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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This study was carried out to find out how space allowance affect the social behavior of Korean

native cattle (Bos taurus coreanae) steers. Twelve Korean native cattle (Bos taurus coreanae) steers were

used as subjects, each of which was 30-month-old and observation period was from June to July 2003.

Five (T1) and seven (T2) steers were allotted to two pens of 5 m×10 m in a building with slate roof and

open sides respectively. They were fed at 09:00 h and 16:00 h, twice a day. The behaviors of steers were

recorded from 06:00 h to 17:00 h, using two color CCD cameras (Samsung SDC-411, Korea), one B/

W CCD cameras (Samsung SBC-340, Korea), one multiplexer (Samsung SDM-081, Korea) and a time

lapse VCR (Samsung SRV-30, Korea). The behaviors of each steer were recorded every 2 min using an

instantaneous point sampling method. While the mean percentage of time budget in WA of T1 was lower

than that of T2 (p<0.05), the mean percentage of time budget in SF of T1 was higher than that of T2

(p<0.05). When it gets hot, steers in T1 rested from 10:00 h to 14:00 h when it gets cool, showing 40~80%

of LD rate while steers in T2 rested from 12:00 h, when it very hot to 17:00 h, showing 20~50% of

LD rate, which is relatively low. Steers in T1 were fed from 06:00 h to 08:00 h when it was cool and

from 16:00 h to 18:00 h, showing 20~45% of EA rate while steers in T2 were fed from 08:00 h

to 14:00 h when it was hot, showing 25~50% of EA rate. In conclusion, it turned out that the number

of steers affected their social behavior, and T1 was better environment than T2 in terms of welf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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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소의 행동에 대한 연구는 풀을 뜯는 방법, 좋아하는

풀, 그리고 계절별 행동특성에 근거한 가장 합리적인 방

목방법 등을 알아내려는 데에서 시작되었다. 현재에는

고 밀도로 소를 사육하는 형태가 주로 이용됨에 따라 소

의 행동에 대한 연구 분야는 인공적으로 조성된 환경 속

에서 생활하는 소의 행동과 그에 따른 생산성 향상 방

법 및 복지수준을 높여줄 수 있는 우사의 형태와 크기

및 묶여 있는 상태의 유, 무 등에 관한 연구분야로 확대

되고 있는 실정이다 [3, 6, 8, 17].

소는 군 구성원간에 복잡한 서열이 있어 구성원간의

투쟁을 적게 하고 질서를 유지하려 하며 [5, 7, 11-16]

사육밀도는 소의 사회행동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5, 13,

16]. 송아지의 경우 사육밀도가 높아짐에 따라 위협, 공

격 및 싸움 등과 같은 구성원간의 투쟁행동이 증가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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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알려져 있다 [13]. 또한 Zeeb 등 [18]의 연구결

과에 의하면, 사육밀도가 낮아짐에 따라 경쟁과 이동의

빈도가 낮아진다. 따라서 소에게 충분한 공간을 제공하

는 것은 복지와 생산성 측면에서 중요할 것으로 생각된

다. 또한 우사 내에서 사육되는 소가 방목되는 소보다

투쟁행동을 더 많이 나타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14].

한우는 우리의 고유 품종이고 또한 국가적으로 중요

한 산업 기반임에도 불구하고 한우에 대한 기본적인 행

동에 관한 자료는 극히 미미한 것이 현실이다. 또한 한

우의 사육 형태를 보면 현재의 사육환경에서는 인위적

으로 조성된 일정 규모의 사육공간에서 비육되는 경우

가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들이 비육상태에 있는 동

안 접하게 되는 환경에 대한 연구는 한우 산업의 지속

적인 발전을 위해서도 중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경남지역의 한우 농가에서는 한 우방의 면적이

5 m×10 m인 우사를 주로 채택하고 있다. 그렇지만 사육

두수는 각 농가마다 다르게 사육하고 있다. 따라서 군의

크기에 따른 사회행동에도 변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

고 있다. 소의 경우 일정공간에서의 사육두수가 증가함

에 따라 그룹 구성원 간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

에 암컷에서는 유산 비율이 증가하고 공세적인 행동이

증가하는 것으로 임상에서는 인식되고 있다.

