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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Ginseng has been widely used in Korea as a natural medicine due to its saponin contents. Although the
total amount of ginseng stem and leaf saponins (GSLS) is 4~5 times higher than that of saponin in the root, the
root is mainly used. This is due to two reasons: nervous system-stimulant activity of GSLS and pesticide residues
in GSLS. In this study, residual agricultural pesticides were removed from GSLS using two types of bacterial treatments.
Two GSLS treatment groups of chickens (GSLS-1 and GSLS-2) were established. The chickens were fed 0.4% GSLS-
1 or GSLS-2 mixed with crop. We then evaluated the effects of GSLS on bodyweight and several immune parameters.
At the end of the experiments, chickens fed GSLS-1 and red ginseng saponin had significantly higher growth rates
(16.6% and 8.0%, respectively) compared to the vaccine control group treated with Noblis Salenvac-T. The group
fed GSLS-1 also had the highest IgG titer that was significantly different at the end of experiments compared to the
other groups. These findings imply that GSLS-1 is a good candidate feed additive for the chicken indu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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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인삼(Panax ginseng C.A. Meyer)은 지상부인 꽃(열매),

줄기와 지하부인 뿌리(주근, 세근) 형태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중 인삼 지하부가 동양권에서 오랫동안 약용으로 사용되

고 있다 [26]. 인삼 약용작용의 주요 구성 성분인 사포닌은

진세노사이드(ginsenoside)라 불리며, 인삼(ginseng)에서 분리

된 배당체(glycoside)란 뜻을 지닌다. 인삼의 진세노사이드는

protopanaxatriol(PPT; Rg1, Re, Rf, Rh1, Rg2)계의 진세노

사이드와 protopanaxadiol(PPD; Rb1, Rc, Rb2, Rb3, Rd,

Rg3, Rh2, Compound-K)계의 진세노사이드로 구성되어 있다

[3, 5]. 현재까지 밝혀진 인삼 진세노사이드의 약리효과는 면

역기능 조절작용 [36], 중추신경계 흥분 진정작용 [4, 29],

혈압조절 작용 [21], 항산화 작용 [16] 및 항균작용 [11]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에는 진세노사이드를 이

용한 항혈전 치료 및 항암효과 증진 등의 치료 목적으로도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17, 20].

Choi 등 [5]에 따르면 인삼 지상부는 인삼에서 25~35%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지만, 오히려 인삼 지하부보다 인삼 잎

은 약 4~5배, 줄기는 약 9배 많은 진세노사이드를 함유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처럼 인삼 지하부보다 높은 인삼 지상부

의 진세노사이드 함량과 그에 따른 약리효과들이 밝혀짐에

따라 인삼 지상부의 재활용에 관한 연구가 재조명받고 있다

[7, 18, 19]. 그뿐만 아니라, 인삼 지하부가 세대기간(4~6년)

이 길고 자체 단가가 매우 높다는 단점을 가진 반면, 인삼

지상부는 매년 수확이 가능하며, 현재까지 인삼 부산물로 취

급되기 때문에 단가가 상당히 저렴하다는 장점을 지닌다

[22]. 하지만 인삼 지상부가 높은 사포닌 함유량을 지닌 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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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재료임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이유로 활용되지 못하

고 폐기 처분되고 있다; (1) 인삼 지상부는 인삼 지하부보다

중추신경계에 흥분작용을 유도하는 PPT계 진세노사이드가

상대적으로 높고, (2) 4~6년의 재배 기간 동안 농약에 직접

노출되기 때문에 잔류 농약의 검출률이 매우 높다. 하지만

최근에는 미생물 공법을 이용한 인삼 지상부의 잔류 농약을

줄이는 기술이 발달함 [1, 13, 15, 27]에 따라 약용효과를

지닌 인삼 지상부의 활용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

다 [9, 23].

