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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was conducted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a supplemented mixture of herbs (artemisia, 
eucommia ulmoids and houttuynia cordata) on the growth performance, nutrient utilization, blood 
characteristics, microflora population and diarrhea frequency in weanling pigs. Eighty-four pigs were randomly 
allotted into one of the four dietary treatments, each of which had 3 replicates. Experimental diets were 
prepared by adding (0.0, 0.5, 1.0 and 2.0%) a mixture of artemisia, eucommia ulmoids and houttuynia cordata 
to a commercial feed, and were given to pigs for 42 days. Daily feed intake was significantly increased in the 
groups supplemented with the mixture at 1.0% group and 2.0% group. Digestibility was significantly increased 
in 1.0% for protein and ether extract, and in 1.0% group and 2.0% group for NFE. Total bacillus and 
lactobacillus sp. were significantly (p<0.05) improved in 1.0% group and 2.0% group, respectively. Glucose 
concentrations of serum increased significantly (p<0.05) in 0.5% group and 1.0% group, and HDL increased 
significantly (p<0.05) in 1.0% group and 2.0% group. Diarrhea decreased by treatments except control 
(p<0.05). It is concluded that pigs fed the diet supplemented with 1.0% mixture of herbs can improve daily 
body weight gain, feed efficiency, nutrient utilizations and diarrhea frequency in pigs.
(Key words : Mixture of herbs, Growth performance, Blood characteristics, Microflora population, Diarrhea 

frequency)

. 서    론

  쑥은 우리나라 자생종만도 약 30여 종이 산
야지, 과수원 밑과 구릉지 등에서 널리 서식하
고 있다. 영양적 특성은 alkaloid, vitamin A, B, 
C, 철분, 칼슘 및 인 등이 다량으로 함유되어 

있으며(이, 1965), 한방에서는 복통, 소화작용, 
구충, 악취제거, 위장병, 변비, 기관지염 및 신
경통 등에 널리 쓰이며(허, 1978), 혈청 콜레스
테롤의 감소와 지혈 효과(정와 신, 1990), 쑥 즙
액의 약리 효과(류와 황, 1994) 및 암세포 증식
억제 효과(황 등, 1998) 등에 대하여 보고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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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The chemical composition of Artemisia, Eucommial Leaf and Houttuynia cordata used 
in experiment

 Items Artemisia(A) Eucommial Leaf(E) Houttuynia cordata(H) A + E + H
(%), DM basis 

 Dry matter 88.14 ± 1.03a 89.81 ± 0.98a 78.92 ± 0.57b 86.27 ± 1.00a

 Crude protein 17.55 ± 0.69b 19.53 ± 0.61a  2.37 ± 0.82c 16.45 ± 0.81b

 Ether extract  3.67 ± 0.69bc  6.83 ± 1.01a  1.86 ± 0.73c  4.28 ± 0.87ab

 Crude fiber 21.78 ± 0.69b 19.16 ± 0.61a  3.65 ± 0.82c 18.56 ± 0.81b

 NFE 45.80 ± 0.56c 46.26 ± 1.03c 89.14 ± 0.83a 54.06 ± 0.72b

n = 3.
a,b,c Means ± SD with different superscripts in the same row differ significantly (p<0.05). 

있다. 한편 두충은 조단백질 함량이 약 30%로
서 매우 높고 조지방 함량은 약 7%, 조섬유 함
량은 약 20%로서 사료적 가치도 높다. 이러한 
두충에는 alkaloid, pectin, 지질, 유기산, 당류 및 
vitamin C 등이 함유되어 있으며, phenol성 화
합물이 함유되어 있어 혈압 강하작용(Metori 등, 
1997), 이뇨작용과 항당뇨 활성(Hwang 등, 1996), 
cholesterol 저하 및 비만방지(Nakasa 등, 1995) 
등의 효과가 있다. 두충 잎 추출물을 흰쥐에 
급여 시 간 기능의 회복효과와 혈청지질 개선
효과(전과 박, 2002), 혈중 DHL 콜레스테롤 
증가, 총 콜레스테롤 감소 및 배변효과(김과 
왕, 1997) 등이 보고되고 있다. 또한 어성초는 
일본과 중국이 원산지이며 한방과 민방에서 염
증, 해독, 치칠 및 약창 등의 치료에 널리 이용
되고 있으며(문, 1994), 지질과산화 억제작용, 콜
레스테롤 감소, 항돌연변이, 항산화 활성, 항균
활성, 중금속 독성억제 및 간 기능 보호에 탁
월한 효과가 있다(김 등, 1997; 이 등, 2001; 김, 
2002), 특히 최근에는 민방에서 엑기스, 환, 건
조분말 등으로 제품화되어 건강보조 식품으로 
이용하고 있다. 
  이상과 같이 현재까지 약용식물(쑥, 두충 및 
어성초)의 약리적 효과에 대한 관심으로 대부
분 인체에 적용하기 위한 생약분야의 연구에 
국한 되어 왔으며, 반추동물에 대한 연구는 다
수 발표(Kim 등, 2002a; Kim 등, 2002b; 김과 
고, 2005; 김, 2005; 김과 고, 2005a; 김과 고, 
2005b; Ko 등, 2006) 되었으나, 돼지에 대한 
약용식물의 활용 방안 뿐 만 아니라 생리활성 

