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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total of fourteen, 1-wk-old male Holstein calves were allotted into two groups consisted of control (CON) and IGY which 
was orally administrated with immunoglobulin yolk (IgY) for 1wk. Calves in both groups were provided with milk replacer 
according to feeding program and had ad libitum access to timothy hay for the entire experimental period (7wks). At 0, 7 and 49 
day of experiment, blood samples were collected from the jugular vein of calves to investigate blood biochemical profiles and the 
differential count (%) of white blood cell (WBC). We also monitored growth performance and colony forming unit (CFU) of fecal 
microbial population in calves. The adminstration of IgY in calves did not affect body weight and weight gain during 49 days 
feeding trial compared with control group. The CFU of E. coli and Lactobacilli in the feces of calves were not significantly 
affected by IgY treatment, whereas the score of the calf scours during day 43 to 49 in IgY group showed a significant (P<0.05) 
solid type. There were no differences in plasma biochemical components including total protein, albumin, immunoglobulin and the 
other indicators. As for WBC differential count (%), there was no statistical difference in the percentages of neutrophil, 
lymphocyte, monocyte, eosinophil and basophil at 0, 7 and 49 days after the oral supplementation of IgY. In conclusion, the oral 
supplementation of IgY as an immunostimulant did not affect growth performance, fecal microbial population, blood biochemical 
profile and WBC differential count in Holstein calv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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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한육우 사양에서 어린 송아지의 성공적인 육성은 출하
체중 증가 및 건강하고 안전한 고급육 생산에 미치는 효
과는 매우 크다. 특히 모축의 산유량과 이유체중, 생시체
중과 이유체중, 이유체중과 출하체중 등은 상관관계가 매
우 높아 출하체중을 높이기 위해서는 송아지의 포유 사양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정 등, 2005). 포유기의 사양관
리 실패는 면역저하와 질병발생으로 송아지 이유체중 및 
출하체중이 감소되어 우리나라와 같은 집약적인 사양관리
에서는 경영효율이 저하된다. 또한 오랜 기간 동안 포유
시 모축과 지속적인 접촉으로 신생 송아지의 경우 설사와 
같은 질병으로 폐사율이 증가되어 다두사육 농가에서 많

은 피해가 발생된다 (김 등, 1990). 따라서 육우에서 조기 
이유 후 인공포유를 실시하면 송아지의 전염병 발생률이 
저하되어 폐사율이 감소하고 송아지 성장발육이 균일화되
어 경영효율이 극대화된다 (정 등, 2005). 송아지 설사는 
경구를 통한 병원균 및 오염물질, 수송스트레스, 과민성 
대장 등과 같은 직․간접적인 요인으로 발병시 영양소와 
수분은 위장관에서 충분히 흡수되지 않고 면역력을 저하
시켜 질병을 초래하므로 사육농가에서는 축산경영에 큰 
타격을 받는다 (백, 1990). 

송아지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한 송아지를 육성하기 위
해 면역글로블린 (IgG)이 함유된 초유를 생후 24시간 이내 
급여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임이 널리 알려져 있다. 따
라서 2~5일령 송아지 혈액내 적어도 10 mg/ml 이상의 Ig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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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준을 유지하여만 면역력을 가지므로 초유 급여는 중요
한 질병예방 방법이다 (Arthington 등, 2000). 그러나 일정
기간이 경과하면 (11~28일령) 초유로부터 이행된 혈중 IgG 
농도가 감소하여 면역력이 저하되어 질병 발생률이 가장 
많이 나타나므로 초유의 효력이 감소하고 장내 세균총의 
발달과 면역글로불린 수준이 떨어진 이 기간의 송아지의 
질병관리가 매우 중요하다 (內藤善久 등, 1993). 따라서 어
린 송아지의 수동면역을 인위적으로 유지 및 증강을 위해 
냉동 보관된 초유, 주사용 IgG 용액, 건조 초유, 난황항체
(IgY) 등이 다양하게 개발되어 사용되고 있다. IgY는 수동
면역의 효과를 상승시킬 목적으로 설사유발 대장균이나 
바이러스에 대한 특이항체 (IgY)로서 송아지의 소화기장관
내에서 병원균에 직접적으로 중화반응에 관여하고 일부는 
흡수되어 면역을 증강시킨다 (Girard 등, 2006). IgY가 송아
지 설사예방과 치료를 위해 사용될 수 있는지 조사하기 
위하여 Osame 등 (1991)은 초유에 함유된 IgY 분말을 로
타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심한 설사를 하는 Holstein 송아
지에게 급여한 결과 치료효과를 관찰할 수는 없었지만 분
만 후 즉시 급여 시에 송아지의 설사를 예방효과가 있다
고 보고하였다. 그러나 Erthard 등 (1997)은 송아지에서 생
후 25~48시간 이후 위장관 소화효소의 발달로 경구 투여
한 혈장 면역글로블린은 혈액내로 충분히 흡수되지 않았
다고 하였다. 이와 같이 송아지에서 IgY 등과 같은 면역
활성제는 투여시기, 투여량, 종류, 스트레스정도 등에 따
라 반응이 다양하므로 현장에서 많은 연구가 필요한 실정
이다.