양계 전염성 질병을 유발하는 대표적인 병원체인 Salmonella

는 주로 오염된 물이나 사료를 통해 닭을 감염시키며, 닭에

서 설사 및 패혈증 등의 질병을 일으킨다 [6]. 그중 Salmo-

nella Typhimurium은 사람에게 가장 빈번히 감염을 일으키

는 혈청형으로서 살모넬라에 오염된 닭고기를 통해 사람에

게 위장관 계통의 질병을 일으킨다 [28]. 국내에서는 닭 살

모넬라증을 예방하고자 백신이나 항생제를 사용하였는데,

2011년 후반기부터 항생제 내성관리를 위하여 사료 내 항생

제 첨가가 전면 금지됨으로써 가금류의 질병 예방에 대한 해

결책이 시급하다 [25]. 현재까지 진행된 연구에서는 진세노

사이드의 약리작용을 이용한 닭의 면역력 향상 및 백신 효

능 보조제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14, 31, 35].

이 경우, 대부분 음수 급여의 형태로 평가하였으나 이 방법

은 인삼 지상부에서 한 번 더 사포닌의 형태로 추출해야 하

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약리효과를 지닌 인삼 지상부를 양

계 사료 첨가제로 재활용하여 면역 증강제로 사용 가능 여부

를 평가하였으며, 인삼 지상부로부터 사포닌 추출과정을 없

이 사료 첨가제 형태로 급여하여 비용을 절감하고자 하였다.

재료 및 방법

실험동물 

실험동물은 2주령 특정 병원체 부재(specific pathogen

free [SPF]) 산란계 40수(남덕 SPF, Korea)를 구매하여 실험

을 수행하였다. 동물실험은 강원대학교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의 승인(승인번호: KW-130902-1) 후 실시하였으며, 강원대

학교 동물실험윤리지침을 준수하였다.

인삼 지상부의 전처리

본 실험을 위해서 한국 금산 음지리 인삼농장에서 재배한

인삼을 사용하였다. 인삼 지상부를 실온에서 2~3일간 건조한

후 MI-30G 분쇄기(동양매직, 한국)를 이용하여 인삼 지상부

의 입자 크기를 5 mm 이하로 파쇄하였다. 

발효 균주 및 PPD계 진세노사이드 전환 균주 선정

발효 균주 선정

한국 금산 음지리 인삼농장에서 토양 시료를 채취한 후 주

요 잔류 농약 성분인 pyraclostrobin, trifloxystrobin에 내성

을 갖는 균주를 API kit(BioMerieux, France)를 사용하여,

Brevibacillus laterosporus균으로 동정하였으며, 이를 WR 균

주라 명명하였다. WR 균주의 인삼 지상부 잔류 농약 분해

능을 확인하기 위하여, 농약이 남아 있는 인삼 지상부와 WR

균주를 함께 tryptic soy broth(TSB; BD Diagnostic Systems,

USA) 배지에 접종하여 30oC에서 배양하였고, (주)한국 SGS

에 의뢰하여 잔류 농약 함량을 측정하였다(Table 1). 

PPD계 진세노사이드 전환 균주 선정

한국 금산 음지리 인삼농장에서 토양 시료를 얻어 토양 균

주를 분리하였고, 인삼 지상부를 TSB배지와 함께 37oC에서

배양하였다. PPT계와 PPD계 진세노사이드의 분포를 비교하

기 위하여 thin layer chromatography 기법을 수행하였으며,

토양 분리 균주 중에서 PPD계 밴드가 진해지는 균을 선정

하였다. 선정한 균은 API kit을 사용하여 Lactobacillus

plantarum균으로 동정하였고, WL 균주로 명명하였다(Table 2).

Table 1. Decomposition of pesticide by Brevibacillus laterosporus
WR

Residual pesticides
WR treatment (mg/kg)

Before After

Boscalis 14.8 2.15

Cyazofamie 1.27 0

Pyraclostrobin 7.88 1.13

Trifloxystrobin 0.64 0

WR: Brevibacillus laterosporus WR.

