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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사 내 동물 활동도에 따른 암모니아 및 미세먼지 배출농도 특성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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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movement of animals is one of the primary factors that influence the variation of livestock emissions. This study evalu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animal activity and three major emissions, PM10, PM2.5, and ammonia gas, in weaning, growing, and fattening pig houses through continuous monitoring 

of the animal activity. The movement score of animals was quantified by the developed image analysis algorithm using 10-second video clips taken 

in the pig houses. The calculated movement scores were validated by comparison with six activity levels graded by an expert group. A comparison 

between PMs measurement and the movement scores demonstrated that an increase of the PMs concentrations was obviously followed by increased 

movement scores, for example, when feeding started. The PM10 concentrations were more affected by the animal activity compared to the PM2.5 

concentrations, which were related to the inflow of external PM2.5 due to ventilation. The PM10 concentrations in the fattening house were 1.3 times 

higher than those in the weaning house because of the size of pigs while weaning pigs were more active and moved frequently compared to fattening 

pigs showing 2.45 times higher movement scores. The results also indicated that indoor ammonia concentration was not significantly influenced by 

animal activity. This study is significant in the sense that it could provide realistic emission factors of pig farms considering animal’s daily activity 

levels if further monitoring is carried out continuous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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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농업 유래 암모니아 및 미세먼지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고, 

그에 대한 관리 방안의 중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농업분야 암

모니아 및 미세먼지 배출량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축산

분야, 특히 양돈시설에 대한 모니터링 및 관리의 중요성이 부

각되고 있다. 환경부 통계자료에 의하면 농업부문에서 발생

하는 미세먼지는 국가 총배출량의 약 10%에 해당하는 것으로 

평가되었고 (Nam, 2019), 암모니아의 경우 총배출량의 78%가 

농업부문에서 배출되며 (Choi et al., 2019), 이 중 92%가 축산

활동에 의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ME, 2017). 양돈사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은 국립환경과학원의 대기정책지원시스템 

(Clean Air Policy Support System; CAPSS)에서 지정한 대기오

염물질 배출원에서 축산분뇨관리 항목에 해당하며, 이러한 

인벤토리와 배출계수를 실측에 기반하여 국내 축산 환경에 

적합하게 개선하기 위한 연구가 수행되고 있다 (Kim et al., 

2020, Park et al., 2020). 국외에서도 배출계수 평가에 대한 

연구는 꾸준히 진행되어 (Aarnink et al., 1995; Demmers et 

al., 1999; Predicala and Maghirang, 2003; Van Ransbeeck et 

al., 2013), 각국의 기상 조건 및 동물 생육환경에 부합하는 

배출계수를 개발하고 있다. 

축산시설에서 배출되는 물질들은 급이되는 사료 유형, 동

물의 털, 각질과 같은 생물학적 특성 등 매우 다양한 변수들에 

의해 복잡한 인과관계를 거쳐 발생 및 배출되고, 그중 동물의 

활동성과 미세먼지의 배출농도는 강한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

로 알려져 있으며 (Costa et al., 2009; Haeussermann et al., 

2008; Kwon et al., 2016; Pedersen and Pedersen, 1995; Takai, 

1992), 국외에서는 이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Kwon et al. (2016)은 국내 양돈사에서 수행된 실험을 통해 

실내 미세먼지 농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의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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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동물의 움직임을 제시하였다. 하지만 관찰을 통해 동물의 

활동도를 판단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으며, 수학적인 모델을 

이용한 동물 움직임의 정량적 측정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Costa et al. (2009)는 영상 분석을 통해 동물의 움직임을 정량

화하여 동물의 움직임과 실내 미세먼지 농도가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밝혔으나, 동물의 밀도가 낮은 실험 조건의 한

계로 인해 실제 양돈사에서 동물의 크기와 성장단계에 걸쳐 

장기간 측정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한편 축산농가 수는 감소하면서 사육두수는 증가하여 축산

시설의 밀집화와 규모화가 진행됨에 따라 (Lee et al., 2020) 

국내에서는 축산시설 내 환경조절 자동화 및 동물복지 측면

에서 영상처리 기법을 활용하여 다양한 분석을 시도하고 있

다. 영상 분석 기술을 대규모 축산시설의 환경조절 자동화에 

활용하거나 (Hwang et al., 2010), 자돈의 활동성과 행태를 분

석하여 이상행동과 질병을 조기 예측하고 폐사율을 감소시키

기 위한 연구도 진행된 바 있다 (Ju et al., 2016). 또한 지속적

인 영상 모니터링을 통해 모돈의 분만 징후 행동 특성을 분류

하고 (Ka et al., 2018) 이를 통해 동물복지 환경의 개선에 기여

한 연구가 수행되었다. 그러나 영상처리 알고리즘 기반의 동

물의 활동성을 정량화하는 기법에 대한 연구는 미비한 실정

이고, 더욱이 동물의 활동성과 암모니아 및 미세먼지와의 연

관성을 규명한 연구는 국내에서는 드물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영상 분석 기반으로 동물 활동성을 

