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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determine the concentrations of air-borne microorganisms (bacteria, fungi, gram negative

bacteria (GNB), endotoxins, and respirable suspended particles (RSPs), and their correlation with environmental param-

eters (temperature, humidity, and carbon dioxide levels) in duck houses. The mean concentrations of bacteria, fungi, and

GNB were very high (>106 CFU/m3), and endotoxin levels exceeded 103 EU/m3. Among the various work stages, in the

task of receiving ducks, bacteria were 6.2×106 CFU/m3, and GNB were 5.4×106 CFU/m3, while RSPs levels were 397.6

µg/m3 and endotoxin levels were 47.2×103 EU/m3 in the task of dividing the ducks, and fungi were 4.9×106 CFU/m3 in

the task of shipping the ducks. The concentrations of RSPs and endotoxins were significantly higher in tasks involving

greater movement of ducks in the house, relative to tasks involving little movement of ducks (p<0.05). Further, with

progression in growth of the ducks, the concentrations of bacteria, GNB, endotoxins, and RSPs were significantly

increased. There was significant correlation between levels of GNB with bacteria (r=0.75) and fungi (r=0.86), endot-

oxins with RSPs (r=0.75), bacteria with fungi (r=0.39), and carbon dioxide with RSPs (r=0.38), bacteria (r=0.33), and

endotoxins (r=0.31). These results suggest considerable respiratory hazard for farmers in these environ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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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동물 사육 과정에서 문제되는 유해환경 요인은 바이

오에어로졸(세균, 곰팡이, 내독소, 바이러스, 마이코톡신

등), 무기분진, 기타 유기화합물(암모니아, 황화수소, 메

탄가스 등) 등이 가장 대표적인 인자로 알려져 있다.1-3)

이 중 공기 중 미생물 노출은 호흡기질환과 아토피피

부염과 같은 과민성질환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4,5)

공기 중 미생물은 대부분이 분진 형태(유기분진)로 흡

입되어 건강장해를 일으키게 되는 데 노출 후 4~12시

간 후에 나타나는 발열, 무기력감, 두통, 근육통, 기침,

숨 막힘 등의 급성장해와 혹은 비염, 천식, 폐렴 등의

만성적인 호흡기질환을 유발하기도 한다. 이러한 장해

를 통칭해서 유기분진독성증후군(Organic dust toxic

syndrome, ODTS)으로 부르고 있으며, 미국흉부학회에

서는 호흡기질환을 농업인의 중요한 건강문제로 지적

하고 있다.6) 특히, 이러한 환경요인은 어린 아이나 노

인들에게 더 심각한 건강상 악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축산 농업인은 물론이고 농장 인근에 사는 면역결핍이

있는 지역 주민들에게도 영향을 미친 사례도 보고되고

있다.3) 

Radon 등7)의 연구에 의하면 알러지성 비염의 경우

일반 인구에 비해 농업인의 유병율 위험비는 3.9배 정

도 높고, 특히 돼지와 가금류 사육 농민들에게서 더 높

은 것으로 보고하였다. Warren 등8)은 곡물 및 가축 농

장 농업인의 7.5-23%의 만성적인 기관지염 증상을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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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하였고, Terho 등9)은 3년 동안의 추적연구를 통해 매

년 농업인의 기관지염 증상 호소율이 2.3%씩 증가하고

있다고 하였다. 

미생물은 주로 토양이나 식물 자체에 존재하며, 그

발생 농도는 온도, 습도, 환기 상태와 같은 물리적 환

경 요인과 인간 및 동물에 의해 발생되는 이산화탄소

와 같은 화학적 요인에 영향을 받는다.10) 농작업의 경

우 사일로우(silo) 관련 작업, 곡물 저장 작업, 가축 사

육 작업 등이 가장 위험한 작업으로 보고하고 있다.6)

특히, 동물을 사육하는 곳에서 주로 문제되고 있으며,

돼지, 가금류(닭, 오리 등), 소 등과 같은 가축 사육장

이 대표적이다. 

