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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최근 전 세계적으로 농장동물의 복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

짐과동시에다양한정보제공을통해축산물에대한선택의

기준도 다양해지고 있다(Broom, 2011). 동물복지 선진국인

EU는다양한규제또는지침을통해동물복지를충족시킬수

있는 사육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동물복지 지침 중 하나인

directive 2001/93/EC는 “돼지는짚, 건초, 나무, 톱밥, 버섯배

지 등과 같은 적절한 탐색 및 조작이 가능한 환경보조물

(enrichment)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게 해야 한다‘를 명시

하고있다(Bracke et al., 2006). 그리고국내동물복지인증기

준에도돼지의생태학적요구또는호기심을충족할수있는

보조물을 제공하도록 되어 있다(Kim et al., 2017).

놀이기구는 동물의 특성에 따른 다양한 행동패턴 및 빈도를

증가시켜복지수준향상에도움을줄수있는사육시설을지

칭한다. 환경보조물은 임신돈에서 스트레스 호르몬 감소를

보고한바있다(Merlot et al., 2017). 이와 같이놀이기구는환

경패턴, 생산성, 스트레스호르몬감소에효과적인것을알수

있다. 따라서본연구는국내일반비육돈농가에서놀이기구

제공이 생산성 및 스트레스 호르몬에 미치는 영향을 구명하

고자 실시하였다.

2. 재료 및 방법

2.1 공시동물 및 사육환경

본 연구는 경상남도 산청에 위치한 양돈 농가에서 수행하

였으며, 총 20두의비육돈 (평균체중 : 75.8±1.9kg) 을 선발하

여 공시동물로서 사용하였다. 처리구는 대조구, 원형 플라스

틱 놀이기구, 2처리구 였으며, 처리구당 10두씩 배치하여 총

56일간 사육하였다. 본 시험에 이용된 돈사내 바닥은 플라스

틱 슬랏으로 처리하였다. 각 돈방에는 사료급이기와 급수대

를 설치하여 무제한으로 자유롭게 섭취할 수 있게 하였다.

놀이기구가 비육돈의 생산성, 도체성적, 및 공격행동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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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논문에서는비육돈돈사내놀이기구의종류에따른비육돈의생산성및스트레스호르몬에미치는영향을알아보고
자 수행하였다. 시험동물은 총 20두의 비육돈을 공시하였고, 완전임의배치법에 따라 2개처리구(대조구, 놀이기구)에
처리구당 10두씩 배치하였다. 사양시험은 총 56일간 실시하였으며, 시험기간 동안 사료와 물은 자유 섭취하게 하였
다.56일간사육한결과출하체중, 증체량, 도체중및등지방두께에서는놀이기구유무에따른유의적인차이는나타나
지않았으며, 도체등급에서도놀이기구유무에따른 유의적인차이는 발견하지못했다. 하지만일평균 공격행동에서는
놀이기구처리구가평균 17.5회로유의적으로 (p<0.05) 감소하여공격성향이감소하는것을확인할수있었다. 하지만, 
공격횟수와 도체 등급간 상관관계는 나타나지 않아 공격횟수가 도체성적으로 결과가 나타나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추
후, 놀이기구에 따른 공격성향과 스트레스 호르몬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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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생산성 및 스트레스 호르몬

생산성적을 조사하기 위하여 시험 개시체중과 종료체중을

측정하였으며, 종료체중에서개시체중을감하고전체사육일

수로나누어일당증체량을계산하였다. 도체등급은출하일에

개체별로 비육돈의 체중을 측정하고 부경양돈농협 축산물공

판장으로운송하여안락하게계류시킨후이튿날도축하였다.

공시도체는 4℃에서하루동안냉각시킨 후도체의중량, 등지

방 및 도체등급을 판정하였다.

[그림 1] 처리구에 따른 놀이기구 형태

2.3. 행동분석

행동관찰은 24시간동안녹화된영상을통해공격행동의빈

도를 분석하였다. 공격행동은 귀물기(Ear biting), 꼬리물기

(Tail biting), 몸통물기(Body biting), 싸우기(Fighting)와 같

은 행위를 공격행동으로 구분하였다. 각 행위에 대한 빈도를

분석기준으로 표1의 기준에 맞춰 진행하였다.
[표 1] 행동 정의

Behavior Descrition
Ear biting A pig has in the mouth an ear of another pig
Tail biting A pig bites the tail of another pig
Body biting A pig bites the body without tail and ear

Fighting
Rammingor pushingapenmatewithorwithout biting
the other pigs

2.4. 통계분석

본 연구에서 얻어진 모든 결과는 SAS(Statististical

Analysis System, Ver 7.1, Institute Inc., Cery, NC)의 분산

분석(ANOVA)를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처리구간의 유의

성은 Duncan’s multiple range test를 이용하여 검증하였다.

유의수준 0.05이하인 경우에 통계적인 유의차를 인정하였다.

3. 결과 및 결론

표 1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처리구별 시험 개시체중은

75.8kg으로 놀이기구 종류에 따라 56일간 사육한 결과 시험

종료 체중시 대조구와 놀이기구 처리간 유의적인 차이는 나

타나지않았다. 이전연구자에의하면, 체인현수형또는자동

차 모양 바닥형 보조물의 제공은 증체량을 증가시킨다는 보

고가 있었지만 본 연구에서는 상반된 결과를 보여주었다. 도

체중, 등지방두께, 도체등급역시처리구간유의적인차이는

나타나지않았다. 표2에서요약한비육돈의일공격행동횟수

는 놀이기구처리구가 17.5회로 대조구의 36회보다 유의적으

로 (p<0.05) 감소하였다. 하지만 공격횟수와 도체 등급간 상

관관계는차이가나타나지않아공격횟수가도체성적으로결

과가 나타나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표 1] 놀이기구 종류에 따른 비육돈의 체중 증체량

대조구 놀이기구
Body weight, kg
Initial 73.9±3.4 77.6±3.6
Finish 121.3±6.4 123.6±5.0
Body weight gain, kg 47.4±5.1 46.0±5.5
Dressed weight, kg 90.4±1.7 92.3±4.6
Backfat thickness, um 18.5±2.1 20.5±3.3
Final grade
1+ 62.5 50.0
1 25.0 25.0
2 12.5 25.0

[표 2] 놀이기구 유무에 따른 비육돈 일 평균 공격횟수

대조구 놀이기구
Abnormal Behavior, frequency 36.0±1.7a 17.5±1.2b

a-bValues in a row with no common superscript letter are significantly

different(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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