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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 농가의 안전사고 발생현황 및 안전보건 관리수준

김경란·김인수†·김효철·이경숙·채혜선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A Survey on the Present State of Occurrence of Safety Accidents and 

Safety and Health Management Levels Among Swine Farmers

Kyung-Ran Kim, Insoo Kim†, Hyo-Cher Kim, Kyung-Suk Lee, and Hye-Seon Chae

National Academy of Agricultural Science, Rural Development Administration

ABSTRACT

Objectives: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seek measures for improvement and management of farm work

safety and health by conducting questionnaire surveys and on-site investigations to ascertain the present state of

occurrence of safety accidents and safety and health management levels among swine farmers. In particular,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vide basic data for the establishment of measures for the management of safety

and health suitable to the characteristics of related working environments.

Methods: Questionnaire surveys were conducted among 223 farmers engaged in swine farming in 14 regions,

and 10 farms were visited in order to implement multilateral methods, including in-depth interviews, along with

field surveys. 

Results: The surveys indicated that 26.2% of all respondents experienced farm-work related safety accidents and

body-reaction related accidents showed a high ratio at 31.1% of all respondents. With regard to cause materials of

safety accidents, work other than that directly related to swine raising showed high ratios of safety accidents, with

pigsty facility related accidents at 26.6%. Although most workers recognized the dangers latent in the working

environments, their behavior and responses to the prevention of safety accidents were still insufficient due to a lack

of understanding of safety and health management. In the survey on the present state of personal hygiene and wearing

of protective equipment, workers were found to have been exposed to dangerous and harmful environments both

inside and outside pigsties, but the actual states of their wearing protective safety equipment were very poor.

Conclusion: Given the results of this study, swine farmers well recognize problems in their control of safety

accidents and management of safety and health, but their knowledge about safety and health education and

management guidelines was insufficient. Therefore, safety and health education, public relations, and customized

personal protective equipment suitable for swine raising work should be developed in order to address the

foregoing probl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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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농작업 재해는 다른 산업재해와 달리 자연조건에

따라 우연적이고, 매번 반복되는 작업으로 인하여 위

험에 대한 인지도가 낮고, 혼자서 작업을 하는 경우가

많아 초기대응이 신속하지 못하다는 특징이 있다.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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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도에 10,474명의 농업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농업

인의 업무상 손상조사 결과에 따르면 4일 이상 요

양이 필요한 재해자 비율은 3.1%에 달한다.1) 이는

산업재해통계의 농업부문 재해율(1.3%)과 비교하면

2배 이상, 전체 산업재해율 평균(0.6%)과 비교하면

약 4배 이상에 해당하는 높은 수준이다.2) 이는 대다

수의 농업인이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대상이 아닌 일

반 자영 농업인이라는 것을 감안하면 매년 산업재해

로 분류되지 않는 많은 재해가 발생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농작업 재해 발생 양상은 축산업도

예외가 아니다. 

최근 축산농가의 변화를 살펴보면 2012년 전국 축

산 농가수 233,355호로 2011년(223,988호) 대비 4.2%

가 증가하였으며, 또한 같은 전체 사육두수도 ‘12

년 224,208천 두로 ‘11년 215,499천 두 대비 0.6%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3) 농림업 생산액 및 GDP

대비 축산업 비중도 2002년 24.8%에서 2012년 34.6%

로 10년 만에 9.8% 상승하였다.4) 이와 같이 축산업

과 축산연관산업은 국민경제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

를 차지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꾸준하게 양적으로 성

장해왔다. 

그러나 축산 농작업은 일반 농작업과 달리 상대적

으로 주단위로 일정한 작업이 이루어지지만 전염병

발생 등 가축 사육 특성상 돌발적인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축산업 종사인원은

56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5) 작업장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먼지, 암모니아, 이산화탄소,

높은 습도와 농축된 유해물질로 인해 축산 종사자의

건강장애발생의 위험성이 높고, 열악한 환경은 작업

효율도 저하시킬 수 있다. 그 가운데 양돈의 경우

2012년 11,000호로 전년 대비 변화는 없었으나 농

가당 평균 사육두수는 802두수에서 906두수로 지난

10년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3) 사육규모도 대형화

되고 있는 추세이지만 돼지사육 특성상 돼지와의 접

촉(추돌, 발 밟힘 등)과 같은 위험요인과 분뇨처리

시 유해가스(황화수소) 중독 등 농작업 재해가 꾸준

히 발생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이에 따라 축산작업

환경으로부터 위험유해 요인을 제거하거나 위험으로

부터 사고 및 재해 발생을 최소화하여 작업능률을

증대시킬 수 있는 방안이 고려된다. 이와 같이 축산

인의 안전과 보건을 위한 작업안전관리에 대한 필요

성 높아지고 있으나 작업장의 안전사고 실태 등 안

전보건관리수준에 대한 현황 파악 조차 아직 미비한

실정이다.

