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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제 목.Ⅰ

항균성 유기산 대량생산에 의한 항생제 대체 사료 첨가제의 개발

연구개발의 목적 및 필요성.Ⅱ

현재 국내 외 축산산업에 항생제의 사용은 선택이 아닌 필수적일 정도로 매우

중요하다 항생제의 사용은 등의 바이러스 질병 및 살모넬. PMWS, PRDC, PRRS

라 장독성대장균 등 세균성질병을 방어하여 폐사를 막고 가축의 증체율의 증가시,

키고 사료의 효율을 증가시키는 효능을 보인다 이러한 효능 때문에 항생제는 오랜.

시간동안 남용되었고 그 결과 세균의 내성정도가 증가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그.

뿐만 아니라 항생제의 잔류에 따른 인간에 대한 피해와 항생제 내성 대장균의 출현

은 여러가지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게 되었다 그러나 항생제의 사용절감은 병원.

성세균 질병발병율 증가 폐사율증가 생산성하락 등의 결과를 발생시켜 농가의 소, ,

득 및 경쟁력에 감소를 초래할 것이 분명하기에 항생제를 대체할 물질의 개발에 필

요성을 요구하게 되었다 그러나 현재 항생제 대체 물질의 연구에 대한 과학적 자.

료는 매우 미비하고 산업화에 따른 근저자료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이러한 상황.

으로 인하여 기존에 어느정도 논의 되어왔던 항생제 대체후보물질인 유기산제 면,

역증강제 필수오일 등이 주목을 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그 중 유기산제제는 가금, .

티프스 등을 발생시키는 살모넬라나 등을 일으키는 바이러PMWS, PRDC, PRRS

스 및 장독성대장균 등에 대한 억제능에 대하여 우수함을 보였다 그러나 기존의.

유기산제제는 가축의 생리를 고려하지 않고 단순유기산을 단일 또는 혼합하여 과량

으로 사용함으로서 섭취거부 장점막 출혈 등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었다 그렇기에, .

항생제 대체후보물질인 유기산제제의 효능 작용기전 및 산업화를 위한 연구가 요,

구되고 있다 본 연구의 대상인 항균성 유기산은 강력한 항생제. phenyllactic ac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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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호부물질중 하나인 유기산제제 중 하나로서 살모넬라 장독성 대장균등에서 우,

수한 억제능을 가진다 이 의 생산을 기존의 화학공정이 아닌 생. phenyllactic acid

물전환반응 공정을 통하여 으로 생산함으로서 생산단가를 낮추고 오염부one-step

산물의 생성을 억제하는 기술을 개발함으로서 국내청정생명공학기술의 발전을 기대

할 수 있다 또한 이 과정에서 사용되어질 생물전환기술은 응용성이 매우 높아 이.

로인해 발생하는 기술개발의 파급효과가 매우 높다 그리고 항균. phenyllactic acid

성 유기산과 기존의 성장촉진능 우수 유기산들과 항균능력 우수 유기산들 주관기,

관에서 기개발된 바이러스증식억제제 면역증강제들의 조합하여 우수한 유기산제제,

를 생산함으로서 나아가 시험관내(in vitro 와 생체내) (in vibo 에서의 연구를 통하)

여 검증함으로서 과학적인 축산사양기술의 발전과 산업적기술의 발전을 가져올 수

있다 또한. 국내 고유기술의 항생제대체제 개발로 인하여 우리나라 축산업의 항생

제 의존 및 외화 유출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다 최근 소비자들의 식품안전에 대.

한 욕구 증진 양보다는 질 위주의 기능성 고급육제품을 선호하는 기호를 충분히,

충족시킴으로서 항생제대체를 사용한 제품의 수효가 증가할 것이다 그러므로 본.

과제는 항생제를 대신할 항생제대체제의 개발과 산업최적화를 통하여 국내 축산업

계의 경쟁력을 증진시키고 고부가가치를 창출시킬수 있으며 나아가 안전식품제조,

에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연구개발 내용 및 범위.Ⅲ

본 연구는 강력한 항균능력을 보유한 유기산인 를 대량생산하phenyllactic acid

기 위하여 탈아미노화 효소를 유전자 조작 및 개량기술에 의해 고효율 효소생산기

술을 개발하고 생물전환기술에 의해 항균성 유기산을 대량생산하는 시스템을 개발,

하여 양돈용 양계용 사료첨가제 시제품을 제조한다 제조된 시제품을 대규모 양돈, . ,

양계농장에서 사양시험을 통하여 최종적으로 성장촉진 증체율향상 병원성세균질( ),

병억제능 등이 우수한 함유 항생제 대체 유기산 사료첨가제를phenyllactic acid

제품화사업화하고자 한다․



4

연구개발 내용 및 범위1.

가 차년도 내용 및 범위. 1

를 대량생산하는 탈아미노화 효소를 유전자조작 및 개량을Phenyllactic acid

통하여 고효율로 생산하는 발현시스템을 구축하고 항균성 유기산을 대량생산하기

위하여 생물전환공정 공정 등 대량생산시스템을 확립하여 대량생산했, Downstream

으며 최종생산물인 항균성 유기산의 안전성 기능성을 양돈 양계사료에 첨가하여, ,

평가하고 시제품제조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효소대량발현 및 생물전환공정 확립(1)

가 효소 발현 및 반응 특성 조사( )

나 효소 대량생산 최적화 생물전환공정확립 및 공정최적화( ) , Downstream

다 최종생산물 안전성평가 기능성평가 및 적용제품기초자료완성( ) ,

나 차년도 내용 및 범위. 2

대량생산된 항균성 유기산 가 적량 함유된 양돈 양계용 시제phenyllactic acid ,

품을 각각 제조하고 제조된 시제품의 양돈 양계 시제품성능시험 및 시험분석을 통,

하여 최적 시제품을 선정한다.

대량생산 및 시제품 완성(1)

가 대량 생산 조건 및 시제품 제조( )

나 효소 대량 발현 시스템 구축( )

다 양돈 양계 시제품 성능 시험( ) ,

라 최적시제품선정 및 대량 생산( )

다 차년도 내용 및 범위. 3

선정된 최적 시제품을 대규모 농장에서 사양시험 및 시험분석을 통하여 실제효

과를 평가하고 각축종별로 본 기술개발에서 도출된 성과를 특허출원 논문투고한다, .

축산농가 사료회사 사료판매회사 등에 개발제품을 홍보하여 선구매 채널을 확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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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신제품을 출시하고 사업설명회를 개최한다.

가축 사양시험 평가 및 신제품사업화(1)

가 양돈 양계 사양 시험( ) ,

나( ) Bacillus megaterium을 이용한 pma 발현 시스템의 개발

다 특허 출현 및 논문 투고( )

라 홍보 및 마케팅자료 제작( )

마 선구매채널확보 및 신제품출시( )

연구개발결과.Ⅳ

1. 탈아미노화 효소발현시스템구축 및 특성연구

Proteus mirabilis 유래의 두 유전자amino acid deaminase pma와 pm1의

대장균 발현 시스템이 구축되어 활성형의 효소가 대량 생산되었다 대Pma, Pm1 .

장균에서 활성형의 효소는 세포막성인 것으로 확인되었고 세포막 구조Pma, Pm1 ,

는 와 의 효소 활성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사료되어 졌다 아Pma Pm1 .

울러 의 세포막 구조는 이들 효소 단백질의 정제를 저해하는 요인으로Pma, Pm1

작용하였다.

는 을 비롯한 방향족성 아미노산들에 높은 효소 활성을 보Pma phenylalanine

이는 반면 는 을 비롯한 비방향족성 아미노산에 높은 활성을 보이는, Pm1 histidine

것으로 나타났으며 는 에 대해 각각 과, Pma phenylalanine 8.66 (mM) 0.93 (μ

의mol/min mg) Km과 Vmax를 은 에 대해 각각 과, Pm1 histidine 4.96 (mM) 1.09

의( mol/min mg)μ Km과 Vmax를 보였다.

의 작용에 의하여 으로부터 의 전Pma phenylalanine phenyllactic acid (PLA)

구물질인 가 생성되는 것이 확인되었으며 이는 상기phenylpyrivic acid (PPA) ,

효소가 를 로 전환하는amino acid deaminase PPA PLA phenylpyruvate

효소 활성을 지닌 유산균과 함께 생산 공정 개발에 효율적으dehydrogenase PLA

로 활용될 수 있음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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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보다 안전한 미생물인 Bacillus megaterium을 이용하여 효소를Pma

대량 생산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구축된. B. megaterium 시스템을 이용하

여 효소의 생산은 양호하게 이루어졌으나 불운하게도 생산된 효소는 비Pma , Pma

활성인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이는 아마도 그램 음성 양성 세균의 생리적 차이에, ,

기인하는 것으로 사료되어 진다.

항균성 유기산 대량 생산2.

항균성 유기산을 대량생산하기 위하여 효소 활성이 우수한 형질전환체인 Pma

를 사용하여 효소 대량 생산 최적화 생물전환공정 및 공정 등 대량, Downstream

생산시스템을 확립하여 대량생산하였고 용량의 생물전환으로, 500 L 2 M/T scale

에 성공하였다 효소 대량 생산을 위한 최적조건으로 배지가 균성장이 가장up . TB

우수하였고 에서 유도된 효소 활성이 가장 우수하였다0.1% lactose .

생물전환공정 최적조건은 발현유도 시간 시간째 으로 짧은 시간6 42.7 unit/㎖

에 높은 생산능을 나타내었으며 실제 대량생산 조건에서 생산성이 최대가 되는 기,

질농도는 최적반응시간은 시간으로 확인되었다2% phenylalaine, 10 .

공정으로 생산된 항균 유기산의 최대한의 회수를 위하여 다양한Downstream

들 중에서 침전율이 가장 높은mono, di-, trivalent metal ion CaCl2를 사용하여 침전을

유도하였고 침전물을 열풍건조하여 회수율을 측정한 결과 의 우수한 회수율을96%

보였다 대량생산된 항균성 유기산 가 적량 함유된 양돈 양계용. phenyllactic acid ,

시제품을 각각 제조하였다.

양돈사료 첨가 급여 후 첨가 수준 결정을 위한 사양 시험으로 생산성 향상 여부3

평가

가 이유자돈에 대한 효과.

이유자돈 두를 공시하여90 1) Negative control (NC), 2) Positive control

[NC + antibiotic(40 ppm of avilamycin and 100 ppm of oxytetracycline

during the phase 1 followed by 100 ppm of neomycin and 40 ppm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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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chlorotetracycline during the phases 2 and 3)] 3) PLA (NC + 0.5%

로 총 처리구로 시험설계를 하였다 전체 시험기간 동안 일당phenyllactic acid) 3 .

사료섭취량에 있어서는 처리구와 처리구가 처리구와 비교하여 유의적PC PLA NC

으로 높았으며 건물 소화율에 있어서는 일과 일 때 처리구가(P<0.05), 20 41 PLA

처리구와 비교하여 유의적으로 높았다 또한 질소 소화율에 있어서NC (P<0.05). ,

는 일 때 처리구가 처리구와 비교하여 유의적으로 높았다20 PLA NC (P<0.05).

일 째 와 함량은 처리구가 유의적으로 가장 높았다42 , WBC lymphocyte PC

(P<0.05, P<0.01).

나 육성돈에 대한 효과.

육성돈 두를 공시하여96 1) CON (basal diet), 2) PLA-0.1 (CON + 0.1%

및phenyllactic acid), 3) PLA-0.2 (CON + 0.2% phenyllactic acid) 4)

로 총 처리구로 시험설계를 하였다PLA-0.3 (CON + 0.3% phenyllactic acid) 4 .

육성돈 사료내 유기산의 첨가급여시 생산성에 있어서는 전 시험기간 동안 일당증체

량 일당사료섭취량 및 사료효율에서는 처리구간에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혈액특성에 있어서는 및 함량에 있어서는 시(P>0.05). WBC, IgG Total protein

험개시 종료 및 변화량에서 처리구간에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P>0.05).

함량에 있어서는 시험개시와 종료시에는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RBC

변화량에 있어서는 처리구가 처리구와 비교하여 유(P>0.05) PLA-0.2 PLA-0.1

의적으로 높았다 함량 또한 시험개시시와 종료시에서는 처(P<0.05). Lymphocyte

리구간에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변화량에 있어서는 처(P>0.05) CON

리구가 처리구와 비교하여 유의적으로 높았다 분중 미생물 균PLA-0.1 (P<0.05).

수에 있어서 분내 함량에 있어서는 처리구간에 유의적인 차Lactic acid bacteria

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분내(P>0.05) Salmonella 함량에 있어서는 전혀 검출이 되

지 않았다 그러나 분내. , E. coli 함량에 있어서는 처리구가 와CON PLA-0.2

처리구와 비교하여 유의적으로 가장 높았으며 처리PLA-0.3 (P<0.05) PLA-0.3

구가 처리구와 처리구와 비교하여 유의적으로 가장 낮았다CON PLA-0.2

(P<0.05).



8

양계사료 첨가 급여 후 첨가수준 결정을 위한 사양 시험으로 생산성 향상 여부4.

평가

가 산란계에 대한 효과.

산란계 수를 공시하여ISA brown 240 1) CON (basal diet), 2) PLA-0.1

(CON + 0.1% phenyllactic acid), 3) PLA-0.2 (CON + 0.2% phenyllactic

및 로 총 처리구로 시험설acid) 4) PLA-0.3 (CON + 0.3% phenyllactic acid) 4

계를 하였다 산란계 사료내 유기산의 첨가급여시 산란률에 있어서는 시험 주와. 1 2

주 동안에는 처리구간에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주와 주 동(P>0.05), 3 4

안에는 처리구가 처리구와 비교하여 유의적으로 높았다PLA-0.2 CON (P<0.05).

또한 주 동안에는 와 처리구가 처리구와 비교하여 유의, 5 PLA-0.2 PLA-0.3 CON

적으로 높았다 계란품질에 있어 난각강도는 개시시에 처리구간에 유의적(P<0.05).

인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주 주 및 주째에는 처리구가(P>0.05), 3 , 4 5 PLA-0.2

처리구와 비교하여 유의적으로 높았다 난각두께에 있어서는 전 시CON (P<0.05).

험기간 동안 처리구간에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난중에 있어 개(P>0.05).

시시와 주 및 주째에는 처리구간에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3 4 (P>0.05),

주째에는 처리구가 처리구와 비교하여 유의적으로 높았다5 PLA-0.2 CON

난황색에 있어서는 개시시와 주째에 처리구간에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P<0.05). 3

지 않았으나 주째에는 처리구가 과 처리구와(P>0.05), 4 PLA-0.2 CON PLA-0.1

비교하여 유의적으로 높았으며 주째에는 와 처리구(P<0.05), 5 PLA-0.2 PLA-0.3

가 처리구와 비교하여 유의적으로 높았다 에 있어서는CON (P<0.05). Haugh unit

개시시와 주째에 처리구간에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주와3 (P>0.05), 4 5

주째에는 처리구가 처리구와 비교하여 유의적으로 높았다PLA-0.2 CON

혈액성상에 있어 개시시에는 와(P<0.05). WBC RBC, Lymphocyte, IgG, Total

및 함량에 있어서 처리구간에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protein Albumin

종료시에는 와 및 함량에(P>0.05). Lymphocyte IgG, Total protein Albumin

있어서 처리구간에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와 함량(P>0.05), WBC RBC

에 있어서는 처리구가 처리구와 비교하여 유의적으로 높았다PLA-0.1 CON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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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육계에 대한 효과.

일령 육계 수를 공시하여2 Arbor Acres 500 1) CON (basal diet), 2) ANT

(basal diet + 44 mg/kg avilamycin), 3) PLA0.2 (basal diet + 0.2% PLA),

4) PLA0.4 (basal diet + 0.4% PLA), 5) PLA0.2 (basal diet + 0.2% PLA

로 총 처리구로 시험설계를 하였다 육계 사료내 유기산+ 44 mg/kg avilamycin) 5 .

의 첨가급여시 생산성에 있어서 일동안 증체량은 직선적으로 감소하였다0~7

반면에 일 동안에는 항생제 첨가에 의하여 유의적으로 증가하였(P<0.05). , 21~35

다 나 항생제를 단일 사용하거나 함께 사용할 때는 일을 제외(P<0.05). PLA 8~21

한 전체 시험기간동안에 사료섭취량이 감소하였다 일동안에 사료요(P<0.05). 0~7

구율은 항생제 처리구가 다른 처리구들보다 높게 나타내었다 첨가(P<0.05). PLA

는 일과 전체시험기간 동안에 사료요구율에 아무런 영향이 없는 반면에0~21

일 동안에는 직선적으로 감소하였다 장내 미생물 균수에 있어서는21~35 (P<0.05).

소장과 대장 모두에서 Lactobacillus의 균수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와 항생. PLA

제가 급여된 처리구는 소장 내 균수가 낮게 나타내었다 또한 대E.coli (P<0.01). ,

장에서 항생제 또는 를 단일 또는 함께 사용할 때에 효과는PLA E. coli 균수가 감

소되는 것으로 나타났고 첨가수준이 증가함에 따라 직선적으로 증(P<0.05), PLA

가하였다 내장기관 무게에 있어 근위 간 비장 낭 가슴살 및 복강(P<0.05). , , , F- ,

지방의 무게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혈액성상에 있어서는(P>0.05).

또는 항생제 처리구 모두에서 와 농도에 아무런 영PLA red blood cell(RBC) IgG

향을 미치지 않았다 하지만 과 농(P>0.05). white blood cell(WBC) lymphocyte

도에 있어서는 처리구가 가 첨가되지 않은 처리구보다 높았다PLA PLA (P<0.05).

육질특성에 있어 및 값은 처리구 간에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L, a pH (P>0.05).

하지만 값은 첨가 수준이 증가함에 따라 직선적으로 감소하였다b PLA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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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성과 및 성과활용 계획.Ⅴ

연구 성과1.

가 기술적 측면.

대량생산을 통한 항생제대체제 개발(1) PLA

유전자조작기술의 산업적 응용(2)

다양한 기능성 유기산의 생산 가능(3)

생물전환공정의 산업화(4)

체계적인 사양시험시스템 확립(5)

산학연 연계 공동 기술개발을 통한 기술교류(6)

나 경제적산업적 측면. ․
항생제 대체물질개발로 안전 식육 공급 구축을 통한 친환경 생명산업구축(1)

고기능성 사료첨가제 개발 촉진 및 동물산업부가가치 증진(2)

사료첨가제 동물약품 화장품 의약품 등 시장 확대가능(3) , , ,

생물전환공정 생산시스템 확립으로 다양한 고부가가치 제품개발 가능(4)

국내원천기술 보유한 항생제대체제 개발(5)

친환경유기축산의 실현(6)

성과활용2.

가. 항균성 유기산 가 함유된 항생제 대체 사료첨가제를 제조phenyllactic acid ․
판매함으로써 양돈 양계 농가의 바이러스 및 세균성 질병의 억제를 통한 농가소득,

증대 및 기업매출 증진.

나 양돈 양계산업에 관련된 특허 및 논문 투고로 지적재산권 확보함으로써 다국. ,

적기업에 기술이전을 통한 로얄티 확보 및 해외수출.

다 생물전환공정의 산업적 생산조건 확립으로 차세대 기능성물질을 생산함으로.

써 화장품 건강식품 및 의약품 등 다양한 용도로 전환하여 시장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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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 TitleⅠ

Development of feed additive for alternative to antibiotics by mass

production of antimicrobial organic acids

. Objectives and necessities of the researchⅡ

Currently, in domestic and international livestock industry, the use of

antibiotics is very important where is not option. The use of antibiotics

can prevent virus diseases such as PMWS, PRDC, and PRRS, etc. and

bacterial diseases such as Salmonella and enterotoxigenic E. coli etc.,

decrease mortality of livestock, increase body weight gain of livestock, and

increase the efficiency of feed. Because of this effects, the antibiotics have

been abused for a long time, which cause increase of the resistance

degree of bacteria. In addition, damage to human beings and appearance of

antibiotic resistant E. coli by antibiotic residue became a big social

problem. However, the reducing use of antibiotics will lead to increase of

pathogen bacterial disease incidence and mortality, and decrease of

productivity. They result in the decrease of income of farms and

competitive power. Therefore, development of alternative materials for

antibiotics is needed. At present, scientific data on research of alternative

materials for antibiotics is insufficient and the evidences according to

industrialization are not enough. Under these circumstances, the substitute

candidate materials for antibiotics such as organic acid mixture,

supplementary immune modulators, and essential oils etc., that have be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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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cussed are needed to consider to use. Among them, the organic acids

showed the strong ability to prevent salmonela which causes fowl typhoid,

viruses such as PMWS, PRDC, and PRRS etc, and enterotoxigenic E. coli.

However, the farmer have not considered the physiology of livestock and

used a excess of single unit or mixture of the simple organic acid. The

excess results in problems such as intake refusal and intestinal mucosa

hemorrhage, etc. Therefore, the study is needed for the effects, mode of

reaction, and industrialization of organic acids which are substitute

candidate materials for antibiotics. Phenyllactic acid which is the object of

this research is an antibacterial organic acid and can prevent Salmonella

and enterotoxigenic E. coli. Since the production of phenyllactic acid is

performed by bioconversion reaction process where is not the existing

chemical process, the productive unit cost and the generation of

contaminated by-product decrease and the development of domestic clean

biotechnology will be expected. In addition, this bioconversion reaction

process can be applied to various industrial areas and the ripple effect of

the technical development is so great. And phenyllactic acid, existing

growth promotion-excellent organic acids, antiviral compounds which have

been developed in BIOTOPIA, and immune modulators will be mixed and

excellent organic acid mixture will be produced. This product will be

verified by the research in vitro and in vivo and bring development of

raising techniques of livestock and industrial techniques. Also the

development of domestic substitute for antibiotics will lead to decrease of

dependence of antibiotics on domestic livestock and the outflow of foreign

currency. Currently enhancement needs of customers on food safety and

preference of high-quality and functional beef will lead to increase the

number grows the products used substitute for antibiotics. Therefore, this

research will increase competitive power of domestic livestock industry,

create high-value added, and use the production of safe foo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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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contents and range of the researchⅢ

This research will develop high-efficiency of enzyme production

technique by gene manipulation and improvement technique of the

deamination enzyme for mass production of phenyllactic acid which have

strong antibacterial ability, develop mass production system of antibacterial

organic acids by bioconversion technique, and manufacture the prototype of

feed additives for swine and poultry. The manufactured prototype will be

tested by feeding experiments at large-scale hog and poultry farms and

commercialized to feed additives as substitutes of antibiotics which have

growth promotion ability (increase of body weight gain) and pathogenic

bacterial disease inhibitory activity, etc. .

1. The contents and range of the research

A. The contents and range of 1st year project

The gene of deamination enzyme which can converse to phenyllactic

acid will be manipulated and improved to construct high-efficiency of

expression system of the enzyme. In order to produce a large quantity of

the antibacterial organic acid, mass production system such as

bioconversion process and downstream process, etc will be established and

mass products will be obtained. The final product, antibacterial organic

acid, will be added into feed for swine and poultry and the safety and

functionality of the product will be evaluated. These results will be used

for basic data of prototype manufacture.

(1) Mass expression of enzymes and establishment of bioconversion

process

(a) Enzyme expression and reaction character investig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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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Optimization of mass production of enzyme, establishment of

bioconversion process, and optimization of downstream process

(c) Evaluation of safety and functionality of final product and

completion of basic data for applied products

B. The contents and range of 2nd year project

The prototypes for swine and poultry including the mass produced

phenyllactic acid will be manufactured and the optimal prototype will be

selected according to the results of performance test and test analysis.

(1) Mass production and completion of a prototype

(a) Condition of mass production and prototype manufacture

(b) Construction of mass expression system for enzymes

(c) Performance test of prototypes for swine and poultry

(d) Selection of an optimum prototype

C. The contents and range of 3rd year project

The practical effect of the selected optimal prototype will be evaluated

by feeding experiments and test analysis at the large scale farms. The

results will apply patents and submit to journals. The developed product

will be advertised to farms, feed companies, and feed sale companies and

the pre-purchase channels will be obtained. The new product will release

and the product presentation will be held.

(1) Evaluation of feeding experiments for livestock and

commercialization of new products

(a) Feeding experiments for swine and poultry

(b) Development of pma expression system using Bacillus megaterium

(c) Patent application and paper submi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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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Manufacture of materials for advertisement and marketing

(e) Obtainment of pre-purchase channel and release of new products

. Results of research developmentⅣ

1. Construction and characterization of AAD expression vecter system

The E. coli expression system of pma and pm1 which are two amino

acid deaminase genes from Proteus mirabilis was constructed and the

active-formed Pma and Pm1 enzyme were produced in a large quantity.

