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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동물에 노출된 감염원이나 LPS(lipopolysaccharide)
등 면역원은 를 활성화하Monocyte/macrophage
고 등 면역원에 대한 특이적 및 비(Xie , 2000),
특이적 면역반응을 일으킨다 이러한 반응은.
시작 한 시간 이내에 모든 조직과 대부분의 중

간 대사 과정을 조절하는 급성기 반응(acute
을 활성화 한다phase response) (Klasing, 1998).

급성 기 반응은 사료 섭취량 근육 축적량 및,
성장율을 감소시키고 급성 기 단백질 생 합성,
및 체중대비 기관 비율을 높인다 과(Klasing Korver

등 활성화한 마크로파지1997, Roura 1992).
와 모노사이트는 슈퍼옥사이드 음이온(O2

_),

사료 중 크릴 밀을 급여한 육계의 생산성과 활성에S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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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wo experiments were conducted to examine the effects of the acute phase response on the
performance and superoxide dismutase(SOD) activities in liver and erythrocyte of broiler chicks fed
dietary krill meals A and B in experiment 1 and krill meal A in experiment 2. The experimental diets
are basal diet based on yellow corn and soybean meal and diets substituted 2.0% of krill meal A or B
with soybean meal of the basal diet, respectively. Day-old birds fed on the experimental diets and the
acute phase response(immunological stress) was activated in the birds on 8-day of age by alternate day
injection i.p. with 3 doses the Salmonella typhymurium lipopolysaccharide(LPS) in saline. The values
during the acute phase response were compared with those controls injected with saline. The performance;
daily gain, feed intake, and feed efficiency were different between dietary krill meal A and B in birds
during the acute phase response and in the control. The acute phase response increased relative liver and
spleen weights. Recovery of birds from the immunological stress was different between krill meals.
Dietary krill meals increased activities of MnSOD and Cu/ZnSOD in erythrocyte cytosols during the
actute phase response. Dietary krill meals did not affect the PHA-p response. The results indicated that
the dietary krill meals may accentuate oxidative stress during the acute phase respon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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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일산소원소hydroxyl radical(OH*), (1O2 산화),
질소 와 과산화아질산(NO) (peroxinitrite : ONOO )
등 반응성 자유기를 생산한다 등(Zhao ., 1998).
Superoxide dismutase(SOD :슈퍼옥사이드이성화
효소 는 슈퍼옥사이드 음이온) (EC 1.15.1.1) (O2

_)
을 산소(O2 와 과산화수소) (H2O2 로의 이성화 반)
응을 촉매 와 하여 반응(McCord Fridovich, 1969)
성 산소군(reactive oxygen species : 등 반ROS)
응성자유기로부터 정상적인 세포를 보호한다.
사료 중 다가 불포화지방산(polyunsaturated fatty
acid : 는 병아리에서 특이적 및 비 특이적PUFA)
면역반응을 변화시킨다 와(Korver Klasing, 1997).
동물사료 용 남빙양 크릴(Euphausia superba 밀)

에 함유된 지방에는 가 들(krill meal) PUFA 40% 어
있고 이 중에서 에이코사펜타엔, 산(eicosapentaenoic
acid : 이 그리고 도코사헥사엔EPA) 18.4% 산
(docosahexaenoic acid : 이 가 된다DHA) 11.1%
(Cripps와 면역 반응시 크릴 밀Atkinson, 1999).
시판 수입 급여는 육계의 생산성을 감소시키( )
고 적혈구의 항산화 효소 의 활성을 증가(SOD)
시킨다고 등 이러한 생산성 저하와( , 2004).

활성 증가는 크릴 밀 제품의 종류의 차이SOD
에 기인한 것이라는 가정을 세웠다 따라서 본.
연구는 시판수입 두 종류의 크릴 밀이 함유된( )
사료가 주입에 의한 급성기 반응시의 육LPS
계의 생산성과 간장과 적혈구의 활성에SOD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다.

재료 및 방법.

1.

본 연구에서는 크릴 밀 와 크릴 밀 를 이A B
용한 실험 과 크릴 밀 의 효과를 재확인하1 A
는 실험 가 실시되었다 본 실험에 사용한 크2 .
릴 밀 시판 수입는 수분이 조 단백질A( ) 9.1%,

조 지방 조 회분이 그리54.7%, 16.6%, 13.7%,
고 크릴 밀 시판 수입는 수분이 조 단B( ) 3.5%,
백질 조 지방 그리고 회분54.6%, 13.7% 15.4%
함유하였다.