가축 사육장에서 문제되는 바이오에어로졸에 대한 연

구는 대부분이 세균, 곰팡이 등의 부유미생물과 그람음

성세균이 사멸 혹은 번식할 때 발생되는 내독소

(endotoxins)에 대한 공기 중 노출 농도, 그리고 이들

미생물들의 동정에 대한 연구들이다. 돼지 사육장에서

의 공기 중 세균과 곰팡이 노출농도는 각각 1.12-

5.17×105 CFU/m3, 1.12-2.79×103 CFU/m3, 내독소는

3.25-3.10×103 EU/m3, 총분진은 1.4-1.91 mg/m3 등으로

발생농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11-14) 특

히, Martin 등15)의 연구에 의하면 오리 농장에서의 세

균 농도는 0.4-3.0×106 CFU/m3의 범위를 나타내 대부

분이 권고기준(104 CFU/m3)을 초과할 뿐만 아니라 동

정 결과 폐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미생물 그룹

(Risk group 2)으로 보고하였다. 

반면, 국내에서의 가축 사육장에 대한 연구는 극히

제한적이다. Kim 등16)의 연구에 의하면 세균농도는 양

계농장(5.6×107 CFU/m3)이 돼지농장(2.7×105 CFU/m3)

에 비해 높았고, 곰팡이는 돼지농장(4.9×103 CFU/m3)이

양계농장(2.1×103 CFU/m3)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또한

Jo와 Kang의 연구17)에 의하면 내독소의 경우 돼지 사

육장이 3.48-943.1 EU/m3, 양계농장이 15.43-1430 EU/

m3로 양계농장이 높게 나타났고, 대부분이 국내 실내오

염 노출 기준인 800 CFU/m3을 초과하는 것으로 보고

하였다. 이와 같이 국내에서 연구된 동물 사육장의 공

기 중 미생물 노출 농도는 대부분이 양계와 양돈 농장

을 대상으로 한 결과들이며, 오리 사육장을 대상으로

한 결과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오리 농장을 대상으로 사육 단계 및

작업 특성에 따른 호흡성분진, 미생물, 그리고 내독소

에 대한 공기 중 노출농도를 비교 분석하였다. 또한 측

정 인자와 환경요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함으로써

오리 사육 농가의 미생물 노출 실태 파악 및 호흡기질

환 예방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측정 대상이 된 오리 사육장은 충북 충주시 인근에

위치하였다. 사육 두수는 2개 농가에서 연간 약 70,000

마리 정도이며, 사육장 내부는 천정에 환기팬이 설치되

어 있고, 측면은 개방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나 여름

철을 제외하고는 전염병 예방을 위해 거의 개방하지 않

고 있었다. 

오리의 사육주기는 약 45일로 연간 입하와 출하가 반

복하여 이루어진다. 이 기간 동안 주된 작업은 처음 부

화된 오리가 사육장으로 들어오는 ‘입하작업’, 약 15일

정도 성장 후 오리 개체수를 나누어 다른 사육장으로

분리하는 ‘분동작업’, 그리고 다시 30일 정도의 사육기

간을 거처 입하 후 약 45일 이후에 ‘출하작업’이 이루

어진다. 기타 사육기간 동안 일상적인 상시작업으로 먹

이 주기, 바닥에 왕겨나 톱밥을 깔아주는 작업(3-4회),

사육장 소독작업(3회), 분뇨 청소작업(연 1-2회) 등이

있다. 이러한 작업 주기 및 특성을 반영하여 측정 대상

작업을 크게 입하작업, 분동작업, 출하작업, 상시작업으

로 나누어 측정하였고, 매 작업 단계를 관찰하기 위하

여 2006년 6월부터 2007년 10월까지 해당 작업 단계

에 대해 반복 측정하였다. 