The active-formed Pma and Pm1 enzyme in E. coli are confirmed as

membrane-bounded form and the membrane structure may play a

important role to activate Pma and Pm1 enzyme. In addition, the membrane

structure of Pma and Pm1 inhibits the purification of enzyme proteins.

Pma had high enzyme activity with aromatic amino acids such as

phenylalanine, while Pm1 had high enzyme activity with non-aromatic

amino acids such as histidine. Km and Vmax of Pma against phenylalanine is

8.66 mM and 0.93 mol/min mg mg andμ Km and Vmax of Pm1 against

histidine is 4.96 mM and 1.09 mol/min mg.μ

It was confirmed that The reaction of Pma cause generation of

phenylpyrivic acid (PPA) which is a precusor of phenyllactic acid (PLA)

from phenylalanine. This result showed that this amino acid deaminase

would be efficiently applied to the development of PLA production process

with a Lactobacillus containing the enzyme activity of phenylpyruvate

dehydrogenase which can convert PPA to PLA.

The system was also used Bacillus megaterium which is a more safe

microbe and constructed for mass production of Pma enzyme. Pma enzyme

was produced well from the constructed system, but unfortunately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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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zyme was inactive form. It might arise from physiological difference

between gram negative and positive bacteria

2. Mass production of antimicrobial organic acid

For mass production of antibacterial organic acids, Pma which is an

excellent transformant having strong enzyme activity was used and the

mass production system such as optimum of enzyme mass production,

bioconversion process, and downstream process, etc. was established. The

system was successfully set up for 500 L of mass production and finally

scaling up to 2 M/T volume. The optimal condition for enzyme mass

production was that TB media was best for bacterial growth and the

highest activity of enzyme was at 0.1% lactose.

The enzyme activity was 42.7 unit/ml at 6 hr of expression induction

under the optimal condition which is 2% phenylalanine. In downstream

process, the CaCl2 selected among various mono, di-, trivalent metal ions

was used to induce precipitation for maximum recovery of antibacterial

organic acid. After drying of the precipitate using heated-air drying, the

recovery rate was calculated to 96% excellently. Based on these data, the

prototypes of feed additives containing phenyllactic acid obtained from

mass production were manufactured for swine and poultry.

3. Effect of dietary phenyllactic acid(PLA) supplementation in swine.

1) In nursery pigs

90 nursery pigs were used in experiment. 3 dietary treatments were:

1) negative control (NC), 2) positive control (PC), NC + antibiotics, and

3) PLA, NC + 0.5% PLA. In Exp. 2, dietary treatments were: 1) control

diet (CON), 2) PLA-0.1, CON + 0.1% PLA, 3) PLA-0.2, CON +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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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A, and 4) PLA-0.3, CON + 0.3% PLA. Pigs fed the PC and PLA diets

had greater ADFI during the overall period (P<0.05), and tended to have

greater ADG and G:F from d 7 to d 21 (P<0.10) than those fed the NC

diet. The ATTD of DM was greatest in pigs fed the PLA diet at d20 an

d41, and N digestibility at d20 was higher in pigs fed the PLA

diet(P<0.05) than those fed the NC diet. The numbers of white blood

cell(WBC) and lymphocyte concentrations at d 42 were increased

(P<0.05; P < 0.01) by the inclusion of antibiotics and PLA in the diet.

2) In growing pigs

96 growing pigs were used in experiment. Dietary treatments were: 1)

control diet (CON), 2) PLA-0.1, CON + 0.1% PLA, 3) PLA-0.2, CON +

0.2% PLA, and 4) PLA-0.3, CON + 0.3% PLA. G:F tended to increase

when PLA was added (quadratic, P<0.10). The ATTD of DM did not differ

among treatments, but there was a tendency (quadratic, P<0.10) for N

digestibility to increaseas PLA levels increased. The lymphocyte

percentage at d 42 increased linearly as dietary PLA increased (P<0.05).

Additionally, the WBC counts at d 42 tended to increaseas PLA levels

increased (P<0.10). In both experiments, there was no effect of treatment

on the fecal pH or presence of lactobacillus, but the number of E.coli in

feces at d 41 decreased in response to the addition of PLA (P<0.001).

4. Effect of dietary phenyllactic acid(PLA) supplementation in poultry.

1) In laying hens

240 ISA brown laying hens were used in experiment. Dietary

treatments were: 1) CON (basal diet), 2) PLA-0.1 (CON + 0.1%

및phenyllactic acid), 3) PLA-0.2 (CON + 0.2% phenyllactic acid) 4)

PLA-0.3 (CON + 0.3% phenyllactic acid). Whereas supplementing the di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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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th PLA did not affect average daily feed intake and feed efficiency, it

linearly improved egg production rate, eggshell breaking strength and

Haugh unit. The egg weight, eggshell thickness and egg yolk color were

not significantly altered by supplementing the diet with PLA. White blood

cell, red blood cell, total protein and albumin concentrations were higher in

PLA1 and CON treatment groups (P<0.05), while the groups fed the

PLA-0.2 and PLA-0.3 diet had the greater (P<0.05) lymphocyte

concentration.

2) In broilers

500 2-d-old male Arbor Acres broiler chicks were used in

experiment. Dietary treatments were: 1) CON (basal diet), 2) ANT (basal

diet + 44 mg/kg avilamycin), 3) PLA0.2 (basal diet + 0.2% PLA), 4)

PLA0.4 (basal diet + 0.4% PLA), 5) PLA0.2 (basal diet + 0.2% PLA +

44 mg/kg avilamycin). Weight gain (BWG) were linearly decreased

(P<0.05) by the effect of PLA during d 0 to 7 d, while it was increased

(P<0.05) by the addition of antibiotics during d 21 to 35. The effect of

PLA or antibiotics alone and interaction were observed to reduce (P<0.05)

feed intake during the whole experiment except d 8 to 21. During d 0 to

7, the FCR was higher (P<0.05) in antibiotics group than other treatments.

While PLA were not observed to affect the FCR during the first 21 d and

overall period, it linearly decreased (P<0.05) feed conversion during d 21

to 35. Supplementation diets with PLA and antibiotics resulted in lower

E.coli population in small intestine (P<0.01). Moreover, the effect of

antibiotics or PLA alone or together was show to reduce the E.coli

population in large intestine (P<0.05), and a linearly effect were evident as

PLA levels increased (P<0.05). The relative weights of gizzard, liver,

spleen, bursa of fabricius, breast, and abdominal fat were not affected by

any dietary supplementations. Neither PLA nor antibiotics supplemen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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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d effect on the red blood cell (RBC) and immuoglobulin (IgG)

concentrations. However, the white blood cell (WBC) counts and

lymphocyte percentage were higher in PLA treatment than non PLA

supplementation treatment (P<0.05). The means of L*, a* and pH value did

not differ among treatment groups. However, the b* value decreased

(linear, P<0.05) as the levels of PLA in the diet increased from 0 to 0.4%.

V. Achievement and its application plan

1. Achievement

A. Technical sides

(1) Development of substitutes for antibiotics by PLA mass production

(2) Industrial application of gene manipulated techniques

(3) Possibility of the production of various functional organic acids

(4) Industrialization of the bioconversion process

(5) Establishment of systematic feeding experiments

(6) Technical exchange by technical development of academic-industrial

-institute cooperation

B. Economic and industrial sides

(1) Establishment of environmentally friendly biotechnology by

supplying safe meat which was obtained from the animals fed with

substitutes for antibiotics

(2) Promotion of the development of high-functional feed additives and

increase added-value of the livestock industry

(3) Possibility of market expansion to feed additives, animal drugs,

cosmetics, and medicines.

(4) Possibility of development of high-value added products by

establishment of production system of the bioconversion process

(5) Development of substitutes for antibiotics including the local sour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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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chnology

(6) Realization of the environmentally friendly organic livestock farming

2. Application plan

가. Feed additives containing antibacterial organic acid, phenyllactic acid

are manufactured and sold in order to decrease viral and bacterial

diseases in the swine and poultry farms and later farm income and

industrial sales will grow.

나.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which are patents and papers related with

the swine and poultry industry was obtained. After the technology

will be transferred to multinational corporations, the royalty will be

received and the rights will be exported to other countries.

다. The industrial production condition of bioconversion process was

established and the next generation functional materials will be

secured. These materials will be used to various uses such as

cosmetics, functional foods, and medical supplies and the their market

will be expan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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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 연구개발과제의 개요1

제 절 연구개발의 중요성1

경제적 중요성1.

가 발표에 따르면 오래전부터 항생제의 사용함으로써 포유자돈 이유. NRC(1998) 16%,

자돈 의 증체율의 증가가 가능하고 사료효율은 각각 증가시킬 수 있어 성장촉4% , 7%, 2%

진 및 사료효율 증진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사용되고 있음 (Hays, 1978, Zimmermann, 1986)

나 전 세계적으로 유럽에서 연간 약 톤 미국은 약 톤 등의 항생제가 사용. 10,000 , 25,000

되며 이중 약 정도가 가축에 사용 국내의 경우 전체적으로 축산용 항생제의 사용량이, 50% .

축산 선진국의 사육규모에 비해 약 배 정도 높게 사용하고 있음 자료 한국농어촌사2~10 ( :

회연구소).

다 항생제 남용으로 인하여 세균내성이 증가하고 있으며 국가별 테트라사이클린에 대한.

대장균 내성정도는 한국 스페인 벨기에 프랑스 캐나다(90.2%), (91.0%), (79.7%), (89.0%),

영국 등으로 상당히 높은 수준임(81.9%), (78.4%) .

국내 축 수산 년도별 항생제 사용량< / >

1,595
1,541

1,438

1,334

1,100

1,300

1,500

1,700

2001 2002 2003 2004

*자료 : 농림부(2005. 6. 22)

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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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정부의 규제가 강화되었으며 배합사료에 혼합할 수 있는 항생제 종류를 종에서. 53 25

종으로 대폭 축소하였으며 항생제사용량은 최근 년간 수준으로 매년 감소하는 추세, 3 18% .

마 항생제의 돼지고기 내 잔류와 항생제 내성균의 출현 등 축산물의 안전성이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됨.

바 지난 수십 년 동안 생산성 향상 및 질병예방 목적으로 많은 종류의 항생제가 사용되어.

왔고 지금까지도 다량 사용됨 그러나 최근 소비자들의 식품안전에 대한 욕구 증진 양보다. ,

는 질 위주의 기능성 고급육제품을 선호하는 경향으로 급격히 전환됨.

사 항생제 사용절감으로 인한 병원성세균 질병발병율 증가 폐사율증가 생산성하락 등으. , ,

로 농가소득 감소 초래.

아 따라서 항생제를 대체하여 사용할 수 있는 유기산제 면역증강제 생균제 필수오일 등. , , ,

건강증진물질 대체물질 의 사용량이 크게 증가하리라 예상됨( ) .

산업적 중요성2.

가 양돈산업에서는 현재 농장내 등 바이러스질병 만연 및 이유후. PMWS, PRDC, PRRS

살모넬라 장독성대장균 등 세균성질병 발생이 심각한 수준으로 막대한 경제적 손실 야기, .

나 양계산업에서는 살모넬라 균에 의해 발생되는 가금티프스로 인한 폐사가 심각한 수준.

이며 또한 전세계적으로 바이러스질병인 조류독감의 위협으로 인한 경제적으로 막대한 손실,

초래.

다 지금까지 항생제 대체물질 연구에 대한 과학적 자료는 매우 미미하고 산업화에 따른. ,

근거자료가 절대 부족한 현실에서 점차적으로 항생제 대체후보물질인 유기산제제의 효능 작,

용기전 및 산업화를 위한 연구가 요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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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주관기관에서 기개발된 바이러스증식억제제 면역증강제 등의 첨가를 통한 바이러스. ,

질병확산을 억제시키고 강력한 살모넬라 장독성대장균 등에 대한 억제능이 우수한, ,

항균성 유기산을 첨가함으로써 축산산업에서 발생되는 문제점을 해결하고phenyllactic acid

자 함.

마 성장촉진능 우수 유기산들과 항균능력 우수 유기산들을 시험관내. (in vitro 와 생체내)

(in vivo 에서의 연구를 통하여 검증함으로써 과학적인 축산사양기술 발전 가능) .

바 다양한 조합의 유기산 효능시험을 통하여 항균능력의 상승효과를 극대화시켜 소량으로.

써 우수한 효과가 나타낼 수 있는 항생제 대체 유기산 사료첨가제 개발 필요.

사 최근에는 효율성면에서 화학공정이 생물전환반응 공정으로 대체되고 있으며 산업적 합.

성에 있어서 생물전환기술을 적극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시대로 급격히 전환되고 있음.

Current Opinion in Biotechnology

생물전환공정을 이용한 산업적 규모의 생산 증가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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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생물전환기술의 유용성은 효소가 갖는 기질에 대한 특이성 정확성 효율성 선택성에. , , ,

의하여 화학공정이 갖는 복잡한 반응을 으로 실현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one-step .

자 본 기술개발은 화학합성과 같이 고온 고압 등 극한반응조건이며 화학물질처리 등으. , ,

로 인한 오염부산물이 생성되는 방법이 아닌 한 조건에서 반응하며 오염부산물이 발생mild

하지 않는 생체효소를 이용한 생물전환기술로써 천연기능성물질을 생산하는 청정생명공학기

술임.

차 생물전환기술개발은 최첨단 생명공학기술로써 국내에서 실용화된 예가 적지만 실용. ,

화시에 효소의 교체만으로도 다양한 용도의 물질을 생산할 수 있어 응용성이 매우 높고 기,

술개발의 파급효과가 매우 큰 기술임.

제 절 연구개발의 필요성2

항생제를 대체할 수 있는 사료 첨가제를 찾기 위한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었고 Table 1

에는 년까지의 연구결과를 종합한 것으로 유기산 처리구가 항생제에 가장 근접하는 성2001

장 개선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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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끼돼지 를 사용하여 항생제 대체물질들의 비교 시험< (7 - 30 kg) >

Number of

tests

Change in

ADG(%)

Change in

FCR(%)

AGP 5 10.8 -3.4

Organic acids 40 7.1 -2.8

Natural extracts 19 2.6 -0.6

Enzymes 9 2.1 -0.2

Microbial cultures 14 1.0 -0.5

Oligosaccharides 2 3.1 -1.1

Mixed products 3 9.5 -3.3

덴마크 도축시설에서 집계된 사육 성적 비교< >

성장촉진용 항생물질첨가군 일평균증체율 사료요구율AGP; , ADG; , FC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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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유기산제의 보완1.

가 기존유기산제는 가축의 생리를 고려하지 않고 단순유기산을 단일 또는 혼합하여 과량.

으로 사용함으로써 섭취거부 장점막출혈 등의 문제점 야기할 수 있다, .

나 현재 항생제 대체제 후보물질로 알려진 물질들이 아직 항생제에 미치지 못하는 능력을.

보유하여 항생제 대체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며 항생제를 대체하기 위해서는 적은 양의 첨

가로도 성장촉진효과와 더불어 병원성세균억제효과를 동시에 나타내어야 한다.

다 기존제품과 같이 단순 저가유기산의 킬레이트화 혹은 단순혼합 등이 아닌 항생제의 기.

존 기능인 성장촉진과 항균능력을 동시에 고려하고 적은양의 사용으로도 우수한 상승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경제성이 높은 항생제 대체제를 개발해야 할 것이다.

라 성장촉진능이 우수한 유기산과 항균능력이 탁월한 를 적절히. phenyllactic acid(PLA)

배합함으로써 소량의 첨가로도 우수한 항생제 대체효과를 나타내는 사료첨가용 유기산제를

개발하고자 함.

의 특징2. PLA

가 항생제 대체가능성이 높은 방향족 유기산. .

나 유산균에서 생산되는 우수한 천연항균물질로써 안전성 우수.

다 낮은 산에 의한 항균력보다는 분자고유의 항균특성 보유. pH,

라 세균 곰팡이 등 넓은 항균스펙트럼. ,

마 살모넬라 장독성대장균 포도상구균 등 가축 병원성균 특이적 저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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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확보 기술 현황 및 사업화가능성3.

현재 주관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장내 병원성 세균의 억제능력이 우수한 유산균(유해세균

의 성장을 억제하는 신규미생물 및 이를 유효성분으로 하는 미생물첨가제, 특허등록

에 의한 생산 수율은 이하로써 수율증진을 통하여 산업화가 가능함2004. 11.) PLA 0.1% , .

유전자조작기술 생물전환기술에 의한 수율증진방안 연구4. ,

현재 유전자클로닝으로 기확보된 형질전환체는 기존 수율의 배 이상 증진되었으며 전4 ,

환율은 로써 아직 더 보완연구가 필요하다 유전자개량 고발현최적화 생물전환공정 대20% . , , ,

량생산 등의 보완 연구를 통하여 산업화 가능.

생물전환기술의 응용성5.

가 본 공정으로 함께 유도될 수 있는 다양한. phenylpyruvic acid(PPA), phenylacetic

등 페닐유기산들도 우수한 항균능력보유acid(PAA) .

나 항균 향미 산미 등 다양한 기능성물질의 생산가능성 매우 높음. , , .

본 기술개발 최종제품의 특징6.

가 성장촉진 병원성세균억제능이 동시에 고려된 항생제대체 상품. ,

나 가축생리에 적합한 조합의 유기산 사용.

다 기존 유기산제보다 항균효과가 배 이상 우수. 10

라 소량첨가로 높은 항생제대체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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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킬레이트된 유기산에 의한 미네랄 흡수증진.

바 기확보된 생균제 면역증강제 효소제 보강. , ,

제 절 연구 개발의 내용 및 범위3

연구개발의 목표1.

가 연구개발의 최종목표.

유전자클로닝을 통하여 기확보된 재조합 형질전환체로부터 유전자조작을 통하여 효소발

현을 증진시켜 항균능력이 우수한 유기산인 를 대량생산하고 시제품을 제phenyllactic acid

조한다 제조된 시제품을 양돈 양계사료에 첨가하여 사양시험을 통하여 최종 제품의 효능이. ,

성장촉진 증체율 산란율 사료효율 병원성세균억제능 등이 기존항생제보다 우수한 항균성( ), , ,

유기산 가 함유된 항생제 대체 사료첨가제를 개발하고 제품화하고자 한다phenyllactic acid .

나 연구개발의 성격.

아미노산 기질로부터 탈아미노화 효소을 통하여 등 항Phenylalanine PPA, PLA, PAA

균성 유기산을 대량생산하는 시스템구축 및 제품화 기술개발.

다 핵심개발기술.

고발현 탈아미노화 효소계 유전자조작기술개발(1)

고발현 효소를 이용한 생물전환기술개발(2)

대량생산 공정개발 및 산업화 제품화 기술개발(3) ,

생산품의 축산적용기술개발(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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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별 연구개발의 내용 및 범위2.

차년도1

효소대량발현
및

생물전환공정
확립

효소 발현 및
반응 특성 조사

기 확보된 탈아미노화 효소 발현-
균주 배양.

발현 효소의 분리 정제-
효소의 반응특성 조사 열안- (pH,

정성 기질특이성 반응특성 등, , )

효소 대량생산
최적화

형질전환체의 을 통한- scale up
대량배양 조건확립

생물전환공정확
립

최적 생물전환반응기 선정-
조효소액 및 고정화법 등을 이용-

한 반응조건 확립
기질농도 효소농도 반응시간 등- , ,

최적화를 통한 최대 생물전환율의 생
물전환공정확립

Downstream
공정최적화

생물전환된 유기산의 여과 침전- , ,
결정화 등 생산공정 최적화

농축 건조 등 최종 유기산 생산- ,
물의 회수공정 최적화

최종생산물
안전성평가

생물전환으로 유도되는 최종생산-
물인 등 항균성 유PLA, PAA, PPA
기산의 가축급여시의 기호성 독성 등,
안전성 평가

최종생산물
기능성평가

최종생산물인- PLA, PAA, PPA
등 항균성 유기산들을 양돈 양계사료,
에 혼합하여 급여 후 섭취량 증체량, ,
산란율 장내 또는 분변내의 병원성세,
균감소율 등 기능성 평가

적용제품
기초자료완성

최종생산물의 안전성 기능성을- ,
평가 자료를 분석하여 적용제품의 기
초자료 완성

구분
연구개발의

목표

연구개발의

내용
연구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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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년도2
대량생산 및
시제품완성

대량생산

최적화된 조건으로 대량생산-
대형 생물전환반응기 이용 생-

물전환율 조사
문제점 보완- Scale-up

시제품 제조

차년도 완성된 기초자료 활용- 1
한 축종별로 생산된 항균성 유기
산 가 함유된 시phenyllactic acid
제품 제조

효소 대량발현
시스템 구축

고 발현 벡터시스템 구축-
고 효율 효소생산 최적 조건-

결정

사양시험설계

차년도에 조사된 기초자료를- 1
종합하여 각 축종별 유기산 처리
용량 및 효과 등을 고려한 사양시
험 규모 농장 시험기간 등 사양, ,
시험설계

양돈 시제품
성능시험

양돈사료에 로 첨가- 0.1~0.3%
급여후 증체율 사료효율 세균성, ,
질병 억제능 등 성능평가

양계 시제품
성능시험

산란계사료에 로 첨- 0.1~0.3%
가 급여후 산란율 증체율 및 사료,
효율 등 성능 평가

병원체 도입시험- (challenge
을 통한 세균억제능 시험 평test)

가

최적시제품선정
및 제조

축종별 시제품 성능시험을 종-
합하여 각 축종별 최적 시제품 스
펙 결정

차년도 사양시험을 위해 최종- 3
제품형태로 대량생산

구분
연구개발의

목표
연구개발의 내용 연구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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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년도3
가축 사양시험

평가 및
신제품사업화

양돈 사양시험
양돈농장에서 사양시험-
증체율 사료효율 병원성세- , ,

균억제 등 시험평가

양계 사양시험
산란계농장에서 사양시험-
산란율 증체율 사료효율- , , ,

병원성세균억제 등 평가

시험분석 시스템
확립

반제품 및 제조된 시제품의-
유기산 함량조사 및 기HPLC

타 성분분석
각 축종별 사양시험을 종합-

하여 증체율 사료효율 병원성, ,
세균 억제능 등 평가

사양시험종합평가
각 축종별 사양시험을 종합하여
문제점을 파악하고 시제품의 성
능 보완

특허출원 논문투고,
각 축종별로 특허출원하고 각,
축종별로 축산관련 등재SCI
전문학술지에 논문투고

홍보 및 마케팅자료
제작

사양시험결과를 종합하여 마-
케팅 포인트 설정

마케팅 포인트에 맞게 제품-
명을 선정하고 제품포장 홍보, ,
및 마케팅 자료 제작

신제품 선구매
채널확보

사양시험을 우수결과를 바탕-
으로 신제품 출시와 함께 구매
가능한 축산농가 사료회사 사, ,
료판매회사 등 구매채널 확보

신제품출시

사양시험을 기초로 항균성-
유기산 가 함phenyllactic acid
유된 제품 출시

신제품 출시와 더불어 신제-
품설명회 회 이상 개최3

구분 연구개발의 목표 연구개발의 내용 연구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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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 국내외 기술개발 현황2

제 절 국내 현황1

기술수준1.

가 일부 유기산 제품은 가축의 영양생리적 작용을 고려하지 않은 유기산의 단순혼합으로. ․
장점막출혈 섭취량감소 등 부작용발생,

나 최근 유기산에 관한 연구를 통해 유기산 자체가 소화 기관 내에서 병원성 미생물을 사.

멸시키는 항 미생물작용이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사료에 유기산 첨가가 증가되고 있는 실정.

다 상업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유기산들로는. fumaric, formic, acetic, propionic, sorbic,

등이 있음 이러한 유기산들은 단일제제나 복합제제 형태로 사료citric, lactic, butyric acid .

시장에서 사용되고 있음.

라 자돈의 소화 장애를 극복하기 위해 처음 시도된 유기산은 이었으며 음수량. lactic acid

의 수준으로 젖산을 비롯한 몇 가지 유기산을 급여한 결과 젖산 급여구에서 성장률과0.8%

사료 효율 개선 소장에서의 대장균 숫자 감소, .

마 유기산을 사료에 첨가함으로 인하여 육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결과 증체율이 증가.

됨 (최영진 등, 1989).

바 종 복합유기산제의 산란계 생산성 및 계란품질에 미치는 영향 조사결과 주. 5 23 ~ 26

령에서 일 산란량이 유의적으로 증가됨1 박재홍 등( , 2002).

사 여러 유기산을 분비하는 유산균을 함유한 미생물 제제를 사료에 첨가하여 돼지와 육. ,

계에 급여한 결과 돼지와 육계의 일당 증체량과 총 증체량 등이 증가됨 김병기 등( , 2005).



