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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서 론

제주의 양돈산업은 ‘60년 이 에는 주로 재래돼지에 농산부산물을 이용하는 부

업양돈으로 퇴비를 생산하고,경조사용 식육을 조달하는 형태 으나,’61년도 이시

돌목장에서 외국산 버크셔와 요크셔를 수입하여 도내에 보 하면서 양돈산업의 유

형이 바 기 시작하 다.‘84년도 국소년체 시 변소개량 등으로 농가주택에서의

부업용 돼지사육을 포기하기에 이르 고,’93년도 일수출 개시 이래 주요 수출

략 품목으로 집 육성하여 ‘99년도에 축산조수입(2,337억원)의 47%인 1,101억원을

돌 하 다.’99년도 국 최 돼지 염병(돼지열병,오제스키병)청정화 선언(OIE

보고)으로 내·외에 비교우의를 선 하 다고 볼 수 있다(문,2000).

이후 일본 등 필리핀·태국 등지에 양국간 수출입 생조건을 체결하고 국에서

유일하게 본격 인 수출규격돈 생산체계에 들어가게 되었으며,이를 계기로 청정지

역에서 생산된 제주산 돼지고기가 국 으로 맛과 품질에서 그 인기도가 높아감에

따라 가격차별화 농가소득 증 에 효자품목 역할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축산업에서 양돈업이 차지하는 비율은 ‘07년도 기 축산업 생산액

29.4%로 2004년～2006년까지 돼지가격이 높게 형성되면서 돼지사육두수가 꾸 히

증가하여 왔다.2008년도 12월의 가축통계는 국 7,700호 농장에 909만두로 ’07년

도에 비하여 농가 수는 21.4%,사육두수는 5.4% 감소하 다(박,2009).이는 WTO와

FTA 등의 향으로 국제화에 응하려는 일련의 노력이 규모화· 형화 양상으로

변화되어 왔고,국제 곡물가격 유가상승,환율 등 등의 향으로 생각된다.이

러한 추세에 맞추어 양돈분야는 생산성 향상과 고품질화를 하여 노력하고 있다.

양돈장에서 이유 자돈의 폐사는 11～19%에 이르고,이로 인한 생산성 하 요

인이 발생된다고 하 다(오 등,1999).자돈에 발생되는 질병은 소화기질병,호흡기

질병,기타 등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소화기 질병인 설사의 원인으로 바이러스에

의한 질병으로는 Coronaviridae의 coronavirus속에 속하는 RNA바이러스인 TGE

virus는 구토,수양성 설사,탈수 등의 증상을 나타내고,연령과 계없이 이병율이

높으며,치사율은 어린 연령일수록 높다.PED virus는 일령에 계없이 발생되는

돼지의 염병으로 구토와 수양성 설사,탈수 등 염성 장염(TGE)과 매우 유사한

증상을 일으키나 2주령 미만의 포유자돈에서의 폐사율이 TGE보다 낮고,비육돈

성돈에서의 발병율은 높게 나타난다.그리고 PRTvirus는 Rotaviridae의 rotavirus속

에 속하는 RNA바이러스로 야외 항성이 매우 강하며 주로 2주령 정도의 어린 자

돈에 많이 발생하는 설사병의 원인체로 폐사율은 낮으나 력이 강한 편이다(

Liebler-TenorioE.M.등,1999).



2

세균에 의한 질병으로는 장균증(colibacillosis)과 살모넬라 감염증(salmonellosis)

이 있으며,원충에 의한 질병으로는 콕시듐증 등이 주로 발생한다고 하 다.그리고

집단사육 농장에서는 장염에 의한 자돈의 폐사가 약 15%에 달한다고 하 다

(FairbrotherJM,1999).따라서 자돈을 분만하여 비육출하 등의 양돈의 생산성을 높

이기 해서는 자돈 폐사율을 이는 것이 양돈업의 요한 문제이다.

최근에 가축 생산물에 약제의 잔류와 병원미생물의 내성증가 문제로 생균제가 항

생제의 체물질로 새롭게 강조되고 있다(서,1992).Metchinkoff(1908)는 장내 해로

운 미생물이 배설하는 물질은 host에 해를 주는데 이로운 미생물(lactobacilli)섭취

는 장내 환경개선과 미생물의 균형덕택에 건강을 개선하고 수명을 증가하게 되었다

고 하 다.첨가제의 사용효과는 시험한 돈분,사용된 사료의 종류,단백질 등의

양수 ,첨가제의 수 등에 향 받는다.첨가제로 알려진 유카 추출물은 Yucca

schidigera라는 식물로부터 추출한 saponinor라는 물질로써(서,1992)Foster(1983)는

돼지에 saponin을 여하면 증체와 사료효율을 개선하 다고 하 다.