본 연구는 사육되는 공간이 동일한 상태에서 한우 거

세우의 개체수 변화가 사회행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

는 지를 연구함으로써 한우 사육에 있어 관리기술을 향

상시키고 복지 상태를 평가하는 기초 자료를 얻고자 수

행되었다. 

재료 및 방법

실험동물 및 실험기간

본 실험에 사용된 실험동물은 한우 거세우 12두였

다. 나이는 생후 16~17개월 이었다. 

실험 설계

본 실험은 2003년 6월과 7월 두 달 동안 수행되었으

며, 실험동물은 슬레이트 지붕재로 된 양쪽지붕형 개방

우사에서 사육되었다. 목장의 환기정도는 양호하였으며

목장이 위치한 지역의 평균 외기 온도는 22.9oC 였다.

우방의 크기는 사육 농가에서 일반적으로 많이 적용하

고 있는 가로(5 m)×세로(10 m)의 크기였다(농림부 농협

중앙회, 2002, 한우사 표준설계도 시방서). 처리군 1은

(T1) 한 칸의 우방에 5두를 사육하였는데 이는 국내 사

육농가의 평균 우방 사육두수 이며 처리군 2(T2)는 한

칸의 우방에 7두를 사육하였다. 사료는 9시와 16시에 1

일 2회 급여하였으며, 물은 자유롭게 마실 수 있었다. 

행동 녹화

행동 녹화는 각 처리군에 대하여 24시간 녹화를 기본

적으로 수행하였으나 야간 촬영은 칼라와 흑백 카메라

의 센서가 일반적인 우사의 조명 아래에서는 소들의 형

태를 명확하게 감지를 하지 못해 오전 6시부터 오후 17

시까지의 촬영분 만을 분석하였다. 행동 녹화에는 2대

의 디지털 칼라 카메라(Samsung SDC-411, Korea), 한

대의 흑백 카메라(Samsung SBC-340, Korea)를 사용하

여 사각 지대 없이 촬영하였으며, 여러 카메라 화면을

한 대의 VCR에 전달하는 신호 장치인 multiplexer

(Samsung SDM-081, Korea) 한 대, 그리고 한 대의 time

lapse VCR(Samsung SRV-30, Korea)을 이용하였다.

행동 관찰

실험동물의 행동은 Table 1의 행동목록에 따라 2분 간

격으로 scan sampling과 instantaneous sampling 방법을

이용하여 관찰하였고, 각 거세우의 time budget을 측정

하였다. Table 1에서, standing(ST)은 서 있는 행동,

walking(WA)은 걸어 다니는 행동, lying down(LD)은 누

워 있는 행동, eating(EA)은 사료를 먹는 행동, sniffing

(SF)은 냄새를 맡는 행동, rubbing(RB)은 벽이나 기둥에

몸을 문지르는 행동, drinking(DR)은 물을 마시는 행동,

self grooming(SG)은 서서 자신을 핥는 행동, pairwise

grooming(PG)은 다른 소를 핥는 행동, urinating(UR)은

배뇨하는 행동, fly catching(FC)은 꼬리로 파리를 쫓는

행동, chin resting(CR)은 새끼나 다른 소에 볼을 대는 행

동을 각각 의미한다.

통계 분석

본 실험의 통계처리는 SPSS package(SPSS 9.0, SPSS

Table 1. The list of behavioral classification

Observed behaviors Initial word of the behaviors

Standing

Walking

Lying down

Eating

Sniffing

Rubbing

Drinking

Suckling

Self grooming 

Pairwise grooming

Urinating

Fly catching

Chin resting

Tail wagging

ST 

WA

LD

EA 

SF

RB 

DR

SUK

SG

PG 

UR 

FC

CR 

TW



한우 거세우의 사회 행동에 공간 허용이 미치는 영향 247

Inc, Chicago, USA)를 이용하였다. 각 개체에서의 time

budget을 통해 군 사이의 각 행동별 time budget과 시간

대별 분포에서 유의성 검정을 실시하였으며, 비모수 검

정 방법인 Mann-Whitney U test법을 적용하였다 [2].

