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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제 목.Ⅰ
국내 생약자원을 이용한 항생제대체 천연항균제 개발

연구개발의 목적 및 필요성.Ⅱ
현재 세계 각국은 환경과 위생 문제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고 있는 실정인데 축산,

업계의 경우 전 세계적으로 구제역 광우병과 같은 동물전염병의 확산으로 인하여 축,
산육류제품의 안전성에 대한 관심과 법적규제 등이 점차 증가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
리고 세계 각국은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찾기 위하여 생명공학 기술을 농축산업에 연,
계시켜 환경친화적인 기술과 제품을 개발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육류와 가금류에서 생.
산되는 축산제품의 미생물학적 품질은 식품위생 면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특히 가금 티푸스 유발균인 살모넬라와 리스테리아 대장균 등의 식중독 유발 미생물,
들은 축사환경과 육류 가공단계에서 오염되기 때문에 양계 양돈업계의 가장 큰 문제,
로 부각되고 있다 이러한 양돈 양계 질병 미생물들에 대하여 지금까지는 감염확산이. ,
나 치료목적으로 사료에 유기산을 첨가하거나 항생제를 투여하였지만 이러한 처방들,
은 일시적인 효과만을 나타내어 근원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항생

제 내성을 유발시키는 문제를 가지고 있었다.
그러므로 국내에 자생하는 생약자원으로부터 바이오스킨테크가 축적하고 있는

천연물 분리정제 기술과 제형화 기술 그리고 건국대학교 축산대학의 기술평가in viv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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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프라를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가축용 항생제를 대체할 수 있는 천연항균제를 개발한

다면 국내 생약생산농가와 축산농가의 소득증대 뿐만 아니라 수입대체효과도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더욱이 항생제내성을 감소시킴으로써 국민들의 건강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세계적 제품 경쟁력의 친환경 축산제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

어 진다.

연구개발 내용 및 범위.Ⅲ
국내 자생 생약자원을 활용하여 축산항생제 대체용 천연항균제를 개발함으로써 경,

쟁력 있는 천연물 제품화 기술을 관련업계에 전파하고 생산농가와 축산농가의 소득,
증대 뿐만 아니라 관련시장의 수입대체효과가 기대되어지며 더욱이 항생제내성을 감,
소시킴으로써 국민들의 건강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본 연구과제의 연구목표로 하고 아

래와 같이 시험을 진행하였다.

항균활성 평가 지표로서1. MIC test, Bioassay, Challenge test, Validation test
그람 양성 및 그람 음성균 효모 등 표준 균주와 항생제 내성균주에 대한 항균-

활성을 측정하였고 다양한 형태의 제품에 대한 챌런지 평가를 실시하였다.
천연 생약자원 추출물에 의한 병원성 미생물 억제 효과2. (in vitro)
식중독 원인균 및 가축에서 문제가 되는 주요 병원균을 대상으로 를- MIC test

통한 항균활성을 조사하였음

천연 생약자원 추출물이 육계의 성장성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3.
천연 생약자원 추출물을 육계사료 내에 다양한 수준으로 첨가 급여함으로서 항-

생제 대체제로서의 이용 가능성을 검토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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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계의 내병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4.
및 생독백신 접종 후의 생리- Newcastle disease (ND) infectious brochitis (IB)

적 변화와 항체 역가를 분석하였음

천연 생약자원 추출물이 산란계의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5.
천연 생약자원 추출물을 산란계사료 내에 다양한 수준으로 첨가 급여함으로서-

기능성 첨가제로서 이용 가능성을 검토하였음

산란계의 내병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6.
및 분무백신 접종 후의 생리- Newcastle disease (ND) infectious brochitis (IB)

적 변화와 항체 역가를 분석하였음

생산된 계란의 품질에 미치는 영향7.
계란의 보관 중의 의 변화와 수준을 분석함으로서- Haugh unit malondialdehyde

계란의 보존성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였음

연구개발 결과 및 활용에 대한 건의.Ⅳ

기술적 측면1.
천연물 로부터 목적하는 효능성분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검색하는 파생기- library
술 활용이 기대된다.
관능 물성 개선기술을 활용하여 기타 천연물의 제품화 단계에 적용할 수 있다- , .
애완용 동물에 대한 다양한 제품개발 단계에 기술 응용이 가능하다- .

경제적산업적 측면2. ․



- 5 -

현재 사용중인 에센샬오일 등의 수입의존적인 항생제 대체용 천연항균- probiotics, , peptide
제 시장에서의 수입대체효과

축산용 천연항균제로서 수출 효과-
국내 생약재배농가의 소득증가 효과-
항생제 내성감소 알러지 감소등의 효과에 의한 국민건강증진효과 기대- ,
유기농 축산물 시장에서의 선도적 위치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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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Ⅰ. Title

Development of natural extracts from the domestic traditional herbs as substitu

te for animal antibiotics.

Ⅱ. Research Objectives

The use of antibiotics has led to dramatic improvements in treating infectious
diseases and has significantly increased food-animal productivity. However, the
attention was drawn to the risk of bacterial resistance to certain antibiotics and
the potential harm to both human health and animal production. Therefore many
feed additives have been studied to find alternative to antibiotics. Up to now,
the typical substances are Probiotics, Acidifiers, Enzymes Mineral supplements and
Oligosaccharides. Recently, some natural herbs, such as green tea extracts have
been isolated and characterized.

These herb extracts are potent, broad spectrum antibiotics which demonstrate
potential as novel therapeutic agents. Herb extracts have been demonstrated to kill
Gram negative and Gram positive bacteria (including strains that are resistant to
conventional antibiotics). We purpose to applicate these herb extracts as the
natural antibiotics for animal fe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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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Procedures & Rsults

1. In vitro antimicrobial activity of domestic herb extract
In vitro antimicrobial activity of domestic herb extract was examined against 7

kinds of harmful microorganisms.

2. Dietary effects of domestic herb extract on growth performance and
physiological response in broiler chicken
This experiment was conducted using 750 1d-old Ross male broiler chicks to

evaluated dietary effects of domestic herb extract on growth performance and
physiological response. The chicks were divided into 5 groups and fed control diets
(antibiotics medicated or non-medicated commercial diets) or tested diets
(non-medicated diets containing 0.1, 0.3 or 0.5% domestic herb extract), for 5
weeks.

3. Dietary effects of domestic herb extract on laying performance and egg quality
in laying hens
This experiment was conducted using 400 42 week-old Hy-Line Brown layers

to evaluated dietary effects of domestic herb extract on laying performance and
egg quality. The layer were divided into 4 groups and fed one of four diets
containing 0.1, 0.3 or 0.5% domestic herb extract or devoid it (as control), for 6
wee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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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In vitro antimicrobial activity of domestic herb extract
The highest antimicrobial activity against S. aureus, KACC 10196 (S. aureus),

KACC 10550 (L. monocytogenes), E. coli, Sal. Galinarium, Enterobacter 및spp.
KCTC 1925 (Ent. phoenicalicola) was found in domestic herb extract. This result
support the notion that domestic herb extract may have a role as pharmaceuticals
and preservatives.

5. Dietary effects of domestic herb extract on growth performance and
physiological response in broiler chicken
The body weight gain and feed conversion ratio in groups fed diets containing

0.1% or 0.3% domestic herb extract were significantly improved as compared with
those of non-medicated control group. The average ND and IB antibody titers in
groups fed diets containing domestic herb extract were significantly increased than
that of control. The number of coli form bacteria was significantly reduced by
feeding of 0.3% or 0.5% domestic herb extract as compared with that of control.
These results indicated that dietary domestic herb extract exerted a
growth-promoting and immune-enhancing effects on broiler chicks.

6. Dietary effects of domestic herb extract on laying performance and egg
quality in laying hens
The egg weights in groups fed diets containing domestic herb extract were

significantly increased as compared with that of control, although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in egg production. Eggshell strength, thickness and yolk col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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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re not influenced by dietary treatments. The average ND and IB antibody titers
in groups fed diets containing domestic herb extract tended to be increased, but
not significantly. The malondialdehyde contents in stored egg was significantly
lowered by feeding domestic herb extract. The Haugh unit was linearly increased
after 2 weeks of storage. These results suggested that dietary domestic herb
extract has been demonstrated to delay lipid oxidation in eggs when used in laying
hen die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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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 연구개발과제의 개요1

제 절 연구개발의 필요성 및 목적1
현재 세계 각국은 환경과 위생 문제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고 있는 실정인

데 축산업계의 경우 전 세계적으로 구제역 광우병과 같은 동물전염병의 확산으로 인, ,
하여 축산육류제품의 안전성에 대한 관심과 법적규제 등이 점차 증가되고 있는 실정

이다 그리고 세계 각국은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찾기 위하여 생명공학 기술을 농축. ,
산업에 연계시켜 환경친화적인 기술과 제품을 개발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육류와 가금.
류에서 생산되는 축산제품의 미생물학적 품질은 식품위생 면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특히 가금 티푸스 유발균인 살모넬라와 리스테리아 대장균 등의 식중독 유발. ,
미생물들은 축사환경과 육류 가공단계에서 오염되기 때문에 양계 양돈업계의 가장 큰,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이러한 양돈 양계 질병 미생물들에 대하여 지금까지는 감염확. ,
산이나 치료목적으로 사료에 유기산을 첨가하거나 항생제를 투여하였지만 이러한 처,
방들은 일시적인 효과만을 나타내어 근원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항생제 내성을 유발시키는 문제를 가지고 있었다 최근에는 항생제 오남용문제와 연계.
하여 축산동물에 사용되고 있는 항생제에 대한 사용금지 방안이 구체화되고 있다.

년 유럽연합회의는 사료첨가물에 관한 유럽의회 규정을 개정하여 사료첨가용 종1998 9
항생제중에서 바시트라신 스피라마이신 타일로신 버지니아마이신등 종의 사용을 금, , , 4
지하였고 년부터 가축의 성장촉진을 목적으로 사용하였던, 2006 Monensin,

의 네 가지 항생제의 사용을 금지하였다Salinomycin, Avilamycin, Flavophospholipol .
그리고 년 월에는 미국 식품의약국이 식중독균 같은 인체 질병유발 세균들의2000 10
항생제 내성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는 연구결과를 근거로 퀴놀론계 항생제의 사용금지

를 결정하였다 이러한 조치들은 미국과 유럽연합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를 비롯한 아.
시아 국가들의 동물 의약품 정책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최근 정부는 축산식.
품의 안전성에 주요 요인으로 밝혀진 사료안전성에 대한 법적규제를 강화하였는데 사,
료 중 병원성 미생물 오염이 문제가 됨에 따라 배합사료에 병원성 미생물이 함유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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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안됨을 새롭게 규정하였다 그리고 년부터는 국립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사. 2001
료검정실험을 수행하고 있는데 기존의 일반 성분검사에서 농약 동물 항생제 중금속, , , ,
식중독 유발미생물 등 유해물질들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검사하고 있다 국립수의과학.
검역원에 따르면 항생제 잔류위반농가의 절반이상이 양돈농가이고 이중 대부분에서

클로로테트라사이클린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항생제 잔류 위반 농가의 절반이상.
이 양돈이었고 그 다음으로 젖소 닭 한우 농가 순이였으며 검출 항생제 빈도는 클로, ,
로테트라사이클린 옥시테트라사이클린 엔로프록사신 설파메타진 순으로 나타났다, , , .

농장에서 항생제를 오남용할 경우 가축에서도 항생제내성이 생기게 되며 내성이.
생긴 축산물을 사람이 섭취할 경우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항생.
제를 사용하다보면 세균들이 점차 내성이 생겨 치료를 하더라도 효과가 크게 떨어지

는 경우가 생겨나며 내성이 생긴 세균들이 서로 변이를 일으켜 더욱 강력하게 항생제

내성을 가지는 슈퍼박테리아들이 증가하고 있다.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서 년부터 년 동안 전국적으로 도축장과 농장을 대2003 2004
상으로 대장균과 장구균을 지표세균으로하여 항생제 내성분포를 조사한 결과 소 돼, ,
지 닭 등으로부터 분리된 장구균 대장균 살모넬라균 등은 세균종류에 관계없이 우리, , ,
나라 축산현장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테트라사이클린에 이상의 높은 내성80-90%
을 보여 우리나라의 경우 병원 뿐만 아니라 축산현장에서도 항생제 내성문제가 심각,
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국내 축산업계와 사료업계 등 축산관련 산업계.
전반적으로 항생제사용 규제의 세계적 경향에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국내에서는 축산물에 사용할 수 있는 비항생물질적 생물학적 제품으로는 효소제 생균,
제 항균펩타이드 면역조절제 에센샬오일 등의 제품이 관심을 받고 있는데 이러한 기, , , ,
술들은 현장에서의 효능이 제품으로서의 가치를 완벽하게 실현하지 못하고 또한 축산

농가에서 적용될 수 있는 가격경쟁력도 미약할 뿐만 아니라 거의 수입에 의존하고 있

는 실정으로 항생제를 대체할 수 있는 천연항균제는 시장에서 제품으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므로 국내에 자생하는 생약자원으로부터 바이오스킨테크가 축적하고 있는 천

연물 분리정제 기술과 제형화 기술 그리고 건국대학교 축산대학의 기술평가in vivo



- 14 -

인프라를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가축용 항생제를 대체할 수 있는 천연항균제를 개발한

다면 국내 생약생산농가와 축산농가의 소득증대 뿐만 아니라 수입대체효과도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더욱이 항생제내성을 감소시킴으로써 국민들의 건강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세계적 제품 경쟁력의 친환경 축산제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

어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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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절 연구개발의 내용 및 범위2

연구개발의 최종목표 및 성격1.

가 연구개발의 최종목표.
국내 자생하는 생약자원을 활용하여 생약생산농가와 축산농가의 소득증대와,

수입대체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되어지며 더욱이 항생제 내성을 감소시킴으로써

국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축산용 항생제를 대체할 수 있는 천연항균제를 개

발하는 것을 본 과제의 최종목표로 한다.

나 연구개발의 성격.
바이오스킨테크는 현재 국내 생약자원인 황금 감초 목단피 추출물을 사용하여 항균활성, ,

이 탁월한 천연항균제 후보물질을 분리정제 하였고 이러한 천연 항균추출물 후보들은 기존의,
제품들과 비교하여 관능적 물성적 평가품질이 개선되었고 화장품 식품 등에 대한, , , challenge

결과 그람음성 그람양성 효모 곰팡이 등 다양한 세균 군들에 대하여 유효성 있는 항균활test , , ,
성을 가지며 또한 제품으로서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제품적용성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
히 양계 양돈 산업에 큰 영향을 미치는 가금티푸스의 원인균인 살모넬라와 축산육제품의 주요,
오염병원균인 리스테리아와 대장균에 대하여 강력한 항균활성을 나타내기 때문에 축산항생제를

대체할 수 있는 천연항균제 개발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사료되는 바이다.