2. 측정 및 분석방법 

미생물은 Button aerosol sampler(SKC)에 gelatin

filter를 조립하여 3 l/min의 유속으로 3시간-4시간 정도

측정하였다. 내독소는 3단 카세트에 180oC에서 2시간

동안 멸균 된 glass fiber filter를 조립하여 2 l/min의

유속으로 4-6시간 정도 시료를 채취하였다. 측정은 작

업자 개인시료와 사육장 내 지역시료로 나누어 작업 단

계별로 반복 측정하여 총 92개의 시료를 채취하였다.

지역시료(n=77)는 사육장 내부를 입구, 중앙, 출구 등

3개 지점으로 나누어 동시에 측정하였다. 개인시료

(n=15)는 지역시료와 동일한 시간대에 측정되었으며,

작업자의 작업 장소는 주로 축사 내부였고, 간혹 축사

주변(창고 및 축사 외부) 지역에서 작업이 수행되었다. 

모든 포집된 시료들은 세균, 그람음성세균, 그리고 곰

팡이류의 배양을 위해 각각 Tryptic Soy Agar(TSA),

MacConkey Agar(MAC), Sabourand Dextrose Agar

(SDA) 배지에 접종하여 배양하였다. 배양 후 배지에

형성된 집락(colony)을 계수한 값에 공기량(m3)으로 나

누는 방법으로 부유세균과 곰팡이 농도(CFU/m3)를 계

산하였다. 내독소는 활성을 측정하는 Kinetic LAL

(Limulus Amebocyte Lysate) 검사18)를 이용하여 정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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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또한 오리 사육 농장의 미생물과 내독소의 오

염도를 비교하기 위하여 오리농장에서 약 100 m 떨어

진 곳을 대조군으로 선정하여 동시에 측정하였다. 호흡

성 분진 및 온도, 습도, 이산화탄소는 사육장 내에서

PAS(Portable Aerosol Spectrometer, Grimm 1.108,

Germany)를 이용하여 실시간 측정하였다. 

모든 측정 결과는 SPSS package(SPSS Inc., USA,

Version 12.0)를 이용하여 측정방법, 작업단계, 생육기간

에 따른 공기 중 노출농도의 차이(t-검정 및 ANOVA

분석)와 측정인자들간의 상관관계(Spearman rank

correlation) 분석을 통해 통계적인 유의성을 검정하

였다. 

III. 결과 및 고찰

1. 개인시료와 지역시료 비교

전체 측정 시료를 개인시료와 지역시료로 나누어 각

각의 측정 인자에 대한 공기 중 노출 농도의 평균값을

비교한 결과는 Table 1과 같다. 전체적으로 보면 모든

항목에서 두 측정 방법 간의 통계적인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호흡성 분진의 경우 개인시료는 145.9 µg/m3, 지역시

료는 183.0 µg/m3으로 지역시료가 높게 나타났으나 통

계적인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총세균 및 곰팡이, 그람

음성세균의 노출 농도는 개인 및 지역시료 모두 106

CFU/m3을 초과하는 높은 농도를 보여주고 있다. 이러

한 결과는 공기 중 세균 권고기준(104 CFU/m3) 및 곰

팡이 권고기준(103 CFU/m3)을 초과하는 매우 높은 농

도이다. 내독소의 경우는 개인시료가 3.5×103 EU/m3,

지역시료가 7.2×103 EU/m3 로 모두 권고기준(102 EU/

m3)을 초과하였으며, 지역시료가 개인시료에 비해 높게

나타났으나 통계적인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이러한 결과를 타 연구 결과와 비교해보면 미생물 종

류에 따라 비슷하거나 높은 경향을 보이고 있다. 국내

에서 양계 농장을 대상으로 보고16)된 세균 농도

(5.6×107 CFU/m3) 및 곰팡이(2.1×103 CFU/m3) 농도와

비교할 때 세균은 비슷한 수준이었으나 곰팡이 농도는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돼지 사육장에서 측정된 결

과19)와 비교해 보면 세균(1.3×104 CFU/m3) 및 곰팡이

(1.3×103 CFU/m3) 노출농도에 비해 모두 높게 나타났

다. 또한 돼지 사육장을 대상으로 연구된 Pavicic 등의

결과20,21)와 비교해도 높게 나타났다. 

