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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서론

최근 들어 건강식품에 한 심이 증가되면서 친환경축산물인증,농장

HACCP지정,환경친화축산농장 지정,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 등 다양한 친환경

축산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한국에서는 2011년 7월 1일부터 총 9종의 동물용 의

약품 항콕시듐제 8종과 구충제 1종 등을 제외한 사료 내 성장 진용 항생제

(AGP:antibioticgrowthpromoters)사용이 면 지되었다.성장 진용 항생

제(AGP)는 가축에 있어 유해균 억제와 사멸,사육환경 개선과 성장 진 등의

목 으로 첨가 여되는 항생제로,장기간에 걸친 오남용은 축산물 내 잔류로 이

어지며 소비자의 섭취로 인한 이 가능성과 함께 분뇨를 통해 내성강화 병원균

의 발생을 증가시키는 사회 문제로 부각되었다(Kim 등,2011;Chae등,2011).

이를 하여 생리활성이 뛰어난 약용식물,식물추출물,유기산제,면역 증강제,

생균제 등에 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며 경제 동물의 생산과 사양 리 향상을

해서 축산업계에서는 지속 으로 항생제를 신할 수 있는 천연물질과 항생제

체제를 선발하고,그 효과를 구명하기 한 연구들이 수행되고 있다.그 약

용식물이 항생제 체제로 가장 많이 이용 되고 있다.약용식물의 추출물은 동물

의 건강상태나 생산성 향상에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하며 동물의 양에서 식욕증

진,사료섭취량 증가,항균 항바이러스 활성의 부여,면역체제의 개선 등의 이

로운 효과를 나타낸다(Jamroz등 2005).선행연구에서 약용식물의 추출물은 가

에사료 첨가 여시 장내 균총의 개선(Mitsch등,2004) 생산성이 개선(Cross

등,2007)된다는 연구가 꾸 히 보고되고 있다.약용식물 에서 쇠비름과 짚신나

물의 추출물은 인간 동물에 미치는 향은 아직 잘 알려져 있지 않으나 재

까지 공통으로 알려진 주요한 효과로는 항염증효과(Zhang등,2009;Choi등,

2009;Kaiuchi와 Hattori,1985),이뇨 항부종 활성(Lim과 Suh,2000),항균활

성(Park,2011;배와 손,2005;Ch'iu,1995), 압강하작용(Inoguchi등,1986;

Cao등,2006),당뇨병 개선(Eom,2005;Won과 Kim,2011),항노화 효과(Yoon

등,2012)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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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축산물 내 항생제 잔류문제에 한 심뿐만 아니라 기능성 제품에

한 소비자의 요구도 더 증가되고 있다.이런 소비자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하여 제주의 자생식물에 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이 에서 쇠비

름 짚신나물의 생리활성 효과가 일부 밝 지고 있다.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부족하 던 동물의 생산성에 미치는 향을 검증하여 쇠비름

짚신나물을 이용하여 새로운 사료 첨가제를 하기 하여 육계의 사료에 쇠비름

과 짚신나물의 건조분말을 첨가하여 성장,도체특성 장 내 암모니아 생성에

미치는 효과를 규명하기 해 사양시험을 수행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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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연구사

1.쇠비름

쇠비름(Portulaca.oleraceaL.)은 국의 낮은 산과 들에서 서식하는 쇠비름과

의 1년생 본으로서 생육환경은 양지 혹은 반그늘의 언덕이나 평평한 곳에서

자라고 키는 약 30cm,잎의 길이는 1.5~2.5cm,폭 0.5~1.5cm로 긴 타원형에 끝이

둥 며 마주나거나 어 난다.꽃은 황색으로 기나 가지 끝에 3~5개씩 모여서

기의 끝이나 가지의 끝 혹은 잎에서 6월부터 9월까지 계속 피며(안,1963;송,

1983;Lily,1980),열매는 타원형이고,종자는 검은빛이 도는 원형이며 긴 가

달린 종자가 많이 들어 있다(Fig1).오행 (五行草),장명채(長命菜),마치채(馬

齒菜),돼지풀 등으로 불리기도 하며,다육질의 한해살이풀이다(Youk,1989).이

러한 쇠비름(Portulaca.oleraceaL.)은 식용으로도 이용하며 잎과 기를 채취하

여 끊는 물에 데쳐 건조한 후 식용으로 이용이 되는데 해독제,방부제,항괴 병

제제,진정제,이뇨제,구충제,피부진정제로 로부터 많이 사용되어 왔고(Lim과

Suh,2000;Bae,2012),항암,항산화,니코틴 제거,근육 이완 활성과 항균효과

(Ch'iu,1995)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Lee등,2003;Lim 등,2001).

고 의약 서 인 본 강목(本草綱目),식료 본(食料草本),본보본 (本寶本草)

에 의하면 양 지 (凉血止血),청열해독(淸熱解毒),부기(浮氣)완화,지사 등에

효능이 있으며, 임상에서는 장염, 변,피부궤양,설사,피부염증,뱀이나

벌 에 물린 상처와 질병을 치료하는데 사용이 되었다.근래에는 이질간균,장티

푸스균, 장균,포도상균 등에 한 억제작용이 새롭게 밝 지고 있으며,장염에

서는 성(90%)과 만성(60%)의 완치율을 보이고 있어 쇠비름은 다른 “천연항

생제”라고 평가되기도 한다(Yang등,2009;Yang등,2007;Kim과 Park,1988;

Elkhayat등,2008;Rasheda등,2003).

쇠비름은 VitaminE,C와 β-Carotene(Simopoulos등,1992)등의 미량원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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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수 으로 함유하고 있다(Mohamed와 Hussein,1994). 한 쇠비름 성분

칼륨(K)은 압을 낮추는데 효과 이고(Horan등 ,1985), 기 잎에 ω-3지

방산과 ϓ-linolenicacid의 함량이 높아 심장병과 암의 발생을 낮추는데도 효과

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Sakai등,1996).이러한 쇠비름을 식품(Hatano등,

1989),화장품(Choi,2006),샴푸(장과 후나세,2004)등으로 활용하기 하여 많

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며,그 식품으로서는 온수로 추출하여 음용하는 방법

이나(Kim 등,2007),지 해 지역,동남아시아, 앙아 리카, 국 필리핀 등

지에서 과자나 샐러드의 재료로 이용되기도 한다(Inoguchi등,1986).

