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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1)Effective Microorganisms (EM), a fermented
medium developed by Professor Higa at the University of
the Ryukyus, is a mixed culture containing dozens of
microorganisms which are beneficial to nature including
people, animals, plants and many microbial species in
environment. EM is known to contain more than 80 kinds of
anaerobic or aerobic microbes including photosynthetic
bacteria, lactic acid bacteria, yeast, actinomycetes, fungi and
so on, with yeast, lactic acid bacteria and photosynthetic
bacteria as the main species of EM. Antioxidant effect
generated by the concert of complex coexistence and
coprosperity among these microbes is considered to be the
main source of EM benefits. Currently, EM is earning an
increasing attention with applications in agriculture, forestry,
animal husbandry, fisheries, environment and medicine among
others. At the same time, however, a quantitative interpretation
of EM system based on a mixed culture model needs efforts
from biochemical engineers for efficient production and
further promotion of EM. In this paper, we describe the
functions of major microbes in EM and current researches
and applications of EM in agriculture, forestry, animal
husbandry, fisheries, environment and medic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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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일반적으로 자연계에는 여러 미생물들이 모여 혼합된 상태의
군집을 형성한다. 단일 미생물배양이란 자연계로부터 다른
종류의 생명체가 섞여있지 않은 단일 종을 분리하여 배양
한 후, 미생물의 기본형태, 구조, 영양 요구조건, 성장에 적합
한 환경, 대사산물, 다른 미생물과의 상호관계 및 병원성
등을 조사한다. 또한 특정 대사산물의 생산은 유전자조작,
배양조건의 최적화와 적합한 돌연변이의 선별작업으로 증가
될 수 있다. 반면, 혼합배양은 두 종류 이상의 미생물을 함께
배양하는 것으로, 예를 들면 첫째, 박테리아는 생장을 위해
서 산소와 탄수화물을 소모하고 CO2와 H2O를 생산하는데
조류는 CO2를 탄수화물로 전환시키고 태양빛 하에서 산소
를 배출하여 상리적 상호작용을 한다. 둘째, 치즈제조에 사용
되는 Streptococcus lactice는 젖산을 생산하는데 곰팡이
인 Geotrichium candidum은 젖산을 물질대사하여 S. lactis
를 위한 생장조건을 좋게 만들어줌으로써 공생한다. 셋째,
Desulfovibrio (혐기성)는 SO42-를 환원하여 악취물질인 H2S
를 생산하는데 H2S는 황박테리아 (sulfur bacteria)에 의해
에너지원으로 쓰여 악취를 제거한다 [2]. 이 밖에 자연계에
존재하는 유용미생물은 우리나라의 전통음식인 김치, 된장
을 포함한 장류, 젖갈을 발효시키는 과정에 존재하여 왔으며,
인체에 섭취되었을 경우 장에서 유용미생물이 해로운 미생물
의 성장을 억제하고 중간자적 미생물이 유용미생물의 작용을
도와 인간의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작용한다 [3].
EM은 1980년대에 류쿠대학 (the University of the Ryukyus,
Japan) 농학부 Higa 교수에 의하여 토양개량, 병해충 방제 등
을 목표로 2000여종의 미생물을 수집하여 그 중 5과 10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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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Microorganisms in EM (EM certification)
Type of microorganisms Basic species
Lactobacillus plantarum (ATCC8014)
Lactic acid bacteria
Lactobacillus casei (ATCC7469, KCTC3237)
Streptococcus lactis (IFO12007, KCCM32406)

works
Lactic acid production
Breakdown of lignin and cellulose

Antioxidant synthesis
Rhodopseudomonas palustris (ATCC17001)
CO2, N2 fixation
Rhodobacter sphaeroides (ATCC17023, KCTC1434)
Amino acid nucleic acids, bioactive suvstance and sugars synthesis
Saccharomyces cerevisiae (IFO0203)
Bio active substance synthesis (hormones and enzymes)
Yeasts
Candida utilis (IFO0619)
Aspergillus oryzae (ATCC3004, KCTC1082)
Antimicrobial activity of the soil
Actinomycetes
Mucor hiemalis (IFO3358, KCCM12630)
Aspergillus oryzae (IFO5770)
Alcohol, esters and antimicrobial substances
Fungi
Mucor hiemalis (IFO8567)
Beneficial microorganisms in nature combine
Others
into EM in the manufacturing process and survive
in the mixture of EM at pH level under 3.5.
* In case species are not available, they can be replaced by those of similar characteristics.
Photosynthetic
bacteria

