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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국내 축산업의 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밀집 사육 및 단지화로 인

하여 질병에 의한 피해 역시 증가하고 있다. 질병의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질병의 확산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

는 노력이 시행되고 있으나, 공기 중 전파에 의한 질병 확산에 대

한 연구는 다소 미비한 실정이다.

본 논문에서는 실험 축사 내부의 환기구조에 따른 공기 중 질병

의 확산을 분석하기 위하여 병원체가 흡착된 에어로졸과 유사한 거

동을 보이는 추적가스를 이용하여 내부의 농도 분포를 분석하는 현

장실험을 수행하였다. 또한, 현장에서는 가시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축사 내부의 기류 분석 및 병원체를 감지할 수 있는 센서 혹은 포

집기의 최적 위치 선정을 위하여 전산유체역학 시뮬레이션을 수행

하였다. 시뮬레이션 모델은 현장에서 측정한 추적가스 농도 분포를

토대로 검증을 수행하였으며, 다양한 환기구조와 질병발생 위치에

따른 질병의 공기 중 확산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였다.

시뮬레이션 검증 결과, 각 측정 지점별 평균 농도차이는 140 ppm

으로 현장실험에서의 안정적인 환경 조건 유지가 어려운 점을 고려

하여 적정하다고 판단하였다. 현장실험 결과, 내부 기류가 정체되어

환기 효율성이 떨어지는 위치에서 추적가스의 농도가 높게 나타났

으며, 해당 지점에서는 질병 발생 가능성 및 공기 중 포집 가능성

이 높을 것으로 판단되었다. 또한 질병의 공기 중 확산을 분석하기

위하여 도달시간의 개념을 사용하여 발생원에서의 질병의 확산을

정량적으로 분석하였다. 본 결과를 토대로, 공기 중 전파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최대 농도와 도달 시간을 이용

하여 축사 내부에서 공기 중 병원체를 포집하기 위한 센서 및 포집

기의 최적 위치를 선정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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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결과를 토대로 추후 병원체와 추적가스 농도와의 상관

관계를 바탕으로 질병의 발생을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 적정 센서

위치를 제공함으로써 향후 축사 내 질병 확산에 의한 피해를 저감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주요어 : 공기 중 전파; 추적가스; 공기유동 해석; 전산유체역학; 환기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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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국내 축산업은 2010년 총 생산규모가 17조 4,700억 원 가량으로 전체

농업분야의 40%를 차지하는 등 국내 농가의 주 소득원 중 하나이다

(Statistics Korea, 2012). 그러나 소결핵병, 브루셀라병, 구제역, 신종플루,

돼지열병,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뉴캐슬병, 가금티프스 등과 같은 법정

가축전염병 및 소모성 질병에 의하여 농가 및 정부는 직·간접적인 피해를

상시 입고 있다. Yang (2011)의 연구에 의하면 2000년 구제역에 의하여 2

조 4,000억 원, 2008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에 의하여 3,000억 원,

2010-2011년 구제역에 의하여 4조 원 가량의 방역비, 살처분비, 농가 보

상비 등의 사회적 비용 및 피해액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였다. Huh and

Woo (2008)의 연구에서는 양돈 농가의 경우 돼지생식기호흡기증후군, 이

유후전신소모성증후군 등과 같은 만성소모성질환으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

액은 3,000 두 규모의 양돈 농가를 기준으로 연간 2,500만 원이며, 전체

양돈 농가를 대상으로는 약 1조 2,000억 원에 달하는 수입손실을 입게 된

다고 보고하였다. 그러나 보고된 피해 금액 외에도 질병 발생에 따른 사

회적 및 소비자 심리 등에 의한 관련 축산물의 소비량 감소와 같은 2차,

3차 피해가 뒤따르므로 실제 발생한 피해 규모는 그 이상이 될 것이라 추

측된다. 따라서 축산 농가의 질병 발생에 따른 피해 및 경영 안정성을 확

보하기 위해서는 질병의 발생 및 확산을 미연에 방지하고, 질병 발생 시

즉각적이고 효과적인 초동 대응을 취해야 하며, 이를 위하여 질병 전파에

대한 기작을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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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Productivity in pig industry according to the scale of farm

일반적으로 질병의 전파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이 된다. 첫째, 질병에

걸린 동물의 수포액, 침 등에 의하여 오염된 사료의 섭취 혹은 음수 시

전파되는 직접 접촉 전파, 둘째, 질병발생농장의 직원, 방문객, 차량 등에

병원체가 묻어서 전파되는 간접 전파, 그리고 마지막으로 발병 가축의 재

채기나 호흡 시 발생하는 오염된 비말이 공기를 통하여 확산되는 공기 전

파이다 (QIA, 2012). Kim et al. (2006)의 연구에서는 돈사 내에서 발생하

는 공기 오염물질 중 생물학상 오염물질인 바이러스, 세균 등이 입자상

오염물질인 미세 에어로졸에 흡착하여 호흡을 통하여 공기 중으로 전파되

며, 에어로졸은 크기에 따라서 일부는 코의 점막 등에 걸러지지만 더욱

작은 입자들은 폐포에 도달하고 이로 인하여 호흡기 계통의 질병을 발생

시키는 것으로 제시한 바 있다. 일반적으로 직접 접촉 전파와 간접 접촉

전파는 역학조사를 통하여 물리적 감염경로에 대한 파악이 어느 정도 가

능하며, 이에 대한 차단 및 방역 대응책 마련이 가능하지만, 공기 중 전파

는 비가시적이고 난류 특성을 갖고 있는 공기 유동의 특성상 그 전파 경

로 파악 및 기작에 대한 이해가 어렵다. 실제로 상당수의 연구자가 현장

실험을 통한 질병의 공기 중 전파의 정성적, 정략적 분석에 대한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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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지적하고 있는 바이다.

질병의 공기 중 전파에 대한 연구 수행 시 바이러스와 같은 병원체를

이용할 경우 다음과 같은 제한 사항이 따른다. 첫째, 실험 동물 개체에 병

원체를 주입하여 감염시킨 뒤, 다시 이로부터 병원체가 배출되기까지 잠

복기를 포함하는 시간을 예측 및 조절하기 어렵고, 둘째, 개체별로 면역력

의 차이로 병원체의 배출량, 배출속도 등을 일정하게 조절할 수 없으며,

셋째, 방역 및 질병 전파 가능성 문제 등의 이유로 병원체를 이용한 실험

을 위한 실험 장소의 확보가 어렵고, 넷째, 실시간으로 병원체의 유무 결

과를 판단하기 어렵다.

이와 같은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질병의 전파 및 확산은 에어로졸과

같은 입자상 물질을 매개체로 이루어진다는 점과 호흡기까지 들어오는

2.5 ㎛ 이하의 작은 입자의 경우 공기 중 거동과 가스상 물질의 공기 중

거동이 상당히 유사하다는 점 (Zhang and Chen, 2007; Qian et al., 2008;

Gao et al., 2008) 등을 근거로 상대적으로 다루기 쉽고, 측정 및 그 정확

도롤 확보하기 용이한 가스상 물질을 이용하여 간접적으로 공기 중 질병

전파를 확인하고 연구할 수 있다.

최근에는 현장실험의 어려움 등으로 인하여 추적가스 실험법 외에도 시

뮬레이션 모델을 통하여 실내를 대상으로 인체에서 병원체가 배출되었을

때 확산되는 경향을 정량적으로 분석하고자 한 사례가 있으나 (Gao and

Niu, 2006; Qian et al., 2008), 축사의 경우 사람이 활동하는 공간과는 환

경이 매우 상이하므로 축사에서의 환기 구조 및 내부 특정 시설물에 의하

여 형성되는 공기 기류와 축사 내부의 질병 확산의 관계를 규명하는 연구

가 필요하다. 이를 통하여 가령 축사 내 질병이 발생하였을 경우, 신속한

초기 진단을 위하여 어느 위치에서 공기 중 병원체의 유무를 조사할 것인

지, 어느 구역이 질병의 감염발생 확률이 높은지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여

빠른 질병에 대한 빠른 대응책 마련이 가능할 것이다. 또한 질병이 발생

하지 않는 시기에도, 질병 발생 확률이 높은 곳의 집중적인 사양관리를

통하여 안정적인 생산성을 꾀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추적가스 기법을 이용하여 축산 시설 내부에

서 발생하여 확산되는 병원체를 포함하는 미세 에어로졸을 가스상 물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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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하여 이에 대한 공기 중 확산 현상에 대한 메커니즘 분석을 실시하고

자 하였다. 이를 위한 가정은 다음과 같다.

1. 공기 중 전파는 감염개체에서 발생한 병원체가 축사 내부에 발생하

는 사료, 분뇨의 분진과 같은 에어로졸에 흡착되어 이루어진다 (Li et al.,

2007 ;Weber and Stilianakis, 2008).

2. 호흡을 통하여 호흡기 내로 들어가는 에어로졸의 공기역학적 직경은

100 ㎛ 이하이며, 호흡기 말단인 폐포까지 도달하는 에어로졸의 공기역학

적 직경은 2.5 ㎛ 이하이다 (Hinds, 1999; Li et al., 2007, Xie et al.,

2009).

3. 일반적인 축사의 실내 조건에서 가스상 물질의 확산은 에어로졸의

확산과 동일하다 (Zhang and Chen, 2007; Qian et al., 2008; Gao et al.,

2008).