정량적으로 산정하여 동물 활동성이 양돈사 내 암모니아 및 

미세먼지 배출농도에 미치는 영향을 실험을 통해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동물의 활동성을 측정할 수 있는 알고리즘

을 제시하고, 이를 실험적으로 검증하여 연구에 활용하였다. 

자돈, 육성돈, 비육돈 등 돼지의 생장 단계에 따라 반복 실험

을 수행하여 개체 크기별 영향도를 비교하고자 한다. 

Ⅱ. 재료 및 방법

1. 대상 농장 현황 및 환경조건

가. 대상 농장 현황

본 연구에서 가축의 활동도를 평가하고, 가축 활동도와 암

모니아 및 미세먼지 발생의 상관성 분석을 위해 전라북도 정

읍시에 A 농장과 전라남도 장성군에 B 농장을 선정하여 영상

수집 및 암모니아와 미세먼지 농도 측정 실험을 수행하였다. 

A 농장은 자돈, 육성돈, 비육돈을 총 6,000두 정도 사육하고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A 농장의 육성돈을 대상으로 영상정

보 수집 및 미세먼지 포집을 수행하였다. B 농장은 모돈을 

비롯하여 자돈과 비육돈을 약 9,000두 정도 사육하고 있으며, 

자돈과 비육돈에 대해 실험을 수행하였다. 농장 B에서는 육성

돈 단계를 거치지 않고 자돈에서 비육돈으로 진행하기 때문

에 육성돈 단계의 영상 자료 수집은 농장 A에서 수행하였다. 

두 농장 모두 바닥 구조는 전면 슬랫 형식을 취하고 있다. 

환기시스템은 자돈사와 육성돈사의 경우 4개의 팬이 내부 

온도 변화에 따라 작동하고, 작업자가 온도 변화의 범위와 팬

의 효율을 설정하면 그에 따라 작동하는 방식이다. 비육돈사

는 11개의 터널팬과 7개의 굴뚝팬이 환기시스템을 구성하고 

있고, 적정 온도 및 사육두수를 설정하면 시스템에서 필요환

기요구량을 산정하여 환기팬의 용량에 따라 상시 작동하는 

팬 1개와 그 밖의 팬을 조합하여 동작하며, 세부 내용은 Table 

1과 같다. 유입구는 농장 A의 육성돈사는 Fig. 2(b)와 같은 

구조에서 복도를 통과하여 측벽 위쪽으로 외부 공기가 유입

되도록 위치한다. 농장 B의 자돈사 또한 복도를 통과한 외부 

공기가 유입된다. 비육돈사는 양 측벽에 위치한 유입구를 통

해 외부 공기가 유입된다.

나. 동물 활동성 및 오염물질 배출측정 환경조건

본 연구에서는 돼지의 성장단계별 활동성을 고려하기 위해 

자돈, 육성돈, 비육돈 사육 시설 내부의 영상 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기반으로 활동성 지수를 산정하였다. 영상 자료 수집과 

암모니아 및 미세먼지 농도 측정은 2020년 3월부터 2021년 

7월까지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으나, 하절기와 동절기는 동

물의 활동성이 저하되고, 환기 및 내부 환경조절이 제한되기 

때문에 동물의 활동성과 암모니아 및 미세먼지 농도 변화에 

중점을 둔 본 연구에서는 Table 2와 같이 봄, 가을과 같은 환절

Item
Farm B Farm A Farm B

Weaners Growing pigs Fattening pigs

Target facility A room with 8 pens A room with 4 pens A building with 28 pens

System floor Fully slatted Fully slatted Fully slatted

Location of exhaust fans End wall End wall
End wall (tunnel 

type in summer)

Chimney (other 

seasons)

Number of exhaust fans 4 4 11 7

Average number of animals 403 367 1,064

Table 1 Overview of experimental farms, ventilation systems and housing typ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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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수집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분석에 활용된 영상 촬영과 암

모니아 및 미세먼지 수집일을 비롯하여 축산시설 내⋅외부 

온⋅습도 정보는 Table 2와 같다.