실험(1) 1
갓 부화한 육계 수평아리 일 령 부터(Avian) 1

의 기초사료크릴 밀 와 기초사료Table 1 ( 0.0%)
중의 대두 박 대신 시중 구입 수입 크릴2.0 %
밀 와 크릴 밀 를 각각 대치한 세 종류의A B
시험 사료로 시험 사육하였고 사료와 물은 항,
상 급여하였다 사료 당 우리씩 그리고 한. 8
우리 당 수씩 배분하여 수를 개 우리에6 144 24
서 사육하였다 실험사육 두 번째 주인 일 령. 8
부터 멸균 염 용액 수당lipopolysacchride(LPS) 1

을 일에 회 씩 회 복강 내 주입하여3.0mL 2 1 3
면역 자극하였다 대조는 같은 양의 멸균 염수.

를 동일한 회수로 복강 내에 주입한 것(Saline)
이다 실험 의 요인은 사료와 주입과. 1 3 LPS

주입의Saline 3 × 2 = 요인에 요인 당 반복6 4
이다 면역자극 실험사육이 끝나는 두 번째 주.
말인 일 령에 일간의 실험사육기간 및14 7 21
일 령인 면역 자극 뒤 일 간의 회복기간을 통7
한 사료 섭취량과 체중이 각각 기록 되었다.
매일 사료급여량과 잔량을 기록하여 사료 섭취
량을 계산하였다 면역자극이 끝나는 일 령. 14

Table 1. The composition of basal diet(NRC
1994)

Ingredients g/kg
Ground yellow corn (8.8% protein)
Soybean meal (48.5% protein)
DL-Methionine
Soybean oil
Choline HCl(50%)
Salt
CaCO3

CaHPO4 2H2O
Vitamin Mix1)

Mineral Mix2)

576
350

2.5
30
1.5
5.0

10
20
2.5
2.5

Total 1,000g
1) Vitamin mix contain in kg diet Vitamin K 0.55mg,

Antioxidant 125mg, Vitamin E 10IU, Vitamin D3
400IU, Vitamin A 1,500IU, Biotin 0.15mg, Folacin
0.55mg, Pyridoxine HCl 3mg, Niacin 25mg, Calcium
panthothenate 10mg, Riboflavin 3.6mg, Thiamin HCl
1.8mg.

2) Mineral mix contain in kg diet MnSO4. H2O 170mg,
ZnSO4 H2O 110mg, Ferric citrate 500mg, CuSO5

H2O 16mg, Na2SeO3 0.2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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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아리는 각 우리별로 병아리 수를 무작위로1
뽑아 체중을 다시 측정한 다음 헤파린 처리 주
사기로 심장을 찔러서 혈액을 채취한 뒤 적출
한 비장과 간장의 무게를 측정하였다.

2.

Salmonella typhymurium 를LPS Sigma Chemical
에서 구입하여 염수Co. (St. Louis, MO, USA)

에 용해하여(9g/1,000mL) LPS 100 μ 용액g/mL
을 만들어 0.45 μ 로 여과 멸균하여 면역m filter
원으로 사용하였다.

3.

면역자극에서 회복중인 육계 주령 병아리에3
서 피하 호 염기성 세포 과민증을 이용하여 세포
성 면역을 측정하였다 와(Corrier DeLoach, 1990).
각 우리에서 수씩 취하여 처리 당 총 수에서1 4
오른쪽 세 번째와 네 번째 발가락 사이에 인산
완충액(PBS) phytohemagglutinin-p(PHA-p) 100 ug
의 멸균 용액 를 주입 하였다 대조로서0.1 mL .
왼쪽 세 번째 및 네 번째 발가락 사이에 0.1 mL
의 멸균 를 주입하였다 시간 뒤에 오른쪽PBS . 24
및 왼쪽 발가락의 두께를 까지 측정되는0.01mm

로 측정하여 세포성 면역을 평가digimatic calipers
하였다 세포성 면역은 또는 를 주입. PHA-p PBS
하기 전 두께를 로 하여 시간 뒤의 부어100% 24
오른 정도를 지수로서 나타내었다.

