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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효 산삼 배양액 부산물 여가 산란계의 산란율, 계란 품질, 액특성  난황내 

진세노사이드 함량에 미치는 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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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resent study was conducted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dietary supplementation of fermented wild-ginseng 
culture by-product on egg production, egg quality and blood characteristics in laying hens. A total of 216 ISA Brown laying 
hens, 55 wk of age, were used in the 6-wk feeding trial. Experimental diets were consisted of basal diet (CON), 2.5% fermented 
wild-ginseng culture by-product replaced lupin in basal diet (WG1) and 5.0% fermented wild-ginseng culture by-product replaced 
lupin in basal diet (WG2). Birds were randomly allotted to 18 replicate pens. There were 6 replicates per treatment, and 12 laying 
hens per replicate. Through the 6-wk feeding trial, egg production was significantly increased in WG1 and WG2 treatments 
compared to CON (P<0.05). Egg weight was significantly higher in WG2 than CON (P<0.05). WG1 resulted higher yolk color 
than CON (P<0.05). Albumen height and Haugh unit were significantly improve in WG1 compared to WG2 (P<0.05). Red 
blood cell was significantly lower in WG2 than CON (P<0.05). LDL-cholesterol was significantly decreased in CON compared 
to WG2 (P<0.05). In conclusion, fermented wild-ginseng culture by-product could improve egg production and egg weight in 
laying he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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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최근 국가 발 과 소득 증 의 향으로 식생활이 건강 

지향 으로 변화되고 있다. 이러한 추세에 있어 생리활성 물

질이 함유된 식품이 등장하고 있는 실정이다. 축산물에서도 

다양한 생리 활성 물질 여에 따른 기능성의 고품질 제품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Kim and Wang, 1997; Du et al., 2000). 
산삼은 깊은 산 에서 자생하는 야생인삼으로서 천종, 지

종  인종으로 분류한다. 로부터 산삼은 한의약에서 신비

의 약으로 당뇨, 암, 압, 간, 심장 질환 등 각종 성인병 

방은 물론이고, 신진 사 진 작용을 하며, 인체의 항

력을 높임과 동시에 면역 기능을 향상시켜 다고 알려져 왔

다(남기열, 1996). 특히, 이러한 산삼  여타 삼류에서는 다

양한 성분들  주성분으로 triterpenoid 계열의 dammarane 골
격을 가진 사포닌이란 물질을 함유하고 있으며, ginsenoside
로도 알려져 있다(Shibata et al., 1966). 

사포닌의 유효 성분에 해서는 얇은막 크로마토그래피 패

턴상에서 개별 사포닌의 이동거리 순서 로 ginsenoside-Ro, 
-Ra, -Rb1, -Rb2, -Rc, -Rd, -Re, -Rf, -Rg1, -Rg2, -Rg3  -Rh으
로 알려져 있다(Shibata et al., 1966). 사포닌의 약리 효능으로는 

기  사를 항진시키고, 체  증가, 체내 단백질 합성 진 효

과, 고 압 조 , 당뇨의 조 , 항암 효과, 추신경계의 강

화, 항산화 효과, 조  작용 등이 있다(문 심, 1985). 유 모 

등(2004)은 돼지에 인삼 부산물 여시 식육의 지방 산화  

단백질 변태를 억제시켜 다고 하 으며, 오진섭 등(1964)은 

육계에 인삼 추출액 여시 증체량이 증가한다고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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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질 사에 련된 연구에도 인삼의 ginsenoside가  

콜 스테롤을 하시키고, 콜 스테롤 식이 투여로 인한 

도지단백질 수용체의 합성 억제를 완화시켜 액으로부터 

도 지방 단백질과 도 지방 단백질를 제거함으로

서, 고지 증을 개선시킨다고 보고하 고(강방희 등, 1986), 
이은정 등(2003)은 고지방 식이로 유도된 고지 증 흰쥐에 

조직 배양 산삼 부정근 메탄올 추출물 여시 총 콜 스테

롤과 LDL 콜 스테롤이 감소하 고, HDL 콜 스테롤 수치

는 증가한다고 하 다. 하지만, 다양한 약리 효능을 가진 산

삼은 그 희소성이 높아 량으로 이용하는데 어려움이 따르

기 때문에 최근에는 산삼을 조직 배양하는 기술이 개발되어 

다양한 형태로 이용되고 있다. 
산삼 배양액이란 조직 배양을 통해 실험실에서 배양시킨 

산삼을 분리하고, 남은 배양액을 의미한다. 산삼 배양액에는 

산삼의 성분이 2% 정도 존재하며, 이  사포닌의 함량이 10% 
이상인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Bae et al., 2003). 하지만, 산삼 

