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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제 목.Ⅰ

생약으로부터 사료첨가용 항생제 대체물질 개발 연구

연구개발의 목적 및 필요성.Ⅱ

본 연구의 최종 목적은 사료첨가용 항생제 대체물질의 개발을 위하여 전통,
적으로 인체 감염성 질환에 사용되어 왔던 생약으로부터 항균항염증 및 prebiotics․
기능성을 보유하는 다양한 물질을 분리동정하고 그 효능과 안전성을 규명 고기능, ,․
성 사료첨가제 제조와 상품화함에 있다.

가축의 질병 예방 영양 보충 성장 촉진을 통한 축산 농가 생산성 증진 목, ,
적으로 사용되는 사료첨가용 항생제는 매년 그 사용량과 사용 범위가 증가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항생제의 무분별한 남용과 과다 사용으로 인한 내성균주의 증가. ,
새로운 병원균 출현 축산식품 내 유해물질 잔류 등의 부작용으로 인해 를 비롯, EU
한 다수의 국가에서는 그 사용을 단계적으로 규제하고 있다 동시에 축산 식품의 안.
전성에 대한 소비자 관심 증대 등의 요인으로 가축 사료에 항생제를 첨가하는 행위

자체의 근거가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다.
사료첨가용 항생제의 축산 식품으로의 전이율 감소와 축산 식품의 지속적인 공급

을 확고히 하고 소비자가 요구하는 안전 청정 축산식품 생산 축산식품 생산성 저하요인,
방지에 필요한 사료첨가용 항생제 대체물질의 개발 연구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기존.
에 항생제 대체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생균제 가 사용되고는 있으나 그(probiotics)
효능이 미미한 실정이다 또한 장내 서식 유익균들의 성장과 대사에 선택적으로 작. ,
용 숙주에 유익한 영향을 주는 비소화성 식품성분을 총칭하는 물질인 를, prebiotics
생균제와 함께 사용함으로써 효능을 증폭시키고자 하는 시도가 있어 왔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전통 동양의학에서 인체 감염성 질환의 치료에 효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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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사용되어 그 임상적 안전성이 확보된 다수의 생약으로부터, 사료첨가용 항생

제 대체물질을 발굴하고 그러한 생약 추출물이 의 기능을 보유하는지 여부, prebiotics
를 시험관 내 시험 실험동물 가축을 대상으로 한 효능평가 및 안전성 연구를 통하, , ,
여 객관적으로 검증하고자 하였다 또한 이를 통하여 기능성 사료첨가제의 제조기술. ,
및 배합사료 생산에 응용하여 상품화함으로써 국내 축산산업의 발전과 국민의 안전

한 식생활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연구개발의 내용 및 범위.Ⅲ

본 연구과제인 “생약으로부터 사료첨가용 항생제 대체물질 개발 연구는 항균항” ․
염증 효과가 있는 전통 생약으로부터 로 사용할 수 있는 유용물질을 추출하여 사료prebiotics
첨가제 개발 및 이의 산업화를 목적으로 년간 연구를 수행하였다 전반적인 연구내용과 범위3 .
는 다음과 같다.

전1. 통 동양의학에서 인체 감염성 질환의 치료에 효율적으로 사용되어 그,
임상적 안전성이 확보된 여 종의 생약으로부터 항균항염증 효과가 우수한 생약30 ․
을 개 선정하였다3 .

이들 개의 생약으로부터 로 사용될 수 있는 추출물의 항균항2. 3 prebiotic ․
염증 효과를 측정하고 이들의 생체 안정성을 일반독성 단회독성 반복독성시험 유, ( , ),
전독성시험을 통해 평가하였다 또한 이들 추출물들을 적정비울로 혼합하여 허브 추.
츨물 혼합제를 조제하였다.

조제된 허브 추출물 혼합제를 사료에 첨가하여 육계 및 산란계의 성장3.
촉진효과와 계육 및 계란의 품질 향상효과를 평가하였다.

이 허브 추출물 혼합제가 이유자돈의 성장과 돈육의 품질개선에 미치는4.
효과를 평가하였다.

이 허브 추출물 혼합제의 가금류 및 이유자돈의 장내 환경개선 효과 및5.
설사예방 효과를 평가하였다.

상기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허브 추출물 혼합제를 이용한 시판용 사료첨6.
가제를 개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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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 결과 및 활용에 대한 건의.Ⅳ
연구개발결과1.

여 종의 전통생약 중에서 항균 및 항염증 활성이 우수한 황련 상엽 금은30 , ,
화 종의 생약을 최종적으로 선별하였고 그 중 가장 강력한 활성을 보인 황련 상엽3 , ,
및 금은화의 메탄올 추출물들을 적정비울로 혼합한 허브 추출물 혼합제를 prebiotics
재료로 선정하여 본 연구에 사용하였다.

허브 추출물 혼합제의 안전성을 검정하기 위하여 흰쥐에 경구투여하여 급성

및 아급성 독성시험을 시행한 후 체중변화 사료 및 음수량 장기중량 혈액학적 검, , ,
사 소변검사 조직검사 결과 독성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었다 를 이용한, , . Ames test
유전독성검사에서도 복귀돌연변이를 유발하지 않는 것으로 관측되었다 허브 추출물.
혼합제를 장기간 급여한 후 혈액을 채취하여 간독성을 측정한 결과 본 균주는 간독,
성을 유발하지 않았다 전술한 바와 같이 본 연구에 사용한 허브 추출물 혼합제는.
모든 독성시험에서 안전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안전성이 검증된 허브 추출물 혼합제를 육계사료에 첨가하여 사육하였을 때

육계의 생존율이 대조구보다 높았으며 비가식부인 내장과 복부 지방의 비율이 대조,
구보다 낮아 도체율이 증가됨을 확인하였다 또한 산란계의 산란율을 정도 증가. 5%
시켰으며 계란의 난각두께 및 난황색 난황의 콜레스테롤 함량도 대조구보다 향상된, ,
결과를 나타냈다 이유자돈의 사육시험에서도 자돈의 혈청 콜레스테롤과 중성지질의.
함량을 감소시켰으며, 돈육의 관능평가 결과 대조구보다 높게 평가되었다 또한 이유.
자돈의 사료효율을 유의하게 개선시킨 점은 본 연구에서 개발된 허브 추출물 혼합제

가 기존의 항생제를 대체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 주었다고 하겠다.
허브 추출물 혼합제는 가금류 및 이유자돈의 장내 환경을 개선하여 E.

Coli, Samonella 총 박테리아 등 장내 유해균주의 수가 유의적으로 감소시켰고sp., ,
분변에서 발생하는 암모니아 가스와 황화수소 가스의 발생량도 현저히 감소시키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S. enteritidis의 인위적 감염에 따른 설사발병율은 허브 추출물 혼합제의 섭

취로 현저히 향상되었으며 폐사율과 장내 잔류하는, S. enteritidis의 개체수 역시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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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적으로 감소하였으며 장 점막의 전자현미경적 관찰을 통하여 볼 때 장관막이 정, ,
상적으로 회복된 것을 관찰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허브 추출물 혼합제를 사용하여 제조원가 및 시장가격

을 고려하여 기존에 사료첨가제로서 사용되어온 미생물제제를 기반으로 하여 가금류

사료첨가제인 에그파워와 자돈 사료첨가제인 골드밀크 를 개발하였다“ ‘ ” “ .

활용에 대한 건의2.

본 연구에서 개발된 제품인 에그파워 와 밀크파워 는 기존에 항생제 대체“ ” “ ”
효과를 목적으로 개발한 제품으로 축산 농가 생산성 증진과 축산식품의 안전성에 대

한 소비자 관심에 부응하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본 연구에서 사용된 허브 추출물 혼합제는 안전성 검증 연구를 통해서

무독한 것으로 판명되었으므로 이 제품을 친환경 사료첨가제에 응용함으로써 부가,
가치가 높은 제품의 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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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1. Title
Development of substitutes for antibiotics as feed additive from herbs

2. Necessity and objective
The final objective of this research was to develop a substitute(s) for

antibiotics as feed additives. After separation and identification of extracts
from medicinal herbs, we try to prove that these extracts have anti-microbe,
anti-inflammatory effects and are harmless to animal body. Then we tried to
develop and merchandize the high-functional feed additives with this herb
extract mix.

To increase the productivity of livestock farming through disease
prevention, and growth enhancement, food additive antibiotics have been
widely used in the animal industry, causing several problems regarding human
health aspects, such as the increase of antibiotic resistant microbes,
appearance of new germs, and remaining of contaminated substances inside
the livestock products. Therefore, many countries including EU have started to
regulated the use of antibiotics drastically. Thus, the development of new
substitutes for antibiotics is very important in order to prevent food
contamination from remaining antibiotics, and to increase the animal
performance.

The study of developing prebiotics as an alternative to antibiotics was
not fully successful yet. Therefore, the first goal of this study was to explore
the functional ingredients from medicinal herbs that have been used to treat
inflammatory diseases and to test their safety. Then we tried to apply these
prebiotics ingredients to screen high functional substitute as additives f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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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tibiotics. We expect that our substitute for feed additives will make a great
contribution to promote the livestock industry and provide sound animal
products to the consumer.

3. Scope and range of research and development
The study of "Development of substitute for antibiotics as feed additive

from herbs" has been performed for 3 years.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tract the useful substances from the traditional medical herbs, which have
the function of prebiotics, and make these merchandized.

The overall scope and range of the research and development could be
summarized as follows:
Selection of medical herbs which have antimicrobial and anti-inflammatory①

function from clinically secured medicinal herb extract.
The medicinal herb extract which keeps the most dominant effects was②

assessed through single-dose toxicity test and repeated-dose toxicity test
using rats.
Evaluation of the effects of herb extract mix on the productive performance③

of broilers and layers
Evaluation of the effects of herb extract mix on the growth of piglets and④

the quality improvement of pork.
Evaluation of the effect of herb extract mix on intestinal environment and⑤

diarrhea prevention.
Development prebiotics as feed additives with this herb extract mix for⑥

broiler, layer and swine.

4. Results and proposal of the practical use

(1) Results of research develo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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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 have selected out 3 species such as Coptis chinensis, Morus alba L,
Lonicera Flos from 30 species herbs. Coptis chinensis methanol extract
showed the strongest activity over the 3 species. Moreover, we have used
Coptis chinensis extract for many experimental tests as follow:

To examine the safety of Coptis chinensis extract, we have performed
toxicity test on rats. According to the changes of body weight, food and water
intake, organ weight, urine analysis and biopsy, toxicity was not found in
single-dose toxicity test as well as repeated-dose test. Besides, there was not
toxic evidence in hematology. Therefore, Coptis chinensis extract was
considered safe based on the performed toxicity experiments.

When the herb extract mix prepared in our laboratory was added to the
broiler diets, the survival rate of broilers was increased, and the abdominal fat
and the non-edible portion of the carcass were lowered. The laying rate was
increased by 3-4% by the feeding of the herb extract mix. In addition, the
herb extract mix improved some aspects of egg quality. In the case of piglet
feeding trial, the level of serum cholesterol and triglyceride was significantly
reduced in the test group fed the herb extract mix. The sensory properties of
chicken and pork fed with herb extract mix showed much better taste than
those of the control.

The dietary herb extract mix improved the intestinal condition by
reducing E. coli, Samonella, and total bacteria. Besides, NH3 and H2S gas in
the feces were also significantly reduced. Not only the incidence of diarrhea
induced by artificial infection of S. enteritidis declined sharply but also the
rate of mortality and the number of S. enteritidis remaining in the intestine
was decreased. The gut tissue was observed to make a normal recovery
when its mucous membrane was looked at under an electron microscope.

From the present study, commercial feed additives named "EGG
POWER" and "MILK PRO" were developed, and the patent related to it w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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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ed.

(2) Suggestion to practical use

"EGG POWER" and "MILK PRO" have been developed to increase the
livestock output and proved to be safe as feed additives in this study. As the
prebiotics from medicinal herb extract is non-toxic material, we anticipate that
the range of practical use with the new products will be greatly promoted in
the animal feed indu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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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 연구개발과제의 개요1
가축의 질병예방 영양보충 성장촉진을 통한 축산 농가 생산성 증진 목적으, ,

로 사용되는 사료첨가용 항생제는 매년 그 사용량과 사용 범위가 증가되고 있는 실

정이다 그러나 항생제의 무분별한 남용과 과다 사용으로 인한 내성균주의 증가 새. , ,
로운 병원균 출현 축산식품 내 유해물질 잔류 등의 부작용으로 인해 를 비롯한, EU
다수의 국가에서는 그 사용을 단계적으로 규제하고 있다 동시에 축산식품의 안전성. ,
에 대한 소비자 관심 증대 등의 요인으로 가축사료에 항생제를 첨가하는 행위 자체

의 근거가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사료첨가용 항생제의 축산식품으로의 전이율
감소와 축산식품의 지속적인 공급을 확고히 하기 위해 소비자가 요구하는 안전 청정 축

산식품 생산 축산식품 생산성 저하요인 방지에 필요한 사료첨가용 항생제 대체물질의, 개

발 연구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기존에 항생제 대체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생균제 가 무분별하게(probiotics)

개발되어 사용되고는 있으나 그 효능이 아직 검증단계에 있는 실정이다 또한 장내. ,
서식 유익균들의 성장과 대사에 선택적으로 작용 숙주에 유익한 영향을 주는 비소,
화성 식품성분을 총칭하는 물질인 를 생균제와 함께 사용함으로써 효능을prebiotics
증폭시키고자 하는 시도가 있어 왔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전통 동양의학에서 인체 감염성 질환의 치료에 효율,
적으로 사용되어 그 임상적 안전성이 확보된 다수의 생약으로부터, 사료첨가용 항생

제 대체물질을 발굴하고 그러한 생약 추출물이 의 기능을 보유하는지 여부, prebiotics
를 시험관 내 시험 실험동물 가축을 대상으로 한 효능평가 및 안전성 연구를 통하, , ,
여 객관적으로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하여 기능성 사료첨가제의 제조기술 및. ,
배합사료 생산에 응용하여 상품화함으로써 국내 축산산업의 발전과 국민의 안전한

식생활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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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적 측면1.

가 시장 현황의 변화. Animal Health

세계적인 시장은 억불로서 연 평균 내의 저성장을 하animal health 115 3%
고 있으며 안전한 축산물 생산을 위해 합성 항생제의 사용감소가 예상되므로 새로,
운 항생제 대체물질의 개발이 요구된다.

19981998 19991999 20002000

2.0

6.0

1999/2000(%)

2.0

6.0

1999/2000(%)

사료첨가용
항균제

사료첨가용
항균제

생물학적제제생물학적제제 구충제구충제 일반제제일반제제

11500

11000

백만불

11500

11000

백만불

(Source : Wood Mckenzie)

나 생약을 이용한 가축사료 첨가제의 관련 특허 현황.

사료첨가제 관련 특허는 약 여 개이나 생약 소재의 사료첨가제는 매우170 ,
적으며 그 중 기능을 보유하는 내용의 특허는 보고되고 있지 않다 대표, prebiotics .
적인 천연물 소재 사료첨가제의 특허는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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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출원번호 년도 출원인 제 목

1 10-1993-0025715 1993 최수부
한약재 추출박을 이용한 사료첨가제 및 그

의 제조방법

2 10-1996-0065644 1996 농촌진흥청 구기자 부산물을 포함하는 가축사료 첨가

제

3 10-2000-0021032 2000 넬바이오텍 기능성 발효 사료첨가제 및 이의 제조방법
4 10-2000-0061609 2000 김중배

동충하초를 함유한 사료첨가제 및 그 제조

방법

5 10-2001-0028680 2001 코미팜
엔로플록사신의 쓴맛이 개선된 사료첨가제

조성물 및 그제조방법

6 10-2002-0017488 2002 제우축산

연구소

유효미생물과 한약재를 이용한 양식해산어

류의생리활성증대 및 성장발육 촉진용 사

료첨가제 및 그제조방법

7 10-2002-0063593 2002 경상대학교
총장

육계용 한방사료첨가제와 그 제조방법

8 10-2004-0061385 2004 채민지 죽초액을 함유한 사료 첨가제

다 동물약품원료의 높은 수입 의존도.

동물약품 원료는 여 종으로 그 중 를 해외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실300 80%
정으로 새로운 원료의 개발이 시급함.

단위 천불:

87‘ 88‘ 증감율 89‘ 증감율 90‘ 증감율

약품원료 35,708 41,544 16.3 48,061 15.7 55,680 15.9

수입제품 5,798 7,353 26.8 11,289 53.5 10,352 -8.3

계 41,506 48,897 17.8 59,350 21.2 66,032 11.3

동물약품조합< , 1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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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연구의 필요성.

안전하고 효능이 우수한 항생제 대체물질 개발시 축산 농가의 무분별한- ,
항생제 사용을 방지할 수 있으며 다국적 기업과의 경쟁을 통해 수출 시장도 개척할

수 있다.
여러 생리 활성들이 규명되고 있는 천연물질을 원료로 기능성- prebiotics

을 보유하는 안전하고도 효율적인 사료첨가제 개발은 수입의존적 유통구조를 개선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

경제 산업적 측면2. ⋅

가 동물약품 업계의 동향.

년 기준 한국 동물약품 산업은 제조업체가 개 수입업체가 개에- 2000 86 , 150
억원 정도의 매출을 나타냈으나 한 자리수의 양적 성장으로 한계를 보이고 있4,600 ,

다.
년부터 동물약품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던 사료첨가제 중 비타- 2001

민 아미노산 생균제 효소제 미량 광물질 등에 대한 사료업계의 직접취급 허용과, , , ,
항생항균제 사용규제로 인하여 시장 규모의 위축이 보고되고 있다.․

정부의 지정 의무화와 제조물 책임법의 시행 등으로 인해 업계- KVGMP
의 생산성 향상 및 수지 타산을 위한 대안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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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원료 및 제품의 수입 및 판매현황.

원료의 수입현황a. 단위 천: $
구분 년1997 년1998 년1999 년2000 년2001
수입액 106,064 80,518 98,805 85,218 81,981 00
전년대비 - -24% +23% -14% -4%

내수 판매 현황b.
단위 억원:

구분 년2000 년2001 전년대비 증감율

국내 생산 2,913 3,027 4%
수입완제품 815 938 15%

계 3,728 3,965 6%

제제별 신장율 년c. (2001-2002 )
단위 : %

대사성약 항병원성약 의약외품 생물학적제재

국내 생산품 -5.9 +11.5 -37.4 +34.60
수입 완제품 +21.2 +20.1 +6.5 +24.4

계 -0.6 +12.5 -33.3 +28.3
사 한국동물약품협회 기획조사부( ) , , 2002

다 연구의 필요성.

국내 사료시장의 위축 및 내수 시장의 한계 약품사용원료의 규제로 인한- ,
제한된 국내 시장에서 고부가가치의 기능성 첨가물 제품 개발 및 상품화는 내수시,
장의 안정화 원료 수입에 대한 대체효과로 축산산업 전반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음, .