물질에 의한 사료 이용율 개선, 혈액성상 및 
질병예방 효과에 대한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
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한방과 민방에서 널
리 이용되고 약리적 효과가 높은 쑥에 두충 및 
어성초를 혼합한 분말을 이유자돈 사료에 첨가
하여 이유자돈의 성장, 영양소 이용율, 혈액성
상, 장내 미생물 및 설사빈도에 미치는 효과를 
구명하고자 실시하였다.

. 재료 및 방법

1. 

  사양시험은 2005년 3월부터 5월까지 경남 산
청군 소재 산청양돈영농조합법인에서 사육중인 
3원교잡종 (Landrace × Yorkshire) × Duroc 이유
자돈(평균체중 7.95 ± 1.43 kg, 42일간 시험)을 공
시하여 수행하였다. 

2. 

  쑥, 두충 및 어성초를 70:15:15로 혼합한 분
말을 이유자돈 사료에 일정비율로 첨가하여 생
산성에 미치는 영향을 구명하기 위하여 이유자
돈용 배합사료만을 급여한 무첨가구와 배합사
료에 쑥, 두충 및 어성초의 혼합분말을 0.5, 1.0 
및 2.0% 첨가한 구로 나누어 한 돈방에 7두를 
수용하여 3반복으로 총 84두를 완전임의 배치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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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Formula and chemical compositions 
of basic diets

 Items   Weanling 
pigs(10 25kg)

Ingredients, (%)
 Corn 67.99
 Soybean meal 21.00
 Wheat bran  2.80
 Rice bran oil  4.00
 DL-Methionine, 50%  0.14
 L-Lysine. HCl, 98.5%  0.44
 L-Threonine, 100%  0.03
 Tricalcium phosphate  1.50
 Salt  0.02
 Limestone  1.00
 Vitamin-Mineral mix1)  0.70
 Antibiotics2)  0.10
 Olaquindox  0.10
Chemical composition, %, (DM basis)
 Crude protein 16.16
 Ether extract  6.14
 Crude fiber  2.16
 Crude ash  5.38
 Ca  0.78
 P  0.67
 Lysine  0.96
 Cystine  0.27
 Methionine  0.28
 DE(Kcal/kg)  3,253
1) Vitamin-Mineral mix: vit A, 2,500,000IU ; vit D3, 

500,000IU ; vit E, 750 mg ; thiamin, 1,000 mg ; 
riboflavin, 1,5000 mg ; vit B6, 250 mg, pantotheniate, 
3,500 mg ; niacin, 750 mg ; choline, 5,000 mg; 
iron, 50,000 mg; copper, 5,000 mg; zinc, 25,000 mg; 
manganes, 15,000 mg; cobalt, 250 mg; iodine, 100 mg.

2) Antibiotics contained 10.25 mg chlorooxytetracycline 
per kg.

3. 

  시험원료인 쑥, 두충 및 어성초는 경남 진주 
인근에서 채취하여 3일간 음건시킨 후 사용하였
으며, 사료에 첨가방법(0.0, 0.5, 1.0 및 2.0%)은 
200 kg용 사료 배합기를 이용하여 처리구별로 
쑥, 두충 및 어성초를 배합한 후 평판 저울로 
10 kg씩 계량하여 급여하였다. 본 시험에 이용된 
쑥, 두충 및 어성초의 화학적 조성은 Table 1과 
같으며, 배합사료는 시판 배합사료를 이용하였으
며, 배합비율과 화학적 조성은 Table 2와 같다.
  