내독소의 경우는 Kim 등16)이 양계농장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1.43×103 EU/m3)와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

났다. Clark 등22)이 양계(1.2-5.0×103 EU/m3) 및 양돈

농장(0.4-2.8×103 EU/m3)을 대상으로 보고한 결과, 그리

고 Morris 등23)이 가축 도살장에서 보고한 결과

(2.5×103 EU/m3)와도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 

일반적으로 부유 미생물은 온도와 습도, 기류 등 물

리적 환경요인과 인간 및 동물들의 활동에 의해 발생

되는 이산화탄소와 같은 화학적 요인에 많은 영향을 받

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0) 또한 사육하는 동물의 개체

수가 많아질수록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미생물 농도가

높아진다.20) 더 중요한 것은 사육하는 가축의 행동학적

특성에 따라 움직임이 많은 동물의 경우 공기 중 부유

분진 발생을 유발할 수 있고, 결국 토양이나 기타 부유

물에 존재하는 미생물이 공기 중으로 비산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 예를 들어 산란용 닭의 경우 대부분이

제한된 공간 내에서 운동성이 거의 없는 상태로 사육

되며, 오리는 넓은 공간에서 운동성이 제한되지는 않는

반면 닭에 비해 움직임이 많지 않은 행동학적 특징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공기 중 미생물 농도를 타 연구

결과와 비교할 때는 이러한 환경 조건과 동물의 행동

학적 특징 등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직접 비교하는

데는 많은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축사 내부에서 측정된 지역시료를 위치에 따라 축사

Table 1. Comparison of airborne microorganisms, endotoxins, and environmental factors by sampling methods in duck house 

Items
 Sampling methods (Mean±SEM)

p-values
Personal samples (n =15) Area samples (n =77)

Respirable dust (µg/m3) 145.9±34.7 183.0±22.6 0.525

Total bacteria (106 CFU/m3) 001.1±0.5 001.2±0.6 0.938

Total fungi (106 CFU/m3) 007.0±6.8 000.8±0.4 0.060

Gram(−)bacteria (106 CFU/m3) 003.1±2.9 001.4±0.7 0.931

Endotoxin (103 EU/m3) 003.5±2.6 007.2±3.1 0.613

Temperature (oC) 015.3±1.9 018.9±0.9 0.114

Relative humidity (%) 064.4±5.6 067.4±2.1 0.532

Carbon dioxide (ppm) 560.6±99.7 682.6±46.6 0.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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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과 입구(혹은 출구)로 구분하여 공기 중 노출 농도

의 평균값을 비교한 결과는 Fig. 1과 같다. 전체적으로

보면 모든 항목에서 축사 중앙 부위가 입구 및 출구

쪽의 노출 농도에 비해 높게 나타났으나 통계적인 유

의한 차이는 없었다. 중앙 부위에서 공기 중 노출 농도

가 높게 나타난 것은 사료 및 수분 공급대가 주로 중

앙지점에 위치해 있고, 따라서 오리의 개체밀도가 상대

적으로 높은 것과 관계되어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2. 작업특성에 따른 비교

오리의 전체 사육기간 동안 이루어지는 작업을 크게

4단계로 구분하여 각각의 노출농도를 비교한 결과는

Table 2와 같다. 

전체 작업 단계를 ① 입하작업(부화된 오리가 사육장

으로 처음 들어오는 작업), ② 분동작업(입하 후 15일

전후에 개체수를 나누는 작업), ③ 출하작업(생육 후

45일 정도에 오리를 출하하는 작업), ④ 상시작업(사육

기간 동안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는 먹이주기, 청소, 기

타 사육장 관리 등)으로 분류하였다.  

