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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Recently, research has been focusing on high quality and safer animal production by utilizing 

natural functional materials.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evaluate the effect of administration 

of natural Evening Primrose Oil (EPO) on gamma linolenic acid (GLA) levels in milk from 

Holstein dairy cows. Quality and quantity of milk as well as blood and fatty acids from Holstein 

cow fed diets supplemented with 2.7-4% calcium-salted EPO coated with palm stearin oil were 

analyzed.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in yield and composition of milk between control 

and EPO treatment. However, EPO treatment lowered blood aspartate aminotransferase 

(AST), somatic cell count (SCC), and cholesterol levels (p < 0.05) compared to untreated 

control. Blood urea nitrogen (BUN) level was decreased (p < 0.05) in GLA 1 and GLA 2 group 

when compared with control group. Non-esterified fatty acids (NEFA) concentration was lower 

(p < 0.05) in GLA 1 and GLA 2 groups than in control group. The level of GLA in milk was 

increased in EPO group when compared to control. Therefore, results from the present study 

demonstrate that supplementary EPO has beneficial effects on cow health, showing a 

decrease in somatic cell count and levels of blood cholesterol, alanine aminotransferase 

(ALT), and AST. Furthermore, supplementation of EPO improves milk quality with increased 

amounts of G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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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duction

우리나라의 경제성장과 더불어 건강을 고려하는 소비자들이 증가하면서 몸에 좋은 지방산 및 

다가 불포화지방산의 함량이 높은 우유(Bu et al., 2007)와 식육(Monteiro et al., 2006)을 선호하는 

추세이다. 특히, 감마리놀렌산(Gamma-linolenic acid; GLA, 18:3n-6)은 기능성 축산물, 건강보조

식품 등의 다양한 적용을 통해 소비자의 건강과 영양적 측면을 동시에 고려한다는 인식이 증가 

되고 있다(Nelson et al., 2003; Covar et al., 2010). 이러한 이유로 천연 기능성 물질을 활용한 고품

질 안전 축산물을 생산하기 위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예컨대, 다가 불포화지방산 중 오

메가-6 계열인 달맞이꽃 종자유(EPO; evening primerose oil)에 다량 함유되어 있는 GLA는 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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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글란딘(Prostaglandins)의 전구체이며, 특히 병인적 증상을 가진 환자에게 필수적이고 중요한 불포화지방산 중 

하나로 알려져 있다(Lu et al., 2009). 그리고, GLA는 피부노화 방지, 아토피성피부염, 혈행개선, 고혈압방지 및 골다

공증, 암예방 등의 다양한 병인적요인을 예방하고 개선하는 효능을 갖는 물질로 알려지고 있다(Bu et al., 2007; 

Horrobin, 2000; Senapati et al., 2008; Kong et al., 2009). GLA는 주로 식물의 종자를 통해 얻을 수 있으며(Huang and 

Ziboh, 2001), 보라지 종자유(borage seed oil) 22.8% (Iijima et al., 2000), 까막까치밥(Black current) 15.9%, EPO 

12.5% 정도 함유되어 있다(Kapoor and Huang, 2006). 

물론, GLA섭취는 필수 지방산으로 알려진 linoleic acid(LA, 18:2n-6)에서 전변(desaturation) 되어 생체 내에서 소

량이 합성 되지만, 대사의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LA가 풍부한 식이 섭취만으로는 체내에서 GLA의 축적함량을 높이

기는 어려운 한계가 있다(Serini et al., 2009; Takai et al., 2009). 동물 실험에서 GLA함유 종자유를 장기간 섭취시 혈

소판 세포막의 지방산 조성을 변화시키는 기능(Barre and Holub, 1992; Kang et al., 2007), 콜레스테롤 저감과 혈행 

개선의 효과가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Fan et al., 2001). 이것은 세포막의 투과성을 조절하는 기능과 콜레스테롤 이동

