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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collect basis data for to establish standard administrative 
processes of liquid fertilizer treatment. From this survey we could make out the key point of each 
step through a case of effective liquid manure treatment system in pig house. It is divided into 
six step; 1. piggery slurry management step, 2. Solid-liquid separation step, 3. liquid fertilizer 
treatment (aeration) step, 4. liquid fertilizer treatment (microorganism, recirculation and internal 
return) step, 5. liquid fertilizer treatment (completion) step, 6. land application step. From now on, 
standardization process of liquid manure treatment technologies need to be develop based on the 
six steps process.
(Key words : Liquid manure treatment system, Piggery slurry, Solid-liquid separation, Land 

application, Liquid fertilizer)

서    론

2010년 현재 국내 가축분뇨 발생량은 4,653
만 톤이며 이중 양돈분뇨가 38%에 해당하는 
1,784만 톤을 차지하고 있다.3) 가축분뇨의 가
장 시급한 문제는 2012년부터 가축분뇨의 해
양배출이 금지됨으로서 전량 육상처리가 불
가피 하다는 점이다. 이에 관련하여 정부는 
각 부처별로 별도의 대책을 수립․시행 중에 
있으며 사업비 확대, 자원화 조직 확대, 제도
개선 및 지도교육․홍보 강화 등으로 자원화 

촉진에 중점을 두고 있다.7) 특히, 가축분뇨공
동자원화시설, 액비유통센터, 액비저장조 사
업 등을 연차별로 확대 지원하고 있으나, 일
부지역은 민원발생 등으로 사업추진이 지연 
되고 있는 실정이다.4) 가축분뇨는 화학비료
를 대체 가능한 비료성분을 함유하고 있어, 
농지에 환원되어 곡물과 사료를 생산하는 밑
거름으로서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가축분
뇨의 부적절한 처리는 수변지역의 환경오염
과 동물생육 및 인간활동의 위해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체계적인 관리를 필요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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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General condition of pig farm in study

농가 장     소 분뇨수거
방    식 총 사육두수 분뇨발생량

(ton/day)

A 충남 공주시 계룡면 금대리 유통센터 슬러리 16,000 80~100

B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삽존리 유통센터 슬러리 18,000 90

C 경기도 안성시 서운면 신흥리 개별농가 슬러리  1,500  7

D 충남 논산시 양촌면 모촌리 개별농가 슬러리  1,000  5

E 경북 청도군 풍각면 인산리 개별농가 슬러리  6,000 30

다.17) 가축분뇨의 양과 성분은 가축의 종류와 
연령 및 체중, 사료의 종류와 양, 급수량에 
따라 크게 변할 뿐 아니라 같은 축종 내에서
도 사육조건 및 가축분뇨처리 이용 방식에 
따라 많은 차이가 발생하므로 농가여건에 따
라 적절히 조정하여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
다.6) 가축분뇨는 자원화에 있어서 긍정적인 
측면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경종농가가 가
축분뇨 퇴․액비의 사용을 기피하는 가장 큰 
이유는 품질이 균일하지 못하고, 덜 부숙된 
퇴․액비의 유통과 이로 인한 악취문제 때문
인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13) 이에 따라, 본 
연구의 목적은 액비화 처리의 우수 양돈농가 
사례를 통해 각 농가의 사육현황, 분뇨발생
량, 돈사형태, 분뇨처리시설 방법 및 현황, 
액비화 물량, 액비품질 검사 등을 비교․조
사함으로서, 가축분뇨의 발생단계인 돈사 내
부부터 농지환원까지 각 핵심요소를 도출하
여 국내 사정에 적합한 각 농가에서의 액비
화 표준관리 공정을 정립하기 위한 기초자료
를 수집함에 있다.

조사 대상 및 방법

1. 조사대상 양돈농가 

조사기간은 ’10년 7월부터 ’11년 8월까지 
약 12개월 동안 실시되었으며, 방역 등의 문
제를 고려하여 농장방문 후 다음 농장방문까
지 일정한 간격을 두고 조사를 실시하였다. 

