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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수 시험지를 활용한 축산시설 차량소독시스템의 소독액 분사 효율성 평가
Evaluation of Efficiency of Livestock Vehicle Disinfection Systems Using Water-Sensitive Paper

박진선a⋅홍세운b,†⋅이인복c

Park, JinseonㆍHong, Se-WoonㆍLee, In-bok

ABSTRACT
The livestock infections had been happened seasonally, but they have gradually changed to be irrelevant to seasons and have an aspect to rapidly spread 
after outbreak. Especially in Korea, proactive disinfection measures are very important because the livestock farms are located densely so high as to 
accelerate the spread of disease between farms. livestock disease outbreaks like HPAI and FMD occurred with high probability due to vehicles visiting 
the farms, this study is to evaluate the efficiency of livestock vehicle disinfection systems by investigating the disinfectant coverage according to the 
type of vehicle disinfection system and the type of vehicle quantitatively. In field experiments, water-sensitive papers (WSPs) were attached to 21 
locations on the surface of four vehicles (sedan, SUV, truck, and feed transport), respectively, and exposed to disinfectants while the vehicle was sprayed 
in two vehicle disinfection systems (tunnel type and simplified type). The WSPs were scanned and image-processed to calculate the disinfectant 
coverage. The results showed that the tunnel-type vehicle disinfection system had a better disinfection performance with an average coverage of 90.27% 
for all vehicles compared to 32.62% of the simplified type system. The problem of the simplified system was a wide coefficient of variation (1.05-1.31) 
of the disinfectant coverage between 21 locations indicating a need for further improvement of nozzle location and arran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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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우리나라는 2003년 최초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HPAI: Highly Pathogenic Avian Influenza) 및 우제류 가축에

서 발병하는 구제역 (FMD: Foot and Mouth Disease)이 주기적

으로 발생하며, 가축 질병에 취약성을 보이고 있다. 과거 급성

가축전염병은 계절적 특성을 보이며 발병하는 경향을 보였으

나, 점차 계절의 변화와 무관하게 발병하며, 발병 이후 급속히 

확산되는 양상으로 변화하고 있다 (Lee et al., 2018, 2019).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가축 사육 밀집도가 높아 급성가축전

염병에 노출되면 농장 내, 농장 간, 지역 간 전파 속도가 빠르

기 때문에 피해 규모가 급격히 증가한다 (Park and Bae, 2016). 

이와 같은 재난성 가축 질병은 육류 가격의 폭락과 살처분에 

따른 보상금 지급 등 경제적 손실을 크게 발생시키며, 소비자

의 식품 안전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육류 소비가 둔화 되는 

악순환이 축산농가 및 관련 산업에 막대한 손실을 초래한다. 
또한 2019년 9월에 발생한 아프리카 돼지열병 (ASF: African 
Swine Fever)의 발생으로 선제적 방역을 위해 포획 및 살처분 

한 가축이 인근 지역 수계와 토양 오염으로 이어져 가축 질병 

발생으로 인한 환경 오염 문제도 대두되고 (Lee et al., 2020) 
있어 질병 발생 차단을 위한 선제적 방역의 중요성이 강조되

고 있다.
우리나라에서의 HPAI와 FMD의 확산은 가축운반차량, 사

료차량 등 운송수단의 이동이 큰 역할을 했던 것으로 보고되

고 있다. HPAI의 경우 조류의 이동과 같은 특수 상황이 주요 

원인으로 알려져 있으나, 국내 확산 원인의 26.9%는 차량 간 

접촉에 의한 것으로 지목되고 있다 (Jung et al., 2015). 또한 

FMD의 경우 차량에 의한 전파가 70% 이상으로 알려져 (Park, 
2015), 재난성 가축 질병의 발생을 막기 위해서는 철저한 차량 

소독과 위생관리가 방역의 시작임을 시사한다.
우리나라의 차량소독시스템에 대한 규정은 “구제역 방역

실시요령”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 2016-12호)의 행정규칙을 

기반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구제역이 발생한 농장을 출입하는 

차량과 축산기자재 및 장비 등에 대한 세척과 소독을 의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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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시행해야 할 필수 절차로 정하고 있다. 특히 2019년 발생