호흡성 분진은 분동작업이 397.6 µg/m3로 다른 작업

단계에 비해 가장 높게 나타났고(p<0.05), 그 다음으로

출하, 입하, 상시작업 순이었다. 세균은 입하작업

(6.2×106 CFU/m3), 곰팡이는 출하작업(4.9×106 CFU/

m3), 그리고 그람음성세균은 입하작업(5.4×106 CFU/m3)

에서 가장 높은 농도를 보였으나 작업 단계별로 통계

적인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내독소 농도는 분동작업

(47.2×103 EU/m3)이 가장 높았으며, 다른 작업군에 비

해 통계적인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5). 

전체적으로 보면 호흡성 분진과 내독소는 분동작업에

서 높은 농도를 보이고 있고, 나머지 부유미생물은 입

하작업, 출하작업, 분동작업, 상시작업 순으로 노출농도

가 높은 경향을 보이고 있다. 입하작업과 출하작업, 그

리고 분동작업은 개체들의 움직임이 많은 작업이다.

즉, 처음 오리가 사육장으로 투입되는 입하작업이나 다

른 사육장으로 강제로 분리되는 분동작업, 그리고 작업

자들이 오리 몰이를 통해 2-3마리씩 손으로 잡아 수송

차에 옮기는 출하작업은 오리의 움직임이 많고, 그 과

정에서 바닥에 상존해 있는 유기분진이 입자 상태로 부

유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 반면, 상시적인 작업은

작업자가 사육장 내에서 이동하면서 먹이를 주거나 톱

밥 및 왕겨를 깔아주는 작업으로 상대적으로 오리의 움

직임이 적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작업자가 사육장 내에

서 이동할 때 오리도 같이 움직임에 따라 부유분진이

발생할 수 있으나 이러한 과정은 입하, 분동, 출하 작

업시의 움직임보다는 적으리라 사료된다. 즉, 처음 입

하 작업 및 분동, 그리고 출하시기에는 오리의 움직임

이 가장 많은 시기이고, 이러한 오리의 활동성 증가와

같은 행동학적 특징이 공기 중 부유미생물 및 내독소

농도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사료된다. 

이러한 작업특성에 따른 노출 농도의 차이는 Fig. 2

Fig. 1. Comparison of airborne microorganisms and endotoxins

by sampling position of area samples in duck house.

Table 2. Comparison of airborne microorganisms, endotoxins, and  environmental factors by the work stages in duck house  

Items

Work stages (Mean±SEM)

p-valuesReceiving ducks 

(n=8)

Dividing ducks 

(n =7)

Shipping ducks 

(n =21)

*General works 

(n=40)

Respirable dust (µg/m3) 209.8±53.4 0397.6±164.8 234.3±21.1 109.6±17.6 0.001

Total bacteria (106 CFU/m3) 006.2±4.4 0000.3±0.1 001.1±0.3 000.9±0.7 0.077

Total fungi (106 CFU/m3) 004.1±3.4 0000.1±0.1 004.9±4.6 000.6±0.5 0.579

Gram(−)bacteria (106 CFU/m3) 005.4±3.9 000.04±0.01 002.5±2.2 001.4±0.9 0.484

Endotoxin (103 EU/m3) 015.8±5.2 0047.2±29.7 002.1±0.7 002.1±0.5 <0.001

Temperature (oC) 019.4±0.3 0022.3±2.2 010.6±0.3 021.9±1.0 <0.001

Relative humidity (%) 073.9±4.1 0047.7±7.7 084.8±1.1 060.1±2.5 <0.001

Carbon dioxide (ppm) 1185.3±43.9 1178.0±12.5 859.4±51.6 761.6±41.6 <0.001

*General works : The tasks for keeping a house and ducks (ex: spreading chaff and saw dust, removing night soil, cleaning house,

and fee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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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결과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사육장 내에서의 오리

의 이동성이 많은 작업군(Task II : 입하작업, 분동작

업, 출하작업)과 오리의 이동성이 상대적으로 적은 작

업군(Task I: 먹이주기, 톱밥 및 왕겨깔기, 청소작업

등)과의 부유미생물 및 내독소 농도를 비교하였다, 

작업군에 따른 비교 분석 결과 호흡성 분진 및 세

균, 공팜이, 그람음성세균, 내독소 등 모든 측정항목이

오리의 이동성이 많은 작업군(Task II)에서 상대적으로

이동성이 적은 작업군(Task I)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특히 호흡성 분진 및 내독소 농도는 통계적인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5). 이러한 결과는 전자에서 토의

