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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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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egg freshness and eggshell characteristics of old laying hens by adding sea 

urchin shell powder to the feed of such hens to achieve the objectives continuously pursued by environmental management, 
such as business profitability and waste resource utilization. A total of 90 Hy-Line Brown layers (66 weeks of age) were 
randomly divided into 2 treatments with 3 replicates, each of which consisted of 15 older layers, for 4 weeks. These treatments 
included a control (i.e., 0%) and 2% sea urchin shell powder. The 2% supplementation of sea urchin shell powder increased  
the Haugh unit (HU) at 2 and 4 weeks and eggshell strength at 4 wks compared to the controls (p<0.05). The HU at 0 weeks, 
eggshell thickness from 0 through 3 weeks, and eggshell strength at 0 and 2 weeks were not different between treatments 
(p>0.05). These results suggest that the addition of 2% sea urchin powder to the feed of laying hens improves egg freshness 
and eggshell strength in old laying he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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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서 론

우리나라에서 사용되는 사료의 원료는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고, 이를 배합 사료로 이용되는 구조를 가지

고 있다. 따라서 축산농장 경영에서 있어 최우선적으로 

사료비를 줄이는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하는 것을 의미한

다. 그러므로 사료비를 줄이는 방안으로 사료첨가제를 

사용하는 것은 배합사료에 일정한 비율로 첨가하여 가

축의 생산성, 소화율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

(Lee, 2014). 축종 별 사료첨가제 종류에는 아미노산

제, 비타민제, 생균제, 규산염제 등이 있다(Lee, 2014; 
Schneider et al., 2016). 최근에는 식물에 추출한 천연물

을 이용한 다양한 사료첨가제가 개발되고 있다. 그 예로 

칼슘(Ca)이 함유된 이들 성게껍질 분말을 사료첨가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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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em Week
Treatment1

Significance
Control T1

Haugh Unit

0 74.00±3.252    73.52±3.55 NS

2 80.25±4.02 82.35±2.67 *

4 78.34±2.16 82.98±2.38 *
1Control: basal diet; T1: basal diet + 2% Ca-contained feed additive.
2Data values are represented by means ± standard errors.
*p<0.05.

Table 1. Haugh unit and eggshell characteristics of old laying hens fed the diets with sea urchin shell powder for 4 weeks

육계에 적용했을 경우, 계육의 관능검사와 계육의 무기

물(Ca과 Fe) 함량이 증가된다고 하였다(Kim, 2005a; 
Kim, 2005b). 그러나, 산란계와 산란노계에 사료첨가제

로서 성게껍질 분말을 첨가한 연구결과는 미미한 실정이

다. 성게는 성게껍질이 차지하는 비율이 80%로 불가식

성이여서 대부분 방치되거나 버려지는 경우가 많아 환경

오염원으로 인식되고 있다(KAFTC, 2000; Kim et al., 
2002). 따라서 폐자원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성게껍질 

분말을 사료첨가제를 이용하는 것은 환경경영이 추구하

는 지속가능성과 사료비 절감에 따른 환경경영의 대안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성게껍질 분말을 산란

노계 사료에 첨가하여 계란 신선도와 난각 특성에 미치

는 영향을 조사하였다. 

2. 연구방법

2.1. 사양시험 및 시험설계   

본 사양시험은 경상북도 의성군에 위치한 흥생양계 

안평농장 산란계 가이드(동물윤리) 라인에 준하여 실시

하였다. 총 90수인 66주령 산란노계(Hy-Line Brown)를 

대조구와 처리구로 나누었으며, 대조구는 일반 산란계 

사료를 급여하였고 처리구는 성게껍질 분말을 일반 산란

계 사료에 2%를 섞어 급여하였다. 성게껍질 분말은 (주)
유심에서 구입하였다. 사양시험에 이용된 일반 산란계 

사료는 대사에너지 2,800 kcal/kg, 조단백질 17.5% 그
리고 칼슘 3.8%로 구성이 되었다. 계사내 케이지는 한 

개당 산란노계 15수가 사육되었으며 폭 30 cm, 길이 80 
cm, 높이 50 cm로 총 6개를 사용하였다. 케이지내에는 

사료와 물을 자유롭게 먹을 수 있도록 사료통과 급수통

이 설치되었다. 온도와 환기는 자동 조절되는 시스템이

었으며 점등은 16/8h light/dark 프로그램에 준하였다.