Table 2. Transformation of ginsenoside by Lactobacillus
plantarum WL

Type Ginsenoside
WL treatment (mg/g)

Before After

PPT

Rg1 11.4 10.1

Re 20.6 15.0

Rf 1.5 0.2

Rh1 1.9 1.5

Rg2 5.2 3.1

PPD

Rb1 5.0 3.0

Rc 2.3 0.3

Rb2 4.1 0.5

Rb3 1.4 3.3

Rd 2.3 7.8

Rg3 2.3 1.2

Rh2 0.9 3.7

Compound-K 0.8 2.5

Total ginsenoside 59.8 52.1

PPT/PPD ratio 2.1 1.3

WL: Lactobacillus plantarum WL, PPT: protopanaxatriol, PPD:
protopanaxadi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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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삼 지상부의 제조

Ginseng leaf and stem saponin(GSLS)-1의 제조

WR 균주를 TSB배지에 접종한 후 30oC에서 24시간 동

안 전 배양하였다. WR 배양액을 인삼 지상부 10%와 함께

TSB배지에 첨가하여 30oC에서 2일간 배양하였다. 그 다음

배양액을 100oC에서 30분 동안 열처리하여 WR 균주를 불

활화시켰다. 상기 제조된 인삼 지상부(10%)와 사료 혼합제

인 배아박(90%; 신동방, 한국)을 혼합한 배양액을 60oC에

서 진공 건조 후 분쇄하여 GSLS-1 사료 첨가제로 사용하

였다.

GSLS-2의 제조

GSLS-2의 발효과정은 GSLS-1의 진세노사이드 중 일부

PPT계 사포닌 성분을 PPD계로 변환하기 위하여 진행하였다

[13]. 먼저 WL 균주를 TSB배지에 접종한 후 37oC에서 24

시간 동안 전 배양하였다. 그 뒤 WL 배양액을 GSLS-1와

함께 TSB배지에 첨가하여 37oC에서 2일간 배양하였고, WL

균을 불활화 시키기 위하여 100oC에서 30분 동안 열처리 하

였다. 상기 제조된 인삼 지상부(10%)와 사료 혼합제인 배아

박(90%)을 혼합한 배양액을 60oC에서 진공 건조 후 분쇄하

여 GSLS-2 사료 첨가제로 사용하였다. 

홍삼의 처리

인삼을 증숙하여 건조나 가공 처리한 것을 홍삼이라 하며,

본 실험을 위해서 시중에 판매되는 홍삼 분말(동진제약, 한

국)을 인삼 지상부(GSLS-1, GSLS-2)의 사료 첨가제 대조군

으로 사용하였다. Red ginseng saponin(RGS)은 홍삼 분말

(10%)과 배아박(90%)을 혼합한 후, 60oC에서 진공 건조하여

사료 첨가제로 사용하였다.

실험군 및 실험방법 설계

실험군으로는 GSLS-1, GSLS-2, RGS 급여군과 일반사료

를 급여한 백신대조(VC)군, 음성대조(NC)군을 두었다. 2주

령 SPF 닭을 군별로 8수씩 분배하였으며, 실험군별로 일반

사료에 GSLS-1, GSLS-2, RGS를 각각 0.4%의 함량으로

첨가한 사료를 급여하였고, VC군과 NC군은 사료 첨가제가

포함되지 않은 일반사료를 급여하였다(Table 3). 급여 기간

동안 주기적으로 군별 체중을 측정하여 체중 변화를 비교하

였다.

백신 접종

각각의 실험군(GSLS-1, GSLS-2, RGS)과 VC군에 사용된

살모넬라 예방백신은 Nobilis Salenvac-T(MSD Animal

Health, USA)이며, 군별로 3주령 SPF 닭에 0.5 mL/dose씩

근육으로 접종하였고, NC군은 phosphate buffered saline

(PBS)만 근육 접종하였다.

채혈

3주령부터 5주령까지 매주 닭의 경정맥에서 채혈하였고

[35], 혈액 샘플은 6,010 × g으로 4oC에서 10분 동안 원심분

리한 후 혈청을 분리하여 20oC에 보관하였다. 

