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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field study was performed to evaluate the efficiency of a plasma ion-operated air cleaner in temporal reduction

of airborne pollutants emitted from a pig housing facility. In the case of gaseous pollutants, the plasma ion air cleaner

was not effective in reducing levels of ammonia, hydrogen sulfide, nitrogen dioxide, or sulfur dioxide (p>0.05). In the

case of particulate pollutants, however, the air cleaner was effective in reducing levels of particulate matter (PM2.5 and

PM1) by 79(±6.1) and 78(±3.0)%, respectively. Unlike the case of these fine particle fractions, the reduction of total sus-

pended particles (TSP) and PM10 following treatment was almost negligible. In the case of biological pollutants, the

mean reduction efficiencies for airborne bacteria and fungi were relatively low at 22(±6.6) and 25(±8.7)%, respectively.

Taken together, these results indicate that in terms of air pollutants released from this pig housing facility, the plasma

ion air cleaner was primarily effective in reducing levels of PM2.5 and PM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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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농림수산식품부에 따르면 2008년도 농림업의 총생산

액(37조2,886억원) 중 축산생산액은 10조8,399억원으로

미곡 생산액 (9조9,631억원)보다 약 1천억원 정도가 높

은 것으로 집계하였다. 특히 돼지 생산액은 총 3조

6,668억원으로 미곡 9조9,631억원에 이어 높은 생산액

을 기록하였다. 또한 축산물인 한우, 우유 및 계란 등이

생산액 기준 10대 주요 품목을 차지하고 있어 농림업

가운에 축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점점 증가하고 있다.

한정된 공간에서 집약적이고 기업화된 양돈업의 형태

로 전환됨에 따라 발생되는 환경오염과 건강보건학적

문제들에 대한 관심과 규제가 국내외적으로 한층 증가

하는 실정이다. 특히, 본 연구에서 평가하고자 하는 돈

사에서 발생하는 공기오염물질들은 여타 다른 시설에

비해 상대적으로 발생 농도가 상당히 높다.1) 이들은 발

생원에 따라 상이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라 할 수 있다. 

돈사에서 방출된 공기오염물질은 거시적 관점에서 오

존층파괴에 의한 지구 온난화의 가속,2) 구제역 및 4P

(PRRS, PMWS, PRDC, PED) 소모성 질환 등의 돼지

질병들을 유발하는 생물학적 유해인자들에 의한 공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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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 및 확산 사례에 관한 보고3)가 있다. 미시적 관점

에서는 돼지의 생산성 저하,4) 인근 주변 지역의 악취

민원 증가,5) 양돈업 종사자들의 흡입 노출로 인한 천

식, 비염, 기관지염 등의 호흡기계 질환 유발 사례6) 등

양돈 생산성의 향상에 영향을 미쳤다. 그 뿐만 아니라

작업자의 보건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향후 지속가능

한 양돈 산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할

선결과제로 볼 수 있다. 

현재까지 돈사내 공기오염물질을 제어하기 위한 저감

방법은 주로 악취 성분의 가스상 오염물질과 분진 등

의 입자상 오염물질을 저감하기 위한 현장연구를 중심

으로 수행하였다. 돈사내 발생한 공기오염물질들을 제

어하기 위해, 가장 기본적으로 활용 중인 저감 방법은

기계적 환기에 의해 외부로 배출시키는 방법을 둘 수

있다. 이렇게 외부로 배출한 악취물질들은 제 2의 대기

오염을 유발할 수 있다. 따라서 이를 방지하기 위한 방

안으로 배기팬에 덕트를 설치하여 최종 바이오필터 처

리를 하거나, 냉각 회수법을 통해 악취물질을 제거하는

방법을 주로 적용해 왔다.7) 그 외 오존 살포,8) 중화제

나 은폐제,9) 미생물재제10) 등 생화학적 방법들을 적용

한 연구 사례도 있다.

