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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격한 사육환경의 변화가 가금의 생산성과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김지민⋅윤형숙⋅황보종***⋅김상호***⋅최양호*, **

경상 학교 학원 응용생명과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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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The objective of this study was to evaluate the effects of an unexpected change in housing 
environment on stress in poultry.  Laying hens (Hy-line Brown), adapted to a free-range housing 
system for more than a month, were randomly divided into two groups to be subjected to an 
unexpected change of their housing environment: one half of them were individually housed into 
conventional battery cages and the other continually left in the same housing system throughout 
the entire period of the study. The sudden change resulted in an increase in egg production and 
albumen height (P<0.05), but decrease in eggshell thickness (P<0.05).  The change had tendency to 
increase Haugh unit (P≤0.061) and to decrease eggshell color (P≤0.074), but did not affect body 
weight for 5 days thereafter. No significant changes were detected in liver color.  Plasma 
concentrations of corticosterone was acutely increased one day after the change (P<0.05), then 
returned to similar control levels.  The results of the present study indicate that unexpected 
changes in housing environment cause acute increase in stress hormone concentrations, but 
interpretation of the results should be cautious due to the experimental conditions.   
(Key words : Environmental changes, Corticosterone, Chicken, Stress, Animal welf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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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Composition of experimental diets 
for laying hens

Ingredients % 
Corn  56.05
Wheat bran   5
Soybean meal  20
Corn gluten meal   4
Limestone  12
Dicalcium phosphate   1.5
Methionone   0.3
Lysine   0.4
Vitamin-mineral mixture   0.5
Salts   0.25
Total 100

서    론

최근 축산물의 품질과 안전성에 관한 우려

와 동물복지에 대한 일반 대중의 관심이 점

차 증가하고 있다 (김도훈1); 이수연2)). 유럽에

서는 동물복지에 대한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며 복지 환경에서 사육된 동물들이 그렇

지 않은 동물들보다 건강하다 (Hughes 등9); 

Sorensen 등19)). 때문에 관행적으로 해오던 공

장형 동물 사육체제는 점차 더 강한 법의 규

제 대상이 되어 왔으며, 2012년부터 산란계

용 배터리 케이지의 사용금지는 그러한 일례

이다 (EU7); Sherwin 등15); Shimmura 등17)). 

사육환경의 변화는 커다란 스트레스 요인

의 하나이며, 스트레스 관련 호르몬의 분비

나 지표를 증가시킨다. 예를 들면, 친숙한 환

경에서 열린 공간으로 이동되면 스트레스 호

르몬의 하나인 corticosterone 의 분비가 증가

하고 울음소리의 빈도가 증가한다 (Saito 등 14)). 

또한 기존의 친숙한 공간에서 격리되거나

(Feltenstein 등8)) 사육밀도가 높아지면 스트레

스 호르몬의 농도가 높아지고 (Dozier 등6)), 

이러한 상태가 지속되면 가금은 새로운 환경

에 익숙해지거나 면역기능의 저하와 같은 생

리적인 변화를 겪게 되어 결국은 폐사하게 

된다 (Choi4)). 

비록 사육환경이 양적 및 질적인 생산성뿐

만 아니라 동물의 복지에도 중요하다는 것은 

광범위하게 수용되고 있지만 (김도훈1); 이수

연2)) 국내에서 동물복지와 관련된 연구는 매

우 빈약하다. 사육되고 있는 친숙한 환경에

서 낯선 환경으로 갑자기 이동될 때 그러한 

동물은 심한 스트레스를 받게 된다. 본 연구

의 목적은 급격한 사육환경의 변화가 가금의 

생산성과 스트레스 반응에 미치는 영향을 조

사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27주령까지 

관행 케이지에서 사육된 산란계를 실험을 위

하여 입식시킨 후 한 달 이상 평사 사육실에

서 방사한 다음, 무작위로 두 집단으로 나누

어 반을 계속해서 같은 평사환경에서, 다른 

나머지 반을 관행 케이지에서 수용한 후 스

트레스 호르몬과 생산성 관련 인자들을 조사

하였다. 

재료 및 방법

1. 실험 동물, 실험 설계 및 사양관리

약 27 주령까지 관행 케이지에서 사육된 

하이라인 브라운 산란계 30수를 제한된 공간

인 사육실내에 입식하여 자유 방사하였다. 