따라서 본 시험은 농장에서 조기이유에 따른 송아지 질
병예방을 위해 면역활성제 투여와 사양관리 방법의 개선 
등을 통해 가장 바람직한 방법을 모색하기 위하여 초유급
여를 마친 갓 태어난 홀스타인 숫 송아지에게 난황항체
(IgY)를 포유기 1주일 동안 투여하여 성장, 혈액 생화학성
분 및 면역학적 지표 등을 조사하였다. 

Ⅱ. 재료 및 방법

1. 공시동물 및 시험설계

본 시험은 3일 동안 초유를 급여한 생후 1주령 Holstein 
수컷 14두 (평균체중, 47.9±1.57 kg) 송아지를 공시동물로 
사용하였다. 사양시험은 대용유를 급여하는 포유중인 송
아지를 대조구 (Con)와 대조구와 동일한 포유조건하에서 
난황항체를 투여한 IgY구 (immunoglobulin Y) 등 모두 2개
구로 나누어 완전임의 배치하여 총 49일 동안 실시하였다. 
본 시험에 사용한 IgY는 닭에 소 로타․코로나 바이러스, 
대장균 및 살모렐라를 투여하여 생산한 난항항체로서 국
내에서 개발된 제품이다. 본 제품은 업체에서 제공한 자

료에 의하면 로타바이러스, 코로나바이러스, 대장균 및 살
모렐라에 대한 역가는 모두 640 이상을 나타내었으며, 영
양학적 성분으로는 IgY를 함유한 난황 15%, 초유 1% 및 
미량의 올리고당으로 구성되어 있다. 송아지에게 투여한 
양은 정량 (10 g)을 1일 1회 간격으로 시험개시 후 7일 동
안 경구 급여하였다.

2. 사양관리

송아지 방 (W120 cm × L245 cm × H130 cm) 및 운동장
(120 cm × 140 cm) 등과 같은 포육시설을 수세 후 소석회를 
사용하여 소독하고 건조하여 20 cm 정도로 깔짚을 깔아 
송아지가 편안하게 휴식할 수 있게 준비하였다. 구입 송
아지의 외부 감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우체를 소독하고 수
송 스트레스로 인한 면역 및 소화 흡수 기능이 떨어질 수 
있음을 감안하여 도착한 후 물과 티머시 건초만을 주어 1
일 정도 적응기간을 두었다. 사료적응 기간 중에는 조사
료를 급여하고 인공유 사료 (프로비, 미국)는 대용유와 함
께 Table 1에 제시한 급여프로그램에 따라 정량 급여하였
다. 인공유는 2일째부터 100 g을 기준으로 급여하고 사료
조에 침과 같은 물기가 있으면 깨끗이 제거한 후 송아지
가 먹다 남긴 사료도 제거하여 위생에 특별히 주의하였다. 
대용유 급여시간은 하루 2회로 (오전 8:00, 오후 5:00) 일
정하게 급여하고 대용유를 급여하는 시점에서 송아지 체
온보다 조금 높은 40~41℃가 되도록 더운물을 사용하여 
온도를 조절하였다. 포유 후 바로 음수를 급여하면 대용
유로 착각하여 다량 섭취하여 설사를 유발하기 쉬우므로 
음수는 인공유의 급여 증가에 따라 음수량을 증가시켜 주
고 대용유 급여 후 30분 후에 급여하였다. 조사료는 티머
시 건초로서 약 10 cm 정도 절단하여 섭취량을 관찰하면
서 일정량 매일 자유 채식시켰으며 점차적으로 양을 증가
시켜 반추위 발달을 촉진시켰다. 물과 미네랄 블록은 시
험기간 자유 채식시키고 하루에 1회 이상 솔로서 몸체를 
마사지하였다. 체중은 도입 후, 사양 시험 개시 직후 및 
매주 일정한 시각에 정기적으로 시험 종료시 (49일령)까지 
측정하였다.