했듯이 오리의 활동성이 공기 중 부유분진 발생에 영

향을 준 것과 관계되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상시작업

중 바닥 청소작업의 경우 부유 분진 발생이 많을 것으

로 추정할 수 있다. 그러나 측정이 이루어진 사육장의

경우 청소작업을 할 때 사육장 측면을 개방한 상태에

서 습식작업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작업 형태가 공기

중 분진 및 미생물 발생 농도에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사료된다. 가축 사육장 내에서 스프레이 방법을 이용한

습식작업을 수행하면 노출농도의 51-53%를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한다.24) 또한 밀폐된 환경이 미생물 증

식과 공기 중 비산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

다.22,25-27)

3. 성장 시기에 따른 비교 

동일한 작업조건 내에서 오리 성장 시기에 따라 미생

물 발생 농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분석한 결과는

Fig. 3과 같다. 앞선 분석(Table 2, Fig. 2)에서 오리의

운동성과 관계된 작업조건 특성이 미생물 발생 농도에

영향을 준다는 사실과 선행 연구21)에서 동물의 개체 수

증가가 미생물 농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점을 고

려하여 상시작업 중 먹이주기 등과 같은 동일한 작업

만을 대상으로 성장 시기만 달리하여 분석하였다. 또한

동일한 개체 수를 적용하기 위하여 입하 후 15일 정도

에 이루어지는 분동작업 이후의 성장 단계인 생후 22

일, 33일, 출하 직전 시기인 45일을 기준으로 각각의

노출농도를 비교하였다. 

그 결과 성장 시기가 증가할수록 모든 측정 항목의

농도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생후 45일의

경우 곰팡이를 제외한 호흡성 분진, 내독소, 세균 및

그람음성세균의 발생농도가 생후 22일 및 33일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p<0.05). 이러한 결

과는 오리가 점차 성장함에 따라 공급되는 사료도 많

아지게 되고, 또한 배설물도 증가함은 물론 운동성도

점차 증가하고, 그리고 단위 면적당 생육 밀도가 높아

짐에 따라 이러한 결과들이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판

단된다. 따라서 공기 중 노출 농도를 낮추기 위해서는

작업 단계별로 사육장 내 개체 수 조정 등의 관리 대

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4. 상관관계 

호흡성분진 및 부유 미생물, 내독소 등의 측정인자와

온도, 습도, 이산화탄소와 같은 환경요인들 사이의 상

관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Table 3, 4와 같다.

그람음성세균은 총세균(r=0.75) 및 총곰팡이(r=0.86)

와 강한 상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0.01). 내독

소는 호흡성 분진과 중간 정도의 상관성(r=0.66)이 있

었고, 총곰팡이와 총세균은 약한 상관성(r=0.39)이 있

었다. 기타 나머지 측정 인자들 간의 유의한 상관성은

없었다.

Fig. 2. Comparison of airborne microorganisms and

endotoxins by the task characteristics in duck house

(*: p<0.05 by t-test).

Task I have few movement of ducks in house (for

examples, spreading chaff and sawdust, removing

night soil, cleaning a house ground, and feeding.

Task II have a lot of movement of ducks in house (for

example, putting new duckies in  a house, moving

ducks to devide another house, and shipping ducks to

sell. 

