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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bjectives: An on-site study was conducted in order to quantify indoor exposure levels and the emission rate

of particulate matter for domestic poultry buildings.

Materials and methods: Three types of poultry building (caged layer house, broiler house, and layer house with

manure belt) as classified by mode of manure treatment and ventilation were investigated in this study. Nine sites

per each poultry building were selected and visited for measuring exposure levels and emission rate of particulate

matter. Total dust and respirable dust among the particulate matter were analyzed based on the weight method.

Emission rates were estimated by dividing emission amount, which was calculated through multiplying indoor

concentration (mg/m3), by the ventilation rate (m3/h), into indoor area (m2) and number of poultry reared in the

poultry building.

Results: Mean exposure levels for total dust and respirable dust in the poultry buildings were 3.91 (±1.99) mg/m3

and 1.99 (±0.89) mg/m3, respectively. The emission rates of particulate matter in the poultry buildings were

estimated as 4.75 (±1.22) mg head-1h-1 and 64.39 (±24.95) g m-2h-1 for total dust and 0.58 (±0.23) mg head-1h-1 and

7.52 (±2.51) mg m-2h-1 for respirable dust, respectively. The distribution patterns for total dust and respirable dust

were similar regardless of poultry building type. Among poultry buildings, broiler house showed the highest

exposure level and emission rate of total dust and respirable dust, followed by layer house with manure belt and

caged layer house. 

Conclusions: The finding that the broiler house showed the highest exposure level and emission rate of

particulate matter can be attributed to sawdust utilized as bedding material, which can be dispersed into the air

by movements of the chickens. Thus, a work environmental management solution for optimally reducing dust

concentrations is necessary for broiler hou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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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최근 양계 산업의 경우 한정된 공간에서 집약적이

고 기업화된 형태로 전환됨에 따라 발생되는 환경오

염과 건강보건학적 문제들에 대한 관심과 규제가 국

내외적으로 한층 증가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본

연구과제에서 다루고자 하는 계사(鷄舍) 유래 공기

오염물질은 매우 광범위한 분야에 걸쳐 영향을 미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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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책이 어렵고 시급한 상

황이라 할 수 있다. 

계사에서 방출된 공기오염물질은 거시적 관점에서

오존층파괴에 의한 지구 온난화의 가속 (Wathes

등, 1997; Hospido와 Sonesson, 2005; Adrizal 등,

2008), 조류독감 바이러스 등의 질병 유발 인자의 공

기 전염 확산 (Alexander 2000; Kim 등, 2006;

Karlsson 등, 2007; Mayer 등, 2008)을 야기할 수 있

다. 미시적 관점에서는 닭의 생산성 저하 (Demmers

등, 2003; Carey 등, 2004; Rodenburg 등, 2005), 인

근 주변 지역의 악취 민원 증가 (Hilliger 등, 1971;

Hayes 등, 2006; Tymczyna 등, 2007), 양계업 종사

자의 흡입 노출로 인한 천식, 비염, 기관지염 등의

호흡기계 질환 들을 유발할 수 있다 (Wathes 등,

1997; Chang 등, 2001; Venter 등, 2004). 

공기오염물질 중 계사 작업장에서 발생되는 분진

은 사료나 건조화된 분뇨에서 유래하는 유기성 입자

로 실내 환기 상태나 사료 투입 작업 방식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5 µm 이하의 입자들의 수가 전체 입

자 수의 70~95%를 차지한다는 연구 보고가 있다

(Ullman 등, 2004). 그리고 고농도의 분진 노출은 양

계업 종사자들에게 유기분진 독성 증후군(Organic

dust toxic syndorome, ODTS), 농부폐증, 직업성 알

레르기 등 여러 유형의 호흡기계 질환을 유발하는

것으로 국외 많은 역학 연구들에 의해 이미 보고된

바 있다 (Thelin 1984; Radon et al., 2001; Pavicic

et al., 2010). 따라서 양계업 종사자들은 상당한 양

의 호흡성 분진에 노출되고 있음을 추정할 수 있으

며, 호흡기 질병의 발병 가능성을 동시에 내포하고

있다. 

