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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wo experiments were conducted to determine whether water extracts from Artemisia capillaries (A. capillaries) and Camel-

lia sinensis (C. sinensis) could be used as alternatives to antibiotic growth promoters in broiler feed. The experiment 1 was
verified their chemical composition, extracts yields, total phenolic compounds concentration, antioxidant activity, antimicro-
bial activity, and chicken splenocytes proliferation through in vitro test. The extract yields of A. capillaries and C. sinensis were
26.5 and 16.8%, respectively. Total phenolic compounds concentrations of them expressed as gallic acid equivalent were 15.28
and 26.74 mg/mL, respectively. Electron donating abilities of them expressed as SC

50 
showing 50% DPPH radical scavenging

were 0.30 and 0.06 mg, respectively. Bacterial inhibitory rates of them against Escherichia coli, Staphylococcus aureus, and
Salmonella Typhimurium were ranged from 42.1 to 52.3% and from 21.6 to 33.7%, respectively. And, these extracts increased
proliferation of chicken splenocytes. Especially, A. capillaris was more excellent than Echinacea and Concanavalin A known
as T-cell stimulator. The experiment 2 was investigated their effects on growth performance, relative organ weight, cecal micro-
flora, blood biochemical parameters, and splenic cytokines mRNA expression in broiler chicks. Four hundred eighty 1-day-old
male broiler chicks (Ross 308) were divided in to 4 treatment groups with 4 replicates of 30 birds in each group: NC (control,
no antibiotics), PC (avilamycin, 10 ppm; salinomycin, 60 ppm), AC (A. capillaries, 100 ppm), and CS (C. sinensis, 100 ppm);
treatments were administered through water supplementation. Final body weight was significantly higher in all treated groups
than in NC (p<0.05). Cecal Salmonella numbers were significantly or somewhat decreased in all treated groups than in NC (p
<0.05). The relative weights and lengths of the small intestine were more significantly decreased in the PC and AC groups than
in the other groups. Cecal Salmonella numbers were significantly or somewhat decreased in all treated groups than in the NC
group (p<0.05). The contents of total cholesterol, aspatate aminotransferase, and alanine aminotransferase in blood serum were
more significantly decreased in all treated groups than in NC (p<0.05). In conclusion, these results suggested the possibility
that these extracts could serve as alternatives for antibiotic growth promo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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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축산물의 품질 향상 및 안정성 확보는 국내 축산업의

경쟁력 확보는 물론 국민 건강을 위해 더욱 중요시되고

있으며 고품질 안전 축산물을 생산하기 위해 다양한 관점

에서 연구가 수행되고 있다. 가축의 생산성 향상, 질병 예

방 및 사육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사료 내 저수준으로 사

용되었던 성장촉진용 항생제는 축산이 집약적, 대규모화

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였으나, 이들의 오남용으

로 인해 내성균 출현, 축산물 내 항생제 잔류, 생태계 파

괴 등의 문제가 대두되면서 소비자에게 부정적으로 인식

되고 있다(Hinton, 1988). 이에 따라 국내에서는 2004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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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 항생제 등 항균 물질 사용 절감 방안이 추진되어 2011

년 7월에는 배합사료 내 성장촉진용 항생제의 사용이 전

면 금지될 예정이다. 또한 2007년부터 무항생제 및 친환

경 축산물 인증제가 추진되면서 축산물 간의 품질 차별화

가 가속화되어 무항생제 및 친환경 축산 농가가 지속적으

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그러나 무항생제 사육시 생

산 비용 증가, 가축 생산성 감소, 질병 발생율 및 폐사율

증가 등의 문제가 발생되어 그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현재 여러 종류의 항생제 대체제가 개발, 사용되고 있

으나 그 중에서도 소비자에게 손쉽게 천연물로 인식될 수

있고 생리활성이 우수한 약용식물에 대한 관심과 연구가

증가하고 있다(Hernandez et al., 2004). 약용식물은 오래

전부터 동양의학에서 예방 및 치료제로 이용되어 왔으며,

최근에는 이들의 생리활성효과 및 작용기전이 과학적으로

입증되고 있다(Wang et al., 1998; Windisch, 2008). 식물체

내 존재하는 생리활성물질은 다양하고 복잡하여 그 작용

기전이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으나, 식욕 및 소화 촉진,

장관 내 병원균 증식 억제를 통한 장관 안정화, 장관 자극

에 의한 장관 면역 증가 및 소화효소 분비 촉진 등 식물

체 내 다양한 인자들이 상호 복합적으로 가축의 생리 및

대사 작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Greathead,

2003; Wang et al., 1998).

인진쑥은 국화과 쑥속에 속하는 다년생 초본형 낙엽관

목으로 cumarin, chromone, caffeic acid, 방향족 oxycar-

bonic acid 및 각종 무기질과 비타민을 함유하고 있으며,

한방에서는 지혈, 해열, 소염, 소화불량 치료, 지방간 및

간기능 개선 목적으로 많이 이용되어 왔다(Ahn et al.,

2000). 녹차는 차나무의 어린잎을 시기별로 채취하여 산화

효소를 파괴하여 발효를 방지시킨 것으로 혈중 콜레스테

롤 저하, 면역증강, 중추 신경계 활성, 간 및 신장 기능 장

애 개선 등의 작용이 있다고 알려져 있으며, 이 밖에도 성

장 촉진, 피로 회복, 기형혈액세포 및 독성 방지 등의 다

양한 효과 등에 대한 연구 결과가 보고되고 있다(Feyes et

al., 1997; Trevisanato and Kim, 2000). 축산 분야에서도

인진쑥 및 녹차는 가공 부산물, 건조분말, 추출물 등 다양

한 형태로 다수의 연구가 수행되었으며, 생산성 향상, 건

강성 증진, 장내 미생물 균총 안정화, 면역조절, 계육 저

장성 증진 등의 다양한 효과가 보고되었다(Biswas and

Wakita, 2001; Kim et al., 2007). Biswas와 Wakita (2001)

육계에 녹차 건조분말을 0.5, 0.75, 1.0 및 1.5% 첨가 급

여한 시험에서 녹차 분말 0.5% 첨가시 증체량이 유의하

게 증가하였으나, 1.5% 처리구에 있어서는 증체량, 사료

섭취량 및 사료 요구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하였

으며, Yang 등(2003)은 육계에 녹차 부산물을 0.5%, 1.0%,

2.0% 첨가 급여한 시험에서 녹차 부산물 수준이 증가할수

록 증체량이 유의하게 감소하였다고 하였다. Jamroz 등

(2005)은 capsaicin, cinnamaldehyde 및 carvacrol이 함유된

식물 추출물을 100 ppm 수준으로 급여하였을 때 장내 E.

coli 및 Clostridium perfringens가 감소하고 lactic acid

bacteria는 증가하는 결과를 관찰하였으며, Kwon 등(2008)

역시 국내 자생 황금 추출물을 육계에 0.1, 0.3 및 0.5%

첨가 급여한 시험에서 황금 추출물은 맹장 내 coliform

bacteria가 감소시켰다는 결과를 보고하였다. Park과 Kim

(2008)은 쑥 1, 3, 5%를 육계 사료 내 첨가 급여한 시험

에서 쑥의 첨가 급여는 lignan, flavonoid 및 페놀 화합물

의 강력한 항산화 효과를 통해 계육의 저장기간에 따른

VFN, TBAR 함량 변화를 감소시켰다고 보고하였으며,

Kim 등(2009)은 국내 자생 약용식물인 박하, 복분자 및

메리골드를 육계에 첨가 급여한 시험에서 계육 내 지방과

산화물인 malondialdehyde가 감소하였다고 보고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성장촉진용 항생제대체제 개발 및

이를 이용한 무항생제 닭고기 생산을 목표로 인진쑥 및

녹차의 추출수율, 총 페놀화합물 함량, 항산화 활성, 항균

활성 및 면역 활성을 in vitro 실험을 통해 구명하는 한편,

이들 추출물을 육계에 음수 급여하여 육계 생산성, 조직

의 상대적 중량, 장내 미생물 균총, 혈액 특성 및 비장 내

cytokines mRNA 발현량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다.