배양액의 이용성에 한 심이 높아지고 있으나, 아직 리 

이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시험에서는 산삼 배양액에 균주를 종 후 생

산한 발효 산삼 배양액 부산물로 산란계에 여하여 산란율, 
계란 품질, 액성상  난황내 ginsenoside 함량에 미치는 

특성을 조사하 다. 

재료  방법

1. 시험 동물  시험 설계

55주령 ISA Brown 216수를 공시하 으며, 사료에 한 7
일간 응 기간 후 6주간 사양 시험을 실시하 다. 시험 설계

는 1) CON (basal diet + lupin 5.0%), 2) WG1 (basal diet + lu-
pin 2.5% + fermented wild-ginseng culture by-product 2.5%)  

3) WG2 (basal diet + fermented wild-ginseng culture by-product 
5.0%)로 3개 처리를 하여 처리당 6반복, 반복당 12 수씩 완

 임의 배치하 다.

2. 시험 사료과 사양 리

시험 사료는 NRC(1994) 요구량에 따라 배합한 옥수수-
두박 주의 가루 형태 사료로서, CP 16%, ME 2,750 kcal/kg 
수 으로 하 다(Table 1). 시험에 사용한 발효 산삼 배양액 

분말은 Lupin과 (주)진바이오텍의 등록균주인 Bacillus subtilis 
GR101를 이용하여 발효시켜 제조하 고, 제조 시 일부 배양근

이 혼입된 산삼 조직 배양액을 수분을 신하여 수분 함량

Table 1. Formula and chemical composition of diets of laying 
hens(as-fed basal)

Ingredients
Diets1

CON WG1 WG2

-----------------(%)---------------

Corn 62.20 60.80 59.38

Soybean meal (44% CP) 21.00 20.00 19.00

Limestone  8.55  8.55  8.16

Lupin meal  5.00  2.50 -

Animal fat  1.50  1.50  1.50

Wheat bran  1.53  1.43  1.43

Tricalcium phosphate 
(32% Ca, 18% P)

 1.40  1.40  1.70

Layer premix2  0.32  0.32  0.33

Sodium chloride  0.31  0.31  0.31

DL-methionine (50%)  0.19  0.19  0.19

Fermented wild-ginseng culture 
by-product

-  2.50  5.00

Total 100.00 100.00 100.00

Chemical composition

Me, kcal/kg 2,750 2,750 2,750

Crude protein(%)  16.0  16.0  16.0

Calcium(%)   3.75   3.75   3.75

Available phosphorus(%)   0.37   0.37   0.34

Total phosphorus(%)   0.61   0.61   0.59

1 CON, basal diet; WG1, 2.5% fermented wild-ginseng culture by- 
product replaced in basal diet; WG2, 5.0% fermented wild-gin-
seng culture by-product replaced in basal diet.

2 Provides per kilogram of diet: vitamin A, 10,000 IU; cholecal-
ciferol, 2,000 IU; vitamin E, 0.25 IU; vitamin K3, 2 mg; vita-
min B12, 10 mg; choline, 250 mg; folacin, 1 mg; niacin, 30 mg; 
pantothenic acid, 10 mg; pyridoxine, 3 mg; riboflavin, 6 mg; thia-
min, 2 mg; ethoxyquin, 125 mg; Co, 0.3 mg; Cu, 10 mg; Fe, 60 
mg; I, 0.5 mg; Mn, 40 mg; Se, 0.2 mg; Zn, 50 mg.