쇠비름에 한 선행 연구에서 신생아 장염 유발 미생물의 억제(Bae,2012),쇠

비름 추출물 발효액이 Campylobacterjejuni의 증식억제(Bae,2012),고지방식이

로 유도된 비만 쥐에서 고지 증을 개선하는 효과(Won과 Kim,2011),항염증효

과(Zhang 등,2009),이뇨 항부종 활성(Lim과 Suh,2000),항균활성(Park,

2011), 사변이와 면역기능(Kwon과 Song,2010),항바이러스 작용(NishiokaI,

1983), 압강하작용(Inoguchi등,1986),항종양작용(Kaiuchi와 Hattori,1985),효

소활성 해작용(Hatano등,1989)등이 보고되고 있다.

동물에 한 연구로는 동결 건조시킨 쇠비름을 쥐에게 여 시 콜 스테

롤 함량변화(Ezekwe등,2011),계란 노른자의 콜 스테롤 수 변화(Antonella

등 2005),항생제에 의한 신독성의 개선에 한 쇠비름 추출물의 효과(Walaa등,

2011), 콜 스테롤 하(Ezekwe등,2011), 러일러의 맹장 내 미생물의 변

화(Zhao등,2013)등에 하여 보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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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짚신나물(AgrimoniapilosaLedeb)

짚신나물(AgrimoniapilosaLedeb)은 장미과에 속하는 다년생 숙근 로 짚신

나물,과향 (瓜香草),황룡미(黃龍尾),지선 (地仙草),낭아 (浪牙草)등으로 부

르기도 한다.산지의 숲속이나 들,길가에서 흔히 자라는 식물로 일본, 국,사

할린,시베리아,쿠릴,인도차이나,동유럽 등에 분포하며,높이 30~100cm이고

체에 털이 나있으며 잎은 어 나는 우상복엽(羽狀複葉)으로 5~7개의 소엽이 있

다.소엽은 긴 타원형·도란형·난상타원형이며,넓이 3~6cm, 비 1.5~3.5cm로서

양면에 털이 있고 양끝이 좁으며,가장자리에 톱니가 있고 꽃은 황색으로서 6~8

월에 핀다(장,2009).

짚신나물(Fig.2)은 로부터 민간요법으로 많이 이용이 되었는데 주로 녹즙으

로 음용하 으며 어린잎은 나물로 채식을 하 고 는 건조시켜 약용으로 이

용하 으며,주요성분으로는 argimonin,agrimonolide,tormentic acid,ellagic

acid등이 함유되어 있고 잎과 기에는 luteolin-7-glucoside의 성분이 함유되어

있다(Choi등,2009).그리고 잎, 기와 뿌리 등에 따라 성분이 다르며,잎의 주

요성분은 quercetin,quercetrin,isoquercetrin,avicularin,rutin등을 함유하고,

기에서는 tanin,뿌리에서는 아미노산,유기산,당류 그리고 hydrolyzabletannin

이 함유하고 있다.이러한 성분은 폐암,간암,식도암,종양,통증제거,지사,

뇨,자궁출 ,토 등의 치료 약물로 리 이용되어 왔으며(신,1997;강 등,

2000), 한 성악가들은 짚신나물을 달인 물로 구강을 세척하여 성 를 보호하

고,노란 꽃은 신경안정에 효과 이며 오장을 편하게 하는 효능이 있다고 보고되

었다(장,1997).

짚신나물의 성분에 한 선행연구로는 지 작용(Choi와 Kim,2010), 수축

작용(Cao등,2006)으로 압을 상승시키는 효과도 보고되었으며,항암효과(Choi

등,2009),항균효과(배와 손,2005),미백활성(Kim 등,2011), 이완 효과(Cao

등,2006),선학 용매 분획물의 항노화 효과(Yoon등,2012),선학 추출물의

간 보호 효과(Kang등,2006)그리고 선학 추출물의 당뇨병 개선효과(Eom,

2005)등 여러 질병에 한 효능이 알려져 있다.이러한 짚신나물의 성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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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제약원료,건강식품,식물성 양제 등 항암제 식품으로 일부 이용되고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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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재료 방법

1.시험 사료 사양 리

시험에 사용된 육계사료는 곡류(옥수수),강피류(소맥피 등),박류( 두박,옥

루텐 등),기타(인산칼슘,석회석 등)등으로 구성된 시 사료를 사용하 다.

조구에는 시 사료를 여하 으며,처리구에는 시 사료에 각각 쇠비름 0.5%,

1% 는,짚신나물 0.5%,1%를 혼합한 사료를 제조하여 여하 다.

쇠비름과 짚신나물은 상업용으로 유통되는 것을 구입하여 이용하 고,첨가물

은 사료에 첨가하기 믹서기(ModelHMF-502,HanilelecCo.,Korea)로 분쇄

후 사료와 배합하여 오 ,오후로 1회씩 여하 고, 여하기 2주 동안 시험

사료에 응기간을 둔 후 본 시험사료를 여하 다.일반성분은 AOAC법(1995)

으로 분석하 다.공시축은 195수를 구입하여 5처리×3반복×13수로 배치하 으며,

처리별로 구분하여 톱밥을 깔짚으로 사용하고 가로×세로×높이가 각각

150×150×170㎝공간에서 평사하 다.입추 에 계사의 천정,벽,바닥을 깨끗이

청소한 후 소독약을 충분히 뿌리고 그 이후 모든 기구를 물로 씻은 다음 소독

후 건조시켜 입추하 다.외부 환경에 의한 향을 최소로 일 수 있도록 온도

(병아리:30℃,육추기 이후:25-26℃)와 등을 조 해주었고, 사양 기간 동안

24시간 종일 등( 기:10-15lux,육추기 이후:5-10lux)을 실시하 다.사료

이기를 배치하여 하루에 오 ,오후 각각 1회씩 사료를 여하 으며, 수용 물

통을 배치하여 자유 음수 시켰다.습도는 육추 기 때는 약 70%,육추후기에는

약 60%로 유지하 으며 환기는 항상 신선한 공기를 유입시켜 오염된 내부공기

를 배출시켰다.백신 종과 기타 사양 리는 농 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에서 발

간한 우리맛닭 사육지침서(농 진흥청,2009)에 하여 수행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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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emicalcomposition Commercialdiet

Metabolizableenergy,Mcal 2.85

Crudeash,% 8.00

Crudeprotein,% 18.50

Crudefat,% 2.90

Crudefiber,% 6.00

P,% 1.20

Ca,% 0.85

Met+Sys+MHA,% 0.68

Table1.Chemicalcompositionoftheexperimentaldiets.

