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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current study was conducted to evaluate the effect of music enrichment on the live body weight of
chickens and meat quality grade of the carcasses. Fourteen flocks at four broiler farms with identical windowless houses were
provided with identical starter and finisher diets. These were either exposed to classical music or not exposed to any music
from the starter to slaughter age. At 30 days posthatch, the chickens were transported from farms to a slaughterhouse. Two
hundred carcasses from each flock were randomly selected for measurement of the carcass traits by the licensed meat
inspectors at the slaughterhouse. The live body weights at the slaughter age we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between the two
treatments. In addition, music enrichment did not affect meat freshness (i.e., torrymeter values) nor did it affect other carcass
trait variables including percentage of bruises, flesh blemishes, abnormalities, and quality A grade. In conclusion, music
enrichment did not affect the body weight or carcass quality of broiler chicke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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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최근 유기농과 친환경 등 안전한 축산식품에 대한 소비자
의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동물 복지 농장 인증제가 도입되
었다. 국내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제는 높은 수준의 동물
복지 기준에 따라 인도적으로 동물을 사육하는 소, 돼지, 닭,
오리농장 등에 대해 국가에서 인증하고, 인증농장에서 생산
되는 축산물에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마크를 표시하는 제
도이다.
동물복지 육계농장 인증기준에는 관리자의 의무, 닭의 건
강 상태 등 점검, 건강관리, 급이, 급수, 사육시설, 사육밀도,
사육환경 등 세부적인 구비요건을 제시하고 있다. 예를 들
면 급이기는 65수당 33 cm 내외, 급수기는 10수당 니플 1개
이상 설치 등 구비조건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사육시
†To

설에는 육계 1,000수당 횃대 2 m, 닭의 쪼는 행동 욕구를 충
족시킬 수 있는 양배추 또는 나무조각 등 물건을 제공하도
록 하며, 계사 내 조명은 종야 점등을 금지하고 있다. 아울
러 계사 내 소음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방지하도록 소음 발
생을 최소로 설정하고 있다. 육계의 복지 인증 가이드라인은
동물의 5대 자유에 기초하고 있으며(Anonymous, 2003) 아울
러 세계동물보건 OIE에서도 동일하게 복지형 육계 사육시
스템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OIE, 2019).
육계는 빠르게 성장하는 특성을 가지며, 사육, 출하, 운송
단계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환경 스트레스로 상당한 폐사가
발생하고 있다(Cockram and Dulal, 2018). 폐사 발생율은 열
악한 복지 지표가 되기도 한다. 또한, 농장 사육 또는 출하 수
송 과정에서 발생하는 스트레스는 신경내분비계를 자극하
여 면역과 대사 기능에 영향을 미치고, 도계 후 근육 내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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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료 및 방법

화학적 변화를 유발시켜 닭고기의 품질을 떨어뜨리게 된다
(Ali et al., 2008; Zhang et al., 2009; Yue et al., 2010; Li et

따라서 최근 동물복지 사육방식
에 따른 육계의 생산성과 닭고기의 품질에 관한 연구가 보
고되고 있다. 육계의 복지가 향상된 사육 환경은 결과적으
로 육계의 생산성, 질병저항성 또는 닭고기의 품질에 영향
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BenSassi et al.(2019)
은 사육 환경(조명, 사육밀도 등)을 개선하면 육계의 폐사율
과 닭고기의 멍․파계 발생율이 감소하고, 체중미달과 도체
손상 발생율이 감소하였다고 보고하였다. 따라서 육계의 사
육 환경을 개선하거나 복지가 충족된 환경을 제공한다면 육
계의 생산성과 닭고기 품질이 높아질 것이다.
Environment enrichment는 동물관리의 핵심으로 동물의
행동 욕구가 충족될 수 있도록 동물에게 제공하는 항목을
말하며(Coleman et al., 2013), 육계 복지농장 인증기준에는
횃대, 모래상자, 휴식장소, 야외 운동장, 나무조각 등이 포함
된다. 아울러 인증기준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동물의
복지를 높이는 외부 환경 요인으로 음악이 있다. 음악은 스
트레스 완화, 행동 변화, 환경 enrichment를 통하여 동물의
복지를 높일 수 있다(Alworth and Buerkle, 2013). 하지만 아
직까지 육계를 포함한 가축에는 음악의 적용이 보고된 바
없다. 따라서 본 조사에서는 입추에서 출하까지 전 사육단
계에서 특정 음악에 노출되었을 때 육계의 출하 체중과 닭
고기 품질 등급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고자 수행하였다.
음원 실험은 공간적으로 제한적인 실험 농장에서 수행하기
에는 처리 간 소음의 완벽한 차단이 어렵기에, 본 조사는 음
원을 사용하는 육계 계열 농장을 선정하여 현장 조사로 진
행하였다.
al., 2017; Xing et al., 2019).