2. 현장실험 방법

가. 동물 활동성 평가를 위한 영상 자료 수집 장치 및 방법

본 연구에서는 동물의 활동성을 정량화하기 위한 기초 자

료로 축산시설 내부 영상 촬영 자료를 활용하였다. 영상 촬영

은 Intel Realsense Depth Camera D435i를 활용하여 촬영하였

으나, 소형컴퓨터를 동반 설치해야 하는 번거로움과 지속적

인 전력 공급이 필요한 문제가 있어 영상처리 알고리즘 개선

을 통해 상용 액션캠 (X6000-7, Shenzhen Uingyongil 

Technology Co., China)을 활용하여 영상 자료를 수집하였다. 

영상은 640×480 프레임 이상의 크기로 초당 30 프레임의 속

도로 촬영하였다.

영상 정보는 농장의 여건 상 상시 측정이 어렵고 간헐적 

측정만 가능하여 실험 동안 실내 기둥에 부착하거나 복도에 

삼각대를 설치하여 부착하였다 (Fig. 1). 자돈사와 육성돈사는 

돈실이 작으므로 배기팬 앞의 돈방을 촬영하도록 1대의 캠을 

설치하였으며, 비육돈사는 터널팬 인근의 돈방과 비육돈사 

가운데에 위치한 돈방에 2대의 캠을 설치하였다.

(a) A depth camera near fans (b) An action cam inside the barn

Fig. 1 Video data collection to evaluate the animal activity

Pig room Experimental date
Indoor Outdoor

Location Temp. (℃) RH (%) Temp. (℃) RH (%)

Growing room

(Farm A)
Mar. 12th 2020

Indoor 27.63 63.85
14.24 32.24

Near fans 27.76 51.66

Weanig room

(Farm B)
Sept. 24th 2020 

Indoor 27.93 67.03
26.02 56.64

Near fans 27.65 70.42

Weanig room

(Farm B)
Oct. 6th 2020

Indoor Not measured
19.72 45.96

Near fans 29.57 76.02

Fattening room

(Farm B)
Nov. 5th 2020

Indoor 25.44 61.65
16.30 31.03

Near fans 24.63 55.17

Fattening room

(Farm B)
Jun. 16th 2020

Indoor 29.10 69.10　
26.88 55.32

Near fans Not measured

Fattening room

(Farm B)
Jul. 29th 2021

Indoor 32.80 60.47
33.75 52.05

Near fans 32.84 61.90

Table 2 Average indoor and outdoor temperature and relative humidity during field measure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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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축산시설 내부 암모니아 및 미세먼지 농도 측정 장치 

및 방법

축산시설 내부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측정은 PM10, PM2.5

를 대상으로 하고, 측정은 광산란식 실시간 미세먼지 농도 측

정 장치 (OPC, Grimm, Inc., Germany)를 사용하여 6초 간격으

로 기록하여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암모니아 농도는 전기화

학식 실시간 암모니아 측정기 (Gastiger2000, Wandi, China)를 

이용하여 0.6 L min-1의 유량으로 축산시설 내부 공기를 흡입

하여 0.1 ppm 단위로 암모니아 농도를 측정하고, 5초 간격으

로 기록하여 수집하였다. 미세먼지와 암모니아의 포집 및 측

정은 6시간 이상 지속하였다. 돈사의 규모는 자돈사 돈실 

11.9 m × 8.8 m, 육성돈사 돈실 14.7 m × 13.6 m, 비육돈사 

74 m × 13 m이며, 측정 위치는 Fig. 2와 같다. 비육돈사는 

타 돈사와 달리 터널팬이 작동하기 때문에 환기팬 측정점은 

터널 팬이 작동할 때 유속의 영향을 최소화 하기 위해 터널 

팬과 2 m 가량 떨어진 지점에서 측정하였다. 영상 촬영은 암

모니아 및 미세먼지 측정장치와 인접한 돈방을 촬영하였다.

3. 동물 활동성 평가를 위한 영상 자료 분석 방법

본 연구에서는 동물의 활동성을 정량화하기 위해 전문가 

그룹을 활용한 평가와 알고리즘 기반의 평가를 동시에 수행

하였다. 사람에 의한 검측은 연구자가 설정한 활동성 평가 지

표에 따라 연구자가 검측을 하고 점수를 부여하는 방식이다 

(Ott et al., 2014). 영상처리 알고리즘이 정교하지 못할 때 발생

할 수 있는 동물 간 겹침, 깔림 등의 문제와 영상정보장치의 

해상도 문제에 제한이 덜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검측자의 경

험과 주관이 크게 반영될 수 있는 한계가 있다.

