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가금학회지 제 42권 제 1호, 33～40 (2015)
Korean J. Poult. Sci. Vol.42, No.1, 33～40 (2015)
http://dx.doi.org/10.5536/KJPS.2014.42.1.33

33

사료 내 Quercetin의 첨가가 육계의 생산성, 혈액 생화학 특성, 혈액 내

면역글로불린과 혈액 내 항산화 인자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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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was conducted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dietary quercetin on growth performance, blood biochemical 
parameters, immunoglobulin, and blood antioxidant activity in broiler chickens. Three hundred twenty one-day old Ross 
broilers were divided 8 treatments (C(—), basal diet; C(+), basal diet with antibiotics; vitamin E 20 IU; vitamin E 200 IU; 
quercetin 20 ppm; quercetin 200 ppm; methoxylated quercetin 20 ppm; methoxylated quercetin 200 ppm) with 4 replicates 
and 10 birds per replicate. Birds were reared for 35 days and their feed intake and weight gain were measured weekly. At 
35d, eight birds of average weight from each replicate were selected for blood collection and analysis. Weight gain of birds 
in the groups fed quercetin was higher when compare to NC but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serum, creatinine, 
BUN and AST in quercetin groups significantly decreased compared to those of control (NC and PC) (P<0.05). The contents 
of IgA and IgM were significantly lower in quercetin groups than those of NC (P<0.05). SOD like activity and MDA content 
tended to decrease in quercetin groups, however,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among treatments. In conclusion, 
supplemental quercetin to poultry diet could be positive aspect on performance and blood metabolites. Optimum adding levels 
was more than 20 p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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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가축의 생산성 극대화, 고밀도 사육 및 열악한 사육 환경
으로 인한 질병 발생 예방을 목적으로 사료 내 성장촉진용

항생제를 이용하여 왔다. 그러나 축산물 내 항생제 잔류 및
내성균 출현 등의 문제가 대두되면서 수입 축산물에 대한

경쟁력 제고 및 소비자의 안전 축산물에 대한 요구에 따라

무항생제 축산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성장
촉진용 항생제의 사용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있으며, 항
생제를 배제하고, 사육시가축 생산성저하 및질병 발생 증

가 등이 문제가 되고, 그 대응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최근, 항생제 대체 물질로서 가축의 체내 면역기능을 활

성화시키는 물질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이
런면역기능활성화물질에는생균제(probiotics), 산미제(aci- 
difiers), 효소제(enzymes), 광물질첨가제(mineral supplements) 
그리고 올리고당(oligosaccharide) 등이 있다. 또한 동물(Za- 
sloff, 1987; Skerlavaj et al., 1999; Henzler et al., 2003)과 식
물(Taniguchi and Kubo, 1993; Broekaert et al., 1995)에서 추
출된천연항균펩타이드(Antimicrobial peptides, AMPs)가 발
견되면서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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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항생제 대체제로서 많이 활용되는 성분은 항

균성분과 항산화 성분이 많이 이용되는데, 항균성은 장내
유해 미생물을 억제하는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항산화
성분은 면역성 강화 목적으로 이용되고 있다. 하지만 현재
개발 중인 항생제 대체물질의 경우, 효과가 있더라고 제조
비용이 비싸거나, 비용이 저렴할 경우에는 항생제 대체효과
가 미미하여 상용화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

Flavonoid는 야채, 한약, 과일 및 콩과 식물에서 발견되는
다양한 폴리페놀 물질에 대한 통칭으로 5천종 이상의 fla- 
vonoid가지금까지 보고되어 있으며, 식물의색과풍미에 영
향을 미친다(Hertog et al., 1992, 1996; Hwang, 2009). 플라
보노이드(Flavonoid) 물질들은 항산화, 항균, 항바이러스, 항
염증, 에스트로겐(estrogen) 유사작용, 항에스트로겐작용, 항
돌연변이작용, 항암작용, 효소활성화및 효소저해작용 등다
양한 효과가 있다(Hollman and Kstan, 1997).