을 40%로 고정한 뒤 solid-state fermentation 방법으로 37℃에

서 48시간 배양하 다. 발효 48시간 후 발효 산삼 배양액은 60 
℃에서 건조시켜 이용하 으며, 발효 산삼 배양액 분말 total 
ginsenoside 함량은 10 mg/kg(원물기 )으로 조사되었다. L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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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n meal의 일반  성분은 ME 3,305 kcal/kg, CP 30.66%, Cal-
cium 0.21%  Phosphorus 0.43%으로 나타내었으며, 시험 사

료내 체한 발효 산삼 배양액 분말의 일반  성분은 ME 3,500 
kcal/kg, CP 31.54%, calcium 0.48%  phosphorus 0.72%으로 

나타내었다. 사료와 물은 체 기간 동안 자유로이 먹을 

수 있도록 하 다. 총 등 시간은 일일 17시간이 되도록 조

하 다. 

3. 조사 항목  방법

1) 산란율  난

산란율은 사양 시험 기간  매일 채집하여 처리구별로 

총 산란수를 사육두수로 나 어 백분율로 표시하 다. 난
은 채집한 계란을 자 울을 이용하여 측정하 다.

2) 계란 품질

난각 강도는 난각 강도계(Egg shell force gauge model II; Ro-
botmation Co. Ltd., Japan)를 이용하 으며, 난각 두께는 dial 
pipe gauge (Ozaki MFG. Co. Ltd., Japan)를 이용하여 난각의 

단부, 앙부  둔단부를 측정하 다. 난 , 난황색  Haugh 
unit은 계란 품질 검사기(Egg multi tester; Touhoku Rhythm Co. 
Ltd., Japan)를 이용하여 측정하 다.

 
3) 액 내 면역  지표

액 채취는 사양 시험 개시시와 종료시에 처리당 임의로 

6수씩을 선발하여 익정맥에서 진공 시험  (Becton Dickinson 
Vacutainer Systems, Franklin Lakes, NJ)를 이용하여 채취하

다. 채취한 액은 4℃에서 2,000×g로 30분간 원심 분리하여 

얻은 청을 자동 생화학 분석기(HITACHI 747, Japan)로 총

단백질을 조사하 다. 한, 액학  검사는 자동 액 분

석기(ADVID 120, Bayer, USA)를 이용하여 백 구와 구 

함량을 조사하 다.

4)  콜 스테롤 함량

 콜 스테롤 함량은 개시시와 종료시에 처리당 임의

로 6수씩을 선발하여 익정맥에서 진공 시험 (Becton Dickin-
son Vacutainer Systems, Franklin Lakes, NJ)를 이용하여 액

을 5 mL 채취하 다. 채취한 액으로 4℃에서 2,000×g로 30
분간 원심분리 후 얻은 청을 enzymatic colorimetric method 
(Allain et al., 1974)에 의하여, 총 콜 스테롤, HDL 콜 스테

롤,  LDL 콜 스테롤 농도를 구하 다. 그리고 성지질의 

농도를 자동생화학 분석기(HITACHI 747, Japan)를 이용하여 

측정하 다. 

5) 난황 내 Ginsenoside 함량 

난황 내 ginsenoside 함량은 각 처리구별 5개의 계란 시료

를 이용하여 측정하 다. 건물 기 의 시료 2 g을 20 mL의 

메탄올에 3시간 간격으로 수욕상에서 60℃를 유지하며 3회 

추출하 다. 추출한 시료는 환류 농축기를 이용하여 40℃를 

넘지 않는 조건에서 감압하에 용매를 제거하고 남은 잔사를 

5 mL의 증류수에 용해하 다. 용해된 잔사는 분별 깔 기로 

옮겨 지방 등의 비극성 성분을 제거하기 해 50 mL의 클로

로 롬으로 층 분리를 하여 유기 용매층을 제거하고 이때 남

은 잔사 물질은 50 mL의 에틸에테르로 3회 세척하 다. 수층

에 의해 용해된 ginsenoside 층을 수포화 n-부탄올을 이용하

여 추출하고, 증발기에서 40℃를 수하여 감압 조건하에 용

매를 제거하 다. 이를 량법으로 테스 하여 총 ginsenoside
의 함량을 측정하 다.

4. 통계 처리

모든 자료는 SAS(1996)의 General Linear Model procedure
를 이용하여 Duncan's multiple range test(Duncan, 1955)로 처

리하여 평균간의 유의성을 검정하 다.

