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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examined the effects of sex in different group sizes of Hanwoo calves. The growth performance including the mean 
daily gain, feed conversion rate, behavioral characteristics, and blood parameters in Hanwoo calves were investigated. A total of 
54 heads of Hanwoo calves were housed separately at 4 heads per group, 3 heads per group, and 2 heads per group per pen. In 
the heifer calves, except for those 10 months of age, the growth performance was improved by increasing the group size, which 
was similar to steer calves (p<0.05). The heifer calves housed in 3 heads group spent more time lying down (p<0.05). The steer 
calves spent more time standing in the 3 heads group, lying down (2 heads group), and walking (4 heads group). The heifer 
calves housed in 2 heads group had a lower frequency of drinking, self-grooming, pairwise grooming, and fighting (p<0.05). On 
the other hand, the steer calves in the 4 heads group had a higher frequency of drinking, rubbing, and fighting (p<0.05). The 
white blood cell and cortisol were highest in the heifer calves in the 2 heads group (p<0.05).
(Key words : Hanwoo calves, Group size, Growth performance, Behavioral characteristics, Blood parameters)

서    론

가축  소의 사육 도 (Stocking density)와 군집두수 (Group 
size)등의 사육조건은 복지 측면에서 가장 요하며 (Morrison 등, 
2001), 증체량에 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정 기 은 정상 인 개

체유지와 사회행동을 한 활동 공간의 요구량에 근거하게 된다. 
이 수 을 수하지 않을 경우 가축의 환경에 부정 인 향이 발

생하며, 축사 실내의 온․습도의 변화, 공기조성의 악화, 배설물 축
으로 인한 생상태의 하, 질병 이환속도 증가 등의 다양한 스
트 스 (social stress)로 생체내의 양소가 신속히 분해되어 성장
률이 떨어진다고 보고하 다 (Cho, 2008). 하지만, 농장주의 입장
에서는 단 면 당 수익성의 증 를 해 행 으로 고 도 사양

리가 주로 이용되고 있는 실정으로 이에 따라 소의 행동에 한 

연구 분야는 인 으로 조성된 환경 속에서 생활하는 소의 행동과 

그에 따른 생산성 향상방법  복지수 을 높여  수 있는 우사의 

형태와 크기 등에 한 연구 분야로 확 되고 있다 (Jang, 2011; 
Gottardo 등, 2004; Eberhardt 등, 2003; Wilson 등, 1999).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동물의 성별이나 사육단계에 따른 행동연구 (Lee 
등, 2010; Han 등, 2004; Kim 등, 2002)들이 진행되고 있으며, 
두당 8.82 m2로 동일한 사육공간에서 군집두수의 차이에 따른 거

세우의 행동특성에 있어서도 4마리보다는 8마리나 12마리의 경우
가 육성성 이나 도축평가에서 우수한 성 을 보 다고 보고한 바 

있다 (Li 등, 2010). 한 정부차원에서도 2013년부터 한우사육에 
있어서 동물복지인증을 한 한 한우사양표 을 설정하기 한 

연구를 수행함으로써 소비자의 요구에 부응하는 한우고기생산이 이

루어 질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육성기 한우의 군집두수에 따른 우방내 낮은 
사육 도의 정도가 증체, 행동형태  스트 스 민감도에 미치는 

향을 분석하여 한우 육성우의 친환경․복지형 사육환경 조성을 

규명하기 한 기  자료로 활용하고자 실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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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rol Treatment 1 Treatment 2

Fig. 1. Experimental pen design.

Table 1. Initial body weight of experimental Hanwoo

Item Heifer calves Steer calves
Initial body weight 

(kg) 140.67±3.77 167.17±3.45

Table 2. Chemical composition of feeds (DM basis)

Items (%) Concentrate Rice strawHeifer calves Steer calves
Moisture 11.27 10.91  7.37
Crude protein 14.96 15.15  4.31
Crude fiber  3.61  4.76 27.98
Crude fat  3.46  2.88  1.84
Crude ash  7.14  7.48  8.36
Nitrogen free extract 59.56 58.82 50.14
Calcium  1.02  1.23  0.35
Phosphorus  0.53  0.56  0.14
Neutral detergent fiber 25.45 25.72 66.06
Acid detergent fiber 11.22 11.16 41.33
Total digestible nutrients 68.73 69.87 45.02

재료 및 방법

1. 시험동물  시험방법

  시험동물은 6개월령 암소 육성우와 거세 육성우 각각 27두씩 총 
54두의 한우를 공시하 다 (Table 1). 시험방법은 Fig. 1과 같이 
32 m2의 동일한 우방에 군집두수를 달리하여 각각 4두 (Control), 
3두 (Treatment 1), 2두 (Treatment 2)를 입식하 다. 성별에 따라 
3반복으로 처리하여 완  임의 배치하고 15일간 비시험 후 2011
년 4월부터 12월까지 총 9개월간 사양시험, 행동 찰  액분석

을 실시하 다.