차년도1) 1
주관기관 바이오스킨테크 정제공정 최적화 연구 제형최적화 연구 시제품생산(1) ( ) : , ,
연구

협동과제 건국대학교 축산대학 병원미생물 억제효과 연구 가금 생산성에 미(2)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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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는 영향 연구 육계의 내병성에 미치는 연구,

차년도2) 2
주관기관 바이오스킨테크 시제품 품질개선 연구 시생산 최적화 연구(1) ( ) : , pilot ,
제품홍보 및 시장진입

협동과제 건국대학교 축산대학 산란계 생산성 및 내병성에 미치는 영향 산(2) ( ) : ,
란계 면역세포 활성도 조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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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 국내외 기술개발 현황2

제 절 기술개발 현황1

현재 세계 각국은 환경과 위생 문제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고 있는 실정인데 축산,
업계의 경우 전 세계적으로 구제역 광우병과 같은 동물전염병의 확산으로 인하여 축,
산육류제품의 안전성에 대한 관심과 법적규제 등이 점차 증가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
리고 세계 각국은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찾기 위하여 생명공학 기술을 농축산업에 연,
계시켜 환경친화적인 기술과 제품을 개발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육류와 가금류에서 생.
산되는 축산제품의 미생물학적 품질은 식품위생 면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특히 가금 티푸스 유발균인 살모넬라와 리스테리아 대장균 등의 식중독 유발 미생물,
들은 축사환경과 육류 가공단계에서 오염되기 때문에 양계 양돈업계의 가장 큰 문제,
로 부각되고 있다 이러한 양돈 양계 질병 미생물들에 대하여 지금까지는 감염확산이. ,
나 치료목적으로 사료에 유기산을 첨가하거나 항생제를 투여하였지만 이러한 처방들,
은 일시적인 효과만을 나타내어 근원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항생

제 내성을 유발시키는 문제를 가지고 있었다 최근에는 항생제 오남용문제와 연계하여.
축산동물에 사용되고 있는 항생제에 대한 사용금지 방안이 구체화되고 있다 년. 1998
유럽연합회의는 사료첨가물에 관한 유럽의회 규정을 개정하여 사료첨가용 종 항생제9
중에서 바시트라신 스피라마이신 타일로신 버지니아마이신등 종의 사용을 금지하였, , , 4
고 년부터 가축의 성장촉진을 목적으로 사용하였던, 2006 Monensin, Salinomycin,

의 네가지 항생제의 사용을 금지하였다 그리고Avilamycin, Flavophospholipol . 2000
년 월에는 미국 식품의약국이 식중독균 같은 인체 질병유발 세균들의 항생제 내성10
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는 연구결과를 근거로 퀴놀론계 항생제의 사용금지를 결정하였

다 이러한 조치들은 미국과 유럽연합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를 비롯한 아시아 국가들.
의 동물 의약품 정책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최근 정부는 축산식품의 안전성.
에 주요 요인으로 밝혀진 사료안전성에 대한 법적규제를 강화하였는데 사료 중 병원,
성 미생물 오염이 문제가 됨에 따라 배합사료에 병원성 미생물이 함유되어서는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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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새롭게 규정하였다 그리고 년부터는 국립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사료검정실험. 2001
을 수행하고 있는데 기존의 일반 성분검사에서 농약 동물 항생제 중금속 식중독 유, , , ,
발미생물 등 유해물질들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검사하고 있다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
따르면 항생제 잔류위반농가의 절반이상이 양돈농가이고 이중 대부분에서 클로로테트

라사이클린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항생제 잔류위반 농가의 절반이상이 양돈이었.
고 그 다음으로 젖소 닭 한우 농가 순이였으며 검출 항생제 빈도는 클로로테트라사, ,
이클린 옥시테트라사이클린 엔로프록사신 설파메타진 순으로 나타났다, , , .

농장에서 항생제를 오남용할 경우 가축에서도 항생제내성이 생기게 되며 내성이.
생긴 축산물을 사람이 섭취할 경우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항생.
제를 사용하다보면 세균들이 점차 내성이 생겨 치료를 하더라도 효과가 크게 떨어지

는 경우가 생겨나며 내성이 생긴 세균들이 서로 변이를 일으켜 더욱 강력하게 항생제

내성을 가지는 슈퍼박테리아들이 증가하고 있다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서 년부터. 2003
년 동안 전국적으로 도축장과 농장을 대상으로 대장균과 장구균을 지표세균으로2004

하여 항생제 내성분포를 조사한 결과 소 돼지 닭 등으로부터 분리된 장구균 대장균, , , , ,
살모넬라균 등은 세균종류에 관계없이 우리나라 축산현장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테

트라사이클린에 이상의 높은 내성을 보여 우리나라의 경우 병원 뿐만 아니라80-90% ,
축산현장에서도 항생제 내성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국내 축.
산업계와 사료업계 등 축산관련 산업계 전반적으로 항생제사용 규제의 세계적 경향에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국내에서는 축산물에 사용할 수 있는 비항생물.
질적 생물학적 제품으로는 효소제 생균제 항균펩타이드 면역조절제 에센샬오일 등의, , , ,
제품이 관심을 받고 있는데 이러한 기술들은 현장에서의 효능이 제품으로서의 가치를,
완벽하게 실현하지 못하고 또한 축산농가에서 적용될 수 있는 가격경쟁력도 미약할

뿐만 아니라 거의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으로 항생제를 대체할 수 있는 천연항,
균제는 시장에서 제품으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므로 국내에 자생하는 생약자원으로부터 바이오스킨테크가 축적하고 있는 천

연물 분리정제 기술과 제형화 기술 그리고 건국대학교 축산대학의 기술평가in vivo
인프라를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가축용 항생제를 대체할 수 있는 천연항균제를 개발한

다면 국내 생약생산농가와 축산농가의 소득증대 뿐만 아니라 수입대체효과도 가져올,



- 19 -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더욱이 항생제내성을 감소시킴으로써 국민들의 건강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세계적 제품 경쟁력의 친환경 축산제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

어 진다.

제 절 국내외 기술개발 현황2

세계적 수준1.
년에 발간된 영국의 에서는 항생제 내성의 위험성과 이로 인한 인류와1968 Swann report

동물 건강에 대한 우려가 대두되면서 현재에는 가축사료 내 항생제의 첨가에 대한 재평가 및

사용 규제 에 이르게 되었다 항생제를 가축에 투여할 경우 항생제에 대한 내성이 생기고 축산.
물 내 잔류에 의한 인체에서의 감수반응의 문제점이 제기되면서 를 중심으(Solomons, 1978), EU
로 항생제 사용의 규제 및 금지가 확산되고 있다 년 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된. 2004 7

총회에서도 비임상용 항생제 사용과 관련된 내성 특별반 구성이 논의되는 등 각국에서CODEX
축수산용 항생제에 의한 내성률 증가가 중요한 사안으로 부각되었다.․
동물산업 분야에서 현재까지 연구된 항생제 대체제로는 생균제 효모제(probiotics), (yeast

효소제 호르몬제 고효율 광물질 제제culture), (enzymes), (hormones), (high available minerals)
및 허브를 포함한 천연생리활성물질 등이 있다 이외(natural bioactive materials) (Wenk, 2000).
에도 논란의 여지가 있으나 올리고당 유기산과 같은 산 조절제 향신료 역시 항생제 대체제로, ,
서 거론되고 있다 항생제 대체제가 갖추어야 할 조건으로 성장개선 효과와 질병예방 효과를 들.
수 있는데 두 가지를 만족시킬 수 있는 대체물질의 개발은 여전히 쉽지 않은 문제로 생각된다, .
효모제 효소제 호르몬제와 고효율 광물질 제제의 이용 시 성장개선 효과는 인정되지만 생리활, , ,
성 부여 및 질병예방 효과에 대해서는 명확한 결과를 얻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미 오래 전부터 생균물질의 항생제 대체 효과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으며 국내,

외적으로 항생제 대체제로서 가장 많은 제품이 소개되었다 근래에 약용식물과 향료에서 추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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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센셜 오일이나 허브 물질들이 소화 흡수를 돕는 효과가 있으며 강력한 살균polysaccharide ,
작용을 발휘한다는 점에 착안하여 단일제제 또는 여러 물질을 혼합한 제제들이 일부 소개된 바

있다 이중 및 추출물의 항미생물 효과가 잘 알려지면서. oregano extract, clove oil cinnamon
다양한 제품이 수입되어 국내에서 소개되었다 최근에는 국내의 산야초에서 추출한 성분에 대해.
서도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어 일부 식물 추출물에서 유효한 효과가 있음이 밝혀지기도 하였으

나 제품간의 비교 검토와 명확한 검증 자료는 충분하지 않은 실정이다.

국내수준2.
현재까지 항생제 대체물질로는 생균제와 천연식물제제 광물질 등이 있는데 이들 대체물, ,

질 가운데 생균제와 천연식물제제에 대한 연구 및 신제품이 속 속 선보이면서 효과면에서도 큰

성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항생제 사용에 대한 축산농가의 절감노력과 사용규.
제로 항생제 대체물질 시장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동물약품업계의 숨통을 틔어줄 효자로 등장

할 전망이다 이를 반영하듯 중견 동물약품 생산업체와 생명공학 벤처기업을 중심으로 항생제.
대체물질 개발에 적극 나서고 있다 유한양행 코미팜 다원케미칼 중앙바이오텍 고려비엔피. , , , , ,
한동 진바이오텍 등은 이미 제품을 선보이거나 개발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유한양, .
행은 천연식물성 에센셜 오일을 주성분으로 하는 성장촉진제 프레스타 에프 콘을 시판하여“ ”
업계의 관심을 끌고 있다 이 제품은 천연식물추출물로 약용성 기능을 가진 허브와 에센. 100%
셜 오일 플라보노이드 뮤실리지를 추출해 만든 사료첨가제이다 또한 생명공학 벤처기업인 진, , .
바이오텍이 개발한 천연 과일발효 생균제인 락토케어는 병원성 대장균 및 살모넬라와 같은“ ”
유해균에 대한 억제효과가 탁월해 필리핀에 수출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상과 같이 국내 동물약품업체들의 항생제 대체물질 개발은 빠르게 진척되고 있지만 완전하게

항생제를 대체할 수 있는 천연물질에 대한 기술적 장담은 아무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효능과 안정성에 대하여 제품으로서의 품질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을 뿐만 아



- 21 -

니라 이러한 개발제품에 대하여 기술적으로 인증해줄 수 있는 국가적인 공인검정 시스템이 없

다는 커다란 문제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국내외의 연구현황3. ․

연구수행 기관 연구개발의 내용 연구개발성과의 활용현황

진바이오텍 천연과일발효 생균제 개발 락토케어 제품화‘ ’ probiotics

운석식품
천연유산균 효모 유기산탄수화물, , ,

복합미생물 제제개발
유산균 제품화probiotics

나람바이오텍 양돈양계 무항생제 사료개발 무항생제 전용사료공장 준공

유한양행 천연식물성 에센셜오일 개발 항생제 대체 천연오일제품개발

현재 국내외 연구 동향은 개발이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천연식물성 에센셜오일probiotics
과 무기물질에 대한 기술개발이 소규모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제.
품들은 기술적 유효성과 관능 내성 그리고 제품으로서의 효능 등에서 문제점을 가지고 있어서, ,
아직까지 완전히 항생제를 대체할 수 있는 개발제품은 없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최근 동물용.
항생제를 대체할 수 있는 물질로서 천연 추출믈에 대한 관심이 효능과 독성적인 측면 뿐만 아

니라 관능적인 측면에서 기술적인 필요성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실정으로 축산현장에서 천연,
항균제로 적용할 수 있는 현실성 있는 새로운 천연소재의 제품개발이 기대되어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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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 연구개발 수행내용 및 결과3
제 절 연구개발 수행 내용1

연구개발 수행 내용1.

가 연구개발의 목표.
천연 생약자원으로 부터 분리추출공정 최적화를 달성하고 제형최적화를 통한

천연항균제 사양실험용 시제품 개발완료 및 천연 생약자원 추출물 급여에 의한 가금

의 내병성 및 생산성 향상에 관한 연구가 목표이다.

나 연구범위 및 연구수행 방법.

연 구 범 위
연구수행방법

이론적실험적 접근방법( )․ 구체적인 내용

천연항균물질의

정제

정제공정 최적화1.
분별용매추출공정연구1)
추출방법에 따른 분획의 항균력2)
평가

정제공정 최적화1.
물에탄올 등식품원료로1) ,
사용가능한 용매를 사용한

추출공정 연구

및 방법에 의한2) agar disk MIC
항균력 측정

분리정제된

천연항균제의

제형 최적화 연구

제형최적화2.
각 천연물의 추출분획 조합에1)
대한 항균력 평가

항균활성이가장 높은 추출물2)
조합제형 연구

의 제형에 대한 수용성 물성3) 2) ,
등에 대한 영향 평가

온도 일광등에 대한 안정성4) ,
평가

물성 안정성이 유지되는 최적의5) ,
제형연구

제형최적화2.
물 글리세린을 이용한1) ,
제형최적화 연구

및 방법에 의한2) agar disk MIC
최적 제형조합연구

물에 대한 용해도 수용액3)
상에서의 색상 변화 및 일광에

대한 물성변화 연구

항균력과 물성에 대하여 최적의4)
안정성을 가지는 제형

처방조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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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양실험을 위한

시제품 생산

시제품 생산3.
를 위한 동물사료1) field test

첨가제로서의 시제품생산

공정최적화연구

생산공정 연구2) pilot scale up

시제품 생산3.
에서 도출한 최적처방을1) 2.

토대로 동물사료 첨가제로

서의 시제품생산

생산공정에서의 제품2) pilot
안정성 검토

In vitro
항균활성 평가

를 통한 항균활성 조사MIC test
축산업에서 문제시 되는 병원성 균

을 선발하였고 생약 추출물에 의한

항균활성 조사

육계사양실험
생약추출물을 육계에 급여하는

사양실험 실시

총 주간 생약추출물을 다양한5
수준으로 첨가 급여하였고,

성장성적과 도체 특성 등을 조사

면역세포

활성 조사

혈액 내 및IL-1, IL-2, IL-6
의 농도 조사INF-γ

를 이용한 법으로2nd antibody Kit
측정

연구개발 수행내용 및 목표달성도2.

가 연구개발목표의 달성도.
목 표 연구개발 수행내용 달 성 도(%)

천연 생약자원으로부터

분리추출공정 최적화를

달성하고 제형최적화를 통한

천연항균제 시제품 개발완료

정제공정 최적화1.
제형최적화2.
시제품 생산3.