하지만 기존에 수행되었거나 보고된 축산업 관

련 작업환경 평가에 관한 국내 연구들은 대부분

돈사 작업장을 대상으로 수행되었다 (김 등, 2005;

김 등, 2006). 또한 우리나라의 사계절 기후 특성

을 고려하지 못하고 일부 계절에만 국한하여 수행

되었기 때문에 계사 작업장 유형에 따른 공기오염

물질의 농도 분포를 객관적으로 파악하기에는 어

려움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입자상 오염물질 중 분

진을 대상으로 현장 조사를 통해 우리나라의 계사

작업장 유형에 따른 실내 농도 및 발생량 수준을

분석하여 국내 계사 작업자의 분진 노출 수준을

평가하기 위한 기초 연구 자료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II. 연구대상 및 방법

1. 연구대상 

국내 계사 작업장 유형은 닭의 사육 목적(육용 &

산란), 분뇨처리 시스템, 환기 방식에 따라 무창계사

(Caged layer house), 간이계사 (Broiler house), 완전

계사 (Layer house with manure belt)로 분류된다.

무창계사는 닭을 케이지(cage)에 가두어 사육하면서

달걀만을 생산하도록 제작된 밀폐형 계사 작업장이

고, 간이계사는 치킨 등의 식용 닭을 생산하는 목적

으로 톱밥이나 왕겨 등의 깔개 재료(bedding material)

을 펼친 바닥 위에 닭들을 방사하여 사육하는 비닐

하우스 형태의 계사 작업장이며, 완전계사는 달걀만

을 생산하는 산란계를 입식하여 사육하는 대신 배설

되는 분뇨를 벨트 이송으로 처리하는 첨단 방식의

계사 작업장을 말한다. 조사대상 사업장은 전국 9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경북, 경남, 전북, 전남, 제

주)에 위치한 계사 작업장을 대상으로 유형별로 각

1개소를 임의로 선정하였다. 조사 시기는 우리나라

의 계절 조건을 반영하기 위해 봄(3~5월), 여름(6~8

월), 가을(9~11월), 겨울(12~2월)로 설정하여 각 계

절별로 현장 방문 조사를 수행하였다. 연구대상 계

사 작업장들의 세부 정보는 <Table 1>에 제시한 바

와 같다.

2. 연구방법

(1) 측정 및 분석

 분진의 계사 작업장내 농도는 지역시료 형태로 조

사대상 각 작업장 중앙에서 1.2 m 상부 지점을 시료

채취 위치로 설정하였다. 시료 채취 전 유리섬유 여

과지(37 mm diameter, 0.8 µm pore size, Nuclepore

Corp. Pleasanton, CA, U.S.A.)를 데시케이터에서 24

시간 동안 건조시킨 후 미세질량측정기(Ohaus model

AP250D, Switzerland)를 통해 여과지의 무게를 측

정한 다음 카세트 필터(Nuclepore Corp., Pleasanton,

CA, U.S.A.)에 장착한 후 현장에서 작업자의 장기

간 노출기간(TWA)인 8시간 동안(오전 9시∼오후 5

시) 채취하였다. 채취 후 실험실로 운반한 후 채취

여과지를 다시 데시케이터에 24시간 동안 방치한

다음 여과지의 무게를 측정, 시료 채취 전후 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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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의 무게 차이를 이용하여 농도값을 산출하였다.

농도값의 보정을 위해 매 시료 채취마다 2개의 공

시료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측정한 후 최종 농도

값을 산정하였다. 공기 흡입 펌프(Model 71G9,

Gilian Instrument Corp., Wayne, NJ, U.S.A.)의 유

량은 총분진은 2.0 l/min, 호흡성분진은 1.7 l/min로

설정하며, 호흡성 분진의 경우 여과지가 장착된 카

세트 앞에 싸이클론(Gillian, Gilian Instrument Corp.,

Wayne, NJ, U.S.A.)을 부착한 후 시료를 채취하였

다. 또한 측정 전후의 공기 펌프의 유량을 측정하여

시료 채취로 인해 발생되는 유량의 변이를 보정하였다.