*PremixprovidesfollowingamountsofPurslaneandAgrimoniaperkgdiet:Purslane0.5%,

1%; Agrimonia0.5%,1%.

*ChemicalcompositionofPurslaneandAgrimon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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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시험동물

본 시험에서 공시축은 한국토종닭 순종을 3원 교잡하여 부화한 5주령의 우리

맛닭 암·수 195수가 공시되었다.2013년 4월 23일 부화 한 병아리를 5월 14일 시

험농장으로 옮겨져 2주간 시 되는 사료만을 여 하여 응기를 가지고 그 후

본 시험에서 첨가물을 혼합하여 여하 고 100일령까지 사양시험을 진행하 다.

5처리,처리 당 3반복,반복당 13수씩 완 임의 배치하여 시험을 수행하 다.

3.조사항목

1)증체 사료섭취량,사료요구율

시험 기간 체 은 3주마다 측정하 고,총 증체량은 시험 종료체 에서 개

시체 을 뺀 값으로 하 다.사료섭취량은 날 여량에서 잔량을 제외하여 측

정하 다.사료요구율은 사료섭취량을 증체량으로 나 어 사료요구율을 산출하

다.

2)도체율

시험 종료 후 암·수로 구분하여 도계 후 도체율을 조사하 다.도체율은 머리,

내장,발목을 제거하고 고기와 를 포함한 량을 생체 량으로 나 값으로 아

래의 식에 따라 계산하여 값을 산출하 다.

도체 량(kg)

도체율(%)= x100

생체 량(kg)



- 10 -

2)가슴근육 다리근육(넓 다리 근육)측정

시험 종료 후 도계하여 가슴근육,다리근육을 채취하여 온냉동고(Model

CLN-41U,(주)한국 후리자)에 -80℃에서 보 후 각각 단백질,지방,포화지방

함량을 AOAC법(1995)으로 측정하 다.

3)소장과 장의 길이 무게

시험 종료 후 도계하여 소장과 장을 채취하여 조사하 다.소장의 길이는 근

에서 시작하는 부분에서 맹장으로 나눠지는 부분까지 길이를 측정하 고, 장

의 길이는 맹장을 기 으로 하여 항문까지의 길이를 측정하 으며,이때 췌장

맹장을 제거하여 무게를 측정하 다.

4)맹장 내 암모니아 농도

맹장 내 암모니아 농도의 변화를 측정하기 해 도살 후 맹장을 출하여 모

든 내용물을 멸균된 용기에 담아 분석 까지 -50℃에 냉동보 하 다.채취한

맹장 내용물 1g를 멸균된 15㎖ testtube에 담고 멸균된 증류수 9㎖을 첨가하여

희석(10-1)하여 원심분리기(ModelVS-5500N,(주)비 과학.,Korea,(3,000rpm,

15min))를 이용하여 상층액 분리 후 SmithandMurphy(1993)의 방법에 따라

처리 후 자외선/가시 선 분 도계(ModelOptizenPoP,MecasysCo.,Korea)

를 이용하여 측정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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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액분석

액 시료는 시험 종료 후 익하동맥에서 채취하 고, 액응고를 방지하기

해 heparin처리된 tube에 채취하여 냉장 보 하 다.냉장보 후 원심분리기

(ModelVS-5500N,(주)비 과학.,Korea,(1,500rpm,15min))를 이용하여 장

을 분리하여 Cholesterol, GPT, GOT, GUL, ALP을 액분석기(Model

Reflotron® plus,RocheCo.,Germany)와 상업용 액킷트(ModelReflotron®

plus,RocheCo.,Germany)를 이용하여 측정하 다.

4.통계분석

본 시험의 체 ,증체량,도체 ,도체율, 액분석 근육조직의 모든 결과에

한 통계분석은 StatisticalAnalysisSystem(SAS Institute,2001)의 General

LinearModel(GLM) 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산분석을 실시하 고,각 처리구 간

의 평균값을 Duncan의 다 검정(multiplerangetest)을 이용하여 95% 신뢰수

에서 검정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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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결과 고찰

1.증체량 사료섭취량,사료요구율 미치는 향

시험 개시 시 병아리의 체 을 측정하 으며 그 후 3주마다 체 을 측정하

고,시험개시 시 체 ,시험종료 시 체 ,증체량,사료섭취량 사료요구율에

한 결과를 Table2에 나타내었다.시험 종료 시 체 은 쇠비름과 짚신나물의

첨가물을 여한 처리구가 조구에 비해 높은 경향을 보이지만 통계 인 유의

차는 보이지 않았다.시험개시 시의 체 ,시험 종료 시 체 ,증체량은 조구에

비해 체 은 조 씩 차이를 보 지만 반복간의 차이가 커서 통계 유의성에 도

달하지 못하 다. 한 사료섭취량과 사료요구율에 있어서도 시험 기간 동안

통계 인 유의차가 보이지 않았다.암·수 성장성 은 Table3에 나타내었다.암·

수 증체량에서 수컷의 경우 35-56일령에서 조구와 쇠비름 1%첨가 여구에서

각각 582.7g,617.5g으로 증가하는 결과를 보 고,짚신나물 0.5%첨가 여구에서

유의있게 감소하는 결과를 나타냈다(P<0.05).56-77일령에는 짚신나물 0.5%첨가

여구가 514.7g로 증가하는 결과를 보 고,쇠비름 0.5%첨가 여구에서 415.2g

으로 유의있게 감소하는 결과를 보 다(p<0.05).77-100일령의 쇠비름 0.5%첨가

여구가 617.9g로 다른 처리구보다 증가하는 결과를 나타내었지만,쇠비름 1%

첨가 여구에서는 다른 처리구에 비해 유의있게 감소하는 결과를 나타내었다

(P<0.05).암컷의 증체량에서는 35-56일령에서 조구는 다른 처리구에 비해

457.3g으로 감소하 고,쇠비름 1%첨가 여구에서 550.2g으로 유의있게 증가하

는 결과를 나타냈다(P<0.05).56-77일령에서는 쇠비름 0.5%,짚신나물 0.5%,1%

첨가 여구가 각각 345.7g,342.7g,347.3g으로 증가하 지만,쇠비름 1%첨가

여구에서 다른 처리구보다 유의있게 감소하는 결과를 나타냈다(P<0.05).77-100

일령에서는 조구에 비해 감소하는 경향을 보 지만 통계 인 유의차는 나타나

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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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결과에서 첨가제의 종류 시기,암·수에 따른 결과가 일정하게 보이

