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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용식물 추출물 여가 닭 다리육의 항산화 기능에 미치는 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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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was performed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dietary medicinal herb extract mix (MHEM,  mulberry 
leaf : Japanese honeysuckle : goldthread＝48.5:48.5:3.0) on antioxidative activity of chicken thigh meat. The 
dietary treatments consisted of a corn-soybean meal basal diet (control), basal diet with 0.3% and 1% MHEM. 
At the end of the feeding trial, thigh meat samples were collected and stored in a refrigerator at 4oC to be 
analyzed on day 0, 3, 7 and 14. The MHEM did not affect proximate composition of the thigh meat. Total phenol 
contents of the thigh meats in treatment groups were higher than that of the control (p<0.05). 1,1- 
Diphenyl-2-picrylhydrazyl radical scavenging activity were higher in dietary treatment group. 2-Thiobarbituric 
acid reactive substances values of the treatment group were lower than that of control at day 7 and 14 and 
the added level also affected the inhibition of lipid oxidation of thigh meat. In sensory test, panelists preferred 
treatment group at day 7 and 14. Therefore, results indicate that dietary MHEM added to chicken may retard 
the oxidative deterioration of chicken thigh meat during cold stor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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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항생제 오남용으로 인한 내성균과 부작용의 출 으로  

세계 으로 항생제 사용을 억제하고 있는 실이므로 이를 

체하기 해 최근 생리활성을 갖는 약용식물들을 동물에 

여하여 약용식물들이 가지는 생리활성 기능이 동물의 체

내 항산화  항균 기능성을 증진시키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1). 식육은 장기간이 증가함에 따라 미생물이 발육하

여 변패되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해 솔빈산 칼륨과 같은 

합성 보존제를 첨가해 변패를 지연시키고 있지만 간 비 증, 

독성 등 인체에 유해한 문제 이 있어서(2,3) 식물에서 유래

한 천연의 항균  항산화 특성을 지닌 약용식물들을 추출하

여 추출물을 이용한 식육의 장성  기능성 증진도 함께 

고려되고 있는 실정이다.

식육의 산화  변질을 제어하는 것은 품질과 장기간에 

매우 요한 일이라 할 수 있다. 식육의 산화로 인한 품질의 

하는 기존에 합성 항산화제인 butylated hydroxylanisole 

(BHA), butylated hydroxyltoluene(BHT), tertiarybutyl 

hydroquinone, propyl gallate 등은 식품첨가물의 안 성에 

한 연구결과(4)와 소비자들의 기피에 의해 그 사용이 감소

하고 있으며 이에 반해 천연 항산화제의 사용이 격히 증가

하고 있는 실이다. 특히 이러한 약용식물류의 추출물에 

풍부한 폴리페놀류는 강한 자유라디칼 소거능으로 인해 항

산화 효과가 탁월한 것으로 알려져 인기를 끌고 있다.

한편 약용식물  황련(Coptis chinensis)은 항생작용을 

갖는 약용식물로 알려져 있으며 황련의 주요 성분인 ber-

berine은 isoquinoline 유도체로써 설사  당뇨 치료에 리 

사용되고 있다(5). 한 상엽(Morus alba L.)의 경우에는 항

산화 활성(6), 항미생물작용(7), 항곰팡이작용(8), 알 르기 

억제능(9)  당강하작용(10) 등 다양한 생리  기능을 가

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약용식물  은화(Lonicera 

Flos)는 주요 생리활성 물질로 luteolin, inositol, saponin, 

tannin, ginnol, glycoside 등(11)을 함유하고 있으며 염증 억

제작용과 더불어 해독작용을 가진 것으로 알려진 약용식물



약용식물 추출물 여가 닭 다리육의 항산화 기능에 미치는 향 303

이다. 이러한 약용식물들은 개 radical 소거능을 갖는 pol-

yphenol 화합물들을 다량 함유하고 있어 심 계 질환, 항

산화, 항암작용 등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2,13). 그러

나 이러한 약용 식물 는 그 추출물의 가축에 한 여가 

실제로 식육에 이되는가에 해서는 여 히 논란의 여지

가 있다(14).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항균  항산화 특성을 가진 약용식

물 추출물을 항생제 체제로 육계에 여하는 과정에서 약

용식물이 갖는 항산화 활성이 계육에 이될 수 있는가를 

확인하기 하여 다리육을 냉장 장하면서 항산화  그 

품질 특성의 변화를 조사하 다.

