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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d the effects of three kinds of water extract mixtures each with different ratios of A. capillaris, C.

sinensis, S. chinensis, and V. coloratum on laying performance, egg quality, blood characteristics, and egg storage stability

in laying hens. One hundred and sixty 35-wk-old laying hens (Hy-line brown) were divided into four groups of 10 birds each

replicated times four. The treatments involved a basal diet (C, control) or diets containing three kinds of water extract mix-

tures at 200 ppm (T1, water extract mixture A; T2, water extract mixture B; T3, water extract mixture C). The egg produc-

tion rate, egg mass, and feed conversion ratio were significantly improved in all treatments compared to those of control

(p<0.05). Haugh unit and egg yolk color in all treated groups were significantly improved in comparison with control

(p<0.05), but no significant differences were observed for egg shell quality. The content of total cholesterol in blood serum

was significantly decreased in all treatments compared to that of control (p<0.05). The blood biochemical parameters of

liver and kidney damage were significantly decreased in all treatments compared to those of control (p<0.05). Total antiox-

idant activity in the blood serum of all treated groups was increased as well. The Haugh unit and malondialdehyde content

in the egg yolk during storage were significantly decreased in all treated groups compared to control (p<0.05). Conse-

quently, the dietary supplementation of water extract mixtures of A. capillaris, C. sinensis, S. chinensis, and V. coloratum

improved laying performance and egg quality but decreased egg quality deterioration with increased storage. These results

suggest that medicinal plant extracts could be used as a feed additive in feed for laying he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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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최근 국민 소득과 경제 수준 향상으로 건강에 대한 관

심이 고조되면서 축산물의 양적 측면 보다 질적 측면이

강조되고 있다. 축산물의 품질 향상 및 안정성 확보는 국

내 축산업의 경쟁력 확보는 물론 국민 건강을 위해 더욱

중요시되고 있으며, 수입 축산물과의 차별화, 소비자의 욕

구 충족을 위해 고품질 안전 축산물을 생산하기 위한 다

양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특히, 소비자에게 천

연물로 손쉽게 인식될 수 있고 생리활성이 우수한 약용식

물 및 식물 추출물에 대한 관심과 연구가 증가하고 있다

(Wang et al., 1998; Hernandez et al., 2004).

인진쑥, 녹차, 오미자 및 겨우살이에는 페놀 화합물, 유

기산, 정유, 비타민, 각종 무기물 등 다양한 종류의 생리

활성물질이 존재하며 이들의 우수한 항균, 항암, 항산화,

항염증 활성에 대해서는 이미 알려져 있다. 이 밖에도 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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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콜레스테롤 저하, 면역기능 조절, 중추 신경계 활성화,

간 및 신장 기능 장애 개선, 산화적 스트레스 완화, 성장

촉진, 피로회복, 식욕 촉진, 독성 방지 등의 생리활성 효

과에 대한 연구 결과들이 보고되고 있다(Trevisanato and

Kim, 2000; Yang and Landau, 2002). 이처럼 다양한 생리

활성 효과가 발휘하는 인진쑥, 녹차, 오미자, 겨우살이는

천연 항산화제, 천연 항균제, 정장 조정제 개발을 목적으

로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되어지고 있다(Song et al., 2008;

Cai et al., 2004). in vitro 시험으로 Ahn 등(2000)은 115

종의 생약재의 항균활성을 조사하여 오미자, 황금, 계피,

녹차 등에서 우수한 항균활성을 보였다고 보고하였다.

Jeong 등(2004)은 천연 항산화제 개발을 목적으로 118종

의 국내 자생 식물의 항산화 활성을 조사하여 녹차, 인진

쑥, 황금, 삼백초, 작약 등에 대한 우수한 항산화 활성을

보고한 바 있다. 축산 분야에서도 천연 항생제 대체제 및

고기능성 사료첨가제 개발, 부산물 및 유휴 자원의 사료

화를 목적으로 여러 연구들이 수행되었으며, 가축의 생산

성 향상, 건강성 증진, 장내 미생물 균총 안정화, 면역 증

진, 계육 및 계란의 품질 개선 등의 다양한 연구 결과들

이 보고되었다(Biswas and Wakita, 2001; Ma et al., 2007).

Biswas와 Wakita(2001)는 산란계에 녹차 분말을 사료 내

수준 별로 첨가 급여한 시험에서 녹차 분말은 계란 생산

성을 향상시키고, 계란 Haugh unit을 개선하는 한편, 지질

대사에 관여하여 혈액 및 간 내 콜레스테롤 및 중성지방

을 감소시켰다고 보고하였다. Ma 등(2009)은 육계에 여정

자 및 오미자 추출물의 첨가 급여 시 혈액 및 조직 내 총

항산화 활성은 물론 glutathione reductase와 같은 항산화

관련 효소의 활성이 향상되고 lymphocyte proliferation이

증가한다는 결과를 보고하였다. Kim 등(2007)은 겨우살이

의 첨가 급여는 육계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맹장 내 E. coli

등의 유해균 감소시킨다고 하였으며, Park과 Kim(2008)은

쑥 1%, 3%, 5%를 육계 사료 내 첨가 급여한 시험에서 쑥

의 첨가 급여는 lignan, flavonoid 및 페놀 화합물의 강력

한 항산화 활성을 통해 계육의 저장 기간에 따른 VFN,

TBAR 함량 변화를 감소시켰다고 보고하였다.