4. 
  
  돈방의 크기는 2.0 m × 0.8 m(0.32 m2/두)이며, 
돈사 구조는 무창 슬러리 돈사이고 돈방 바닥
은 전면 플라스틱 베드를 사용하였다. 사료급
여는 이유자돈용 원형사료 건식급이기를 사용하
여 자유채식토록 하였다. 급수방법은 돈방 벽에 
부착되어 있는 니플을 이용하였다.

5. 
 
  1) 사료의 일반성분

  일반성분 분석시료는 65 의 건조기에서 3일
간 건조시킨 후 분쇄기(hammer mill)를 이용하
여 1mm 입자로 분쇄한 후 사용하였다. 시험사
료와 분의 일반성분 중 건물은 상압가열건조
법, 조단백질 함량은 조단백질 소화장치와 자동
분석기(Kjeldahl Unit, Germany), 조지방은 Soxhlet 
추출법을 이용하여 측정하였다(AOAC, 1995).

  2) 증체량과 사료섭취량

  증체량은 시험 종료시 체중에서 개시시 체중
을 뺀 후 사육기간으로 나누어 계산하였으며, 
사료섭취량은 시험기간 동안 오전 8시 30분, 
오 후 1시 30분 및 오후 5시에 각각 10 kg씩 
나누어 급여하였으며 매 급여시 잔량을 측정하
여 급여량에서 잔량을 제외한 후 사육기간으로 
나누어 계산하였다. 

  3) 영양소 이용율

  처리별 영양소 이용율은 사양시험 종료 7일
전에 Cr2O3 분석법으로 시험사료에 Cr2O3를 
0.1% 첨가 급여하여 4일간의 예비시험과 5일
간의 본시험으로 나누어 실시하였다. 분의 채
취는 본시험 기간 중에 오전 10시와 오후 3시
로 나누어 1일 총 2회 수집하였으며, 1회 약 
50 g을 여러 곳에서 수집하여 비닐 백에 넣고 
밀봉한 후 분석에 이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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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Effects of dietary bio-active substances on the growth performance of weanling pigs 

Items
 Supplementation levels(%) of bio-active substances1) 

0.0 0.5 1.0 2.0
Initial body weight (kg)  8.02 ± 0.33  7.65 ± 0.25  8.37 ± 0.33  7.63 ± 0.41
Final body weight (kg) 24.17 ± 0.56b 25.17 ± 0.38b 27.00 ± 0.52a 25.83 ± 0.46ab

Daily gain (kg)  0.41 ± 0.04  0.45 ± 0.04  0.48 ± 0.03  0.47 ± 0.06
Daily feed intake (kg)  0.54 ± 0.03b  0.57 ± 0.02ab  0.65 ± 0.04a  0.63 ± 0.04a

Feed efficiency (gain/feed)  0.76 ± 0.02  0.79 ± 0.03  0.74 ± 0.03  0.75 ± 0.02
n = 3.
1) Mixtures of Artemisia 70%, Eucommia leaf 15% and Houttuynia cordata 15%.
a,b Means ± SD with different superscripts in the same row differ significantly (p<0.05).

  4) 분변 내 미생물총

  분변 내 미생물총은 사양시험 종료 직후 배
설된 즉시의 신선한 분을 10 g씩 채취하여 petri 
dish에 옮겨 담은 후, 121 에서 15분간 멸균시킨 
생리식염수를 이용하여 1011까지 십진 희석한 다
음, 균수 측정을 위하여 평판배지에 분주 접종
하여 도말하였다. Total Bacillus와 Lactobacillus sp.
는 MRS agar 배지를 이용하여 35 에서 Total 
Bacillus는 24시간, Lactobacillus sp.는 48시간 배
양하였다. E. Coli는 MacConkey agar 배지를 이
용하여 25 에서 24시간 호기상태로 배양하였
으며, 각각의 평판배지에 생성된 colony 수(30 

300개)는 colony counter를 이용하여 계수하였
다.

  5) 혈액성분

  채혈을 위하여 3시간 동안 절식을 시킨 후 
각 처리구에서 무작위로 선발된 5두의 목부위 
경정맥으로부터 혈액을 혈액 응고방지제가 첨
가되지 않은 10 ml 주사기를 이용하여 혈액을 
약 8 ml 채취하여 실온에서 약 30분간 방치 후 
분리된 상등액(혈청 부분)을 일반 혈액채취용 
시험관에 옮겨 넣은 다음 혈액계수기(Vet-ABC, 
USA)와 혈액생화학 분석기(Express Plus, USA)
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6) 설사빈도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2시간 간격으로 
1일 총 6회 분과 항문의 상태를 관찰하여 설사
빈도를 조사하였다. 