40

아 유기산제 첨가시 모돈 포유능력 개선 및 자돈 증체 사료요구량 개선 효과 자돈 대장. , ,

균억제 설사억제를 통한 자돈생존율 증진됨, .

자 유기산의 생산은 여종이 미생물발효에 의해 생산되며 국내에서는 대부분 수입에 의. 70 ,

존.

판매제품2.

가 현재 국내 사료회사인 퓨리나에서 년 월에 예방효과가 있는 유기산 첨. 2004 5 PMWS

가 제품 프로텍트 호 호 출시“ 2 , 3 ” .

나 포천 축협 마홀촌 사료 사업소에서는 하이퍼에스 갓난돼지용과 이유자돈용 으로 유. “ ”

기산 첨가 사료 판매.

다 주 대호에서는 감귤추출물 함유 다기능성 유기산제 바이오애시드 판매. ( ) “ ” .

라 지니바이오에서는 복합 유기산제 소마시드 출시 판매. “ ” .

마 한국효소 주 는 곰팡이류에서 생산되는 등 유기산 복. ( ) citric, succinic, malic, fumaric

합제를 세포의 생리활성목적으로 제조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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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현황3.

연구수행 기관 연구개발의 내용
연구개발성과의

활용현황

진주산업대

동물생명과학과

생리활성오일 및 유기산 급여CRINA

가 육용계의 성장 사료 요구율 소화, ,

효소활성도 및 장내 균 총에 미치는

영향

생리활성오일과 유기산

함유 항생제 대체 사료

첨가제 개발

주( )

애그리브랜드

퓨리나코리아

항체 살모넬라 대장균 항체PMWS , ,

와 유기산이 첨가된 예방 프로PMWS

그램 개발 및 사료 개발.

프로텍트 호 호 라는“ 2 , 3 ”

제품명으로 판매 중.

주( )

중앙바이오텍

유기태 미네랄과 유기산(lactic acid,

을 이용한 대장균 예방하citric acid)

는 제품의 개발.

바이오퍼“Biofer( )”

제품 판매 중.

주 대호( )

유기산과 식물 추출물을 이용해 자돈

소화관 내 유해미생물 감소 소화율 향,

상 및 산란계 설사 장염 감소되는 다,

기능성 제품의 개발.

바이오 애시드 제품“ ”

판매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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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절 국외 현황2

1 기술수준.

가 유럽의 경우 항생제 사용이 감소되면서 사료에 유기산. (fumaric, formic, lactic acid

등 급여가 늘어나고 있음) .

나 유럽 등 선진국의 경우 가축의 소화생리를 고려하고 안전성을 평가하여 급여하도록 유.

도함.

다 단일제제 또는 복합제제 형태의 유기산제가 상품화되어 있으며 대부분 자돈사료에 광. ,

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음.

라 이유자돈의 사료변화로 인한 위내 상승 및 병원성세균 성장을 억제시켜 소화율. pH ,

증체율 개선.

마 이유자돈 사료에 을 각각 수준으로 첨가하여 일. propionic, fumaric, citric acid 2% 30

이유한 자돈에 주간 급여한 결과 와 첨가구가 증체율이 우수하였4 fumaric acid citric acid

음 (Giesting et al., 1985 ; Burnell et al., 1988).

바 세계 여러 그룹의 연구 결과로부터 나 는 어린 돼지의 성장을. fumaric acid citric acid

촉진시킨다고 보고되고 있으며 특히 는 를 사료에 첨가 급여하였을, fumaric acid 1.5 2%∼

때 최대의 성장율을 나타낼 수 있음.

사 유기산의 고농도의 투여는 가축의 기호성을 떨어뜨리고 사료섭취거부를 가져옴. , .

아 축사의 시멘트나 철의 부식을 가져오기 때문에 그 영향을 줄이기 위해 최소량 결정에.

대한 연구가 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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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염화시킨 유기산은 부식을 가져오지 않고 이유기 돼지 성장증진 영양소 이용율을 증. ,

대시킴 현재 유기산제 첨가량을 이하로 낮추는 방안 연구 중. 1% .

차 등은 단쇄지방산으로 소화율증진 및 장상피세포의 발. Acetic, propionic, butyric acid

달을 촉진시킴.

카 동물용 사료에 첨가되는 항생제의 대체물질로 개미산 의 수요가 증가하. (formic acid)

여 핀란드의 대표적인 화학회사인 사는 개미산 생산시설을 확충 연간 톤 가Kemira 20,000

량의 생산능력 증설.

타 효모균인. Trigonopsis variabilis 과 효소를 동시 고정화시켜 생whole cell catalase

물전환반응 중 생산되는 과산화수소를 제거하여 효소활성을 지속적으로 유지시키며

를 생산phenylpyruvic acid (Fernández-Lafuente et al., 1998).

파. T. variabilis의 탈아미노화효소 유전자를 강력한 프로모터를 가진 재조합된 벡터를 사

용 우수한 생산수율을 보유한 효모균인, biomass Pichia pastoris에서 높은 발현 유도 (Yu
et al., 2002).

하 세균. Rhodococcus opacus의 탈아미노화효소를 유전공학적 기법으로 Streptomyces

lividans에서 발현시킴 (Geueke and Hummel., 2002).

판매제품2.

가. Potassium diformate

에서 개발된 최초 항생제 대체개념의 유기산 사료첨가제(1) EU (EC No. 1344/2001)

오래전부터 사용되어지던 를 염화시킨 제품(2) formic acid potassium

휘발성 단쇄지방산인 의 높은 휘발성 성질로 인한 가축 후각자극 및 소(3) formic acid

화관의 자극을 저감시킨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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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 성장촉진 및 장내 세균총을 감소하는 특징을 나타냄(4) coliform

단점으로는 고농도 처리시에 섭취거부(5) , K+ 전해질섭취 증가로 인하여 음수량이 증가

되며 비육돈에 대해서는 뚜렷한 효과가 관찰되지 않음,

현재 국내에서의 사용량은 많지 않은 편임(6)

나 에서 유기산제 사로시드 제조 판매. NUBISS international (Belgium) (sarocid) .

다 에서는 각 종 유기산 복합제 프로하시드. BONIMEX (a member of PROVIMI)

제조 판매(ProHacid) .

라. BiotronicⓇ 는 유기산 및 각 유기산의 암SE (Turkey) formic acid, propionic acid

모니윰염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캘리포니아 터기 병아리 사료 첨가시 증체효과를 나타냄

(Celik et al.,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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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현황3.

연구수행 기관 연구개발의 내용 연구개발성과의 활용현황

Technical Univ.
of

Munich/German
y Paulicks et al.

의 농도별 자돈Potassium diformate
사양시험(1996)

의Potassium diformate
처리농도 및 효과를

마케팅에 활용

Norsk Hydro
Co., Norway

항생제대체제Potassium diformate
개발

로 유럽EC No. 1334/2001 SCAN
최초승인

양돈 양식어류 등,
성장촉진 항생제대체용,

사료첨가제

FormiTM 개발LHS
Institute for
Animal Science
and Health, The
Netherlands

돼지의 장에서 사료 소화율을

증가를 위한 유기산 제제(formic,
의 첨가에fumaric, n-butyric acid)

관한 연구 (2000)
유기산 사료첨가제 개발

Virginia
Polytechnic
Institute and
State

University, US

의 이유 자돈에 미치는Citric acid
영향에 관한 연구 (1998)

자돈의

일일평균성장율이

증가하며 섭취효율과, Ca
소화율이 증가함을 밝혀

유기산제의

항생제대체제로 가능성을

증명.
Kemira Oyj,
Industrial
Chemicals,
Finland

암모니아와 화합된 의formic acid
사료첨가시 안정성과 양돈 양계의,

성장에 미치는 연구

제품화Ammfor

KPP Oy,
Animal
Nutrition,
Sweden

불용성 운반체와 orthophosphoric
와 가 혼합된 첨가제를acid citric acid

사용하여 동물 성장과 사료 효율을

조사

BOLIFORⓇ FA3000S
제품화

Impextraco,
Belgium

복합 유기산제 (formic acid,
및ortho-phosphoric acid, lactic acid

등 를 사용하여fumaric acid )
성장률과 사료효율 개선을 조사

AcidalⓇ 제품화dry

Diversa, USA
Directed evolution, high throughput

시스템 등을 이용한 최첨단screening
기법으로 전환효소인 를 개발nitrillase

및 그phenyllactic acid
유도체의 전환이 가능한

효소상품화nitrill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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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 연구개발수행 내용 및 결과3

제 절 탈아미노화효소 발현시스템구축 및 특성 연구1 .

연구목적1.

유산균을 비롯한 많은 미생물들에 의해 생산되는 유기산 phenylactic acid

는 그램 양성과 음성 세균 뿐 만 아니라 몇몇 의(PLA) mycotoxigenic species

에 대해서도 광범위한 항균활성을 나타내는 항생제 대체 물질로서 상업적으로fungi

큰 주목을 받고 있다 (Lavermicocca et al., 2003).

는 으로부터 반응에 의해PLA phenylalanine transamination phenylpyruvic

가 만들어진 후 연속된 의 작용에 의해 생성되는 것으로 알려acid dehydrogenase

져 있다 (Fig. 1) (Valerio et al., 2004) 하지만 야생 유산균에서 의 생산. PLA

량은 매우 소량인데 현재까지 보고된 바로는, Leuconostoc mesenteroides에서 가

장 높은 생산량을 보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의 낮은 생(0.57 mM). PLA

산량은 반응의 아민기 수용체인 의 낮은 세포내transamination -ketoglutarateα

함량에 기인하는 것으로 추정되며 이와 일치하는 결과로 를 외, phenylpyruvic acid

부로부터 공급해 주었을 때 의 생산량이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phenyllactic acid

조사되었다 (Lavermicocca et al., 2003).

상용화를 위한 의 대량 생산 공정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상기PLA

율속 단계를 보완할 수 있는 효소반응 공정을 활용하는 것이 주효transamination

하며 그 대표적인 예로 를 필요로 하지 않는 탈아민, -keto glutarateα

반응을 들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deamination) . Proteus 속 유래의 를 이AAD

용한 생산 공정의 개발을 목적으로PLA Proteus mirabilis로부터 유전자를AAD

클로닝하여 발현 시스템을 구축하고 효소의 활성과 특성을 규명하고자 하였, AAD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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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균의 대사 경로Fig. 1. phenylalanine
(J. Agric. Food. Chem. 2006, 54, 3832-3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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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의 클로닝과 발현시스템의 구축2. AAD

가 유전자의 클로닝과 서열 분석. AAD

실험방법(1)

Proteus mirabilis 의 를KCTC2566 chromosomal DNA genomic DNA

를 사용하여 분리하였다 분리한 를 주purification Kit (Promege) . gemonic DNA

형으로하여 법으로 두 유전자PCR AAD , pma와 pm1 를 증폭하여, pGEM T Easy

벡터로 클로닝한 후 염기 서열을 결정하였다(Promoger) , DNA .

본 실험에 사용된 들Table 1. PCR primer

PCR

product
Primer sequence

Restriction

enzyme

pma-N

5-CATATGAACATTTCAAGG-3 NdeI

5-AAGCTTCTTCTTAAAACGATC-3 HindIII

pma-MBP

5-GGATCCATGAACATTTCAAGGAGA-3 BamHI

5-AAGCTTTTACTTCTTAAAACGATC-3 HindIII

pm1-N

5-CATATGTTACCGAAACAAGAT-3 NdeI

5-GGATCCGAAACGATACAGACT-3 BamHI

pm1-C

5-CCATGGTTACCGAAACAAGAT-3 NcoI

5-CTCGAGGAAACGATACAGACT-3 X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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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 결과 및 토론(2)

기존의 보고된 유전자 염기서열을 바탕으로 제작한 를 이용하여AAD primer

P. mirabilis 를 주형으로 하여 를 수행한 결과genomic DNA PCR , pma, pm1으로

예상되는 정도의 두 단편이 뚜렷하게 증폭되었다 각 단편을1.4 kb DNA . DNA

벡터를 이용하여 클로닝하여 염기서열을 분석한 후 아미노산 서열pGEM T Easy ,

의 상동성을 분석에서 두 유전자는 유전자들과 전체적으로amino acid deaminase

높은 상동성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P. vulgaris 유래의 L-amino

인 와 비교해 유전자는 유전자는 의 아acid deaminase DadA Pm1 91%, Pma 58%

미노산 서열 상동성을 보였으며 한편 유전자와 유전자는 서로 의, Pma Pm1 56%

상동성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Fig. 2) (Takahashi et al., 1997).

한편 와 의 아미노산 서열을 분석한 결과 아미노 말단 부위에서 두, Pma Pm1 ,

드러진 이 확인되었으며 이는 두transmembrane (TM) region (7-29) (Fig. 3),

효소가 막단백질임을 시사한다AA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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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Proteus 유래 탈아미노화 효소 와 의 아미노산 서열 상동성 분석Pma Pm1
유래(DadA: P. vulgaris amino acid deamin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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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M  region”

PML

PMA

“TM  region”

“TM  region”

PML

“TM  region”

PML

PMA

“TM  region”

PMA

“TM  region”

단백질 아미노산 서열의 분석Fig. 3. Pma, Pm1 hydrophobic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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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유전자의 발현 벡터 및 균주의 제조. AAD

실험방법(1)

유전자의 발현 벡터를 제조하기 위하여 벡터에 클로닝AAD pGEM T Easy

된 pma, pm1 유전자를 각각 NdeI-HindIII, NdeI-Bam 제한 효소로 절단하여HI

대장균용 외래유전자 발현 벡터인 로 삽입하여 과pET28C pET-pma-N

을 제작하였다 또한pET-pm1-N . pm1 유전자의 경우, NcoI-Xho 제한 효소로I

절단한 후 로 삽입하여 를 제작하였다 제작된 각pET28C pET-pm1-C (Fig. 4).

플라스미드를 재조합 단백질 생산 전용 대장균 숙주인 E. coli 내로 도입하여BL21

pma, pm1 유전자의 발현 시스템을 제조하고 로 명명, Pma-N, Pm1-N, Pm1-C

하였다.

Fig. 4. P. mirabilis 유래 유전자의 발현벡터AAD

실험 결과 및 토론(2)

pma, pm1 유전자 발현을 위한 발현 벡터인 과 은pET-pma-N pET-pm1-N

각각의 효소의 아미노 말단에 개의 이 부착되도록 설계되어졌AAD 6 histidine tag

으며 한편 은 의 카복실 말단에 이 부착되도록 설, pET-pm1-C Pm1 histidine tag

계되어졌다 각 제작된 발현벡터를 대장균 으로 형질 전환하여 재조합. BL21(DE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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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주들을 제조하였다.

pma, pm1 유전자의 발현벡터가 도입된 재조합 대장균 균주들을 12.1 mM

이 첨가된 한천배지에 도말하여 하룻밤 배양한 후 자란 균체에phenylalanine , 10%

FeCl3 용액을 점적하여 효소의 활성 유무를 정성적인 방법amino acid deaminase

으로 조사하였다 (Duerre et al., 1975) 에서 보인바와 같이 대조구인 발. Fig. 5

현벡터 가 도입된 균주에서는 어떠한 색깔의 변화가 관찰되지 않는 반면pET28C ,

가 도입된 균주에서는 녹색으로 색깔pET-pma-N, pET-pm1-N, pET-pm1-C

이 변하는 것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색 변화는 효소의 작. amino acid deaminase

용에 의해 배지중에 첨가된 이 로 변환되어 일어phenylalanine phenylpyruvic acid

나는 현상으로 이 결과는 상기 재조합 균주들에서 활성형의, amino acid

효소들이 정상적으로 발현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정확한 비교가 어려운deaminase .

정성적인 실험 결과이기는 하지만 가 도입된 대장균, pET-pm1-N, pET-pm1-C

균주에 비해 이 도입된 대장균 균주가 확연한 색 변화를 보이는 것으pET-pma-N

로 관찰되었으며 이는 두 유전자의 발현량이나 효소활성의 차이와 관계가 있, AAD

을 것으로 추정되어 졌다.

발현 균주의 선별Fig. 5. Pma, Pm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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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의 발현 특성 분석3. AAD

가 유전자의 발현. AAD

실험방법(1)

pma, pm1 유전자의 발현을 정량적으로 분석하기 위하여, pET-pma-N,

유전자가 도입된 재조합 균주의 단일 콜로니를 항생pET-pm1-N, pET-pm1-C

제를 포함하는 배지 에 접종하여 하룻밤 전배양 한 후 동일한 배지LB (3 ml) ,

에 이식하여 본 배양을 수행하였다 균체의 성장이100 ml . OD600 정도에0.6~0.8

도달하였을 때 를 최종농도 이 되도록 첨가한 후, IPTG 1 mM pma, pm1 유전자의

발현을 시간 동안 유도하였다 배양한 균체를 원리분리 방법으로 회수하여4 . 50

에 재현탁한 후 초음파 파쇄법으로 균mM potassium phosphate buffer (pH 7.0)

체를 파쇄하였다 균체 파쇄액을 에서 분 동안 원심 분리하여. 13,000 rpm 30

상등액 과 으로 분리하였다soluble fraction ( ) insoluble fraction (pellet) (Geueke

et al., 2003, Lavermicocca et al., 2000).

단백질의 세포막성을 조사하기 위하여 상기 세포파쇄액의Pma, Pm1 soluble

을 에서 시간 동안 초원심분리하여 세포질 상등액fraction 100,000 g 6 fraction ( )

과 으로 분리하여 및 효소 활성을 분석membrane fraction (pellet) SDS-PAGE

하였다.

의 활성은 효소 용액 와Amino acid deaminase 200 l 10 mM L-μ

를 혼합하여 에서 분간 반응시킨 후phenylalanine 300 l 37 10 1% FeClμ ℃ 3 용

액 를 첨가하여 초 이내에 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500 l 90 630 nm . Aminoμ

의 효소 활성은 분 동안에 단백질 에 의해 생성된acid deaminase 1 1 mg

의 로 정의하였다phenylpyruvic acid mole .μ

실험 결과 및 토론(2)

재조합 균체들의 배양 파쇄액의 단백질 패턴을 를 통하여 분석하SDS-PAGE

였다 에서 보인바와 같이 와 이 도입된 재조. Fig. 6 , pET-pma-N pET-pm1-N

합 균주의 에서 대조구 와 다른 새로운 단백질이total cell lysate (T) (pET28C)



55

고발현되어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 흥미롭게도 아미노산. Pma (473 ), Pm1 (459

아미노산 단백질의 예상 크기가 각각 와 비해) 52.7 kDa, 51.2 kDa SDS-PAGE

분석에서는 오히려 단백질이 다소 큰 것으로 관찰되었다Pm1 .

한편 발현된 단백질의 많은 양이 에서 확인, Pma, Pm1 insoluble fraction (I)

되었으며 등 다양한 온도에서 유전자의 발현을, 30 , 25 , 18 pma, pm1℃ ℃ ℃

유도하는 실험을 수행하였지만 그 결과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Fi.g 6).

와 발현 벡터 시스템에서Fig. 6. pET (A) pMal-c2x (B) pma 와

pm1 외래단백질 발현의 분석SDS-PAGE

T: total cell lysate, S: soluble fraction, I: insoluble fraction, C: cytoplasmic

fraction, M: membrane fraction

(A) lane 1: E. coli/pET28c, lane 2: E. coli/pma-N, lane 3: E.

coli/His-pm1-N

(B) lane 1: E. coli/pMal-c2x, lane 2: E. coli/pMal-pma



56

나 단백질의 세포막성 발현. Pma, Pm1

실험방법(1)

단백질의 세포막성을 조사하기 위하여 상기 세포파쇄액의Pma, Pm1 soluble

을 에서 시간 동안 초원심분리하여 세포질 상등액fraction 100,000 g 6 fraction ( )

과 으로 분리하여 및 효소 활성을 분석membrane fraction (pellet) SDS-PAGE

하였다.

의 활성은 효소 용액 와Amino acid deaminase 300 l 10 mM L-μ

를 혼합하여 에서 분간 반응시킨 후phenylalanine 200 l 37 10 1% FeClμ ℃ 3 용

액 를 첨가하여 초 이내에 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500 l 90 630 nm . Aminoμ

의 효소 활성은 분 동안에 단백질 에 의해 생성된acid deaminase 1 1 mg

의 로 정의하였다phenylpyruvic acid mole (μ Beers et al., 1952, Drechsel et

al., 1993).

실험 결과 및 토론(2)

단백질의 아미노산 서열 분석에서 아미노 말단부위에서 전형적인Pma, Pm1

이 발견되었다 이는transmembrane region (Fig. 3). P. mirabilis 유래 효AAD

소들이 세포막성 단백질임을 강력하게 시사한다 재조합 대장균에서 생산된. Pma,

단백질이 또한 세포막성인지를 조사하기 위하여 각 재조합 균주 세포 파쇄액Pm1

의 으로부터 세포질 과 을 분리하여soluble fraction fraction membrane fraction

로 분석하였다 그 결과 에 보이는 바와 같이 단백SDS-PAGE . , Fig. 6 Pma, Pm1

질은 재조합 대장균에서 세포막성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분석과 일치하는 결과로 효소의 활성은SDS-PAGE amino acid deaminase

모두 에서만 검출되었다Pma, Pm1 membrane fraction (Table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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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분획별 효소 활성 측정Table 2. AAD

E. coli strain
Phenylalanine deaminase activitya

Soluble fraction Cytosol membrane

Pma-N 9.26 ND 88.27

Pm1-N 5.66 ND 60.56

ND, not detected;

a, PPA production g per mg proteins per min.μ

다 단백질의 정제. Pma, Pm1

실험방법(1)

배양이 끝난 재조합 대장균 균체를 원심분리법으로 회수하여 50 mM

으로 재현탁하고 방법으potassium phosphate buffer (pH 7.0) , ultra-sonication

로 파쇄하여 를 준비하였다 혹은total cell lysate . Ni-NTA spin column

을 이용하여 단백질의 정제를 수행하였으며Ni-NTA agarose resin Pma, Pm1 ,

자세한 과정은 에 나타내었다Fig.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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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rvest 

Sonication

Total  Cell  Lysate (T)

Using  Ni-NTA  spin  column Using  Ni-NTA  Agarose resin

Flow  through (F)

Wash (W)

Elution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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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sh (W)

Elution (E)

Harvest 

Sonication

Total  Cell  Lysate (T)

Using  Ni-NTA  spin  column Using  Ni-NTA  Agarose resin

Flow  through (F)

Wash (W)

Elution (E)

Flow  through (F)

Wash (W)

Elution (E)

재조합 대장균에 의해 생산된Fig. 7. 효소 단백질의 정제 모식도Pma, Pml

실험 결과 및 토론(2)

단백질에 아미노 말단 혹은 카복실 말단에 부가된 을Pma, Pm1 histidine tag

이용하여 혹은 을 이용하여 재조Ni-NTA spin column Ni-NTA agarose resin

합 대장균에서 생산된 효소 단백질의 정제를 시도하였다 각 정제 단계Pma, Pm1 .

단백질 시료중에 효소의 존재를 와Pma, Pm1 SDS-PAGE amino acid

효소 활성 검사로 분석하였다deaminase . Ni-NTA spin column, Ni-NTA

을 이용하여 단백질은 비교적 간단한 과정을 거쳐 높은agarose resin Pma, Pm1

순도로 정제가 가능하였다 과 는 각각 과. Fig. 8 Fig. 9 Ni-NTA spin column

을 이용하여 단백질의 정제 결과를 나타내었Ni-NTA agarose resin Pma, Pm1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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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이용한 효소단백질의 정제 및 활성검사Fig. 8. Ni-NTA spin column Pma, P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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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pET28C, 2: Pml, 3: Pma, 4: Pml-C-his)

을 이용한 효소단백질의 정제 및 활성검사Fig. 9. Ni-NTA agarose resin Pma, P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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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정제한 단백질은 효소 활성을 보, Pma, Pm1 amino acid deaminase

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효소(Fig. 8, 9). amino acid deaminase

는 조효소인 가 비공유결합으로 결합된 의FAD homodimer (2 FADs-2 AADs)

형태로 기능을 하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다 (Dym et al., 2001, Moustafa et al.,

2006) 따라서 정제 과정중에 조효소가 소실되었을 가능성을 고려하여 대조. , FAD

군인 발현벡터 를 포함하는 재조합 대장균의 세포파쇄액을 첨가해pET28C amino

활성을 조사하였으나 및 의 효소 활성을 회복되지 않았acid deaminase , Pma Pm1

다.

