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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돼지의 청각은 사람이 들을 수 있는 주파수 
영역보다 더 넓은 주파수 영역의 소리를 들을 
수 있으며(Heffner와 Heffner, 1992), 포유자돈들
의 의사소통은 후각이나 촉각보다 시각 및 청
각에 더 많이 의존한다(Tanaka 등, 1998; Rohde 
Parfet과 Gonyou, 1991). 또한 포유자돈들은 모
돈의 수유음에 자극을 받아 젖을 먹을 때가 되
었음을 알고 모돈의 젖을 빨 뿐만 아니라 모돈

의 수유음에 의하여 동복내에서 포유행동이 동
기화되어 모두 비슷한 양의 젖을 먹게 됨으로
써 거의 위축되지 않고 건강하게 잘 자라게 된
다. 이러한 동복내에서의 포유행동 동기화는 
분만 시작 후 10시간 이내에 이루어진다(Lewis
와 Hurnik, 1985).
  모돈의 수유음은 수유행동의 단계에 따라 여
러 단계로 다르게 나타나며, 포유자돈에게 특별
한 반응을 일으킨다(Algers, 1993). 또한 포유자
돈은 자신의 모돈과 다른 모돈의 수유음을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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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할 수 있으나(Shillito Walser, 1985; Blakshaw 
등, 1996), 주변의 다른 모돈의 수유음에 의해서 
자극을 받아 포유행동을 나타내기도 한다(Shillito 
Walser, 1985). 이와 같이 포유자돈들이 모돈의 
발성음에 대해 특별한 반응을 보이는 것은 임신
기간 중 모돈의 배속에서부터 익숙해진 모돈의 
발성음에 대한 반응으로 보여지며(Shillito Walser, 
1985), 일종의 학습효과라 할 수 있다.
  동물들을 훈련시키거나 주인의 명령에 복종하게 
하는 것도 학습에 의한 결과라고 말할 수 있다. 동
물들을 훈련시키는데는 주로 소리, 빛, 동작 그리고 
먹이 등이 이용되고 있다. 이중에서 동물의 훈련에 
소리를 이용하고 있는 사례를 살펴보면, 돌고래와 
개에게 사람에게는 들리지 않는 호루라기의 소리
와 특수한 소리를 이용함으로써 상당한 훈련효과
를 얻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Pryor, 1985). 
  돼지의 경우에서도 모돈과 포유자돈이 어떠
한 소리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여 특정 행동
을 하는지를 알 수 있다면 그 소리를 이용하여 
특정한 행동을 유발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반복 훈련을 통하여 학습효과를 기대할 수 있
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모돈과 포유자
돈이 수․포유시 내는 소리와 이 수․포유음에 
인공적으로 만든 소리를 추가한 합성음을 녹음한 
후 이를 각각 모돈과 포유자돈에게 들려주었을 
때 모돈과 포유자돈의 행동반응을 살펴봄으로써 
돼지의 수․포유행동 제어에 보다 효과적인 소리
를 찾아내는데 있다.

Ⅱ. 재료 및 방법

1. 실험동물

  랜드레이스×요크셔 품종인 3산과 4산의 모돈 
18두와 이들의 포유자돈 188두가 실험동물로 
공시되었으며, 이때 모돈당 포유자돈수는 9∼
11두로 평균 10.4두이었다.

2. 실험설계

  컴퓨터와 Cool Edit 2000Ⓡ(Syntrillium, USA)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랜드레이스×요크셔 품
종인 모돈과 포유자돈의 수․포유음을 녹음하
였으며, 녹음된 수․포유음을 약 90초 정도 길
이로 편집하여 사용하였다(Fig. 1).
  처리구는 모돈과 포유자돈이 수․포유시 내
는 소리를 녹음한 수․포유음을 재생하는 수․
포유음 재생구(NSS : Nursing-suckling sound, 
Fig. 1의 a)와 이 수․포유음에 인공적인 소리
를 추가한 합성음을 재생하는 합성음 재생구
(NSSCS : Nursing-suckling sound + click sound, 
Fig. 1의 b)의 2개 처리구로 하였다. 돼지의 
수․포유 간격은 30분부터 71분까지의 범위이
며(Jensen 등, 1991; Spinka 등, 1997), 이때 수․
포유음의 음압은 평균 75 dB이다(Tanaka 등, 
1998). 따라서 포유자돈의 일령을 기준하여 1일
령 6복(모돈 6두, 포유자돈 63두), 7일령 6복(모
돈 6두, 포유자돈 65두) 및 14일령 6복(모돈 6두, 