따라서 본 시험에서는 산란계에 대한 인진쑥, 녹차, 오

미자, 겨우살이의 혼합 비율을 달리한 3종의 추출물을 사

료 내 첨가 급여하여 계란 생산성 및 품질, 혈액 특성, 계

란 저장성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고, 이를 통해 이들 추

출물의 사료 첨가제로서의 이용 가능성을 구명하기 위하

여 수행되었다.

재료 및 방법

시험 재료

국내산 인진쑥, 녹차, 오미자, 겨우살이를 한약 건재상

에서 건조, 세절된 상태로 구입하여 제분기로 3 mm 이하

로 분쇄한 후, 이들의 비율을 달리하여 혼합하였다. 특정

비율로 혼합된 약용식물과 증류수 비율을 1:10(w/v)으로

하여 90oC 항온수조에서 4시간 동안 중탕가열한 후 원심

분리기를 이용하여 분리하고 상층액을 2회 여과하여 추출

물을 얻었다. 인진쑥, 녹차, 오미자, 겨우살이의 혼합 비율

은 Table 1에 제시하였다.

시험동물 및 시험 설계

산란계에 대한 인진쑥, 녹차, 오미자, 겨우살이의 혼합

비율을 달리한 3종 추출물의 사료 내 첨가 급여가 계란

생산성 및 품질, 혈액 특성, 계란 저장성에 미치는 영향

을 조사하기 위하여 35주령 산란계(Hy-Line Brown) 160

수를 공시하여 4처리 4반복, 반복 당 10수씩 배치하여

10주간 사양시험을 실시하였다. 시험처리 내용은 Table

1에 제시하였으며, 처리구는 대조구(C)와 시험사료에 혼

합 비율을 달리한 3종의 약용식물 추출물을 200 ppm 수

준으로 첨가한 약용식물 추출물 처리구(T1, T2, T3)를

두었다.

시험사료 및 사양관리

시험사료는 옥수수, 대두박을 기초로 NRC(1994)에 근

거하여 대사 에너지와 조단백질 함량을 각각 2700 kcal/

kg 및 16%가 되도록 배합하였으며, 시험사료의 배합비 및

영양소 조성은 Table 2에 나타내었다. A자형 2단 철제 케

이지에서 케이지 당 1수씩 사육하였으며, 사료 급이기와

니플(nipple)의 숫자는 반복구 별로 동일하게 배치하였다.

사료와 물은 자유 채식 및 자유 음수시켰으며, 점등은 시

험 종료 시까지 17L:7D를 유지하였다.

Table 1. Experimental design and mixing ratio of medicinal plant extracts1

Treatments
Mixing ratios (%)

A. capillaris C. sinensis S. chinensis V. coloratum

C No additive

T1 Medicinal plant extract A 200ppm 50 30 - 20

T2 Medicinal plant extract B 200ppm 30 50 - 20

T3 Medicinal plant extract C 200ppm 30 30 20 20

1A. capillaries, Artemisia capillaries; C. sinensis, Camellia sinensis; S. chinensis, Schizandra chinensis; V. coloratum, Viscum album var.

colorat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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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란 생산성

계란은 매일 15:00시에 채란하여 난중 및 산란수를 조

사하였고, 산란수를 사육수수로 나누어 산란율을 구하였

다. 사료 섭취량은 2주 간격으로 반복 별로 사료 잔량을

측정하여 구하였다. 조사된 사료섭취량과 일산란량을 통

하여 사료 요구율을 산출하였다. 

계란 품질

시험개시 후 2주 간격으로 처리 당 30개씩 계란을 수집

하여 난질 및 난각질을 조사하였다. 계란품질자동분석기

(QCM+, Technical Services & Supplies Ltd., England)를

이용하여 난황색, Haugh unit 및 난각색을 측정하였으며,

난각강도계(Fujihara Industry Co., Ltd., Japan)와 난각두께

측정기(Fujihara Industry Co., Ltd., Japan)를 이용하여 난

각강도 및 난각두께를 측정하였다.

혈액 생화학 성분

혈액 특성 변화를 조사하기 위해 시험 종료시 처리 당

12수씩 선발하여 익하정맥에서 혈액을 채취하여 생화학

조성을 분석하는데 이용하였다. 혈액 생화학 조성은 자동

혈액 분석기(COBAS MIRA plus, ROCHE diagnostics)를

사용하여 혈청 내 총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blood urea

nitrogen(BUN), creatinine, total protein, albumin, globulin,

aspartate aminotransferase(AST) 및 alanine aminotrans-

ferase(ALT)를 측정하였다.