결 과

관찰기간 동안의 행동별 소비시간 비율(Fig. 1)을 보

면, T1의 경우 ST는 42.7±10.1%, WA는 2.5±2.1%, LD

는 24±6.1%, EA는 15.6±7.2%, SF는 4.5±3.0%, RB는

1.7±1.4%로 나타났으며, T2의 경우 ST는 45.5±11.7%,

WA는 10.7±1.6%, LD는 20.2±2.5%, EA는 18.3±10.5%,

SF는 0.1±0.02%, RB는 1.4±0.7%로 나타났다. 그리고 WA

와 SF는 군간에 유의적인 차이를 나타냈다(p<0.01).

ST의 행동 비율(Fig. 2)은 처리군에 관계없이 6시부터

증가하다가 감소하여 11시와 12시에 낮게 유지되었고

다시 증가하다가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었으며, 7시와

13시에는 군간에 유의적인 차이를 나타내었다(p<0.05).

WA의 행동 비율(Fig. 3)은 처리군과 시간대에 관계없

이 급격히 변하는 경향은 없었고 T1의 WA 비율보다 T2

의 WA 비율이 시간대에 관계없이 항상 높았으며 7시,

11시, 12시(p<0.01)와 6시, 8-10시, 13시, 14시, 17시

(p<0.05)에 처리군 간의 유의차가 나타났다.

LD의 행동 비율(Fig. 4)은 처리군 간에 아주 다른

경향을 나타내었다. 즉, T1의 LD 비율의 경우 6시의

8.3±4.4%로부터 증가하기 시작하여 11시와 12시의

77.7±17.7%까지 증가하였다가 급격히 16시와 17시의 2.7

±0.3%로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었으며, T2의 LD 비

율의 경우 6시의 약 40.2±19.9%로부터 7시의 1.2±0.2%

로 급격히 감소하여 비슷한 수준으로 9시까지 유지되다

가 다시 증가하기 시작하여 12시의 30.2±13.8%로 15시

까지 유지되다가 16시의 49.8±9.2%로 급격히 증가하였

으며 17시의 16.0±6.9%로 급격히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

내었다. 7-13시, 15-17시(p<0.01)와 6시(p<0.05)에 처리군

간의 유의차가 인정되었다.

EA의 행동 비율(Fig. 5)의 경우도 LD의 비율과 마찬

Fig. 2. Standing distribution in steers according to hours.

*; p<0.05.

Fig. 1. Total behavioral distribution of steers from 06:00 h

to 17:00 h. Percent of time budget is referring to percentage

of time being spent to observe each behavior among the

total amount of observing time. **; p<0.01.

Fig. 3. Walking distribution in steers according to hours.

*; p<0.05, **; p<0.01.

Fig. 4. Lying down distribution in steers according to hours.

*; p<0.05, **;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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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로 처리군 간에 아주 다른 경향을 나타내었다. T1

의 EA 비율의 경우 6시의 41.8±11.5%에서 11시의

2.0±1.2%까지 감소한 후 16시의 30.4±10.5%까지 증가하

였다가 17시의 약 28.6±17.9%로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

내었으며, T2에서 EA 비율의 경우 6시와 7시의 9.0±8.0%

정도에서 급격히 증가하기 시작하여 9시의 50.5±20.3%

까지 증가하였다가 완만하게 14시의 4.8±0.7%까지 감소

하여 16시까지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되다가 다시 17시

의 21.7±15.7%까지 급격히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

었다. 6시, 7시, 9-12시, 14시(p<0.05)와 16시(p<0.01)에

처리군 간의 유의차가 인정되었다.

SF의 행동 비율(Fig. 6)은 처리군과 시간대에 관계없

이 급격히 변하는 경향은 없었고 T2의 SF 비율 보다 T1

의 SF 비율이 시간대에 관계없이 항상 높았으며 6-10

시, 13-16시(p<0.05)와 17시(p<0.01)에 처리군 간의 유의

차가 나타났다.

RB의 행동 비율(Fig. 7)은 처리군에 상관없이 약

1.5±1.0%대로 낮게 나타났으며 시간대에 관계없이 급격

히 변하는 경향은 없었고 처리군 간에 유의차가 나타나

지 않았다.

