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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xygen(O2) consumption and carbon dioxide(CO2) excretion of a fertile chicken egg during incubation

were measured by a gas mass spectrometer. A closed sample chamber was developed to collect gas samples

during the 20 days of artificial incubation of both a fertile and an infertile egg. After leaving an egg in the

sample chamber for an hour, using a gas-tight syringe, samples of 2 mL of gas were collected from the closed

sample chamber and analyzed using a gas mass spectrometer in 2~4 day intervals. The O2 consumption and

CO2 excretion of chicken embryos increased rapidly after 10 days from the starting point of incubation. After

20 days, 23 mL of O2 was consumed and 16 mL of CO2 was excreted per hour. Throughout the whole period

of incubation, concentration of O2 decreased 4.3 mol% and CO2 increased only 3.1 mole%, i.e., the mole of

consumed O2 and the mole of excreted CO2 were not the same. On the other hand, during the same period,

concentration of N2 increased about 1.3 mol% and the increased mole fraction of N2 was comparable with

the difference (1.2 mol%) between the mole fraction of consumed O2 and excreted CO2. Therefore, we can

attribute the increase of N2 mole% to the difference of mole fraction between consumed O2 and excreted CO2.

In this study, through the analysis of gas, we could explain the respiration of a fertile chicken egg during

incubation.

요 약: 유정란의 부화과정 동안 소모되는 산소와 배출되는 이산화탄소의 양을 기체질량분석기를 사용

하여 측정하였다. 20 일에 걸친 유정란과 무정란의 인공부화 과정 동안 기체 시료를 채취하기 위해 밀폐

된 구조의 시료 챔버를 제작하였다. 2~4 일 간격으로 시료 챔버 안에 유정란을 1 시간 동안 방치한 후,

실린지를 이용해 밀폐된 시료 챔버로부터 2 mL의 기체 시료를 채취한 후 기체질량분석기를 사용하여 분

석하였다. 인공부화를 시작한 후 약 10 일 후부터 닭 배아의 산소 소모량과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급격히

증가하였다. 20 일 후에는 시간당 23 mL의 산소를 소모하고 16 mL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였다.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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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화 기간 동안 산소의 농도는 4.3 mol% 감소하였고 이산화탄소의 농도는 3.1 mole% 증가하여 소모된

산소의 몰수와 배출된 이산화탄소의 몰수가 같지 않았다. 한편, 동일한 기간 동안 질소의 농도는 약 1.3

mol% 증가하였으며 그 증가된 농도는 소모된 산소와 배출된 이산화탄소의 농도변화량의 차이와 비슷한

값을 보였다. 따라서 질소의 몰분율 증가는 소모된 산소와 배출된 이산화탄소 간의 몰분율 차이에 의한

것임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기체의 조성 변화량을 정확히 측정하여 유정란의 부화과정 중 호흡

현상을 설명할 수 있었다.

Key words: artificial incubation, gas mass spectrometer, standard gas, oxygen, carbon dioxide, respiration

1. 서 론

호흡현상은 생명체의 생체 신호 중 하나로 생리학

적 변화와 성장과정을 설명할 수 있는 지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호흡량의 측정방법에 대하여 여러 분야

에서 연구가 진행되어 오고 있다. 특히 인간의 호흡량

은 건강상태나 질병의 유무를 판단하는 근거가 되므

로 산소의 소모량이나 이산화탄소의 배출량을 측정하

는 방법이 널리 알려져 있다. 호흡량 측정을 위해 혈

액가스분석기를 이용하여 산소의 분압이나 이산화탄

소의 분압을 측정하거나 가스분석기를 사용하여 호흡

가스 내의 산소와 이산화탄소의 농도를 측정하기도

한다.1-2 최근에는 센서를 이용하여 혈액내의 산소 분

압을 측정할 수 있는 정밀기구가 개발되는 등 측정기

구가 소형화되고 있다.3

과채류의 경우, 저장온도 및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후숙 및 부패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과채류의

호흡량 측정을 위해 밀폐된 시스템에서 이산화탄소의

배출량을 적외선 가스분석기와 가스크로마토그래프를

사용하여 측정한다.4-6

유정란의 경우, 배아가 성장함에 따라 산소를 운반

하는 헤모글로빈을 포함하는 적혈구가 증가하고, 이에

따라 산소의 소모량이 증가하고, 호흡량이 증가한다.

부화기간에 따른 배아의 혈액을 분석함으로써 적혈구

의 생성량과 호흡량과의 상관관계를 밝힌 연구가 수

행되기도 했다.7 이처럼 호흡량을 측정하는 원리 및

방법은 매우 다양하다. 