Enzyme-linked immunosorbent assay(ELISA)를 이용

한 닭 immunoglobulin G(IgG) 항체가 측정

IgG를 측정하기 위하여 indirect ELISA를 실시하였으며,

항원은 Salmonella Typhimurium 21(ST 21; IVKB21)에서

Barenkamp 등 [2]의 방법으로 outer membrane protein

(OMP)을 추출, 정제한 단백질을 1 μg/well 농도로 0.05 M

sodium bicarbonate buffer(pH 9.6)로 희석하여 사용하였다.

MaxiSorp 96-well plate(Nunc, Denmark)에 OMP 항원을

100 μL/well씩 분주한 후 4oC에서 10~14시간 동안 항원 코

팅하였다. 0.05% PBS-T(Tween20/PBS)로 plate를 3회 세척

하여, 2% bovine serum albumin(BSA)/PBS-T로 2시간 동

안 blocking하였다. Plate의 well을 0.05% PBS-T로 3회 세

척 후 1% BSA/PBS-T로 100배 희석한 닭 혈청(1차 혈청)

을 100 μL/well씩 첨가한 뒤 4,096배까지 2진 희석하였고,

37oC에서 1시간 반응시켰다. PBS-T로 3회 세척 후 1%

BSA/PBS-T로 1 : 15,000배 희석한 2차 항체(goat anti-

chicken; Bethyl Laboratories, USA)를 분주하여 37oC에서

1시간 동안 반응시켰다. PBS-T로 3회 세척 후 3,3’,5,5’-

Tetramethylbenzidine(TMB; SurModics, USA)를 100 μL씩

첨가 후 3분간 암반응하였다. 2N 황산(H2SO4)을 100 μL/

well씩 첨가한 후 450 nm에서 ELISA microplate reader

(Bio-Rad Laboratories, USA)로 흡광도를 측정하였고 [16],

ELISA의 기준 값(cut-off)은 NC군 혈청의 평균 흡광도 값 +

3 ×표준편차를 기준으로 하였다 [30]. 

Interferon-γ(IFN-γ) 및 interleukin-2(IL-2)의 측정 

각 군별 대표적인 세포 매개성 면역작용을 하는 혈청 내

IFN-γ, IL-2를 비교, 분석하기 위하여 Chicken IFN-γ

ELISA kit와 Chicken IL-2 ELISA kit(CUSABIO, China)

를 사용하였고, 회사에서 제공하는 실험방법대로 진행하였다.

IFN-γ 측정

Microplate에 닭 혈청을 분주한 후 HRP-conjugate를 50

Table 3. A dietary treatment and vaccination scheme of GSLS-1,
GSLS-2 and RGS groups

Group name Number
Treatment in feed 

(0.4 %)
Vaccine* 

(IM)

GSLS-1 8 GSLS-1 (WR) 0.5 mL/dose

GSLS-2 8 GSLS-2 (WR+WL) 0.5 mL/dose

RGS 8 RGS 0.5 mL/dose

VC 8 − 0.5 mL/dose

NC 8 − PBS

GSLS: ginseng leaf and stem saponin, RGS: red ginseng saponin,
VC: vaccine control, NC: negative control. *Nobilis Salenvac-T
(MSD Animal Health, U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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μL/well씩 첨가한 뒤 37oC에서 30분 동안 반응시켰다.

Wash buffer로 5회 세척한 뒤, TMB 90 μL/well씩 첨가 후

37oC에서 20분 동안 암반응하였다. Stop solution을 분주한

후 450 nm에서 ELISA microplate reader로 흡광도를 측정

하였다. 

