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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1)

현재 우리 나라 축산업의 큰 시류는 과거에 비해 우리 

나라 축산업이 발전하고 있다는 것은 국민소득의 증가와 

웰빙에 대한 관심이 크게 반영되었다는 점이다. 이는 소

비자들의 축산물 선호도가 양보다 질 위주로 변화되었음

을 시사한다. 따라서 축산물 안정성과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항생제 대체물질로 영양학적으로 우수한 

천연물과 기능성 대체제 등의 사료첨가제 개발이 지속되

어야 할 것이다. 그 실례로 천연물(천연추출물)을 가축 

사료에 첨가 할 경우, 장내 미생물군의 변화로 영양소 흡

수 및 소화율이 향상되는 것으로 밝혀져 있다(Costa et 
al., 2007, 2011). 또한 면역시스템의 변화 및 항산화 효

과 등도 보고되어 있다(Costa et al., 2007, 2011). 특히 

삼백초과에 속하는 다년생 약초인 어성초는 오래전부터 

다양한 약리 작용으로 몸의 신진대사 촉진, 지혈 및 진통 

등의 치료하는데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Kwun, 
1998; Cha et al., 2004; Kim, 2009). 어성초를 가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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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resent study evaluated the blood profile and meat color of ducks with Houttuynia cordata (H. cordata) pellets in their 

diets. In total, 120 pekin ducks (1-d-old) were used in a 42 d growth trial. Ducks were randomly allocated to six pens and 
exposed to three replicates of two treatments: (1) controls as basal diet and (2) basal diet + 2% H. cordata pellets (T1). 
Total-cholesterol, HDL-cholesterol, triglyceride contents or L* and b* vaules revealed significant difference (p>0.05) in 
compared with those in the controls; however, dietary supplementation of H. cordata pellets did not affect (p>0.05) 
LDL-cholesterol, VLDL-cholesterol and a* values. In conclusion, the inclusion of 2% H. cordata pellets improved 
HDL-cholesterol and meat color in duck breast and thigh meats, which further reduced other cholesterol valu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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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한 연구에서는 오리 가슴살의 불포화 지방산 함량이 

증가(Choi, 2016), 비육돈의 생산성과 영양소의 소화율 

향상 (Yan et al., 2011) 등이 보고되어 있다. 그러나 어

성초와 관련 자료는 약리활성과 인간의 질병치료에 대한 

연구에 집중되어 있으며, 축종별 사료적 특성과 육질의 

평가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더 나아가 축산 환경 경영

측면에서 어성초를 사료첨가제로 이용 시 다양한 제형으

로 만들어 축종에 적용된 사례는 보고되지 않고 있다

(Choi, 2016; Chung and Choi, 2017).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어성초 펠릿을 첨가시 오리혈

액성상과 육색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였다.

2. 재료 및 방법

2.1. 어성초 펠렛 

어성초는 경상북도 영주의 농업법인(유심)에서 구입

하여 펠릿으로 제조하였다. 어성초 펠릿 제조를 위해 먼

저 어성초 잎을 약 일주일간 건조기에서 온도를 65℃ 전

후로 유지하며 건조하였다. 건조 후 분쇄기를 이용하여 

분말 입자로 만든 다음, 펠릿 배합기(Kum Kang 
Engineering, Daegu, South Korea)를 이용하여 어성초 

펠릿을 제조하였다. 제조 후 사양시험을 위해 냉장고에 

보관하였다.

2.2. 실험설계와 공시가축 

경상남도 거창군에 위치한 길홍농장에서 실시하는 동

물실험윤리기준에 준하여 오리사양시험을 실시하였다. 
사양시험은 부화 1일차 오리(Pekin) 총 120수를 2처리

구로 나누고, 처리구 당 3반복, 반복 당 20마리로 배치하

여 실시하였다. 처리구는 대조구와 2% 어성초 펠렛(T1)
으로 구분하였다. 또한 오리전기사료는 조단백질 함량이 

23% 였으며 0∼21일까지 급여하였다. 오리후기사료는 

조단백질 함량이 19% 였으며 22일∼42일까지 급여하였

다. 그리고 사양시험에 반드시 필요한 요건인 물, 사료, 
온도, 습도, 점등, 환기 등의 프로그램은 오리사(duck 
housing) 내에 설치된 자동조절 시스템에 의하여 조절하

였다. 

2.3. 혈액성상과 육색분석

사양시험 종료 전, 오리는 12시간 동안 절식하였다. 
먼저 혈액성상 분석을 위해 처리구 별 9수(반복별 3수)

를 무작위로 선발하여 오리 목 주위에 위치한 경동맥에

서 주사기를 이용하여 5 mL를 채혈하였다. 채혈 후 응고 

방지 처리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혈청을 분리하기 위해 

3,000 rpm에서 15분간 원심분리 하였다. 분리된 혈청은 

즉시 냉장고에 보관하였다. 혈액성상은 자동혈액분석기

를 이용하여 total cholesterol, HDL-cholesterol, 
LDL-cholesterol, VLDL-cholesterol 및 triglyceride를 

분석하였다. 육색도(meat color) 측정을 위해 즉시 경동

맥을 절개하여 방혈이 충분히 이루어졌는지 확인한 후에 

도축하였다. 오리의 가슴살과 대퇴부살을 얻기 위해 모

든 조직은 제거하였다. 채취한 샘플은 3회 반복하여 육색

도 분석에 이용하였다. 육색도는 Chromameter (Minolta 
Co. CR 301, Japan)를 사용하여 명도(L*, lightness), 
적색도(a*, redness) 및 황색도(b*, yellow ness)를 측정

하였다. 