3. 분석항목 및 방법

(1) 시료 채취

사양시험 개시 직전 (투여 전, 0일), 1주일 동안 IgY 투
여 후 (7일) 및 시험종료시 (49일) 등 모두 3차례 송아지의 
경정맥을 통하여 각 시험 군당 7두씩 모두 14두에서 채혈
을 실시하였다. 채혈 후 15 ml씩 채취한 후 sodium heparin
이 함유된 진공 시험관에 넣어 4℃ 냉장고 보관한 후 백
혈구 감별계수를 분석하였다. 혈액 생화학 성분 및 IgG 



Jung et al. ; Effect of IGY on Holstein Calves

－   －323

Table 1. Feeding program of milk replacer and calf starter in Holstein calves

Item Milk replacer Milk replacer in 
water

Number of 
feedings/day Calf starter Timothy hay

d 01)  120g 2.0L 1

ad libitum

 d 2      240g 4.0L 2  100g
d 3 to 7 300g 4.0L 2  150g
d 8 to14      400g 4.0L 2  350g

d 15 to 21     500g 4.0L 2  650g
d 22 to 27     500g 4.0L 2  800g
d 28 to 35     500g 4.0L 2 1,000g
d 35 to 42     500g 3.0L 2 1,200g
d 43 to 49     500g 2.0L 2 1,400g

1) All days are calculated after starting experiment. 

분석을 위한 혈청은 전혈을 3,000 rpm에서 20분간 원심 분
리하여 －70℃에 냉동 보관한 후 시험분석에 이용하였다. 
분변내 대장균 및 유산균 총균수를 조사하기 위하여 시험
개시 후 7일째 각 군에서 모두 14두의 분변을 채취하여 
분석시까지 －70℃에 보관하였다. 

(2) 분석 방법

1) 혈액학적 검사
  혈액내 AST (aspartate aminotransferase), ALT (alanine amino- 
transferase), total protein, creatinine, BUN (blood urea 
nitrogen), glucose 분석은 자동 혈액분석기 (Hitachi 747, 
Japan)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백혈구 differential count는 
자동 혈구분석기 (Hemavet 500, Dasct.)를 이용하여 실시하
였다. 분석내용은 백혈구수 (WBC), 호중구 (Neutrophil), 림
프구 (Lymphocyte), 단핵구 (Monocyte), 호염기구 (Eosinophil), 
호산성구(Basophil) 등의 상대적 비율(%)을 측정하였다. 

2) 분의 상태관찰 및 미생물 총균수(CFU) 조사
분의 상태는 시험기간 동안 매일 오전 8시부터 오후 6

시까지 2시간 간격으로 1일 총 6회 분과 항문의 상태를 
관찰하여 기록하였다. 평가점수는 육안으로 보아 정상 상
태 (1), 약간 무른 정도 (2), 적절한 액상상태 (3), 매우 액상
(4)으로 구분하여 성적을 기록하였다. 미생물 균총 조사는 
시험개시 후 1주일째 분변을 채취하여 조사하였는바, 시
험 방법은 채취한 분변을 H2O로서 10배씩 연속적으로 희
석 (ten-fold serial dilution method)하여 분변 1g중에 함유된 
균총의 수를 colony forming unit (CFU)로서 측정하였다. 선
택한 배지 및 배양조건으로서 대장균 (E. coli)은 Mac- 
Conkey agar (Difco, USA)를 사용하여 호기성 배양기에서 
37℃에서 24시간 배양한 후 형성되는 군락수를 계산하였
다. 유산균 (Lactobacilli) 총균수는 MRS agar (Difco, USA)
를 이용하여 같은 저장조건하에서 48시간 배양한 후 CFU
를 계산하여 log10으로 전환하였다.

3) 혈액 IgG 분석

혈액 면역글로블린 (IgG) 분석은 KOMA Biotechnology
(Seoul, Korea)에서 개발된 ELISA 면역항체 분석법을 이용
하였다. 1차 항체로서 sheep anti-bovine albumin, 2차 항체
는 sheep anti-bovine albumin HRP conjugate를 사용하였다. 
분석방법으로, 먼저 면역항체 코팅 96-well plate에 PBS 
buffer를 넣어 세척한 후 300 ul 세척용액으로 3회 각 well
에 넣어 세척하였다. 100 ul 표준용액 또는 혈액샘플을 각 
well에 2반복으로 넣고 실온에서 2시간 저장한다. 이어서 
4회 정도 세척액으로 세척하고 액체를 완전히 제거한 뒤 
100 ul의 희석된 항체를 각 well에 넣고 실온에서 2시간 
저장하였다. 다시 앞의 방법처럼 4회 정도 세척하고 100
ul pink-one TMB 발색제를 각 well에 넣었다. 발색반응의 
안정화를 위해 15분간 저장한 후 100 ul 발색반응중지 용
액을 첨가하여 ELISA (450 nm)로서 OD값을 측정하였다. 