100%
정제공정및 제형 최적화-
목표달성

사양실험용 시제품생산-

를 통한 천연 생약MIC test
추출물의 항균 활성 조사

축산업에서 문제시 되는 병

원성 균을 선발하였고 생약

추출물에 의한 항균활성 조사

100%
병원성 균들에 대한 항균-
스펙트럼 분석

천연생약 추출물 첨가

시 육계의 생산성 조사

총 주간 생약추출물을 다양5
한 수준으로 첨가 급여하였

고 성장성적과 도체 특성,
등을 조사

100%
육계 생산성 영향에 대한-
사양실험 완료

천연 생약 추출물의 첨가가

육계 면역세포 활성도에

미치는 영향 조사

를 이용한2nd antibody Kit
법으로 측정

100%
천연추출물의 육계사양-
실험시 면역활성도 측정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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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연구수행 내용.

1) 천연물 연구Library

가 천연물 확보) library
생리활성 물질 검색 또는 신규 구조의 생리활성 전환산물을 검색하기위한 천연물

소스를 아래의 표 형식으로 여점을 확보하였다 구축한 천연물 는2,000 . library random
에 의한 무작위 검색이 아닌 효능검색기술을 기반으로 하는selection specific selection

방법에 의한 효율성이 높은 생리활성 이다 이러한 구축은 항산화 항library . library ,
노화 생리할성 물질 검색 뿐만 아니라 미백 항균 항염 등의 다양한 생리활성 물질을, ,
검색하는 원천기술자원으로서 활용도가 매우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

나) 토양 미생물 및 배양액 분리

균주 및 시약(1)
국내에서 채취한 토양시료로부터 다양한 종류의 미생물을 분리하고 항균활성

이 증가된 키토올리고당으로의 전환에 관여하는 를 생산하는 특정균주를biocatalytes
검색하였다 항균활성 검정을 위한 에는 본 실험실에 보관중인. screening Staphyloccus

균주를 이용하였다 그외 실험에 사용한 모든 시약은aureus ATCC 25923 . EP (extra
의 시약들이 사용되었다pure) grade .

배지 및 배양방법(2)
토양 미생물의 보전 및 균주의 을 위하여 배지에서sporulation ISP#4 oatmeal

이 첨가된 한천 배지가 사용되었다 기초발효조건 검토를 위한 토양 미생물의 액10% .
체 배양은 배지 조성에서 가 첨가되지 않은 배지를 기본으로 하여ISP#4 agar 250ml

에서 의 조건으로 행하였다 균주의flask(broth volumn 50ml, triplicate) 30 , 180 rpm .℃
배양과 보존을 위하여 사용된 여러 배지의 조성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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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지ISP #1 : Tryptone - yeast extract broth▶
Bacto-Tryptone (Difco) 5.0g
Bacto-Yeast Extract (Difco) 3.0g
Distilled water (DW) 1.00ℓ
살균전 를 으로 조정pH 7.0

배지ISP #2 : Yeast extract-malt (YM) agar▶
Bacto-Yeast Extract (Difco) 4.0g
Bacto-Malt Extract 10.0g
Bacto-Dextrose 4.0g
Distilled water 1.00ℓ
를 으로 조정후 을 첨가하고 멸균한다pH 7.3 Bacto agar 20.0g .

배지ISP #3 : Oatmeal agar▶
Oatmeal 20.0g

를 증류수에 에 넣고 분간 침지 후 거즈천으로 여과를 하고Oatmeal 20.0g 1 20 ,ℓ
다시 증류수를 가하여 로 조정하였다1ℓ
Add trace salts solution 1.0ml

로 를 로 조정 후 을 첨가하고 멸균한다NaOH pH 7.2 Agar 18.0g .

배지ISP #4 : Inorganic salts- starch agar▶
Solution : starch suspensionⅠ

에 찬물을 소량 가하여 상태로 잘 혼합 현탁한Difco soluble starch 10.0g paste ,
후 최종 부피가 가 되도록 증류수를 가하였다50m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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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lution : Inorganic salts solutionⅡ
K HPO 1.0g₂ ₄
MgSO 7H₄ ₂O 1.0g
Nacl 1.0g
(NH4) SO 2.0g₂ ₄
CaCO 2.0g₃
Distilled water 500.0 ml
Trace salts solution (1) 1.0 ml
는 로 조정한다pH 7.0~7.4 .

과 를 혼합한 후 을 첨가하고 멸균한다solution agar 20.0 g .Ⅰ Ⅱ

배지ISP #5 : Glycerol - asparagine agar▶
L- asparagine 1.0g
Glycerol 10.0g
K HPO 1.0g₂ ₄
Distilled water 1.0ℓ
Trace salts solution 1.0ml
를 로 조정 후 을 첨가하고 멸균한다pH 7.0~7.4 agar 20.0g .

배지ISP #6 : Peptone - yeast extract iron agar▶
Bacto-Peptone 15.0g
Proteose peptone 5.0g
Bacto -Yeast Extract (Difco) 1.0g
Ferric ammonium citrate 0.5g
K HPO 1.0g₂ ₄
Sodium thiosulfate 0.08g
Bacto- Agar 15.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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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tilled water 1.0ℓ
살균전 를 로 조정pH 7.0~7.2

배지ISP #7 : Tyrosine agar▶
Glycerol 15.0g
L-tyrosine (Difco) 0.5g
L-asparagine 1.0g
K HPO 0.5g₂ ₄
MgSO 7H O 0.5g₄ ₂
NaCl 0.5g
FeSO 7H O 0.01g₄ ₂
Distilled water 1.0ℓ
Trace salts solution 1.0ml
Adjust to pH 7.2~7.4
Bacto- Agar 20.0g

천연물 구축 모식도Library▶

토 양 시 료

천 연 물 l i b r a r y  구 축 p r o t o c o l  

최 적 화 배 지 이 용 배 양 및 보 관

A g a r  p i e c e  m e t h o d

특 정 균 주 선 발

천 연 물 l i b r a r 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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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물 추출 분리정제2) ,

가 마이크로웨이브 분별 추출)
혼합 천연물에 극성용매 또는 극성용매와 정제수의 혼합용액을 배 중량비로10

혼합하고 냉각 콘덴서가 부착된 추출기에서 고온 고압으로 시간 추출하고 감압 농24
축하여 농축엑스를 얻는다.
농축엑스의 배 중량비의 정제수를 가한 다음 선별추출을 위하여 최적 조성비의 비극2
성 용매를 배 중량비로 첨가하고 진탕 추출한 다음 감압 농축하여 활성추출분획을4
획득한다 보다 선별적인 활성추출 분획을 얻기 위하여 특정한 정제수를 사용한 마이.
크로웨이브 추출을 실시하였다.

나 유기용매 추출)
유효성분을 추출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방법을 사용하였다 즉 반응산물에 에.

탄올 메탄올 등의 극성용매 또는 그들과 정제수의 혼합용액을 분쇄물의 배 가량 가, 10
하여 냉각콘덴서가 부착된 추출기에서 의 온도로 일간 가열하여 추출물을 얻고80 1℃
여과하여 감압 농축시킨 후 농축추출액을 얻는다 그리고 이 농축 추출액 무게의 배. 2
에 해당하는 정제수를 가한 다음 에틸아세테이트 메칠렌클로라이드 등의 비극성용매,
를 배 중량으로 첨가하고 강하게 진탕한 후 상층인 비극성 용매층을 분리하여 감압4
농축 후 최종 건분말을 얻는다 상기 방법과 같은 통상의 추출법에 의해 추출하며 사.
용하는 유기용매는 메탄올 에틸아세테이트 에탄올 클로로포름 부탄올 아세톤과 또, , , , ,
는 그들과 정제수의 혼합용매 중 택 할 수 있다 또한 효과적인 추출을 위해 염화나1 .
트륨을 이용하여 탄닌을 미리 제거할 수 있으며 추출조건은 가열이 아닌 실온에서

일간 침적시켜두는 것도 가능하다2-7 .

다 초임계 추출)
기존의 추출방법으로 이룩할 수 없었던 생물전환 반응산물의 특이적 생리활

성과 물성을 획득하기 위하여 초임계 유체 추출기술을 사용한 다음과 같은 추출방법,
으로 얻을 수 있다 즉 반응산물을 초임계 추출장치에서 압. 70-90 , 4,000-6,000 PSI℃
력으로 주용매인 이산화탄소 부피부에 대해 디에틸아민 또는 트리에100 2-20(v/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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틸아민이 용해된 메탄올 에탄올 물 또는 이들의 혼합용매에서 선택된 종 이상의 알, , 1
카리성 공용매 중량부를 혼합시켜 추출한 후 크로마토그래피를 이용하여 분리1-20 , ,
여과 정제하여 바이칼린 디티에프 오고닌 등의 항균활성 분획을 선별 분리하여 감압, , ,
농축 후 최종 건분말을 얻는다 이러한 건분말을 프로필렌글리콜 부틸렌글리콜. , 1,3- ,
글리세린 물 알콜 등의 용매에 용해시킨 제품을 사용하였다, , .

라) Decolorization & Deodorization
추출정제되어진 성분들이 제품화 처방에 사용하기 위해서는 색상이나 향취가 처

방제품에 영향을 주지 않아야 한다 그래서 과 을 위하여 다. decolorization deodorizatio
음과 간은 방법을 사용하였다 기존의 흡착 분별추출 여과 등의 방법으로 이룩할 수. , ,
없었던 생물전환 반응산물의 탈색과 탈취 효과를 획득하기 위하여 초임계 유체 추출,
기술을 사용한 다음과 같은 추출방법으로 얻을 수 있다 즉 반응산물. BMB-flavonoid
을 초임계 추출장치에서 압력으로 주용매인 이산화탄소70-90 , 4,000-6,000 PSI 100℃
부피부에 대해 디에틸아민 또는 트리에틸아민이 용해된 메탄올 에탄올2-20(v/v)% , ,
물 또는 이들의 혼합용매에서 선택된 종 이상의 알카리성 공용매 중량부를 혼1 1-20
합시켜 추출한 후 크로마토그래피를 이용하여 분리 여과 정제하여 바이칼린 디티에, , , ,
프 오고닌 등의 항균활성 분획을 선별 분별하여 감압농축 후 최종 건분말을 얻는다, .
이러한 건분말을 프로필렌글리콜 부틸렌글리콜 글리세린 물 알콜 등의 용매에, 1,3- , , ,
용해시킨 제품을 사용하였다.

마 추출물의 활성 분석) flavonoid
추출물의 활성 분석을 위하여flavonoid 분리 조건을 확립하여 분HPLC

리정제 공정 는 를 사용하였고Solvent Acetonitrile : 0.5% Phosphoric acid (27:73, v/v) ,
을 사용하였고 용매조건은u-Bondapak C18 silica column (3.9x30cm) 15ul injection,

을 사용하였다280nm detection, 1.0ml/min .

바 추출물의 활성 구조분석) flavonoid
의 생물전환 산물의 주요 활성성분의 구조분석을 위하여 다음과BMB-flavonoid

같은 방법을 사용하였다 프로톤 뉴클리아 마그네틱 레조런스 스펙트로 포토미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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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펙트럼은 브루커 에이 메가헤르쯔 과 베리안 유니티 메가헤르쯔300(300 ) 500(500 )
스펙트로포토미터를 사용하여 측정하였으며 카본 뉴클 리아 마그네틱 레조런스 스펙트,
로포토미터 스펙트럼은 브루커 에이엠 메가 헤르쯔 과 베리안 유니티300(75.5 ) 500(125
메가헤르쯔 스펙트로포토미터를 사용 하여 측정하였다 표준 시료물질과 비교하여 동일) .
한 엔엠알 스펙트럼 결과를 근거로 추출물의 활성 flavonoid 구조가 디티에프 구조와

유사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제형 최적화 연구3)

상기 공정에서와 같이 물성개선까지 완료한 추출물의 활성 의flavonoid 시제품을

제조하기위한 처방 최적화와 각종 제품에 대한 온도안정성 및 제형안정성을 실시하였

다. 시제품으로 제조한 천연항균 추출물의 온도안정성과 제형안정성을 검토하였다.
시제품을 용기에 씩 담아서 에 각 각 넣고서 색상변화 이취50ml 30g 45C, 4C, -20C ,
발생 제형 상분리 등의 온도에 따른 제형 안정성을 경시적으로 관찰하였다, .

항균력 평가4)

가 항균력시험 페이퍼디스크 고체배지 측정법) ( )
세균은 뮐러힌텅육즙 을 사용하였고 배지에 균을 접(Mueller Hinton broth)

종하여 배양기에서 시간동안 배양하였다 진균배양에는 사보라우드 덱스트37 16-20 .℃
로즈육즙 을 사용하였고 배지에 균을 접종하여 배양기(Sabouraud dextrose broth) 22℃
에서 일간 배양하여 사용하였고 식물병원균인 푸사리움 솔라니 에5-7 (Fusarium solani)
대해서는 포테이토 덱스트로즈배지를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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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균력측정을 위한 균주는 아래와 같다.

그람양성균< >
Staphylococcus aureus ATCC 6538P
그람음성균< >
Escherichia coli ATCC 10536
효모< >
Candida albicans ATCC 10231
진균< >
Aspergillus niger ATCC 9029

항균력 평가는 다음과 같이 한다 즉 항균력을 측정하기 위해 페이퍼디스크 고.
체배양법 을 이용하였다 다시 말하면 멸균식염수에 준(paper disk agar assay method) .
비한 각 균액을 108 으로 준비하고 균액평판제조용 배지인 뮐러힌턴한천배지를cfu/ml ,

에서 분 멸균하고 내지 로 식힌 배지에 균액을 가하여121 15 45 50 10℃ ℃ ℃ 6 균cfu/ml
농도로 제조한 고체배지를 사용한다 뮐러힌턴한천 균액배지위에 직경 밀리미터 페. 6
이퍼디스크를 올리고 여기에 바이칼린 오고닌 디티에프를 내지 농도로, , 0.0001% 10%

씩 가하여 시간 배양한 다음 균생장 저해환의 직경을 측정하여 최적 항25ul 37 , 24℃
균력 범위를 평가하는 방법이다.

나) 천연 추출물의 항균력 평가(MIC Test)

실험기기(1)
Safety hoods or cabinets, Temperature controlles devices(incubators,

refrigerator, Freezers, water bath, thermometers), Autoclaves, Centrifuges,
Microscopes, Dispensers, pH meters, Balances, Microwave ovens, Anaerobic

기타incubators, Homogenizers, Blenders, Humidified chamber, Spectro-photome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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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균주(2)

가 세균( )
Staphylococcus aureus ATCC 6538
Pseudomonas aeruginosa ATCC 9027
Escherichia coli ATCC 8739
In House isolates - one or more

나 곰팡이 및 효모균( )
In House isolates

다 시험 균주의 보관 및 배양 조건( )

Bacteria①
배지 Tryptic soy broth or agar–

냉장고storage condition - 4 -8 ℃
transfer frequency - Monthly

Mold②
배지 - Sabourd Dextrose Agar

냉장고storage condition - 4 -8 ℃
transfer frequency - Monthly

는 일정한 보관 및 내성 유지에 문제가 있으므로In-house isolates original products※
나 가 함유된 배지에서 보관하는 것이 를 유지 할 수 있다product resistance .