6. 

  본 시험에서 얻어진 결과들은 SAS Package 
program (1999)를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처리
간 유의차 검정은 Duncan's multiple range test 
(1955)을 이용하여 5% 수준에서 실시하였다.

. 결과 및 고찰

1. , 

  쑥, 두충 및 어성초를 혼합하여 이유자돈 사
료에 첨가수준(0.0, 0.5, 1.0 및 2.0%) 별로 급여
하여 증체량, 사료섭취량 및 사료효율을 조사
한 결과는 Table 3과 같다. 
  시험 개시시 체중은 모든 처리구에서 7.63
8.37 kg으로 차이는 없었으나 시험 종료시 체중
은 1.0% 첨가구에서 27.00 kg으로서 대조구와 
0.5% 첨가구에 비하여 증가하였다(p<0.05). 그
러나 일당 증체량은 0.0, 0.5, 1.0 및 2.0% 첨가
구에서 각각 0.41, 0.45, 0.48 및 0.47 kg으로서 
무첨가구에 비해 첨가구가 높은 경향이었으나 
유의차는 없었다(p>0.05). 일당 사료섭취량은 무
첨가구가 0.54 kg, 0.5% 첨가구가 0.57 kg로 차
이는 없었고(p>0.05), 1.0% 첨가구와 2.0% 첨가
구는 각각 0.65 kg, 0.63 kg으로 무첨가구에 비
하여 유의차(p<0.05)가 있었다. 사료효율은 무
첨가구, 0.5%, 1.0% 및 2.0%가 각각 0.76, 0.79. 
074 및 0.75로서 유의차가 없었다(p>0.05).
  권 등(2005)은 약용식물인 인진쑥, 오가피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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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Effect of dietary bio-active substances on the nutrient digestibilities of weanling pigs

 Items
 Supplementation levels(%) of the bio-active substances1)  

0.0 0.5 1.0 2.0
(%), DM basis 

 Dry matter 82.48 ± 1.03 83.62 ± 0.98 84.73 ± 0.57 84.30 ± 1.00
 Crude protein 80.04 ± 0.69b 81.54 ± 0.61ab 82.48 ± 0.82a 81.95 ± 0.81ab

 Ether extract 71.09 ± 0.69b 72.44 ± 1.01ab 73.34 ± 0.73a 73.12 ± 0.87ab

 NFE 85.54 ± 0.56b 86.69 ± 1.03ab 88.60 ± 0.83a 87.87 ± 0.72a

n = 3.
1) Mixtures of Artemisia 70%, Eucommia leaf 15% and Houttuynia cordata 15%.
a,b Means ± SD with different superscripts in the same row differ significantly (p<0.05). 

마늘을 이유자돈에 첨가할 경우 일당 증체량은 
약용식물을 첨가함에 따라 차이는 보이지 않았
지만 사료효율은 개선된다고 하였으며, 홍 등
(2002)은 citrus와 chestnut 추출물을 이유자돈에 
첨가할 경우 항생제 무첨가구 보다 성장률이 
개선되었다고 하였다. 반면 Gerbert 등(1999)은 
7가지 허브와 이들의 혼합물을 자돈에 급여할 
경우 성장률에는 차이가 없지만 사료섭취량은 
대조구에서 가장 높다고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 쑥, 두충 및 어성초 분말을 
추가 급여함으로서 성장률과 사료효율에는 차
이가 없으면서 사료섭취량에만 차이가 나타나 
다른 연구자들과 다소 상이한 결과를 보였다. 
이와 같은 결과는 공시사료로 이용한 약용식물
의 재료, 돈사환경, 품종, 모돈의 영양상태 및 
관리자의 사양관리 방법 등 여러 가지 요인의 
차이에 의한 결과로 생각한다. 특히 쑥, 두충 
및 어성초를 혼합하여 급여할 경우 사료섭취량
이 높은 것은 쑥, 두충 및 어성초의 기능성 물
질에 의한 장내 유익균 증가 등이 소화와 흡수
를 위한 장내 환경을 개선에 따른 소화율의 증
가(Table 4)에서 기인한 결과로 기호성이 개선
되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2. 