질병 확산 및 방역 문제 등의 제한사항이 있기 때문에, 위의 가정을 바

탕으로 병원체 대신 가스상 물질인 추적가스를 사용하였고, 실험 돈사 내

다양한 감염원의 위치를 가정하여 환기 형태에 따른 추적가스의 실시간

확산 모니터링 실험을 수행하였다. 또한, 전산유체역학 (Computational

fluid dynamics, CFD) 시뮬레이션을 이용하여 현장실험에서 파악하지 못

하는 비가시적인 유동의 특성을 파악하고, 이와 같은 정성, 정량적인 분석

을 통하여 질병의 공기 중 전파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고자 하였

으며, 축사에서의 질병 발생을 빠르게 알아낼 수 있도록 병원체를 검출할

수 있는 센서 또는 공기 중 에어로졸의 포집을 위한 포집기의 위치 선정

을 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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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사

미국 질병관리센터 (Centers for disease control, CDC)의 Guideline

(CDC Isolation Guideline , 1996)에서는 질병의 전파를 접촉 전파

(Contact transmission), 액적 전파 (Droplet transmission), 공기 중 전파

(Airborne transmission), 공동 매개물 전파 (Common vehicle

transmission), 그리고 매개체 전파 (Vector-borne transmission)와 같이

다섯 가지의 방법으로 구분한 바 있다. 접촉 전파는 감염군과 비감염군이

직접 맞닿아 감염되는 직접 접촉 전파 (Direct contact transmission)와

감염군에서 사용한 기구를 소독하지 않고 비감염군에 사용하여 감염되는

간접 접촉 전파 (Indirect contact transmission)로 나뉜다. 액적 전파는 감

염군에서 재채기, 기침 등으로 발생한 병원체가 포함된 액적이 비감염군

에 도달하여 감염되는 경우이다. 공기 중 전파는 병원체를 보유하고 있는

지름 10 ㎛ 이하의 매우 작은 입자가 공기 중에 부유하다가 호흡에 의하

여 체내에 흡수되어 감염되는 것을 의미한다. 공동 매개물 전파는 식품,

약품, 물 등의 무생물적 매질에 의한 감염이며, 매개체 전파는 모기, 파리,

쥐 등에 의하여 감염되는 경우이다. 병원체가 전파되는 경우 종에 따라

최적의 조건이 다르긴 하지만, 대체적으로 낮은 온도와 높은 습도 조건에

서 생존력이 높다고 알려져 있다. Weber and Stilianakis (2008)은 질병의

전파를 질병관리센터의 기준에 추가적으로 공기역학적 직경

(Aerodynamic diameter)을 세분화하여 재분류한 바 있다. 병원체를 포함

하는 입자의 공기역학적 직경이 100 ㎛ 이상인 경우 호흡을 통하여 감염

이 불가능한 것으로 보고 이를 직접 전파로 정의하였다. 액적 전파는 주

로 공기역학적 직경이 10∼100 ㎛ 일 때 발생하며, 호흡을 통하여 호흡기

의 초입까지 도달할 수 있고, 공기 중 전파는 공기역학적 직경이 10 ㎛

이하인 경우 주로 발생하며, 호흡기의 말단부, 예를 들어 폐포까지 도달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공기역학적 직경 크기에 따라서 공기 중

에 부유하는 체류시간은 스토크스 법칙 (Stoke’s law)에 의하여 공기역학

적 직경의 제곱에 반비례한다. 이는 입자가 작을수록 몸속 깊숙이 침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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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감염력이 높아진다고 볼 수 있으며, 또한 공기 중에 체류하는 시간이

길어 호흡을 통한 질병의 전염 확률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에어로졸은 연기, 흄, 안개, 먼지, 액적 등과 같은 물리적으로 생성된 미

세한 고체 및 액체 입자로 정의된다 (Hinds, 1999). 많은 연구들에서 공기

중 전파는 병원체가 에어로졸에 부착되어 이동하며, 이 때 더욱 높은 생

존력을 지니는 것으로 확인된 바 있다 (Weber and Stilanakis, 2008; Zhu

et al., 2006). 이에 Chao et al. (2009), Morawska et al. (2009), Xie et al.

(2009), Zhu et al. (2006) 등은 사람을 대상으로 재채기, 기침, 대화 시에

구강으로부터 발생하는 입자들의 입경 분포를 연구하였다. 사람에서 발생

하는 입자의 크기는 1000 ㎛ 이하로 나타났으며, 주로 100 ㎛ 이하에서

가장 많은 분포를 보였다. 기침 시 평균적으로 6.7 ㎎의 액적이 발생하였

고, 이 때 유속은 11.2 m·s-1으로 나타났다. 돈사에서 발생하는 입자의 경

우 40 개·cc-1의 결과를 얻을 수 있었으며 (Gloster et al., 2007), Kim et

al. (2006)의 연구에서는 돈사 내부의 부유 먼지의 농도를 측정하여 평균

적으로 1.88 mg·m-3으로 확인되었다. Demmers et al. (2003)은 돈사 내부

에서도 주로 확인되는 입자의 크기가 100 ㎛ 이하라고 보고한 바 있다.

육계사의 경우 총부유분진 (Total suspended particles, TSP)의 농도가

737 ㎍·m-3에서 11,387 ㎍·m-3으로 나타났으며(Redwine et al., 2002), 육

계 한 마리가 1년간 발생시키는 PM10의 양은 4.88 g으로 확인되었다

(Roumeliotis and Heyst, 2007). Takai et al. (1998)는 지역별, 계절별로

우사, 돈사, 계사에서의 호흡기성 분진의 농도를 측정한 바 있다. 이처럼

축사 내에서 발생하는 에어로졸은 주로 공기역학적 직경이 100 ㎛ 미만인

분진들로, 축사 내부는 호흡기를 통하여 감염될 가능성이 높은 환경이 조

성되어 있다.

질병의 공기 중 전파를 분석하기 위하여 다양한 방법이 시도되었다.

Ijaz et al. (1987)는 세 가지 습도조건에서 분무기 (Nebulizer)를 이용하여

바이러스가 포함된 에어로졸을 발생시킨 뒤, 이를 집진장치 (Impinger)를

이용하여 포집한 뒤 각 바이러스의 생존 여부를 판단하였다. Brockmeier

and Lager (2002)와 Kristensen et al. (2004)는 돼지생식기호흡기증후군

바이러스 (Porcine reproductive and respiratory syndrome virus,



- 7 -

PRRSv)와 B. bronchiseptica (Bordetella bronchiseptica) 등 돼지의 호흡

기성 질병의 공기 중 전파를 확인하기 위하여 질병에 감염된 돼지로부터

발생한 공기가 환기를 통하여 감염되지 않은 돼지로 이동하는 현상을 확

인하는 실험을 수행하였으며, 이 때 비감염군의 돼지가 질병에 감염이 되

어 실제 병원체의 공기 중 전파를 확인하였다. 공기 중 전파가 가능한

PRRSv (Ha et al., 2012)와 구제역 바이러스 (Foot and mouth disease

virus, FMDv) (Amaral Doel et al., 2009) 등에 대하여 공기 시료 포집

장치별 포집 성능을 측정한 바 있다.

가축의 질병을 대상으로 공기 중 전파를 확인한 연구들은 많지만 실제

병원체의 이동을 분석하기 위하여 전파 경로를 확인하는 연구는 거의 없

었다. 병원체의 이동에 관한 연구는 사람에 관련된 질병을 대상으로 주로

연구가 진행된 바 있다. 이 때, 실제 병원체에 비하여 안전하고 측정이 간

편한 추적가스를 사용하였으며, Gustafson et al. (1982), Bloch et al.

(1985), Jayaraman et al. (2006), Qian et al. (2008) 등은 병원, 사무실과

같은 건축물을 대상으로 실험을 진행하였고, Zhang et al. (2007), Yan et

al. (2009), Zhang et al. (2009), Zhu et al. (2010) 등은 버스, 항공기와 같

은 교통수단을 대상으로 실험을 진행하였다.

최근에는 공기 중 전파에 대하여 정량화, 가시화 분석을 위하여 전산유

체역학기법을 이용하여 확산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공기 중으로 확

산되는 병원체를 분석하기 위하여 전산유체역학에서는 두 가지 방법을 사

용할 수 있다. 하나는 개개의 입자에 작용하는 항력, 부력, 중력 등을 계

산하여 움직임을 추적하는 입자 추적법 (Particle tracking)이며, 다른 하

나는 입자의 움직임을 연속체로 가정하여 해석하는 추적가스법 (Tracer

gas technique)이다. Zhu et al. (2006), Gao et al. (2007, 2008), Chao et

al. (2008), 그리고 Richmond-Bryant (2009) 등이 입자추적법을, Li et al.