전문가 그룹을 활용한 평가는 축산분야 연구 경험이 있는 

전문가 3인이 영상 재생을 통해 동물의 활동성을 육안으로 

관측하고 평가 지표에 따라 구분하는 방식이다. 평가 초기에

는 영상을 1분 단위로 분할하여 전문가 그룹이 평가하는 과정

을 거쳤으나, 1분 동안 동물의 움직임이 다양하게 나타나 주

관적인 판단에 의존하는 전문가 평가에서는 평가 체계의 일

관성을 유지하기 어려워 영상 분할을 10초 단위로 변경하여 

평가하였다. 활동도 지표는 Table 3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총 

6단계로 구성하였다. 전문가 그룹은 Table 3의 내용을 숙지하

고, 영상을 재생한 후 점수를 부여한다. 

알고리즘으로 동물의 활동성 지수를 산출하기 위하여 영상

처리 알고리즘을 MATLAB (R2019b, Mathworks Inc., Natick, 

MA, USA)으로 구성하였고, 촬영된 영상을 이미지 분석하여 

전체 픽셀 중 동물의 움직임에 의해 변화가 감지되는 픽셀의 

비율을 산정하여 동물의 활동성을 정량화하였다 (Costa et al., 

2009). 전문가 평가와 동일하게 영상분석 또한 10초 단위로 

평균화하여 움직임값 (Movement score)을 산출하였다. 움직

임값 산출 개념은 비디오 영상의 각 시간에서의 이미지를 회

색조로 변경 후, 모든 픽셀에서 시간에 따른 화소강도 (0∼255

(a) Weaning pig room (b) Growing pig room

(c) Fattening pig building

Fig. 2 The location of measuring points in pig barns

(● : measuring point indoor, ▲ : measuring point near fans,  : video acquis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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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위)의 변화가 임계값을 넘어설 경우 식 (1)과 (2)에 따라 해

당 픽셀에서 동물의 움직임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고 픽셀별 

활동지수를 계산한다. 이후, 모든 픽셀에 대한 활동지수를 평

균하여 각 시간에서의 움직임값을 산출한다 (Fig. 3). 이때, 

비디오 영상이 천장에서 촬영되는 것이 아니라 복도에서 돈

방을 향해 비스듬히 촬영되므로, 영상의 상하좌우 위치에 따

른 원근에 의한 차이를 보정하기 위하여 활동지수에 위치보

정지수를 곱하여 평균을 하였다. 또한, 동물이 지나간 이후에

도 해당 위치에는 동물의 움직인 영향이 남아 있게 되므로 

각 픽셀에서의 활동지수가 1이 되었을 경우 잔상효과에 의해 

활동지수가 2초에 걸쳐 0으로 서서히 감소되도록 설정하였다.



   if  ≧ 



 
 (1)



 





×




×

 (2)

여기서, 

는 시간 일 때 ,  좌표 픽셀에서의 

활동지수 (1일 때 움직임이 있는 것으로 간주, 0일 때 움직임

이 없는 것으로 간주), 는 시간 일 때 ,  좌표 

픽셀에서의 화소강도 (0∼255), 

는 움직임 탐지를 위한 임계

값 (20을 사용), 

는 시간 일 때 움직임값 (0∼1), 

는 ,  좌표 픽셀에서의 원근에 의한 위치보정지수이다. 

영상처리 알고리즘을 검증하기 위해 영상분석을 통해 계산

된 움직임값을 전문가 그룹에 의해 산정된 움직임값과 비교

하였으며, 2020년 3월 12일 11:24 AM부터 20:48 PM, 2020년 

3월 16일 15:00 PM부터 22:04 PM까지 육성돈사에서 1분 간

격으로 촬영된 783개의 영상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이후, 2020

년 3월 16일 17:00 PM부터 19:00 PM까지 2시간 동안 촬영된 

10초 간격 영상 데이터 638개를 추가 검증에 활용하였다. 

Ⅲ. 결과 및 고찰

1. 동물 활동성 지수 산출 및 검증

전문가 그룹 및 영상처리 알고리즘 기반 평가기법으로 분

석한 동물의 활동성 지수를 비교 분석하였다 (Fig. 4). 두 가지 

방법에 의한 동물의 활동성은 유사한 패턴으로 나타났으나, 

전문가 그룹에 의한 결과가 영상 분석에 의한 결과에 비해 

동물의 활동성을 더 크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전문가 그룹이 1분 단위의 영상을 평가할 때에서 1분 