2.2. 계란 신선도와 난각 분석 

계란은 0주, 2주 및 4주에 처리구별로 27개(총 54, 반
복당 9개)를 수집하여 Haugh Unit (HU), 난각 두께

(eggshell thickness) 그리고 난각 강도(eggshell strength) 
분석에 이용하였다. Haugh Unit (HU)는 계란 신선도를 

측정하는 단위로서 계란 자동 분석검사기(Egg Multi 
Tester, Robotmation Co., Ltd., Japan)를 이용하여 분

석하였다. 난각 두께는 3부분인 난각의 예단부, 중앙부 

그리고 둔단부를 digimatic caliper(CD-15CPX, Mitutoyo 
Co., Kawasaki, Japan)로 이용하여 측정하고 이들 값을 

나누어 계산하였다. 난각 강도는 난각 강도계(IMADA 
Co., Toyohashi, Japan)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2.3. 통계처리

모든 자료의 통계분석은 SAS(SAS Institute, 2002) 
프로그램을 활용하였다. 처리 간 평균 유의성은 5% 수준

에서 T-test로 검정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계란 신선도에 대한 결과는 Table 1에 나타내었다. 칼
슘이 함유된 처리구는 2주차와 4주차에서 HU가 대조구

보다 증가하였다(p<0.05). 0주에서는 처리구 간에 아무

런 영향을 주지 않았다(p>0.05). 일반적으로 HU는 계란 

내부 품질과 신선도를 평가하는 주요 지수로 이용되고 있

으며(Williams, 1992), 식물을 이용한 사료첨가제 연구

에서도 생리활성물질이 HU를 향상시켰다는 많은 연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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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em Week
Treatment1

Significance
Control T1

Eggshell thickness 
(mm)

0  0.42±0.01  0.43±0.02 NS

2  0.43±0.02  0.44±0.03 NS

4  0.41±0.01  0.45±0.01 NS

Eggshell strength
(kg/cm2)

0  4.85±0.22  4.77±0.22 NS

2  4.76±0.33  4.98±0.15 NS
4  5.11±0.25  5.45±0.65 *

1Control: basal diet; T1: basal diet + 2% Ca-contained feed additive.
2Data values are represented by means ± standard errors.
*p<0.05.

Table 2. Eggshell characteristics in old laying hens fed the diets with sea urchin shell powder for 4 weeks

있었다(Kim et al., 2006). 본 연구 결과에서 계란의 신

선도가 증가되는 이유는 성게껍질에 함유된 무기물(Ca, 
Fe 및 Mg), 영양소 그리고 다양한 성분의 복합 작용으로 

판단된다. 현재까지 성게껍질의 유효성분에 대한 연구는 

보고되지 않았다. 
Table 2는 난각 두께와 난각 강도에 대한 결과를 제시

하였다. 사양시험기간(0주, 2주와 4주) 동안, 난각 두께

와 난각 강도는 처리구 간에 차이가 없었다(p>0.05). 그
러나 4주차에서 측정된 난각 강도가 유일하게 성게껍질 

분말 처리구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

로 성게껍질 분말은 난각 두께보다 난각 강도와 밀접한 

관련성을 보여주고 있으며 난각 두께는 처리구 간에 두

드러 진 특징은 없었다. 성게껍질의 주요성분은 무기물

로 특히 칼슘의 공급이 계란의 난각 형성에 크게 영향을 

미치므로 산란노계의 사료첨가제로 이용될 경우 난각의 

특성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Lee et al., 
1996). 다른 연구의 예로, 성게껍질 분말을 산란계 사료

에 3%와 5% 첨가 시 생산된 계란은 칼슘 함량이 대조구

보다 높았다고 보고하였다(Kim et al., 2002). 그 이유는 

성게껍질에 함유된 칼슘이 일차적 요인으로 작용하여 계

란에 침착된 결과로서 설명한다(Kim et al., 2002). 결과

적으로 산란노계에서 생산되는 계란의 난각 특성을 향상

시키기 위해서 성게껍질 분말을 사료첨가제로 활용하는 

것은 산란계 농가의 수익성과 폐자원 재활용 측면에서 

환경경영이 추구하는 지속가능성의 목적을 달성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4. 결 론

본 연구는 성게껍질 분말을 산란노계 사료에 첨가하

여 계란 신선도와 난각 특성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

다. 연구결과에서 성게껍질 분말 2%의 산란계 사료 첨가

는 계란의 신선도와 난각 강도가 향상 되는 것으로 나타

났다. 그러나 난각 두께에는 두드러진 차이는 없었다. 이
는 축산경영의 수익 증대와 폐자원의 재활용 측면에서 

지속가능한 환경 경영의 지표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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