(2005), Gao and Niu (2006), Jayaraman et al. (2006), Mazumdar and

Chen (2008), Zhang et al. (2009), 그리고 Zhu et al. (2010) 등은 추적가

스법을 이용하여 병원체의 공기 중으로 확산을 연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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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재료 및 방법

축사 내부에서의 병원체 확산을 확인하기 위하여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내의 실험 돈사에서 추적가스를 이용한 현장실험을 수행하였다. 추적가스

는 일정주입법을 이용하여 주입하였고, 다양한 감염원의 위치를 가정하여

추적가스를 발생시켰으며, 이를 돈사 내부의 여러 지점에서 실시간으로

농도 확산 추이를 모니터링 하였다. 추적가스가 측정 지점에서 일정 농도

에 도달하는 도달시간 (Response time)과 각 측정 지점에서의 최대 농도

값이 발생하였을 때의 농도분포를 확인하여 질병의 공기 중 확산 형태를

예상하고 경향성을 비교해 보고자 하였다.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의 실험

돈사의 경우 다수의 실험이 예정되어 실험을 진행할 수 있는 기간이 제한

되어 있기 때문에 환기 구조적 및 발생원의 위치가 비교될 수 있두록 실

험의 순서를 정하여 10 개의 케이스만을 수행하였으며 이외의 추가실험은

전산유체역학 시뮬레이션을 통하여 보완하였다. 모델을 설계하기 위하여

GAMBIT (version. 2.4. Fluent Co. New Hampshire, USA)을 이용하였

다. 설계한 모델은 FLUENT (version. 6.3. Fluent Co. New Hampshire,

USA)를 이용하여 내부의 연속체의 확산 및 유동의 변화를 확인하였다.

또한 현장실험을 보완하여 다양한 환경조건 및 발생원의 위치에 따른 확

산 경향을 분석한 전산유체역학 시뮬레이션 결과를 토대로 질병 발생을

확인하기 위한 적정 위치를 제시하고자 한다.

3.1. 추적가스법

추적가스법은 기계 환기나 자연 환기 측정, 침기 발생 확인 등에 주로

사용된다. Han (1999)은 추적가스의 필요조건으로 독성이 없는 안전성,

화학적으로 안정하고 폭발성 및 불연성이 없는 안정성, 일반 대기 중에

존재하지 않는 유일성, 측정이 편한 측정가능성 등을 제시한 바 있다. 추

적가스로 주로 사용되는 물질은 헬륨 (He), 수소 (H2), 수증기 (H2O), 메

탄 (CH4), 이산화탄소 (CO2), 질산화물 (NOx), 육플루오르화황 (SF6), 과



- 9 -

불화탄소 (PFCs), 방사성 물질 등이 있다. 최근에는 SF6와 PFCs를 주로

사용하는 추세이나 대기보다 가스의 밀도가 높기 때문에 내부 유동 현상

을 파악하는데 한계가 존재하며, 최근에는 온실가스로 지적되고 있다.

CO2는 사람의 움직임이나 호흡의 영향을 받을 수 있고, 높은 농도에서 위

험하다는 단점이 있지만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하고 측정 장비의 정확도

가 상대적으로 높으며, 일반적인 농도 분포의 범위가 넓어 지역에 따른

차이를 분석하기 쉬운 장점이 있다.

추적가스 실험법으로는 농도감쇠법 (Tracer gas decay), 일정주입법

(Constant injection), 일정농도법 (Constant concentration), 펄스법 (Pulse

injection) 등이 있다(Sherman, 1984). 농도감쇠법은 가장 자주 사용되는

방법으로 실험 공간을 추적가스로 가득 채운 뒤 환기를 시작하여 감소되

는 농도를 측정한다. 이는 다음과 같은 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

×
 (1)

 : 추적가스 농도 (moles tracer gas·moles air-1)

 : 환기율 (h-1)

 : 회귀 식을 이용하여 얻은 변수 값

일정주입법은 일정한 양의 추적가스를 실험공간에 계속 주입하는 것으

로, 기계환기와 같은 높은 환기 조건에 사용하기 알맞다. 추적가스 주입량

이 일정할 때 다음과 같은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









 (2)

 : 환기량 (m3·h-1)

 : 추적가스 주입량 (m3·h-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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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 내부 상태가 정상 상태에 도달한다면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

다.

 


when  ≪  (3)

일정농도법은 실험공간 내에 측정 지점에서 추적가스의 농도를 일정하

게 유지하기 위하여 추적가스 발생량을 조절하는 방법이다. 이는 실시간

으로, 실별로 환기량을 측정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농도에 따라 발생

량을 조절하기 위한 시스템이 필요하다.




(4)

 : 시간 T동안 평균 변수 값

 : 목표 추적가스 농도 (moles tracer gas·moles air-1)

펄스법은 환기 전부터 농도의 측정을 시작하여 일정량의 추적가스를 짧

은 시간동안 주입하여 증가하였다가 감소하는 농도를 측정하여 환기량을

계산할 수 있다. 추적가스의 배출이 충분히 이루어졌다면 다음과 같은 식

을 이용할 수 있다.

 


(5)

이번 연구에서는 공기 중 전파에 의한 확산을 분석하기 위하여 돈사 내

에서 질병 감염 개체가 재채기, 기침 등으로 병원체를 배출하는 것을 가

정하였다. 이는 펄스법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으나, 추적가스의 농도 측정

의 정확도를 감안하여 돈방 내에 다수의 감염된 개체에 의하여 연속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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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병원체가 발생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일정주입법의 실험법을 이용하여

실험을 진행하였다.

3.2. 전산유체역학 시뮬레이션

전산유체역학은 유동을 지배하는 비선형 미분 방정식(Navier-Stokes

Equation)을 수치해법을 통하여 이산화하여 근사적인 대수방정식으로 바

꾸고, 이 해를 수치적으로 풀어 복잡한 유체의 흐름을 분석하는 방법이다.

이러한 수치해법을 위하여 다양한 상용전산유체역학 프로그램이 개발 및

이용되어 왔으며, 본 연구에서는 GAMBIT을 전처리 툴로, 방정식의 계산

을 수행하는 메인모듈로 FLUENT를 사용하였다. GAMBIT을 이용하여

전체적인 구조와 격자망을 형성하여 해석 영역(Spatial Domain)을 설정하

였고, 여기에 경계조건을 지정해 주었다. 해석할 영역을 3차원의 부피를

가지는 모델로 설계한 후 내부에 세부 구조를 형성한 뒤 유한개의 3차원

격자망을 구성한다. 이 때, 격자는 시뮬레이션의 정확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하나이므로 설계 시 그 형태가 안정적이어야 하며, 이를

판단하기 위하여 각 격자들의 안정도를 Equiangle skew 공식을 통하여

구하여 격자 설계의 완성도를 판단할 수 있다.

  max




max


 max 

 (6)

max : 면이나 격자의 가장 큰 각

min : 면이나 격자의 가장 작은 각

 : 면이나 격자의 등각(삼각형: 60도, 사각형: 90도)

Equiangle skew 공식에 의한 뒤틀림 정도가 6면체의 경우 0.85를 넘지

않아야 하며, 4면체의 경우 0.9를 넘지 않아야 연산 이 후 데이터의 신뢰

성이 확보되었다 할 수 있다(GAMBIT user`s guide,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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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인 모듈인 FLUENT에서는 격자망을 구성하는 각각의 미소 격자에

대하여 Navier-stokes 방정식을 적용하여 유체 및 에너지의 이동현상 등

을 해석하며, 이 때 필요한 방정식은 질량, 운동량, 에너지 보존법칙을 미

소 체적에 적용하여 얻은 비선형 연립 편미분방정식이다.

∂

∂
∇·  (7)

∂

∂
∂

∂
∇·∇∇· (8)




∇·∇·∇




 ·

 (9)

 : 밀도 (㎏·m-3)

t : 시간 (s-1)

 : 속도 (m·s-1)

 : 정압 (㎏·m-1·s-2)

 : 화학반응에 의한 질량소스항 (㎏·m-2)

 : 응력 텐서 (㎏·m-1·s-2)

 : 중력가속도 (m·s-2)

 : 외력 (㎏·m·s-2)

 : 총에너지( ㎏·m·s-2·㎏-1)

 : 유효 전도율 (㎏·m-1·s-3·K-1)

 : 온도 (K)

 : 종의 현열엔탈피 (㎏·m-2·s-2·㎏-1)

 : 종의 확산플럭스 (㎏·m-2·s-1)

 : 유효응력텐서 (㎏·m-1·s-2)

 : 화학반응이나 복사에 의한 엔탈피 증가 (㎏·m-1·s-3)

3.3. 실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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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주입법을 이용한 추적가스 실험을 통하여 축사 내부의 감염개체에

서 발생하는 병원체를 모의하고자 하였으며, 이를 내부에서 실시간으로

측정하여 병원체의 확산경향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또한, 전산유체역학 시

뮬레이션을 이용하여 모든 환기 구조 및 발생원 위치에 대한 분석을 통하

여 축사 내부의 질병 발생을 빠르게 파악할 수 있는 적정 위치를 제시하

고자 한다.