80여종의 유익한 미생물의 조합으로 개발된 액상의 미생물
혼합 배양액으로 광합성 세균, 젖산균, 효모가 EM을 구성하
는 주요한 미생물이다 [3,4]. 이들 미생물들은 산소의 존재유
무와 관계없이 생장할 수 있는 통성혐기성균으로, 광합성
세균은 탄소원을 유기물에서 얻으며 에너지는 햇빛으로부터
공급받고, 젖산균과 효모는 탄소원을 유기물에서 얻으며
유기화합물을 산화하여 에너지를 얻는다. Higa 교수는 EM의
토양 식물, 수질과 같은 다른 환경에서 이로운 효과를 보고했
다. 그것은 EM 안의 유용미생물들이 부패가 진행 중이거나
부패가 예상되는 환경에 투입되면 항산화효소 (superoxide
dismutase)나 항산화물질, 아미노산, 비타민, 당류, 유기산,
미네랄 및 각종 효소나 호르몬 등을 생성함으로써 발효환경
이 조성되고, 따라서 산화된 조건에서 활동하는 유해미생물
종을 억제하고 유익한 미생물의 증식을 강화하며 동시에 유해
물질의 독성을 없앤다고 제시한다 [3,5]. 또한 그는 미생물
을 유용미생물, 유해미생물, 중간자적 미생물로 분류하였는
데, EM의 pH는 3.5 이하 이어서 병원성미생물과 유해미생
물의 생존이 어려워 유용미생물들이 우세한 군집을 형성한
다고 할 수 있다 [5]. 유용미생물은 자연을 소생시키고 유해
미생물은 자연을 부패시킨다고 하였다. 모든 배지 (토양, 물,
공기, 인간의 장 등)에서 유용미생물과 유해미생물의 비가
결정적인데, 그 이유는 중간자적 미생물은 소생 혹은 부패를
따르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Higa 교수는 배지에
유용미생물을 첨가하여 중간자적 미생물이 소생을 따르도록
할 수 있다고 믿는다.
EM은 농업, 임업, 축산, 어업, 환경 전반에 걸쳐 산화,
부패 및 환원작용을 억제할 수 있다. 따라서 병충해, 악취,
오폐수 나아가 노화와 질병의 원인인 활성산소문제까지 EM
이 해결해줄 것이란 믿음이 날로 확산되고 있다.
2003년 일본 ‘에코퓨어’ 잡지는 아시아권에서 일본, 러
시아, 중국, 태국, 인도, 이스라엘, 싱가포르와 북한 등 38개
국, 아프리카에서 남아프리카공화국, 이집트, 카메룬, 앙고
라 등 24개국, 아메리카에서 미국, 캐나다, 아르헨티나, 브라

질, 멕시코 등 23개국, 유럽에서 영국, 이탈리아, 네덜란드,
스위스, 독일, 프랑스, 벨기에 등 25개국, 오세아니아에서
호주, 뉴질랜드, 피지 등 6개국 총 116개국이 EM을 사용하
고 있다고 보도하였다.
그러나 현재는 EM 용액 자체의 효과에 대한 장점만을
이용하고 있을 뿐 EM 안의 주요 미생물이 어떤 비율로 존재
하고 있는지에 관한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다. 그러므로 향후
EM의 효율적인 생산과 광범위한 응용을 위해 EM 계에 대한
혼합배양 모델링을 기본으로 하는 정량적 해석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논문은 현재까지 알려진 정보를 수집하여 EM
을 구성하고 있는 주요 미생물이 어떠한 작용을 하며, EM
이 농업, 임업, 축산, 어업, 환경과 의학에 어떻게 활용되고
연구되는지를 알리고자 하며, 특히 국내 연구자들에 의한 EM
연구 현황은 Table 2에 요약하였다.

2. 원리
2.1. EM안의 미생물 (Table 1) [6]
2.1.1. 효모
식물뿌리의 유기물질과 광합성 세균이 분비하는 아미노산과
당으로부터 아미노산, 비타민, 식물의 성장 촉진 호르몬, 효소,
다당류 등의 생리활성물질을 만들어 내며, 토양 속에서 식물
세포의 활성화와 뿌리의 분화를 촉진시키고 젖산균과 사상균
의 증식을 돕는다. EM안의 대표적인 효모는 Saccharomyces
cerevisiae와 Candida utilis가 있다.
2.1.2. 젖산균
요쿠르트, 치즈등 식음료 제조에 쓰이는 젖산균은 당으로부
터 젖산을 생산한다. 젖산은 강한 살균제로써 유해한 미생물
을 억제하고 효모와 같은 유용미생물의 증식을 도와 유기물
의 급격한 분해를 증가시킨다. 또한 젖산균은 리그닌과 셀룰
로오스 같은 유기물의 분해를 향상시킨다. 정장작용, 면역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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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Studies about EM by Korean researchers
분야

저자

논문 제목

연구 결과

EM 발효퇴비 (EM과 쌀겨 혼합 발효퇴비) 및 생광석 (1200 mesh) 처리가 쪽파의 크기, 신장 및 무게에큰 영향을
유용미생물 및 생광석처리가 쪽
안승원
보이지는 않았지만, DPPH (1,1-diphenyl-2-picrylhydrazyl) 방법을 사용하여 쪽파의 항산화물질 측정 결과 EDA
파의 생육 및 항산화물질 생성에
(Electron donating ability)가 무처리구와 비교하여 평균 9%가 증가함을 확인하였다. 쪽파의 종구는 제주도, 안면
이국환 [50]
미치는 영향
도, 경북 예천, 전남 무안, 충남 예산의 쪽파 종구를 사용하였다.
안승원 [55]
농

업

상추를 1)화학비료 100% 처리구, 2)EM 미생물제제 발효 유기물 처리구, 3)살균 후 EM 미생물제제 발효 유기물
친환경농업 상추재배의 EM 미
처리구, 4)무처리구로 나누어 실험한 경우 EM 미생물제제의 공통적 특징은 총질소 함량은 감소시키고 항산화
생물제제 시용효과에 관한 연구
물질 (비타민류)과 생리활성물질 (BSL)을 증진시켜 맛있는 상추를 생산하는 친환경농법이 가능함을 보였다.