실험(1) 2
갓 부화한 육계 수평아리 일령부터(Avian) 1

에 나타낸 기초사료크릴 밀 와 기Table 1 ( 0.0%)
초사료중의 대두박 대신 크릴 밀 를2.0 % A
대치한 두 종류의 시험 사료이다 사료당 우. 8
리씩 그리고 한 우리당 수씩 배분하여 수를6 96
개 우리에서 사육하였다 실험 의 요인은12 . 2 2
사료와 주입과 주입의LPS Saline 2 ×2 = 요인4
에 요인당 반복이다 기타 병아리의 관리 방4 .
법이나 실험 순서 또는 분석방법 그리고 데이
터의 처리 및 유의차의 평가법은 실험 과 동1
일하다.

4.

탈 이온 수에 현탁한 적혈구는 냉동 및 해동
으로 세포막을 파괴한 후 원심 분리로 적혈구세
포액을 얻었다 간장과 적혈구 세포액은. manga-
ne 를 불활화하se superoxide dismutase(MnSOD) 고
(Prohaska, 1983) copper/zinc superoxide dismutase
(C 활성을 그리고u/ZnSOD:EC 1.15.1.1) , Cu/ZnSOD
를 으로 불활화 하고1mM KCN MnSOD(EC

활성을 자동산화 억제도를1.15.1.1) Pyrogallol
평가하여 와(Marklund Marklund, 각각 측정1974)
하였다 활성은 단백질. SOD (Low 등ry , 1951) mg
당 단위 로 표시 하였다(U) .

5.

실험 데이터는 면역원과 크릴 밀 사료급여의
실험 은1 3 × 실험 는2, 2 3 × 요인 분석에2

프로그램의SAS(SAS Institute, Cary, NC) GLM
법으로 주 효과 및 상호관계를 조사하였다 평.
균 값 사이의 유의차(p < 는 의 최소0.05) SAS
유의차 값 으로 검정 하였다(LSD) .

결 과.

1.

부화 후 일 령부터 육계 병아리에 실험 에1 1
서는 크릴 밀 와 크릴 밀 사료를 그리고A B
실험 에서는 크릴 밀 사료를 각각 급여하2 A
여 각각 주 령에 로 면역반응을 자극하여2 LPS
나타나는 급성 기 반응시의 증체량 사료 섭취,
량과 사료효율 그리고 간장과 비장의 체중에
대한 무게 비를 을 주입한 것대조과 비Saline ( )
교하여 에 나타내었다Table 2 .
실험 에서 면역반응이 없는 대조 육계 병1 ,
아리에서 기초와 크릴 밀 사료는 증체량과, B
사료 섭취량을 크릴 밀 사료보다 높이는 경A
향이 있었다 이때 크릴 밀 사료는 사료효율을.
기초사료보다 낮추는 경향을 보였다 이와 같이.
면역 반응이 없는 육계의 생산성에 미치는 크릴
밀 와 밀 사료의 반응은 달랐다 급성기 반A 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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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 중인 육계 병아리에서 크릴 밀 사료는 증, B
체량과 사료 섭취량을 기초와 크릴 밀 사료A
를 급여한 것보다 높였으나 사료효율은 실험사,
료 사이에 차이가 없었다 기초사료를 섭취한.
병아리에서 급성기 반응은 증체량과 사료 섭취,
량(p < 을 대조보다 낮추었다 그러나 크릴0.05) .
밀 사료를 급여한 병아리에서는 증체량과 사료
섭취량이 면역반응 시와 대조 사이에 차이가 없
었다 면역반응은 대조에 비해서 크릴 밀 사료.
의 사료효율을 높이는 경향이 있었으나 기초사
료에서는 이러한 경향이 없었다.
실험 에서는 크릴 밀 사료를 섭취한 육2 , A
계의 급성 기 반응은 증체량과 사료 효율을 유
의하게(p < 낮추었으나 사료 섭취량에는0.05)
영향이 없었다.

2. (Table 2)

대조 육계 병아리에서 크릴 밀, A(p < 와0.05)
크릴 밀 사료는 기초사료를 급여한 것보다B

간장무게를 낮추나 비장무게는 감소시키는 경
향을 보였다 급성기 반응은 실험 과 실험. 1 2
에서 대조에 비해서 간장무게와 비장무게를 실
험사료에 관계없이 유의하게(p < 높였다0.05) .

3. SOD

급성기 반응중인 병아리의 간장과 적혈구 세
포액의 활성과 과민증에 미치는SOD PHA-p ,
실험 에서는 크릴 밀 와 크릴 밀 사료 그1 , A B
리고 실험 에서는 크릴 밀 의 영향을, 2 , A Table
에 나타내었다3 .