(a) Nursing-suckling sound(NSS)

(b) Nursing-suckling sound + click sound(NSSCS)

Fig. 1. Playback sou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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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유자돈 60두)을 공시하여 수유 후 30분에 모
돈과 포유자돈이 모두 잠들었을 때에 한해서 
약 75dB로 NSS와 NSSCS를 번갈아 각각 3회씩 
반복하여 재생하였다.

3. 행동관찰

  모돈과 포유자돈의 행동은 분만틀로부터 뒤
쪽으로 약 1m 정도 이격된 거리에 설치된 디
지틀 캠코더(Panasonic PV-DV400DⓇ, Japan)에 
의하여 촬영되었다. 촬영 중에 모돈과 포유자
돈들이 관찰자에 의하여 간섭을 최대한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테잎을 교체할 때 외에는 
돈방을 출입하지 않았다. 모돈과 포유자돈의 
행동 관찰은 Table 1의 행동 목록에 따라 소리 
재생 시작 후부터 소리 재생 종료 후 10초까지 
총 100초 동안 1초 간격으로 이루어졌다.

Table 1. The list of behavioral classification

Observed behavior Initial word of the
behavior

Sow

Lying L
Lying and grunting LG

Sitting SI
Standing ST

Piglet

Sleeping SL
Walking W

Massaging M
Suckling S

4. 통계분석

  본 시험에서 얻은 결과에 대한 분산분석은 
SPSS 통계 package(1998)를 이용하여 실시하였
으며, 처리구간의 유의성 검정은 Mann-Whitney 
U test법을 이용하여 실시하였다(Yeon 등, 2001).

Ⅲ. 결  과

1. 모돈의 행동반응

  분만한지 1일이 된 모돈의 행동은 NSS구와 

NSSCS구에서 모두 L이 100%로 차이가 없게 
나타났다.
  분만한지 7일이 된 모돈의 행동은 Fig. 2와 같
이 나타났다. L은 NSS구의 100.0%에 비하여 
NSSCS구에서 57.0%로 유의적으로 낮았으며(p〈
0.05), LG는 관찰되지 않았다. SI는 NSS구의 0.0%
에 비하여 NSSCS구에서 2.2%로 높았으며(p〉
0.05), ST는 NSS구의 0.0%에 비하여 NSSCS구에
서 40.8%로 유의적으로 높게 나타났다(p〈 0.05).
  분만한지 14일이 된 모돈은 Fig. 3과 같이 행
동반응을 나타냈다. L은 NSS구의 97.5%에 비
하여 NSSCS구에서 49.8%로 유의적으로 낮게 
나타났으며(p〈 0.01), LG는 관찰되지 않았다. SI
는 NSS구의 2.5%에 비하여 NSSCS구에서 
33.6%로 유의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p〈 0.01), 
또한 ST도 NSS구의 0.0%에 비하여 NSSCS구에
서 16.6%로 유의적으로 높게 나타났다(p〈 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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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Behavioral responses of sows to two 
sounds on day 7 postpartum.

        *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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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Behavioral responses of sows to two 
sounds on day 14 postpartum.

       * p〈0.05 ; **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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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포유자돈의 행동반응

  1일령 포유자돈은 Fig. 4와 같이 행동반응을 
나타냈으며, 모든 행동에서 NSS구와 NSSCS구
간에 유의차가 나타나지 않았다. SL은 NSS구
의 95.0%에 비하여 NSSCS구에서 88.3%로 낮
게 나타났으며, W도 역시 NSS구의 5.0%에 비
하여 NSSCS구에서 2.8%로 낮게 나타났다. 반
면에 M은 NSS구의 0.0%에 비하여 NSSCS구에
서 8.9%로 높게 나타났으며, S는 NSS구와 
NSSCS구에서 모두 관찰되지 않았다.
  7일령 포유자돈은 Fig. 5와 같이 행동반응을 
나타냈다. SL은 NSS구의 91.8%에 비하여 NSSCS
구에서 35.4%로 유의적으로 낮았다(p〈 0.01). 
반면에 W는 NSS구의 3.0%에 비하여 NSSCS구에