2.4. 통계분석

본 자료의 통계처리는 SAS program(2004)를 이용하

여 분석하였으며 처리 평균 간의 유의성 검정은 5% 기준

으로 T-test로 차이를 비교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Table 1과 2는 어성초 펠렛을 오리사료에 첨가 시 혈

액성상과 육색도에 미치는 영향을 나타내었다. 혈액성

상의 결과에서는 total-cholesterol, HDL-chole sterol 
및 triglyceride 함량은 처리구 간에 통계적 유의성이 

인정되었다(p<0.05). 그러나 LDL-cholesterol과 VLDL 
-cholesterol 함량은 유의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p>0.05). 전체적인 경향은 어성초 펠릿 처리구(T1)가 

대조구보다 HDL-cholesterol 함량이 높았으며, 나머지 

cholesterol 함량이 감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 

결과는 홍국발효 어성초를 여러 제형으로 만들었을 때 

오리사료에 급여하여 cholesterol과 triglyceride 함량이 

감소되었다는 Chung and Choi(2017)의 연구보고와 일

치한다. 또한 쥐에게 어성초 분말과 어성초 즙을 처리한 

연구에서도 Sung et al.(1998)은 중성지질 함량이 감소

하였고, 인지질은 유사한 패턴을 나타낸다고 보고하였다. 
추가적으로 Kim et al.(2010)은 야콘을 이용했을 때 육

계의 혈액성상 즉 지질대사 개선에 효과적인 측면을 제

시하였다. 이러한 이유는 어성초에 함유된 kaempfer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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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rcetin 등의 polyphenol류와 alkaloids 같은 생리활

성 물질이 지질대사에 관여하여 항산화 작용이 증가되고 

사료로서 펠렛이 가지는 장점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

로 보여진다(Cha et al., 2004). 예를 들면, 사료의 물리

적 형태인 크럼블(crumble)과 펠렛(pellet)은 가금류의 

생산성(growth performanc e)과 생화학적 혈액성상

(biochemical blood parameters)에 중요한 인자로서 고

려된다는 점을 들 수 있다(Karimirad et al., 2020).
육색도에 대한 결과(Table 2)는 공통적으로 어성초 

펠렛 처리구가 가슴살과 대퇴부살의 명도(L*)와 황색도

(b*)에 영향을 주었지만(p<0.05), 적색도(a*)에서는 두

드러진 차이가 없었다(p>0.05). 가슴살은 대조구가 어성

초 펠렛 처리구보다 명도, 적색도 및 황색도 값이 높았다. 
대퇴부살은 명도와 적색도 값은 대조구가 높았지만, 황
색도는 어성초 펠렛 처리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Fernandez-Lopez et al.(2005)와 Velasco and Williams 
(2011) 연구에서는 천연 항산화 물질의 존재에 따라 

metmyoglobin의 형성을 억제하여 명도 값이 감소되거나 

적색도 값이 증가된다고 보고 하였다. 또한 Park and 
Kim(2013)은 야콘 부산물과 솔잎 분말을 육계에 급여하

면 닭고기의 육색이 갈색으로 변색되는 것을 억제하며, 
이것은 항산화 성분에 기인한 것으로 보고하였다. 이러

한 선행 결과와 비교하였을 때, 본 연구에서 어성초 펠렛

은 오리 가슴살과 대퇴부살의 육색도의 분포가 다양하다는 

Treatment1 Total-cholesterol 
(mg/dL)

HDL-cholesterol 
(mg/dL)

LDL-cholesterol 
(mg/dL)

VLDL-cholesterol 
(mg/dL)

Triglyceride 
(mg/dL)

Con 150.22 57.69 54.33 45.06 200.25

T1 143.25 64.38 50.11 33.99 161.74

SEM2 2.58 2.22 1.83 2.18 16.37

Significance * * NS3 NS *
1Con: basal diet; T1: basal diet + 2% Houttuynia cordata pellets. 
2Values are expressed as means ± standard errors.
3NS: not significant.
*p<0.05.

Table 1. Effects of Houttuynia cordata pellets on blood profiles in duck after 42 days

Treatment1 L* 
(lightness)

a*
 (redness)

b*
 (yellowness)

Breast meat color

Con 55.15 14.98 5.21

T1 49.22 14.15 3.97

SEM2 1.98 0.38 1.25

Significance * NS *

Thigh meat color

Con 46.38 13.95 3.22

T1 44.17 14.02 4.04

SEM2 1.15 0.25 1.07

Significance * NS3 *
1Con: basal diet; T1: basal diet + 2% Houttuynia cordata pellets. 
2Values are expressed as means ± standard errors.
3NS: not significant.
*p<0.05.

Table 2. Effects of Houttuynia cordata pellets on colors of duck breast and thigh meat after 42 da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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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보여 주고 있으며 전반적으로 명도 값이 낮아지거

나 적색도 값이 증가되는 것은 어성초 펠렛의 항산화 작

용이 있었음을 간접적으로 확인 할 수 있다. 그러나, 황색

도는 어성초 펠렛 처리가 가슴살과 대퇴부살에서 통계적

인 유의성은 있었지만 이에 대한 메커니즘은 정확히 알 

수 없었다.   

4. 결 론

본 연구는 어성초 펠릿을 첨가시 오리혈액성상과 육

색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였다. 혈액성상은 어성초 펠

렛을 급여했을 때 total-cholesterol, LDL-cholesterol, 
VLDL-cholesterol 및 triglyceride 함량은 낮아지고 

HDL-cholesterol 함량은 높았다. 육색도는 어성초 펠렛 

처리한 구가 가슴살과 대퇴부살의 명도(L*)와 황색도

(b*)에 영향을 주었지만, 적색도(a*)에는 영향을 주지 않

았다. 결론적으로, 어성초 펠렛을 오리사료에 첨가 시는 

혈액성상과 육색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항산

화 작용이 간접적으로 관여됨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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