한 등(1984)는 로일러 사료에 L.Sporogenes의 첨가는 증체량,사료효율

양소 이용율을 개선시켰으며 이러한 결과는 장내암모니아의 감소와 분변 장내

유해세균층의 감소를 통해 발생가능한 질병 방에 기여하 다고 하 다.

백화사설 (Oldenlandidaeherba)는 우리나라 자생식물로서 제주도 한라산 습지와

남 백운산에서 자생하는 꼭두서니과에 속한 1년생 본이고 흰꽃을 백화,뱀의

혓바닥처럼 생긴 잎이 돋는다 해서 사설 를 붙여 ‘백화사설 ’라 불리고 있다.백

화사설 추출물이 S.aureus와 S.flexneri균에 항균효과가 있다고 하 고 (Bae

JH,2005),송아지에서도 백화사설 를 여하여 설사의 방효과를 보인다고 보고

하 다.(김 등,2006).

따라서 본 연구는 백화사설 의 항생물질 체효과 등을 규명하기 하여 모돈과

자돈에게 백화사설 분말을 여한 그룹과 여하지 않는 그룹을 나 어 자돈의

폐사 생존율과 독성여부를 조사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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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연 구 사

1.백화사설 의 항생물질 체효과

항생제는 동물체내 세균의 번식을 괴하는 물질로써 Jukes와 Stockstad(1949)에

의해 처음 보고되었다.한(1999)에 따르면 항생물질은 여러가지 질병을 유발하는 미

생물의 번식을 억제하고 미생물이 생산하는 독소의 생성을 억제한다고 하 고,

Decuyper등,(1972)은 virginiamycin을 육성돈사료에 50ppm 수 으로 첨가했을

때 장내세균 기성세균의 수가 감소하는 동시에 하고 C.perfrigens수가 감소

하 고,이 미생물의 분포가 소화기의 말단부 로 이동하 다고 보고하 다.

백화사설 는 한의학 한방용어로 性(성질)이 寒(차며),平(평이하고),無毒(무독)

하며,味는 甘(달고),苦(쓰며),효능은 淸熱解毒(청열해독),利濕(이습),痛淋(통림),

消孃(소양)등이고, 국에서는 암,요로감염,맹장염, ․만성기 지염 등에 단용

는 복합제제로 사용되고 있다.백화사설 의 유효성분으로는 β-sitosterol,ursolic

acid,3-O-β-D-glucoside등을 함유하 고,ursolicacid가 요한 지표물질임을 보고

하 다(Kim YH.,1995).특히 우리나라에서도 항암 효과와 면역반응에 한 연구보

고가 많이 이루어졌는데 인체의 식 독 유발 세균의 항균효과로는 발암원으로 유발

된 쥐의 장암을 억제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으며 항염증효과,면역증강

효과 등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ChoiYH 등,2004).

이처럼 한방과 민간요법에서 경험 으로 얻은 약리효과를 토 로 많은 생리 활성

이 검증되고 있는 백화서설 를 이용하여 인체의 식 독을 일으키는 세균에 한

항균활성 조사에서도 효과 임이 확인되었고,백화사설 와 산두근 ethylacetate추

출물과 혼합했을 시 항균력의 높은 상승효과가 있다고 하 으며(BaeJH,2005),

한 송아지설사증에도 식물성 천연물질인 백화사설 와 어성 를 혼합하여 치료효과

가 있어 사료첨가제 개발의 가능성을 확인되기도 하 다(설 등,2007).