지 않고 있어 처리효과에 한 다양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생각된다.강 등

(2009)의 연구에 의하면 항산화 항생제 효과를 가지는 마늘과 양 의 부산물

의 첨가 여는 체 에서 증체효과를 나타냈고,사료요구율에 있어 유의 인 차

이가 없다고 보고하 다. 한 김 등(2006)의 연구에서는 항산화,항암,항생제의

작용을 하는 약용식물에서는 사료섭취량과 사료요구율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나

타나지 않았고,종료 체 에서는 유의 으로 증가하 다고 하 다.항생제를

여한 선행 연구에서 일당 증체량과 사료요구율이 개선되는 결과가 보고되었다

(Zahra등,2013). 한 Tabidi등(2013)의 연구에 의하면 사료섭취량의 결과에

따라 생균제와 항생제 간의 유의차는 없었으나 무첨가구와 비교하여 유의 인

차이를 보 다고 하 다.Kim과 Yeo(1995)의 연구에서는 성장 진제(항생제)와

생균제를 로일러에게 여 했을 때 일당 증체량과 사료섭취량이 증가한다고

보고하 다.Muzaffer등(2003)의 연구에서는 러일러의 증체량,사료섭취량,사

료요구율,도체 ,내장 지방무게,내장 지방량,장 무게,그리고 내장 길이는 유

기산 혼합물과 항생제에 의하여 증가한다고 보고하 다.

본 시험에서 시험개시 시 체 ,시험 종료 시 체 과 일당 증체량,사료섭취량

은 쇠비름과 짚신나물 첨가구가 조구에 비해 다소 개선되는 경향을 보 지만

통계 인 유의차는 보이지 않았고,사료요구율은 모든 처리구간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암·수 성장 성 은 수컷의 증체량에서 조구에 비해 다소 개선되는 결

과를 보 고,암컷에서 한 조구에 비해 개선되는 결과를 보 다.

이와 같이 성장 성 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 이유로는 쇠비름과 짚신나물

여수 과 환경 요인,개체간의 차이,첨가물의 성분 차이,스트 스 등의 원인

이 있는데 좋은 환경에서 첨가물의 여로 스트 스 요인이 어짐에 따라 성장

성 에 크게 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보이며 이번 하기계 에 고온이 지속

으로 길어진 것에 기인한 결과로 성장 성 이 감소된 결과로 나타났다.쇠비름

짚신나물의 효과를 정확하게 평가하기 하여서는 추가 인 연구가 더 필요

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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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em Control
Purslane Agrimonia

0.5% 1% 0.5% 1%

Initialbodyweight,g 364.7±38.2 356.8±44.1 367.2±25.5 374.9±9.5 360±29.7

Final bodyweight,g 1690.1±321.9 1701.9±288.5 1760.1±277.4 1752.7±317.6 1675.6±271.2

Feedintake,g

35-56 1109.8±51.9 1109.8±51.9 1079.8±0.14 1139.9±51.9 1109.7±51.8

56-77 1393.3±63.5 1356.6±63.5 1393.3±63.5 1356.6±63.5 1356.6±63.5

77-100 1356.6±63.5 1356.5±63.6 1393.2±63.4 1356.5±63.5 1356.3±63.8

Bodyweightgain,g

35-56 535.5±195.2 552.5±134.6 539.0±192.4 543.9±149.4 532.8±123.0

56-77 380.5±104.7 384.3±97.7 439.7±251.8 431.0±193.9 384.5±92.34

77-100 409.4±149.0 408.3±130.5 414.2±141.5 402.9±136.2 398.3±135.3

FCR,feed/gain

35-56 2.1±0.2 2.0±0.3 2.0±0.0 2.0±0.1 2.0±0.1

56-77 3.6±0.3 3.5±0.3 3.1±0.2 3.1±0.4 3.5±0.5

77-100 3.3±0.7 3.3±0.2 3.3±0.0 3.4±0.5 3.4±0.6

Table2.Effectsoffeeding dietscontaining PurslaneandAgrimoniasupplementationonbodyweightchangesin broiler

chicks1).

1
Purslane0.5%,Purslane1.0%,Agrimonia0.5%,Agrimonia1.0%,controls.

Means±SD(standarddeviation).

a-b
Meanswithdifferentsuperscriptsinthesamerow significantlydiffer(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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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nder Item Control
Purslane Agrimonia

0.5% 1% 0.5% 1%

Male

Initialbodyweight,g 329.5±111.8 352.0±103.2 371.9±127.7 396.9±74.9 356.2±100.2

Final bodyweight,g 1916±258.9 1921.5±202.9 1897.1±198.4 1992.0±224.7 1881.4±274.1

Bodyweightgain,g

35-56 582.7
a
±108.0 536.4

ab
±58.5 617.5

a
±148.6 499.4

b
±103.5 564.2

ab
±146.4

56-77 446.6
ab
±99.6 415.2

b
±69.8 470.5

ab
±123.5 514.7

a
±141.7 458.3

ab
±83.4

77-100 557.2
ab
±67.5 617.9

a
±133.1 437.2

c
±98.0 581.0

ab
±144.9 502.7

bc
±104.3

Female

Initialbodyweight,g 374.2±88.2 351.3±83.2 370.1±86.9 364.3±85.0 374.2±88.2

Final bodyweight,g 1477.1±151.9 1500.6±161.5 1480.7±140.5 1540.6±147.5 1526.5±151.9

Bodyweightgain,g

35-56 457.3
b
±140.6 503.1

ab
±110.4 550.2

a
±148.0 532.5

ab
±92.7 500.3

ab
±84.7

56-77 317.8
ab
±63.5 345.7

a
±108.2 276.6

b
±115.8 342.7

a
±103.4 347.3

a
±60.8

77-100 327.8±114.5 300.5±48.2 283.8±48.4 301.1±81.0 304.7±64.0

Table3.EffectsoffeedingdietscontainingPurslaneandAgrimoniasupplementationonbodyweightgaininbroilerchicks1).