라 효소 활성을 위한 세포막 구조의 중요성. Pma, Pm1

실험방법(1)

의 효소 활성을 위해 세포막구조의 중요성Pma, Pm1 amino acid deaminase

을 알아보기 위하여 먼저 을 최종농도 로 처리하여Triton X-100 1% Pma, Pm1

단백질을 분리한 후 효소 활성을 분석하였다 자세한 실험 방법은 에. Fig. 10 (A)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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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소단백질에 의 처리 및 효소활성 분석Fig. 10. Pma, Pml Triton X-100 (A) (B)

처리 각 단계의 효소활성 유무는 로 표시(Triton X-100 O, 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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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 결과 및 토론(2)

효소 활성에 대한 세포막 구조의 중요성을 알아보기 위해Pma, Pm1 Triton

을 처리하여 세포막 지질로 단백질을 분리하여 효소활성을 조사X-100 Pma, Pm1

한 결과 에 보인 바와 같이 모두 효소 활성을 상실하는 것, Fig. 10 (B) Pma, Pm1

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를 부가해주었을 때 대장균에서maltose binding protein (MBP)

외래단백질은 으로 발현되는 경향이 높아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soluble fraction .

의 발현에 대한 의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발현Amino acid deaminase MBP pMal

벡터를 이용하여 pma 유전자를 대장균에서 발현하였다 (pMal-pma).

이 도입된 대장균 보다는pET-pma-N (26.2 mg PPA mg cell dry weight/min)

다소 낮았지만 여전히 높은 활성의 효소 활성이, amino acid deaminase

발현 벡터가 도입된 재조합 대장균 균주에서 확인되었다pMal-pma (18.3 mg

에 의한 영향으로 에서 보인바와PPA/mg cell dry weight/min). MBP Fig. 6 (B)

같이 상당히 많은 양의 단백질이 재조합 대장균의 으로 생산되는cytosolic fraction

것이 확인되었지만 효소 활성은 지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

효소의 활성 분석4. Pma, Pm1

가 기질 특이성.

실험방법(1)

효소 용액 와 각Amino acid deaminase 200 l L-amino acid (10μ

를 혼합하여 에서 분간 반응시킨 후mM) 300 l 37 10 1% FeClμ ℃ 3 용액 500 μ

를 첨가하여 초 이내에 생성된 의 양을 에서 흡광도로 측l 90 -keto acid 630 nmα

정하였다 의 효소 활성은 분 동안에 단백질 에 의. Amino acid deaminase 1 1 mg

해 생성된 의 양 으로 정의하였다-keto acid ( mole) .α 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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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 결과 및 토론(2)

Proteus rettgeri에는 기질 특이성이 상이한 두 개의 amino acid deaminase

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고되어졌다 하나는 방향족성 아미노산들에 높은 특이성을-

보이는 반면 다른 하나는 비방향족 아미노산들에 높은 특이성을 보인다 또한[3].

P. myxofaciens 유래의 한 는 방향족성이고amino acid deaminase , P. vulgaris

유래의 한 는 비방향족성 인 것으로 보고 되었다amino acid deaminase (DadA)

(Takahashi et al., 1997) 상기 아미노산 서열의 상동성 분석 결과 은. , Pma1

와 의 매우 높은 유사성을 보인 반면 는 와 상대적으로 매우DadA 91% , Pma DadA

낮은 의 유사성을 보였다 한편 와 간의 아미노산 상동성도 로58% . , Pma Pm1 56%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 결과는 두 와 이 서. amino acid deaminases Pma Pm1

로 다른 기질 특이성을 지니며 구체적으로 는 방향족성 은 비방향족성, Pma , Pma1

일 가능성을 시사한다 개의 들을 기질로 사용한 효소 활성 조사. 20 L-amino acid

에서 예상한 대로 와 는 서로 다른 기질 특이성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Pma Pm1

다 는 에 가장 높은 활성을 보이는 데 반해. Pma phenylalanine, leucine, arginine

은 에 높은 활성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Pm1 histidine, arginine, glutamate

본 연구의 목적인 의 생산을 촉매하는 반응인(Table 4). phenyllactic acid

에 대한 탈아미노 효소 활성은 가 에 비해 약 배 정도 높phenylalanine Pma Pm1 5

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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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P. mirabilis 유래 의 기질 특이성AAD

Amino acid
AAD(% activity)

Pma Pm1

Ala 0.6 4.5

Arg 28.2 25.6

Asn 0.0 2.6

Asp 10.9 1.3

Cys 1.9 4.5

Gln 1.3 2.6

Glu 0.6 17.9

Gly 1.3 3.8

His 0.0 50.0

Ile 2.6 3.2

Leu 41.7 3.8

Lys 1.9 3.8

Met 16.7 1.3

Phe 100.0 23.1

Pro 3.2 7.1

Ser 1.3 1.9

Thr 0.0 6.4

Trp 3.2 5.1

Tyr 0.6 4.5

Val 1.3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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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Enzyme kinetics

각 가 가장 높은 활성을 보이는 를 기질amino acid deaminase L-amino acid

로 사용하여 와 의 를 조사하Pma (L-phenylalanine) Pm1 (L-histidine) kinetics

였다 실험 결과 의. Pma Km과 Vmax는 각각 과8.66 (mM) 0.93 ( mol/min mg)μ

이었고 의, Pm1 Km과 Vmax는 각각 과 이었다4.96 (mM) 1.09 ( mol/min mg) .μ

한편 의 생성에 필요한 에 대한 를 조사하였을PLA phenylalanine enzyme kinetics

때 는 에 비해 높은 효소 활성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Pma Pm1 (Fig. 11).

와 의Fig. 11. Pma Pm1 enzyme kinetics

(Pma: open circle, Pm1: closed cir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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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생산5. Phenylpyruvic acid

에 대해 높은 활성을 보이는 효소를 이용하여Phenylalanine Pma

의 생성을 를 이용하여 직접적으로 확인하였다 효phenylpyruvic acid HPLC . Pma

소용액 를 와 혼합하여 에서 분간200 l 10 mM phenylalanine 300 l 37 10μ μ ℃

반응한 후 하여 효소용액중의 불순물을 제거한 후 를filteration (0.22 m) HPLCμ

수행하였다 분석을 위해. HPLC Eclipse XDB-C18 column (4.6x150 mm, 5 μ

과 를 용매로 사용하였다m) Acetonitrile:water/0.1% formic acid (6:4) (Agilent

분석결과 효소용액과 을 반응시Technologies, HPLC 1200). , Pma phenylalanine

킨 용액에서 새로운 물질의 생성 검출되었으며 분석을 통하여(Fig. 12), LC/MS

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효소반응에phenylpyruvic acid (PPA) (Fig. 13).

의해서 생성된 를 최종적으로 로 전환 시키기 위해서는 사료에 를PPA PLA PPA

로 전환시키는 효소로 알려진 활성을 갖고PLA phenylpyruvate dehydrogenase

있는 유산균을 같이 첨가해 주는 것이 효율적일 것으로 추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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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분석Fig. 12. PPA HPLC

Phe: phenylalanine standard,

PPA: phenylpyruvic acid standard,

Phe+pET: E. coli/pET28c + phenylalanine,

효소용액Phe+Pma: Pma + phenylalanine

의 분석Fig. 13. PPA LC/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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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Bacillus megaterium을 이용한 pma 발현 시스템의 개발

실험방법(1)

Bacillus megaterium에서 pma 유전자를 발현하기 위한 발현 벡터의 제작과정

은 다음과 같다 방법으로 하기의 를 사용하여 유전자를 증폭하였. PCR primer pma

다 증폭된 단편을 벡터로 클로닝을 염기 서열을 확인한 후. DNA pGEM T Easy ,

제한효소로 절단하고BamHI-SphI B. megaterium-E. coli 인shuttle vector

으로 삽입하여 발현벡터인 를 제작하였다pWH1520 pWHpma (Fig. 14).

B. megaterim으로 pma 발현벡터 는 방법을 이용하여 도pWHpma protoplast

입되었다 의 에 와 을 첨가. B. megaterium protoplast DNA 10 l PEG-P 1.5 mlμ

한 후 상온에서 분간 반응하였다 를 첨가하고 원심분리를2 . SMMP buffer 5 ml

수행하여 을 회수한 후 에 재현탁하여 에서pellet SMMP buffer 500 l 37 90μ ℃

분간 으로 교반하였다 반응액을 로 식힌 과100 rpm . 43 CR5-Top agar 2.5 ml℃

섞어 항생제 이 함유된 배지에 부어 굳힌 후tetracycline (10 g/ml) LB 37μ ℃

에서 배양하여 형질전환체 선별하였다overnight .

형질전환 재조합 B. megaterium에서 pma 유전자의 발현을 유도하기 위하여

균체를 이 함유된 배지 에서 전배양한 후 동일tetracycline (10 g/ml) LB 3 mlμ

한 배지 에 농도로 이식하여 본배양을 실시하였다50 ml 1% . OD600 부근에서0.4

를 첨가하여 유전자의 발현을 유도하였다xylose (0.5%) pm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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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Fig. 14. B. megaterium 발현벡터 의 유전자 지도 와pWH1520 (A) pma 발현

벡터의 제작 과정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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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 결과 및 토론(2)

안전한 미생물인 Bacillus megaterium을 숙주로 이용한 pma 유전자의 발현

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하여 B. megaterium-E. coli 에shuttle vector pWH1520

유전자가 도입된 을 제작하였다 를pma pWHpma . pWHpma B. megaterium으로

형질전환하여 재조합 균주를 제조한 후 유전자의 발현 여부를 조사하였다 그pma .

결과 에 보인 바와 같이 가 도입한 재조합 균주의 세포파쇄액에, Fig. 15 pWHpma

서 대조구 에는 존재하는 새로운 단백질이 생성되는 것을 확인할 수(pWH1520)

있었다 하지만 세포파쇄액을 과 으로 분획하였. soluble fraction insoluble fraction

을 때 생산된 대부분의 재조합 단백질이 에 존재하는 것으, Pma insoluble fraction

로 확인되었다 일치하는 결과로 상기 세포 파쇄액에서 효. amino acid deaminase

소 활성은 검출되지 않아, B. megaterium에서 발현된 는 모두 비활성형인 것Pma

으로 판단되었다.

Fig. 15. B. megaterium에서의 pma 유전자의 발현

T, total cell lysate; S, soluble fraction; I, insoluble fraction

1, B. megaterium/pWH1520; 2, B. megaterium/pWHpma



72

활성형의 생성을 유도하기 위하여Pma pma 유전자의 발현을 다양한 온도와

에서 유도하였으나 여전히 단백질은 비활성형의 에서 확pH Pma insoluble fraction

인되었다 (Fig. 16).

Fig. 16. B. megaterium에서의 pma 유전자의 발현에 대한 온도의 영향pH,

M, size marker; P, pMM-sacB-His (37 C, pH 7);

N, pMM1525 (37 C, pH 7);

T, total cell lysate; S, soluble fraction; I, insoluble fr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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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및 토론7.

Proteus mirabilis 유래의 두 유전자amino acid deaminase pma와 pm1의

대장균 발현 시스템이 구축되어 활성형의 효소가 대량 생산되었다 대Pma, Pm1 .

장균에서 활성형의 효소는 세포막성인 것으로 확인되었고 세포막 구조Pma, Pm1 ,

는 와 의 효소 활성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사료되어 졌다 아Pma Pm1 .

울러 의 세포막 구조는 이들 효소 단백질의 정제를 저해하는 요인으로Pma, Pm1

작용하였다.

는 을 비롯한 방향족성 아미노산들에 높은 효소 활성을 보Pma phenylalanine

이는 반면 는 을 비롯한 비방향족성 아미노산에 높은 활성을 보이는, Pm1 histidine

것으로 나타났으며 는 에 대해 각각 과, Pma phenylalanine 8.66 (mM) 0.93 (μ

의mol/min mg) Km과 Vmax를 은 에 대해 각각 과, Pm1 histidine 4.96 (mM) 1.09

의( mol/min mg)μ Km과 Vmax를 보였다.

의 작용에 의하여 으로부터 의 전Pma phenylalanine phenyllactic acid (PLA)

구물질인 가 생성되는 것이 확인되었으며 이는 상기phenylpyrivic acid (PPA) ,

효소가 를 로 전환하는amino acid deaminase PPA PLA phenylpyruvate

효소 활성을 지닌 유산균과 함께 생산 공정 개발에 효율적으dehydrogenase PLA

로 활용될 수 있음을 나타낸다.

아울러 보다 안전한 미생물인 Bacillus megaterium을 이용하여 효소를Pma

대량 생산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구축된. B. megaterium 시스템을 이용하

여 효소의 생산은 양호하게 이루어졌으나 불운하게도 생산된 효소는 비Pma , Pma

활성인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이는 아마도 그램 음성 양성 세균의 생리적 차이에, ,

기인하는 것으로 사료되어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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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절 항균성 유기산 함유 사료첨가제 개발2 .

연구목적1.

정부의 규제가 강화되었으며 배합사료에 혼합할 수 있는 항생제 종류를 종에서 종53 25

으로 대폭 축소하였으며 항생제 사용량은 최근 년간 수준으로 매년 감소하는 추세이, 3 18%

다 이로 인한. 항생제에 대한 사용절감은 병원성세균 질병발병율 증가 폐사율 증가, , ,

생산성 하락 등으로 농가소득 감소를 초래할 수 있다.

항생제 대체제로서 유기산제 면역증강제 생균제 필수오일 등 가축 건강증진, , ,

관련 대체물질등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특히 대표적인 기능성 유기산 중,

는 몇몇의 독소를 가지고 있는 곰팡이뿐만 아니라 그람 양성 음phenyllactic acid ,

성 병원성세균 등에 항균능력을 보유하는 것으로 나타나 최근에 산업적으로[6,7]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지금까지 항생제 대체물질 연구에 대한 과학적 자료는 매우 미미하고 산업화에 따른 근,

거자료가 절대 부족한 현실에서 점차적으로 항생제 대체후보물질인 유기산제제의 효능 작용,

기전 및 산업화를 위한 연구가 필요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형질전환체의 대양배양 공정 최적화를 통하여 항균능력,

이 우수한 유기산인 를 대양생산하고 성장촉진 증체율 산란율phenyllactic acid ( ), ,

사료효율 병원성세균억제능 등이 기존항생제보다 우수한 항균성 유기산이 함유된,

항생제 대체 사료첨가제를 개발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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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소 대량 생산 최적화2.

가 효소 대량 배양 최적화.

실험 방법(1)

형질전환체의 효소를 대량으로 생산에 있어서 P. mirabilis 유래 탈아미노화효소 pma

유전자 발현벡터를 포함하는 재조합 균주가 최적으로 배양할 수 있는 배지를 선정하기 위하

여 kanamycine 이 함유된 배지 에 접종하고 에서 내지50 / LB 10 mL 37 12㎍ ㎖ ℃

시간 교반 배양기에서 배양한 후 이를 다시16 , kanamycine 이 함유된50 /㎍ ㎖ LB,

및 배지들에 이동접종하여 시간 배양하여 균체 최적 성장 배지TB, TYGPN, SOB SOC 24

를 검토하였다 시간 간격으로 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여 균성장이 우수(Table 4). 1 600 nm

한 배지로 결정하였다 이후 결정된 최적생육 배지 조건하에서 코바이오. 5 L jar fermentor(

텍 한국 를 이용하여 대량배양을 실시하였으며 배양 중 배양액의, ., Working volume 3 L ,

균성장을 측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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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지 최적화시에 사용된 배지Table 4.
배 지 배 지 조 성

Luria-Bertani
medium
(LB)

Bacto-tryptone 10 g
Bacto-yeast extract 5 g
NaCl 10 g
위 성분 의 증류수에 녹인 후 를 로 맞추기 위해950 ml pH 7

를 첨가 약 하고 증류수로 로 채운다음NaOH ( 200 l) 1 literμ
한다autoclave .

Terrific Broth
medium
(TB)

Bacto-tryptone 12 g
Bacto-yeast extract 24 g
glycerol 4 ml

의 증류수에 녹인 후 한다 사용하기 직전에900 ml autoclave .
를phosphate buffer(0.17 M KH2PO4, 0.72 M K2HPO4) 100

첨가한 후 사용한다ml .

TYGPN medium

Tryptone 20 g,
Yeast Extract 10 g,
Sodium Phosphate(dibasic) 5 g
Potassium Nitrate 10 g
위 성분 의 증류수에 녹인 후 를 이용하여1000 ml NaOH pH
를 로 맞춘다7 .

SOB medium

bacto-tryptone 20 g
bacto-yeast extract 5 g
NaCl 0.5 g

의 증류수에 녹인 후 를 첨가하고950 ml 250 mM KCl 10 ml
를 이용하여 를 로 맞춘 다음 증류수로 까지NaOH pH 7 1 liter

채우고 한다 사용하기 직전에 멸균한autoclave . 20 mM
를 첨가하여 사용한다MgCl2 .

SOC mediim

Bacto-tryptone 20 g
Bacto-yeast extract 5 g
NaCl 0.5 g

의 증류수에 녹인 후 를 첨가하고950 ml 250 mM KCl 10 ml
를 이용하여 를 로 맞춘 다음 증류수로 까지NaOH pH 7 1 liter

채우고 한다 사용하기 직전에 멸균한autoclave . 20 mM
와 첨가하여 사용한다MgCl2 20 mM glucos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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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 결과 및 토론(2)

형질전환체의 효소를 대량으로 생산하기 위하여 P. mirabilis 유래 탈아미노화효소 pma

유전자 발현벡터를 포함하는 재조합 균주의 최적 배양배지를 선택하기 위하여 LB, TB,

및 배지를 사용하여 배양한 결과 및 배지는 균성장TYGPN, SOB SOC TYGPN, SOB SOC

에 차이가 없었으나 그 중에서 배지가 균성장에 가장 우수하여 최적의 배지로 선정하였TB

다 재조합 균주를 배지에서의 를 그래프로 나타낸 결과 시간 이후로 급. TB growth curve 3

격하게 증가되었으며 시간째 로 도달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실9 stationary phase (Fig. 17).

험 결과 균이 로 도달하였을 경우에 균수가 가장 많이 존재한다고 보았을stationary phase

때 발현유도가 시작하는 것이 가장 많은 효소를 얻을 수 있다는 판단아래 시간째 발현 유10

도물질을 첨가하기로 결정하였다.

배지에서의Fig. 17. TB E. coli 의 성장 곡선p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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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효소 발현 유도 최적화.

실험 방법(1)

유전자 발현의 발현유도물질의 농도와 발현유도시간을 결정하기 위하여 또한 발현유도

시간을 정하기 위하여 재조합 균주의 단일 콜로니를 항생제를 포함하는 배지LB (30

에 접종하여 하룻밤 전배양 한 후ml) , 를 이용하여5 L jar fermentor working

으로volume 3 L 배지에 접종하여 에서 본 배양하여 효소TB 1% 200 rpm, 37 ℃

발현 유도 최적화를 검토하였다. 발현유도물질의 농도의 경우에는 대신에 산업적IPTG

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를 사용하여 농도 범위에서 최적의 농도를lactose 0, 0.1, 1, 2%

측정하였고 발현유도시간의 경우에는 를 첨가한 후부터 시간 조건하에서lactose 3, 6, 9, 12

효소활성을 측정하여 결정하였다.

실험 결과 및 토론(2)

최적 발현 시간을 결정하기 위해서 균이 로 도달하고 시간 지난 다음stationary phase 1

발현유도물질인 를 농도별 첨가하였다 발현유도물질인lactose . IPTG(isopropyl-beta-D

thiogalactopyranoside) 대신 산업용으로 쓰이고 있는 를 사용하였고 최적의lactose

농도를 정하기 위하여 조사한 결과 이상 를 첨가하였을 경우 효소활성lactose 0.1% lactose

이 이상 나타났다 특히 효소 생산성을 비교해 볼때 농도보다 적39 unit/ . 1, 2% lactose㎖

은 농도인 농도에서도 효소 활성이 가장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0.1% lactose (Table 5).

또한 발현유도시간을 정하기 위하여 를 첨가한 후부터 시간별로 효소활성을 측, lactose

정한 결과 로 배양하였을 경우에는 시간때에 효소활성이 가장 우수하였Erlenmyer flask 12

으나 발효조에서 효소 생산하였을 경우 시간만에 효소활성이 으로 짧은50 L 6 42.7 unit/㎖

시간에 높은 효소생산능을 나타내었다 발현유도물질을 첨가 후 법을 사용(Table 6). Lowry

하여 생산된 단백질 함량을 측정하였다 발현유도 후 시간째 단백질 함량이 에서. 3 0.15% 9

시간째 로 증가하였으나 효소활성은 시간째 최대 활성을 보이다가 시간 이후로 효0.22% , 6 6

소활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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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The deaminase activities of cell lysate from transformant pma for
lactose concentration

Lactose concentration (%) Deaminase activity (unit/ )㎖

0 8.8

0.1 39.9

1 39.5

2 36.5

After the cultivation was carried out at 37 for 10 hour in TB broth, the various℃
concentration of lactose solution was put into the culture broth and the cultivation was
continued for induction of enzyme expression for 8 hour.

Table 6. The deaminase activities of cell lysate from transformant pma for
indution time

Induction time (hr) Deaminase activity (unit/ )㎖

3 40.5

6 42.7

9 36.4

12 35.3

After the cultivation was carried out at 37 for 10 hours in the TB broth, the℃
0.1% lactose solution was put into the culture broth for induction of enzyme
expre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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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전환 공정 확립3.

가. 기초시험Small scale

실험 방법(1)

Kanamycin 이 함유된 배지 에 접종하고 에서 내지50 / TB 3 L 37 12㎍ ㎖ ℃

시간 교반 배양기에서 배양한 후 이를 다시 이 함유된16 , kanamycin 50 /㎍ ㎖ 500

이상의 대형발효조에서 으로 배지을 사용하여 를 로L 300 L working volume TB pH 7.2

조정하고 에서 배양하였다37 .℃

고정화 효소는 고정화 담체에 물리적인 흡착법으로 얻었다 대량 확보된 조효소 에. 1 ㎖

고정화 담체 에 첨가하여 에서 시간 방치한 후 초순수 로 세정agarose 200 4 2 , 250㎎ ℃ ㎖

하여 고정화 효소로 만들어 사용하였고 고정화하지 않은 조효소와 효소활성을 비교하였다.

실험 결과 및 토론(2)

대형발효조에서 시간 배양한 후 를 첨가하여 시간동안 발현유도하고 생12 0.1% lactose 6

물전환 공정을 수행하여 얻은 용출액을 각각 고액분리기를 이용하여 에7,000 rpm

서 분간 분리하여 상등액을 제거하였다 얻어진 각 단백질 에10 . pellet 10 mM

가 첨가된 용액를 가하여 혼합한 후 초음파 분EDTA 100 mM phosphate buffer

쇄기 로 에서 약 분 동안 분쇄(Sonics, USA) 3 kHz 1~2 시켜 조효소액을 대량 확보하

였다.

는 와 가 결합한 단위체Agarose D-galactose 3,6-anhydro-L-galactose -1, 4β

가 반복하여 결합으로 연결된 직쇄구조로 되어 있으며 겔 형성능이(agarobiose) -1, 3α

강하여 고정화 담체로써 세포나 효소에 널리 사용되고 있어 고정화 담체로 를 사용agarose

하기로 결정하였으나 에 조효소액을 고정화한 담체와 고정화하지 않은 조효소액을, Agarose

동일한 조건으로 반응시킨 결과 고정화시에 효소활성이 급격히 저하되는 것으로 나타나 고

정화하지 않은 조효소액을 사용하기로 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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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생산조건. Scale up

실험 방법(1)

최적생물전환반응기 선정을 위하여 반응기의 형태 용량 및 유체 흐름 등을 고려하여 반,

응기를 선정하였다.

배양액을 각각 고액분리기를 이용하여 에서 분간 분리하여 상등7,000 rpm 10

액을 제거하였다 얻어진 각 단백질 에 가 첨가된. pellet 10 mM EDTA 100 mM

용액를 가하여 혼합한 후 초음파 분쇄기 로phosphate buffer (Sonics, USA) 3

에서 약 분 동안 분쇄하였다 이를 다시 에서 분간 원심분kHz 1~2 . 10,000 rpm 15

리한 후 얻어진 단백질에 포스페이트 완충용액을 첨가하였다 효소 단백, 100 mM .

질의 활성을 확인하기 위해 상기 단백질 용액 에 페닐알라닌, 1 2%(w/v)㎖

을 기질로서 를 첨가하여 에서 시간 동안 효소반응을 수(Sigma, USA) 1 37 50㎖ ℃

행하였다 로 반응을 종결시키고. 3N NaOH 1 UV spectrophotometer(Thermo,㎖

를 이용하여 흡광도USA) (A320 를 측정하였다) .

실험 결과 및 토론(2)

생물전환 반응기는 수평형이 아닌 수직형 반응기를 선정하였고 형태는 순상을 사flow

용하였으며 반응기의 총부피는 로 결정하였다200 L .