백화사설 가 항생물질로써 체효과가 있는지 규명하기 해 실험실 시험은 항

세균 검사와 항바이러스 검사를 하고,임상실험은 백화사설 처리구와 무처리구로

나 어 돼지의 증체효과와 액화학치를 분석하여 비교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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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돼지에 발생하는 소모성질병

2003년 돼지열병 백신의 국 인 재 종이 실시된 후부터 4P라고 불리는 만

성소모성 질환에 의한 피해가 심각해졌다.4P는 최근 양돈장에서 가장 큰 피해를

주고 있는 4가지 질병의 문 약자이다.이는 PMWS(돼지이유후 신소모성증후군),

PRDC(돼지호흡기질병복합병),PED(돼지유행성설사병),PRRS(돼지생식기호흡기증후

군)이다.이 네가지 질병에 의한 피해는 상상을 월할 정도로 심하다.통상 심한

농장은 30～40%의 폐사가 일어나고 있으며 일반 으로 10～20%의 페사가 일어나고

있다고 한다( 한수의사회,2008). 그러므로 양돈경 의 MSY(모돈 두당 연간 출하

두수)를 최 한 높이기 해서는 자돈의 폐사를 이는 것이 농장경 의 요한 문

제이다.

돼지의 포유기 이유기 질병 발생에 해 부검 의뢰된 209두 자돈에서 원인체

별 세균성 질병이 56.8%로 가장 높았고,바이러스 질병이 22.1%로 높았으며,발생

시기는 5주령에 다발하 다(오 등,1999).그러므로 이시기에 친환경 으로 질병을

방하려는 노력으로 난황황체를 이용한 장균성 설사증의 방어효과가 있음을 연

구발표 하 고(홍 등,2000),변 등은 양돈용 생균제로 유산균주를 개발하 다(변

등,2000).

3.돼지에 투여하는 항생제 체물질의 종류와 효과

양돈산업의 사육규모가 규모화 됨에 따라 설사증,폐렴 등의 여러 가지

질병발생도 증가하여 가축의 폐사 증체율 하 등의 경제 손실을 가져오고 있

으며,이와 같은 손실을 방하기 하여 항생제 처치가 일반 으로 리 이용되고

있다.그러나 최근 항생물질의 사용증가로 인한 항생제 내성균주의 증가 항생제

잔류 등의 문제 이 두되고 있다.따라서 이와 같은 문제 을 보완하면서 질병

방 증체율 개선을 기 할 수 있는 생균제(유산균)에 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

고 있다(변 등,2000).

최근 참살이(well-being)붐에 맞추어서 유기농 농산물의 재배가 증가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유기질비료의 필요성도 증가되고 있다.동 유기농에 필수 인 유기질 비

료를 생산하기 해서는 유기농축산이 필요하고 이를 해서는 축산 장에서 항생

제 사용을 감소시키는 가축의 사육방법이 요구되고 있다.

그리고 사료에 항생제와 생균제 등의 첨가는 장내 유해 미생물의 번식을 억제하

여 동물의 성장을 진한다는 많은 연구결과가 보고되었다(Dintzis등,1953).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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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생균제 사용효과로 돼지에서 장내 미생물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오랫동안

요하게 인식되어 왔다.

돼지의 생리 (이유,사료의 변화,분만) 는 환경 (불량한 환기,온도, 사,

생)스트 스는 장내미생물의 불균형을 래하여 병원성 박테리아의 증식의 기회를

주며 질병을 유발하고 능력을 하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주로 E.coli에 의한 장

내 미생물의 upset로 야기되는 어린 가축의 설사를 방지하기 해 지난 수십년간

노력해 왔다.미생물을 억제하는 통상 인 방법으로 항생물질을 사용해 왔으나 최

근에 가축 생산물에 약제의 잔류와 미생물의 내성증가 문제로 생균제가 항생제의

체물질로 새롭게 강조되고 있다(서 등,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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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재 료 방 법

1.항세균 항바이러스 검사

1)항세균 검사

실험 재료 균주 :백화사설 는 (주)RNL Bio에서 제공받았으며,균주는 E.

coli(KCTC No.2441),E.coli0157(ATCC No.43894),S.typhimurium(KCTC No.

2930)과 S.enteritidis(KCTC No.1925)를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서 제공받아 사용하

다.

항균 실험 :식물체를 분쇄기로 미세하게 분쇄하고,98,70,30% 에탄올 증류수

(D.W)로 침출시킨 후,상등액을 취하여 여과하고 얻어진 여과액은 진공 회 농축기

로 농축하여 동결 건조시켰다.4종(E.coli,E.coli0157,S.typhimurium,S.

enteritidis)의 세균을 종한 배지 에 paperdisk를 놓고 각 추출분말을 물에 녹여

30㎕씩 투여한 후 37℃에서 24시간동안 배양시켜 해환을 측정하 다.

