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BIONIT® (바이오니트)

1. 바이오니트®의 특성 및 용도

BIONIT(바이오니트)는 Sodium-Bentonite로서, 높은
Montmorillonite(몬모릴로나이트)함량과 높은팽윤성과수분결합
력을지니며, 이러한특성들은 가축의체내대사과정과가축의건
강및활력을증진시키는데결정적으로작용한다. 바이오니트는
높은이온교환능력을가지기때문에약하게결합되어존재하는교
환성양이온들로하여금영양학적으로필수적인무기염의금속이
온으로쉽게치환될수있게하며, 비표면적이넓기때문에영양소
의흡착성결합을촉진한다. 또한바이오니트의주구성광물인
montmorillonite(몬모릴로나이트)의 팽윤능력은바이오니트를 첨
가하여제조된혼합사료가가축의 소화관내에머무는시간을연
장시켜줌으로써사료및미네랄염의 이용성을향상시켜준다. 바
이오니트의완충작용은 반추위내과산증(Acidosis)으로생기는
폐해를크게방지해주며, 산-염기균형을거의일정하게유지시켜
준다.



2. 바이오니트®의 사료적 가치
바이오니트(BIONIT)는 특수한성질을지닌천연점토광물
(Bentonite)을특수가공한고품질의 Sodium Bentonite 제품으로
서, 가축사육기술과 위생, 사료성분, 생산물의품질및분뇨처리
등과관련하여발생할수있는문제를조절하는물질로서그기
능을발휘한다. 바이오니트는통상적인관념의가축성장촉진제
가아니라천연적형태의보조물질로서 가축의기존생산능력을
최대한으로발휘할수있도록도와주는역할을한다. 따라서바
이오니트는현대의집약적축산업에서위기관리를해주는값어
치있는보조사료라고하겠다. 바이오니트는미네랄공급제로서
자연스런방식으로가축의건강을 보장해주며, 소화과정에좋은
영향을주고, 축사의공기를개선하는데적합하여분뇨처리관련
문제를덜어준다. 바이오니트는사료용 Sodium Bentonite제품
으로양돈뿐만아니라반추가축이나 양계에도이용된다.

3. 배한사료 제조시 바이오니트® 효과

1.펠렛화공정에의응용 바이오니트(BIONIT)를 펠렛 제조시 첨가하면 펠렛의
점착기작과결착력이향상된다.

2.유동촉진제로서사용

넓은 표면적과 높은 수분흡수능력을 갖는 바이오니트는
유동촉진제로서의 요건을 충족시켜 준다 . 당밀이나
지방이 첨가된 분말형 배합사료의 유동성과 혼합
안정성은 바이오니트의 첨가를 통하여 결정적으로
향상된다.

3.소화과정의집중화효과

넓은 표면적과 높은 수분흡수능력을 갖는 바이오니트는
유동촉진제로서의 요건을 충족시켜 준다 . 당밀이나
지방이 첨가된 분말형 배합사료의 유동성과 혼합
안정성은 바이오니트의 첨가를 통하여 결정적으로
향상된다.

4.장내소화물의연화와희석효과

바이오니트는 미네랄 성분의 섬유소로서 장내용물의
부피를 효과적으로 증가시킬 수 있도록 수분을 흡수하여
자체 부피의 몇 배나 되는 양으로 불어난다. 따라서
위장관내 영양소의 체류시간연장은 효소에 의한
소화과정을개선시켜영양소소화를촉진시켜준다.

5.체내미생물의작용을촉진효과

바이오니트는 장내에서 최적산도 (pH)를 유지하고 ,
내생질소와 발효가능 에너지간의 비율이 균형을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이를 이용하는 세균의 활동을
촉진(균체단백질의 합성 증가)시키며, 나아가 콜리형
세균(대장균류)의증식을억제한다.



6. 반추가축의 제1위 내 산-염기
균형을조절효과

바이오니트는 과산증 (acidosis)예방제로서 작용한다 .
바이오니트는아주높은수소이온(H+)친화력을가지고있어
위를 통한 산의 흡수를 감소시킴으로써, 가축이 산-염기의
균형을 유지시키기 위해 소모하는 대사상의 부담을 줄여
준다. 바이오니트는 좁은 의미에서 본 제1위 완충제라기
보다는 제1위 내 수소이온(H+)농도의 조절자이며, 이는
가역적 이온교화 반응원리에 따라 이루어진다. 다시 말해서
바이오니트의 완충능력은 고갈되지 않은 채, pH가 내려갈
때에는강한수소이온교환을통하여,그리고 pH가높아지는
경우에는 여타 양이온들(Ca2+, Na+)을 흡착함으로써 항상
균형을유지하는작용을한다.

7.대사저해물질의흡착효과

바이오니트는 기존사료에 포함되어 있거나 소화과정에서
생성된 암모늄 또는 황함유 유해물질 및 독소, 그리고
방사선물질을 흡착한다 . 특히 암모늄의 흡착은
암모니아가스의 생성을 감소시켜 질소와 발효가능
에너지간의 양적 균형을 바로 잡아준다. 바이오니트의
흡착작용과 그에 따른 곰팡이독소(특히 아플라톡신 B1)의
불활성화는간의부담을크게덜어주며,곰팡이독소로인한
가축의능력저하를막아준다.

8.설사증상및연변방지효과

위장 내 통과시간이 지연됨으로써 사료소화물은
자연적으로 분비되는 위산의 작용으로 더욱 강력하게
산성화된다. 따라서 pH는 더 큰 폭으로 저하하였다가 다시
서서히 소화의 진행과 함께 상승하게 된다. 그럼으로써
소화관의 후장부 (대장부위 )에서는 콜리형의 세균이
효과적으로 억제된다 . 나아가 바이오니트의 표면에
세균독소가 결합되고 얇은 층(lamella) 사이로 수분을
흡수하여 설사증세를 경감시키고 가축의 건강상태를
개선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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