축산업 중 특히 양돈 농업인의 건강유해요인 관

련 연구로서는 악취 및 질식재해를 유발할 수 있

는 암모니아 및 황화수소 모니터링 연구,6) 밀폐형

돈사 작업장의 환기율과 가스상 오염물질 노출농도

에 관한 연구7)와 돈사 분진 중 내독소 수준과 축

사 작업자들의 세포면역력과의 상관성 분석8) 등의

연구에서 양돈 작업장 내 유해요인이 농업인의 건

강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이 보고되었다. 축산 작업

자의 작업안전과 개인보호구 관련 연구로서는 농촌

진흥청에서 발간한 국내외 농작업 편이장비 및 개

인보호구 편람9)에서는 국내외에서 상품화된 축산업

관련 편이장비 및 개인보호구 정보를 제공하고 있

다. Hwang et al. (2009)의 연구에서는 양돈이나

오리 사육에 종사하는 축산작업자를 위하여 방호성,

세탁성, 신축성 등 기능성의 문제점이 개선된 작업

복을 개발하였다10). Moon et al. (2012)의 연구에

서는 구제역 방역 보호복 및 방역 착용실태에 관

한 연구로 방역자의 안전을 중심으로 조사되었다.11)

Hwang et al. (2012; 2013) 연구에서는 축산 종사

자의 작업복에 대한 호감도 및 수용도에 관한 조

사를 통해 축산 작업복과 보호구에 대한 소비자들

의 인식 조사 및 실용화 가능성을 제시하였다.12,13)

그리고 최근에는 양돈 농업인을 대상으로 한 현장

중심의 연구를 통해 질식재해 예방 등 위험요인의

노출을 경감하기 위한 소책자 형식의 안전보건 관

리 지침을 제공하기도 하였다.14) 이와 같이 축산 작

업자의 개인보호구 및 편이장비 측면에서의 연구는

일부 진행되어 왔으나, 축종별 작업자의 안전사고

특성과 원인, 안전보건관리 수준을 파악하고 이에

따른 보다 구체적인 안전보건관리 및 개인보호구

선택 가이드라인 등에 대한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

다. 따라서 양돈작업 현장에서의 꾸준하게 발생되

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양돈 작

업자의 실제적 안전보건의 실태와 세부적인 작업환

경에 대한 심층조사가 요구됨을 알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양돈 작업자를 대상으로 안전사고

특성, 안전보건관리 인식 및 실천 수준, 작업환경에

서 개인보호구 활용 실태를 파악하여 양돈 농가의

안전보건관리 예방방안을 수립하는데 기초자료 제공

을 목적으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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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연구방법

1. 조사대상자

양돈 농업인의 작업안전의식 수준과 작업환경 실

태 및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해 설문조사와 농장방문

현장조사 및 심층면접을 실시하였다. 설문조사 대상

자는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의 14개 시군 지역의 양

돈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무작위로 추출

하여 223명을 조사하였다. 그리고 양돈 농업인의 작

업환경과 개인보호구 착용실태 파악을 위한 현장방

문 조사는 경기도, 충청남도, 경상남도 일부 지역의

양돈 축산업 종사자 10명을 대상으로 1:1 심층인터

뷰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2. 설문조사 및 방문면접

설문지 개발은 축산 현장 적용 시에 목적 타당성

및 적절성을 위해 사전검토를 수행하였다. 국내 축

산업에 적용이 가능한 안전보건 체크리스트를 검토

하기 위하여 미국, 캐나다, 호주 등 외국 축산작업

안전보건 관리 체크리스트15,16)와 농작업 생활환경 안

전관리 평가지표,17) 그리고 작업별 안전관리 체크리

스트 등을 분석하여 항목을 선정하였다.18) 그리고 선

정된 항목을 중심으로 전문가(축산학, 산업위생, 예

방의학, 수의사 등)의 개발 인터뷰를 통해 타당성 검

토를 실시하여 본 조사와 관련이 적은 항목을 삭제

하였으며, 2012년 7월에 축산담당 지도직 공무원(23

명)을 대상으로 설문지 예비평가를 수행하였다. 각

응답에 대한 신뢰성이 부족한 설문을 제외하고 최종

적으로 질문지 구성은 4개 분야로 농장관련 5문항,

작업 안전사고에 관한 5문항, 농작업 안전관리 및

수준에 관한 18문항,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관한 8문

항으로 총 38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질문지 응답

형태는 선택형 폐쇄형 질문과 개방형 질문을 제시하

였고, 농작업 안전관리 및 수준에 대한 질의 응답은

리커트 5점 척도를 적용하였다. 그리고 농장 현장

방문조사는 미리 설계된 체크리스트를 기반으로 축

사 내환경(천정, 바닥, 복도, 급이기, 급수기, 돈방칸,

분만틀 등), 축사외 환경(건물형 평지 개방돈사, 재

래식 및 무창돈사, 사료기, 분뇨처리 시설 등), 개인

보호구 착용실태(마스크, 모자, 장갑, 장화, 앞치마,

작업복 등)에 대한 심층 인터뷰를 실시하였고, 내용

기록 및 현장 촬영을 실시하였다.