재료  방법

시험사료

본 시험에서 사용한 약용식물 추출물( 은화, 상엽, 황련)

은 Fig. 1과 같은 방법으로 추출한 추출물을 각각 48.5: 

48.5:3.0%(w/w/w)가 되도록 시험사료에 첨가하여 사용하

다. 추출물의 혼합비율은 사료첨가제로서 산업에 이용 가

능한 가격과 한의사의 조언을 토 로 결정하 으며, 약용식

물로 쓰인 물질들은 항균효과가 탁월하다고 보고된 재료  

선행 연구를 통하여 선택하 다. 시험사료는 약용식물 추출

물을 함유하지 않은 사료를 조군(control)으로 하 고 

Morus alba  L. 
Coptis chinensis 
Lonicera japonica  

Thunberg (100 kg each)

75% MeOH

Powdering & Sieving 
(100 mesh)

Extraction (RT, 125 rpm, 18 hr)

Filtration (3～5 times)

Rotary evaporation (40oC)

Redissolve in EtOH

Freeze drying (-45
o
C)

Powdering (100 mesh)

Mix each herbal extract
Morus alba L. (48.5%)
Coptis chinensis (3.0%)

Lonicera japonica  Thunberg (48.5%)

Mixture of medicinal herb extracts

Fig. 1. Processing procedure for medicinal herb extracts.

조군과 동에 지-동단백질이 되도록 약용식물 추출물을 

0.3%와 1.0%를 각각 첨가한 3가지 사료를 5주 동안 여하

으며 사료배합비율은 Table 1과 같다.

실험동물

실험에 사용된 동물은 갓 부화한 육계(Cobb 500) 480수를 

12개의 펜(3.0 m×1.0 m)에 40수씩 완 임의 배치하고(3처

리 4반복) 사료와 물은 자유롭게 섭취할 수 있게 하 고, 깔

짚은 톱밥을 사용하 으며 24시간 등을 실시하 다. 사양

시험이 종료되는 36일령에 반복 당 3수씩(처리당 12수) 선발

하여 경동맥 방 로 희생시켰으며 우모를 제거한 후, 다리 

근육을 채취하여 장일수별로 구분한 뒤 냉장 보 하며 매 

시험일에 꺼내어 시료로 이용하 다.

일반성분 분석

약용식물 추출물이 함유된 사료를 35일 동안 여시킨 닭 

다리육의 일반성분 분석은 AOAC 방법(15)에 따라 수분, 조

단백질(micro-kjeldahl법), 조지방(soxhlet 추출법), 조회분 

Table 1. Experimental formula of broiler diets

Diets1)

Control 0.3% 1.0%

Ingredients
Corn
Soybean meal
Corngluten meal
Wheat bran
Soybean oil
TCP
Limestone
Salt
DL-methionine
L-lysine HCl
Vitamin premix2)

Mineral premix3)

Herb mixture

  
58.994) (62.89)5)

24.02 (24.01)
 8.51 (5.01)
 3.00 (3.00)
 2.00 (2.00)
 1.78 (1.23)
 0.79 (1.10)
 0.40 (0.40)
 0.19 (0.08) 
 0.12 (0.08)
 0.10 (0.10)
 0.10 (0.10)
 0

%
58.99 (62.59)
24.02 (24.01)
 8.51 (5.01)
 2.70 (3.00)
 2.00 (2.00)
 1.78 (1.23)
 0.79 (1.10)
 0.40 (0.40)
 0.19 (0.08)
 0.12 (0.08)
 0.10 (0.10)
 0.10 (0.10)
 0.3 (0.3)

 
58.99 (61.89)
24.02 (24.01)
 8.51 (5.01)
 2.00 (3.00)
 2.00 (2.00)
 1.78 (1.23)
 0.79 (1.10)
 0.40 (0.40)
 0.19 (0.08)
 0.12 (0.08)
 0.10 (0.10)
 0.10 (0.10)
 1.0