0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SL W M

Behavior

 P
e
rc

e
n
t 
o
f 

o
b
s
e
rv

a
ti
o
n
 (

%
)

(  : NSS, : NSSCS)

Fig. 4. Behavioral responses of piglets to two 
sounds on day 1 postpart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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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Behavioral responses of piglets to two 
sounds on day 7 postpartum.

       * p〈0.05 ; ** p〈0.01.

서 20.2%로 높게 나타났으며(p〈 0.05), M도 역
시 NSS구의 5.2%에 비하여 NSSCS구에서 
44.3%로 유의적으로 높게 나타났다(p〈 0.01). S
는 NSS구와 NSSCS구에서 모두 관찰되지 않았다.
  14일령 포유자돈의 행동은 Fig. 6과 같았다. 
SL은 NSS구의 70.6%에 비하여 NSSCS구에서 
38.6%로 유의적으로 낮게 나타났다(p〈0.05),  
그리고 W는 NSS구의 6.7%에 비하여 NSSCS구
에서 1.2%로 낮게 나타났으나(p〉0.05), M은 
NSS구의 22.7%에 비하여 NSSCS구에서 60.2%
로 유의적으로 높게 나타났다(p〈 0.01). S는 
NSS구와 NSSCS구에서 모두 관찰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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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Behavioral responses of piglets to 
two sounds on day 14 postpartum.

        * p〈 0.05 ; ** p〈 0.01.

Ⅳ. 고    찰

 모돈은 일정한 시간간격을 두고 주기적으로 
발성하여 포유자돈에게 젖을 먹으라고 알려주
며, 이 발성음에 자극을 받아 포유자돈들은 일
제히 모돈의 젖꼭지를 주둥이로 문지른 후 열
심히 젖을 빪으로써 젖을 먹게 된다(Kasanen 
and Algers, 2001; 장과 연, 2002). 이와 같이 젖
을 줄 때가 되면 스스로 모돈이 자기 새끼들에
게 발성하여 젖을 먹이는 경우가 있으며, 반면
에 주변에 있는 다른 모돈의 수유음에 의해 자
극을 받아 동일 구획실(compartment) 내에 있는 
모돈들이 동시에 수유행동을 하는 경우도 있다
(Shillito Walser, 1985). 또한 Kasanen과 Algers 
(2001)는 모돈이 자기 새끼들에게 발성하여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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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행동을 했을 때와 비교하여 모돈과 포유자돈
들에게 다른 모돈으로부터 녹음한 모돈의 수유
음을 수유 후 40분에 재생하였을 때에 수․포
유행동을 성공적으로 유발시킬 수 있었다고 보
고하였다. Jensen 등(1991)과 Spinka 등(1997)의 
결과를 종합해 보면 모돈은 대략 평균 50분 간
격으로 수유행동을 한다. 결국 수유 후 40분에 
모돈의 수유음을 재생함으로써 성공적으로 수유
행동을 유발시켰다는 Kasanen과 Algers (2001)의 
결과는 수유음 비재생구에 비하여 수유음 재생
구에서 수유행동이 자주 유발될 수 있음을 의
미한다. 이 실험에서는 모돈과 포유자돈이 모두 
누워서 잠자고 있을 때에 한하여 소리 재생 실
험을 하였는데, NSS구와 NSSCS구 모두에서 SI
와 ST가 7일차와 14일차의 모돈에서 유발되었
다. 이와 같이 SI와 ST가 유발된 모돈은 잠들어 
있는 모돈에 비하여 자발적으로 또는 주위의 
자극에 의하여 수유행동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
을 것으로 판단된다.
  포유자돈의 포유행동을 유발시키는 모돈의 
발성음은 특히 수유 직전에 매우 강하게 나타
나며(Hartman 등, 1962), 이러한 모돈의 발성음 
빈도에 따라 포유자돈들은 포유행동을 다르게 
나타낸다(Castren 등, 1989; Jensen, 1987). 포유
자돈의 포유행동은 자기 어미의 발성음에 의해 
시작될 뿐만 아니라 다른 어미의 발성음에 의
해서도 시작된다(Shillito Walser, 1985). 본 실험
에서도 NSS구와 NSSCS구 모두에서 포유자돈
의 포유행동과 밀접하게 관련있는 W와 M이 유
발되었는데, 이것은 다른 어미의 발성음에 의해
서도 포유행동이 시작된다는 Shillito Walser 
(1985)의 결과와 일치한다. Bate 등(1999)은 모
돈의 수유음을 녹음한 후 이를 포유자돈에게 
재생하였을 때 모돈 수유음 비재생구에 비하여 
모돈 수유음 재생구에서 증체율이 높게 나타났
다고 보고하였다. 이와 같이 모돈 수유음 비재
생구에 비하여 모돈 수유음 재생구에서 증체율
이 높게 나타났다는 것은 모돈 수유음 재생에 
의해 모돈과 포유자돈이 자극을 받아 모돈 수
유음 비재생구에 비하여 모돈 수유음 재생구에
서 더 자주 수․포유행동을 하였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Petrie와 Gonyou(1988)는 이유자돈에게 