2)항바이러스 검사

실험 재료 균주 ;백화사설 는 (주)RNLBio에서 제공받았으며,균주는 PED

virus,TGEvirus,PRTvirus로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서 제공받아 사용하 다.

항바이러스 실험 :식물체는 분쇄기를 사용하여 미세하게 분쇄한 후 98,50% 에

탄올 증류수(D.W)로 침출시킨 후,상등액을 취하여 여과하고 얻어진 여과액은

진공 회 농축기로 농축하여 동결 건조시켰다.

PED virus는 96-wellmicrotiterplate에 Verocell을 단층으로 증식시켜서,세포배

양액을 제거 후 각 well에 PED virus50PFU/50㎕를 2시간 동안 Verocell에 흡착

시킨 후 4시간 동안 세포에 감염시킨다. 2배 계단 희석시킨 백화사설 추출물을

50㎕을 각 well에 분주하여 바이러스 증식 여부를 CPE를 통해 찰하 다.각 실

험은 4번 시행한 후 평균 희석 값을 산출하 다.

TGEvirus는 96-wellmicrotiterplate에 STcell을 단층으로 증식시킨 후 세포배양

액을 제거하고 각 well에 TGEvirus200TCID/50㎕를 1시간 동안 감염시킨 후

배지에 2배 계단 희석시킨 백화사설 추출물을 50㎕을 각 well에 분주하여 바이

러스 증식 여부를 찰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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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Tvirus는 96-wellmicrotiterplate에 MA-104cell을 단층으로 증식시킨 후 세포

배양액을 제거하고 각 well에 PRTvirus200TCID/50㎕를 2시간 동안 감염시킨

후 배지에 2배 계단 희석시킨 백화사설 추출물을 50㎕을 각 well에 분주하여

바이러스 증식 여부를 찰하 다.

2.임상 실험

실험재료 :실험에 사용한 백화사설 는 (주)RNLBio의 백화사설 추출 분말형태

로 제공받아 사용하 다.

1)시험약제

백화사설 분말(0.2% ursolicacid함유)을 다음과 같이 경구 으로 투여하

다.

2)실 험 군

실험동물로는 농장에서 사육 인 모돈(28두)과 모돈에서 분만한 자돈을 선정하

다.

▲ A농장 (시험 1,모돈과 자돈에게 백화사설 분말 투여 효과의 기 시험)

☞ 모 돈; 분만 2주 부터 모돈 20두(180-230kg);백화사설 분말 5g/day

경구투여

☞ 자 돈; 분만하여 이유 까지 자돈(6kg)에는 백화사설 분말 0.5g/day을

경구투여

⇒ 이유 후 육성기 8주까지 자돈(25kg)에는 백화사설 분말 1g/day을 경

구투여

▲ B농장 (시험 2,모돈과 자돈에게 백화사설 분말투여와 무투여의 효과 비

교시험)

☞ 모 돈; 분만 2주 부터 모돈 4두(180-230kg);백화사설 분말 5g/day

경구투여

☞ 자 돈;분만하여 이유 까지 자돈(6kg)에는 백화사설 분말 0.5g/day을

경구투여

⇒ 이유 후 육성기 8주까지 자돈(25kg)에는 백화사설 분말 1g/day을 경

구투여

▲ 조군 ;4두의 모돈과 그 자돈에는 백화사설 분말을 투여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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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검사항목

시험군에서 A농장에서는 모돈과 자돈을 찰하여 폐사와 축돈을 조사하

고,B농장에서는 이유 기 39와 이유말기 32두( 조군 38두와 35두)에 한 체 을

측정하고,이유 과 후에 투여군 13두와 비투여군 11두에서 액 10ml(EDTA

2ml와 8ml)를 채 하여 액검사 청검사를 시험하 다.

액검사로 PCV는 microhaematocrit법(HawksleyCo,UK)으로 고속원심분리기

(HA-200,Hanil)로 원심분리(12,000rpm,5분간)하여 측정하 고,RBC,WBC은 자동

액 분석기(ABC coulter,Vetcom,Korea)로,총단백질(TP)과 섬유소원은 굴 계

(AtagoCo,Japan)로 측정하 다.

청검사로 AST활성도,BUN과 creatinine농도는 AST,BUN,creatinine측정

시약(BayerHealthCareCo,USA)을 이용하여 Express550/Pluswettype(Chiron,

USA)으로 측정하 다.