2. 사양 리

  강원도 춘천시 신북읍에 치한 강원 학교 부속 동물사육장에서 

실시하 다. 우사바닥의 깔짚은 톱밥을 이용하여 평균 10 cm의 높
이로 균일하게 제공하 다. 사양 리는 한우 사양 리 로그램에 

따라 농후사료는 큰송아지 (암소 육성우), 육성비육 (거세 육성우) 
사료와 볏짚을 여하 으며, 사료 여는 오  8시와 오후 5시에 1
일 2회 여하 다. 사료는 평균체 을 고려하여 여량을 변경하

며 제한 여하 고, 물 (Water cup; WC)과 Mineral block은 자
유롭게 섭취할 수 있도록 하 다.
  시험사료내 양소 함량의 일반성분은 AOAC (1990)의 방법에 
하여 다음의 Table 2와 같이 분석되었다.

3. 조사항목

  (1) 증체량

  체 측정  증체량은 시험개시시 측정 후 종료시까지 매 2개월 
간격으로 측정하고 일당증체량은 60일로 나 어 산출하 다.

  (2) 사료요구율

  사료요구율은 다음과 같은 계산식을 이용하여 산출하 다.

  사료요구율   증체량 
사료섭취량 

  (3) 행동측정

  시험농장 각각의 우방에 CCTV camera (IR LED Camera; APD- 
7070V, Sony)를 설치하고, 날씨가 맑은 날을 선정하여 녹화하
다. 맑은 날을 선정한 이유는 악성 기후에 따라 발생되는 소리 등
의 변이가 개체에 향을 미칠 수 있으며, 카메라 특성상 노이즈 
등의 발생에 따른 선명도  찰의 정확도를 높이기 하여 와 

같이 실시하 다. 
각 처리구별 행동 데이터 수집방법은 Sato 등 (1995)의 방법에 
따라 시험축의 군집두수에 따른 복수개체 추 방법  단일개체에

서는 얻을 수 없는 행동의 기록이나 군 (郡) 행동의 양상을 악하
는 군 (全郡) 찰방법으로 각 개월령마다 처리구별 행동을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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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The list of behavioral classification

Observed behaviors Abbreviations

At 2 minutes interval
(Time-sampling)

Feeding of concentrate FC

Feeding of forage FF

Standing ST

Lying down LD

Walking WK

Frequency
(Serial)

Drinking DK

Self grooming SG

Scratching SR

Rubbing RB

Pairwise grooming PG

Leaning LN

Fighting FT

하 다. 행동 찰은 미리 작성해 놓은 Table 3의 행동목록을 기
으로 1일 12시간씩 오  7시부터 오후 19시까지 주간행동을 비교
하 다.
상행동은 찰 상의 다양한 행동 가운데 상황이나 행동의 분

류로 특정되어진 행동에 한 선택  행동 찰법으로 농후사료 섭

식 (Feeding of concentrate), 조사료 섭식 (Feeding of forage), 
기립 (Standing), 횡와 (Lying down), 걷기 (Walking)의 행동시간
에 따른 행동특성은 Time-sampling method 기법을 이용한 2분 
간격으로 시 찰을 하 고 음수 (Drinking), 기(Self grooming), 
핥기 (Scratching), 몸 비비기 (Rubbing), 다른 소 핥기 (Pairwise 
grooming), 몸 기 기 (Leaning) 그리고 투쟁 (Fighting)은 빈도데
이터 수집방법으로 행동이 발  될 때 마다 기록하여 각각 행동특

성을 비교․분석하 다.