Fig. 3. Geometric mean  of airborne microorganisms and

endotoxins by growing period in duck house

(*: p<0.05, compared with another work st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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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h 등28)은 자동차 엔진공장에서 공기 중 내독소와 일

반세균 간의 상관성(r=0.64)을 보고하였고, Kim 등16)은

돼지 사육장에서 내독소와 세균(r=0.7) 및 곰팡이

(r=0.5), 세균과 분진(r=0.6) 및 곰팡이(r=0.4)와의 상

관관계를 보고하였다. 반면, 양계 농장에서는 분진과 세

균(r=-0.57) 및 곰팡이(r=−0.39), 내독소(r= −0.57)와는

음의 상관성이 있다고 하였다. Lee 등29)은 병원 내에서

총세균과 곰팡이는 양의 상관계수(r=0.34)를 나타내고

있으나 유의한 상관성은 없었다고 하였다. 이와 같이

공기 중 미생물 상호간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 결과들

은 일관된 결과를 보이고 있지는 않으나 세균과 곰팡

이와는 양의 상관성이 있다는 결과가 일반적이다. 내독

소의 경우 그람음성세균(특히, Escherichia coli,

Neisseria sp., Haemophilus sp., Pseudomonas sp.)의

외부 세포막의 구성 요소로서 세포가 사멸할 때 주로

발생되기 때문에 상호 관련성에 대한 보고22)가 있으나

일반적인 결과는 아니며, 연구자 및 그람음성세균의 종

류에 따라 달리지고 있다.30) 본 연구 결과에서는 내독

소와 그람음성세균과의 유의한 관련성은 없었다. 한편,

공기 중 세균에는 68-96%의 그람양성세균과 7-53%의

그람음성세균이 함유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31)

따라서 총세균과 그람음성세균과의 관련성은 양의 상

관성이 있는 것이 일반적인 연구 결과들이며, 본 연구

결과도 이와 동일한 결과(r=0.75)를 나타내고 있다. 

공기 중 부유미생물과 환경요인들 간의 상관성을 보

면(Table 4), 온도는 모든 측정 인자들과 음의 상관계

수를 보여주고 있으나 통계적인 유의성은 없었다. 상대

습도는 총세균과 약한 상관성(r=0.28)이 있었고

(p<0.05), 나머지 요인들과는 유의한 상관성이 존재하지

않았다. 이산화탄소는 호흡성 분진(r=0.38), 총세균

(r=0.33), 내독소(r=0.31)와 약한 상관성이 있었다

(p<0.01). 

물리적 환경 조건인 온도 및 상대습도와 부유 미생물

발생과의 관련성은 연구자들마다 상이한 의견을 제시

하고는 있지만, 대체로 상대습도가 높으면 부유 미생물

의 생존 및 증식이 증가된다는 경향이 지배적이다.32,33)

반면, Ha ina 등30)은 미생물 농도와 환경 인자와의 관

계 분석에서 온도(r=−0.34), 습도(r=−0.33), 이산화탄소

(r=−0.32)와는 음의 상관성을 보여 상반된 결과를 제시

한 바 있다. 또한 공기 중 이산화탄소는 여러 대사 과

정을 통해 배출될 수 있다. 특히 가축의 호흡 과정을

통해 이산화탄소가 발생되며, 따라서 개체수가 많아지

게 되면 공기 중 이산화탄소는 높아지게 되고, 이러한

이산화탄소 농도는 공기 중 미생물 농도에 유의한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34) Lee 등29)의 연구에

의하면 병원 내 공기 중 미생물 농도와 환경 요인과의

상관성을 분석한 결과 부유 세균과 공팡이는 환경 요

인 중 이산화탄소와 환기 횟수에 대해 유의한 상관성

을 나타냈으나 온도, 상대습도와는 전반적으로 유의하

지 않은 상관성을 보고하였다. 반면, Song 등 35)의 연

구에서는 병원 내 공팡이 농도는 온도와 습도와 양의

상관성이 있었다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산화탄소

는 호흡성 분진(r=0.38), 총세균(r=0.33), 내독소

(r=0.31)와 약한 상관성이 있었다(p<0.01). 상대습도는

총세균과의 약한 상관성(r=0.28, p<0.05)이 있었으나

온도와는 관련성이 없어 Lee 등29)의 결과와 비슷한 경

향을 보이고 있었다. 