1. 공시 동물 및 사육관리

충남 및 충북의 HACCP 인증을 받은 C계열화 회사의 협
조를 받아 농가 조사를 진행하였으며, 농가의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노출된 음원 이외에 소음이 통제되며, 동일 농
장 내 음원을 제공하거나 제공하지 않는 동일한 환경의 계
사가 존재하며, 같은 부화장의 병아리를 입추하는 농장으로
선정하였다. 본 연구에는 총 4개의 농가를 선정하였으며
(Table 1), 사육하는 육계 품종은 Ross 308로써 암․수 구별
없이 일괄 사육하였다. 음원을 제외한 모든 사양관리는 C계
열 회사에서 제시하는 권장 사육 방법에 따라 진행하였다.
사료와 음수는 무제한 급이와 급수를 원칙으로 하였다. 옥
수수 및 대두박 위주의 전․후기 사료는 종계 회사에서 제
시하는 영양소 요구량을 충족하도록 설계하였다. 전기사료
는 입추에서 21일까지 crumble 형태로 제공하였으며, 후기
사료는 22일에서 출하시까지 pellet 형태로 공급하였다. 사
료 성분은 회사의 보안사항으로 제시하지 않았다. 점등은
사육 전 기간 동안 종야 점등을 원칙으로 하였다.
2. 농장 선정 및 음원

본 조사에 참여한 육계 농가는 2개 이상의 무창 계사를 보
유하고 있으며, 두 계사 간 거리는 50 m 이상으로 음원에
영향을 받지 않았다. 동일 농장에서 한 계군에는 스피커를
통하여 모차르트 피아노 협주곡 2번을 일출부터 일몰시까지
동일하게 음악을 틀어주었다. 음원 없이 관행적으로 사육하
는 계군은 대조군으로 설정하였다. 음원을 제공하지 않는
계사 내 소음은 환기를 포함하여 약 65 dB이며, 음원을 공

Table 1. Number of birds per farms subjected to music enrichment
Music treatment
Farm

Farm location
Control (No. birds/flock)

Music enrichment (No. birds/flock)

Farm A

22,560

22,680

Jin-Chun, Chung-Buk

Farm B

15,840

4,880

Bo-Eun, Chung-Buk

Farm C

7,410

7,410

Chung-Ju, Chung-Buk

Farm C

13,800

7,200

Chung-Ju, Chung-Buk

Farm B

14,880

5,040

Bo-Eun, Chung-Buk

Farm D

26,730

10,040

Kong-Ju, Chung-Chong

Farm A

21,770

21,680

Jin-Chun, Chung-Buk

Total

122,990

78,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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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하는 계사의 소음은 75 dB(65 dB + 10 dB)로 유지되었다.

하게 발생하며, 건조하고 딱딱한 깔짚에 가슴, 다리 등 접촉
으로 피부 손상이 발생하고 있다(EFSA, 2010). 따라서 지금
까지 수행된 environment enrichment 연구는 주로 횃대, 사
육밀도, 환경온도, 점등, 야외운동장, 깔짚, 휴식장소 등 닭
의 선천적인 행동을 높일 수 있는 사육 환경과 밀접한 관계
가 있었다. 이러한 environment enrichment는 사육 환경을 개
선하여 동물의 선천성 행동 발현 기회를 높이고, 생물학적
기능을 이끌어내는 것이다(Riber et al., 2018). 농장에서 복
지 환경을 제공하면 생산성에는 영향이 없지만(Aksit et al.,
2017), 닭의 복지 지표 향상(Vasdal et al., 2019), 면역능 향
상(Mohamed et al., 2014; Matur et al., 2016), 그리고 닭고기
내 병원성 미생물 오염수준이 감소(Iannetti et al., 2020)한다
고 보고된 바 있다. 이와 반대로 복지가 향상된 환경에서 자
란 육계에서 생산성 감소, 폐사율 증가 및 가슴육의 전단력
(shear force)이 증가하였다는 결과도 보고된 바 있다(Zhao

3. 출하 체중과 품질 등급 판정

개 농장에서 총 7회의 출하과정을 진행하였으며(Table
농장별 출하와 도계의 모든 과정은 동일하게 진행하였
다. 음원 노출 처리 계군과 대조 계군은 분리 출하하여 처리
군이 혼합되지 않도록 하였다. 동일한 시간에 출하하고 동
일한 시간 동안 계류하였다. 등급판정은 계군별 200수를 무
작위로 선별하여 국내에서 축산물품질평가사에 의해 현장에
서 실시되는 계육 등급판정 절차에 따라 실시하였다(Jung et
al., 2009). 우선 멍/파계(bruises/flesh blemishes)와 비정상계
(carcass abnormalities)는 교육받은 현장 작업인원이 사전 선
별하고, 그 후 축산물품질평가사가 도체의 외관, 외상, 변색,
뼈의 상태, 신선도, 살붙임, 지방부착, 깃털, 이물질 및 도체
처리 상태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품질등급을 부여하였다.
4

1),

et al., 2014).