재료 및 방법

<시험 1> 인진쑥 및 녹차 추출물의 항균, 항산화 및 면

역 활성

공시재료 및 추출물 제조

국내산 인진쑥 및 녹차를 한약 건재상에서 건조, 세절

된 상태로 구입하여 제분기로 3 mm 이하로 분쇄한 후 사

용하였다. 분쇄된 인진쑥 및 녹차 분말과 증류수를 1:10

(w/v) 비율로 혼합하여 90oC 항온수조에서 4시간 동안 중

탕 가열한 후 원심분리기를 이용하여 분리하고 상층액을

2회 여과하여 추출물을 얻었다.

일반 성분

인진쑥 및 녹차의 일반성분은 AOAC 방법(2007)을 기

초로 하여 분석하였다. 수분 함량은 105oC 상압가열 건조

법, 조단백질 함량은 Kjeldahl 법으로 측정된 질소량에 질

소계수 6.25를 곱하여 산출하였으며, 조지방 함량은 soxhlet

추출법, 조섬유 함량은 H
2
SO

4
-NaOH 분해법, 조회분 함량

은 직접 회화법으로 측정하였다.

추출수율

추출수율은 인진쑥 및 녹차 추출물을 110oC 송풍건조기

(J-300S, JISICO, Korea)에서 건조시켜 고형분 중량을 측

정하고, 이를 추출 전 사용한 인진쑥 및 녹차의 중량으로

나누어 추출 전 시료 중량에 대한 각 추출물의 건조 중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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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분율로 나타내었다.

총 페놀화합물 함량

총 페놀화합물 함량은 Folin-Ciocalteu 방법(Singleton and

Rossi, 1965)을 기초로 하여 분석하였다. 인진쑥 및 녹차

추출물에 2 N Folin-Ciolcateu phenol regent(Sigma, USA)

를 첨가하고 실온에서 2분 동안 방치한 후 7.5% sodium

carbonate를 가하였다. 이를 50oC incubator에서 15분 동안

보관한 후 ice bath에서 방냉하고 760 nm에서 흡광도를 측

정하였다. 총 페놀화합물은 gallic acid로 작성한 표준곡선

을 이용하여 함량을 구하고 gallic acid equivalent(GE)로

나타내었다.

항산화 활성

항산화 활성을 조사하기 위해서 Blois(1958)의 방법을

기초로 하여 free radical 형태로 존재하는 DPPH(1,1-

diphenyl-2-picrylhydrazyl)에 대한 전자공여능을 측정하였

다. 2.0×10-4 M DPPH 용액 5ml에 추출물을 농도별로 첨

가하여 교반한 후 실온에서 반응시키고 30분 후 525 nm

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여 DPPH radical을 50% 감소시키는

추출물의 농도를 SC
50

(50% scavenging concentration)으로

나타내었다.

항균 활성

항균 활성은 액체 배지 희석법을 이용하여 조사하였으

며, 한국농업 미생물자원센터 및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생

물자원센터에서 Escherichia coli KACC 10115, Staphylo-

coccus aureus KACC 10196, Salmonella Typhimurium

KCTC 1925를 분양 받아 사용하였다. Muller-Hinton broth

(Difco, USA)에 생균수가 1×106 CFU/mL이 되도록 접종한

후 인진쑥 및 녹차 추출물 1 mL을 첨가하고 12시간 배양

하였다. 12시간 배양한 후 이를 고체배지에 도말하여 균의

생육여부 및 균수를 측정하였다. 추출물 대신 증류수를 첨

가한 대조구와 비교하여 성장 저해율을 %로 나타내었다.

비장 lymphocytes 세포 활성

인진쑥 및 녹차 추출물의 splenocyte에 대한 증식도는

MTT(3-[4,5-dimethylthiazol-2-yl] 2,5-diphenyl tetrazolium

bromide)법을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닭의 비장에서 분리한

lymphocyte를 배양하여 각 well당 3×105씩 되도록 하고 추

출물을 농도별로 처리한 후 배양하였다. 세포 배양 후 MTT

용액(Sigma, USA)을 각 well당 50 µL씩 첨가하고 37oC

CO
2
 배양기에서 4시간 동안 배양하고 원심분리(4oC, 500

g×10 min)하여 상등액을 모두 제거하였다. Dimethylsulfoxide

를 넣고 15분간 혼합한 후 microplate reader(Pharmacia

Biotech Inc., Sweden)로 54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여

splenocyte의 증식도를 구하였다.

<시험 2> 육계에 대한 인진쑥 및 녹차 추출물의 급여 효과

시험 동물 및 시험 설계

인진쑥 및 녹차 추출물의 음수 내 첨가 급여가 육계 생

산성, 조직 중량, 장내 미생물 균총, 혈액 특성 및 비장 내

cytokines mRNA 발현량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기 위하

여 1일령 육계 수평아리(Ross 308) 480수를 공시하여 4처

리, 4반복, 반복당 30수씩 배치하여 5주간 사양 시험을 실

시하였다. 시험처리는 항생제 무첨가구(NC), 항생제 첨가

구(PC) 대조구로 하였으며, 음수 내 인진쑥 추출물 100 ppm

첨가구(AC) 및 음수 내 녹차 추출물 100 ppm 첨가구(CS)

로 하였다.

시험 사료 및 사양관리

시험사료는 NRC(1994)에 근거하여 단백질과 에너지 함

량을 동일하게 배합하였으며, 육계전기(0-3주)와 육계후기

(3-5주) 사료로 나누어 공급하였다. 시험사료의 배합비 및

영양소 조성은 Table 1에 나타내었다. 사양 실험 전 기간 동

추출 수율(%) =
추출물 건조 후 중량

×100
추출에 사용된 약용식물 중량

Table 1. Formula and calculated nutritional values of the

basal diet

Ingredients (%) Starter (0-3 wk) Finisher (3-5 wk)

Corn 53.44 61.64

Soybean meal 33.65 27.88

Corn gluten meal 4.16 4.00

Soybean oil 4.68 3.06

Limestone 1.02 1.23

Tricalcium phosphate 2.01 1.31

Salt 0.25 0.25

DL-Methionine (50%) 0.27 0.08

Lysin-HCl (98%) 0.02 0.05

Vitamin-mineral mixture1) 0.50 0.50

Total 100.00 100.00

Calculated value

ME, kcal/kg 3,10000. 3,10000.

Crude Protein, % 22.00 20.00

Methionine, % 0.50 0.38

Lysine, % 1.10 1.00

Ca, % 1.00 0.90

Available P, % 0.50 0.35

1)Vitamin-mineral mixture provided following nutrients per kg of

diet: vitamin A, 15,000IU; vitamin D3, 1,500IU; vitamin E, 20.0

mg; vitamin K3, 0.70 mg; vitamin B12, 0.02 mg; niacin, 22.5 mg;

thiamin, 5.0 mg; folic acid, 0.70 mg; pyridoxin, 1.3 mg; ribofla-

vin, 5 mg; pantothenic acid, 25 mg; choline chloride, 175 mg;

Mn, 60 mg; Zn, 45 mg; I, 1.25 mg; Cu, 10.0 mg; Fe, 72 mg; Co,

2.5 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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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평사에서 사육하였으며 사료 급이기 및 급수기의 개수

는 반복구별 동일하게 배치하였다. 사료와 물은 자유 채식

및 자유 음수 시켰으며, 입추 후 3일간 24시간 종일 점등을

실시하였고 이후 시험 종료시까지 23시간 점등을 실시하였다.

