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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nvironmental heat stress by global warming has a severe effect on the productivity of livestock 
and, in particular, on that of dairy cattle. Heat stress during high temperature environment directly 
and indirectly affects milk yield, milk quality and physiological response. This study was conducted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heat stress on productivity and physiological responses of livestock. 
Temperature-humidity data logger were established inside the feedlot for measuring real time 
changes in the feedlot environment. Milk was collected every day for analysing the productivity of 
dairy cattle. Blood sample and respiration of dairy cattle were collected once in a week for 
investigating the physiological response factors. Blood component concentration associated with 
lipolysis metabolism and milk production showed change during tropical night period. Temperature 
humidity index (THI) of a specific location inside the feedlot showed continuously high levels. 
(Key words : Dairy cattle, Environment, Feedlot, Heat stress, Productivity)

서    론

Hansen(2004)과 Hoffmann(2010)은 최근 지
구온난화에 의한 환경적인 온도의 상승으로 
젖소의 열 스트레스로 인한 문제점이 주목받
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대기 온도, 복사열 그
리고 습도와 같은 환경적인 요인은 동물에게 
직접적이고 간접적인 영향을 끼치며(Collier 
et al., 1982), 환경적인 스트레스는 가축 중에
서도 특히 젖소의 생산성에 심각한 영향을 
끼친다고 보고하였다(Berman, 2011). 

  젖소가 열 스트레스에 노출되면, 스스로 
열 스트레스를 조절하기 위해 높은 에너지를 
필요로 하고 대사활동 및 호르몬 농도가 변
화하며 사료 섭취비율이 감소한다고 보고하
였다(National Research Flagships/CSIRO, 2011). 
이것은 우유 생산량의 감소로 이어지고(National 
Research Flagships/CSIRO, 2011), 우유 생산량
은 겨울에 비해 여름 동안 10~40% 감소했다
고 나타냈다(Du preez et al., 1990). 열 스트
레스는 젖의 분비 기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며 유성분, 체세포수, 유방염 빈도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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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와도 관련이 있다고 보고하였다(Du 
preez et al., 1990; Nickerson, 1987; Rodriguez 
et al., 1985; Silanikove, 1992). 또한 열 스트
레스는 Cortisol(Christison and Johnson, 1972; 
Collier et al., 2005), insulin(Bauman and currie, 
1980; Johnson et al., 1988), NEFA (Rhoads et 
al., 2009; Shwartz et al., 2009), prolaction(Collier 
et al., 2005; Ronchi et al., 2001; Roy and 
Prakash, 2007), leptin(Spiers et al., 2012)과 같은 
호르몬의 변화와 관련이 있다고 제시하였다. 
  해외 사례의 경우 젖소의 열 스트레스에 
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져 있으며, 축산업 
부문에 관한 기후변화 영향평가 및 적응방안
이 대부분 구축되어 있다(AIACC, 2006). 하
지만, 국내의 경우 한반도의 온난화로 인한 
가축의 생산성 감소가 예상되고 있음에도 불
구하고 타 작물에 비해 온난화에 대한 가축
의 영향평가 및 적응방안이 부족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축사환경 측정시스템
을 구성하여 축사 내부환경의 온습도 변화를 
측정하고 열 영향에 따른 젖소의 직/간접적인 
생체반응인자를 조사하기 위하여 혈중성분 및 
우유 생산성 분석을 수행하였다. 

재료 및 방법

1. 시험장소 및 시험기간

  고온 환경에 따른 축사 내부환경의 변화 
및 젖소의 생체반응인자를 측정하기 위하여 
국립축산과학원 착유우사를 시험우사로 이용
하였으며, 시험우사에서 착유우 8두를 공시
하여 2012년 7~10월에 본 시험을 수행하였다. 
 
2. 시험방법

  축사환경 측정시스템을 구성하여 실제 축
사환경 요소를 측정하였다. 가축의 행동 관
찰과 온습도를 측정하기 위해 온습도센서의 

설치는 Fig. 1와 같이 5개의 온습도센서를 고
온 환경에 따른 축사 내부환경 및 젖소에 영
향을 끼칠 수 있는 요인들을 고려하여 우사
지붕, 우사 내 송풍기, 깔짚 등의 위치에 따
라 축사내부 중앙에 수직으로 배치시켰다. 
톱밥 및 왕겨 등을 사용한 깔짚을 축사바닥
으로부터 깔았으며 깔짚표면에 온습도센서를 
설치하여 깔짚표면의 THI를 측정하였다. 온
습도데이터는 온습도센서와 다채널 온습도데
이터 로거를 이용하였으며 측정단위는 1분 
단위로 측정되었다. THI는 젖소용 THI 방정
식 [ ( 1 . 8 × 온 도 + 3 2 )− 0 . 5 5 ( 1−상 대 습 도
/100)×(1.8×온도−26)]을 이용하여 계산하였다
(NRC, 1971). 