동안 동물의 활동성 변화가 커서 활동도 지표를 결정하는 데 

어려웠다는 의견이 있었으므로, 10초 단위 영상으로 분할하

여 재평가를 수행하였다. 그 결과 1분 단위 분할 영상 분석에

서는 두 활동성 지수가 R2=0.646 (p-value<1e-16)로 나타났으

(a) Video recording (b) Movement detection (c) Movement score

Fig. 3 Image analysis for movement detection and scoring

Activity index Subscription

1 Less than 10% of the pigs are standing and more than 90% of the pigs are lying down

2 Less than 30% of pigs are standing still or less than 10% of the pigs are actively moving and walking

3 Less than 50% of pigs are standing still or less than 30% of the pigs are actively moving and walking

4 Less than 70% of pigs are standing still or less than 50% of the pigs are actively moving and walking

5 Less than 90% of pigs are standing still or less than 70% of the pigs are actively moving and walking

6 Almost all pigs are standing and moving or more than 70% of the pigs are actively moving or walking

Table 3 Determination of pigs’ activity ind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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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10초 단위로 분할하여 비교 분석한 결과 Fig. 5(a)에서 도

시한 바와 같이 R2=0.6267 (p-value<1e-16)로 오히려 더 낮은 

R2값을 보였다. 하지만 전문가 그룹의 평가가 더 수월해 지고

용이하고, 명확해졌으므로 10초 단위 영상이 동물의 활동성

을 평가하는 데 더 적합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영상처리 알고리즘 기반 분석에서 움직임 값이 0.25 이상 

산정된 경우가 많으며, 이들의 경우는 모두 전문가 그룹의 활

동도 지표 중 Lv. 6에 해당하는 경우이므로, 움직임 값이 0.25 

이상일 경우 Lv. 6에 도달한 것으로 가정하고 0.25 이내에서

만 보정 및 분석을 수행하였다. 그 결과 두 평가기법에서 도출

한 동물의 활동성 지수는 Fig. 5(b)와 같이 R2=0.7197 

(p-value<1e-16)로 높은 상관성을 보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 결과를 토대로 전문가 그룹의 경험에 기반한 동물의 활동

성 정보를 본 연구에서 구축한 영상처리 알고리즘을 이용한 

동물 활동성 지수 산정 모델로 획득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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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Comparison of animal activity index between man detection and image processing

(a) Before correction (b) After correction

Fig. 5 Correlation analysis of movement scores between man detection and image processing using 10-second 

video cli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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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동물의 활동성과 암모니아 농도의 상관성 분석

돈사 내부에 설치한 영상수집장치를 통해 수집한 영상을 

분석하여 산출한 동물 활동성 지수와 실내 암모니아 농도 측

정 결과를 Fig. 6과 같이 도시하였다. 10초 단위의 결과는 변

동이 심하여 여러 그래프를 분별 하기 어려워 가독성을 높이

기 위해 그래프를 40초 간격 이동평균으로 도시하였다. 

Fig. 6(a)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자돈사 내부 암모니아 농도는 

15시 43분경 최대 14.29 ppm으로 높게 나타났고, 평균 10.80 

ppm으로 관측되었다. 암모니아 농도는 오전이 높고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지속적으로 낮아지는 추세를 보였다. 관측이 

시작된 10시 30분부터 12시까지 암모니아 농도는 평균 12.83 

ppm으로 측정되었고, 암모니아 농도가 점차 하락하는 12시부

터 14시까지는 평균 8.45 ppm으로 오전보다 약 34.14% 감소

하였다. 오전 시간은 밤 시간 동안 낮아진 기온으로 환기량도 

적어져 시설 내부 암모니아의 농도가 높아졌다가 기온 상승

과 함께 환기량이 증가하여 암모니아 배출이 활발해지면서 

내부 농도가 점차 낮아지는 경향을 보인다. 반면 활동성은 평

균 0.07로 낮은 값을 보였으나, 약 1시간마다 주기적으로 증가

하여 최대 0.18까지 급격히 증가하였다. 또한 약 14시 20분경 

급이가 시작되면서 동물의 활동성은 급격히 활발해지는 것으

로 나타났고, 동일 시점에서 암모니아 농도도 증가하였는데, 

활동성이 다시 낮아짐에도 암모니아 농도는 증가 추세를 유

(a) NH3 concentration for weaning pigs on Sept. 24
th 2020, Farm B

(b) NH3 concentration for growing pigs on Mar. 12
th 2020, Farm A

(c) NH3 concentration for fattening pigs on Jun. 16
th 2020, Farm B

Fig. 6 Variation of movement score and NH3 concen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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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였다. 이는 가스상 물질인 암모니아는 동물의 활동성보