기질 에 대한 조효소액의 생산성을 조사하기 위해 반응시간에 따phenylalanine

른 항균성 유기산의 생산량을 측정하였다 그 결과 기질 대비 생산된 유기산의 수.

율(YP/S 은 로 나타내었다 본 수율은 등 이 생산한) 0.2 (Fig. 18). Yoshihro (1996)

생산수율보다 배 이상의 우수한 결과를 나타내었다PLA 1.7 .

실제대량생산 조건에서 생산성이 최대가 되는 기질농도는 최적 반2% phenylalanine,

응시간은 시간이었다 산업용 기질 선정을 위하여 및20 . phenylalanine, tyrosine

현진그린밀 한국 등의 아미노산으로부터 항균성 유기산 생물전환율을 조사한tryptophan( , )

결과 이 다른 기질보다 우수한 것으로 나타나 산업용 기질로 을phenylalanine phenylalanine

사용하기로 결정하였다. proteus 유래 가 을 기질amino acid deaminase phenylalanin

로 하여 을 생성시킨 것을 확인함으로써 클로닝된phenylpruvic acid Proteus

mirabilis 유래 가 우수한 효소작용을 나타내는 것을 확인할amino acid deamin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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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었다. 이결과는 등 등 에서 보고된 연구 결과와Takahashi (1999), Duerre (1975)

유사한 결과를 나타내었다(Fig. 19).

효소반응에 의하여 생성된 페닐유기산량 측정Fig. 18.

Fig. 19. Proteus 유래 탈아미노화효소들의 기질특이성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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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정최적화Downstream

실험 방법(1)

생물전환된 항균성 유기산과 동량의 암모니아수를 혼합한 용액에 최종 농도가

다양한 을 첨가한 후 를 로 조정한 다음mono, di-, trivalent metal ion pH 8.5 10

분동안 반응시켰다 반응 후 원심분리하여 생성된 침전물을 회수하였다 회수된 침. .

전물을 로 를 으로 조정한 후 로 시간동안 추출하10 M formic acid pH 2.0 ethyl acetate 4

여 농축하고 초기 만큼 차 증류수에 현탁하여 로 분석하였다, volume 3 HPLC .

실험 결과 및 토론(2)

다양한 과 들이 결합하여mono, di-, trivalent metal ion -hydroxy acid compoundα

침전물을 형성하는 원리를 이용하여 에 다양한 을 첨가PLA mono, di-, trivalent metal ion

하였을때의 침전효과에 관하여 보고되어졌다 결과를 토대로 표준시약 와 생(Table 7). PLA

물전환된 항균성 유기산을 가지고 시험한 결과와 같이 CaCl2를 첨가하였을 경우가 침전율이

가장 높았고 침전된 상등액에 가장 적은 양의 가 검출되였다 따라서 생산된 항균유기PLA .

산의 회수를 위하여 CaCl2를 사용하게 되었다.

생물전환된 항균성 유기산과 동량의 암모니아수를 혼합한 용액에 최종 농도가 5%

CaCl2 을 첨가한 후 를 로 조정한 다음 분동안 반응시켰다 반응 후 원심분(w/v) pH 8.5 10 .

리하여 생성된 침전물을 이상 회수하였고 침전물을 로 열풍건조하여 경제성이 우90% 60℃

수한 회수공정을 확립하였다 그리고 항균성 유기산의 정량 분석을 위해서는. 10 M formic

로 를 으로 조정한 후 로 시간동안 추출하여 농축하고 초기acid pH 2.0 ethyl acetate 4 ,

만큼 차 증류수에 현탁하여 을 이용하여 항균 유기산의 유무를 확인한 결과volume 3 HPLC

및 가 동시에 검출되는 것으로 확phenyllactic acid, phenylpruvic acid phenylacetic acid

인되었다 이러한 최적화 방법을 종합하여 최적화된 공정을(Fig. 20). downstream Fig. 21

에서 모식도로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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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액에서 다양한 미네랄들의 영향Table 7. 5% Ammonium PLA salt
Metal salt

PLA remaining in the

supernatant solution (%)

None 100

CaCl2 4.0

SnCl2 33.2

Al2(SO4)3 · 16-18H2O 84.0

MnSO4 · 4H2O 75.4

FeSO4 · 7H2O 45.0

Fe2(SO4)3 · XH2O 87.0

CoSO4 · 7H2O 42.7

NiSO4 · 6H2O 51.6

Cu(NO3)2 · 3H2O 39.6

AgNO3 44.0

Zn(NO3)2 · 6H2O 45.8

Pd(NO3)2 69.5

효소반응에 의해서 생성된 유기산들에Fig. 20. 분석HPL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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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 모식도Fig. 21. Downst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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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전환을 통한 항균성유기산 대량생산 및 시제품제조5. PLA

아미노산 탈아미노화 효소를 생산하는 형질전환된 E. coli으로부터 탈아미노화

효소를 발효조에서 대량생산하였다 대량생산된 탈아미노화효소를1 M/T . 2 M/T

생물전환반응기에서 생물전환반응을 하여 항균유기산 을 대량생산하였다 대량PLA .

생산된 항균유기산 원료를 최적화된 부형제들과 혼합하여 최종적으로 함유 사PLA

료첨가제를 완성하였다 전체적인 생산공정의 모식도는 과 같다. Fig. 22 .

생물전환공정 모식도Fig.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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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종균배양.

탈아미노화 효소생산 E. coli 균주를 50 ppm kanamycin(Biobasic, USA),

이 들어있는 에서 활성화되도록25 ppm chloroamphenicol LB agar plate 37 12℃

시간이상 배양한 후 성장한 콜로니 을 에 접종하여 에서1 loop 1 L LB broth 37℃

시간동안 으로 진탕배양하였다 발효조에 총 부피가 가 되14 150 rpm . 50 L 30 L

도록 27 L solutiom (360 g tryptone, 720 g yeast extract, 120Ⅰ ㎖

과glycerol) 3 L solution (0.17 M NaHⅡ 2PO4, 0.72 M Na2HPO4 를 분리멸균)

하여 냉각 후 여과멸균된 을 용액와 함께 혼합하고 상기 배5% kanamycin 30 ㎖

지에 접종하여 에서 시간동안 진탕배양하였다37 12 .℃

나 유도배양. 500 L

실험 방법(1)

종균배양과 동일한 조성의 과 를 따로 멸450 L solution 50 L solutionⅠ Ⅱ

균한 후 발효조에 혼합하고 으로 진탕배양한 후 시간1 M/T 37 , 150 rpm , 1~3℃

째에 미리 멸균된 를 투입하고 시간동안30% lactose solution 2.5 L 8 37 , 150℃

으로 유도배양하였다rpm .

시간씩 간격으로 시간동안 배양하면서 배양액 씩을 취하였다 아미노산1 8 1 .㎖

탈아미노화 효소의 발현 양상을 확인하기위해 단백질 샘플 완충액 한5X (Bionics,

국 와 차 증류수를 첨가한 후 에서 내지 분간 중탕 가열하였다 이를) 3 100 10 15 .℃

에서 분 동안 원심분리하여 상등액을 취하였다 각 시간별로 시료의 발10,000 g 15 .

현양상을 확인하기 위해 SDS-PAGE(sodium dodecyl sulfate-polyacrylamide

를 수행하였다gel-electrophoresis) .

실험 결과 및 토론(2)

재조합 균체들의 배양 파쇄액의 단백질 패턴을 를 통하여 분석하SDS-PAGE

였다 그 결과 와 같이 시간에 따라 를 통하여 약 크기. Fig. 23 SDS-PAGE 50 Kd

의 탈아미노화 효소단백질 생산이 유도생산됨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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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

형질전환체 대조구(+) (-)

에 의한 탈아미노화 효소의 유도생산Fig. 23. Lactose

다 균체회수.

유도배양이 끝난 배양액을 으로 원심분리하여 균체를 회수500 L 5,000 rpm

하고 미리 멸균하여 준비한 에50 L 0.02 M sodium phosphate buffer(pH 7.0)

현탁하여 로 유지하였다4 .℃

라 세포파쇄.

산업용 균체파쇄기 영국 를 이용하여 로 형질전환 세포를 파(CSL, ) 10,000 psi

쇄하였다 파쇄된 세포 파쇄물을 조건에서 원심분리하였고 상등액을 회. 50 L 4 ,℃

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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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생물전환.

실험 방법(1)

용량의 생물전환반응기에 기질인 대상 대한민국2 M/T phenylalanine( , ) 25

을 에 용해시켜 멸균하였kg 0.02 M sodium phosphate buffer(pH 7.0) 1,000 L

다 멸균 후 온도를 로 냉각시킨 후 세포 파쇄물을 투입하였다 생물. 37 25 L .℃

전환 반응액을 으로 교반시키면서 생물전환 반응을 수행하였다150 rpm .

실험 결과 및 토론(2)

각 시간별로 시료를 샘플링하여 생산된 기능성 유기산인 phenylpyruvic acid

생산량을 조사하였다 그 결과 시간에 따라 의 생산량이 급격. phenylpyruvic acid

히 증가하였으며 시간째 최대생산량을 나타내었다, 10 (Fig. 24).

생물전환공정 시간에 따른 항균유기산 생산량의 변화Fig.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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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생산된 항균유기산들의 회수공정.

실험 방법(1)

반응이 끝난 반응액 에 의1,000 L 7 kg CaCl2을 투입하고 으로150 rpm 30

분간 충분히 혼합하였다 와 용액으로 를 로. 25% ammonia water 5 N HCl pH 8.5

조정하여 생산된 항균유기산들의 침전을 유도하였다 이때 침전된 항균유기산을.

으로 원심분리하였다 침전물을 로 열풍건조하여 건조물을 획득하5,000 rpm . 55℃

였다 회수된 건조물 을 녹인 후. 1.5 g 100 ㎖ 로 를 으로 조10 M formic acid pH 2.0

정한 후 로 시간동안 추출하여 농축하고 초기 만큼 차 증류수에 현ethyl acetate 4 , volume 3

탁하여 같은 함량의 표준시약 와 항균력 분석을 하였다phenyllactic acid (Fig. 25).

실험 결론 및 토론(2)

열풍건조하여 건조무게를 측정한 결과 회 생물전환반응에 씩 회 생1 6.75 kg 2

물전환 반응시켜 총 의 건조물이 생성되었다13.5 kg (Fig. 25).

획득된 건조물과 시약급 의 병원성균인phenyllactic acid salmonella

gallinarium에 대한 항균력을 조사한 결과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정상적으로

생산된 항균 유기산들의 회수가 우수하게 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획득된 건조.

물을 각 축종별 최적화된 부형제들과 사용하여 양돈 양계 사양시험을 위한, PLA

함유 항생제대체 사료첨가제 시제품을 완성하였다 완성된 시제품을 사용하여. PLA

시제품의 효능평가를 위하여 협동연구과제인 단국대학교에서 양돈 양계 사양시험,

에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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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제품 및 항균력 시험Fig. 25. PLA

결론 및 토론6.

항균성 유기산을 대량생산하기 위하여 효소 활성이 우수한 형질전환체인 Pma

를 사용하여 효소 대량 생산 최적화 생물전환공정 및 공정 등 대량, Downstream

생산시스템을 확립하여 대량생산하였고 용량의 생물전환으로, 500 L 2 M/T scale

에 성공하였다 효소 대량 생산을 위한 최적조건으로 배지가 균성장이 가장up . TB

우수하였고 에서 효소 활성이 가장 우수하였다0.1% lactose .

생물전환공정 최적조건은 발현유도 시간 시간째 으로 짧은 시간6 42.7 unit/㎖

에 높은 생산능을 나타내었으며 실제 대량생산 조건에서 생산성이 최대가 되는 기,

질농도는 최적반응시간은 시간으로 확인되었다2% phenylalaine, 10 .

공정으로 생산된 항균 유기산의 최대한의 회수를 위하여 다양한Downstream

들 중에서 침전율이 가장 높은mono, di-, trivalent metal ion CaCl2를 사용하여 침전을

유도하였고 침전물을 열풍건조하여 회수율을 측정한 결과 의 우수한 회수율을96%

보였다 대량생산된 항균성 유기산 가 적량 함유된 양돈 양계용. phenyllactic acid ,

시제품을 각각 제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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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절 항생제 대체를 위한 유기산 첨가에 따른 생산성조사3

최종생산물 안전성 평가1.

가 항균유기산의 선정.

실험 방법(1)

Phenyllactic acid(PLA), phenylpyruvic acid(PPA), phenylacetic acid(PAA),

등 유기산을 사로부터 구매하여indole lactic acid(ILA), indole acetic acid(IAA) Sigma

황색포도상구균인 Staphyococcus aureus 장독성 대장균인, enterotoxigenic E. coli, 가금

티프스 원인균인 Salmonella gallinarum 등 병원성세균에 대한 항균력을 조사하였다.

실험 결과 및 토론(2)

는PLA, PPA, PAA S. aureus, enterotoxigenic E. coli, S. gallinarum 등 시험에 사

용된 모든 병원성세균에 우수한 항균력을 나타내었다 특히 의 경우 를 로 조정함. PLA pH 5.5

에도 불구하고 S. gallinarum에 대하여 특이적으로 우수한 항균력을 나타내었다(Table 8).

또한 주관세부기관에서 개발한 형질전환체로부터 생산된 유기산을 기기분석을 통해, HPLC

분석한 결과 등 종의 유기산이 검출되어 본 종의 유기산을 선정하게 되PLA, PPA, PAA 3 3

었다.

병원성 균주들에 대한 다양한 유기산의 항균력 시험Table 8.

The loading volume into the penicylinder was 100 .㎕

pH
S. aureus E. coli S. gallinarum

PAA PPA PLA PAA PPA PLA PAA PPA PLA

Natural 15 13 10 9 9 10 19 19 20

5.5 8 8 8 9 9 10 9 10 17

9.5 8 8 8 9 8 10 8 8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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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을 이용한 독성시험. Rat

실험 방법(1)

주령된 마리를 샘타코사로부터 구매하여 일9 specific pathogen free(SPF) SD rat 7

주간 적응시킨후 를 용량으로 일간 경구투여하였다PLA 2g/kg 15 .

실험 결과 및 토론(2)

에 관한 독성연구는 발표된 예가 다수 있으나 에 대한 급성독성시험은PPA, PAA , PLA

발표된 예가 없으며 과학적인 데이터를 얻기 위하여 본 연구를 수행하게 되었다 일간 경. 15

구투여한 결과 대조구 과 비교하여 체중차이도 없을 뿐만 아니라 모든 쥐에서 육안상(saline)

으로 이상 징후가 전혀 관찰되지 않았다 치사된 쥐도 없어 독성이 없는 안전성이 우수한 유.

기산임이 확인되었다(Table 9).

에 급성독성 시험Table 9. PLA

a DL- -Phenyllactic acid (2g/kg).β

다 닭 돼지를 이용한 독성시험. ,

실험 방법(1)

종계용 병아리 자돈 등 각 마리를 구매하여 각 사료에 를 이상 혼합하여 투여, 3 PLA 2%

하였다.

Dose No
1

hr

4

hr

8

hr

12

hr

Days

0 1 3 6 7 8 9 10 11 13 14 Total

Saline
1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2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PLAa

3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4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5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6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7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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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 결과 및 토론(2)

기호성에 영향을 전혀 주지 않았으며 폐사한 종계용 병아리 자돈은 관찰되지 않았다, .

따라서 는 독성이 없는 안전성이 우수한 유기산임이 확인되었다PLA .

최종생산물 기능성 평가2.

가 최종생산물 양계 기능성평가.

실험 방법(1)

주관세부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기초시험용 함유 유기산제를 산란계사료에PLA 0.2%

농도로 혼합하여 항생제와 함께 주간 투여하였으며 육용종계500 ppm oxytetracycline 3 ,

각 마리씩을 입수하여 대조구와 시험구로 나누고 각 사료에3 , Salmonella gallinarum 균을

2×107 되도록 혼합하고 시험구 사료에는 를 농도로 혼합하였다 투여cfu/g , PLA 200 ppm .

일후 대조구 시험구 혈액을 날개 정맥으로부터 채취하여 혈중 를 로 분석하6 , PLA GC-MS

였다.

실험 결과 및 토론(2)

주관세부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기초시험용 함유 유기산제를 산란계사료에PLA 0.2%

농도로 혼합하여 항생제와 함께 주간 투여한 결과 대조구에 비500 ppm oxytetracycline 3

하여 폐사율이 크게 감소하였다 특히 대조구에 비하여 사료섭취량 산란율 등(Table 10). , ,

전체적인 가 크게 향상되었다 투여 주된 분변를 채취하여performance . 3 Rambach agar

에 도말한 후 병원성세균함량을 분석한 결과 항생제의 영향으로 인plate(Merck, Germany)

하여 분변내 병원성세균은 검출되지 않았다 반면 간조직내에서 대조구는. Salmonella 균이

2×102 이상 검출된 반면 시험구의 간조직에서는cfu/g , Salmonella 균이 검출되지 않았다.

특히 간의 부검소견이 대조구는 병변이 관찰되며 변색되어 있었으나 시험구는 외견상에 아,

무런 문제가 없는 정상으로 판정되었다 또한 육용종계 각 마리씩을 입수하여 대조구와 시. 3

험구로 나누고 각 사료에, Salmonella gallinarum 균을 2×107 되도록 혼합하고 시cfu/g ,

험구 사료에는 를 농도로 혼합하였다 투여 일후 대조구 시험구 혈액을 날PLA 200 ppm .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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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정맥으로부터 채취하여 혈중 를 로 분석한 결과 대조구 혈액에서는 가PLA GC-MS PLA

검출되지 않은 반면 시험구에서 가 미량 검출되어 체내로 가 흡수됨을 확인하였다, PLA PLA .

따라서 가 장관을 통해 흡수되어 간 기관에도 전파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PLA .

항균성 유기산이 육종종계에 미치는 영향Table 10.

aND, not detected.

나 최종생산물 양돈 기능성평가.

실험 방법(1)

기초시험용 함유 유기산제를 되도록 자돈 음수에 혼합하였으PLA 0.1%, 0.2%, 0.3%

며 항생제첨가구는 을 되도록 자돈 음수에 첨가하여 각각 섭취시켜, gentamycin 50 ppm

관찰하였다.

실험 방법 및 토론(2)

모든 시험구가 기호성에 문제가 없었으며 세균성질병이 관찰되지 않았다 또한 이유 후.

스트레스도 나타나지 않았다 대조구에 비하여 유기산 첨가한 분변의 상태. 0.1, 0.2, 0.3%

Group tested

The lethal rate(%)
The cell number of
Salmonella sp. in

liver (cfu/g)1 week 2 weeks 3 weeks

Control
(500 ppm OTC)

0.87 0.75 1.42 2×102

500 ppm OTC,
0.2% organic acid
containing PLA

2.46 1.00 0.28 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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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모두 수분이 적으면서 우수하였다 분변내 균총을 관찰한 결과 항생제첨가구에서는 세균.

이 거의 검출되지 않았으며 대조구에는 대장균수가, 2.0×108 이상 높게 나타난 반면cfu/g

시험구의 대장균수는 유기산제 첨가구에서는0.1% 2.8×107 첨가구에서는cfu/g, 0.2%

1.0×106 첨가구에서는cfu/g, 0.3% 1.5×106 로 나타나 이상 첨가하였을때 대cfu/g 0.2%

장균수가 크게 감소함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이상 첨가함으로써 대장균수가 배. 0.2% 100

이상 감소됨이 확인되었다 전체적인 에서 항생제 처리구는 시험초기 섭취량이. performance

감소되고 성장이 둔화되는 경향을 보인 반면 유기산제 처리구는 대조구에 비하여 전체적으,

로 섭취량 증체량 등 전체적인 가 우수하였다 최종시험결과 대조구에 비하여, performance .

항생제 유기산제 처리구 유기산제 처리구가 이상 높은 증체율을 나타냈다, 0.2% , 0.3% 2%

(Table 11).

항균성 유기산이 돼지에 미치는 영향Table 11.

Group tested

The viable
cell number
of E. coli
(cfu/g)

Relative
weight
gain(%)

Fecal score
(1-5)

Performance
score (1-5)

Control 2.0×108 100 2 3

Antibiotics <103 105 3 4

0.1% organic
acid containing

PLA
2.8×107 101 4 5

0.2% organic　
acid containing

PLA
1.0×106 104 5 5

0.3% organic　
acid containing

PLA
1.5×106 102 5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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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제품 기초 자료완성3.

는 기호성에 전혀 문제가 발생되지 않았으며 닭 돼지 등 사료에 혼합하여 사용하PLA , ,

였을 때 스트레스요인으로 작용하여 증체에 악영향을 주지 않으며 독성이 전혀 없는 안전성,

이 우수한 항균유기산으로 평가된다.

양계용 제품으로 사용하기 위한 함유 유기산제의 적정용량은 이상이며 산란PLA 0.2% ,

율 사료섭취율 등이 크게 향상됨을 기대할 수 있으며 간과 같은 생체 조직내에 만연하여, ,

폐사에 이르게 하는 Salmonella 균을 근원적으로 제어함으로써 폐사율 감소에 크게 기여할

수 있으리라 판단된다.

양돈용 제품으로 사용하게 위한 함유 유기산제의 적정용량은 이상이며 대장PLA 0.2% ,

균증의 발병률을 낮춰 자돈의 이유후 설사를 줄이고 이상 증체율을 향상시켜 돈방의 회, 2%

전율을 크게 높임으로써 가축생산성향상에 기여하리라 예상된다.

본 예비시험을 통한 기초자료를 토대로 차년도에서는 주관세부기관에서 보완되어 제조2

한 함유 유기산 시제품을 사용하여 양돈 양계 사양시험을 통하여 실제 효능을 평가하PLA ,

고자 한다.

양돈시제품성능시험4.

가 생산성.

젖돈사료내 유기산의 첨가급여가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은 에 나타내Table 12

었다 전 시험기간 동안 일당증체량 일당사료섭취량 및 사료효율에서는 처리구간에. ,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무처리 대조구보다 시제품 첨가(P>0.05), PLA

시 첨가시 첨가량에 따라 사료효율이 증진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0.1%, 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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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혈액성상.

젖돈사료내 유기산의 첨가급여가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은 에 나타내었Table 13

다 및 함량에 있어서는 시험개시 종료 및 변화량에서. WBC, IgG Total protein ,

처리구간에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함량에 있어서는 시험(P>0.05). RBC

개시와 종료시에는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변화량에 있어서는(P>0.05)

처리구가 처리구와 비교하여 유의적으로 높았다OA0.2 OA0.1 (P<0.05).

함량 또한 시험개시시와 종료시에서는 처리구간에 유의적인 차이를Lymphocyte

보이지 않았으나 변화량에 있어서는 처리구가 처리구와 비(P>0.05) CON OA0.1

교하여 유의적으로 높았다 따라서 유기산을 양돈사료에 첨가시 돼(P<0.05). PLA

지의 면역력 증진에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젖돈사료내 유기산의 첨가급여가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Table 12.

Item　 CON1 OA0.11 OA0.21 OA0.31 SE2

ADG, kg 0.835 0.852 0.892 0.848 0.023

ADFI, kg 1.822 1.808 1.802 1.872 0.036

G/F 0.460 0.473 0.495 0.452 0.014
1Abbreviated CON, basal diet; OA0.1, basal diet + 0.1% organic acids;
OA0.2, basal diet + 0.2% organic acids; OA0.3, basal diet + 0.3%
organic acids.

2 Pooled standard err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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젖돈사료내 유기산의 첨가급여가 혈액성상에 미치는 영향Table 13.

Item　 CON1 OA0.11 OA0.21 OA0.31 SE2

WBC

Initial 21.21 17.77 16.87 17.44 1.36

Final 19.60 15.39 16.27 13.49 1.38

Difference 1.61‐ 2.38‐ 0.60‐ 3.95‐ 4.35

RBC

Initial 6.39 7.24 6.40 6.65 0.27

Final 6.95 6.85 7.52 6.75 0.28

Difference 0.56ab 0.39‐ b 0.85a 0.10ab 0.30

Lymphocyte

Initial 46.00 62.67 51.07 48.97 8.11

Final 61.60 54.45 60.90 61.15 4.13

Difference 15.60a 8.22‐ b 9.83ab 12.18ab 7.15

IgG

Initial 463.5 342.7 433.7 426.7 38.50

Final 724.3 620.7 594.7 707.7 75.58

Difference 260.8 278.0 161.0 281.0 76.44

Total
protein

Initial 5.40 5.53 5.20 5.07 0.32

Final 7.03 6.60 6.80 6.77 0.25

Difference 1.63 1.07 1.60 1.70 0.43
1Abbreviated CON, basal diet; OA0.1, basal diet + 0.1% organic acids;
OA0.2, basal diet + 0.2% organic acids; OA0.3, basal diet + 0.3%
organic acids.

