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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RT COMMUN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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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was conducted to evaluate the effects of red ginseng marc powder on egg freshness in laying hens during 4 
weeks. A total of 60 Hy-line Brown laying hens, 50 week of age, were randomly assigned to 2 groups with diets containing 
0% and 2% red ginseng marc powder. There were 3 replications per group with 10 laying hens per pen. Throughout the period 
of the trial, there were no effects of red ginseng marc powder on egg weight (but not 4 weeks). Haugh Unit  (HU) values were 
observed by showing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red ginseng marc powder and controls at 0 and 4 weeks, except for HU at 
1 through 3 weeks. For egg yolk color, red ginseng marc powder has no difference in comparison with controls at 0, 3 and 4 
weeks (but not 1 and 2 weeks). In conclusion, the dietary supplementation with 2% red ginseng marc powder improved HU 
values throughout the experi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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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1)

홍삼은 다양한 생리 활성 물질을 포함하고 있어 면역

력 증강제 또는 기능성 식품으로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제품으로 인정을 받고 있다. 식약청 보고(KFDA, 2011)

의 의하면, 2010년 우리나라 건강기능식품 가운데 홍삼

제품 생산액이 5,817억원으로 전체 건강기능 식품의 

55%를 차지한다고 하였다. 이 보고서에는 우리 사회가 

고령화 시대로 접어들며 건강하고 아름다운 삶을 추구하

는 사회적 인식이 건강기능식품 산업이 꾸준히 성장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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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분석되었다(KFDA, 2011). 축산업에서는 가축 

면역력 향상과 항생제 대체물질로서 홍삼을 활용한 다양

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예를 들면 홍삼부산물인 홍삼

박을 산란계에 적용하면 체내 면역조절과 항산화 작용을 

통해 산란계의 건강과 생산성에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보고되었다(Hong 등, 2012). 특히 홍삼이나 홍삼 추출

물의 약리 성분인 saponin, polysaccharide, alkaloids 

및 lignans 등은 면역 조절기능 향상, 항산화 효과, 간기

능 항진 그리고 해독작용 등 다양한 기능을 하기 때문에 

중요한 물질로 인식되고 있다 (Hong 등, 2012; Yildirim 

등, 2013). 특히, 충청남도 금산 지역은 전국 인삼유통 시

장의 최대 집산지로 생산량의 약 80%가 거래되는 인삼 

유통의 허브기능을 수행하는 곳이다. 따라서 이 지역에

서 발생되는 홍삼 부산물의 양은 매년 상대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으나 대부분 버려져 환경 오염원이 되거나 일

부는 조사료의 형태로 일부 가축에게 급여되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를 가축 사료 즉 홍삼박의 형태로 이용된다면 

자원 생산성 향상뿐만 아니라 생리 활성효과를 나타내어 

가축의 생산성과 건강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홍삼박 분말을 산란계 사료에 첨가 시 생산

되는 계란의 신선도를 평가하고 현장연구로서 축산경영

자들에게 기초자료를 제공하여 애로사항을 해결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2. 재료 및 방법

2.1. 공시 축 및 사양관리

50주령 Hy-line Brown 60수를 대조구와 홍삼박 분

말 2% 처리구로 구분하여 처리구 당 30수(10수×3반복)

로 배치하였다. 산란계 사양시험은 경상북도 의성군에 

위치한 흥생양계 농장에서 총 6주 동안 흥생양계 사양 

프로그램에 준하여 실시하였다. 산란계용 실험사료는 흥

생양계에서 이용되는 사료로 대사에너지 2,800 kcal/kg, 

조단백질 17.50% 그리고 칼슘 3.8%을 함유하였다. 사

료는 산란계에게 급여하여 처음 2주 동안은 환경에 적응

하도록 하였으며 그 후 4주 동안 사양실험을 실시하였다. 