과 합성을 조절하는 기능 등의 생체 내 다양한 생리 활성과 연관되는 것으로 본다(Brosche and Platt, 2000). 또한, LA

에서 GLA의 전변에 관여하는 Delta 6-desaturase (Das, 2007)의 역가가 낮거나, 당뇨병이나 심혈관 질환이 있는 경우 

Delta 6-desaturase 역가에 억압을 받는다(Bu et al., 2007). 이러한 경우 Delta 6-desaturase 활성이 현저히 느리게 진행

되므로 충분한 GLA 공급이 필요하다(Kong et al., 2009). 그러므로 인간뿐만 아니라 동물의 경우도 LA에서 GLA로 

전변이 제한적이므로 GLA가 함유된 종자유 섭취가 필요하며, 이를 통해 체내 함량이 증가된다고 알려져 있다(Takai 

et al., 2009; Park et al., 2014). 

하지만 아직까지 GLA 급여를 통한 젖소에 적용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며 특히, GLA 함유 우유생산에 관한 연구

는 거의 없었다. 반추가축에 GLA 급여를 통해 양질의 기능성 우유 생산 기술을 확보하고 새로운 시장 형성에 따른 

소비자 선택의 다양성을 보장함과 동시에 안전하고 건강한 축산물 생산이 절실한 시기이다. 따라서 천연 식물성 지

방산인 EPO를 통한 GLA 함유된 반추가축용 사료첨가제를 이용하여 효율적 반추위 이행방법과 사양방법의 기반을 

마련하고, GLA 함유 기능성 우유 생산에 적용하고자 하였다. 

Materials and Methods

공시동물

본 연구는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에서 사육된 홀스타인 비유 중, 후기(유기; 141 ± 12.52일, 체중; 635 ± 49.21 

kg)의 젖소 5두씩 3처리의 총 15두를 공시하였다. 그룹간 산차, 비유기간, 체중, BCS, 유량을 고려하여 선발하였다. 

모든 공시축은 한국가축사양표준(RDA, 2007) 에서 명시된 에너지와 단백질 요구량을 준수하여 사양관리 된 것을 

이용하였다. 급여 사료는 TMR을 하루에 한번 물과 함께 충분한 자유채식을 하여 3주간 실시였다. 우유샘플은 매일 

두 번(05:00와 17:00) 12시간 간격으로 이루어지는 착유 시 채취하였고 매일 유량과 공시축의 상태를 확인하였다. 혈

액시료의 경우 실험 개시전과 종료 후 채취하였다. 실험에 이용된 공시축은 실험 전 2주간의 순치 기간을 거쳤다. 

실험사료

실험에 사용된 사료는 Table 1과 같으며 Kjeldahl 방법(AOAC, 1995)과 Ankom 200 (Ankom Technology, Fairport, 

NY)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Van Soest et al., 1991). 또한 사용된 사료는 NRC 2001 사양 표준에 준하여 이용하였다. 

실험에 첨가하기 위해 제조된 사료는 GLA함유된 달맞이꽃 종자유에 수산화칼슘(Ca(OH)2)을 첨가하여 칼슘염을 형

성시키고 성형과정을 거쳐 펠렛을 0.8-1.2 mm 크기로 절단한 후, 절단된 입자에 경화 팜스테아린유를 스프레이 방식

으로 챔버 내에서 분사하여 코팅하였다. 원하는 입자 및 이중코팅처리를 위해 1:1 중량비율로 2차 코팅하는 단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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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쳤다. 코팅방법에 따른 GLA 1 (Single coating; GLA 4%)와 GLA 2 (Double coating; GLA 2.7%)으로 2차 코팅의 효

율적 이행 효과를 기대하기 위해 1차 코팅과 함량 차이를 두어 시행하였다. 

Table 1. Chemical composition of experimental diets.