- 18 -

기능성 첨가물 산업은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분야로 해외 수출의 높은-
가능성을 내재하고 있으며 기술집약적인 산업으로의 성장이 예측됨.

사회 문화적 측면3. ⋅

가 공중보건학적 안전성 확보.

동물약품이 축산식품에 잔류함으로써 파생되는 인체에 대한 차적 유해- 2
성 즉 인체 사용 항생제와의 교차내성 발현 등이 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음.

합성 항생제 사용의 대안으로 천연물 소재의 기능성 사료첨가제의 개발-
및 사용시 가축과 인체에서 유발될 수 있는 다양한 유해작용들을 미연에 방지 할

수 있음.

나 친환경 생명산업 구축과 축산농가의 소득증대.

안전한 식육의 시장 공급으로 친환경 생명산업을 구축 국민의 건강한 식- ,
생활을 보장할 수 있음.

국산 축산물의 고품질화로 내수 시장에 대한 경쟁력 뿐 아니라 국제적 경-
쟁력도 확보할 수 있음.

연구의 목적 및 범위4.

본 연구 과제인 “생약으로부터 사료첨가용 항생제 대체물질 개발 연구는 생약” ①
으로부터 항균 항염증 기능성 물질 분리에 대한 연구 허브 추출물 혼합제의, , prebiotics , ②
항생항균 효과 및 기타 기능성 탐색 연구 육계 및 산란계의 생산성과 육질에 대한 평가/ ,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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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세균성 설사증에 대한 저항성 평가 이유자돈의 생산성과 세균성 설사증에 대한 저항성④
평가 시제품생산 및 제품화 및 안전성 검증 등으로 구분하여 년간의 연구를 수행하였다3 .⑤



- 20 -

제 장 국내 외 관련기술의 현황과 문제점2 ․
사료첨가제 관련 과제 수혜 현황1.

국외 사료첨가제 관련 연구2.

생균제 첨가 및 분체 복합화 등에 관한 연구-
아로마 요법 등에서 사용되는 생리활성 유도체 에 관한 연구- oil( : CRINA)
젖산 제제 지방산 제제 등에 관한 연구- , (CLA, n-3, n-6)

번호 과제명 수혜자 지원기관 발췌

1 사료의 유기태인 이용성 증진을 위한 새로운 사료첨

가제 개발

양창근

(대한제당
중앙연구소)

농림부

(2003) ARPC

2 Myctophid 어종에 함유된 를 이용한 사wax esters
료첨가제 개발

여영근

경북대학교( )
농림부

(2003) ARPC

3 토코페롤과 카로티노이드계 성분을 함유한 산란계용

사료첨가제 개발

노승권

주 유전사이언스(( ) )
농림부

(2003) ARPC

4 복합생균제 피복기술에 의한 양돈용사료첨가제 개발
황광연

고려대학교( )
농림부

(2003) ARPC

5 왕암게르마늄흑운모를 이용한 사료첨가제 개발
정연권

서봉바이오베스텍( )
농림부

(2004) ARPC

6 고수준 함유 효모 사료첨가제 개발Thr, Trp 이봉덕

충남대학교( )
농림부

(2004) ARPC

7 철분 강화 사료첨가제 및 철분 강화 계육과 돈육 생

산기술 개발

정대균

경희대학교( )
농림부

(2004) ARPC

8 해조류 중 갈조류를 이용한 면역기능성 사료첨가제

개발 연구

강창원

건국대학교( )
농림부

(2003) ARPC

9 산삼배양액의 효능 연구 및 이를 이용한 사료첨가제

개발

박상열

전북대학교( )
과학재단

(2002) KOSEF

10 무항생제 축산물 생산을 위한 기능성미량광물질 강

화 특수사료첨가제 개발

황성구

한경대학교( )
과학재단

(2003) KOS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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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사료 첨가제 연구에서의 문제점3.

일부 효능연구를 위한 생리활성물질의 성분조사를 시작한 단계이나 사료첨-
가제 제조에 적용하지 못하고 있음.
일부 효능물질의 명확한 작용기전 규명 미비- .
개발된 물질의 안전성 검증실험 결과의 미흡- .
현장적용 실험을 통한 동물실험 자료의 부족- .

앞으로의 전망4.

인체 질환에 사용되던 생약에서 다양한 생리활성 물질들이 발견되고 그-
효능과 작용기전들이 밝혀지면서 생약 천연물 은 기능성 식품 개발의 중요한 소재( ) ‘ ’
로 대두됨.

따라서 전통 동양의학에서 인체 감염성 질환의 치료에 효율적으로 사용- ,
되어 그 임상적 안전성이 확보된 다수의 생약으로부터, 사료첨가용 항생제 대체물질을

발굴하고 그러한 생약 추출물이 의 기능을 보유하는지 여부를 시험관 내, prebiotics ,
시험 실험동물 가축을 대상으로 한 효능평가 및 안전성 연구를 통하여 객관적으로, ,
검증하는 과업은 향후 지속적으로 연구되어야 할 분야라고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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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 연구개발 수행 내용 및 결과3

제 절 서론1

우리나라는 전체적으로 축산용 항생제의 사용량이 선진국에 비해 약 배2~10
정도 많이 사용하고 있는 실정으로 가축 사육에서 항생제 의존성이 높다 또한 다른.
축종에 비해 상대적으로 밀집 사육 등 사육환경이 열악한 닭과 돼지에서 항생제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가축에서 항생제의 오남용으로 내성균의 출현율이. ․
높아졌을 뿐만 아니라 세균들의 내성획득능력이 인간의 항생제 개발능력을 뛰어넘,
고 있는 실정이고 또한 이러한 내성균이 축산물을 통한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우려,
됨에 따라 축산분야에서의 항생제 사용은 절감하는 추세이다 이러한 세계적인 동향.
에 따라 우리나라는 현재 종에서 종으로 항생제수를 감축하는 등 항생제 사용을54 25
절감하고 신충하게 사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외국의 경우 미국이 종 일본. 41 ,
이 종 가 년을 기점으로 사용을 전면 금지하였으나 단 수의사처방에 의해25 , EU 2006 ,
사용을 제한하였다 미국의 경우 치료용 항생제는 증가하고 성장촉진용은 감소하는. , ,
경향을 보이며 일본의 항생제 시장은 년에 비해 오히려 년 증가하는 추, '03 '04 8.1%
세이다 우리나라의 축수산분야에 사용되고 있는 항생 항균 제의 판매는 매년 조금. ( )․
씩 줄어들고 있다 축산에서 항생제 용도별 사용추세는 자가 치료 및 예방 용도로서.
약품 도매상을 통해 농가에서 직접 구입하여 사용하는 항생제 사용량이 전체 항생제

판매량의 약 정도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배합사료 첨가용으로50% ,
사용되는 항생제도 로 유사한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축종별 항생 항균 제 사42~50% . ( )
용은 돼지가 전체 항생제 사용량의 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으며 닭은55~58% ,

소는 순으로 나타났다22~24%, 6~9% .
전 세계적으로 보다 안전한 축산물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환경오염에 대

한 우려가 증대하면서 최근 친환경 축산 및 친환경 축산물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는 실정이다 친환경축산이란 축산의 행위를 통해 생태환경이 훼손되지 않고 오히. ‘
려 유지 또는 개선되며 이로 인하여 축산행위의 지속이 가능한 축산을 의미한다 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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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축산에서는 이제까지 사용이 가능했던 항생물질이나 기타 성장촉진 대사촉진, ,
생리활성 증진 항병력 증진을 위한 첨가물의 사용이 대폭 제한된다 이로 인하여 가, .
축의 생산선이나 질병예방 능력이 감소할 수 있다 따라서 이의 격감을 보완하면서.
친환경 축산에 저촉이 되지 않는 성장촉진 또는 질병예방 물질이 필요하다 이를 위.
해서는 민간 대중용법과 자연요법에서 활용되었던 천연대체 물질 즉 한약초 생균물, ,
질 발효물질 등을 개발하고 이들의 활용성을 연구하여 적극 활용해야 한, , prebiotics
다 뿐만 아니라 사료의 변패를 방지할 수 있는 천연물 보존제 생균물질 유기산 제. , ,
제 등 친환경사료의 제조에 허용된 물질을 활용하여 사료의 보존성을 개선시키는 것

도 적극 고려하여야 한다.
한방이나 민간요법에서 그 안전성이 확보되어 생약재료로 사용되고 있는 약

용식물 중 황백은 식품의 부패에 관여하는 Pseudomonas fluorescens, Bacillus
cereus, Bacillus subtilis, Lactobacillus plantarum, Leuconostoc mesenteroides,
Saccharomyces cerevisiae 등에 대한 항균성을 나타내고 이 추출물이 두부 어묵, , ,
막걸리 간장 등에 첨가된 경우에도 항균효과를 나타낸다고 한다 토사자 는, . (Cuscuta)
그람음성균에서만 항균성을 나타내는데 반해 황련 추출물 측백 석창포 창출은 다, , ,
양한 세균에 강한 항균력을 나타낸다고 보고되었다 이 중 주성분이 으로. berberine
알려져 있는 황련 추출물은 감초와 혼합되거나 가 증가할수록 더욱 강한 항균력pH
을 나타낸다고 알려져 있다 단삼 관중 가자 독활 파고지 오미자는. , , , , , Bacillus
subtilis에 강한 항균활성을 보였으며, Candida 에 대해서는 지모와 관중 두albicans
생약제가 식품부패성 효모인, Schizosaccharomyces 속에 대해서는 지모 관중 원지, ,
가 각각 강한 항균활성을 보였다. Streptococcus mutans에 대해서는 관중 단삼 소, ,
목 방기 오미자 오배자 고삼 목향이 강한 항균활성을 보고한 바 있다, , , , , .

본 연구는 전통 동양의학에서 인체 감염성 질환의 치료에 효율적으로 사용

되어 그 임상적 안정성이 확보된 다수의 생약으로부터 사료첨가용 항생제 대체 물질

을 발굴하고 그러한 허브 추출물 혼합제가 의 기능을 보유하는지 여부를prebiotics
시험관내 실험 실험동물 가축을 대상으로 한 효능평가 및 안전성 연구를 통하여 객, ,
관적으로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하여 기능성 사료첨가제의 제조 기술 및 배합.
사료 생산에 응용하여 상품화함으로써 국내 축산산업의 발전과 국민의 안전한 식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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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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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절 연구 수행방법2

허브 추출물 혼합제의 항균 및 항염증 효과 탐색1.

가 대상 생약의 선정 및 추출.

전통 동양의학의 본초학적 분류상 청열약에 속하는 생약 여종을 대상으로30
선정하였다. 결명자 노근 담죽엽 석고 죽엽 지모 청상자 치자 하고초 고삼 용담 진, , , , , , , , , , ,
피 황금 황련 황백 목단피 생지황 자근 적작약 현삼 금은화 대청엽 백두옹 산두근, , , , , , , , , , , , ,
어성초 연교 조휴 청대 패장의 생약을, , , , 에서 시간씩 회 열수추출을 얻었고100 2.5 2 ,℃
필요시 등 다양한 용매를 이용하여 분획을 얻었다butanol, n-hexane .

나 허브 추출물 혼합제의 항균 및 항염증 효과 검색.

항균효과 검사는 공시균주에 대하여 기준에 따라 한천평판 희석법NCCLS
으로 측정하였다 즉 다양한 허브 추출물 혼합제를 로 희석하여 농도별로 함유. , PBS
하는 에Mueller Hinton Medium 105 로 조정한 균 부유액을CFU/ml multiple

로 접종하여 에서 시간 배양하여 가장 낮은 농도의 추출물을 함유하inoculator 37 24℃
는 배지에서 균 발육이 억제된 농도를 로 나타내었다 항염증 효과 검색은MIC(%) .

방법에 따라 시행하였다rat paw edema test .

허브 추출물 혼합제의 육계에 대한 생산성 향상 효과2.

가 육계의 성장 및 사료효율 측정.

육계시양시험에서는 수의 육계 종 수평아리를 공시하여 대조구240 (Ross )
와 허브 추출물 혼합제 처리구 및 항생제 처리구(negative control) (HEM; 0.3%),

의 처리를 두었으며 처리당 반복 반복당 각각(Zn-bacitracin; positive control) 3 , 4 , 20
수씩 공시하였다 사육기간은 주간이었다.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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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소장점막의 소화효소 활성 측정.

사양시험 종료 후에 절제한 소장을 얼음위에서 생리식염수를 이용하여 세척

한 후 십이지장 부분을 절개하여 점막을 로 긁어낸 후 배의 로 균질slide glass 4 PBS
화하여 시료로 사용하였다 이당류 가수분해 효소인 와 효소활성은. maltase sucrase

의 방법으로 측정하였다Dahlqvist .

다 혈청의 생화학적 분석.

사양시험 종료 후에 평균에 가까운 육계 수로부터 익정맥에서 씩24 10 ml
채혈하여 혈액을 응고시킨 후 으로 분간 에서 원심분리하여 혈청을, 3,500rpm 15 4℃
얻어 에 보관하여 분석에 사용하였다-80 . serum glucose, TG, cholesterol, HDL,℃

는 분광흡광도를 이용 효소비색법으로 측정하고 는 로GOT, GPT, ALP , IgG RID test
측정하였다.

라 계육의 이화학적 분석 경도 색측정. (pH, WHC, , )

계육의 가슴살 을 취해 의 증류수로 균질화한 후 균질액을5 g 25 ml ,

여과하여 pH meter( 로 측정하였다 수분보유량은 얇게 썬Orion 230A, MA, USA) .
닭가슴살 을 작은 구멍이 있는 에 넣고 에서 분간 원심분리한 후1 g plate 920 x g 10
시료에서 나온 수분함량을 전체 시료의 무게에서 뺀 값을 계산하였다 경도측정은.
반복 당 가슴근육과 대퇴부근육 시료 각 개씩을 수집하여2 Texture

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계육Analyzer(TA-XT , Stable Microsystem Ltd., UK) .Ⅱ
색차는 반복 당 가슴근육과 대퇴부근육 각 개씩 개를 수집하여 각 회씩 휴대용2 24 3
분광측색계 Minolta Chroma Meter CR-300 (Minolta, Inc., Japan) 을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명도는 적색 황색은 로 기록하였다(L*), (a*), (b*) .

마. 계육의 지방산 함량 분석

다리근육을 동결건조 한 후 균질화한 시료를 당 씩 처리 당 반sample 2 g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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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하여 준비하였다 시료에 과. methanol benzene solution(2:1, v/v) 2 ml
을 첨가한 후 의 에서 시간 동안 반응시킨acetylchloride 200 ul 100 heating block 1℃

뒤 다시 상온에 방치하여 냉각시키고 과, hexane 3 ml 6% potassium carbonate 5 ml
을 넣고 혼합한 후 에서 분간 원심분리시켜 층을 추출하여3000 rpm 15 hexane gas

로 분석하였다chromatography .

바 계육의 관능적 평가.

저장된 닭가슴살을 에서 분간 삶은 후 평가시료로 사용하였다 훈련100 20 .℃
된 명의 관능요원들에 의하여 첨 척도묘사평가법에 준하여 평가표를 작성하였다10 9 .
색 냄새 맛 질감 전체적 기호도를 항목으로 평가하였다, , , , . (1 = dislike extremely, 5
= neither like nor dislike, 9 = like extremely).

사 장기 조직의 조직학적 관찰.

적출한 조직을 용액에 고정한 후 과 으로 탈10% formalin alcohol xylene
수처리하고 으로 포매한 후 의 절편을 만들어 염paraffin 5 hematoxylin-eosin㎛

색하여 조직병리학적 변화를 광학현미경 으로 관찰하였다(BX41TF, OLYMPUS, JAPAN) .

허브 추출물 혼합제의 산란계 생산성 향상 효과3.

가 산란계의 산란율 측정.

사양실험에 사용된 공시계는 Lohmann 계통의 주령 산란계Brown 28
수로서 충남대학교 환경조절축사 무창계사 단 철제케이지 에서 주간108 , ( 3 )) 6

사육하였다 본 시험에서는 허브 추출물 혼합제 금은화 상엽 황련추출물을 일. ( , ,
정비율로 배합 를 시험사료에 첨가하여 사용하였다 시험사료는 항생; Table 17) .
제와 허브 추출물 혼합제를 함유한 대조구 대조구와 동에너지0% (Control), -
동단백질이 되게끔 배합한 처리구 그리고 대조구와 동에oxytetracycline (T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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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지 동단백질이면서 허브 추출물 혼합제 첨가구 의 처리로 하였다- 0.3% (T2) 3 .
모든 시험사료는 동에너지 동단백질 이 되게끔(TMEn 2,780 kcal/kg)- (17.0%)
배합하였다 실험설계는 처리 반복 반복당 수씩 완전임의 배치하(Table 26). 3 6 , 6
였다 일일 시간 점등하며 관리하였다 사료섭취량은 일 단위로 총 급여량에서 잔. 17 . 7
량을 제외하여 측정하였고 산란율은 실험기간 동안 매일 오후 시에 수집한 산란개, 1
수를 사육수수로 나누어 백분율로 표시하여 산란율을 계산하였다 산란율(Hen-day
로 매일 측정).

나 계란의 품질평가.

난중은 수집된 계란 전부를 칭량하여 총난중과 계란 수로 나누어 평균 난중

을 매일 측정하였으며 계란의 물리적 품질 분석은 사양실험 주째에 처리구별로 반, 6
복당 개씩 개를 수집하여 일간 에서 냉장보관 후 분석을 실시하였다 난황5 90 15 4 .℃
색 난각색 난백고 난각무게 난각두께 및 난중의 항목은, , , Haugh Unit, ,

자동분석기 를 이용QCM+System (Technical Services and Supplies, York, England)
하여 측정하였으며 난각강도는 를 이용하, FHK(Fujihara Co. LTD, Saitama, Japan)
여 계란을 수평으로 고정한 후 압력을 가하여 파각되는 순간의 압력을 측정하였다.

다 저장기간에 따른 계란의 신선도 변화.

계란을 실온에서 주간 보관한 후 난황중의 총 지질을 등의 방법에2 Folch
따라 클로로포름과 메탄올 혼합용액으로 추출하여 지질의 과산화지질가와 콜레스테

롤 함량을 측정하였다 지방산패도. (Thiobarbituric Acid Reactive Substances,
측정은 등 의 방법에 기초하여 계란을 에서 일간 보관하TBARS) Burge (1978) 4 12℃

며 일 간격으로 실시하였으며 및 용액과 반응시킨 샘플을4 , BHT TBA/TCA 531nm
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여 다음과 같은 식으로 계산하였다.

지방산패도(MA mg/kg) = ABS 531nm * 5.88



- 29 -

허브 추출물 혼합제의 육계 및 산란계의 장내 환경 개선효과4.

가 장내 미생물 균총 변화.