혈액 내 총 항산화 활성

혈청 내 총 항산화 활성을 조사하기 위해 시험 종료시

처리당 12수씩 선발하여 익하정맥에서 혈액을 채취하여

분석에 이용하였으며, vitamins, proteins, glutathione 등의

항산화 작용에 의해 결정되는 총 항산화력을 측정하는

total antioxidant power colorimeteric microplate assay kit

(Oxford Biomedical Research Inc., UK)를 사용하여 분석

하였다. 분리된 혈청 15 µL를 phosphate buffer saline

(PBA) 585 µL로 희석한 후 Cu2+를 넣고 3분 간 상온에서

반응시켰다. 반응 후 구리이온 흡착제인 bathocuproine를

넣어 환원된 Cu+와 결합시켜 안정화시킨 후 microplate

reader(Benchmark plus, Bio-Rad Laboratories, USA)로 45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여 uric acid로 작성한 표준곡선

을 이용하여 µM copper equivalents로 나타내었다.

저장 기간에 따른 Haugh unit 변화

산란계에 대한 인진쑥, 녹차, 오미자, 겨우살이의 혼합

비율을 달리한 약용식물 추출물 3종의 사료 내 첨가 급여

가 계란 저장성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기 위하여 시험

종료시 생산된 계란을 수집하여 실온(28oC-32oC)에서 보

관하였다가 0일, 3일, 7일, 14일 및 21일 경과 후 처리구

별로 10개씩 Haugh unit 변화를 측정하였다.

저장 기간에 따른 지방과산화물가 변화

시험 종료시 생산된 계란을 수집하여 incubator(28oC-

32oC)에서 보관하였다가 0일, 3일, 7일 및 10일 경과 후

처리구별로 10개씩 난황 내 지방과산화물가를 측정하였다.

난황 내 지방과산화물가는 지방 과산화 시 형성되는 malon-

dialdehyde(MDA) 함량을 측정하여 MDA mg/mL로 나타

내었으며 Beuge와 Aust(1978)의 방법을 변형하여 실시하

였다. 1회용 주사기로 난황 1 mL을 채취하여 증류수 9

mL과 butylated hydroxyanisol(BHA) 50 µL을 넣고 균질

화시킨 후, 균질액 2 mL을 시험관으로 옮겨 thiobarbituric

acid(TBA)/trichloroacetic acid(TCA) 혼합 용액 4 mL을 넣

어 혼합하였다. 이를 90oC 항온수조에 넣어 15분 간 반응

시키고 냉각한 후, 원심분리(2,684 g, 10 min)하고 상층액

을 회수하여 531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형성된 난

황 내 malondialdehyde(MDA)는 아래 공식을 이용하여 계

산하였다. 

Table 2. Formula and calculated nutritional values of the

basal diet

Ingredients Diets composition

---------- % ----------

Corn 53.65

Soybean meal 18.25

Corn gluten meal 3.86

Wheat bran 11.27

Soybean oil 1.60

Limestone 9.35

Tricalcium phosphate 1.05

Salt 0.30

DL-Methionine 50% 0.15

Lysin-HCl 98% 0.02

Vitamin-mineral mixture1 0.50

Total 100.0

Calculated value

ME (kcal/kg) 2,700

Crude Protein (%) 16.0

Lysine (%) 0.76

Methionine (%) 0.32

Methionine + cysteine (%) 0.66

Calcium (%) 3.80

Available Phosphorus (%) 0.30

1Vitamin-mineral mixture provided following nutrients per kg of

diet: vitamin A, 15,000IU; vitamin D3, 1,500 I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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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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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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과산화물가(MDA mg/L) =흡광도 × 5.88

통계처리

실험에서 얻어진 모든 자료들의 통계분석은 Statistic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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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near Model procedure를 이용하여 분산분석을 실시하였

고, 처리구 간에 유의성은 Duncan's multiple range-test

(Duncan, 1955)를 이용하여 신뢰구간 95% 수준에서 검정

하였다.

결과 및 고찰

계란 생산성

인진쑥, 녹차, 오미자, 겨우살이의 혼합 비율을 달리한

추출물을 사료 내 첨가 급여하였을 때 계란 생산성에 미

치는 영향은 Table 3에 나타내었다. 대조구에 비해 모든

추출물 처리구에서 산란율, 일산란량 및 사료 요구율이 유

의하게 개선되었으며(p<0.05), 추출물 처리구 간에는 유의

한 차이가 없었다. 평균 난중 및 사료 섭취량에서는 대조

구를 비롯한 전 처리구에서 유의한 차이가 관찰되지 않았다.