3.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Win 21.0 프로그램을 이용하

여 분석하였다. 참여자의 일반적 특성, 농장의 일반

사항, 농작업 안전사고 조사, 농작업 안전보건 의식

및 태도 등은 빈도,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를 이

용하였으며, 일반적 특성에 따른 호흡계관련 증상과

의 연관성은 로지스틱 회귀분석(Logistic Regression)

을 실시하였다. 참여자의 특성에 따른 농작업 안전

인식 및 안전실천에 대한 차이 분석은 t-검정과 분

산분석(ANOVA)을 실시하였다. 그 밖의 작업환경

및 보호구 착용실태 조사는 기록 및 촬영 등 심층

인터뷰 내용을 기반으로 분석하였다.

III. 연구결과

1. 참여자의 일반적 특성

조사 대상자는 223명으로 평균 나이는 53.5세(범

위: 24~75세)로 성별 분포를 살펴보면, 남자가 87.9%,

여자가 12.1%로 조사되었고, 연령대는 40세 이하가

9.6%, 41~60대가 66.2%, 61세 이상이 24.2%의 비

율을 보이고 있다(Table 1). 지역은 경상도 54.7%,

충청도 29.7%, 전라도 19.9%로 경상도가 가장 높은

비율로 조사되었다. 참가자들의 교육수준은 고등학

교와 대학교 이상이 전체의 78.3%로 가장 높았으며,

삶의 생활수준에서는 보통수준이 76.7%로 가장 높

은 응답률을 보였다. 건강관리와 관련된 내용으로 흡

연을 하는 경우가 36.1%, 음주를 하는 경우는 62.1%

로 흡연에 비하여 음주가 높게 조사되었다. 그리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정기검진 여부는

56.0%로 절반이상이 정기적인 검진을 받고 있는 것

으로 조사되었다(Table 1). 

2. 농장의 일반 사항

응답자 가운데 본인 소유의 농장을 직접 운영하는

비율은 94.1%이고, 1개의 농장에 평균 작업자수는

3.4명 (SD=3.5명), 농업인의 평균 양돈업계 종사경

력은 평균 21.0년(SD=9.5년)으로 조사되었다. 그리

고 HACCP (Hazard Analysis Critical Control Point

System) 인증비율은 26.0%로 절반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돈사의 형태에 따른 농장

은 재래식 22.0%, 무창돈사 39.4%, 재래식과 무창

돈사를 함께 보유하고 있는 농가가 32.1%이다.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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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 사육두수 평균 2,054.7 (SD=3176.3)두를 사육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사육 종류별로 보면, 모돈

: 236.1 (SD=305.0), 자돈: 527.2 (737.3), 이유돈:

488.3 (SD=646.5), 비육돈: 794.6 (SD=1601.6), 육

성돈: 627.0 (604.1)으로 나타났다(Table 2). 

3. 양돈 관련 안전사고

최근 1년(2011-2012년 기준) 동안 농작업으로 인

한 사고로 인해 반나절 이상 농작업을 하지 못한 경

험에 대한 조사결과 26.2%가 안전사고로 인한 것으

로 조사되었다. 안전사고를 재해 유형별로 살펴보면,

농장 내에서 물체 취급과 관련 없이 일시적이고 과

도한 힘, 불안전한 자세와 동작에 의한 안전사고가

31.9%, 장애물 또는 동물과의 충돌 및 접촉사고가

29.2%로 나타났다. 그리고 축사관리를 위한 고소작

업 시 추락사고가 11.1%, 고온에 대한 노출 및 접

촉(예. 일사병, 고열장애) 9.6%, 위에서 떨어지거나

날아온 물체에 다치는 비래 사고가 7.0%, 축사정비

시 감전 등의 전기감전 사고가 7.0%, 농기계 관련

전도사고가 2.8%, 협착 및 감김 사고가 1.4%로 조

사되었다(Fig. 1). 

안전사고 발생 장소는 축사 내부가 69.0%, 축사외

부는 27.6%, 농로 및 도로에서 24%로 조사되었다.

양돈 농업인의 재해의 원인이 되는 기인물을 살펴보

면, 축사설비와 관련된 사고가 26.6%, 이동통로가

18.8%, 트랙터 15.6%, 분뇨처리시설 14.1%, 경운기

10.9%, 농약 등 약품 4.7%, 교통사고 1.6%, 기타 농

기계 1.6% 등의 순서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축사

설비와 관련된 사고가 가장 높았으며, 축사 내외 이

동통로에서도 빈번한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었다.