Quercetin(3,3’,4’,5,7-pentaphydroxyflavone)은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낮은 분자량의 식물 대사체로서, 다양한 약학상의
특징을가지고있는대표적 flavonoid이며, 양파에다량함유
되어있다(Punithavathi and Mainzen, 2009). 또한 quercetin은
항염증(Bischoff, 2008; Hwang, 2009), 항 apoptotic(Cheng et 
al., 2009; Hirpara et al., 2009), 항산화 효과(Lu et al., 2006; 
Boots et al., 2008; Kebieche et al., 2009; Romero et al., 2010)
를 유도한다.
가금 산업에서 사료첨가제로서의 quercetin 사용에 대한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이것은 hydroxylated flavonoid인
quercetin이 혈액이나 장기에 도달하기 전에 in vivo 상태에
서 신속하게 대사되어 배설되고, 세포 내 수송율이 낮기 때
문이다(Suresh Babu et al., 2004; Mitstacka et al., 2007; Lee 
et al., 2011). 이런 문제들은 quercetin의 수산화기를 메틸기
로 치환하여(methoxylation) 친수성인 quercetin의 지용성을
증가시키고, 음이온을띠게함으로써해결될수 있다(Graf et 
al., 2005; Wilson et al., 2008).
따라서 본 연구는 육계사료 내 항생제 및 quercetin과

methylated quercetin (각각 20과 200 ppm), Vit E를 각각 20
과 200 IU 급여한 육계의 생산성, 혈액 생화학적 성상, 면역
및 혈액 항산화 활성을 조사하기 위하여 수행하였다.

재료 및 방법

1. Quercetin과 Methylated Quercetin

본 연구에서 공시재료로 이용된 quercetin의 추출 방법은
다음과 같다. 건조한 양파 1 kg을 3 mm 이하로 파쇄한 후, 

에탄올 1,000 mL를가해 72시간동안침지시킨후추출물을 
여과하였다. 이후 핵산(n-hexane)과 증류수 혼합액(1:1, v/v)
으로 3회 분배 추출한 후, 핵산 층을 제거한 증류수 층은
chloroform, ethyl-acetate 및부탄올과 1:1로 3회 분배 추출하
였다. Quercetin은 다수의 수산화기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생체 내에서 빠르게 분해되어 배설되며, 세포가 이동률이
낮아서, 메틸기로 치환함으로써 지용성을 증가시킨다(Jang 
et al., 2011; Lee et al., 2011). 따라서 본 시험에서는 Lee et 
al.(2011)의 방법으로 quercetin을 methoxylation(메톡시화)한
methylated quercetin을 이용하였다.

2. 공시동물 및 시험설계

본 시험에 이용된 공시계는 1일령 육계 수평아리 (Ross × 
Ross 308) 320수를 선별하여 육계초기(0∼3주령)와 육계후
기(3∼5주령)의 35일 동안 시험을 실시하였다. 시험설계는 8
처리구를 처리구당 4반복, 반복당 10수씩으로 나누어 완전
임의 배치하였다(Table 1). 기초사료는 NRC(1994)에서 근거
하여 옥수수-대두박 위주의 육계사료를 초기(CP 22%, ME 
3,100 kcal/kg)와 후기(CP 20%, ME 3,150 kcal/kg)로 나누어
급여하였다(Table 2).