  쑥, 두충 및 어성초를 혼합하여 이유자돈 사
료에 첨가수준(0.0, 0.5, 1.0, 2.0%) 별로 급여하
여 영양소 이용율을 조사한 결과는 Table 4와 
같다.

  건물 소화율은 무첨가구가 82.48%였으며, 쑥, 
두충, 어성초를 첨가한 모든 처리구에서도 83.62 

84.73%로서 무첨가구와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건물 소화율은 쑥, 두충 및 어성초를 혼합 
첨가함으로서 다소 증가하는 경향이지만 무첨
가구를 포함한 모든 처리구에서 82.48 84.73%
로서 유의차는 없었다(p>0.05). 조단백질 소화
율은 1.0% 첨가구가 82.48%로서 무첨가구의 
80.04%에 비하여 높았으며(p<0.05), 쑥, 두충 및 
어성초를 혼합 첨가한 모든 처리구 간에는 차
이가 없었다(p>0.05). 조지방 소화율 역시 조단
백질 소화율과 같은 경향이었다. 즉 무첨가구
는 71.09%였으며 1.0% 첨가구에서는 73.34%로
서 가장 높았으며(p<0.05), 쑥, 두충 및 어성초
를 혼합 첨가한 모든 처리구 간에는 차이가 없
었다(p>0.05). NFE 소화율은 무첨가구는 85.54%
였으며 1.0% 첨가구와 2.0% 첨가구는 각각 
88.60%와 87.87%로서 유의차(p<0.05)가 있었으
며, 0.5% 첨가구와는 차이가 없었다(p>0.05).
  권 등(2005)은 약용식물인 인진쑥, 오가피 및 
마늘을 이유자돈에 첨가할 경우 건물소화율은 
약용식물을 첨가함으로서 증가하였으나 질소, 
칼슘 및 인의 소화율은 약용식물 첨가구에서 높
았으나 유의한 경향은 보이지 않았다고 하였다. 
또한 Manzarnilla 등(2004)은 oregano, cinnamon 
및 mexican pepper를 이유자돈에 급여할 경우 
영양소 소화율에는 차이가 없었다고 보고하였
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조단백질과 조지방 및 
NFE 소화율에 있어서 쑥, 두충 및 어성초를 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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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Effect of dietary bio-active substances on the microflora population in the feces of 
Weanling pigs(wet matter)  

 Items
Supplementation levels(%) of bio-active substances1) 

0.0 0.5 1.0 2.0
(cfu2)/g) 

 Total bacillus 3.40 × 108 3.81 × 108 1.77 × 1010 3.70 × 109

 Lactobacillus sp. 2.23 × 108 2.55 × 108 8.17 × 109 1.56 × 109

 E. Coli 5.03 × 104 4.08 × 104 1.53 × 104 1.87 × 104

n = 3.
1) Mixtures of Artemisia 70%, Eucommia leaf 15% and Houttuynia cordata 15%.
2) cfu : colony forming unit.

합 첨가함으로서 대조구에 비하여 증가하는 경
향이었으며, 특히 1.0%를 첨가할 경우에는 이
들 소화율이 크게 향상되는 경향으로서 다른 
연구자들과 상반된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이
와 같은 결과 역시 공시사료로 이용한 약용식
물의 재료, 돈사환경, 품종, 모돈의 영양상태 
및 관리자의 사양관리 방법 등 여러 가지 요인
의 차이에 의한 결과로 생각한다. 그러나 쑥, 두
충 및 어성초의 항균 활성효과(Deans와 Ritchie, 
1987; 송 등, 2003)와 장내 유익균에 대한 성장 
촉진효과 및 유해균 억제 능력의 발현(임, 1992; 
송, 2000)에 의해 이유자돈의 영양소 소화율이 
증진된 것으로 생각된다.

3. 

