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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포유동물은 몸단장을 하는데 많은 시간을 보내는데

(Spruijt et al., 1992), cow brush는 기생충과 각질을

제거해주는 역할(Moran J,. 1997)과 몸단장을 더 쉽게

할 수 있도록 한다. 몸단장은 동물의 청결한 상태를 유

지시키며, 보다 안전한 행동표출을 유도하여 스트레스

를 감소 시켜준다(DeVries et al., 2007). 또한 유럽연

합(EU) 동물복지 기준에서는 대가축(젖소, 육우)의 몸

단장 행동을 돕기 위하여 cow brush를 설치하도록 하

고 있다. 또한 Duve et al. (2012)에 의하면 육성시기의

사회적 접촉과 놀이행동은 스트레스에 반응하는 민감

도를 감소시킨다. 국내에서도 일부 cow brush 등의

이용이 스트레스 감소에 도움이 된다는 보고가 있으

나, 적정 설치방법 및 활용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결과

가 미흡하다.

따라서 스트레스 저감시설의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스트레스 저감시설 이용에 따른 한우의 혈액 내

cortisol 농도변화에 대해 조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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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cow brush는 기생충과 각질 제거 및 몸단장을 더 쉽게 할 수 있도록 하며 동물의 청결 상태를 유지시키

고 스트레스 감소시키는데 도움을 준다. 국내에서도 일부 cow brush 등의 이용이 스트레스 감소에 도움이

된다는 보고가 있으나, 적정 설치방법 및 활용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결과가 미흡하다. 따라서 스트레스

저감시설의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스트레스 저감시설 이용에 따른 한우의 혈액 내 cortisol 농도변화에 대

해 조사하였다. 번식우와 육성우를 대조구 및 실험구로 각각 5두씩 임의로 선정하여 배치하였다. 번식우는 
한우 경산우(45 ~ 67개월령)에 swinging type의 automated brush를 제공하였고, 육성우는 미경산 암소(15

~20개월령)를 공시하였으며 chain을 제공하였다. 한우 번식우를 대상으로 brush를 제공해주었을 경우, 대

조구와 실험구의 혈액 내 cortisol 농도에는 차이가 없었다(p>0.05). 반면 한우 육성우를 대상으로 chain을

제공해주었을 경우, 때 혈액 내 cortisol 농도가 점차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8주차에서는 실험구에서의

cortisol 농도가 9.8 ± 6.4 (ng/mL)로 대조구 30.3 ± 15.5 (ng/mL)에 비하여 유의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p<0.05). 본 연구의 결과 스트레스 저감시설을 제공할 경우 육성우의 혈액 내 cortisol 농도가 낮아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하지만 cortisol 농도는 온도, 환경 등 외부자극에 의해 쉽게 변화할 수 있기 때문에 스트

레스 정도를 판단하는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는 없을 것이다. 따라서 향후 스트레스 저감시설에 따른 행동

을 분석하여 cortisol 농도변화와 비교분석을 실시한다면 보다 정확한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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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료 및 방법

2.1 공시동물 및 사양관리

본 연구는 경상남도 함양군에 위치한 국립축산과학

원 가축유전자원센터에서 수행했으며, 축사는 콘크리

트 바닥으로 된 개방식 우사 형태이다. 우방의 크기는

5 × 10이고 운동장의 크기는 4 × 4를 제공하였다. 한

우 경산우(45 ~ 67개월령) 10두, 한우 육성우(15 ~ 20

개월령) 10두 미경산 암소를 공시하였다. 번식우는 배

합사료 1kg씩 2회(09:00, 16:00) 급여했고, 육성우는 배

합사료 2kg씩 2회(09:00, 16:00)급여했다. 물, 조사료

및 mineral block은 자유 채식하도록 하였다.

2.2 실험장치 및 실험방법

번식우와 육성우를 대조구 및 실험구로 각각 5두씩

임의로 선정하여 배치하였다. 번식우 brush는

swinging type의 automated brush를 제공하였고(그

림 1), 육성우 playing object는 Gosia Zobel et al.

(2017)를 참고하였으며, rope대신 chain을 선정하여 제

공하였다(그림 2).

[그림 1] Automated brush for cow

[그림 2] Playing object for growing cattle

2020년 4월 ~ 6월 2개월 동안 2주 간격으로 채혈하였

으며, 혈액의 cortisol 농도는 Enzo Cortisol ELISA

Kit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2.3 통계분석

본 시험에서 얻어진 모든 결과는 SAS(Statististical

Analysis Systems, ver. 7.1, Instiute Inc., Cary, NC)

의 GLM (general linear model)을 이용하여 분석하였

으며, 처리구간의 유의성은 Duncan’s multiple range

test를 이용하여 검증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한우 번식우에 brush를 제공해주었을 때 대조구와

실험구의 cortisol 농도를 분석한 결과, 표 1과 같았으

며,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다(p>0.05). 이는 번식우의

경우 이미 기존의 사육환경에 적응되어 스트레스에

둔감해진 것으로 판단된다.

[표 1] Effect of cow brush on cortisol levels in cow

Control
(ng/mL)

Treatment
(ng/mL) p-value

2 weeks 21.6 ± 11.7 30.8 ± 18.8 ns

4 weeks 33.4 ± 37.4 22.2 ± 11.9 ns

6 weeks 27.1 ± 14.1 42.0 ± 18.7 ns

8 weeks 19.8 ± 12.9 26.5 ± 15.4 ns

p-value ns 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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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육성우에 chain을 제공해 주었을 때 대조구와

실험구의 cortisol 농도를 분석한 결과는 표 2와 같았

다. 실험구의 cortisol 농도를 주차별로 비교하였을 때

점차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실험구에

서의 cortisol 농도가 9.8 ± 6.4 (ng/mL)로 대조구 30.3
± 15.5 (ng/mL)에 비하여 유의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p<0.05).

[표 2] Effect of chain on cortisol levels in growing cattle

Control 
(ng/mL)

Treatment 
(ng/mL) p-value

2 weeks 45.1 ± 29.8 32.4 ± 15.3a ns

4 weeks 18.0 ± 12.0 26.3 ± 20.1ab ns

6 weeks 19.7 ± 13.7 18.8 ± 10.0ab ns

8 weeks 30.3 ± 15.5A 9.8 ± 6.4Bb < 0.05

p-value ns < 0.05

A,BMeans in rows with different superscripts differ significantly (p < 0.05).
a,bMeans in columns with different superscripts differ significantly (p < 0.05).

육성우 대상 스트레스 저감시설을 제공했을 때 혈액

내 cortisol 농도가 낮게 나타나는 것은 어린개체에서

빈번하게 일어나는 투쟁행동의 감소하면서 스트레스

가 감소한 결과라고 판단된다(Gosia Zobel et al., 
2017).
Cortisol 은 조직의 손상, 감염, 온도 및 환경 등 외부

자극에 반응해 분비되는 물질로 스트레스에 대항하는

에너지를 공급해주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cortisol 농

도의 만으로 스트레스 정도를 판단하는 절대적인 기

준이 될 수는 없을 것이다. 따라서 향후 스트레스 저감

시설에 따른 행동을 분석하여 cortisol 농도변화와 비

교분석을 실시한다면 보다 정확한 결과를 얻을 수 있

을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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