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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H3) 아로니아(Aroniamelanocarpa)를 오리 사료첨가재로 이용 시 
오리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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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아로니아(Aroniamelanocarpa)는 장미과에 속하는 다년생 식물 또는 베리류의 열매로 질병 치유를 위해 약

재로 오래 동안 사용되어 왔다(Chung, 2014). 최근 국내에서는 아로니아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실질적으로 

농가에 도입되어 전국적으로 재배되고 있다. 탄닌 성분이 많은 아로니아는 농가에서 바로 수확한 것은 신맛

과 떫은 맛이 있는 것이 특징이며 숙성을 시키면 탄닌 성분이 줄어들어 샐러드, 아이스크림 그리고 건강기능

식품의 재료로 이용되고 있다. 

다른 연구에서도 아로니아는 안토시니안 계통의 폴리페놀 성분이 다른 열매보다 많이 함유되어 있어 항산

화 작용 등의 생리활성이 탁월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Chung, 2014). 그러나, 아로니아를 가축의 사료첨가

제로 이용된 연구는 거의 없다. 

본 연구는 아로니아를 오리 사료첨가제로 이용하여 오리생산성을 비교분석하고 이에 대한 지속가능한 경

영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데 있다.

2. 재료 및 방법

공시축은 0일령 Pekin종 오리 90수를 암·수구별 없이 두 처리구(대조구와 1% 아로니아 처리구)로 나누었

다. 각 처리구는 3반복, 반복당 15수로 공시하여 통계분석은 T-test로 분석되었다. 6주 동안의 사양시험은 경

상남도 거창군에 위치한 길홍농장에서 실시하였고, 오리 사양프로그램에 준하여 수행하였다. 전 사양기간 동

안, 사료와 물은 자유급식 하였고, 온도와 환기는 환경조건에 맞추어 자동 조절되게 하였다. 실험용 오리사료

는 두 사육단계를 거쳐 즉 단백질 함량 21%인 오리전기사료(0주∼3주)와 단백질 함량 17%인 후기사료(4주

∼6주)로 나누어 급여하였다. 오리생산성은 개시체중, 종료체중, 증체량, 사료섭취량 그리고 사료효율 등을 

측정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분석된 오리생산성은 개시체중, 종료체중, 증체량, 사료섭취량에는 통계적 유의성은 없었지만, 대조구와 비

교 시 종료체중과 증체량은 1% 아로니아 처리구가 증가되는 경향이었다. 사료효율은 두 처리구간에 통계적 

유의성이 인정된 유일한 항목이었다. 이는 1% 아로니아 처리구가 오리의 증체량 증가와 사료효율 향상에 관

여한다는 것을 입증한 기초자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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