1
Purslane0.5%,Purslane1.0%,Agrimonia0.5%,Agrimonia1.0%,controls.

Means±SD(standarddeviation).

a-b
Meanswithdifferentsuperscriptsinthesamerow significantlydiffer(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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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도체율

도체율에 한 결과는 Table4에 나타내었다.암컷의 생체 과 도체 은 쇠비

름,짚신나물 첨가 여구에서 조구에 비해 높은 경향을 보이지만 통계 인 유

의차는 나타나지 않았다.그리고 수컷의 경우 생체 도체율에서 쇠비름

짚신나물 0.5% 첨가구에서 조구에 비해서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냈

지만 통계 인 유의차는 나타나지 않았다.

Park(2011)의 연구에 의하면 우리맛닭의 성장성 에서는 8주령에 성장능력이

증가하는 결과를 나타냈다. 강 등(1998)의 연구에 의하면 재래닭의 암·수 평균

12주령시 도체 1,760g,도체율 68.4%의 결과를 보 고,16주령시 도체

2,042g,도체율 67.6% 결과를 보고하 다.이러한 결과는 본 시험에 공시되었던

시험축의 체 과 유사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지만,공시된 시험축의 도체율

72.0-75.9%에 비하여서는 다소 낮은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한,김 등(2007)의

연구에 의하면 항생제,항산화 효과 보이는 약용식물을 첨가 여 시 도체율은

71%정도로 처리구간의 차이가 없다고 보고하 다.Muzaffer등(2003)의 연구에

의하면 항생제,유기산,생균제를 여는 성장을 향상시켜 도체의 품질을 높인다

고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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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nder Items Control
Purslane Agrimonia

0.5% 1% 0.5% 1%

Male

BodyWeight.,g 1916±258.9 1921.5±202.9 1897.1±198.4 1992.0±224.7 1881.4±274.1

CarcassWeight.,g 1420±50.0 1436.6±20.8 1420±43.5 1520±70.0 1426.6±57.7

dressingpercent,% 73.3±1.2 74.1±2.6 73.5±1.5 73.2±2.2 74.1±0.6

Female

BodyWeight.,g 1477.1±151.9 1500.6±161.5 1480.7±140.5 1540.6±147.5 1526.5±151.9

CarcassWeight.,g 1020±108.1 1073.3±23 1070±36.0 1096.6±20.8 1100±79.3

dressingpercent,% 75.9±8.4 72.0±2.7 70.4±3.4 71.7±2.0 73.1±1.4

Table4.Effectsoffeeding dietscontaining Purslaneand Agrimoniasupplementation on carcasscharacteristicsin

broilerchicks1).

1Purslane0.5%,Purslane1.0%,Agrimonia0.5%,Agrimonia1.0%,controls.

Means±SD(standarddeviation).

a-bMeanswithdifferentsuperscriptsinthesamerow significantlydiffer(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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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가슴근육 넓 다리근육의 양

Table5에서는 사료 내 쇠비름과 짚신나물의 첨가가 가슴근육과 넓 다리 근

육에서 단백질,지방,포화지방 함량에 미치는 향을 나타내었다.시험 종료 후,

닭을 도계하여 생체 측정치의 평균에 해당하는 개체를 처리구 별로 3수씩 암

컷을 선발하여 분석하 다.도살 후 가슴근육과 다리근육을 조사해 본 결과 다리

근육의 단백질 함량은 짚신나물 1% 처리구에서 높은 경향을 보이고,지방은 쇠

비름 0.5% 처리구가 조구 다른 처리구보다 높은 경향을 보이며,포화지방

에서는 쇠비름 1% 처리구에서 높은 경향을 보이지만 통계 인 유의차는 없었다.

가슴근육의 단백질은 쇠비름 1%,짚신나물 1% 처리구에서 조구에 비해 낮은

경향을 보이지만 유의 인 차이는 없었다.지방에서는 짚신나물 0.5% 처리구에

서 다른 처리구보다 높은 경향을 보이지만 다른 처리구에서는 조구보다 지방

함량이 낮은 경향을 보이지만 통계 인 유의차는 없었다.포화지방에서는 조구

에 비해 낮은 경향을 보이지만 통계 으로 유의 인 차이는 없었다.김 등(2006)

의 연구에 의하면 약용식물 추출물을 첨가 여 시 다리근육의 조지방,조단백

질,조섬유,조회분 등의 일반성분 함량은 차이가 없었다고 보고하 다.

본 시험에서는 선행연구들과 일치하는 결과로서 Park과 Yoo(2000)와

Kim(2007)은 육계에 항생제 생균제 첨가는 계육의 일반성분에 유의 인 향

을 미치지 않았다. 한 Park(2011)의 연구에 의하면 수분,지방,단백질,pH에서

차이가 없었다고 하 고,본 시험 결과와 일치하는 경향을 보 다.Kim 등(2008)

의 연구에 의하면 항생제 첨가 여시 가슴육,허벅지(다리근육),지방의 무게에

차이가 없었다고 하 다.육계 사료 내 쇠비름 짚신나물 첨가에 따른 다리근

육과 가슴근육의 단백질,지방,포화지방 처리간에 뚜렷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아 사료 내 첨가가 계육의 특성을 개선하여 주리라고는 기 하기 어려울 것으

로 단되지만,쇠비름과 짚신나물이 육계 조직과 기 의 상 크기에 미치는

향이 다양하게 나타나는 이유로는 첨가물의 여량, 여기간,닭의 성장단계,

기후변화 등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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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em Control

Purslane Agrimonia

0.5% 1% 0.5% 1%

Crudeprotein,%

legs 21.8±1.1 21.6±0.7 22.3±1.6 21.7±2.2 24.0±0.9

breast 24.2±0.9 24.6±0.6 23.9±0.5 24.4±1.0 24.2±0.5

Crudefat,%

legs 1.6±0.3 1.6±0.4 1.7±0.5 1.5±0.3 1.6±0.5

breast 0.6±0.2 0.6±0.4 0.62±0.2 0.68±0.1 0.5±0.2

SaturatedFat,%

legs 1.2±0.2 1.2±0.3 1.3±0.4 1.1±0.2 1.2±0.4

breast 0.5±0.1 0.5±0.0 0.4±0.2 0.5±0.1 0.4±0.1

Table 5.Effects offeeding diets containing Purslane and Agrimonia

supplementationonchemicalcompositionofmuscleinbroilerchicks1).