한 달간의 환경적응 후에 무작위로 2 집단으

로 나누어 한 집단은 계속해서 방사 사육되

었고 다른 집단은 인근의 사육실에 설치되어 

있는 관행 케이지에 케이지 당 1수씩 수용되

었다. 사육실의 온도는 20 ± 2℃ 내외로 유지

하였고, 15시간 동안 점등하였다. 시험 기간 

동안 사료와 물은 제한 없이 공급되었으며, 

시판 산란계용 사료가 급여되었다 (Tabl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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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사항목 및 분석 방법

시험 기간 중 매일 아침과 저녁에 산란한 

계란을 수거하였다. 산란율은 산란한 계란을 

닭의 수로 나누어 계산하였다. 수거한 계란

은 10°C 냉장고에 보관한 후 난질분석을 실

시하였다. 난각색, 난중, 난백높이 및 Haugh 

unit (HU)는 계란다중테스트 (QCM + Instrument 

Range Operating Instruction, TSS Co. Ltd., 

England)기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난황색은 

Yolk Color Fan (Basf Co. Ltd., Germany)를 이

용하여 육안으로 측정 그리고 색차계 (Chroma- 

meter, Minolta Co. Ltd., Japan; Model CR- 

300)을 이용하여 동일한 시료를 2회 반복 측

정하였으며, 이 때 표준색판은 Y = 93.8, x = 

0.3136, y = 0.3198으로 하였다. 난각 강도는 

계란의 뾰족한 부분이 아래가 되도록 FHK 

(Fujuhara Co. Ltd, Japan)기에 고정시킨 후 측

정하였다. 난각 두께는 난황 및 난백을 분리

한 난각의 중앙부를 micrometer (NSK Co. 

Ltd., Japan)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관행 케이지로 이동직전, 이동 하루 뒤, 그

리고 5일 뒤에 익하정맥에서 혈액을 채취한 

후 체중을 측정하였다. 2,000 × g, 4℃에서 10

분 동안 혈액을 원심분리기로 분리하여 얻어

진 혈장을 분석시까지 －30℃에 보관하였다. 

그 후 Enzyme Immunoassay Kit (ELISA, 

901-097, Assay Designs, USA)를 이용하여 혈

장 내 corticosterone의 농도를 측정하였다. 

시험 종료 후 산란계를 단두하고 오른쪽 

간을 적출하였다. 산란계의 간의 색도는 색

차계 (Chromameter, CR-300, Minotla, Japan)를 

이용하여 동일한 시료를 2회 반복 측정되였

으며, 이 때 표준색판은 Y = 93.8, x = 0.3136, 

y = 0.3192 이었다.

 

3. 통계분석

본 시험에서 얻어진 모든 자료는 SAS 9.1 

의 t-test 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확률이 P 

≤0.05 일 때 통계적으로 유의하다고 간주하

였다. 

 

결과 및 고찰

 

본 연구의 목적은 급격한 사육환경의 변화

가 가금의 생산성과 스트레스 반응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는 것이다. 한달 이상 평사 사

육실에서 방사된 하이라인 갈색 산란계를 무

작위로 두 집단으로 나누어 반을 계속해서 

같은 방사환경에서, 다른 나머지 반을 관행 

케이지에서 수용하여 사육하였다. Table 2에

서 나타낸 것처럼 이러한 사육환경의 변화는 

산란율 그리고 농후난백의 높이를 증가시켰

고 (P<0.05), Haugh unit 를 증가시키는 경향

이 있었다 (P≤0.061). 그러나 난각두께는 감

소되었고 (P<0.05) 난각색은 감소되는 경향이 

있었다 (P≤0.07). 환경변화 후 5일간 산란계

의 체중에는 변화가 없었으며 (Table 3), 실험 

종료시에 측정된 간의 색도에도 변화가 없었

다 (Table 4). 케이지로 이동된 다음날 혈장 

corticosterone 농도는 급격하게 증가하였지만

(P<0.05) 5일째에는 대조구의 수준과 차이가 

없었다 (Table 5). 

산란율에서 큰 차이를 보인 것은 방사 사

육된 산란계들이 산란된 계란을 쪼아 먹어 

버렸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방사된 산란계

군에서 행동이 학습됨으로써 계란을 쪼아 먹

는 행동이 증가하였고, 그 결과 실제로 관찰

된 산란수는 줄어들었다고 판단된다. 이것은 

닭들이 계란을 먹을 수 없는 상태인 관행 케

이지에 수용되었을 때의 산란율에 근거를 둘 

수 있다. 증가된 혈장 corticosterone의 농도에

서 추정할 수 있듯이, 좁은 공간에 수용된 

후에 즉 스트레스 수준이 높아진 상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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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Effects of an unexpected change in housing environment on body weight (g) in 
poultry

Day Free-range to -range Free-range to 
conventional cages P-value

0 1590 ± 83 1599 ± 50 0.921

1 1561 ± 76 1580 ± 49 0.838

5 1569 ± 76 1559 ± 40 0.913

Laying hens (Hy-line Brown), adapted to a free-range housing system for more than a month, were randomly 
divided into two groups for an unexpected change in their housing environment: one half of them were 
individually housed into conventional battery cages and the other continually left in the same housing system 
throughout the entire period of the study. 