미생물제 액비의 엽면시비에 따
알타리 무를 정식 전에 미생물제제로 처리하여 60일 경과 후에 생육을 조사한 결과 무처리 구에 비해 미생물제
강봉균
른 알타리 무의 생육 및 수량형질
송창길 [56]
제 처리구가 엽장, 엽폭, 엽록소함량치와 무게가 유의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변화
EM 활성액, 키토산 및 목초액 처 키토산, 목초액 및 EM 활성액을 각각 50배와 100배로 희석하여 처리한 결과 잎 상추의 생육은 전반적으로 무처
석운영
리가 토양 미생물상의 변화 및 잎 리구에 비해 양호하였다. 특히 키토산 100배액 처리구가 다른 처리구에 비해 옆면적과 생체중 그리고 토양 미생
외 4인 [57]
물 수가 다소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상추의 생육에 미치는 영향
키토산, 목초액 및 EM 처리가 토 키토산, 목초액 및 EM 활성액을 각각 100, 500, 1000배 희석하여 처리한 결과 토양미생물 수는 무처리구와 비교
정순재
양 미생물상의 변화 및 토마토의 하여 약간 증가하였고, 토마토의 초기생육은 전반적으로 무처리구에 비해 양호하였다. 특히, 친환경자재간에
외 5인 [58]
는 키토산이 다른 자재에 비해 우수하였고 처리간에는 키토산 500배액이 가장 효과가 있었다.
초기생육에 미치는 영향
EM을 0.5L/10a, 1L/10a, 1.5L/10a로 처리한 경우 수잉기의 엽면적은 1.5L/10a를 처리하였을 때 3228.5cm 2로 가장
윤성탁 미생물제제를 이용한 친환경 벼
높았고, 무처리구는 EM 1.5L/10a 처리구에 비해 70.2% 수준이었다. 그러나 10a 당 쌀 수확량은 EM 1L/10a 처리
외 2인 [59] 생산체계에 관한 연구
구가 654.3kg으로 가장 높았다.

축
산

한승관 [51]

EM 발효액 (10% v/v EM, 10% v/v 당밀, 80% v/v 물)을 음수 및 사료량의 20%가 되게 첨가하여 사양한 돼지 육질
유용미생물로 사양한 EM pork의
의 콜레스테롤 함량 측정 결과, 일반돈육은 평균 83 ± 4 mg/100 g인데 반하여 EM Pork는 71 ± 3 mg/100 g의 함량을
육질 개선 효과
보였다.

양돈장 분뇨의 부숙 과정에서 1)초기 DO 농도 2.5 mg/L와 EM 무처리, 2)초기 DO 농도 7.5 mg/L와 EM 무처리, 3)초기 DO 농도 2.5 mg/L와 EM
강경호
DO 변화와 EM 첨가에 따른 오염 처리에서 유기물 분해를 위한 CODcr (산소요구량)은 각각69%, 76%, 82%, NH 3 제거율은 82%, 86%, 98%, 황화물
외 3인 [25]
물질 및 악취저감 효과의 비교 제거율은 38%, 57%, 70%로 EM 처리구가 무처리구와 비교하여 더욱 효과적이었다.

EM 첨가사료에 의한 넙치,
문상옥
Pararichthys olivaceus의
외 3인 [61]
성장효과
수
산

유용미생물을 이용한 양어장
윤승현 [71]
수질 개선

대조군과 비교하여 EM 희석액 (0.2%, 1%)을 투여한 실험구에서 생존율, 체중과 총 생산량이 높았으며 수조벽
면에 병원성 미생물의 억제력이 높은 광합성세균과 유산균이 출현하였다.
Rhodobacter sphaeroides 2.4.1을 호기성 ․ 혐기성 ․ 광조건 ․ 암조건에서 조합하여 배양한 경우 호기성-광조건에서
의 성장률이 가장 우수하였고, 장어양식장에서 8주 경과 후 대조군과 광합성세균을 첨가한 사육조의 COD농도
는 각각 150.92 mg/L와 63.80 mg/L, 총질소 농도는 각각 127.30 mg/L와 62.02 mg/L, 총인 농도는 각각 49.10 mg/L
와 13.75 mg/L로 감소하는 경향이 뚜렷하였다.

유용미생물을 이용한 경기도 성 탄천 악취 해소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대표적인 악취지표물질인 황화수소 농도를 가스검지관법으로 분석/비교
김영준 [52] 남시 분당구하천(탄천)의 악취저 한 결과 유용미생물을 사용한 사업구간에서는 0.1 ppm이하인 반면 비사업구간에서는 악취방지법 기준 황화수
감 효과 평가
소 배출허용농도인 0.02 ppm을 웃도는수치인 0.76 ppm이 감지되었다.
윤기석 유용미생물을 이용한 발효폐액 유용미생물에 당(10g/l)을 첨가하여 오일을 제거시킨 발효폐액에 처리한 경우 무처리구와 비교하여 악취물질
외 4인 [53] 의 악취 제거
인 황화수소(H 2S)가 1/10 이하, 메틸머캅탄 (CH 3SH)은 1/3 이하로 현저히 감소되었다.
음식물쓰레기로부터 퇴비화에 관여하는 미생물을 분리한 후 음식물쓰레기에 접종하여 발효시킨 결과 미생물
이장훈 음식폐기물 퇴비화에서 유효 미 처리구의 염분제거율은 대조군 대비 4% 증가, 퇴비화에 관여하는 고온성 미생물 수는 대조군 대비 10 3 cfu/g가
1
2
외 2인 [54] 생물 분리 및 첨가에관한 연구 많았으며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셀룰로오스를 분해하는 세균과 진균의 수는 대조군 대비 10 ~10 cfu/g가 더
높았다.
환