한 ASF와 같이 백신과 치료제가 없는 질병은 전파경로와 축

산시설의 소독이 최선의 방역 대책이므로 철저한 소독과 관

리의 중요도가 매우 높다. 하지만 축산관련 시설에서 차량소

독시스템의 의무 설치 규정은 고시되어 있으나 소독 설비의 

표준 설계도 및 운영 가이드라인 부재로 축산농가 및 관련 

시설의 차량소독시스템의 형식 및 소독 방법은 자체적으로 

진행되어 소독의 실효성을 평가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또한 축산 농가를 출입하는 차량은 그 크기와 형태가 다양한

데 반해 대부분의 축산 농가와 지자체에서 보유하고 있는 차

량 소독기들은 차량의 종류와 상관없이 노즐의 위치 및 분사 

형태와 속도가 일정하게 작동하기 때문에 차량의 크기 및 종

류를 반영한 소독작업을 수행하는 데 제한이 있어 차량 전체

의 균질한 소독액 도포 및 방역에 요구되는 충분한 소독 효과

를 기대하기 어렵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차량소독 방법의 미흡

한 부분을 개선하여 급성가축 전염병 확산을 차단할 수 있는 

차량소독시스템 개발에 대한 연구들이 수행되었다. 시중에 

판매 중인 상용 노즐을 이용하여 제품별 분무량, 분무각, 피복

면적비, 노즐별 분무압력을 측정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차량

소독시스템의 기초가 되는 노즐형태와 동력분무기의 적정토

출압력을 구명하는 연구가 수행되었다 (Im et al., 2016). 또한 

사람과 차량에 의해 전염되는 전염병의 예방을 위해 축사에 

출입하는 차량, 자재 등에 대한 소독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차량의 철저한 소독과 통제의 필요성도 제기되었다. 이를 위

해 축산 농가용 차량 소독기 노즐 분무 성능과 균등 분포율을 

알아보고 현장 사용의 적합성을 평가하였다 (Kim and Lee, 
2005). 차량소독시스템의 활용도에 관한 연구 결과 차량 소독

기의 활용도가 낮다고 평가하였고, 그 원인을 설계 기준과 별

도의 설치 규제 부재에 있다고 보았으며, 설치 이후 사후관리 

문제까지 해결해야 차량소독시스템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

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또한 시설 노후화의 주 요인으로 동절

기 노즐관 및 노즐부의 동결로 인한 분무성능저하로 사용하

지 않고 방치한 노즐관에 잔류한 소독액의 동파를 꼽았으며, 
소독액의 누출로 인한 주변 지역 환경 오염의 문제도 지적한 

바 있다 (Im et al., 2015). 기 수행된 차량용 소독시스템 개선

을 위한 연구는 방역시스템 자체의 개선을 통한 방역 효율 

증진을 목표로 하는 하드웨어적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는 것

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축산 농가를 출입하는 차량의 종류에 

따라 상이한 형상과 같은 물리적 조건, 차량용 소독시스템 형

식 및 통과시간 등 현실적인 조건이 반영되지 못했다는 한계

가 있으며, 차량 조건을 고려한 소독약액 분포 평가에 정량적 

접근이 이루어지지 못해 차량 표면 위치에 따른 도포 취약성

을 규명하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축산농가 및 관련 시설을 경유하는 

차량의 종류에 따른 차량소독시스템의 소독 효과를 개선하기 

위한 기초 연구로서, 차량의 종류와 차량소독시스템의 유형

에 따라 소독액 분사 시 차량 표면 도포 특성을 정량적으로 

평가하고 소독액 도포 취약지점을 평가하고자 한다.

Ⅱ. 재료 및 방법

1. 차량소독시스템과 축산 차량의 선정

가. 차량소독시스템의 시설 유형 및 대상 시설 선정

차량소독시설은 Fig. 1과 같이 형태에 따라 밀폐형 (Fig. 
1a), 터널형 (Fig. 1b), 간이형 (Fig. 1c)으로 구분 할 수 있으며, 
소형 축산시설이나 임시초소 등에서는 방역자가 직접 소독에 

참여하기도 한다 (Fig. 1d). 밀폐형 차량소독시스템은 좌우 측

면과 전후면 및 지붕이 막혀 있는 구조로 시설 설치를 위한 

초기 투자 비용이 많이 투여되는 대신, 외부 환경의 영향이 

없어 균일한 소독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소독액의 비산을 막아 주변 농작물과 주민 생활 환경에 미치