3.3.1. 추적가스 실험 순서

축사 내에서의 공기 중 질병 확산 경향을 확인하기 위한 추적가스 실험

은 2011년 7월 19∼22일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내의 실험돈사 (경기도 안

양시 만안구 소재)에서 수행하였다. Fig. 2와 같이 돈사의 크기는 폭 9.55

m, 길이 9.7 m, 높이 2.6 m이다. 중앙의 복도를 기준으로 양쪽에 각각 5

개씩 돈방이 존재하며, 돈방이 위치한 방향의 벽엔 1.6 m × 1.2 m 크기

의 창문이 1.1 m 높이에 3 개씩, 그리고 지름 0.3 m의 환풍기가 2 m 높

이에 3 개씩 위치한다. 돈방의 벽측 바닥부는 슬롯으로 이루어진 분뇨배

출구로 각 벽의 분뇨배출구는 하나로 연결되어 외부와 연결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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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Outside view

(b) Inside view

Fig. 2 Structure of experimental pig house for field experiment

실험에서는 추적가스인 이산화탄소의 농도를 측정하기 위한 이산화탄소

농도 측정기 (MultiRAE IR, RAESYSTEMS, USA), 돈사 내부로 들어오

는 공기의 유속 및 온도를 측정하기 위한 멀티 측정기 (Testo 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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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STO, Germany) 등의 장비가 사용되었다. 돈사에 설치된 환기장치로

총 6 대의 일반 건물용 환기팬과 지름 0.2 m 가량의 유입구가 존재하지

만 팬의 풍량이 겨울철 최소 환기량인 0.1 AER에 미치지 못하여 실험 설

계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대당 10  min ) 지름 0.4 m의 팬

두 대를 창문에 설치하여 최대 0.33 AER (Air Exchange Rate, min-1)의

환기량을 확보하였다. 또한 환기팬을 가동할 때 돈사 내부에 형성되는 음

압에 의하여 입기구 이외에 개방되어 있는 분뇨배출구로부터 외부 공기가

유입되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또한 침기로 인한 입기구에서의 환기량 저

하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실험 오차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분뇨배출구

의 슬롯을 합판과 비닐천을 이용하여 완벽하게 차단하고, 창문을 비닐천

으로 막아 침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였다. 또한 입기구로 사용하는 창문

의 경우 면적이 돈사의 체적대비 넓기 때문에 입기되는 공기의 유속이 실

제 돈사를 고려하였을 때 상대적으로 낮아, 내부에 기류가 효과적으로 형

성되는데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유속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창문의 1/4

넓이만을 이용한 입기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Fig. 3 MultiRAE IR (RAESYSTEMS, USA) and the installation of

MultiRAE IR at point for measuring the change of tracer gas concen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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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Testo 435 (TESTO, Germany) for measuring inlet velocity and

temperature

Fig. 5 The fans for forming

negative pressure ventilation

inside the pig ho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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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Sealing the windows and the slotted floor for prevention of air

infiltration

Fig. 7 The inlet window opened only one quarter to

increase inlet air velocity than full-opened condition

Fig. 8은 실험 설계 조건을 도시한 것으로 실험 시 창문을 통한 입기

방향 및 입기구의 위치 (도형 ⇨, A, B, C)와 추적가스인 이산화탄소 가

스의 배출 위치 (도형 △, 1, 2, 3) 및 0.5 m 높이에서의 센서 위치 (검정

동그라미, 9 개)와 1.3m 높이에서의 센서 위치(회색 동그라미, 8 개)를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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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낸다. 실험은 입기구 위치 세 가지 경우와 이산화탄소 발생원 위치에

따른 세 가지 경우 및 입기구의 설치 높이에 따른 두 가지 (Upper,

Lower) 경우를 조합하여 총 18 가지의 환경 조건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실험 여건에 따라 우선적으로 연구에 필요한 10

가지 환경 조건에 대한 실험을 실시하였다. 입기구의 위치는 내부 구조의

대칭성을 고려하여 배기구와 일직선상에 놓인 위치, 대각방향으로 가장

먼 위치, 동일면의 위치로 정하였다. 발생원의 위치가 배기구와 가까운 경

우 내부로 확산 되지 않고 바로 배출되어 내부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

아 확산 경향 분석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여 확산 경향이 나타나도록 입

기구 근처 및 배기구와 먼 쪽의 돈방에서 발생원을 설치하였다. 돼지의

호흡 높이와 작업 환경 높이로 가정한 0.5 m와 1.3 m 높이에서 측점을

설정하였으며, 돈사 전체 영역의 농도를 측정할 수 있도록 균등하게 배치

하였다. 실험장소를 사용할 수 있는 실험 기간이 한정되어 있으며, 매 실

험마다 내부의 추적가스의 배출 및 내부 유동의 안정화 등에 소요되는 시

간이 길었기 때문에 상대적 비교를 시도할 수 있는 순서대로 실험을 실시

하였으며, 총 10 개의 실험조건을 수행하였고, 실험을 수행한 구조는 다음

Table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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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Locations of tracer gas (CO2) source (triangle), inlet (arrow) and CO2

sensor (black circle is 0.5 m, gray circle is 1.3 m height) at experi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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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Inlet location Source location Inlet height

A1L A 1 1.2 m

A1U A 1 2.2 m

A2L A 2 1.2 m

A2U A 2 2.2 m

A3L A 3 1.2 m

A3U A 3 2.2 m

B2L B 2 1.2 m

B3L B 3 1.2 m

C2L C 2 1.2 m

C3L C 3 1.2 m

Table 1 Experimental desings for tracer gas monitoring with different sources,

inlet and lutlet locations ; Case name order is inlet location with A, B,

C-source location with 1, 2, 3-inlet height from floor to bottom of window

with L(lower), U(upper)

본 실험에서는 추적가스 실험법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는 이산화탄소를

사용하였다. 이산화탄소는 대기 중에 약 380 ppm 가량 존재하고 있어 배

경농도를 제외하여 추적가스로 활용하였다. 실험 시 유량계를 이용하여

순도 99.9%의 이산화탄소 가스가 20  min 의 일정한 유량으로 14 분간

배출되도록 하였다(Fig. 9). 이산화탄소 농도 측정기는 돼지의 호흡 높이

인 0.5 m 높이에 9 대 (Fig. 8, black circle)를, 돈사의 절반 높이인 1.3 m

높이에 8 대 (Fig. 8, gray circle)를 설치하여 총 17 대가 실험에 사용되

었으며, 데이터 측정 및 저장은 1 초 간격으로 설정하여 돈사 내부에 확

산되는 이산화탄소의 농도를 실시간으로 측정하였다. 실험을 통하여 얻은

실시간 농도 데이터를 이용하여 환기 구조에 따른 측정 높이별 농도를 분

석하고 시간에 따른 변화를 분석하였다. 또한, 위치별 농도 분포를 통하여

돈사 내부의 추적가스의 확산 경향을 파악하고 각 위치별 위험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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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Tracer gas source for injecting tracer gas as 20 lpm

at pig room

3.3.2. 전산유체역학 시뮬레이션 모델링

요인 분석을 실시함에 있어 현장실험에서 파악하기 어려웠던 유동장 및

농도 분포 자료를 얻기 위하여 전산유체역학 시뮬레이션 모델을 설계하고

시뮬레이션 해석을 수행하였다. 실험돈사와 동일한 형태의 전산유체역학

시뮬레이션 모델은 6면체 격자 151만 개와 4면체 격자 86만 개로 구성되

었다(Fig. 10). 시뮬레이션 모델의 설계에 있어 격자의 크기가 작을수록

결과의 정확도가 높아지지만 그만큼 격자의 수가 많아져 연산을 수행하는

시간이 오래 걸린다(FLUENT User’s guide, 2012). 그러므로 정확도와 연

산 시간을 고려하여 보다 높은 정확도가 필요한 추적가스 주입부에 10

mm의 조밀한 격자를, 이외의 위치는 50 mm의 큰 격자를 사용하여 경제

적으로 설계하고자 하였다. 앞서 언급하였듯, 격자의 안정도 또한 정확도

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이다. 본 연구에서는 가장 안정도 값이 좋

지 않은 격자가 6면체 격자의 경우 0.57, 4면체 격자의 경우 0.79의 값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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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며, 이는 적절한 결과를 얻을 수 있는 범위에 포함된다.

Fig. 10 Schematic diagram of Experimental pig house using CFD simulation

modeling: Blue arrows are the inlet locations by each cases and red arrow is the

outlet(fan)

실험돈사 내부에서 확산되는 병원체를 조사하기 위하여 전산유체역학

시뮬레이션에서도 현장실험과 동일 조건인 일정주입법으로 추적가스를 발

생시켜 내부의 농도가 변화하는 양상을 확인하였다. 내부 환기 조건 역시

현장실험과 같은 조건인 분당 0.33 회 공기교체율을 설정하였으며, 내부

유동을 모의하기 위한 Lee et al. (2007), Seo et al. (2012) 논문에 따라

농업 시설에 적절한 난류모델로 알려져 있는 RNG k-ε 모델을 사용하였

다. 내부의 추적가스 농도 분포를 이용하여 전산유체역학 시뮬레이션 모

델의 검증을 실시하였으며, 실험돈사의 환기구조에 따른 내부 유동을 분

석하였다. Table 2는 시뮬레이션에 적용된 초기 조건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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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Value