3. 통계처리

면역항체 IgY 투여에 따른 체중, 증체, 각종 혈액 생화
학성분, IgG, 백혈구감별계수 (%), 분변내 미생물 CFU값 
등의 모든 결과는 SAS program (SAS, 1996)을 이용한 t-test 
방법에 따라 95% 수준에서 유의성 검정을 실시하였다. 

Ⅲ. 결    과

1. 송아지에서 IgY 급여에 따른 사양성적

  대용유를 포유중인 Holstein 송아지에서 사양시험 개시 
직전 (0일), 1주일 동안 IgY 투여 후 (7일) 및 시험종료 (49
일)에 측정한 체중은 Table 3에서 나타낸 바와 같다. 시험 
결과를 살펴보면, 시험개시 체중 (47.6 ± 1.59 kg 대 48.1 ±
1.55 kg), 1주일 동안 IgY 투여 후 체중 (48.7 ± 1.84 kg 대 
48.8 ± 1.26 kg) 및 시험종료에 측정한 체중 (74.6 ± 3.13 kg 
대 73.1 ± 1.42 kg)은 대조구 (Con) 및 시험구 (IgY) 구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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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Chemical composition of diets used for the experiment

Composition
Diets 

Milk replacer1) Calf starter Timothy hay
  ───── %,  as fed basis ────

  Crude protein 22.0 17.5  8.6
  Crude fat 17.5  2.9  1.9
  Crude fiber  0.2  9.9 32.0
  Crude ash  8.5  5.1  7.4
  NFE － 24.2 39.6
  Ca   0.67   0.62   0.26
  P  0.7   0.41   0.24
1) Contained 1.6% lysine, 50,000 IU/kg vitamin A, 4,000 IU/kg, vitamin D3/kg and 100 IU vitamin E. 

Table 3. Effect of oral administration of IgY on growth performance in Holstein calves

 Item Con IgY P value
 BW at d 01) 47.6 ± 1.59 48.1 ± 1.55 0.82
 BW at d 7 48.7 ± 1.84 48.8 ± 1.26 0.98
 BW at d 49 74.6 ± 3.13 73.1 ± 1.42 0.69
 Gain for d 1 to 7 1.2 ± 0.80 0.7 ± 0.57 0.65
 Gain for d 8 to 49 25.8 ± 2.31 24.3 ± 1.19 0.58
 Total gain d 1 to 49 27.0 ± 2.24 25.0 ± 1.55 0.49
 ADG for d 1 to 7 0.17 ± 0.11 0.10 ± 0.08 0.67
 ADG for d 8 to 49 0.61 ± 0.06 0.58 ± 0.03 0.59
 ADG for d 1 to 49 0.55 ± 0.05 0.51 ± 0.03 0.48
Mean ± SE(n=7).
1) Days (d 0, 7 and 49) are calculated after starting experiment. 

Table 4. Effect of oral administration of IgY on scours 
score in the feces of Holstein calves1)

Item Con IgY P values
d 1 to 72) 1.96 ±0.20 1.98 ±0.21 0.95
d 8 to 14 1.86 ±0.19 1.80 ±0.14 0.80
d 15 to 21 1.71 ±0.19 1.86 ±0.29 0.69
d 22 to 28 1.47 ±0.07 1.57 ±0.15 0.56
d 29 to 35 1.76 ±0.14 1.69 ±0.19 0.80
d 36 to 42 1.53 ±0.16 1.29 ±0.14 0.27
d 43 to 49 1.71 ±0.08 1.39 ±0.09* 0.01
Mean ± SE (n=7).
1) 1: soild(normal fecal), 2: slightly lower solid, 3: moderately 

liquid, 4: severely liquid.
* indicates significantly different between two groups at P<0.05.
2) All days are calculated after starting experiment. 