Total 100 100 100

Chemical composition 
ME (kcal/kg)
CP
Ca
Lysine
Methionine
AP

 
3,100 (3,100)
21.00 (19.00)
 1.00 (0.90)
 1.10 (1.00)
 0.50 (0.38)
 0.45 (0.35)

% 
3,100 (3,100)
21.00 (19.00)
 1.00 (0.90)
 1.10 (1.00)
 0.50 (0.38)
 0.45 (0.35)

 
3,100 (3,100)
21.00 (19.00)
 1.00 (0.90)
 1.10 (1.00)
 0.50 (0.38)
 0.45 (0.35)

1)
Basal diet with 0% (Control), 0.3 and 1.0% medicinal herb ex-
tract mix.
2)
Provided per kilogram of diet: Vit. A, 5,500 IU; Vit. D3, 1,100 
IU; Vit. E, 11 IU; Vit. B12, 0.0066 mg; riboflavin, 4.4 mg; niacin, 
44 mg; pantothenic acid, 11 mg (Ca-pantothenate, 11.96 mg); 
choline, 190.96 mg (choline chloride 220 mg); menadione, 1.1 
mg (menadione sodium bisulfite complex, 3.33 mg); folic acid, 
0.55 mg; pyridoxine, 2.2 mg (pyridoxine hydrochloride, 2.67 
mg); biotin, 0.11 mg; thiamin, 2.2 mg (thiamine mononitrate, 
2.40 mg); ethoxyquin, 125 mg.
3)
Provided in mg per kilogram of diet; Mn, 120; Zn, 100; Fe, 
60; Cu, 10; I, 0.46; Ca, min: 150, max: 180.
4)
Formula of starter diet (8～21 days of age).
5)
Formula of grower diet (22～35 days of 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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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섬유 함량을 분석하 다.

총 페놀화합물 함량

약용식물 추출물을 첨가한 사료를 여한 닭 다리육의 총 

페놀함량을 측정하기 해 다리육 5 g을 정확히 칭량하여 

증류수 15 mL를 첨가하고 균질기(Diax 900, Heidolph, 

Germany)를 이용하여 12,000 rpm에서 2분 동안 균질화 시

켰다. 균질화 된 시료는 지방질 성분을 분리시키기 하여 

9 mL의 chloroform을 첨가하여 세차게 혼합한 후 정치시켜 

수용성 획분을 얻었으며 이를 Folin-Ciocalteu 방법(16)에 

의하여 총 페놀화합물 함량을 측정하 다. 즉 희석시료(1:4, 

v/v) 1 mL에 Folin-Ciocalteu 시약 500 μL를 첨가하고 10%

의 sodium carbonate 용액 1 mL를 첨가한 후 혼합하고 1시

간 동안 방치한 후 UV-VIS spectrophotometer(UV 1600PC, 

Shimadzu, Tokyo, Japan)를 이용하여 700 nm에서 흡 도

를 측정하 다. 표 물질로는 gallic acid를 사용하 다.

2-2-Diphenyl-1-picryl-hydrazyl(DPPH) 라디칼 소거

활성

약용식물 추출물을 첨가한 사료의 여가 닭 다리육으로 

항산화 활성이 이되는지를 확인하기 하여 DPPH 라디

칼 소거활성을 Blois(17)의 방법을 약간 변형하여 측정하

다. 즉 총 페놀화합물 함량 측정과 같은 방법으로 다리육 

시료를 비하여 수용성 획분 200 μL에 800 μL의 증류수와 

methanol에 용해시킨 0.2 mM의 DPPH 용액 1 mL를 첨가하

여 혼합하고 30분 동안 방치시킨 후 UV-VIS spectropho-

tometer(UV 1600PC, Shimadzu, Tokyo, Japan)를 이용하여 

517 nm에서 흡 도를 측정하 다. 공시험은 1 mL의 증류수

와 0.2 mM의 DPPH 용액 1 mL를 첨가하여 시료 첨가군과 

동일한 방법으로 측정하 으며 DPPH 라디칼 소거능은 다

음 식에 의하여 계산하 다.