2 Pooled standard error.
a,b Means in the same row with different superscripts differ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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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분중 미생물 균수.

젖돈사료내 유기산의 첨가급여가 분중 미생물 균수에 미치는 영향은 Table 14

에 나타내었다 분내 함량에 있어서는 처리구간에 유의적인. lactic acid bacteria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분내(P>0.05) Salmonella 함량에 있어서는 전혀 검출이

되지 않았다 그러나 분내. , E.coli 함량에 있어서는 처리구가 와CON OA0.2

처리구와 비교하여 유의적으로 가장 높았으며 처리구가OA0.3 (P<0.05) OA0.3

처리구와 처리구와 비교하여 유의적으로 가장 낮았다 따라CON OA0.2 (P<0.05).

서 유기산은 돼지의 세균성질병 감소에 매우 큰 효과가 있으리라 기대된다PLA .

양계시제품성능시험5.

가 산란율.

산란율에 대한 결과는 에 나타내었다 시험 주와 주 동안에는 처리Table 15 . 1 2

구간에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주와 주 동안에는 처(P>0.05), 3 4 OC0.2

리구가 처리구와 비교하여 유의적으로 높았다 또한 주 동안에는CON (P<0.05). , 5

젖돈사료내 유기산의 첨가급여가 분내 미생물 균수에 미치는 영향Table 14.

Item　 CON1 OA0.11 OA0.21 OA0.31 SE2

Lactic acid
bacteria

7.78 8.05 8.19 7.85 0.20

E.coli 9.56a 9.39ab 9.28b 9.02c 0.08

Salmonella
spp.

‐ ‐ ‐ ‐ ‐
1Abbreviated CON, basal diet; OA0.1, basal diet + 0.1% organic acids;
OA0.2, basal diet + 0.2% organic acids; OA0.3, basal diet + 0.3%
organic acids.

2 Pooled standard error.
a,b,c Means in the same row with different superscripts differ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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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처리구가 처리구와 비교하여 유의적으로 높았다OC0.2 OC0.3 CON (P<0.05).

따라서 유기산은 산란율 증대을 통하여 양계 생산성 증진에 매우 우수한 효능PLA

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 계란품질.

계란품질에 대한 결과는 에 나타내었다 난각강도에 있어서는 개시시Table 16 .

에 처리구간에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주 주 및 주째에는(P>0.05), 3 , 4 5

처리구가 처리구와 비교하여 유의적으로 높았다 난각두께에OC0.2 CON (P<0.05).

있어서는 전 시험기간 동안 처리구간에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P>0.05).

난중에 있어 개시시와 주 및 주째에는 처리구간에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지 않았3 4

으나 주째에는 처리구가 처리구와 비교하여 유의적으로 높(P>0.05), 5 OC0.2 CON

았다 난황색에 있어서는 개시시와 주째에 처리구간에 유의적인 차이를(P<0.05). 3

보이지 않았으나 주째에는 처리구가 과 처리구와 비(P>0.05), 4 OC0.2 CON OC0.1

교하여 유의적으로 높았으며 주째에는 와 처리구가(P<0.05), 5 OC0.2 OC0.3 CON

처리구와 비교하여 유의적으로 높았다 에 있어서는 개시시와(P<0.05). Haugh unit

주째에 처리구간에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주와 주째에는3 (P>0.05), 4 5

산란계 사료내 유기산의 첨가급여가 산란율에 미치는 영향Table 15.

Item, % CON1 OC0.11 OC0.21 OC0.31 SE2

1wk 87.19 89.33 89.69 88.67 0.73

2wk 88.62 89.1 89.76 89.22 0.68

3wk 88.71b 89.38ab 90.14a 89.86ab 0.94

4wk 89.07b 90.18ab 90.42a 90.25ab 1.25

5wk 89.38b 90.67ab 90.86a 90.85a 1.48
1Abbreviated CON (basal diet); OC0.1 (basal diet + 0.1%organic acid);
OC0.2 (basal diet + 0.2%organic acid); OC0.3 (basal diet +
0.3%organic acid).
2Pooled standard error.
abMeans in the same row with different superscripts differ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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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구가 처리구와 비교하여 유의적으로 높았OC0.2 CON 다 따라서(P<0.05).

유기산이 계란 품질 증진에 매우 큰 효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LA .

산란계 사료내 유기산의 첨가급여가 계란품질에 미치는 영향Table 16.

Item CON1 OC0.11 OC0.21 OC0.31 SE2

Eggshell breaking strength, kg/cm2

Initial 4.09 4.13 4.15 4.16 1.15

3wk 4.01b 4.12ab 4.36a 4.25ab 1.17

4wk 4.07b 4.20ab 4.41a 4.26ab 1.22

5wk 4.38b 4.48ab 4.69a 4.50ab 1.24

Eggshell thickness, mm

Initial 0.39 0.38 0.38 0.39 0.57

3wk 0.37 0.38 0.39 0.39 0.74

4wk 0.39 0.39 0.40 0.39 0.90
5wk 0.38 0.38 0.38 0.39 0.87
Egg weight, g
Initial 56.53 57.60 60.32 57.88 1.01
3wk 59.23 58.95 58.41 59.69 0.78
4wk 59.72 60.02 61.25 59.76 0.83
5wk 63.05b 63.93ab 64.2a 63.33ab 1.24
Yolk color
Initial 8.33 8.33 8.60 8.33 0.15
3wk 8.40 8.40 8.60 8.53 0.20
4wk 8.50b 8.53b 8.93a 8.67ab 0.30
5wk 8.67b 8.87 a 8.94a 8.73ab 0.26
Haugh uint
Initial 84.55 86.15 84.45 86.41 1.52
3wk 84.38 86.55 87.38 88.13 2.08
4wk 85.14b 86.53ab 87.87a 86.23ab 2.29
5wk 85.79b 87.87ab 88.90a 86.84ab 2.13

1) Abbreviated CON (basal diet); OC0.1 (basal diet + 0.1%organic acid); OC0.2 (basal diet
+ 0.2%organic acid); OC0.3 (basal diet + 0.3%organic acid);

2)Pooled standard error.
abMeans in the same row with different superscripts differ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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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혈액성상.

혈액성상에 대한 결과는 에 나타내었다 개시시에는 와Table 17 . WBC RBC,

및 함량에 있어서 처리구간에 유의적Lymphocyte, IgG, Total protein Albumin

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종료시에는 와(P>0.05). Lymphocyte IgG, Total

및 함량에 있어서 처리구간에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protein Albumin

(P> 와 함량에 있어서는 처리구가 처리구와 비교하0.05), WBC RBC OC0.1 CON

여 유의적으로 높았다 양계사료에 유기산 급여는 양계의 면역력증(P<0.05). PLA

진에 매우 우수한 효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란계 사료내 유기산의 첨가급여가 혈액성상에 미치는 영향Table 17.

Item CON1 OC0.11 OC0.21 OC0.31 SE2）

0 day

WBC, 103/ lμ 251.20 240.50 267.50 355.70 75.99

RBC(B), 10^6/ lμ 2.03 2.29 2.76 2.47 0.23

Lymphocyte, % 53.33 52.00 63.00 75.00 25.23

IgG, mg/dl ‐ ‐ ‐ ‐ ‐
T.protein g/dl， 2.50 2.45 2.37 2.70 0.31

Albumin, g/dl 2.28 1.95 3.03 2.70 0.42

35 day

WBC, 103/ lμ 256.25b 384.84a 313.62ab 333.38ab 33.43

RBC(B), 106/ lμ 2.02b 2.53a 2.29ab 2.33ab 0.13

Lymphocyte, % 47.00 57.40 62.80 54.80 7.45

IgG, mg/dl 5.12 11.55 5.81 17.43 4.61

T.protein g/dl， 5.18 5.66 5.34 4.98 0.30

Albumin, g/dl 2.20 2.34 2.20 2.04 0.11
1Abbreviated CON (basal diet); OC0.1 (basal diet + 0.1%organic acid);
OC0.2 (basal diet + 0.2%organic acid); OC0.3 (basal diet +
0.3%organic acid);
2Pooled standard error.
abMeans in the same row with different superscripts differ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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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양돈사료 첨가 급여 후 첨가 수준 결정을 위한 사양 시험으로 생산성 향상 여부

평가

가 이유자돈 사료내 첨가 시험. Phenylactic acid

실험 방법(1).

가 시험동물 및 시험설계( )

일령 삼원교잡종 이유자돈 두를21 [(Landrace × Yorkshire) × Duroc) 90

공시하였으며 시험 개시시의 체중은 이었고 일간 사양시험을 수, 6.28±0.73kg , 42

행하였다 시험설계는 대조구 항생제 첨가구. 1) (NC), 2) (PC, 40 ppm of

avilamycin and 100 ppm of oxytetracycline during the phase 1 followed by

100 ppm of neomycin and 40 ppm of chlorotetracycline during the phases

및 첨가구 로 개 처리를 하였으며 처리당 반복2 and 3) 3) PLA 0.5% (PLA) 3 , 5 ,

반복당 두씩 완전임의 배치하였다6 .

나 시험사료 및 사양관리( )

시험사료는 요구량에 따라 배합한 사료로써 자유채식토록 하였NRC(1998)

으며 물은 자동급수기를 이용하여 자유로이 먹을 수 있도록 하였다 돈방은, . 80 ×

의 면적으로 각 시험 처리구의 돈방면적 사료 및 급수 급이시설은 동일하게180cm ,

부여하였다.

다 조사항목 및 방법( )

일당증체량 일당사료섭취량 및 사료효율,①

개시시 주 주 주 종료시 에 체중 및 사료섭취량을 측정하여 계산하였다, 1 , 3 , 6 ( ) .

영양소 소화율②

영양소 소화율을 측정하기 위하여 분 채취 일전 사료내 지시제로 산화크롬을7

첨가하였으며 분은 주 주 및 주차에 채취하였다 채취된 분은 열0.2% , 1 , 3 6 . 60℃

풍건조기에서 시간 건조 후 로 분쇄하여 분석에 이용하였다 사료의72 Wiley mil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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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성분과 표시물로 혼합된 은 에 제시된 방법에 의해 분석하였Cr AOAC(1995)

다.

분내 미생물③

시험후 주 주 및 주에 펜별로 두로부터 분을 채취하여 분내1 , 3 6 2 pH,

Lactobacillus, E.coli 수를 측정하였다.

혈액성상④

혈액채취는 각 반복당 두씩 임의 선발하였으며 개시와 종료시 경정맥에서2 ,

K3 를 이용하여 혈액을 채취 후EDTA vacuum tube WBC, RBC, Lymphocyte,

을 분석하였다IgG, Total protein .

라 통계분석( )

모든 자료는 의 를 이용하여SAS(1996) General Linear Model Procedure

분산분석을 실시하였고 로 처리하, Duncan's multiple range test(Duncan, 1955)

여 유의수준을 이내로 검정하였다5% .

실험 결과 및 토론(2)

연구설계상 비육돈이 아닌 이유자돈을 사용하였는데 그 이유로는 비육돈은

장내균총이 완전히 자리를 잡은 상태인 반면 이유자돈의 경우 장내 미생물균총이

정립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비육돈보다는 이유자돈에서 유기산제 시험을 실시하는

것이 장내균총 유지 및 전환에 있어 보다 효과적이라 생각되어 이유자돈 시험을 실

시하였다.

이유자돈 두를 공시하여90 1) Negative control (NC), 2) Positive

control [NC + antibiotic(40 ppm of avilamycin and 100 ppm of

oxytetracycline during the phase 1 followed by 100 ppm of neomycin and

및40 ppm of chlorotetracycline during the phases 2 and 3)] 3) PLA (NC

로 총 처리구로 시험설계를 하였다 전체 시험기간+ 0.5% phenyllactic acid) 3 .

동안 일당사료섭취량에 있어서는 처리구와 처리구가 처리구와 비교하PC PLA NC

여 유의적으로 높았으며 건물 소화율에 있어서는 일과(P<0.05)(Table 18), 20

일 때 처리구가 처리구와 비교하여 유의적으로 높았다41 PLA N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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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질소 소화율에 있어서는 일 때 처리구가(P<0.05)(Table 19). , 20 PLA NC

처리구와 비교하여 유의적으로 높았다 일 째 와(P<0.05). 42 , WBC lymphocyte

함량은 처리구가 유의적으로 가장 높았다PC (P<0.05, P<0.01)(Table 21).



107

Table 18. Effects of phenyllactic acid (PLA) on growth performance of

nursery pigs1

Item NC PC PLA SEM P-values

Phase 1 (d 0 to 7)

ADG, g 229 209 220 15 0.41

ADFI, g 266 262 276 24 0.17

G:F 0.857 0.797 0.795 0.041 0.41

d 7 BW,

kg

7.78 7.80 7.86 0.07 0.69

Phase 2 (d 7 to 21)

ADG, g 324 345 341 14 <0.10

ADFI, g 465 488 478 20 0.64

G:F 0.692 0.706 0.723 0.026 <0.10

d 21 BW,

kg

12.32 12.62 12.64 0.18 0.57

Phase 3 (d 21 to 42)

ADG, g 553 585 584 17 0.13

ADFI, g 1,016 1,065 1,091 26 0.30

G:F 0.545 0.549 0.538 0.023 0.29

d 42 BW,

kg

23.91 24.81 24.08 0.41 0.72

Overall (d 0 to 42)

ADG, g 422 442 436 9 0.20

ADFI, g 707b 739a 750a 19 <0.05

G:F 0.596 0.598 0.580 0.011 0.88
a,bWithin a row, mean with different superscripts differ (P<0.05).
1Each mean represents 5 pens with 6 pigs each per treatment. Dietary
treatments were as follows: NC = negative control diet; PC = positive
control diet with 40 ppm of avilamycin and 100 ppm of OTC during
phase 1 followed by 100 ppm of neomycin and 40 ppm of chlortetracy
during phases 2 and 3; PLA = NC + 0.5% of phenyllactic acid (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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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9. Effects of phenyllactic acid (PLA) on apparent total tract
digestibility (ATTD) of DM and N of nursery pigs1

Item NC PC PLA SEM P-values

d 6

DM 85.87 87.37 87.26 0.86 0.61

N 78.91 80.81 81.38 1.50 0.75

d 20

DM 83.36b 83.64b 85.31a 0.42 < 0.05

N 75.79b 76.65ab 78.10a 0.73 < 0.05

d 41

DM 83.51b 84.47b 85.67a 0.36 < 0.05

N 77.34 75.97 75.84 0.75 0.36
a,bWithin a row, mean with different superscripts differ (P<0.05).
1Each mean represents one pooled sample from 2 pigs in each. Dietary

treatments were as follows: NC = negative control diet; PC = positive
control diet with 40 ppm of avilamycin and 100 ppm of OTC during
phase 1 followed by 100 ppm of neomycin and 40 ppm of chlortetracy
during phases 2 and 3; PLA = NC + 0.5% of phenyllactic acid (92%).



109

Table 20. Effects of phenyllactic acid (PLA) on fecal pH and
microorganisms in nursery pigs1

Item NC PC PLA SEM P-values

pH

d 6 6.90 6.75 6.91 0.12 0.60

d 20 6.13 6.06 6.15 0.19 0.94

d 41 6.36 6.31 6.18 0.10 0.87

Lactobacillus, log10 cfu/g

d 6 7.77b 8.58a 8.83a 0.82 < 0.05

d 20 8.64 8.30 8.20 0.57 0.71

d 41 8.90 9.45 9.82 0.43 0.16

E.coli, log10 cfu/g

d 6 6.95b 8.32a 7.24a 0.29 < 0.05

d 20 7.20 6.47 6.24 0.48 0.70

d 41 7.35a 6.65b 5.97b 0.22 < 0.05
a,bWithin a row, mean with different superscripts differ (P<0.05).
1Each mean represents 5 pens one pooled sample from 2 pigs in each.
Dietary treatments were as follows: NC = negative control diet; PC =
positive control diet with 40 ppm of avilamycin and 100 ppm of OTC
during phase 1 followed by 100 ppm of neomycin and 40 ppm of
chlortetracy during phases 2 and 3; PLA0.5 = NC + 0.5% of
phenyllactic acid (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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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1. Effects of phenyllactic acid (PLA) on blood characteristics of
nursery pigs1

Item NC PC PLA SEM P-values

WBC, x 106/mm3

d 0 8.40 9.10 8.70 1.21 0.59

d 42 16.8b 19.24a 20.74a 1.65 < 0.05

RBC, x 103/mm3

d 0 5.42 5.26 5.64 0.22 0.68
d 42 6.06 6.54 6.56 0.25 0.34

Lymphocyte2, %

d 0 40.98 44.68 43.00 5.46 0.52

d 42 64.02b 68.08a 67.04a 5.23 < 0.01

IgG, mg/dL

d 0 269 249 296 43 0.60

d 42 394 382 420 57 0.32

Total protein, g/dL

d 0 5.42 5.26 5.28 5.52 0.15
d 42 5.34 5.65 5.36 5.48 0.19

a,bWithin a row, mean with different superscripts differ (P<0.05).
1Each mean represents 5 pens with 2 pigs in each. Dietary treatments
were as follows: NC = negative control diet; PC = positive control diet
with 40 ppm of avilamycin and 100 ppm of OTC during phase 1 followed
by 100 ppm of neomycin and 40 ppm of chlortetracy during phases 2
and 3; PLA0.5 = NC + 0.5% of phenyllactic acid (92%).
2 Values are presented as a percentage of total white blood cell cou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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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육성돈 사료내 첨가 시험. Phenylactic acid

실험 방법(1)

가 시험동물 및 시험설계( )

일령 삼원교잡종 육성돈 두를56 [(Landrace × Yorkshire) × Duroc)] 96

공시하였으며 시험 개시시의 체중은 이었고 일간 사양시험을 수, 21.73±1.29kg , 42

행하였다 시험설계는 대조구. 1) (CON), 2) PLA-0.1 (CON + 0.1%

및phenyllactic acid), 3) PLA-0.2 (CON + 0.2% phenyllactic acid) 4)

로 개 처리를 하였으며 처리당 반PLA-0.3 (CON + 0.3% phenyllactic acid) 4 , 6

복 반복당 두씩 완전임의 배치하였다, 4 .

나 시험사료 및 사양관리( )

시험사료는 요구량에 따라 배합한 사료로써 자유채식토록 하NRC(1998)

였으며 물은 자동급수기를 이용하여 자유로이 먹을 수 있도록 하였다 개체별 면적, .

은 0.53m2으로 각 시험 처리구의 돈방면적 사료 및 급수 급이시설은 동일하게 부,

여하였다

다 조사항목 및 방법( )

일당증체량 일당사료섭취량 및 사료효율(1) ,

개시시 및 종료시에 체중 및 사료섭취량을 측정하여 계산하였다.

영양소 소화율(2)

영양소 소화율을 측정하기 위하여 분 채취 일전 사료내 지시제로 산화크7

롬을 첨가하였으며 분은 시험 종료시 채취하였다 채취된 분은 열풍건0.2% , . 60℃

조기에서 시간 건조 후 로 분쇄하여 분석에 이용하였다 사료의 일반72 Wiley mill .

성분과 표시물로 혼합된 은 에 제시된 방법에 의해 분석하였다Cr AOAC(1995) .

분내 미생물(3)

시험후 종료시 펜별로 두로부터 분을 채취하여 분내2 pH, Lactobacillus,

E.coli 수를 측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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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액성상(4)

혈액채취는 각 반복당 두씩 임의 선발하였으며 개시와 종료시 경정맥에2 ,

서 K3 를 이용하여 혈액을 채취 후EDTA vacuum tube WBC, RBC, Lymphocyte,

을 분석하였다IgG, Total protein .

통계분석(5)

모든 자료는 의 를 이용하SAS(1996) General Linear Model Procedure

여 분산분석을 실시하였고 로 처리, Duncan's multiple range test(Duncan, 1955)

하여 유의수준을 이내로 검정하였다5% .

실험 결과 및 토론(2)

연구설계상 비육돈이 아닌 육성돈을 사용하였는데 그 이유로는 비육돈은 장내

균총이 완전히 자리를 잡은 상태라서 비육돈보다는 육성돈에서 유기산제 시험을 실

시하는 것이 장내균총 유지 및 전환에 있어 보다 효과적이라 생각되어 육성돈 시험

을 실시하였다 또한 비육돈은 면역체게도 육성돈보다 좋고 유기산제가 육질에 미. ,

치는 영향도 미미한 바 비육돈 대신 육성돈에 시험을 실시하였다.

육성돈 사료내 유기산의 첨가급여시 생산성에 있어서는 전 시험기간 동안 일

당증체량 일당사료섭취량 및 사료효율에서는 처리구간에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혈액특성에 있어서는 및(P>0.05)(Table 22). WBC, IgG Total protein

함량에 있어서는 시험개시 종료 및 변화량에서 처리구간에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

지 않았다 함량에 있어서는 시험개시와 종료시에는 유(P>0.05)(Table 24). RBC

의적인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변화량에 있어서는 처리구가(P>0.05) PLA-0.2

처리구와 비교하여 유의적으로 높았다 함량 또PLA-0.1 (P<0.05). Lymphocyte

한 시험개시시와 종료시에서는 처리구간에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변화량에 있어서는 처리구가 처리구와 비교하여 유의적(P>0.05) CON PLA-0.1

으로 높았다 분중 미생물 균수에 있어서 분내(P<0.05)(Table 25). Lactic acid

함량에 있어서는 처리구간에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bacteria (P>0.05)

분내 Salmonella 함량에 있어서는 전혀 검출이 되지 않았다 그러나(Table 24). ,

분내 E.coli 함량에 있어서는 처리구가 와 처리구와 비교CON PLA-0.2 PLA-0.3

하여 유의적으로 가장 높았으며 처리구가 처리구와(P<0.05) PLA-0.3 CON

처리구와 비교하여 유의적으로 가장 낮았다PLA-0.2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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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2. Effects of phenyllactic acid (PLA) on growth performance of
growing pigs on d 421

Item CON PLA-0.1 PLA-0.2 PLA-0.3 SEM

P-values

Linear Quadratic

ADG, g 835 852 892 848 62 0.44 0.21

ADFI, g 1,822 1,808 1,802 1,872 43 0.39 0.27

G:F 0.460 0.473 0.495 0.452 0.150 0.96 < 0.10

1Each mean based on 6 pens. Abbreviations: CON, control diet;
PLA-0.1, CON + 0.1% of PLA (92%); PLA-0.2, CON + 0.2% of PLA;
PLA-0.3, and CON + 0.3% of PLA.

Table 23. Effects of phenyllactic acid (PLA) on apparent total tract
digestibility (ATTD) of DM and N on d 421

Item CON PLA-0.1 PLA-0.2 PLA-0.3 SEM
P-values

Linear Quadratic

DM 68.54 69.68 71.39 70.53 2.00 0.18 0.30

N 70.48 71.47 73.34 71.21 1.89 0.58 < 0.10

1Each mean based on 6 pens (2 pigs from each pen). Abbreviations:
CON, control diet; PLA-0.1, CON + 0.1% of PLA (92%); PLA-0.2,
CON + 0.2% of PLA; PLA-0.3, and CON + 0.3% of P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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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4. Effects of phenyllactic acid (PLA) on fecal pH and

microorganisms on d 421

Item CON PLA-0.1 PLA-0.2 PLA-0.3 SEM
P-values

Linear Quadratic

Lactobacillus, log10 cfu/g

7.78 8.04 8.19 7.85 0.21 0.71 0.17

E.coli, log10 cfu/g

6.56 6.39 6.28 6.02 0.08 < 0.001 0.59

Fecal

pH
6.84 6.75 6.71 6.28 0.26 0.57 0.97

1Each mean based on 6 pens (2 pigs from each pen). Abbreviations:
CON, control diet; PLA-0.1, CON + 0.1% of PLA (92%); PLA-0.2, CON
+ 0.2% of PLA; PLA-0.3, and CON + 0.3% of P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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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5. Effects of phenyllactic acid (PLA) on blood characteristics1

Item CON PLA-0.1 PLA-0.2 PLA-0.3 SEM
P-values

Linear Quadratic

WBC, x 106/mm3

d 0 17.51 17.89 16.87 17.44 1.79 0.63 0.73

d 42 15.60 16.27 17.27 17.16 1.65 < 0.10 0.64

RBC, x 103/mm3

d 0 6.39 7.24 6.40 6.65 0.31 0.97 0.31

d 42 6.95 6.85 7.52 6.75 0.17 0.85 0.28

Lymphocyte2,%

0 d 52.00 52.67 51.07 48.97 5.23 0.12 0.64

42 d
60.60

61.45 64.90 65.15 0.31 < 0.05 0.40

IgG, mg/dL

d 0 464 343 434 427 39 0.65 0.14

d 42 724 620 594 707 76 0.83 0.21

Total protein, g/dL

d 0 5.40 5.53 5.20 5.07 0.32 0.39 0.69

d 42 7.03 6.60 6.80 6.77 0.25 0.61 0.45
1Each mean based on 6 pens (2 pigs from each pen). Abbreviations:

CON, control diet; PLA-0.1, CON + 0.1% of PLA (92%); PLA-0.2,
CON + 0.2% of PLA; PLA-0.3, and CON + 0.3% of PLA.
2Values are presented as the percentage of the total white blood cell

cou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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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계사료 첨가 급여 후 첨가 수준 결정을 위한 사양 시험으로 생산성 향상 여부7.