본 시험에서 사용한 인진쑥, 녹차, 오미자, 겨우살이를

건조분말, 가공부산물 또는 추출물 형태로 첨가 급여하여

계란 생산성을 조사한 연구가 일부 수행되었으나 다소 상

이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 Kim 등(2001)은 사료 내 녹차

분말 0.5% 첨가 급여시 산란율이 대조구에 비해 유의하

게 증가하고 평균 난중 및 사료 섭취량에는 차이가 나타

나지 않았다고 하였으며, Yang 등(2003) 역시 녹차 부산

물을 사료 내 2.0%, 4.0% 또는 6.0% 첨가 급여한 시험에

서 녹차 부산물 4.0% 및 6.0% 처리구에서 산란율, 사료

요구율이 유의하게 개선되었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Kim

등(2006)은 산란계에 인진쑥 부산물 첨가 급여시 산란율

이 대조구에 비해 개선되는 경향을 나타냈다고 보고하였

으며, Ma 등(2005, 2007)은 오미자 분말 및 추출물의 사

료 내 첨가 급여는 계란 생산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

고, 고온 스트레스에 의한 계란 생산성 및 면역반응 저하

를 감소시킨다고 보고한 바 있다. 반면, 한방 부산물 및

생약제의 첨가 급여가 산란율에 영향을 미치지 않거나, 부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들도 보고되었다. Kojima와

Yoshida(2008)는 산란 후기(84주령)에 3주 간 녹차 분말을

1.0%, 5.0% 및 10% 첨가 급여한 시험에서 녹차 첨가수준

이 증가함에 따라 산란율, 사료 섭취량 및 사료 효율이 유

의하게 감소하였으며 이는 녹차 내 catechin 및 tannin 성

분이 사료 섭취량 및 영양소 이용율을 감소시키는 한편,

소화관 내 지방 흡수와 간 내 지방 합성을 저해시킨데 기

인한다고 보고하였다. 이 밖에도 고온 환경 하에서 당귀,

감초, 오미자 등으로 구성된 한방 부산물(Hong et al., 2001)

및 생약제(Min et al., 2004)를 첨가 급여한 시험에서 산

란율이 대조구에 비해 유의하게 감소하였다는 결과들이

보고된 바 있다. 이처럼 계란 생산성에 있어서 약용식물

첨가 급여 효과에 차이를 보이는 이유는 약용식물의 가공

방법, 첨가 수준 및 급여 기간에 따른 차이로(Wang et al.,

1998) 본 시험에서는 약용식물 혼합 추출물의 첨가 급여

시 산란율, 일산란량, 사료 요구율이 개선되었는데 이는

추출과정 중의 적절한 열처리를 통해 식물체 내 존재하는

alkaloid, polysaccharide, tannin 등의 항영양인자를 불활성

화시키고 독성을 감소시킨데 기인한 것으로 사료된다.

계란 품질

혼합 비율을 달리한 인진쑥, 녹차, 오미자, 겨우살이 추

출물의 첨가 급여에 따른 계란 품질의 변화는 Table 4에

나타내었다. 계란의 신선도를 나타내는 지표인 Haugh unit

은 모든 추출물 처리구가 대조구에 비해 유의하게 증가하

였다(p<0.05). 난황색에 있어서는 추출물 별 차이는 있었

으나 대조구에 비해 유의하게 증가하거나 증가하는 경향

을 보였다(p<0.05). 난각 색, 난각 두께 및 난각 강도에 있

어서는 처리구 간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다.

식물체 내 존재하는 다양한 생리활성물질이 계란의 내,

외부 품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결과들이

보고되어 왔다(Botsoglou et al., 2005; Windisch et al.,

2008). Yamane 등(1999)은 산란계 사료 내 녹차 열수 추

출물을 0-0.67% 첨가 급여한 시험에서 녹차 열수 추출물

0.17-0.67% 첨가 시 Haugh unit이 5-8% 가량 증가하였고

Table 3. Effects of dietary supplementation of mixed medicinal plants extracts on the laying performance in laying hens1 

C T1 T2 T3 SEM

Egg production (%) 186.3b 190.1a 191.2a 191.1a 0.20

Egg weight (g) 162.3 163.0 161.7 161.8 0.07

Feed intake (g) 107.9 108.9 108.7 107.4 0.33

Egg mass (g/d) 153.8b 156.8a 156.2a 156.7a 0.13

Feed conversion ratio 112.01a 111.92b 111.93b 111.90b 0.01

1C, no additive; T1, medicinal plant extract A (A. capillarys : C. sinensis : V. coloratum = 50:30:20) 200 ppm; T2, medicinal plant extract

B (A. capillaries : C. sinensis: V. coloratum = 30:50:20) 200 ppm; T3, medicinal plant extract C (A.capillari s: C. sinensis : S. chinensis :

V. coloratum = 30:30:20:20) 200 ppm.
a, bMean within the same row with no common superscripts differ significantly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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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각 두께 및 난각 강도에는 차이가 없었다고 하였으며,

