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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RT COMMUNICATION

어성초를 오리사료에 첨가 시 오리깔짚의 특성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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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objective of this study was to evaluate the characteristics of duck litter in ducks fed diets containing Houttuynia
cordata powder. One-day-old ducklings (Pekin) were randomly divided into two groups and fed a control or 1% H.
cordata powder-containing diet for an experimental period of three weeks. The results showed that pH for 1–2 weeks 
and total nitrogen for 1–3 weeks in duck litter were affected by dietary treatments with 1% H. cordata powder (P < 
0.05). For Volatile Fatty Acids (VFAs),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P > 0.05) between ducks fed 1% H.
cordata and control diets, as shown in the results for acetic acid and propionic acid in duck litter over three weeks; 
but, this was not the case for propionic acid at 3 weeks. The inclusion of 1% H. cordata powder in the diet had a 
the positive effect on increasing the total nitrogen and decreasing pH and VFAs in duck lit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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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서 론

다년생 초본 야생약초인 어성초(Houttuynia cordata)
는 습윤하고 온화한 곳에서 자라고 물고기의 특유 비

린내 비슷한 냄새가 나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다. 어
성초는 다양한 영양성분(조단백질, 조지방, 조회분, 
유리아미노산 및 유기산)과 항산화, 항균제 및 고지혈 

억제효과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다(Lee et 
al., 1993; Chung et al., 1999; Song et al., 2003). 최근

에는 이러한 보고와 효능 때문에 어성초가 건강기능

식품으로 개발되어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게 되자 

대량으로 재배 되는 지역이 확대되고 있다. 대부분의 

약용식물에 대한 연구는 인간의 건강을 위해 다양한 

생리활성 물질을 포함한 추출물, 농축액 또는 분말의 

형태로 쥐에게 적용한 연구가 대부분이다(Kim, 
2009). 그러나, 지금까지 가축에게 적용된 사례는 연

구는 비육돈 사료에 어성초 분말을 첨가했을 때 생산

성 향상과 영양소 소화율에 영향을 주었다는 보고

(Yan et al., 2011)와 사료첨가재로서 어성초 분말의 

이용 면에서 오리가슴살에 축적되는 지방산 분포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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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포화지방산 함량이 포화지방산 함량 보다 높았다는 

Choi(2016)의 연구 등이 제한적으로 보고되었다. 더 

나아가 Chung and Choi(2015)는 2% 어성초 분말을 

오리사료에 첨가하면 오리생산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평가하였다. 그들의 연구는 앞으로 축산농가

에서 어성초를 사료로 첨가 시 오리분(duck manure)
의 특성을 평가하여 자원생산성을 향상시키는 방향으

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1% 어성초 분말을 오리사료에 

급여하여 오리깔짚(duck little)의 특성을 비교·평가하

여 오리농가의 현장의 실제적이고 지속 가능한 환경

경영정보를 제공 하는데 연구의 목적을 두었다.

2. 연구 방법

2.1. 공시동물와 실험설계

공시가축은 암·수 구별 없이 Pekin종 오리 60수(1
일령)를 두 처리구(3반복, 반복당 10수) 즉 대조구와 

1% 어성초분말 처리구로 나누었다. 오리 사양시험은 

경상남도 거창군에 위치한 길홍농장(오리 사양프로그

램에 준함)에서 3주 동안 실시되었다. 실험용 오리전

기사료는 단백질 함량이 21%인 전기사료(0주에서 3
주)로 펠렛 형태로 급여하였고 사료와 물은 자유롭게 

먹을 수 있도록 하였다. 온도와 환기는 농장에서 운영

되는 시스템으로 자동 조절되게 하였다. 

2.2. 오리깔짚 샘플과 분석 

매주마다 반복구의 다른 지점 3곳을 정하여 손으로 

오리깔짚을 채취하여 잘 섞어 주었다. 채취한 오리깔

짚은 100 g 정도로 저울을 이용하여 측정 후 분석용 

비닐 백에 넣어 분석을 위하여 냉장고에 보관하였다. 
pH 분석은 1:10의 비율로 오리깔짚 20 g을 증류수 

200 mL에 섞어 2시간 동안 원심·분리하여 상층과 하

층이 분리된 상태에서 pH meter(Model 520A, 
ORION, USA)로 상층부분을 측정하였다. 총 질소

(Total Nitrogen, TN) 함량 분석은 질소분석기로 분석

하였다. 휘발성지방산(Volatile Fatty Acid, VFA) 측
정은 pH 분석 후 상층부분을 채취하여 HPLC(Hitachi, 
Tokyo, Japan)로 측정하였다(Muck & Dickerson, 
1988).