Radical scavenging activity＝

( 1－
absorbance value of testing solution

)×100absorbance value of control solution

ABTS+ 환원력

약용식물 추출물을 첨가한 사료를 여시킨 후 다리육으

로 활성이 이되는지를 확인하기 하여 ABTS
+ 환원력을 

Re 등(18)의 Trolox-equivalent antioxidant capacity 

(TEAC)법에 의하여 측정하 다. 즉 ABTS+용액은 14 mM 

ABTS와 4.9 mM potassium persulphate를 1:1(v/v)로 혼합

하여 반응시켜 제조하 으며 사용하기 에 12～16시간 동

안 암소에서 실온 장하 다. ABTS
+ 용액은 734 nm에서 

흡 도의 값이 0.70±0.02가 되도록 5.5 mM PBS(pH 7.4) 

buffer로 희석하 다. 총 페놀화합물 함량 측정과 같은 방법

으로 비된 수용성 획분 10 μL에 1 mL의 희석한 ABTS
+ 

용액을 넣고 기 혼합한 후 정확히 6분 경과 후에 흡 도를 

측정하 으며, 표 곡선은 Trolox standard(0, 0.3, 0.7, 0.9 

 1.2 mM in PBS)를 이용하여 작성하 다.

2-Thiobarbituric acid reactive substances(TBARS)

약용식물 추출물을 첨가한 사료를 여시킨 후 다리육으

로의 항산화 활성이 이되는지를 확인하기 하여 Ahn 등

(19)의 방법에 따라 TBARS를 측정하 다. 즉 장기간별로 

다리육 5 g을 채취하여 15 mL의 증류수를 넣고 균질화 시켰

다. 균질물 5mL를 test tube에 옮기고 7.2 % BHA 용액 50 

μL와 TBA/TCA 용액(20 mM thiobarbituric acid in 15% 

trichloroacetic acid) 5 mL를 넣고 15분 동안 수욕조에서 가

열하 다. 그 후 냉각시킨 후 15분 동안 3000 rpm으로 원심

분리 하 다. 원심분리 하여 얻은 상층액은 UV-Vis spec-

trophotometer(UV 1600 PC, Shimadzu, Tokyo, Japan)를 이

용하여 532 nm에서 흡 도를 측정하 으며 지질산화 정도

는 mg malondialdehyde/kg meat으로 표기하 다.

능검사

능검사는 훈련된 능검사요원 12명을 이용하 다. 각

각의 다리육을 100
oC 끓는 물에 넣고 가열하여 심부 온도가 

75
oC가 되고 난 후 육색, 향, 맛, 조직감, 종합  기호성을 

9  척도법으로 실시하 다(1=매우 나쁘다, 5=보통이다, 9=

매우 좋다).

통계처리

본 시험에서 얻어진 결과는 SAS(20)을 이용하여 General 

Linear Model로  5% 수 에서 유의성을 검정하고 유의성이 

있을시 Duncan의 다 검정법을 이용하여 평균값간의 차이

를 표시하 다.

결과  고찰

일반성분  총 페놀화합물 함량

약용식물 추출물을 0.3%와 1.0%를 첨가한 사료를 35일 

동안 여시킨 닭다리육에서 일반성분  총 페놀화합물의 

함량을 측정한 결과는 Table 2와 같다.

약용식물 추출물을 첨가하지 않은 사료를 섭취한 조군

의 경우 수분, 조단백질, 조지방, 조회분  조섬유의 함량이 

Table 2. Proximate composition (%) and total phenol content 
(ppm) of raw thigh meat from chicken fed dietary medicinal 
herb extract mix for 35 days

Diets
1)
Moisture

C. 
protein

C. 
fat

C. 
ash

C. 
fiber

Total 
phenols

Control
0.3%
1.0%
SEM2)

76.97
76.69
75.77
0.597

20.35
21.28
20.51
0.766

3.69
4.09
4.84
0.562

0.07
0.17
0.13
0.058

1.51
1.37
2.15
0.537

21.97b

45.35a

49.96a

4.785
1)Basal diet with 0% (Control), 0.3 and 1.0% medicinal herb 
extract mix.
2)Standard errors of the mean (n=12).
a,bMeans with different letters in the same column are sig-
nificantly different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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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각 76.97, 20.35, 3.69, 0.07  1.51%로 나타났으며, 약용식

물 추출물 0.3%  1.0%를 첨가한 실험군의 일반성분 함량

과 비교할 때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Jang 등(21)은 천연물 추출물을 사료에 첨가하여 여시키

고 가슴육의 일반성분 함량을 측정한 결과 조군과 일반성

분의 차이가 없다고 하여 본 결과와 일치하는 경향이었다.