손상부위 조사 결과, 하지(발등, 정강이, 무릎) 부

위가 돼지에 밟힘 및 충돌, 이동통로 장애물 접촉이

Table 1. The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Classification Item N (%) Total

Gender
Male 196 (87.9)

223
Female 27 (12.1)

Age

Under 40 21 (9.6)

219
41~50 59 (26.9)

51~60 86 (39.3)

Over 61 53 (24.2)

Region

Gyeongsang-do 121 (54.3)

223Chungcheong-do 59 (29.5)

Jeolla-do 43 (19.3)

Education

Elementary school 16 (7.3)

221

Middle school 23 (10.4)

High school 89 (40.3)

College / University 84 (38.0)

Graduate School 9 (4.1)

Living status

Very rich 4 (1.8)

219

Rich 19 (8.7)

Average 167 (76.3)

Poor 22 (10.1)

Very poor 7 (3.2)

Smoke

No take 80 (36.5)

219Stop smoking 60 (27.4)

Smoking 79 (36.1)

Alcohol drink
Stop drinking 83 (37.9)

219
Drinking 136 (62.1)

Medical 

Examination

Regularly 122 (56.0)

218Sometimes 65 (29.8)

Not at all 31(14.2)

Table 2. The agricultural status of the subjects

Classification Item N (%)
Total 

(N)

Possession of 

farm

Yes 208(94.1)
221

No 13(5.9)

Work 

experience

Less than 5 years 56 (25.9)

216
6-15 years 56 (25.9)

16-20 years 81 (36.3)

More than 21 years 23 (10.3)

HACCP 

certification

Yes 56 (26.0)
215

No 159 (74.0)

Swine barn 

style

No-window 48 (22.0)

218
Winch 86 (39.4)

Mixed 70 (32.1)

Etc. 14 (6.4)

Kind of swine

Item N (SD)

Sow  236.1 (305.0)

223

Piglet  527.2 (737.3)

Weaner  488.3 (646.5)

Porker  794.6 (1601.6)

Finishing  627.0 (6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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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1%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고, 중량물 취급에서

무리한 힘의 작용에 의한 척추(허리)가 21.9%, 상지

(팔, 팔꿈치)가 19.2%, 머리 타박상과 목 부위가

13.7%, 농장관리시 비산물 등에 의한 안면부(얼굴)

가 1.4%, 그리고 기타 6.8% 순으로 조사되었다. 손

상 내용으로는 좌상 ·타박상이 36.4%로 가장 높았으

며, 염좌(삠) ·근육긴장이 27.3%, 골절이 16.4%, 열

상(베임)이 9.1% 등의 순위로 나타났다. 특히, 하지

경우 좌상/타박상이 많았고, 미끄러짐 사고로 인해

골절 및 염좌 등의 상해를 경험한 것으로 확인 되

었다. 안전사고 발생에 의해 현재 기준 치료가 진행

중인 상황은 26.6%로 확인되었으며, 이중 2.6%는

영구장애로 확인 되었다(Table 3). 

호흡계 관련 질환과 관련하여 7가지 증상에 대한

증상에 대한 응답결과, 언덕길 오를 때 숨이 차는

경우가 26.6%로 가장 높았으며, 기침이 자주 나는

경우는 23.7%, 목에 자극이 느껴짐이 23.7%, 채채

기가 자주 나는 경우 18.7%, 숨을 쉴 때 쌕쌕 소리

가 나는 경우가 16.8%, 코에 자극감을 느낌이 16.7%

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호흡기 질환 증상에 영향을

주는 인자를 파악하기 위하여 양돈 축사형태, 양돈

작업 근무경력, 현재 사육하는 가축의 두수, 흡연유

무 등 독립변수에 포함하여 대하여 로지스틱 회귀분

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돈사의 형태에 따라 코

에 대한 자극감 유무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 흡연유무에 따라 기침이 자주 발생하는 것

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밖의 변수에 대해서는 통계적으로 영향을 주지

않았다. 돈사의 형태에 따라 개방형 돈사의 경우 무

창형 돈사 대비 3.88배 코에 자극감을 줄 확률이 유

의적으로 높았으며(p-value<0.05, β=3.880), 혼합형

과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그리고 흡연

유무에 따라 흡연자의 경우 비흡연자 보다 3.19배

기침을 더 할 확률이 유의적으로 높았으며(p-

Fig. 1. Types of swine farmers’ work accidents.

Table 3. Safety accident injured area and contents

Spinal cord injuries

Lower limb (30.1%), waist (21.9%), 

Upper limb (19.2%), head & neck (13.7%), 

face (1.4%), chest (6.8%),

etc. (6.8%)

Injury type

Contusion injury (36.4%), ankle sprain & 

muscle stress (27.3%), fracture (16.4%), 

laceration (9.1%), etc. (10.9%)

Current Status

Under treatment: 26.3%

Permanent impairment: 2.6%

Complete recovery: 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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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lue<0.001, β=3.186), 금연자와는 통계적으로 유의

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Table 4).

