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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란계 동물복지 인증농가의 사육형태와 품종별 생산성 및 질병발생 비교 분석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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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was carried out to collect basic data on the egg laying performance and disease occurrence on animal 
welfare-approved farms (AWAF) for laying hens with different housing types (windowless, open, and free-range house) and 
strains (Hy-line, Lohmann). Age at first egg laying was 151 d in the windowless house and 141 d in both the open and free- 
range houses, and the percentage peaks of each farm were 91.8%, 92.9%, and 86.3%. Average egg production according to 
housing types were 70.9%, 77.4%, and 65.6% at 18∼38 wk old and 91.1%, 90.1%, and 76.2% at 32∼36 wk. The average 
dirty and cracked egg ratio of the windowless, open, and free-range houses was 2.84%, 1.15%, and 0.23%, respectively. 
Mortality in the open house was lower than the other house types. Age of first egg laying for the Hy-line strain was 155 
d and that for the Lohmann strain was 157 d, and the percentage peaks of the two strains were 92.9% (252 d) and 87.2% 
(237 d), respectively. Average egg production of the strains was 83.7% and 76.9%, respectively. The average dirty and cracked 
egg ratio of the Hy-Line and Lohmann strains was 3.85% and 2.97%, respectively. Mortality of the Hy-Line strain was lower 
than that of the Lohmann strain.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P<0.05) in the egg weight, HU, and egg yolk color of 
chickens raised in the open house compared with those of chickens raised in the other house types. In terms of antibody titer, 
that for Newcastle disease in open house chickens was lower than that of chickens raised in windowless and free-range houses. 
The antibody titer for low pathogenic avian influenza, avian infectious bronchitis, and avian pneumovirus was high at over 
3.0 in all three farms. SG, Salmonella enteritidis, Salmonella pullorum, fowl adenovirus infection, and infectious laryngotrachitis 
were not detected in any of the three house types. The number of AWAF for laying hens has continuously increased in Korea, 
but there is currently little data on the housing types used on the AWAF for laying hens. Therefore, the results of the present 
study, in which analyzed the laying performance and disease occurrence on AWAF for laying hens, can use as basic data 
for the improvement of performance and prevention of disease on further AWFA for laying he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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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최근소비자들은높은복지수준으로생산된축산물에대

한요구가점차로증가되고있다. 국내에서는 2012년산란계
를 시작으로 동물복지 인증제도가 도입되었으며, 현재 산란
계 동물복지인증농가의 수는 87농가로써 전체 동물복지인
증농가의 78.4%를 차지하고 있다(APMS, 2016).
지난 20년 동안 산란계의 건강과 복지를 평가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이 개발되어 왔으나 산란계의 건강과 복지를

평가하는것은어렵고, 많은요인이작용한다. 질병으로부터
의 자유, 구체적 행동을 수행하는 능력, 스트레스 환경에 대
처하는 능력, 계사 내 발생 질병에 대한 예방 등 모두가 산
란계 복지를 제대로 평가하는 데 고려되어야 하는 요인들이

다(Lay et al., 2011). 
해외에서는 동물복지와 관련하여 다양한 사육 형태에 따

른산란계의생산 능력을연구하여왔으며(Pohle and Cheng, 



홍 등 : 산란계 동물복지 인증농가의 생산성 및 질병 현황 연구144

2009; Tactacan et al., 2009; Krawczyk and Gornowicz, 2010; 
Lay et al., 2011; Ahammed et al., 2014; Li et al., 2016), 산
란계 동물복지와 관련하여 질병에 대한 연구도 다양하게 이

루어지고 있다(Humphrey, 2006; Lay et al., 2011; Auerbach 
et al., 2014). 국내에서도사육형태에따른 산란계의생산성
에 대한 연구가 수행되어 왔으나(Sohn et al., 2011; Kim et 
al., 2012; Kim et al., 2016), 이들 연구는 동물복지와 직접적
인 관련이 적으며, 산란계 농가의 질병현황 모니터링(Lee et 
al., 2010)이나 산란계 동물복지 인증농가의 현황(Jeon et al., 
2012)에 대한 조사 연구 외에는 동물복지와 관련된 질병 연
구가 거의 없는 실정이다. 
또한 국내외로 동물복지와 관련된 사육형태 별 질병 및