실험(1) 1
급성 기 반응이 없는 대조 육계 병아리에서
크릴 밀 사료는 간장 세포액의 와A MnSOD

활성을 크릴 밀 사료를 급여한Cu/ZnSOD B
것보다 유의하게(p < 높였다 급성 기 반0.05) .
응중인 육계의 간장세포액에서는 크릴 밀 사료
는 기초사료를 급여한 것 보다 활성MnSOD

Table 2. Effect of dietary krill meals on the performance and relative weight of liver and
spleen in 2 week old broiler chicks sensitized with Salmonella typhimurium
lipopolysaccharide

Experiment 1 Experiment 2

Diet LPS
Basal Krill meal A Krill meal B Pooled

SEM
Basal Krill meal A Pooled

SEMSaline LPS Saline LPS Saline LPS Saline LPS Saline LPS

Gain g/b/d
FI g/b/d
FE1 %
Liver2 %
Spleen2 %

26.2ab

54.5ab

48.2
4.5ab

0.10c

25.3ab

52.6b*
48.2
4.7ab

0.14a*

24.3b

52.8b

46.1
3.8c

0.09c

24.5ab

51.6b

47.4
4.4b*
0.14a*

25.8ab

55.0a

46.9
4.1b

0.10c

26.7a

55.0a

48.5
4.9a*
0.13a*

0.5
0.4
0.8
0.12
0.01

22.7ab

44.8
50.7ab

3.8b

0.08b

21.6b

41.3
52.3ab

4.2b*
0.11ab

25.0a

43.9
56.9a

4.1b

0.15a

19.5b*
43.2
45.1b*
4.8a*
0.12ab

0.6
0.9
1.8
0.10
0.01

P values Experiment 1 Experiment 2
LSD Diet LPS Diet*LPS LSD Diet LPS Diet*LPS

Gain
FI
FE
Liver
Spleen

2.44
1.84
4.74
0.54
0.03

0.06
0.11
0.76
0.08
0.35

< 0.51
< 0.05
< 0.17
< 0.01
< 0.01

0.70
0.67
0.20
0.51
0.85

3.14
5.94
9.84
0.64
0.06

0.94
0.87
0.97
0.23
0.22

0.01
0.51
0.28
0.10
0.95

0.08
0.66
0.18
0.60
0.42

Values are mean of 4 replicates,
1. FE : Feed Efficiency : Gain/FI, 2. g/100g BW : Body Weight ; Saline : Saline injected i.p.
LPS : Birds injected with the S. typhimurium Lipopolysaccharide.
LSD : Least significant differences, SEM : Standard Error of Mean, FI : Feed Intake.
a~b : Means in a row without common superscript, and * : means between Saline and LPS in a row differ
significantly at p<0.05.



Park et al. ; Acute Phase Response, Performance and SOD Activity in Broiler Fed Krill Meals

－ －187

은 높이는 경향을 보였으나 활성은Cu/ZnSOD
유의하게(p < 높였다 급성기 반응은 대조0.05) . ,
에 비해서 간장세포액의 활성을 기Cu/ZnSOD ,
초사료를 급여하면 유의하게 낮추고 크릴 밀,
사료를 급여B 하면 유의하게 높였으나, MnSOD

활성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간장세포액의.
활성은 급성기 반응에 관계없이 크릴 밀의SOD

종류에 따라 달랐다 적혈구 세포액의. MnSOD
및 Cu/ 활성은 크릴 밀 사료를 급여한ZnSOD
육계에서 기초사료를 급여한 것 보다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급성기 반응시의 적혈구 세포액.
의 활성은 실험사료 사이에 유의차가 없MnSOD
었다 그러나 크릴 밀 사료는. , B Cu/ 활성ZnSOD
을 크릴 밀 사료에 비해서 유의하게 높였다A .

크릴 밀사료를 급여하면 급성기 반응은 적혈구
세포액의 와 활성을 대조의MnSOD Cu/ZnSOD
이들 값에 비해서 높이는 경향이 있었다.

실험(2) 2
급성기 반응은 크릴 밀 사료를 섭취한 육계A
병아리에서 간장과 적혈구 세포액중의 MnSOD
와 활성을 유의하게Cu/ZnSOD (p < 높0.05) 였다.