4. 농작업 안전인식 및 안전실천 

양돈 농업인의 농작업 관련 안전보건 인식조사는

안전의식 및 태도(6개 항목), 안전설비 점검 및 관리

(6개 항목), 개인보호구 착용 및 안전대처 실태(6개 항

목) 등 3개의 부분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 졌다. 조사

항목은 모두 18개로 신뢰도 검증 결과 Cronbach α값

이 0.883으로 매우 신뢰할 수 있는 수준으로 분석되었다.

농작업 안전의식 및 태도를 분석한 결과 Fig. 2와

같다. 6개 항목을 통해 조사하여 분석한 결과 평균

이 3.67 (SD=0.35)로 보통 이상 수준으로 조사되었

다. 항목별 내용을 살펴보면, 작업 후 샤워 및 작업

복 등에 대한 개인위생관리의 경우 4.01 (SD=1.24)

로 다른 항목 대비 높은 수준을 보였으며, 작업자에

게 위험을 줄 수 있는 돼지의 습성 및 자극 대한 인

지, 농작업 안전관리의 필요성, 작업장의 분진이나

가스의 영향 등은 3.50점 이상으로 나타났다. 반면

에 안전관련 교육참여 의지는 3.00 (SD=1.38)로 상

대적으로 낮아 안전보건에 대한 이해 대비 안전교육

에 대한 의지가 낮음을 알 수 있다(Fig. 2). 그리고

6개 항목에 대한 요인들에 대한 내적 타당성을 확인

하기 위해 상관분석을 살펴본 결과, 상관계수가 6개

항목 모두 유의수준 0.01, 0.05에서 서로 높은 상관

관계를 보이고 있었다(Fig. 2).

추가적으로 안전의식 및 태도에 대한 6개 항목에

대하여 연령대, 교육수준, 생활수준 및 HACCP 인

증 유무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분석하기 위해 ANOVA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생활수준 및 HACCP

인증 유무에 따른 차이는 없었으나 연령대 및 교육

수준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연

령대에 따라 개인위생 관리는 40대 이하의 집단이

다른 연령대 보다 잘 관리를 하였고(p-value=0.044),

안전교육 참여의지도 40대 이하의 집단이 다른 연

령대 집단에 비해 보다 높았다(p-value=0.001). 동물

에 대한 습성 인지와 안전관리의 필요성에 대한 인

식은 교육수준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대학원 이상

Table 4. Impact factors of respiratory diseases

Category Section β S.E Wald DF P-value Exp(β)

Swine barn 

style

Barn style 5.770 2 0.494*

Winch 1.356 0.578 5.502 1 0.019* 3.880

Mixed 0.878 0.623 1.990 1 0.196 0.710

Smoke

Smoke 7.774 2 0.021*

Smoking 1.159 0.418 7.674 1 0.006** 3.186

Stop Smoking 0.516 0.409 1.589 1 0.207 1.675

 Signification at a level: **0.01 *0.05

Fig. 2. Agricultural safety awareness and attitud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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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학력이 다른 집단에 비해 동물에 대한 습성 인

지가 높게 나타났으며(p-value=0.001), 안전관리의

필요성 인식에서도 대학원 이상의 집단이 다른 집단

에 비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p-value=0.006). 

농작업 안전설비 점검 및 관리에 대한 6개 항목 조

사결과, 평균 3.69 (SD=0.23) 보통 이상의 점수를 보

였다. 주기적인 이동통로의 바닥청소(Mean=3.92,

SD=1.20), 작업자가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축

사 내 통로정비(Mean=3.86, SD=1.21), 엔진(전원)을

끄고 농기계를 안전하게 설비 점검(Mean=3.81,

SD=1.34), 축사 내부의 적절한 조명(Mean=3.71)로

대부분의 항목이 3.50 이상으로 어느 정도 설비에 대

한 안전을 유지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전기

장치에 쌓인 먼지 제거 등의 전기시설 관리(Mean=3.36,

SD=1.24) 및 전기장치에 가축, 쥐, 벌레 등의 접촉

(Mean=3.45, SD=1.24)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Fig. 3). 그리고 6개 항목에 대한 내적 타당도 분석

을 위한 상관분석 결과, 모든 항목들이 상관계수가

유의수준 0.01에서 서로 높은 상관관계를 보여 요인

에 대한 설명력이 높음을 알 수 있다(Fig. 3).

추가적으로 안전설비 점검 및 관리의 6개 항목에

대하여 연령대, 교육수준, 생활수준 및 HACCP 인

증 유무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ANOVA 분석을 실

시하였다. 분석결과, 연령대, 생활수준 및 HACCP

인증 유무에 따라 차이는 없었으나 교육수준에 따라

작업장 청소 수준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

다. 작업장 청소의 경우 대학원 이상의 집단이 다른

교육수준의 집단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p-value=0.01).