Domain size 9.7 m × 9.55 m × 2.6 m

Turbulent model RNG k-ε

Mesh type Hexahedron & Tetrahedron

Mesh number 2.37 million

Air exchange rate 0.33 min-1

Inlet area 0.8 m × 0.2 m

Outlet area 0.4 m × 0.8 m

Tracer gas

constant injection

method

Emitted conc. 1,000,000 ppm

Outside conc. 380 ppm

Air density 1.225 kg·m-3

Tracer gas (CO2) density 1.788 kg·m-3

Table 2 Input and boundary conditions for the CFD simulation



- 24 -

4. 결과 및 고찰

4.1. 전산유체역학 시뮬레이션 모델 검증

전산유체역학 시뮬레이션 모델의 정확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실제 실험

결과와의 비교가 필요하다. 검증 방법으로 실험 돈사 내부의 설치한 추적

가스 측정기와 동일한 위치에서의 추적가스 농도 값과 시뮬레이션 모델에

서 추적가스 농도 값을 비교하였다. Fig. 11, 12는 현장실험의 측정 지점

과 시뮬레이션 모델에서의 측정 지점에서의 농도 분포를 나타낸 그림으

로, A3U 구조는 평균적으로 279 ppm의 오차를, B3L 구조는 121 ppm의

오차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장실험의 경우 추적가스 측정기기가 가

지는 측정오차 및 기기의 오류로 인한 데이터 누락, 안정적인 환경 조건

유지의 어려움, 실험 시 외부 기상 조건에 의한 실험 돈사 내부 환기량의

변화 등에 의하여 정확한 결과를 얻기가 매우 어렵다. 따라서 시뮬레이션

결과와 현장실험의 결과 사이에 다소의 차이가 나타났지만 Fig. 11, 12와

같이 일반적으로 유사한 농도 분포 경향이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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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1 Validation result between field measured tracer gas concentration

and CFD computed tracer gas concentration with tracer gas concentration

distribution at 0.5 m height in A3U c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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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2 Validation result between field measured tracer gas concentration

and CFD computed tracer gas concentration with tracer gas concentration

distribution at 0.5 m height in B3L c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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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내부 유동에 따른 추적가스 확산 메커니즘 분석

축사 내에서의 병원체가 흡착된 에어로졸을 대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추적가스는 추적가스 발생원의 위치, 추적가스의 밀도, 입기구 및 배기구

위치에 따른 내부 환기 기류의 영향 등에 의하여 확산 경향이 달라진다.

이를 상세히 비교해 보기 위하여 각 실험 구조별로 추적가스의 농도 변화

를 살펴보았다. Fig. 13, 14, 15, 16는 현장 실험을 실시한 10 개의 구조에

대하여 각각 0.5 m 높이와 1.3 m 높이에서의 추적가스 평균 농도 값의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또한, 축사 내부에서 병원체 및 에어로졸의 이동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되는 내부 유동을 분석하기 위하여

Fig. 17, 18, 19와 같이 현장실험을 보완하는 전산유체역학 시뮬레이션 모

델을 이용하여 축사 내부의 공기 흐름을 가시화하여 나타내었다. 각 환기

구조별로 정상상태의 모델이 수렴할 때까지 연산을 수행하였으며, 이를

이용하여 환기구조에 따른 전파 요인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비교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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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3 Changes of time-dependently measured tracer gas concentration

averaged at 0.5 m & 1.3 m height (AU c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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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4 Changes of time-dependently measured tracer gas concentration

averaged at 0.5 m & 1.3 m height (AL c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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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5 Changes of time-dependently measured tracer gas concentration

averaged at 0.5 m & 1.3 m height (BL c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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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6 Changes of time-dependently measured tracer gas concentration

averaged at 0.5 m & 1.3 m height (CL c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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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 case AU case

(a) inlet section

(b) 1.3 m height

(c) 2 m height

0 m·s-1 6 m·s-1

Fig. 17 Computed result of velocity field and contour in A cases : (a) front

view for inlet section (b) & (c) top view for 1.3 m height and 2 m he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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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 case BU case

(a) inlet section

(b) 1.3 m height

(c) 2 m height

0 m·s-1 6 m·s-1

Fig. 18 Computed result of velocity field and contour in B cases : (a) front

view for inlet section (b) & (c) top view for 1.3 m height and 2 m he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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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 case CU case

(a) inlet section

(b) 1.3 m height

(c) 2 m height

0 m·s-1 6 m·s-1

Fig. 19 Computed result of velocity field and contour in C cases : (a) front

view for inlet section (b) & (c) top view for 1.3 m height and 2 m he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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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1. 현장 실험의 실시간 농도 변화 및 내부 유동 분석

AU 구조에서는 천장에 위치하는 0.4 m 높이의 가로 기둥에 (Fig. 2b)

막혀 뻗어나가던 유동이 아래로 향했지만, 반대편 돈방에서는 돈방의 구

획을 나누는 1.3 m 높이의 격벽에 의하여 유동이 다시 상승하였다 (Fig.

17a). 또한 반대편 벽에 도달한 기류는 대부분 벽을 타고 배기구로 빠져

나가기 때문에 3사분면 지역에서는 0.3 m·s-1 이하의 낮은 유속만 존재하

였다.

A1U 구조는 입기구 바로 아래 발생원이 위치하며 0.5 m 높이에서 최

대 농도가 측정되었고, 1.3 m 높이에서는 농도 증가량이 200 ppm으로 초

기농도 대비 상대적으로 낮은 증가량을 보였다. 측정기간 동안 0.5 m 높

이에서의 평균 농도 값은 370 ppm으로 평균 171 ppm, 173 ppm 등의 결

과를 보인 다른 구조와 비교하여 발생원이 입기구 바로 앞에 위치함에도

불구하고 높은 농도 변화가 나타났다. 이는 Fig. 17과 같이 환기 초기에

입기구로부터 유입된 기류가 상대적으로 높은 유속으로 인하여 천장 부근

으로 평행한 형태로 나아가는데 반하여, 바닥에서부터 분출된 추적가스가

주기류가 위치한 천장에 도달하지 못하여 상대적으로 농도의 저감 효과가

낮게 나타나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환기가 시작된 후 5 분 후부터 돈

군 높이인 0.5 m 높이에서의 농도 값이 1.3 m 높이에 비하여 5 배 높은

농도를 보이다 점차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으며 13 분 가량에 농도가 유사

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는 시설 내부 유동이 안정적으로 형

성된 후에도 돈사 내부에서의 와류에 의한 기류의 이동이 발생하여 상층

과 하층의 공기 사이에 혼합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

A2U 구조는 A1U 구조와 비교 시 발생원이 입기구와 돈방 2 개 너머

로 떨어져 있는 경우로써 0.5 m 높이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농도 추이를

보였다. 이는 발생원이 위치한 돈군에서의 기류가 A1U 구조의 발생원에

비하여 활발하게 형성되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입기구와 배기구가 대각

방향으로 위치하여 전반적으로 돈사를 대각선으로 가로지르는 주기류의

흐름의 진행 방향에 추적가스가 발생하는 돈방이 걸쳐 있기 때문에 추적

가스가 이 기류를 따라서 외부로 효과적으로 배출된 것으로 판단된다.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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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높이와 1.3 m 높이에서 농도차는 20%로 다른 구조와 비교하여 적게

나타났으며 이는 돈사 내부에 상층과 하층에 존재하는 공기 기류의 혼합

이 상대적으로 활발하게 이루어졌으리라 추정할 수 있다.

A3U 구조는 발생원과 입기구의 거리가 가장 먼 구조이며 A1U 구조와

비교하여 0.5 m 높이에서 A1U 보다 48% 높고, 1.3 m 높이에서는 30%

낮은 농도 분포를 보였으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0.5 m 높이에서 농도 값

이 낮아지는 경향은 보이지 않았다. 이는 추적가스가 내부의 주기류를 만

나지 못 하고 정체되어, 대각선 방향으로 형성되는 주기류를 기준으로 발

생원 부근에 추적가스가 정체되고, 반대 위치에서는 낮은 농도 분포가 형

성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1.3 m 높이에서는 2 분 정도 시간이 지난

후에서 농도가 증가했는데 이는 추적가스가 정체되어 측점 지점까지 쌓이

는데 도달하는 시간으로 판단되며, 0.5 m 높이와 1.3 m 높이에서 80%의

농도차가 발생하였다.

B 구조는 입기구와 배기구가 동일한 측벽에 위치하고 있으며, 입기 방

향과 배기의 방향이 반대이기 때문에 외부에서 유입된 공기의 이동 거리

가 가장 긴 구조라고 할 수 있다. Fig. 18과 같이 A 구조처럼 입기구의

반대편 벽에서 상승하여 벽을 타고 이동하며 3사분면 위치에서 4사분면으

로 이동할 때엔 하강하여 이동하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B3L 구조는 0.5 m 높이에서 159 ppm의 추적가스 농도를 보이는데 이

는 현장실험을 실시한 구조에서 가장 낮은 농도이다. 비록 입기구와 발생

원의 위치가 직선거리로나 주기류의 진행된 거리로나 멀지만 주기류가 발

생원의 위치인 3사분면에서 하강하면서 발생된 추적가스와 혼합되고, 이

로 인하여 대부분의 추적가스가 배기구를 통하여 외부로 나가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5 분, 10 분, 15 분에 400 ppm 에 도달하는 튀는 값이 존재

하는데 이는 주기류가 발생원까지 도달하는 거리가 길기 때문에 그 사이

에 발생하는 와류에 의한 영향으로 판단하였다.

B2L 구조 역시 주기류가 발생원이 위치하는 돈방을 지나가지만, B3L

구조처럼 발생원의 돈방에서 기류가 하강하지 않고 돈방의 위쪽으로 지나

가기 때문에 압력차에 의한 확산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는

기류가 직접 도달하는 것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환기효과가 낮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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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m 높이에서 평균 305 ppm의 높은 결과가 도출되었다.