실내 공기오염물질을 제어하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으

로 공기정화기의 활용이 전세계적으로 보편화되어 가

고 있다. 다양한 운용방식의 공기정화기를 대상으로 국

내외적으로 다수의 실험실 수준의 챔버 실험들을 통해

공기오염물질에 대한 공기정화기의 현저한 저감 효율

성을 이미 입증하였다.11-15) 사람들이 거주하는 일반 가

정, 병원 등의 다중이용시설, 사무실 등의 작업시설로

공기정화기의 이용도가 확대 보급하는 추세이다. 그러

나 돈사시설과 같은 농축산 시설에서 발생되는 공기오

염물질에 대한 공기정화기의 제어 효율성을 평가한 사

례 연구는 아직 드문 편이다. 따라서 플라즈마 이온 방

식의 공기정화기를 실제 돈사에 직접 적용시켜 각 성

상별 공기오염물질의 저감 효율을 현장 실험을 통해 입

증해 보고자 수행하였다.

II. 대상 및 방법

1. 연구대상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제주출장소에서 운용 중

인 실험용 육성 비육돈사(L:20 m×W:12 m×H:4.5 m)를

대상으로 본 연구를 수행하였다. 돈사 내부는 동일한

구조의 2개의 돈방이 측벽을 통해 분리되었다. 이들

돈사는 온도 센서에 의한 자동 기계 환기 방식의 밀폐

형 방식으로 구성하였다. 각 돈방의 양쪽 측면에 펜을

각 3개씩 설치하여 총 6개를 구비하였다. 펜 하나당

60~70 kg 사이의 랜드레이스와 재래종을 교배한 비거

세 비육돈 5두를 할당하여 총 30두를 입식하였다. 플

라즈마 이온 방식의 공기정화기는 가정용 벽걸이 에어

컨을 개조하여 제작하였다. 공기정화기 내부에는 플라

즈마 이온을 방출시키는 장비 2개와 돈사에서 발생하

는 고농도 분진에 의한 본 장비의 효율 저하 보호 측

면과 동시에 제어를 위한 목적으로 수세식 필터방식의

집진기가 부가적으로 조합하였다. 2개의 돈방 중 하나

는 펜 하나당 공기정화기 하나를 할당하여 총 6대를

돈사 측벽에 설치하였고(실험구), 다른 돈방은 공기정

화기를 설치하지 않고 관행적으로 운용하였다(대조구)

(Fig. 1 참조).

2. 연구방법

돼지 육성단계에서부터 출하시까지 총 6개월(2008년

3월~2008년 8월) 동안 본 연구를 진행하였다. 공기정화

Fig. 1. Field photograph of measurement of air pollutants in pig buil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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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의 돈사 적용에 따른 공기오염물질의 저감 효율은 실

험구와 대조구에서 측정한 각 공기오염물질의 농도를

상대적으로 비교하는 방법으로 평가하였다. 6개월 기간

동안 매달 1회 현장 방문하여 가동 전(C0), 가동 후

1일(C1), 2일(C2), 3일(C3), 4일(C4), 5일(C5), 6일

(C6), 7일(C7)을 측정시점으로 하여 측정대상 공기오염

물질의 경시적 농도 변화 양상 관찰을 통해 공기정화

기의 제어효율 지속 효과를 평가하였다. 또한 측정값의

통계적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측정시마다 3회 반복

하여 측정한 수치를 평균화하여 대표치로 산출하였다.

측정 위치는 실험구와 대조구 각 돈방의 중앙복도 중

간지점으로부터 약 1 m 높이로 설정하였다. 공기정화기

의 가동 안정성을 평가하기 위해, 공기오염물질 측정시

마다 이온 발생량을 동시에 모니터링하였다. 이온 발생

량은 적정 수준인 4,000(±1,000)개/cc가 실험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측정항목

가스상 오염물질의 경우 직독식 측정장비(ATX620,

Industrial Scientific Corp., Japan)를 이용하여 NH3,

H2S, NO2, SO2를 대상으로 현장에서 바로 측정하였다.