(2) 배출계수 산정

총분진과 호흡성분진의 발생량은 계사 작업장의

중앙 1.2 m 상부 지점에서 측정된 농도값에 공기 유

량을 곱하여 산출하였다. 유량은 강제환기 방식의 밀

폐형 계사의 경우 배기팬 면적에 유속을 곱하여 측

정하고, 자연환기 방식의 개방형 계사의 경우 작업

Table 1. Overview of poultry buildings investigated in this study

No.
Workplace

type

Manure 

treatment 

Ventilation

Poultry type
Area

(m2)

No. of 

poultry

No. of 

workermode
mean rate

(m3/h)

1
Caged layer 

house
Scraper Forced ventilation 0.84 Layer 253 5,060 2

2 1.26 287 5,244 2

3 1.09 239 5,167 2

4 0.77 246 4,934 3

5 1.57 267 5,528 2

6 1.08 292 6,420 2

7 1.43 276 6,517 2

8 1.68 271 6,923 3

9 1.21 284 6,389 2

1 Broiler house Bedding Natural ventilation 1.34 Broiler 125 2,503 1

2 0.78 107 2,428 1

3 0.91 132 2,598 1

4 1.16 148 2,706 2

5 1.19 153 2,643 1

6 1.43 161 2,832 2

7 0.86 171 2,734 2

8 1.37 113 2,528 1

9 1.92 128 2,637 1

1
Layer house 

with manure belt

Manure 

conveyor belt

Forced/Natural

ventilation
0.51 Layer 274 5,853 2

2 1.24 261 5,921 3

3 0.73 243 5,506 3

4 1.06 288 6,238 3

5 0.69 251 5,846 2

6 1.31 264 6,108 2

7 0.89 237 5,347 3

8 1.35 273 6,784 2

9 1.07 231 5,724 2



188 김기연

J Environ Health Sci 2017; 43(3): 185-193 http://www.kseh.org/

장 내부와 외부의 온도 차이를 근거로 한 열 평형

방법을 적용하여 산출하였다. 배출계수 산정을 위해

조사 대상 각 계사 작업장의 면적과 사육되는 닭의

총 무게를 조사하였다. 계사의 사육 면적은 줄자를

가지고 직접 측정하거나 병원균에 의한 공기 전염

확산을 우려할 농가의 경우 농장주에 협조를 의뢰하

였다. 닭 무게의 경우 현실적으로 사육되는 닭들의

총 무게를 측정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

또한 농장주로부터 자료를 받아 1.5 kg을 닭 한 마

리의 무게로 설정한 후 산정하였다. 닭 한 마리의

무게를 1.5 kg으로 설정한 근거는 사양표준에서 동

물 단위(Animal Unit; AU) 개념으로 제시하고 있는

기준 수치를 적용하였다. 이러한 조사 결과를 근

거로 총분진과 호흡성분진의 배출계수를 단위 마

리(수) 및 단위 면적(㎡) 기준으로 최종 산정하였

고, 적용된 산출식은 식 (1)과 (2)와 같다.

○ 강제환기(forced ventilation) 시스템이 적용된

밀폐형 계사 작업장 (식1)

- 배출량 (mg/h) : 시설 내부 농도 (mg/m3) × 환

기량 (m3/h)

- 배출계수 (㎎ m-2h-1 또는 ㎎ head-1h-1)

: 배출량 (mg/h) ÷ 면적 (m2) 또는 사육두수 (head)

○ 자연환기 시스템(natural ventilation)이 적용된

개방형 계사 작업장 (식2)

- 배출량 (mg/h)

:시설 내부 농도 (mg/m3) × 공기 전달율(air

transfer rate; m/h) × 시설 면적(m2)

※ 공기 전달율(air transfer rate; m/h)

= 1.44×10-4 m/sec

: based on mass transfer theory, by Reference

: Cussler, E.L.

- 배출계수 (mg m-2h-1 또는 mg head-1h-1)

: 배출량 (mg/h) ÷ 면적 (m2) 또는 사육두수 (head)

(3) 통계 처리

계사 작업장에서 지역시료 형태로 측정된 총분진

과 호흡성분진 농도에 대해 기하평균 (Geometric

mean: GM), 기하표준편차 (Geometric Standard

Deviation: GSD), 범위 등을 산출하고, 정규성 검정

을 실시하였다. SAS package 프로그램을 이용한

ANOVA 및 Duncan의 다중 비교 분석 방법을 통해

계사 작업장 유형에 따른 총분진과 호흡성분진의 실

내농도 및 배출계수의 통계적 차이를 입증하였다.