사료에 첨가된 약용식물 추출물의 총 페놀 함량은 526.17 

ppm이었다(data not shown). 이 약용식물 추출물을 여시

킨 닭 다리육의 총 페놀 함량을 측정한 결과는 21.97～49.96 

ppm 정도로 조군이 처리구에 비하여 유의 으로 낮게 나

타났으며, 0.3%  1.0% 첨가 농도에 의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이와 마찬가지로 Jang 등(21)은 천연물 추출물을 

여시킨 후 가슴육의 총 페놀 함량을 측정한 결과, 여시킨 

천연물 추출물의 함량이 많을수록 총 폴리페놀 함량이 높다

고 하여 본 결과와 일치하고 있다. 그러나 닭 가슴육의 경우 

48.82～99.26 ppm의 총 페놀 함량을 보 는데(21) 이는 시료

의 차이와 가슴육이 다리육에 비하여 지방함량이 낮기 때문

인 것으로 사료되었다.

DPPH 라디칼 소거능

DPPH는 자유라디칼로서 다양한 시료의 라디칼 소거능

을 측정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의 하나로(22) 약용식물 추출

물을 0.3%와 1.0%로 첨가한 사료를 35일 동안 여시킨 닭

의 다리육에서 장기간에 따른 DPPH 라디칼 소거능을 측

정한 결과는 Table 3과 같으며 참고로 약용식물 추출물의 

DPPH 라디칼 소거능은 50 ppm의 농도에서 85.1%이었다

(data not shown).

약용식물 추출물을 첨가하지 않은 조군의 경우에는 

25.34%의 소거능을 보 으며 0.3% 처리군은 조군과 유의

인 차이가 없었으나 1.0% 처리군의 경우는 조군에 비하

여 약간 높은 값을 나타내며 유의 인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장기간에 따른 변화를 보면 조군을 비롯

한 처리군 모두에서 0일차에 비하여 높은 DPPH 라디칼 소

거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14일차를 제외하고는 

0.3%  1.0% 첨가군이 조군보다 약간 높은 라디칼 소거

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로 보아 약용

Table 3. DPPH radical scavenging activity (%) of raw thigh 
meat from chicken fed dietary medicinal herb extract mix 
during storage at 4

o
C for 14 days

Diets1)
Storage (day)

0 3 7 14

Control
0.3%
1.0%
SEM2)

25.34b

24.77b

26.91a

0.243

23.39
24.39
28.74
2.054

32.56
40.97
33.33
2.070

36.80
37.55
33.01
1.891

1)
Basal diet with 0% (Control), 0.3 and 1.0% medicinal herb ex-
tract mix.
2)
Standard errors of the mean (n=12).
a,b
Means with different letters in the same column are sig-
nificantly different (p<0.05).

식물 추출물의 여가 다리육의 DPPH 라디칼 소거능 증가

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생각된다. 사용된 약용식물  황

련은 berberin, jateorrhizine, palmatine, coptisine, magno-

florine, epiberberine, berbestine, worenine  ferulic acid 

등이 함유되어 있는데, 이  주성분인 berberine은 항균, 항

염증, 지 , 압강하  항암 작용과 함께 100 ppm 농도에

서 에탄올 추출물이 약 27.25%의 자공여능을 갖는 등 항

산화작용을 함유하고 있다고 보고하 다(23). 한 상엽의 

경우에도 flavonoid 계열의 화합물이 다량 함유되어 있어 생

체 내 지질의 과산화억제  생활습 병에 한 방효과가 

있으며, 라디칼 소거능이 합성 항산화제인 butylated hy-

droxytoluene과 비슷한 수 으로 높게 나타났다고 보고하

다(24).