  (4) 혈액 및 혈청화학검사

  액은 2개월 간격으로 시험축의 경정맥에서 개체별 8 ml를 채
하 고, 일반 액검사 (Complete blood count, CBC) 분석을 
하여 EDTA tube에 3 ml 액을 자동 액 분석기 (Hema Vet 
950, Hema Vet. Co.; USA)로 백 구 (WBC, White Blood 
Cell), 구(RBC, Red Blood Cell), 헤모 로빈(Hb, Hemoglobin)
을 측정하 다.
청화학검사 (Serum chemistry)를 해 채취한 액을 5 ml 

Vaccum tube (Green cross MS; Korea)에 보 하 으며, 4℃에서 
8시간 방치한 후 청분리를 하여 3,000 rpm으로 15분간 원심
분리한 후 AU400 (Olympus;  JAPAN)으로 총단백질인 알부민
(Albumin)과 로블린 (Globulin)을 측정하 다.
청 내 스트 스 호르몬인 Cortisol은 γ-counter COBRA 

5010 Quantum (Packard; USA)를 이용하여 분석하 다.

4. 통계분석

  본 시험에서 군집두수의 효과를 보기 해서 얻어진 모든 결과들
의 통계분석은 Statistical Analysis System (SAS release ver. 
9.1, 2003)의 GLM (General linear model) procedure를 이용하
여 처리구별 평균값을 구하 다. 처리구간에 유의성은 Duncan’s 
multiple range test를 이용하여 5% 수 에서 검정하 으며, 분석
에 이용된 선형모형은 다음과 같다.

  Yij = µ + Gi + eij

  Yij : i 번째 군집두수의 j번째 개체에 한 측정치
  µ  : 체평균

  Gi : i 번째 군집두수의 효과 (i = 1, 2, 3) 
  eij : 임의오차

결과 및 고찰

1. 군집두수에 따른 성별 육성성

  Table 4와 5는 군집두수에 따른 성별 체 , 일당증체량  사료
요구율을 나타낸 것이다. 육성성 의 경우 암소 육성우는 10개월령
을 제외한 모든 개월령에서 군집두수가 증가할수록 유의

(p<0.05)으로 향상되었으며, 거세우의 경우도 유사한 결과를 나타
냈다.  결과를 바탕으로 육성우의 군집두수에 따른 사양성 은 

반 으로 약 10개월령 이후부터 차이를 보 고, 군집두수의 감소
가 육성우의 성별에 따른 육성성 에 부정  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한우에서 6~7개월령 이 에는 놀이행동 등을 하

지만 8~9개월령 정도가 되면 순  결정을 해 투쟁이 상호간 빈

번하게 나타나고 (KSAST, 2009), 사육 공간내에서 활발한 활동성
에 따른 운동능력의 향상으로 근골격계가 더욱 발달한 것으로 단

된다.

2. 군집두수에 따른 성별 행동특성

  아래의 Table 6과 Table 7은 군집두수에 따른 성별 행동특성을 
나타낸 표이다. 암․거세우 모두 4두 처리구에서 부분의 행동이 
유의 (p<0.05)으로 높게 나타났다. 시간에 따른 행동발 에서 섭

식시간은 암․거세우 모두 유의 (p>0.05)인 차이를 보이지는 않
았으나, 처리 두수가 감소할수록 여유로운 채식을 하는 경향을 보
이고 있다. 암소의 경우 횡와시간은 3두 처리구, 거세우에서 기립
시간은 3두 처리구, 횡와시간 2두 처리구, 걷기시간 4두 처리구에
서 각각 유의 (p<0.05)으로 길게 나타났다. Wilson 등 (1999)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우사의 크기가 같은 경우 계류식과 군사식으로 

사육한 송아지의 횡와행동에서 유의 (p>0.05)인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고 보고 하 지만, 본 시험에서 군집두수에 따른 횡와행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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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Effect of group size on feed intake and growth performance of heifer calves

Age FI1) (kg / head) BW4) (kg) ADG5) (kg) FCR6)

Con.2) RS3)

8 mt.

ns * *
4 heads

2.5 2.5
171.63±4.85 0.52±0.04a  7.89±0.62b

3 heads 168.50±6.61 0.47±0.08ab  8.87±1.46ab

2 heads 165.50±7.07 0.40±0.04b 10.39±1.08a

10 mt.

ns ns ns
4 heads

2.5 2.5
192.25±5.24 0.34±0.14 14.58±4.65

3 heads 190.33±2.84 0.36±0.08 12.81±2.42
2 heads 189.00±4.95 0.39±0.04 11.64±1.05

12 mt.