3. 사양관리

사료는 자유급이를 하였으며, 음수는 니플을 통하여 자유
롭게 마실 수 있게 하였다. 점등시간은 24시간 연속점등으
로 하였으며, 시험기간 중계사 내평균온도는입추 시에 34 
℃로 조절하였으며, 온도를 점점 낮추어 5주령에는 24℃로
조절하였다. 계사내습도는전기에 약 70%, 후기에는약 60 
%를 유지하였다. 기타 사양관리는 국립축산과학원의 사양

Table 1. Experimental design of this work

Treatment Antibiotics Treatments

C(—) X Basal diet (antibiotics free)

C(+) O Avilamycin 10 ppm + salinomycin 
60 ppm

T1 X DL-α-Tocopherol 20 IU

T2 X DL-α-Tocopherol 200 IU

T3 X Quercetin 20 ppm

T4 X Quercetin 200 ppm

T5 X Methylated quercetin 20 ppm

T6 X Methylated quercetin 200 p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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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Formula and chemical compos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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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7 0.08

Lysine-HCl  0.02 0.05

Vitamin-mineral mixture1 0.50 0.50

Total 100.0 100.0

Calculated 
value

ME (kcal/kg) 3,100 3,150

Crude protein (%) 22.0 20.0

Lysine (%) 1.10 1.00

Methionine (%) 0.50 0.38

Methionine + cysteine (%) 0.87 0.70

Ca (%) 1.00 0.90

Available P (%) 0.50 0.35

1 Vitamin-mineral mixture provided following nutrients per kg 
of diet: vitamin A, 15,000 IU; vitamin D3, 1,500 IU; vitamin 
E, 20.0 mg; vitamin K3, 0.70 mg; vitamin B12, 0.02 mg; ni- 
acin, 22.5 mg; thiamin, 5.0 mg; folic acid, 0.70 mg; pyridoxine, 
1.3 mg; riboflavin, 5 mg; pantothenic acid, 25 mg; choline chlo- 
ride, 175 mg; Mn, 60 mg; Zn, 45 mg; I, 1.25 mg; Cu, 10.0 
mg; Fe, 72 mg; Co, 2.5 mg.

관행에 따라 수행하였다. 

4. 시료채취

분석용 시료를 채취하기 위하여 시험 종료 35일령 후, 각
시험구당 평균 체중에 가까운 8수씩을 선정하여 도살하였
다. 도살 전에 체중을 측정한 후 익하정맥에서 채혈을 하여
혈장을 분리하였다. 

5. 조사항목

1) 체중, 증체량, 사료 섭취량 및 사료 요구율

시험기간 중 체중과 사료 섭취량을 매주 오전 10시에 측
정하였다. 사료 섭취량은 사료잔량을 측정하여 사료급여량
에서 제하여 계산하였다. 사료 요구율은 섭취량에서 증체량
을 나누어 계산하였다.

2) 혈액 생화학적 성분 분석

Creatinine, 요소질소(BUN), total protein, albumin, globulin, 
albumin/globulin, aspartate aminotransferase(AST) 및 alanine 
aminotransferase(ALT) 분석은자동생화학분석기(Hitachi 747, 
Japan)을 이용하여 실시하였다.

3) 면역글로불린 함량

IgA, IgG 및 IgM은 ELISA assay 키트(BETHYL, Montgo- 
mery, TX, USA)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측정을 위한 흡광
도는 Microplate reader를 이용하여 470 nm에서 결정되었다.

4) SOD-like Activity

SOD 유사 활성 측정은 Marklund and Marklund(1974)의
방법을 변형하여 측정하였다. 일정 농도로 희석된 시료 0.2 
mL에 tris-HCl buffer(50 mM trisamino-methane+10 mM 
EDTA, pH 8.5) 2.6 mL와 7.2 mM pyrogallol 0.2 mL를 첨가
하여 25℃에서 10분간 반응시킨 후 1 N HCl를 가하여 반응
을 정지시키고, 42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5) 혈액 지질과산화물 측정

혈액 내 지질과산화물인 malondialdehyde(MDA) 함량은
Buege and Aust(1978)의 방법을 수정하여 측정하였다. 혈액
500 µL에 10% butylated hydroxyanisol(BHA) 50 µL 및 thio- 
barbituric acid(TBA)/trichloroacetic acid(TCA) 혼합 용액 4 
mL를넣어혼합하고, 이를 90℃ 항온수조에 넣어 15분 동안
반응시켜 냉각한 후, 원심분리(3,000 rpm × 10분)하여 상등
액을 회수하고, 532 nm에서 흡광도로 측정하였다. 1,1,3,3- 
tetra-ethoxyprophane로 제조한 MDA 표준용액을 이용하여
작성한 표준곡선으로 혈액 내 MDA 함량을 결정하였다.