III. 결과 및 고찰

1. 실내농도 분포

<Fig. 1>에 나타난 바와 같이 계사 작업장 유형별

입자상 오염물질의 농도는 대수 정규분포를 보여 대

푯값으로 기하평균과 기하표준편차로 제시하였다. 총

분진의 경우 무창계사 3.18(GSD:1.77) mg/m3, 간이

계사 4.63(GSD:2.24) mg/m3, 완전계사 3.92(GSD:1.95)

mg/m3의 평균 농도 분포를, 호흡성분진의 경우 무

창계사 1.53(GSD:1.61) mg/m3, 간이계사 2.36(GSD:1.92)

mg/m3, 완전계사 2.08(GSD:1.74) mg/m3의 평균 농도

분포를 나타냈다. 계사 작업장 유형에 상관없이 종합

적으로 볼 때 총분진의 평균 농도는 3.91(GSD:1.99)

mg/m3, 호흡성분진의 평균 농도는 1.99(GSD:1.57)

mg/m3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분석 결과 계사 작업장 유형별 총분진과 호흡성분

진의 농도 분포 양상은 유사한 경향을 나타냈고, 간

이계사>완전계사>무창계사 순서로 통계적 유의한 차

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p<0.05). 이와 같이

입자상 오염물질인 총분진과 호흡성분진의 농도가

계사 작업장 유형 중 간이계사에서 가장 높게 나타

난 이유는 간이계사의 경우 작업장 바닥에 톱밥을

깔아 육계를 사육하는 방식으로 닭이 움직일 때마다

분뇨가 혼합된 톱밥이 공기 중으로 비산되기 때문이

라 추정된다. 따라서 톱밥을 깔개로 사용하지 않는

열립식 케이지형 시스템으로 산란계를 사육하는 무

창계사와 완전계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분진의 발생

Fig. 1. Mean concentration of total and respirable dust in

poultry buil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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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준이 높다고 할 수 있다.

<Table 2>는 계절에 따른 계사 작업장 유형별 총

분진과 호흡성분진 농도의 대수 정규분포 양상을 보

여주고 있다. 총분진과 호흡성분진의 농도 분포는 봄

철의 경우 3.23~4.68 mg/m3과 1.49~2.332 mg/m3,

여름철의 경우 2.71~4.23 mg/m3과 1.04~1.66 mg/m3,

가을철의 경우 2.92~4.34 mg/m3과 1.33~2.19 mg/m3,

겨울철의 경우 3.86~5.26 mg/m3과 2.27~3.25 mg/m3

로 조사되었다.

본 연구를 통해 얻어진 측정 데이터 근거시 계절

별 총분진과 호흡성분진의 평균 실내 농도는 계사

작업장 유형예 관계없이 겨울철이 가장 높았고 여

름철이 가장 낮은 반면(p<0.05), 봄철과 가을철은

유사한 수준(p>0.05)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계절별

로 계사 작업장 내 입자상 오염물질 농도에 차이

가 나타난 이유는 적용되는 환기량에 의한 것으로

계절별로 총분진과 호흡성분진의 작업장 내부 발생

수준은 유사하나 닭의 적정 사육 온도 및 상대습

도를 유지하기 위해 상대적으로 여름철은 높은 환

기율, 겨울철은 낮은 환기율, 봄철과 가을철은 중

간 수준의 환기율이 적용되어 운용되었기 때문이라

사료된다.

현재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기타 분진 항목으로 총

분진에 대해 10 mg/m3의 노출기준을 권고하고 있

다. 본 연구를 통해 측정된 계사 작업장의 총분진의

농도 수준은 작업장 유형 및 계절에 상관없이 측정

대상 모두 노출기준 이하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하

지만 Donham 등 (2000)은 분진 노출과 계사 작업

자들의 호흡기계 질환 발생과의 상관성을 연구하여

이들의 건강 예방을 위해서는 2.4 mg/m3의 관리기

준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제안한 점을 고려한다면 우

리나라 계사 작업자의 분진 노출에 따른 호흡기계

질환 발병 위험성은 낮다고 할 수는 없다.