소장 끝 부분 맹장과 만나는 부분 을 기준하여 위로 약 가량을 절개한( ) 10cm
후 소장내용물을 취하여 멸균용기에 담아 에 보관하여 분석시료로 사용하였다-80 .℃
시료 을 멸균된 에 담고 증류수 을 첨가하여 희석한 후1g 1.5ml tube 9ml 10-8까지 단
계적으로 희석하여 종류의 선택 배지 평판에서 을 씩 접종시키고 혐기3 sample 1ml ,
적호기적으로 배양한 후 세균 수를 각 평판의 로 계산CFU(colony-forming unit)․
한 후 log10으로 환산하였다.

나 분변 내. salmonella 균의 검출

각 군의 분변을 씩 채취 냉장 보관하여 시간 이내에 균분리 재료로10g , 24
사용하였다 의 분변을 접종하여 에서 시간 증. 1g 10ml selenite cytein brothd 37 24℃
균한 후 을 와 에서 분리배양하였다 형성된 집락을0.1ml MacConkey agar XLD .

에서 순수분리한 후 에서neutrient agar triple sugar iron agar alkaline slant/acid
을 나타내는 균주를butt Salmonella spp로 추정하였다.

다 분변 중 유해가스 발생량측정.

시험 사양 주와 주째 배설된 변을 시험구당 반복으로 의 변을 진공3 5 3 200g
포장용 폴리비닐에 담아 한 후 계사 내에서 시간 발효시킨 다음 가스 포집sealing 24 ,
기를 이용하여 가스 검지관 내로 분간 흡입한 후 검지관에 나타난 수치를 조사하였1
다.

라 소장의 병리조직학적 관찰.

회장조직은 절개하고 용액과1cm , 2.5% glutaraldehyde 1% osmic tetraoxide
용액에 각각 고정한 후 의 농도순으로 탈수하고50~100% ethyl alcohol propyle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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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취환한 후 와 혼합액에 침투시켰다 혼합액으로oxide propylenen oxide epon . epon
포매한 후 초박절편기를이용하여 절편을 만들어 로 염색하여 광학1% toluidine blue
현미경으로 검경부위를 결정한 후 다시 두께로 초박절편을 만들어50nm uranyl

와 로 이중 전자 염색한 후 전자현미경 으로acetate lead citrate (Hitachi H-600, Japan)
관찰하였다.

허브 추출물 혼합제의5. Salmonella enteritis 장관정착 억제효과

가 설사발생율.
공시동물은 백색 레그혼계 계란에서 부화시켜 사육한 주령의 유추SPF 2

수 육계 수를 사용하였다 실험구는40 , 50 . Salmonella 분리시험에서 음성을 나타내는

개체를 선별하여 시험구와 대조구로 나누어 수씩 케이지에 넣어 식이 수준의 허5 1%
브 추출물 혼합제 를 공급하였다prebiotics .

S. enteritis 균주를 에 접종하여 에서 시간 배양하ATCC #13076 TSB 37 18℃
여 사용하고 균액을 로 배 단계 희석하여, PBS 10 107 로 조정한 다음 경구CFU/ml
주입관을 사용한 후 주령의 유추에 씩 격일로 회 경구 접종하였다2 0.2ml 2 .

Salmonella 접종 후 각 개체의 설사 발생상태를 조사하여 전체 사육 두수에

대한 발생율을 관찰하였다.

나. S. enteritis의 장관 정착억제의 전자현미경적 관찰

부검시 맹장을 적출하여 냉각 로 세척한 후 에 침적PBS 2% glutaraldehyde
하여 에서 고정한 후 로 시간 간격으로 회 수세4 0.1M sodium phosphate buffer 1 3℃
하고 에 탈수시켜 임계건조기에서 건조한 후, 70, 80, 90, 95, 100% ethanol ion

내에서 순금으로 두께로 표면 처리하여 주사현미경으로 관찰sputtering coater 100A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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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혈중항체가 측정.

Salmonella 표준균주를 에 접종하여 에Brain heart infusin agar(BHIA) 37℃
서 시간 배양한 후 페놀함유 생리식염수로 에서 분간 회 원심세24 0.5% 3000rpm 10 3
척한다 의 탁도로 현탁시키고 에서 의 농도로 맞추어. MacFaland no.3 620nm OD 0.42
항원으로 사용하였고 혈청을 에서 배수 희석한 다음 동량의 항원, 0.05ml microplate
을 가해 에서 시간 반응하고 에서 시간 보존한 후 응집여부를 확인하였37 2 4 24℃ ℃
다.

허브 추출물 혼합제의 자돈 성장 및 돈육의 품질개선 효과6.

가 이유자돈의 성장 및 혈액성상에 미치는 효과.

일령 자돈 두 를 개의 펜 에 두씩 암컷 두50 60 (L x L x D) 12 (2.4m× 1.7m) 5 ( 3 ,
수컷 두 완전임의 배치하였다 시험사료에는 대조구 허브 추출물2 ) . (negative control),
혼합제 구 첨가구 의 처리를 두었으(HEM) 0.3% , oxytetracycline (positive control) 3
며 처리당 반복 반복당 두씩 할당하였다 사료는 자유급이를 하였고 급수방법은, 4 , 5 .
니플을 사용하였다 시험시작 일간 시료적응 기간을 거친 후 주간 사양시험을 실. 4 , 5
시하였다 실험 종료 후 모든 자돈을 보정 틀에 고정시키고 경정맥에서 의 혈액. 10ml
을 채혈한 후 상온에서 시간 방치하여 혈액을 응고시키고 에서 분간 원2 3,000 rpm 15
심분리하여 혈청을 분리한 후 혈중 TG, cholesterol, HDL, IgG, protein, GOT, GPT,

를 분석하였다ALT .

나 조직의 콜레스테롤 함량 측정.

간과 등심을 적출한 후 생리식염수에 씻어서 여과지에 한 후 무게를blotting
측정한 후 에 냉동시킨 후 동결건조하여 건조무게를 구했다 조직의 총 콜레스-80 .℃
테롤 함량은 의 방법에 따라 지질을 추출한 후 의 방법으로 정량하였다Folch Za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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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돈육의 일반성분 분석.

일반성분 분석은 에 의해 수분함량은 건조법 조단백 함AOAC(1995) oven ,
량은 법 조지방은 법 조회분은 함량은 건식회법으로 측정하micro Kjeldahl , Soxhlet ,
였다.

라 돈육의 이화학적 특정.

돈육의 는 근막 지방을 제거한 후 세절한 시료 을 증류수 과 함pH , 3g 30ml
께 균질기로 마쇄한 후 로 측정하였다pH-meter .
육색 및 지방색 측정은 를 이용하여 동일 시료를 회 반복 측정였chroma meter 3

다 돈육의 전단가는 로 측정하였다. shearing cutting test .

마 돈육의 관능검사.

훈련된 명의 관능요원들에 의하여 첨 척도묘사평가법에 준하여 평가표를6 7
작성하였다 근내지방도 와 육색평가는 표준평가표를 참고하였고. (intramuscular fat) ,
은 고기 시료표면에 유출된 수분량을 육안으로 평가하였다 경도는 평가요원들이drip .

각 시료를 손끝으로 눌러보아 판단되는 단단함의 정도를 측정하였다 돈육의 풍미와.
이상취 경도 전반적인 기호도를 평가하였다, , .

허브 추출물 혼합제의 자돈 장내 환경 개선 효과7.

가 장내 미생물균총 변화.

소장 끝 부분 맹장과 만나는 부분 을 기준하여 위로 약 가량을 절개한( ) 10cm
후 소장내용물을 취하여 멸균용기에 담아 에 보관하여 분석시료로 사용하였다-80 .℃
시료 을 멸균된 에 담고 증류수 을 첨가하여 희석한 후1g 1.5ml tube 9ml 10-8까지 단
계적으로 희석하여 종류의 선택 배지 평판에서 을 씩 접종시키고 혐기3 sample 1ml ,
적호기적으로 배양한 후 세균 수를 각 평판의 로 계산한 후CFU log․ 10으로 환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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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나 설사지수 및 설사원인균 측정.

세균성 설사 증세가 있는 이유자돈을 대상으로 일주일간 실험을 진행하였

다 생후 주령의 정상 자돈 마리와 세균성 설사에 감염된 마리에 허브 추출. 4-5 10 20
물 혼합제를 첨가하여 설사 치료효과를 실험하였다 자돈의 항문주위와 채취한 분변.
의 상태를 단계로 등급화하여 정상변 약한 설사변 증등도의 설사변 심한 설사변4 , , ,
으로 표시하고 실험전 실험 후 일 실험 후 일의 회에 걸쳐 개체별로 측정하였, 4 , 7 3
다 설사 증상이 있는 이유자돈에서 무균적으로 직장 한 면봉을. swab
Enterobacteriaceae 선택배지인 과 용혈성 확인을 위한 가 첨가DHL 5% sheep blood
된 에 도말한 후 에서 시간 동안 배양한 후 용혈trypicase soy agar(TSA) 37 24-48℃
성 E. coli의 감소여부를 확인하였다.

흰쥐를 통한 허브 추출물 혼합제의 생체 안전성 연구8.

가 급성 및 아급성 독성 시험.

처리구와 대조구 군으로 나누어 각각 주령의 암수 마리를 대상2 6 SD rat 10
으로 체중 당 의 시료를 경구투여한 후 시간 이내 나타나는 행동이상 증상과kg 3g 24
안구검사를 실시하고 시험기간 내 식이섭취량과 체중을 기록하며 주간 독성여부를2
관찰하였다 사후 검사 항목은 혈액학적검사 혈청생화학적 검사 병리조직학적 검사. , ,
항목으로 나누어 실시하였다.

반복독성 실험은 단회독성이 없는 시료를 처리구와 대조구로 나누어 각각 6
주령의 암수 마리를 대상으로 체중 당 으로 반복 투여하여 일SD rat 10 (kg) 3g/kg 28
간 사육하면서 독성발현여부를 확인하였다 실험동물은 케이지당 마리씩 사육하였. 1 1
고 사육실은 온도 습도 시간 간격으로 빛의 양을 조절하였으며 물, 20±2 , 65%, 12 ,℃
과 사료는 자유급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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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유전독성 시험.

히스티딘 영양 요구성 변이주인 Salmonella typhimurium 및TA 98 TA
변이주를 이용한 를 사용하여 복귀 돌연변이원성을 검증하였다 음성100 Ames test .

대조군 으로서 증류수를 이용하였으며 황련추출물과 대사활성혼합(negative control) ,
물 을 중층 한천 와 혼합한 후 최소 한천 평판의 표면 위에(S9 mix) 0.1 mL 2.0 mL
부었다 배양하기 전에 중층 한천을 굳히고 에서 시간 배양한 후 평판 당. 37 24 48℃ ～
복귀 집락수를 계수하였다.

허브 추출물 혼합제를 이용한 사료첨가제 개발9.
상기 과정을 통하여 허브 추출물 혼합제를 개발하여 가축의 성장을 돕고, ,

장내 미생물의 서식에 균형을 제공하여 외부 세균에 의한 감염 에 대처할 수 있는

강력한 기능의 항균활성 사료첨가제로 개발하였다.

통계처리10.
모든 실험군은 평균 평균편차로 표시하였고 일원분산분석± , (ONE-WAY
를 행하여 유의성을 수준에서 검증하였고 유의적인 차이가 있는 경우ANOVA) 5% ,

를 실시하여 평균간의 유의적인 차이를 분석하였다Duncan's multiple range test .
모든 통계처리는 통계 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SPSS 14.0 pack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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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절 연구수행 내용 및 결과3

허브 추출물 혼합제의 항균 및 항염증효과 탐색.Ⅰ

가 대상 생약의 선정 및 추출물 제조.

전통 동양의학에서 항균활성 및 항염증효능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온 30
여종의 생약 천연물 을 선정한 후 이들의 열수 및 메탄올 추출물을 제조하고 본 연구( ) ,
실에서 보관중인 Escherichia coli와 Salmonella enteritidis에 대한 항균력을 우선적으

로 측정하여 그 결과를 에 나타내었다 먼저 열수 추출물은 선정된 생약의 각Table 1 . ,
건조중량 에 의 증류수를 가하여 에서 시간씩 회 열수추출하고 이200g 1,000mL 100 3 2℃
를 를 이용하여 감압농축한 다음 의 증류수에 재용해rotary vacuum evaporator 50mL
하여 항균력 측정에 사용하였다 메탄올 추출물은 실험에 사용된 생약의 건조중량 각.

에 메탄올 용액 를 각각 가하여 실온에서 하룻밤 추출한 후 여과지로 수500g 75% 2L
차례 여과하였고 이를 를 이용하여 감압농축한 후 의, rotary vacuum evaporator 50mL

메탄올 용액에 재용해하여 항균력 측정에 사용하였다 항균력 측정은 상기의 생75% .
약 추출물 를 첨가하여 확산법에 의한 의 크기에 따100 L , Paper Disc Inhibition Zoneμ
라 항균력의 유무를 결정하였고 세균생육배지로는 을, Brain Heart Infusion Medium
사용하였다.

그 결과 에 나타난 바와 같이, Table 1 Escherichia coli와 Salmonella
enteritidis에 대해 항균활성을 갖는 천연물을 탐색한 바 메탄올 추출물이 열수추출,
물에 비하여 높은 항균력을 나타내었고 특히 황련의 메탄올 추출물이 실험에 사용,
된 두 종류의 세균에 대하여 강한 항균활성을 나타내었다 또한 동백꽃씨와 금은화. ,
의 메탄올 추출물도 비교적 높은 항균활성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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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Anti-microbial effects of medicinal plant extract

Plants Scientific name
Methanol extract Water extract
E. coli S.

enteritidis
E.
coli

S.
enteritidis

우방자( )牛蒡子 Arctium lappa Linne + + - -
송 절( )松節 Pinus densiflora + ++ - -
인 동( )忍冬 Lonicera japonica - + + -
오 매 ( )烏梅 Prunus mume - - - -
지골피( )地骨皮 Lysium chinense - - + -
택 사( )澤瀉 Alisma canaliculatum + + - -
인진쑥( )茵蔯 Artemisia iwayomogi + + - -
산 약( )山藥 Dioscorea batatasDecaisne ++ + - -
황 련( )黃連 Coptis chinensis +++ +++ - +
천 궁( )川芎

Cnidium officinaleMakino - - - -
익모초( )益母草 Leonurus sibiricus L. - - - -
유 향( )乳香 Boswellia carteri - - - -
음양곽( )淫羊藿 Epimedium koreanum - - - -
죽 엽( )竹葉

Sasa borealis var.gracilis - - - -
초 피( )椒皮 zanthoxylum piperitum - - - -
산 사( )山楂 Crataegus pinnatifida - - - -
갈 근( )葛根 Pueraria lobata - - - -
현 삼( )玄蔘 Scrophularia buergeriana - + + -
백 지( )白芷 Angelica dahurica - - - -
감 국( )甘菊 Chrysanthemum indicumL. - - - -
천 마( )天麻 Gastrodia elata - - - -
사 간( )射干

Belamcanda chinensisLeman - - - -
고 삼( )苦蔘 Sophora flavescens + + - -
상 엽( )桑葉 Morus alba L. ++ ++ - -
백 축( )白丑 Pharbitis nil Choisy - - - -
금은화( )金銀花 Lonicera Flos +++ ++ - -
곽 향( )藿香 Teucrium veronicoides + + - -
당 귀( )當歸 Angelica gigas Nakai + - - -
-: No inhibition, +: Inhibition size 1-3mm, ++: Inhibition size 4-5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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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대상 생약으로부터 유효성분의 분리 및 동정.

상기의 항균활성시험 결과 사용된 생약 중에서 가장 강력한 항균활성을 보,
인 황련으로부터 항균활성을 나타내는 유효성분을 아래와 같이 분리정제하였다, ․
(Fig1-2).

Fig 1. Extraction diagram of anti-microbial activity component from
Coptis chinen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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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OH Extract Hexane Layer EtOAc layer

Final products (CHCl3 : MeOH : H2O=65:35:10)

Fig 2. Thin layer chromatograms of Coptis chinensis extra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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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얻어진 최종산물 수득량 메탄올 추출물은Fig. 1 ( 1.2g/kg, 75% 63g/kg)
의 확산법에 의한 항균활성 측정결과 최종 생성물의 배 희석물Paper Disc , 20 50ul
를 처리하였을 때 Escherichia coli와 Salmonella enteritidis에 대해 높은 항균활성을

지니는 것으로 나타났다 (Fig. 3).

Fig 3. Anti-microbial effect test using paper disc on the final extract of
Coptis chinensis methanol ex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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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련의 최종추출 생성물을
1

스펙트럼으로 측정한 결과 개의 프로H-NMR 11
톤 피크를 관찰하였다 그 중 피크는 으로. methine 7.66, 6.96, 8.12, 7.99, 8.70 ppm 6
개이며 이 중 와 은, 8.12 7.99 ppm J 로=9.3 Hz ortho 하고 있었다-coupling .

은 모두 개 로 이 둘은Methylene 2 (3.25, 4.92 ppm) J 로 하고 있음을=6.3 Hz coupling
알 수 있었다 또한 개의 기가 과 에서 나타났다. 2 methoxy 4.11 4.2 ppm .

13 스팩트럼에서는 개의 카본 피크가 관찰되었다 역시 대C-NMR 20 (Fig 5).
부분의 피크가 사이에 나타나 방향족의 이중결합탄소에 기인한 것으로100-150 ppm
예측하였다 과 에서는 기가 확인 되었고 와 에서. 57.7 62.5 ppm methoxy 28.2 57.2 ppm
는 -CH2-CH2 이 존재함을 나타내었다 상기의 결과는 황련의 대표적 화합물인- .

의Berberine 1H, 13 과 잘 일치하는 것으로서 본 실험에서 항균활성을 나C spectrum ,
타내는 황련의 유효성분이 임을 뒷받침하였다 는 황련의 유효성분Berberine . Fig 3-5
인 의 화학적 구조식과 이다berberine NMR spectroscopy, Mass spectroscopy .

Fig 4. Berberine chemical stru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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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H(D2O, ) : 3.11(2H), 3.99(3H), 4.07(3H), 4.75(2H), 6.00(2H), 6.81(1H),δ
7.10(1H), 7.67(1H), 7.85(1H), 8.05(1H), 9.49(1H)

13C(D2O, ) : 29.42, 58.81, 59.83, 65.15, 105.06, 107.65, 111.49, 124.00, 124.10,δ
122.57, 126.50, 129.59, 133.00, 136.20, 140.50, 146.00, 147.06,

150.50, 153.00, 154.00

Fig 5. 1H and 13C-NMR spectroscopy of Berber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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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z : 336.1(M+), 321.1([M-CH3]+), 292.31([M-C2H4O]+)

Fig 6. Mass spectroscopy of Berber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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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황련추출물의 항균효과.

최소생육저해농도1) (Minimum Inhibitory Concentration, MIC)

시험균주인 Escherichia coli와 Salmonella enteritidis를 액체배지(Brain
에 시간 배양시킨 후 약Heart Infusion Broth) 18 1.0×105 가 되게cfu/ml Mueller

에 희석하고 여기에 황련 메탄올 추출물을 일정비율로 첨가하여Hinton Broth , 75%
에서 배양하였다 최소생육저해농도 는 시간의 배양이 끝난 후 세균의 증37 . (MIC) 24℃

식유무를 판단하여 결정하였다.
과 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황련의 메탄올 추출물에 의한Fig 7 Table 2 75%

최소생육저해농도 는(MIC) Escherichia coli의 경우 이하0.39% , Salmonella
enteritidis의 경우 이하 인 것으로 판명되었다0.195% .