농작업 개인보호구 착용 및 안전대처 실태(6개 항

목)에 대한 분석결과, 전체 평균이 3.02 (SD=0.30)

Fig. 3. Safety management of agricultural equipment.

Fig. 4. Actual conditions of personal protective equipment and safety accidents countermeas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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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보통 정도의 수준을 보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각 항목에 대하여 살펴보면, 안전사고 발생시 대처

방안 인지(Mean=3.48, SD=1.11), 안전사고 대비 비

상연락망 숙지(Mean=3.21, SD=1.33), 비상구급함 비

치(Mean=3.06, SD=1.34)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상대

적으로 개인보호구 착용과 관련 항목은 낮은 수준을

보였다. 특히, 미끄러짐 방지용 신발착용(Mean=2.96,

SD=1.42), 작업 시에 분진 또는 가스 마스크 활용

(Mean=2.79, SD=1.48) 등은 3.0이하로 보통보다 낮

은 점수를 보이고 있었다. 농작업 개인보호구 착용

및 안전대처 실태대한 6개 항목에 대한 내적 타당

도를 분석한 결과, 모든 항목들간 상관계수가 유의

수준 0.01, 0.05에서 서로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이

고 있다(Fig. 4).

추가분석으로 농작업 개인보호구 착용 및 안전대

처 실태(6개 항목)에 대해 연령대, 교육수준, 생활수

준 및 HACCP 인증 유무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알

아보기 위해 ANOVA 분석결과, 연령대화 학력수준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연령대에서는 동물 접

촉사고 예방 항목에서 61세 이상의 집단이 다른 연

령대 집단 보다 착용을 잘하는 것으로 분석되었고

(p-value=0.032). 학력수준에서는 대학원 이상 집단

이 다른 집단에 비해 비상구급함 비치에 대하여 높

게 나타났다(p-value=0.027). 

5. 양돈 작업환경 및 개인보호구 착용 현황

양돈작업자 개인보호구 관련 착용 현황 실태 조사

는 양돈 작업환경(축사내부 환경, 축사외부 환경) 및

개인보호구 착용 실태에 대하여 축산농가를 직접 방

문하여 1:1 심층 인터뷰 조사를 실시하였다. 양돈 작

업환경 조사결과, 축사내부 환경에서 이동통로(복도)

의 경우 장애물 등 기인물에 인한 부딪힘, 긁힘 사

고가 다수 발행하였고, 돈방 내부 환경은 청소, 보

수, 글자확인, 환돈 식별, 작업자 식별 및 주사 주입

작업 시 주사 바늘에 찔림 사고 등 어두운 조명에

의한 인지적 사고가 발생하고 있었다. 또한 분뇨로

인해 미끄러운 바닥과 돈사 내의 악취가 있는 것으

로 조사되었다. 돈사내 청소작업 환경은 수세와 소

독 후 미끄러운 복도와 작업자의 경우 수세 시에 작

업복이 젖거나 얼굴 등에 흡착되고 있었다. 축사외

부 환경의 경우 특히, 겨울철에는 눈, 얼음 위에서

미끄러짐 사고, 분뇨처리 작업 시 유해가스 및 악취

가 발생하고 있으나 보호용 마스크가 있음에도 불구

하고 덥고 갑갑하여 미착용 하는 사례가 있었다. 출

하작업 및 돼지 이동작업에서 돼지에게 밟힘 사고

등 돼지와의 접촉에 의한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Fig. 5는 축사 실내 ·외 환

경의 예를 보여준다.

이와 같은 환경에서 개인보호구의 착용 실태를 조

Fig. 5. Examples of the livestock houses working enviro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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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결과, 위험위해 요인에 적합한 보호장구 보다는 일

반적 수준의 개인 장구를 보호용도로 대처하여 사용

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Fig. 6). 작

업용 신발의 경우 습한 축사 내부의 환경에 의해 일

반 방수장화를 항시 착용하는 것으로 조사 되었는데,

돼지 접촉으로부터의 보호 및 미끄러운 축사내부 바

닥으로부터 안전예방에 못 미치는 것으로 조사되었

다. 장갑의 경우 일반 면장갑이나 반코팅 장갑을 주

로 착용하고 있었고, 이러한 장갑의 착용은 쉽게 오

수에 더럽혀 지거나 돼지 주사 주입작업 시 손등 찔

림에 대한 방어가 전혀 되지 못하였다. 그리고 작업

모는 대부분 일반 경모자를 착용하였고, 마스크의 경

우 면 재질의 마스크를 사용하였다. 마스크의 경우

갑갑한 이유로 대부분 미착용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

다. 작업복의 경우 축사전용 작업복 보다는 작업하

기 편리한 옷을 구매하여 착용하거나, 일상복을 작

업복으로 대용하고는 경우가 있었다. 이와 같이 축

사 내 ·외부 작업환경 대비 개인보호구 착용 현황은

위험위해 요인으로부터 안전사고 예방에 미흡한 것

으로 나타났다.