* * *
4 heads

3 3
218.75±3.97a 0.44±0.03a 10.31±0.64b

3 heads 214.17±5.06ab 0.40±0.04ab 11.50±1.09ab

2 heads 209.75±2.47b 0.35±0.04b 13.22±1.58a

14 mt.
(Final)

* * *
4 heads

3 3
242.13±4.09a 0.39±0.01a 13.97±0.38b

3 heads 236.67±4.65ab 0.38±0.01a 14.51±0.32b

2 heads 230.50±3.54b 0.35±0.02b 15.75±0.81a

Average
4 heads

－ － －
0.42±0.09 11.69±3.53

3 heads 0.40±0.06 11.92±2.52
2 heads 0.37±0.04 12.75±2.31

Values are mean ± standard deviation. ns : Not significant. * p<0.05
a-b Means within a column followed by a different letter are significantly different.
1) Feed intake, 2) Concentrate, 3) Rice straw, 4) Body weight, 5) Average daily gain, 6) Feed conversion rate.

Table 5. Effect of group size on feed intake and growth performance of steer calves

Age
FI1) (kg / head)

BW4) (kg) ADG5) (kg) FCR6)

Con.2) RS3)

8 mt.

ns ns ns
4 heads

3.5 2.5
213.00± 9.94 0.77±0.08 6.55±0.71

3 heads 210.33± 9.41 0.72±0.11 7.06±1.19
2 heads 208.25±10.25 0.68±0.14 7.56±1.58

10 mt.

ns ns ns
4 heads

4 2.5
258.63± 4.48 0.76±0.11 7.27±1.07

3 heads 255.83± 4.25 0.76±0.17 7.41±1.58
2 heads 253.25± 4.60 0.75±0.09 7.31±0.92

12 mt.

* * *
4 heads

4.5 3
315.88± 1.89a 0.95±0.05a 6.66±0.33b

3 heads 309.67± 3.55b 0.90±0.06ab 7.09±0.46ab

2 heads 303.75± 2.47c 0.84±0.04b 7.54±0.32a

14 mt.
(Final)

* * *
4 heads

5 3
366.00± 3.03a 0.84±0.02a 8.13±0.22b

3 heads 359.00± 3.00b 0.82±0.01ab 8.26±0.13ab

2 heads 351.50± 2.12c 0.80±0.01b 8.53±0.06a

Average
4 heads

－ － －
0.83±0.10 7.15±0.89

3 heads 0.80±0.11 7.45±1.01
2 heads 0.77±0.09 7.74±0.86

Values are mean ± standard deviation. ns : Not significant. * p<0.05
a-b Means within a column followed by a different letter are significantly different.
1) Feed intake, 2) Concentrate, 3) Rice straw, 4) Body weight, 5) Average daily gain, 6) Feed conversion r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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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Effect of group size on behavioral characteristics of heifer calves

Items Number of heads / group
4 heads 3 heads 2 heads

…………………………………………… Time (Minute / 12 hours) ……………………………………………

Feeding Con.1)  19.63± 7.86ns  21.75± 6.44  21.00± 7.62
RS2)  40.75±13.66ns  37.48±11.15  45.31±15.36

Standing 389.59±30.29ns 373.50±35.36 397.25±34.66
Lying down 256.47±21.30ab 272.38±36.95a 240.41±33.11b

Walking  13.56± 2.94ns  14.90± 3.87  16.03± 3.85
…………………………………………… Count (Number / 12 hours) ……………………………………………

Drinking  13.25± 4.30a  11.81± 3.73a   8.22± 3.77b

Self grooming  23.50± 6.27a  24.35± 8.56a  18.22± 7.05b

Scratching   2.51± 0.87ns   2.26± 0.97   2.18± 0.95
Rubbing  15.49± 2.94ns  16.99± 3.24  15.22± 3.05

Pairwise grooming  15.25± 3.49a  16.21± 3.75a   8.72± 3.83b

Leaning   8.77± 3.29ns   8.71± 1.97   9.63± 3.77
Fighting   5.63± 1.90a   3.23± 1.14b   1.41± 1.10c

Values are mean ± standard deviation. ns : Not significant.
a-c Means within a row followed by a different letter are significantly different (p<0.05).
1) Concentrate,  2) Rice straw.