는 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어 주로 중요도가 높은 거점 소독시

설에서 이용된다. 터널형 차량소독시스템은 통과 차량이 일

정 시간 체류해야 소독 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차량 

통제가 원활히 이루어지는 장소에 설치해야 한다. 또한 상대

적으로 간이형에 비해 설치비 부담이 크기 때문에 대규모 축

산시설에서 주로 이용된다. 간이형 차량소독시스템은 중규모 

이하의 대부분의 축산 농가에서 설치하는 형태로서 차량의 

이동 통로 좌우에 고정으로 설치된 10개 내외의 노즐로 차량

을 소독한다. 차량이 직접 이동하면서 소독이 이루어지기 때

문에 차량 통과 속도에 따라 소독 효과가 균일하지 못한 한계

가 있다. 
축산소독시스템의 4가지 유형 중 일반 시설들에서 쉽게 접

할 수 있는 간이형 시설과 중규모 이상의 가축사육시설에서 

설치되고 있는 터널형 소독시스템을 대상으로 차량소독시스

템의 효율성 평가를 위한 현장 실험을 진행하였다 (Fig. 2). 
실험에 사용된 터널형 차량소독시스템은 전라남도 장성군의 

축산농장에 설치되어 있는 시설이며, Fig. 2(b)와 같이 상부에 

4개, 양 측면에 각각 12개, 바닥에 8개의 노즐이 설치되어 있

다. 차량이 터널 내에 진입하면 터널 입구에 매설된 압력 센서

에 의해 자동으로 소독액의 분사가 시작되며, 20초간 분무 후 

자동 종료되도록 설계되어 있다. 노즐의 소독액 분사 유량은 

1.435±0.117 L/min이며, 전체 36개의 노즐에서 분사되는 유량

은 차량 1대당 약 17.22 L로 측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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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Tunnel type disinfection system (b) Schematics of tunnel type disinfection system and nozzles

5ⅹ430

600

(Unit : mm)

(c) Simplified type disinfection system (d) Schematics of simplified type disinfection system and nozzles

Fig. 2 The photo of objective facility and schematics of disinfection of system

(a) Closed type (b) Tunnel type

(c) Simplified type (d) Manual type

Fig. 1 Types of vehicle disinfection sys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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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형 차량소독시스템은 전라북도 익산시의 축산농장에 

설치되어 있는 시설이며, Fig. 2(d)와 같이 양 측면에 각각 6개
의 노즐이 1열로 설치되어 있으며, 바닥에 6개의 노즐이 설치

되어 있다. 모든 노즐은 일렬로 배치되어 하나의 단면을 형성

하므로, 농장에 출입하는 차량은 소독시스템을 서행하여 차

량 표면에 고르게 소독액이 도포되도록 한다.

나. 축산시설 출입 차량 현황 및 대상 차량 선정

축산농가 및 관련시설에서 운영되고 있는 차량소독시스템

은 시설 입구에 고정된 설비인 반면, 시설을 경유하는 차량은 

종류와 형태, 크기가 다양하다. 그러나 차량소독시스템 내의 

소독액 분사 노즐의 위치와 형태, 개수는 고정되어 있어 다양

한 크기와 형태의 차량이 시스템으로 진입할 때 소독 효과의 

차이가 발생하고, 특히 사료운반차량, 가축운송차량 등 대형 

차량이거나 형태가 복잡한 경우 소독 효과가 저감될 여지가 

크다.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따르면 2019년 4월 기준으로 전국에

는 59,063대의 축산 관련 차량이 등록⋅운행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주요 축산 관련 차량은 Fig. 3과 같이 가축⋅사료⋅
분뇨⋅퇴비 운반 차량, 시설운영관리 차량, 컨설팅 차량, 방역⋅
진료 차량 등이 해당된다. 축산 관련 차량 중에는 가축⋅사료⋅
분뇨⋅퇴비 등의 운반 차량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

며, 질병에 직접적으로 접촉하는 컨설팅과 방역⋅진료를 위

한 수의사들의 차량 또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장에 운송 업무를 담당하는 차량은 트럭과 같은 대형 차

량이 대부분이며, 컨설팅 및 방역⋅진료 등을 목적으로 방문

하는 차량은 세단형이나 SUV형 차량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진행한 현장 실험은 세단형과 SUV형 차량을 대