각 지역별로 경기도 1개, 강원도 2개, 경상
도 3개, 충청도 2개, 전라도 1개, 제주도 2
개, 총 11개의 양돈농가를 중심으로 현장 조
사하였다. 돈사슬러리 관리, 고액분리, 발효
조의 공기공급방법․기간 및 액비품질 등을 
조사하여 돈분뇨의 호기성 액상발효 공정 
운영 단계를 비교할 수 있는 5개의 농가를 
본 연구의 주요 조사대상 농가로 선정하였
다. 조사대상 농가의 일반적인 현황은 Table 
1과 같다.

2. 조사방법 및 내용

전국적으로 산재한 각 지역의 양돈농가 중
에서 액비를 생산하고 있는 우수 양돈농가를 
공공기관으로부터 추천받아, 현장을 방문하
여 각 농가의 사육현황, 경영규모, 분뇨발생
량, 돈사 형태, 분뇨처리시설 방법 및 현황, 
액비화 물량, 액비품질 검사 등을 조사하였
다. 생산되는 액비의 샘플을 채취하여 현장 
측정항목은 즉시 측정하였으며, 이외 항목에 
대해서는 공정시험법에 따라 시료를 보관하
여 실험실로 이송 후 분석을 실시하였다. 
 
3. 시료 분석방법

채취한 액비 샘플은 공정시험법과 standard 
method14)에 따라 pH, EC (Electrical conduc- 
tivity), ORP (Oxidation Reduction Potential), TS
(Total Solid), SS (Suspended Solid), SCODM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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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lid-liquid separator Bio-reactor Aeration motor

Fig. 1. Photographs of the liquid manure treatment in pig farm A.

(Soluble Chemical Oxygen Demand), T-N 
(Total Nitrogen), NH4

+-N (Ammonium Nitrogen), 
T-P (Total Phosphorus)를 분석하였으며, 악취 
유발물질 중 하나인 VFAs (Volatile Fatty 
Acids: 휘발성 저급지방산)을 분석하였다.5) 

결과 및 고찰

1. 충남 공주시 A 농가

가. 농가현황 및 액비화 공정 운영 방식

A 농가는 일일 분뇨 처리량은 약 80~100톤 
이며, 단순 폭기 처리방식으로 액비화 공정
을 운영하고 있다. 주변농가에서 수급되는 
양돈슬러리를 원수조에 집수한 후 저속데칸
트를 이용한 고액분리를 통하여 16개 조로 
구성된 약 4,500 m3 규모의 발효조에서 45~ 
100일 폭기 처리하여 액비를 생산하고 있으
며, 고액분리기에서 분리된 고형물은 별도의 
퇴비사로 이송되어 퇴비를 생산하고 있다. 
16개 조로 구성된 액비발효조는 개방형으로
서 각 조에서 일정량이 채워지면 순차적으로 
월류하는 방식을 채택하여 운영하였으며 (Fig. 
1), 별도의 탈취장치나 미생물제재의 이용은 
없고, 악취민원이 부분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등 운영상의 애로사항이 있었다.  

공기주입방식은 75HP 2대와 50HP 1대의 
폭기모터를 이용한 단순 폭기방식이고, 가지
형 산기장치를 설치하였으며, 부분적인 반송

은 있으나 미생물처리 및 후숙발효조는 운영
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생산된 액비
는 청보리 및 초지 등 약 110 ha의 자체살포
면적을 보유하고 있으며, 위탁부지가 충분히 
확보되어 생산된 액비를 시비하고 있으나 별
도의 살포매뉴얼은 운영하지 않는 것으로 조
사되었다.

 나. 생산된 액비의 성상 및 주요요소

 농가에서의 액비 부숙도 측정은 분석장비 
등의 준비부족으로 비정기적으로 비료성분을 
농업기술센터에 분석의뢰 하고 있으며, 현장
에서는 색상과 냄새를 통해 경험적으로 판단
을 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었다. 16개조를 
통과 하면서 생산된 최종 액비의 이화학적 
성상은 pH 8.16, EC 13.4 mS/cm, ORP －445.3 
mV, TS 5.0%, SS 36,000 mg/L, SCODMn 5,811 
mg/L, T-N 0.35%, T-P 0.06%, NH4

+-N 1,507 
mg/L, VFAs 2,831 mg/L로 Table 2에 나타내
었다. 