EM발효과정에서 염분거동을 파악하기 위하여 액상에서 EM발효(쌀가루, 설탕, EM을 3%로 균일하게 첨가하
김영규 EM 발효와 염분 기작과의 관계 고 증류수로 1L가 되게 하여 40℃에서 발효)를 통해 염분 농도를 측정하였는데 약 5% 정도 저감되는 것으로 확
외 2인 [60] 에 관한 연구
인되었다. 염분의 저감 기작은 Na+가 EM 발효 과정에서 발생한 유기산과 결합하는 과정에서 용존 염분이 저감
경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음식물쓰레기 (5-8 kg)에 EM 3%를 첨가하여 발효시킨 지 4일째 현저한 악취 (암모니아와 황화수소) 제거 효과
고성철 유효미생물 (EM)에 의한 음식물 를 보였다. 음식물쓰레기의 염분은 발효침출액으로 34%까지 제거되었고 발효침출액은 배추와 쑥갓의 발아율
외 2인 [62] 쓰레기의 효율적 처리 및 자원화 을 각각 5%와 10%로 증가시켰으나 배추와 쑥갓의 어린 식물 생장 증가에는 영향을 주지 않았다. 음식물 퇴비를
미경지에 처리하였을 때 토양 pH가 향상되었고 유기물, 가용성인과 칼슘의 함량이 증가되었다.
음식물 퇴비처리구는 대조구 (화학비료 및 시판 유기질 비료 처리구)에 비해 pH상승효과를 보였고 토양유기물
함량이 화학비료처리구에 비해 현저히 증가되었으며 토양 질소와 가용성인 함량도 대조구에 비해 두드러진 증
고성철 EM으로 처리된 음식물쓰레기가
가를 보였다. 또한 음식물 퇴비처리구의 염분함량이 화학비료대조구에 비해 약 3배 정도 증가하였지만 배추를
현해남 [63] 토양에 미치는 영향
재배한 경우 대조구와 비슷한 수준으로 감소 하였고 음식물 퇴비처리구가 상용유기질처리구에 비해 현저한 생
육촉진효과를 보인 반면 화학비료처리구에 비해서는 약간의 효과만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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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정병곤 [64]

환

경

논문 제목

연구 결과

소규모 오수처리시설의 효율향 반응조의 혐기 호기 환경을 번갈아가며 조성하고 EM을 주입할 경우 기존 정화시스템보다 폭기시간을 줄이고
상을 위한 EM 적용 기술
반응기의 효율을 높일 수 있었다.

통성혐기성 수소생산균주
Rhodopseudomonas sp. MeL 6-2를
이은영 [65]
이용한 수소생산효율에 미치는
포도당 및 자당 농도의 영향

안양천 공단 주변 슬러지에서 Mel 6-2를 분리하였고 분리 균주는 통성혐기성인 Rhodopseudomonas sp.였다. 무기염 배지에
포도당과 자당을 각각 1-12g/l의 범위로 첨가할 경우 포도당과 자당에 의한 수소 비생산속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각
각 8 g/L에서 최대값인 14.7 mmol-H 2/mg-DCW·h와 163 mmol-H 2/mg-DCW·h를 나타내었고, 최대 수소생산수율은 각각 3.1
mmol-H 2/mmol-glucose와 4.5 mmol-H 2/mmol-sucrose이었다. 그리고 포도당을 사용한 경우는 Rhodopseudomonas sp.가 lag
phase 없이 생장하였으나, 자당을 사용한 경우는 10 시간의 지체기 후 원활한 생장을 보였다.

SRB (sequencing batch reactor)의 운전주기는 24시간을 1 cycle (30 min fill, 3h anaerobic, 14h aerobic, 4h anoxic, 2h settling,
노성희 SBR공정에서 유효미생물이 생물학
30 min draw)로 하여 EM과 C/N비를 적절히 유지하며 운전한 결과 질소와 인의 제거율은 각각 98%와 92%였고 영양염류의
김성일 [66] 적 영양염 제거에 미치는 영향
제거에도 기존의 활성슬러지를 이용한 경우와 비교하여 효과적이었다.
원유 유출 7일이 지나 태안 백리포 해안가 모래 토양에 EM을 처리하여 2일이 지난 경우 처리 전 농도에 비해 TPH (total
이은주 태안 유출 원유의 생물정화를 위한
petroleum hydrocarbon) 농도는 68.5% 감소하였고, 처리 6일 후에는71.8%가 감소되었다. 반면 대조구는 각각 47.3%와 60.6%
외 4인 [33] 유용미생물 적용
의 감소를 보였다.
한승관 [67]

EM pork의 항산화 효과 및 콜레스테 돼지사육은 자돈부터 출하 시까지 일정량의 EM 활성액과 EM 생균제 및 천연항생물질을 100：1의 비율로급여하였다. 전반적
롤 함량 변화
으로 EM pork는 일반돼지에 비해 약 11% 정도 항산화 효과를 보였고 콜레스테롤 함량은 약 15% 정도 감소 효과를 나타냈다.

한승관 [68]

EM 함초 발효액의 지방산패 억제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TBA (thiobarbituric acid) 방법을 이용하였고, 온풍 건조한 함초의 잎
돼지고기에 대한 EM 함초 발효액의
과 줄기에 비하여 뿌리 부분을 EM으로 발효시킨 EM 함초 발효액의 경우 저장 14일에서 TBARS (thiobarbituric acid reactive
항산화 효과
substances)치가 0.09 mg/kg으로 대조구 0.48 mg/kg보다 5.3배 정도의 항산화 효과를 나타냈다.

의

유산균을 돈육에 첨가하여 시간에 따른 발효 돈육의 항산화 효과를 TBA 방법으로 측정하였다. 대조구는 저장 3일째
EM과 관련된 유산균을 첨가한 발효
TBARS치가 0.19 mg/Kg을 나타낸 반면, 유산균을 첨가하여 37℃ 3일간 정치배양한 발효육제품의 TBARS치는 0.02 mg/Kg
육의 산화억제 효과 [58]
학
으로 나타나 9배 정도의 항산화 효과를 보였다.
Effective microorganism
EM-1을 알러지물질에 노출되어 있고 천식이 있는 쥐 (mouse)에 흡입시켰을 경우, 알러지물질을 type 2 helper T 세포가 억제
s (EM) fermentation extract attenuates 시킴으로써 기도 과민반응 및 염증이 줄어들었고 폐의 염증이 완화되었다. 그러나 천식환자의 염증매개물질인
Jeong Su Do
airway hyperreactivity and lung
8-isoprostane과 IFN-γ의 양은 변하지 않았다. 반면, IL-4, IL-5와 IL-13은 대조군과 비교하여 유의하게 감소되었다. 또한, 혈
외 3인 [70]
inflammation
청 에서 알러지물질에 반응하여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IgE와 IgG1은 상당히 적은 양이 검출되었으나 IgG2a의 양은 거의 변
in a mouse model of asthma
화가 없었다.
한승관 [69]