백신에 대한연구는아직미흡하며, 백신접종 또한쉽지 않
아 대부분의 농가가 백신을 자체적으로 접종하기보다는 수

의사 및백신회사에 위탁하는 경우가 많거나 백신 프로그램

이행이 불명확하다(Casey et al., 2011; APMS, 2016).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내 산란계 동물복지 인증 농장

중 대표적인 사육형태(무창, 개방, 방사)에 따른 생산성 및
질병발생현황을비교분석함으로써, 향후국내산란계동물
복지 농장의 생산성 향상 및 질병제어 등에 대한 기초자료

로 활용코자 수행되었다.

재료 및 방법

1. 조사농가 선정 및 생산성 조사

본 연구는 산란계 동물복지 인증농가 중 사육형태(무창, 
개방, 방사)에 따라 농가를 선정하였으며, 각 농가의 사육형
태와 산란계의 품종(Hy-Line Brown종, Lohmann Brown-lite
종)에따른생산성자료(초산일령, 생존율, 등외란발생율, 산
란율, 폐사율)를수집하였다. 산란계동물복지인증농가의사
육형태에 따른 기초 자료(사육계군, 계군주령, 계사폭, 사육
규모, 암수비율 및 사육밀도 등)는 Table 1에 나타내었다.

2. 사육형태별 계란품질 조사

산란계 동물복지 인증농가의 사육형태에 따라 90개씩 계
란을수집하여계란품질조사를실시하였다. 수집시기는무
창과 개방에서 36주령, 방사에서 40주령의 계란이 수집되었
다. 난각강도 및난각두께는 FHK(Fugigara Co. Ltd, Saitama, 
Japan)를이용하여측정하였으며, 난황색과난각색및 Haugh 
unit는 QCM+ (Technical Services and Supplies, York, Eng- 
land)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Table 1. Summary information of the housing systems in the 
study1

Items WL OP FR

Strain Hy-Line Hy-Line Hy-Line

Time in study (weeks of age) 18∼61 18∼53 18∼40

Width of house (m) 14 13 10

Flock (birds) 6,600 30,700 18,000

Female : Male ratio 15:1 15:1 17:1

Stock density (birds/m2) 8.2 6.7 4.5

1 WL, Windowless; OP, Open; FR, Free-range.

3. 사육형태별 질병발생 현황 조사

산란계동물복지인증농가의사육형태에따라총 4회(6월, 
8월, 10월, 11월)에 걸쳐 질병검사를 실시하였다. 조사 농가
별로 익하정맥에서 혈액 샘플을 채취하였으며, 채취한 혈액
은혈청을분리한후항체역가를검사하였다. 총배설강에있
는 내용물(n=20)과 계사 내 분변(n=10)을 수집하였고, 부검
조사를 실시하였다.
혈청학적 항체역가 조사는 혈구응집억제반응(hem agglu- 

tination inhibition test, HI 검사법)과 효소면역측정법(ELISA
검사법)으로이루어지는데, HI 검사법과 ELISA 검사법은각
각항체역가 2 이상과 2.6 이상을양성(방어항체수준)으로판
단하게 된다(Han et al., 2003).
뉴캐슬병(ND), 가금티푸스(SG) 및저병원성조류인플루엔

자(LPAI)는 채취한 혈액에서 HI 검사법으로 항체역가가 검
사되었으며(Lee et al., 2010), ELISA 검사법으로 닭 전염성
기관지염(IB), 뉴모바이러스(APV) 및 닭 빈혈 바이러스 감
염증(CAV)의항체역가를검사하였다. 총배설강내용물과계
사 내 분변에 있는 살모넬라(SE)를 균분리동정을 하여 검사
하였으며, 살모넬라(SE), 추백리(SP), 가금티푸스(SG), 조류
아데노바이러스감염증(FAdV) 및닭전염성후두기관염(ILT)
에 대한 검사는 부검시료에서 PCR 검사를 통하여 수행되었
다. 모든 질병검사는 ‘동물질병 표준진단요령’(APQA, 2015)
에 따라 검사가 진행되었다.