다 환기량과 암모니아 성분을 배출하는 동물의 분변량 증가

가 농도 증대에 더 크게 기여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육성돈과 비육돈에서 동물의 활동성은 자돈에 비해 변동이 

적지만 암모니아 농도는 일정 수준을 유지하여 육성돈은 평

균 4.78 ㎍ m-3로 측정되었고, 비육돈은 1.52 ㎍ m-3로 측정되

었다. 육성돈은 Fig. 6(b)와 같이 활동성이 최고점인 14시 44

분, 활동성 0.15인 시점에서도 암모니아 농도는 상대적으로 

큰 변화 없이 감소 추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비육돈의 활동성

이 증대되는 시점인 15시 06분, 활동성 0.08 지점 또한 암모니

아 농도는 다소 증가하는 듯하지만 전반적으로 일정한 농도

를 유지하는 경향을 보였다 (Fig. 6(c)). 전반적으로 동물의 활

동성과 암모니아의 농도 간에 뚜렷한 상관성이 관찰되지는 

않았다. 이는 축산시설 내부에서 발생하는 암모니아의 주 발

생원은 동물의 분뇨로 대부분의 분뇨는 바닥 아래의 피트에 

저장되므로, 동물의 움직임이 피트에서 발생하는 암모니아의 

휘발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

단된다.

환기량이 축산시설 내부의 암모니아 및 미세먼지의 농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2020년 6월 16일 비육돈사의 

환기량과 내부 암모니아 농도를 Fig. 7과 같이 도시하였다. 

Fig. 7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암모니아 농도가 높을때 환기량은 

낮으며, 환기량이 점차적으로 증가하면서 암모니아 농도는 

급격히 하강하는 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돈사에서 

암모니아 농도는 시설 내부의 여러 가지 물질의 배출 메커니

즘 중에서도 복잡한 양상을 띠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Sousa 

et al., 2004). 암모니아 농도는 동물의 분변량 및 바닥면의 공

기 흐름, 온도 변화에 따른 환기량에 영향을 받는다. 

3. 동물의 활동성과 미세먼지 농도의 상관성 분석

가. 동물의 성장단계에 따른 분석

동물의 활동도는 돈사 내부와 환기팬 주변으로 구분하여 

평가하였는데, 이는 일반적으로 돈사, 특히 비육돈사의 경우, 

구조적 형태가 일방향으로 긴 형태를 취하고 있어 돈사 중앙 

부분과 환기팬 주변의 내부 환경의 차이가 발생하며 이로 인

한 동물 활동성의 차이를 반영하기 위함이다. Fig. 8 (a), (c)와 

같이 동물의 활동성은 돈사 안쪽과 환기팬 주변에서 유사하

게 움직이는 경향을 보이기도 하는데, 이는 작업자의 움직임

에 먼저 반응한 동물의 움직임이 연쇄적으로 영향을 미쳐 짧

지만 일정 시간 간격을 두고 환기팬 주변 동물의 활동성이 

커진 것으로 보인다. 또한 Fig. 8(b)와 같이 육성돈의 활동성과 

미세먼지 농도 변화도 활동성 증가 후 미세먼지의 농도가 연

쇄적으로 상승하는 경향을 보였다.

아울러 돈사 내부의 PM10 배출농도의 변화를 살펴보면 모

든 성장단계에 있는 동물의 활동성은 실내 PM10 배출농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든 성장단계에서 가

장 높은 활동성을 보인 시간은 약 15시경으로 관측되었는데, 

이때는 급이가 시작되는 시간으로, 기존 연구 (Costa et al., 

2007 a, b; Kwon et al., 2016)에서 밝혀진 바와 같이 동물의 

활동성이 급격히 증가하였고, 활동성 증가와 연쇄적으로 

PM10의 배출농도가 증가하는 경향을 볼 수 있다. 

급이의 영향은 동물의 성장단계별 특성에서도 나타난다. 

비육돈은 자돈과 육성돈에 비해 활동성이 상대적으로 낮지만, 

PM10 배출농도는 높게 관측되었다. 급이가 시작되는 15시경 

자돈의 활동성 지수는 0.196, PM10 배출농도는 198.66 ㎍ m-3

으로 나타났고, 비육돈의 활동성은 0.08, PM10 배출농도는 

258.04 ㎍ m-3로 약 1.30배 크게 나타났다. 비육돈이 상대적으

로 활동성이 적지만 미세먼지 배출량이 높은 원인은 급이 유

Fig. 7 Comparison between ventilation rate and NH3 concentration for fattening pigs on Jun. 16th 2020, Farm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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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이 축산시설 내 발생하는 미세먼지의 주요 원인으로 (Heber 

et al., 1988), 자돈은 비육돈과 달리 습식 급이를 하기 때문에 

비산되는 먼지의 양이 적어 자돈의 활동성이 2.45배 크지만, 

배출되는 미세먼지 농도는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축

산시설 내 미세먼지 주요 발생원으로 원인으로 알려진 동물

의 털 및 각질 등 생활환경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도 

(Mankell et al., 1995) 성장단계가 큰 비육돈에서 발생량이 큰 

것에 기인한다. 