육계 생산성

시험 종료시 체중을 측정하여 개체별 증체량을 산출하

였으며, 사료섭취량은 전기(0-3주), 후기(3-5주) 반복별로

사료잔량을 측정하여 섭취량을 구하였다. 조사된 사료섭

취량과 증체량을 통해 사료요구율을 산출하였다.

도체율 및 조직 중량

생체중의 평균 범위에 해당하는 개체를 처리구별로 12

수씩 희생시킨 후 도체율을 구하고, 간, 비장, 복강지방,

췌장 및 담낭을 채취하여 중량을 측정하였으며 채취한 조

직들은 생체중 100 g당 상대적 중량으로 환산 표기하였다.

소장 중량 및 길이

소장의 변화를 관찰하기 위해 십이지장, 공장 및 회장

으로 구분하여 장 내용물을 완전히 제거한 후 중량 및 길

이를 측정하였으며 생체중 100 g당 상대적 중량 및 길이

로 환산 표기하였다.

맹장 내 미생물 균총

맹장 내 미생물 균총의 변화를 조사하기 위해서 시험

종료시 처리구당 6수씩 희생시켜 맹장 내용물을 채취한

후 Salmonella spp., coliform bacteria 및 lactic acid

bacteria의 수를 측정하였다. 양쪽 맹장의 내용물을 혼합하

여 생리식염수로 10-9까지 계단 희석하였다. 단계적으로 희

석된 내용물을 SS agar(Salmonella spp.), MacConkey agar

(coliform bacteria) 및 Rogosa agar(lactic acid bacteria) 평

판배지에 각각 접종하였다. Lactic acid bacteria는 혐기적

으로 나머지는 호기적 조건에서 24시간 배양한 후 균수를

측정하여 맹장 내용물 1 g당 CFU(colony forming unit)로

계산한 후 log
10
으로 환산 표기하였다.

혈액 생화학 조성

시험 종료시 처리당 12수씩을 선발하여 익하정맥에서

혈액을 채취하고 원심분리(4oC, 1,000 g×10 min)를 통해 혈

청을 분리하여 분석에 이용하였다. 혈액 생화학 조성은 자

동 혈액 분석기(COBAS MIRA plus, ROCHE diagnostics)

를 이용하여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blood urea nitrogen

(BUN), aspartate aminotransferase(AST) 및 alanine amino-

transferase(ALT)를 측정하였다.

비장 내 cytokine mRNA 발현량

시험종료시 처리당 6수씩 희생시킨 후 비장을 채취하여

diethyl pyrocarbonate(DEPC, SIGMA Aldrich, USA) 처리

한 생리식염수로 세척하고 액체질소를 이용하여 급속 냉

동시켜 분석에 이용하기 전까지 -76oC에서 보관하였다.

Chomczynski와 Sacchi(1987)의 acid/guanidium/phenol/

chloroform법(TRizol reagent, InvitrogenTM, USA)을 사용하

여 비장 조직으로부터 total RNA을 추출하였으며, 추출한

total RNA는 Accupower RT-PreMix(Bioneer, Korea)를 이

Table 2. Primer sequences and PCR conditions of IL-2, IL-6 and β-actin

Gene Primer sequence
PCR conditions

Cycle Size (bp)
Temp (oC) Time (min)

IL-2

(Forward) 5'-GGAGCATCTCTATCATCAGC-3'

94 5:00

35 352

94 0:30

60 0:30

(Reverse) 5'-TCACAAAGTTGGTCAGTTCA-3'

72 0:30

72 5:00

04 ∞

IL-6

(Forward) 5'-AGATGTGCAAGAAGTTCAC-3'

94 5:00

35 411

94 0:30

60 0:30

(Reverse) 5'-TCACGGTCTTCTCCATAAAC-3'

72 0:30

72 5:00

04 ∞

β-actin

(Forward) 5'-GCGTAGCAGGACCACTATAC-3'

94 5:00

28 493

94 0:30

57 0:30

(Reverse) 5'-CGCTGATAGCTATAACCTGG-3'

72 0:30

72 5:00

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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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여 complementary DNA(cDNA)로 합성하였다. 역전사

반응은 2.0 µL의 RNA template와 2.0 µL의 oligo(dT)
18

primer(Bioneer, Korea)를 총 부피 50 µL로 cDNA 합성과

정(42oC, 60분)과 역전사효소 불활성과정(94oC, 5 min)으

로 수행되었다. 위 과정을 통해 얻어진 cDNA로 Accupower

PCR-PreMix(Bioneer, Korea)를 사용하여 interleukin-2(IL-

2) 및 interleukin-6(IL-6) mRNA에 대한 primer와 β-actin

mRNA에 대한 primer를 사용한 정량적 polymerase chain

reaction(PCR)을 통해 DNA를 증폭하고 1.7% agarose gel

(Takara, Japan)에서 전기영동을 수행하였다. β-actin, IL-2

및 IL-6의 primer sequence와 PCR 조건은 Table 2에 나타

내었다. DNA marker와 전기영동 후 DNA band를 비교하

여 target gene임을 확인한 후, image analyzer(Bio-capt ver.

99.4, Vilber Loumat, France)를 사용하여 β-actin의 DNA

band의 OD(optical density)값과 IL-2 및 IL-6의 OD값을

측정하였으며, β-actin의 DNA band의 OD값으로 각각의

IL-2 및 IL-6 OD값을 나누어 상대적 비율을 구하여 비교

분석하였다.

통계처리

실험에서 얻어진 모든 자료들의 통계분석은 Statistical

Analysis System(SAS release ver 9.1, 2002)의 General

Linear Model procedure를 이용하여 분산분석을 실시하였

고, 처리구간에 유의성은 Duncan's multiple range-test

(Duncan, 1955)를 이용하여 신뢰구간 95% 수준에서 검정

하였다.

결과 및 고찰

<시험 1> 인진쑥 및 녹차 추출물의 항균, 항산화 및 면

역 활성

일반 성분

본 시험에 사용한 인진쑥 및 녹차의 일반성분은 Table

3에 나타내었다. 인진쑥 및 녹차의 수분 함량은 6.84 및

9.27%였으며, 조단백질 함량은 19.22 및 8.80%였다. 조섬

유 함량은 21.45 및 48.04%로 다른 성분 중 가장 높았으

며, 조회분 함량은 6.31 및 5.57%로 나타났다. 녹차의 경

우 조단백질 함량이 매우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녹차에

다량 함유되어 있는 광합성 효소, 산화 효소 등의 다양한

효소 때문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인진쑥의 경우 목질부

분이 다량 포함되어 있어 조섬유 함량이 48.04%에 달하

였다. 식물체의 성분은 재배지역, 수확시기, 품종, 토양 성

분 및 비료의 사용 여부에 따라 차이가 있다고 알려져 있

다(Windisch et al., 2008). 본 시험에 사용된 인진쑥 및 녹

차의 일반성분은 식품성분표(RDA, 2006) 및 다른 선행 연

구(Park et al., 2005)과 유사한 함량 수준을 보였다.

추출수율

분쇄된 인진쑥 및 녹차를 증류수와 1:10(w/v) 비율로 혼

합하고 중탕가열(90oC, 4시간)하여 얻은 추출물의 추출수

율 Table 4에 제시하였다. 인진쑥 및 녹차 추출물의 수율

은 각각 16.8%, 26.5% 로 녹차가 다소 높았다.

식물추출물의 생리활성효과가 우수하여도 그 추출수율

이 낮으면 경제성이 없어 실질적으로 이용하기 어려운 측

면이 있기 때문에 추출수율은 식물추출물의 제형화 및 산

업화를 위해 고려되어야 할 중요한 요인 중 하나이다. 일

반적으로 추출수율이 10% 이상이 되어야 경제성이 있다

고 알려져 있다(Park et al., 2003). 본 시험 결과, 인진쑥

및 녹차의 추출수율은 16.8% 및 26.5%로 경제적 측면에

서 활용 가능성이 높은 식물 소재로 사료된다.