액비의 성상분석 결과 악취원인 물질 중 
하나인 VFAs의 농도가 높게 측정되었다. 양
돈분뇨 원수슬러리의 경우 VFAs 농도는 축
산농가의 분뇨관리 환경마다 각기 다르나 보
통 약 9,000∼14,000 mg/L 정도이며, 이는 적
절한 폭기처리를 하면 대부분 제거되는 것으
로 알려져 있다.8),9) A 농가는 고액분리와 약 
45~100일 장기간의 폭기처리를 함에도 불구
하고 TS와 SS가 높게 측정되었으며, 산화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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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rmophilic aerobic bio-reactor Wood-chip biofilter Round-type bio-reactor

Fig. 2.  photographs of  the liquid manure treatment in pig farm B

Table 2. Physico-chemical characteristics of liquid fertilizer in pig  farm A

Item Ave. Item Ave.

pH   8.16 SCODMn (mg/L) 5,311

EC (mS/cm) 13.4 T-N (%)       0.35

ORP (mV) －445.3 T-P (%)       0.06

TS (%)  5.0 NH4
+-N (mg/L) 1,057

SS (mg/L) 36,000 VFAs (mg/L) 2,831

원전위는 낮은 환원상태를 유지하였다. 또한 
SCODMn도 5,311 mg/L로서 높게 측정된 것으
로 보아 A 농가에서 생산된 액비는 아직 부
숙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로 판단되었다. 
 
2. 강원 양양군 B 농가

가. 농가현황 및 액비화 공정 운영방식

B 농가는 10개의 양돈농가가 단지를 구성
하면서, 발생되는 양돈분뇨를 액비유통센터 
형식으로 일괄 관리․운영하고 있다. 일일 
분뇨 처리량은 약 90톤이며, 주발효조로는 
고온속성액상발효조 2기 및 200톤, 300톤 규
모의 원형발효조 9기를 운영하고 있다 (Fig. 
2). 

B 농가는 배출되는 분뇨를 진동스크린으로 
고액분리한 후 수중 에젝터 방식의 고온속성
액상발효조에서 2일간 20톤씩 처리한 후 고
온발효처리액을 200톤 규모의 원형발효조에 
발효종균액의 개념으로, 원수 100톤 당 8~15

톤씩 투입하여 저장조 내에서의 생분뇨 발효
시간을 최대한 단축시키는 방법으로 운영하
고 있다. 200톤 규모의 원형발효조에서는 미
생물 및 생균제를 투입하고 7~15일간 브로워 
공기공급방식으로 단기간에 속성발효처리를 
하는 방식으로 액비생산을 하고 있다. 

나. 생산된 액비의 성상 및 주요요소

속성발효처리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200
톤 규모의 액비저장조의 이용 회전률을 2배 
이상 강화시킴으로서 액비저장조의 연간 유
효저장량을 늘릴 수 있고, 일시적으로 집중
하여 액비를 살포할 때 용이하기 때문인 것
으로 조사되었다. 1~6월 성수기, 10~12월 완
충기, 7~9월 비수기로 나누어 300 ha (밭 100 
ha, 논 200 ha)에 적정량을 살포․운영하고 
있으며, 별도로 악취방지시설인 목질류 바이
오필터를 설치하고 있다. 고온속성발효액의 
성상은 pH 8.57, EC 21.4 mS/cm, ORP －420.0
mV, TS 3.1%, SS 14,000 mg/L, SCODMn 3,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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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Physico-chemical characteristics of liquid fertilizer in pig farm B

Item Ave. Item Ave.

pH   8.75 SCODMn (mg/L) 3,186

EC (mS/cm) 21.4 T-N (%) 0.44

ORP (mV) －420.0 T-P (%) 0.02

TS (%)  3.1 NH4
+-N (mg/L) 2,277

SS (mg/L) 14,000 VFAs (mg/L) 392

Solid-liquid separation screen Bottom static mixing diffuser Aeration in storage tank

Fig. 3. Photographs of the liquid manure treatment in pig farm C.

mg/L, T-N 0.44%, T-P 0.02%, NH4
+-N 2,277 

mg/L, VFAs 392 mg/L로 이화학적 성상은 
Table 3에 나타내었다. 

