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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experiment was conducted to investigate the feed value of Phellinus linteus meal. The 

chemical composition and particle size of Phellinus linteus meal was determined, and investigated 

the effect of partial substitution(0, 5, 10 and 20%) of dried Phellinus linteus meal on 

metabolizability and serum IgG concentration of layers. Crude fiber content of Phellinus linteus 

meal was higher, and crude protein and crude fat contents were similar level compare to corn, 

barley, and wheat. Dry matter metabolizability of Phellinus linteus meal was lower in 10 and 20% 

treatment than those of 0 and 5% treatment significantly(p<0.05). But, Phellinus linteus meal did 

not affect concentration of serum Ig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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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동물산업에 있어 당면한 문제는 많지만 그 

의 매우 요한 한 가지는 사료 자원의 확보이

며, 그 다음은 확보된 사료를 효율 으로 이용

하는 것이다. 과거부터 새로운 사료자원을 개발

하기 한 연구가 지속되고 있다. 김과 문

(1981)은 우슬의 사료가치에 하여, 박 등

(1994)은 한약제박  건조비지의 산란계 사료

로의 이용에 하여, 백 등(2004)은 미역부산물

의 이용, 그리고, 김과 고(2005)는 쑥의 사료화

에 하여 연구 하는 등 부존자원을 사료화하기 

한 연구가 수행되었다. 그리고 김 등(2006a, 

2006b)은 시호탕박  갈근탕박의 이용방법

에 하여 보고한 바 있고, 이 외에도 오 산박

(Moon 등, 2007), 소청룡탕박(문 등, 2008)등의 

한약제박 이용에 하여도 보고된 바 있다. 이

와 같이 사료자원은 농수산 부산물, 제조 부산

물 등 다양하며, 그  한약 부산물도 좋은 사

료자원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농업 부산물은 일

부가 사료나 비료로 이용되고 있으나 부분이 

폐기되어 환경을 오염시키고 있다. 상황버섯박

을 포함한 버섯부산물은 연간 170만 톤(윤과 

이, 2008) 정도 생산되며 이들의 사료화는 환경

보   부존자원의 극 화를 한 사업으로 매

우 긴요하다고 하겠다.

  본 실험에서 사용된 상황버섯박(Phellinus 

linteus meal)은 배양된 상황버섯 균사체를 여과

하여 100℃에서 2시간 정도 추출하고 난 후의 

잔류물이며, 이의 성상은 버섯의 자실체 형성이 

없이 균사만 배양시킨 후, 이를 열탕 침출한 잔

류물인 계로 수분함량이 80% 이상이고 건조 

시에는 굳은 상태이지만 분쇄하면 미세한 분말

이 된다. 상황버섯박의 공 원인 상황(桑黃) 버

섯(Phellinus linteus)은 소나무 바늘 버섯과

(Hymenochae tceae)에 속하는 담자균류로서 

고산지 의 산뽕나무․참나무․밤나무․상수리

나무 등의 고목에 자생하는 매우 희귀한 다년생 

버섯이다. 이 추출물에는 베타- 루칸 등의 다

당체가 함유되어 있으며, 이를 동물에 투여하

을 때 T 임 구의 면역기능을 증강시키는 등 

약리작용을 보고한 바 있다(Kim 등, 2001; 

Shon과 Nam, 2003; Park 등, 2003).     

  본 실험은 사료자원의 개발 차원에서, 상황버

섯박의 사료  가치와 이용방법을 조사하기 

하여 실시하 는 바, 상황버섯박의 양  조성

을 조사하고 산란계의 건물 사율  면역력 

향상에 한 효과를 측정하기 하여 산란계에 

한 사양시험을 실시하 다. 

Ⅱ. 재료  방법

1. 시험 재료

  공시동물은 평균체  2.1 kg의 갈색 하이라인 

산란계 32수(70 주령)를 이용하 다. 상황버섯

박은 제약업체에서 생산된 것을 사용하 으며, 

배합사료의 단미사료 배합비율  화학  조성

은 Table 1과 같다.

2. 시험 설계  동물 리

  시험구는 상황버섯박을 산란계사료의 0, 5, 10 

 20% 체한 4처리에 4반복(반복당 2수)으로 

건물 사율을 조사하 다. 동물 리는 cage 

당 2수씩 수용하고 매일 09:00에 120 g의 사료

를 공 하고 24시간동안의 사료섭취량과 배설량

을 조사하 고 물은 자유롭게 먹도록 하 다. 

실내 온도는 20-23℃, 상 습도는 50-60%로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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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되었다.