4. 통계처리

본 연구에서 얻어진 사육형태별 질병발생 현황과 계란품

질에 대한 자료는 SAS(2012)의 GLM Program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각 농가간 유의성은평균값을 Duncan(Duncan, 
1955)의다중검정을이용하여 95% 신뢰수준에서검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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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및 고찰

1. 산란계 동물복지 인증농가의 사육형태별 생산성 분석

산란계 동물복지 인증농가의 사육형태별 생산성은 Table 
2에 나타내었다. 사육형태별 초산일령은 무창 151일령, 개
방과방사형계사에서각각 141일령으로개방및방사형대비 
무창계사에서 늦었으며, 사육형태별 산란피크는 각각 91.8 
%, 92.9% 및 86.3%로 방사 사육 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무창계사에서초산일령이늦게나타난것은여러가지이

유가 있겠으나,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점등시간을 조절
한 것으로 사료된다. 우리나라와 같이 일조시간의 변화가
큰 환경에서는 자연광이 부족한 경우가 자주 발생한다(Kim 
et al., 2010). 따라서 유창계사에서는 국내 산란계 동물복지
인증(APMS, 2016)이 제시한 최소 8시간 이상의 명기(明期)
를 준수하는 것이 쉽지 않으나, 환경조절이 가능한 무창계
사에서는일정시간의명기(明期)나암기(暗期)를유지시킬수 
있다. 광주기는초산일령과산란생산성에영향을주기때문
에(Lewis et al., 1997), 무창계사에서 점등시간을 조절하여
초산일령을 늦어지도록 유도한 것으로 사료되며, 본 연구에
서도 무창계사에서 높은 산란율이 장기간 유지되었다.
산란계 동물복지 인증농가의 사육형태별 18∼37주령까지

의 평균 산란율은 무창, 개방, 방사형 계사에서 각각 70.9%, 
77.4% 및 65.6%로 나타났으며, 32∼36주령의 산란율은 각
각의 농가에서 91.1%, 90.1% 및 76.2%로 방사형 계사에서
낮아, 32∼36주령에 평사의 산란율이 방사보다 높다는 보고
(Krawczyk and Gornowicz., 2010)와 유사하게 나타났다. 방
사에서 산란율이 평사에 비해 낮은 이유는사료나 사육환경

등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으며, 특히 방사에 따른 방
란 등의 이유로 계란의 수거율이 저하된 것도 중요한 원인

Table 2. Egg laying performance of animal welfare approved 
farms of laying hens with housing type1

Items WL OP FR

Age at 50% production (days) 151 141 141

Age at percent peak (wk) 27 26 23

Percent peak (%) 91.8 92.9 86.3

Average egg production (18∼37 wk) (%) 70.9 77.4 65.6

Average egg production (32∼36 wk) (%) 91.1 90.1 76.2

Dirty and cracked eggs (18∼37 wk) (%) 2.84 1.15 0.23

1 WL, Windowless; OP, Open; FR, Free-range.

중의 하나로 사료된다.
산란계동물복지인증농가의사육형태별오․파란발생율

은 무창계사에서 낮았으며, 이는 무창계사의 사육밀도가 개
방이나방사형계사에비해높기때문이라고사료된다. Mei- 
jsser and Hughes(1989) 및 Appleby and McRae(1986)는 평
사에서 사육밀도가 높으면 닭들이 산란상에 동시에 몰리면

서 산란상을 두고 개체 간의 경쟁이 유발된다고 하였으며, 
이때 약한 개체들은 산란상에서 밀려 외부에 산란을 하여

방란이 발생하게 된다고 하였다. 평사에서 발생된 방란은
닭의 운동성으로 인하여 더러워지거나 파손되기 쉽기 때문

에(Ahammed et al., 2014), 오․파란의 발생율은 계사 내 방
란이 많을수록 높아진다. 따라서 평사에서의 사육은 산란상
의존재여부가 중요할뿐만 아니라, 외부공간의확보도 중
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산란계 동물복지 인증농가의 사육형태별 평균 폐사율은