년 기준으로 미국의 복지인증 축산물이 차지하는 비
율은 전체 대비 약 5%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Spain
et al., 2018). 국내․외에서 수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동물
복지 축산물에 대한 소비자 인지도와 구매 의향은 높은 것
으로 알려져 있다(Hong et al., 2018; Spain et al., 2018). 본
연구에서는 육계의 육추에서 출하 단계까지 특정 음악을 틀
어주었을 때 출하 시 출하 체중과 닭고기의 품질에 영향이
있는지 알아보고자 실시하였다. 본 연구는 특정 음원을 사
용하는 농장을 선정하여 진행한 현장 조사로써 사육환경을
인위적으로 조절하지는 않았다. 본 결과에서 도출된 계군
별 출하 체중은 계열회사에서 제공받았으며, 닭 도체의 품
질은 축산물품질평가사에 의해 현장에서 실시되는 계육 등
급판정에 따라서 진행하였다.
실험 결과, 음원 노출 여부와 상관없이 육계의 출하 체중
은 평균 1.5 kg 내외를 나타내었다(Table 2). 또한, 육계의 사
육 기간 동안 음원 노출에 따른 계육의 신선도(토리미터 수
치), 명/파계 발생율, 이상율 및 A 등급 발생율에는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Table 3). 본 연구에서 얻어진 계육 품질

4. 신선도 측정

2017

닭 도체의 신선도는 토리미터(Torrymeter, TorryFreshnessMeter, Distell, Scotland)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Lee et al.,
2014). 닭 도체의 torrymeter는 1 mA의 낮은 전류를 닭 도체
에 흘려보내 전송 신호의 유전체/위상 변화와 탐지된 신호
사이의 차이를 측정하는 것으로, 근육의 유전체 변화는 효
소 및 세균 활동, 시간 지연에 의해 발생하는 세포 구조의
변화 시 변화하는 전도성과 임피던스 값이 0∼16으로 표시
되며, 숫자가 높을수록 신선함을 의미한다.
5. 통계분석

본 실험의 반복은 농가로 설정하였다. 연구 기간 동안 얻
어진 자료의 통계 분석은 student t-test를 처리하였으며, 5%
유의수준에서 검정하였다.

결과 및 고찰
육계는 빠른 성장율로 활동성이 떨어져 다리 이상이 빈번

Table 2. Effect of music enrichment on body weight in broiler chickens1
Control
Item
Live body weight, kg/bird
1
2

Music enrichment
2

P-value

Mean

SD

Mean

SD

1.541

0.25

1.52

0.20

Values are average of seven flocks per treatment.
Standard dev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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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Effect of music enrichment on meat quality grade of broiler carcasses1
Control
Items

2

P-value

Mean

SD

Mean

SD

Torrymeter value

12.301

0.85

12.80

0.86

0.44

Skin bruises (%)

5.12

1.24

5.06

1.22

0.94

Flesh blemishes (%)

1.13

0.51

1.19

0.44

0.87

Carcass abnormality (%)

1.71

0.67

1.63

0.84

0.88

5.68

0.84

Quality A grade (%)
1

Music enrichment
2

83.8

8.96

82.6

Values are averages of 7 flock replicates with 200 carcasses per flock.
Standard deviation.

결과는 Jung et al.(2009)이 보고한 계육의 품질평가 결과와
비슷하거나 우수하였다. 즉, 계육의 토리미터 수치는 유사하
였으나, A 등급 출현율(82.6∼83.8% vs. 73.5∼78.9%)과 이
상육 발생율(1.63∼1.71% vs. 2.37∼2.91%)은 더 높은 수치
를 나타내었다. 결과적으로 육계의 사육 단계에서 특정 클
래식 음악을 틀어주어도 출하 체중과 닭고기의 등급에는 영
향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육계를 포함한 산업 동물의 복지는 최종 산물의 품질이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함이 아니라, 동물에게도 기본적인 생명유
지와 생산활동을 위한 환경을 제공하고, 불필요한 고통을 당하
지 않도록 하는 것을 바탕으로 한다(Coleman et al., 2013). 하
지만 밀사스트레스, 고온스트레스 등 사육 환경에서 발생하
는 다양한 스트레스는 육계의 생산성, 대사, 면역 등에 광범
위하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사육환경이 개선된 동물 복지
사육 방식은 생산성과 닭고기의 품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
친다는 보고가 종종 발표되고 있다. 농장 사육 또는 출하 수
송 과정에서 발생하는 스트레스는 닭의 신경․내분비계를
자극하고, 면역과 대사 기능을 떨어뜨려 도계 후 근육 내 생
화학적 변화를 유발시켜 닭고기 품질을 떨어뜨리기 때문이
다(Ali et al., 2008; Zhang et al., 2009; Yue et al., 2010; Li
et al., 2017; Xing et al., 2019).