상으로 하고, 현장 상황에 따라 두 종류의 트럭을 실험 대상으

로 포함하였다. 축산 농가 및 관련 시설 경유 빈도 20%를 차

지하는 사료 운반 차량을 대상으로 소독 효율 실험을 수행하

였으며, 사료 운반 차량은 분뇨 운반 차량과 형태상 유사하므

로 사료 운반 차량의 실험 결과는 분뇨 운반 차량에도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세단과 SUV 차량은 두 가지 소독시

스템에서 동일한 차량을 사용하였으나, 트럭은 실험 현지에

서 섭외해야 했기 때문에 터널형 차량소독시스템에서는 2.5
톤 트럭이 사용되었고, 간이형 차량소독시스템에서는 1톤 트

럭이 사용되었다. 또한 간이형 차량소독시스템 평가에서는 

사료운반차량에 대한 실험을 추가로 진행하여 차량 형태에 

따른 소독 효율성을 비교 평가하였다.

2. 차량소독시스템 방역 효율성 측정 방법

가. 측정지점 선정 및 감수 시험지 부착

본 연구에서는 차량소독시스템 내에 차량이 통과할 때 노

즐에서 분사된 소독약액이 차량 표면에 도포되는 정도를 76 
mm × 26 mm 크기의 감수 시험지 (Water-sensitive paper, 
Syngenta, Basel, Switzerland)를 활용하여 측정하고, 소독액이 

도포된 감수 시험지의 변색부를 도포율로 간주하여 도포 효

율성을 정량 평가하였다. 
감수 시험지는 물과 접촉한 부위가 파란색으로 변색되는 

노란색 특수지로, 공기 중에 비산된 액상 물질을 탐지할 때 

보편적으로 이용되는 시험법이다. 농약과 같은 액상 시료를 

살포할 때 감수 시험지를 노출시켜 표면에 변색 부분이 발견

되면 단위 면적 당 분무 입자 수를 측정하여 대기 중 비산 

정도를 평가할 수 있고 (Novartis, 2000), 이와 같은 인지적 

기능은 눈으로 확인할 수 없는 작은 입자의 유무를 가시적이

고 정량적 결과 획득에 유용한 도구로 이용할 수 있다 

(Derksen et al., 1999).
대상 차량들을 전면, 측면, 후면 및 상부와 하부로 위치를 

분할하였고, 차량소독시스템이 좌우 대칭으로 작용한다고 가

정하여 세단형, SUV형, 트럭, 사료운반차량 모두 좌⋅우측 

중 한 쪽 방향에 미리 선정한 21지점에 감수 시험지를 부착하

고 소독액에 노출시켰다. 세단형은 전면부를 상⋅하⋅측면으

Fig. 3 The status of vehicles entering livestock far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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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구분하여 4지점을 선정하였고, 측면은 운전자와 접촉이 많

은 손잡이를 포함하여 6지점을 선정하였으며, 후면부는 상⋅
중⋅하부 영역으로 구분하여 3지점에 감수 시험지를 부착하

였다. 차량별 21지점의 세부 위치는 Fig. 7과 Fig. 8에 나타나 

있다. 또한 차량의 바퀴는 축산 농가 및 관련시설에서 배출되

는 물질의 외부 유출 경로가 되기 쉬워 방역과 관리의 중요성

이 크므로, 바퀴 안쪽 흙받이 3지점과 바퀴 표면 1지점 등 방

역 평가에서 간과하기 쉬운 지점을 선정하여 차량안쪽까지 

소독 효과를 평가하고자 하였다. 실험의 용이성을 위해 감수 

시험지를 아크릴판에 고정한 후, 아크릴판을 차량 표면에 부

착하는 방법으로 감수 시험지를 설치하였다 (Fig. 4). 

나. 소독액 도포율 평가

소독액 도포율은 감수 시험지의 면적과 파란색으로 변색된 

면적의 면적비로 산정한다. 감수 시험지 분석 전용 소프트웨

어는 DepositScan (USDA; Zhu et al., 2011)의 이용 사례를 볼 

수 있는데 (Kim et al., 2017), 분석 영역 설정 과정에 별도의 

소프트웨어를 이용한 전처리가 요구되어 측정지점이 다수일 

경우 분석에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스마

트폰을 이용하여 농약의 피복량을 평가할 수 있는 어플리케

이션 (Nancen et al., 2015)은 스마트폰 카메라로 감수 시험지

를 촬영하고 촬영된 이미지를 연구자가 분석영역을 설정하여 

도포율을 분석하는데, 같은 이미지라도 분석을 반복할 때마

다 촬영각도와 분석영역에 따라 상이한 결과를 보일 수 있다

는 한계를 내포한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Visual Basic™ 

(Visual Studio Community 2017, Microsoft, Inc.)을 이용하여 

전용 프로그램 (WSPscanner)을 개발하여 분석에 활용하였다 

(Fig. 5). WSPscanner는 스캔한 감수 시험지 이미지를 읽어들

임과 동시에 분석에 필요한 영역을 선택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 데이터 전처리에 소요되는 시간이 적다는 것이 기존 개