Table 7. Effect of group size on behavioral characteristics of steer calves

Items Number of heads / group
4 heads 3 heads 2 heads

…………………………………………… Time (Minute / 12 hours) ……………………………………………

Feeding Con.1)  25.03± 9.43ns  28.92± 5.88  28.13± 5.57
RS2)  43.16±17.23ns  47.92±12.51  48.00± 9.98

Standing 362.53±24.83ab 368.00±24.53a 345.97±27.34b

Lying down 274.72±20.95ab 264.65±26.60b 290.66±25.04a

Walking  17.69± 2.33a  14.27± 2.35b  10.38± 1.57c

…………………………………………… Count (Number / 12 hours) ……………………………………………
Drinking  13.89± 3.33a  11.19± 3.74b   9.03± 3.06b

Self grooming  19.38± 6.00ns  18.65± 3.21  18.19± 4.35
Scratching   3.38± 0.95ns   3.24± 1.17   2.94± 1.81
Rubbing  13.83± 2.55a  12.69± 2.64ab  11.59± 1.87b

Pairwise grooming  15.42± 3.60ns  14.44± 2.42  13.38± 2.58
Leaning   8.47± 3.17b  10.63± 2.68a   6.41± 1.39c

Fighting   8.06± 2.10a   6.16± 1.51b   4.13± 1.82c

Values are mean ± standard deviation. ns : Not significant.
a-c Means within a row followed by a different letter are significantly different (p<0.05).
1) Concentrate,  2) Rice straw.

유의 (p<0.05)인 차이를 나타냄으로써 사육환경  사육방식 보
다는 군집두수에 따른 행동의 차이가 더 큰 것으로 단된다. 행동
빈도  공통 으로 음수와 투쟁행동에서 2두 처리구가 유의
(p<0.05)으로 낮았는데, Zeeb 등 (1988)의 보고와 같이 사육 도

가 낮아짐에 따라 경쟁과 이동의 빈도가 낮아지며, 송아지의 경우 
사육 도가 높아짐에 따라   공격의 투쟁행동이 증가하 다

는 결과와 유사하게 나타났다 (Jensen 등, 1999; Kondo 등, 1989).
  암소 육성우의 행동빈도에서는 자기 몸 핥기, 핥아주기  투쟁

행동에서 4두 처리구가 2두와 3두 처리구보다 유의 (p<0.05)으
로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행동은 소의 건강이나 성장에 있어서 하
나의 좋은 척도이며 몸을 유지하는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행동이

다 (Kim 등, 2002; Albright 등, 1997)고 하 는데, 본 시험에서도 
체   사료요구율의 유의 (p<0.05) 차이를 나타낸 것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거세 육성우의 행동빈도에서는 몸비비기, 몸기
기  투쟁행동에서 군집두수가 증가함에 따라 빈도수가 유의

(p<0.05)으로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행동들은 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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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8. Effect of group size on blood parameters of heifer calves

Items
Number of heads / group

4 heads 3 heads 2 heads
WBC1) (103/mm3)  8.54±1.55ab  7.95±1.66b 10.20±2.61a

RBC2) (106/mm3)  8.80±0.88ns  8.30±1.18  9.35±1.10
HGB3) (g/dL) 12.75±1.50ns 11.31±1.76 12.69±2.32

Albumin (g/dL)  4.13±0.14a  3.91±0.17b  4.09±0.16a

Globulin (g/dL)  2.69±0.42ab  2.90±0.36a  2.35±0.29b

Cortisol (ug/dL)  2.59±1.83ab  1.56±0.71b  4.04±2.83a

Values are mean ± standard deviation. ns : Not significant.
a-c Means within a column followed by a different letter are significantly different (p<0.05).
1) White blood cell, 2) Red blood cell, 3) Hemoglobin.

Table 9. Effect of group size on blood parameters of steer calves

Items
Number of heads / group

4 heads 3 heads 2 heads
WBC1) (103/mm3)  9.74±2.60ns  8.66±3.45  8.11±2.03
RBC2) (106/mm3)  9.35±0.60ns  8.27±1.36  8.27±2.06

HGB3) (g/dL) 12.98±1.54ns 11.38±3.16 12.88±2.82
Albumin (g/dL)  4.08±0.14ns  3.90±0.24  3.93±0.31
Globulin (g/dL)  2.60±0.28ns  2.61±0.23  2.44±0.29
Cortisol (ug/dL)  2.78±1.10ns  2.71±1.48  3.72±2.15

Values are mean ± standard deviation. ns : Not significant.
1) White blood cell, 2) Red blood cell, 3) Hemoglobin.