Jang 등(21)은 천연물 추출물을 여시킨 후 가슴육의 

DPPH 라디칼 소거능을 측정한 결과, 천연물 추출물을 여

시켰을 때 DPPH 라디칼 소거능이 증가한다고 하여 본 결과

와 유사하 으나 장기간에 따른 차이는 없다고 하여 본 

결과와는 다소 차이 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약용식물의 첨

가에 따른 계육의 DPPH 라디칼 소거능에 한 심층 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었다.

ABTS+ 환원력

사료에 첨가된 약용식물 추출물 자체의 ABTS+ 환원력은 

50 ppm의 농도에서 97.1% 으며(data not shown), 약용식

물 추출물을 0.3% 는 1.0% 첨가한 사료를 35일간 여시

킨 닭의 다리육에서 장기간에 따른 ABTS+ 환원력을 측정

한 결과는 Table 4와 같다.

약용식물 추출물을 여시키지 않은 조군의 경우에는 

32.92%의 ABTS+ 환원력을 나타내었으나 0.3% 첨가군은 

39.79%로 조군에 비하여 높은 환원력을 나타내었으며 

1.0% 첨가군의 경우에는 45.55%로 가장 높은 환원력을 나타

내어 약용식물 추출물 첨가량에 비례하는 경향이었다.

장기간에 따른 ABTS+ 환원력의 변화는 장 7일차를 

제외하고는 조군에 비하여 약용식물 추출물을 여시킨 

0.3%  1.0% 첨가군에서 높은 환원력을 나타내었으며 특히 

Table 4. ABTS+ reducing activity (%) of raw thigh meat 
from chicken fed dietary medicinal herb extract mix during 
storage at 4

o
C for 14 days

Diets1)
Storage (day)

0 3 7 14

Control
0.3%
1.0%
SEM2)

32.92c

39.79b

45.55a 
1.221

35.98c

40.02b

41.17a

0.178

30.35
27.59
28.91
2.477

56.45
66.80
69.22
2.804

1)
Basal diet with 0% (Control), 0.3 and 1.0% medicinal herb ex-
tract mix.
2)
Standard errors of the mean (n=12).
a-c
Means with different letters in the same column are sig-
nificantly different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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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14일에는 0.3%  1.0% 첨가군에서 약 67% 이상의 

환원력을 나타내었다.

Jung 등(25)은 복합 한약재 추출물(0.3%)과 항생제

(0.05%, Albac)를 육계에 여한 후 닭다리육의 ABTS
+ 환

원력을 측정한 결과 복합 한약재 추출물 여구가 가장 높았

고, 항생제 여구, 그리고 조구(무첨가군) 순으로 나타났

다고 보고하 다. Jang 등(21)은 천연물 추출물을 여시킨 

닭의 가슴육에서의 ABTS+ 환원력을 측정한 결과, 3일 장

에서 0.3%의 천연물 추출물을 여시켰을 때가 가장 높은 

환원력을 나타내었고 1%의 추출물을 여시킨 경우에는 

조군과 비슷한 경향이었다고 하여 본 결과와는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약용식물 추출물을 여시킨 후 생체 

내에서의 환원력에 한 mechanism 구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었다.

TBARS 값 측정

약용식물 추출물을 0.3% 는 1.0%로 첨가한 사료를 35

일간 여시킨 닭의 다리육에서 장기간에 따른 지방산패

도를 측정한 결과는 Table 5와 같다. 지방산패도는 TBARS 

값으로 표시하 다.

조군의 경우 장 0일차에 TBARS 값은 0.40으로 0.3% 

 1.0% 첨가군에 비하여 다소 낮은 값을 나타내었으나 

장 3일째에는 0.75로 가장 높은 값을 나타내었고 장 0일차

에 비하여 TBARS 값이 높게 나타나 다리육에 존재하는 지

방성분의 산패가 일어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0.3%  1.0% 첨가군의 경우에는 조군에 비하여 약간 

높은 TBARS 값으로 시작하 으나 장기간에 따른 변화를 

보면 조군에 비해서는 다소 낮은 TBARS 값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약용식물 추출물의 첨가 사료 여가 계육의 

지방산화를 억제시킬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사료되었다.