IV. 고 찰

본 연구는 양돈 작업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개인보호구 개발을 위한 조사로 농작업 작업안전 현

황 및 작업환경 실태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조

사는 양돈업종에 종사하는 참여자를 대상으로 실시

하였으며, 일반적 사항 및 농장관련 내용, 양돈작업

관련 안전사고 및 질환, 농작업 안전인식 및 안전실

천, 작업환경 및 개인보호구 사용실태 등에 대한 내

용을 포함하였다.

농업인 전체 농가인구에서 60대 이상의 고령화 인

구가 20.8%19) 대비 본 조사에 참여한 양돈 농업인

의 경우 61세 이상의 24.2% 이상의 고령 농업인으

로 고령화가 심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양돈업계 종사경력은 평균 21년으로 위험유해요인

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었음을 예시할 수 있다. 안전

사고 조사에서 26.2%가 농작업 사고로 인해 반나절

이상 농작업을 하지 못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

되어 실제 안전사고율은 더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

2012년 산업재해 현황분석 자료에 따르면 재해율이

제조업이 0.08%, 건설업이 0.08%, 농업이 0.13%로

보고되어2) 농업은 다른 산업에 비해 높은 재해율을

보고 있어 재해 경감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산업

재해에서 주요 손상재해의 발생형태는 넘어짐 ·깔림

이 26.1%로 가장 높으며, 부딪힘 ·접촉이 21.3%, 협

착(끼임) 18.8%, 떨어짐 15.7%, 맞음 8.7% 등의 순

서로 조사되었고,20) 농업은 미끄러지거나 넘어지는

전도(30.2%), 과수원에서 추락사고(23.2%), 시설재

배지에서의 농약중독(17.2%) 등의 순위로 나타났다.2)

본 양돈 농업인 안전사고 조사는 장애물과의 충돌

및 돼지와의 접촉, 고온에 대한 노출, 비래 및 전기

감전 등으로 조사되어 농작업 특성에 따라 재해 형

태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본 조사

에서 양돈 농업인은 유해 위험 환경에 노출되어 있

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안전예방 대처는 미흡하

였다. 양돈 농업인은 작업환경에서 위험성은 인지하

고 있으나 여전히 개인보호구에 대한 이해 부족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행동 및 대처는 이에 미치지

못하는 현실이었다. 또한 양돈 작업환경 및 개인보

호구 착용 현황 조사 결과, 축사 내 ·외부 위험 ·유

해 환경 대비 개인보호구 착용실태는 매우 열악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양돈 작업특성에 적합한

개인보호구 착용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 등

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안전사고 유형 조사결과에서 신체반응과 관련한

Fig. 6. Examples of swine worker personal protection equi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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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가 전체의 31.1%로 조사되었는데 대부분이 미

끄러운 축사내의 바닥에서 경험이 있었고, 일부 겨

울철 축사 외부에서 눈과 얼음 등으로 인한 미끄러

짐 사고가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신체반응의

경우 고령일수록 순발력, 근력 등이 떨어져 심한 상

해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과도한 힘과 불안정한

신체자세와 관련된 근골격계질환은 농작업의 대표적

위험요인으로 연령에 따른 체력 및 근력의 저하가

원인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그 위험성이 60세 이

상인 경우 30대 농업인에 비해 2.5배 발생하는 것으

로 조사되었다.21) 축산업의 경우에도 가축의 사료대

들 들거나 올리는 등의 작업을 빈번하게 수행하게

되는데,22) 작업환경 개선을 통한 근골격계질환 예방

및 허리 보호대 착용으로 허리 등의 안전사고 예방

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같이 미끄러짐 및

근골격계질환 등 신체반응 사고에 대한 적절한 예방

이 필요할 것이다. 