행동의 성격으로 어린 송아지에서 많이 볼 수 있으며, 소의 성장발
달에 매우 요한 요소로서 사회행동의 발달을 진시킨다고 한다

(KSAST, 2009).
결과 으로, 송아지에 있어 군 두수  공간면 은 군 형성 후 

사회  행동 변화를 달리하는 원인이며 (Rind와 Phillips, 1999; 
Kondo와 Nishino, 1983), 군집두수의 증가는 경계심을 낮춰 다

는 연구결과 (Anderson 등, 2004; Estevez 등, 2003; Estevez 등, 
2002)와 함께 개체유지행동, 휴식행동 는 핥아주기 행동에 많은 
시간을 소비할 수 있도록 해 다 (Hopewell 등, 2005; Childress 
and Lung, 2003)고 한다. 따라서, 본 시험에서도 개체별 행동이 4
두 처리구에서 왕성하게 나타났으므로 경제 인 사양을 고려할 경

우 4두 수용이 할 것으로 단된다.

3. 군집두수에 따른 성별 액성상

  군집두수에 따른 성별 액성상 (백 구, 구, 헤모 로빈, 알
부민, 로블린, 콜티졸)에 한 분석치는  Table 8과 9와 같이 
분석되었다.
  거세우는 모든 항목에서 유의 (p>0.05)인 차이를 나타내지는 
않았으나, 암소에서는 2두 처리구에서 백 구와 콜티졸 수치가 유

의 (p<0.05)으로 높았고, 로블린은 유의 (p<0.05)으로 낮게 

나타났다. 
콜티졸은 조직, 손상, 감염, 온도, 환경 등의 요인에 따른 신체  

스트 스 반응 시 빠르게 증가하는 스트 스 호르몬 (Ji, 2011)으로 
어린 가축에게는 이유, 거세, 제각 등의 사양 리와 투쟁  사육

환경에 따라 쉽게 증가할 수 있다 (Stephens, 1980; Crookshank 
등, 1979). 한, 콜티졸의 증가는 항체형성에 여하는 로블린
을 감소시켜 질병의 감염에 쉽게 노출시킴으로써 백 구의 양을 증

가하게 한다는 보고와 동일한 패턴으로 나타났다 (Moberg, 1985; 
Gwazdauskas 등, 1980).

요    약

  친환경 축산을 통한 고품질의 축산물 생산을 목표로 세계 인 트

랜드에 부합하는 축산선진국으로 나아가기 하여 본 시험은 한우

의 군집두수에 따른 우방내 낮은 사육 도의 정도가 증체, 행동형
태  스트 스 민감도에 미치는 향을 비교․분석해 보았다. 강
원 학교 부속 동물사육장의 한우 육성우 54두를 공시하여 성별에 
따라 군집두수별 4두, 3두  2두로 처리하여 각각 3반복을 실시
하 으며, 한우 사양 리 로그램에 따라 사료 여를 실시하 다. 
본 시험의 결과로 사양성 (BW, ADG  FCR)의 경우 암소 육
성우는 10개월령을 제외한 모든 개월령에서 군집두수가 증가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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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유의 으로 향상되었으며, 거세우의 경우도 유사한 결과를 나타
냈다. 행동 찰에 따른 육성우의 행동시간 발 에서 암소의 경우, 
횡와시간은 3두 처리구에서, 거세우의 경우 기립시간은 3두 처리
구, 횡와시간은 2두 처리구, 걷기시간 4두 처리구에서 각각 유의
(p<0.05)으로 길게 나타났다. 행동빈도는 암소에서 음수, 자기 몸 
핥기, 핥아주기, 투쟁행동에 있어 각각 2두 처리구가 유의
(p<0.05)으로 낮게 나타났고, 거세우는 음수, 몸 비비기  투쟁행
동에서 군집두수가 증가함에 따라 유의 (p<0.05)으로 빈도수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액성상에 있어서 육성암소는 2두 처
리구에서 백 구와 콜티졸 수치가 유의 (p<0.05)으로 높았고, 
로블린은 유의 (p<0.05)으로 낮게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면 사양성 , 행동특성  액성상 등의 

체 인 내용을 토 로 표 우사의 우방크기를 고려할 때 한우 육

성우의 군집두수는 2두  3두 비 4두로 수용하는 것이 하

다고 단되며, 본 시험결과는 추후 친환경․복지형 한우 육성우 
사양 리의 기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단된다.
(주제어 : 한우 육성우, 군집두수, 사양성 , 행동특성, 액성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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