용하여 plate 

count medium을 준비하여 37°C에서 1~2일간 배양하였으

며 콜로니 형성을 관찰 및 계수하였다. 효모류는 YM agar 

(MB Cell, Korea)를 사용하여 plate count medium을 준비

하여 28~33°C에서 1~2일간 배양하였으며 콜로니 형성을 

관찰 및 계수하였다.

결과 및 고찰

1. 국내 유통 중인 축산 악취저감제 분류 특성

축산 환경개선 및 축산 악취저감과 관련이 있는 환경개

선제에 대해 나라장터 (조달청)에서 유통되고 있는 제품 

(n = 247)을 제공된 정보 기반으로 조사하였다. 결과 제품

의 물리적 형태에 따라서는 고상형이 75.3%, 액상형이 

24.7%으로서 대부분 고상형 제품이 유통되는 것으로 파

악되었다. 또한 주요 구성 성분 (원료)에 따른 분류 결과 미

생물 및 생균제 (71.3%) > 아미노산제 (11.7%) > 혼합제 Figure 1. Plastic reaction vessel for in vitro fermentation of 

pig man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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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 규산염제 (4.9%) > 추출물 (2.8%) > 비타민제 

(2.0%) > 효소제 (1.0%) 순이었으며, 미생물 및 생균제의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2).

유통되는 악취저감제에 대해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는 

미생물제 및 생균제 (n = 176)에 대하여 제품을 구성하는 

주요 균종의 분포 특성을 조사하였다 (Figure 2). 미생물제

를 구성하는 주요 균종은 Bacillus subtilis, Bacillus licheni-

formis, Bacillus coagulances, Lactobaillus acidophilus, 

Lactobaillus plantarum, Lactobaillus casei, Saccharomyces 

cerevisiae, Enterocuccus faecium, Rhodopseudomonas 

capsulata 등 매우 다양하게 나타났으며, 그중에서도 가장 

많은 유형으로 나타나는 균종은 Bacillus subtilis로서 미생

물의 균체 농도는 106~1011 CFU/g 수준인 것으로 조사되

었다.

2. 악취 저감 생물학 제제의 양돈분뇨 in vitro 발효 평가

(1) 양돈분뇨 in vitro 발효 동안 악취 발생에 미치는 영향

분뇨 발효기간 동안 odor 측정치는 Figure 3A에서와 같

이 배양 후 12시간에 모든 실험구에서 최고점을 형성한 후 

감소하였고, 그 이후 낮은 수준을 유지하였다. 그리고 초

기 배양기간 (0~24 시간)에는 첨가제 처리구가 무첨가구

에 비하여 높은 경향을 보였으나 배양 24시간이후에는 모

두 낮은 수준으로 차이를 발견할 수 없었다. Figure 3B에

서와 같이 암모니아 발생은 모든 실험구가 배양시간이 경

과함에 따라 증가하였고, 배양 36시간 이후에는 큰 변화를 

보이지 않고 유지되거나 다소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었

다. 전반적으로 악취저감제 처리구가 무첨가구 보다 낮은 

수준을 유지하였으며, 배양 초기에 treatment II (고초균 기

반 복합제)와 treatment III (효모 및 유산균 복합제)가 다른 

실험구에 비하여 좀 더 저감되는 경향을 나타내었고, treat-

ment I (식물추출제)는 배양 24시간 이후부터 무첨가구에 

비하여 낮은 경향을 나타내었다. Figure 3C에서와 같이 황

화수소 발생은 시험을 위한 처리 후 측정한 초기 (0시간)때

에 모든 처리구에서 검측 되었으나, 24시간 이후에는 대부

분의 처리구에서 측정이 안 되거나 아주 낮은 수준이었다, 

다만 treatment III (효모 및 유산균 복합제)에서만 배양 12

시간에 증가하였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악취저감제 첨가

에 의한 황화수소 감소 경향을 발견할 수 없었다.

Table 2. Classification of odor reducing agents (n = 247) for significant components.

Odor Reducing Agents Solid type Liquid type Total

Microbial & Probiotics agents 124 (50.2%) 52 (21.1%)  176 (71.3%)

Amino acid supplements   28 (11.3%) 1 (0.4%)    29 (11.7%)

Composite type† 12 (4.9%) 3 (1.2%)  15 (6.1%)

Silicate supplements 10 (4.0%) 2 (0.8%)  12 (4.9%)

Extract‡   5 (2.0%) 2 (0.8%)    7 (2.8%)

Vitamin supplements   4 (1.6%) 1 (0.4%)    5 (2.0%)

Enzyme   3 (1.2%) -    3 (1.0%)

Total 186 (75.3%) 61 (24.7%) 247 (100%)

†Composite type: Products mixed with Microbial & Probiotics agents, Extract, Enzyme, etc.
‡Extract: Extracts derived from fruits, plants, herbs,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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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Distribution characteristics of the used species for 

odor reducing agents based on microbial and probiotics 

agents (n = 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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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g et al. (2017)은 국내 유동되는 환경개선제의 효능 

평가에서 제제에 따른 악취저감 능력이 다양한 것을 보고

하였고, 본 연구에서도 처리구별 다른 효능이 관찰되었다. 