Escherichia coli Salmonella enteritidis

Fig 7. Inhibition effects of 75% Coptis chinensis methanol ex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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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Minimum Inhibitory Concentration of the 75% Coptis chinensis
methanol extract

Species
Herbal medicine(%)

50 25 12.5 6.25 3.125 1.56 0.78 0.39 0.195 0.0975 control
E.coli - - - - - - - - + + +

S. enteritidis - - - - - - - - - + +

- : Growth, + : No Growth

최소살균농도2) (Minimum Bactericidal Concentration, MBC)

시험균주인 Escherichia coli와 Salmonella enteritidis를 액체배지(Brain
에 시간 배양시킨 후 약Heart Infusion Broth) 18 1.0×105 가 되게cfu/ml Mueller

에 희석하고 여기에 황련의 메탄올 추출물을 일정비율로 첨가하Hinton Broth , 75%
여 에서 배양하였다 최소살균농도 는 시간의 배양이 끝난 후 육안관찰37 . (MBC) 24℃
에 의하여 세균의 증식이 일어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 시험관의 배양액을 새로운

평판배지에 접종하고 에서 시간 동안 다시 배양하여 세Brain Heart Infusion , 37 24℃
균의 증식이 일어나지 않은 농도로 결정하였다.

과 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황련의 메탄올 추출물에 의한Fig 8 Table 3 75%
최소 살균농도 는(MBC) Escherichia coli와 Salmonella enteritidis의 경우에 있어서

모두 이하인 것으로 판명되었다0.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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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cherichia coli Salmonella enteritidis

Fig 8. Anti-bacterial activity of the Coptis chinensis methanol extract

Table 3. Minimum Bactericidal Concentration of the Coptis chinensis
methanol extract

Species
Herbal medicine extract(%)

50 12.5 6.25 3.125 1.56 0.78 0.39 0.195

E.coli - - - - - - - -

S. enteritidis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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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련추출물의 항염증효과3)

체중 정도의 계 웅성 흰쥐 마리를 군으로 하여 황련의 메탄200g SD 6 1 75%
올 추출물을 일정 용량 경구투여하고 시간 후 염증유발 물질로서 카라기닌, 1 1%

용액을 씩 우측 뒷 발바닥의 중심부에 피하 주사하였다 카라기닌(carrageenin) 0.1ml .
주사 후 시간 뒤에 발생하는 족부 부종의 용적을 부종 측정기 를 이3 (plethysmometer)
용하여 측정하였고 부종 억제율을 계산함으로써 황련추출물의 항염증 효과를 검증하,
였다 양성 대조약물로는 대표적인 비스테로이드성 항염증 약물인 아스피린. ,

을 사용하였다200mg/kg .
실험결과 황련추출물 및 투여군은 카라기닌 주, 5mg/kg, 10mg/kg 25mg/kg

사 시간 후에 각각 및 의 부종 억제율을 보였고 양성 대조약물인3 10%, 18% 38% ,
아스피린 투여군은 의 억제율을 보였다 이 결과로 황련의 메탄200mg/kg 40% . 75%
올 추출물은 투여용량에서 합성의약품인 아스피린과 유사한 항염증 효과를25mg/kg
나타낼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 47 -

허브 추출물 혼합제의 안전성 평가2.

가 급성 및 아급성 독성시험.

생후 주령의 를 암수 각각 수씩으로 나누어 체중 당 의 감6 SD rat 10 1kg 3g
압건조된 황련의 메탄올 추출물 이하 황련추출물 을 경구투여 한 후 일간 임75% ( ) 14
상증상 회 일 을 관찰한 결과 비투여대조군과 유의적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2 / ) . 14
일 경과 후 체중 사료섭취량 사료효율변화 장기무게 등에 있어서 대조군 비교하였, , ,
을 때 유의적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또한 주령의 을 암수 각(Table 5-6). 3 SD rat
각 수씩으로 나누어 체중 당 의 황련추출물을 일간 경구투여한 결과 비투10 kg 3g 28
여 대조군과 비교할 때도 체중 사료섭취량 사료효율변화 장기무게 변화 등에 있어, , ,
서 유의적인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이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볼 때(Table 7-8).
황련추출물은 을 대상으로 한 단회독성시험 및 반복독성시험에서 독성을 나SD rat
타내지 않는 것으로 판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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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Composition of experimental diets (g%)

Ingredients Composition

Casein 20.0

Corn strach 15.0

Corn oil 5.0

Cellulose 5.0

Mineral* 4.0

Vitamin** 1.0

L-Methionine 0.3

Sucrose to make 100

*AIN mineral mix (g/kg mix); CaHPO4 500, NaCl 74, K citrate monohydrate 220, K2SO4 53, MgO 24,
Mn carbohydrate 3.5, Fe citrate 6.0, Zn carbonate 1.6, Cu carbonate 0.3, KIO3 0.01, Na2SeO3 5H․ 2O
0.01, CrK(SO4)212H․ 2O 0.55, sucrose 118
** AIN vitamin mix (g/kg mix); thiaminHCl 0.6, riboflavin 0.6, pyridoxineHCl 0.7, nicotinic acid 3,․ ․
D-calcium pantothenate 1.6, folic acid 0.2, D-biotin 0.02, cyanocobalamine 0.001, retinyl palmitate 0.8
(250,000 IU/g) 0.005, menaquinone 0.005, sucrose 9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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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Influence on body weight, food intake, and food efficiency by
single-dose toxicity test

Groups
Items

Negative control Herbal medicine

Male(n=10) Female(n=10) Male(n=10) Female(n=10)

Initial weight 201.0±15.15 157.7±13.08 202.3±9.46 159.2±11.29

Final weight 290.0±13.16 198.0±15.4 274.0±15.61 199.0±23.23

Weight gain 89.0±16.30 40.3±6.28 88.7±19.87 39.8±13.82

Mean food intake 26.3±1.83 19.0±1.92 25.9±1.32 18.5±2.47

Mean water
intake 36.5±2.3 35.5±3.2 38.7±2.2 33.0±2.3

FER 0.24±0.04 0.15±0.02 0.20±0.06 0.15±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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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Influence on the weight of major organs by single-dose toxicity
test

Group
Organs

Negative control Herbal medicine

Male(n=10) Female(n=10) Male(n=10) Female(n=10)

Liver 9.172±0.715 6.266±0.592 8.832±0.354 6.243±0.770

Spleen 0.719±0.084 0.512±0.036 0.706±0.081 0.552±0.047

Thyroid gland 0.017±0.002 0.014±0.003 0.016±0.004 0.016±0.003

Brain 1.626±0.055 1.492±0.073 1.617±0.090 1.539±0.084

Heart 1.053±0.099 0.774±0.102 1.032±0.069 0.779±0.049

Kidney
L 1.063±0.072 0.728±0.037 1.051±0.088 0.741±0.099

R 1.162±0.166 0.757±0.040 1.142±0.073 0.756±0.090

Lung
L 0.481±0.027 0.380±0.022 0.489±0.059 0.369±0.021

R 0.967±0.090 0.767±0.029 0.990±0.099 0.784±0.046

Adrenal
Grand

L 0.024±0.002 0.027±0.006 0.023±0.005 0.028±0.006

R 0.023±0.003 0.025±0.010 0.025±0.007 0.027±0.006

Testis/
Ovary

L 1.733±0.139 0.044±0.014 1.793±0.119 0.044±0.015

R 1.728±0.103 0.042±0.003 1.802±0.096 0.048±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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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 Influence on body weight, food intake, and food efficiency by
repeated-dose toxicity test

Groups
Items

Negative control Herbal medicine
Male(n=10) Female(n=10) Male(n=10) Female(n=10)

Initial weight 203.0±12.15 159.7±12.06 204.3±7.56 158.6±10.49

Final weight 287.0±10.16 197.0±12.3 284.4±13.68 199.7±13.03

Weight gain 84.0±14.21 37.3±5.04 80.7±14.54 41.1±12.22

Mean food
intake 27.3±1.75 18.0±1.74 26.9±1.02 18.4±1.69

Mean water
intake 37.3±2.7 35.2±2.1 37.8±2.5 34.8±3.1

FER 0.33±1.25 0.48±1.68 0.33±0.98 0.45±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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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8. Influence on the weight of major organs by repeated-dose
toxicity test

Group
Organs

Negative control Herbal medicine

Male(n=10) Female(n=10) Male(n=10) Female(n=10)

Liver 9.387±0.376 6.376±0.374 8.937±0.382 6.379±0.774

Spleen 0.721±0.044 0.563±0.067 0.711±0.037 0.562±0.048
Thyroid
gland 0.016±0.001 0.014±0.002 0.016±0.003 0.015±0.003

Brain 1.673±0.085 1.589±0.077 1.671±0.094 1.538±0.025

Heart 1.046±0.099 0.782±0.112 1.042±0.075 0.797±0.043

Kidney
L 1.053±0.042 0.729±0.052 1.052±0.069 0.743±0.027

R 1.062±0.093 0.773±0.032 1.052±0.039 0.763±0.099

Lung
L 0.485±0.031 0.386±0.021 0.488±0.062 0.396±0.083

R 0.976±0.029 0.779±0.083 0.991±0.090 0.781±0.041

Adrenal
Grand

L 0.025±0.001 0.026±0.003 0.024±0.004 0.027±0.001

R 0.024±0.003 0.025±0.009 0.025±0.003 0.026±0.002

Testis/
Ovary

L 1.725±0.201 0.043±0.017 1.790±0.039 0.045±0.009

R 1.782±0.126 0.044±0.023 1.810±0.005 0.047±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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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급성 단회투여 독성시험의 혈액학적 검사. ( )

세부과제 “신규 제품의 안전성 평가 의 단회Prebiotics ” 독성시험에서 사용된 SD
의rat 사후 혈액학적 검사를 실시하였다 주령의 을 암수 각각 수씩으로 나. 6 SD rat 10

누어 체중 당 의 황련추출물을 단회 경구투여한 후 사후 검사한 결과 각 투여kg 2g , ,
군 모두는 비투여 대조군 과 비교할 때 및(untreated control) Urine, Serum Whole

의 각 검사항목에 있어서 유의적인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이러blood (Table 9-11).
한 결과에 근거하여 볼 때 황련추출물은 을 대상으로 한 단회독성시험에서SD rat
경구투여에 의한 독성을 나타내지 않는 것으로 사료되었다.

Table 9. Influence on urine by single-dose toxicity test

Group
Parameters

Negative control Herbal medicine
Male(n=10) Female(n=10) Male(n=10) Female(n=10)

Excretion 19.03±2.34 21.28±6.38 22.55±5.52 19.71±1.35
pH 8.5±0.00 8.4±0.22 8.4±0.42 8.7±0.27

Glucose( / )㎎ ㎗ 15.60±11.01 10.80±10.33 13.40±13.50 11.25±11.32
Protein( /day)㎎ 95.40±12.72 93.50±17.97 92.03±20.08 89.60±32.94

Blood Negative Negative Negative Negative

Microscopy Negative Negative Negative Negative

Ketone 0.60±0.22 0.30±0.27 0.60±0.22 0.30±0.22

Bilirubin Negative Negative Negative Negative
Nitrite Negative Negative Negative Nega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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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0. Influence on serum by single-dose toxicity test

Group
Parameters

Negative control Herbal medicine
Male(n=10) Female(n=10) Male(n=10) Female(n=10)

Protein(g/ )㎗ 5.35±0.26 5.52±0.27 5.28±0.08 5.27±0.12

BUN( / )㎎ ㎗ 15.32±2.96 17.47±3.90 14.70±4.57 16.45±4.10

Glucose( / )㎎ ㎗ 120.5±13.74 122.5±8.64 126.5±28.25 120.17±13.15

Cholesterol( / )㎎ ㎗ 88.33±10.25 70.50±10.41 79.17±6.97 78.67±10.56

Bilirubin( / )㎎ ㎗ 0.10±0.08 0.10±0.00 0.08±0.04 0.08±0.04

Creatinine( / )㎎ ㎗ 0.50±0.04 0.50±0.00 0.50±0.00 0.50±0.06

Na(m / )㏖ ℓ 137.17±3.19 137.00±1.67 137.67±1.75 135.00±3.35

K(m / )㏖ ℓ 41.50±19.55 40.03±6.09 40.70±8.99 40.87±13.37

Cl(m / )㏖ ℓ 95.83±1.60 96.50±1.97 96.50±2.07 96.17±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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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1. Influence on EDTA-Blood by single-dose toxicity test

Group
Parameters

Negative control Herbal medicine
Male(n=10) Female(n=10) Male(n=10) Female(n=10)

RBC(*103 mm3) 7.09±0.38 7.18±0.29 7.44±0.32 7.30±0.27
WBC(*103 mm3) 8.70±1.42 5.79±0.62 8.73±1.49 5.64±1.79
HCT(%) 50.00±3.58 48.33±1.51 52.67±1.86 49.00±1.55
Hb(g/ )㎗ 14.17±0.98 14.37±0.53 15.58±0.50 14.62±0.62
MCV(μ3) 70.33±1.51 67.33±1.03 71.17±3.66 67.17±1.83

MCH( )㎍ 19.83±0.75 20.00±0.63 20.83±0.75 20.17±0.41

MCHC(g/ )㎖ 28.33±0.52 29.67±0.52 29.67±0.82 29.83±0.75
Platelet

(*105 mm3) 9.21±1.56 9.70±0.99 9.04±1.54 8.99±1.40
Reticulacyte(%) 5.73±0.77 4.48±0.50 5.27±1.57 4.97±0.56
Neutrophil
Seg(%) 13.00±3.46 13.33±5.92 13.67±7.94 13.33±5.85

Lymphocyte(%) 79.67±4.41 83.33±4.08 80.17±8.35 83.83±6.79

Monocyte(%) 4.83±3.82 4.50±1.97 5.17±2.23 4.67±1.75

Eosinophil(%) 1.50±0.55 1.83±2.04 1.00±1.67 1.17±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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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아급성 반복투여 독성시험의 혈액학적 검사. ( )

주령의 을 암수 각각 수씩으로 나누어 체중 당 의 황련추출3 SD rat 10 kg 3g
물을 일간 반복투여한 결과에서 비투여 대조군과 비교할 때28 Urine, Serum, Whole

및 장기의 병리조직학적 검사의 각 항목에 있어서 유의적인 차이를 나타내지blood
않았다 또한 아급성 독성 시험 종료시 검체를 부검하여 각 조직을(Table 12-14). ,

하여 조직검사를 실시한 결과 효모 투여군의 조직은 수의학적으HE staining (Fig 9),
로 정상조직의 소견을 나타내었다 따라서 황련추출물은 을 대상으로 한 반복. SD rat
독성시험에서 경구투여에 의한 독성을 유발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된다.

Table 12. Influence on urine of repeated-dose toxicity test

Group
Parameters

Negative control Herbal medicine
Male(n=10) Female(n=10) Male(n=10) Female(n=10)

Excretion 23.42±1.54 20.36±4.74 23.56±5.87 21.48±2.41
pH 8.5±0.15 8.4±0.14 9.5±0.24 8.4±0.27

Glucose( / )㎎ ㎗ 13.54±10.45 12.52±10.78 13.48±10.24 11.99±10.27
Protein( /day)㎎ 90.47±10.77 73.57±27.78 92.58±10.73 77.82±22.58

Blood Negative Negative Negative Negative
Microscopy Negative Negative Negative Negative
Ketone 0.40±0.23 0.40±0.25 0.40±0.23 0.40±0.52
Bilirubin Negative Negative Negative Negative
Nitrite Negative Negative Negative Nega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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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3. Influence on serum by repeated-dose toxicity test

Group
Parameters

Negative control Herbal medicine

Male(n=10) Female(n=10) Male(n=10) Female(n=10)

Protein(g/ )㎗ 5.25±0.16 5.47±0.16 5.27±0.14 5.34±0.18

BUN( / )㎎ ㎗ 15.98±1.95 16.55±2.98 14.99±7.23 16.43±3.56

Glucose( / )㎎ ㎗ 123.5±11.54 122.4±7.45 126.1±18.64 120.03±23.22

Cholesterol( / )㎎ ㎗ 89.35±21.42 78.83±14.78 82.56±8.35 79.82±14.76

Bilirubin( / )㎎ ㎗ 0.08±0.05 0.08±0.02 0.08±0.03 0.08±0.05

Creatinine( / )㎎ ㎗ 0.50±0.02 0.50±0.04 0.50±0.01 0.50±0.06

Na(m / )㏖ ℓ 137.17±2.53 137.00±1.82 137.61±0.25 137.01±2.63

K(m / )㏖ ℓ 43.57±13.53 40.78±3.94 42.79±4.69 40.32±10.45

Cl(m / )㏖ ℓ 96.82±1.33 96.73±1.03 96.78±1.94 96.01±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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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4. Influence on EDTA-Blood by repeated-dose toxicity test

Group
Parameters

Negative control Herbal medicine
Male(n=10) Female(n=10) Male(n=10) Female(n=10)

RBC(*103 mm3) 7.14±1.45 7.21±1.03 7.14±0.36 7.33±0.35

WBC(*103 mm3) 8.73±1.23 5.81±1.53 8.74±1.56 5.92±1.67

HCT(%) 49.76±2.55 48.02±2.44 50.23±1.00 49.56±2.31

Hb(g/ )㎗ 14.21±0.21 14.67±0.83 15.05±0.63 14.90±0.88

MCV(μ3) 71.11±1.67 67.01±1.94 71.38±1.89 67.27±2.13

MCH( )㎍ 20.03±1.67 20.32±0.83 20.92±0.38 20.73±0.33

MCHC(g/ )㎖ 29.74±0.28 29.98±0.47 29.78±0.47 29.98±0.95
Platelet

(*105 mm3) 9.07±0.74 8.74±1.04 9.05±0.94 8.93±0.49

Reticulacyte(%) 5.68±1.67 4.31±0.59 5.72±1.75 4.47±1.97
Neutrophil
Seg(%) 14.70±2.68 13.34±4.67 14.66±7.35 13.21±4.87

Lymphocyte(%) 80.24±3.56 82.36±3.17 80.23±6.27 83.95±5.38

Monocyte(%) 4.95±2.64 3.98±2.08 5.06±2.84 4.07±0.63

Eosinophil(%) 0.98±0.54 1.21±2.21 1.01±0.23 1.03±0.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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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Histological examination of various organs extracted from the
repeated-dose toxicity testing rats.



- 62 -

라 유전독성시험.

시험결과 에 나타난 바와 같이 음성대조군과 황련추출물 투여군 모Table 15
두 복귀 돌연변이를 유발하지 않았다 따라서 본 실험에서 사용된 황련추출물은.
Salmonella typhimurium 및 변이주를 이용한 결과 유전TA 98 TA 100 Ames test
독성이 없는 것으로 판정되었다.