IL-2 측정

Microplate에 닭 혈청을 분주한 후 37oC에서 2시간 동안

반응시켰고, Biotin-antibody를 100 μL/well에 첨가하여,

37oC에서 1시간 동안 반응시켰다. Wash buffer로 5회 세척

한 뒤 TMB와 반응시키고, Stop solution을 첨가하여 45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통계처리

모든 결과 값은 평균 ±표준편차로 나타내었고, 통계학적

유의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GraphPad Prism(ver. 5.0; Graph

Pad Software, USA)을 사용하였고, 체중 값의 경우 one-

way analysis of variance의 Dunnett’s multiple comparison

test로 분석하였다. ELISA 결과 유의성 평가는 two-way

ANOVA를 사용하였으며, 사후검정은 Bonferroni post-test를

실시하였고, p 값은 0.05 미만을 유의한 것으로 간주하였다.

결 과

GSLS-1, GSLS-2 및 RGS 사료 첨가제 급여 후 체중

변화

최종 함량이 0.4%가 되도록 GSLS-1, GSLS-2, RGS를

첨가한 사료 급여 후, 각 군의 평균체중을 일반사료만을 급

여한 VC군과 비교하였다(Table 4). 입식 후, 각 군의 체중

이 거의 동일하였으나 사료 첨가제 급여 2주 후(4주령)에

VC군과 비교 시 GSLS-1군과 RGS군의 체중이 각각 16.6%

와 8.0%로 증가함을 확인하였고, 급여 4주 후엔 16.2%와

11.9%로 유의적인 체중 증가를 확인할 수 있었다(GSLS-1,

p < 0.001; RGS, p < 0.05). GSLS-2의 경우는 VC군과 비교

하였을 때, 6주령에서 7.8%로 유의적인 차이는 없으나 미비

한 체중 증가 효과를 확인하였다. 특히 이러한 추이는 사육

초기에 더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따라서 실험군이 대조군보

다 체중 증가에 유의적인 효능이 있다고 본다.

GSLS-1, GSLS-2 및 RGS 사료 첨가제 급여 후 IgG

항체가, IFN-γ 및 IL-2 level 평가

각각의 사료 첨가제 급여 후 닭의 체액성 면역유도에 미

치는 영향을 평가하기 위하여 indirect ELISA기법으로 IgG

항체가를 측정하였다. 먼저, 백신 접종 전(3주령) 실험군별

닭에서 얻은 혈청에서 IgG 항체가(Fig. 1A)를 비교하였을

때, GSLS-1 및 GSLS-2 사료 첨가제를 급여한 실험군의

IgG 항체가(log2)는 9.2 ± 0.9와 9.2 ± 1.5이며, 일반사료를 급

여한 VC군(8.3 ± 1.2)보다 항체가가 11% 증가하였고, RGS

의 IgG 항체가(9.0 ± 1.2)는 8% 증가하는 추이를 확인하였다.

즉, 백신 접종 전에 GSLS-1, GSLS-2 및 RGS 사료 첨가

제 급여가 일반사료만 급여한 VC군보다 증가한 IgG 항체가

를 확인함으로써, 닭의 체액성 면역력 향상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살모넬라 백신접종 2주(5주령) 후 GSLS-1, GSLS-2, RGS

및 VC군의 IgG 항체가(log2)는 12.6 ± 0.9, 11.9 ± 1.1, 11.9 ±

0.8, 11.8 ± 0.9로 NC군(7.6 ± 0.9)보다 각각 항체가가 66%,

57%, 57%, 55% 증가함으로써 완벽하게 면역이 되었음을

확인하였다. 각각의 사료 첨가제를 급여한 실험군과 일반사

료를 급여한 VC군의 항체가를 비교하였을 때 GSLS-1군이

VC군보다 11% 높은 유의적 증가를 확인하였다(p < 0.001).

또한, PPD계 진세노사이드로 전환된 GSLS-2군과 비교하였

을 때는 오히려 PPT계 진세노사이드 함량이 높은 GSLS-1군

이 항체가가 9% 증가했음을 확인하였고(p < 0.05), GSLS-1

군과 GSLS-2의 대조군인 RGS군의 항체가보다 9%의 유의

적 증가를 확인하였다(p < 0.05).