6. 통계분석

처리 간 생산 능력, 혈액 생화학 지표, 면역글로불린 및
혈액 지질과산화물의 함량에 대한 모든 자료의 통계 분석은

SAS 프로그램(SAS, 2002)의 GLM 분산분석을 이용하여

5% 수준에서 유의성을 검정하였으며, 처리평균간 비교는
Duncan의 다중검정방법(Duncan, 1955)을 이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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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Effects of dietary quercetin on growth performance in broiler chicks

Items C(—) C(＋)
α-Tocopherol (IU) Quercetin (ppm) M-quercetin (ppm)

SEM1

20 200 20 200 20 200

Initial BW(g) 47.0 47.0 46.2 46.3 45.8 46.8 47.2 46.6 0.92

Final BW(g) 2,031 2,082 2,045 2,050 2,043 2,078 2,076 2,030 53.8

BW gain(g) 1,984 2,035 1,999 2,004 1,997 2,031 2,028 1,983 53.5

Feed intake(g) 3,282 3,279 3,204 3,120 3,294 3,264 3,294 3,207 79.8

FCR 1.65 1.61 1.60 1.56 1.65 1.60 1.63 1.61 0.05

M-quercetin : Methylated quercetin. C(—), no antibiotics; C(+), antibiotics.
1 Standard error of mean.

Table 4. Effect of dietary quercetin on blood biochemical parameters on broiler chicks 

Items2 C(—) C(＋)
α-Tocopherol (IU) Quercetin (ppm) M-quercetin (ppm)

SEM1

20 200 20 200 20 200

Creatinine (mg/dL)   0.27a   0.28a   0.20bc   0.24ab   0.25ab   0.26ab   0.22b   0.18c 0.02

BUN (mg/dL)   2.80a   2.40ab   2.60a   2.20b   2.60a   2.00b   2.60a   2.50ab 0.15

TP (g/dL)   3.38   3.36   3.18   3.12   3.22   3.30   3.54   3.34 0.32

Albumin (g/dL)     1.66   1.64   1.64   1.59   1.52   1.62   1.80   1.66 0.15

Globulin (g/dL)   1.72   1.72   1.54   1.53   1.70   1.68   1.74   1.68 0.17

Albumin/globulin   0.97   0.96   1.07   1.04   0.89   0.97   1.04   1.00 0.08

AST (U/dL) 178.6a 170.6ab 155.2c 164.8bc 167.6b 166.6b 160.8bc 166.3b 9.57

ALT (U/dL)   6.20   5.80   6.00   5.40   5.45   5.20   5.80   6.50 0.52

M-quercetin : Methylated quercetin. C(—), no antibiotics; C(+), antibiotics.
1 Standard error of mean.
2 BUN, blood urea nitrogen; AST, aspirate aminotransferase; ALT, alanine aminotransferase.
a∼c Mean within the same row with no common superscripts differ significantly (P<0.05).

결 과

1. 육계 생산성

본 시험에 이용된 육계의 생산성은 Table 3에 나타내었
다. 육계의초기체중은 평균 46.6 g, 35일최종체중은 평균
2,054 g으로 처리구 간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으며, 사료 섭
취량과 사료 요구율도 체중과 마찬가지로 quercetin 첨가에
따른유의차가없었다. 증체량은 quercetin 첨가구를무항생제 
첨가구와 비교시에 개선되는 경향을 보였으며, 특히 quer- 
cetin 200 ppm 처리구에서높게 나타났으나, 처리구 간의 유
의적인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2. 혈액 생화학 지표