Table 15. Antimutagenic effect of Coptis Japonica Makino methanol
extract against 4-Nitroquinoline-1-oxide, sodium azide, and
2-Aminoanthracene in Salmonella typhimurinum TA9 and TA100

Sample S9 mix
Herbal
medicine
( /plate)㎍

Number of revertant colonies per plate(mean±S.D)
TA98 TA100

H2O - 24±1.5 110±12
+ 24±2 114±17.7
- 2500 24±2.1 156±12
- 1250 32±0.7 140±20
- 625 23±3.5 146±5.7
- 313 23±5 153±8.5
- 156 20±0.7 143±7.8
+ 2500 35±3.5 162±7.8
+ 1250 33±1.4 160±4.2
+ 625 33±0 143±0.7
+ 313 35±0.7 146±15.5
+ 156 29±1.4 143±2.8

Positive
Control

- 506±69a 772±97b
+ 873±39c 1408±82c

Positive control agents: a4-Nitroquinoline-1-oxide(0.5 /plate),㎍ bSodium azide(0.5 /plate),㎍
c2-Aminoanthracene(0.4 /pl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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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브 추출물 혼합제 급여가 육계 및 산란계의 생산성 향상 효과3.

가 효과를 나타내는 천연물 선정. Prebiotics

전통 동양의학에서 항균활성 및 항염증효능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온 30
여종의 생약 천연물 중에서 황련 상엽 및 금은화 종의 생약을 최종적으로 현장실험( ) , 3
에 사용할 재료로서 선정하였다Prebiotics (Table 16).

이들 중 황련과 금은화는 아래에 기록되어 있는, 전통 동양의학의 본초학적

분류상 청열약에 속하는 가지 종류의 약재를 구성하는 주요 성분의 하나이며 상엽4 ,
은 꾸준하게 섭취하는 경우에 고지혈증을 완화시키며 혈관 벽의 동맥경화를 예방하

고 혈액의 흐름을 좋게 하여 혈관을 튼튼하게 하고 혈압을 안정시켜 주며 혈압강하,
에 도움을 주는 생약으로 알려져 있다.

청열사화약 결명자 노근 담죽엽 석고 죽엽 지모 청상자 치자 하고초A. : , , , , , , , ,
청열조습약 고삼 용담 진피 황금 황련 황백B. : , , , , ,
청열양혈약 목단피 생지황 자근 적작약 현삼C. : , , , ,
청열해독약 금은화 대청엽 백두옹 사간 산두근 어성초 연교 청대D. : , , , , , , ,

이들의 메탄올 추출물은 공히 Escherichia coli와 Salmonella enteritidis에
대한 항균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특히, 황련(Coptis Japonica Makino 의 메탄올 추출)
물 및 이로부터 최종적으로 분리 정제되어 밝혀진 단일화합물인 은, Berberine Paper

확산법에 의한 를 통하여 본 연구에서 시험한 어떠한 생약Disc Inhibition Zone Test
보다 더욱 강력한 항균활성 뛰어남을 증명하였다(Fig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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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6. Antibiotic activities of traditional herb extracts(Paper disc
diffusion method).

Herb
Methanol extract Water extract

E. coli S. enteritidis E. coli S. enteritidis

Coptis chinensis ( )黃連 +++ +++ - +

Morus alba L.( )桑葉 + + - -
Lonicera japonica
Thunberg( )金銀花

++ ++ - -

-: No inhibition, +: Inhibition size 1-3mm, ++: Inhibition size 4-5mm

Fig 10. Antibiotic activities of berberine purified from
Coptis Japonica Maki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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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선정된 생약의 항균활성 추출물 제조.

현장실험에 사용된 생약의 메탄올 추출물은 실험에 사용된 각 생약의 건조중

량 각 에 메탄올 용액 를 각각 가하여 실온에서 대용량 추출기 코바이100kg 75% 200L (
오텍 내부용량 리터 최대추출용량 리터 를 이용하여 하룻밤 추출한 후 거즈 및, 500 , 325 )
여과지로 수차례 여과하였고 이를 를 이용하여 감압농축한, rotary vacuum evaporator
후 의 에탄올 용액에 재용해하여 현장실험의 재료로 사용하였다1 L 75% .

최종적으로 이를 사용한 가금류용 사료첨가제를 개발하는 경우의 경제성 황(
련의 경우 금은화 및 상엽의 가격 중국산 보다 중국산지에서 적게는 배 많게는( ) 7 8 ,～
배 이상 을 고려하여 각 추출물의 비율을 금은화 상엽 황련10 ) : : = 48.5 : 48.5 : 3.0

으로 배합하여 허브 추출물 혼합제 이후의 현장적용실험에 사용하였다( ; HEM) (Fig
11, Table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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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1. Extraction Process of traditional herb extract mixture (HEM) for
field experi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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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육계의 성장촉진 효과.

본 시험에서는 허브 추출물 혼합제 금은화 상엽 황련 추출물을 일(HEM; , ,
정비율로 배합 를 시험사료에 첨가하여 사용하였다 시험사료는 항생제와; Table 17) .

을 함유한 대조구 대조구와 동에너지 동단백질이 되게끔 배합HEM 0% (Control), -
한 항생제 처리구 그리고 대조구와 동에너지 동단백질이면서 을 첨(T2), - HEM 0.3%
가구 의 처리로 하였다 전기사료 일령 는 조단백질(T2) 3 . (1-14 ) ME 3100 kcal/kg,

가 되게 배합하였다 후기사료 일령 는 조21.0% (Table 18). (15-35 ) ME 3100 kcal/kg,
단백질 가 되도록 배합하였다19.0% (Table 19).

Table 17. Compositions of herbal medicine adding to diets of broiler

Items Composition(%)
Lonicera Flos( )金銀花 48.5
Morus alba L.( )桑葉 48.5
Coptis chinensis( )黃連 3.0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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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8. Experimental formula of broiler starter diets (0-14 d of age)

Diets1
Control T1 T2

Ingredients: --------------- (%) ---------------
Corn 58.99 58.99 58.99
Soybean meal 24.02 24.02 24.02
Corngluten meal 8.51 8.51 8.51
Wheat bran 3.00 2.70 2.00
Soybean oil 2.00 2.00 2.00
TCP 1.78 1.78 1.78
Limestone 0.79 0.79 0.79
Salt 0.40 0.40 0.40
DL-methionine 0.19 0.19 0.19
L-lysine HCL 0.12 0.12 0.12
Vitamin premix2 0.10 0.10 0.10
Mineral premix3 0.10 0.10 0.10

100 100 100
Chemical composition: %
ME(kcal/kg) 3,100 3,100 3,100
CP 21.00 21.00 21.00
Ca 1.00 1.00 1.00
Lysine 1.10 1.10 1.10
Methionine 0.50 0.50 0.50
AP 0.45 0.45 0.45

1 Control : 0% herb extract mix, 0% antibiotic
T1 : Zn-Bacitracin
T2 : 0.3% herb extract mix

2 Provided per kilogram of diet: vit. A, 5,500IU; vit. D3, 1,100IU; vit. E, 11IU; vit. B12 0.0066mg; riboflavin, 4.4mg;
niacin, 44mg; pantothenic acid, 11mg(Ca-pantothenate, 11.96mg); choline, 190.96mg (choline chloride 220mg);
menadione, 1.1mg (menadione sodium bisulfite complex, 3.33mg); folic acid, 0.55mg; pyridoxine, 2.2mg(pyridoxine
hydrochloride, 2.67mg); biotin, 0.11mg; thiamin, 2.2mg(thiamine mononitrate, 2.40mg); ethoxyquin, 125mg.

3 Provided in mg per kilogram of diet; Mn, 120; Zn, 100; Fe, 60; Cu, 10; I, 0.46; Ca, min: 150 max: 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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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9. Experimental formula of broiler grower diets (15-35 d of age)

Diets1
Control T1 T2

Ingredients: ---------------(%)-------------
Corn 62.89 62.59 61.89
Soybean meal 24.01 24.01 24.01
Corngluten meal 5.01 5.01 5.01
Wheat bran 3.00 3.00 3.00
Soybean oil 2.00 2.00 2.00
TCP 1.23 1.23 1.23
Limestone 1.10 1.10 1.10
Salt 0.40 0.40 0.40
DL-methionine 0.08 0.08 0.08
L-lysine HCL 0.08 0.08 0.08
Vitamin premix2 0.10 0.10 0.10
Mineral premix3 0.10 0.10 0.10

100 100 100
Chemical composition: %
ME(kcal/kg) 3,100 3,100 3,100
CP 19.00 19.00 19.00
Ca 0.90 0.90 0.90
Lysine 1.00 1.00 1.00
Methionine 0.38 0.38 0.38
AP 0.35 0.35 0.35

1 Control : 0% herb extract mix, 0% antibiotic
T1 : Zn-Bacitracin
T2 : 0.3% herb extract mix

2 Provided per kilogram of diet: vit. A, 5,500IU; vit. D3, 1,100IU; vit. E, 11IU; vit. B12 0.0066mg;
riboflavin, 4.4mg; niacin, 44mg; pantothenic acid, 11mg(Ca-pantothenate, 11.96mg); choline, 190.96mg
(choline chloride 220mg); menadione, 1.1mg (menadione sodium bisulfite complex, 3.33mg); folic acid,
0.55mg; pyridoxine, 2.2mg(pyridoxine hydrochloride, 2.67mg); biotin, 0.11mg; thiamin, 2.2mg(thiamine
mononitrate, 2.40mg); ethoxyquin, 125mg.
3 Provided in mg per kilogram of diet; Mn, 120; Zn, 100; Fe, 60; I, 0.46; Ca, min: 150, max: 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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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계의 성장에 미치는 효과1)

생약유래 의 사료첨가가 육계의 생산성에 미치는 효과를prebiotics Table
에 나타냈다 성장률 사료섭취량 및 사료효율에 있어서 처리구들 사이에20 . , 3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그러나 허브 추출물 혼합제를 첨가한 시험구의.
경우 생존율이 항생제 첨가구와 함께 대조구와 비교하여 약 의 상승된 결과를3%
나타냄으로서 본 연구에 사용된 허브 추출물 혼합제의 첨가는 육계의 생존성 향상에

다소 도움을 주는 것으로 사료된다.

Table 20. Effect of herbal extract mix in broiler diets on the growth
performance of broiler

Items Diets1
Control T1 T2

0-14 d;
Feed intake, g/bird 584±26.52 579±17.25 572±46.59
BW gain, g/bird 389±15.77 365±15.42 384±28.27
Feed/gain 1.51±0.13 1.59±0.03 1.50±0.13
Survivability, % 97.33±3.34 99.17±1.67 98.67±2.71
14-35 d;
Feed intake, g/bird 2,306±54.45 2,360±99.47 2,248±182.65
BW gain, g/bird 1,280±105.42 1,223±46.72 1,213±67.26
Feed/gain 1.82±0.11 1.93±0.08 1.86±0.14
Survivability, % 96.28±1.99 99.17±1.67 100
0-35 d;
Feed intake, g/bird 2902±80.96 2937±110.05 2820±182.42
BW gain, g/bird 1672±111.58 1587±36.00 1598±60.96
Feed/gain 1.75±0.08 1.85±0.06 1.76±0.11
Survivability, % 95.67±4.71 98.34±1.92 98.12±3.71

1 Control : 0% Herbal extract mix, 0% antibiotics
T1 : Zn-Bacitracin
T2 : 0.3% Herbxal medicine mi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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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육의 이화학적 평가 색도 경도2) ( , , pH, WHC)

흉근의 는 처리간 차이가 없었으며 근육의 수분보유량은 과 에서pH , T1 T2
대조구보다 유의적으로 증가한 것을 관찰하였다 육계의 흉근과 대퇴근의(Table 21).
착색도를 비교해 본 결과 처리구 간에 유의한 차이가 검출되지(Fig 12, Table 22),
않았으며 흉근 및 대퇴근 특히 흉근의 경도에 있어서도 처리구들 사이에 유의성이, ,
검출되지 않았다 육계의 가슴살의 관능평가 결과 맛과 풍미. (Fig 13, Table 23) ,
질감 전체적인 기호도의 평가항목에서 대조구에 비해 과 에서 높은 점수를, T1 T2
받았다 이화학적 평가 결과를 볼 때 허브 추출물 혼합제 급여는 계육의 품질 및. ,
관능적 평가를 향상시켜 생산성 향상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사료된다.

Table 21. Change of pH of raw chicken breast and thigh from broilers fed
herb extract mix.

Diets1 pH WHC(%)

Control 5.74±0.04 76.73±2.12a

T1 5.80±0.02 82.37±2.34b

T2 5.79±0.03 82.86±3.21b

1 Control : 0% herb extract mix, 0% antibiotics
T1 : Zn-Bacitracin
T2 : 0.3% Herbal extract mix

a-b Means with different superscripts within the same column are significantly different(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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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rol T1 T2

Fig 12. Broiler meat fed herb extract mi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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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2. Effect of herb extract mix on the color and hardness of broiler
meat

Items
Diets1

Control T1 T2
Color scores;

Breast;

L 2 61.40±2.875 64.27±5.50 62.74±5.60

a 3 3.72±0.57 3.63±1.29 3.58±1.36

b 4 7.76±2.38 6.75±2.16 6.55±2.02

Thigh;

L 56.46±3.96 60.03±3.40 59.27±7.18

a 5.01±0.90 5.25±1.62 5.18±1.39

b 4.35±2.38 4.25±2.97 4.47±1.58

Hardness;

Breast, kg/cm2 1.51±0.28 1.48±0.07 1.57±0.26

Thigh, kg/cm2 1.87±0.32 1.95±0.55 1.99±0.63

1 Control : 0% herb extract mix, 0% antibiotic
T1 : Zn-Bacitracin
T2 : 0.3% herb extract mix

2 Lightness of sample, Where 0 = black to 100 = white.
3 Redness of sample, Where -80 = green to 100 = red.
4 Yellowness of sample, Where -80 = blue to 70 = yellow.
5 Mean ± S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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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3. Cooked chicken breast meats for sensory properties

Table 23. Sensory properties of cooked chicken breast meat fed herb
extract mix

Items Diets1
Control T1 T2

Color 6.33±0.28 6.16±0.25 6.66±0.15

Flavor 6.50±0.30a 7.83±0.25c 7.00±0.22b

Taste 6.33±0.34a 8.16±0.32c 7.25±0.20b

Texture 7.33±0.26a 9.16±0.15c 8.26±0.27b

Acceptability 8.33±0.34a 9.66±0.30b 8.75±0.28ab

1 Control : 0% herb extract mix, no antibiotics
T1 : Zn-Bacitracin
T2 : 0.3% herb extract mix

a-b Means with different superscripts within the same column are significantly different(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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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육의 지방산 함량3)

허브 추출물 혼합제 첨가에 따른 가슴부위살의 지방산 함량 조성은 Table
과 와 같다 지방산중 가장 많은 함량을 나타내는 는24 Fig 14-15 . Oleic acid(18:1)

첨가구가 대조구보다 높게 나타났고 의 함량은 첨가구가, Stearic acid(18:0)
대조구보다 다소 낮게 나타났다 그 외 등. Palmitic acid(16:0), linolenic acid (18:3)
기타 지방산 함량 분석 결과로 판단할 때 허브 추출물 혼합제 투여구와 대조구,
계육의 지방산 함량의 차이는 항목별로 크게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최종적으로 볼 때 총 포화지방산 함량은 대조구가 첨가구보다 많게 총,
불포화지방산 함량은 첨가구가 대조구보다 많게 나타남으로써 본 실험에 사용된

허브 추출물 혼합제는 육계에 첨가하여 급여하는 경우 체내 지방산조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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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Fatty acid composition of the breast muscle fat from broilers fed herb
extract mix

Diets1
Control T1 T2

Fatty acids --------------- (%) -------------
14:0 0.89 0.92 0.96
14:1 2.74 2.22 1.88
16:0 24.77 24.62 24.25
16:1 6.96 7.45 7.93
18:0 7.86 7.00 7.33
18:1 37.88 39.15 38.66
18:2 14.88 14.85 15.05
18:3 1.98 2.32 2.12
SFA* 33.52 32.54 32.54
USFA** 64.44 65.99 65.64

1 Control : 0% herb extract mix, no antibiotics
T1 : Zn-Bacitracin
T2 : 0.3% herb extract mix

* Saturated fatty acid ** Unsaturated fatty ac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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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4. GC chromatogram of standard fatty acid

Fig 15. GC chromatogram of the control breast muscle fatty ac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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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계 도체율에 미치는 영향4)

허브 추출물 혼합제를 육계사료에 첨가하여 급여하는 경우 비가식부인,
내장과 복부지방의 비율 및 도체율에 미치는 영향을 에Table 25, Fig 16
나타내었다 복부지방 비율에서는 과 에서 보다 유의적으로 낮은. T1 T2 Control
수치를 나타내었으며 도체율은 대조구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는 본 시험에 사용된, .
허브 추출물 혼합제를 사료에 첨가하여 육계에 급여하는 경우 비가식부위인 내장

및 복부지방의 비율이 감소를 유발하여 도체의 수율이 높아지는 것으로 판단된다.

Table 25. Effect of herb extract mix on the giblet, abdominal fat and
carcass yield of broilers

Diets1

Control T1 T2
Giblet(%) 6.34±1.28 6.17±1.04 6.24±0.78

Abdominal fat(%) 4.39a±0.62 3.97c±0.75 4.08b±0.57
Carcass yield(%) 62.45b±2.54 65.20a±3.12 64.58a±4.20

1 Control : 0% herb extract mix, no antibiotics
T1 : Zn-Bacitracin
T2 : 0.3% herb extract mix

a-b Means with different superscripts within the same column are significantly different(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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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6. Effect of herb extract mix on the abdominal fat of broiler

라 산란계의 생산성과 계란 품질향상 효과.

본 시험에서는 허브 추출물 혼합제 금은화 상엽 황련추출물을 일정비율로( , ,
배합 를 시험사료에 첨가하여 사용하였다 시험사료는 항생제와 허브 추; Table 17) .
출물 혼합제를 함유한 대조구 대조구와 동에너지 동단백질이 되게끔0% (Control), -
배합한 처리구 그리고 대조구와 동에너지 동단백질이면서 허oxytetracycline (T2), -
브 추출물 혼합제 첨가구 의 처리로 하였다 모든 시험사료는 동에너지0.3% (T2) 3 .

동단백질 이 되게끔 배합하였다(TMEn 2,780 kcal/kg)- (17.0%) (Table 26).

산란계의 난생산에 미치는 영향1)

항생제와 허브 추출물 혼합제를 급여한 산란계에 있어서 산란율의 3 4%～
상승을 난중 및 총난중이 다소 상승하는 결과를 얻었으나 유의성은 없었고 사료섭, ,
취량 및 난생산 사료효율에 있어서도 처리구에 따른 유의적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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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결과는 본 산란계 사양시험이 아주 청결한 조건에서 수행된 결과(Table 27).
라고 사료된다. .