3. 측정항목 및 방법

유량은 오전, 오후에 각각 측정하여 이를 
합한 값을 기록하였으며 유성분 및 생산자가
격(납유업체의 유대산정기준가)은 통계치를 
조사하여 분석하였다. 혈액은 매주 오후 2시
에 꼬리로부터 무처리된 vacutainer tube에 채
혈하였으며 곧 바로 ice box에 넣어 실험실
로 운반하였다. 채취한 혈액은 혈액 응고를 
위해서 실온에서 2시간동안 정치한 후 4℃에
서 20분간 3000rcf로 원심분리하였다. 원심분
리된 sample은 혈액응고 덩어리를 제외한 분
리된 혈청을 채취한 다음 분석을 위해 －7
0℃에서 냉동 보관하였다. 보관된 시료는 대
사물질(Ndlovu et al., 2007)인 ALB(albumin), 
GLU(glucose), GOT(glutamic oxalacetic transminase), 
GPT(glutamic pyruvic transminase), T-BIL(total 
bilirubin), T-CHO(total cholesterol), T-PRO 
(total protein), BUN(blood urea nitrogen), NEFA 
(non esterified fatty acid)는 자동생화학분석기
(Hitachi, Japan)를 이용하여 농도를 측정하였
고(Ndlovu et al., 2007), 열 스트레스 관련 호
르몬 Cortisol, Estradiol, Insulin은 ELISA Kit 
(Cusabio Biotech, China)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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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Temperature Humidity Index by the 
location. 

(A)                              (B)

Fig. 1. Temperature-humidity sensor location(A) & Logging display(B).

결과 및 고찰

1. 축사내부 온도 및 온습도의 변화

  온습도센서를 이용하여 실시간으로 높이별 
축사내부 5곳(지붕부위~깔짚표면)의 온습도 
변화를 측정하였다. 축사내부 5곳의 온습도지
수를 비교한 결과, 4곳의(②, ⑤, ⑥, ⑦) 온습
도지수는 비슷한 패턴으로 변화하였으며 깔짚
표면(⑧) 온도 및 THI는 지속적으로 높은 수
치를 유지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깔짚표
면의 THI는 열대야기간 중 74 이상으로 유지
되어 가축에게 열영향을 지속적으로 미쳤을 
것으로 생각된다(Fig. 2). 깔짚부위는 가축분뇨
에 의해 미생물 발효가 일어나는 장소로서 고
온에 의해 미생물 발효가 더 활발히 일어났을 
것으로 생각되며 가축에게 발효열을 전달하는 
직접 매개역할을 했을 것으로 사료된다.
2. 우유 생산량 및 유성분 변화

  온도, 유량, 유성분 및 생산자가격을 조사
한 결과(Fig. 3), 월평균 최고기온이 8월(31.2)
에 가장 높게 나타났다. 유지방율은 3~4월에 
약 4.0% 이상을 유지하였으며 5월부터 감소
하기 시작하여 약 4.0% 이하를 유지하였다. 
8~9월에 약 3.40% 이하까지 감소하여 가장 

낮은 유지방율을 나타냈다. 우유생산자 가격
도 5월부터 낮아지기 시작하였으며 8~9월에 
가장 낮게 나타났고 우유생산량도 8월초에 
최저치 23 kg을 기록했다. 이는 하절기의 영
향이 유지방율과 우유생산량 변화에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보인다. 우유생산자 가격의 
변화는 유대산정기준 중 중요한 요인인 유지
방율의 하락이 원인이었으며 8월까지의 온도
환경이 9월초까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사
료된다. 