C 구조는 입기구의 반대편 맞은편에 배기구가 평행하게 위치하기 때문

에 입기구를 통하여 유입되는 공기가 직선으로 이동하여 배기구로 빠져나

가는 흐름을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입기구와 배기구 사이의 위치에서만

높은 유속이 발생할 것으로 추측하였으나, 시뮬레이션 결과, Fig. 19와 같

이 입기구를 통하여 유입된 공기가 배기구를 통하여 일부는 빠져나가고

나머지는 배기구가 위치한 벽을 타고 돈사를 순환하는 흐름을 확인하였

다. CU 구조에서는 천장의 가로기둥을 따라 이동하는 유동이 나타났으며,

이로 인하여 반대편 벽에서의 유동이 약하게 발생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C3L 구조는 발생원이 입기구의 바로 앞에 위치하고, 입기구와 배기구

간의 거리가 가장 짧은 구조이다. 이 때문에 0.5 m 높이에서 평균 173

ppm, 1.3 m 높이에서 평균 136 ppm의 낮은 농도를 보였으며, 외부에서

들어온 공기 대부분이 바로 배기구로 나가 확산이 적을 것으로 판단하였

다.

C2L 구조는 0.5 m 높이에서 평균 487 ppm의 높은 값을 보이며, 이는

입기구와 배기구 사이에만 주기류가 위치하고 이외의 지역인 발생원 인근

의 돈방 주변까지 주기류가 도달하지 못하여 확산이 이루어 지지 않는 것

으로 판단하였다. 이는 내부의 농도가 꾸준히 상승하는 경향으로 나타나

며, 높은 감염성을 가질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4.2.2. 입기구 높이별 비교

입기구의 위치가 창의 위쪽에 나있는 A1U, A2U, A3U 구조와 창의 아

래쪽으로 상대적으로 낮은 위치에 있는 A1L, A2L A3L 구조를 비교하면

입기구 높이가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면서 상하 평면에서의 농도차가 평균

적으로 약 70% 가량 감소하였다. A1L 구조의 경우 입기구의 1 m 아래

부분에 발생원이 위치하며, 상하 평면에서의 (0.5 m, 1.3 m) 농도차이가

3%로 거의 없었으며 A1U 구조에 비하여 50% 낮은 농도를 보였다. 이는

추적가스를 발생하는 위치와 입기구와의 간격이 좁아짐에 따라서 입기구

에서 배기구 방향으로 형성되는 주기류의 영향을 입기구가 높았을 때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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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더 많이 받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더 빠른 속도로

추적가스가 확산됨에 따라서 평균 농도는 낮아지며, 정체구간이 상대적으

로 적게 발생하여 상부와 하부의 농도차이가 거의 발생하지 않는 결과를

보인 것으로 판단된다. A2L 구조는 돈사 내부에 발생하는 주기류에 의하

여 압력차가 발생하고 이로 인하여 추적가스의 유동이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이 때 상하 평면에서의 농도차는 35%가 발생하였으며, A2U 구

조와 차이가 크지 않았다. 이는 입기구와 배기구의 대각 방향의 주기류의

방향에 발생원이 위치하며, 돈방간의 격벽의 영향으로 인하여 기류가 직

접적으로 발생원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압력차에 의한 확산 경

향이 유사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A3U 구조는 입기구가 위쪽에 위치하여

유입직후 천장에서 0.4 m 가량 가로로 위치한 기둥 (Fig. 2b)에 부딪히기

때문에 유속이 많이 저감하여 정체 지역이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A3L 구조는 입기구의 높이가 낮기 때문에 장애물 없이 기류가 형성되고

상하 평면간의 혼합이 이루어져 농도차가 적어진 것으로 생각된다.

AL 구조를 살펴보면 입기구에서 시작된 흐름이 진행방향에 위치하는

반대편 돈방까지 뻗어나가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반대편 돈방에서는 돈방

의 구획을 나누는 1.3 m 높이의 격벽에 의하여 상승하는 경향을 확인하

였다. 또한 반대편 벽에 도달한 기류는 대부분 벽을 타고 배기구로 빠져

나가기 때문에 돈방을 4분면으로 나누었을 때, 3사분면의 지역은 낮은 유

속만이 발생하였다.

4.2.3. 입기구 및 발생원 위치별 비교

발생원은 3의 위치로 동일하고 입기구의 위치가 다른 A3L, B3L C3L

구조 비교 시 발생원과 입기구의 거리는 C3L<A3L<B3L 구조 순으로 멀

지만 추적가스의 농도는 B3L<C3L<A3L 구조 순으로 높았다. B3L 구조

의 경우 거리상으로는 발생원과 입기구간의 거리가 가장 멀지만 내부에

발생한 기류가 전체 돈사를 돌아 나오면서 발생원이 있는 돈방을 효과적

으로 통과하기 때문에 많은 추적가스가 빠져나감으로써 농도가 낮게 나타

났다고 판단할 수 있다. C3L 구조는 발생원의 바로 위쪽에 기류가 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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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 지나가기 때문에 많은 추적가스가 빠져나갈 수 있었으나, 유입되는

속도로 인하여 발생원이 있는 돈방을 직접적으로 통과하지 못하고 발생원

의 위쪽을 빠른 속도로 지나가기 때문에 압력에 의한 영향만 받게 되어

B3L 구조에 비하여 많은 양이 빠져나가지 못 하였다. A3L 구조에서는 발

생원 3의 위치가 기류의 영향을 거의 받지 못하여 추적가스가 발생원에서

정체됨에 따라서 높은 농도가 나타났다. 이를 통하여 발생원이 입기구의

근처에 위치한다 하더라도 입구에서의 유속, 방향 및 구조적 특성에 의하

여 영향을 받는 가능성이 현저히 낮아질 수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발생

원 2의 위치에서 추적가스를 발생시킨 A2L, B2L, C2L 구조에서 전체 평

균에 비하여 20% 가량 추적가스의 농도가 높게 나타났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주기류의 영향을 받지 못하여 정체되는 구간이 발생한 것으로

실험에서 수행한 환기구조에서는 발생원 2의 위치가 가장 영향을 적게 받

는 영역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

4.2.4. 추적가스 분포 요인 분석

내부 유동을 분석하면 전체적으로 입기구를 높게 한 U 구조들의 경우

천장에서 0.4 m 가량 돌출되어 있는 가로 기둥에 부딪혀 유입된 공기가

하강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하강한 기류는 다시 격벽 및 벽에 둘러

싸인 입기구의 건너편 돈방에서 상승하여 돈방 위쪽의 열린 공간을 통하

여 배기구로 향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입기구가 높은 U 구조들에서

는 입기구를 통하여 유입되는 공기의 일부가 돈군으로 떨어지며, 그 속도

가 격벽에 의하여 줄어들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적은 유량이 돈군의 환기

에 기여하게 된다. 반면에 입기구를 낮춘 L 구조들에서는 격벽의 영향을

받지 않아 대체적으로 유입되는 공기의 유속이 멀리까지 유지되어 돈군에

서의 환기에 주는 영향 역시 U 구조들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

다. 이로 인하여 발생원이 입기구와 가까운 경우, 입기구가 낮은 구조에서

돈군에서의 환기량이 높아지고, 상대적으로 기류가 활발하게 형성됨에 따

라, 발생원에서 배출되는 추적가스를 활발하게 확산시킴으로써, 돈군에서

의 추적가스 농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결과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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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기구와 배기구로 인하여 형성되는 주기류와 발생원의 위치에 따라서

추적가스의 농도가 다른 경향을 나타내었다. 주기류에 발생원이 위치하지

않는 경우 발생하는 추적가스가 정체되어 가장 농도가 높았다. 발생원이

입기구의 바로 아래에 있는 경우에는 예상되는 결과와는 다르게 유입되는

공기가 돈방으로 직접적으로 유입되지 않고 돈방 위를 빠른 속도로 지나

감에 따라서 발생하는 압력에 의하여 추적가스가 빠져나가는 경향을 보였

다. 이로 인하여 오히려 입기구가 발생원과 인접하지 않으면서, 발생원의

위치가 입기구와 배기구로 인하여 형성되는 주기류의 경로 상에 있는 경

우, 기류의 영향을 전체 돈방에서 받기 때문에 가장 농도가 낮은 결과를

보였다. 이를 통하여 단순한 2차원의 평면적인 유동장의 분석을 통하여

병원체를 포함하는 에어로졸의 확산 경향을 예측하는데 한계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4.3. 위치별 위험도 분석

질병의 확산 메커니즘을 분석하여 돈방의 위치별로 병원체 확산의 위험

성을 분석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환기 구조적인 영향에 의하여

농도가 병원체의 높게 나타나는 정체 지역의 경우 질병의 감염 가능성이

높은 반면에 공기가 정체됨에 따라서 인근의 다른 돈방으로 병원체가 확

산되는 양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이다. 같은 이유로 기류가 정체되어 추적

가스의 농도가 높은 지역의 경우 공기 중 병원체의 포집 시 병원체를 확

인할 확률이 높을 것이다. 따라서 발생원에서 병원체가 확산되는 메커니

즘을 분석하기 위하여 추적가스의 측정 위치에서의 시간에 따른 농도를

분석함으로써 최대 농도를 비교하여 포집의 가능성이 높은 위치를 분석하

는 것과 동시에 특정 농도에 도달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을 통하여 병원체

의 돈사 내 전파되는 정도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에 현장실험 결과를

분석하여 돈사 내부의 바닥에서 0.5 m, 1.3 m 높이를 돈방 기준으로 15등

분하여 평면에서의 위치별 최대 농도와 도달시간을 Fig. 20, 21과 같이 도

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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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2L B3L C2L C3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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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m