평가

가 산란계 사료내 첨가 시험. Phenylactic acid

실험 방법(1)

가 시험동물 및 시험설계( )

산란계 수를 공시하였으며 일간 사양시험을 수행하였다ISA brown 240 , 35 .

시험설계는 1) CON (basal diet), 2) PLA-0.1 (CON + 0.1% phenyllactic

및acid), 3) PLA-0.2 (CON + 0.2% phenyllactic acid) 4) PLA-0.3 (CON

로 총 처리구로 시험설계를 하였으며 처리당 반복+ 0.3% phenyllactic acid) 4 10

하였다.

나 시험사료 및 사양관리( )

시험사료는 옥수수 대두박 위주의 가루사료였으며 물은 자동급수기를 이용- ,

하여 자유로이 먹을 수 있도록 하였다 총 점등시간은 일일 시간이 되도록 조절. 16

하였다.

다 조사항목 및 방법( )

산란율①

시험 개시시전 일부터 매일 산란율을 측정하여 구간별 계산하였다7 .

계란특성②

시험 개시시 주 주에 계란을 수거하여 난각강도 난각두께 난황, 3 , 5 , ,

색 난중 및 호우유닛을 평가하였다, .

혈액성상③

혈액채취는 개시와 종료시 익정맥에서 주사기를 이용 채혈 후

K3 에 옮겨담아EDTA vacuum tube WBC, RBC, Lymphocyte, Albumin, Total

을 분석하였다protei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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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통계분석( )

모든 자료는 의 를 이용하SAS(1996) General Linear Model Procedure

여 분산분석을 실시하였고 로 처리, Duncan's multiple range test(Duncan, 1955)

하여 유의수준을 이내로 검정하였다5% .

실험 결과 및 토론(2)

산란계 사료내 유기산의 첨가급여시 산란률에 있어서는 시험 주와 주 동안에1 2

는 처리구간에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주와 주(P>0.05)(Table 26), 3 4

동안에는 처리구가 처리구와 비교하여 유의적으로 높았다PLA-0.2 CON

또한 주 동안에는 와 처리구가 처리구와 비(P<0.05). , 5 PLA-0.2 PLA-0.3 CON

교하여 유의적으로 높았다 계란품질에 있어 난각강도는 개시시에 처리구(P<0.05).

간에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주 주 및 주째에(P>0.05)(Table 27), 3 , 4 5

는 처리구가 처리구와 비교하여 유의적으로 높았다 난각PLA-0.2 CON (P<0.05).

두께에 있어서는 전 시험기간 동안 처리구간에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난중에 있어 개시시와 주 및 주째에는 처리구간에 유의적인 차이를(P>0.05). 3 4

보이지 않았으나 주째에는 처리구가 처리구와 비교하여(P>0.05), 5 PLA-0.2 CON

유의적으로 높았다 난황색에 있어서는 개시시와 주째에 처리구간에 유(P<0.05). 3

의적인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주째에는 처리구가 과(P>0.05), 4 PLA-0.2 CON

처리구와 비교하여 유의적으로 높았으며 주째에는PLA-0.1 (P<0.05), 5 PLA-0.2

와 처리구가 처리구와 비교하여 유의적으로 높았다PLA-0.3 CON (P<0.05).

에 있어서는 개시시와 주째에 처리구간에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지 않Haugh unit 3

았으나 주와 주째에는 처리구가 처리구와 비교하여(P>0.05), 4 5 PLA-0.2 CON

유의적으로 높았다 혈액성상에 있어 개시시에는 와(P<0.05). WBC RBC,

및 함량에 있어서 처리구간에 유의적Lymphocyte, IgG, Total protein Albumin

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종료시에는 와(P>0.05)(Table 28). Lymphocyte IgG,

및 함량에 있어서 처리구간에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지 않Total protein Albumin

았으나 와 함량에 있어서는 처리구가 처리구(P>0.05), WBC RBC PLA-0.1 CON

와 비교하여 유의적으로 높았다(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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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6. Effects of PLA supplementation on ADFI, feed efficiency, egg
production, and egg weight (36 to 41 wk of age)1

Item CON
PLA-0.

1

PLA-0.

2

PLA-

0.3
SEM

P-values

Linea

r

Quadrat

ic

ADFI, g

0d 105 112 110 108 3.62 0.598 0.844

21d 101 100 102 103 2.34 0.952 0.625

0-35d 101 105 106 106 1.49 0.574 0.876

Difference2 -4 -7 -4 -2 2.35 1.325 0.508

Feed efficiency

0d 2.13 2.18 2.03 2.10 0.19 0.777 0.694

21d 1.88 1.81 1.84 1.87 0.24 0.954 0.218

0-35d 1.95 1.98 1.93 1.99 0.17 0.433 0.937

Difference2 -0.1

8
-0.20 -0.10 -0.11 0.12 0.659 0.792

Egg production, %

-7-0d 87.87 88.87 88.09 87.90 1.25 0.357 0.771

21d 87.19 89.38 90.14 89.89 0.94 0.428 0.293

0-35d 88.42 89.79 90.59 90.80 1.48
<0.00

1
0.176

Difference2 0.55 0.92 2.50 2.90 1.02 0.005 0.387

Egg weight, g

-7-0d 58.41 58.96 59.41 58.56 1.69 0.664 2.491

21d 59.26 58.95 60.14 59.69 0.78 0.467 0.920

0-35d 59.95 60.93 60.20 60.63 1.24 0.162 0.920

Difference2 1.54 1.97 0.97 2.75 2.08 0.690 0.671

1Each mean represents ten observations per treatment. Abbreviations:
CON, basal diet; PLA-0.1, basal diet with PLA 0.1%; PLA-0.2, basal
diet with PLA 0.2%; PLA-0.3, basal diet with PLA 0.3%.
2Difference between d 0 and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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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7. Effect of PLA supplementation on egg quality parameters (36
to 41 wk of age)1

Item CON PLA 1 PLA 2 PLA 3 SEM
P-values

Linear Quadratic

Eggshell breaking strength, kg/cm2

0d 4.09 4.13 4.15 4.16 0.17 0.312 0.214

21d 4.01 4.12 4.36 4.25 0.36 0.767 0.455

35d 4.38 4.48 4.69 4.50 0.16 0.450 0.045

Difference
2 0.29 0.35 0.54 0.34 0.09 0.214 0.027

Eggshell thickness, 10-2mm

0d 39.0 38.0 38.0 39.0 0.57 0.681 0.964

21d 37 .0 38.0 39.0 39.0 0.74 0.301 0.375

35d 38.0 38.0 38.0 39.0 0.87 0.764 0.685

Difference
2 -1 0 0 0 0.48 0.281 0.967

Yolk color

0d 8.33 8.33 8.60 8.33 0.15 0.797 0.282

21d 8.40 8.42 8.60 8.53 0.20 0.185 0.757

35d 8.67 8.87 8.94 8.73 0.26 0.820 0.785

Difference
2 0.34 0.54 0.34 0.40 0.18 0.254 0.975

Haugh unit

0d 84.6 86.2 84.5 86.4 1.52 0.381 0.204

21d 84.4 86.6 87.4 88.1 2.08 0.591 0.794

35d 84.6 86.8 88.2 89.9 2.13 0.421 0.054

Difference
2 0.04 0.62 3.75 3.53 0.65 0.141 0.047

1Each mean represents ten observations per treatment. Abbreviations:
CON, basal diet; PLA1, basal diet with PLA 0.1%; PLA2, basal diet with
PLA 0.2%; PLA3, basal diet with PLA 0.3%.
2Difference between d 0 and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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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8. Effect of PLA supplementation on blood characteristics (36 to
41 wk of age)1

Item CON PLA 1 PLA 2 PLA 3 SEM

P-value

of the

model

P-values

Linea

r

Quadra

tic

WBC, 105,No./mm3

0d 3.34 3.70 3.23 3.44 0.33 0.61 0.440 0.211

35d 3.37b 3.84a 3.20b 3.33b 0.15 0.01 0.334 0.421

Difference 0.03 0.14 -0.03 -0.11 0.95 - 0.520 0.591

RBC, 106,No./mm3

0d 2.39 2.51 2.39 2.47 0.11 0.77 0.634 0.730

35d 2.40ab 2.49a 2.31b 2.33b 0.05 0.01 0.097 0.474

Difference 0.01 -0.02 -0.08 -0.15 0.68 - 0.597 0.710

Lymphocyte2,%

0d 68.7 61.5 68.5 65.5 2.67 0.35 0.654 0.140

35d 65.0b 67.7b 69.8b 72.7a 3.23 0.39 0.110 0.961

Difference -3.71 6.19 1.29 7.20 12.36 - 0.610 0.771

Total protein, g/dL

0d 5.50 5.78 5.20 5.22 0.29 0.35 0.251 0.394

35d 5.08b 5.44a 5.43ab 5.18ab 0.27 0.03 0.800 0.227

Difference -0.43 -0.34 0.23 -0.04 0.48 - 0.594 0.441

Albumin, g/dL

0d 2.28 2.34 1.98 2.04 0.11 0.15 0.384 0.691

35d 2.13ab 2.34a 2.20ab 2.19b 0.10 0.04 0.594 0.028

Difference -0.14 0 0.22 0.15 0.51 - 0.347 0.156

1Each mean represents ten observations per treatment. Abbreviations: CON, basal diet;
PLA1, basal diet with PLA 0.1%; PLA2, basal diet with PLA 0.2%; PLA3, basal diet with
PLA 0.3%.

2Values are presented as a percentage of total white blood cell count.
a,bMeans with no common superscript differ significantly (P < 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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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육계 사료내 첨가 시험. Phenylactic acid

실험 방법(1)

가 시험동물 및 시험설계( )

일령 육계 수를 공시하여2 Arbor Acres 500 1) CON (basal diet), 2)

ANT (basal diet + 44 mg/kg avilamycin), 3) PLA0.2 (basal diet + 0.2%

PLA), 4) PLA0.4 (basal diet + 0.4% PLA), 5) PLA0.2 (basal diet + 0.2%

로 총 처리구로 시험설계를 하였으며 처리당 반PLA + 44 mg/kg avilamycin) 5 5

복 반복당 수씩 완전임의배치 하였다, 20 .

나 시험사료 및 사양관리( )

시험사료는 옥수수 대두박 위주의 가루사료였으며 물은 자동급수기를 이용- ,

하여 자유로이 먹을 수 있도록 하였다 총 시험가간은 주간 실시하였다. 5 .

다 조사항목 및 방법( )

증체량 사료섭취량 및 사료요구율,①

개시시 주 종료시 에 체중 및 사료섭취량을 측정하여 계산하였다, 1, 3, 5 ( ) .

혈액성상②

혈액채취는 개시와 종료시 익정맥에서 주사기를 이용 채혈 후 K3EDTA

에 옮겨담아 를 분석하였다vacuum tube WBC, RBC, Lymphocyte, IgG .

도체특성③

시험 종료시 처리당 두로부터 근위 간 비장 낭 가슴육 복부지방 무10 , , , F , ,

게를 측정하여 체중대비 비율을 계산하였다 그리고 가슴육에서 및. , pH Minolta

를 이용하여 명도 적색도 및 황색도를 측정하였다CR410 chromameter , .

분내 미생물④

시험 종료시 도체측정 개체의 소장 및 대장으로부터 소화물을 채취하여

Lactobacillus, E.coli 수를 측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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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통계분석( )

모든 자료는 의 를 이용하SAS(1996) General Linear Model Procedure

여 분산분석을 실시하였고 로 처리, Duncan's multiple range test(Duncan, 1955)

하여 유의수준을 이내로 검정하였다5% .

실험 결과 및 토론(2)

육계 사료내 유기산의 첨가급여시 생산성에 있어서 일동안 증체량은 직0~7

선적으로 감소하였다 반면에 일 동안에는 와 항(P<0.05)(Table 29). , 21~35 PLA

생제 첨가에 의하여 유의적으로 증가하였다 나 항생제를 단일 사용(P<0.05). PLA

하거나 함께 사용할 때는 일을 제외한 전체 시험기간동안에 사료섭취량이 감8~21

소하였다 일동안에 사료요구율은 항생제 처리구가 다른 처리구들보(P<0.05). 0~7

다 높게 나타내었다 첨가는 일과 전체시험기간 동안에 사료(P<0.05). PLA 0~21

요구율에 아무런 영향이 없는 반면에 일 동안에는 직선적으로 감소하였다21~35

장내 미생물 균수에 있어서는 소장과 대장 모두에서(P<0.05). Lactobacillus의 균

수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와 항생제가 급여된 처리구는 소장 내(Table 30). PLA

E. coli 균수가 낮게 나타내었다 또한 대장에서 항생제 또는 를 단(P<0.01). , PLA

일 또는 함께 사용할 때에 효과는 E. coli 균수가 감소되는 것으로 나타났고

첨가수준이 증가함에 따라 직선적으로 증가하였다 내장(P<0.05), PLA (P<0.05).

기관 무게에 있어 근위 간 비장 낭 가슴살 및 복강지방의 무게에는 아무런 영, , , F- ,

향을 미치지 않았다 혈액성상에 있어서는 또는 항생제(P>0.05)(Table 31). PLA

처리구 모두에서 와 농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았red blood cell(RBC) IgG

다 하지만 과 농도에(P>0.05)(Table 32). white blood cell(WBC) lymphocyte

있어서는 처리구가 가 첨가되지 않은 처리구보다 높았다 육질특PLA PLA (P<0.05).

성에 있어 및 값은 처리구 간에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L, a pH (P>0.05)(Table

하지만 값은 첨가 수준이 증가함에 따라 직선적으로 감소하였다33). b PLA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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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9. Effects of phenyllactic acid (PLA) on growth performance of broilers chickens1

Item

PLA,
% 0 0.2 0.4

SEM

P-value2

ANT,
mg/k
g

0 44 0 44 0 PLA ANT
PLA
*

ANT

Lin
ear

Quad
ratic

BWG, g/chick

0 to7 d 83 80 74 75 67 5.5 0.05 0.63 0.43 0.04 0.67

8 to 21 d 567 566 559 552 548 11.8 0.14 0.59 0.66 0.21 0.62

21 to 35 d 941 1040 968 978 983 47.6 0.05 0.05 0.28 0.02 0.21

0 to 35 d 1624 1687 1602 1609 1597 47.3 0.14 0.88 0.26 0.19 0.19

FI, g/chick

0 to7 d 116 118 110 113 101 4.7 0.05 0.25 0.45 0.02 0.09

8 to 21 d 761 762 765 755 768 10.5 0.81 0.40 0.37 0.11 0.74

21 to 35 d 2086 1883 1868 1872 1754 45.8 0.02 0.04 0.04 0.01 0.55

0 to 35 d 2964 2763 2745 2736 2658 46.6 0.02 0.04 0.05 0.01 0.47

FCR, g/chick

0 to7 d 1.40 1.47 1.49 1.51 1.69 0.04 0.68 0.03 0.73 0.31 0.14

8 to 21 d 1.34 1.35 1.37 1.36 1.40 0.05 0.19 0.87 0.85 0.12 0.98

21 to 35 d 2.21 1.81 1.93 1.92 1.84 0.09 0.02 0.41 0.12 0.01 0.76

0 to 35 d 1.83 1.64 1.71 1.71 1.67 0.11 0.11 0.09 0.10 0.21 0.82

1Dietary treatments were as follows: ANTI, 100 mg/kg avilamycin; PLA0.2, 0.2%
phenyllactic acid; PLA0.4, 0.4% phenyllactic acid. The purity of PLA is 92%.
2Linear and quadratic effects of P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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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0. Effects of phenyllactic acid (PLA) on fecal pH and

microorganisms (log10 per gram) of broilers chickens1

Item

PLA, % 0 0.2 0.4
S

E

M

P-value

ANT,m
g/kg

0 44 0 44 0 PLA ANT
PLA*
ANT

Line
ar

Quad
ratic

Small Intestine

E.coli, log10 6.91 6.44 6.77 6.88 6.72 0.78 0.30 0.11 <0.01 0.06 0.53

Lactobacillus,

log10

6.32 6.01 6.12 6.65 6.31 0.21 0.21 0.19 0.87 0.15 0.69

Large intestine

E.coli, log10 8.99 8.03 8.64 8.23 8.13 0.66 0.01 0.01 0.02 0.01 0.11

Lactobacillus,

log10

7.92 7.32 7.89 7.01 8.04 0.59 0.21 0.67 0.28 0.21 0.32

1Dietary treatments were as follows: ANTI, 100 mg/kg avilamycin; PLA0.2,

0.2% phenyllactic acid; PLA0.4, 0.4% phenyllactic acid. The purity of PLA is

92%.
2Linear and quadratic effects of P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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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2. Effects of phenyllactic acid (PLA) on relative organ weight of

broilers chickens1

Ite
m

PLA,
%

0 0.2 0.4
S
E
M

P-value2

ANT,
mg/kg

0 44 0 44 0 PLA ANT
PLA*
ANT

Linea
r

Qua
drat
ic

Gizzard　 2.43 2.38 2.41 2.42 3.39

Liver 3.22 3.04 3.35 2.82 3.24 0.27 0.88 0.21 0.53 0.96 0.78

Spleen 0.12 0.13 0.15 0.14 0.19 0.01 0.17 0.67 0.53 0.05 0.85

Bursa of

Fabricius
0.21 0.21 0.22 0.22 0.21 0.02 0.23 0.39 0.47 0.19 0.37

Breast 13.2 13.2 12.5 12.0 12.1 0.99 0.34 0.78 0.8 0.42 0.89

Abdominal

Fat
1.28 1.04 1.15 1.27 1.13 0.13 0.71 0.65 0.21 0.48 0.79

1Dietary treatments were as follows: ANTI, 100 mg/kg avilamycin; PLA0.2,

0.2% phenyllactic acid; PLA0.4, 0.4% phenyllactic acid. The purity of PLA is

92%.
2Linear and quadratic effects of P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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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2. Effects of phenyllactic acid (PLA) on blood characteristics of

broilers chickens1

Item2

PLA,
%

0 0.2 0.4

SEM

P-value3

ANT,
mg/kg

0 44 0 44 0
PL
A

AN
T

PLA
*AN
T

Lin
ear

Qua
drat
ic

RBC,

106/mm2 2.14 2.17 2.29 2.28 2.16 0.078 0.11 0.88 0.78 0.89 0.25

WBC,

105/mm2 264.3 267.2 302.2 305.7 284.7 18.59 0.05 0.87 0.98 0.57 0.37

Lymphocyte4,

%
73.6 75 76.2 83.4 74.4 2.658 0.05 0.13 0.29 0.87 0.61

IgG, mg/dL 1.24 3.44 2.96 4.22 2.86 1.138 0.29 0.15 0.69 0.33 0.52

1Dietary treatments were as follows: ANTI, 100 mg/kg avilamycin; PLA0.2,
0.2% phenyllactic acid; PLA0.4, 0.4% phenyllactic acid. The purity of PLA is
92%.

2RBC = red blood cells; WBC = white blood cells.
3Linear and quadratic effects of PLA.
4Value presented as percentage of total white blood cou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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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3. Effects of phenyllactic acid (PLA) on blood characteristics of

broilers chickens1

Item
PLA, % 0 0.2 0.4

SEM
P-value2

ANT,
mg/kg

0 44 0 44 0 PLA ANT
PLA*
ANT

Line
ar

Quad
ratic

Meat color3

L* 55.2 52.1 53.1 51.8 55.8 0.21 0.57 0.65 0.87 0.38 0.46

a* 73.6 15.2 16.2 14.9 15.2 16 0.81 0.29 0.39 0.29 0.37

b* 　 9.41 8.15 8.95 7.98 7.62 0.78 0.05 0.75 0.64 0.04 0.39

pH 6.2 6.65 6.21 6.37 6.29 0.18 0.48 0.39 0.32 0.12 0.78

1Dietary treatments were as follows: ANTI, 100 mg/kg avilamycin; PLA0.2,
0.2% phenyllactic acid; PLA0.4, 0.4% phenyllactic acid. The purity of PLA is
92%.

2Linear and quadratic effects of PLA.
3L* indicates lightness, a* indicates redness, b* indicates yellow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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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 목표달성도 및 관련분야에의 기여도4

제 절 목표달성도1

차년도1. 1

계획 달성도

연구개발의 내용
추 진 일 정 결과

(%)1 2 3 4 5 6 7 8 9 10 11 12

효소 대량생산 최적화 100

생물전환공정확립 100

공정최적화Downstram 100

효소 분리정제 100

효소반응특성조사 100

최종생산물
안전성평가

100

최종생산물
기능성평가

100

적용제품
기초자료완성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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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효소 대량생산 최적화.

된 발효조에서의 대량배양에 따른 배양배지 온도 등 최적 효소scale up , pH,⑴

생산 조건 확립.

나 생물전환공정확립.

조효소액 및 고정화법 등을 이용한 반응조건 확립.⑴

기질농도 효소농도 반응시간 등 최적화를 통한 최대 생물전환율의 생물전환, ,⑵

공정확립.

다 공정최적화. Downstream

생물전환된 항균유기산의 최대 회수 공정 확립.⑴

사료첨가제 및 고순도 항균유기산 제조 공정 확립.⑵

라 효소 분리정제.

규모의 생물전환 반응기에서 이상 순도의 항균유기산 대량생산2M/T 90%⑴

성공.

마 효소반응특성조사.

효소 활성 및 기질특이성을 분석한 결과 가 보다, Pma Pm1 phenylalanine⑴

에 높은 기질 특이성을 확인.

바 최종생산물 안전성평가.

을 이용한 급성 독성시험 및 종계용 병아리 자돈에 대한 안전성 시험SD rat ,⑴

을 통한 안전성 확인.

사 최종생산물 기능성평가.

양계사료에 혼합 후 산란율 폐사율 병원성세균 감소율 검토한 결과 우수한, , ,⑴

기능성 확인.

자돈 음수에 혼합 후 항생제 투여구와의 증체율 병원성세균 감0.1 ~ 0.3% ,⑵

소율 등을 비교한 결과 우수한 기능성 확인, .

아 적용제품 기초자료완성.

최종생산물의 안전성 기능성을 평가 자료를 분석하여 적용제품의 기초자료,⑴

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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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년도2. 2

계획 달성도

연구개발의 내용
추 진 일 정 결과

(%)1 2 3 4 5 6 7 8 9 10 11 12

대량생산 100

시제품제조 100

최적시제품선정
및 제조

100

효소대량발현벡터
시스템 확립

100

효소대량생산조건 100

사양시험설계 100

양돈시제품
성능시험

100

양계시제품
성능시험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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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대량생산.

항균성 유기산 대량생산시스템구축으로 최종 유기산 순도 이상 확립90% .⑴

나 시제품제조.

생물전환후 항균성 유기산 가 함유된 시제품 제조phenyllactic acid .⑴

다 최적제품선정 및 제조.

생물전환후 항균성 유기산 함유 최적 시제품제조 완료PLA .⑴

라 효소 대량발현 벡터시스템 확립.

대장균내에서 탈아미노화효소는 활성형으로 양호하게 발현되었음.⑴

을 부가한 탈아미노화효소의 경우 세포질형Maltose binding protein (MBP)⑵

으로 대량 발현이 가능하였으나 비활성형인 것으로 확인되어 효소 활성을 위해서,

는 단백질의 세포막 구조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었음.

마 효소 대량생산 조건.

기질농도 효소농도 반응시간 등 최적화를 통한 효소 대량생산 조건 확립, , .⑴

바 사양시험설계.

축종별 처리용량 사양시험규모 시험기간 농장 등 사양시험설계도 완성, , , .⑴

사 양돈 시제품 성능시험.

시제품의 양돈사료 혼합급여에 의한 혈액 증가 분대장균수 감소PLA RBC ,⑴

등에서 유의적으로 우수하여 양돈에 대한 생산성이 우수함을 입증함, .

아 양계 시제품 성능시험.