계란의 품질에 미치는 효과2)

허브 추출물 혼합제의 첨가가 난질에 미치는 영향은 에 수록된 바Table 28
와 같다 허브추출물의 첨가는 계란의 난각두께와 난황색을 개선시키는 효과를 나타.
내는 것으로 판단되었으나 난각강도 난각색 및 계란의 신선도를(Fig 17, P<0.05), , ,
나타내는 지표인 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와 같은 허브 추Haugh unit .
출물 혼합제의 난각두께와 난황색을 개선시키는 기작에 대해서는 명확히 설명하기

는 어려우나 본 시험에 사용된 허브 추출물 혼합제의 추출물이 공시계의 체내에서,
난황 내 대사 중에서 대사와 사료 내의 이행을 촉진하여 난황색 개Ca xanthophyll
선과 난각두께의 상승에 긍정적인 영향을 나타낸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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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6. Experimental formula of layer diets
Diets1

Control T1 T2
Ingredients: --------------- (%) -------------
Yellow corn 52.82 52.82 52.82
Soybean meal 18.05 18.05 18.05
Rapeseed meal 2.00 1.70 1.00
Animal fat 0.80 0.80 0.80
Lysine-HCl 0.46 0.46 0.46
DL-Methionine 0.14 0.14 0.14
Salt 0.25 0.25 0.25
Limestone 9.12 9.12 9.12
Dicalcium phosphate 1.05 1.05 1.05
Mineral premix2 0.20 0.20 0.20
Vitamin premix3 0.06 0.06 0.06
Choline Cl(50%) 0.05 0.05 0.05
DDGS4 15.00 15.00 15.00
Herb extract mix 0 0 0.3
Oxytetracycline - + -

100.0 100.0 100.0
Calculated composition:%, as-fed basis
Moisture 11.28 11.28 11.28
Crude protein 17.00 17.00 17.00
Crude fat 5.57 5.57 5.57
Crude fiber 3.02 3.02 3.02
Crude ash 13.12 13.12 13.12
Calcium 3.82 3.82 3.82
Phosphorus 0.55 0.55 0.55
TMEn5, kcal/kg 2,780.00 2,780.00 2,780.00
Essential amino acids:%, as-fed basis
Lysine 0.87 0.87 0.87
Methionine 0.43 0.43 0.43

1 Control : 0% herb extract mix, 0% antibiotic
T1 : Zn-Bacitracin
T2 : 0.3% herb extract mix

2 Provided followings per kg of diet : Cu, 10mg; Fe, 80mg; Mn, 80mg; Zn, 80mg; I, 0.9mg; Se, 0.2mg;
3 Provided followings per kg of diet : vit. A, 12,000IU; vit. D3, 3,000IU; tocopherol 15mg; vit. K3, 2mg; thiamin,
2.0mg; riboflavin, 6.0mg; pyridoxin, 2mg; vit. B12, 0.03mg; folic acid, 1.0mg; biotin, 0.15mg; niacin, 45mg; D-Ca
pantothenate, 15mg; antioxidant, 0.5mg.
4 Corn distillers dried grains with solubles from the US.
5 Calculated valu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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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7. Effect of herbal medicine on the production performance of layer1

Items
Diets2

Control T1 T2
Feed intake, g/bird/day 126±0.85 120±2.3 123.7±7.2
Laying rate3, % 88.0±7.16 91.2±5.08 92.5±2.26
Egg weight, g/egg 64.3±2.52 66.2±2.43 66.5±1.75
Total egg weight, kg 13.63±1.13 13.94±11.74 14.01±0.41
Feed conversion4 2.33±0.22 2.29±0.20 2.25±0.11
1Lohman Brown Layers
2 Control : 0% herb extract mix, no antibiotics

T1 : Zn-bacitracin
T2 : 0.3% herb extract mix

3 Hen-day egg production rate.
4 Feed intake / egg weight.
5 Mean ± S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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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8. Quality characteristics of eggs from hens fed herb extract
mix during storage at 4 for 15 days℃

Items
Diets1

Control T1 T2

Egg weight, g/egg 64.25±2.502 66.22±2.43 66.46±1.75

Egg-shell weight, g/egg 0.38±0.08 0.38±0.08 0.38±0.23

Egg-shell hardness, kg 4.24±0.19 4.26±0.31 4.09±0.26

Egg-shell thickness, ㎛ 8.37±0.29c 8.78±0.30b 8.97±0.58a

Egg-shell color, % 36.03±2.52 36.31±2.71 36.38±1.33

Albumen height, mm 4.06±0.55 4.09±0.58 4.19±0.95

Haugh units 54.54±6.90 54.03±8.45 53.80±11.37

Yolk color(Roche)2 7.76±0.28b 7.84±0.31b 8.13±0.33a

1 Control : 0% herb extract mix, no antibiotics
T1 : Zn-bacitracin
T2 : 0.3% herb extract mix

2 Mean ± SD, a-b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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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rol]

[T1]

[T2]

Fig 17. Eggs from hens fed herb extract mi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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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란의 지방산 및 콜레스테롤 함량3)

허브 추출물 혼합제 첨가가 난황의 지방산 조성 및 콜레스테롤 함량에

미치는 영향은 에 수록된 바와 같다 불포화 지방산 중에서Table 29, Fig 18-19 .
필수지방산인 는 항생제 첨가구 및 허브 추출물 혼합제linoleic acid(18:2) (T1)
첨가구 에서 상승하였고 의 함량도 및(T2) 1.05 1.6% , linolenic acid(18:3) T1～
에서 높은 증가를 나타냄으로써 최종적으로 허브 추출물 혼합제 첨가구는T2

대조구와 비교하여 난황의 지방산 중 약 정도 불포화 지방산 함량이 높아진1.38%
결과를 나타내었다 또한 의 경우 난황의 콜레스테롤 함량이 대조구와 비교하여. , T2
다소 낮아짐을 관찰할 수 있었는데 이것은 포화지방산 중에서 혈중 콜레스테롤,
농도를 상승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함량의 감소와 함께 혈중Palmitic acid(16:0)
콜레스테롤 농도를 하강시키는 기능을 소유한 것으로 알려진 linolenic acid(18:3)
함량의 증가에 기인하는 것으로 추론된다.

따라서 본 시험에 사용된 허브 추출물 혼합제를 산란계에 첨가 급여하는-
경우 불포화 지방산 함량이 증가함과 동시에 콜레스테롤 함량이 낮은 고품질 계란의

생산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난황의 지방산패에 미치는 영향4)

허브 추출물 혼합제의 첨가가 저장중인 난황의 지방산패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대조구와 처리구 모두에서 저장기간이 증가함에 따라(Table 30),
지방산패도가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그러나 허브 추출물 혼합제 첨가에 따른.
유의적 차이가 발견되지 않음으로 보아 본 시험에 사용된 허브 추출물 혼합제는

계란의 저장에 따른 신선도 유지에는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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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9. Effect of herb extract mix on the fatty acid composition and
cholesterol content of egg yolk

Diets1

Control T1 T2
Cholesterol(mg/g) 18.46±1.02 18.12±1.33 17.76±1.70

Fatty acids(%)

14:0 1.65 1.96 2.12

16:0 30.74 27.55 28.14

16:1 2.19 2.24 2.08

18:0 12.97 13.88 14.33

18:1 33.64 33.98 33.84

18:2 14.27 15.87 15.32

18:3 0.35 0.52 0.59

SFA* 45.36 43.39 44.59

USFA** 50.45 52.61 51.83
1 Control : 0% herb extract mix, no antibiotics

T1 : Zn-bacitracin
T2 : 0.3% herb extract mix

* Saturated fatty acid
** Unsaturated fatty ac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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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8. GC chromatogram of standard fatty acid

Fig 19. GC chromatogram of control egg yolk fatty acid compos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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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0. Effect of herb extract mix on the change of TBARS in egg

Diets1
Control T1 T2

TBARS(MA mg/kg)
0 day 0.17±0.0112 0.16±0.009 0.18±0.021
4th day 0.22±0.013 0.21±0.038 0.21±0.014
8th day 0.24±0.020 0.25±0.022 0.23±0.027
12th day 0.31±0.016 0.29±0.023 0.28±0.030

1 Control : 0% herb extract mix, 0% antibiotic
T1 : Zn-Bacitracin
T2 : 0.3% herb extract mix

2 Mean ± S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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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육계 및 산란계의 혈액 생화학적 성분변화.

허브 추출물 혼합제의 급여가 육계 및 산란계의 혈액에 미치는 영향을

에 나타내었다 허브 추출물 혼합제 첨가구가 항생제 첨가구와 함께 혈액Table 31 .
중성지방과 총콜레스테롤 함량을 유의적으로 감소시켰다 혈중 글루코스 및 의. IgG
농도는 첨가구와 무처리구에 있어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혈청. GOT, GPT,

수준도 대조구와 차이가 없어 허브 추출물 혼합제가 간기능에 영향을 주지 않ALP
는 것으로 사료된다.

이상의 결과로 추론할 때 본 시험에 사용된 허브 추출물 혼합제의 급여는

육계 및 산란계에 있어서 혈액의 생화학적 조성에 별다른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

음과 동시에 부수적인 효과로서 혈액 내 총 콜레스테롤과 중성지질함량을 다소 낮추

어 주는 유익한 작용을 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Fig 20. Separated serum from experimental layer's bl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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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1. Effect of herb extract mix on serum components of broiler
and layer

Diet1

Parameter
Broiler Layer

Control T1 T2 Control T1 T2

TG 130.5±8.25a 116.6±10.24b 118.8±8.12b 97.8±4.5800a 87.4±6.47b 82.1±8.12b

Total
cholesterol 163.0±12.10

a 155.4±6.24ab 147.9±7.31b 178.8±14.20a 164.9±11.25b 165.3±9.20b

HDL 65.5±7.24 68.2±4.61 69.22±9.21 67.24±6.47 68.45±7.54 66.75±2.28

Glucose 240.1±14.20 224.9±9.54 232.1±10.57 273.4±13.27 287.0±10.47 269.7±8.45

IgG
(mg/ )㎗ 18.66±1.24 17.10±2.40 18.15±1.74 14.85±2.04 15.44±1.34 15.25±1.87

GOT(Karmen/ml) 35.15±4.25 37.33±4.10 35.47±2.40 34.74±5.66 33.45±2.20 34.52±7.24

GPT(Karmen/ml) 24.20±3.20 23.40±2.78 25.45±1.62 25.85±3.27 25.30±2.41 23.37±1.98

ALP(K-A) 20.2±3.47 19.8±2.81 21.7±5.42 18.7±2.30 19.7±1.87 18.5±1.64

1 Control : 0% herb extract mix, 0% antibiotic
T1 : Zn-Bacitracin
T2 : 0.3% herb extract mix

a-b Means with different superscripts within the same column are significantly different(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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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육계 및 산란계의 소장점막의 효소활성.

육계에서 적출한 십이지장의 점막을 취해 이당류 가수분해 효소인 maltase,
의 활성을 측정한 결과는 와 같다 항생제 첨가구 와 허브 추출물sucrase Fig 21 . (T1)

혼합제 첨가구 에서의 효소 활성이 대조구보다 증가한 경향을 보였고(T2) maltase ,
의 활성은 처리구간 차이가 없었다 조직검사에 의한 현미경적 관찰결과 각sucrase .

군의 소장융모의 크기나 모양에 있어서도 그룹간 차이가 없었다(Fig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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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1. Effects of Herb extract mix on maltase, sucrase activities of
small intestine from broil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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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2. Histological examination of small intestine fed herb extract
mix (x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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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육계 및 산란계의 장기 무게변화 및 병변관찰.

사양시험이 종료된 후 평균체중에 가까운 일령의 육계 및, 36 (Cobb 500)
Lohmann 계통의 주령 산란계를 수씩 선발하여 경정맥 방혈을 실시한 직Brown 34 3
후 탈모기에서 우모를 제거한 다음 십이지장에서부터 결장부위 간 및 췌장부위를,
적출하였다 이를 생리식염수로 수차례 세척하고 물기를 제거한 다음 평균무게를 측. ,
정하고 장기의 이상 유무를 조직검사를 통하여 관찰하였다, (Fig 23).

및 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허브 추출물 혼합제의 급여Table 32 Figure 24 ,
는 육계 및 산란계의 장기에 특이한 병변 또는 이상을 유발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

나 전체적으로 허브 추출물 혼합제 첨가구에서 장기무게의 감소경향이 일관되게 나,
타났다 이것으로 판단할 때 본 시험에 사용된 허브 추출물 혼합제의 지속적인 급여. ,
는 육계 및 산란계의 장기조직형성에 있어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음과 동시

에 육계에 있어서 비 가식부위인 장기비율의 감소를 유발함으로써 도체율의 증가에,
의한 도체품질상승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사료된다.

Fig 23. Effects of herb extract mix on intestine of layer and broil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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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2. Effect of herb extract mix on the weights of pancreas, liver
and intestine of broiler and layer

Diets1
Pancreas Liver Intestine

g/100 g BW

Broiler

Control 0.23±0.02 2.41±0.08 2.04±0.04

T1 0.21±0.01 2.35±0.10 1.95±0.06

T2 0.22±0.02 2.34±0.05 1.97±0.03

Layer

Control 0.23±0.02 2.38±0.06 2.11±0.07

T1 0.22±0.03 2.40±0.09 2.00±0.03

T2 0.23±0.04 2.40±0.07 2.05±0.06
1 Control : 0% herb extract mix, 0% antibiotic

T1 : Zn-Bacitracin
T2 : 0.3% herb extract mi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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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4. Histological examination of various organs from broiler fed the
herbal medicine ex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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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육계 및 산란계의 장내 개선효과.

맹장 내용물의 미생물 분석1)

에서 보는 바와 같이 허브 추출물 혼합제의 급여는 항생제와 함께Table 33
산란계에 있어서 공히 Salmonella sp., E. coli 및 총 의 균수를 유의적으로bacteria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오히려 항생제보다도 더 효과적으로 나타났다 이는, .
본 실험에 사용된 허브 추출물 혼합제가 장관을 통과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종류의

병원성 세균에 대한 를 소유함을 증명하는 동시에 전체적인 미antagonisitic activity
생물의 개체수도 감소시키는 결과를 가져온 것으로 보인다 허브 추출물 혼합제가.
육계의 생산성 성장률 사료섭취량 및 사료효율 과 산란계의 난생산성에 부정적인 영( , )
향을 미치지 않았음을 고려할 때 보다 정밀한 연구가 뒷받침되어야 할 것으로 여겨,
지나 당 허브 추출물 혼합제의 급여가 장내 유익균의 유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
는 원인으로 작용하기보다는 유해균의 감소에 기여하는 긍정적인 영향이 크다고 판

단된다.
따라서 이러한 결과는 본 허브 추출물 혼합제의 급여가 가축의 생산성을 간

접적으로 증진시키기 위한 항생물질 대체제로서 이용가능함을 시사하는 것으로 사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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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3. Effect of herb extract mix on the microbial number in the
cecum of broiler and layer

Diets1
Salmonella
sp. E. coli Total

bacteria Anaerobes
cfu log10/g

Broiler
Control 3.48±0.33a 5.12±0.24a 8.79±1.20a 4.76±0.26

T1 2.75±0.47ab 4.85±0.15ab 7.25±0.87ab 3.94±0.18
T2 2.56±0.18b 4.57±0.36b 6.65±1.21b 3.85±0.24

Layer
Control 3.20±0.24a 5.46±0.14a 8.31±0.54a 5.21±0.61

T1 2.52±0.41b 4.88±0.20b 7.84±0.25ab 4.79±0.67
T2 2.42±0.67b 4.57±0.42b 7.24±0.36a 4.53±0.52

1 Control : 0% herb extract mix, 0% antibiotic
T1 : Zn-Bacitracin
T2 : 0.3% herb extract mix

a-b Means with different superscripts within the same column are significantly different(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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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변의 유해가스 발생에 미치는 영향2)

허브 추출물 혼합제의 급여가 배설된 분변에서 발생하는 유해가스의 발생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기 위하여 육계중기 및 후기에서 채취한 분의 암모니아 및 황

화수소 가스를 측정한 결과를 에 나타내었다 전반적으로 암모니아Fig 25, Table 34 .
가스의 발생량이 황화수소 발생량보다 현저히 낮게 나타났으며 육계후기로 갈수록,
대조구에서 보다 허브 추출물 혼합제 첨가구에서 유해가스의 발생량이 감소하는 경

향을 나타내었다 이는 상기 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장내 미생물 개체수의. Table 31
감소가 허브 추출물 혼합제의 첨가에 의하여 를 분비하는 암모니아 생산원인균urase
의 번식과 연계되어 유해가스의 발생량이 감소한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암모니아. ,
가스 농도가 이상에서 가축은 생산성을 감소시키며 폐렴의 발생율 상승원50 ppm ,
인으로 지목되는 황화수소가스의 발생량이 육계후기에서 최대 정도 감소한31.7%
결과는 허브 추출물 혼합제의 첨가에 의하여 유독가스의 발생에 의한 생산성 저하를

억제가능하다는 면에서 상당히 큰 의의를 지니는 것으로 판단된다.

NH3 gas H2S gas

Fig 25. Detection of NH3 and H2S gases using Gastec detector tubes with
Gastec gas pump from broiler feces after 3 wee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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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4. Effect of herb extract mix on the production of noxious gases
from broiler feces

Diets1
Control T1 T2

ppm

3rd week
NH3 14.4 ± 1.72 12.5 ± 0.54 12.0 ± 1.27
H2S 48.2 ± 5.31 37.6 ± 4.12 30.6 ± 6.53

5th week
NH3 26.7 ± 2.06 23.1 ± 1.74 19.8 ± 3.35

H2S 127.3 ± 13.90 106.9 ± 11.81 97.8 ± 9.22
1 Control : 0% herb extract mix, 0% antibiotic

T1 : Zn-Bacitracin
T2 : 0.3% herb extract mi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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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Salmonella enteritidis 장관정착 억제 효과

1) Salmonella enteritidis에 의한 설사발병 억제 효과

S. enteritidis 의 인위적 감염에 따른 설사 발병률은 에 수록된 바Table 35
와 같다 대조구는 감염 일째 수중 수 수 폐사 항생제 첨가구는 감염 일째. 7 6 5 (2 ), 7 6
수중 수 허브 추출물 혼합제 첨가구는 수 수 폐사 가 설사증세를 나타내2 (T1), 3 (T2, 1 )
었으나 주후에는 대조구만이 수중 수가 설사증세를 나타내었을 뿐 첨가구의 경, 2 6 1 ,
우는 전혀 설사증세를 나타내지 않은 것으로 보아 본 시험에 사용된 허브 추출물 혼

합제는 육계에 급여하는 경우 장내에 존재하는 S. enteritidis 의 증식을 억제하는 효

과를 발휘함으로써 설사증의 발병 감소와 폐사율 저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판단된다.