유의적 차이 없이 (P>0.05) 모두 비슷한 결과를 나타냈다. 
또한 증체율에서도 시험개시 7일 후 및 49일에 나타난 결
과 역시 두 군에서 모두 비슷한 수준을 보여 본 시험에서 
포유 송아지에게 IgY 투여는 송아지의 체중 및 증체에 유
의적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특히 시
험 개시 후 1주일 동안은 도입 송아지가 극심한 스트레스
를 받는 시기로서 대조구와 시험구 모두 증체율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2. 송아지 분변 상태 및 미생물 균총 변화

송아지의 분변상태를 매일 관찰하여 그 성적을 일주일 
간격으로 계산한 결과는 Table 4에서 나타낸 바와 같다. 
본 시험 결과에서 1주에서 6주까지 송아지의 분변 상태는 
IgY 투여에 따른 특이적 차이를 관찰할 수 없었으나, 마
지막 7주째에서 대조구에 비해 IgY 투여구에서 분변 상태
가 유의하게 (P<0.05) 고형 상태로서 배설되는 것으로 나
타났다.   

분변에 존재하는 대장균 (E. coli) 및 유산균 (lactobacili)

의 총균수 (CFU)를 조사한 결과는 Table 5에서 나타낸 바
와 같다. 포유 송아지에게 IgY를 투여한 (IgY 구) 결과, 대
조구와 비교시 분변내 대장균 및 유산균 총수에서는 유의
적인 변화 없이 모두 비슷한 결과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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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Effect of oral administration of IgY on the 
CFU (colony forming units) of E. coli and 
lactobacili in the feces of Holstein calves

Item Con IgY P value

CFU(log/g)

E. coli 5.27 ± 0.42 5.32 ± 0.45 0.93

Lactobacilli 6.81 ± 0.36 6.90 ± 0.48 0.89

Mean ± SE (n=7).

Table 6. Effect of oral administration of IgY on the blood biochemical profiles and the level of immuno- 
globulin(IgG) in Holstein calves 

Item Con IgY P value
d 01) AST* (IU/㎕) 59.7 ± 9.07 53.7 ± 1.92 0.53

ALT** (IU/㎕) 11.7 ± 3.00 11.6 ± 1.67 0.97
BUN*** (mg/㎗) 9.84 ± 1.88 12.40 ± 1.20 0.27
Total protein (g/㎗) 6.53 ± 0.37 5.94 ± 0.22 0.20
Albumin (g/㎗) 2.73 ± 0.21 2.57 ± 0.13 0.54
Glucose (mg/dl) 112.0 ±± 8.92 100.0 ± 8.43 0.36
Creatinine (mg/㎗) 1.21 ± 0.08 1.31 ± 0.09 0.45

 IgG(mg/ml) 11.16 ± 0.13 11.71 ± 0.18 0.30
d 7 AST* (IU/㎕) 64.4 ± 7.82 71.9 ± 5.56 0.45

ALT** (IU/㎕) 12.0 ± 2.41 13.9 ± 1.92 0.56
BUN*** (mg/㎗) 9.31 ± 0.69 11.00 ± 1.22 0.24
Total protein (g/㎗) 5.94 ± 0.32 5.36 ± 0.19 0.14
Albumin (g/㎗) 2.53 ± 0.10 2.37 ± 0.11 0.30
Glucose (mg/dl) 97.1 ± 10.39 86.1 ± 10.58 0.47
Creatinine (mg/㎗) 1.37 ± 0.09 1.39 ± 0.09 0.91
IgG(mg/ml) 8.85 ± 0.36 8.64 ± 0.39 0.69

d 49 AST* (K/㎕) 73.7 ± 7.43 72.9 ± 8.79 0.94
ALT** (IU/㎕) 19.1 ± 2.72 19.7 ± 2.51 0.88
BUN*** (mg/㎗) 9.13 ± 1.06 9.50 ± 1.07 0.81
Total protein (g/㎗) 6.19 ± 0.47 5.97 ± 0.42 0.74
Albumin (g/㎗) 3.03 ± 0.21 3.10 ± 0.20 0.85
Glucose (mg/dl) 91.7 ± 12.62 99.3 ± 10.51 0.65
Creatinine (mg/㎗) 1.13 ± 0.08 1.24 ± 0.72 0.32
IgG(mg/ml) 10.7 ± 0.24 10.1 ± 0.19 0.50

Mean ± SE (n=7).
* AST(aspartate aminotransferase), ** ALT(alanine aminotransferase) and *** BUN (blood urea nitrogen).
1) Days(d 0, 7 and 49) are calculated after starting experiment. 