라 및( ) Diluents test media

Diluents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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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석수는 제품에 함유된 방부제가 미생물 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recovery
기 위해 를 함유해야 하며 미생물 오염도 시험에 사용하는 희석수neutralizing agents
와 동일한 것을 사용한다.

Recovery media②
용Bacteria : Letheen agar

용Mold : SD agar

마 균액 제조( )

실험기기①
균상자 멸균 피펫 멸균 샤레 멸균 배지 알콜 램프, , , (TS, TS-DM, SD, SD-DM), ,

항온배양기 배양 튜브 접종 루프 오토 피펫 피펫 팁 냉동용 바이알, , , , , (cryogenic vial)
등을 사용한다.

사용균주 종: 20-25②
표준 균주 종- : 3
Staphroccocos aureus ATCC 6538, Pseudomonas aerusinosa ATCC 9027,

Escherichia coli ATCC 8739
오염 균주 제조 환경 제품 및 원료 변질균으로 수집된 균주 중 종으로- : , 17-22

하며 생리 약제 시험 오염 시기 오염품 종류 오염 환경 등을 검토한 후 교체할 수, , , , ,
있음

보관 본 시험용 균주들은 등 적절한 배지에서- : Bacto Tryptic Soy Broth(Difco)
배양한 후 으로 에서 보관한다, glycerol stock -70 .℃

세균 배양③

방법- 1
오염균 및 표준균을 배지에 단일 접종한 후 항온 배양Letheen-DM agar 32-37 ℃

기에서 시간 배양하여 집락을 형성하도록 한다 집락 형성 안하면 방부제에 대한24-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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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항력이 낮은 것으로 판단하여 시험균에서 제외 집락을 형성한 시험균을). 5㎖
에 단일접종 에서 자라지 않는 균주는 등 적당한Letheen broth (Letheen broth SD, TS

배양 배지 이용 한 후 항온 배양기에서 시간 배양하여 증균된 균액의) 32-37 24-72℃
균수가 109마리 되도록 농축 또는 희석하여 멸균용기에 혼합하여 세균액으로한다/ .㎖

- 방법 2
에서 보관중인 오염균 및 표준균액 을 또는-70 0.1 ml 5 ml Letheen-DM broth(℃

적당한 배양 배지 에 접종한 후 접종 항온 배양기에서 시간 배양하) (1% ), 32-37 24-72℃
여 증균된 균액의 균수가 109마리 되도록 농축 또는 희석하여 멸균용기에 혼합하여/㎖
세균액으로한다.

준비- Glycerol stock
오염균 및 표준균을 균주에 따라 적당한 배지 이용 에 접종한5 ml Letheen broth( )

후 항온 배양기에서 시간 배양하여 균액의 균수가, 32-37 24-72 10℃ 7-9
마리 되도록/㎖

한다 멸균된 과 로 혼합하고. 50% glycerol 1:1 , cryogenic vial(Corning cat. No.
또는 동등 제품 에 분주하여 에서 보관한다 보관시에는 에 균주 번25704-2 ) -70 . vial℃

호 작업일 년 월 일 작업자를 기록하고 보존 기간이 년이 넘지 않도록 한다, ( , , ), 1

바 챌런지 실험방법( ) test

방부 시험법Bacteria①
깨끗한 실험 용기에 시료 을 평량 한다- 20g .
에서 만들어진 세균 액을 시료 그램 당- 5. 107 가 되도록 접종한 후 멸CFU 0.2 ml

균 스푼으로 균질 하게 혼합 한다.
이때 접종 균액의 이 시료 량의 가 넘지 않도록 한다volume 1%(0.2 ml) .
균액이 혼합된 시료는 항온 배양기에서 주간 배양시키며 접종일로 부터- 30-32 4℃

일 후 제품내 생존하는 균수를 일반 생균수 시험법에 따라 측정1, 3, 7,14, 21, 28
한다.

제품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실험 법이 될 수 있다modify .※
상기의 실험 균 대신 오염된 제품을 직접 접종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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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후 결과가 이상의 미생물 수 감소를 보일 경우 시험균을 재 접종 할- 7 99.9%
수 있으며 이때 재 접종양은 차 접종과 동일하다, 1 .

곰팡이 및 효모 방부 시험법②
깨끗한 실험 용기에 시료 을 평량- 20g
에서 만들어진 세 균액을 시료 그램당- 5. 106 가 되도록 씩 접종한 후 멸cfu 0.2ml

균 스푼으로 균질 하게 혼합한다.
이때 접종 균액의 이 시료 량의 가 넘지 않도록 한다volume 1%(0.2 ml) .

항온 배양기에서 일간 배양시키며 일 간격으로 변취 및 시료 표면의- 25±2 60 7℃
균사 생성 여부를 확인한다.

기타 생리활성 평가5)

가 항산화활성 평가) (DPPH assay)

라디칼은 은 아DPPH(1,1-diphenyl-2-picrylhydrazyl) oxygen free radical
니지만 수용액 뿐만 아니라 등의 유기용매에서도 매우 안정하고 에서 특EtOH 517nm
징적인 광흡수를 나타내므로 측정하기 편리하며 이 라디칼 소거작용은 지질과산화 억,
제활성 또는 항산화활성과 상관관계를 보이는 경우가 많으므로 항산화 활성물질의 검

색에 널리 이용되고 있다 에 각 농도별 시료와 에 녹인. 96 well plate EtOH 100uM
를 가한 후 에서 분간 반응시킨 다음 를 이용하여 반응DPPH 37 30 , microplate reader℃

액의 흡광도를 에서 측정하였고 시료대신 용매를 가한 대조군에 대한 시료의 흡515nm
광도 감소정도를 측정하여 항산화활성을 산출한다.

나 세포활성 평가) (Cell Recovery Test)

세포배양(1)
은 일본 큐우슈우 대학의Bovine aortic endothelial cells (BAEC) Dr. Kuwano

로부터 은Bovine pulmonary artery endothelial cells (BPAE) Korean Cell Line B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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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부터 공급받았고 세포는( KCLB, Korea ) 10% fetal calf serum (FCS, GIBCO
이 포함된BRL) Dulbecco's Modified Eagle medium (DMEM, GIBCO BRL, Grand

로 시Island, NY) 37 5% CO℃ 2 인큐베이터에서 배양하였다.

세포에 혹은 처리(2) antioxidant oxidant
와 는 에 희석하여 사용하였다 세포는 시간 정도 배양한 후A B media . 24 0.2μ
를 처리하여 시간 또는 시간 배양하였다 그 후 세포를 잘 씻은 후M 4HNE 6 12 .

를 제거하여 배양하였다 이것을 다시 시간 혹은 시간 후에 인oxidant . 12 24 antioxidant
또는 을 첨가하여 혹은 시간 후에 하였다BMB-C 10 M BMB-D 100 M 12 24 harvest .μ μ

와 는 를 용해시키는 용매의 종류에 따라 분류하였다 이들 물질BMB-C BMB-D BMB .
은 에 녹여서 농도가100% ethanol 10 되게Mμ 희석하여 사용하였다. B 은PAE cell 24
시간 동안 배양한 뒤 로 처리하여 시간 배양하고0.2 M HNE 6 ,μ 신물질를 첨가하여 시간12
배양하였다.

세포 생존도 측정(3)
세포 생존도 측정은 와 를 이용하trypan blue exclusion method MTT assay

여 측정하였다 먼저 는 각 세포들은 정도로. trypan blue exclusion method 0.1 ml
시키고 여기에 용액 를 첨가하여 사용하였다 약suspension 0.2% trypan blue 0.1 ml . 2

분 후에 를 이용하여 염색된 세포의 수를 측정 하였다 생존도는 염색hemocytometer .
되지 않은 세포의 수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하였다. 세포생존률과 증식을 측정하는

로서 를 이용하였다 세포들은 에서 시간 배양한 뒤assay MTT assay . 48-well plate 24
로 처리한 뒤 시간 배양한 뒤 신기능성 물질인 와 를 되게0.2 M 4-HNE 12 C D 10 Mμ μ

첨가하고 다시 를 처리하였다 처리작업이 끝난 후 마다 최종부피가4-HNE . well 10
이 되도록 를 첨가하였다 그 후 를 제거하고 환원된 유도체에mM MTT . , media MTT

를 첨가하여 측정하였다 흡광도는dimetylsulperoxide(DMSO) . microtiter plate reader
로 파장 에서 측정하였다570 nm .

세포상태 변화 측정(4)
세포는 에서35mm Acas dishes (Mat-Tek, USA) 100 /ml acridine or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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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로 염색시(Sigma Chemical Co.) 100 /ml ethidium bromide (Sigma Chemical Co.)㎍
키고 염색된 세포들은 로 관찰하reflected fluorescence microscopy (Olympus, Japan)
였다 로 관찰하였을 때 초록색으로 보이는 세포들은 살아 있. Fluorescence microscopy
는 세포라고 할 수 있고 붉은 색으로 관찰된 세포는 가 일어난 세포이다apoptosis .

형광현미경(5)
형광현미경의 사용은 인 와fluorscent DNA binding dye acridine orange

를 이용하여 생존한 세포와 죽은 세포를 관찰하였다ethidium bromide . Acridine
는 세포질은 염색하는데 에 삽입되어 살아있는 세포에서는 초록색으로 관orange DNA

찰되어지고 는 죽은 세포들에서 주황색으로 나타난다 세포는, ethidium bromide .
로 시간 처리한 후 로 와 를 시간 시간 처리하였고 각 세oxidant 6 antioxidant C D 12 24 ,

포마다 와100 /ml acridine orange (Sigma Chemical Co.) 100 /ml ethidium㎍ ㎍
로 염색하였다 염색된 세포는bromide (Sigma Chemical Co.) . reflected fluorescence
로 관찰하였다microscopy (Olympus, Japan) .

(6) TUNEL assay
Terminal deoxynucleotidyl transferase (TdT)-mediated X-dUTP

는 사 제품을 이용하였다 세포nick-end labeling (TUNEL) kit Boehringer Mannheim .
들은 로 고정시키고 를 거처 가닥 끝 부paraformaldehyde Triton X-100 DNA 3'-OH
분을 잘라 형광물질인 로 하였다 와 가 포함되dUTP labeling . Fluorescein-dUTP TdT
어 있는 에 배양하였다 그런 뒤 세포들을TUNEL reaction mixture .

에 배양시키고 마지막으로Converter-Peroxidase (POD), DAB-substrate solution
로 덮는다 이것을 광학 현미경으로 관찰한다cover glass . .

(7) Western blot analysis
을 이용해 분석하였다 세포는 에Western blotting bcl-2 proteins . 4-HNE 6

시간 노출시킨 후 로 처리하여 단백질을 세포로부터 모으고 이것을C, D western
로 확인하였다 세포는 하여 모으고 원심분리 하였으며 단백blotting analysis . scraping

질은 1 gμ 과/mL aprotinin 100 g/mLμ 를 포함하phenyl- methylsulfonyl fluoride(PMS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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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lysis buffer(1% Triton X-100. 50 mM Tris-HCL, 150mM NaCL, 0.2 % sodium
로 추출하였다 세포 는 으로 간 원심분리하여 모았고azide) . lysate 12,000 rpm 10 min

단백질 농도는 로 측정하였다 세포 단백질들은BSA assay(Bicinichonic acid solution) .
로 분리하였으며SDS- polyacrylamide gel electrophoresis (SDS-PAGE) nitrocellulose

로 시켰다 에서 에 를transfer membrane transfer . 4 Tris-buffered solution skin milk℃
넣고 을 하여 비특이성결합을 막았으며 항체에 대해nitrocelluose membrane blocking

를 으로 희석하여 사용하였고 차항체는Bcl-2 1:1000 2 anti-mouse IgG antibody
를 사용하였다 이렇게 형성된 면역복합체는(1:1000 dilution) . ECL (enhanced

로 확인하였다chemiluminescence) detection kit .

다 협동과제 연구수행 내용.

천연 생약자원의1) in vitro 항균 활성

병원성 세균과 일반 세균에 대한 추출물의 항균활성 스펙트럼은 방paper disk
법 와(Bendimerad Bendiab, 2005; Han, 2005 에 따라서 수행하였다 용액을) . 0.8% agar
제조한 후에 시험관에 씩 분주한 뒤 에서 분간 멸균하였다 멸균15ml 10ml 121 15 .℃
후 배지의 가 고형화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항온기에서 실험하기 전까지, agar 50℃
보관하였다 시간동안 배양된 각각의 병원성 세균 및 일반세균 배양액을 준비된. 20

용액에 씩 첨가하고 를 이용하여 균질화 하였다 이 후water agar 100 voltex mixer .㎕
세균 현탁 용액을 에 부어 상온에서 고형화 하였다 이때에water agar LB agar plate .
Enterococcus faecium이 현탁된 용액은 에 부은 후 고형water agar MRS agar plate
화 하였다.
추출물의 항균활성 스펙트럼을 조사를 위하여 추출물을 6mm paper disk

에 각각 그리고 를 흡수시킨 후 용매가 휘발되도(Whatman AA disc) 5 , 10 30 ,㎕ ㎕ ㎕
록 분간 건조하였다 이후 준비된 중층배지위에 놓고 에서 시간동안 배양하30 . 37 20℃
였다 항균활성 스펙트럼은 시간의 배양과정 후에 중층배지위의 주위로. 20 paper disk
형성된 생육저지환 의 크기를 측정하여 활성 정도를 평가하였다(clear zon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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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 생약자원 급여에 의한 육계의 성장성적과 생리적 반응에 미치는 영향2)

가 재료 및 방법)

실험설계(1)
실험 에서는 항생제를 첨가하거나 첨가하지 않은 기초사료에 천연생약자원 추2

출물을 또는 수준으로 각각 첨가하여 전체 개 처리구에 반복으로 구성0.1, 0.3 0.5% 5 5
하였다.

실험동물(2)
일령 육계 수평아리 수를 실험동물로 공시하여 각 처리구별 수1 Ross 750 150 ,

반복 당 수씩을 체중이 유사하도록 완전임의 배치하였다30 .

실험사료(3)
모든 공시 병아리에게는 일령부터 일령까지 육계전기사료를 일령부터1 21 , 22 35

일령까지는 육계후기사료를 각각 급여하였다 배합비 및 영양소 조성은 아(NRC, 1994).
래 표 에 나타내었다1 .

표 실험사료의 배합비 및 영양소 조성1.
Ingredients % Starter Finisher

Yellow corn 56.60 60.88
Soybean meal 30.21 28.39
Corn gluten meal 5.00 3.18
Tallow 4.04 4.25
Vit.+Min. mixture 1 0.15 0.15
L-lysine HCl (98%) 0.18 -
DL-methionine (99%) 0.16 0.04
Dicalcium phosphate 2.00 1.50
Limestone 1.07 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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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Vit.+Min.mixture provided the following nutrients per kg of diet: vitamin A, 18,000
IU; vitamin D3, 3,750 IU; vitamin E, 30 IU; vitamin K3, 2.7 mg; vitamin B1, 3.0 mg;vitamin B2, 9.0 mg; vitamin B6, 4.5 mg; vitamin B12, 30.0 mg; niacin, 37.5mg;pantothenic acid, 15 mg; folic acid, 1.5 mg; biotin, 0.07mg; Fe, 75.0mg; Zn, 97.5mg;
Mn, 97.5mg; Cu, 7.5mg; I, 1.5mg; Se, 0.2mg.