Table 1. Formula of experimental diets of layers

Ingredients:     %

 Yellow corn 61

 Soybean meal 24

 Rapeseed meal 2

 Animal fat 2

 DL-Methionine 0.2

 Salt 0.3

 Limestone 8.5

 Dicalcium phosphate 1.7

 Min-Vit premix1 0.3

    100.0

Analyzed composition: DM

 Crude protein 15.0

 Crude fat 4.0

 Crude fiber 5.0

 Crude ash 10.0

 Calcium 3.7

 Phosphorus 0.6

 ME, kcal/kg 2,850

1 Provided followings per kg of diet: Cu, 10mg; Fe, 

80mg; Mn, 80mg; Zn, 80mg; I, 0.9mg; Se, 0.2mg; 

Co, 0.5mg. vit. A, 12,000IU; vit. D3, 3,000IU; 

tocopherol 15mg; vit. K3, 2mg; thiamin, 2.0mg; 

riboflavin, 6.0mg; pyridoxine, 2mg; vit. B
12, 

0.03mg; folic acid, 1.0mg; biotin, 0.15mg; niacin, 

45mg; D-Ca pantothenate, 15mg; antioxidant, 

0.5mg. 

3. 조사항목  방법

  상황버섯박의 화학  성분 조사에 있어 조단

백질․조지방․조섬유․조회분  무기물은 

AOAC(1995) 방법으로 분석하 고, ADF와 

NDF는 Goering과 Van Soest(1970) 방법으로 

분석하 다. 상황버섯박의 입자도는 standard 

testing sieve(W. S. Tyler, Incorporated a 

subsidiary of combustion engineering, INC. 

screening division mentor, OHIO 44060 U.S.A.)

로 측정하 으며 건물 사율은 다음 공식으로 

산출하 다. 

   건물 사율(%) = (사료섭취량-배설물 

량)/사료섭취량 × 100

  그리고  IgG 농도는 뉴캣슬․ 염성기

지염 생독혼합 건조백신( 앙백신 연구소 제조)

을 음수 투여한 7일 후 Mancini 등(1965)의 

single RID(radial immuno-diffusion) test에 의

한 방법으로 측정하 는 바, IgG를 20, 10, 5, 

2.5, 1.25 mg/ml로 희석하여 standard reference

를 작성하 으며 측정시간은 10시간이었다. 이 

때 회귀방정식은 Y=0.496+0.05X-0.001X2로 결

정계수(coefficient of determi nation)는 0.98이

었다.

4. 통계처리

  본 시험에서 얻어진 data의 통계분석은 SAS/ 

STAT 6.03 Package (SAS, 1996)를 이용하여 

분산분석(ANOVA)을 실시한 후, 유의성이 인

정되는 부분은 Duncan(1955)의 신다 검정법으

로 5% 수 에서의 유의성을 검정하 다.

Ⅲ. 결과  고찰

1. 상황버섯박의 화학  조성  입자도

  상황버섯박의 화학  조성은 Table 2에서 보

는 바와 같으며, 타 단미사료의 조성(축산기술

연구소, 2002)과 비교해 보면, 조단백질에 있어

서는 옥수수(9.57%)보다 높았으며, 보리(13.02), 

(13.77)과 등한 수 이었다. 조지방 함량은 

옥수수(4.28%), 보리(2.12), (1.76)보다 높은 

수 이었으며, 조섬유 함량은 13.9%로서 옥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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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2), 보리(5.31), (2.85), 기울(9.49)  

겨(10.55)보다 높고, 볏짚(32.04)  청 호맥

(28.57)보다는 낮은 수 이었다. 조회분 함량은 

1.6%로서 옥수수(1.49%)보다는 높고, 보리

(3.01), (2.30)보다는 낮은 수 이었으며, 가용

무질소물에 있어서는 65.9%로서 옥수수(81.75), 

보리(76.54)  (79.6)보다 낮게 나타났다. 

ADF 함량은 25.8%로서 호맥(26.1%)과 비슷한 

수 이었으며, (23.5), 보리(18.2)  귀리

(16.1)에 비해서는 높은 수 이었고, NDF 함량

은 65.9%로서 출수기의 보리(34.6%), 호맥

(50.7), 귀리(30.7)  (47.1)에 비하여 높은 

수 (ADF  NDF 모두 총체식물의 개화기 기

)이었다(허 등, 2005). 그리고 무기물함량은 

옥수수(Ca 0.02, P 0.32%), 보리(Ca 0.07, P 

0.38%)  (Ca 0.05, P 0.39%)과 비교할 때 

Ca는 많고, P는 비슷한 수 이라 하겠다. 한편, 

상황버섯박의 입자도는 300 ㎛ 이하의 고운 분

말이었다. 이 결과의 의미는 비록 섬유질 사료

이지만 유효섬유소의 기능은 매우 낮다는 것을 

뜻한다. 이 재료를 반추가축에 여할 경우 반

추작용을 유도하지는 못할 것으로 생각되며, 아

울러 소화기내 체류시간도 짧을 것으로 보여 

양소의 소화율을 낮게 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여

진다. 이러한 에서 상황버섯박을 효율 으

로 사용하기 해서는 다른 거친 조사료와 함께 

      

Table 2. Chemical composition and particle size of Phellinus linteus meal 

Crude 

protein

Crude

fat

Crude 

fiber

Crude

ash
NFE1 ADF2 NDF3 Ca P

Particle

size

……………………………… %, DM ……………………………… ㎛

13.4 5.2 13.9 1.6 65.9 25.8 56.4 0.16 0.32 <300

1 Nitrogen free extract.       2 Acid detergent fiber.       3 Neutral detergent fiber.

여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된다.