3. 깔짚표면 THI 및 생체반응인자 변화

  기상데이터에 의하면 7월 말부터 8월 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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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milk

Bedding
THI

(Maximum
temperature)

Milk
yield
(kg)

ALB

(g/dl)

GLU

(mg/dl)

GOT

(IU/L)

GPT

(IU/L)

T-BIL

(mg/dl)

T-CHO

(mg/dl)

T-PRO

(g/dl)

BUN

(mg/dl)

NEFA

(uEq/L)

Cortisol

(ng/ml)

E2

(pg/ml)

Insulin

(ug/L)

07-23 68.6(31.7) 27.46 5.0 60.5 114.6 35.1 0.10 240.0 9.8 20.5 99.9 11.6 164.6  0.66 
08-03 78.9(35.2) 24.06 5.0 58.1 115.7 27.0 0.15 198.1 9.7 19.1 206.4 7.4  173.0 0.43 
08-09 80.4(33.3) 23.04 4.4 62.1 117.6 21.3 0.08 158.0 8.4 9.3 110.8 7.3  214.9 0.38 
08-16 72.1(28.9) 27.26 4.7 64.0 124.6 30.7 0.08 196.0 9.0 7.5 133.9 11.8  188.7 0.27 
08-23 69.6(28.1) 25.54 4.7 66.7 102.8 30.1 0.06 202.9 9.0 8.3 121.8 12.9  212.3 0.23 
08-31 75.9(27.9) 26.06 4.3 66.2  80.8 27.7 0.09 198.4 8.4 9.3 115.0 14.7  198.7 0.33 

Table 1. Bedding THI and physiological response factors.

Fig. 3. Monthly milk component content and producer’s price(left) & Daily milk yield(right).

지 최고 37.4℃까지 상승했으며 최저 28.4℃
까지 하락하였다. Table 1에서와 같이 깔짚표
면 THI의 수치가 80.4로 가장 높았을 때 유
량, insulin, NEFA 등 여러 반응인자들이 낮
은 수치를 보였다. Johnson 등(1988)은 열 노
출 초기 그리고 중기에는 insulin 수치가 감
소하는 경향을 나타낸 반면에 후기에는 증가
하는 경향을 보인다고 보고하였다. NEFA의 
수치도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냈는데 열적중
성역 조건에서 영양불균형 상태일 경우에는 
지질분해의 비율이 증가하여 NEFA의 높은 
수치를 나타내는 반면에 열 스트레스를 받은 

젖소에서는 낮은 NEFA 수치를 나타냈다고 
보고하였다(Rhoads et al., 2009). NEFA 수치
의 감소는 유지방률 저하를 유도한 것으로 
사료된다. 열 스트레스에 의해 cortisol과 같
은 호르몬은 단기적으로 상승하다가 장기적
인 영향에 의해 하락한다고 보고하였다
(Christison and Johnson, 1972). 이 결과에서 
THI가 최고점일 때에는 열 스트레스 영향을 
충분히 받은 상태일 가능성이 있는데, 이는 
계절적인 열 영향은 몇 개월에 걸쳐 영향을 
미치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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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론

  본 연구는 국립축산과학원 시험우사에서 
착유우 8두를 이용하여 2012년 7~10월 동안 
시험을 수행하였는데, 축사환경 측정시스템
을 구성하여 축사환경요소를 측정하였다. 온
도, 습도, 혈중성분, 유량, 유성분, 우유생산
자가격 등 환경 반응인자를 측정하여 열 영
향에 대한 연관성을 조사하였는데, 특히 축
사내부 높이별 5곳(축사지붕~깔짚표면)의 
온․습도를 실시간으로 측정하여 THI로 변
환 후 다른 반응인자와의 상호작용을 조사하
였다. 축사환경 온습도 변화를 측정한 결과, 
4곳의 THI는 비슷한 패턴으로 변화했으며 
깔짚표면 THI는 지속적으로 높은 수치를 유
지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깔짚표면의 
THI는 열대야기간 중 74 이상으로 유지되어 
가축에게 열 영향을 지속적으로 미쳤을 것으
로 생각된다. 깔짚부위는 가축분뇨에 의해 
미생물 발효가 일어나는 장소로서 고온에 의
해 미생물 발효가 더 활발히 일어났을 것으
로 생각되며 가축에게 발효열을 전달하는 직
접매개역할을 했을 것으로 사료된다. 유량 
및 유지방율, 우유생산자 가격은 8~9월에 가
장 낮았으며 이는 유대산정기준 중 중요한 
요인인 유지방율의 하락이 원인이었으며 8월
까지의 온도환경이 9월까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사료된다. 깔짚표면 THI 및 생체반응
인자를 측정한 결과 깔짚 THI의 수치가 80.4
로 가장 높았을 때, 유량, insulin, NEFA 등 
여러 반응인자들이 낮은 수치를 보였다. 
NEFA 수치의 감소는 유지방율 저하를 유도
한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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