  쑥, 두충 및 어성초를 혼합하여 이유자돈 사
료에 첨가수준(0.0, 0.5, 1.0, 2.0%) 별로 급여하
여 분변 내 미생물총을 조사한 결과는 Table 5
와 같다.
  분변 내 Total bacillus는 1.0% 첨가구와 2.0% 
첨가구에서 각각 1.77 × 1010과 3.70 × 109cfu/g으
로서 무첨가구(3.40 × 108cfu/g)와 0.5% 첨가구
의 3.81 × 108cfu/g에 비하여 높은 경향이었다. 
유산균인 Lactobacillus sp.의 경우에도 무첨가구
(2.23 × 108cfu/g)와 0.5% 첨가구의 2.55 × 108cfu/g
에 비해 1.0% 첨가구가 8.17 × 109cfu/g, 2.0% 
첨가구가 1.56 × 109cfu/g로 높게 나타나 Total 
bacillus와 비슷한 경향을 보였다. 그러나 E. 
coli (coliforms)는 무첨가구를 포함한 모든 처리

구에서 1.53 5.03 × 104으로 처리구간에 차이는 
없었다. 
  Lee 등(1995)은 마우스에게 쑥 추출물을 5
10% 급여할 경우 장내 유익균인 bifidobactera는 
증가하고 유해균인 E. coli는 감소한다고 하였
다. 그러나 이와 같은 추출물질에 대한 항미생
물적 작용기전이 완전히 밝혀진 것은 아니지
만 Nagy와 Tengerdy(1968)는 쑥 추출물이 장내 
pathogens의 성장을 방해하기 때문이라고 보고
하고 있다. Smith(1965)는 신생자돈은 3시간 후
에 E. coli와 Streptococci 및 Lactobacilli가 검출
되었으며 24시간에 최고치에 달하며 그 후 위
와 소장에서 E. coli와 Streptococci는 감소하므
로 초기에 동물의 장내에 정착되는 세균의 종
류가 앞으로의 동물 건강에 중대한 영향을 끼
친다고 하였다. Fox(1988)는 동물이 지속적으
로 stress를 받으면 유산균이 감소하고 E. coli
가 증가하여 장염을 일으키고 설사를 유발한
다고 하였으며, 백(1989)은 건강한 돼지는 장내
에 Streptococcus sp.와 Lactobacillius sp.가 많으
나 설사한 돼지는 장내에 E. coli는 증가하고, 
Streptococcus sp.는 감소하며 Lactobacillius sp.는 
사멸된다고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1.0% 급여구에서 장내 
환경이 개선되어 유익균인 Lactobacillus sp.의 
함량이 높아져 항균활동이 증진되었기 때문으
로 생각되며, 쑥, 두충 및 어성초를 혼합한 생
리활성 물질은 자돈의 stress와 장염 및 설사 
방지에도 효과적일 뿐 만 아니라 항생제 대체
효과도 매우 클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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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Effect of dietary bio-active substances on the blood characteristics of weanling pigs 

Blood Characteristics
Supplementation levels(%) of bio-active substances1) 

0.0 0.5 1.0 2.0
Glucose (mg/dl) 114.04 ± 10.02b 144.85 ±  9.78a 159.07 ± 8.91a 138.64 ± 11.34ab

Total protein (g/dl)   5.70 ± 0.14b   6.27 ±  0.19a   6.45 ± 0.12a   6.47 ± 0.16a

Albumin (g/dl)   4.46 ± 0.23b   4.83 ±  0.31ab   5.25 ± 0.15a   5.60 ± 0.25a

Total cholesterol (mg/dl) 144.10 ± 7.45a 136.00 ± 10.62a 129.33 ± 6.59ab 116.23 ± 9.47b

LDL2) (mg/dl)  30.31 ± 1.58  28.94 ± 1.05  26.15 ± 1.58  26.60 ±  1.99
HDL3) (mg/dl)  69.57 ± 4.04b  77.26 ± 3.90ab  84.15 ± 4.18a  84.25 ±  4.03a

n = 3.
1) Mixtures of Artemisia 70%, Eucommia leaf 15% and Houttuynia cordata 15%.
2) LDL: low density lipoprotein.
3) HDL: high density lipoprotein.
a,b Means ± SD with different superscripts in the same row differ significantly (p<0.05).

4. 