(Gender:Female)

1
Purslane0.5%,Purslane1.0%,Agrimonia0.5%,Agrimonia1.0%,controls.

Means±SD(standarddeviation).

a-b
Meanswithdifferentsuperscriptsinthesamerow significantlydiffer(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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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소장과 장의 길이와 무게

쇠비름과 짚신나물 첨가가 시험 육계의 소장 장의 길이에 미치는 향은

Table6에 나타내었다.암컷의 소장 길이는 쇠비름 1% 처리구와 짚신나물 1%

처리구에서 유의 차이(p<0.05)를 보이고 있으며, 장의 길이에서는 조구에

비해 높은 경향을 보이지만 유의 차이는 나지 않았다.수컷의 소장 길이는

조구에 비해 높게 나타났지만 유의 차이는 없었고, 장의 길이는 각 처리구마

다 차이가 있었으며 짚신나물 1% > 쇠비름 0.5% > 짚신나물 0.5% > 쇠비름

1% 처리구가 조구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p<0.05).암컷의 소장 무게는 쇠비름

첨가 여가 조구에 비해 높게 경향을 나타내지만 유의 인 차이는 없었다.

짚신나물의 첨가 여는 조구에 비해 낮은 경향을 나타내지만 유의 차이는

없었고, 장의 무게에서 한 조구보다 첨가 여의 처리구가 높은 경향이었지

만 유의 차이는 없었다.수컷의 소장 무게는 조구에 비해 유의 차이는 없

었다. 장의 무게에서는 조구에 비해 유의 차이를 나타내었고 짚신나물 1%

처리구에서 가장 높은 유의 차이를 보 다(P<0.05).

김 등(2007)의 연구에서 약용식물 추출물의 첨가 여 시 소장 량 길이는

감소하는 결과를 나타냈다고 보고하여,본 연구와는 다른 연구결과를 보고하고

있다.Visek(1978)의 연구에서는 성장 증진제로서 사료 내 항생제의 첨가는 장벽

이 얇아지고 장 길이가 짧아짐으로서 장 무게가 감소한다고 하 다.하지만

Hernandez등(2004)의 연구에서는 항생제와 장 무게 사이에 유의 인 차이가 없

다고 보고하 고,Stutz등(1983)은 사료 내 항생제인 bacitracin을 각각의 11,55

ppm을 첨가하 을 때 소장의 길이와 무게가 어든다고 하 다.

본 시험에서 쇠비름과 짚신나물의 첨가 여로 암컷과 수컷의 장의 길이 무

게는 조군에 비해 높은 경향을 보이지만 유의 인 차이가 나지 않았다.소장의

길이가 늘어날수록 무게가 증가하는 결과는 쇠비름과 짚신나물 첨가 시 장 내 무

게의 증가가 장내 조직의 이상 비 ,궤양에 의한 것이 아닌 병원성 미생물의 장 상

피세포,장 막 부착 억제,장 막 발달을 진하여 장의 발달을 돕는 항생제와

비슷한 정 인 효과가 나타났다고 단되나 추가 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 21 -

Item control

Purslane Agrimonia

0.5% 1% 0.5% 1%

S.intestine/cm

Male 172.4±12.2 178.4±15.2 180.4±13.7 177.5±19.9 182.8±8.0

Female 151.5
ab
±5.1 154.2

ab
±23.2 177.5

a
±12.3 155.7

ab
±6.4 147.8

b
±17.6

L.intestine/cm

Male 7.3±0.4
d

9.3±0.4
b

7.9±0.4
cd

8.5±0.2
bc

11.1±1.1
a

Female 7.4±1.7 7.4±0.4 7.9±0.8 8.2±0.2 8.8±1.4

S.intestine/g

Male 79.3±5.4 84.7±15.1 73.4±26.4 75.7±5.6 80.3±5.7

Female 61.0±3.8 65.3±9.6 69.1±8.3 56.2±3.3 55.2±8.6

L.intestine/g

Male 1.3±0.1
d

2.4±0.1
ab

2.2±0.3
bc

1.9±0.1
c

2.7±0.3
a

Female 1.7±0.5 1.8±0.3 2.0±0.1 1.8±0.2 2.3±0.4

Table6.EffectsoffeedingdietscontainingPurslaneandAgrimoniasupplementationonlengthandweightofsmalland

largeintestineinbroilerchicks1).

1
Purslane0.5%,Purslane1.0%,Agrimonia0.5%,Agrimonia1.0%,controls.

Means±SD(standarddeviation).

a-d
Meanswithdifferentsuperscriptsinthesamerow significantlydiffer(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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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맹장내 암모니아 농도 분석

쇠비름 짚신나물의 사료 내 첨가가 우리맛닭 맹장 내 암모니아 농도에 미

치는 결과를 Table7에 나타내었다.암·수 모두 맹장 내 암모니아 농도는 쇠비름

짚신나물 첨가 여가 조구에 비해 모든 처리구에서 높게 나타냈고,수컷과

암컷 모두 짚신나물 1% 처리구에서 0.81μg/ml로 가장 높은 경향을 보이지만 유

의 인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김 등(2006)의 연구에 의하면 약용식물 추출을 첨가 여 시 맹장 내 미생물

변화에는 효과가 없었다고 보고하여 본 연구 결과와 유사한 결과를 보여주었다.