시제품의 양계사료 혼합급여로 산란율 난중 난각 강도 계란품질 난PLA , , , ,⑴

황색 혈액성분 등이 유의적으로 향상되어 양계에 대한 생산성이 우수함을 입증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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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년도3. 3

계획 달성도

연구개발의 내용
추 진 일 정 결과

(%)1 2 3 4 5 6 7 8 9 10 11 12

사양시험종합평가 100

특허출원 논문투고, 100

홍보 및 마케팅자료
제작

100

신제품 선구매
채널확보

100

신제품출시 100

사양시험 시료분석 100

반응 산물 성분분석 100

양돈사양시험 100

양계사양시험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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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양시험 종합평가.

최종생산물인 등 항균성 유기산들을 양돈 양계사료에 혼PLA, PAA, PPA ,⑴

합하여 급여 후 섭취량 증체량 산란율 장내 또는 분변내의 병원성세균감소율 등, , ,

기능성 평가완료.

나 특허출원 논문투고. ,

특허출원 건 논문 투고 편2 , 2⑴

다 홍보 및 마케팅자료 제작.

양계 양돈 사양실험을 통하여 얻어진 결과들을 종합하여 마케팅 포인트를,⑴

선정하고 홍보 및 마케팅 자료 제작하였음, .

라 신제품 선구매 채널확보.

축종별 사양시험 우수결과를 바탕으로 제작된 홍보 마케팅자료를 배포 및,⑴

신제품 출시와 함께 구매 가능한 축산농가 사료회사 사료판매회사 등에 홍보함, , .

마 신제품 출시.

항균성 유기산 가 함유된 신제품 제조 및 항생제 대체 유phenyllactic acid⑴

기산제 신제품을 출시함.

바 사양 시험 시료분석.

축종별 가검물로부터 병원성세균억제능을 분석함.⑴

사 반응 산물 성분분석.

의 생성량을 의 흡광도 측정방법으로 효소활성Phenylpyruvic acid 320nm⑴

정량분석하였음.

아 양돈사양시험.

제품의 양돈사료 혼합급여에 의한 혈액 증가 분대장균수 감소 등PLA RBC ,⑴

에서 유의적으로 우수하여 양돈에 대한 생산성이 우수함을 입증, .

자 양계사양시험.

제품의 양계사료 혼합급여로 산란율 난중 난각 강도 계란품질 난황PLA , , , ,⑴

색 혈액성분 등이 유의적으로 향상되어 양계에 대한 생산성이 우수함을 입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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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절 관련분야의 기여도1

기술적 측면1.

가 대량생산을 통한 항생제대체제 개발. PLA

나 유전자조작기술의 산업적 응용.

다 다양한 기능성 유기산의 생산 가능.

라 생물전환공정의 산업화.

마 체계적인 사양시험시스템 확립.

바 산학연 연계 공동 기술개발을 통한 기술교류.

경제적산업적 측면2. ․
가 항생제 대체물질개발로 안전 식육 공급 구축을 통한 친환경 생명산업구축.

나 고기능성 사료첨가제 개발 촉진 및 동물산업부가가치 증진.

다 사료첨가제 동물약품 화장품 의약품 등 시장 확대가능. , , ,

라 생물전환공정 생산시스템 확립으로 다양한 고부가가치 제품개발 가능.

마 국내원천기술 보유한 항생제대체제 개발.

바 친환경유기축산의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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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 연구개발 성과 및 성과활용 계획5

제 절 실용화 산업화 계획1 ·
1. 이유자돈 두를 이용한 시험결과 전체 시험기간 동안 일당사료섭취량 건물90 , ,

소화율 질소 소화율 등에 있어서 처리군이 무처리군과 비교하여 유의적, PLA PLA

으로 높게 측정되어 이유자돈의 일당사료섭취량 증진 및 건물 질소 소화(P<0.05) ,

율 등을 개선에 활용할 계획으로 양돈농가에서 이유자돈용 일당사료섭취량 및 건물

소화율 질소 소화율 개선 사료첨가제를 제품화하여 소화율 개선과 그에 따른 면역,

력 향상 및 장내 유익균의 증가와 유해균의 감소로 인해 이유자돈 시기에 나타날

수 있는 성장률 감소를 예방할 수 있다.

육성돈 두를 이용한 실험결과 분중 미생물 균수에 있어서 분내2. 96 , lactic acid

함량에 있어서는 처리구간에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bacteria (P>0.05),

분내 Salmonella 함량에 있어서는 전혀 검출이 되지 않았음 또한 분내. E.coli 함

량에 있어서는 무처리군이 처리군과 비교하여 유의적으로 가장 높게 측PLA PLA

정되었고 의 유기산 첨가 시 소화율 개선에 의해 사료효율이 향상되었으며0.2% ,

의 유기산 첨가 시 면역력 증진과 장내 유해균이 감소하는 효과를 보여 성장0.3%

을 목적으로 첨가할 경우 의 유기산을 성장률 감소현상이 나타날 경우0.2% , 0.3%

의 유기산을 첨가함으로써 다목적 활용이 가능하리라 사료된다 그 자체로 양돈관.

련 사료첨가제로 사용하거나 항생제와 혼합하여 사용함으로써 기존의 항생제의 사

용량을 줄일 수 있는 항생제 대체 사료첨가제로 산업화할 계획이다.

3. 산란계 수를 이용한 시험결과 산란계 사료내 유기산의 첨가ISA brown 240 ,

급여시 산란률에 있어서는 주와 주 동안에는 처리군이 무처리군과 비3 4 PLA PLA

교하여 유의적으로 높았고 주 동안에는 처리군이 무처리군과(P<0.05), 5 PLA PLA

비교하여 유의적으로 높게 측정되어 양계용 산란률 증진 사료첨가제로 산(P<0.05)

업화할 계획임 또한 계란품질에 있어 난각강도는 주 주 및 주째에는 처. , 3 , 4 5 PLA

리군이 무처리군과 비교하여 유의적으로 높게 측정되었으며 난황색PLA (P<0.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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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있어서는 주째에는 처리군이 무처리군과 비교하여 유의적으로 높았4 PLA PLA

으며 주째에는 처리군이 무처리군과 비교하여 유의적으로 높(P<0.05), 5 PLA PLA

게 측정되어 계란품질에 관련하여(P<0.05) 난각 강도 난중 난황색 호우유닛의 개, , ,
선에 의한 계란품질의 향상 및 면역력 증가로 인해 농가의 생산성 증대를 가져올

것으로 사료된다.

4. 일령 육계 수를 이용한 실험에서 장내 미생물 균수에 있2 Arbor Acres 500 ,

어서는 소장과 대장 모두에서 Lactobacillus의 균수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며,

와 항생제가 급여된 처리구는 소장 내PLA E.coli 균수가 낮게 측정되었음

또한 대장에서 항생제 또는 를 단일 또는 함께 사용할 때에 효과는(P<0.01). , PLA

E.coli 균수가 감소되는 것으로 측정되었고 첨가수준이 증가함에 따(P<0.05), PLA

라 직선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측정되어 유기산 첨가에 의한 사료요구율(P<0.05)

향상과 면역력 증진 및 육질 개선이라는 효과로 인한 농가의 생산성 증대를 가져올

것으로 사료된다 결과를 토대로. 육계용 항생제 대체제 사료첨가제로 사용하거나,

항생제와 병행하여 사용함으로써 기존의 항생제의 사용량 감소를 위한 사료첨가제

로 산업화할 계획임.

5. 본 연구를 통히여 의 독성시험을 실시한 결과 폐사한 종계용 병아리 자PLA , ,

돈은 관찰되지 않아 양계 및 양돈사료이용에 있어서 는 독성이 없는 안전성이PLA

우수한 유기산 첨가제임이 확인되어 양계 및 양돈사료에 혼합하여 사용할 계획임.

또한 는 양계 및 양돈사료에 혼합되어도 기호성에 전혀 문제가 발생되지 않았, PLA

으며 스트레스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아 증체에 악영향을 주지 않으며 독성이 전혀, ,

없는 안전성이 우수한 항균 유기산으로써 사료 첨가제로 이용시 경제적 효과가 크

다고 할 수 있음.

6. 양계용 제품으로 사용하기 위한 함유 유기산제는 산란율 사료섭취율 등PLA ,

이 크게 향상될 수 있으며 간과 같은 생체 조직내에 만연하여 폐사에 이르게 하는,

Salmonella 균을 근원적으로 제어함으로써 폐사율 감소에 크게 기여할 수 있으며,

양돈용 제품으로 사용하게 위한 함유 유기산제는 대장균증의 발병률을 낮춰PLA



137

자돈의 이유후 설사를 줄이고 이상 증체율을 향상시켜 돈방의 회전율을 크게, 2%

높임으로써 가축생산성향상에 기여할 수 있음.

7. 본 연구를 통하여 얻어진 시험결과들을 종합한 결과 기술적인 측면에 있어서

대량생산을 통한 항생제대체제의 개발이 가능하며 생물전환공정의 산업화를PLA ,

통하여 다양한 기능성 유기산의 생산이 가능함 또한 경제 산업적 측면에 있어서. , ㆍ

는 항생제 대체물질개발로 안전 식육 공급 구축을 통한 친환경 생명산업을 구축할

수 있고 고기능성 사료첨가제 개발 촉진 및 동물산업의 부가가치 증진을 가져올,

수 있으며 이를 통하여 친환경유기축산을 실현할 수 있음, .

국내에서는 농협 및 회원조합 우성사료 등에 본 제품을 항생제 대체용8. , CJ,

사료첨가제로 사용하고자 하고 있으며 동물약품회사나 생화건강 아모레 등에, LG ,

는 동물의약품 및 의약외용품으로 사용할 계획이다 또한 국외에서는 일본 대만 및. ,

동남아에서 항생제 대체제 식품보존제로 관심을 보이고 있는 만큼 다양한 국가에,

수출함으로써 수입대체 효과가 있음 따라서 월생산량은 톤이상 년생산량은. 80 ,

톤이상을 생산할 계획임1,000 (Fig. ).

생산될 제품의 구매예상기업 현황Table 34.

년 월 현재 내부조사자료(2009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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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품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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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절 교육지도홍보 등 기술확산 계획2 . ․ ․

춘천바이오페스티발 에서 기업 홍보 및1. “2008 ” Bio Food & Beauty

에서 부스를 설치하여 제품 홍보와 신제품 설명회를 하였음 춘천시Market Corner (

삼천동 수변공원내 춘천컨벤션홀, 2008. 8. 29 ~ 8. 30).

2. 이유자돈에 있어 소화율 개선과 그에 따른 면역력 향상 및 장내 유익균의 증

가와 유해균의 감소등의 효능을 가진 사료첨가제로 이유자돈 시기에 나타날 수 있

는 성장률 감소를 예방할 수 있음을 교육함.

3. 육성돈에 있어 의 유기산 첨가 시 소화율 개선에 의해 사료효율이 향상0.2%

되었으며 의 유기산 첨가 시 면역력 증진과 장내 유해균이 감소하는 효과를, 0.3%

보여 성장을 목적으로 첨가할 경우 의 유기산을 성장률 감소현상이 나타날0.2% ,

경우 의 유기산을 첨가함으로써 다목적 활용이 가능함을 홍보함0.3% .

4. 산란계에 있어서 난각 강도 난중 난황색 개선에 의한 계란품질의 향상 및 면, ,

역력 증가로 인한 농가의 생산성 증대를 홍보함.

5. 육계에 있어서 유기산 첨가에 의한 사료요구율 향상과 면역력 증진 및 육질

개선이라는 효과로 인한 농가의 생산성 증대를 홍보함.

상기의 효능을 농협이나 구매 예상 기업의 담당자들과 양돈 양계 농장등에6. ,

컨설팅을 통한 교육 및 지도함.

양돈 양계에 관련된 저널에 투고를 통하여 제품 광고 및 홍보함7. , .

디자인전문회사에 의뢰하여 이미 확립된 를 활용하여 본8. BI(Brand Identity) ,

과제에서 개발된 제품들은 그를 바탕으로 디자인하여 제품의 브랜드이미지를 통일

하여 소비자들에게 회사와 제품 브랜드를 동시에 홍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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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절 특허 논문 등 지식재산권 확보계획3 . ,

특허출원1.

가 대량생산시스템 완료 후 관련내용을 프로테우스 미라빌리스 유래 아. PLA 〝
미노산 탈아미노화 효소 유전자 및 단백질 재조합벡터 및 형질전환체 및 이를 사, ,

용하여 기능성유기산을 제조하는 방법 이라는 특허명으로 대한민국특허 제〞
호로 특허출원하였음2008-140312 .

나 효소활성이 우수한 균주를 분리 선발된 후 관련내용을 아미노산 탈아이노. “

화 효소 활성이 우수한 신규 프로테우스 불가리스 균주 및 이 배양액을 사P2-1

용하여 기능성유기산을 제조하는 방법 이라는 특허명으로 특허출원중”

논문 및 발표2.

가 논문.

(1) Baek, J.O., J.W. Seo, O. Kwon, S.I. Seong, I.H. Kim, and C. H. Kim.

2008. Heterologous expression and characterization of L-amino acid

deaminase from Proteus mirabilis in Escherichia coli. Chinese Journal

출판됨of Biotechnology , 24(12):2129

(2) Effects of phenyllactic acid (PLA) on production performance eg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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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한국축산식품학회 제 차 정기 학술발표대회2. 2008 40 , 2008. 5. 30

수원대 기초과학연구소 세미나 발표 축산용 항생제 사용절감을 위한 항생3. “

제 대체방안”

제 절 추가연구 타연구에 활용 계획4 . ,

1. 양계 양돈사료 뿐만아니라 축우 애완동물 등 다른 축종의 사료 첨가제에 응, ,

용 및 활용할 계획임.

2. 본 연구를 통하여 구축한 효소대량생산을 위한 벡터시스템을 이용하여 사료

첨가제 뿐만아니라 효소대량생산을 필요로 하는 기타 다른분야에 응용 및 활용하기

위한 추가연구를 계획에 있으나 먼저 양돈용 양계용 항생제 대체제 사료첨가제로,

실용화하여 매출을 발생시키고 향후 동물의약품 의약외약품 식품보조제로도 활용, , ,

가능.

현재 개발된 벡터시스템을 활용하여 다양한 아미노산 기질을 이요하여 부가가3.

치가 있는 유기산의 생산이 가능하므로 추가연구를 통하여 조사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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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 사용한4. Proteus mirabilis 보다 효소활성이 우수한KCTC2566

균주를 분리 및 선발하여 수율이 배이상 증진된 발현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임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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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 연구개발과정에서 수집한 해외과학기술정보6

항생제 대체물질 중 유기산은 생체 대사산물로서 휘발성산에는 acetic, butyric,

등이 있으며 비휘발성산caproic, propionic, valeric, isovaleric, isobutyric acid ,

에는 등 이외 다양한 형태의lactic, succinic, oxalic, fumaric, malonic acid keto

등이 있으며 그 기능 또한 다양하며 기능acid, hydroxy acid , carboxylic acid ,

성이 아직 알려지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러한 유기산들을 생산하는 미생물로는 유산을 생산하는 유산균이 대표적으로

알려져 있다 유산균이 생산하는 유기산에는 여러 종류가 있으며 대사산물인.

등은 항돌연변이능 항균능력 및 장내흡수를 통한 성lactic, acetic, butyric acid ,

장촉진 등 다양한 기능을 가지고 있다 유제품중 치즈내에 존재하는 유산균의 아.

미노산의 분해과정은 등으로부aromatic amino acid, branched chain amino acid

터 에 의하여 대사되어transamination, elimination hydroxy acid, keto acid,

등 중간 산물을 거쳐 최종적으로 등으로alcohol phenol, scatole, indole, ester

분해된다 문헌 등( [R. Van Kranenberg , Intl. Dairy J. vol.12, pp.111-121,

참조2002] ).

아미노산 분해과정의 중간 산물인 은 만성적인 요독증keto acid (uremia)을 가

진 사람을 위한 식품첨가물로서 사용되며 철이온 흡수에 관련된 문헌, siderophore(

등[Drechsel , J. Bacteriol. 참조 아미노산vol. 175, pp.2727-2733, 1993] ),

의 을 단일 형태로의 전환 의 중요한 중간D/L racemic mixture , cephalosporin C

산물인 의 전환 기타 유제품 생산에서 풍미증진효과7-ACA(key intermediate) ,

문헌 등( [Banks J. M. , Intl. Dairy J 및. 11:235-243, 2001] [Yvon M., L.

Rijnen, Intl. Dairy J. vol.11, 참조 등의 다양한 기능을 가pp.185-201, 2001] )

지고 있어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대표적인 기능성 유기산 중 는 아미노산 중 으phenyllactic acid phenylalanine

로부터 유도되며 유산균에서 생산되는 대사산물 중의 하나로서 그람 양성 음성 병,

원성세균 및 곰팡이 등에 항균능력을 보유하는 것으로 나타나 생물 방부제의 역할

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문헌 등( [Valerio F. , FEMS Microbiol. Letters.

참조 합성전구체233:289-295, 2004] ), pharmacophore , anti-HIV reag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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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다양한 기능성을 가지고 있다 문헌renin inhibitor, protease inhibitor (

등[Yoshihiro H. , Bioscience Biotechnology and Biochemistry, vol.60, pp.

참조 등1279-1283] ). Indole-3-acetic acid, indole-butyric acid indolic

들은 의 에 의하여 생성되며compound tryptophan conversion plant growth

에 속하여 보다 적은 농도로도 식물의 성장을 조절하는 물regulators(PGRs) 1 mM

질로 알려져 있다 는 로써. Isovaleric acid branched-chain volatile acid leucine

의 에 의해 생성되며 스위스치즈 향의 진함과 강도와 관련되어 있다는conversion

보고가 있다 문헌 등( [Singh P. , J. Microbiol. vol. 39, pp. 참229-231, 2001]

조 이외에도 생물전환공정으로 생산가능한 많은 기능성을 보유한 유기산들이 있).

으며 아직 밝혀지지 않은 기능성을 포함하면 본 발명의 중요성이 앞으로도 더욱 높

아지리라 예상된다.

이러한 기능성 유기산들의 제조방법에는 유산균 초산균 등과 같은 미생물에의,

한 대사산물로부터 얻는 방법 효소를 이용한 생물전환 방법 생합성에 의한 방법, ,

등이 있다 그러나 미생물의 배양을 통한 방법은 생산된 다양한 유기산으로부터 분. ,

리 정제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으며 수율 또한 높지 않고 생합성에 의한 방법은 생,

합성 과정 중 유해한 부산물의 발생가능성이 있으며 인체에 적용시 독성의 문제를

배제하기 어려우며 현재 일부 기업의 독점으로 인하여 합성전구체의 확보가 어렵,

다.

효소를 사용한 생물전환 방법은 고역가의 효소의 확보가 가능하다면 복잡한 생

산과정 없이도 순 한 조건에서 직접적으로 다양한 아미노산 기질을 이용하여(mild)

다양한 기능성 유기산을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는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방법이라

할 수 있다.

효소를 사용하여 아미노산으로부터 을 생산하는 방법에는keto acid

에 의한 방법 에 의한 방법이 있다 아미노기전환반응transamination , deamination .

에 의한 방법은 가역반응이며 부산물인 가 형성되며 이상의 수율을glutamate 50%

올리기가 어려워 낮은 비용으로 생산하기 어려운 단점이 있어 대량생산이 어렵다.

반면 탈아미노화반응에 의한 방법은 부산물이 생기기 않으며 상대적으로 수율이 높

아 이 방법이 가장 효율적으로 기능성 유기산을 생산할 수 있는 방법이다 생산하.

고자 하는 유기산의 광학이성질체에 따라 또는 에 작용하는 효소L-form D-f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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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각각 경제성 기능성 등을 고려하여 다양하게 선정하여 사용이 가능하며 생산된,

다양한 유기산들은 제약용 식품용 사료용 등 광범위한 용도로 사용이 가능하다, , .

유산균에 의한 케토산 생산은 주로 에 의한 아미노기전환반응aminotransferase

으로 생산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치즈 가공시에 케토글루(transamination) ,

타르산 첨가를 통하여 아미노산 분해반응의 증진을 통한 glutamate,

의 생산촉진 향기 성분의 유도촉진을 통한 풍gamma-aminobutyric acid(GABA) ,

미증진에 관한 연구가 다수 보고되고 있다 문헌 등( [Banks J. M. , Intl. Dairy J.

등vol.11, pp.235-243, 2001], [Valerio F. , FEMS Microbiol. Letters.

등vol.233, pp.289-295, 2004], [Williams A. G. , Intl. Dairy J. vol.12,

등pp.841-852, 2002], [Yvon M. , Intl. Dairy J. vol.11, pp.185-201, 2001]

및 등[Yvon M. , Intl. Dairy J. vol. 참조 이들은 유8, pp. 889-898, 1998] ).

산균에 의해 발효 숙성되어 분해됨으로써 페닐락트산 이소발레르산 등의 향과 관,

련 있는 성분들이 생산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Lactobacillus Plantalum과 같은

여러 종류의 유산균에 페닐알라닌을 첨가함으로써 곰팡이 균주에 항균능력을 나타

내는 페닐락트산 하이드록시페닐락트산 등을 발효를 통하여 생산함으로써 안전, 4-

성이 있는 식품 품질과 보존에 사용할 수 있다 문헌 등( [Valerio F. , 2004. FEMS

Microbiol. Letters 참조 그러나 유산균을 사용. vol.233, pp.289-295, 2004] ). ,

한 방법은 높은 수율의 페닐락트산을 생산하기 어렵다 따라서 높은 수율의 기능. ,

성 유기산들의 생산을 위해서는 탈아미노화 효소에 의한 생산방법이 요구된다.

탈아미노화 효소에 의한 생산방법은 아미노산의 광학이성질체 즉 형 아미노, D-

산과 형 아미노산에 따라 생산균주가 다르다 형의 아미노산을 전환하는 효L- . D-

소인 아미노산 산화효소 는 약 의D- (D-amino acid oxidase; D-AAO) 86 KDa

분자량을 가진 플라보 단백질이며 현재 세팔로스포린 의 생산을 위하여C

의 단계 효소전환반응에 중요한 역할을7-aminocepahalosporanic acid(7-ACA) 2

하는 와 함께 사용되고 있다 과거에는 돼지 신장 세포의 탈GL-7-ACA acylase .

아미노화 효소를 사용하였으나 미생물원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최근의 에, D-AAO

의한 케토산 생산은 주로 효모균인 Rhodotorula sp., Trigonopsis sp. 등을 이용

하였다. Trigonopsis variabilis 세포전체와 카탈라아제를 동시고정화기술을 통하여

생산되는 과산화수소를 제거하며 산소에 의한 효소의 불활성화 및 탈카복실화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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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방지하고 효소활성을 지속적으로 유지시키며 케토산인 페닐피루브산을 생산하였

다 문헌 등( [Fernadez-Lafuente R. , Enzyme Microbiol. Technol. vol. 23,

참조pp.28-33, 1998] ). Trignopsis variabilis 균의 유전자를 강력한D-AAO

프로모터를 가지며 수율 또한 우수한 효모균인biomass Pichia pastoris에 재조합

하여 높은 발현을 유도하였다 문헌 등( [Yu J. , J. Mol. Caltalysis B: Enzymatic

참조18, 2002, pp.291-297] ). Rhodotorula gracillis를 이용하여

를 사용하여 막 투과성을 높여 카탈라아cetylmethylammonium bromide(CTAB)

제 첨가없이 케토산으로 전환하였다 문헌 등( [Singh P. , J. Microbiol. vol. 39,

pp. 참조 국내에서도 효모229-231, 2001] ). Trigonopsis variabilis의 아미노D-

산 산화효소 유전자를 대장균에 클로닝하고 발현시킨 예가 있다 문헌( [Lee J. H.

등, 1995, Korean J. Biotechnol. Bioeng. 참조vol.10, pp.264-270, 1995] ).

아미노산 탈아미노화 효소 는L- (L-amino acid deaminase; L-AAD)

의 효소로서 리보플라빈아데닌디뉴클레오티드 가 비공유결합으dimeric form (FAD)

로 단백질에 강하게 결합되어 있다 아미노산에 높은 기질 특이성을 나타내며. L-

자연계에 널리 분포되어 있는 효소로서 뱀 곤충 독 등에 있으며 곰팡이 조류에도, ,

존재하며 세균의 경우 Rhodococcus opacus, Proteus sp., Providencia sp.,

Morganella sp. 등 생물계에서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다. Rhodococcus opacus의

아미노산 산화효소를 유전공학적 기법으로L- Streptomyces lividans에서 발현시

킨 보고가 있다 문헌( [Geueke B. and W. Hummel, Protein Expression

Purification vol.28, 참조pp.303-309, 20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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