NH3는 촉매확산방식으로 부피 0~100% 범위까지 측정

하며, 0.1% 단위로 측정하였다. H2S는 전기화학방식으

로 0~999 ppm 범위까지 측정하며, 1 ppm 단위로 측정

하였다. SO2는 전기화학방식으로 0~99.9 ppm 범위까지

측정하며, 0.1 ppm 단위로 측정하였다. NO2는 비분산

적외선 방식으로 0~99.9 ppm 범위까지 측정하며,

0.1 ppm 단위로 측정하였다. 측정하기 1시간 전에 최적

의 측정 환경 조건을 설정하기 위하여 측정 장소인 돈

사 내부와 비슷한 온도와 습도를 보인 곳에서 보정을

실시하였다. 측정시에는 노트북과 연결하여 실시간 데

이터 전송을 진행하였다. 입자상 오염물질도 직독식 측

정장비(Dust mate, Electrolox Corp., USA)를 이용하

였다. 측정 원리는 광산란방식으로 가스상 물질의 경우

와 동일하게 측정 1시간 전에 보정을 한 후 모니터링

하였다. 측정 항목은 TSP, PM10, PM2.5, PM1을 대상으

로 1분 동안 측정하였다. 미생물학상 오염물질의 경우

1단 관성 충돌기(M.A.Q.S II, Oxoid Corp., USA)를

이용하여 부유 세균과 진균을 대상으로 측정하였다. 부

유 세균과 진균의 경우 28.3 l/min의 유량으로 1분 동

안 공기를 포집하였고, 공기 포집 전에 멸균 확인된 배

지를 본 장비에 장착하고 배지를 교체할 때와 포집 전

장비 외부를 70% 알콜로 소독처리 하였다. 포집된 배

지는 외부 오염방지를 위하여 즉시 para-film으로 밀봉

한 후 미생물실로 바로 운반하여 배양하였다. 곰팡이의

성장을 억제하기 위해 cycloheximide 500 mg이 첨가된

세균용 배지 Trypticase Soy Agar (TSA) (Lot 3087230,

Becton Dickinson and Company, USA)는 37oC에서

24시간, 세균의 성장을 억제하기 위해 chloramphenicol

100 mg이 첨가된 곰팡이용 배지 Malt Extract Agar

(MEA) (Lot 5111476, Becton Dickinson and Company,

USA)는 실온인 25oC에서 72시간 이상 배양 시킨 후

관찰하였다. 부유 세균과 진균의 농도는 배지에 배양된

집락수를 계수한 후 Positive hole correction 방법에

따라 보정을 실시한 후 채취 공기량(m3)으로 나눈

CFU/m3의 값으로 산출하였다.

4. 자료분석

각 공기오염물질들에 대한 공기정화기의 저감 효율

성을 평가하기 위해 실험구와 대조구에서 동시에 측

정된 데이터를 t-test 방법을 통해 통계적 유의성을 검

증하였다.

III. 결과 및 고찰

1. 가스상 오염물질

Fig. 2는 공기정화기를 가동한 돈사(실험구)와 미가동

한 돈사(대조구)내 암모니아(NH3)와 황화수소(H2S)의

경시적 변화 양상을 제시하였다. 측정대상 가스상 오염

물질 중 이산화질소(NO2)와 이산화황(SO2)은 비교구와

대조구 돈사 모두 검출되지 않았다. 측정 결과, 돈사내

주요 악취유발물질인 암모니아와 황화수소에 대해서 플

라즈마 이온 방식의 공기정화기 가동에 따른 경시적 저

감효과가 대조구와 비교시 유의하게 관찰되지 않았다

(p>0.05). 따라서 돈사에서 발생하는 가스상 물질에 대

한 공기정화기의 처리 효율은 미미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 적용한 가스상 물질의 측정장

비가 직독식 기구이므로 측정값의 신뢰도 저하 및 기

기분석 장비와 비교시 상대적으로 높은 검출한계로 인

해 미세농도의 측정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본 결과 해

석시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

실제 돈사 현장에 공기정화기를 적용한 연구 사례는

국내외적으로 아직 보고된 바 없어 본 연구 결과의 상

대적 비교 평가는 현재로서는 어렵다. 본 연구에 적용

된 공기정화기는 현장 평가를 위해 제작된 테스트 장

비로서 지금의 하드웨어적인 방식으로서는 돈사내 가

스상 물질에 대한 저감효과를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보완 및 수정이 필요하다고 추정할 수 있다. 본 공기정

화기의 전기집진 요소는 특성상 입자상 물질에 대한 저

감으로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 돈사 맞춤형으로서의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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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이 부족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돈사 내부 암모니아

와 황화수소 등의 가스상 오염물질 농도는 다른 일반

실내 다중이용시설들보다 월등히 높은 수준이다.16) 따

라서 가스상 오염물질의 저감 효율을 나타내기 위해서

는 본 공기정화기를 가스상 오염물질 제어에 적합한 다

른 처리방법과 동시에 적용해야 할 것이라 사료된다.