국내에서 유통되는 개선제 중 암모니아 및 황화수소의 저

감 효능을 나타내는 제품이 각각 71% 및 74%로 이었으며, 

그 중 무첨가에 비하여 30% 이상 저감 효과를 보이는 것이 

각각 44% 및 32%차지하였다 (Sung et al., 2017). 그러나 

본 연구에서 사용된 환경개선제는 황화수소 및 order의 저

감 효과는 발견되지 않았고, 암모니아에서만 발효기간 동

안 시간대별 측정치의 평균 저감율이 treatment I, II 및 III

에서 각각 무첨가에 비하여 6.06, 29.38 및 15.49% 감소된 

효과를 관찰하였다.

농가에서는 악취를 줄이기 위하여 환경개선제의 사용

은 하고 있으나 감소 효과는 다양하다. 그러므로 악취 발생

을 효과적으로 제어하기 위해서는 악취 발생에 대한 농장 

환경 조사와 함께 이들 제제의 기능을 이해하고 선별할 줄 

알아야한다. 악취가스 발생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최우

선으로 사료내 환경 영양소 (질소, 황 등)의 이용성을 증가

시켜 악취 발생 성분의 분내 배출을 줄이고, 다음으로 가축

의 분내 수분함량을 감소시켜 발효 악취가스 발생을 제어

하여야하며, 또한 분뇨액에서 악취 발생 인자 (urea 등)의 

분해 및 활성을 제어함으로서 악취가스 발생을 효율적으

로 저감시킬 수 있을 것이다.

(2) 양돈분뇨 in vitro 발효시 미생물 변화에 미치는 영향

돈분뇨 발효기간 동안 총균수 변화는 Figure 4A에서와 

같이 배양 초기 (0시간)에 비하여 배양 종료 (72 hrs)에 모

든 처리구에서 증가하였다. 그리고 배양 종료 (72 hrs)에 

총균수는 모든 첨가제 처리구가 무첨가구에 비하여 높았

고, treatment II (고초균 기반 복합제)가 가장 큰 증가를 나

타내었다.

Leser et al. (2002)은 돼지의 장내에 375 계통의 다양한 

미생물이 분포하고 있다고 보고 하였다. 그리고 Raúl et al. 

(2005)은 돼지 분뇨에서 108 계통의 다양한 박테리아를 관

찰하였고, 단지 39 계통의 박테리아만이 기존에 보고된 유

전정보와 97% 이상의 유사성을 보고한바 있다. 그리고 

Cotta et al. (2003)은 현미경관찰로 돈분뇨에서 109~1010 

bacteria/mL를 직접 계수하였고, 10~20%만이 배양할 수 

있다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도 배양초기 (0 hrs)에는 1.22~ 

4.02 × 109 CFU/g 수준에서 관찰되었고 배양종료 (72 hrs)

에는 2.51 × 109 ~ 1.03 × 1010 CFU/g 수준으로 증가하였다.

Figure 4B에서와 같이 고초균류의 경우도 배양 초기 (0

시간)에 비하여 배양 종료 (72 시간)에 모든 처리구에서 증

가한 경향을 나타내었다. 첨가제 무처리구와 treatment III 

(효모 및 유산균 복합제)는 배양기간 동안 유사한 경향을 

보였다. 그러나 treatment I (식물추출제) 및 treatment II 

(고초균 기반 복합제)는 무처리구에 비하여 더 큰 폭으로 

증가하였고, 처리구 중 treatment II가 가장 큰 폭으로 증가

한 것이 관찰 되었다.

Figure 4C에서와 같이 돈분뇨 발효기간 동안 유산균류

는 treatment I 외의 다른 실험구는 종료시에 배양 초기 보

다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냈다. 배양 실험동안 첨가제 처리

구가 무첨가구에 비하여 유산균류가 더 높게 분포하고 있

음이 관찰되었다. 그리고 효모류 (Figure 4D)는 배양 초기

에는 대조구에 비하여 모든 처리구가 높은 수준을 보였으

나 종료시에는 모든 실험구에서 검출되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에 사용된 돈분뇨에서는 효모 생존이 어려운 환경

이었던 것으로 사료된다.

  A

  B

  C

Figure 3. The changes of odor (A), hydrogen sulfide (B) and

ammonia (C) by odour reducing ag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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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urcher et al. (2007)은 생분뇨에서 두 종의 유산륜류 

Bifidobacterium sp. 및 Lactobacillus sp.를 발견하였고, 

Raúl et al. (2005)도 저장 돈분뇨에서 박테리아 다양성에

서 Bacillus sp. 및 Lactobacillus sp.가 존재함을 보고하였

다. 본 연구에서도 Bacillus sp. 및 Lactobacillus sp.가 생존

하고 제제의 처리에 따라 증감함을 발견하였다. 그러나 효

모는 배양 종료 (72 hrs)에는 발견되지 않았다.