4. PHA-p (Table 3)

실험 과 에서 크릴 밀 와 크릴 밀 사1 2 , A B
료나 급성기 반응은 반응에 유의한 영PHA-p
향을 미치지 않았다 그러나 크릴 밀 사료와. A

Table 3. Effect of dietary krill meals on the SOD activity1) of liver and erythrocyte cytosols and
PHA hypersensitivity in broiler stressed by LPS

Experiment 1 Experiment 2

Diet LPS
Basal Krill meal A Krill meal B Pooled

SEM

Basal Krill meal A Pooled
SEMSaline LPS Saline LPS Saline LPS Saline LPS Saline LPS

Liver U/mg/min
MnSOD
Cu/ZnSOD

4.0b

10.3a
4.0b

7.9b*
4.9a

10.7a
4.4ab

10.4a
4.1b

7.8b
4.3b

10.1a*
0.12
0.37

1.0
7.7ab

0.9
8.3a

0.9
6.5b

1.0
8.1ab*

0.03
0.30

Erythrocyte
MnSOD
Cu/ZnSOD

22.3
2.8a

21.7
2.8a

18.0
2.1b

22.0
2.3ab

18.4
2.5ab

22.4
2.8a

1.01
0.13

5.1
0.8

4.8
0.7

4.2
0.7

5.1*
0.9*

0.17
0.02

Hypersensitivity
PHA-p2) % 151 150 130 128 141 150 5.0 140 149 149 146 4.6

P values
Experiment 1 Experiment 2

LSD Diet LPS Diet*LPS LSD Diet LPS Diet*LPS
Liver

MnSOD
Cu/ZnSOD

0.6
1.6

0.09
0.31

0.21
0.06

0.21
0.12

0.13
1.73

0.65
0.65

< 0.50
< 0.05

0.50
0.77

Erythrocyte
MnSOD
Cu/ZnSOD
PHA-p

5.4
0.7

26.6

0.50
0.61
0.25

0.10
0.10
0.50

0.67
0.89
0.81

1.03
0.13

21.03

0.75
0.21
0.78

< 0.10
< 0.21
< 0.35

0.15
0.21
0.51

Values are mean of 4 replicates.
1) U/mg/min. 2) PHA-p : % index of thickness in footpat 24 hr after phytohemagglutinin-p injected to PBS-
injected. SEM : Standard Error of Mean.
Saline : Saline injected i,p. LPS : Birds injected with the S. typhimurium Lipopolysaccharide.
MnSOD : Manganese superoxide dismutaes; Cu/ZnSOD : Copper/zinc superoxide dismutase.
LSD : Least significant differences.
a~b : Means in a row without common superscript, and * : means between Saline and LPS in a row differ

significantly at p < 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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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릴 밀 사료 사이에 반응에 미치는B PHA-p
경향은 달랐다.

5.

에는 주령의 면역자극에서 회복Table 4 2 LPS
중인 주령 육계의 증체량 사료 섭취량 및3 ,
사료효율에 관한 실험 과 실험 의 성적을 나1 2
타내었다 실험 의 대조 육계 병아리에서 크. 1
릴 밀 및 크릴 밀 사료는 기초사료를 급A B
여한 것보다 성장 율과 사료효율을 낮추는 경
향이 있었다 병아리는 기초사료와 크릴 밀. B
사료를 크릴 밀 사료 보다 많이 섭취하는A
경향이 있었다 실험 에서도 크릴 밀 사료. 2 A
는 성장율과 사료효율을 낮추었다.
급성 기 반응에서 회복중인 육계는 대조에

비해서 기초사료를 급여하면 육계의 증체량과
사료효율이 낮아지는 경향이 있었으나 사료를,
적게(p < 섭취하였다 크릴 밀 사료를 급0.05) .
여하면 급성기 반응에서 회복 중인 것과 대조
사이에 증체량 또는 사료효율의 차이가 없었
다 그러나 회복중인 육계는 크릴 밀 사료를. B
크릴 밀 사료 보다 많이A (p < 섭취하였다0.05) .

크릴 밀 사료를 섭취한 육계는 면역스트레스B
의 영향에서 회복되는 경향을 보였다 실험. 2
에서는 급성 기 반응에서 회복중인 육계의 증
체량과 사료효율은 기초사료를 급여하면 대조
에 비해서 유의하게 낮고 크릴 밀 사료를, A
급여한 것에서는 면역반응의 경험 여부에 관계
없이 유의하게 낮았다.
이상과 같이 기초사료를 급여한 육계에서는
주령의 면역 스트레스에 의한 생산성 감소가2
주령에서도 회복되지 않고 계속되었다 크릴3 .
밀 사료에는 면역 스트레스 뒤의 회복 기간B
에 생산성을 회복을 시키는 요인이 존재한다는
것을 시사하였다 그리고 크릴 밀 사료는 급. A
여기간이 길수록 성장율과 사료효율을 감소시
켰다 따라서 급성 기 반응으로부터의 회복은.
크릴 밀 와 크릴 밀 를 급여한 육계사이에A B
차이가 있었다.