축사에서 장애물 또는 돼지와의 접촉에 의한 사고

율이 28.8%로 높게 조사되어 이에 대한 예방 방안

도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안전사고 발생

에서 재해의 기인물을 살펴보면, 특히 축사설비와 관

련된 사고가 26.6%, 이동통로 18.8%, 트랙터 15.6%,

분뇨처리시설 14.1%로 나타나 양돈과 직접관련 된

작업 이외의 축사관리에 따른 안전사고 비율이 높다

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개인보호구 설계 시

축사에서의 전반적인 작업을 고려한 개인보호구 설

계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안전사고 손상 부위

조사결과 다리(30.1%), 허리(21.95%), 팔(19.2%), 머

리û목(13.7%) 등이 높게 나타났다. 이와 관련한 재

해유형는 좌상 및 타박상이 36.4%의 높은 비율을

보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손상

가능성이 높은 신체 부위를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이

고려되어야 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안전사고 현황 및 질환 조사에서 호흡기

질환 증상과 관련한 조사에서 무창형 돈사에 비해

개방형 돈사의 경우 코에 자극감을 2배 이상 더 영

향을 끼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개방돈사의 문제점

은 자연환기에 의한 돈사내 환기가 이루어지지 않아

여름철에는 돈사내 높은 온도, 겨울철에는 돈사내 암

모니아 가스 등의 농도가 높아져 돈사내 환경이 열

악하게 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반면에 무창 돈

사의 경우 기계적인 설비를 이용하여 자동적으로 돼

지에게 적합한 환경을 제공해 준다.23) 이와 같이 본

연구 조사결과로 볼 때 호흡기 질환이 돈사의 형태

에 따라 정도에 차이가 있는가에 대한 연구는 없으

나, 이러한 결과는 돈사의 자동화 등에 따라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지는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호흡기 질환과 관련된 마스크 착용에 있어 개방형

돈사의 경우 개인보호구 착용에 있어 보다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양돈 작업환경 및 개인보호구 착용 현황 조사결과,

장화의 경우 일반 작업용 방수장화로 가축에 밟힘

사고 및 미끄럼에 그대로 노출되었고, 장갑의 경우

에도 오수에 쉽게 젖고 내구성이 낮은 면장갑 등을

착용하고 있었다. 마스크의 경우 호흡기 질환 및 악

취 저감을 위해 착용하고 있었으나 개인보호구 품질

이하의 면마스크를 주로 사용하고 있었다. 특히 작

업복의 경우 양돈관련 작업, 축사관리 및 정비작업,

돈사 청소, 급이 작업 등 전반적인 작업에 일상복을

작업복으로 사용하고 있었다. 이와 같이 양돈 작업

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위험 ·유해 요인과 이에 대한

개인보호구에 대한 인식 및 착용이 이루어 지지 않

는게 현실이다. 이에 따라 물리적 요인(유기분진, 어

두운 환경 등), 화학적 요인(악취, 유해가스 등), 생

물학적 요인(땀, 병원성 세균, 바이러스 등), 안전사

고 요인(미끄러짐, 돼지와의 접촉, 주사기 찔림 등)

을 고려한 개인보호구 개발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이와 같이 양돈 작업자를 위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 안전 가이드라인과 더불어 농작업 특성

을 고려한 개인보호구 보급은 농작업 재해 저감을

통한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우선적으로 양돈업의 경우 농장당 평균 3.4명의 작

업자가 종사하므로 축사 운영자의 안전관리 교육 및

개인보호구의 필요성 이해 등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

여 양돈 종사자의 개인보호구 착용의 생활화가 가능

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개인보호구의 보급을 통

한 실제적인 교육은 안전의식 고취뿐만 아니라 실천

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V. 결 론

본 연구는 양돈 농업인의 안전보건 관리 및 안전

사고 예방 지침 수립을 위하여 양돈 농업인의 안전

인식과 안전실천 수준, 작업환경과 개인보호구 착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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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태에 대하여 조사를 수행하였다. 양돈 농업인의 농

작업 안전사고 경험은 전체의 26.2%로 조사되어 전

반적으로 낮지 않은 사고율을 보였다. 또한 양돈 농

업인의 주요 안전사고 유형은 장애물 충돌 및 돼지

와의 접촉사고, 축사설비와 관련된 사고 등으로 조

사되어 산업재해 및 노지재배, 과수, 시설재배 등의

농업과는 다른 양상을 보였다. 그리고 대부분 양돈

농업인은 작업환경에 잠재된 위험성은 인지하고 있

으나, 여전히 안전보건관리에 대한 이해의 부족으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행동 및 대처에 미치지 못하

고 있었다. 개인의 위생 및 보호구 착용 현황 조사

에서 양돈 농업인은 축사 내외부 위험유해 환경에

노출되어 있으나 안전을 위한 보호구 착용 실태는

매우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양돈 산업의 발전에 있어 안전사고 발

생은 축산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커다란 이슈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 결과를 볼 때, 안전사고 저감

및 안전보건을 위한 교육이 필요성과 인간공학적 작

업환경 개선, 개인보호구 착용의 실제적인 방안과 더

불어 돈사내 환기시설 및 조도조절 등 공학적 개선

도 함께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현장 방

문조사를 통해 보다 현실적 양돈 농업인의 작업환경

을 이해할 수 있었으나 표본수 및 시간 등의 제약

으로 다소 한계가 있었다. 이에 향후 보다 다양한

측면에 대한 현장조사를 수행하여 보다 객관화된 자

료수집과 더불어 위험유해 요인과의 인과관계 분석

을 통한 안전보건 지침 및 가이드라인을 제안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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