3.통계처리

군 간의 유의성을 알아보기 해 SAS 로그램을 이용하여 다 분산분석

(ANOVA)으로 p<0.05유의수 에서 검증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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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3

98 % 
EtOH

70 % 
EtOH

30 % 
EtOH

Water
98 % 
EtOH

70 % 
EtOH

30 % 
EtOH

Water
98 % 
EtOH

70 % 
EtOH

30 % 
EtOH

Water

 E. coli + - - - + - - - + - - -

 E. coli 0157 + - - - + - - - + - - -

 S. typhimurium + - - - + - - - - - - -

 S. enteritidis + - - - + - - - + - - -

Ⅳ.시험 결과

1.항세균 항바이러스 검사

백화사설 추출물의 paperdisk방법의 항세균 실험에서 균주는 E coliE,coli

O157,S.typhimuriu,S.aureus4균주로 항균력을 확인한 결과 98% EtOH 추출물 군

에서만 모든 균주에서 상 으로 높은 항균력을 보 다.이러한 결과로 98% EtOH

로 추출하는 것이 항균물질을 추출하는 최 용매로 단된다(표 1).

Table1.Anti-bacterialeffectsofOldenlandiaeherbaextracts

+:Inhibitoryzone:≧ 2mm,-:Inhibitoryzone:<2mm
*
Repeatedtestnumber

백화사설 를 98%와 50% EtOH로 추출한 물질에 한 TGEV,PEDV,PRTV의

증식에 한 항바이러스 실험에서 PEDV에 하여 높은 희석액에서 항바이러스

효과를 나타내었으며,TGEV와 PRTV에 한 항바이러스효과도 나타내었다(표 2).

Table2.Anti-viraleffectsofOldenlandiaeherbaandHouttuyniaecordata

extracts

　 　Extract TGEV1) PEDV2) PRTV3)

Oldenlandiae

herba

EtOH  98% 256* 2048 1024

EtOH  50% 64 512 512

Water 16 128 64

Powder 256 512 256

1)
TGE;transmissiblegastroenteritis,

2)
PED;porcineepidemicdiarrhea,

3)
PRTV;porcinerotavirusinfection

*;dilutionratioofextract(indicating/ie0.4% solution)(serialdilution:2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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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of pre-

gnant sows 

 No of pigs Body weight (Kg)

piglets
Preweaning 

pigs

Postweaning 

pigs

Preweaning

pigs

Postweaning

pigs

 Treated G

(A farm)
 20 207 194(93.7)  165(79.7)

 Treated G

(B farm)
 4  39  35(89.7)  32(82.1) 6.1 ±0.54 23.7 ±0.97

 Control G

(B farm)
 4  41  38(92.6)  35(85.3) 6.9 ±0.49 23.5 ±1.09

2.임상 실험

임신돈과 자돈에 백화사설 를 여한 실험에서 이유율은 207두의 분만돈에서

194두(93.7%)가 이유돈사로 이동되었으며,이유완료 단계에서 165두(79.7%)가 육성

돈사로 이동되었다.분만 2주 부터 백화사설 5g을 투여한 모돈 4두에서 자돈 39

두, 조군의 모돈 4두에서 자돈 41두가 분만하여 이유두수가 각 35두와 38두 으

며,이유후인 8주에는 32두(82.1%)와 35두(89.7%)가 육성단계로 이동하 다.

백화사설 투여군이 조군보다 약간 낮은 성 이었으나 큰 차이는 없었다.그

리고 자돈의 평균체 은 투여군과 조군에서 각각 이유 시에는 6.1±0.54kg과 6.9

±0.49kg이었고,이유 후에는 23.7±0.97kg과 23.5±1.09kg으로 나타났다(표 3).

Table3.Thenumberofpigsandbodyweightsinthepiglettreated

withOldenlandiaeHerba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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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사설 를 투여한 자돈의 액화학치의 검사결과 구는 이유시에 투여군

이 522±9910
4
/㎕로 조군보다 높았으며,이유 후에도 같은 경향을 나타내었다.

PCV와 WBC가 이유 시에 실험군에서 33.5±4.2%와 10869±2,977/㎕로 조군에 비

하여 유의성 있게(P<0.05)높았으며,TP과 섬유소(Fib)값은 투여군과 조군 사이에

큰 차이는 없었다.그리고 이유후의 검사값들도 비슷한 값을 나타내었으나,WBC와

섬유소원 값은 약간씩 증가하 다(표 4).