계사 작업장에서 발생되는 입자상 오염물질 중 총

분진과 호흡성분진의 실내 농도를 현장 조사한 선행

국외 자료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총분진의 경우

Wathes 등 (1997)은 간이계사에 대해 흡입성 분진이

10.1(7-11) mg/m3, Guarino 등 (1999)은 무창계사에

대해 흡입성 분진이 0.74-1.94 mg/m3, Ellen 등 (2000)

은 계사 유형 전체에 대해 흡입성 분진이 0.02-81.33

mg/m3, Redwine 등 (2002)은 간이계사에 대해 총분

진이 7.4-11.4 mg/m3인 것으로 보고하고 있으며,

Takai 등 (1998)은 유럽 나라들에 위치한 간이계사

와 흡입성 분진에 대해 조사하였는데, 영국의 경우 평

균 9.92 mg/m3, 네덜란드의 경우 평균 10.36 mg/m3,

덴마크의 경우 평균 3.83 mg/m3, 독일의 경우 평균

4.49 mg/m3인 것으로 보고하였다. 호흡성분진의 경

우 Willis 등 (1987)은 간이계사에 대해 평균 7.57

mg/m3, Conceicao 등 (1989)은 간이계사에 대해 0.6-

1.63 mg/m3, Guarino 등 (1999)은 무창계사에 대해

0.22-0.31 mg/m3, Ellen 등 (2000)은 계사 유형 전체

에 대해 0.01-6.5 mg/m3인 것으로 보고하고 있으며,

Takai 등 (1998)은 유럽 나라들에 위치한 간이계사

에 대해 조사하였는데, 영국의 경우 평균 1.14 mg/m3,

네덜란드의 경우 평균 1.05 mg/m3, 덴마크의 경우

평균 0.42 mg/m3, 독일의 경우 평균 0.63 mg/m3인

것으로 보고하였다. 

국외 자료 고찰 결과 계사 작업장 유형 중 간이계

Table 2. Seasonal levels of total and respirable dust in poultry building

Spring Summer Autumn Winter

GM* GSD** GM GSD GM GSD GM GSD

Total dust

(mg/m3)

Caged layer house (n=9) 3.23 2.34 2.71 1.82 2.92 1.61 3.86 1.94 

Broiler house (n=9) 4.68 2.03 4.23 1.74 4.34 2.37 5.26 1.51 

Layer house with manure belt (n=9) 3.91 1.51 3.68 1.73 3.85 2.12 4.41 2.36 

Mean (n=27) 3.94 1.63 3.54 2.18 3.65 1.84 4.51 1.83 

Respirable

dust

(mg/m3)

Caged layer house (n=9) 1.49 1.58 1.04 1.68 1.33 1.92 2.27 1.82 

Broiler house (n=9) 2.32 1.83 1.66 1.75 2.19 1.86 3.25 1.78 

Layer house with manure belt (n=9) 1.98 1.64 1.32 1.54 1.83 1.73 3.17 2.15

Mean (n=27) 1.93 1.66 1.34 1.55 1.78 1.56 2.90 1.69 
* 

: Geometric mean
** 

: Geometric standard dev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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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를 중심으로 대부분 조사되었고, 총분진 대신 이

에 상응하는 흡입성분진 항목에 대해 연구가 주로

수행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국외 선행 연구

결과들의 경우 입자상 물질의 측정 및 분석을 서로

상이한 방법으로 적용하였고, 흡입성 분진 등 본 연

구에서 측정한 입자상 오염물질의 항목과 다르기 때

문에 본 측정 결과와 단순하게 수치 비교하는 것은

객관성이 결여되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2. 배출계수 분포

<Fig. 2>에 제시된 바와 같이 계사 작업장 유형별

입자상 오염물질의 배출계수는 총분진의 경우 무창

계사는 3.93(±0.68) mg head-1h-1과 48.68(±18.34) mg

m-2h-1, 간이계사는 6.23(±1.95) mg head-1h-1과 93.26

(±32.42) mg m-2h-1, 완전계사는 4.09(±1.03) mg head-1h-1

과 51.23(±24.10) mg m-2h-1로 나타났다. 호흡성분진

의 경우 무창계사는 1.89(±0.74) mg head-1h-1과 23.42

(±7.32) mg m-2h-1, 간이계사는 3.18(±0.75) mg head-1h-1

과 47.54(±10.01) mg m-2h-1, 완전계사는 2.17 (±0.70)

mg head-1h-1과 27.18(±7.21) mg m-2h-1로 나타났다.