3. IgY 투여에 따른 혈액중 생화학 성분

IgY 투여에 따른 송아지 혈액의 AST, ALT, BUN, 총 
단백질, albumin, glucose와 creatinine 등과 같은 생화학 성
분 및 면역글로블린 (IgG)을 조사한 결과는 Table 6에서 
나타낸 바와 같다. 포유 송아지에서 IgY를 투여한 결과, 
대조구와 비교시 IgY 투여 직전 (0일), 투여종료 후 (7일) 
및 시험종료시 (49일)에 채혈한 혈액 성분중 유의적 차이

가 나타난 성분은 없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오히려 IgY 
투여 후 7일째 및 시험종료시 (49 d) 혈액에서 총 단백질 
및 albumin 함량은 통계적인 차이 없이 IgY 투여구에서 
대조구보다 다소 낮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였다. 일반적으
로 혈액내 IgG 농도가 높을수록 혈장단백질 함량이 증가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간세포 손상의 지표인 AST와 
ALT와 같은 효소는 송아지 일령이 증가할수록 증가되는 
경향을 보였다. 그 외 알부민, glucose 및 creatinine 등과 
같은 생화학 성분 역시 IgY 투여 및 송아지 일령에 따른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또한 본 시험에서 혈중 IgG 농
도도 IgY 투여에 따른 개선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것으
로 보아 송아지에게 IgY 투여는 직접적인 IgG 증가를 유
발하지 않았다. 채혈한 연령별로 보면, 시험개시 후 7일령
에 10 mg/ml 이하도 가장 낮은 IgG 수준을 보였으나, 시험
개시 후 0일 및 49일째에서는 모든 구에서 10 mg/ml 이상
의 수준을 보여 양호한 혈중 IgG 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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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 Effect of oral administration of IgY on white 
blood cell differential count(%) in blood of 
Holstein calves 

Item Con IgY P value
Differential count %

d 01)

Neutrophil 37.4 ± 5.78 34.1 ± 2.74 0.61

Lymphocyte 53.9 ± 5.38 56.0 ± 3.15 0.75

Monocyte 4.17 ± 0.64 4.94 ± 0.92 0.50

Eosinophil 1.50 ± 0.12 1.51 ± 0.27 0.96

Basophil 1.89 ± 0.30 1.80 ± 0.22 0.81
d 7

Neutrophil 34.1 ± 3.97 42.3 ± 8.16 0.38

Lymphocyte 55.5 ± 4.16 47.1 ± 7.47 0.35

Monocyte 4.50 ± 0.34 5.02 ± 0.84 0.57

Eosinophil 1.73 ± 0.11 1.67 ± 0.37 0.89

Basophil 2.94 0.22 2.54 0.45 0.44
d 49

Neutrophil 34.9 6.27 30.2 ± 5.18 0.57

Lymphocyte 53.9 6.22 58.9 5.12 0.54

Monocyte 4.60 ± 0.56 5.00 ± 0.43 0.58

Eosinophil 4.01 ± 2.14 3.51 ± 1.51 0.85

Basophil 2.23 0.33 2.76 0.60 0.45

Mean ± SE (n=7).
1) Days(d 0, 7 and 49) are calculated after starting experiment. 

4. 혈액내 혈구 구성 및 백혈구 감열계수에 미치는 영향

IgY 투여에 따른 송아지 혈액의 백혈구 조성의 감별계
수(%)를 조사한 결과는 Table 7에서 제시한바와 같다. 포
유 송아지에서 IgY를 투여한 결과, 투여하지 않은 대조구
의 백혈구 감열계수와 뚜렷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IgY 투여 전 (0일), 1주일 투여 후 (7일) 및 시험종료 (49일)
의 혈액에서 호중구, 림프구, 단핵구, 호산성구 및 호염기
구 모두 정상적인 백혈구 감별 계수의 수치를 나타내고 
있어 IgY 투여가 송아지의 백혈구 면역반응에 특이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Ⅳ. 고    찰
  

최근 송아지에게 직접적인 면역작용을 증강하는 성분으
로 면역글로블린 (IgG), 난황항체 (IgY) 등과 같은 면역항체
와 간접적으로 면역을 증강시키는 비타민 A와 E, β-글루

칸 등과 같은 물질 등이 주목을 받고 있다 (Baron 등, 
2005; 서, 2006). 이들 물질은 장내 유해미생물에 대한 저
항력 증강, 체 조직 면역세포 증식 등에 따라 생체의 면
역작용에 유익하도록 변화시킨다. 일반적으로 송아지는 
생후 24시간이내 IgG가 다량 함유된 초유를 섭취하므로 
질병 발생률이 낮지만 IgG 혈중 농도가 저하되는 11~28일
령 사이에 송아지가 자체의 면역력을 갖지 못하므로 설사 
등과 같은 질병 발생률이 가장 많다. 따라서 초유의 효력
이 감소하고 장내 정상 세균총의 미발달과 면역글로불린
이 떨어진 11~28일령의 송아지에서 질병관리는 매우 중요
하다(內藤善久 등, 1993). 송아지의 체내에는 건강할 때에
도 소화기관 등에 대장균을 비롯한 병원성이 약한 미생물
이 상존하고 숙주의 환경 또는 스트레스 등으로 면역력이 
저하되면 신속하게 병원성이 유발되어 질병이 나타난다
(Kim 등, 1990). 

