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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축사 내부 온도를 낮추고 더위 스트레스 경감 사료를 급여하는 등
여름철에 활용할 수 있는 축종별 관리방법도 확인할 수 있다.
○ 가축사육 기상정보시스템은
국립축산 과학원

2020년 5월 14일(조간)부터 보도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 인터넷, 방송, 통신은 5월 13일 11시부터 보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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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 더위로 인한 가축 스트레스 매일 확인해야
- 가축사육 기상정보시스템 활용 … 축종별 더위 피해 예방 -

□ 농촌진흥청(청장 김경규)은

‘ 가축사육

기상정보 시스템’ 을

활 용해

에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 기상청은 올해 5월 기온이 평년보다 높고 고온현상이 자주 나타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최근 10년 사이 5월 평균 기온이 뚜렷한
오름세를 보이고 있어 농가의 주의가 필요하다.
이른

더 위로

인한

가축

피해

□ 가축사육 기상정보시스템은
수와

이에

따른

가 축관리

예방

한우,

젖소,

방법을

돼지,

가금의

가축더위지

제공한다 .

○ 가축 더위지수는 온도와 습도 정보를 이용해 가축이 더위를 느끼는
정도를 정량화1)한 지표이다.
○ 농장주는 매일 휴대전화 문자 또는 컴퓨터로
가축더위지수를
가축

피해를

휴대전화로 가축 더위지수 확인
1)

확인함으로써

예방

할 수 있다.

더위 로

인한

(c h u ks a ro. n i a s. g o. k r) ’ 에서
이용

할 수 있다.

별도의

없이

‘ 축 사로

사 용신청

후

□ 가축의 더위 스트레스는 농가의 관리 방법 개선을 통해서도 줄일
수 있다.
○ 가축에게 적은 양으로도 충분한 영양소가 공급될 수 있도록 에너지
함량이 높은 사료를 먹인다. 또한 광물질과 시원한 물을 급여하
면 체수분과 미량원소의 손실을 줄일 수 있다.
○ 비타민과 유기산제 등을 사료에 적절히 섞어 먹이는 것도 가축의
더위 스트레스를 완화 시키는 방법이다.
○ 고온 다습한 환경에서는 사료나 물통이 미생물 등에 의해 쉽게
오염되므로 이틀에 한 번씩 점검한다.
□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영양생리팀 김상호 과장은 “축종별 더위
스트레스에 따른 가축 생산성 평가 모델을 개발하고, 현재 3일
단위로 확인 가능한 가축 더위지수를 앞으로는 10일로 확대하는
등 더 나은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참고자료】가축사육 기상정보시스템
보도자료 관련 문의나 취재는
농촌진흥청 영양생리팀 이유경 농업연구사(☎ 063-238-7460)에게
연락 바랍니다.

(1.8×온도+32)-{(0.55-0.0055×상대습도)×(1.8×온도-26.8)}

- 1 -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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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지도비교”를 통해 축종별, 시나리오별, 연도별 가축 더위지수 분포도를

가축사육 기상정보시스템

비교.
-“사양관리자료”에서는 가축더위지수별로 농가에서 활용할 수 있는 가축
및 시설 관리 요령과 가축사육 기상정보 제공.

가축사육 기상정보시스템
❍ 기상청 동네예보와 연계하여 가축더위지수와 더위 단계별 사양관리 지침을 제공
❍ 미래 기후변화 시나리오 기반 2100년까지의 가축더위지수 전망 확인

※ 우리농장 가축더위지수 확인하기
- 가축사육기상정보시스템에 가입한 농가는 로그인 하면, 본인 농장의 가축더위
지수를 바로 확인.

가축 더위지수

- 회원이 아니면, 모바일 화면 우측 상단의 메뉴(≡)를 누르고, “종합검색”을

❍ 온습도지수. 온도와 상대습도를 활용해서 가축이 더위로 받는 스트레스를
알려주는 지표

누르면, 검색화면이 나옴.
- 상단의 “검색어를 입력하세요”란에 주소를 입력하고, (↵)또는 “이동”을

❍ 가축마다 자연스럽게 체온을 조절할 수 있는 적정 온도 범위(열 중성대)를
벗어나면, 가축이 더위 스트레스를 받게 됨.
❍ 가축 더위 단계를 위험정도에 따라 양호, 주의, 경고, 위험 및 폐사의 5단계로 나눔

누르면 검색 결과 표시.
- 검색된 결과에서 농가가 해당되는 지점을 선택하신 후“더위지수”를 누르면
농가에 맞는 가축 더위지수 확인 가능.

가축사육 기상정보시스템 활용 방법
❍ 가축사육 기상정보시스템은 국립축산과학원 축사로 시스템에서 서비스 사용
신청 후 무료로 사용.
❍ 본 시스템은 컴퓨터뿐만 아니라 휴대전화로도 이용 가능.
❍ 시스템에서 가축더위지수를 확인하고 더위단계에 맞춰 제공하는 축종별
사양관리지침에 따라 가축을 관리해 폭염 피해 예방.

가축사육 기상정보시스템 구성
❍ 가축사육 기상정보시스템은 가축더위지수, 더위지수 분포도, 지도비교,
사양관리자료 등으로 구성.
-“가축더위지수” 메뉴는 기상청 단기예보에 기초한 3시간 단위, 최대 3일
동안의 가축 더위지수를 제공.
-“더위지수 분포도”에서는 미래 기후변화 시나리오※에 따른 미래 가축 더위
지수 분포도 확인

※

대표농도경로 시나리오, RCP(Representative Concentration Pathways)

시나리오, 대기 중 온실가스 농도에 따른 2100년까지의 연도·월별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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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버전 메뉴

시스템 접속(축사로-가축사육기상정보)

우리농장의 가축더위지수(메인, 더위지수)

가축더위지수단계별 가축관리 정보(사양관리지침)

미래 축종별 가축더위지수(더위지수분포도)

모바일 버전 메뉴

우리농장의 가축더위지수(메인)

가축관리정보 제공(사양관리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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