　Items TMR TMR+GLA 

DM, %

Moisture 56.75 ± 2.42 62.58 ± 3.28

Ash  6.73 ± 1.24  5.29 ± 0.15

Fat  5.28 ± 0.51 26.85 ± 0.11

Crude protein 12.7  ± 0.51 11.22 ± 0.04

Fiber 15.50 ± 1.56 10.01 ± 0.04

ADFy 20.69 ± 4.13 14.93 ± 4.01

NDFz 36.59 ± 2.82 16.80 ± 0.48

GLA  0.26 ± 0.34  9.25 ± 0.37
yADF : Acid detergent fiber. 
zNDF : Neutral detergent fiber.

Values are given as means, n = 3, mean ± SD.

유성분 분석

매일 채취된 우유시료는 아침과 저녁의 우유를 용기에 잘 섞어주고 유성분 분석 전까지 4℃에서 보관하였다. 유성

분 분석을 위해 개체별 우유샘플 50 mL를 40℃ 항온수조에서 15분간 안정화 시킨 후 Milko-scan 4000 series (Foss 

Electric Co, Denmark) 장비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시료당 3반복을 하였으며, 유지방, 유단백, 유당, 체세포수

(SCC), milk urea nitrogen (MUN), 무지고형분(TS)을 측정하였다. 

혈액분석 

공시축 혈액은 실험개시일과 실험종료일에 개채별 경정맥을 통해 사료 급여 1시간 전에 채취하였으며 BD 

Vacutainer® spray-coated K2EDTA tube (BD Franklin Lakes, NJ, USA)를 이용하여 각각 10 mL을 얻었다. 회수된 혈

액은 30분 이내에 실험실로 옮겨 4℃에서 15분간 2,500 rpm 에서 혈청을 분리하였다. 분리된 혈청은 Blood 

Chemistry Analyzer (Express-plus 550, Ciba corning, USA) 장비를 이용하여 Glucose, Aspartate aminotransferase 

(AST), Alanine aminotransferase (ALT), 콜레스테롤(T-CHO), 총단백질(T-protein), Blood urea nitrogen (BUN), Non 

esterified fatty acid (NEFA)를 분석하였다. 

지방산 분석 

Folch et al. (1957)의 방법을 응용하여 우유 내 지방산을 분석하였다. 우유 50 mL을 용매 내 지방입자를 분산시키

기 위해 40℃ 항온수조에 15분간 정치한다. 충분히 혼합시킨 후 시료 5 mL과 chloroform/methanol (2:1) 용액 5 mL을 

섞어주고 10 µL의 7.2% 2,6-bis(1,1-dimethylethyl) -4-methylphenol (BHT) 용액을 시료에 첨가한다. 시료를 1시간 실

온에서 정치 후 상층액을 회수한다. 포화된 25% NaCl용액을 첨가 후 3분간 천천히 흔들어주고 하층의 지질층을 회

수한 다음 다른 용기에 옮겼다. 이후 6% methanol/sulfuric acid (94:6)용액을 2 mL 첨가하고 질소가스하에서 용매를 

건조시켰다. Fatty acid methyl esters (FAMEs)를 90℃에서 형성시킨 후 Gas chromatography (Agilent 7890A GC 

system; GC)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컬럼은 SPTM-2560 (100 m × 0.25 mm internal diameter, 0.2 µm; Agilent)을 이

용하였으며 Agilent사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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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분석

본 실험에서 얻어진 데이터는 mean ± S.E.M 또는 mean ± SD로 표시하였고, SAS 프로그램(Statistical Analysis 

System software; Cary, NC, USA)의 analysis of variance (ANOVA)와 Tukey 다중비교를 이용하여 분석 하였다. p < 

0.05 일 때 유의적인 차이로 간주 하였다.

Results and Discussion

유성분 분석 

실험에 이용한 GLA 사료첨가제는 코팅방법에 따라 각각 GLA 1과 GLA 2로 나누어 3주간 급여 하였으며, 그 결과 

채취된 우유시료의 유성분은 Table 2와 같다. 

Table 2. Effect of dietary GLA supplement for 3 weeks on milk composition and milk yield of dairy cow.