Table4.ChangesofHematologicalvaluesinthepiglettreatedwiththeOldenlandiae

Herba (Mean±SD)

Group
No.of

heads

RBC

(104/㎕)

PCV

(%)

TP

(g/100㎖)

WBC

(/㎕)

Fib.

(㎎/100㎖)

Preweaning

pigs

TreatedG 13 522±99 33.5±4.2
A

5.2±0.44 10869±2,977
A

231±75

ControlG 11 465±58 28.6±3.7a 4.9±0.44 7050±1,997a 291±104

Postweaning

pigs

TreatedG 13 528±64 31.0±2.3 5.3±0.38 13,733±2,588 347±141

ControlG 11 539±60 31.6±3.0 5.3±0.54 14,018±2249 473±162

A:a,
;Significantlydifferentialpairswithsamecolumn(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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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의 AST활성도,ALT활성도,BUN,creatinine농도와 Tbilirubin농도는 이

유 에는 투여 군과 조군 간에 큰 차이 없이 비슷한 값을 나타내었으며,이유

후에도 두 군 간에는 차이가 없었으나 이유 에 비하여 creatinine값은 증가하

고,Tbilirubin값은 감소되었다(표 5).

Table5.TheASTactivity,BloodUreaNitrogenandCreatinineconcentration

inthepigletstreatedwithOldenlandiaeHerba (Mean±SD)

Group
No.of

heads

AST

(IU/L)

ALT

(IU/L)

BUN

(㎎/100㎖)

Creatinine

(㎎/100㎖)

Tbilirubin

(㎎/100㎖)

Preweaning

pigs

TreatedG 13 87±35.8 50±35.8 7.3±3.14 1.15±0.26 1.40±0.55

ControlG 11 67±30.5 44±20.8 10.0±4.25 1.17±0.26 1.43±0.68

Postweaning

pigs

TreatedG 13 80±16.8 70±28.3 10.2±5.50 1.56±0.52 0.81±0.35

ControlG 11 83±48.1 65±19.9 12.6±4.751 1.56±0.33 0.7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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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고 찰

최근에 고품질의 식품을 생산하기 하여 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가축의 사육단계

에서의 해요소 리기 (HACCP)지정을 운 하고 있으며,유기축산물 생산

인증과 무항생제 축산물 생산도 빠른 신장세를 보이고 있다(농식품부,2008).따라서

백화사설 를 이용한 설사 방 효과는 유기·무항생제 축산물 인증에 도움을 것

으로 기 된다.

백화사설 (Oldenlandidaeherba)가 항균,항염,함암,항고지 증의 효과가 탁월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LiuJ,2005),양돈에 있어서 포유자돈의 설사병에도 여러 가지

바이러스가 질병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그리고 자돈의 바이러스는 이유

시에는 물론 이유 후에도 설사를 일으켜서 자돈의 폐사에 요한 변수로 역할을 하

고 있다. 이에 돼지의 소모성질병인 소화기질병에 백화사설 의 유효성분인

usolic-acid는 항바이러스와 항세균 작용을 나타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연구의 invitro결과에서도 98% EtOH로 추출물에서 항균작용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항바아러스 실험에서도 50% EtOH 보다는 98% EtOH 추출물에서 높은

희석배수에서 항바이러스 효과를 보 으므로 백화사설 추출물은 98% EtOH에서

추출하는 것이 높은 항균,항세균 작용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포유 이유자돈 질병조사에서 체질병 에 소화기 질병은 53.8%로서 포유자

돈기에 소화기 질병이 1주령에 20.2%,2~4주령에 40.1%,5~7주령에 38.8%로 높은

발생율을 보고하 고,원인체별로는 세균성이 56.8%와 바이러스성이 22.1%로 높았

다고 보고하 다(오 등,199).이와 같이 세균과 바이러스가 원인인 질병발생율이 높

은 시기에 항세균과 항바이러스 억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백화사설 를

모돈과 자돈에 여한 이 연구의 결과에서 임신돈 24두에서 246두가 분만하여 229

두(93.1%)가 이유되었고,육성단계로는 197두(80.1%)가 육성돈사로 이동되었다.백화

사설 투여군이 조군보다 약간 낮은 성 이었으나 육성단계의 평균 육성율 약

70%(PSY68%)보다는 높게 나타났다.