2. 입자상 오염물질

1) TSP와 PM10

Fig. 3은 공기정화기를 가동한 돈사(실험구)와 미가동

한 돈사(대조구)내 TSP와 PM10의 경시적 변화 양상을

나타냈다. TSP의 경우 실험구와 대조구 모두 TSP 농

도의 일정한 변화 양상을 관찰할 수 없었다. 결과적으

로 오차 범위가 매우 높으며 TSP의 경우 공기정화기에

의한 집진효율은 미흡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TSP

와 마찬가지로 PM10의 경우에서도 실험구와 대조구 모

두 PM10 농도의 일정한 변화 양상을 발견할 수 없었

다. 돈사내 TSP와 PM10의 농도 변화가 일정한 양상을

보이지 않은 이유는 이들의 주요 발생원인 돼지들의 분

뇨 발생량 및 사료 공급량이 시간에 따라 다르다. 또한

입자상 형태로 공기 중으로 부유시키는 요인 중 하나

인 돼지들의 행동성 또한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등 여

러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했기 때문이라 추정할 수

있다.1) 제어 효율 측면에서 TSP와 PM10은 농도 저감

정도가 미비하고 일정한 변화 양상이 관찰되지 않았으

며 변화폭이 크기 때문에 대조구와 비교시 현저한 저

감 효율이라고 할 수 없다(p>0.05). 따라서 본 연구에

적용된 공기정화기 유형으로는 돈사 내 TSP와 PM10의

상당한 저감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는 바

이다.

2) PM2.5와 PM1

Fig. 4는 공기정화기를 가동한 돈사(실험구)와 미가동

한 돈사(대조구)내 PM2.5와 PM1의 경시적 변화 양상을

제시하였다. PM2.5의 경우 대조구는 시간 경과에 따른

일정한 PM2.5의 농도 변화 양상이 관찰되지 않았으나,

Fig. 2. Daily concentration fluctuation of ammonia and hydrogen sulfide in treatment room (W/ air cleaner) and control room (W/

O air cleaner) of pig building.

Fig. 3. Daily concentration fluctuation of TSP and PM10 in treatment room (W/ air cleaner) and control room (W/O air cleaner) of

pig buil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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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조구와 비교시 실험구는 공기정화기 가동후 초기농

도에 비해 평균 79(±6.1)% 저감 효과와 7일 동안의

지속성을 나타내었다(p<0.05). PM1의 경우에서도 대조

구는 시간 경과에 따른 일정한 PM1의 농도 변화 양상

이 관찰되지 않았으나, 대조구와 비교시 실험구는 공기

정화기 가동후 초기농도에 비해 평균 78(±3.0)% 저감

효과를 보였다(p<0.05). 가동 후 3일 이후부터는 현저

한 저감율을 보이지 않고 2일에 측정된 농도와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하였다. 이는 본 연구에 적용된

공기정화기가 PM2.5와 PM1을 제어할 수 있는 최대 한

계 용량이라 추정하는 바이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에서

평가한 공기정화기는 돈사내 PM2.5와 PM1에 대해서 현

저한 저감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저감효과가 플라즈마 이온에 의한 것인지, 수세

식 필터에 의한 것인지는 본 연구에서 평가를 하지 못

해 이 점이 본 연구의 제한점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직독식 기구의 측정상 오류를 보정하기 위해 중량법을

동시에 적용하지 못한 점도 본 연구 결과 해석시 고려

해야 할 부분이다.