총 페놀화합물 함량

인진쑥 및 녹차 추출물의 총 페놀화합물 함량은 각각

15.28 및 26.74 GE mg/mL이었다(Table 4). 총 페놀화합물

은 일반적으로 과실과 영양체 부분에 다량 존재하며 초식

동물과 해충류에 대한 방어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알려

져 있으며(Cai et al., 2004), 최근 항산화, 항암, 항균, 면

역 증진 효과가 보고되면서 이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

행되고 있다(Lim et al., 2004). 목질 부분이 많은 인진쑥

Table 3. Chemical composition of Artemisia capillaris and Camellia sinensis1)

Moisture Crude protein Crude fat Crude fiber Crude ash

··································································· DM (%) ···································································

A. capillaris 9.27 8.80 1.87 48.04 5.57

C. sinensis 6.84 19.22 2.29 21.45 6.31

1)The values are presented as means of three replicates.

Table 4. Yields, total phenolic compound, and electron do-

nating ability of water extracts from Artemisia capil-

laris and Camellia sinensis1)

Yield

(%)

Total phenolic

compound

(GE2) mg/mL)

Electron donating

ability

(SC50
3), mg)

A. capillaris 16.8 15.28 0.30

C. sinensis 26.5 26.74 0.06

1)The values are presented as means of three replicates.
2)GE : gallic acid equivalents
3)SC50 : 50% DPPH radicals scavenging concen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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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총 페놀화합물이 높을 것으로 생각하였으나 녹차 추출

물의 총 페놀화합물 함량이 가장 높았다. 녹차에는 페놀

화합물의 하나로 그 생리활성 효과가 입증된 catechin이

풍부하며 총 페놀화합물 중 75% 가량을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식물 내 존재하는 총 페놀화합물은 항산화

활성, 항균 활성 등의 생리활성을 발휘하는 주요 물질로

서 Shan 등(2005, 2007)은 식물체 내 페놀화합물 함량과

항산화, 항균 활성 간에는 정의 상관관계가 존재하며, 이

들 페놀화합물의 함량과 화학적 구조가 식물체의 생리활

성효과를 결정한다고 하였다. 이미 많은 연구에서 인진쑥,

녹차 추출물의 총 페놀화합물 함량을 조사되었으나 시험

간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Cai et al., 2004), 이는 재

배지역 및 수확시기, 기후조건은 물론 건조, 추출 방법에

차이에 기인한 것으로 사료된다.

항산화 활성

2.0×10-4 M DPPH 용액에 농도별로 반응시켜 DPPH

radical을 50% 감소시키는 농도인 SC
50
은 인진쑥 추출물

이 0.30 mg, 녹차 추출물이 0.06 mg으로 높은 항산화 활

성을 나타냈다(Table 4).

일반적으로 특정 물질에 대한 항산화 활성을 측정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으나, 그 중에서 free radical 형

태로 존재하는 DPPH를 hydrazine 형태로 환원시키는 능

력을 조사하는 DPPH에 대한 전자공여능 측정법은 비교

적 간단하고 실제 항산화 활성과도 연관성이 높아 체내에

서 free radical에 의한 산화 및 노화를 억제하는 작용의

지표로도 이용되고 있다. 식물체에서 항산화 활성을 발휘

하는 대표적인 생리활성물질은 flavonoid, phenolic acid 등

의 페놀화합물로서 Cai 등(2004)과 Shan 등(2005)은 식물

체 내 페놀화합물 함량과 항산화 활성 간에는 밀접한 상

관관계를 나타낸다고 보고하였다. 식물로부터 유래된 페

놀화합물의 항산화 활성은 그들의 화학적 구조와 관련이

있는데 페놀화합물 분자의 방향족 고리에 존재하는 수산

화기의 수와 위치에 좌우된다(Son and Lewis, 2002). 녹차

중에는 anthocyanin, anthoxanthin, catechin, flavonoid,

leucoxanthin 등 다양한 생리활성 성분이 함유되어 있으며

그 중에서도 catechin이 주성분으로 구조상 수산화기를 많

이 가지고 있어 항산화 활성이 뛰어나다고 알려져 있다

(Yang and Landau, 2002). 인진쑥 역시 cumarin, chromone,

caffeic acid, 방향족 oxycarbonic acid 및 각종 무기질과 비

타민을 함유하고 있어 강력한 항산화 활성 나타내는데 Lee

등(2000)은 참쑥, 약쑥, 인진쑥 등 쑥의 높은 항산화 활성

에 대해 보고하였으며, 그 중에서도 인진쑥이 가장 우수

하였다고 보고한 바 있다. Cai 등(2004)은 항암효과와 관

련된 약용식물 112종의 항산화 활성 및 페놀화합물의 함

량을 조사한 연구에서 녹차, 인진쑥, 약쑥 추출물의 우수

한 항산화능력을 보고하였으며, 식물 유래 천연 항산화제

개발을 목적으로 약용식물 118종의 DPPH radical 소거능

과 superoxide anione radical 소거능을 측정한 Jeong 등

(2004)의 연구에서도 녹차, 인진쑥이 우수한 항산화 능력

을 발휘하는 것으로 보고되어 본 결과와 일치하였다.

항균 활성

E. coli, S. Typhimurium 및 S. aureus에 대한 인진쑥 및

녹차 추출물의 성장 저해율은 각각 52.3%, 45.6%, 42.1%

및 33.7%, 28.5%, 21.6%를 나타내었다(Table 5).

다양한 종류의 유해균에 대한 식물 추출물의 항균 활성

에 대한 연구는 예전부터 수행되어 왔으며(Ahn et al.,

2000; Cowan, 1999; Hara-Kudo et al., 2004) 그 효과는 널

리 알려져 있다. Hara-Kudo 등(2004)은 식물체에 존재하

는 페놀화합물이 항균 활성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성분이

고 식물체 내 존재하는 phenolic acid, flavonoid, tannin,

lignan, coumarin, qunine, essential oil 및 유기산 등의 다

양한 성분들이 상호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항균 활성을 발

휘한다고 보고하였다. 식물체의 종류, 재배지역, 수확시기

등에 따라 그 유효성분의 종류 및 함량이 달라지고 이에

따라 항균력 및 작용기전 역시 다르게 나타나지만, 일반

적으로 세포벽 파괴, 세포벽 및 세포막의 효소 합성 저해

를 통한 세포막 단백질 손상, RNA, DNA 및 일부 아미노

산의 합성을 저해를 통한 세포막 및 세포질 내 지방산 및

인지질 성분 변화, 세포벽 손상 및 세포막 기능 저하에 따

른 세포액 및 영양성분의 유출 등의 작용을 통해 항균 활

성을 발휘하며, 이들 작용은 단독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연속적, 단계적으로 이루어진다(Cai et al., 2004;

Shan et al., 2007). Amarowicz 등(2000)와 Ahn 등(2000)

은 녹차의 E. coli, S. Typhimurium, S. aureus에 대한 강

력한 항균 활성을 보고한 바 있으며, Shan 등(2007)은 식

물추출물의 항균 활성과 페놀화합물 함량의 상관관계를

조사한 연구에서 인진쑥은 S. aureus에 대해서만 낮은 항

균 활성을 보였으며, E. coli에 있어서는 항균 활성을 보

이지 않았다고 보고하였다. Kim 등(2007)은 용매별로 항

균 활성을 조사한 시험에서 인진쑥 추출물은 S. Enteritidis

에서 높은 항균력을 보였으며, S. aureus에 대해서는 낮은

항균활성을 보였다고 보고하였고 물 추출물의 경우 ethyl

Table 5. The antimicrobial activity of water extracts from

Artemisia capillaris and Camellia sinensis1)

Bacterial inhibitory rate2) (%)

E. coli3) S. aureus3) S. Typhimurium3)

A. capillaris 33.7 21.6 28.5

C. sinensis 52.3 42.1 45.6

1)The values are presented as means of three replicates.
2)Bacterial inhibitory rate per 1mL medicinal plants extracts.
3)Staphylococcus aureus KACC10196, Escherichia coli KACC

10115, Salmonella Typhimurium KCTC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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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etate, chloroform, ethanol 및 methanol에 비해 낮은 항

균 활성을 보였다고 보고하였다. 본 시험 역시 인진쑥 추

출물에 있어서는 3개 유해균에 대해 낮은 항균활성을 보

였다. 본 시험에서 유해균에 대해 강한 항균 활성을 보인

녹차 추출물은 천연 항균제로서의 이용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가축에 적용시 장내 미생물 균총 안정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비장 lymphocytes 세포 활성

인진쑥 및 녹차 추출물 농도를 달리하여 닭의 splenocyte

증식도를 측정한 결과를 Fig. 1에 나타내었다. 추출물 및

농도에 따른 다소 차이는 있었으나 인진쑥 및 녹차 추출

물 모두 2.50 µL 이상에서 닭의 splenocyte 증식을 증가시

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2.5 및 5.0 µL에서는 면

역증강물질로 알려진 Echinacea 및 con A 보다 우수한 세

포 증식도를 보였다.