녹음된 모돈의 발성음을 재생시킴으로써 사료
섭취행동과 음수행동을 증가시켜 증체율을 높
일 수 있었다고 보고하였다. 이처럼 소리 재생
에 의하여 모돈과 포유자돈의 수․포유행동이 
증가하였고 이유자돈의 사료섭취행동 및 음수
행동이 증가하였다는 Bate 등(1999)과 Petrie와 
Gonyou(1988)의 연구 결과는 소리 재생에 의하
여 NSS구와 NSSCS구 모두에서 포유자돈의 포
유행동과 밀접하게 관련있는 W와 M이 증가된 
본 실험의 결과와 일치한다고 할 수 있다. 그리
고 W와 M의 상태에 있는 포유자돈은 잠자고 
있는 포유자돈에 비하여 모돈을 더 많이 자극
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에 따라 모돈은 수유행
동을 더 자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결과적으로 NSS구와 NSSCS구 모두에서 모
돈의 SI와 ST 뿐만 아니라 포유자돈의 W와 M
이 유발되었기 때문에 NSS와 NSSCS을 이용하
여 돼지의 수․포유행동을 유발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NSS구에 비하여 
NSSCS구에서 SI, ST, W, 그리고 M이 높게 나
타난 점을 고려해 볼 때 돼지의 수․포유행동
을 유발시키는데 NSS보다는 NSSCS가 더 효과
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Ⅴ. 요    약

  본 연구는 수유 후 30분에 NSS와 NSSCS를 
분만 후 1일, 7일 및 14일차에 모돈과 포유자
돈에게 재생하였을 때 모돈과 포유자돈의 행동
반응을 관찰하고 분석함으로써 수․포유행동을 
유발시키는데 보다 효과적인 소리를 규명하기 
위하여 수행되었다.
  분만 1일차의 모돈에서는 SI와 ST가 차이가 
없었으나(p〉0.05), 분만 7일차의 모돈에서는 SI
가 NSS구에 비하여 NSSCS구에서 높았을 뿐만 
아니라(p〉0.05) ST도 NSS구에 비하여 NSSCS
구에서 유의적으로 높았다(p〈 0.05). 그리고 분
만 14일차의 모돈에서도 SI가 NSS구에 비하여 
NSSCS구에서 고도로 높았으며(p〈 0.01), ST도 
NSS구에 비하여 NSSCS구에서 유의적으로 높
게 나타났다(p〈 0.05).
  포유자돈의 경우 포유행동과 밀접하게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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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M이 NSS구에 비하여 NSSCS구에서 일령
에 관계없이 높았는데 7일령과 14일령에서는 
유의차가 나타났으며(p〈 0.01), W는 7일령에서
만 유의적으로 높았다(p〈 0.05).
  따라서, 모돈의 수유행동과 포유자돈의 포유
행동을 유발시키는데 NSS도 효과가 있을 것으
로 판단이 되지만 NSSCS가 NSS보다 더 효과
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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