사양관리(4)
공시 병아리들은 왕겨를 깔짚으로 사용한 개의 가로 세로 높21 floor pen( × ×

이 에 수씩 동일한 숫자로 사육하였다 사료 급이기는 별로 개:180×180×200cm) 30 . pen 1
씩 동일하게 배치하였고 급수 니플의 개수도 별로 동일하게 하였다 실험사료와, pen .
물은 자유채식 및 음수 시켰으며 전 사양실험 기간 동안 시간 종일점등을 실시하였, 24
다 처음 일령의 계사 내 온도는 로 하였고 주당 씩 감온하여 이후에는. 1 33 , 4 21±℃ ℃
로 유지하였다1 .℃

조사항목 및 방법(5)

가 증체량 사료섭취량 및 사료요구율( ) ,
주 회 반복구별로 중간체중 및 사료 섭취량을 조사하였다 주령에 역시 모1 . 5

든 공시계의 생체중을 측정하였고 실험기간 중의 사료 섭취량을 총합하여 증체량과

Choline-Cl (50%) 0.11 0.04
Salt 0.38 0.35
Anticoccidial 0.10 0.10
Total 100 100
Calculated values
TMEn, kcal/kg 3,050 3,100
Crude protein, % 21.5 19.5
Ca, % 1.00 0.90
Avail. P, % 0.45 0.36
Lysine, % 1.20 1.00
Total TSAA, % 0.90 0.73



- 41 -

대비하여 사료요구율을 계산하였다.

나 기관별 상대적 크기 조사( )
실험 주령에 생체중 측정치의 평균에 해당하는 개체를 처리구별로 수씩 선5 8

발하여 도계한 이후 간 복강 내 지방 및 비장을 채취하여 중량을 측정하였고 생체중, ,
당 상대적인 중량으로 환산하였다 가슴근육은 우측 가슴 부위의 안심을 포함한100g .

근육을 채취하여 가식성 근육의 중량을 측정하였다 다른 조직과 마찬가지로 생체중.
당 상대적 중량으로 환산 표기하였다100g .

다 혈중 콜레스테롤 및 간 기능 관련 효소의 활성( )
실험 주차 종료 시에 각 처리구에서 유사한 체중을 가진 개체를 수씩 선5 8

발하여 혈액을 채취하고 원심분리 이후 혈청을 분리하였다. Glutamic-oxaloacetic
transaminase ( 및GOT) 활성은 진단용 키트glutamic-pyruvic transaminase (GPT)
( 키트 영동제약 를 사용하여 비색방법으로 분석하였다 혈청 내 총 콜레스GOT-GPT , ) .
테롤 및 농(total cholesterol, Total-C) high density lipoprotein-cholesterol (HDL-C)
도는 진단용 콜레스테롤 키트 콜레스테롤 키트 콜레스테롤 키트 영동제약 를( E , HDL- , )
사용하여 비색방법으로 분석하였다.

라 체액성 면역반응( )
생독백신 접종 이후의 항체 생성량을 분석함으로서 체액성 면역반응에 미치

는 영향을 조사하였다 실험 주째에 모든 공시 병아리에. 2 newcastle disease
및 생독백신을 수당 씩 근내 접종virus(NDV) infectious bronchitis virus(IBV) 0.5ml

을 실시하였고 실험 주째에도 동일한 방법으로 재접종하였다 실험 주째에 처리구, 4 . 5
별로 수씩 선발하여 익하정맥에서 채혈하여 얻은 혈청을 분석 전까지 냉장 보관하10
였다 공 마이크로 플레이트에 주입하고 혈구응집 억제반응법. 96 (hemmagglutination

에 의해 및 항체 생성량을 조사하였다inhibition test; HI test) NDV IBV .

마 장 내의 균총 변화( )
실험종료 시에 도계한 개체에서 채집한 맹장 내용물 내의 균총을 조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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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장 내용물을 용액과 혼합한 이후phosphate buffer saline(PBS) homogenizer(AM
로 균질화 하였고77 model, Nissei) , 10-1부터 10-7까지 각각의 비율로 희석하였다 총.

균 및, Coliform Bacteria Lactobacillus 의 수를 측정하기 위해 희석한 시료를spp.
및 에 각각 접종하였다 등nutrient agar, MacConkey agar MRS agar (Tuohy , 2002).

접종한 플레이트는 에서 시간 동안 배양하였고 형성된 군집의 수를 계산하였다37 36 .℃

통계 분석(6)
실험 의 결과에 대한 통계 분석은 의 를 이용2 SAS(SAS, 2002) GLM procedure

하여 분산분석을 실시하였고 처리구간의 유의성 검정은 의 다중검정, Duncan (Duncan,
을 통해 유의 수준 에서 검정하였다1955) p<0.05 .

천연생약자원 급여가 산란계의 난 생산성과 계란의 품질에 미치는 영향3)

가 재료 및 방법)
실험설계(1)
실험 에서는 일반시판사료를 급여하는 대조구에 천연생약자원 추출물을3 0.1,

또는 수준으로 각각 첨가하여 전체 개 처리구에 반복으로 구성하였다0.3 0.5% 4 5 .

실험동물(2)
주령 갈색 산란계 수를 실험동물로 공시하여 각 처리구별45 Hy-Line 400 100

수 반복 당 수씩을 완전임의 배치하였다, 20 .

실험사료(3)
모든 공시계에게는 대사에너지 의 산란중기 시판사료2,780kcal/kg, CP 16.5%

를 급여하였다 배합비 및 영양소 조성은 아래 표 에 나타내었다(NRC, 1994). 2 .

사양관리(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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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계는 단 철제 케이지 넓이 깊이 수당2 ( 90cm, 90cm; 735cm2 에서 사육)
하였다 실험사료와 물은 자유채식 및 자유음수 시켰으며 점등은 전 실험기간 동안. ,

로 고정하였다 기타 사양관리는 사양관리의 관행적인 방법에 준하여 실시하였16L:8D .
다.

조사항목(5)
가 사료섭취량 및 난생산성( )
사료섭취량은 급여량과 잔량을 주 간격으로 조사하여 각 반복별로 주당1

섭취량을 산출하였다 실험기간 동안 매일 오후 시에 수집한 정상산란 개수와 연란. 3 ,
파란 등을 합한 총 산란 개수를 사육수수로 나누어 산란율을 구하였으며 수집된 정상,
란 전부의 무게를 측정하여 정상 계란 수로 나누어 평균 난중을 산출하였다.

표 실험사료의 배합비 및 영양소 조성2.
Items Control

Yellow corn 58.24
Soybean meal 16.18
Hulled lupine 3.00
Wheat meal 2.00
Corn gluten meal 2.00
Wheat bran 2.50
Canola meal 3.20
Tallow 1.60
Molasses 0.50
Limestone, coarse 9.40
Dicalcium phosphate 0.64
Salt 0.30
DL-Methionine 0.03
Choline-chloride (50%) 0.05
Mineral mix1 0.15
Vitamin mix2 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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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Mineral mixture provided following nutrients per kg of diet : Fe, 70mg; Zn, 60mg; Mn, 8mg; Cu, 7.5mg; I,
1mg; Se, 0.2mg; Co, 0.13mg
2 Vitamin mixture provided following nutrients per kg of diet : vitamin A, 10,000 IU; vitamin D3, 2,300 IU;
vitamin E, 20 IU; vitamin K3, 2mg; vitamin B1, 2mg; vitamin B2, 5mg; vitamin B6, 3.5mg; vitamin B12,
0.02mg; biotin, 0.12mg; niacin, 30mg; pantothenic acid, 10mg; folic acid, 0.7mg.

나 난질 및 난각질( )
실험 사료 급여 후 주 단위로 생산된 계란을 반복구당 개씩 수집하여10

난각강도 난각두께 등 난각질 관련 항목을 조사하였다 난각강도는 난각 강도계, . (FHK
를 이용하여 계란의 둔단부를 위로하고 수직으, , Japan)卵殼强度計 富土平工業株式會社

로 고정한 후 압력을 가하여 파각되는 순간의 압력을 측정하였다 난각강도 측정 후.
난각두께는 계란 중앙부의 난각 파편을 채취하여 난각 후도계(FHK Peacock, 富土平

를 통해 측정한 두께의 평균치로 하였다 난백의 높이를 조사하여, Japan) .工業株式會社

난중을 대비한 수치를 구하였으며 난황색은Haugh unit (FHK, Japan), Roche color
과 대조한 색도로서 표시하였다fan .

다 체액성 면역반응( )
생독백신 접종 이후의 항체 생성량을 분석함으로서 체액성 면역반응에 미

치는 영향을 조사하였다 실험 주째에 모든 공시 병아리에. 2 newcastle disease

Mycotoxin binder 0.03
Natuphos 0.03
Calculated values of control diet
Dry matter, % 89.12
Crude protein, % 16.50
Ether Extract, % 4.45
Crude Fiber, % 3.69
Ash, % 12.77
Available P, % 0.21
Ca, % 3.86
TMEn, kcal/㎏ 2,7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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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생독백신을 수당 씩 근내 접종virus(NDV) infectious bronchitis virus(IBV) 0.5ml
을 실시하였고 실험 주째에도 동일한 방법으로 재접종하였다 실험 주째에 처리구, 4 . 5
별로 수씩 선발하여 익하정맥에서 채혈하여 얻은 혈청을 분석 전까지 냉장 보관하10
였다 공 마이크로 플레이트에 주입하고 혈구응집 억제반응법. 96 (hemmagglutination

에 의해 및 항체 생성량을 조사하였다inhibition test; HI test) NDV IBV .

라 장 내의 균총 변화( )
실험종료 시에 도계한 개체에서 채집한 맹장 내용물 내의 균총을 조사하

였다 맹장 내용물을 용액과 혼합한 이후. phosphate buffer saline(PBS)
로 균질화 하였고homogenizer(AM 77 model, Nissei) , 10-1부터 10-7까지 각각의 비율

로 희석하였다 총 균 및. , Coliform Bacteria Lactobacillus 의 수를 측정하기 위해spp.
희석한 시료를 및 에 각각 접종하였다nutrient agar, MacConkey agar MRS agar

등 접종한 플레이트는 에서 시간 동안 배양하였고 형성된 군집(Tuohy , 2002). 37 36℃
의 수를 계산하였다.

마 계란의 보존성( )
실험 종료일에 생산된 계란을 전량 수집하여 실온 조건에서 보관하였다. 7

일째 및 일째 보관 중인 계란의 를 조사하여 시간 경과에 따른 변화를15 Haugh unit
조사하였다.

난황 내 지질 과산화물인 는 등 의 방법을 일malondialdehyde (MDA) Botsoglou (1994)
부 수정하여 조사하였다 보관된 시료는 추가적 산화를 막기 위해 냉동고에 보. -20℃
관하였다가 분석 전 냉장실에서 시간 동안 해동한 후 분석에 이용하였다 시료4 19 .℃

을 정량하여 의 에 취하였다 과1.5g 50ml centrifuge tube . 0.8% BHT (in hexane) 5ml
용액 을 가한 후 초간 하였다 원심분리5% TCA (in distilled water) 8ml 40 voltexing .

기 를 이용하여 에서 분간 원심분리하고(Mage 210, Hanil, Korea) 3,000g 5 pasteu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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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이용하여 하층의 수용액만을 취한 후 를 이용하여pippet filter paper (Whatman #1)
하였다 여과된 수용액에 용액을 가하여 부피를 조정하였다filtering . 5% TCA 10ml .

이 중 을 시험관에 옮긴 후 용액 을 가하3ml 10ml 0.8ml TBA (in distilled water) 2ml
였다 발색반응을 위해 시료를. 70℃로 맞춰진 로 옮긴 후 가볍게water bath shaking
해주면서 분간 반응시켰다 반응을 종결시키기 위해 에서 분간 식히고 다30 . ice bath 7
시 상온에 분간 방치하여 반응물을 안정화시켰다 발색물질은45 . UV-visible

을 사용하여 에서 측정한 뒤 를 기준으로 농도spectrophotometer 532nm standard curve
를 결정하였다 모든 실험은 각 시료에 대해 회 반복하였으며 결과는 회 반복한 값. 2 , 2
들의 평균으로 나타내었다.

통계 분석(6)
실험 의 결과에 대한 통계 분석은 의 를 이2 SAS(SAS, 2002) GLM procedure

용하여 분산분석을 실시하였고 처리구간의 유의성 검정은 의 다중검정, Duncan
을 통해 유의 수준 에서 검정하였다(Duncan, 1955) p<0.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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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절 결과 및 고찰2

천연 항균 추출물 검색1.
가 천연물 연구. Library
천연물 확보1) library

생리활성 물질 검색 또는 신규 구조의 생리활성 전환산물을 검색하기위한 천연물

소스를 표 표 의 형식으로 여점을 확보하였다 구축한 천연물 는3, 4 1,000 . library
에 의한 무작위 검색이 아닌 효능검색기술을 기반으로 하는random selection specific

방법에 의한 효율성이 높은 생리활성 이다 이러한 구축은 항산selection library . library
화 항노화 생리할성 물질 검색 뿐만 아니라 미백 균 항염 등의 다양한 생리활성 물질을, , ,
검색하는 원천기술자원으로서 활용도가 매우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

표 천연물 식물 기원3. BST library table ( )

BST No. Broth 항산화 활성 항균활성 비고

BST-ACT0001 EtOH ND ND
BST-ACT0002 EtOH ND ND
BST-ACT0003 EtOH ND ND
BST-ACT0004 EtOH ND ND
BST-ACT0005 EtOH + ++
BST-ACT0006 EtOH + +++
BST-ACT0007 EtOH ND ND
BST-ACT0008 EtOH + +
BST-ACT0009 EtOH ND ND
BST-ACT0010 EtOH ND ND
BST-ACT0011 EtOH ND ND
BST-ACT0012 EtOH ND ND
BST-ACT0013 EtOH ND 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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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ST No. Broth 항산화 활성 항균활성 비고

BST-ACT0014 EtOH ND ND
BST-ACT0015 EtOH ND ND
BST-ACT0016 EtOH ND ND 생물전환효소 생성

BST-ACT0017 EtOH + ++
BST-ACT0018 EtOH + ++
BST-ACT0019 EtOH ND ND
BST-ACT0020 EtOH ND ND
BST-ACT0021 EtOH ND ND
BST-ACT0022 EtOH ND ND
BST-ACT0023 EtOH ND ND
BST-ACT0024 EtOH ND ND
BST-ACT0025 EtOH ND ND
BST-ACT0026 EtOH ND ND
BST-ACT0027 EtOH + ND
BST-ACT0028 EtOH ND ND
BST-ACT0029 EtOH ND ND
BST-ACT0030 EtOH ND ND 생물전환효소 생성