약용식물에는 lectin, viscotoxin, polysaccharide, alkaloid

및 flavonoid 등과 같은 물질이 존재하고 이들은 종양세포

에 대한 강력한 독성 효과를 지니고 있으며 macrophage,

natural killer cell 및 lymphocyte와 같은 면역담당 세포들

을 자극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다(Tonevitsky

et al., 1996). 특히 인진쑥 내 풍부한 cumarine은 림프구

자극분열 효과(mitogenic effects)와 같은 면역 활성을 가

지고 있다고 확인되었고, 이에 따라 면역기능 조정제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고 여겨지고 있다(Lima et al., 1999).

Ma 등(2009) 역시 여정자, 오미자와 같은 약용식물 추출

물이 면역 세포 증식, cytokine 분비량 증가 등 면역 증진

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보고한 바 있다. 본 시험 결

과, 인진쑥 추출물이 닭의 비장 세포 증식에 긍정적인 영

향을 미쳐 면역 활성 증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

을 것이라 판단된다.

<시험 2> 육계에 대한 인진쑥 및 녹차 추출물의 급여 효과

육계 생산성

인진쑥, 녹차 추출물의 음수 내 첨가 급여가 육계 생산

성에 미치는 영향은 Table 5에 나타내었다. 종료체중 및

증체량은 이들 추출물 처리구(AC, CS)에서 항생제 무첨

가구(NC)에 비해 유의하게 증가하였으며(p<0.05), 그러나

항생제 첨가구(PC)에는 미치지 못 하였다.

Gill(2000) 및 Wang 등(1998)은 식물체 내 존재하는 생

리활성물질은 다양하고 복잡하여 정확한 작용기전은 밝혀

지지 않았으나, 식욕 촉진을 통한 사료 섭취량 증가, 내인

성 소화효소 분비 촉진, 항균, 항산화 및 항바이러스 활성,

유해균 및 독소에 의한 장질환 및 내인성 질병 감소, 장

관 점막 세포의 분화 및 성숙, 면역 체계 개선 등의 작용

을 통해 가축 생산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하였다. 본 시험에서 사용한 녹차, 인진쑥 등의 약용

식물은 원물, 건조분말 및 부산물 형태로 육계 사료 내 첨

가 급여된 연구가 대부분이고 추출물을 이용한 시험은 거

의 없어 직접적인 비교는 어려우나 Biswas와 Wakita(2001)

는 육계에 녹차 분말을 다양한 수준(0.5-1.5%) 육계에 첨

가 급여한 시험을 통해 녹차 0.5% 첨가 급여시 증체량이

향상되었으나 1.5% 첨가 급여시 증체량, 사료 섭취량 등

육계 생산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하였다. Yang

등(2003)은 육계에 녹차 부산물을 0.5, 1.0, 2.0% 첨가 급

여한 시험에서 사료 내 녹차 부산물 수준이 증가할수록

증체량이 유의하게 감소하였는데 이는 녹차 부산물 내 풍

부한 tannin 및 fiber에 기인한 것이라 보고하였다. 이 밖에

Guo 등(2004)은 중국 약용식물의 첨가 급여가 육계 초기

성장(7-21일령)을 개선시키고, 폐사율을 감소시킨다고 하

였으며, Kwon 등(2008)은 육계에 황금 추출물을 0.1, 0.3

및 0.5% 첨가 급여한 시험에서 0.1% 첨가 급여시 종료체

중 및 증체량을 증가시켰다고 보고한 바 있다. 그러나 약

용식물의 종류 및 첨가 수준은 물론 사료 조성에 따라 그

결과에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Biswas and Wakita, 2001;

Kwon et al., 2008), Wang 등(1998)은 식물 유래 천연물

의 첨가 급여시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은 식물의 종류,

사용된 식물 부위 및 물리적 특성, 재배지역, 수확시기 및

사료 내 다른 성분과의 친화성으로 이들 요인에 의해 서

로 상반된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보고하였다. 본 시험 결

과, 인진쑥, 녹차 추출물은 모두 육계 생산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특히 녹차 추출물이 인진쑥 추출물에 비

해 육계 생산성 측면에서는 우수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도체율 및 조직의 상대적 중량

인진쑥, 녹차 추출물의 음수 내 첨가 급여가 도체율 및

조직의 상대적 중량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결과는 Table

6에 나타내었다. 복강 지방에서는 녹차 추출물 처리구(CS)

Fig. 1. Effects of water extracts from Artemisia capillaris and

Camellia sinensis on proliferation of splenocytes. The

water extracts from Artemisia capillaris and Camellia

sinensis was compared with Echinacea and concanavalin

(Con A) known as T-cell stimul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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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대조구(NC, PC)에 비해 유의하게 감소는 결과를 보였

으며(p<0.05), 도체율 및 간, 비장, 췌장, F낭의 상대적 중

량에 있어서는 처리구간에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Biswas와 Wakita(2001)은 육계에 녹차분말을 수준별로

첨가 급여한 시험에서 녹차분말 1.5% 처리구에 있어서 간

중량이 다른 처리구에 비해 유의하게 증가하였고 복강 지

방은 모든 녹차 분말 처리구에서 대조구에 비해 유의하게

감소하는 결과를 확인하였다. 이는 녹차 내 다량 존재하

는 페놀화합물 및 섬유소가 소장에서의 지방 흡수를 저해

한데 기인하며 이를 통해 간 및 조직 내 지방 축적 과잉

을 방지할 수 있다고 보고하였다. 인진쑥 역시 복강 지방

감소 효과가 보고된 바 있는데, Jang과 Choi(2003)은 비만

을 유도한 쥐에게 인진쑥 유래 oligosaccharide 첨가 급여

시 대조구에 비해 복강지방 축적이 유의하게 감소하는 것

을 확인하였다. 그 외 다른 식물 추출물 및 essetial oil 첨

가 급여에 따른 조직의 상대적 중량에 대한 결과들이 보

고된 바 있는데, Debersac 등(2001)은 rosemarinic acid,

flavone 및 monoterpene을 함유한 rosemary 수용성 추출물

은 쥐에 있어 간 대사를 강화하여 간의 상대적 중량을 증

가시켰다고 보고하였으며, Dong 등(2007)은 알파파 추출

물인 polysavone을 첨가 급여한 시험에서 복강 지방은 유

의하게 감소하고 F낭, 비장 등 면역 기관의 증량은 유의

하게 증가하였다고 하였다. 반면, 조직 중량에 영향을 미

치지 않거나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들도 다

수 보고되었는데, Kwon 등(2009)은 육계에 황금 추출물

을 사료 내 첨가 급여한 결과 간, 비장, F낭 및 가슴 근

육에 있어서 처리구간 차이가 관찰되지 않았다고 하였으

며, Jamroz 등(2005)은 육계 사료 내 capsaicin, cinnamal-

dehyde 및 carvacrol이 함유된 식물 추출물을 첨가 급여한

시험에서 간 및 복강지방의 상대적 중량을 조사한 결과

처리구간 차이가 없었다고 하였다. 또한 Hernandez 등

(2004) 역시 2종의 식물 추출물을 육계에 급여한 시험에

서 식물 추출물은 간, 췌장, 소낭, 근위, 소장 및 대장의

상대적 중량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보고하였다. Oliveira

등(1988)와 Seena 등(2005)은 식물체 내 다양한 항영양인

자는 전체적으로 영양소의 소화, 흡수를 저해하고 지방,

단백질 및 탄수화물 대사를 방해하여 간 및 췌장의 비대

를 유발시킬 수 있다고 하였다. 본 시험 결과, 인진쑥, 녹

차 추출물은 체조직 및 주요 기관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

을 미치지 않았는데, 이는 약용식물의 종류, 처리방법, 급

여 수준에 따른 차이로 판단되며 적절한 열처리를 통해

약용식물 내 항영양인자를 불활성화시키고 독성을 감소시

켰기 때문이라고 사료된다.