본 연구에서는 유정란의 부화과정 중 호흡량의 변화

를 알아보기 위해 비교적 간편하면서도 정확한 분석방

법으로, 유정란의 호흡가스를 시료로 택하여 시료중의

산소와 이산화탄소의 농도의 변화를 살펴보고자 한다.

부화과정은 공기가 순환되는 시스템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호흡으로 인한 공기조성의 변화량을 정확히 측

정하기 위해서는 밀폐된 측정시스템의 개발이 필요하

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체 시료 포집을 위한 시료

챔버를 제작하였고, 밀폐된 챔버 안에 일정시간 유정란

을 방치한 후 챔버 안의 기체를 취하여 소모된 산소와

배출된 이산화탄소의 양을 측정하였다. 기체 시료의 성

분분석을 위해서 기체질량분석기를 이용하여 몰분율을

측정하였으며, 호흡량 비교를 위해 무정란을 대상으로

유정란과 같은 조건에서 실험을 수행하였다.

2. 실 험

2.1. 실험기구

유정란을 부화시키기 위해 시중에서 판매하는 소형

인공부화기를 사용하였다. 부화과정에 따른 기체 시

료 채취를 위해 밀폐된 구조의 원통형 시료 챔버

(sample chamber)를 테플론 소재로 제작하였다. 시

료 챔버 상단에는 기체 시료를 취할 수 있도록 격막

(septum)이 달린 채취구(sampling port)를 설치하였

다. 챔버의 부피는 592 mL이었으며 기체 시료는 실

린지를 사용하여 채취하여 기체질량분석기에 주입하

였다(Fig. 1).

2.2. 시료 채취 

계란의 부화 기간은 21 일이므로 무정란과 유정란

Fig. 1. Photographs of the sample chamber and a commercial
incub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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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각 1 개를 준비하여 부화기에 넣은 후 최적 부화온

도로 발육기인 1 일부터 19 일 동안은 부화기의 온도

를 37.5~37.7 oC로 유지하고 발생기인 20 일부터 21

일 동안은 36.1~37.2 oC로 유지하였다. 일정 기간이

경과한 후 무정란과 유정란을 각각 꺼내어 시료 챔버

에 넣어 밀폐한 후 부화기의 온도와 동일하게 온도를

맞춰 예열한 오븐 속에서 1 시간 동안 방치하여 계란

의 호흡과정에서 흡수 또는 발생되는 기체 성분들이

시료 챔버 내의 공기와 안정적인 평형을 유지하도록

하였다. 1 시간 후 gas-tight syringe를 사용하여 시료

챔버 내의 기체 2 mL를 취해 기체질량분석기를 사용

하여 질소, 산소, 이산화탄소의 농도를 측정하였다. 기

체 시료를 채취한 후 시료 챔버 속에 있는 계란을 시

간 지체 없이 부화기에 다시 넣고 다음 측정기간이

도래할 때까지 부화과정이 지속되도록 하였으며 20

일 동안 2~4 일 간격으로 위의 과정을 반복하여 기체

시료를 채취하고 즉시 분석하였다. 또한 유정란과 무

정란이 밀폐된 시료 챔버에 들어있는 시간을 1 시간

정도로 최소화하고 기체 시료를 소량 채취함으로써

시료 채취에 따른 압력 변화와 호흡에 따른 공기 조

성 변화가 유정란과 무정란의 생체에 미치는 영향이

없도록 주의하였으며 유정란의 경우 20 일 경과 후

건강한 병아리로 부화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유정란과

무정란을 비교하기 위해 모든 시료 준비과정을 동일

하게 유지하였다.

2.3. 표준가스 및 액화혼합가스

기체의 종류에 따라 질량분석기의 감도(sensitivity)