  쑥, 두충 및 어성초를 혼합하여 이유자돈 사
료에 첨가수준(0.0, 0.5, 1.0, 2.0%) 별로 급여하
여 혈액성상을 조사한 결과는 Table 6과 같다.
  혈 중 glucose 함량은 무첨가구는 114.04 mg/ 
dl였으며 0.5% 첨가구와 1.0% 첨가구는 각각 
144.85 mg/dl와 159.07 mg/dl로서 유의차(p<0.05)
가 있었다. 그러나 2.0% 첨가구는 138.64 mg/dl
로서 다른 처리구와는 차이가 없었다(p>0.05). 
Total protein 함량은 무첨가구가 5.70 g/dl였으며 
쑥, 두충 및 어성초를 혼합급여한 모든 처리구
에서는 6.27 6.47 g/dl로서 무첨가구에 비해 유
의차(p<0.05)가 있었다. Albumin 함량은 무첨가
구는 4.46 g/dl 였으며 1.0% 첨가구와 2.0% 첨가
구는 각각 5.25g/dl와 5.60 g/dl로서 유의차(p<0.05)
가 인정되었다. 그러나 0.5% 첨가구는 다른 처
리구와는 차이가 없었다(p>0.05). 
  Total cholesterol 함량은 쑥, 두충 및 어성초
의 혼합급여 수준을 증가시킬수록 낮아지는 경
향이지만 무첨가구(144.10 mg/dl)와 0.5% 첨가구
(136.00 mg/dl) 간에는 차이가 없었으며(p>0.05), 
첨가수준을 2.0%까지 높일 경우에는 116.23 mg/ 
dl로서 유의차(p<0.05)가 있었다. 그러나 1.0% 
첨가구는 다른 처리구와는 차이가 없었다(p> 
0.05). LDL 함량은 쑥, 두충 및 어성초의 혼합
급여 수준을 증가시킬수록 감소하는 경향이지
만 무첨가구를 포함한 모든 처리구에서 26.15 

30.31 mg/dl로서 처리구 간에 차이가 없었다
(p>0.05). HDL 함량은 무첨가구는 69.57 mg/dl이
었으며, 1.0% 첨가구와 2.0% 첨가구는 각각 
84.15 mg/dl와 84.25 mg/dl로서 유의차(p<0.05)가 
있었다. 그러나 0.5% 첨가구는 다른 처리구와
는 차이가 없었다(p>0.05). 
  일반적으로 혈중 glucose 함량은 탄수화물의 
최종산물로 혈액 내를 순환하며 산화되어 에너
지를 공급하는 역할을 하며, 그 함량은 도살의 
방법과 시간에 의하여 크게 좌우되며 도살한 
동물의 체조직 함량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국 
등, 2005). 혈청 glucose의 수준은 insulin의 동화
작용과 glucagon, catecholamin과 glucocoricoids의 
이화작용에 의하여 변화하는데 insulin과 glucagon
은 서로 길항작용을 하며(Smith, 1989,) 혈중 
glucose의 증가는 간에서 당 생산이 증가하고 
있음을 의미하며 glucose의 감소는 지방의 분해
로 glucose의 이용이 감소되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Brockman과 Bergman, 1975). 본 결
과에서 glucose의 함량이 감소하지 않은 것은 
지방이 분해되지 않는 것으로 생각되며, 이유
자돈에 있어서 지방의 분해가 일어나지 않는다
는 것은 이유자돈의 생산성의 증가에 좋은 영
향을 줄 것으로 생각된다. Cholesterol은 성호르
몬, 담즙산 및 체내 화합물에 존재하는 생명체
에 필수적인 물질로 보고되고 있으며, 특히 
cholesterol 중에서 HDL-cholesterol은 혈관에 침
착되어 있는 cholesterol을 분리시켜 간장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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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 Effect of dietary bio-active substances on the diarrhea frequency (%) of nursery pigs 

 Items
Supplementation levels(%) of bio-active substances1) 

0.0 0.5 1.0 2.0
Diarrhea 8.45 ± 0.43a 3.85 ± 0.52b 0.00 ± 0.00d 1.25 ± 0.48c

n = 3.
1) Mixtures of Artemisia 70%, Eucommia leaf 15% and Houttuynia cordata 15%.
a,b,c,d Means ± SD with different superscripts in the same row differ significantly (p<0.05).

분해시킴으로써 인체에 유익한 cholesterol이고, 
LDL-cholesterol은 혈관에 침착되어 인체에 해로
운 cholesterol라고 보고하고 있다(박 등, 2003). 
Baker 등(1984)은 혈중 cholesterol은 동맥경화증, 
고혈압 등의 심혈관질환의 요인이 되는 과유지
질혈증을 구성하는 물질인데 과유지질 혈증의 원
인 물질은 LDL cholesterol이라 보고한 바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생리활성 기능을 가진 
쑥, 두충 및 어성초를 1.0% 혼합하여 급여할 경
우에는 혈 중 glucose 함량과 HDL-cholesterol 함
량이 증가함으로 이유자돈의 생산성 향상과 복
합적인 면역 증강 작용에 의한 비특이적 면역력 
증가(Wagner, 1987)에 효과적일 것으로 생각된다.