표 천연물 방선균 기원4. library table ( )

BST No. Broth 항산화 활성 항균활성 비고

BST-PLT0001 EtOH ND ND
BST-PLT0002 EtOH ND ND
BST-PLT0003 EtOH ND ND
BST-PLT0004 EtOH ND ND
BST-PLT0005 EtOH + ++
BST-PLT0006 EtOH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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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ST No. Broth 항산화 활성 항균활성 비고

BST-PLT0007 EtOH ND ND
BST-PLT0008 EtOH + +
BST-PLT0009 EtOH ND ND
BST-PLT0010 EtOH ND ND
BST-PLT0011 EtOH ND ND
BST-PLT0012 EtOH ND ND
BST-PLT0013 EtOH ND ND
BST-PLT0014 EtOH ND ND
BST-PLT0015 EtOH ND ND
BST-PLT0016 EtOH ND ND 생물전환효소 생성

BST-PLT0017 EtOH + ++
BST-PLT0018 EtOH + ++
BST-PLT0019 EtOH ND ND
BST-PLT0020 EtOH ND ND
BST-PLT0021 EtOH ND ND
BST-PLT0022 EtOH ND ND
BST-PLT0023 EtOH ND ND
BST-PLT0024 EtOH ND ND
BST-PLT0025 EtOH ND ND
BST-PLT0026 EtOH ND ND
BST-PLT0027 EtOH + ND
BST-PLT0028 EtOH ND ND
BST-PLT0029 EtOH ND ND
BST-PLT0030 EtOH ND ND 생물전환효소 생성

BST-PLT0031 EtOH ND ND
BST-PLT0032 EtOH + ++
BST-PLT0033 EtOH + +
BST-PLT0034 EtOH ND ND
BST-PLT0035 EtOH ND ND
BST-PLT0036 EtOH + +
BST-PLT0037 EtOH + +
BST-PLT0038 EtOH ND ND
BST-PLT0039 EtOH ND ND
BST-PLT0040 EtOH ND 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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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천연물 추출 분리정제. ,

정제 공정별 효능 평가1)
초임계 추출 공정을 통하여 정제도가 증가된 천연 항균 추출물을 획득하였다.

이러한 공정은 원가절감의 공정개선을 통하여 시생산에 적용함으로써 최적의 현pilot
장생산 조건을 확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표 에서 보듯이 유기용매 추출법. 5.
보다는 초임계 추출법의 천연 항균 추출물의 활성이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DPPH .
항산화 활성을 나타내는 천연 항균 추출물의 경우 전체 경우는 아니지만 항균활성을

나타내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표 유기용매추출과 초임계추출물의 항산화활성 비교평가5.

BMB-Flavonoid
DPPH IC50(%) at 517nm

비고Solvent
Ext.

Supercritical
Ext.

BMB-Flavonoid 0001 ND ND
BMB-Flavonoid 0002 ND ND
BMB-Flavonoid 0003 ND ND
BMB-Flavonoid 0004 ND ND
BMB-Flavonoid 0005 1.0 0.5
BMB-Flavonoid 0006 2.0 0.25 항균활성

BMB-Flavonoid 0007 ND ND
BMB-Flavonoid 0008 0.5 0.06
BMB-Flavonoid 0009 ND ND
BMB-Flavonoid 0010 ND ND
BMB-Flavonoid 0011 ND ND
BMB-Flavonoid 0012 2.0 1.0
BMB-Flavonoid 0013 2.0 0.5 항균활성

BMB-Flavonoid 0014 ND ND
BMB-Flavonoid 0015 ND ND
BMB-Flavonoid 0016 ND ND 생물전환효소 생성

BMB-Flavonoid 0017 ND ND
BMB-Flavonoid 0018 ND ND
BMB-Flavonoid 0019 ND ND
BMB-Flavonoid 0020 ND 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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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Decolorization & Deodorization
아래 그림에서 보듯이 추출분리과정의 정제공정을 통하여 관능적 측면에서의

색상과 원료의 이취를 개선할 수 있었다 특히 공정과 알콜 재. microwave extraction
침전 그리고 흡착공정에서 관능적 물성이 상당히 개선되었다 이는 값이 두 공. purify
정에서 상대적으로 높이 증가하는 결과로 보아 색상 이취와 상관성이 높은 것으로 판,
단된다.

그림 추출공정에 따른 관능 및 물성 변화1.

초임계추출 추출 차 용매 추출공정Microwave 1

수용성 개선3)
제품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하여 다양한 종류의 용매를 사용한천연 항균 추출물

의 수용성 개선 처방을 연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최종적으로 단계 용매조성으로. 3
우수한 수용성을 나타내는 처방을 완성하였고 이러한 결과는 화장품 또는 기능성 식,
품 원료로서 높은 제품력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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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추출공정에 따른 수용성 변화2.

단계 단계 단계1 2 3
초임계 추출후 차 처방 차 처방polyol 1 polyol 2

추출물의 활성 분석4) flavonoid

추출물의 활성 분석을 위하여 분리 조건을 확립하여 분리정제flavonoid HPLC
공정 는 를 사용하였고Solvent Acetonitrile : 0.5% Phosphoric acid (27:73, v/v) ,

을 사용하였고 용매조건은u-Bondapak C18 silica column (3.9x30cm) 15ul injection,
을 사용하였다280nm detection, 1.0ml/min .

상기 분석조건으로 분석한 결과 분대에 검출되는 단일 피크를 분리할 수HPLC 17
있었다 이것을 천연항균 추출물의 지표물질로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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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지표성분의3. HPLC profile

Solvent : Acetonitrile : 0.5% Phosphoric acid (27:73, v/v)
Column : u-Bondapak C18 silica column (3.9x30cm)
Elution : 15ul injection, 280nm detection, 1.0ml/min.

추출물의 활성 구조분석5) flavonoid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NMR . 1H-NMR (DMSO-d6, 400 MHz) 3.71 (3H,

s, 8-OMe), 3.74 (3H, s, 2'-OMe), 6.27 (1H, s, H-3), 6.32 (1H, s, H-6), 6.57 (1H, d,
J=8.9Hz, H-3'), 6.88 (1H, d, J=8.9, H-4'), 9.03 (1H, brs, 5'-OH), 9.43 (1H, brs,
2'-OH), 10.76 (1H, brs, 7-OH), 12.55 (1H, brs, 5-OH) 13C-NMR (DMSO-d6, 100
MHz) 60.39 (6'-OMe), 60.81 (8-OMe), 98.97 (C-6), 103.59 (C-10), 111.08 (C-3'),
111.53 (C-3), 114.77 (C-1'), 119.78 (C-4'), 127.54 (C-8),143.39(C-5'), 145.93 (C-6'),

표준148.20 (C-9), 150.32 (C-2'), 156.22 (C-5), 157.07 (C-7), 160.72 (C-2), 181.70(C-4)
시료물질과 비교하여 동일한 엔엠알 스펙트럼 결과를 근거로 항균 추출물의 구조가 디

티에프 구조와 유사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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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형 최적화 연구6)
상기 공정에서와 같이 물성개선까지 완료한 추출물의 활성 의 시제품을flavonoid

제조하기 위한 처방 최적화와 각종 제품에 대한 온도안정성 및 제형안정성을 실시하

였다 시제품으로 제조한 천연항균 추출물의 온도안정성과 제형안정성을 검토하였.
다 시제품을 용기에 씩 담아서 에 각 각 넣고서 색상변화 이. 50ml 30g 45C, 4C, -20C ,
취 발생 제형 상분리 등의 온도에 따른 제형 안정성을 경시적으로 관찰하였다, . 온도
안정성 평가결과 45

o
에서 개월 이상 안정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C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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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천연 항균 추출물의 온도안정성 평가4.

온도안정성 실험(45
o

온도안정성 실험C) (45
o
C,-20

o
일주일 간격C )

다 항균활성 평가.
1) MIC Test

표 천연 항균추출물의 항균활성 측정6.

Test microorganisms MIC(%)

B. subtilis
S. aureus ATCC29213
E. coli ATCC25922
Sal. typhimurium ATCC14028

0.312
0.158
0.156
0.078

P. aeruginosa ATCC27853
S. cerevisiae ATCC24858
C. albicans ATCC32354
A. fumigatus ATCC90906

0.625
0.016
0.016
0.0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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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M(X5,000)

그림 세균의 미세구조에 대한 천연추출물의 영향5.

천연 항균 추출물은 그람 양성 균 그람 음성균 효모 곰팡이 등 미생물 전체적인, , ,
항균스펙트럼을 가지는데 이하의 의 항균활성을 가진다, MIC 0.5% broad spectrum .
그리고 또한 항균추출물 작용 후 전자현미경 관찰 결과 세균의 세포벽 외형SEM ,
이 변형되는 비가역적인 항균활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항균력 평가2) (Bioassay)

paper disk method ; 20ul loading(1%,0.5%,0.25%), 35C 18hr incubation

Sorbate Benzoate B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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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aking flask method ; inoculum size 3.2X103, 35C 24hr incubation

Sorbate Benzoate BMB

그림 에 의한 항균력6. Bioassay (paper disk method & killing curve method)

그림 에 의한 항균력 임상분리균에 대한7. Bioassay ( paper disk method)

결과 합성보존제인 솔빈산과 안식향산 정도의 강력한 항균력을Bioassay
보이며 특히 항생제 내성 임상분리 균주에 대한 에서도 우수한 항균활성, bioassay
을 나타낸다 이러한 결과는 사료용 항생제를 대체할 수 있는 강력한 천연항균제로.
서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 항생제 내성 임상분리균에 대한 항균활성

항균 활성 (B ioas say)



Test Lot    Ext. Lot    BMB Lot                     *Antibiotic Index                  Bioflavonoid

SAU    ECO     PAE      CAL    AFG         HPLC(%)
Lot           Lot 060311     0.25       0.25         0.75        0.25       0.25               0.025

060308       Lot 060322      0.25       0.25           0.5        0.25       0.25               0.020
Lot 060402      0.25   0.25           0.5        0.25       0.25               0.023

BMB Lot 1        Lot           Lot 060328      0.25       0.25  0.5        0.25       0.25               0.0226
(060306)        060325       Lot 060404       0.5        0.25   0.5        0.25       0.25               0.025

Lot 060409      0.25   0.5            0.5        0.25       0.25               0.026 
Lot           Lot 060407      0.25     0.25           0.5        0.25       0.25               0.024

060403       Lot 060422      0.25       0.25           0.5        0.25       0.25               0.024
Lot 060428      0.25   0.25           0.5        0.25       0.25               0.028

Lot           Lot 060311     0.25       0.25         0.75        0.25       0.25               0.025
060614       Lot 060322      0.25       0.25           0.5        0.25       0.25               0.020

Lot 060402      0.25   0.25           0.5        0.25       0.25               0.023
BMB Lot 2        Lot           Lot 060328      0.25       0.25  0.5        0.25       0.25               0.022
(060611)        060625       Lot 060404       0.5        0.25   0.5        0.25       0.25               0.025

Lot 060409      0.25   0.5            0.5        0.25       0.25               0.026 
Lot           Lot 060407      0.25     0.25           0.5        0.25       0.25               0.024

060703       Lot 060422      0.25       0.25           0.5        0.25       0.25               0.024
Lot 060428      0.25   0.25           0.5        0.25       0.25               0.028

*Antibiotic Index = BMB MIC Value – Paraben MIC Value / BMB MIC Value 

OH

OR
3

OH
OR

1

OH

R2 O

No FLV1   FLV2   FLV3 항균력 관능
1             a          a          a                - -

2             a          a          b                - -

3             a          b         b                 - ++

4             a          b         c                 - -

5             a          c          c               ++               -

6             b         a          a                 - -

7             b         a          b                 - -

8             b         b          b                +                 +

9             b         b          c                - -

10 b         c         c                 - -

11           c         a          a                 - -

12           c         a          b                 - -

13           c          b         b               +++           +++

14           c          b         c                 - -

15 c         c          c                 - -

16 - - - - -

17 - - - - -

18 - - - - -

19 - - - - -

20 - - - - -

Phyto Flavonoid

최적의 flavonoid

조성처방 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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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천연 추출물 항균활성에 대한7. validation test

표 천연 추출물 항균활성 플라보노이드 조성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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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 추출항균 성분의 제조 별 항균활성에 대한 결과lot validation test ,

게절별 제조 별 항균활성의 변화는 없는 것으로 확인 되었으며 이러한 추출물의lot ,

항균활성은 상기 플라보노이드 구조의 조성비 최적화를 통하여 극대화 시킬 수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3. Challenge test

그림 천연항균 추출물의8. 음료에 대한 Challenge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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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천연항균 추출물의 밀가루 반죽에에 대한9. Challenge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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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천연항균 추출물의 밀가루 반죽에 대한 각 균종별10. Challenge test

MFP 0.2%MFP 0.2%

MFP 0.5%MFP 0.5% BSP 0.5%BSP 0.5%

BSP 0.2%BSP 0.2%

밀가루 Challenge test

Days

Viable
c ounts

C hallenge tes t



- 61 -

상기 결과로 볼 때 천연추출물 은 열안정성이 우수한challenge test (BMB)
의 항균활성을 가지며 다양한 식품군에 대한 결과broad spectrum , challenge test

에서 강력한 세균억제 활성을 보이고 제조 공정 및 별 항균활성에 이lot variation
없는 안정한 천연항균소재로서 본과제가 목표로 하는 사료용 항생제 대체 천연항

균제로서의 가능성이 충분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이러한 사료용 천연항균제로서의 효능 평가는 협동기관인 건국대학교에서 동

물 사양실험을 통하여 진행하였고 그 결과 기존의 사료용 항생제를 대체할 수 있,
는 천연식물 추출물로서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실험 결과를 획득하였다.

라 기타 생리활성.
항산화 활성1)

그림 에 의한 천연추출물 의 항산화 활성11. DPPH radical assay (BMB)

실험결과 녹차분말 이나 보다DPPH assay polyphenol BHA, BHT
항산화활성이 다소 강한 것으로 나타나 천연추출물 는 항균활성 뿐만 아니라, BMB
강력한 항산화 활성을 가지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항산화 활성은 사료.
첨가제로서의 제품개발 가능성을 높여 주는 결과라고 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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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포 재생 효과2)

그림 12. Cell protective activity of BMB against 4-HNE induced apoptosis BAEC

A) Control(4-HNE, No Treatment)
B) The cells were treated with 4-HNE for 12hrs
C) They were treated with BMB(10ug/ml) for 12hrs after treating with 4-HNE for 12hrs
D) They were treated with BMB(10ug/ml) for 24hrs after treating with 4-HNE for 12hrs
* BAEC : Bovine aortic endothelial cells

그림 에서 보듯이 로 산화적 스트레스를 가한 세포에 농12 4-HNE BMB 10ug/ml
도로 처리함으로써 면역활성을 증가시킴으로서 산화적 스트레스를 처리하지 않은 대

조구의 세포처럼 회복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축산사료첨가제로서.
제품화 될 경우 가축의 면역활성을 증가시켜 질병저항성 증가나 개체증량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노화단백질의3) 활성억제

웨스턴 블라팅을 이용해 노화진행과 관련있는 단백질을 분석하였다 세포bcl-2 .
주로는 보바인 펄모나리 아테리 엔도셀리알 세포주 (Bovine pulmonary artery



- 63 -

를 사용하였는데 하이드록시 노네날에 시간 노출시킨endothelial cells, CPAE) , 4- 2,3- 6
후 를 로 처리하여 단백질을 세포로부터 모으고 이것을 웨스턴 블라팅 분석BMB 10uM
으로 확인하였다.