발된 프로그램과의 차별점이다.
WSPscanner는 수거한 감수 시험지를 스캔한 JPEG 파일을 

읽어 들이고, 사용자가 설정한 이미지 경계의 일정 부분을 제

거한다. 이 과정은 이미지를 스캔하는 과정에서 감수 시험지 

(a) Attached points on the surface (b) Attached points under the vehicle and around wheels

Fig. 4 Attachment of water-sensitive papers to the surface of vehicles

Fig. 5 The process of spray coverage rate calculation using water-sensitive paper and image analysis pr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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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의 여백이 포함되거나 감수 시험지를 수거하는 과정에서 

감수 시험지 경계부가 오염되어 발생할 수 있는 오류를 배제

하는 단계이다. 경계부를 제거한 JPEG 파일은 먼저 RGB 색
상으로 읽고, 이를 CMYK 색상으로 변환하였다. 감수 시험지 

분석 시, 노란색과 파란색을 구분해야 하므로, RGB 형식보다

는 CMYK 색상 형식이 더 유리하였다. 이후, CMYK 색상의 

Y(노란색)값을 분석하여 기준값보다 작을 경우 소독약에 의

해 파란색으로 도포되었다고 판단하였다. 기준값은 시행착오

를 통해 40%로 설정하였으며, 감수 시험지의 분석 영역의 모

든 픽셀에 대해 분석하여 기준값보다 작은 픽셀의 수를 전체 

픽셀 수로 나누어 소독액 도포율로 계산하였다.

다. 현장 실험 수행

축산농가 및 관련시설에 운영 중인 차량소독시스템의 방역 

효율 평가를 위해 차량소독시스템유형과 경유 차량 종류에 

따라 소독액을 도포하고, 소독 완료 후 감수 시험지를 수거하

여 각 차량 부위에서의 소독액 도포율을 측정하였다. 수거 과

정에서 부착 위치의 교란 및 추가 변색을 방지하기 위해 감수 

시험지를 독립적으로 보관할 수 있고 내부에 제습제를 넣어

둔 전용 수거함을 제작하여 수거하였다 (Fig. 6).
차량소독시스템과 평가에 이용한 차종의 실험 케이스는 

Table 1과 같다. 차량소독시스템은 일정 시간동안 소독액이 

분사되는 시스템으로 차량의 주행 속도에 따라 소독의 효율

성이 달라지는 경향이 있어, 본 연구에서는 차량의 주행 속도

(a) Making water sensitive paper (WSP) tag (b) Attaching WSP tags on the 21points of vehicles 

  

(c) Spraying the vehicle in the disinfection system (d) Collecting the WSPs into the box

Fig. 6 Process of experimental assessment for efficiency of vehicle disinfection systems 

Vehicle type
Tunnel type Simplified type

A 20-seconds stop Go through Go through

Sedan - ○ ○

SUV ○ ○ ○

Truck - ○ ○

Feed transport - - ○

Table 1 Experimental cases to assess the efficiency of vehicle disinfection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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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4 km/h로 설정하여 측정하였다. 또한 차량소독시스템을 

통과할 때 시스템 내에서 20초 간 정차할 것으로 권고하지만 

실제 농장을 방문하는 차량은 정차 과정은 생략하고 서행하

여 통과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므로 터널형 차량 소독시스템에

서 SUV형 차량을 대상으로 4 km/h의 속도로 진입하여 내부

에서 20초 간 정차하는 경우에 대한 추가 실험을 수행하였다. 

현장 운행 여건에 따라 사료운송 차량은 간이형 차량소독시

스템을 대상으로 소독효율을 평가하였다.

