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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잎과 줄기에서 비린내 때문에 붙여진 이름인 어성초는 생리활성물질을 포함하고 있어 항균과 항암작용을
하는 것으로 보고된 약용식물이다(Fu et al., 2013). 어성초는 아시아(한국, 일본 및 중국 중심으로)에서 차,
화장품 원료 및 의료용으로 사용되고 있다(Choi, 2016). 어성초에 대하여 보고된 연구는 어성초와 그 추출물
을 이용한 항산화와 항균에 대한 내용이 대부분이다. 그러나 가축분야에서 사료첨가재로 연구된 보고는 제한
적이다. 본 연구는 어성초를 다양한 형태의 사료첨가제로 개발하기 위한 기초 연구로 오리에 적용한 실험을
토대로 사료첨가제 개발 접근 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재료 및 방법
어성초를 활용한 오리 사료첨가재 개발 기초 연구는 오리에 적용한 사례를 비교 분석하여 적용한다.

3. 결과 및 고찰
오리 사료첨가재로서 어성초를 활용한 사례의 연구는 분말 형태이다. 예를 들면 Chung and Choi(2015)는
2% 어성초 분말을 오리사료에 첨가하면 생산성에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 Choi(2016)의 연구에서는 통계적
차이는 없었지만, 어성초 분말(1%와 2%) 이용 시 오리가슴살에 축적되는 지방산 함량은 불포화지방산이 포
화지방산보다 높았다고 하였다. 그러나 두 처리구간(1%와 2% 어성초 처리구)에 지방산의 분포도에는 크게
영향을 주지 않았다. 어성초는 현재 시장에서는 비싸게 거래되기 때문에 다양한 형태의 사료첨가제로 개발되
어져야 하며 제시하고자 하는 것은 펠렛형과 코팅형이며 이에 대한 경제성 평가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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