축산시설 미세먼지 발생의 주요 원인으로 바닥면 재 비산 

문제를 들 수 있는데, 이는 활동성이 활발한 자돈사에서 그 

특성을 찾을 수 있다. 자돈은 육성돈과 비육돈에 비해 활동성

이 큰 편이며, 활동성에 따라 PM10 농도도 상승하는 경향을 

보인다. Fig. 8 (a)에서 12시 16분경 21.90 ㎍ m-3까지 낮아진 

PM10의 농도가 12시 26분 (Movement score indoor 0.18)부터 

동물 활동성이 증가하면서 미세먼지 농도도 12시 32분 81.50 

㎍ m-3까지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 시간대는 급이 시간이 

아니므로 동물의 활동이 활발해짐에 따라 바닥면의 PM10이 

재 비산된 경우로 볼 수 있는데, 자돈사는 내부 환경조절에 

민감하여 위생 상태가 양호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에도 동

물의 활동성 증가에 따라 PM10 농도가 3.72배 증가하였다. 이

와 같은 결과는 동물의 활동성이 PM10의 재 비산에 크게 영향

을 미치고 있음을 시사한다. 

한편 PM2.5 농도는 Fig. 9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동물의 활

동성에 따라 일부 동일하게 변동하는 경향을 보이긴 하지만 

(a) Weaning pigs on Sept. 24th 2020, Farm B

(b) Growing pigs on Mar. 12th 2020, Farm A

(c) Fattening pigs on Jun. 16th 2020, Farm B

Fig. 8 Variation of PM10 concentration according to animal activ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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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로 뚜렷한 상관관계를 보이지는 않았다. 양돈시설에서 

배출되는 PM2.5 농도는 축산시설 내부에서 생성되기 보다는 

외부에서 환기에 의해 유입된 PM2.5가 배출구로 배출되는 것

으로 알려진 바 있다 (Park et al., 2020). 이에 따라 PM10과 

비교할 때 동물의 활동성이 크게 변동하는 구간에서도 그 변

화의 폭이 매우 적거나 일정 수준을 유지하였다. 이는 Fig. 

9와 같이 모든 성장단계의 돈사 내부 PM2.5 농도에서 동일한 

결과를 나타냈다. 단, 육성돈에서는 PM2.5의 농도 또한 동물의 

활동성과 비교적 유사한 변동 형태를 보이고 있다. 결과적으

로 PM2.5의 농도는 동물의 활동성에 영향을 받기도 하지만 그 

영향은 PM10보다는 작다고 판단할 수 있다.

축산시설 내부의 미세먼지 발생은 시설 내부의 위생 상태, 

급이 유형, 동물의 생물학적 특성에 의한 영향이 큰 것으로 

판단되고, 외부로 배출되는 미세먼지 농도 및 내부의 재 비산

되는 미세먼지 농도의 증가는 동물의 활동성에 큰 영향을 받

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축산시설 PM2.5와 같은 초미세먼지

의 경우 시설 발생량뿐만 아니라 주변 지역의 기상과 사회적 

요인에 따른 영향도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

나. 관측지점에 따른 분석

관측지점별 동물 활동성과 미세먼지 농도의 상관성 모니터

링 분석 결과는 Fig. 10과 같다. 관측지점은 돈사 중앙과 배기

팬으로 구분하였다. Fig. 10(a)는 자돈사 PM10 농도 관측 결과

로 급이 시간인 14시 35분 49초에 중앙 관측지점은 196.62 

(a) Weaning pigs on Sept. 24th 2020, Farm B

(b) Growing pigs on Mar. 12th 2020, Farm A

(c) Fattening pigs on Jun. 16th 2020, Farm B

Fig. 9 Variation of PM2.5 concentration according to animal activ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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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3로 PM10 농도가 급격히 증가하였고, 팬 주변 관측지점 

또한 14시 35분 55초 195.5 ㎍ m-3까지 증가하여 활동성에 따

른 증감은 두 지점이 동일한 경향을 보였고, 시간 차이도 미미

한 것으로 나타나 돈실 중앙 지점과 배기팬 앞 측정지점이 

동시에 미세먼지 농도가 변화하는 것으로 관측되었다. 이는 

자돈사의 구조적 특성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자돈은 

내부 환경조절에 민감하여 돈실 크기가 비육돈에 비해 작고 

정방형 구조를 갖기 때문에 돈방 중앙과 배기팬까지 거리가 

4∼5 m 이내로 측정 지점이 근거리에 위치하여 동물의 활동

이 연쇄적으로 일어나기 쉽고, 돈실 전체의 농도 또한 관측지

점에 따른 변동은 적은 것으로 사료된다. 