Lin과 Visek(1991)의 연구에 의하면 암모니아는 장 막 세포표면에 손상을 가해

가축의 성장에 해하는 역할을 한다고 보고하 다.Kawasawa등(1994)의 연구

에 의하면 항생제는 요산을 분해하는 미생물의 수를 감소시켜 암모니아 배출 수

을 낮춘다고 하 으며,Alvares등(1964)에 의하면 가 의 장 내 요소 분해효

소 활성을 감소시킨다고 보고하 다. 한 Kim(2008)의 연구에서 생균제 첨가

를 한 육계 맹장 내 암모니아 농도 변화에서는 0.89~1.00μg/ml으로 본 시험의 모

든 처리구에서 낮은 결과(0.64~0.81μg/ml)를 나타냈다.Kim 과 Yeo(1995)의 보

고에 의하면 요소 분해효소 생성물인 암모니아는 동물에게 유독하다고 보고하

다.

본 시험에서 선행연구보고에 의하면 항생제를 첨가 여하 을 때 암모니아

배출이 감소한다고 하 지만 결과 으로 항생물질이 높은 식물의 쇠비름과 짚신

나물 첨가 여가 첨가하지 않은 처리구 보다 맹장 내 암모니아 농도는 증가하

는 결과를 나타냈다.하지만,아직 확실히 규명되지 않은 결과이기 때문에 추가

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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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em Control

Purslane Agrimonia

0.5% 1% 0.5% 1%

Ammonia,

μg/ml

Male 0.64±0.0 0.66±0.2 0.68±0.1 0.67±0.0 0.81±0.2

Female 0.65±0.1 0.70±0.2 0.70±0.1 0.89±0.1 0.81±0.2

Table7.Effectsoffeeding dietscontaining Purslaneand Agrimonia

supplementationoncecalammoniaconcentrationinbroilerchicks1).

1
Purslane0.5%,Purslane1.0%,Agrimonia0.5%,Agrimonia1.0%,controls.

Means±SD(standarddeviation).

a
Meanswithdifferentsuperscriptsinthesamerow significantlydiffer(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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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액분석

쇠비름 짚신나물의 사료 내 첨가가 우리맛닭 지질 농도에 미치는

향은 Table8에 나타내었다.암컷의 콜 스테롤,GPT,GOT,GLU,ALP농도가

다소 증가되거나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지만 통계 인 유의차는 인정되지 않았다.

수컷의 콜 스테롤 농도 GPT의 짚신나물 처리구가 조구에 비해 높은 경향

을 보이고,쇠비름 처리구가 낮은 경향을 보이지만 유의 차이는 없었다.GOT

에서는 조구가 89.4mg/100ml로 유의하게 감소하 고,처리구 쇠비름 1% 처

리구에서 195.5mg/100ml로 유의하게 증가하 다(P<0.05).GLU에서는 짚신나물

처리구가 조구에 비해 높은 경향을 보이고,쇠비름처리구가 낮은 경향을 보이

지만 유의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ALP 한 조구에 비해 높은 경향을 보이

지만 유의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Kim 등(2009)국내 자생 약용식물 첨가 여시 GOT GPT 수 에 유의한

차이는 없다고 하 다.이(1991)에 의한 정상범 150~200mg/㎗보다는 낮게 나타

났다고 보고하 다.Park과 Yoo(2001)의 연구에 의하면 cholesterol함량은 처리

구간에 차이가 없었다고 하 다.강 등(2010)에 의한 연구에서 cholesterol함량은

82.1mg/㎗의 수 을 보이고,GLU,ALP,TAG,TP AST의 차이는 없었다고

하 다.김 등(2007)의 연구에서는 항생제,항산화 효과를 가지는 약용식물의 추

출물을 첨가 여 시 콜 스테롤, 성지방,BUN,알부민,GOT GPT 등 모

든 항목에서 유의차는 없었다고 보고하여 본 연구결과의 유사한 결과를 보여주

었다.

본 시험에서 선행연구들과 체로 일치하는 결과를 보이지만 GOT의 수 이 유

의하게 높은 결과를 보 다.하지만,닭에 있어 구 액에 한 생화학의 수

치가 과학 으로 명확히 밝 지거나 밝 진 연구가 미흡하며 한,쇠비름과 짚신

나물에 한 연구가 부족한 을 감안할 때 향후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고 사

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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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ems Control
Purslane Agrimonia

0.5% 1% 0.5% 1%
Cholesterol,mg/100ml

Male 137.0±52.3 116.3±28.2 116.3±18.2 141.6±36.1 151.6±49.8

Female 126.0±36.7 101.0±1.7 101.0±1.7 138.6±4.7 118.6±31.4

GPT,mg/100ml

Male 2.6±0.0 2.6±0.0 2.6±0.0 2.9±0.2 3.1±0.9

Female 2.6±0.0 2.6±0.0 2.6±0.0 2.6±0.0 2.6±0.0

GOT,mg/100ml

Male 89.4±32.9b 136.1±29.6ab 195.5±63.3a 159.1±94.3ab 151.8±8.0ab

Female 47.2±0.0 52.2±8.5 47.2±0.0 81.6±42.8 70.6±40.4

GLU,mg/100ml

Male 254.5±2.1 218.3±47.0 250.0±48.5 275.3±56.4 269.0±2.0

Female 220.5±17.6 227.3±10.0 243.6±66.2 246.6±33.2 285.6±52.8

ALP,mg/100ml

Male 426.3±8.9 444.5±42.4 533.4±196.4 430.5±18.1 485.8±113.9

Female 528.1±152.9 474.6±94.5 580.3±139.1 663.6±272.3 767.9±494.0

Table8.EffectsoffeedingdietscontainingPurslaneandAgrimoniasupplementationonconcentrationsofblood

metabolitesinbroilerchicks1).

1
Purslane0.5%,Purslane1.0%,Agrimonia0.5%,Agrimonia1.0%,controls.

Means±SD(standarddeviation).

a-b
Meanswithdifferentsuperscriptsinthesamerow significantlydiffer(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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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요약

본 연구는 쇠비름과 짚신나물의 첨가 여가 육계의 성장,도체특성,장내 암

모니아 농도에 미치는 향을 구명하기 해 수행되었다.5주령 육계 195수를 처

리별 3반복으로 공시하여 2주간의 응 후 100일령까지 사양시험을 실시하 다.