소장 중량 및 길이

육계에 인진쑥, 녹차 추출물의 음수 내 첨가 급여가 소

장의 상대적 중량 및 길이에 미치는 영향은 Table 7에 나

타낸 바와 같다. 항생제 첨가구(PC)의 소장 중량 및 길이

가 유의하게 감소하였으며 인진쑥 추출물 첨가구(AC) 역

시 항생제 무첨가구(NC)에 비해 다소 감소하는 경향을 보

였다(p<0.05).

기존의 많은 연구에서 virginiamycin의 첨가 급여가 육

Table 6. Effects of water extracts from Artemisia capillaris and Camellia sinensis on the growth performance in broiler chicks1)

NC PC AC CS SEM

Initial body weight (g/bird) 45.00b 44.80b 45.00b 45.00b 0.07

Final body weight (g/bird) 1,785c.00 1,845a.00 1,828b.00 1,821b.00 9.89

Body weight gain (g/bird) 1,649c.00 1,800a.00 1,783b.00 1,776b.00 6.97

Feed intake (g/bird) 2,828.00b 2,880.00b 2,826.00 2,880.00b 9.83

Feed conversion ratio 1.62b 1.60b 1.59b 1.60b 0.01

1)NC, no antibiotics; PC, virginiamycin 10 ppm+salinomycin 60 ppm; AC, Artemisia capillaris extract 100 ppm; CS, Camellia sinensis

extract 100 ppm.
a, bMean within the same row with no common superscripts differ significantly (p<0.05).

Table 7. Effects of water extracts from Artemisia capillaris and Camellia sinensis on carcass rate and relative organ weights in

broiler chicks1)

NC PC AC CS SEM

Carcass percent (%) 67.29 68.17 69.60 68.14 0.28

Liver (g/100 g BW) 02.18 02.14 02.23 02.15 0.04

Spleen (g/100 g BW) 00.10 00.10 00.10 00.12 0.02

Pancreas (g/100 g BW) 00.27 00.26 00.28 00.29 0.01

Bursa of Fabricius (g/100 g BW) 00.27 00.26 00.27 00.27 0.01

Abdominal fat (g/100 g BW) 01.28a 01.23 a 01.31 a 01.06b 0.04

1)NC, no antibiotics; PC, virginiamycin 10 ppm+salinomycin 60 ppm; AC, Artemisia capillaris extract 100 ppm; CS, Camellia sinensis

extract 100 p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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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의 소장 중량 및 길이를 감소시킨다고 보고된 바 있다.

Henry 등(1987)은 virginiamycin, bambermycin 및 oxytetra-

cyclin를 육계에 급여하여 성장촉진용 항생제가 미량 광물

질 흡수 및 소장 중량 및 길이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시험에서 virginiamycin 첨가구에 있어서 소장 중량이 가

장 감소하였다고 보고하였으며, Moore 등(1946)은 항생제

는 세균의 장내 증식 억제 및 독소 생성 감소를 통해 장

벽의 이상 비후를 예방함으로써 장내의 영양 대사 작용을

정상화하여 생상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

고하였다. Foster(1972) 및 Stutz 등(1983) 역시 항생제 첨

가 급여시 germ free chick과 유사하게 장의 무게, 길이

및 장벽의 두께가 감소하였으며 이와 같은 변화는 영양소

이용율을 향상시킬 수 있고, 동시에 소화기관 유지에 필

요한 대사 에너지의 절약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보고하

였다. 인진쑥, 녹차 첨가 급여에 따른 소장 발달과 관련된

자료가 부족하여 직접적인 비교는 어려우나, Hernandez 등

(2004)은 2종의 식물 추출물을 육계에 급여한 시험에서 소

낭, 근위, 소장 및 대장의 상대적 중량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보고하였다. Garcia 등(2007)은 육계에 있어서

sage, thyme, rosemary 추출물의 첨가 급여는 소장 융모와

crypt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이는 식물 추출

물의 우수한 항균, 항산화 활성에 의한 유해균 억제 및 장

점막의 산화적 손상 감소, 소장 세포의 turnover 감소, 장

점막 상피 세포 보호, 융모의 분화 촉진에 기인한 것으로

이를 통해 영양소 이용율을 향상시키고 소장의 이상 발달

을 감소시킬 수 있다고 보고하였다. 반면, 식물체 내 존재

하는 lectin, polyssacharide, polyphenol 등의 항영양인자는

위장관 내 소화 효소의 작용을 저해하고, 장상피 세포와

결합하여 융모의 발달을 저해하고 손상시킬 수 있다고 보

고된 바 있으며(Seena et al., 2005), Olivaira 등(1988)은

식물성 lectin이 세포 이상 증식 및 내인성 분비물 증가로

소장의 중량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Akpapunam와 Sefa-Dedeh(1997) 및 Oliveira 등(1988)는 식

물체 내 난소화성 성분 및 항영양인자는 위장관 내 지방,

단백질 및 탄수화물의 소화 및 흡수를 저해하여 이들 영

양소가 장내 미생물의 대사기질로 사용되어 이상 증식을

유발할 수 있다고 보고한 바도 있다. Akpapunam와 Sefa-

Dedeh(1997) 및 Seena 등(2005)은 적절한 열처리는 식물

체 내 존재하는 lectin, tannin, alkaloid 등의 항영양인자를

불활성화시키고 독성을 감소시킬 수 있다고 하였는데, 본

시험에서 사용한 인진쑥, 녹차 추출물은 90oC에서 4시간

중탕가열하여 추출한 것으로 추출과정 중의 열처리를 통

해 항영양인자를 불활성화시키고 독성을 감소시킨 것으로

사료된다. 본 시험 결과, 녹차 추출물은 항생제 무첨가구

에 비해 소장 중량 및 길이가 유의하게 감소하였으며 이

는 성장촉진용 항생제와 유사한 작용을 통해 기인한 것으

로 판단되나, 추후 영양소 이용율, 융모 길이 및 장점막

두께 등의 직접적인 측정을 통해 보다 정확한 작용 기전

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맹장 내 미생물 균총

인진쑥, 녹차 추출물의 음수 급여에 따른 맹장 미생물

균총의 변화를 조사한 결과(Table 8), 녹차 추출물 처리구

(CS)에서 Salmonella 수가 무항생제 대조구(NC)에 비해 유

의하게 감소하였으며 인진쑥 처리구(AC)는 감소하는 경향

을 나타내었다(p<0.05). Coliform bacteria 및 lactic acid

bacteria는 대조구를 비롯한 전 처리구에서 유의한 차이가

관찰되지 않았다.