결  과

1. 산란율

산란계에 있어 발효 산삼 배양액 부산물의 여가 산란율

에 미치는 향은 Table 2에 나타내었다. 개시부터 4주까지 

처리구간에 유의 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P>0.05). 4주에

서 종료시까지 WG1와 WG2 처리구가 CON 처리구와 비교

하여 유의 으로 증가하 고(P<0.05), 체 사양 시험기간 동

안 WG1와 WG2 처리구가 CON 처리구와 비교하여 유의

으로 높은 결과를 보 다(P<0.05).

2. 계란 품질

산란계에 있어 발효 산삼 배양액 부산물의 여가 계란 품

질에 미치는 향은 Table 3에 나타내었다. 난각 강도와 난각 

두께에서는 사양 시험 기간 동안 처리구들 간에 유의 인 차

이를 보이지 않았다(P>0.05). 난 은 종료시 WG2 처리구가 

CON 처리구와 비교하여 유의 으로 높은 결과를 보 으나

(P<0.05), 개시시와 체 사양 시험기간에서 처리구들간 유

의 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P>0.05). 난황색은 종료시 C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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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Effect of fermented wild-ginseng culture by-product sup-
plementation on hen-day egg production in laying hens

Item(%)
Diets1

SE2

CON WG1 WG2

0～2 weeks 84.23 85.42 84.43 0.965

2～4 weeks 85.02 86.80 87.30 0.805

4～6 weeks 82.44b 86.01a 86.71a 0.877

Overall 83.89b 86.08a 86.14a 0.539

1 See Table 1.
2 Pooled standard error.
a,b Means in the same row with different superscripts differ (P< 

0.05).

Table 3. Effect of fermented wild-ginseng culture by-product 
supplementation on egg quality in laying hens

Item
Diets1

SE2

CON WG1 WG2

 Egg shell breaking strength(kg/cm2)

0 weeks  3.50  3.69  3.80 0.206

6 weeks  3.61  3.32  3.43 0.137

 Egg shell thickness(mm)

0 weeks  0.36  0.36  0.35 0.005

6 weeks  0.36  0.36  0.36 0.004

 Egg weight(g)

0 weeks 62.72 64.59 63.11 0.701

6 weeks 61.03b 62.81ab 64.32a 0.753

 Yolk color unit

0 weeks  7.84  8.03  8.03 0.086

6 weeks  8.55a  8.70a  7.80b 0.216

 Albumen height(cm)

0 weeks  0.76a  0.76a  0.68b 0.022

6 weeks  0.77  0.77  0.76 0.020

 Haugh unit

0 weeks 86.09a 85.74a 80.55b 1.358

6 weeks 87.68 86.59 85.71 1.293

1 See Table 1.
2 Pooled standard error.
a,b Means in the same row with different superscripts differ (P< 

0.05).

과 WG1 처리구가 WG2 처리구와 비교하여 유의 으로 높

은 결과를 보 으나(P<0.05), 개시시와 체 사양 시험기간 

동안 처리구들 간에 유의 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P>0.05). 
난백고는 개시시 CON과 WG1 처리구가 WG2 처리구와 비

교하여 유의 으로 높은 결과를 보 고(P<0.05), 체 사양 

시험기간에서도 WG1 처리구가 WG2 처리구와 비교하여 유

의 으로 증가하 다(P<0.05). 하지만, 종료시에는 처리구들 

간에 유의 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P>0.05). Haugh unit는 

개시시에 CON과 WG1 처리구가 WG2 처리구와 비교하여 

유의 으로 증가하 고(P<0.05), 체 사양 시험 기간에서도 

WG1 처리구가 WG2 처리구와 비교하여 유의 으로 높은 

결과를 보 다(P<0.05). 하지만, 종료시에는 처리구들 간에 

유의 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P>0.05). 

3. 액 내 면역  지표

산란계에 있어 발효 산삼 배양액 부산물의 여가 액 내 

면역  지표에 미치는 향은 Table 4에 나타내었다. 총 단

백질 함량은 개시시에 WG1 처리구가 WG2 처리구와 비교

Table 4. Effect of fermented wild-ginseng culture by-product su-
pplementation on blood immunological parameters in 
laying hens

Item
Diets1

SE2

CON WG1 WG2

 Total protein(g/dL)

   Initial   7.72ab   8.67a   7.30b  0.357

   Finish   6.25   6.43   6.03  0.354

   Difference -1.47 -2.24 -1.27  0.468

 Red blood cell(×106/μL)