Fig. 1에나타내었다. 22주령부터 무창계사의 폐사율이 급격
히증가하였으며, 개방계사의산란계폐사율이가장낮게나
타났다. Sherwin et al.(2010)과 Burch(2012)는 산란계의 폐
사율이 사육형태에 따른 차이가 없으며, 폐사율 발생 원인
은 사양관리에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무창계
사 사육 시 폐사율이 높게 나타난 것은 사육형태가 아닌 내

외적인 다양한 사양관리 요인(사육밀도, 질병, 환기 등)에
의해 기인된 것으로 판단된다.

2. 산란계 동물복지 인증농가의 품종별 생산성 조사

산란계동물복지 인증농가의품종별 산란 생산성은 Table 
3에 나타내었다. 품종 별 초산일령은 Hy-Line 155일, Loh- 
mann 157일로두품종이유사하였으나, 산란피크일령은 Hy- 
Line과 Lohmann이 각각 252일과 237일로 Lohmann종이 산

Fig. 1. Mortality (%) of animal welfare approved farms of lay- 
ing hens with housing ty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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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Egg laying performance of animal welfare approved 
farms of laying hens with strain

Items Hy-Line Lohmann

Age at 50% production (days) 155 157

Age at percent peak (days) 252 237

Percent peak (%) 92.9 87.2

Average egg production (%) 83.7 76.9

Dirty and cracked eggs (%) 3.85 2.97

란피크에 빨리 도달하였다. 그러나 산란피크는 Hy-Line 92.9 
%, Lohmann 87.2%로 나타났으며, 평균산란율도 Hy-Line과
Lohmann이 각각 83.7%와 76.9%로 나타나, Hy-Line종의 산
란생산성이 Lohmann종에비해우수한것으로나타났다. 등
급외란 발생율을 보면, Hy-line 3.85%, Lohmann 2.97%로서
Hy-Line종이 높게 나타났다.

Hy-Line 사양표준(2016)을보면초산일령이 140일이고, 산
란피크가 95∼96%, 산란피크 주령이 25∼27주령, 평균산란
율이 85.5%이었으며, Lohmann 사양표준(2016)에서는 초산
일령 140∼150일령, 산란파크 92∼94%, 산란피크 주령 26∼
35주령으로제시되고있다. 사양표준을비교해보면, Hy-Line
종의산란능력이우수하지만, Lohmann종이산란피크를장기
간유지하는것으로나타났으며, 이런결과는본연구조사의 
결과와도 유사하다. 그러나 Wall and Tauson(2002)은 Hy- 
Line과 Lohmann종의산란율이유사하다고하여본시험의결
과와 차이를 보였다.
본 연구 결과가 사양표준에 비해 낮게 나타난 것은 사양

표준은 케이지 관리 하에서 조사되었으며, 본 연구 조사는
평사에서 사양된 산란계를 대상으로 조사되었기 때문이라

사료된다. 
산란계동물복지인증농가의품종별폐사율은 Fig. 2에나

타내었다. 본 시험에서 Hy-Line종의 60주령 폐사율은 대략
6% 정도로나타나 Hy-Line 사양표준(2016)과유사하였다. 또
한, 본시험에서 Hy-Line종의주령별폐사율은 Lohmann종에 
비해 낮게 나타났으며, Wall and Tauson(2002)이 보고한 결
과와도 유사하다.

3. 사육형태 별 계란품질

본 연구에서 조사된 산란계 동물복지 인증농가의 사육형

태별 계란품질은 Table 4에 나타내었다. Haugh unit과 난중
은 방사형 계사에서 83.5와 56.3 g으로 사육형태 중 가장 낮
게 나타났으며, 난황색은 방사형 계사에서 유의적으로 높게

Fig. 2. Mortality (%) of animal welfare approved farms of lay- 
ing hens with strain.

