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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omatic cell counts (SCCs) of goat milk can vary widely depending on the counting methods used and non-pathogenic 

factors; the goat milk industry can be threatened by establishment of a legal standard based on the findings in cow milk. 

In Korea, SCCs have been excluded from the items that are analyzed under the “Livestock Products Processing and 

Composition Standards” in accordance with a recent NVRQS Notice amendment. From April to October, SCCs of 150 goat 

milk samples from 2 farms were analyzed using a Somascope calibrated with standard goat milk samples. Average SCCs 

of the samples was 598,000/mL, and significant differences were not found between farms and between breeds. SCCs 

increased from 3 to 8 months after deliv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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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조 4항에서 “원유”라 함은 매

는 매를 한 처리․가공을 목 으로 하는 착유상태의 우

유와 양유를 말하고, 제4조 2항의 규정에 의거 “원유의 생

등 기 ”이 고시되어 있다(국립수의과학검역원, 2002). 산

양유의 체세포수는 이를 용하기 어려우므로 산양유 체세

포 기 설정이 주장된 바 있으나(Shin 등, 2008), 최근 “축

산물의가공기 성분규격”이개정(국립수의과학검역원, 2010)

되면서 원유의 검사 기 에서 양유는 체세포수가 제외되었

다. 따라서, 우리나라 산양유 생산자는 식품 생당국의

에서 체세포 문제는 벗어난 것으로 생각되나, 외국에서도

산양유 산업의 생존이 당할 수 있는 법 기 의 용

우려 때문에(Kapture, 1985; 1991) 산양유의 과학 체세포

품질 기 개발의 필요성을 많은 연구자들이 주장한 바 있

다(Hinckley, 1990; de Cremoux, 1998; Baudry & Mercier, 1998; 

Toussaint, 1998). 소의 유즙 분비와 달리(merocrine) 산양 유

즙 분비(apocrine)에서는 많은 세포질 입자가 존재하기 때문

에 정상 우유의 지표로 인정되는 SCC(체세포수)가 산양유에

서는 하지 못하며(Maisi, 1990; Atherton, 1992), 부분의

실험실에서 일반 인 것처럼 우유로 보정한 Fossomatic으로

산양유의 체세포 측정시 24% 정도 높게 평가된다(Haenlein, 

2002). 신 등(2008)은 국내 12개 산양 농가 시료의 체세포수

분석 결과(Somacount 500), 체세포수 평균은 1,559×10
3
이라

고 보고한 바 있다. 한, 이 등(2010)은 8개 목장의 48 시료

를 분석한 결과, pyronin Y-methyl green stain 측정시 체평

균이 7.3×10
5
cells/mL인 반면 ADAM-SCC와 Somacaount 500

으로 측정시 각각 4.9×10
5
과 11.6×10

5
cells/mL로 과소 는

과 평가됨을 보고한 바 있다. 본 고에서는 산양유 체세포

련 비병원성 요인과 체세포수와 생산성의 계를 고찰하

고산양유표 시료로보정한체세포분석장비(Somascope)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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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한 국내 산양유의 체세포수를 보고하고자 한다. 

본 론

1. 산양유 체세포 련 비병원성 요인

1) 비유기

유방염에 걸리지 않은 Spanish Verata 100마리 유산양에

한 연구에서, 비유 기 평균 920,000(n=25)이었던 체세포

수가 580,000으로 감소하 고, 210일에는 1,810,000으로 증

가하 다(Rota et al., 1993b). 비록 비유 말기 값은 훨씬 높았

으나 유사한 결과가 많은 다른 연구자들에 의해 보고되었으

며(Dulin et al., 1983; Maisi, 1990; Kalogridou-Vassiliadou et 

al., 1992; Droke et al., 1993; Rota et al., 1993a; Wilson et al., 

1995; Zeng & Escobar, 1995; 1996; Galina et al., 1996; Zeng 

et al., 1997), 비유말기에는 체세포수가 2,000,000 이상이어

Fig. 1. SCCs (1000 mL−.1) in relationship to stage of lactation 

(days in milk) in milk from individual US dairy goats (n=2276～

3978) on DHIA from February 1992 to January 1994 (Haenlein & 

Hinckley, 1995)

Fig. 2. SCCs above 1,130,000/mL in percentage of all goats 

sampled monthly on DHIA in relationship to stage of lactation 

(Haenlein & Hinckley, 1995).

도 유방 감염으로 생각되기 어렵다. 비유기에 따른 체세포

의 회귀식이 계산되었고(Rota et al., 1993b), 이는 생공무

원에 의한 법 허용치 산양 개체 리 목 으로 목장

탱크내 산양유 평가에 매우 유용하다. 미국 유산양 공식 기

록 로그램(DHIA)의 많은 개체(n=2276～3978) 자료에서도

체세포의 계 성이(Haenlein & Hinckley, 1995) 나타나며, 비

유 말기에 법 한계를 넘는 비율이 증가하 다(Fig. 1, 2). 

2) 발정

착유우에 에스트로겐 주입시 유량 변화에 계없이 발정

기동안 체세포 증가가 찰되었다(Haenlein & Krauss, 1974). 

이는 산양유에서도 경험 으로 확인되고 있으나(Wilson et 

al., 1995), 연구는많이되어있지않다(Rubino, 1996). Aleandri 

et al.(1994)은 무리에 숫 산양을 도입하여 발정이 시작된 자

아넨 무리에서 체세포가 233,000 높아졌다고 보고하 다. 