능향상, 항종양성, 콜레스테롤 억제와 혈압조절작용 등을 하
여 인간의 건강에 도움을 주는 미생물임이 확인되고 있다.
EM 속의 유산균은 Lactobacillus plantarum, Lactobacillus
casei와 Streptococcus lactis 등이 있다.
2.1.3. 광합성 세균
독립 영양체로써, 유기물과 아미노산, 핵산, 생리활성물질의
합성에 관여한다. 논, 호수 등 모든 곳에서 발견되며, 유기물
과 무기물의 대사과정에 태양에너지를 이용한다. 광합성
미생물이 생산하는 대사산물은 유용미생물 모두의 생존
증식에 도움을 주어 미생물총의 다양성을 증가시킨다. 예를
들어 근권에서 내생균근균은 광합성 세균에 의해 분비된
기질을 이용함으로써 질소화합물의 가용능력이 증가되며,
Azotobactor와 함께 질소 고정 능력을 향상시킨다. 유기영양
균인 효모나 유산균 등과 공생하고 유기물이 내는 악취물질
(예, 황화수소와 암모니아)을 제거한다. EM안의 광합성 미
생물의 예로 Rhodopseudomonas palustris와 Rhodobacter
sphaeroides가 있다.
2.1.4. 방선균
토양 속이나 마른풀 위에 붙어 살며 세균과 곰팡이의 중간적
성질을 가진 미생물로 균사와 같은 것을 사방으로 뻗어가
며 성장한다. 현재 5,000여종의 방선균이 확인되었는데 그 중
2/3이상이 Streptomyces sp.에 속하고, EM에서는 Streptomyces
albus와 Streptomyces griseus등이 존재하여 항생물질과
같은 생리활성물질을 생성한다. 그 항균물질은 병원균, 유해

한 곰팡이나 세균류의 증식을 억제하여 다른 유용한 미생물
이 살기 좋은 환경을 만든다.
2.1.5. 사상균
사람의 눈으로 쉽게 볼 수 있는 곰팡이 균으로 효모와 달리
균사와 포자를 다량 만든다. 사상균 중에는 유해균도 있으나
EM 내의 누룩균인 Aspergillus oryzae와 Mucor hiemalis
같은 유용미생물도 많다. 특히, Aspergillus oryzae는 쌀을
당화하는 역할을 하여 막걸리나 약주의 제조과정에 쓰인
다. 유기물을 빠르게 분해하여 알코올, 에스테르류, 다당류
등 여러 가지 생리활성물질을 생성하여 유용미생물의 증식
을 돕고, 악취를 저감하며, 유해곤충의 침입을 방지한다.

Fig. 1. Application fields of EM.

유용미생물 (EM, Effective Microorganisms)의 활용 현황

2.2. EM의 이용 분야 (Fig. 2)(Table 2)
2.2.1. 농업 ․ 임업
농업 분야에 있어서 EM활성의 원리는 작물의 수확량을 증
가시키는 미생물총의 다양성을 증가시키는데 있다. EM의
중추적 역할을 하는 광합성세균은 다른 미생물과 상승효과
를 통해 식물에 영양요구를 제공하고 질병을 줄인다 [7].
EM용액에 포함된 미생물은 Table 1과 같이 크게 5가지 미생
물로 이루어져 있다. 이 미생물군의 특징은 유기물을 분해하
면서 항산화물질을 생성하여 토양의 항산화능력을 증대시켜
유기영농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있다 [3,8].

Fig. 2. Biological control principle using microbial oil degradation
with an example of the Exxon Valdez accident (Joongang Ilbo).

