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hancement of the nutritional value of
fermented corn stover as ruminant feed using
the fungi Pleurotus spp.
(느타리버섯류를 활용한 옥수수대의 사료영양가치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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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언
❍ 짚은 일반적으로 반추동물의 조사료 공급원 중 하나지만, 목질계 바이오매
스 함량이 높고, 단백질 및 에너지 함량이 낮아 그 가치가 제한적임
❍ 따라서 짚의 영양 가치 향상을 위한 물리적, 화학적 및 생물학적 처리 등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음
❍ 균류를 이용한 생물학적 방법은 자연 친화적이며, 단백질성 곰팡이 균사체
또한, 발효 물질의 영양 가치에 기여할 수 있음
❍ Pleurotus spp. (느타리버섯류, 백색부후균)는 식물 세포벽의 난분해성 성분을
탈리그닌화 및 분해할 수 있는 효소를 생성함
❍ 곰팡이(버섯류) 균주는 기질의 영양소 구성 및 발효 조건에 따라 기질을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이 달라 균주와 짚의 적절한 조합이 필요함
❍ 본 연구에서는 4종의 Pleurotus spp.를 이용하여 옥수수대를 영양가 있는 동
물사료로 전환하기 위한 공정을 개발하기 위해 수행되었음

■ 재료 및 방법
❍ 4종의 버섯균 (P. diamor, P. eryngii, P.sajor-caju, P. citrinopileatus)는 PDA
배지에서 배양하여 사용하였고, 옥수수대는 중국과학원에서 수집되었음
❍ 배양을 위한 기질은 2-3 cm 정도로 자른 옥수수대와 옥수수 가루 1%, 요소 1%,
석고 0.5%, K2HO4, 비타민 믹스 0.5%, 미네랑 0.5%와 섞어 멸균 후 사용되었음
❍ 접종 후 21일 이후에 화학적 분석, 아미노산 함량, 비타민, 소화력을 분석하였음

■ 주요 수행 내용
❍ 4종의 느타리버섯류에 의해 발효된 옥수수대의 조단백질은 13.83-31.66%
증가하였고, NDF, ADL, ADF, 셀룰로오스, 헤미셀룰로오스 등은 감소하는
것을 확인하였음
❍ P. sajor-caju, P. eryngii 두 균종은 ADL 감소에 매우 효율적인 것으로 확인
되었지만 (각각 8.99, 9.88), P. eryngii의 경우 셀룰로오스 분해율이 낮았음
❍ 옥수수대를 P. citinopileatus를 처리하였을 때, 조단백질 함량이 7.65%로 가장
높았고, P. sajor-caju를 처리하였을 때는 필수아미노산이 55.11%로 가장 높아졌음

■ 결론
❍ 이들 4종의 균류는 리그닌에 대한 높은 선택도를 갖고 있으며, 조단백질과 생체
내 소화를 증가시켰음
❍ P. eryngii 균류는 21일의 배양기간 동안 건조물의 감소가 가장 낮았고,

P. sajor-caju 균류와 같이 리그닌 분해 및 셀룰로오스 유지를 극대화하여
반추위 발효성을 향상시켰음
❍ 특히 P, eryngii와 P. sajor-caju를 활용하면 반추동물 사료로서 옥수수대의
영양가 향상과 활용도를 증가시킬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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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Pleurotus sp.에 의해 21일 발효된 옥수수대의 화학성분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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