녹차, 인진쑥의 E. coli, Staphylococcus, Salmonella 등

다양한 유해균에 대한 강한 항균 활성을 이미 많은 연구

를 통해 보고되어 왔다(Choi et al., 2002; Amarowicz et

al., 2000). 또한 식물 추출물은 특정 미생물에 대한 선택

적 배제 및 촉진을 통해 prebiotics와 유사한 작용을 할 수

도 있다고 여러 연구를 통해 보고된 바 있는데(Greathead,

Table 8. Effects of water extracts from Artemisia capillaris and Camellia sinensis on relative weight and length of small intestine

in broiler chicks1)

NC PC AC CS SEM

Weight (g/100g BW)

Duodenum 10.71 10.65 10.70 10.72 0.03

Jejunum 11.58a 11.34b 11.56a 11.58a 0.02

Ileum 11.37a 11.12b 11.29ab 11.33a 0.02

Total 13.66a 13.11b 13.55ab 13.63a 0.02

Length (cm/100g BW)

Duodenum 11.77a 11.44b 11.73a 11.70a 0.02

Jejunum 14.82a 14.09b 14.52ab 14.79a 0.06

Ileum 15.01a 14.19c 14.59b 14.94a 0.06

Total 11.60a 19.72c 10.84b 11.43a 0.05

1)NC, no antibiotics; PC, virginiamycin 10 ppm+salinomycin 60 ppm; AC, Artemisia capillaris extract 100 ppm; CS, Camellia sinensis

extract 100 ppm.
a-cMean within the same row with no common superscripts differ significantly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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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 Cho 등(2007)은 천연 정장제 개발을 위해 13종의

약용식물 추출물의 항균 활성을 조사한 결과, 인진쑥 및

녹차 추출물은 Clostridium perfringens 및 E. coli에 강한

항균 활성을 보인 반면, 유익균인 Bifidobacterium longum

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며, Shin 등(1997)은 쑥, 머위,

원추리 추출물은 Clostridium perfringens 및 E. coli의 성

장은 억제시키고 유익균인 Bifidobacterium와 Lactobacillus

는 증식을 촉진시켰다고 보고하였다. 그러나 대부분은 in

virto 실험 및 실험동물을 대상으로 한 시험으로 가축에

직접 적용한 연구는 실제로 많이 수행되지는 않았다. Kim

등(2007)은 겨우살이 분말의 사료 내 첨가 급여시 육계 맹

장 내 총균 및 coliform bacteria 수가 유의하게 감소하였

다고 보고하였으며, Kwon 등(2009)은 국내 자생 황금 추

출물을 육계에 0.1%, 0.3% 및 0.5% 수준으로 첨가 급여

한 시험에서 황금 추출물은 맹장 내 coliform bacteria가

감소시켰다는 결과를 보고하였다. 그 외에도 Jamroz 등

(2005)은 capsaicin, cinnamaldehyde 및 carvacrol이 함유된

식물 추출물을 100 ppm 수준으로 육계에 급여하였을 때,

장내 E. coli 및 Clostrium perfringens가 감소하고 lactic

acid bacteria는 증가하는 결과를 관찰하였다. 본 시험에 사

용한 인진쑥, 녹차, 오미자 추출물의 육계에 대한 장내 유

해균 억제 및 장내 미생물 균총 안정화와 관련된 연구가 없

어 직접적인 비교는 어려우나, 여러 in vitro 시험에서 강력

한 항균 활성 및 정장 작용을 보고한 바 있으며(Cho et al.,

2007; Roh et al., 1996; Shan et al., 2007; Shin et al.,

1994), 본 연구에서도 시험 1을 통해 이들 추출물의 항균

활성을 확인할 있었다. 본 시험 결과, 녹차 추출물은

Salmonella 등의 유해균을 효과적으로 저해하면서 유익균

으로 알려진 lactic acid bacteria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아

장내 미생물 균총 안정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사료된다.

혈액 생화학 조성

인진쑥, 녹차 추출물의 첨가 급여에 따른 혈액 생화학

조성의 변화는 Table 9에 나타냈다. 혈액 콜레스테롤 및

AST는 인진쑥 및 녹차 추출물 첨가 급여시 대조구(NC,

PC)에 비해 유의하게 감소하였으며, ALT 는 녹차 추출물

처리구에서만 유의하게 감소하였다(p<0.05). 중성지방 및

BUN은 대조구를 비롯한 전 처리구에서 유의한 차이가 관

찰되지 않았다.

인진쑥, 녹차 등 약용식물의 첨가 급여에 따른 혈액 콜

레스테롤 및 중성 지방의 감소는 여러 연구에서 보고되었

다(Han et al., 2009; Muramatsu et al., 1986). Han 등

(2009)은 인진쑥 추출물을 흰쥐에 첨가 급여한 시험에서

혈액 콜레스테롤 및 중성 지방의 감소를 보고하였으며,

Biswas와 Wakita(2001), Yang 등(2003)은 육계에 녹차 첨

가 급여시 혈액 콜레스테롤 감소한다고 보고한 바 있다.

식물체 내 존재하는 페놀화합물, terpenoid 및 식이섬유 등

의 성분들이 지방 및 콜레스테롤의 생합성 저해, 지질과

산화 억제를 통한 체내 이용성 증진, 소장 내 micelle 형

성 저해를 통한 지방흡수 억제 및 지방 배설량 증가, 담

즙산의 재흡수 억제의 작용을 하여 체내 지질 대사에 영

향을 미친다고 알려져 있다(Muramatsu et al., 1986; Ikeda,

2008). 인진쑥 및 녹차 추출물의 음수 내 첨가 급여시 혈

액 내 AST 및 ALT 수준이 감소하였는데, 혈액 내 AST

및 ALT 수준은 대사 장해 및 독소 등에 의한 간 및 신장

조직의 손상을 나타내며(Lumeij, 1997) 새로운 사료 원료

나 첨가제의 독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지표로 이용될

수 있다(Diaz, 2003). 인진쑥, 녹차의 간기능 개선 및 사염

화탄소, 카드뮴 독성에 의한 간손상 저하 효과는 여러 연

구를 통해 보고되어 왔다(Kiso et al., 1984; Lee et al.,

1999). Lee 등(1999)은 카드뮴을 투여한 쥐에게 인진쑥 추

출물을 첨가 급여한 시험에서 혈액 내 AST 및 ALT 수치

가 대조구에 비해 유의하게 감소하였다고 보고하였으며,

Han 등(2009) 역시 알코올에 의한 간 손상을 인진쑥 추출

물이 효과적으로 감소시킨다고 보고하였다. 이들 약용식

물 추출물의 간기능 개선 및 간손상 보호 효과는 식물체

내 존재하는 anthocyanin, cumarin, catechin, caffeic acid와

같은 다양한 생리활성물질이 free radical 및 과산화지질

생성을 효과적으로 억제하고 조직 및 혈액 내 glutathione

reductase 활성을 증가시키는데 기인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

다(Kiso et al., 1984; Lee et al., 1999; Wiseman, 1997).

본 시험 결과, 인진쑥, 녹차 추출물은 생리적으로 부정

적인 영향 없이 지질 대사에 관여하여 혈액 콜레스테롤을

감소시켰으며, 강력한 항산화 활성을 통해 간 및 조직의

손상을 저해하여 건강 유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

로 사료된다.

Table 9. Effects of water extracts from Artemisia capillaris and Camellia sinensis on cecal microflora in broiler chicks1)

NC PC AC CS SEM

Cecal microflora (log10 CFU/g)

Salmonella spp. 6.339a 6.151b 6.278ab 6.106b 0.09

Coliform bacteria 7.092 6.990 7.300 7.132 0.21

Lactic acid bacteria 8.982 8.563 8.852 8.779 0.27

1)NC, no antibiotics; PC, virginiamycin 10 ppm+salinomycin 60 ppm; AC, Artemisia capillaris extract 100 ppm; CS, Camellia sinensis

extract 100 p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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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장 조직 내 cytokine mRNA 발현량

비장 조직 내 IL-2 및 IL-6에 인진쑥, 녹차 추출물의 음

수 급여가 미치는 영향은 Table 10와 Fig. 2에 제시하였다.