Fig. 20 Maximum tracer gas concentration during whole experiment period at

each pig pen according to sensor height (0.5 & 1.3 m) and experimental design

as shown Table 1 (Unit : p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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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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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L A2L A3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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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m

B2L B3L C2L C3L

0.5m

1.3m

Fig. 21 Response time reached to 150 ppm from gas emission at each pen according

to sensor height (0.5 & 1.3 m) and experimental design as shown Table 1 (Unit :

s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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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0는 환기 구조 및 발생원의 위치에 따른 구조별로 실험 시간동안

측정되는 최대 농도 값을 0.5 m 높이와 1.3 m 높이의 평면상에 나타낸

것이다. 돈방 간의 격벽으로 인하여 추적가스의 농도가 연속적이지 못하

고, 추적가스를 발생시키는 돈방에서 측정한 농도는 상대적으로 매우 큰

값을 보였다. 특히 발생원으로 효과적으로 주기류가 통과하지 않는 경우

추적가스가 정체되어 발생원이 위치한 돈방에서의 농도가 상대적으로 매

우 높게 상승하였다. 이에 2,000 ppm 이상의 값은 동일한 것으로 가정하

여 2,000 ppm 이하의 값들을 10등분하여 내부 농도 분포를 비교하였다.

환기 구조와 관계없이 공통적으로 0.5 m 높이에서는 발생원이 위치한 돈

방에서 가장 높은 농도 값이 나타났으며, 이는 연속적으로 확산이 이루어

지지 않은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돈방을 나누는 콘크리트 격벽으로 인

하여 발생원이 있는 돈방에서는 정체가 쉽게 발생하며, 돈사 내부의 상류

에서 발생하는 기류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적게 받게 되고, 돈방별로 환기

의 영향을 비연속적으로 받게 된다.

추적가스 농도가 높은 경우를 질병의 확산 메커니즘으로 분석하면, 높

은 농도를 보이는 환기구조에서 질병이 감염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

으며 해당하는 지역에서 에어로졸을 포집할 경우 병원체를 검출할 확률이

높을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가정을 바탕으로 Fig. 20에서 어

두운 영역이 많이 보이는 C2L, A3L, A3U 구조에서 질병이 감염될 가능

성이 높았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이들 구조에서 입기구와 배기구의 위치

에 따른 바람의 방향을 고려하였을 때, 발생원이 주기류와 상대적으로 멀

리 떨어져 있거나 정체될 확률이 높은 곳에 위치하여 발생원에서 배출되

는 추적가스가 효과적으로 제거되지 못하고 정체되어 오랜 시간에 걸쳐

인근 돈방으로 점차 확산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높은 농도에 의하여 해당

지역에 있는 가축들의 경우 더 빠르게 질병에 감염될 위험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반대로 확산의 영역은 상대적으로 제한되어 빠르게 멀리까지

확산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반대로 감염 가능성이 낮은 구조는

밝은 영역이 많이 있는 B3L, C3L, A1L 구조였다. 이들 구조는 위와는 반

대로 입기구와 배기구에 위치를 고려하였을 때, 주기류의 방향에 정확하

게 발생원이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추적가스가 빠른 속도로 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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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배출되어 각 돈방에서의 농도가 상대적으로 낮게 측정되었다. 이는

반대로 생각하였을 때, 돈방에서 발생하는 질병이 빠른 속도로 인근 돈방

으로 확산이 되었거나, 또는 효과적으로 배기되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

다. 하지만 실제로 돈사 외부로 배출되었는지 또는 내부로 순환하여 확산

되는지에 대한 분석은 최대 농도만으로 분석하기가 곤란하였다. 따라서

도달시간 개념을 통하여 이를 보완하고자 하였다.

Fig. 21은 각 위치에서 실시간으로 측정하는 추적가스의 농도가 일정한

수준까지 도달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을 나타낸 것으로, 이를 이용하여 질

병의 발생 시 내부에서 확산되는 방향을 추정해 볼 수 있다. 발생원에서

의 연속적인 배출과 20 분 이상 지속적으로 환기가 이루어진 환경에서 농

도의 변화량이 거의 없이 일정해지는 정상상태에 이른 경우, 모든 구조에

서 평균적으로 150 ppm에서 정상상태를 보였다. 따라서 추적가스를 배출

한 후 각 측정위치에서 이 농도까지 도달하는 시간을 기준으로 도달시간

을 선정하였다. 0.5 m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A1U 구조와 A2U 구조는 발

생원의 위치는 다르지만 둘 다 측점 입기구 부근의 측점으로 가장 먼저

확산되었고, 다음으로 배기팬이 설치된 우측 벽을 따라서 진행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A3U 구조는 형성된 기류를 따라 발생원에서 배기구 방

향으로 빠르게 확산된 뒤 나머지 영역으로 확산되었으며, 이는 내부 농도

분포와도 유사한 경향을 보인다. 입기구가 위쪽에 위치하는 AU 구조의

경우 천장 하단에 위치한 기둥에 의하여 기류가 차단되는 구조로, 이로

인하여 유속이 감소하였고 정체지역이 발생하였다. 입기구가 아래쪽에 위

치하는 AL 구조의 경우에는 유입 공기가 차단되는 구조가 없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기류 형성이 활발하였다고 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도달시

간이 AU 구조에 비하여 20% 감소하였다. 이는 입기구의 위치가 낮은 경

우, 내부에서 형성되는 기류가 상대적으로 활발함에 따라 발생원에서 배

출되는 추적가스가 상대적으로 빠르게 내부로 확산되어 더 빠른 속도로

돈사 내부로 확산되는 결과를 보였다. B2L, B3L 구조는 돈사 내에 반시

계방향의 큰 와류가 발생하여 가스의 유동이 결정되었다고 할 수 있다.

C3L 구조는 발생원보다 배기구 쪽에서 더 빠른 확산이 나타났는데 이는

팬의 위치에 의하여 C3L 구조의 경우 입기구, 발생원, 배기구 간의 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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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가 매우 짧기 때문일 것으로 판단된다.

농도가 높게 나타났던 C2L, A3L, A3U 구조의 경우 정체지역이 많이

발생하는 구조로 병원체가 머무르기 쉬운 조건이므로 질병의 감염률이 높

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으며, 추후 공기 중 포집 또는 센서를 통

한 병원체 검출 확률이 높을 것이다. 도달시간이 빠르게 나타났던 AL 구

조의 경우 돈사 내부에 전체적으로 기류가 활발하기 때문에 질병이 특정

지역에서만 영향을 미치지 않고 돈사 전체로 퍼질 위험이 높을 것으로 예

상할 수 있다.

4.4. 최적 센서 위치 선정

실제 돈사에서는 특정 위치에서의 질병 발생 경향을 예측할 수 없다.

즉, 어느 위치에서 최초로 질병이 발생할지에 대한 예측이 불가능하므로,

모든 위치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대처가 가능한 위치에서 병원체를 포함하

는 에어로졸을 포집함으로써 기존 방식 대비 검출 장비 비용, 검출 실험

비용 등을 줄일 수 있고, 병원체의 검출 가능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따라

서 축사 내에서 질병의 발생을 빠르게 파악하기 위하여 전산유체역학 시

뮬레이션을 이용하여 병원체가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돈방 위치 (10 개)와

환기구조 (6 개)를 조합하여 내부의 농도 분포를 분석하였다. 이 때, 발생

원의 위치에 상관없이 축사에서의 질병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정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추적가스의 농도에 따른 검출 가능성을 살펴보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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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L cases

(b) U cases

Fig. 22 Number of sensors that sensed tracer gas when concentration is

higher than sensitivity

돈사 내부를 현장실험을 분석할 때와 유사한 방법으로 돈방 단위로 15

개의 공간으로 나누었으며, 1.3 m 높이에서 측정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하나의 환기구조당 측정 지점 15 개 및 발생원 위치 10 개의 조합으로

150 개의 농도 값을 얻을 수 있는데, 이 중 발생원 위치에서 측정한 10

개의 농도 값을 제외하고 총 140 개의 농도 값을 이용하였다. 이를 이용

하여, 각 측정 지점에서의 최대 농도 값을 기준으로 다양한 기준 농도를

초과하는 관측 가능한 측정 지점의 개수를 도시하였다 (Fig. 22). 병원체

센서의 감도가 100∼500 ppm 수준이라면 돈사 내부의 어느 지점에 설치

하더라도 돈사에서의 질병 발생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600 ppm 보다 높은 농도만 감지가 가능하다면 측정 가능한 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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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개수는 100 ppm 경우에 비하여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게 되며, 감도가

1,000 ppm 이상인 경우 감지할 수 있는 경우가 15% 수준으로 낮아지며,

또한 3,000 ppm 이상인 경우 하나 내지는 둘의 조건에서만 감지가 가능

하게 된다. 이에 적절한 병원체 센서의 설치 위치를 결정하기 위하여 돈

사 내부의 각 측정 지점별로 전체 60 개의 실험 구조에서 최대 농도 값을

이용하여, 세 가지의 서로 다른 기준 농도 (500, 1,000, 2,000 ppm)별로 감

지가 가능한 개수를 Fig. 24, 25, 26과 같이 나타내었다.