Biswas와 Wakita(2001)은 녹차분말 0.3% 첨가 급여 시 대

조구에 비해 Haugh unit 및 albumin weight가 유의하게 증

가시켰으며 난각질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보고하였

다. Kim 등(2006)은 동충하초, 인진쑥, 울금 가공 부산물

을 산란계 사료에 1.5%, 3.0% 첨가 급여한 결과, 대조구

에 비해 Haugh unit이 유의하게 향상되었다고 보고하였

다. 반면, 계란 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거나 부정적인 영

향을 미쳤다는 결과도 보고되었는데, Uuganbayar 등(2005)

은 녹차 분말을 40주령 산란계에 0.5%, 1.0%. 0.15% 및

2.0% 수준으로 사료 내 첨가 급여하였을 때 계란 Haugh

unit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나 난각 두께에 있어서는

첨가 수준에 따라 유의하게 감소하였다고 보고하였다. 또

한 Kojima와 Yoshida(2008)은 84주령 산란계에 녹차 분말

을 1.0%, 5.0% 및 10% 급여한 시험에서 녹차 1.0% 처리

구에서 Haugh unit이 대조구에 비해 다소 개선되는 경향

을 보였으나, 5.0% 및 10% 처리구에 있어서는 Haugh unit

은 물론 난황색, 난각두께 및 난각강도 등의 계란 내, 외

부 품질이 유의하게 감소하였다고 보고하였다. 계란의 품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품종, 주령, 사료, 사육 환

경, 질병 등이 있으며, 사육 전반에 걸쳐 주어지는 다양한

종류의 스트레스 역시 난질 및 난각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선행 연구 결과 간의 차이는 공시계의 주

령, 사육 환경, 스트레스 강도, 사용된 약용 식물의 종류,

가공방법 및 첨가수준에 의한 것으로 특히 Uuganbayar 등

(2005)와 Kojima와 Yoshida(2008)의 시험에서의 난각질 저

하는 녹차 내 존재하는 tannin 등의 항영양인자 및 특유

의 떪은 맛에 의한 사료섭취량 감소에 기인한 것으로 생

각된다. 본 시험을 통해 녹차, 인진쑥, 오미자, 겨우살이가

혼합된 약용식물 추출물은 계란 내부 품질인 Haught unit

및 난황색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한편, 난각색, 난각

강도 및 난각두께 등의 계란 외부 품질에는 부정적인 영

향을 미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혈액 생화학 조성

혈액 생화학 조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결과는 Table 5

에 나타내었다. 약용식물 추출물 첨가 급여 시 콜레스테롤

이 대조구에 비해 유의하게 감소하였으며(p<0.05), 중성지

방은 유의성은 나타나지 않았으나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

다. 간, 신장 및 조직의 손상 여부 및 새로운 사료 원료나

첨가제의 이용시 안전성을 판단하는 지표로 이용되는 BUN,

Total protien, albumin, globulin, AST, ALT 역시 약용식물

Table 4. Effects of dietary supplementation of mixed medicinal plants extracts on the egg quality in laying hens1 

C T1 T2 T3 SEM

Haugh unit 198.9b 100.4a 100.7a 101.3a 1.06

Egg yolk color, R.C.F 118.29b 118.31ab 118.33ab 118.46a 0.07

Egg shell strength (kg/cm2) 113.94 114.08 114.07 114.17 0.12

Egg shell thickness (µm) 382.5 380.4 385.5 376.4 5.43

Egg shell color 126.2 126.1 127.5 126.7 0.07

1C, no additive; T1, medicinal plant extract A (A. capillarys : C. sinensis : V. coloratum = 50:30:20) 200ppm; T2, medicinal plant extract

B (A. capillaries : C. sinensis: V. coloratum = 30:50:20) 200ppm; T3, medicinal plant extract C (A.capillari s: C. sinensis : S. chinensis :

V. coloratum = 30:30:20:20) 200ppm.
a, bMean within the same row with no common superscripts differ significantly (p<0.05).

Table 5. Effects of dietary supplementation of mixed medicinal plants extracts on blood biochemical parameters in laying hens1 

C T1 T2 T3 SEM

Cholesterol (mg/dL) 1194.0a 1163.0c 1171.9b 1179.6b 11.16

Triglyceride (mg/dL) 1201.8 1130.7 1116.2 1120.1 19.46

BUN (mg/dL) 1112.70a 1112.03b 1111.93b 1112.19b 10.03

Creatinine (mg/dL) 1110.47 1110.43 1110.34 1110.45 10.01

Total protein (g/dL) 1115.87a 1115.28b 1115.50b 1115.75ab 10.02

Albumin (g/dL) 1112.83a 1112.46b 1112.76ab 1112.83a 10.01

Globulin (g/dL) 1113.02a 1112.81ab 1112.74b 1112.93a 10.02

Albumin : Globulin 1110.94b 1110.94b 1111.01a 1110.97ab 10.01

AST (U/L) 1168.1a 1158.8b 1160.8ab 1162.6ab 10.29

ALT (U/L) 1119.64a 1117.56ab 1116.83b 1118.56ab 10.11

1C, no additive; T1, medicinal plant extract A (A. capillarys : C. sinensis : V. coloratum = 50:30:20) 200 ppm; T2, medicinal plant extract