각각의 사료 첨가제 급여 후 닭의 세포매개면역의 대표 사

이토카인인 IFN-γ와 IL-2를 평가하였다. IFN-γ의 생성률은

군별 간의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Fig. 1B), IL-2

의 생성률 또한 백신 기간별 및 군별로 비교 시 유의적인

차이나 추세를 볼 수 없었다(Fig. 1C). 즉, 사료 첨가제 중

GSLS-1군이 GSLS-2군, RGS군 및 VC군보다 유의적으로

체액성 면역이 증가하였다. 하지만 모든 실험군은 닭의 세포

매개성 면역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Table 4. Effect of oral administration of GSLS and RGS on the bodyweight mean ± SD of chickens

Week of age
Group bodyweight ± SD (%, Constant bodyweight percent when compared to the vaccine control)

GSLS-1 GSLS-2 RGS VC NC

2 120 ± 8.1 (100.8) 120 ± 14.6 (100.8) 120 ± 11.8 (100.8) 119 ± 6.7 (100) 119 ± 4.1 (100)

3 253 ± 22.5 (113.9) 224 ± 26.3 (100.9) 234 ± 29.6 (105.6) 222 ± 33.1 (100) 222 ± 37.7 (100.1)

4 355 ± 30.8*,§ (116.6) 306 ± 43.7 (100.3) 329 ± 42.5 (108.0) 305 ± 42.5 (100) 307 ± 41.5 (100.7)

5 404 ± 30.7 (113.0) 371 ± 52.3 (103.9) 383 ± 48.4 (107.3) 357 ± 49.7 (100) 370 ± 40.6 (103.5)

6 577 ± 34.1‡ (116.2) 535 ± 67.5 (107.8) 556 ± 52.4† (111.9) 497 ± 67.3 (100) 519 ± 43.8 (104.5)

*,† or ‡ is statistically different at p < 0.05, p < 0.01 or p < 0.001 when compared to VC. § is statistically different at p < 0.05. Data analysis was
performed with Prism software (ver. 5.0; GraphPad Prism, U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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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찰

인삼 약리 효능의 주요 성분인 진세노사이드를 활용한 면

역유도 보조제에 대한 연구는 현재까지도 활발하게 진행되

고 있다 [10, 12, 24, 34]. 본 연구에서는 많은 함량의 진세

노사이드로 구성된 인삼 지상부를 양계 사료 첨가제로 활용

함으로써 닭의 면역력 증강 효과 또는 양계 백신의 보조 면

역유도제로 사용 여부를 평가하였다.

GSLS-1, GSLS-1 및 RGS를 각각 첨가한 사료를 닭에

급여한 후 일반사료만 급여한 대조군(VC, NC)과의 체중증

가율을 비교하였을 때, 6주령 닭에서 GSLS-1와 RGS군이

VC군보다 16.2% 및 11.9%로 유의적인 체중 증가를 확인하

였다(GSLS-1; p < 0.001, RGS; p < 0.01). 하지만 실험군

(GSLS-1, GSLS-2 및 RGS) 간에는 유의적인 차이를 볼 수

없었다. Zhai 등 [35]에 따르면, 0주령 병아리에 비가공 추

출 형태의 인삼 지상부 5 mg/kg(bodyweight)을 음수 급여하

였을 때 2~5주령 실험군의 체중이 증가 추세를 보였다. 그

뿐만 아니라 0~1주령 병아리 때부터 급여하였을 때 5~8주령

닭 체중이 유의적으로 증가함을 확인하였다 [14, 31]. 이외에

도 다른 동물에서 같은 추이를 확인하였는데, 인삼 지상부

혼합 추출물을 급여한 랫드의 체중이 증가함을 확인함으로

써 [8] 인삼 지상부 급여가 실험군 체중 증가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각 첨가제를 넣은 사료 및 일반사료 급여 후 닭의 면역효

능을 평가하였을 때 결과를 차례대로 고찰해보면, 먼저 체액

성 면역의 대표 면역글로불린인 IgG 항체가가 GSLS-1군이

VC군보다 유의적으로 증가함을 확인하였고, GSLS-2군, RGS

군과도 유의적인 차이를 확인하였다(Fig. 1A). 반면, GSLS-

2와 RGS군은 VC군과 IgG 항체가의 차이가 없었다. PPT계

열에서 PPD계열 진세노사이드로 전환된 GSLS-2는 IgG 항

체가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오히려 큰 차이를 보이

지 않았다. 