Ⅲ. 결과 및 고찰

1. 터널형 차량소독시스템의 방역 효율성 평가 결과

차량 유형에 대한 실험 결과는 각각 Fig. 7의 (a), (c), (e)와 

같다. 터널형 차량소독시스템은 소독액 분사량이 많고, 노즐

이 차량의 전체 표면에 분사할 수 있도록 적절한 간격으로 

설치되어 있어서 모든 차량 유형에 대하여 대부분의 차량 표

면 위치에서 100% 또는 100%에 가까운 도포 효율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포율이 취약한 지점을 살펴보면, 세

단형 차량의 경우 차량 후면의 번호판 부착 지점은 40%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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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WSPs and spray coverage rates according to vehicle disinfection system and type of vehicles. The spray coverage rates smaller

than 95% are indicated in 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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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포율을 보인 반면, 최하단 지점은 도포율이 3%로 급격히 

저하되는 결과를 보였다. SUV 차량의 경우 앞과 뒤의 바퀴 

안쪽의 일부 지점에서 46%와 57%의 도포율이 측정되었고, 

차량 측면 하단부에서 19%로 가장 낮은 도포율이 측정되었

다. 트럭의 경우 뒷바퀴 중앙에서 47%, 차량 후면의 중단에서 

19%로 가장 낮게 측정되었다. 터널형 차량소독시스템은 전반

적으로 매우 좋은 소독액 도포율을 보이고 있으나, 차량 길이

가 긴 대형 트럭의 경우 또한 차량이 길지 않더라도 터널 내 

정차 시 차량의 전면이나 후면이 노즐의 분사 범위를 벗어날 

수 있으므로 운전자의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차량이 터널 내에 정차하지 않고 서행하며 통과할 경우, 

차량의 전면, 측면, 후면 등의 외부 표면에서는 100%의 도포

율이 기록되었으나, 터널 내 정차 시에 소독액 도포가 제대로 

되지 않았던 앞과 뒤의 바퀴 안쪽 지점에서 35%와 47%로 기

존의 46%와 57% (Fig. 7c)와 비교하여 각각 11%p, 10%p 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포율이 가장 낮았던 차량 측면 하

단부에서는 기존 19% (Fig. 7c)에서 3% (Fig. 7a)로 도포율이 

감소하였다. 또한 기존에는 100%의 도포율을 보였던 앞과 뒤

의 바퀴 안쪽 지점에서 도포율이 50%, 29%, 85%로 감소하였

다. 따라서 차량이 터널 내에 정차하지 않고 지나갈 경우, 차

량 표면에서의 소독액 도포율은 거의 변화가 없으나 바퀴 주

위나 차량 하부 지점의 도포율에 미치는 영향은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면 도포율의 변화는 적지만 축산 농가 및 관련 

시설의 가축 분뇨 및 이물질 등은 바퀴와 차량 하부를 통해 

운반되는 경우가 일반적이기 때문에 이 지점에 소독액 도포율 

저하는 전체적인 방역 효율 저하로 이어질 것으로 판단된다. 

2. 간이형 차량소독시스템의 방역 효율성 평가 결과

간이형 차량소독시스템의 효율성 평가도 스프레이 노즐

의 분사량 측정과 차량 특성을 반영하여 터널형과 동일하게 

세단형, SUV형, 트럭형의 세 가지 유형의 차량에 대해 평가하

였다. 

간이형 차량소독시스템에서 스프레이 노즐의 소독액 분사

량은 6회 반복 측정 결과 0.877±0.058 L/min으로 나타났다. 

간이형 차량소독시스템은 양 측면에 설치된 총 18개의 노즐

로 소독액을 분무하므로, 차량 1대당 소요되는 소독액의 양은 

약 10.5 L/min이며, 차량 길이를 5m, 차량 속도를 4 km/h로 

가정 할 때 차량 통과 시간은 약 5초 정도 소요되므로 소독액

의 총 분사량은 1.316 L 정도로 추정할 수 있다.

간이형 차량소독시스템에서 분사되는 소독액은 터널형 시

스템과 비교할 때 분사량이 약 8%에 그쳐 시스템을 통과하는 

차량 표면을 충분히 도포하는 데 물리적인 양 자체의 부족함

을 보였고, 차량이 소독시스템을 통과하는 속도에 따른 변동

성도 크게 났다.

간이형 차량소독시스템에 세단 차량이 통과하는 경우 표면 

도포율 100%를 보인 지점은 없었으며 후면 하부지점 90%가 

가장 높은 도포율로 나타났다 (Fig. 6b). SUV 차량 유형의 표

면 도포율은 전면 우측 지점이 91%로 가장 높은 도포율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Fig. 6d). 