  상황버섯박은 양소 조성에 있어서 옥수수 

․보리․  등 곡류사료에 비하여 조섬유 함량

은 많지만, 조단백질이나 조지방 함량은 뒤지지 

않아 사료로서의 가능성은 있다고 보여진다. 

2. 산란계에 한 사율

   사율에 있어서는 조구에 비하여 상황버

섯박 10  20% 첨가구가 유의하게 낮은 결과

를 보 으며, 5% 첨가구도 산술 으로는 조

구보다 낮은 수 을 나타내었지만 유의 인 차

이는 인정되지 않았다(Table 3). 이는 섬유질 

함량이 높아 단  동물의 사료로는 제한  사용

이 불가피함을 시사한다고 하겠다. Dale 등

(1990)은 사료내 조섬유 함량이 증가되면 사료

이용성이 하되어 TME 값에 부정 인 향을 

미친다고 하 다. 그러나 제한사양 등 특별한 

목 이 있는 경우에는 상황버섯박의 첨가비율을 

높일 수도 있다고 생각된다.

3. 청 IgG 농도

  청 IgG 농도는 각 처리 간 유의한 차이가 

인정되지 않았다(Table 4). 

  Park 등(2003)은 상황버섯에서 분리한 acidic 

polysaccharides를 8-12주령의 mouse에 투여하

을 때 T lymphocyte와 체액 면역 기능을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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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하여 B cell의 다클론성(polyclonal) 항체 

activator로서 작용을 하며, 종양의 성장과 이

를 억제한다고 하 다. Shon과 Nam(2003)도 

상황버섯 균사체로부터 얻은 polysaccharide를 

rat에 투여하 을 때 간의 microsome에서 

cytochrome p450(CYP) 등의 활동을 억제하여 

면역활동을 돕는다고 하 다. 그리고 홍 등

(2001)은 육계에게 당귀․산약․오미자․황백․

지황․차 자․둥굴   천궁의 혼합으로 제조

한 생약제를 여하 을 때 청 IgG 농도가 26

일령에 서는 첨가구가 유의하게 높았으며, 42일

령에서도 높았으나 유의한 성 은 아니라고 하

다. 

  그러나 본 실험에서의 성 은 처리구간에 유

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결과는 

상황버섯박은 유효성분이 추출되고 남은 잔류물

인 계로 약리작용을 기 하기는 어려울 것으

Table 3. Metabolizability by addition of four levels of Phellinus linteus meal in layer

Levels of Phellinus linteus meal, %

0 5 10 20 SEM1

        …………………………………… %, DM …………………………………

72.4a 71.2a 68.2b 67.2b 1.07

a-b Means within a row with different superscripts are significantly different(p<0.05).
111 Standard errors of the mean.

   
Table 4. Effect of Phellinus linteus meal on IgG concentration in layers

Item
Levels of Phellinus linteus meal, %

SEM
1

0 5 10 20

IgG conc., mg/ml 9.8 9.6 10.0 9.7 0.05

 1 Standard errors of the mean.

  NS

로 사료된다. 상황버섯박에도 유효성분(다당체)

이 미량 잔류되어 있기는 하겠지만 이의 첨가비

율을 높이면 섬유질 함량도 같이 증가하는 문제

가 있어 단 동물의 사료에는 제한  사용이 불

가피하다고 생각되며, 오히려 반추동물의 사료

로 개발하는 것이 효율 이라 생각된다.

Ⅳ. 요

   

  본 시험은 상황버섯박의 사료가치를 조사하기 

하여 화학  성분을 분석하고, 산란계를 이용

하여 여수 ( 여사료의 0, 5, 10  20%)에 

따른 사율과 청 IgG 농도를 조사하 다. 

  양  조성에 있어서는 섬유질성 단미사료 

수  이상의 양소를 함유하고 있으며, 산란계

에 한 사율은 조구에 비하여 상황버섯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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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20% 첨가구가 유의하게 낮은 결과를 보

다(p<0.05). 그리고 청 IgG 농도에 있어서

는 첨가수 에 따른 유의 인 차이를 발견할 수 

없었다. 

   결과로 볼 때 상황버섯박은 섬유질 함량이 

높아 단  동물의 사료로는 제한  사용이 불가

피하며, 버섯의 약리성분은 추출잔류물이라는 

특성으로 볼 때 그 작용을 기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단된다. 한 상황버섯박은 섬유질 함

량이 높은 것으로 보아 단  동물보다는 반추동

물의 사료로 이용하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생각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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