Weeks Items Control
Treatments

SEMz

GLAy 1 GLA 2

0 Milk Fat, %  3.33a 2.89a 2.83a 0.18

Milk Protein, %  3.24b 3.42a 3.12b 0.13

Milk Lactose, %  5.02a 4.92a 4.66b 0.08

Total Solids, % 11.99a 11.56a 11.00a 0.13

SCCw, × 103 mL 292.3a 212.0a 368.9a 75.85

MUNx, mg/dL 14.11a 13.83a 14.78a 1.27

Milk yield, kg/d 26.39a 25.39a 25.16a 1.73

3 Milk Fat, %  3.44a 3.40a 2.89b 0.27

Milk Protein, %  3.30b 3.53a 3.33b 0.14

Milk Lactose, %  5.00a 5.02a 4.74b 0.08

Total Solids, % 12.18a 12.10a 11.00a 0.28

SCC, × 103 mL 285.2a 159.4ab 117.1b 33.48

MUN, mg/dL 17.28a 15.67a 17.06a 1.20

Milk yield, kg/d 24.13a 25.19a 27.39a 1.98

Total Milk yield, kg/d 24.90b 25.23b 27.01a 2.31
wSCC: somatic cell count; x103 cells/mL.
xMUN: Milk Urea Nitrogen, mg/100 mL.
yGLA 1: Single coating (GLA 4%), GLA 2: Double coating (GLA 2.7%).
zSEM, standard error of means.

a, b: Means in the same row with different letters differ significantly (p < 0.05).

유지방은 개시전 유의적인 차이는 없었지만 실험 종료시 대조구(3.44%), GLA 1(3.40%), GLA 2 (2.89%)로 대조

구와 GLA 1에 비해 GLA 2가 유의적으로 감소하였다(p ＜ 0.05). 

유단백의 경우 개시전 GLA 1 (3.42%)에서 대조구(3.24%)와 GLA 2 (3.12%)보다 유의적으로 증가하였으며, 종료 

시에도 GLA 1 (3.53%)로 대조구(3.30%)과 GLA 2 (3.33%)보다 유의적인 증가를 보였다(p ＜ 0.05). 유당의 경우 대

조구(5.02%)와 GLA 1 (4.92%)이 GLA 2 (4.66%)보다 유의적으로 높았으나 개시와 종료 간의 차이는 없었다. 유단백

과 유당의 경우 개시전과 종료시점의 처리구간의 유의성은 같은 양상을 보인 것으로 볼 때 GLA 급여에 따른 유단백

과 유당의 효과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체세포(SSC)의 경우 개시전 대조구와 처리구간의 유의성은 없었지만(p > 0.05), 종료시 대조구; 285.2 × 103/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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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A 1; 159.4 × 103/mL, GLA 2; 117.1 × 103/mL로 대조구에 비해 GLA 2가 유의적으로 감소하였다(p ＜ 0.05). 

MUN의 경우 12-18 mg/dL의 적정범위가 보고되어 있으며(Oltner and Wiktorsson, 1983), 본 실험기간 동안에 

GLA 급여를 통한 공시축의 MUN은 정상범위를 유지하였다. 즉, 실험기간 동안 공시축의 영양적 상태는 양호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뒷받침하는 결과로 시사된다. 

일일 산유량은 3주간 측정한 결과 처리구간의 유의성은 없었으나, 3주간의 총 유량은 GLA 2 (27.01 kg)로 대조구

(24.90 kg)와 GLA 1 (25.23 kg)에 비해 유의적으로 증가되었다(p ＜ 0.05).

이러한 결과는 GLA 2에서 유지방은 유의적 감소하였고 총 유량이 증가한 것으로 볼 때 유지방과 유량은 음의 상

관관계가 있다는 보고와 일치한다(Yoon et al., 2004). 결론적으로 본 실험에서 GLA 급여를 통해 총 유량의 증가와 

체세포수의 감소로 젖소의 유생산 및 유질개선에 도움이 된다는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내었다. 