2.3. 통계분석

모든 자료의 통계는 SAS(2002) 프로그램을 이용한 

완전임의 배치법에 준하여 수행되었다. 처리구간의 

평균에 대한 유의성 검증은 T-test로 5% 수준에서 비

교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3.1. pH와 총 질소(TN) 함량 변화

Fig. 1은 1% 어성초를 오리사료에 첨가 시 오리깔

짚에 함유된 pH와 TN에 대한 함량 변화를 조사한 결

과를 보여주고 있다. 두 처리구의 pH의 경우 3주를 제

외하고 1주와 2주에서는 통계적 차이가 있었으며

(P>0.05), 1% 어성초 처리구(T1, pH 8.22에서 8.39)
는 매주마다 대조구(pH 7.44에서 8.08)와 비교 시 감

소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3주 동안 분석한 오리깔짚

에 함유된 TN 함량 변화는 두 처리구간에 유의성이 

인정되었다(P<0.05). 1주와 2주에서는 TN함량이 T1 
처리구(1주 1.32%와 2주 1.98%)에서 대조구보다 높

게 나타났지만, 3주(T1 처리구와 대조구의 3주 질소 

함량은 각각 1.60%과 2.06%)에서는 갑자기 낮아지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이러한 현상은 3주에서 오리사 내 

T1 처리구의 위치 즉 오리가 물을 먹는 장치인 니플

(nipple)에서 물이 많이 새는 것으로 파악되었기 때문

에 아마도 이런 물의 영향인지 또는 분석결과의 오차

인지는 명확하지 않다. 
유기질 비료로서의 가치를 평가하는 하는 것은 질

소 함량으로서 1% 어성초 분말의 처리는 오리깔짚내 

함유된 질소 함량이 증가되는 것으로 파악되어 단기

간에서도 유기질 비료로서의 가능성을 파악할 수 있

다. 이 연구에서 흥미로운 점은 대조구보다 1% 어성

초 분말의 처리구에서 오리깔짚 내 질소 함량이 약간 

높은 이유는 낮은 pH에서 기인 것으로 판단된다(Fig. 
1). 일반적으로 가금류 깔짚에서는 pH가 평균 8.1, 범
위 6.0~8.8, 질소함량은 평균 2.6%, 1.4~8.4%의 범위

로 알려져 있다(New South Wales Department of 
Primary Industries, 2004). 

3.2. VFA함량 변화

오리깔짚 내 함유된 휘발성지방산 함량을 각 주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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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Evaluation of pH and total nitrogen for duck Litter in Ducks fed Houttuynia Cordata. , control; , 1% Houttuynia 
Cordata (T1). (*) Indicates significant (P<0.05) treatment differences at same wee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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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Evaluation of acetic acid and propionic acid for duck Litter in Ducks fed Houttuynia Cordata. , control; , 1% 
Houttuynia Cordata (T1). (*) Indicates significant (P<0.05) treatment differences at same weeks.

측정한 결과를 Fig. 2에 제시하였다. Acetic acid 함량

은 1주차의 경우 두 처리간에는 0.00%, 2주차와 3주
차에서 T1 처리구는 0.20%와 0.20%, 대조구는 0.31%
와 0.60%로 나타났다. 3주 동안, acetic acid 함량은 두 

처리구 모두 통계적 유의성은 없었지만(P>0.05), T1 
처리구가 대조구보다 낮아지는 경향이었다. Propionic 
acid 함량 변화는 1주차에서 대조구와 T1 처리구 각 

0.02%와 0.00%로 두드러진 차이는 없었다(P>0.05). 
대조구에서 2주차와 3주차의 propionic acid 함량은 

7.19%와 10.27%, T1 처리구는 2주와 3주에서 8.93%

와 6.44%였다. 특히 2주차에서는 통계적 유의성이 없

었지만(P>0.05), 대조구가 T1 처리구보다 propionic 
acid 함량이 낮았지만, 3주에서는 반대의 결과

(P<0.05)를 보여주었다. 특히 Fig. 1에서 보여준 3주
의 TN함량 결과와 마찬가지로 propionic acid 함량

(Fig. 2)도 이러한 유사한 경향을 나타난 점과 pH나 

acetic acid도 비슷한 패턴를 보여준 결과(Fig. 1과 2)
는 아마도 3주에서 샘플링 과정에서의 문제와 분석결

과의 오차로 판단된다. 
일반적으로, 휘발성지방산 중 자극적인 냄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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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etic acid와 propionic acid가 관여하며, butyric acid
와 valeric acid는 역겨운 냄새와 관련이 있다고 알려

져 있다(Sawyer et al., 2003). 이러한 특성 때문에 언

급된 휘발성지방산 4종은 주요 악취 성분으로 간주되

어 2010년부터 환경부 악취방지법에 따라 규정·관리

하고 있다(Ahn et al., 2012). 현재, 우리나라 오리사 

내에서 악취가 발생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자료가 없

어 정확한 추리은 어렵지만, 분명한 사실은 1% 어성

초 분말 첨가가 깔짚 내 두 휘발성지방산(acetic acid
와 propionic acid)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하였다. 그러

나 이러한 메커니즘은 어성초 내 함유된 생리활성물

질인지 여부는 추가적인 관계연구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 

4. 결 론  

본 연구는 단기간 동안 1% 어성초 분말을 오리사

료에 첨가 시 오리 깔짚 내 질소함량이 증가하여 유기

질 비료로서의 가능성을 평가하였고, 오리 깔짚 내 질

소 함량이 증가되는 것은 pH와 관련성이 있다는 점을 

제시한다. 특히, 악취를 유발하는 두 휘발성지방산

(acetic acid와 propionic acid)은 1% 어성초 분말 첨가

에 의해 분명하게 감소되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그러

나 이에 대한 정확한 메커니즘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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