Table 35. Effect of herb extract mix on the occurrence of diarrhea in
broiler chickens

Diets1

Control T1 T2
Number of occurrence2

0 day 0 0 0
1st week 5 2 3
2nd week 2 0 0

1 Control : 0% herb extract mix, 0% antibiotic
T1 : Zn-Bacitracin
T2 : 0.3% herb extract mix

2 Number of chickens from each 6 chickens tes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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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장 내용물의2) S. enteritidis 수 측정

각 시험구의 맹장에 존재하는 S. enteritidis 의 개체수는 에 나타Table 36
난 바와 같다 접종 주차에서는 대조구에서는 접종 일째와 비교하여 약간의 균수. 1 1
감소가 관찰되었으나 항생제 와 허브 추출물 혼합제 첨가구에서는 상당한, (T1) (T2)
균수의 감소현상이 나타났다 더우기 접종 주차 분석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대조구. 2
에서도 자연적으로 맹장내의 S. enteritidis 개체수가 줄어드는 결과가 얻어졌으나,
허브 추출물 혼합제 첨가구인 의 경우 항생제 첨가구 보다 더욱 유의하게 맹장T2
내의 S. enteritidis 개체수가 감소하였다.

Table 36. Number of Salmonella enteritidis from the cecum of broiler
chickens fed herb extract mix

Diets1

Control T1 T2

cfu log10/g
1 day 3.72 ± 0.542 4.07 ± 0.21 3.87 ± 0.32
1st week 3.14 ± 0.34a 2.34 ± 0.35b 2.25 ± 0.51b

2nd week 2.67 ± 0.22a 1.82 ± 0.51b 0.94 ± 0.22c

1 Control : 0% herb extract mix, 0% antibiotic
T1 : Zn-Bacitracin
T2 : 0.3% herb extract mix

2 Means ± SD for 3 from 6 broiler chickens tested.
a-c Means with different superscripts within the same column are significantly different(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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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장 조직의 주사현미경적 관찰3)

S. enteritidis 의 인위적인 감염에 따른 육계 장기의 관찰 결과 로(Fig 26)
보아도 대조구의 경우 장 점막 상피 표면에 염증반응이 관찰된 반면 항생제 첨가구,

와 허브 추출물 혼합제 첨가구 의 경우에는 장 상피조직이 비교적 건강한 것(T1) (T2)
으로 나타났다 이것으로 볼 때 닭의 생체상태가 보다 정상적인 생육조건하에서는. ,
본 실험에 사용된 허브 추출물 혼합제의 지속적인 투여가 장내에 존재하는 S.
enteritidis 의 개체수 감소를 촉진하며 내장조직을 보호함으로써 닭의 건강한 생육,
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상의 결과는 S. enteritidis 가 닭에 감염되기 이전에 허브 추출물 혼합제

를 꾸준히 투여함에 의해서 S. enteritidis 의 체내감염을 예방가능하다는 것을 뒷받

침 가능한 기초자료로 및 이를 사용한 항생제 대체용 사료첨가제 개발의 중요한 실

증지표로서 활용가능 할 것으로 여겨진다.

Control T1 T2

Fig 26. Scanning electron micrography of broiler chicken cecum
artificially infected with Salmonella enteritid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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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청 항체가 측정4)

S. enteritidis 를 육계에게 인위적으로 접종한 후 일 주일 및 주일 경과1 , 1 2
시점에서 경추탈골법으로 도계한 직후 심장채혈하여 얻은 혈청을 혈청항체가분석에

사용하였다 그 결과 에 나타난 바와 같이 본 실험조건에서는 대조구에 비. Table 37
하여 항생제와 허브 추출물 혼합제 첨가구들의 혈청내 항체역가가 전반적으로 낮게

나타났으며 이는 허브 추출물 혼합제의 급여를 통하여 인위적으로 감염시킨, S.
enteritidis 가 내장기관에서 정착에 실패하여 대조구의 경우보다 신속하게 사라짐에

따라서 감염증상이 완화되는 현상을 촉진하여 유발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Table 37. Blood antibody titer of broiler chicken infected with Salmonella
enteritidis

Diets1

Control T1 T2

cfu log/g

1 day 1 : 2 1 : 2 1 : 2

1st week 1 : 2 1 : 4～ 1 : 4 1 : 4

2nd week 1 : 8 1 : 16～ 1 : 4 1 : 2 1 : 4～
1 Control : 0% herb extract mix, 0% antibiotic

T1 : Zn-Bacitracin
T2 : 0.3% herb extract mi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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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브 추출물 혼합제 첨가가 자돈의 성장 및 장내환경개선 효과4.

가 자돈의 성장 및 돈육의 품질에 미치는 효과.

일령 자돈 두룰 개의 펜 에 두씩50 (L x L x D) 60 12 (2.4m x 1.7m) 5 (♀
두 두 완전임의 배치하였다 시험사료는 항생제나 허브 추출물 혼합제를 첨가3 , 2 ) .♂
하지 않은 사료를 대조구 로 하고 항생제 옥시테트라싸이클린 을(Control) , ( ) 0.05%
첨가한 그리고 허브 추출물 혼합제를 첨가한 가지 사료를 사용하였T1, 0.3% T2 3
다 모든 사료는 조단백질 가 되도록 배합하였다. ME 3396 kcal/kg, 20.5% (Table
38).

주간의 자돈 사양성적은 과 같다 사료섭취량은 항생제 첨가구와5 Table 39 .
허브 추출물 혼합제 첨가구에서 유의적으로 감소하였으나 시험 전 기간동안의 체중,
증가량은 각 구간에 유의적 차이가 없었다 사료효율 사료섭취량 증체량 에서는 대. ( / )
조구 보다 항생제와 허브 추출물 혼합제 첨가구에서 유의하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

다 이러한 사료효율 개선 효과는 이제까지의 항생제 첨가효과의 주된 사항의 하나.
라고 하겠으며 허브 추출물 혼합제 첨가도 이와 같은 사료효율 개선효과를 보인 것,
은 아주 고무적이라고 하겠다 생존률 또한 시험 전 기간 동안 유의적 차이는 없었.
으나 대조구와 비교하여 볼 때 본 연구에 사용된 허브 추출물 혼합제는 자돈의 생육

및 생존에 긍정적 효과가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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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8. The composition of experimental diets for piglet feeding trial

Diets1
Control T1 T2

Ingredients: --------------- (%) ---------------
Yellow corn 47.35 47.35 47.35
Wheat 10.00 9.95 9.7
Soybean meal 29.35 29.35 29.35
Fish meal 2.00 2.00 2.00
Animal fat 4.00 4.00 4.00
Molasses 2.50 2.50 2.50
L-Lysine HCl(30%) 0.94 0.94 0.94
DL-Methionine(99%) 0.14 0.14 0.14
L-Threonine(98%) 0.13 0.13 0.13
Salt 0.23 0.23 0.23
Limestone 0.97 0.97 0.97
Dicalcium phosphate 1.05 1.05 1.05
Sodium Bicarbonate 0.20 0.20 0.20
Lactic acid 0.50 0.50 0.50
Phyzyme 0.05 0.05 0.05
Vitamin premix2 0.30 0.30 0.30
Mineral premix3 0.12 0.12 0.12
Vitamine E 0.02 0.02 0.02
Choline Cl(50%) 0.10 0.10 0.10
Antioxidant 0.05 0.05 0.05
Antibiotic (oxytetracycline) 0 0.05 0
Herb extract mix 0 0 0.3

100 100 100
Chemical composition: %
ME(kcal/kg) 3,396 3,396 3,396
Crude protein 20.05 20.05 20.05
Ca 0.85 0.85 0.85
Lysine 1.30 1.30 1.30
Methionine 0.46 0.46 0.46
P 0.58 0.58 0.58

1 Control : 0% antibiotic, 0% herb extract mix
T1 : 0.05% oxytetracycline
T2 : 0.3% herb extract mix

2 Provided followings per kg of diet: vit. A, 12,000IU; vit. D3, 2,400IU; vit. E, 100mg;
vit. K, 2.54mg; vit. C, 120mg; thiamin, 5.02mg; riboflavin, 8.85mg; pyridoxine, 7.01mg; folic acid,
0.98mg; biotin, 0.31mg; vit. B12, 0.036mg; niacin, 63mg; choline, 1,620mg
3 Provided followings per kg of diet; Cu, 95mg; Mn, 80mg; I, 1.0mg; Se, 0.43mg; Fe, 222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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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9. Effects of herb extract mix on weight gain and feed efficiency
in piglets

Items
Diets1

Control T1 T2
Feed intake, kg 237.24±6.622,b 191.56±32.59a 196.67±27.11a

Feed intake, kg/pig 47.45±1.32b 38.31±6.52a 39.34±5.42a

Feed intake, kg/pig/day 2.26±0.06b 1.82±0.31a 1.87±0.26a

BW gain, kg/pig 20.08±1.24 20.38±3.40 20.03±4.05

Feed/gain 2.37±0.15b 1.89±0.18a 1.99±0.21a

Survivability, % 98.40 100.00 100.00
1 Control : 0% antibiotic, 0% herb extract mix
T1 : 0.05% oxytetracycline
T2 : 0.3% herb extract mix

2 Mean ± SD.
ab Means with different superscripts in the same row significantly differ (P<0.05).

자돈의 혈액 성분변화에 미치는 영향1)

사양시험이 끝난 일령된 돼지의 경정맥으로부터 혈액을 채취하였다 분리85 .
된 혈청 내 총콜레스테롤과 중성지질은 대조구에 비하여 항생제 첨가구 와 허브(T1)
추출물 혼합제 첨가구 에서 유의적으로 감소하였고 나머지 분석항목들은 대조(T2) ,
구와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간기능 검사항목인 효소활(Table 40). GOT, GPT, ALP
성도 대조구와 차이를 보이지 않아 허브 추출물 혼합제가 간대사에 영향을 주지 않

는 것으로 사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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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0. Effect of herb extract mix on serum components of pigs

Diets1

Parameter
Control T1 T2

TG 77.5±8.25b 65.6±3.24a 63.2±4.12a

TC 135.0±8.64b 118.4±5.30a 120.4±10.24a

HDL 55.5±7.24 58.2±4.61 59.22±9.21

Glucose 122.1±4.20 118.4±4.22 116.4±5.24

IgG
(mg/ )㎗ 13.2±2.51 12.7±3.12 13.3±2.32

GOT(Karmen/ml) 45.2±6.20 47.13±3.07 45.47±5.18

GPT(Karmen/ml) 18.20±4.51 16.48±3.82 15.45±1.42

ALP(K-A) 15.4±1.25 14.8±3.04 14.05±3.40

1 Control : 0% antibiotic, 0% herb extract mix
T1 : 0.05% oxytetracycline
T2 : 0.3% herb extract mix

a-b Means with different superscripts within the same column are significantly different(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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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돈의 소장점막 효소활성2)

사양시험이 끝난 후 적출한 십이지장의 점막을 취해 이당류 가수분해 효소,
인 의 활성을 측정한 결과는 와 같다 항생제구와 허브 추출maltase, sucrase Fig 27 .
물 혼합제 첨가구 및 대조구 사이의 이당류 가수분해 효소활성에는 차이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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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7. Effects of herb extract mix on maltase and sucrase activities in
pig intest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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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돈의 간과 등심의 콜레스테롤 함량 측정3)

사양시험 종료 후 적출한 간과 등심의 콜레스테롤 함량은 에 나타, Table 41
났다 자돈의 혈액성상에서와 같이 허브 추출물 혼합제를 투여한 군의 간의 콜레스.
테롤 함량은 대조구보다 유의적으로 감소하였다 등심의 콜레스테롤은 처리간에 차.
이를 보이지 않았다.

Table 41. The cholesterol concentrations of liver and loin of pigs fed herb
extract mix (mg/g dry wt.)

Diets1
Tissue Control T1 T2

Liver 15.5±3.25b 13.6±1.42ab 12.1±2.32a

Loin 5.2±0.95 5.0±0.45 4.8±0.26
1 Control : 0% antibiotic, 0% herb extract mix
T1 : 0.05% oxytetracycline
T2 : 0.3% herb extract mix

a-b Means with different superscripts within the same column are significantly different(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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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육의 일반성분 분석4)

에는 돈육의 일반성분 분석결과를 수록하였다 분석한 일반성분 함Table 42 .
량들은 처리구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Table 42. Proximate compositions(%) of pork loins from pigs fed herb
extract mix

Diets1
Items Control T1 T2

Moisture 78.43±1.24 79.81±1.57 78.92±1.37

Protein 22.42±0.45 23.26±0.75 23.84±0.25

Fat 2.40±0.28 2.32±0.34 2.25±0.22

Ash 1.11±0.04 1.08±0.03 1.10±0.06
1 Control : 0% antibiotic, 0% herb extract mix
T1 : 0.05% oxytetracycline
T2 : 0.3% herb extract mi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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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육의 이화학적 특성5)

돈육의 와 전단가는 처리구간에 차이가 없었다 돈육의 육색pH (Table 43).
및 지방색의 결과는 과 와 같다 육색의 명도를 나타내는 값과 적색Fig 28 Table 44 . L
도를 나타내는 값 그리고 황색도를 나타내는 값들에 있어서 처리간에 차이를 보a , b
이지 않았다 또한 지방색의 경우에서도 대조구 와 항생제구 및 허브. (Control) (T1)
추출물 혼합제구 사이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T2) .

Table 43. Comparison of pH and shear force in pork loins from pigs fed
herb extract mix

Diet1
Items Control T1 T2

pH 5.40±0.19 5.39±0.04 5.38±0.02
Shear force
(kg/ )㎠ 2,895±236 2,945±351 3,024±402

1 Control : 0% antibiotic, 0% herb extract mix
T1 : 0.05% oxytetracycline
T2 : 0.3% herb extract mi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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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8. Pork fed control and medicinal herb extract diet

Table 44. Changes of meat and fat color in pork from pigs fed herb
extract mix

Items
Diets1

Meat color Fat color
L a b L a b

Control 42.4±3.37 5.5±1.03 6.2±1.62 74.1±2.59 1.8±0.62 6.7±2.09

T1 46.0±2.52 5.8±0.77 5.9±1.20 71.2±2.10 2.0±0.24 5.5±1.26

T2 45.4±3.52 6.7±1.19 6.2±0.76 72.3±1.58 1.9±0.46 5.7±1.64
1 Control : 0% antibiotic, 0% herb extract mix
T1 : 0.05% antibiotic
T2 : 0.3% herb extract mi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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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육의 관능적 평가6)

각 처리구별 등심육의 관능검사 결과는 에 나타냈다 표준평가표에Table 45 .
의한 근내지방도와 육색은 처리구간 차이가 없었다 육질표면에 유출되는 수(Fig 29).
분양인 정도 굳기 이상취 등에서도 처리간 차이가 없었다 풍미와 전체적인 맛drip , , .
을 평가한 항목에서는 허브 추출물 혼합제 섭취구의 시료가 유의성은 없었으나 다소

높은 평가를 받았다.

Fig 29. Cooked pig lions for sensory properties



- 115 -

Table 45. Comparisons of sensory characteristics(score) of pork loins fed
herb extract mix

Items Diets1
Control T1 T2

Intramuscular fat 5.14±0.12 5.34±0.32 5.21±0.14

Color 4.21±0.74 4.34±0.27 4.46±0.18

Drip 3.87±0.46 3.77±0.27 3.88±0.15

Off-flavor 2.75±0.99 2.97±0.84 2.65±0.47

Hardness 4.20±0.41 4.28±0.20 4.33±0.18

Flavor 5.4 5±1.40 5.98±1.20 6.05±1.15

Overall acceptability 5.43±0.69 5.65±0.72 5.82±0.45
1 Control : 0% antibiotic, 0% herb extract mix
T1 : 0.05% antibiotic
T2 : 0.3% herb extract mi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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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점막의 현미경적 관찰7)

일령된 자돈을 주간 시험사료를 급여한 후 적출한 소장점막을 투과전자50 5 ,
현미경으로 관찰한 결과는 에 나타냈다 투과전자현미경으로 소장점막을 관찰Fig 30 .
하였을 때 세포손상시 나타나는 수가 대조구에서 더 많이 나타났다myelin figure .
이는 허브 추출물 혼합제가 장관내벽을 보호하고 산화적 스트레스에 대한 저항력을

지닌 것으로 사료된다 항생제 첨가구 에서도 비슷한 경향을 볼 수 있었다. (T1) .
간의 염색 조직사진 결과 허브 추출물 혼합제 섭취구 군의HE (Fig 31), (T2)

간에서도 어떤 병리적 손상을 발견할 수 없었다 조직학적 분석 결과 허브 추출물.
혼합제는 소장점막의 장내유익균의 서식을 돕고 간대사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Fig 30. Transmission electron microscopic images of intestine mucosa from
pigs fed herb extract mi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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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돈 장기의 병리조직학적 관찰8)

일령된 자돈을 주간 시험사료를 급여한 후 적출한50 5 , 각 장기를 10%
에 고정한 후 슬라이드절편을 제작하여 현미경으로 관찰한 결과는 과 같formalin Fig 16

다 자돈의 간 신장 폐 소장의 조직검사 결과 처리구간의 병리적 손상이 관찰되지 않았. , , ,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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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 Histological examination of various organs from pigs fed the
herbal extract mi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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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자돈의 장내 환경 개선 효과.

1) 맹장 내용물의 미생물 분석

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항생제와 허브 추출물 혼합제의 급여는 자돈Table 46
의 맹장에서 Salmonella sp., E. coli 의 균수를 유의적으로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

났다 이는 본 실험에 사용된 허브 추출물 혼합제가 장관을 통과하는 과정에서 다양.
한 종류의 병원성 세균에 대한 를 소유함을 증명하는 동시에antagonisitic activity
전체적인 미생물의 개체수도 감소시키는 결과를 가져온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러.
한 결과는 본 허브 추출물 혼합제의 급여가 가축의 생산성을 간접적으로 증진시키기

위한 항생물질 대체제로서 이용 가능함을 시사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Table 46. Effect of herb extract mix on the number of several microbes
in the cecum of pigs

Diets1
Salmonella
sp. E. coli Total

bacteria Anaerobes
cfu log10/g

Control 1.48±0.14b 4.75±0.14b 8.19±1.20ab 3.68±0.31
T1 1.25±0.22ab 4.23±0.20a 7.78±0.54a 3.84±0.18
T2 1.06±0.13a 4.17±0.36a 7.65±1.25a 3.72±0.21

1 Control : 0% antibiotic, 0% herb extract mix
T1 : 0.05% antibiotic
T2 : 0.3% herb extract mix
a-b Means with different superscripts within the same column are significantly different(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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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변의 유해가스 발생에 미치는 영향2)

허브 추출물 혼합제의 급여가 배설된 분변에서 발생하는 유해가스의 발생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기 위하여 채취한 분의 암모니아 및 황화수소 가스를 측정한

결과를 에 나타내었다 전반적으로 암모니아가스의 발생량이 황화수소 발생Table 47 .
량보다 높게 나타났다 주째 사양기에는 암모니아 가스와 황화수소 가스의 발생량. 5
이 대조구와 유의적 차이는 없으나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장내 미생물 개체.
수의 감소가 허브 추출물 혼합제의 첨가에 의하여 를 분비하는 암모니아 생산urase
원인균의 번식과 연계되어 유해가스의 발생량이 감소한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이상의 농도에서 가축의 생산성을 감소시키며 폐렴의 발생, 50 ppm ,
율 상승원인으로 지목되는 황화수소가스의 발생량의 감소는 허브 추출물 혼합제의

첨가에 의하여 유독가스의 발생에 의한 생산성 저하를 억제가능하다는 면에서 상당

히 큰 의의를 지니는 것으로 사료된다.