이들 추출물 급여에 따른 IL-2 및 IL-6 band의 발현 양상

의 차이는 관찰되지 않았으며, β-actin에 대한 IL-2와 IL-

6의 상대적 비율에 있어서도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Cytokine은 여러 면역세포에서 분비되는 활성화된

polypeptide로 면역 반응과 염증 반응을 매개하고 조절하

는 면역체계 신호전달물질로서 면역 반응에 의해 생성, 분

비되어 모세포 및 인근세포에 작용하여 특정 면역세포의

분화 및 증식, 기능의 활성 및 변화를 유도하며 분비 세

포, 작용기전 및 기능에 따라 다양한 cytokine이 존재한다.

이 중 IL-2는 동물에서 거의 모든 면역계에 영향을 미치

는 필수적인 cytokine으로 다양한 cell type에 대한 강력한

성장 인자인 동시에 T-cell 분화, B-cell 발달 및 natural

killer cell 및 항체의 활성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Farner et

al., 1997). 또한 닭에 있어서 IL-2는 백신과 감염원에 대

한 면역반응을 잠재적으로 증가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Miyamoto et al., 2001). IL-6는 대식세포, T cell 및

내피세포에서 합성되어 선천성 면역반응에 관여하는 cytokine

으로 간세포에 작용하여 acute phase protein를 합성하며,

B cell에 작용하여 B cell의 성장을 촉진한다. 또한 IL-1과

함께 면역반응의 항진과 염증 반응의 진행에 있어서 중요

한 역할을 수행한다(Lopponow and Libby, 1989). 인진쑥,

녹차 추출물의 음수 내 첨가 급여에 따른 유기산의 첨가

에 따른 비장 내 IL-2 및 IL-6 mRNA 발현량과 관련된 자

료가 부족하여 직접적인 비교는 어려우나, 식물체 내 존재

하는 glycoside, lectin, alkaloid, polysaccharide, flavonoid

및 페놀화합물은 면역 강화 및 면역 조절제로서 작용할

수 있으며, 다양한 기전으로 선천성 면역뿐만 아니라 후

천성 면역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Xue

and Meng, 1996). 또한 flavonoid 및 페놀화합물 등의 식

물 유래 생리활성물질은 장관 상피세포를 자극하고, 장관

면역을 증진시킨다고 알려져 있다(Tonevisky et al., 1996).

본 시험에서는 비장 조직 내 IL-2 및 IL-6 mRNA 발현

량에서 유의한 차이가 관찰되지 않았다. β-actin에 대한

상대적 비율로 IL-2 및 IL-6의 mRNA 발현량을 측정하

는 RT-PCR로는 splenocyte 증가에 따른 IL-2 및 IL-6의

변화를 측정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으며, 비장 세포 전체

에서 IL-2 및 IL-6의 mRNA 발현량을 조사하였기 때문에

그 양이 매우 적었다. 추후 이와 관련된 실험을 수행할

Table 10. Effects of water extracts from Artemisia capillaris and Camellia sinensis on blood biochemical parameters1) in broiler

chicks2)

NC PC AC CS SEM

Cholesterol (mg/dL) 110.5a 112.9a 197.0b 191.8b 1.72

Triglyceride (mg/dL) 198.67 103.3 109.0 196.6 2.05

BUN (mg/dL) 110.50 110.60 110.50 110.60 0.07

AST (U/L) 182.0a 182.5a 175.1b 170.2b 2.83

ALT (U/L) 112.13a 112.30a 112.01a 111.76b 0.10

1)BUN, blood urea nitrogen; AST, aspartate aminotransferase; ALT, alanine aminotransferase.
2)NC, no antibiotics; PC, virginiamycin 10 ppm+salinomycin 60 ppm; AC, Artemisia capillaris extract 100 ppm; CS, Camellia sinensis

extract 100 ppm.
a,bMean within the same row with no common superscripts differ significantly (p<0.05).

Table 11. Effects of water extracts from Artemisia capillaris

and Camellia sinensis on splenic cytokine expression

in broiler chicks1)

NC PC AC CS SEM

Cytokine/β-actin ratio

IL-2 0.35 0.38 0.38 0.36 0.12

IL-6 0.25 0.22 0.28 0.31 0.07

1)NC, no antibiotics; PC, virginiamycin 10 ppm+salinomycin 60

ppm; AC, Artemisia capillaris extract 100 ppm; CS, Camellia

sinensis extract 100 ppm.

Fig. 2. Effects of medicinal plants extracts on splenic cytok-

ines mRNA expression in broiler chickens. The RT-

PCR with splenic RNA was performed using primers spe-

cific for: chicken β-actin, 493 bp; B: chicken IL-2, 352

bp and C: chicken IL-6, 411 bp. The PCR products were

resolved on 1.7% agarose gel and photographed. M; 100

bp DNA ladder mark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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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에는 비장 lymphocyte를 분리한 후 concanavalin A 및

phytohaemagglutinin과 같은 mitogen으로 세포 분열을 유

도한 후 면역 관련 인자를 조사하거나, Salmonella, E. coli

등의 특정 질병 원인균을 이용한 시험을 통해 체내 면역

물질의 분비 양상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요 약

본 연구는 무항생제 닭고기 생산을 위한 성장촉진용 항

생제를 대체할 천연생리활성물질 개발을 목표로 실험 1에

서는 인진쑥 및 녹차의 추출수율, 총 페놀화합물 함량, 항

산화 활성, 항균 활성 및 면역 활성을 in vitro 실험을 통

해 구명하는 한편, 실험 2에서는 이들 추출물을 육계에 음

수 급여하여 생산성, 조직 및 소장의 변화, 장내 미생물

균총, 혈액 특성 및 비장 cytokines mRNA 발현량에 미치

는 영향을 조사하였다.

인진쑥 및 녹차 추출물의 추출수율은 각각 16.8%, 26.5%

이었으며, 총 페놀화합물 함량은 15.28 및 26.74 GE mg/

mL이었다. 또한 이들 추출물의 항산화, 항균 활성 및 닭

의 splenocyte 증식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결과, DPPH

radical을 50% 감소시키는 농도인 SC
50
은 각각 0.30 mg,

0.06 mg으로 나타냈으며, 유해균 3종(E. coli, S. aureus, S.

Typhimurium)에 대해 항균 활성은 인진쑥 추출물이 33.7%,

21.6%, 28.5%, 녹차 추출물이 52.3%, 42.1%, 45.6%의 성

장 저해율을 나타냈다. 닭의 splenocyte 증식에도 효과가

나타냈는데, 특히 인진쑥 추출물은 2.5 µL, 5.0 µL 농도에

서 림프구분열촉진인자로 알려진 Echinacea 및 concanavalin

A보다 우수한 세포 증식도를 보였다. 실험 1에서 항산화,

항균 및 면역조절효과가 확인된 인진쑥, 녹차 추출물을 육

계에 음수 급여한 결과, 인진쑥, 녹차 추출물 처리구가 무

항생제 대조구(NC)에 비해 종료체중 및 증체량이 유의하

게 증가하였으며(p<0.05), 맹장 내 Salmonella 수에서는 무

항생제 대조구(NC)에 비해 유의하게 감소하거나, 감소하

는 경향을 나타내었다(p<0.05). 혈액 생화학 조성에 있어

서는 인진쑥, 녹차 추출물 처리시 총콜레스테롤, 간 및 신

장의 이상 측정 지표인 AST 및 ALT가 대조구에 비해 유

의하게 감소하였다(p<0.05). 본 연구를 통해 인진쑥 및 녹

차 추출물의 생리활성효과를 구명하였으며, 이들 추출물

은 육계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유해균의 성장 및 증식을

억제시켜 장내 미생물 균총 안정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

치는 한편, 조직 발달 및 혈액 성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

치지 않아 항생제 대체제로서의 이용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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