A1 B1 C1

A2 B2 C2

A3 B3 C3

A4 B4 C4

A5 B5 C5

Fig. 23 Label of measuring

points in CFD simulation

A, B, C 환기구조의 경우 발생원의 위치와 입기구의 높이에 따라 각

측정 지점에서 최대 20 개의 값을 얻을 수 있다. 하지만 발생원의 위치와

측정 지점의 위치가 동일한 돈방인 경우, 측정 지점에서의 값을 제외하였

기 때문에 최대 18 개의 값을 얻을 수 있다 (Fig. 23, A1∼A5, C1∼C5

지점). A 환기구조를 살펴보면 감도가 500 ppm인 경우 B2, B3, B4, C4,

C5 위치에서 높은 확률로 발병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감도가 1,000 ppm인 경우에는 A2, A3, A4, B4, B5 위치가, 2,000 ppm인

경우에는 A3, A4, A5 위치가 병원체 센서의 적정 위치라고 판단할 수 있

다. 같은 방법으로 B 환기구조에서는 기준이 500 ppm일 때 C5 위치,

1,000 ppm일 때 B3 위치이며, 2,000 ppm일 때에는 기준 농도를 넘는 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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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지점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C 환기구조일 때에는 B4, C5 위치, A3,

B4 위치, C2 위치가 적정 센서 위치이다.

전산유체역학 시뮬레이션을 수행한 모든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Fig. 27과 같이 나타난다. 500 ppm의 감도에서는 배기구의 위치인 C5의

위치에서 가장 높은 확률로 발병을 확인할 수 있으며, 1,000 ppm 감도의

경우에는 B4의 위치에서 질병 발생을 확인할 수 있다. 2,000 ppm을 기준

으로 축사 내부의 질병 발생을 확인하고자 한다면 A 환기구조와 C 환기

구조에서 선정된 A3, A4, A5, C2 위치에서 가능할 것이다. 앞서 제시한

조건은 하나의 센서만을 설치하였을 경우를 가정한 것이며, 가령 두 개의

센서를 설치할 수 있다면 500 ppm 감도에서는 B4 또는 B5의 위치에,

1,000 ppm 감도인 경우에는 A3 또는 B3의 위치에 추가로 설치하여 질병

발생을 확인할 수 있는 확률을 좀 더 높일 수 있다. 2,000 ppm의 경우 A

환기구조의 A3, A4, A5 중 하나, C 환기구조의 B1, C1, C2 중 하나에 두

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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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10 5

12 14 12

12 14 13

12 14 14

12 14 14

(a) 500 ppm

0 0 0

3 0 1

3 2 0

3 3 2

2 3 1

(b) 1,000 ppm

0 0 0

0 0 0

1 0 0

1 0 0

1 0 0

(c) 2,000 ppm

Fig. 24 Number of sensors that sensed tracer gas when

concentration is higher than sensitivity : A c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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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6 4

8 10 12

9 13 14

10 13 15

12 15 16

(a) 500 ppm

0 0 1

1 0 2

0 3 0

2 1 0

0 0 0

(b) 1,000 ppm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c) 2,000 ppm

Fig. 25 Number of sensors that sensed tracer gas when

concentration is higher than sensitivity : B c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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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14 11

12 14 11

13 14 12

13 16 12

14 14 16

(a) 500 ppm

0 3 2

4 6 4

6 4 3

2 6 0

0 0 0

(b) 1,000 ppm

0 1 1

0 0 1

0 0 0

0 0 0

0 0 0

(c) 2,000 ppm

Fig. 26 Number of sensors that sensed tracer gas when

concentration is higher than sensitivity : C c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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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30 20

32 38 35

34 41 39

35 43 41

38 43 46

(a) 500 ppm

0 3 3

8 6 7

9 9 3

7 10 2

2 3 1

(b) 1,000 ppm

0 1 1

0 0 1

1 0 0

1 0 0

1 0 0

(c) 2,000 ppm

Fig. 27 Number of sensors that sensed tracer gas when

concentration is higher than sensitivity : All c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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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요약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환기구조에 따른 축사 내부의 공기 중 전파 확산메커니

즘을 분석하기 위하여 질병을 전파하는 병원체가 포함된 에어로졸의 확산

을 가스상 물질의 확산과 동일한 것으로 가정하여 추적가스를 활용한 현

장 실험 및 전산유체역학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였다. 또한 이들 결과를 바

탕으로 질병 발생을 빠르게 파악할 수 있도록 공기 중 바이러스를 분석하

기 위한 센서 및 포집기의 최적 위치를 선정하고자 하였다.

현장실험에서 추적가스 기법 중 일정주입법을 이용하여 환기구조별로

축사 내 다양한 위치의 측정 지점에서 실시간 추적가스 변화 및 최대 농

도, 도달 시간을 측정하였다. 전산유체역학 시뮬레이션을 통하여 현장실험

에서 측정이 어려운 축사 내부의 유동을 분석하였으며, 이와 같은 결과를

이용하여 확산 메커니즘 분석에 이용하였다. 또한, 발생원의 위치를 특정

하기 어려운 조건에서 축사 내부의 질병 발생을 파악하기 위한 방법 및

센서 또는 포집기의 적정 위치를 제시하였다. 전체 발생원에서의 질병이

발생하는 것을 가정하고 각각의 측정 지점에서 환기구조 및 발생원에 따

른 추적가스 농도의 분석을 실시하였다.

병원체를 포함하는 에어로졸을 추적가스로 가정하였으므로, 질병의 감

염은 추적가스의 농도를, 질병의 확산은 추적가스의 도달시간 개념을 이

용하여 분석할 수 있다. 질병의 감염은 추적가스 농도가 높은 곳에서 일

어날 확률이 높다고 할 수 있으며, 이는 포집가능성이 높아지는 반면 상

대적으로 기류가 적기 때문에 확산은 적게 나타난다. 질병의 확산은 축사

내부이 발생원에서의 병원체가 도달시간이 빠른 지점에서 도달시간이 느

린 지점으로 진행된다고 파악할 수 있다. 병원체가 축사 내부에 퍼지는데

있어 중요한 요인으로 입기구 및 배기구의 위치에 따라 형성되는 주기류

와 발생원과의 거리가 있으며, 이 때 주기류는 시설 내부에 설치된 시설

물에 의하여 유동이 결정된다. 이는 단순한 2차원의 평면적인 유동장의

분석을 통하여 에어로졸의 확산 경향을 예측하는데 한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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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축사에서 질병이 발생할 경우 최초로 질병에 감염되는 개체의 위

치에 대한 예측이 불가능하므로, 모든 위치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대처가

가능한 위치에서 에어로졸을 포집함으로써, 병원체의 검출 가능성을 향상

시킬 수 있다. 이 때, 병원체가 감지 가능한 농도의 범위에 따라 축사 내

부의 적정 포집 위치를 정량적으로 제시할 수 있었으며, 이와 같은 결과

를 토대로 추후 병원체와 추적가스 농도와의 상관관계를 바탕으로 질병의

발생을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 적정 센서 위치를 제공함으로써 향후 축사

내 질병 확산에 의한 피해를 저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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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vestigation of Aerodynamic Characteristic and

Tracer Gas Dispersion for Analysis of Airborne

Transmission in the Livestock Buildings

Song, Sang-Hyeon

Department of Landscape Architecture and Rural Systems Engineering

Major in Rural Systems Engineering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Recently, the livestock industry in Korea was heavily affected by

the outbreak of the diseases. Many researches are ongoing to prevent

and predict the disease spread, but there are only few research

institutes which are working to control airborne disease. Furthermore,

they are not focused on livestock. Airborne transmission is very

complex especially due to the invisibility of the pathogens and unstable

weather conditions when investigating field experiment result.

In this study, the airborne transmission was thoroughly investigated

inside an experimental livestock building by conducting tracer gas

(CO2) experiment and computational fluid dynamics (CFD) simulation.

This is possible as it can be assumed that the behavior of very fine

particles is similar to the flow characteristic of gas by many

references. The simulation model which has the same dimension wi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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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experimental livestock building was designed to visualize the air

flow and estimate quantitatively and qualitatively the spread and find

the optimum position of sensor or air samplers for pathogenic

organism. It was also validated the accuracy of the CFD simulation by

distribution of the gas concentration. In the experiment, the ventilation

structures as well as the location of gas were varied.

The average difference of tracer gas concentration between

measured results and computed results at each designated point used

as validation was 140 ppm. It considered as reasonable result because

of errors in field experiments. In field experiments, results shows that

the higher concentrations point means internal air flow was congested.

Also, that point was considered as a higher possibility position of

detecting the disease by air sampling. Also, the response time refers

to the time to reach specific concentration from the gas emission

source at each measuring points could reveal that the quantitative

results of the spread. With simulation results, factors affecting the

airborne transmission were confirmed and optimum position of the air

sampler was determined using the maximum concentration and the

response time.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the research could be upgraded

to reduce damage affected due to the disease using the optimum

position of air sampler and the relation of tracer gas concentration and

pathogenic organism.

keywords : Airborne transmission; Tracer gas method;

Aerodynamic analysis; Computational Fluid Dynamics (CFD);

Ventilation eff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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