Table 47. Effect of herbal medicine supplement on the fecal ammonia and
hydrogen sulfide emission

Diets1
Control T1 T2

ppm

3rd week NH3 16.4 ± 1.25 15.6 ± 1.64 15.2 ± 1.33
H2S 4.8 ± 0.24 4.3 ± 0.22 4.2 ± 0.32

5th week
NH3 21.7 ± 1.58 18.2 ± 1.24 18.7 ± 1.54
H2S 6.21 ± 0.56 5.9± 1.20 5.8 ± 1.04

1 Control : 0% antibiotic, 0% herb extract mix
T1 : 0.05% antibiotic
T2 : 0.3% herb extract mi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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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Salmonella enteritidis의 장관정착 억제효과

1) Salmonella enteritidis에 의한 자돈의 설사발병 억제효과

S. enteritidis 의 인위적 감염에 따른 설사 발병율은 과 같다 대조Table 48 .
구는 감염 일째 마리 중 수 항생제 첨가구는 감염 일째 마리중 마리 허브7 10 7 , 7 10 5 ,
추출물 혼합제 첨가구는 마리가 설사증세를 나타내었으나 주후에는 대조구는 마3 , 2 4
리 항생제 첨가구는 마리 허브 추출물 혼합제 첨가구에서는 마리로 설사증세가, 2 , 1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시험에 사용된 허브 추출물 혼합제는 장내에 존재하.
는 S. enteritidis 의 증식을 억제하는 효과를 발휘함으로써 설사증의 발병 감소와 폐

사율 저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사료된다.

Table 48. Effect of herb extract mix on the occurrence of diarrhea in
piglets

Diets1

Control T1 T2
Number of occurrence2

0 day 0 0 0
1st week 7 5 3
2nd week 4 2 1

1 Control : 0% antibiotic, 0% herb extract mix
T1 : 0.05% antibiotic
T2 : 0.3% herb extract mix

2 Number of weanling pigs from each 10 weanling pi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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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장 내용물의2) S. enteritidis 수 측정

각 시험구의 맹장에 존재하는 S. enteritidis 의 개체수는 에 나타Table 49
난 바와 같다 접종 주차에서는 대조구에서는 접종 일째와 비교하여 약간의 균수. 1 1
감소가 관찰되었으나 허브 추출물 혼합제 첨가구에서는 대조구에 비하여 유의하게,
균수의 감소현상이 나타났다 더우기 접종 주차 분석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허브. 2 ,
추출물 혼합제 첨가구인 의 경우 맹장내의0.3% T2 S. enteritidis 개체수가 대조구

보다 유의하게 감소하였고 오히려 항생제 첨가구인 보다도 더, T1 S. enteritidis 의
개체수를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었다.

Table 49. Number of Salmonella enteritidis from the cecum of pigs fed
herb extract mix

Diets1

Control T1 T2

cfu log10/g

1 day 4.25 ± 0.212 4.17 ± 0.23 4.32 ± 0.27

1st week 3.87 ± 0.25b 3.21 ± 0.26ab 3.07 ± 0.32a

2nd week 3.42 ± 0.32c 2.21 ± 0.33b 1.54 ± 0.22a

1 Control : 0% antibiotic, 0% herb extract mix
T1 : 0.05% antibiotic
T2 : 0.3% herb extract mix

2 Means ± SD for 3 to 6 piglets tested.
a-c Means with different superscripts within the same column are significantly different(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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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브 추출물 혼합제를 이용한 사료첨가제의 개발5.

본 연구에서 연구 개발된 허브 추출물 혼합제를 이용하여 자돈과 가금용 사-
료첨가제를 과 같은 조성으로 개발하였다 당 사료첨가제의 첨가에 의한 사Table 50 .
료이용효율 및 성장율 개선효과와 질병억제기능을 강화함과 동시에 제조원가 및 시

장가격을 고려하여 기존에 사료첨가제로서 사용되어온 미생물제제를 기반으로 하여

허브 추출물 혼합제가 혼합된 배합비를 구성하였다. 생약의 메탄올 추출물은 생약 금(
은화 상엽 황련 의 건조중량 에 메탄올 용액 를: : = 48.5 : 48.5 : 3.0) 100kg 75% 200L
가하여 실온에서 대용량 추출기 코바이오텍 내부용량( , 리터 최대추출용량 리터500 , 325 )
를 이용하여 실온에서 시간 동안 추출한 후 여과 농축하여 메탄올을 완전히 휘발시6 ,
킨 것을 의 미강과 혼합하여 사용하였다50kg .

Table 50. Composition of new animal feed additive for poultry

Component Input(kg/ton) Input(%)
Bran mixture 653.6 65.36

Herb extract mixture 50 0.5
Half-fermented mixture 84.32 8.43

Glucose 102.5 10.3
Zeolite(powder) 102.5 10.3
Probiotics mixture 105.4 10.5

Others 4.18 0.4
Total 1000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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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의 제품은 사료첨가제 전문판매회사인 주 과 공급에 관한 협의 및( ) 'E' OEM
제품 포장지 디자인을 완료 하여 시장공급을 계획하고 있으며 추가적인(Fig 11) ,

공급을 위하여 주 시스템 및 주 바이오 대전소재 등과 협의를 진행OEM ( ) ‘I’ ( ) 'H' ( )
중에 있다.

Fig 32. Commercial package of newly developed feed additives for layers
and pi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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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 목표달성도 및 관련분야에의 기여도4

허브 추출물 혼합제로부터 기능성 물질 분리1. prebiotics

전통 동양의학에서 항균 및 항염증 활성을 보이는 여종의 생약을 선별하여 각30
생약의 메탄올 물추출물을 제조하여 항균 및 항염증 효과를 시험한 결과 황련, , ,
상엽 및 금은화 종의 생약이 우수한 효능을 보였다 보다 효능이 좋은 메탄올3 .
추출물을 이용하여 위의 종의 생약을 최종적으로 사용할 재료로3 prebiotics
선정하였고 그 중 가장 효능이 뛰어난 황련추출물을 본 연구에 주로 사용하였다, .

허브 추출물 혼합제의 안전성 평가2.

항균항염증효과를 나타낸 허브 추출물 혼합제를 일반독성평가 단회독성(․
및 아급성독성시험 유전독성시험을 측정한 결과 본 연구에 사용한 허브 추출물),
혼합제는 안전한 것으로 밝혀졌다.

허브 추출물 혼합제의 육계 및 돼지의 성장촉진 효과3.

허브 추출물 혼합제를 수준으로 육계사료에 첨가하여 주간 사양한0.3% 5
결과 시험구의 육계 생존율이 대조구보다 높았으며 비가식부인 내장과 복부,
지방의 비율이 대조구보다 낮아 도체율이 증가됨을 확인하였다 자돈의.
사양시험에서는 자돈의 혈청 콜레스테롤과 중성지질의 함량을 감소시켰으며,
돈육의 관능평가 결과 대조구보다 높은 평가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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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브 추출물 혼합제 급여가 산란계 생산성 향상에 미치는 효과4.

허브 추출물 혼합제의 급여가 산란계의 산란율을 정도 증가시켰으며3-4% ,
계란의 난각두께 및 난황색도 대조구보다 향상된 결과를 나타냈다 난황의 지방산.
조성을 비교해볼 때 허브 추출물 혼합제 첨가구의 계란이 불포화지방산 함량이,
대조구보다 높았으며 난황의 콜레스테롤 함량도 대조구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 .
따라서 본 시험에 사용된 허브 추출물 혼합제는 콜레스테롤 함량이 낮고,
불포화지방산 함량이 증가된 고품질 계란 생산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허브 추출물 혼합제의 장내 환경 개선 효과5.

허브 추출물 혼합제를 첨가 급여시 육계와 산란계 자돈의 사양실험에서- , E.
Coli, Samonella 총 박테리아 등 장내 유해균주의 수가 유의적으로 감소하는sp.,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분변에서 발생하는 암모니아 가스와 황화수소 가스의.
발생량도 현저히 감소되었다 이는 장내 미생물개체수의 감소가 허브 추출물.
혼합제의 첨가에 의하여 를 분비하는 암모니아 생성균주의 번식과 연계되어urase
유해가스 발생량이 감소한 것으로 사료된다 특히 폐렴발생율의 상승원으로.
지목되는 황화수소 가스의 발생 감소는 양계 산업의 생산성 향상에 큰 의의를

지니는 것으로 사료된다.

6. 허브 추출물 혼합제의 Salmonella enteritidis 장관정착

억제효과

S. enteritidis의 인위적 감염에 따른 설사발병율은 허브 추출물 혼합제

첨가사료 급여군에서 현저히 향상되었으며 폐사율도 대조구보다 감소되었다 장내, .
존재하는 S. enteritidis의 개체수 역시 허브 추출물 혼합제 첨가군에서 유의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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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소하였다 장 점막의 전자현미경 사진을 통하여 볼 때 대조구는 장 점막. ,
상피표면에 약간의 염증반응을 보인 반면 허브 추출물 혼합제 첨가군에서는,
대조구에 비해 건강한 상태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허브 추출물 혼합제의.
급여를 통하여 인위적으로 감염된 S. enteritidis가 내장기관에 정착하지 못하고

신속하게 사라짐에 따라 감염증상이 완화된 것으로 사료된다.

허브 추출물 혼합제를 이용한 사료첨가제의 개발7.

본 연구에서 사용한 허브 추출물 혼합제는 안전성 시험에서 무독한 것으로

판명되었으며 제조원가 및 시장가격을 고려하여 기존에 사료첨가제로서 사용되어온,
미생물제제를 기반으로 하여 허브 추출물 혼합제가 혼합된 배합비를 구성하여 에그‘
파워와 밀크프로를 개발하였다’ ‘ ’ .

연구성과8.

구 분 연구성과

인력배출
학사 인- : 2
석사 인- : 1

논문
해외학술지 투고 중: SCI 2
국내학술지 : 2

국제학술대회

특허
개 출원1
출원번호 제 호( : 10-2007-0121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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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 연구개발 결과의 활용계획5

본 연구에서 개발된 시제품은 사료첨가제 전문판매회사인 주 에드콘과1. ( ) OEM
공급에 관한 협의 및 제품 포장지 디자인을 완료하여 시장공급을 계획하고 있으며,
추가적인 공급을 위하여 주 인터맥스 시스템 및 주 현바이오 등과 협의를OEM ( ) ( )
진행 중에 있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허브 추출물 혼합제는 안전성 시험에서 무독한 것으로 판명2.
되었으며 항균 및 항염증작용이 탁월하여 축산 농가 생산성 증진 목적으로 사용되,
는 사료첨가용 항생제를 대체할 수 있는 기능성 사료첨가제의 제조기술 및 배합사료

생산에 응용한 제품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며 이에 대한 후속적인 연구가 필요

하다.

본 연구의 결과 가축 육계 이유자돈 사료에 첨가한 허브 추출물 혼합제가 살모3. ( , )
넬라균의 인위적으로 감염에 의한 설사발병 및 폐사율을 감소시킨 것을 알 수 있었

다 따라서 본 연구에 사용된 허브 추출물 혼합제의 성분을 이용한 가축사육을 위한.
영양제나 의약품 개발도 가능하다고 사료되며 이에 대한 후속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합성 항생제 사용의 대안으로 천연물 소재의 기능성 사료첨가제의 개발 및 사용4.
시 가축과 인체에서 유발될 수 있는 다양한 유해작용들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으며

국산 축산물의 고품질화로 내수 시장에 대한 경쟁력 뿐 아니라 국제적 경쟁력도 확

보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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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6 연구개발과정에서 수집한 해외과학기술정보

해외 각국의 항생제 사용 규제 현황1.

가 스웨덴.

년 성장촉진용 항생제 사용을 전면 금지했으며 년 는 인체1986 , 1997 EU
치료용 항생제인 과 연관된 항생제인 의 사료첨가제로의vancomycin avoparcin
사용을 금지하였다 의 사용을. virginiamycin, bacitracin, tylosin, spiramycin
금지하였으며 년까지 성장촉진용 항생제 사용을 전면 금지하였다 전반에, 2006 . EU
걸쳐 위생과 관리상의 문제점들을 보충해주었던 성장촉진 항생제의 사용금지결과,
축산환경 개선 및 항생제 대체물질의 개선을 가져왔다 현재 에서 사용되었던. EU
성장촉진 항생제는 avilamycin, monensin, flavophospholipol, salinomycin
종류이며 이 또한 년에 전면 금지되었다4 2006 .

나 미국.

와는 대조적으로 페니실린 등을 포함한 성장촉진 항생제가EU , streptomycin
많이 사용되고 있다 미국의 항생제 사용량의 정도가 양계 양돈 및 축우에. 79% ,
첨가제로서 사용되며 이들 대부분은 치료 목적이 아니라 열악한 축산환경을, ,
보충하기 위한 질병예방 및 성장촉진용으로 대부분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과도한.
항생제 사용에 대해 개가 넘는 단체들 미국의약협회 미국 공중보건 협회등이300 , ,
치료용으로 중요한 항생제의 사료첨가제로서의 사용 금지를 촉구하고 있다.

다 세계보건기구. (WHO)

년 월 세계보건기구는 가축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사료에 넣는2003 8
항생제의 사용을 점진적으로 중단하도록 각국에 권고하였다 세계최대의 돼지고기.
수출국인 덴마크에서는 성장촉진제의 투여가 줄면서 돼지와 닭에서 내성을 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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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테리아가 급격히 감소했으며 항생제를 금지하기 전에는 닭의 가 가장, 60~80%
널리 쓰이는 세 종류의 항생제에 내성을 가진 박테이리아가 있었으나 사용금지 후

로 감소된 것을 보고하였다5~35% .

의 해외기술 동향2. Probiotics

생균제 는 년 가 장내 균종을 개선시켜 줌으로써Probiotics ( ) 1989 Fuller ‘
숙주동물에게 유익한 영향을 주는 생균제제라고 정의하면서 현재까지’
받아들여지고 있는 살아있는 미생물로서의 정립이 이루어졌다 년. 1999

등은 숙주에 유익한 작용을 갖는 미생물 제제 또는 미생물 성분으로Salminen ‘ ’
정의하여 생균에 부가하여 사균으로까지 그 범위를 확대시켰다 는 일본. Probiotics ,
유럽 등의 선진국을 중심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낙농이 발달한 유럽의 경우 이미

년 에 의해 유산균 유전자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1982 ‘Biotech G Program'
진행되어왔다 또한 과 유렵연합행사를 통해 프로바이오틱 유산균에. Nordic program
대한 기준을 마련한 바 있으며 지금은 여개의 연구단체가 참여한, 60 “STARLAB

를 통해 균주의 개량 대사회로의 규명과 수식 유용물질의 생산 개발을PROJECT' , ,
추진하고 있다.

프로바이오틱의 세계주요 지역별 특허 출원건수는 총 건으로 이중1,401
일본 특허가 건 으로 과반을 차지하고 있으며 유럽 건 미국688 (49.1%) , 414 (29.6%),
건 한국 건 이 그 뒤를 잇고 있다192 (13.7%), 107 (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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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의 프로젝트STARLAB

STARLAB PROJECT in EU
Lactic acid Bacteria(LAB) with
modified properties in milk
fermentation

프로테아제활성을 변형시킨 균주의개

발

Control of bacteriophage development
in LAB 박테리오파지에 대한 내성균주 개발

Molecular biology and genetics of
thermophilic LAB 호열성 유산균의 분자생물학적 연구

Carbon catabolite control in
food-grade Lactobacilli for strain
development

특정 기질에서 생육이 효율적인 발효

종균의 개발

Cell engineering in Lactococcus lactis 이 해제된 변이주Catabolite repression
의 개발

LAB for production and delivery of
mucosal immunogenes

백신의 전달수준으로서 유산균의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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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각국의 잔류물질 검사제도 현황3.

가 잔류물질.

가축의 질병치료 예방 또는 성장촉진을 목적으로 투여되는 동물용 의약,○
품이나 농약 다이오신 등 환경유래 오염물질이 사료 음수 토양 대기 등을 통해 가, , , ,
축체내에 유입되어 식육 우유 계란 등의 축산물에 잔류되는 모든 화학물질의 원물, ,
질과 그 대사물질을 말한다.

잔류물질의 종류에는 항생제 등 동물용 의약품 농약 다이옥신 등이 있, ,○
으며 항생제를 남용할 경우 내성 세균의 발현으로 오염된 축산식품을 사람이 섭취,
하였을 때 치료를 어렵게 하는 등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잔류허용기준 이란 축산 현장에서 사용이 불가피한 항생제 등 동물(MRL)○
용 의약품이나 오염을 피할 수 없는 농약 및 환경오염물질에 대하여 실험동물을 대

상으로 과학적으로 평가한 자료를 기본으로 사람이 평생을 두고 섭취하더라도 인체

에 유해하지 않은 일일섭취허용량을 산출하여 설정하는 최대허용한계치를 말한다.
따라서 항생제 등 잔류물질이 식품에 잔류허용기준 이하로 들어있을 때는 인체에 유

해하지 않다.

나 국가잔류물질 검사제도. (NRP)

년부터 국가잔류검사프로그램 을1991 (NRP, National Residue Program)○
도입 전국 개 시도 축산물 위생검사기관에서 잔류물질을 검사, 16

국내산 식육은 항생제 등 동물의약품 종 환경오염물질 농약 등 종54 , ( ) 29○
을 비롯한 총 종에 대해 검사항목으로 설정83

검사체계 모니터링 검사 규제 검사 탐색 조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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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외국 잔류물질 검사 제도.

미국 모니터링 규제검사 감시 강제검사 탐색조사 특별프로그램: , ( , ), ( )○
일본 우리나라와 달리 규제검사나 탐색조사는 없고 매년 월부터 시작: , 4○

하여 다음해 월까지 년 단위로 모니터링 검사만 실시3 1
영국 의 검사프로그램 운영: National Surveillance Scheme(NSS)○

라 우리나라 및 외국의 잔류물질 검사 결과 위반율.

우리나라는 년 총 마리의 가축에 대해 잔류물질 검사를 실2005 121,936○
시한 결과 인 마리가 잔류물질 검사에서 기준을 초과함0.25% 309

세부적으로 보면 기준치 초과 가축 마리 중 모니터링 검사에서 마309 206○
리 규제검사에서 마리를 각각 적발함, 103

각국의 항생항균제 잔류검사 결과 비교[ ]․
구분 한국(‘05) 미국(‘04) 영국(‘04) 일본(‘04)

검사건수 121,969 161,657 6,254 7,843
위반건수 309 1,505 70 2
위반율(%) 0.25 0.93 1.12 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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