자돈의 평균체 은 투여군과 조군에서 각각 이유 시에는 6.1±0.54kg과 6.9±

0.49kg이었고,이유 후에는 23.7±0.97kg과 23.5±1.09kg으로 나타났으므로 증체에는

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단되었으나,Tortuere(1973)는 병아리에 생균제 (L.

acidophillus)를 여한 결과 증체율을 개선하 는데 이는 장내 세균총의 변화와

계가 있다고 하 다.Francis등 (1978)도 가 사료에 생균제를 첨가하 을 때 증체

율이 개선되었으며 소화 내에서 장균과 호기성균이 감소하 다고 보고하여서

다.그래서 본 연구와는 다른 결과를 보고하 다. 한 액 검사에서는 백화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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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여한 군과 조군사이에는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아 백화사설 의 투여가

여러 장기에 독성은 나타내지 않는 것으로 생각된다.

모돈의 리가 포유자돈의 생산 수에 향을 미치고,이유 후 자돈설사가 이유자

돈의 폐사율에 요한 변수로 역할을 하고 있다.그러므로 분만 부터 백화사설

를 여하는 것이 자돈의 설사 방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백화사설 의

기호성 문제로 추출물을 섭취한 자돈은 건강하고 체 도 높게 나타났으나 사료섭취

를 거부하는 자돈도 나타나서 일부는 축돈으로 되거나 폐사되었다.그러므로 앞

으로 백화서설 기호성의 개선이 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상으로 백화사설 추출물은 실험실 실험에서 항균과 항바이러스 작용을 나타

내었으며,실제 모돈과 자돈의 백화사설 투여로 세균과 바이러스성 질병을 방

할 수 있을 것으로 단되고 앞으로 기호성의 문제가 해결되면 자돈의 설사 방제

로서 좋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단되며,무항생제 돼지고기 생산에도 이용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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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요 약

항생제 체물질로써 백화사설 여가 돼지질병에 미치는 향을 규명하기

하여 백화사설 의 항세균 항바이러스 실험과 농장에서 임상실험으로 백화사설

를 모돈과 자돈에 투여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백화사설 추출물은 항세균 효과를 나타내었다.

2.백화사설 추출물이 항바이러스 효과를 나타내었다.

3.백화사설 추출물을 여한 돼지는 높은 자돈생존율(90% 이상)이유율(80% 이

상)을 나타내었다.

4. 액검사결과 실험군은 조군과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독성을 나타내지

않았다.

식물성 천연물질인 백화사설 추출물을 이용 돼지의 소모성질병을 방·치료제

로 개발 가능성이 있으며,항생제를 체할 수 있는 생균제 는 다른 식물성 추출

물 혼합하여 사료첨가제로 개발한다면 친환경축산업 농가소득에 기여할 수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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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ffectsofOldenlandidaeHerbaonpreventionof

swinediseasesasanalternativetherapeutics

Seong-RaeLee

(SupervisedbyprofessorMoon-ChulKim)

Ascontrolofswineconsumptivediseaseisthekeyofsuccessin

pig farming business, the effect of Oldenlandidae Herba on

preventionofdiseasesincludingswinediarrheaasanalternative

therapeuticswasinvestigated in-vivo.Asitcontainssubstances

suchasβ-sitisterol,ursolicacidand3-O-β-D-giucoside,itiseffective

onsuppressionofcolonictumorinratsandalso,iswidelyusedas

anpreventativemedicineofcancerandinflammamtioninChinese

medicine.Inaddition,antibacterialeffectagainstE-coliindomestic

animalsandpreventativeeffectoncalfdiarrheahavebeenstudied.

Inthisexperiment,agrouptreatedwithextractsusing98% EtOH

showed high antibacterialand antiviraleffects.On two different

farms,SowsandpigletshadbeentreatedwithOldenlandidaeHerba,

theyshowedtheweaningrategreaterthan80%,whichismuch

higherthannationalaverage70% (PSY 68%),whileneitherorgan

accumulation nor toxicity has been detected on the basis of

hematologyandbiochemistry.

Inconclusion,theextractsofOldenlandidaeHerbaisexpectedto

beangoodalternativetherapeuticsforswinecomsumptivedise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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