   Initial   1.98b   2.16a   2.07ab  0.051

   Finish   2.24a   2.20ab   2.10b  0.038

   Difference   0.26a   0.04b   0.03b  0.066

 White blood cell(×103/μL)

   Initial 413.22 434.28 402.20 12.065

   Finish 460.43a 441.27ab 421.73b 10.823

   Difference  47.21   6.99  19.53 18.988

1 See Table 1.
2 Pooled standard error.
a,b Means in the same row with different superscripts differ (P< 

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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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유의 으로 증가하 으나(P<0.05), 종료시와 변화량에

서는 처리구들간 유의 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P>0.05). 
구 함량은 개시시에 WG1 처리구가 CON 처리구와 비교

하여 유의 으로 증가하 고(P<0.05), 종료시 CON 처리구가 

WG2 처리구와 비교하여 유의 으로 높은 결과를 보 으며

(P<0.05), 변화량에서도 CON 처리구가 다른 처리구들과 비

교하여 유의 으로 증가하 다(P<0.05). 백 구 함량에서는 

종료시 CON 처리구가 WG2 처리구와 비교하여 유의 으로 

증가하 으나(P<0.05), 개시시와 변화량에서 처리구들 간에 

유의 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P>0.05). 

4. 액 내 콜 스테롤 함량

산란계에 있어 발효 산삼 배양액 부산물의 여가 액 내 

콜 스테롤 함량에 미치는 향은 Table 5에 나타내었다. HDL-

Table 5. Effect of fermented wild-ginseng culture by-product su-
pplementation on blood cholesterol in laying hens

Item
Diets1

SE2

CON WG1 WG2

 HDL-cholesterol

   Initial   60.00   71.00   71.00   8.433

   Finish   43.00   46.67   50.33   3.793

   Difference -17.00 -24.33 -20.67  11.126

 LDL-cholesterol  

   Initial   42.67   46.00   38.67   4.350

   Finish   29.33b   41.33ab   46.00a   3.133

   Difference -13.33b  -4.67ab    7.33a   3.229

 Triglyceride

   Initial 2001.30 2560.00 3036.70 581.595

   Finish 1184.30 1702.00 1860.30 186.456

   Difference -817.00 -858.00 -1176.30 603.721

 Total cholesterol

   Initial  180.33  239.67  269.67  54.467

   Finish  102.33b  130.00ab  150.33a  11.683

   Difference -78.00 -109.67 -119.33  57.179

1 See Table 1. 
2 Pooled standard error.
a,b Means in the same row with different superscripts differ (P< 

0.05).

콜 스테롤과 성지방 함량은 개시시, 종료시  변화량에

서 처리구들 간에 유의 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P>0.05). 
LDL-콜 스테롤 함량은 종료시에서 WG1 처리구가 CON 처
리구와 비교하여 유의 으로 증가하 으나(P<0.05), 개시시

와 변화량에서 처리구들 간에 유의 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P>0.05). 총 콜 스테롤 함량은 종료시 WG2 처리구가 CON 
처리구와 비교하여 유의 으로 증가하 으나(P<0.05), 개시

시와 변화량에서 처리구들 간에 유의 인 차이를 보이지 않

았다(P>0.05). 

5. 난황 내 ginsenoside 함량

산란계에 있어 발효 산삼 배양액 부산물의 여가 난황 

내 ginsenoside 함량에 미치는 향은 Table 6에 나타내었다. 
난황 내 ginsenoside 함량에서는 WG2 처리구가 다른 처리구

들과 비교하여 다소 높은 경향을 나타냈으나, 처리구간에 유

의 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P>0.05).

고  찰

산삼은 우리나라의 동의보감, 향약집성방을 비롯하여 

국의 신농본 경, 본 강목과 같은 고서에서 성분의 약리  

기능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산삼을 배양 기술의 발 으로 

량 생산되고 있는 실정에서 배양후 나온 부산물들의 활용

에 해선 재까지 많은 연구가 보고된 바 없다. 
발효 산삼 배양액 부산물 여에 따른 산란율에서 양창범 

등(1992)은 인삼 농축액을 추출한 후 폐기되는 인삼박을 

여시 산란율, 난 , 난각 강도, 난각 두께  사료 섭취량에

서 조구와 차이가 없어 산란계 사료에 기울을 신하여 

인삼박의 재이용이 가능하다고 하 다. 오진섭 등(1964)은 체

 kg당 인삼 추출액 22.4 mg/kg BW를 여한 육계의 증체

량이 하게 증가하 으나, 그보다 높은 수 인 44.8 mg/kg

Table 6. Effect of fermented wild-ginseng culture by-product su-
pplementation on ginsenoside concentration of yolk in 
laying hens