고 찰.

육계 병아리에 등LPS(Koh , 1996, 2001;
과 나 사멸Klasing Banes, 1988) Staphylococcus

aureus 과 또는(Klasing Banes, 1988) sheep red

Table 4. Effect of dietary krill meals on the performance of 3rd week-old broiler recovering
from the immunological stress in 2nd week of age

Experiment 1 Experiment 2

Diet LPS
Basal Krill meal A Krill meal B Pooled

SEM

Basal Krill meal A Pooled
SEMSaline LPS Saline LPS Saline LPS Saline LPS Saline LPS

Gain g/b/d
FI g/b/d
FE %

34.9a

77.5a

45.2

32.6ab

74.2ab*
44.2

31.2b

74.2ab

42.1

31.2c

72.0b

43.5

32.9ab

77.9a

42.1

35.4a

78.1a

44.9

0.7
0.5
1.1

31.4a

56.0b

56.1a

24.8b*
56.1ab

44.2b*

21.1b

57.0ab

37.0b

0.4b

59.4a

34.3b

1.0
0.6
1.9

P values
Experiment 1 Experiment 2

LSD Diet LPS Diet*LPS LSD Diet LPS Diet*LPS
Gain
FI
FE

3.3
2.7
5.2

< 0.05
< 0.05
< 0.55

0.09
0.06
0.21

0.21
0.51
0.61

5.9
3.4

10.1

0.11
0.39
0.22

0.26
0.99
0.06

0.66
0.60
0.60

Values are mean of 4 replicates, SEM : Standard Error of Mean.
FI : Feed Intake, FE : Feed Efficiency : Gain/FI. Saline : Saline injected i.p.
LPS : Birds injected with S. typhimurium lipopolysaccharide. LSD : Least significant difference.
a~c : Means in a row without common superscript, and * : means between Saline and LPS in a row differ

significantly at p < 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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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을 주입하여brood cell(SRBC)(Klasing , 1987)
급성 기 반응을 발생시키면 성장율과 사료 섭
취량이 저하한다 실험 에서 기초사료를 급여. 1
한 병아리에서 급성 기 반응은 증체량과 사료
섭취량을 낮추어 상기 보고된 성적들과 비슷하
였다 그러나 크릴 밀 사료는 면역스트레스에. ,
의한 육계의 생산성 감소를 완화시켜 상기 연
구 성적들과 경향이 달랐다 한편 크릴 밀. 0.5
및 사료 급여시고 등 임 등1.0% ( , 2004; , 2003)
에 면역반응은 성장율과 사료 섭취량을 감소시
켜 실험 의 크릴 밀 사료를 급여한 성, 1 2.0%
적과 달랐다 등 은 의 주입으. Benson (1993) LPS
로 급성기 반응중인 육계 병아리에서 에너지
함량이 높은 이상 사료는 성장 율(3,200kcal/kg ) ,
사료 섭취량 및 사료효율의 감소를 완화하나
에너지 함량이 낮은 사료 에서는(2,800kcal/kg)
더 나빠진다고 하였다 본 연구와 동일한 사료.
조성의 실험임 등 에서 기초사료나 크릴( , 2003)
밀 및 사료의 함량은 동일하였으0.5 1.0% ME
나 면역 반응 시에는 크릴 밀 사료의 에너지,
함량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었지만 생산성은 낮
아졌다 한편 면역 반응 시의 생산성에 미치는.
크릴 밀 사료의 영향을 확인하는 실험 에A 2
서는 면역반응으로 생산성이 감소하여 고 등

과 임 등 의 실험과 비슷하였다 따(2004) (2003) .
라서 실험 에서 기초사료와 크릴 밀 사료의1
에너지 함량의 차이가 면역반응시의 생산성에
차이를 발생시키는 원인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
된다 이것은 실험사료 사이의 에너지 함량의.
차이보다도 크릴 밀에 함유된 면역 반응시에
생산성을 나쁘게 하는 어떤 확인 안된 성분의
차이에 의한다는 것을 나타낸다.
크릴 밀 와 사료고 등 임0.5% 1.0% ( , 2004;
등 와 본 실험의 크릴 밀 사료를 급, 2003) 2.0%
여한 육계 병아리에서 급성 기 반응으로 간장
과 비장의 크기가 커졌다.
본 연구는 육계 병아리에 주입으로 유LPS
도된 급성 기 반응은 체중에 대한 간장 비장,
및 장의 무게를 높인다는 등 의 연Roura (1992)
구 성적과 동일하였다 내 독소나 살아있는 세.
균의 처리로 간장의 대사는 포유류에서도 변화
한다 은 급성기 반(Kushner, 1982). Klasing(1998)