그림 13. 노화단백질 억제활성

p53

p21
A B C D

무처리 대조군A)
산화제로서 를 시간 처리B) 4-HNE 12
산화제로 처리한 세포에 를 시간 처리C) BMB-flavonoid 12
산화제로 처리한 세포에 를 시간 처리D) BMB-flavonoid 12

그림 에서 산화제인 를 처리한 보바인 펄모나리 아테리 엔도셀리알13 4-HNE
세포주 에서는 노화와 관련된(Bovine pulmonary artery endothelial cells, CPAE) P21,

단백질이 다량 발현되지만 여기에 를 처리한 실험군에서는 단백P53 , BMB P21, P53
질 발현이 억제되는 결과로 보아 디티에프를 주요 항균 항산화 활성성분으로 하고 바, ,
이칼린이 적정비율로 혼합된 의 경우 항균활성 뿐만아니라 노화억제활성도 가지BMB
는 것을 알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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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실험예에서 알 수 있듯이 본 과제로부터 제조한 다기능성

는 천연물로부터 제조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항균력이 높고 내성을 유BMB-flavonoid
발하지 않으면서 내성균 및 진균류에도 높은 항균력을 보여 광범위한 항균스펙트럼을

나타내었고 적절한 항산화기능 뿐만아니라 노화억제활성까지 가지고 있는 천연소재임

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식품 의약품 화장품등에서의 다기능성 방부제로서 그리고 사. , , ,
람을 포함한 포유류에서의 노화억제활성의 다기능성 천연신소재로서 폭넓은 응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



- 65 -

마 협동과제 실험결과. ; 건국대학교

천연 생약자원의1) in vitro 항균 활성

국내 천연생약자원 추출물을 이용한 실험에서 다양한 병원성 균에 대한MIC test
억제효과가 있음이 확인되었다 특히 축산업에서 문제가 되는. E.coli, Enterobacter,

등의 축산 병원성 분리균에 대해서도 저해효과를 발휘하였고 이를 토대로Salmonella ,
추후의 사양실험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근래 들어 식품 및 화장품의 천연 보존제로서 이용하기 위해 국내 부존식물의 항

균활성을 조사하는 시도도 이루어지고 있다 김 등 은 산수유의 에탄올 및 열수. (2003)
추출물이 식중독 원인균에 대한 강한 항균활성을 나타냈다고 하였으며 고삼 등, (Ahn ,

감초 등 오미자 추출물 등 민들레 추출물 등1998a), (Ahn , 1998b), (Chung , 2001) (Kim ,
및 밤나무 잎의 메탄올 추출물 최 도 항균활성을 있음이 보고되었다 삼백1999) ( , 2005) .

초의 에탄올 추출물은 종의 병원균에 대해 항균활성을 나타내었으며 특히10 , B.
subtilis 및 E. coli에 대한 값은 로 매우 낮은 수준에서도 활성을 보여MIC 5-10mg/ml
주었다 고 최 등 은 국내산 야생차 추출물을 이용한 연구에서( , 2004). (2005) B. subtilis
및 P. fluorescens에 대한 값이 각각 과 이었다고 보고하MIC 0.2mg/ml 0.3-0.5mg/ml
였다.
국내 약용식물 자원 중에서 Glycyrrhiza uralensis, Sophora flavescens, Dryopteris

crassirhizoma와 Pinas densiflora는 Staphylococcus aureus 과ATCC25923 methicillin
내성을 가지는 Staphylococcus aureus 에 대해 항균활성을 가지는 것으로ATCC43300
보고됨 과 으로서 이들 추출물이 가축용 항생제를 대체할 좋은 소재임(Eum Park, 2007)
이 시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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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천연 생약자원의9. in vitro 항균활성

Microorganisms MIC(%)
BMB FS(Animal) BMB FS

S. aureus 0.300 0.150
KACC 10196(S. aureus) 0.300 0.078
KACC 10550(L. monocytogenes) 0.150 0.078
E. coli 0.300 0.150
Sal. Galinarium 0.300 0.078
Enterobacter spp. 0.150 0.150
KCTC 1925(Ent. phoenicalicola) 0.300 0.150

천연생약자원 추출물의 첨가 급여가 육계의 성장성적과 생리적 반응에 미치는 영향2)

가 성장성적)
표 에서 보듯이 국내 천연생약자원 추출물 및 첨가구에서 증체10 0.1% 0.3%

및 사료요구율이 개선되는 결과가 얻어졌다 특히 첨가구의 성장성적은 항생제를. 0.1%
투여한 대조구보다 우수한 결과가 나타났으며 첨가 시에는 성장에 큰 효과(+) , 0.5%
가 없는 것으로 생각되었다 항생제 대체제로서 성장 촉진을 위한 적정 첨가 수준은.

에서 정도일 것으로 판단되었다0.1% 0.3% .
등 은 항생제를 대체하여 버섯 및 식물 추출물을 급여한 연구에서 증체Guo (2004a)

량 사료섭취량 및 사료요구율이 항생제 급여구에 비해 차이가 없다고 하였으며 후속, ,
연구 등 에서도 한방원료의 급여가 육계의 초기 성장 일령 개선에 도(Guo , 2004b) (7-21 )
움이 되었다고 하였다 및 를 급여한 연구에서도 성장이 촉진. Thyme oil yarrow herb
된다는 결과가 관찰되었다 등 반면 등 은 두 가지 허브(Cross , 2007). Hernandez (2004)
제품을 육계에 급여한 실험에서 영양소의 회장 소화율이 유의하게 개선되고 전분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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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소화율이 향상되는 결과를 관찰하였으나 성장 성적은 유의한 차이 없이 다소 개,
선되었다고 하였다. Silybum marianum 추출물을 육계에 급여했을 때 으로서(silymarin
사료 내 및 성장 성적에 큰 변화가 없었으며 도체율에도 개선 효과가40ppm 80ppm) ,
나타나지 않았다 등(Schiavone , 2007).

표 국내 자생허브 추출물의 급여가 육계의 성장성적에 미치는 영향10. 1),

1) Abbreviation : BW, body weight
a-c Mean ± SE values in a same row with no common superscript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P<0.05).

나 혈액성상과 도체특성)
혈액 성상에서는 처리간에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및, GOT GPT

수준에서 변화가 없는 것으로 볼 때 천연생약자원 추출물이 생리적으로 부정적인 영

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되었다 도체 특성 부분육 생산성 에서도 처리간에 큰. ( )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 11)

(-)Control (+)Control 0.1% 0.3% 0.5%
Initial BW, g/bird 41.41 ±0.04 41.41 ±0.02 41.40 ±0.04 41.40 ±0.02 41.41 ±0.06
Final BW, g/bird 1416.00 ±16.92b 1485.63 ±33.43ab 1517.21 ±22.72a 1479.65 ±17.53ab 1429.65 ±23.05b
Feed intake, g/d/bird

1-21d 57.19 ±0.38abc 55.99 ±0.31c 57.42 ±0.33a 56.05 ±0.55bc 57.29 ±0.37ab
22-35d 108.83 ±2.05 111.93 ±0.50 112.28 ±0.85 111.66 ±1.17 107.33 ±1.49
1-35d 77.98 ±1.07 78.04 ±0.22 79.52 ±0.13 77.90 ±0.71 77.48 ±0.25

BW gain, g/d/bird
1-21d 33.07 ±0.54 32.00 ±0.31 34.37 ±0.61 32.94 ±0.79 33.24 ±0.60
22-35d 49.09 ±0.79 51.93 ±2.34 53.48 ±1.22 51.83 ±1.17 49.14 ±1.10
1-35d 40.43 ±0.50b 42.48 ±0.98ab 43.41 ±0.67a 42.30 ±0.52ab 40.83 ±0.68b

Feed/gain
1-21d 1.72 ±0.02 1.75 ±0.02 1.67 ±0.02 1.70 ±0.03 1.73 ±0.02
22-35d 2.21 ±0.01 2.17 ±0.10 2.10 ±0.06 2.16 ±0.03 2.19 ±0.02
1-35d 1.98 ±0.01 1.96 ±0.05 1.89 ±0.04 1.93 ±0.01 1.96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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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장내 균총 변화)
천연생약자원 추출물 첨가구에서 Coli 박테리아 수가 대조구에 비해form (-)

유의하게 감소하거나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특히. Coli 박테리아의 억제form
효과는 및 첨가구에서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대조구와 유사한 정도의0.3% 0.5% , (+)
효과인 것으로 판단되었다 천연생약자원 추출물 이상 첨가구에서 유익균인. 0.3%
Lactic acid 박테리아가 증가하는 경향이 관찰되었다

표( 12).
등 은Guo (2004b) Mycoplasma gallisepticum에 자연감염된 육계에서 허브 추출물

급여에 의해 성장이 개선되었고 장 내 유익균(bifidobacteria 및 lactobacilli 수의 증가)
와 유해균(Bacteroides 및spp. E. coli 이 유의하게 감소하는 결과를 보고하였다) .

등 은 사료 내에 을 수준으로 첨가하여 급여했을 때Mitsch (2004) essential oil 100ppm
소장 내에서의 C. perfrinhens의 군집 및 증식을 억제할 수 있었다고 하였으며,
CRINA poultryⓇ를 수준으로 급여한 연구에서도 장 내의50ppm C. perfrinhens의 log
농도가 감소하였다 와(Losa Kohler, 2001).
본 실험에서는 천연생약자원 추출물 급여구에서 종료 시 체중이 유의하게 증가하

는 결과가 얻어졌는데 이러한 성장 개선 효과가 장내 균총의 긍정적인 변화에서 기인,
한 것으로 천연생약자원 추출물의 효과로 사료된다probiotic .

표 국내 자생허브 추출물의 급여가 육계의 도체 특성에 미치는 영향11.
(-)Control (+)Control 0.1% 0.3% 0.5%

----------- g/100g BW -----------
Liver 1.77 ±0.06 1.84 ±0.04 1.81 ±0.04 1.82 ±0.05 1.81 ±0.03
Spleen 0.09 ±0.08 0.07 ±0.01 0.08 ±0.01 0.10 ±0.01 0.08 ±0.01
Bursa of Fabricius 0.29 ±0.02 0.26 ±0.04 0.24 ±0.03 0.27 ±0.03 0.26 ±0.05
Breast muscle 7.19 ±0.13 7.42 ±0.15 6.85 ±0.91 7.40 ±0.20 7.26 ±0.23

Mean ± 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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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국 내 자생허브 추출물의 급여가 육계의 장내 균총에 미치는 영향12.

a-c Mean ± SE values in a same row with no common superscript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P<0.05).

라 및 항체 역가) ND IB
실험 종료 시에 조사한 항체가는 대조구에 비해 천연생약자원 추출물을ND

급여한 모든 처리구에서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항체가 역시 대조구에 비해(P<0.05). IB
유의하게 증가하거나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특히 및 항체가는 천연생약. ND IB
자원 추출물 첨가 수준에 비례하는 변화를 보여 주었다dose-dependent .
식물성 허브 및 의 급여 후에 면역반응이 개선되었다는 연구결과는 다essential oil

수 보고된 바 있다 다양한 허브 추출물을 조합하여 인체에 투여했을 때 면역세포와.
호중구의 기능 조절을 통해 알레르기 비염의 완화 효과가 관찰되었다 등(Yang , 2001).
과 는 을 급여했을 때 알레르기 반응을 저Kim Cho (1999) lavender oil immediate-type

해함으로서 면역기능의 증진 및 반응 조절에 대한 긍정적인 효과가 보고되었다. Youn
과 는 종의 다양한 허브 추출물을 급여했을 때Noh (2001) 15 E. tenella 감염 이후의

공시계의 생존율이 유의하게 높았고 는 유의하게 낮아졌다고 하였다lesion score . Guo
등 역시(2004b) E. tenella 감염 공시계에서 허브 추출물을 급여한 후 세포성 및 체액
성 면역반응이 개선되었다는 결과를 보고하였다.

(-)Control (+)Control 0.1% 0.3% 0.5%
----------- log cfu/g -----------

Total microbes 5.34 ±0.18 5.39 ±0.24 5.40 ±0.18 5.32 ±0.24 5.78 ±0.22
Coli. forms 5.77 ±0.11a 4.71 ±0.25c 5.02 ±1.18bc 5.53 ±0.16ab 4.94 ±0.26bc
Lactic acid bacteria 5.97 ±0.09 5.91 ±0.29 5.92 ±0.16 6.36 ±0.04 6.46 ±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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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국내 자생허브 추출물의 급여가 항체 역가에 미치는 영향13. 1

1 NDV, newcastle disease virus; IBV, infectious bronchitis virus.
a,b,c Mean±SE within a same row with no common superscripts differ significantly (p<0.05).

천연생약자원 추출물의 첨가 급여가 산란계의 난 생산성과 계란의 품질에 미치는3)
영향

가) 난 생산성
사료섭취량 산란율에서는 처리간에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

난중은 대조구에 비해 천연생약자원 추출물을 급여한 모든 처리구에서 유의하게 증가

하는 결과가 관찰되었다 표 일산란량에서 유의한 차이는 인정되지 않았으나 천( 14). ,
연생약자원 추출물 및 급여구에서 증가하는 결과가 얻어졌다0,1% 0.5% .
식물 추출물 및 정유를 급여하여 난 생산성을 비교한 연구가 일부 소개되었으나,
그 결과는 매우 상이하다 산란후기의 공시계에 두충잎을 첨가 급여한 실험에서 난 생.
산성 개선 효과가 전혀 나타나지 않았으며 혈장 및 난황 콜레스테롤 수준 역시 변화,
하지 않았다 등 분쇄한 를 및 수준으로 사료에(Muramatsu , 1993). rosemary 0.5% 1%
직접 첨가 급여한 연구에서도 사료섭취량과 난 생산성에서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

타났다 등 반면 열 스트레스가 부가된 실험 조건에서(Panagiota , 2006). Ligustrum
lucidum 및 Schisandra chinensis와 같은 한방원료의 공급이 난 생산성과 사료효율의

저하를 완화시키는 효과를 나타내었다 등(Ma , 2005).