본 조사는 육계 농장 사육 단계에서 특정 음원 노출에 따
른 영향을 알아보고자 진행되었기에 닭의 행동, 스트레스,
두려움 등 지표를 측정하지는 않았다. 선행 연구에 따르면
음원이 동물의 생산성과 스트레스 지표에 긍정적 또는 부정
적인 결과를 미친다고 보고된 바 있다. 특정 음원이 육계의
체중과 사료요구율이 향상되었거나, 산란계에서 스트레스
지표인 혈액 내 heterophil : lymphocyte ratio가 감소하였다
고 보고되었다(Gvaryahu et al., 1989; Ladd et al., 1992). 이와

유사하게 실험동물인 토끼에게 음악을 틀어주면 분변 내
cortisol 함량이 감소하였다고 보고되었다(Peveler and Hickman,
2018). 하지만 Campo et al.(2005)은 산란계에서 클래식 음
악을 75 dB 또는 90 dB로 틀어주면 스트레스와 두려움을
나타내는 지표는 오히려 증가하였다고 보고하였다.
본 연구는 4곳의 육계 농장에서 음원 처리별 7계군(flock)
에 대한 조사이기 때문에, 생산성과 최종 생산물인 닭고기
의 품질에 environment enrichment로서 음원이 효과가 없다
고 결론을 맺기에는 한계가 있다. 특히 본 조사는 농장에서
얻어진 결과로써 조절하지 못한 환경 요인이 조사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예를 들면, 도계장의 운송거리는 농장
별로 차이가 발생하였으며, 일부 농장에서는 산발적으로 장
염도 발생하여 농장별 분석 결과에 상당한 오차가 발생하였
다. 따라서 향후 참여 농장의 수를 늘려 진행한다면 음원의
효과를 보다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분석항
목에서도 행동과 스트레스 지표 등 가축의 복지 지표를 추
가한다면 좀 더 유익한 정보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럼
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동물 복지와 관련하여 육계 농장
에서 음원 노출에 대한 연구로써 국내․외에서 처음으로 시
도되어 그 가치와 의의가 높다고 할 수 있다.

결 론
본 연구는 environment enrichment의 일환으로 농장 사육
단계에서 특정 음원이 육계의 출하 체중과 닭고기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자 수행하였다. 특정 음원에 노출
되어도 육계의 출하 체중과 닭고기의 품질등급에는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향후 특정 음원에 따른 육계의 행동, 스트
레스, 면역 등 다양한 복지 지표에 대한 추가 연구가 필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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겠다. 이를 위하여 육계의 행동, 발성, 체온 등을 측정할 수
있는 ICT 기술을 활용한다면 계사 내 environment enrichment
에 따른 계군의 복지 지표를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적 요
본 조사는 육계에게 특정 음원에 장기간 노출시켜 출하
후 비정상계 비율 및 등급판정에 따른 A급 비율을 파악하고
자 실시하였다. 음원을 제공하는 4개의 육계농가를 선정하
여 클래식 음악을 입추일부터 출하일, 일출시부터 일몰시까
지 동일한 시간동안 틀어주었다. 4개 농장에서 총 7회의 걸
쳐 현장 조사를 진행한 결과, 음원 노출 여부와 상관없이 육
계의 출하 체중은 평균 1.5 kg 내외를 나타내었으며, 처리간
차이는 발생하지 않았다(P>0.05). 음원 노출에 따른 닭고기
의 신선도(토리미터 수치), 멍/파계 발생율, 이상율 및 A 등
급 발생율에도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결론적으로 농장
단위에서 육계에 특정 음원을 틀어주어도 출하 체중과 닭고
기의 품질 등급에는 영향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향후
특정 음원에 따른 육계의 행동, 스트레스, 면역 등 복지를
나타내는 지표에 대한 추가 연구가 필요하겠다.
(색인어: 등급, 음원, 육계, 생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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