차량의 바퀴 부분은 축산 농가와 관련 시설의 분뇨 및 이

물질 등을 외부로 유출할 여지가 큰 부분으로 소독의 중요성

이 매우 큰 지점이다. 간이형 차량소독시스템은 세단 유형은 

전륜에서 앞쪽 지점만 100% 도포율을 보였고, 바퀴 부분의 

표면 도포율이라 간주 할 수 있는 휠에 부착된 지점이 79%로 

상대적으로 높은 도포율을 보였다. 후륜은 휠 지점이 42%, 

진행 방향의 전면 부착한 감수 시험지에서 38%의 도포율을 

보여 전륜보다는 낮은 효율을 나타냈다. 또한 진행 방향의 

뒤쪽으로 전륜이 4%, 후륜이 2%의 도포율을 보였고, 전륜과 

후륜 모두 위쪽에 부착한 지점은 0% 도포율을 보여 소독 효

과가 매우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SUV 유형은 후륜의 휠 

지점에서 100% 도포율을 나타냈고, 전륜 또한 휠 지점과 진

행 방향의 전면에서 약 60%의 도포율을 보였다. SUV 유형 

또한 바퀴 위쪽으로 부착한 측정지점은 0% 도포율을 보여 소

독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웠다. 트럭 유형은 간이형 시스템에서 

평균 34.92% 표면 도포율을 보였고, 바퀴 지점은 이보다 낮은 

33.00%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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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WSPs and spray coverage rates on feed transport truck by simplified type vehicle disinfection system. The spray coverage rates

smaller than 95% are indicated in 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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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형 차량소독시스템에서는 사료 운송 차량에 대한 실험

을 진행하였다. 소독액 표면 도포율 측정 결과는 Fig. 8과 같이 

나타나고, 차고가 높은 차량 특성에 따라 바퀴 부분을 포함한 

하부는 35.75%의 도포율을 보였으나 상부는 4.0%의 도포율

을 보이는데 그쳐 소독 효과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축산 

농가와 관련 시설의 방문이 잦은 분뇨처리차량과 가축 운송 

차량 또한 차고 및 총장이 사료 운반 차량과 유사할 것으로 

사료되어 이들 차량 또한 간이형 소독시설에서는 소독 효과

가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3. 차량소독시스템의 유형과 축산 차량의 형태에 따른 

소독 효율성 비교

차량 표면 및 바퀴 부분의 소독액 도포율은 Table 2와 같이 

측정되었다. 터널형 차량소독시스템은 바퀴 부분을 제외한 

표면 도포율이 세단은 86.77%, SUV는 93.77%로 나타났고, 
변동계수는 각각 0.35, 0.24로 차량 유형에 따른 변동폭은 크

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에 반해 간이형 시스템은 세단

형 표면 도포율은 평균 29.23%로 터널형 시스템 86.77%의 

절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되었고, SUV 차량 

유형은 36.00%로 터널형 시스템이 93.77%의 도포율을 보인 

것에 38.39%에 그쳐 소독 효율이 낮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변동계수는 세단형이 0.96, SUV형이 0.83으로 터널형 시스템

에 비해 다소 변동폭이 크게 나타났다. 터널형과 간이형 시스

템의 가장 큰 차이점으로 볼 수 있는 상⋅하부 분사 여부에 

따른 영향을 정량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바퀴 부분의 도포율

과 변동계수를 산정하였다. Table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터널

형 시스템이 하부 도포율이 최저 88.00%에서 100%를 보이는 

반면 간이형 시스템은 28-33% 내외의 도포율을 보이고, 변동

계수 또한 모든 차종에 대해 1 이상의 값을 보여 소독 효과 

및 효율성이 낮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터널형 차량소독시스템의 경우, 차량의 총장이 길어지면 

터널 내에 노즐이 장치된 소독 범위 내에 차량이 완전히 진입

해 정차하지 않으면 전면이나 후면에서의 표면 도포율이 낮

아질 수 있는데, 본 실험의 경우 후면 도포율이 낮게 나타났

다. 윗면의 경우, 터널 상부에도 노즐이 설치되어 있어 차량의 

높이와 무관하게 항상 높은 도포율을 보였다.
차량이 정차하지 않고 지나가면서 소독 도포율이 감소한 

부위는 차량 측면 하부, 앞바퀴 주변과 뒷바퀴 주변이며, 작게

는 10%에서 많게는 71%까지 감소하는 것으로 측정되어, 차
량소독시스템의 주목적인 선제적 방역의 효과를 증진하기 위

해서는 시스템 내에서 소독액이 분사되는 동안 차량의 정차 

후 통과가 필수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노즐의 위치 및 간격에 대한 방역 효율성은 간이형 차량소