본 시험에 이용된 육계의 혈액 생화학 지표는 Table 4에
나타내었다. Creatinine은대조구(항생제및무항생제첨가구)
에비해유의적으로감소하였으며, 특히 methylated quercetin 
처리구에서 낮게 나타났다(P<0.05). BUN은 Vit E 200 ppm
과 quercetin 200 ppm 처리구에서 다른 처리구에 비해 유의
적으로 낮게 나타났다(P<0.05). 육계 혈액 내 총단백질, al- 
bumin, globulin 및 albumin/globulin 비율은 처리구 사이에
서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AST는 비타민 및 quer- 
cetin 처리구에서 유의적으로 감소하였으며(P<0.05), ALT는
quercetin 처리구에서 무항생제 처리구에 비해 감소하는 경
향이었으나, 유의적인 차이는 없었다.

3. 면역글로불린 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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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Effect of dietary quercetin on immunoglobulin contents in broiler chickens

Items C(—) C(＋)
α-Tocopherol (IU) Quercetin (ppm) M-quercetin (ppm)

SEM1

20 200 20 200 20 200

------ μg/dL ------

Ig A  2.87a  1.40b  1.92b  1.24b  1.47b  1.73b  2.12ab  1.40b 0.64

Ig G 21.72 13.36 20.30 14.68 17.06 17.72 18.71 14.53 5.43

Ig M  0.65a  0.51ab  0.63a  0.62a  0.54ab  0.53ab  0.59ab  0.45b 0.09

M-quercetin : Methylated quercetin. C(—), no antibiotics; C(+), antibiotics.
1 Standard error of mean.
a,b Mean within the same row with no common superscripts differ significantly (P<0.05).

Table 6. Effect of dietary quercetin on antioxidant activity of serum in broiler chickens

Items C(—) C(＋)
α-Tocopherol (IU) Quercetin (ppm) M-quercetin (ppm)

SEM1

20 200 20 200 20 200

SOD like activity (%) 19.31c 19.87bc 19.86bc 22.27a 21.58ab 22.08a 20.76abc 20.68abc 1.43

Malondialdehyde (μg/mL)  0.204  0.194  0.179  0.176  0.195  0.175  0.195  0.175 0.08

M-quercetin : Methylated quercetin. C(—), no antibiotics; C(+), antibiotics.
1 Standard error of mean.
a~c Mean within the same row with no common superscripts differ significantly (P<0.05).

본시험에이용된육계의혈액면역글로불린함량은 Table 
5에 나타내었다. IgA는 비타민 처리구와 quercetin 처리구에
서 무항생제 처리구에 비해 유의적으로 낮았으며(P<0.05), 
항생제 처리구와는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다. IgG는 비타민
과 quercetin 처리구에서 무항생제 처리구에 비해 낮게 나타
났지만, 처리구 사이에서 유의적인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IgM은 methylated quercetin 200 ppm 처리구에서 0.45 µg/dL
로 유의적으로 낮게 나타났으며, 다른 처리구 사이에서는
유의차가 없었다.

4. 혈액 항산화 활성

본 시험에서 이용된 육계의 혈액 항산화 활성은 Table 6
에나타내었다. SOD 유사활성은 quercetin 처리구에서무항
생체 첨가구에 비해 유의적으로 높아졌으며, 특히 quercetin 
200 ppm에서 22.08%로유의적으로높았다. Malondialdehyde 
함량은 처리구간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다.

고 찰

Quercetin에 관한 연구는 다양하게 이루어져 왔으나, 사료

첨가제로서 가축에 사용된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특히, 
quercetin이 가축의 생산성에 미치는 효과를 다룬 연구는 극
히 드물며, 송어나 rat 등에서 주로 연구가 되어 왔다.