Table 4. Egg quality of animal welfare approved farms of laying 
hens with housing type1

Items WL OP FR SEM2

Haugh unit 89.40a 91.40a 83.50b 6.32

Egg yolk color  8.40c  8.77b  9.13a 0.47

Eggshell thickness (μm) 418 402 405 31.0

Eggshell breaking strength (kg/cm2)  4.41  3.98  4.30 0.74

1 WL, Windowless; OP, Open; FR, Free-range. 
2 Pooled standard error of the mean for 90 eggs per house with 

housing type.
a∼c Means within the same column with no common superscripts 

differ significantly (P<0.05).

나타났다(P<0.05). 난각두께와 난각강도는 사육형태에 따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현재까지 사육형태에 따른 계란품질 변화관련 연구는 많

으나(Singh et al., 2009; Kim et al., 2012; Kim et al., 2016), 
동물복지 인증농가의 사육형태에 따라 계란 품질을 비교한

연구는 많지 않다. Krawczyk and Gornowicz(2010)는산란계
를 방사형 계사에서 사육하는 경우, 영양소 함량이 낮은 천
연사료(목초, 허브 등)을 섭취하여 난중이 평사에 비해 낮아
진다고하였다. 또한, 이들은 xanthophyll이함유되어있어방
사형 사육 계란의 난황색이 옅어진다고 하였으나(Krawczyk 
and Gornowicz, 2010), Hammershøj and Steenfeldt(2012)는
천연사료내 xanthophyll의영향으로난황색이짙어진다고하
여 본 연구 조사와 유사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Krawczyk and Gornowicz(2010)는 Haugh unit가 32∼36주
령에평사와방사사육계란사이에서차이를보이지않는다

고보고하여, 본연구조사결과와는다소차이를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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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Disease occurrence at 6, 8, 10, and 11 m of animal welfare approved farms of laying hens with housing type.
a: Newcastle disease (ND), b: low pathogenic avian influenza (LPAI), c: Salmonella gallinarum (SG), d: infectious bronchitis (IB), e: avian 
pneumovirus (APV), f: infection of chicken anemia virus (CAV).

4. 사육형태별 질병발생현황

본 연구에서 조사된 산란계 동물복지 인증농가의 사육형

태별 질병발생 현황은 Fig. 3에 나타내었다. 항체역가 결과
를 보면, ND는 6월에 가장 높았으며, 개방계사에서 낮게 나
타났다. LPAI는 개방계사에서는 항체역가가 유지되었으나, 
무창계사와 방사형 계사는 10월에 높게 나타났다. IB는 3농
가모두항체역가가높았다. APV는 8월에개방과방사형계
사에서 높았다.
본 연구에서 ND는 중추육성농장에서 접종을 실시한 후, 

개방계사에서는 백신 접종을 하지 않았으나, 무창계사와 방
사형 계사에서는 산란 전 백신을 접종한 것으로 추정된다. 
LPAI는 3.0 이상으로 3농가모두중추육성농장에서백신접
종한 것으로 보이며, 개방계사에서는 산란 전 백신 접종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무창과 방사형 계사에서 산란 전 백
신을 접종한 것으로 사료된다. SG와 CAV는 대체로 2.0 이
하로 안정적인 추세를 나타내었다. IB는 세 농가 모두 4.0 
이상으로 나타났으며, 이것은 IB의 백신 접종한 결과로 보
인다. 그러나 IB의 사육형태에 따른 차이는 없었다. APV와
CAV는 평상시에는 백신접종을 하지 않으며, 발병 후에 백
신접종을 한다(Lee et al., 2010). 백신접종을 하지 않은 세
농가에서 APV가나타난것은 감염이되었다는것을 의미하
며, 개방계사에서는 감염된 후 회복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
다. 그러나 무창과 방사형 계사에서 10월에 항체역가가 증
가하는 것은 백신을 접종하였기 때문으로 본다. 