독시스템은 노즐이 양측으로 1열 배치되어 있어 차량이 시스

템을 통과할 때의 속도에 따라 표면 도포율 변동이 큰 것으로 

보이고, 터널형 차량소독시스템은 사면에 다수의 노즐 배치

로 한 지점을 빠르게 통과하여 소독 도포율이 낮더라도 차량

이 다음 노즐 열을 통과하기 때문에 차량 속도의 변화에 의한 

도포율의 불균형을 완화할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터널형 차량소독시스템은 상부 돔 형의 지붕과 측고

가 높아 소독액의 가시적 비산량이 많지 않았지만, 간이형의 

경우 바람이 부는 방향으로 비산되는 소독액의 양이 많아 소

독 효율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축산 농가 및 관련시설 주변 

농작물에 비의도적 소독액에 의한 오염 피해를 유발할 수 있

어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Ⅳ. 결 론

본 연구는 축산농가 및 관련시설을 경유하는 차량의 종류 

및 차량소독시스템의 형식에 따른 방역 효과를 비교 평가하

기 위해 수행되었다. 차량의 종류는 세단형, SUV형, 트럭 및 

사료운송차량을 선택하였고, 차량소독시스템의 형식은 터널

Vehicle type
Tunnel type Simplified type

Coverage C.O.V. Coverage C.O.V.

Surface

Sedan 86.77 0.35 29.23 0.96

SUV 93.77 0.24 36.00 0.83

Truck 93.31 0.26 34.92 0.84

Feed transport - - 18.24 1.96

Wheels

Sedan 100.00 0.00 33.25 1.18

SUV 88.00 0.25 29.50 1.31

Truck 93.25 0.20 33.00 1.05

Feed transport - - 28.50 1.35

Table 2 Spray coverage rates on surface and wheels of vehicle disinfection sys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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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과 간이형을 대상으로 평가하였다. 모든 차종에 대해 21지
점을 선정하여 감수 시험지를 부착하고, 터널형과 간이형 차

량소독시스템을 통과할 때 감수 시험지의 변색 면적비를 소

독 효율로 가정하여 차량소독시스템의 방역 효율을 평가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1. 차량소독시스템의 소독액 표면 도포율은 터널식의 경우 

평균 90.27%로 우수하나, 간이형은 평균 32.62%에 그쳐 

방역 효율이 상대적으로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나 효

율 증대를 위한 시스템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2. 간이형 차량소독시스템은 분사되는 소독액의 물리적 양

도 부족할 뿐만 아니라 노즐의 수가 부족하여 차고가 높

거나 총장이 긴 사료운송차량이나 트럭에 대해서는 차량 

상부와 후반부의 소독 효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3. 축산농가 및 관련시설에서 질병원 유출입의 매개가 되기 

용이한 시설 내 이물질 부착이 많은 바퀴 부분은 터널형 

차량소독시스템에서 변동계수 0∼0.25를 보인 반면 간

이형 시스템에서는 1.05∼1.35를 보여 평균적인 소독 효

율도 낮게 평가되었지만 측점에 따른 소독 효율의 편차

도 크게 나타나 개선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4. 차량소독시스템의 설치기준이 차량의 종류와 무관하게 

최소 소독 효율을 보장하는 특정 조건을 만족시키는 가

이드라인이 아닌 설치 여부에 따른 기준 제시에 그치고 

있어, 향후 차량소독시스템에 필요한 최소 노즐의 수, 적
정 위치, 배열 등을 제시하는 가이드라인의 제시가 필요

할 것으로 판단된다.
5. 감수 시험지를 이용한 현장 실험은 소독액 분사 및 표면 

도포율 평가를 통해 방역 효율성 제고 및 시스템의 문제

점 파악에는 성과가 있으나, 소독액 규명에는 차량 표면 

부착 경로와 공기 흐름과의 상호관계 규명은 한계가 있

어 향후 시스템의 개선을 위해 전산유체역학 기법과 같

은 수치해석 도구의 도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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