B (A. capillaries : C. sinensis: V. coloratum = 30:50:20) 200 ppm; T3, medicinal plant extract C (A.capillari s: C. sinensis : S. chinensis :

V. coloratum = 30:30:20:20) 200 ppm.
a, bMean within the same row with no common superscripts differ significantly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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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출물 처리구에 있어서 대조구에 비해 유의하게 감소하

거나,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p<0.05). 혈중 creatinine은

다소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유의성은 인정되지 않았다.

녹차, 인진쑥, 오미자 및 겨우살이 분말 및 추출물의 급

여에 따른 혈중 콜레스테롤 및 중성지방의 감소는 여러

연구에서 보고되었다(Muramatsu et al., 1986). Biswas와

Wakita(2001)는 육계에 녹차 분말을 급여한 시험에서 간

및 혈액 내 콜레스테롤이 유의하게 감소하였다고 보고하

였다. 산란계에서는 Kim 등(2001)이 녹차 및 키토산을 사

료 내 0.5% 수준으로 첨가 급여하여 혈액 및 계란 내 콜

레스테롤 함량을 조사한 시험에서 혈액 콜레스테롤이 유

의하게 감소하였다고 보고하였다.

식물 유래 천연물이 지질대사에 관여하는 기전은 페놀

화합물 및 식이섬유에 의한 소장 내 micelle 형성 저해를

통한 지방흡수 억제 및 지방 배설량 증가, 담즙산의 재흡

수 억제, 항산화작용을 통한 지질 과산화 억제 등으로 알

려져 있다(Muramatsu et al., 1986; Ikeda, 2008). 그러나 본

시험이 콜레스테롤 및 중성지방 감소를 목적으로 수행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이 많았으며 혈액 콜레스

테롤 감소가 계란 내 콜레스테롤 감소와 정의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혈청, 조직 및 계란의 지질분획, 간

HMG-CoA reductase(3-hydroxy-3-methylglutaryl coenzyme

A reductase) 및 7α-hydroxylase의 발현량 및 활성, 계분

내 steroid 함량 등의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

다. 인진쑥, 녹차, 오미자의 간기능 개선 및 사염화탄소,

카드뮴 독성에 의한 간 및 신장 손상 저하 효과는 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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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Park and Hahm, 2005). Lee 등(1999)과 Wiseman

(1997)은 인진쑥 및 녹차의 간보호 효과는 cumarin, catechin

등의 페놀 화합물이 free radical 및 과산화지질 생성을 효

과적으로 억제시키고, 조직 및 혈액 내 glutathione reductase

활성을 증가시키는데 기인한다고 하였다. Park과 Hahm

(2005)은 오미자는 혈장 atrial natriuretic peptid 및 aldosterone

을 감소시켜 소변을 통한 수분 및 Na+ 배설량 증가시켜

체내 수분 균형을 조절하고, 신장 기능을 개선시킨다고 보

고하였다. Total protein 및 albumin은 영양소 결핍 및 간

기능 이상시 감소하고, 질병 및 염증 발생 시 total protein

및 globulin이 증가한다고 알려져 있다. 이에 따라

albumin:globulin 비율의 감소는 간 기능 이상 및 염증성

질환 여부를 판단하는 지표로 이용되고 있다(Chernecky

and Berger, 2004). 본 시험에서는 약용식물 추출물 처리

구에 있어서 total protein, albumin 및 globulin가 대조구에

비해 전반적으로 감소하였는데, 이는 이들 혼합 추출물이

장관 내 유해균 증식 및 이들의 독소분비를 억제하여 이

들에 대한 생체면역반응을 감소시킴에 따른 acute phase

protein인 면역 글로불린의 합성 감소에 기인한 것으로 사

료된다. 산란계 혈액 내 BUN, total protien, albumin,

globulin, AST, ALT 수치에 대한 정상 범위가 정확히 확

립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기는 하나 인진쑥, 녹차, 오미자

및 겨우살이 추출물의 항산화 및 항균 효과가 건강 유지

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사료된다.

혈액 내 총 항산화 활성

산란계 사료 내 인진쑥, 녹차, 오미자, 겨우살이의 혼합

비율을 달리한 약용식물 혼합 추출물의 첨가 급여가 혈액

의 총 항산화 활성에 미치는 영향은 Table 6에 나타내었다

. 처리구간 통계적 유의성은 인정되지 않았으나, 대조구에

비해 약용식물 추출물 첨가 급여시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냈다.