시험사료는 조구,쇠비름 0.5% 첨가구,1%첨가구,짚신나물 0.5% 첨가구,짚신

나물 1% 첨가구로 구분하 다.사료는 오 ,오후로 나 어 2회 여하 다.시

험 종료 후 증체량 도체율을 평가하 고,도계하여 가슴근육,넓 다리 근육,

소장 장, 액을 채취하 다.맹장의 내용물을 채취하여 암모니아 농도를

비교 분석을 하 다.

모든 체 에서는 처리구별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사료섭

취량과 사료요구율 한 통계 인 유의차는 나타나지 않았다.암·수 증체량에서

수컷의 경우 35-56일령에서는 쇠비름 1%첨가 여구에서 617.5g으로 높은 경향

을 나타냈고,56-77일령에서 짚신나물 0.5%첨가 여구에서 높은 경향를 나타냈

으며 77-100일령에서는 쇠비름 0.5%첨가 여구에서 높은 경향을 나타냈다

(P<0.05).암컷의 경우 35-56일령에서 쇠비름 1%첨가 여구에서 550.2g으로 높

은 경향을를 나타냈고,56-77일령에서는 쇠비름 1%첨가 여구에서 다른 처리구

에 비해 가장 낮은 증체율을 나타냈으며,77-100일령에서는 조구에 비해 감소

하는 경향을 나타내지만 통계 인 유의차는 나타나지 않았다.도체율 도체

의 암·수 모두 조구에 비해 높은 경향을 보이지만 통계 인 유의차는 보이지

않았다.

넓 다리 근육과 가슴근육의 조단백질,조지방,포화지방을 분석하 지만 암·수

모두 통계 으로 처리별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소장 장 길이와

무게의 결과에서 암컷의 소장과 장의 길이 무게에서는 소장의 길이에서

조구보다 쇠비름 1%처리구에서 증가한 결과를 나타냈다(p<0.05).수컷의 장의

길이에서는 짚신나물 1% 첨가 여구에서 조구에 비해 높은 유의 인 차이를

나타냈다(p<0.05). 장의 무게에서는 모든 처리구에서 조구에 비해 유의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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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를 나타냈고,그 짚신나물 1% 첨가 여구에서 조구에 비해 높은 유의

인 차이를 나타냈다(p<0.05).

맹장 내 암모니아 발생량의 결과는 암·수 모두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는 나타

나지 않았다. 액분석 결과는 암컷에서는 콜 스테롤,GPT,GOT,GLU,ALP를

분석하 지만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수컷의 경우에서는 콜

스테롤,GPT,GLU,ALP에서는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지만,GOT에서

는 쇠비름 1% 첨가 여구에서 조구에 비해 유의하게 높은 결과를 나타냈다

(p<0.05).

본 시험 결과,결론 으로 쇠비름과 짚신나물을 육계에 첨가 여하여 항생제

와 비교하여 정성을 평가한 시험에서 식물간의 차이 여 시 체 도체율,

여수 과 환경 요인 등의 원인에 의해서 성장성 육계 도체율과 맹장

내 암모니아 농도에는 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된다.소장과 장의 길이

무게에서 한 유의하게 증가시켰으며, GOT 농도를 쇠비름은 증가시켰

고,짚신나물은 유의하게 감소시키는 결과를 나타내었다.따라서 쇠비름과 짚신

나물을 첨가 여는 소장 장의 장 기 의 발달에 한 유익한 효과를 가져

올 것으로 단되나 GOT 농도가 조구에 비해 높은 수치를 나타내어 추

가 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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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effectsoffeedingdietscontainingPurslane(PortulacaoleraceaL.)

andAgrimonia(AgrimoniapilosaLedeb)ongrowth,carcass

characteristicsandcecalammoniaconcentrationinbroilerchicks.

DaeSooKim

DepartmentofBiotechnology

GraduateSchool

JejuNationalUniversity,Jeju,Korea

This study was conducted to determine the effects offeeding diets

containingPurslane(PortulacaoleraceaL.)andAgrimonia(Agrimoniapilosa

L.)ongrowth,carcasscharacteristics,bloodmetaboliteandcecalammonia

concentrationsincrossbredkoreannativechicks.Experimentalchickswere

divided into five groups, control, 0.5% Purslane, 1% Purslane, 0.5%

Agrimonia,and1% Agrimon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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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eedintakeandfeedconversionratio,therewasnosignificantdifference

between treatments.Although therewasno significantdifferencebetween

treatmentsin dressing percentand carcassweight,both maleand female

whichhadreceivedPurslaneandAgrimoniawasincreasedincomparisonto

controlchicks.Inbodyweightgainofmale,chicksinPurslane1% group

werehigherthanothertreatmentson35-56daysandAgrimonia0.5% group

wasincreasedon56-77days.On77-100days,theresultofPurslane0.5%

groupwassignificantlyincreased(P<0.05).TheresultofPurslane1% group

on 35-56dayswashigherasbody weightgain ofmaleduring thesame

periodwhilethatgroupwasdecreasedcomparedwithothertreatmentson

56-77days.AlthoughPurslane1% groupalsotendedtodecreaseon77-100

days,therewasnosignificant.

Wehaveanalyzedcrudeprotein,crudefat,saturatedfatoflegsandbreast

butthesedidnotdiffersignificantlyinallgroups.Theresultsoflengthand

weightofsmallintestineandlargeintestineinfemalechickswereincreased

in Purslane 1% ifcompared with control.However,both Purslane and

Agrimonia group statistically increased length oflarge intestine in male

compared to controlchicks (p<0.05).Alltreatments which had received

Purslane and Agrimonia were significantly higher than control(p<0.05),

whereastherewerenosignificantdifferencesinlengthandweightofsmall

intestine.

The resultofcecalammonia concentration reflectthatthere was no

significantdifferencebetweentreatments.Inbloodmetabolites(GPT,GOT,

GLU,ALP)offemaletherewerenosignificantdifferences,whereasGOT

wassignificantlyincreasedinfemalechickswhichhadreceivedPurslane1%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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