혈액성분 

혈액 내 대사산물 변화의 결과는 Table 3에 제시하였다. 혈액 내 glucose는 실험 종료시 대조구(67.53 mg/dL)에 비

해 GLA 1 (49.67 mg/dL)와 GLA 2 (47.33 mg/dL)가 유의적으로 낮았다(p < 0.05). 착유우가 체내 이용하는 혈액내 

glucose의 60-80%가 유선조직으로 이동된다(Knowlton et al., 1998). 유선조직으로 이동된 glucose의 50-80%정도가 

lactose 합성에 이용된다(Horsfield et al., 1974). 이러한 glucose 대사에서 유선조직에 공급된 glucose 함량이 lactose 

합성량과 양의 상관관계로 증가시키지는 않는다(Dhiman et al., 1993). 본 실험의 혈중 glucose 농도와 우유 내 lactose 

농도간의 함량(Table 2) 차이가 일관되지 않는 결과를 뒷받침하는 것으로 본다. 

Table 3. Effect of dietary GLA supplement for 3 weeks on blood parameters of dairy cow.

Weeks Itemsx Control
Treatments

SEMz

GLAy 1 GLA 2

0 Glucose, mg/dL 73.75a 80.75a 80.13a 7.59

AST, mg/dL 123.75a 113.38a 99.75b 11.00

ALT, mg/dL 35.25a 38.00a 37.75a 3.85

T-CHO, mg/dL 207.78a 225.50a 180.63a 24.21

T-PRO, g/dL 9.61a 6.49b 6.32b 0.55

BUN, mg/dL 17.83a 18.80a 14.01a 2.82

NEFA, mEq/dL 58.48a 53.86a 50.79a 10.70

3 Glucose, mg/dL 67.53a 49.67b 47.33b 10.85

AST, mg/dL 97.01a 73.00b 52.33b 14.75

ALT, mg/dL 30.33a 25.33b 16.00b 2.17

T-CHO, mg/dL 203.54a 163.07b 141.67b 18.66

T-PRO, g/dL 8.81a 6.07b 5.77b 0.55

BUN, mg/dLdL 18.73a 13.40b 12.68b 0.98

NEFA, mEq/dL 58.48a 43.86b 40.79b 4.26
xAST: aspartate aminotransferase, ALT: alanine aminotransferase, T-CHO: total cholesterol, T-PRO: total protein, 

BUN: blood urea nitrogen, NEFA: non-esterified fatty acids.
yGLA 1: Single coating (GLA 4%), GLA 2: Double coating (GLA 2.7%).
zSEM: standard error of means.

a, b: Means in the same row with different letters differ significantly (p < 0.05).

혈액 중 간 기능 검사 항목인 AST (aspartate aminotransferase)는 실험 개시전 GLA 2 (99.75 ± 5.30 mg/dL)가 대조

구(123.75 ± 14.17 mg/dL)와 GLA 1 (113.38 ± 3.36 mg/dL)에 비해 유의적으로 낮았으며(p ＜ 0.05), 종료시 대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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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01 mg/dL)에 비해 GLA 1 (73.00 mg/dL)와 GLA 2(52.33 mg/dL)가 유의적으로 낮았다(p ＜ 0.05). ALT(alanine 

aminotransferase)의 경우 개시전 그룹간의 유의성은 없었으나(p > 0.05) 종료시 대조구(30.33 mg/dL)에 비해 GLA 1 

(25.33 mg/dL)과 GLA 2 (16.00 mg/dL)가 유의적으로 낮게 나타났다(p ＜ 0.05). 콜레스테롤(T-CHO; total 

cholesterol)의 경우 개시전 대조구(207.78 mg/dL)과 GLA 1 (225.50 mg/dL)에 비해 GLA 2 (180.63 mg/dL)가 유의적

인 차이가 없었으나(p > 0.05), 종료시 대조구(203.54 mg/dL)에 비해 GLA 1 (163.07 mg/dL)과 GLA 2 (141.67 mg/dL)

가 유의적으로 감소하였다(p ＜ 0.05). 이러한 결과는 GLA가 혈액 콜레스테롤 수준을 낮추는데 효과적이라는 보고

와 일치하는 것이다(Huang et al., 1984). 