Table 4. Effects of an unexpected change in housing environment on liver colors in poultry

Color Free-range to -range Free-range to 
conventional cages P-value

Lightness (L*) 39 ± 2 41 ± 2 0.258

Redness (a*) 17 ± 1 18 ± 1 0.771

Yellowness (b*) 19 ± 2 18 ± 1 0.930

Laying hens (Hy-line Brown), adapted to a free-range housing system for more than a month, were randomly 
divided into two groups for an unexpected change in their housing environment: one half of them were 
individually housed into conventional battery cages and the other continually left in the same housing system 
throughout the entire period of the study. 

Table 2. Effects of an unexpected change in housing environment on parameters in poultry

Variable Free-range to -range Free-range to
conventional cages P-value

Egg production, %  17 ± 5b  90 ± 1a <0.001

Egg-yolk color  7.8 ± 0.2  7.5 ± 0.2 0.206

Egg weight, g 59.6 ± 1.2 62.5 ± 1.2 0.098

Albumin height, mm  7.0 ± 0.7b  8.8 ± 0.3a 0.044

Haugh unit 80.4 ± 5.5 92.2 ± 1.7 0.061

Egg shell color, % 28.8 ± 1.3 25.8 ± 1.0 0.074

Egg shell strength, kg/cm2  5.2 ± 0.2  4.9 ± 0.3 0.444

Egg shell thickness, mm 0.42 ± 0.01b 0.39 ± 0.01a 0.026

Egg shell weight, g  7.8 ± 0.2  7.5 ± 0.2 0.206

Laying hens (Hy-line Brown), adapted to a free-range housing system for more than a month, were randomly 
divided into two groups for an unexpected change in their housing environment: one half of them were 
individually housed into conventional battery cages and the other continually left in the same housing system 
throughout the entire period of the study. 
a, b Means in rows with different superscript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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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Effects of an unexpected change in housing environment on plasma  corticosterone 
concentrations in poultry (ng/ml)

Day Free-range to -range Free-range to 
conventional cages P-value

0 20 ± 7 20 ± 6 0.970
1 10 ± 2a 48 ± 1b 0.024
5 20 ± 3 29 ± 7 0.286

Laying hens (Hy-line Brown), adapted to a free-range housing system for more than a month, were randomly 
divided into two groups for an unexpected change in their housing environment: one half of them were 
individually housed into conventional battery cages and the other continually left in the same housing system 
throughout the entire period of the study. 
a, b Means in rows with different superscript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P<0.05).

산란율이 증가되었다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

며, 결국 방사된 많은 닭들이 산란 직후에 

계란을 먹어버렸다는 것으로 설명 가능하다. 

실제로 채란과 일상적인 관리를 위해 계사 

내에 들어갔을 때 이러한 행동이 관찰되었

다. 본 연구의 결과는 관행의 케이지 사육은 

유기 사육에서보다 산란율이 더 높았다 

(Küçükyilmaz 등10))는 것과 유사하지만, 대안

적인 사육체제의 생산성이 관행사육의 생산

성과 차이가 없다는 기존의 연구와 배치되며 

따라서 결과의 해석에 좀 더 신중해야 할 필

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평사 방사사육에서 관행 케이

지로의 이동 후 하루가 지났을 때 혈장 

corticosterone 농도가 약 5배 증가하였다. 비

록 corticosterone의 농도에서 개체간의 차이

가 있으며 또한 일시적인 증가 후에 서서히 

감소하지만 (Littin과 Cockrem12)), 이러한 변화

는 주목할 만하다. 이러한 결과는 새로운 환

경에 노출되었을 때 혈중 corticosterone 농도

가 상승한다는 기존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산란용 병아리를 무리에서 분리하여 열린 공

간에 두었을 때 10분 이내에 (Saito 등14)), 또

는 무리에서 분리되거나 분리 후 거울로 비

추었을 때도 혈중 corticosterone의 농도가 급

격하게 상승하였다 (Feltenstein 등8)). 기존 사

육환경의 변화가 없는 조건에서, 평사 펜 사

육과 관행 케이지 사육 사이에는 스트레스 

지표의 하나인 heterophils 대 lymphocytes 

(H/L)의 비와 난황과 난백에서의 cortico- 

sterone 농도에서 차이가 없었으며 이러한 결

과는 사육형태나 닭의 나이에 따라 달랐다 

(Singh 등18)).