Plakas et al.(1985)는송어에대하여 quercetin의첨가가체
중, 증체량 및 사료 요구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하였
으며, Ambrose et al.(1952)는 quercetin이 흰쥐의 성장에 영
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국내에서도 Hwang 
(2009)이 quercetin의 사료 내 첨가가 흰쥐의 체중, 섭취량
및 사료 요구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고하였다. 본
시험에서도 처리구 사이에서 체중, 증체량, 사료 섭취량 및
사료 요구율의 차이를 보이지 않아 이들 결과와 유사하게

나타났다. 이런 결과들에 따라 quercetin과 같은 flavonoid는
생산성과 같은 가축의 외적 형질에 영향을 미치는 않는 것

으로 사료된다.
Creatinine은 근육, 뇌, 심장 증에 존재하여 에너지를 보관

하는 역할을 하는 creatine이 대사된 물질로 요소 질소나 요
산과 마찬가지로 체내에서 에너지로서 사용된 단백질의 노

폐물이다(Jung et al., 2012). Creatinine은 근육 내에서 에너
지로 사용된 후, 혈중으로 유출되어신장으로부터 배설된다. 
이것은 다른 경로가 없이 단지 신장을 통해서만 배출이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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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신장의 배설 기능을 평가하는데 가장 간단하고 좋은 징

표이며, 많은 연구에서 보정하지 않은 뇨 중 대사물질보다
는 뇨 중 creatinine로 보정된 오염물질의 농도가 혈액, 혈청, 
혈장 중에 함유된 노출물질의 농도와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

다고 보고하고 있다(Barr et al., 2005; Hill et al., 1995; 
Shealy et al., 1997). Anjaneyulu and Chopra(2004)는 흰쥐에
서 creatinine의 함량은 quercetin 첨가에 따라 개선된다고 보
고하였다. 본 시험에서 quercetin을 첨가한 처리구에서는 대
조구와 creatinene의 함량은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
나, 메틸화된 quercetin을 첨가한 처리구에서는 유의차를 보
였다. Blood urea nitrogen(BUN)은 단백질 대사의 최종산물
로 주로 간에서 urea cycle에의해서 혈중에 방출된다(Cho et 
al., 2010). 또한 Cho et al.(2010)은 산양에서 quercetin 첨가
구가 무첨가구에 비해 유의적으로 높은 결과를 보인다고 하

였다. 그러나 Jo et al.(2004)은 흰쥐에서 quercetin 첨가 유무
에 따른 BUN 값이 차이가 없다고 보고하였다. 본 연구에서
는비타민 E 200 IU와 quercetin 200 ppm 처리구에서유의적
으로 높게나타났다. Quercetin의첨가가 creatinine이나 BUN
에미치는영향에대해서는명확히제시한연구는아직 부족
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를 중심으로 quercetin 
첨가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혈청 중 총단백질, 알부민 및 글로불린의 농도는 간장의

건강 상태를 간접적으로 나타내고 있다(Hwang, 2009). 특히
albumin은 간 장애나 체내 단백대사 이상의 지표로 사용되
며, total protein은혈청 단백질을 나타낸다(Cho et al., 2010). 
Rupasinghe et al.(2010)은 흰쥐에서 포도당, 총단백질, 알부
민 및 글로불린 농도를 조사한 결과, quercetin 첨가에 따른
유의적인 차이가 없다고 하였으며, Hwang(2009)도 총단백
질, 알부민 및 글로불린 농도는 각각의 처리구에서 유의적
인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고 하였다. 본 시험의 결과에서도
총단백질이나 알부민 및 글로불린의 함량은 처리구 사이에

서 유의차를 보이지 않았다. 이는 quercetin 급여가 육계 혈
청의 단백질 농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사료된다.
AST (aspartate aminotransferase)는 손상 받은 간세포로부

터 딧세강(space of Disse)내로빠져나가직접혈류로용이하
게 확산되어 간 손상을 측정할 수 있으며, ALT(alanine ami- 
notransferase)는 간담계 질환과 골질환 등에 주로 측정된다
(Cho et al., 2010). Hwang(2009)은 흰쥐에 대한 quercetin 첨
가구에서 AST와 ALT 함량이 대조구에 비해 낮게 나타났으
나, 유의적인 차이가 없다고 보고하였다. 본 시험에서는 비
타민이나 quercetin 처리구가 대조구에 비해 유의적으로 낮