본 시험에 사용한 홍삼박 분말은 홍삼을 사용하고 남은 

부산물을 건조시켜 분쇄하여 분말형태로 만들어 산란계 

사료에 첨가하였다. 또한 사양기간 동안 사료와 물은 자

유롭게 먹을 수 있도록 하였다. 총 점등 시간은 하루 17

시간이 되도록 맞추었으며 온도와 환기는 자동으로 조절

되는 시스템이었다. 본 시험에 사용된 홍삼박 분말 2% 

처리는 Kim 등(2015)이 제시한 기준을 따랐다.

2.2. 계란분석

계란은 매주 처리구 별로 9개를 채집하여 분석에 이용

하였다. 분석항목은 난중(egg weight), Haugh Unit(HU) 

및 난황색(egg yolk color) 이었다. 난중은 채집한 계란

을 전자저울을 이 용하여 측정하였다. Haugh unit은 계

란 신선도 검사기(Egg Multi Tester, Robotmation Co., 

Ltd., Japan)를 이용하여 측정된 계란 중량과 농후난백 

높이를 HU 계산식에 적용하여 산출하였다. 계산식은 다

음과 같다. 

HU = 100log[H- (1.701×W0.37)+7.57]

W: 계란의 무게(g), H: 농후난백의 높이(mm)

난황색깔은 yolk color fan을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또한 모든 분석은 3반복으로 측정되었다.

2.3. 통계처리

모든 자료의 통계처리는 완전임의 배치법에 준하여 

SAS(200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되었고, 처리구 

간의 유의성 검정은 T-test로 5% 유의수준에서 검정하

였다.

3. 결과 및 고찰

3.1. 홍삼박 분말의 첨가에 따른 난중의 변화 

홍삼박 분말을 산란계 사료에 첨가 시 난중에 미치는 

영향을 Fig. 1A에 제시하였다. Fig. 1A에 보듯이 대조구

의 난중(egg weight)은 주에 따라 68.8 g ~ 67.9 g으로 

측정되었다. 홍삼박 분말 처리구의 난중은 주(week)에 

따라 69.3 g ~ 70.6 g의 측정값을 나타내어 대조구보다 

무거워지는 경향을 보였다. 통계적 유의성은 4주를 제외

하고는 0, 1, 2 그리고 3주에서는 두드러진 차이가 없었

다(p>0.05). 이러한 결과는 전체적으로 홍삼박 분말이 

산란계 사료에 첨가 시 난중에 영향을 주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Fig. 1A). 다시 말하면 계란의 신선도를 결정

하는 요인은 아니라는 것을 의미한다. Hong 등(2012)의 

연구에서도 발효 홍삼 추출물은 난중에 영향을 주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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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Effect of red ginseng marc powder on (A) egg weight, (B) Haugh unit (HU), and (C) egg yolk color as a function of 
time. The mean values and magnitudes of the standard errors of the means are represented by the lines and vertical 
bars, respectively. (*) Indicates significant (p<0.05) treatment differences at same weeks.

는다고 보고하였다.

3.2. 홍삼박 분말의 첨가에 따른 HU 변화

Fig. 1B는 홍삼박 분말을 산란계 사료에 첨가 시 HU 

변화에 대한 결과를 나타내었다.처리구간의 HU는 1, 2 

및 3주에서는 아무런 차이가 없었지만(p>0.05), 0주와 4

주에서는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다(p<0.05). 특이한 점은 

대조구에서는 0주에서 1주로 가면서 HU값이 95.43에서 

89.10으로 낮아지며 2주에서 94.97로 증가되어 다시 3

주에서는 89.20로 감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4주에서

는 HU값이 90.43으로 약간 증가하였다. 이와는 달리 홍

삼박 분말 처리구의 HU는 0주 87.17, 1주 92.37, 2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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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50, 3주 92.37 그리고 4주 94.30으로 일정한 분포도

를 보여주었다. 이러한 HU값이 대조구에서 변이의 폭이 

큰 이유는 확실치 않지만 사료를 먹는 산란계의 기호성

으로 보여진다. 