응의 발생으로 간장에서 급성 기 단백질 등의
합성과 의 제독을 위한 영양소 이용xenobiotics
이 높아지면 간장무게가 무거워지고 그리고,
면역세포의 비장에서의 동종 증식의 증가로 비
장 무게가 무거워 진다고 하였다 등. Dietert

은 이와 같은 장기 크기의 변화는 급성기(1994)
반응의 강도를 비교하는 편리한 평가 자료를
제공한다고 하였다 본 성적은 부화 후 주간. 2
의 크릴 밀 사료 급여가 차 면역기관에서의2
급성 기 단백질 합성과 면역세포 증식에 영향
이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면역반응의 크기가 성장율의 감소에 영향을
미치고 사료중의 등 사료(Beisel, 1977), PUFA
조성은 면역반응의 강도에 영향을 미친다

와 본 연구는 크릴 밀중(Korver Klasing,1997).
의 등에 의한 장기의 크기 변화를 기대하PUFA
고 실행되었으나 크릴 밀 사료중의 함, PUFA
량이나 면역반응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
되는 다른 사료성분의 조성 비율 등의 검토는
앞으로의 연구 과제이다.
급성 기 반응은 크릴 밀 사료를 급여한 병아
리 적혈구 세포액의 와 활MnSOD Cu/ZnSOD
성을 높이는 경향이 있었다고 등 크릴( , 2004).
밀의 종류에 따라 간 세포액 활성에Cu/ZnSOD
미치는 급성 기 반응의 영향은 달랐으나실험(
크릴 밀 사료를 급여한 실험 에서 면역1), A 2 ,

반응은 간 세포액과 적혈구 세포액의 MnSOD
와 활성을 높였다 따라서 크릴 밀Cu/ZnSOD .
사료를 급여한 육계 적혈구 세포액의 MnSOD
와 의 활성은 급성기 반응으로 높아Cu/ZnSOD
지는 것은 고 등 의 성적과 일치하였다(2004) .
포유류에서도 를 주입하거나 친 염증성 사LPS
이토카인을 주입하면 활성이 증가한다SOD

등 등 분(Visner , 1990; DiSilvestro , 1991). SOD
자에 동 이 함유된 활성은 사료(Cu) Cu/ZnSOD
중 동 함량이나 동급원이 면역반응시의 활성
증가에 영향을 보이지 않았다 등(Koh , 1996).
본 연구의 활성 증가는 사료중 동Cu/ZnSOD
함량이 아닌 다른 요인의 영향에 의한다는 것
을 나타낸다.
활성화한 마크로파지와 모노사이트는 슈퍼옥
사이드 음이온(O2 등 반응성 자유기를 생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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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등 는(Zhao , 1998). Superoxide dismutase(SOD)
슈퍼옥사이드 음이온을 산소(O2 와 과산화수소)
(H2O2 로 이성화 하는 반응을 촉매 와) (McCord

하여 반응성 산소군 등 반Fridovich, 1969) (ROS)
응성 자유기로부터 정상적인 세포를 보호한다.
자유기의 과 생산 등 스트레스 조건에서는 친
산화제와 항산화제의 균형이 깨어져서 산화스
트레스의 원인이 된다 마크로(Jaeschke, 1995).
파지의 식 작용능력은 슈퍼 옥사이드 음이온
생산량과 비례한다 등 이에 따르(Fuente , 2000).
면 활성 증가는 슈퍼옥사이드의 생산 증SOD
가에 적응하는 것이다 크릴 밀 사료 급여시.
적혈구에서의 활성의 증가는 마크로 파지SOD
나 헤테로필 등식작용 능력 증가를 나타 낼런
지도 모른다 는 세포질 내에 그리고. Cu/ZnSOD

는 미토콘드리아 내에 존재하며 세포외MnSOD
액에 분비되지 않는다 의 활성증가는 세. SOD
포 내에서의 전자전달에 영향을 미치는 반응성
자유기로부터 정상적인 세포를 보호 하기 위하
여 친 산화계와 항 산화계의 균형을 유지시키
는 능력의 증가를 의미한다 간 세포액의.