Sun 등 [33]에 따르면, BALB/c 마우스에서 진세노사이드

를 성분별로 주사한 후 IgG isotype(IgG, IgG1 및 IgG2a)

별로 유도 항체가를 분석하였을 때 PPT계열은 Rg1 > Re >

Rg2, PPD계열은 Rg3 > Rb1 > Rd > Rb2 > Rc 순으로 IgG

isotype 증가를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실험 결과와 비교하였

을 때 PPT계열이 PPD계열로 전환하면서, 오히려 PPT계열에

서 Rg1, Re 및 Rg2 비율과 PPD계열의 Rd를 제외한 Rg3,

Rb1, Rb2 및 Rc의 비율이 WL 처리하지 않은 군보다 감

소하였다. 즉, 면역형성에 주요 진세노사이드가 감소함으로

써 GSLS-2의 면역유도 효능도 저하된 것으로 생각한다

(Table 2).

각각의 GSLS-1, GSLS-2 및 RGS 사료 첨가 후 세포

매개면역 증가를 보조 유도하는지를 조사하기 위해 대표적

사이토카인인 IFN-γ와 IL-2의 생성 평가를 하였고, 각 군간

유의적인 차이가 나타나지 않음을 확인하였다(Fig. 1B and

C). Son 등 [32], Zhang 등 [36]의 결과에서는 BALB/c

mouse 비장에서 분리한 splenocyte로부터 Th1 및 Th2

cytokine 생성이 모두 증가함으로써 진세노사이드만으로도 면

역효능이 입증되었으나, 본 실험과 비교하였을 때 혈청에서

얻은 사이토카인은 크게 유의적인 차이를 볼 수 없었다. 이

는 Son 등 [32]과 Zhang 등 [36]의 연구와 다른 인삼 지

상부 공정 과정(미생물 발효 공정)으로 인하여 진세노사이드

가 세포 매개면역 관련 사이토카인 증가에 영향을 미치지 못

했을 것이라 예상한다.

이외에도, 닭에서 추출형태의 인삼 지상부(Rg1)를 음수 급

여한 군과 대조군을 비교하였을 때 바이러스에 대한 중화항

체 증가 및 IgA+ 세포와 장 상피 내 림프구가 현저하게 증

가한 보고도 있다 [35]. 그뿐만 아니라, Ross종 닭에서 세포

Fig 1. (A) IgG titers in Chickens. Figure with ‘**’ is
statistically different at p < 0.01 when compared to the VC and
RGS. Figure with ‘*’ is statistically different at p < 0.05. Data
analysis was performed with GraphPad Prism 5. (B) ELISA
analysis of IFN-γ in chickens. (C) ELISA analysis of IL-2 in
chickens. OD: optical density, IFN-γ: interferon gamma, IL-2:
interleukin-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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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기생 세균에 대한 방어효능을 평가하기 위하여 사포닌으

로 구성된 산삼 배양액을 농도별 음수 급여 후 S.

Gallinarum을 공격 접종하였을 때 실험군 닭의 폐사율이

6.7% 감소함을 확인하였다 [31]. 즉, 인삼 구성성분인 사포

닌이 닭, 랫드 그리고 마우스에도 전반적인 면역보조 효과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의 실험결과를 종합해 볼 때, 각각의 사료 첨가제

급여 후 닭의 체중 평가와 체액성 면역 평가 모두 GSLS-1

군이 다른 실험군 및 대조군과 비교 시 유의적으로 효과가

있었음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GSLS-1을 사료 첨가제로 닭에

급여하면 자체 면역능력 향상 및 양계 백신의 보조제 역할

로서의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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