3) 착유단계

Delaware 학(Haenlein, 1999) 연구에 따르면 손 착유나

기계 착유에 계없이 착유 후반기에 체세포수가 유의 으

로 높았다. 유지방 조성도 유의 으로 차이나 나타난 반면

단백질 함량은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4) 산차

산양유의 평균 체세포수는 산차에 유의 으로 향 받는

다(Maisi, 1990; Wilson et al., 1995; Contreras et al., 1999). 1산

차에 52%인다형핵호 구(polymorphonuclear neutrophilic leuk-

ocytes, PMN)가 4산차에 69%로 증가한 반면 macrophage는

20%에서 14%로, lymphocytes는 12%에서 5%로 감소하 다

(Rota et al., 1993a). Spanish Verata 산양 100마리평균체세포

수는 1산차에 1,270,000에서 4산차에 2,020,000으로증가하

Fig. 3. SCCs in milk of the same 11 Alpine goats in late lactation 

before, middle and after portable bucket machine milking for 6 

days(Haenlein, 1999, unpublish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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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Rota et al., 1993b), 미국의 138마리 유산양은 1산차에

942,000에서 2산차에 1,552,000, 3산차 이상에서 2,247,000으

로 증가하 다.

5) 스트 스

Acidosis와 높은 곡물 사양 같은 양 스트 스가 체세

포를 증가시키며(Lerondelle et al., 1992), 백신도 체세포를

증가시킨다. 

2. 체세포수와 생산성의 계

비유 단계의 진행 유방염 감염에 의한 결과의 혼동으

로 체세포수의 증가로 인한 산양유 생산량 감소를 보고한

논문은 거의 없다(Zeng & Escobar, 1995; Zeng et al., 1997).

비록 연질 chevre type 치즈 제조시 체세포수 250,0000 이

하에서 수율 7.7 kg 우유/kg 치즈이고, 1,000,000 이상에서

7.2 kg 우유/kg 치즈의 수율을 얻었으나 체세포와 수율 사이

의 유의 계는 찰되지 않았다(r=－0.25)(Galina et al., 

1996). CMT 수와 치즈 수율 사이에 유의 인 음의 상

계(r=－0.32)가 찰되었다.

미국에서유우의유방염으로인한생산성손실은 20억 US$ 

(Harmon, 1994)에달하고, 이러한손실은체세포수와 200,000

에서 0%, 500,000에서 6%, 1,000,000에서 18%, 그리고 1,500,000

에서 29%에 달한다고 보고되었다(DHIA). 유산양에서 유사

하게 분석한 결과, 비유단계 계 번식으로 인한 혼동때

문에 생산성 손실과의 계는 결정되지 않았다(Haenlein & 

Hinckley, 1995). 확실히, 임상형 임상형 유방염의 각

단계에서 진정한 산양유 체세포수와 생산성 수 과의 상

계에 한 연구가 필요하다.

3. 국내산 산양유의 체세포수

4월부터 10월까지 경기도 양주 충북 동 목장에서 수

집한 150개 산양 개체유 시료의 체세포수는 평균 598,000± 

71,800이었으며, 목장간 유의 차이는 찰되지 않았다(Fig. 

4). 이는 신 등(2008)이 보고한 1,559,000에 비해 단히 낮

은수치이나, 분석장비의보정, 착유계 비유기에의해

Fig. 4. Average SCCs of 150 goat milk samples from two farms.

Fig. 5. SCCs of 150 goat milk samples according to month.

Fig. 6. SCCs of 110 goat milk samples from MGEN farm.

Fig. 7. SCCs of 150 goat milk samples according to breed(Alpine= 

8, Togenberg=19, Saanen=123).

향을 받은 것으로 생각된다. 본 실험에서는 Combiscope FTIR 

(Delta Instrument)을 산양유 ELS sample로 보정하 으며, 겨

울철 시료가 없기 때문에 낮게 나타난 것으로 생각된다.

월별 체세포 분석 결과를 보면 6월과 8월에 낮게 나타났

지만 4월에 558,000±106,000에서 7월에 695,000±212,000, 9

월에 848,000±308,000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Fig. 

5). 그런데, 개체 리를 한 엠젠목장 110개 시료에 해 출

산 후 4개월부터 8개월까지 분석한 결과는 307,000±64,000

에서 926,000±199,000까지 지속 으로 증가하는 결과를 나

타내었다(Fig. 6). 이는 Fig. 1과 일치하는 결과이나, 수치는

다소 낮은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산양유 시료의 체세포 분석 결과를 알 인(N=8), 

토겐버그(N=19), 자아넨(N=123)의 종에 따라 분류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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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Fig. 7과 같다. 토겐버그가 222,000±41,000으로 가장 낮

은 수치를 나타내었으며, 알 인이 463,000±155,000, 자아넨

이 665,000±86,000으로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내었다.

결 론

산양유의 체세포수는 측정방법 비병원성 요인에 따라

크게 차이가 날 수 있으며, 우유에서 밝 진 사실을 근거로

법 기 제정시 유산양 산업의 존립을 받을 수 있다. 

국내의 경우, 최근 축산물의가공기 성분규격이 개정되

어 원유의 검사기 에서 산양의 체세포 검사제외를 명확히

하 다. 이는 세한 국내 유산양 농가를 해 바람직하다

고 생각된다. 년 4월부터 10월까지 두 개 목장에서 수집

한 150개 개체유를 표 시료로 보정한 체세포 분석장비로

분석한 결과, 체세포수는 평균 598,000이었으며 농장간, 유

산양 품종간 차이는 찰되지 않았다. 4월부터 10월까지 착

유 월에 따라 체세포수는 증가하는 경향이었으며, 분만일이

기록된 개체의 110개 시료를 비유일수에 따라 분석한 결과, 

분만 120일부터 240일까지 30만에서 90만으로 직선 증가

를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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