활성은 크릴 밀 와 크릴 밀 사Cu/ZnSOD A B
료 사이에 또는 실험 과 실험 사이에 차이1 2
가 있었다 이것은 크릴 밀의 품질이나 조성.
또는 크릴 밀의 저장기간에 따라 슈퍼옥사이드
의 생산이 달라진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이.
와 같이 활성이 높아지는 원인과 더불어SOD
사료사이에서 활성의 차이에 미치는 원인SOD
은 앞으로의 연구 과제가 될 것이다.
육계의 발가락 사이에 를 주입하여 붓PHA-p
는 정도를 측정한 값 은 피부 호염기구(Table 3)
과민증으로 흉선 세포 세포 의존 반응(T- ) (Edelman
등 이다 이러한 세포성 면역은 흉선에서., 1985) .
유도된 임파구의 항원 인식 성을 나타낸다T .
대조 및 급성 기 반응에서 획복 중인 병아리에
서 실험 의 크릴 밀 및 사료 또는 실험1 A B
의 크릴 밀 를 급여한 확인실험에서2 A PHA-p
반응에 미치는 유의한 영향은 관찰되지 않았
다 반응의 평가에는 더 많은 실험 반복. PHA-p
수에 의한 확인이 필요하였다.
면역반응이 없으면대조 기초사료와 비교하( ),
여 육계 성장이나 사료 섭취량은 크릴 밀, 0.5

또는 사료고 등 나 크릴 밀1.0% ( , 2004) 2.0%
사료를 급여한 실험 모두 유의차가 없었다 사.
료 효율은 사료 중 크릴 밀 함량에 관계없이
본 연구와 고 등 의 연구에서 크릴 밀 사(2004)
료 급여로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그러나 본. ,
연구에서 크릴 밀 사료와 사료가 생산성A B
에 미치는 영향이 달랐다 급성 기 반응 시에.
는 크릴 밀 사료를 급여하면 생산성이 낮아지
고 활성은 높아지나 크릴 밀 사료 사이에SOD
는 차이가 있었다 면역반응 후의 생산성 회복.
도 크릴 밀 사이에 차이가 있었다 크릴 밀은.
그 종류에 따라서 사료로서의 가치가 달라서
생산성도 달라지나 그 원인은 본 연구에서 검
토 할 수 없었다.
이상과 같이 크릴 밀의 종류에 따라 급성기
반응시와 그 후 회복시의 생산성 저하는 SOD
활성의 변화로부터 산화 스트레스가 원인이 될
것이라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요 약.

급성 기 반응중인 육계에서 사료 중 크릴 밀
의 생산성과 활성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SOD
하기 위하여 크릴 밀 와 를 이용한 실험A B 1
과 크릴 밀 를 이용한 확인 실험 가 실시A 2
되었다 실험사료는 옥수수 대두박 위주의 기.
초 사료 와 기초 사료 중 대두박과 의 크2.0%
릴 밀 수입 또는 크릴 밀 수입를 대치한A( ) B( )
사료이다 실험 사료를 일령 육계 병아리에 급. 1
여하여 Salmonella typhymurium lipopolysaccharide

를 복강 내 주입하여 급성 기 반응을 발(LPS) 생
시킨 주령 육계의 생산성과2 Superoxide dismu-
tase 활성에 미치는 영향을 을 주입(SOD) Saline
한 대조와 비교하였다 증체량 사료 섭취량 및. ,
사료효율은 크릴 밀 와 크릴 밀 사료를 급A B
여한 육계사이에 차이가 있었다 크릴 밀 사료.
를 급여한 육계에서 급성기 반응은 간장과 비
장 무계를 높였다 그리고 급성기 반응은 크릴.
밀 사료를 급여한 육계 병아리의 간장과 적혈
구 세포액의 와 활성을 높였MnSOD Cu/ZnSOD
다 반응에 미치는 크릴 밀 사료의 영향. PHA-p
은 없었다 크릴 밀 는 면역반응 후 회복중인.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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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계의 생산성을 향상시켰으나 크릴 밀 에서A
는 이러한 영향이 없었다.
이상과 같이 크릴 밀의 종류에 따라 급성기
반응시 와 회복시의 생산성은 활성의 변SOD
화로부터 산화 스트레스의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Key words 크릴 밀 생산성: , , Superoxide
dismutas 급성 기 반응 육계 병아리e(SO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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