본 시험에서 사용한 인진쑥, 녹차, 오미자 및 겨우살이

의 우수한 항산화 활성은 in vitro 및 in vivo 시험을 통해

널리 입증되었다(Lim et al., 2004; Kim et al., 2009).

Yammane 등(1999)은 육계 사료 내 녹차 추출물을 첨가

급여한 시험에서 대조구에 비해 녹차 추출물 처리구에 있

어 혈청 내 malondialdehyde 함량이 유의하게 감소하였다

고 하였으며, Ma 등(2009)은 육계에 오미자 에탄올 추출

물을 첨가 급여하여 혈액 및 심장, 간, 심장의 조직에서

malondialdehyde 함량, superoxide dismutase 활성, glutathione

reductase 활성을 조사한 시험에서 혈액 및 조직 내

malondialdehyde 함량은 감소하고, superoxide dismutase 활

성, glutathione reductase 활성은 유의하게 증가하였다고

보고하였다. 기존 선행 연구에서 식물 유래 천연물은 체

내 항산화 효소의 생합성 조절 및 활성화에 관련되어 있

다고 보고된 바 있다(Alia et al., 2003). 식물체 내 페놀화

합물에 의해 항산화 효소의 생합성 및 활성화가 어떤 작

용 기전으로 조절되는지는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으나, 최

근 연구에서 포도씨 procyandin은 DNA promoter와 상호

작용하여 항산화 효소의 유전자 발현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되었다(Puiggros et al., 2005). 

본 시험에서도 혈액 총 항산화 활성이 대조구에 비해

증가하였는데, 이를 통해 인진쑥, 녹차, 오미자 및 겨우살

Table 6. Effects of dietary supplementation of mixed medicinal plants extracts on total antioxidant activity in laying hens1 

C T1 T2 T3 SEM

Total antioxidant power (µM copper equivalents) 45.64 56.92 63.20 51.70 8.07

1C, no additive; T1, medicinal plant extract A (A. capillarys : C. sinensis : V. coloratum = 50:30:20) 200 ppm; T2, medicinal plant extract

B (A. capillaries : C. sinensis: V. coloratum = 30:50:20) 200 ppm; T3, medicinal plant extract C (A.capillari s: C. sinensis : S. chinensis :

V. coloratum = 30:30:20:20) 200 p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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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추출물은 총 항산화 활성을 증가시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혈액 내 지질과산화물, 항산화 효소 활성과

관련된 부분을 추가적으로 조사하여 보다 정확한 작용 기

전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저장 기간에 따른 계란 Haugh unit 및 지방과산화물가

변화

사료 내 혼합 비율을 달리한 3종 추출물의 첨가 급여가

저장 기간에 따른 Haugh unit 및 지방과산화물가 변화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결과를 Table 7 및 Table 8에 제시하

였다. 저장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Haugh unit이 감소하였

으며, 계란 보관 14일, 21일째에 Haugh unit에 있어서 약

용식물 추출물 처리구가 대조구에 비해 유의하게 높았다

(p<0.05). 3일 및 7일째 역시 통계적 유의성은 인정되지

않았으나 약용식물 추출물 첨가 급여시 저장 기간에 따른

Haugh unit의 감소를 저하시키는 경향을 보였다. 난황 지

방과산화물가 역시 저장 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증가하였

으며, 처리구간 차이는 있었으나 약용식물 추출물 첨가 급

여시 유의하게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p<0.05).

Haugh unit은 저장 기간의 경과와 역의 상관 관계가 있

어 계란의 신선도 및 내부 품질을 평가하는 주요 지표로

서 이용되고 있다(Williams, 1992). 식물체 내 존재하는 다

양한 생리활성물질이 Haugh unit을 향상시켰다는 결과들

이 보고되었으며(Sahin et al., 2003; Kim et al., 2006), 합

성 항산화제 및 천연 항산화제의 첨가 급여는 계육 및 계

란의 보존성을 개선시킬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Cherian

et al., 1996; Park and Kim, 2008; Jo et al., 2009). 또한

본 시험에서 사용한 녹차, 인진쑥, 오미자의 혈액 및 조직

에서의 지질 과산화물 생성 억제 효과는 in vitro 및 in

vivo 시험을 통해 보고되어 왔다(Cai et al., 2004; Ma et

al., 2005). Botsoglou 등(2005)은 식물 추출물의 첨가 급

여가 난황 지방 산패를 감소시켰다고 보고하였으며, Florou-

Paneri 등(2006)은 사료 내 rosemary 분말을 0.5%, 1.0%

수준으로 첨가 급여한 시험에서 계란 내 MDA 함량이 첨

가수준에 따라 유의하게 감소하였다고 보고한 바 있다. 이

는 식물체 내 존재하는 lignan, flavonoid 및 페놀 화합물

의 강력한 항산화 효과에 기인한 것으로 본 시험 결과 역

시 인진쑥, 녹차, 오미자, 겨우살이 혼합 추출물은 저장 기

간에 따른 계란 Haugh unit 저하 및 지방 과산화물인 MDA

생성을 감소시켜 선행 연구들과 일치된 결과를 보여 장기

간 저장에 따른 계란 품질 저하를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

로 사료된다.