Kinjo는 유기물에 EM을 5일 동안 처리하여 생산된 아미
노산의 양은 EM을 처리하지 않은 경우보다 상당히 높음을
발견하였다 [9]. 또한, EM을 토양이나 식물 잎에 분사함으로
써 광합성미생물과 질소고정미생물의 수가 증가한다고 하는
데 Ruinen은 식물 잎 표면에서 질소고정 박테리아를 찾았
고 [10], Pati와 Gupta는 식물 잎 표면의 질소고정 박테리아
가 작물 수확량을 높인다고 보고하였다 [11-13]. 그러나 작물
수확량과 식물에 있어서 EM의 적용은종종 모순된 효과가
보고되거나 영향이 없는 것 또한 보고되고 있다 [6,14-20].
환경 보전형 농업으로서 EM을 이용한 채소류 및 과실류의
재배와 일반 재배경우를 비교할 때 (Table 3) 생활수준 향상
으로 인한 소비층의 선호도와 고수익으로 경제적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21].
2.2.2. 축산 ․ 수산업
가축과 어류의 사료나 음용수에 EM 발효액을 희석하여 섞어
줌으로써 질병에 대한 내성증가와 증체량의 증가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 폐사율을 줄이고 육질을 향상시켜
상품의 가치를 높일 수 있다 [22,23]. 또한 EM 활성액을
축사에 분무한 경우 광합성 세균이 가축의 장내에서 발생되는
유해가스나 분뇨의 악취 물질인 탄산, 질소, 유황 화합물을
먹이로 하여 증식하면서 초산, 프로피온산, 낙산, 길초산
등을 급속히 제거하고 불쾌도가 높고 맹독성을 지닌 2급
아민 화합물과 hydrogen sulfide, mercaptan 류도 제거한다.
이렇게 쾌적한 환경이 조성되면 질병의 발생을 억제하고
스트레스를 줄임으로써 고밀도 사육에서도 가축을 건강하게
키울 수 있다 [22]. 양돈농가와 액비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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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취를 감소시키기 위해 사료의 급여를 최소화하거나 사료
에 첨가제를 넣어 악취 원인물질의 생성량을 근원적으로
감소시키는 방법과 발생된 악취를 감소시키는 약액처리법,
흡착법, 마스킹법, 생물학적탈취장치를 사용하였으나, 최근
에는 분뇨처리시 악취물질을 제거할 수 있는 미생물제제 (예,
EM)나 복합효소제재를 첨가함으로써 잔여물의 안정화는
물론 악취도 동시에 제거할 수 있는 처리방식이 새로이 도입
되고 있다 [23-25]. EM 안의 광합성 세균은 크기가 1 μm
정도로 작고 운동성이 있어 1개 내지 수개의 편모를 가지
고 있다. 이 편모는 갑각물질을 포함하고 있지만 세포막과
세포벽은 클로렐라 등의 조류와는 달리 대단히 탄력성이 있
는 부드러운 점액 다당류를 포함한다. 이는 가축이나 어류가
포식하였을 때 소화 · 흡수율이 높아 종돈과 어린 가금류 및
플랑크톤과 치어의 초기사료로써 높은 가치를 지니고 있다.
양어장의 수질개선 면에서 광합성 세균은 질소고정력이 뛰
어나 양어지의 암모니아나 아질산 등의 질소화합물을 신속
히 제거하며 유기오염물을 먹이로 흡수하여 수질을 좋게 한
다. 그러므로 겨울철에 적은 양의 환수를 가능하게 하여 수
온유지비를 감소시킬 수 있으며 조류의 증식을 촉진시켜 생물
학적 수질정화효율을 극대화시킨다 [22].
2.2.3. 환경
환경분야에서 EM은 수질정화, 악취제거, 유류분해, 음식물
쓰레기의 유기퇴비화에 이용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아토피
와 각종 질병을 일으키는 새집증후군의 예방에도 사용될 수
있다. 수질은 생활 하수와 가축 사육과 공장으로 인한 오폐
수가 하천에 유입되면서 발생하는 유기물 및 영양염류에 의
해 미생물의 과다 증식으로 오염된다. 제주도의 천지연은 EM
과 황토로 흙공을 만들어 하천에 투하하여 자정능력을 회복
하였고, 생활하수의 유입으로 몸살을 앓던 제주의 안덕계곡
도 생활하수 유입 부분에 EM 발효액을 점적법으로 투입하
여 복원되었다 [26]. 또한 성남시 [27], 고양시와 당진군은
맑은 하천 가꾸기 사업의 일환으로 EM을 이용하여 수질
을 개선하고 악취를 제거하여 비용 절감을 시도하고 있다.
Rashid는 생활 하수의 오염물질과 병원균을 제거하기 위해
EM과 개구리밥 (duckweed)을 처리하였는데 무처리한 경우
보다 암모니아태질소 (ammonium nitrogen), 인 (phosphorous),
부유물, 생물학적 산소요구량 (BOD)과 대장균수가 3달 후
급격히 감소함을 보였다 [28]. Szymanski와 Patterson은 EM
을 적용하여 저비용으로 오수 정화조 (septic tank)에서 생산
되는 하수찌꺼기의 부피를 감소시킴으로써 환경에 대한 악
영향의 완화 가능성을 보였으며 [29], Okuda는 Gushikawa
시 도서관의 폐수를 EM 처리하여 여과하는 과정을 거쳐 pH,
BOD (biological oxygen demand), COD (chemical oxygen
demand), 부형고형물 (suspended solids), 질소와 인의 농도
를 각각 측정하였는데 대조군 (primary tank)과 비교하여
EM 처리 (second pond)하여 여과한 물 (third pond)의 pH는
7.63 (대조군), 7.00 (EM 처리), 7.06 (여과)이었고, 이하
BOD 등이 모두 감소하였다. 이러한 영양분들의 감소는 부분
적으로 미생물의 이용에 기인하며 정화된 물과 처리된 슬러
지를 비료로 하여 작물 (오이와 토마토)을 재배하였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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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의 키, 잎의 수, 무게, 비타민과 클로로필 (chlorophyll)의
양이 증가되었다. 그리고 염소 처리된 수돗물에 EM (100 g
of EM-X and EM-X ceramics per 100 liters water)을 처리
한 경우 유해 요인이 제거됨을 확인하였다 [30]. 말레이시아
정부는 지속적인 개발을 위해 환경에 대한 인식이 가장 결정
적인 요소라고 여겨 EM technology를 이용하여 수질개선
에 힘쓰고 있으며 [31], 이러한 EM 적용에 대하여 Higa 교수
는 EM의 수처리과정 및 에너지흐름의 관점에서 EM의 항산
화과정과 자연산화과정을 비교함으로써 환경개선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설명하였다 [32].
우리나라는 육상자원이 부족하고 영토가 협소하여 동 ·
서 · 남해 삼면의 풍부한 해양자원을 개발하고 보전해야 할
필요성 때문에 해양환경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연안은 공간적으로 협소하고 복잡한 반면
에 경제성장 및 수출입 증대에 따른 해상교통량의 증가와
이들 선박을 운항하는 선원들의 자질하락으로 선박에 의한
해양오염 사고발생이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으며 오염사고
의 규모도 점차 대형화되고 있는 추세에 있다. Lee 등은
2007년 12월 7일 오전 서해안 태안반도 해안에 정박 중이던
홍콩 선적 14만6천 톤급 유조선 ‘헤베이 스피리트 (Hebei
Sprit)’호가 삼성중공업 소속 1만 1천 800 톤급 해상크레인
과 충돌하면서 12,547 kl의 원유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하
였을 때, 원유 유출 피해를 입은 서해안 모래 갯벌에 유용
미생물을 적용하여 원유 분해를 통한 생물학적 방제 복구
및 복원 노력을 극대화하는 대안을 제시하였다 [33]. 실제로
1989년 3월 유조선 Exxon Valdez호 오염사고 당시 미국
알래스카에서도 이러한 방법이 효과를 보았다. 미국 환경보
호청 (EPA)은 기름 분해 세균을 투하하고 사고 석 달 뒤 질
소, 인과 같은 영양분을 해안 120 km에 뿌려, 5~10년 걸리
는 기름 분해를 2~5년 만에 종료한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Fig. 3). 전체 쓰레기 처리에 소요되는 막대한 비용과 매립지
확보가 더욱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음식물쓰레기의 적정
처리를 통한 감량화 및 자원화는 효율적인 쓰레기 정책의
실용화를 위해서 매우 중요하다. 특히 음식물쓰레기는 시각
적인 불쾌감을 유발하고 취급과 보관이 어려워 많은 민원의
대상이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매립지 침출수의 주요 발생
원이며 부패하여 악취를 유발하고 매립장의 지반침하를 일으
킬 수 있다. 이와 같은 처리상의 난점을 해결하기 위해 발효
에 의한 퇴비화나 사료화로 재활용이 시도되고 있다. EM
의 첨가가 각종 쓰레기의 분해 및 퇴비화를 촉진시킨다는
연구결과가 보고되었다 [34,35]. 일본의 Kani시는 음식물
쓰레기를 EM으로 발효시켜 퇴비는 토양의 유기비료로 사용
하고 발효액은 부엌, 욕실, 화장실의 배수구에 흘려주어 배
수시설과 하수관 안의 오염물질과 악취를 제거하였다 [36].
경기도 시흥시에서는 음식물찌꺼기를 EM으로 발효시켜
지렁이 사육을 실험하였다. 음식물찌꺼기가 그대로 부패하면
유독가스가 발생되고 대부분의 영양분이 파괴되기 때문에
지렁이가 서식하지 못하나 음식물찌꺼기를 EM으로 발효
시키면 이러한 문제점이 해소되기 때문에 지렁이를 사육할
수 있다 [37]. 이 밖에 새집증후군은 아토피 등 여러 질병을
일으키는데, 이에 대한 예방법으로 건물을 신축할 때 도료,