Wang et al. (2020)은 바실러스 및 효모 복합제를 육성

돈에 급여 하였을 때 분에서 유산균의 증가를 보고하였고, 

바실러스 균류 구성 복합제를 급여한 육성돈의 분내에서 

유산균을 관찰하였다 (Balasubramanian et al., 2018; Lan 

and Kim, 2019). 그러나 본 연구의 in vitro 분뇨 발효에서

는 treatment I (식물추출제)를 제외한 모든 실험구에서 배

양 종료시 배양 초기보다 감소하였다. 이러한 차이는 첨가

제 구성 및 배양 환경의 관계성에서 나타난 현상이라 사료

된다. 분뇨는 에너지를 함유하고 있는 물질로 가축이 태양

으로부터 식물이 축적한 에너지를 성장 및 축산물 생산을 

위하여 이용하고 남은 에너지 형태이다. 그리고 이들 에너

지는 분뇨에 생존하는 미생물이 생존 및 증식하는데 에너

지 원료로 이용되어지고 발효 산물이 생성된다. 불쾌한 냄

새, 메탄가스 및 부식유기물은 이들 미생물 활성에 의하여 

결과물로 온도, pH, 수분, 시간, 초기 분뇨의 성분 및 미생

물 구성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다. 본 연구 결과에서도 주어

진 in vitro 조건에서 제제에 따라 총균수, 바실러스 균류, 

유산균류 및 효모의 분포 변화가 관찰되었다. 그러므로 효

율적 분뇨관리를 위한 제제의 선택과 발효환경 조성을 위

한 좀 더 세부적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결 론

본 연구는 양돈농가에서 사용하는 환경개선제의 종류 

및 주요성분에 대한 특성을 조사하였고, 친환경제제를 사

용하여 양돈분뇨 악취저감 효능을 관찰하기 위해 in vitro 

발효 실험을 진행하고, 주요 악취 성분 및 미생물의 변화를 

조사하였다.

축산 환경개선 및 축산 악취저감과 관련이 있는 환경개

선제에 대해 나라장터 (조달청)에서 유통되고 있는 제품 

(n = 247)을 제공된 정보 기반으로 조사하였다. 그 결과 물

리적 형태에 따라서는 고상형이 75.3%, 액상형이 24.7%

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주요 구성 성분 (원료)에 따라서는 

A

C

B

D

Figure 4. The changes of total bacteria (A), Bacillus sp. (B), lactobacillus sp. (C) and Yeast (D) by odor reducing ag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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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생물 및 생균제 (71.3%), 아미노산제 (11.7%), 혼합제 

(6.1%), 규산염제 (4.9%), 추출물 (2.8%), 비타민제 (2.0%), 

효소제 (1.0%) 순으로 조사되었다. 유통되는 악취저감제

에 대해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는 미생물 및 생균제 (n = 

176)에 대하여 제품을 구성하는 주요 균종의 분포 특성을 

조사한 결과 미생물제를 구성하는 다양한 균종 중에서도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은 Bacillus subtilis로서 제

품 내 미생물의 균체 농도는 106~1011 CFU/g 수준인 것으

로 조사되었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환경개선제는 황화수소 및 odor의 

저감 효과는 발견되지 않았고, 암모니아에서만 발효기간 

동안 시간대별 측정치의 평균 저감율이 treatment I (식물

추출제), II (고초균 기반 복합제) 및 III (효모 및 유산균 복

합제)에서 각각 무첨가에 비하여 6.06, 29.38 및 15.49% 수

준의 감소 효과를 보였다. 총균수는 배양초기 (0 hrs)에는 

1.22~4.02 × 109 CFU/g 수준에서 관찰되었고 배양종료 (72 

hrs)에는 2.51 × 109 ~ 1.03 × 1010 CFU/g 수준으로 증가하

였다. 그리고 모든 첨가제 처리구가 무첨가구에 비하여 높

았다. 고초균류는 배양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증가하였고, 

treatment I 및 treatment II가 첨가제 무처리구와 treatment 

III보다 높은 수준을 나타내었다. 유산균류는 treatment I 

외의 다른 실험구 모두 감소하였으나, 배양 실험동안 첨가

제 처리구가 무첨가구에 비하여 더 높은 수준을 유지하였

다. 효모는 배양 초기에는 3.13~7.93 × 109 CFU/g 수준이

었으나 종료시에는 검출되지 않았다.

양돈농가에서는 악취를 줄이기 위하여 다양한 환경개

선제의 사용하고 있고, 그 효과는 제제 특성에 따라 다양하

다. 따라서 효율적 악취 제어를 위해서는 농장에서 악취 발

생 및 환경개선 제제의 특성에 대한 이해가 우선적으로 되

어야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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