일반적으로 계란의 신선도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단위

인 HU는 계란 중량과 난백의 높이를 측정하여 산출도표

를 근거로 하여 계산되는 방법이다. 또한 축산물품질평

가원에서 신선란의 HU는 72 이상을 나타내면 A등급으

로 표시된다. 또한 본 연구에서 대조구의 HU값이 축산

물평가원에서 제시한 값보다 높게 나타나 계란의 신선도

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있다. 그 이유는 흥생양계에서 쓰

는 사료가 기존 사료와는 다른 원료성분을 쓰고 있고 유

통과정에서 소비자들의 계란의 선호도를 높이는 방향으

로 전환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홍삼박 분말을 산

란계 사료에 첨가하는 방법도 대조구보다 계란의 신신도

를 향상시키는 한 방법으로서 제시할 수 있다. 그러나 

Jang 등(2007)과 Hong 등(2012)은 계란 품질의 경우 발

효 산삼 배양액과 홍삼 부산물 급여에 따라 각각의 HU

값에서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고 하였다. 

3.3. 홍삼박 분말의 첨가에 따른 난황색의 변화 

홍삼박 분말을 산란계 사료에 첨가하여 난황색에 대

한 변화는 Fig. 1C에서 보여주었다.

난황색(egg yolk color)은 1주와 2주에서 유의성이 

있었으며 0주, 3주 그리고 4주에서는 유의적인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p>0.05). 전 사양기간 동안 난황색 범

위는 대조구에서 7.0 ~ 6.67이었고, 홍삼박 처리구는 

7.67 ~ 6.67로 측정되었다. 또한 두 처리구의 난황색 범

위는 홍삼박 분말 처리구가 대조구보다 높게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홍삼박 분말이 난황색에 변화를 준다는 사

실은 3주까지 관측되었지만 4주에서는 두 처리구 모두 

난황색이 비슷한 결과를 얻어 그래프에서는 같이 겹쳐진 

모습을 보여 주었다. Jang 등(2007)의 연구에 따르면, 난

황색은 발효 산삼 배양액 부산물 2.5%와 lupin 2.5% 혼

합 처리구가 발효 산삼 배양액 부산물 5% 처리구보다 유

의적으로 증가된다고 보고하였다. 

본 연구결과를 통해 계란 신선도는 홍삼박 분말의 산

란계 사료 첨가가 난중과 난황색보다 계란 신선도 즉 HU

값 향상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에 대

한 메커니즘과 홍삼의 약리성분인 saponin의 상관관계

를 규명할 수 있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

된다.    

4. 결론

홍삼박 분말을 산란계 사료에 첨가했을 때 생산되는 

계란의 신선도에 미치는 영향은 다음과 같다.

1. 난중은 4주를 제외하고는 0, 1, 2 그리고 3주에서는 

통계적 유의성이 없었다. 따라서 난중은 계란 신선도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았다.

2. HU는 1, 2 및 3주에서는 아무런 차이가 없었지만, 

0주와 4주에서는 통계적 유의성이 인정되었다. 따라서 

홍삼박 분말을 산란계 사료에 첨가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계란의 신신도 대표적 단위인 HU값을 향상시켰다.

3. 난황색(egg yolk color)은 1주와 2주에서 유의성이 

있었으며 0주, 3주 그리고 4주에서는 유의적인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그러나 난황색은 홍삼박 분말 처리구

가 대조구보다 높게 나타났다. 또한 홍삼박 분말이 난황

색에 변화를 준다는 사실은 3주까지 관측되었지만 4주에

서는 두 처리구 난황색이 비슷한 결과를 얻어 그래프에

서는 같이 겹쳐진 모습을 보여 주었다.

결론적으로 홍삼박 분말 2% 수준(최적수준)은 계란 

신선도 즉 HU값 향상에 영향을 주었다. 현장연구로서 

축산경영자들에게 기초자료를 제공하여 애로사항을 해

결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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