계사 작업장의 유형에 상관없이 총분진의 평균 배

출계수는 4.75(±1.22) mg head-1h-1과 64.39 (±24.95)

g m-2h-1, 호흡성분의 평균 배출계수는 2.42 (±0.73)

mg head-1h-1과 32.77(±8.18) mg m-2h-1인 것으로 조

사되었다.

분석 결과 실내농도 분포와는 달리 배출계수의 경

우 측정 데이터가 정규분포를 나타내고 있어 산술평

균과 산술표준편차로 대표치를 제시하였다. 계사 작

업장 유형별 총분진과와 호흡성분진의 배출계수 양

상은 유사한 경향을 나타냈고, 간이계사>완전계사>

무창계사 순서로 조사되어(p<0.05) 실내 농도 분포

양상과 동일하였다. 총분진과 호흡성분진의 배출계

수가 간이계사에서 상대적으로 가장 높게 측정된 이

유는 실내 농도 조사 결과와 동일하게 본 작업장의

경우 바닥에 톱밥을 깔아 육계를 사육하므로 닭의

움직임시 깔개로 사용되는 톱밥 입자가 공기 중으로

비산되기 때문이라 판단된다.

<Table 3>은 계절에 따른 계사 작업장 유형별 총

분진과 호흡성분진의 배출계수 분포 양상을 보여주

고 있다. 측정 결과 계절별 총분진과 호흡성분진의

평균 배출계수는 계사 작업장 유형예 관계없이 여름

철이 가장 높았고 겨울철이 가장 낮은 반면(p<0.05),

봄철과 가을철은 유사한 수준(p>0.05)인 것으로 분

석되었다. 계사 작업장 내 실내농도 분포와는 달리

여름철이 겨울철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배출계수를

보인 이유는 환기량 차이에 의한 것으로 여름철의

경우 실외 기온의 상승으로 작업장 내 적정 온도 유

지를 위해 상대적으로 높은 환기율이 적용되어 총분

진과 호흡성분진의 외부 배출량이 증가되는 반면, 겨

울철의 경우 실외 기온의 저하로 상대적으로 낮은

환기율이 적용되어 총분진과 호흡성분진의 외부 배

출량도 함께 저감된 것으로 판단된다.

계사 작업장에서 발생되는 입자상 오염물질 중 총

분진과 호흡성분진의 배출계수를 현장 조사한 선행

국외 자료를 살펴보면 상대적으로 많이 조사된 실내

농도의 경우와는 달리 Redwine 등 (2002)이 미국에

Fig. 2. Mean emission rate of total and respirable dust in poultry buil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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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한 간이계사를 대상으로 총분진이 0.58-99 g h-

1로 조사한 경우 이외에는 보고된 바 없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해 산정된 국내 계사의 총분진과 호흡

성분진 배출계수에 대한 국외 자료와의 비교 평가는

현재로서는 불가능하다.

3. 본 연구의 한계점

계사 작업장을 대상으로 입자상 오염물질의 노출

및 발생 수준을 조사한 국외 연구 결과들과 비교시

입자상 오염물질의 측정 및 분석 방법의 상이, 조사

항목에 대한 불일치, 실내농도 대비 배출계수 자료

에 대한 선행 연구 결과의 부족으로 본 연구 결과

와의 상대적 비교가 불가능한 점이 본 연구의 한계

이며, 이에 대한 향후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

다. 또한 각 계사 작업장별로 한 지점에서 측정한

값을 전체 농도로 가정한 점과 환기팬이 설치되어

있는 강제환기 계사의 경우나 윈치커튼이 설치되어

있는 자연환기 계사 모두 환기 효과가 전 작업장에

동일하게 미친다고 가정한 점을 고려하여 본 측정

데이터를 해석할 필요가 있다.