접착제, 콘크리트에 시판되는EM 세라믹 파우더를 첨가하
면 새집증후군의 원인 물질인 포름알데히드를 비롯한 각종
유해물질을 흡착, 제거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해 줄
수 있다 [38].
2.2.4. 의학
2.2.4.1. EM-X에 포함된 항산화물질 (Table 3) [39]
활성산소는 정상적인 대사과정 중 체내에서 생성되어 인체
의 구성성분과 반응하여 산화적 손상을 유발함으로써 노화
와 만성질환을 일으킨다고 알려져 있다. 이러한 산화물질
을 제거하는 물질인 항산화제는 인체 내에 자연적으로 존재
하는 것과 외부에서 투여해 주는 것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인체 내에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항산화제로는 과산화물제
거효소 (SOD, superoxide dismutase), 카탈라아제 (catalase),
글루타치온 페록시다제 (glutathione peroxidase) 등의 효소
와 요산 (uric acid), 빌리루빈 (bilirubin) 등이 있으며 외부
에서 투여해 주는 것으로 비타민 (vitamin) A, C, E, β-카로
틴 (carotene)과 미네랄 중에는 셀레늄 (selenium)이 대표적
이다. 외부에서 투여해 주는 항산화제의 일종으로, EM-X
는 가공하지 않은 쌀, 파파야, 해초에 젖산균, 효모와 광합성
미생물을 접종하여 발효시킨 후 미생물을 제거한 항산화
음료이다. EM-X는 40개 이상의 미네랄 (항산화물질인
flavonoids, kaempferol, panaxin, quercetin, lycopene,
oryzanolum, ascorbic acid, tocopherol, ubiquinone)과 생리
활성물질 (nucleotide, peptide와 nicotinamide mononucleotide,
nicotinamide adenine dinucleotide, L-alanine, L-glutamine
과 같은 amino acid)로 구성되며 [39,40], 동남아 지역에서
음료로 이용되고 있고 임상실험 중이다.
Higa 교수는 암, 고혈압, 당뇨, 관절염, 다양한 알러지, 화
학물질 과민증, 에이즈, 결핵 및 다른 전염성 질환에 EM-X
사용을 제안하였는데 [41], 실제로 이러한 제안을 증명하는
활발한 연구가 의학 분야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그 예로 EM
의 2세대인 EM-X2를 MDA-MB231 breast cancer cell line
과 K-562 chronic myelogeneous leukaemia cell lines에 처리
한것 [42], EM-X2 가 Hep3B hepatocellular carcinoma (HCC)
cell line과 KG1a acute myelogenous leukaemia (AmL) cell
line에서 세포소멸을 유도하면서 세포의 증식을 막는 현상 [43]
등을 들 수 있다. 그리고 EM-X는 쥐와 초파리의 혈장 내
superoxide dismutase의 농도를증가시켜 활성산소를 제거하
고 면역기능을 조절함으로써 생명을 연장시킨다는 연구보
고 [44]와, EM-X를 쥐에 지속적으로 처리하면 N-methylD-aspartate으로부터 망막 신경세포를 보호할 수 있다는 연구
보고가 있다 [45]. 더불어, 산화적인 스트레스는 다양한 염증
반응을 중재하는 chemokine interleukin-8 (IL-8)을 생성하는
염증을 일으키는 유전자의 발현을 촉진시킨다. Human alveolar
epithelial cells (A549)에 EM-X (100 μL/mL)를 처리하여
항산화력의 가능성을 보였다 [46]. Aruoma 등의 연구에서
EM-X를 처리한 경우의 CD (conjugated dienes) 값은 무처
리한 경우와 비교하여 신장에서는 27%, 간에서는 19%의
감소를 보였으나 글루타치온과 α-tocopherol은 크게 영향 받
지 않았다 [47]. Ke등은 mouse와 rat에 EM-X를 구강 투여하