집단으로 사육되는 동물에서 사회적 서열

이 생기며, 집단 내에서 서열은 동물의 행동

에 영향을 미친다 (Cunningham과 Tienhoven5); 

Shimmura 등16)). 비록 연구대상은 아니었지만 

본 연구의 실험과정에서 이러한 사회적 서열

은 방사 사육된 산란계 사이에서 관찰되었

다. 서열이 높은 닭은 낮은 닭을 다양한 방

법으로 괴롭히며, 쪼거나 사료를 못 먹게 하

기도하고 심지어 산란한 계란을 쪼아 먹는 

행동까지 보이게 된다. 이러한 집단 내에서

의 행동이 산란율과 농후난백고의 감소에 기

여하였을 것으로 사료된다. 

관행 케이지에 사육되었을 때 난중의 증가

는 이동의 제한 때문으로 생각된다. 최근의 

문헌은 자유방사 사육에서 난중이 가볍고 

난각이 얇으며 따라서 난각강도가 저하되었

지만 농후난백고는 향상되었다 (Krawczyk과 

Gornowicz11)). 그러나 타 연구자들의 결과는 

케이지의 행태가 난중에 미치는 영향은 있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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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Anderson과 Adams3); Pištěková 등13)) 또는 

없었으며 (Wall20)), 따라서 여전히 연구결과 

간에 불일치가 존재한다. 또 간 (liver)의 색도

에서 차이가 없었던 것은 케이지로 이동된 

후 5일간의 짧은 실험기간 때문인 것으로 사

료되며 실험기간이 보다 장기간 지속되었다

면 관행 케이지에서 거의 일생을 보내는 산

란계에서 볼 수 있는 간 색깔의 변화가 관찰

되었을 것으로 사료된다. 

요약하면, 본 연구에서 평사에서 방사 사

육된 산란계가 갑자기 관행 케이지로 이동된 

후 그들의 혈중 스트레스 호르몬의 농도가 

급격하게 증가되었지만 생산성 관련된 인자

들은 오히려 향상되었다. 이와 같은 상충된 

결과는, 케이지 사육에서 평사사육으로의 환

경변화에서 관찰될 수 있는 산란계의 행동발

달을 고려한다면 타당한 듯하다. 현재의 결

과는, 급격한 사육환경의 변화는 스트레스 

호르몬의 분비를 증가시키며 가금의 복지를 

감소시킬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또한 본 

연구결과는 대안적인 사육체제의 생산성이 

관행사육의 생산성과 차이가 없다는 기존의 

연구와 배치되며 따라서 결과의 해석에 좀 

더 신중해야 할 필요가 있다. 

  

적    요

 

본 연구의 목적은 급격한 사육환경의 변화

가 가금의 생산성과 스트레스 반응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는 것이다. 한달 이상 사육실

에서 방사된 하이라인 갈색 산란계를 무작위

로 두 집단으로 나누어 반을 계속해서 같은 

방사환경에서, 다른 나머지 반을 관행 케이

지에서 수용하여 사육하였다. 이러한 갑작스

런 사육환경의 변화는 산란율 그리고 농후난

백의 높이를 증가시켰고 (P<0.05), Haugh unit 

를 증가시키는 경향이 있었다 (P<0.061). 그러

나 난각두께는 감소되었고 (P<0.05), 난각색은 

감소되는 경향이 있었다. 환경변화 후 5일간 

산란계의 체중에는 변화가 없었으며 실험 종

료시에 측정된 간의 색도에도 차이가 없었

다. 관행 케이지로 이동된 다음날 혈장 corti- 

costerone 농도는 급격하게 증가하였지만 (P 

<0.05), 5일째에는 대조구의 수준과 차이가 

없었다. 이러한 결과는 급격한 사육환경의 

변화는 스트레스 호르몬의 분비를 증가시킨

다는 것을 사사한다. 그러나 제한된 실험조건 

때문에 생산성에 관한 결과의 해석에 주의해

야 할 필요가 있다.

 (핵심어: 환경변화, 코르티코스테론, 닭, 스트

레스, 동물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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