본 시험은 송아지에게 3일 동안 초유급여 후 IgY를 1주
일 동안 투여하여 사양성적, 혈액 면역관련 지표 및 장내 
미생물 균총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49일간 송아지 사양성
적을 조사한 결과 대조구 및 시험구 (IgY) 간에 유의차 없
이 모두 비슷한 증체율을 보였다. 혈액 IgG 수준을 조사
한 결과에서도 IgY 처리에 따른 뚜렷한 변화를 관찰 할 
수 없었으며 분변내 대장균 및 유산균 총균수 역시 유의
적인 변화를 관찰 할 수 없었다. 송아지 혈액의 백혈구 
감별계수 (%)를 조사한 결과 호중구, 림프구, 단핵구, 호염
기구 등의 상대적 % 역시 IgY를 투여한 송아지에서 뚜렷
한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시험후기에 분변의 
상태가 시험구에서 유의적으로 고형상태로 배설되는 일부 
긍정적인 효과도 관찰되었다. 

혈액 병리학적 진단은 동일한 품종에서도 연령, 환경, 
사양관리, 생리적 변화, 영양, 수송 등과 같은 여러 조건
에 따라 상당한 차이가 있다 (양 등, 2004). 혈액내 백혈구 
총수도 바이러스에 기인된 질병에서 감소하는 등 질병의 
발생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지만, 총백혈구 수에 대한 각 
백혈구의 분포율 (감별계수, %)이 질병의 판단에 중요한 
수단이다 (Brown 등, 1991). 소에서 바이러스성 설사 발생
시 호중구와 림프구의 숫자가 감소되고 이들의 기능이 감
소된다 (Brown 등, 1991). 수송 스트레스가 발생되면 백혈
구 및 적혈구 수가 급격히 증가된다고 하였다 (Hoelein와 
Marsh, 1957). 

Logan 등 (1977)이 송아지에게 IgG가 함유된 초유를 급
여하고 대장균을 감염시켜 건강상태를 관찰 한 경우 설사
가 나타나지 않고 폐사하지 않았으나, 대장균을 감염시킨 
상태에서 초유를 급여한 결과 약 75%의 폐사율이 나타났
다. 또한 Ikemori 등 (1992)이 신생 송아지에게 IgY를 투여
한 결과 장관내 colibacillosis로부터 송아지의 질병을 방지
할 수 있음을 보고하였다. Girard 등 (2006)은 인위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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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균을 감염시킨 다음 IgY를 돼지에게 경구 투여시 소
장점막에서 대장균의 부착이 현저히 감소하여 난황항체가 
자돈 설사예방 치료에 사용될 수 있음을 보고하였다. 이
와 같이 여러 연구에서 IgY를 투여할 경우 장내 대장균 
등에 의해 유발되는 질병의 예방이 가능한 것으로 보고되
고 있다 (Kim 등, 1998; Oh와 Han, 1996; Yokoyama 등, 
1992).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송아지에게 IgY 투여 후 유의적
인 혈액 면역학적 지표의 변화를 관찰할 수 없었는데 이
는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에 의해 기인된
다고 추론할 수 있다. 먼저 이미 초유를 충분히 섭취하여 
적정 수준의 IgG가 송아지 체내에서 충분한 면역 작용을 
발휘하여 부가적인 IgY의 효과가 미미한 것으로 해석이 
가능하다. 본 시험결과 송아지 입식시 혈액내 IgG 함량을 
조사한 결과 대조구 및 시험구 모두 10 mg/ml 이상의 IgG
가 혈중에 존재하였다. 출생 후 24~48시간 사이에 혈액내 
IgG 수준이 10 mg/ml 이상일 경우 출생 후 1개월 동안 여
러 가지 질병에 쉽게 감염되지 않는다 (Arthington 등, 
2000). 