유용미생물 (EM, Effective Microorganisms)의 활용 현황

여 급성독성시험 (acute toxicity test), 만성독성시험 (chronic
toxicity test), 돌연변이여부 (mutagenic test)를 조사하여,
결론으로 EM-X를 동물에 경구 투여하는 것이 독성이 없어
안전하다는 연구결과를 얻었다 [48]. 또한, Ke 등은 rats에
EM-X를 처리하여 골다공증 치료효과를 검토하였다. 골다공
증은 골량의 감소 (bone loss)와 골조직의 미세구조 결함으
로 뼈의 약화와 골절의 위험이 증가하는 전신적인 골격계
질환이다. EM-X를 처리한난소 절제된 쥐가 EM-X를 처리하
지 않은 난소 절제된 쥐보다 골 밀도가 더 높았다 [49].
Table 3. Comparison of major results between conventional and
EM farming [21]
Source

Varieties

Yield
Management Cost Labor input
(kg/0.1 ha)
(won/0.1 ha)
(hr/0.1 ha)

Rice

CF
EM farming

518 (100)
575 (111)

228,147 (100)
216,000 (95)

31.1 (100)
35.9 (115)

Cucumber

CF
17,599 (100)
EM farming 12,535 (71)

8,884,975 (100) 1040.0 (100)
6,835,000 (77) 1166.0 (112)

Tomato

CF
EM farming

6,941 (100)
7,866 (113)

2,852,367 (100) 6606.0 (100)
3,499,000 (123) 774.0 (117)

Lettuce

CF
EM farming

3,669 (100)
3,600 (98)

1,429,483 (100) 435.0 (100)
1,498,000 (95) 505.0 (116)

Melon

CF
EM farming

3,380 (100)
3,258 (96)

2,467,000 (100) 284.3 (100)
3,981,000 (161) 303.0 (107)

Red
pepper

CF
EM farming

234 (100)
208 (89)

396,000 (100) 218.0 (100)
602,000 (152) 245.0 (112)

Pear

CF
EM farming

2,471 (100)
2,250 (91)

1,256,944 (100) 314.6 (100)
1,142,422 (91) 167.4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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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론
EM은 Effective Microorganisms의 머리글자를 딴 약자로
유용미생물을 뜻한다. 일반적으로 EM 용액은 효모, 유산균,
광합성 세균, 방선균, 사상균 등 80여 종의 미생물로 구성되
며 1) 농업과 임업에서는 EM발효에 의한 유기비료와 유기
퇴비의 사용으로 고품질 다수확으로 작물을 재배할 수 있고
농약의 대체로 병충해를 예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토양의
개량으로 연작이 가능하고 잡초의 감소를 초래한다. 2) 축산
과 어업에서는 사료나 음용수에 EM을 첨가하면 가축과 어
류의 병원성 미생물에 대한 내성이 증가하고 육질이 좋아
진다. 또한, 가축 우리와 어장의 악취제거와 환경개선으로
가축과 어류의 건강을 증진시켜 폐사율을 줄이고 가축 분뇨
는 EM발효시켜 유기퇴비로 농업에 이용할 수 있다. 3) 환경
에서는 수질 정화, 악취 제거, 유류 분해, 금속과 식품의 산
화방지, 음식물 쓰레기의 발효로 EM 발효액과 유기퇴비의
생산, 그리고 새집증후군의 완화를 도모할 수 있다. 4) 의학
에서는 EM-X가 인체 내 활성산소의 제거로 노화와 암 방지
에 탁월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현재 국내의 각 자치단체나 개인은 EM센터나 대학과 연
계하여 EM에 관한 실험적인 정보를 얻어 실제 생활에 이용
하여 긍정적인 효과를 보고 있으며, 국내외 대학에서는 농
업, 임업, 축산, 어업, 환경 및 의학 분야에서 EM 관련 연구
가 활발하게 이루어져 그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그러나
향후 EM의 효율적인 생산과 광범위한 응용을 위해서는 EM
계에 대한 혼합배양 모델링을 기본으로 하는 정량적 해석과
공생관계 규명, 사용 용도에 따른 EM 효과에 대한 메커니즘
의 규명 연구가 더욱 필요할 것이다.

*Note: CF means Conventional Farming.
Table 4. Analysis of antioxidant components of EM-X [39]
(Values for 100 g of sample)
Test item

Test result

Carotene
Retinol
Vitamin A effect
Vitamin B1
Vitamin B2
Vitamin B6
Vitamin 12
Vitamin C
Vitamin D
Vitamin E
Vitamin K
γ-oryzanol
Lycopene
Fructose
Glucose
Niacin
Folic acid
Inositol

0.34 mg
0.21 μg
0 IU
0.70 mg
0.54 mg
1.74 mg
0.2 μg
1.6 mg
0.002 μg
6.1 mg
0.004 mg
ND
0 mg
0.6 mg
0.4 mg
5.2 mg
23μg
0 mg

*Test method: JIS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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