IV. 결 론

 계사 작업장 내 총분진과 호흡성분진의 평균 실

내 농도는 각각 3.91(SD:1.99) mg/m3와 1.99(SD:0.89)

mg/m3인 것으로 측정되었다. 총분진과 호흡성분진의

평균 배출계수는 각각 4.75(±1.219) mg head-1h-1,

64.39(±24.95) mg m-2h-1와 2.42(±0.73) mg head-1h-1,

32.77(±8.18) mg m-2h-1인 것으로 산출되었다. 분석

결과 계사 작업장 유형별 총분진과 호흡성분진의 실

내 농도 및 배출계수의 분포 양상은 유사한 경향을

나타냈고, 간이계사>완전계사>무창계사 순서로 조사

되었다 (p<0.05). 계절별 측면에서는 계사 작업장 유

형에 관계없이 실내 농도는 겨울철, 배출 계수는 여

름철이 가장 높았고 (p<0.05), 가장 낮은 수준을 나

타냈던 계절은 반대로 실내 농도는 여름철, 배출 계

수는 겨울철이였으며 (p<0.05), 봄철과 가을철은 실

내농도와 배출계수 모두 중간 수준을 나타내었으며,

두 계절간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p>0.05). 총분진

과 호흡성분진의 실내농도가 간이계사에서 상대적으

로 가장 높게 측정된 이유는 본 작업장의 경우 바

닥에 톱밥을 깔아 육계를 사육하므로 닭의 움직임시

Table 3. Seasonal emission rates of total and respirable dust in poultry building

Spring Summer Autumn Winter

AM* ASD** AM ASD AM ASD AM ASD

Total

dust

Caged layer house (n=9) mg head-1 h-1 1.99 0.42 4.77 0.82 1.38 0.58 1.01 0.49 

mg m-2 h-1 19.45 8.23 59.09 7.58 17.07 8.06 12.55 4.14 

Broiler house (n=9) mg head-1 h-1 2.30 0.74 7.08 1.69 2.07 0.62 1.67 0.76 

mg m-2 h-1 34.27 12.18 105.95 28.37 30.97 5.15 24.98 6.26 

Layer house with manure belt (n=9)mg head-1 h-1 2.38 0.83 4.60 1.48 1.95 0.75 1.43 0.52 

mg m-2 h-1 31.24 7.21 57.63 9.61 28.56 5.26 17.90 7.18 

Mean (n=27) mg head-1 h-1 2.79 0.93 5.48 1.42 2.24 0.49 1.37 0.43 

mg m-2 h-1 42.94 9.07 74.22 15.29 38.20 8.36 18.48 6.24 

Respirable

dust

Caged layer house (n=9) mg head-1 h-1 1.84 0.46 2.80 0.39 0.91 0.34 0.42 0.19 

mg m-2 h-1 22.81 5.24 34.75 7.14 17.50 4.27 5.20 1.89 

Broiler house (n=9) mg head-1 h-1 3.13 0.78 4.38 1.36 2.20 0.61 0.77 0.28 

mg m-2 h-1 36.73 11.20 65.47 12.51 27.93 8.19 11.48 4.22 

Layer house with manure belt (n=9)mg head-1 h-1 2.07 0.49 3.31 0.82 1.63 0.57 0.46 0.16 

mg m-2 h-1 23.87 7.24 41.42 8.76 19.91 7.17 5.75 1.37 

Mean (n=27) mg head-1 h-1 2.14 0.72 3.50 0.92 1.81 0.63 0.55 0.22 

mg m-2 h-1 28.81 9.86 47.21 9.47 23.16 4.07 7.48 3.37 
* 

: Arithmetic mean
** 

: Arithmetic standard dev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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깔개로 사용되는 톱밥 입자가 공기 중으로 비산되었

기 때문이다. 배출계수의 계절별 차이는 계사 작업

장에 적용되는 환기량의 차이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계사 작업장 유형 중 간이계사의 경우 입자

상 물질의 노출 농도를 저감시키기 위한 작업환경

관리 대책의 수립이 요구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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