또한 출생 후 48시간 이내 초유를 충분히 섭취한 송아
지에서 7일 이후에 IgY를 급여한 본 시험의 경우 외부 면
역항체가 소화관 통과시 소화 효소에 의해 분해되어 소화
관에서 유해균과 중화반응 및 흡수율이 현저히 감소되었
을 경우를 추론할 수 있다. Quigley 등 (1998)의 연구 결과
에 의하면, 송아지에서 생후 48~72시간 이후 위장관 소화 
효소의 발달이 상당히 이루어져 급여한 IgG 단백질이 분
해되어 혈액내로 많은 양 충분히 흡수되지 않았다고 하였
다. Erhard 등 (1997)이 26두의 신생 송아지에서 IgY를 생
후 12시간 이내에 투여하였을 경우 혈액내 1.9ug/ml의 IgY 
농도를 유지하였으나, 생후 25~48시간 이후에 투여하였을 
경우 IgY의 혈중농도는 0.035 ug/ml로 급격히 감소되었다
고 보고하였다. IgG가 송아지의 면역작용에 미치는 영향
이 널리 알려지면서 생후 24시간이내 인공적으로 수동면
역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냉동 및 건조 초유 (Garry 등, 
1996; Godden 등, 2003), IgG 용액 (Quigley와 Wellborn, 
1996), 난황 IgY (Osame 등, 1991) 등이 다양하게 개발되어 
적용되고 있으나 이러한 대체 면역물질은 모유 유래 초유
와 비교시 흡수율이 현저히 감소되어 면역증강 효과가 불
충분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Arthington 등, 20000). 

또 다른 이유는 사양관리의 문제이다. 송아지에게 초유
를 정확하게 급여하고 위생적인 환경에서 적절한 사양관
리를 실시하면 대부분의 질병 발생을 예방할 수 있다. 
Menge 등 (1998)에 의하면 출생시 송아지에서는 혈액 면역
세포의 식작용이 비활성화되어 있지만, 곧 백혈구 등이 
활성화되어 어느 정도의 식작용이 보강되어 면역방어 작
용이 형성된다고 하였다. 따라서 본 시험에서는 초유를 

섭취한 대조구 및 시험구의 모든 송아지가 송아지 방에서 
위생적인 환경에서 사양되어 미생물의 오염이 적고 충분
한 초유급여로 면역력이 증강되어 IgY 투여로 인한 유의
적 효과가 없었던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면역 촉진제
의 작용기전은 다양하고 투여방법, 투여량 및 시기, 스트
레스 정도 등에 따라 반응이 상이하므로 우수한 면역 증
강 효과를 가지는 물질 개발 및 효과적인 이용방법 등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가 요구된다.

결론적으로 송아지에서 질병 예방은 복합적인 양상을 
띠고 있기 때문에 완벽한 대책을 기대하기는 어렵지만 무
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초유를 급여하고 내․외부 환경을 
위생적으로 조절하여 예방을 철저히 하는 것이 면역항체 
투여에 따른 효과보다도 중요시 되는 것으로 사료된다. 
 

Ⅴ. 요    약

본 연구는 초유 급여를 마친 갓 태어난 Holstein 송아지 
14두를 대조구 (Con) 및 시험구 (IgY)로 나누어 49일 동안 
대용유를 급여하면서 난황항체 (IgY구)를 1주일 동안 투여
하여 사양성적, 분변 상태 및 미생물 균총, 혈액내 생화학
적 성분 및 면역관련 지표인 백혈구 성상을 조사하여 가
장 바람직한 송아지 포유 및 육성 방법을 조사하였다. 시
험결과로서 포유 송아지에게 IgY 투여시 체중 및 증체는 
대조구 (Con) 및 시험구 (IgY)간에 유의적 차이 없이 모두 
비슷한 성적을 보였다. 송아지 분변의 대장균 (E. coli) 및 
유산균 총균수를 조사한 결과 IgY 투여에 따른 대장균 및 
유산균 수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분의 상태는 시
험구에서 7주째 유의적으로 (P<0.05) 고형상태로 배설되었
다. 송아지 혈액의 백혈구 감별계수 (%)를 조사한 호중구, 
림프구, 단핵구, 호염기구 등의 상대적 %는 모든 구에서 
정상적인 백혈구 감별 계수를 보여 IgY 투여에 따른 면역
반응에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또한 혈액내 
존재하는 총 단백질, albumin 및 IgG 등에서도 대조구 및 
시험구 모두 비슷한 수준을 나타내었다. 결론적으로 포유 
송아지에서 1주 동안 IgY 투여는 증체, 면역작용 및 분변 
미생물의 균총에는 특이적 영향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송아지에게 생후 24시간 이내 초유를 정확하게 급여하고 
사양관리에 충실 할 경우 송아지의 포유 및 육성은 성공
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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