가 다르므로 질소, 산소, 이산화탄소의 측정을 위해

인증표준가스를 사용하여 질량분석기를 교정한 후 채

취한 기체 시료를 측정하였다. 본 실험에서 질량분석

기의 교정을 위해 사용한 표준가스는 건조공기 조성

을 갖는 표준가스와 100 mol/mol의 이산화탄소 표준

가스이며 질소, 산소, 이산화탄소, 아르곤 성분에 대하

여 교정하였다. 본 연구에 사용한 인증표준가스는 모

두 중량법으로 한국표준과학연구원 대기환경표준센터

에서 제조하였고, 국제비교를 통해 정확도가 보증된

혼합가스이다.8-9

2.4. 분석기기

시료 챔버에서 채취한 기체 시료의 산소, 이산화탄

소 및 질소의 몰분율 측정을 위해 기체질량분석기

(Mass spectrometer for gas analysis, MAT271, Finigan,

Germany)를 사용하였다. 이 질량분석기는 시료주입부와

단일 초점 자석식 질량분석계(single focusing magnetic

sector) 그리고 세 개의 faraday collector와 한 개의

electron multiplier로 구성된 검출기를 갖추고 있다. 시

료의 주입은 분자흐름(molecular flow)을 이용하므로

질량분석기의 감응신호는 가스의 종류나 압력에 영향

을 받지 않고 가스의 농도에 비례한다. 본 실험에 사

용한 질량분석기는 직선성 범위(1×106)가 넓으므로 고

순도 가스나 농도를 정확히 아는 표준가스(일차표준

가스)를 사용하여 한 점 보정으로 단일 가스 종에 대

해 넓은 범위의 농도를 정확히 측정할 수 있다.10 한

점 교정의 필요조건은 검정곡선이 원점을 지나는 직

선이어야 하는데 다양한 농도의 표준가스를 이용하여

직선성을 조사한 결과 제시한 불확도 수준에서 한 점

교정 조건을 만족함을 알 수 있었다. 중량법으로 제조

한 표준가스(상대확장불확도: ± 0.1%, k=2)를 질량분

석기에 주입하고 이때의 압력, 농도 및 감응신호(출력

전압)로 각 가스 성분의 감도(sensitivity)를 구하여 질

량분석기를 교정하였다. 본 실험에서는 전자 가속전압

8 kV, 이온화 방출전류(emission current) 60 µA 조건

에서 분해능 250으로 패러데이(Faraday) 검출기를 사

용하여 각 가스 성분의 농도를 동시에 측정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계란은 36.1~37.7 oC에서 21 일의 기간을 거쳐 병

아리로 부화한다. 부화과정의 기체 성분 변화를 기체

질량분석기를 사용하여 기간별로 분석하였으며 그 결

과를 Table 1 (유정란)과 Table 2 (무정란)에 나타냈다.

또한 유정란의 부화기간별 시간당 산소 소모량과 이

산화탄소 배출량을 측정하여 Table 3에 나타냈다. 

공기는 대략 78%의 질소, 21%의 산소, 0.93%의 아

르곤, 미량의 이산화탄소, 수증기 등으로 이루어져 있

다. 본 연구에서는 계란 부화과정의 호흡에 따른 기체

의 조성 변화를 측정하기 위해 부피 592 mL의 시료

Table 1. Mole fraction(%) of gas components in a sample
chamber for a fertile egg during incubation

Day Nitrogen Oxygen Carbon dioxide

4 78.1 20.8 0.1 

7 78.0 20.8 0.2 

11 78.3 20.2 0.5 

15 78.9 18.3 1.9 

17 79.3 17.0 2.8 

20 79.4 16.5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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챔버를 제작하고 그 속에 부화과정의 계란을 넣은 후

밀폐된 상태에서 1 시간 동안 방치하여 기체 성분의

조성 변화를 측정하였으므로 계란을 넣은 직후 시료

챔버 내 기체의 조성은 공기의 조성과 같다. 결과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유정란의 경우 7 일이 경과될

때까지 시료 챔버 내 기체의 조성에 큰 변화가 없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부화기간별 시간당 산소 소모

량과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측정한 결과(Table 3)에서

알 수 있듯이 닭 배아의 성장 초기 단계에서는 호흡

량이 매우 작기 때문이라고 사료된다. 유정란의 경우

배아의 성장에 따라 호흡이 점점 더 활발해져 10 일

경과 후부터 산소와 이산화탄소의 조성이 급격히 변

하였다. 20 일 경과 후에는 산소의 소모량이 초기 소

모량의 약 60 배에 달했으며(Table 3, Fig. 2) 산소의

조성은 처음 대비 약 20% (4.3 mol%) 감소하고(Table

1, Fig. 3) 이산화탄소의 조성은 3.1 mol% 증가하였다

(Table 1, Fig. 4). 이 결과로부터 산소가 소비된 만큼

동일 몰의 이산화탄소가 호흡을 통해 배출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반면 무정란에 대해 유정란과 동

일한 조건에서 시료를 준비하고 측정한 결과 부화기

간 전 과정에서 기체의 조성 변화는 관찰되지 않았으

므로(Fig. 3, 4) 시료 챔버 내 기체의 조성 변화는 닭

배아의 성장에 따른 호흡과정에 기인한 기체의 조성

변화임을 알 수 있다.