Item
Diets1

SE2

CON WG1 WG2

Ginsenoside(mg/g) 1.26 1.23 1.52 0.26

1 See Table 1. 
2 Pooled standard err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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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W 여구에서는 오히려 감소한다고 보고하 다. 한, 박
재홍 등(2005)은 산삼 배양액의 첨가 수 이 높아지면서 산

란율이 하된다고 보고하 다. 본 시험에서는 산란율이 발

효 산삼 배양액 부산물의 첨가 수 이 증가할수록 생산성이 

증가하여 이  연구 결과와 상반된 결과를 나타내었다. 이는 

산삼 배양액을 이용한 발효 부산물의 처리 조건에 따라 달라

질 수 있으리라 보인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5.0% 발효 산삼 

배양액 부산물의 정 여는 산란율에 유의  향을 미치

는 것으로 사료되나, 추후 추가 인 정 여 수 의 연구

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계란 품질에서는 발효 산삼 배양액 부산물의 여에 따라 

난각 강도, 난각 두께, 난백고  Haugh unit에서 유의  차

이를 나타내지 않았으나, 난 에서는 조구에 비해 유의

으로 증가하 다. 이러한 결과는 박재홍 등(2005)이 산삼 배

양액을 여하 을 경우, 난각 강도, 난백고  Haugh unit에
서 유의  차이가 없다는 보고와 같은 결과를 나타내었다. 
하지만, 난각 두께에서는 산삼 배양액 여구가 조구에 비

해 유의 으로 증가를 한다고 하여 본 시험과 상반된 결과

를 나타내었다. 이러한 결과는 박재홍 등(2004)이 산삼 배양액

을 육계에 여하 을 때 육계 가슴육의 조회분 함량의 증

가로 산란계에서 난각 두께의 증가를 추측할 수 있다는 보

고가 있어 발효 산삼 배양액 부산물 여에 따른 조회분 함

량의 추가 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난황색에서

는 조구에 비해 WG2처리구가 유의 으로 감소를 하여 발

효 산삼 배양액 부산물 여가 증가할수록 난황색은 감소하

는 것으로 사료된다. 
액 내 면역  지표에서 총 단백질은 처리구간 유의  차

이를 나타내지 않았다(P<0.05). Oura 등(1975)은 인삼에 의

하여  알부민, γ- 로불린 등의 단백질 합성이 증가한

다고 하 고, 박한우 등(1988)은 쥐에 인삼 사포닌 투여시 

청 총 단백질이 16%에서 27%까지 증가한다고 보고하여 

청 총 단백질의 증가는 항체의 증가에 의한 것이 아니고 인

삼 사포닌이 생체반응에 작용을 한다고 하 다. 하지만, 본 

시험에서는 발효 산삼 배양액 부산물 여 수 에 따라 감

소하는 결과를 나타내어 발효 산삼 배양액 부산물 여량

에 따른 추가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구와 

백 구는 종료시 조구에 비해 WG2 처리구가 유의 으로 

감소하 다(P<0.05). Yong 등(1990)과 Gao 등(1992)은 인삼

이 T세포와 흉선세포, B, killer cell  hemato poietic pro-
genitor cell 증식을 유도하고, 각종 면역 세포를 활성시킨다

고 하 다. 한, 세포 기능에 미치는 향으로서 인삼은 자

연 살해 세포(NK cell)의 활성을 증가시킨다고 하 다(Yong 

등, 1990; Kenarova 등, 1990; Kim 등, 1990; Yun 등, 1993). 
하지만, 본 시험에서는 상반된 결과를 나타낸 것으로 보아 

발효 산삼 배양액 부산물의 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사

료된다. 
액내 콜 스테롤 함량에서 HDL-콜 스테롤은 시험 종

료시 유의  차이는 없었지만 조구에 비해 발효 산삼 배

양액 부산물 처리구가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한, 
성지방은 처리구에서 유의  차이는 없었지만, 발효 산삼 