요 약

본 시험에서는 산란계에 대한 인진쑥, 녹차, 오미자, 겨

우살이의 혼합 비율을 달리한 3종 추출물의 사료 내 첨가

급여가 난 생산성, 계란 품질, 혈액 특성 및 계란 저장성

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기 위하여 35주령 산란계(Hy-Line

Brown) 160수를 공시하여 4처리 4반복, 반복 당 10수씩

배치하고 10주간 사양시험을 실시하였다. 시험처리는 대

조구(C)와 시험 사료에 혼합 비율을 달리한 3종의 추출물

을 200 ppm 수준으로 첨가한 약용식물 추출물 처리구(T1,

T2, T3)를 두었다.

산란율, 일 산란량 및 사료 요구율은 대조구에 비해 모

든 처리구에서 유의하게 개선되었다(p<0.05). Haugh unit

및 난황색은 처리구 간 차이는 있었으나 전반적으로 대조

구에 비해 유의하게 증가하였다(p<0.05). 난각질에서는 유

의한 차이가 관찰되지 않았다. 혈액 내 총 콜레스테롤 함

량은 대조구에 비해 모든 처리구에서 유의하게 감소하였

Table 7. Effects of dietary supplementation of mixed medici-

nal plants extracts on the changes of Haugh unit

during storage1 

Haugh unit

0 d 3 d 7 d 14 d 21 d

C 100.5 82.4 76.31 60.0b 49.3b

T1 100.7 84.7 79.11 62.0ab 55.3a

T2 101.3 84.3 79.41 63.1a 52.2ab

T3 102.3 85.5 80.91 61.7ab 51.2ab

SEM 1113.92 113.48 13.79 11.78 12.02

1C, no additive; T1, medicinal plant extract A (Artemisia capil-

laris:Camellia sinensis: Viscum album var. coloratum =50:30:20)

200 ppm; T2, medicinal plant extract B (Artemisia capil-

laris:Camellia sinensis: Viscum album var. coloratum =30:50:20)

200 ppm; T3, medicinal plant extract C (Artemisia capillaris:

Camellia sinensis:Schizandra chinensis:Viscum album var. color-

atum=30:30:20:20) 200 ppm.
a,bMean within the same column with no common superscripts

differ significantly (p<0.05). 

Table 8. Effects of dietary supplementation of mixedmedici-

nal plants extracts on the changes of TBARS during

storage1

TBARS (MDA mg/L)

0 d 3 d 7 d 10 d

C 0.84 1.19a 1.72a 2.21a

T1 0.81 1.15ab 1.65b 1.87c

T2 0.82 1.06b 1.62bc 1.89c

T3 0.80 1.09b 1.60c 2.01b

SEM 0.06 0.07 0.12 0.12

1C, no antibiotics; T1, medicinal plant extract A (Artemisia capil-

laris:Camellia sinensis: Viscum album var. coloratum=50:30:20)

200 ppm; T2, medicinal plant extract B (Artemisia capil-

laris:Camellia sinensis: Viscum album var. coloratum=30:50:20)

200 ppm; T3, medicinal plant extract C (Artemisia capillaris:

Camellia sinensis:Schizandra chinensis:Viscum album var. color-

atum=30:30:20:20) 200 ppm.
a-cMean within the same column with no common superscripts

differ significantly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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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p<0.05), 중성 지방은 유의성은 나타나지 않았으나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간 및 신장 기능의 이상 여부를

나타내는 혈액 생화학 지표 역시 유의하게 감소하거나 감

소하는 경향을 보였다(p<0.05). 혈액 총 항산화 활성은 대

조구에 비해 다소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유의성은 인

정되지 않았다. 저장 기간에 따른 Haugh unit 및 지방과

산화물가의 변화를 조사한 결과, 계란 보관 14일, 21일째

에 Haugh unit이 대조구에 비해 유의하게 높았으며(p<0.05),

3일 및 7일째 역시 통계적 유의성은 인정되지는 않았으나

추출물 처리시 저장 기간에 따른 Haugh unit의 저하를 감

소시키는 경향을 관찰하였다. 지방과산화물가 역시 처리

구간 차이는 있었으나 대조구에 비해 유의하게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p<0.05).

본 연구 결과, 인진쑥, 녹차, 오미자, 겨우살이의 혼합

비율을 달리한 약용식물 추출물의 산란계 사료 내 첨가

급여는 계란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건강 유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난황색 및 Haugh unit 등의 계란 내부

품질을 개선시켰을 뿐만 아니라, 저장 기간에 따른 계란

의 품질 저하를 감소시켜 사료 첨가제로서의 이용 가능성

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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