고 찰

소는 사료섭취, 음수, 공격, 도망, 놀이 등을 위하여 움

직이며, 이러한 움직임 중의 하나가 WA이다 [15]. T1의

WA 소비시간 비율보다 T2의 WA 비율이 높게 나타났

다(p<0.01). 이러한 결과는 T1의 군 크기와 사육밀도에

비하여 T2의 군 크기가 크고 사육밀도가 높았기 때문으

로 판단되는데, 이는 Zeeb 등 [18]의 연구 결과와 유사

하다.

휴식은 사회생활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하다. 소는 휴

식하는 동안 대부분 LD상태로 지낸다. 황소 [9]의 경우

하루에 12시간 정도 그리고 젖소 [16]와 분만직전 어미

소 [1]의 경우 9시간 정도를 LD상태로 지낸다. 우사에

매여 있는 송아지의 경우도 전체 시간의 71%를 누워서

보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17]. 본 실험에 이용된 거세우

들도 ST 다음으로 LD를 많이 나타내어 하루 중 많은

시간을 LD상태로 지내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본 실험에

서는 T1의 LD 비율이 T2의 LD 비율보다 높았으나 통

계적으로 유의적인 차이가 인정되지는 않았다. 또한

Wilson 등 [17]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우사의 크기가 같

을 경우 우사에 목을 맨 상태에서 사육한 군의 송아지

와 매지 않고 사육한 송아지의 누워있는 행동에서 유의

적인 차이점을 발견하지 못했다. 따라서 사육환경의 차

이가 소의 누워있는 행동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본 실험과는 달리 LD가

ST보다 많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하지만 매어있는 소와

일정한 공간 내에서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는 소 사

이의 누워있는 행동에는 점유시간에 차이가 있으므로

향후 이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도 반드시 필요하리라 생

Fig. 5. Eating distribution in steers according to hours.

*; p<0.05, **; p<0.01.

Fig. 6. Sniffing distribution in steers according to hours.

*; p<0.05, **; p<0.01.

Fig. 7. Rubbing distribution in steers according to hou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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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되며 목이 매어 있는 것과 같은 특수한 환경으로 인

해 누워있는 시간의 증가가 소의 복지를 고려한 측면에

정확히 부합되는지도 생각해 볼 문제이다.

소는 사람보다 냄새를 잘 맡는다. 냄새를 맡는 행동

은 사회생활을 함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수단이며 [15],

소는 냄새를 이용하여 개체를 구분할 수 있고 [4] 페로

몬을 이용하여 심리상태를 전달한다 [11]. 또한 소가 냄

새를 통하여 의사소통을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며 이는

그들 안의 사회관계의 설정에 있어서 매우 커다란 역할

을 하고 있다. 따라서 T1의 SF 비율이 T2의 SF 비율 보

다 높은 것을(p<0.01) 고려해 볼 때, T1의 거세우들이

T2의 거세우들 보다 좀더 사회적 관계에 관심이 있다고

볼 수도 있다.

시간대별 ST 비율에 있어서 처리에 상관없이 11시와

12시에서 다른 시간대의 ST 비율에 비하여 매우 낮은

수준으로 유지되었다. T1의 경우는 11시와 12시에 LD

비율이 매우 높게 유지되었기 때문이었으나 T2의 경우

는 11시와 12시에 LD 비율과 EA 비율이 비교적 높게

유지되었기 때문이었다. 즉, T1의 거세우들은 T2의 거

세우들에 비하여 11시와 12시에 LD상태로 휴식을 많이

하고 EA를 거의 하지 않았다. 이는 T1 군 내에서 먹이

에 대한 경쟁이 약화되지 않았나 하는 점을 추측할 수

있으나 이에 대해서는 좀더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WA 비율을 시간대별로 살펴본 결과, T1의 WA 비율

이 T2의 비율보다 평균적으로 모든 시간대에서 낮게 나

타났으며, 15시와 16시의 WA 비율을 제외한 나머지 시

간대의 WA 비율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적인 차이를

나타내었는데, 이러한 결과를 고려해 볼 때 T1의 거세

우들이 T2의 거세우들 보다 군 크기가 작고 사육밀도가

낮은 이유 때문에 사회적 스트레스를 덜 받으며 생활한

것으로 판단된다.