측정대상 입자상 오염물질 중 TSP와 PM10의 경우와

는 달리 극미세입자에 해당하는 PM2.5와 PM1에서 공기

정화기에 의한 저감 효과를 관찰한 사실은 돈사내 작

업자와 돼지에게 공기감염성 질병 예방 수단으로서 활

용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다시 말해, 2.5 µm 이

하의 부유세균 및 1 µm 이하의 부유 바이러스의 입자

크기가 PM2.5, PM1의 입경 범위에 해당되므로 PM2.5와

PM1의 저감은 곧 작업자와 돼지에게 공기감염성 질병

을 유발할 수 있는 일부 부유 미생물의 제거를 간접적

으로 의미하는 바이다.17) 또한 부유 미생물과 입자상

물질과의 상관관계를 규명한 연구 결과18)도 이러한 사

실을 뒷받침해 준다. 입자상 오염물질 중 PM2.5와 PM1

의 제어 관련 연구들이 현재까지 국내외적으로 많이 수

행된 바 없다. 그러나 건강위해도 측면에서 매우 높은

것으로 추정되어 호흡기계 질병과 상당한 상관성을 나

Fig. 4. Daily concentration fluctuation of PM2.5 and PM1 in treatment room (W/air cleaner) and control room (W/O air cleaner) of

pig building.

Fig. 5. Daily concentration fluctuation of airborne bacteria and and fungi in treatment room (W/air cleaner) and control room (W/

O air cleaner) of pig buil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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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내나, 정확한 측정 및 분석이 아직까지는 쉽지 않

다.19) 따라서 PM2.5와 PM1의 노출 모니터링 기술 확립

및 이를 통한 건강위해성 평가 연구들을 향후 수행해

야 할 것이다.

3. 미생물학상 오염물질

Fig. 5는 공기정화기를 가동한 돈사(실험구)와 미가동

한 돈사(대조구)내 부유세균과 부유진균의 경시적 변화

양상을 나타냈다. 부유세균의 경우 대조구에서는 시간

경과에 따른 일정한 부유세균의 농도 변화 양상이 관

찰되지 않았으나, 대조구와 비교시 실험구(공기정화기

설치)는 공기정화기 가동후 초기 농도에 비해 평균적으

로 25(±8.7)% 정도의 제균효과를 나타냈다. 부유진균의

경우 대조구에서는 부유세균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시

간 경과에 따른 일정한 부유진균의 농도 변화 양상이

보이지 않았으나, 대조구와 비교시 실험구는 공기정화

기 가동후 초기 농도에 비해 평균적으로 22(±6.6)%의

효율로 진균이 제거되는 경향을 보였다. 돈사내 부유세

균과 부유진균의 농도 수준은 일반 다중이용시설 보다

매우 높고 경시적 변화 정도가 매우 심하기 때문에 현

저한 저감효과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그러나 공기

정화기 가동 후 부유세균과 부유진균의 농도 저감 효

과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 따라

서 본 연구에 적용한 공기정화기는 돈사내 부유세균과

부유진균에 대해 일부 미미한 저감 효과가 있는 것으

로 판단할 수 있다. 

IV. 결 론

본 연구는 돈사내 공기오염물질을 대상으로 플라즈마

이온 방식 공기정화기의 현장 실증 적용을 통해 경시

적 저감 효율성을 평가하기 위해 수행하였다. 가스상

오염물질인 암모니아, 황화수소, 이산화질소, 이산화황

의 경우 공기정화기가 설치되지 않은 돈사(대조구)와

비교시 공기정화기가 설치되어 가동된 돈사(실험구)내

농도 저감율은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p>0.05). 입자상

오염물질의 경우 TSP와 PM10은 실험구와 대조구간 유

의한 농도 차이가 없었으나(p>0.05), 극미세입자인

PM2.5와 PM1에 대해서는 대조구와 비교시 평균적으로

각각 79%(±6.1)와 78%(±3.0)의 유의한 저감효과를 보

였다(p<0.05). 생물학상 오염물질의 경우 부유세균과 부

유진균 모두 대조구와 비교시 평균 22%(±6.6)와

25%(±8.7)의 저감효과가 관찰되었으나 통계적으로는 유

의하지 않았다(p>0.05). 결론적으로 본 연구에 적용된

공기정화기의 돈사내 공기오염물질에 대한 제어 효율

성을 실험한 결과 PM2.5, PM1은 유의한 감소결과를 보

였고, TSP와 PM10은 유의성이 없었으며, 부유 세균과

진균은 감소경향을 보였으나 유의하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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