무창, 개방, 방사를 대표하는 3농가의 균분리동정과 PCR
검사결과는 Table 5와 Table 6에나타내었다. 산란계의 총배
설강과계사분변 내에서 SE는검출되지 않았으며, 부검시료
의 PCR 검사 결과, 간과 기관에서 SE, SP/SG, EAdV와 ILT
는 음성으로 나타났다. 이런 결과는 산란계 동물복지 인증농
가의방역과백신관리가어느정도잘수행되었기때문이라 
사료된다.
항체역가에 따른 백신 접종 여부 판단은 쉽지 않다. 일반

적으로 항체역가를 기준으로 백신 접종 여부를 판단하기 위

해서는 2∼3회 혈청 모니터링을 통해 진단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6월, 8월, 10월 및 11월에 혈청
내 항체검사를 실시하였으며, 이를 근거로 자료를 분석하였
다. 본연구조사결과, 무창및개방계사에서방사형태대비
생존율․산란율 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계란품질 역
시 방사사육 대비 난황색을 제외한 대부분이 무창 및 개방

Table 5. Results of Salmonella enteritidis (SE) in cloaca and 
feces of died hens from animal welfare approved farms of lay- 
ing hens with housing types1

Items WL OP FR

Cloaca (n=10) - - -

Feces (n=5) - - -

1 WL, Windowless; OP, Open; FR, Free-range. 
-: nega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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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Results of PCR test on poultry diseases in liver and 
organ of hens from animal welfare approved farms of laying 
hens with housing type1

Items2 Windowless Open (panel) Free-range

Liver

FAdV - - -

SE - - -

SG - - -

SP - - -

Organ ILT - - -

1 WL, Windowless; OP, Open; FR, Free-range. 
2 FAdV, fowl adenovirus infection; SE, salmonella (Salmonella en- 

teritidis); SG, fowl typhoid (Salmonella gallinarum); SP, pullo- 
rum disease (Salmonella pullorum); ILT, infectious laryngotrachitis.

-: negative.

계사에서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혈청검사에서 ND의 항
체역가는 다소 낮은 것으로 보이며, 질병 감염 등의 문제는
사육형태에 따른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결과들을 종합하여 볼 때 국내 산란

계 동물복지 인증농가에서 사육 시 기초자료로써 활용됨은

물론, 사육지침 등에 충분한 가치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적 요

본연구는 국내산란계동물복지 인증농가의 사육형태(무
창, 개방, 방사)와 품종별(Hy-Line, Lohmann) 생산성과 질병
발생에 대한 기초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수행하였다. 초산일
령은 무창 151일, 개방과 방사형 계사에서 각각 141일령이
었으며, 각 계사의 산란피크는 91.8%, 92.9% 및 86.3%이었
다. 사육형태에 따른 18∼37주령 산란율은 무창, 개방, 방사
에서 각각 70.9%, 77.4% 및 65.6%였으며, 32∼36주령 산란
율은 91.9%, 90.1% 및 76.2%였다. 평균 오․파란율은 무창, 
개방, 방사형 계사에서 각각 2.84%, 1.15% 및 0.23%로 나타
났다. 개방계사의 폐사율이 다른 사육형태에 비해 낮았다. 
Hy-Line의 초산일령은 155일, Lohmanndms 157일이었으며, 
산란피크는 각각 92.9%(252일)와 97.2%(237일)이었다. 품종
에따른평균산란율은 Hy-Line 83.7%, Lohmann 76.9%였다. 
Hy-Line의 폐사율은 Lohmann종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 난
중, Haugh unit 및난황색은 방사형계사에서 유의적인차이
를 보였다(P<0.05). ND의 항체역가는 개방계사에서 낮았으
며, IB와 APV의항체역가는 3농가 모두높게 나타났다. SG, 

SE, SP, FAdV 및 ILT는 사육형태에 따른 세 농가에서 검출
되지않았다. 국내산란계동물복지인증농가는증가하는반
면 산란계 동물복지 인증농가의 사육형태에 따른 자료들은

매우 부족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산란계 동물복지 인증농
가의 사육형태별 생산성 및 질병발생에 대해 분석한 자료이

며, 향후 국내 동물복지 인증을 받은 산란계 농장의 생산성
향상 및 질병예방을 위한 기초자료로서 활용할 수 있을 것

으로 판단된다. 
(색인어: 동물복지 인증농가, 산란생산성, 질병발생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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