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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4) 돈사내 돈분 슬러리(pig slurry)에서 발생되는 악취 저감을 

위한 염화알루미늄(aluminum chloride)의 적용  

김창만 ․ 정태호1) ․ 김삼철2) ․ 최인학1)

영남대학교 물리학과, 1)중부대학교 바이오융합학부, 2)경상대학교 응용생명과학부

1. 서론 

악취(odor)는 먼 거리에서도 사람의 코로 쉽게 감지되며 제일 먼저 해결되어야 하는 축산업분야에서 중요

한 과제를 안고 있다(Casey et al., 2006). 또한 이것은 대기오염의 인자로 인식되기도 한다(Casey et al., 
2006). 특히, 돈사내 돈분 슬러리(pig slurry)에서 발생되는 악취는 다른 가축분뇨보다 많이 발생되어 민원이 

발생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돈사내 돈분 슬러리 발생되는 악취 저감을 위한 방안으로 화학제재인 

염화알루미늄을 첨가하여 평가하였다.

2. 자료 및 방법

시험설계는 완전임의 배치법으로 3처리구(대조구, 0.05%와 1% aluminum chloride 처리구), 3반복, 반복당 

40두로 설계되었다. 화학제재 처리는 저장된 돈분 슬러리 양을 계산 후 슬러리 피트(slurry pit) 아래에 일정

한 비율로 뿌려주었다. 악취 측정은 암모니아(NH3)와 황화수소(H2S)의 경우 슬러리 피트 위 10 cm 위치에

서 각각 가스분석기(Yes Plus LGA, Delta, Canada)와 kit이 부착된 검지관을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악취 측

정 기간은 20018년 12월 13일, 17일, 20일, 24일, 27일, 31일, 2019년 1월 3일, 7일 그리고 10일에서 측정하

였다. 통계분석은 SAS 프로그램(SAS Institute, 2008)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유의성 검증은 5% 수준에

서 Duncan’s Multiple Range Test (Duncan, 1955)로 분석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화학제재는 돈분 슬러리에 첨가시 슬러리 피트 위로부터 10 cm에서 측정한 암모니아와 황화수소 발생량

을 전체적으로 감소시켰다. 2019년 1월 7일과 10일에 측정했을 때 0.05% 수준에서는 암모니아 감소율이 약 

39%, 0.1% 수준에서는 암모니아 감소율이 50~55%였다. 또한, 슬러리 피트 위로부터 10 cm에서 측정한 황

화수소 발생량에 대한 결과는 2018년 12월 31일에서 2019년 1월 10일에서 측정한 대조구와 비교시 화학제

재 0.05% 처리는 황화수소 감소율이 약 56~58%, 화학제재 0.1% 처리는 황화수소 감소율이 78~90%였다. 
화학제재의 처리가 돈사내 돈분 슬러리에서 발생되는 암모니아와 황화수소가 감소되는 이유는 화학제재의 

산성화(acidification) 특성으로 설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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