한편 공기의 주성분인 질소의 변화량을 측정한 결

과 질소의 몰분율이 시간 경과에 따라 서서히 증가함

Table 2. Mole fraction(%) of gas components in a sample
chamber for an infertile egg during incubation

Day Nitrogen Oxygen Carbon dioxide

1 78.1 20.9 0.1 

7 78.0 20.9 0.1 

13 78.1 20.9 0.1 

17 78.2 20.8 0.1 

20 78.1 20.9 0.1 

Table 3. Amounts of consumed oxygen and excreted carbon
dioxide per hour during incubation (mL/h)

Day Oxygen Carbon dioxide

4 0.4 0.4

7 0.2 0.8

11 3.5 2.6

15 13.3 9.5

17 20.0 14.1

20 22.8 16.3

Fig. 2. Change of consumed oxygen amount and excreted
carbon dioxide amount per hour during incubation.

Fig. 3. Change of oxygen composition in a sample chamber
during 20 days of incubation for a fertile and an
infertile egg.

Fig. 4. Change of carbon dioxide composition in a sample
chamber during 20 days of incubation for a fertile and
an infertile egg.



Analysis of respiration gas of a fertile chicken egg during incubation by gas mass spectrometer 405

Vol. 26, No. 6, 2013

을 알 수 있었다(Table 1, Fig. 5). 이 결과는 앞에 기

술한 바와 같이 산소가 소비된 만큼 동일 몰의 이산

화탄소가 호흡을 통해 배출되지 않기 때문에 그 조성

이 감소한 만큼 질소의 조성(mole fraction)이 상대적

으로 증가한 것으로 판단된다. Fig. 6에 부화기간별

산소와 이산화탄소의 몰수를 합한 조성변화를 나타냈

다. 만약 유정란의 산소가 소비된 만큼 동일 몰의 이

산화탄소가 호흡을 통해 배출되었다면 산소와 이산화

탄소의 몰수를 합한 값은 변화하지 않고 일정할 것이

다. 그러나 Fig. 6에 나타낸 것과 같이 산소와 이산화

탄소의 몰수를 합한 총몰분율은 서서히 감소하는 것

을 알 수 있으며 감소한 값은 1.2 mol%이었다. 이 값

은 질소 몰분율의 변화량과 일치하므로 질소의 몰분

율이 증가하는 것은 이산화탄소 몰분율의 감소에 따

른 상대적인 증가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질소가 유정

란의 부화과정 중 대사에 의해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

할 수 없으므로 생명체의 대사 현상에 의해 농도가

변하지 않고 일정한 아르곤을 질소와 함께 측정하였

다.11 그 결과 아르곤의 몰분율도 질소의 몰분율이 증

가함에 따라 같은 비율로 증가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질소의 몰분율이 증가하는 것은 이산화탄소

몰분율의 감소에 따른 상대적인 증가로 결론지을 수

있었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계란의 부화과정 중 유정란의 호흡

에 따른 기체의 조성 변화를 측정하기 위해 592 mL

용량의 시료 챔버를 제작한 후 유정란과 무정란을 대

상으로 산소, 이산화탄소, 질소의 농도변화를 기체질

량분석기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그 결과 유정란의 경우 10 일 경과 후부터 배아의

성장에 따른 호흡이 점점 더 활발해져 산소와 이산화

탄소의 조성이 급격히 변하였다. 20 일 경과 후에는

산소의 조성은 처음 대비 20% (4.3 mol%) 감소하고

이산화탄소의 조성은 3.1 mol% 증가하여 산소가 소

비된 만큼 동일 몰의 이산화탄소가 호흡을 통해 배출

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공기의 주성분인 질소의 변화량을 측정한 결과 질

소의 몰분율이 시간 경과에 따라 서서히 증가하였고

그 결과는 산소가 소비된 만큼 동일 몰의 이산화탄소

가 호흡을 통해 배출되지 않기 때문에 그 조성이 감

소한 만큼 질소의 조성이 상대적으로 증가하는 것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 결과, 계란의 부화과정 중 기체의 조성 변

화량을 정확히 측정하여 호흡과정을 설명할 수 있었

다. 조류의 부화과정 중 산소의 소모량과 이산화탄소

의 배출량은 종과 알의 크기에 따라 다르고 그 패턴

도 다르므로 간편하고 정확한 호흡량 분석방법이 요

구된다. 기체의 조성 변화량의 정확한 측정을 통해 호

흡량을 분석하는 본 분석방법은 앞으로 생명체 발생

과정의 호흡에 대한 연구와 최적의 부화조건 설정 연

구 등에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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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Change of nitrogen composition in a sample cham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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