배양액 부산물 여의 증가에 따라 조구에 비해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박 철 등(2006)은 돼지에 있어 발효 산

삼 배양액 부산물을 여한 처리구가 조구에 비해 HDL 
콜 스테롤과 성지방이 유의하게 증가하 다고 하여 본 산

란계 시험과는 다른 결과를 나타내었다. 인삼의 ginsenoside
은  콜 스테롤을 하시키고 콜 스테롤 식이 투여로 

인한 도 지단백질 수용체의 합성 억제를 완화시켜 액

으로부터 도 지단백질과 지방단백을 제거함으로써 고

지 증을 개선시킨다고 하 다(강방희 등, 1986). 강방희 등

(1986)은 고 콜 스테롤식이를 투여한 흰쥐와 콜 스테롤과 

함께 ginsenoside를 15일간 병용 투여한 흰쥐에서 지질 농도

를 측정하여 비교한 결과 ginsenoside의 병용 투여로 간  

액에서 콜 스테롤 농도가 25%, 성지방 농도가 20% 감
소한다고 하 다. 그러나, 본 시험에서는 LDL 콜 스테롤과  

총 단백질 함량이 발효 산삼 배양액 부산물을 여한 처리

구가 조구에 비해 유의 으로 증가를 하여 이  연구와 

상이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따라서, 발효 산삼 배양액 부산

물은 산란계의  콜 스테롤에 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

로 사료된다. 
Saponin은 인삼의 주된 약리 활성 물질로 인삼 뿌리 건물

량의 3～6%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Morita, 1986; Florence, 
1982). Shibata 등(1966)은 인삼의 메탄올 추출물로부터 13종
의 사포닌을 분리하여 ginsenoside로 명명하 다. 본 시험에

서 난황내 ginsenoside 함량은 발효 산삼 배양액 분말 처리구

가 조구에 비해 유의 인 차이는 없었지만 증가하는 경향

을 나타내었다. 이는 장해동 등(2007)에서는 비육돈에 발효 

산삼 배양액 분말을 여하 을 경우, 돈육에서 ginsenoside
가 측정되었다고 보고하 다. 따라서, 본 시험에서도 발효 

산삼 배양액 분말이 난황내 ginsenoside 함량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사료된다.
결론 으로 산란계에 발효 산삼 배양액 부산물을 여하

을 경우 액 내 면역  지표와 액내 콜 스테롤에는 

향을 주지 않았지만, 산란율과 난 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사

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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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본 시험은 발효 산삼 배양액 부산물 여가 산란계의 계

란 생산성, 계란 품질, 액 성상  난황내 진세노사이드 함

량을 알아보고자 조사하 다. 시험 동물은 55주령 ISA 
Brown 216수를 공시하 고, 6주간 시험을 실시하 다. 시험 

사료는 기 사료를 조구로 설정하 고, 처리구 1(WG1)은 

기 사료의 lupin 2.5%을 발효 산삼 배양액 부산물로 배합하

고, 처리구 2(WG2)는 기 사료의 lupin 5.0%을 발효 산삼 

배양액 부산물로 체하여 배합하 다. 시험구는 각 처리구

당 6반복, 반복당 12마리를 완  임의 배치하 다. 산란율에

서 체기간동안 WG1과 WG2 처리구가 조구에 비해 유

의 으로 증가하 다(P<0.05). 난 은 WG2 처리구가 CON
처리구와 비교하여 유의 으로 높은 결과를 나타내었다

(P<0.05). 난황색은 WG1과 CON처리구가 WG2 처리구와 비

교하여 유의 으로 증가하 다(P<0.05). 난백고와 haugh unit
는 WG1 처리구가 다른 처리구에 비해 유의 으로 결과를 

나타내었다(P<0.05). 구에서는 WG2 처리구가 CON 처리

구에 비해 유의 으로 감소하 다(P<0.05). LDL 콜 스테롤

은 CON 처리구가 WG2 처리구에 비해 유의 으로 감소하

다(P<0.05). 결론 으로 발효 산삼 배양액 부산물은 산란계

의 산란율  난 을 개선하 다.
(색인어: 발효 산삼 배양액, 산란율, 계란 품질, 산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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