이와 같이 환경요인과 부유 미생물간의 관련성이 적

d

Table 3. Correlation coefficients for airborne microorganisms and endotoxins in duck house

Respirable dust Total bacteria Total fungi Gram(−)bacteria Endotoxin 

Respirable dust 1.00

Total bacteria 0.07 1.00

Total fungi 0.05 0.39** 1.00

Gram(−)bacteria 0.01 0.75** 0.86** 1.00

Endotoxin 0.66** 0.13 0.11 0.11 1.00

**p-value<0.01 by Spearman rank correlation.

Table 4. Correlation coefficients between airborne microorganisms/endotoxins and environmental factors

Respirable dust Total bacteria Total fungi Gram(−)bacteria Endotoxin 

Temperature −0.04 −0.19 −0.19 −0.24 −0.11

Relative humidity −0.21 −0.28* −0.12 −0.20 −0.07

Carbon dioxide −0.38** −0.33** −0.04 −0.20 −0.31**

*p-value<0.05, **p-value<0.01 by Spearman rank corre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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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나 혹은 일관된 결과가 확인되지 않는 것은 온도, 습

도 등의 환경적 요인보다는 가축의 개체수 혹은 이동

성과 관련된 행동학적 특징과 환기 조건 등이 미생물

발생에 더 많은 영향을 주기 때문일 것으로 사료된다.

IV. 결  론 

본 연구는 오리 사육장을 대상으로 사육 단계 및 작

업 특성에 따른 공기 중 유기분진, 미생물, 내독소에

대한 노출 농도와 환경요인들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하

였으며, 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측정 방법에 따른 비교 결과 개인시료와 지역시료

간의 통계적인 유의한 차이는 없었으며, 총세균 및 곰

팡이, 그람음성세균의 노출 농도는 개인 및 지역시료

모두 106 CFU/m3을 초과하는 높은 농도로 나타났다.

내독소는 개인시료(3.5×103 EU/m3) 및 지역시료(7.2×

103 EU/m3) 모두 권고기준을 초과하는 높은 농도로 나

타났다. 

2. 작업특성에 따른 비교 결과 입하작업은 세균

(6.2×106 CFU/m3) 및 그람음성세균(5.4×106 CFU/m3),

분동작업은 호흡성 분진(397.6 µg/m3)과 내독소(47.2×

103 EU/m3), 그리고 출하작업은 곰팡이(4.9×106 CFU/

m3)의 노출 농도가 가장 높게 나타나(p<0.05) 주로 오

리의 이동성이 많은 작업군이 이동성이 적은 작업군에

비해 노출농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p<0.01).

3. 오리의 성장 시기에 따른 비교 결과 성장 시기가

증가할수록 모든 측정 항목의 농도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생후 45일의 경우 곰팡이를 제외한 호

흡성 분진, 내독소, 세균 및 그람음성세균의 발생농도

가 생후 22일 및 33일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

게 나타났다(p<0.05). 

4. 측정인자 및 환경요인과의 관련성을 분석한 결과

그람음성세균은 총세균(r=0.75) 및 총곰팡이(r=0.86)와

강한 상관성이 있었고(p<0.01), 내독소는 호흡성 분진

과 중간 정도의 상관성(r=0.66)을, 그리고 총곰팡이와

총세균은 약한 상관성(r=0.39)이 있었다. 부유미생물과

환경요인과의 관련성에서 상대 습도는 총세균과 약한

상관성(r=0.28)이 있었고(p<0.05), 나머지 요인들과는

유의한 상관성이 존재하지 않았다. 이산화탄소는 호흡

성 분진(r=0.38), 총세균(r=0.33), 내독소(r=0.31)와 약

한 상관성이 있었다(p<0.01). 

이러한 결과들로 볼 때 오리 사육장의 공기 중 부유

미생물 및 내독소 농도는 권고기준을 매우 높은 수준

으로 초과하고 있으며, 공기 중 발생 농도는 오리의 이

동성 및 단위 면적당 생육 밀도가 중요한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작업 중 보호구 착용 및

습식작업과 환기, 그리고 작업 단계별로 사육장 내 개

체수 조정 등의 관리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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