T1의 LD 비율과 T2의 LD 비율은 시간대별 비율의

경향이 아주 다르게 나타났다. 즉 T1의 거세우들은 더

워지기 시작하는 10시부터 시원해지기 시작하는 14시까

지 40~80% 범위의 LD 비율로 충분히 여유롭게 휴식하

였는데 반하여 T2의 거세우들은 더운 12시부터 17시까

지 상대적으로 낮은 20~50% 범위의 LD 비율로 휴식하

였다. 이것은 T1의 거세우들이 T2의 거세우들보다 자유

롭게 LD 상태로 휴식하였음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군

크기와 사육밀도가 휴식 패턴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

음을 의미한다.

EA의 비율도 LD의 비율과 마찬가지로 처리군 간에

아주 다른 경향을 보였다. T1의 거세우들은 시원한 6시

부터 8시까지 그리고 16시부터 18시까지 20~45% 범위

의 EA 비율로 사료를 섭취하였다. 반면에 T2의 거세우

들은 더운 8시부터 14시까지 25~50% 범위의 EA 비율

로 사료를 섭취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고려해 볼 때 T1

의 거세우들이 T2의 거세우들보다 자유롭게 사료를 섭

취하였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T1의 거세우들이 T2의

거세우들보다 복지측면에서 좋은 조건에서 생활하였다

고 판단되며, 또한 군 크기와 사육밀도가 사료섭취 패턴

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된다.

처리군에 관계없이 다른 행동의 비율에 비하여 SF 비

율이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으나 11시와 12시를 제외한

모든 시간대에서 처리군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적인 차

이가 인정되어 군 크기와 사육밀도가 SF 비율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Kondo 등 [13]은 송아지의 경우 사육밀도가 높아짐에

따라 위협, 공격 및 싸움 등과 같은 구성원간의 투쟁행

동이 증가하였다고 하였으나, 본 연구의 두 처리군 모두

에서 거세우들은 구성원간에 투쟁행동을 나타내지 않

았다.

이러한 결과들은 사육밀도가 소의 투쟁행동을 제외한

걷는 행동, 누워있는 행동, 사료를 섭취하는 행동 및 냄

새를 맡는 등의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 [5,

13, 16, 18]와 일치한다. 따라서 본 실험을 바탕으로 향

후 좀더 많은 개체수를 대상으로 하는 실험과 함께

암 .수, 거세 유무, 호르몬의 변화, 임신 상태, 송아지,

군 구성 때의 연령 차이 및 출하체중 등에 따른 광범위

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결 론

동일 면적내의 사육두수 변화가 16~17개월령 한우 거

세우의 사회행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규명하기

위하여 6월과 7월 두 달 동안 5 m×10 m 크기의 우방에

5두(T1)와 7두(T2)를 각각 사육하면서 6시부터 17시까

지 사회행동을 녹화하여 관찰한 후 분석하였다.

한우 거세우는 ST, LD, EA, WA, SF, RB와 같은 순

서로 행동을 나타내었다. T1의 WA 비율이 T2의 WA 비

율보다 낮게 나타났는데(p<0.01) 반하여 T1의 SF 비율

은 T2의 SF 비율 보다 높게 나타났다(p<0.01).

T1의 거세우들은 더워지기 시작하는 10시부터 시원해

지기 시작하는 14시까지 40~80% 범위의 LD 비율로 충

분히 여유롭게 휴식하였는데 반하여 T2의 거세우들은

더운 12시부터 17시까지 상대적으로 낮은 20~50% 범위

의 LD 비율로 휴식하였다.

T1의 거세우들은 시원한 6시부터 8시까지 그리고 16

시부터 18시까지 20~45% 범위의 EA 비율로 사료를 섭

취하였다. 반면에 T2의 거세우들은 더운 8시부터 14시

까지 25~50% 범위의 EA 비율로 사료를 섭취하였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동일 면적내의 사육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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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변화가 소의 사회행동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판단되며, 또한 T1의 거세우들이 T2의 거세우들보다

복지측면에서 좋은 환경에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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