(-)Control (+)Control 0.1% 0.3% 0.5%

NDV titer, log 3.75 ±0.53b 3.47 ±0.63b 5.38 ±0.65a 5.75 ±0.49a 6.13 ±0.55a

IBV titer, log 4.22 ±0.47bc 3.58 ±0.50c 5.88 ±0.35ab 6.00 ±0.38ab 6.50 ±0.42a



Control 0.1% 0.3% 0.5%
Feed intake, g/day/bird 123.08 ±2.59 126.26 ±2.38 128.30 ±7.42 122.32 ±1.39
Egg production, % 85.00 ±1.56 85.65 ±1.18 85.92 ±0.88 85.00 ±1.27
Egg weight, g/egg 65.61 ±0.18c 66.98 ±0.18a 66.16 ±0.20b 67.07 ±0.16a
Egg mass, g/day/bird 55.64 ±1.07 57.03 ±0.87 55.99 ±0.69 56.37 ±0.78

Control 0.1% 0.3% 0.5%
Eggshell strength, kg/㎠ 3.05 ±0.10 2.91 ±0.07 2.87 ±0.09 2.84 ±0.09
Eggshell thickness, /100㎜ 33.98 ±0.41 33.67 ±0.37 33.23 ±0.42 33.37 ±0.41
Egg shell color, S.C 28.47 ±0.46 27.13 ±0.57 27.98 ±0.53 27.88 ±0.51
Egg yolk color, R.C.F 6.83 ±0.05 6.82 ±0.05 6.81 ±0.05 6.89 ±0.05
Haugh Unit 89.48 ±0.57 90.08 ±0.54 90.97 ±0.64 90.90 ±0.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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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천연생약자원 추출물의 급여가 산란계의 난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14.

a,b Mean±SE within a same row with no common superscripts differ significantly (p<0.05).

나 난질 및 난각질 혈액 성상) ,
난각 강도 두께 및 난황색 모두 처리간에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 , Haugh unit

타났다 표 간 중량 혈액 및 수치에서도 처리간에 큰 차이는 없었다 표( 15). , GOT GPT (
산란계에서 식물 추출물을 급여한 연구는 거의 없으며16). , 등 이 산란Muramatsu (1993)

후기의 공시계에 두충잎을 첨가 급여한 실험에서 난질 개선 효과가 없었다는 결과에 국한

되어 있다.

표 15. 천연생약자원 추출물의 급여가 난질 및 난각질에 미치는 영향

Mean ± SE



Control 0.1% 0.3% 0.5%
GOT, U/100 ml 100.26 ±4.33 101.60 ±3.24 100.71 ±6.47 104.23 ±2.74
GPT, U/100 ml 5.09 ±0.30 5.06 ±0.16 5.15 ±0.26 5.30 ±0.54
Liver, g/100g BW 1.35 ±0.06 1.33 ±0.05 1.35 ±0.04 1.29 ±0.07
Spleen, g/100g BW 0.10 ±0.01 0.08 ±0.01 0.10 ±0.01 0.09 ±0.01

Control 0.1% 0.3% 0.5%
---------------log cfu/g----------------

Total microbes 5.31 ±0.11a 5.34 ±0.14a 5.66 ±0.11a 4.83 ±0.10b
Lactic acid bacteria 5.70 ±0.12 5.38 ±0.13 5.36 ±0.23 5.84 ±0.16
Coli forms 4.32 ±0.66 4.31 ±0.29 5.69 ±0.13 4.24 ±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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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6. 천연생약자원 추출물의 급여가 산란계의 조직 중량 및 혈액 성상에 미치는 영향

Mean ± SE

다 장내 균총 변화)
대조구에 비해 천연생약자원 추출물 급여구에서 장내 총 균수의 유의한 감0.5%

소가 인정되었다 그러나 천연생약자원 및 급여구에서의 총 균수는 크게. 0.1% 0.3%
변화하지 않았다 박테리아 및. Lactic acid Coli forms에서도 처리간에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7).
In vitro 및 in vivo 연구에서 허브 추출물이 항미생물 효과를 발휘한다는 점을 고

려할 때 본 실험에서도 장 내 균총의 변화를 기대했었다 등 등. Guo (2004b), Mitsch
은 사료 내에 을 수준으로 첨가하여 급여했을 때 소장 내에(2004) essential oil 100ppm

서의 C. perfrinhens의 군집 및 증식을 억제할 수 있었다고 하였다 반면 허브와.
을 육계에 급여한 다른 연구에서는 장내 균총의 변화가 없었다는 결과도essential oil

보고되었다 등(Cross , 2007).

표 천연생약자원 추출물의 급여가 장내 균총 변화에 미치는 영향17.

Mean ± SE



Control T1 T2 T3
Haugh unit, 7day 71.63 ±2.81 74.67 ±2.73 75.55 ±2.16 76.12 ±1.80
Haugh unit, 15day 62.33 ±2.64 64.28 ±1.79 65.60 ±2.32 67.50 ±1.86
Malondialdehyde, g/gμ 0.052 ±0.01a 0.025 ±0.00b 0.028 ±0.00b 0.029 ±0.01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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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계란 보존성)
유의한 차이는 없었지만 주 및 주째의 수준이 처리구에서 높게, 1 2 Haugh unit

나타났으며 보존성 개선 효과가 일부 관찰되었다 난황 지질 과산화 정도의 지표로서, .
조사한 농도는 대조구에 비해 천연생약자원 추출물을 첨가한malondialdehyde (MDA)
모든 급여구에서 유의하게 감소하는 결과가 얻어졌다 표( 18).

등 은 을 급여하고 생산된 계란의 보존성을 수치로서Botsoglou (2005) saffron MDA
조사하였는데 대조구에 비해 모든 처리구에서 농도가 유의하게 감소하는 결과, MDA
를 관찰하였다 반면 로즈마리 추출물을 급여했던 연구에서는 계란 내 지질 산화물 농.
도의 변화가 없었던 것으로 상반된 결과가 나타나기도 하였다 등 본(Galobart , 2001).
실험에서 천연생약자원 추출물 급여 후에 보관 중인 계란의 변화가 적었Haugh unit
던 결과와 농도가 유의하게 감소한 결과로부터 계란의 보존성이 개선되는 효과MDA
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표 18 천연생약자원 추출물의 급여가 계란 보존성에 미치는 영향.

a,b Mean±SE within a same row with no common superscripts differ significantly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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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 목표달성도 및 관련분야에의 기여도4

본 과제의 협동연구에서는 in vitro 시험과 사양실험을 통해 항생제 대체자원으

로 천연생약자원 추출물의 활용 가능성을 조사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하였으며 예정,
된 실험 계획에 맞추어 실험을 진행하였고 기대하던 결과물들도 얻을 수 있었다, .
먼저 in vitro 실험을 통해 천연생약자원 추출물이 다수의 병원균에 대해 항생제

수준의 항균활성을 발휘하는 결과를 관찰하였고 이를 근거로 추후의 사양실험들을 진,
행할 수 있었다 차례의 사양실험을 통해 가금사료 내에 천연생약 추출물을 첨가 급. 2
여 급여했을 때 육계의 성장 성적을 개선시키고 산란계에서 난중을 유의하게 증가시,
키는 등 생산성 개선 효과가 관찰되었다 또한 및 에 대한 항체역가가 유의하게. ND IB
개선되었고 장내 유익균의 증가 및 총 균수를 감소시키는 효과가 나타남으로서 성장,
촉진용 항생제 이상의 성장개선 효과가 인정되었다.
결론적으로 항균 활성의 결과와 사양실험의 결과에서 천연생약추출물이 항생제 대

체제로서의 이용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으로 판단되었고 특히 난황 내 지질과산화물,
농도를 유의하게 감소시키는 결과에서 축산물의 보존성을 향상시키는 기능성 첨가제

로서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상기의 결과들을 근거로 천연생약자원 추출물을 성장촉진용 항생제 대체제 생리활,
성 및 면역개선제 및 항산화성을 이용한 기능성 보존제로서 효과적인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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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목표 및 목표 달성 평가표

구

분

연

도
세부연구개발 목표 가중치 평가의 착안점 및 기준

목표

달성도

차1
년

도

2
0
0
6

정제공정 최적화 항균활성;
추출물분획 및 처방 확립

25 %
법 및 측정법Agar disk MIC

이상Clear Zone 10mm
값이 이하MIC 1%

100%

최적 천연물 처방 확립 15 % 값이 이하로MIC 1%
에서 개월 이상 안정한 처방45C 3 100%

시제품생산 공정 확립 30 % 이상 시생산 실시10kg 100%
천연 생약자원 추출물에 의한

병원성 미생물 억제 효과(in
vitro)

10% 를 통한 천연 생약 추출물- MIC test
의 항균 활성 조사

100%
천연 생약자원 추출물이 가금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10%
천연생약 추출물 첨가 시 육계의-

생산성 조사

계육의 도체 특성 조사-
100%

내병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

한 연구
10% 천연 생약 추출물의 첨가가 육계 면-

역세포 활성도에 미치는 영향 조사
100%

차2
년

도

2
0
0
7

시제품에 대한 품질개선 연구 35 % 관능 물성이 사료로서 정상적,
섭취가 가능할 것

100%

시생산 최적화 연구Pilot 35 %
시생산 제품이 효능적인 측면pilot

에서 열안정성이 개월 이상45C 3
지속되는 제품생산

100%
천연 생약자원 추출물이 산란

계의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10%
천연생약 추출물 첨가 시 산란계의-

생산성 조사 생산성과 관련된 항목:
조사 난질 및 난각질에 미치는 영향,

100%

산란계의 내병성에 미치는 영

향에 관한 연구
10%

산란계를 이용한 내병성 연구 계- :
란 에 대한 화학적 분석 장내sample ,
병원성 미생물에 미치는 영향 조사

100%
천연 생약자원 추출물이

공격 접종에 대한 가금LPAI
의 내병성에 관한 연구

10%
천연 생약 추출물의 첨가가 산란계-

의 면역세포 활성도에 미치는 영향 조

사

100%

최

종

평

가

항균활성이 우수한 천연물 추

출분획 및 제형 개발
30 % 축산 병원균 살모넬라 리스테리아 대( , ,

장균 등 에 대한 값이 이하) MIC 0.5% 100%
관능 물성 및 안정성에서 현,
장 적용 가능한 제품의 생산

공정 개발

35 %
사료첨가 또는 직접급여 등을 통하여

섭취가능하도록 개발된 시제품이 45C
에서 항균활성을 개월 이상 유3 95%
지할 것

100%

천연 생약자원 추출물 급여에

의한 가금의 내병성 및 생산

성 향상에 관한 연구in vivo
35 % 양계 생산성 증가 및 내병성이 유의

수준 이상으로 결과 도출될 것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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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5

제 절 타 연구분야에 대한 응용1

천연물로부터 유용성분 추출 분리 정제하여 생리활성 성분 분리정제 기술에 적용1.

식품의 합성 보존제인 안식향산을 대체하여 천연 식품보존제로서의 적용2.

화장품의 합성 보존제인 파라벤류를 대체하여 천연 무방부 화장료 기술 개발에 적용3.

천연 항균 생활 용품 천연과일 야채 세정제 천연 항균 탈취제 천연 야채 과일 선4. ; , , ,
도 유지제 천연 생분해성 항균 필름 유아용 항균 제품 등 친환경 천연 파생상품으로, ,
개발

항생제 내성균에 대한 내성 저감화 및 항균제와의 시너지 병용요법 적용5.

비듬 무좀 항균제품의 합성 항균제를 대체하여 무독성의 천연항균 제품 개발6. ,

천연 플라보노이등의 유효 성분으로부터 생물전환 기술에 의한 효능 물성 개선 기술7. ,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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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 연구개발과정에서 수집한 해외과학기술정보6

제 절 천연물질 주로 식물 추출물 의 생물학적 활성1 ( )

약용식물 자원 중에서1. Glycyrrhiza uralensis, Sophora flavescens, Dryopteris
crassirhizoma와 Pinas densiflora는 Staphylococcus aureus 과 내ATCC25923 methicillin
성을 가지는 Staphylococcus aureus 에 대해 항균활성을 가지는 것으로 보고ATCC43300
됨으로서 이들 추출물이 가축용 항생제를 대체할 좋은 소재임이 시사되었다 과(Eum Park,
2007).

종의 식물의 항산화 활성을 조사한 연구에서2. 60 Arctium lappa, Diospyros kaki,
Eugenia caryophyllata. Melia azedarach 및 Forsythia suspensa 메탄올 추출물은 지질 과

산화물 발생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었으며 유리기 형성을 강력히 억제하는 추출물, DPPH
로서 Caesalpinia appan, Crataegus pinnatifida Eugenia caryophyllata, Gleditsia
japonica, Osmunda japonica, Rhus javanica 및 Sanguisprba officinalis가 검색되었다(Heo
등, 2003).

다양한 을 이용한3. cell line in vitro 실험과 in vivo 연구에서도 약용식물 자원 추출물

의 항암활성에 대한 긍정적인 결과들이 관찰되었다 등(Ruan ,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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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절 가금에서의 성장 및 생리활성 개선 효과2

육계사료 내에 또는 추출물을 첨가 급여하였을 때 성장 성적1. thyme oil yarrow herb
이 개선되었으며 성장 촉진을 위한 항생제 대체제로서의 효과가 나타났다 등, (Cross ,
2007).

및 로 구성된 식물 추출물 급여 후 육계에서 장2. Capsaicin, cinnamaldehyde carvacrol
내 유해균(E coli. Clostridium perfringens 등 이 감소하고 유익균) (Lactobacillus 이spp.)
증가하는 결과가 관찰되었다 등(Jamroz , 2005).

약용작물인3. Ligustrum lucidum과 Schisandra chinensis의 급여는 를 부가heat stress
한 산란계에서 난 생산성을 개선시켰으며 항체가를 유의하게 증가시키고 면역세포의, ND
증식을 개선시키는 생리활성을 발휘하였다 등(Ma , 2005).

제 절 양계산물의 품질 개선 효과3

1. Silybum marianum 추출물 주로 을 다양한 수준으로 육계사료에 첨가 급( Silymarin)
여한 연구에서 성장 성적에는 개선 효과가 없었으나 가슴육과 다리육 내 지방 함량이 감,
소하였고 가식성 근육의 산화적 안정성이 부여되었다 등(Schiavone , 2007).

로즈마리 분말을 산란계에 급여한 실험에서 얻어진 계란의 지질 안정성을 를 지2. MDA
표로 조사했을 때 산화 안정성이 유의하게 개선되었다( 등Florou-Paneri ,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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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의

이 보고서는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시행한 농림기술1.
개발사업의 연구보고서입니다.

2. 이 보고서 내용을 발표할 때에는 반드시 농림수산식

품부에서 시행한 농림기술개발사업의 연구결과임을

밝혀야 합니다.

국가과학기술 기밀유지에 필요한 내용은 대외적으3.
로 발표 또는 공개하여서는 아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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