혈액 내 요소농도(BUN; Blood urea nitrogen)는 젖소의 단백질과 에너지 이용효율을 평가하기 위한 측도로 이용

된다(Tshuma et al., 2014). 본 실험에서 BUN의 경우 개시시 그룹간의 차이는 없었으나 실험 종료시 대조구, GLA 1

과 GLA 2에서 각각 18.73 mg/dL, 13.40 mg/dL과 12.68 mg/dL로 대조구보다 처리구에서 유의적으로 감소하였다(p 

＜ 0.05). 그리고 총 단백질(T-PRO; total protein)의 경우 실험 종료시 대조구, GLA 1과 GLA 2에서 각각 8.81 g/dL, 

60.7 g/dL과 5.77 g/dL로 대조구에 비해 처리구에서 유의적으로 감소하였다. 이는 BUN은 체내 단백질 대사를 반영

한다는 것(Oltner and Berglund, 1983)을 시사하며 GLA 급여로 인한 혈중 단백질 함량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NEFA (non-esterified fatty acids)의 경우 개시전 처리간의 차이는 없었으나, 종료시 대조구, GLA 1 및 GLA 2는 각

각 58.48 mg/dL, 43.86 mg/dL 및 40.79 mg/dL로 대조구에 비해 처리구가 유의적으로 감소하였다(p ＜ 0.05). 이러한 

결과는 GLA 급여가 NEFA의 농도도 감소시키는 결과를 나타냈다. NEFA농도 감소는 체내 각종 장기와 번식관련 조

직 및 간 기능에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낸다는 보고(Jorjong et al., 2014)와 일치하는 결과를 나타내었다. 

따라서 GLA 급여가 콜레스테롤 저감된다는 보고(Schirmer and Phinney, 2007)와 일치하며 AST, ALT 저감으로 

간기능 개선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사료된다. 

우유 내 GLA 함량 

우유 내 GLA 함량을 측정을 위해 GC를 이용한 결과는 Table 4와 같다. GLA 1은 561.67 ug/g과 GLA 2는 422.23 

ug/g로 대조구의 28.07 ug/g 보다 유의적으로 증가하는 것을 확인하였다(p ＜ 0.05). 따라서 보호코팅된 GLA첨가제

는 우유 내 GLA 함량을 높임으로서 GLA함유 유생산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 

Table 4. Effect of dietary GLA supplement for 3 weeks on GLA level in milk from dairy cow.

Control
Treatments

SEMz

GLAy 1 GLA 2

GLA, mg/g 28.07a 561.67b 422.23b 25.42
yGLA 1: Single coating (GLA 4%), GLA 2: Double coating (GLA 2.7%).
zSEM: standard error of means.

a, b: Means in the same row with different letters differ significantly (p < 0.05).

Conclusion

최근 다가 불포화 지방산을 가축에 적용하는 연구를 통해 고품질의 안전한 축산물 생산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

에 본 연구는 천연 식물성 지방산인 달맞이꽃 종자유를 통한 GLA함유 반추가축용 사료첨가제를 이용하여 효율적으

로 반추위 이행을 위해 보호 코팅 처리를 통해 소장 흡수를 돕고자 시행하였다. 3주간의 GLA 종류별 처리를 통해 총 

유량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였으며 우유 내 체세포수도 유의적으로 감소하였다. 혈액 내 콜레스테롤 함량 및 간기능 

측도인 ALT, AST의 농도도 유의적으로 감소하였다. 특히, 우유 내 GLA 함량을 유의적으로 증가하는 결과를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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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젖소 사양기간동안 사료 내 보호코팅된 GLA를 첨가함으로서 GLA함유 기능성 우유 생산이 가능

하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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