Gladine 등(26)은 쥐에 rosemary, grape, citrus, marigold 

등 4가지 천연물 추출물을 혼합하여 0.5 g/kg의 수 으로 

여하 을 경우 간에서의 malondialdehyde 생성이 억제되

었다고 하 으며, Botsoglou 등(27)도 rosemary 분말을 

여한 칠면조육에서 냉장 장  지방산화의 억제를 가져왔

다고 보고하 다. 그러나 Jang 등(21)은 한약재 추출물을 

Table 5. TBARS changes of raw thigh meat from chicken 
fed dietary medicinal herb extract mix during storage at 4

o
C 

for 14 days

Diets1)
Storage (day)

0 3 7 14

Control
0.3%
1.0%
SEM2)

0.40
0.42
0.50
0.021

0.75
0.70
0.62
0.041

0.61a

0.46b

0.42c

0.002

0.52a

0.51a

0.44b

0.012
1)
Basal diet with 0% (Control), 0.3 and 1.0% medicinal herb ex-
tract mix.
2)
Standard errors of the mean (n=12).
a-c
Means with different letters in the same column are sig-
nificantly different (p<0.05).

여시킨 닭의 가슴육에서 TBARS 값은 장기간 동안 유의

인 차이가 없다고 하여 본 결과와 비교하 을 때 다소 차

이가 있는 것으로 단되었다. 한 Vichi 등(14)은 돼지에 

sage와 oregano 는 두 가지를 혼합 여시키고 도축 후 

등지방의 산화 정도를 측정한 결과 허 류를 여하지 않은 

조군과 차이를 보지 못하 다고 보고하고 있으며 Lopez- 

Bote 등(28)도 rosemary와 thyme을 여한 돼지로부터 얻

은 돈육의 항산화성이 향상되는 증거는 없다고 보고하 다.

그러나 약용식물에 존재하여 기능을 담당하는 단일물질

의 경우, 그 약용식물을 여한 돈육에서 검출될 수도 있다

고 하 으며, Lopez-Bote 등(28)은 육계의 경우 rosemary와 

thyme을 여했을 경우 계육의 지방산화와 콜 스테롤 산

화가 억제되었다고 발표하 다. 그러므로 사료로 여한 약

용식물이나 그 추출물 는 이로부터 발생하는 사물질들

이 근육이나 지방조직으로의 이와 식육의 지방산화를 억

제시킬 수 있는가에 해서는 여 히 추가 인 연구가 필요

할 것으로 사료되었다.

능검사

약용식물 추출물을 0.3% 는 1.0%로 첨가한 사료를 35

일간 여시킨 닭의 다리육에서 장기간에 따른 능검사

를 측정한 결과는 Table 6과 같다.

색상의 경우, 장 0일차에 1.0% 첨가군이 6.0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장 7일째의 1.0% 첨가군이 6.83으로 실험기간 

 가장 높은 값을 나타내었다. 한 장 14일에는 비록 

색상에 한 기호도는 5.33으로 감소하 지만 조군과 

0.3% 첨가군에 비하여 높게 나타났다.

약용식물 추출물을 첨가한 사료를 여시킨 후 닭다리육

의 냄새에 한 능  기호도를 살펴보면 장 0일차에는 

0.3% 첨가군이 7.83으로 가장 높은 기호도를 나타내었고 

조군, 1.0% 첨가군의 순이었다. 그러나 장기간이 증가하

면서 냄새에 한 기호도는 변화하 으며 장 7일 이후부

터는 1.0%, 0.3%, 조군의 순서 다. 특히 장 14일에서 

1.0% 첨가군은 조군과 0.3% 첨가군에 비하여 기호 측면에

서 크게 낮아지지 않았다.

맛에 한 기호도는 장 0일차에는 0.3% 첨가군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1.0% 첨가군은 0.3% 첨가군보다는 

다소 낮지만 유의 인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기

간에 따른 변화를 보면 장 0일차에 비하여 다소 맛에 한 

기호도가 감소하는 경향이었으며 조군이 가장 변화가 많

은 것으로 나타났다.