반면 비육돈은 일방향으로 긴 형태의 구조를 가져 중앙 돈

방에서 배기팬까지 30 m 이상 물리적 거리 차이가 있으며 

사육밀도 또한 높지만, 급이 시간을 제외하고는 동물의 활동

성이 낮다는 특성이 있다. 비육돈사에서 급이가 시작된 후 14

시 58분 07초 118.62 ㎍ m-3까지 증가한 PM10 농도는 배기팬 

앞에서 15시 07분 55초 135.86 ㎍ m-3로 관측되었다. 비육돈사

는 자돈사와 달리 배기팬 앞에서의 배출농도가 1.15배 증가하

였고, 지점별 최고치를 보이는 시간 차이도 9분 정도 소요되어 

관측지점과 미세먼지 농도 차이의 개연성은 있는 것으로 보인

다. 따라서 추후 동물 활동성과 미세먼지 농도 차이의 데이터 

수집 및 명확한 메커니즘 분석을 위해서는 관측지점을 확대하

여 영상 자료 및 미세먼지 농도 분석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a) Weaning pigs on Sept. 24th 2020, Farm B

(b) Weaning pigs on Oct. 6th 2020, Farm B

(c) Fattening pigs on July 29th 2021, Farm B

Fig. 10 Variation of PM10 concentration according to animal activity and measuring po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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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결 론

본 연구에서는 돈사에서 동물의 활동성과 암모니아 및 미

세먼지 배출농도와의 상관성을 분석하기 위해 영상처리 알고

리즘 기반 동물 활동성 평가 모델을 구축하고, 이를 기반으로 

성장단계별 동물 활동성과 미세먼지 배출농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동물 활동성 평가를 위해 영상처리 알고리즘 기반 평가기

법을 개발하고 이를 전문가 그룹이 육안으로 평가한 결과

와 비교하여 검증하였다. 그 결과 10초 단위 영상을 사용할 

경우 결정계수는 0.72 (p-value<1e-16)로 나타났으며 영상

처리 알고리즘 기반 동물 활동성 지수 산정 방법이 충분히 

신뢰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2. 동물의 활동성과 암모니아 농도의 상관성 분석 결과 활동

성과 암모니아 농도는 큰 개연성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는

데, 그 원인은 암모니아 발생은 동물의 분변이 미치는 영향

이 크고, 동물의 분변은 피트에 저장되어 동물의 움직임에 

직접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실내 암모니아 

농도는 동물의 움직임보다는 환기량에 더 영향을 받는 것

으로 나타났다.

3. 축산시설 내부의 PM10 농도의 변화는 동물의 활동성과 긴

밀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자돈, 육성돈, 

비육돈의 모든 사육 단계에서 급이 시간과 같이 동물의 

활동성이 증가할 때 PM10 농도 또한 증가 추세를 보였고, 

활동량이 적은 낮 시간은 PM10 농도 또한 안정적으로 유지

되는 경향을 보였다. 한편 PM2.5는 동물의 활동성에 부분적

으로 영향을 받는 경향을 보였는데, 이는 외부에서 환기에 

의해 유입된 PM2.5가 실내 PM2.5 농도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4. 자돈은 비육돈에 비해 활동성이 2.45배 정도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으나, 내부 PM10 농도는 비육돈이 약 1.30배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급이 유형과 성장단계에 따른 생

물학적 변화가 미치는 영향으로 판단되고, 자돈사의 PM10 

농도 변화가 비육돈사보다 자주 나타나는 것은 활동성이 

많은 자돈이 바닥면의 입자상 물질을 재 비산 시켜 변화의 

양상이 더 빈번히 나타나는 것으로 판단된다.

향후 여러 측정지점에 대한 분석과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한 데이터의 축적이 동물 활동성과 축산시설 오염물질 배

출과 상관관계 규명에 요구된다. 동물의 활동도를 고려한 암

모니아와 미세먼지의 배출 특성은 현재 사용되고 있는 획일

적인 배출계수 산정 과정을 보다 현실적으로 보완하는데 의

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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