5. 

  쑥, 두충 및 어성초를 혼합하여 이유자돈 사
료에 첨가수준(0.0, 0.5, 1.0, 2.0%) 별로 급여하
여 이유자돈의 설사발생 빈도를 조사한 결과는 
Table 7과 같다.
  이유자돈의 설사빈도는 무첨가구가 8.45%였
으며, 쑥, 두충 및 어성초를 혼합 급여함으로서 
감소하는 경향이었다. 즉 0.5%, 1.0% 및 2.0% 첨
가구는 각각 3.85%, 0.00% 및 1.25%로서 모든 
처리구에서 유의차(p<0.05)가 인정되었으며, 특
히 1.0% 첨가구는 설사가 전혀 발생하지 않았다.
  일반적으로 식물 추출물을 가축에게 급여할 
경우 사료섭취량 증가, 소화효소의 분비 및 면
역 증강제로서의 역할(Wenk, 2003) 등이 있으
며, 이유 후 식물 추출물인 oreganum essential 
oil을 첨가할 경우에는 폐사율이 감소한다고 보
고하였다(Maviromaitis와 Kyrikis, 1998). 이는 
쑥, 두충 및 어성초의 혼합급여로 복합적인 면
역 증강 작용(Wagner, 1987)과 장내 유익균의 
우점을 도와 유해균의 증식을 억제하여 설사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0.5% 첨
가구는 첨가량이 충분치 않아 설사가 1.0% 첨
가구보다 많았으며 2.0% 첨가구는 그 양이 너
무 많아서 발생빈도가 1.0% 첨가구보다 많이 
나온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이유자돈에 있어서 설사는 폐사로 이
어지는 결과가 많기 때문에 포유자돈에게 생리
활성 물질인 쑥, 두충 및 어성초를 혼합하여 
입질사료에 1.0% 수준으로 보충 급여할 경우 
이유자돈의 장내 유익균인 Lactobacillius sp.의 
증가(Table 5)로 이유 자돈 뿐 만 아니라 포유 
중의 설사와 호흡기 질병에 의한 사고를 줄이
는데도 우수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 요     약

  본 시험은 기능성물질을 함유하고 있는 쑥, 
두충 및 어성초를 혼합한 후 배합사료에 0.0, 
0.5, 1.0 및 2.0%씩 첨가하여 이유자돈에 급여
한 후 증체량, 사료섭취량, 사료효율, 영양소 
이용율, 분변의 미생물 총, 가스 발생량, 혈액
성상 및 설사빈도를 조사 분석하여 이유자돈
의 생산성에 미치는 효과를 구명하고자 실시하
였다. 일당 사료섭취량은 1.0%와 2.0% 첨가구
가 대조구에 비하여 증가하였다(p<0.05). 조단
백질과 조지방 소화율은 1%구가 대조구에 비
하여 증가하였으며(p<0.05), NFE 소화율은 1.0%
와 2.0%구가 대조구에 비하여 증가하였다(p< 
0.05). 분변내 미생물균총 중 Total bacillus는 
1.0%와 2%구가 대조구와 0.5%구에 비하여 증
가하였으며, Lactobacillus sp.의 경우에는 1.0%
구가 대조구와 0.5% 첨가구에 비하여 증가하였
다. 혈 중 glucose 함량은 0.5%와 1.0%구가 대
조구에 비하여 증가하였다(p<0.05). Total protein 
함량은 모든 첨가구에서 대조구에 비하여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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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으며(p<0.05), Albumin 함량은 1.0%와 2.0%
구가 대조구에 비하여 증가하였다(p<0.05). Total 
cholesterol 함량은 2.0%구가 대조구와 0.5%구에 
비해 감소하였으며(p<0.05), HDL 함량은 1%와 
2%구가 대조구에 비하여 증가하였다(p<0.05). 
포유자돈의 경우 설사빈도는 크게 감소하였으
며(p<0.05), 특히 1.0%구에서는 설사발생이 전
혀 없었다(p<0.05).
  이상의 시험결과를 종합하면, 쑥, 두충 및 어
성초를 혼합하여 1.0% 첨가함으로서 일당증체
량, 사료효율 및 영양소 이용율이 향상되고 설
사 발생빈도가 감소되어 생산성을 증가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HDL-cholesterol 함량이 증가
되므로 항생제 대체 물질이 함유된 사료의 개
발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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