아졌다. 이런결과는축종에따른차이때문이라고사료된다.
Kaku et al.(1999)은 흰쥐의 사료에 quercetin 첨가를 하였

을 때 혈중 IgA, IgG 및 IgM의 함량은 대조구와 유의적인
차이가 없다고 보고하였다. 그러나 본 시험에서는 IgA 함량
은 대조구에 비해 유의적으로 감소되었으며, IgM의 함량은
메틸화한 quercetin 처리구에서만 감소하였으며, IgG는 처리
구 간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다. Quercetin 첨가 유무에 따른
면역글로불린(IgA, IgG 및 IgM) 함량에 대한 연구가부족하
여 본 시험의 결과를 설명하기가 어려우며, 추후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SOD나 SOD 유사활성 물질이 존재하는경우, 자동산화가 
억제될 수 있고, 이 억제되는 정도를 비교하여 실험대상 물
질의 효능을 비교하게 된다(Choi et al., 2003). 본 실험에서
대조구를제외한모든 처리구에서 SOD 유사활성이 높게 나
타나 quercetin에 대한 효과가 있음을 나타내었다.

Malondialdehyde(MDA)는실험동물의노화및세포파괴에 
따라 조직에서 발생하는 물질중의 하나로 알려져 있다(Cho 
and Oh, 2013). 본 시험에서는 처리구 사이에서 MDA 함량
에 대한 유의적인 차이가 보이지 않았다. 이것은 quercetin 
자체가 실험동물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는 원료라는 것을 입

증하는 것이라 사료된다.

적 요

본 연구는 육계사료 내 quercetin의 첨가가 육계의 생산
성, 혈액 생화학적 성상, 면역 및 혈액 항산화 활성에 미치
는 영향을 조사하기 위하여 수행하였다. 공시계는 1일령 육
계 수평아리(Ross × Ross 308) 320수를 선별하여 육계초기
(0∼3주령)와 육계후기(3∼5주령)의 35일 동안 시험을 실시
하였다. 시험설계는 8처리구(C(—), 대조군; C(+), 항생제 처
리군; T1, 비타민 E 20 ppm 처리군; T2, 비타민 E 200 ppm 
처리군; T3, quercetin 20 ppm; T4, quercetin 200 ppm; T5, me- 
thoxylated quercetin 20 ppm; T6, methoxylated quercetin 200 
ppm)를 처리구당 4반복, 반복당 10수씩으로 나누어 완전임
의 배치하였다. 사료섭취량과 사료 요구율은 quercetin 첨가
에 따른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다. 증체량은 quercetin 200 
ppm 처리구가 높았으나, 유의적인 차이는 볼 수 없었다. 혈
액생화학조성은 creatinine과 BUN이무항생제첨가구에비
해 유의적으로 감소하였다(P<0.05). 혈액 내 immunglobulin
인 IgA, IgG 및 IgM 농도는 quercetin이나 methoxylated quer- 
cetin 첨가구가 무항생제 첨가구에 비해 유의적으로 감소하
였다(P<0.05). 혈액 내항산화 인자를 조사한결과, quercet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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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methoxylated quercetin 첨가구에 따라 SOD 활성이 높았
으며, 특히, quercetin 200 ppm 처리구에서가장높게나타났
다(P<0.05). MDA는 무항생제 첨가구에 개선되는 경향을 보
였으나, 처리구 사이에서 유의적인 차이는 없었다. 이런 결
과들은 사료 내 quercetin의 첨가가 육계 생산성 및 혈액 대
사에 효과를 보이며, 최적 수준은 20 ppm 이상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색인어 : quercetin, methylated quercetin, 육계, 혈액 생화
학적 성상, 면역글로불린, 혈액 항산화 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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