약용식물 추출물을 여한 육계의 다리육에서 조직감에 

한 능평가 결과는 장 0일차의 경우, 0.3% 첨가군이 

8.16으로 가장 높았으며 1.0% 첨가군은 7.66으로 0.3% 첨가

군에 비하여 낮았지만 유의 인 차이는 없었다. 장기간에 

따른 변화를 보면 1.0% 첨가군이 조군과 0.3% 첨가군에 

비하여 다소 높은 기호도를 나타내었다. 종합  기호도의 

경우에는 조직감의 기호도 값과 유사하게 기에는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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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Sensory properties of cooked chicken thigh meat 
obtained from the chicken fed the medicinal herb mixture

Diets1)
Storage (day)

0 3 7 14

Color

Control
0.3%
1.0%
SEM2)

5.83
6.33
6.00
0.423

6.00
5.66
6.00
0.285

4.83c

5.66b

6.83a

0.182

4.33
5.00
5.33
0.430

Flavor

Control
0.3%
1.0%
SEM

7.33
7.83
7.00
0.336

6.83
5.83
6.33
0.349

5.66b

6.66a

6.83a

0.288

4.66b

4.66b

6.33a

0.333

Taste

Control
0.3%
1.0%
SEM

6.66
b

8.16
a

8.00
a

0.367

5.66
b

5.83
b

6.83
a

0.278

5.00
b

6.33
a

6.00
a

0.285

 
－
3)

－
－
－

Texture

Control
0.3%
1.0%
SEM

6.50b

8.16a

7.66a

0.360

6.66
5.66
7.00
0.375

6.00
5.50
6.33
0.275

－
－
－
－

Acceptability

Control
0.3%
1.0%
SEM

6.00b

7.83a

7.33a

0.215

6.00
5.83
6.83
0.327

5.00b

6.16a

6.00a

0.275

4.66b

 5.33ab

6.00a

0.272
1)Basal diet with 0% (Control), 0.3 and 1.0% medicinal herb ex-
tract mix.
2)Standard errors of the mean (n=12).
3)Taste and texture were not observed at 14 day.
a-cMeans with different letters in the same column are sig-
nificantly different (p<0.05).

 1.0% 첨가군이 조군에 비하여 높은 기호도를 보 으며 

장 7일 이후부터는 조군보다 0.3%  1.0% 첨가군이 

종합  기호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닭다리육 14일째 능검사는 혹시라도 실제 시식 

시 문제가 발생할까 하여 시식하면서 검사하는 항목인 맛과 

조직감 측정은 실시하지 않았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항산화 활성이 증명된 약용식

물을 첨가하여 육계에 여할 경우 닭 다리육에서 유의 인 

항산화 활성을 보일 수 있다고 사료된다. 다만, 이러한 활성

은 장 기간별로 뚜렷하게 지속 으로 나타나지는 않았으

며, 한 정확하게 어떤 물질이 근육이나 지방조직에 축 되

어 항산화 활성을 나타내는 것인지에 하여는 추가 인 연

구가 필요할 것을 사료되었다.

요   약

항균  항산화 활성을 갖는 약용식물 추출물을 육계에 

여하는 과정에서 약용식물이 갖는 항산화 활성이 계육에 

이될 수 있는가를 확인하기 하여 다리육을 냉장 장하

면서 항산화 활성과 능  특성 변화를 조사하 다. 약용식

물 추출물을 0.3%와 1%로 첨가한 사료를 여시킨 육계의 

다리육에서 수분, 조단백질, 조지방  조회분의 함량은 차

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다리육의 총 페놀 함량을 측정한 결

과 처리구가 조구에 비해 유의 으로 높았으며, 0.3과 

1.0% 처리구간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다. 닭 다리육의 DPPH 

라디칼 소거능은 0.3%  1.0% 약용식물 추출물 첨가군에서 

조군보다 약간 높은 라디칼 소거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

났다. 한 TBARS 값은 0.3%  1.0% 첨가군의 경우에는 

조군에 비하여 약간 높은 TBARS 값으로 시작하 으나 

장기간에 따른 변화를 보면 조군에 비해서는 다소 낮은 

TBARS 값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능검사 결과를 

보면 장 7일 이후에 색, 맛, 냄새 그리고 종합  기호도에

서 약용식물 첨가군이 조군에 비하여 다소 높은 능 수

를 얻어 계육의 장  산화  변질이 여한 약용식물 추

출물에 의해 감소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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