B농가에서 생산된 고온속성발효액의 이화
학적 성상 분석 결과 악취물질 중 하나인 
VFAs의 농도는 낮게 측정된 반면, NH4

+-N의 
경우 농도가 다소 높게 측정이 되었으며, 이
는 질산화 공정 운영을 아직 진행하지 않은 
단계로 해석된다. 고온속성발효조에서 2일간 
20톤씩 처리한 고온발효액을 각 원형발효조
에 발효종균액의 개념으로 원수에 일정량을 
투입하게 되는데, 이는 B 농가에서는 고온속
성발효조를 주발효조 역할보다는 1차 발효 
및 발효종균액의 배양조의 개념으로 이용하
기 때문으로 보여진다.  

3. 경기도 안성시 C 농가

가. 농가현황 및 액비화 공정 운영방식

C 농가의 일일 분뇨 처리량은 약 7톤이며, 

발생한 분뇨를 경사스크린과 원심분리형태의 
2단계에 걸친 고액분리 후 주발효조 (270 m3) 
및 후숙발효조 (500 m3)를 걸쳐 액비화를 운
영하는 형태이다 (Fig. 3). 1차 경사스크린과 
2차 원심분리형태의 고액분리 과정은 슬러리 
부하량 즉, BOD5와 SS의 농도를 10,000 ppm 
이하로 낮추기 위함이며, 이는 후단 발효공
정의 부하량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발효기간
을 단축시키기 위함으로 조사되었다. 또 다
른 특징으로는 분뇨의 고액분리 후 주발효조
에 바로 투입하지 않고, 270톤 용량의 주발
효조 운전 초기 청수 (淸水) 30~40톤에 발효
미생물을 1톤 투입하여 배양시킨 후 분뇨를 
1~2톤 투입하는 과정을 총 5회 반복하는 일
종의 미생물 활성화 기간을 거친 뒤 매일 6
톤 정도의 분뇨를 투입하여 처리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 때 사용하는 미생물은 주로 
효모균, 광합성세균, 질화균 등이며, 주발효
조에서 약 30~40일 처리한 뒤 500톤 용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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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Physico-chemical characteristics of liquid fertilizer in pig  farm C

Item Ave. Item Ave.

pH   8.64 SCODMn  (mg/L) 1,368

EC (mS/cm) 10.4 T-N (%) 0.15

ORP (mV) －261.0 T-P (%) 0.05

TS (%)   1.16 NH4
+-N (mg/L) 434

SS (mg/L) 6,211 VFAs (mg/L) 흔적

후숙발효조로 연계된다. 주발효조 및 후숙발
효조에서는 각각 15HP 펌프 1대로 7 m3 Air/ 
min의 공기공급을 하고 있으며, 산기통식 산
기관 다수를 각각 개별 연결하여 폭기시 산
소 전달률을 높이도록 강구하고 있다. 또한 
봄, 가을, 겨울철의 일반방법과 여름철의 급
속 액비화방법을 구분하여 농가환경에 맞는 
자체적인 매뉴얼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었다. 

나. 생산된 액비의 성상 및 주요요소

후숙발효조에서 생산된 액비의 일부는 돈
사 내부 청소 시에 이용하고, 종균액으로서 
슬러리피트에 약 30%를 투입하여 슬러리피
트의 단순 저장개념을 액비화 전 처리개념으
로 이용하고 있다. 이러한 액비 순환 방식을 
통해 돈사 내부의 사육환경을 개선하고 악취
를 저감하는 한편 후단공정으로 가는 부하량
을 돈사에서부터 관리하는 운영형태로 조사
되었다. C 농가 후숙발효조 액비의 경우 현
장에서의 샘플 채취 당시 아직 발효 중에 있
었으며, 성상은 pH 8.64, EC 10.4 mS/cm, 
ORP －261.0 mV, TS 1.16%, SS 6,211 mg/L, 
SCODMn 1,368 mg/L, T-N 0.15%, T-P 0.05%, 
NH4

+-N 434 mg/L, VFAs 흔적으로 이화학적 
성상은 Table 4에 나타내었다.

C 농가에서 생산된 후숙발효조 액비의 이
화학적 성상을 보면, 특히 VFAs가 거의 없었
으며, TS와 SS도 타 농가에 비해 매우 낮게 
측정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현장 측정 당시 
악취는 거의 미미한 수준이었으며, 산화환원

전위의 경우 환원상태이긴 하나 A, B 농가와 
비교하였을 시 비교적 높은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4. 충남 논산시 D 농가

가. 농가현황 및 액비화 공정 운영방식

D 농가의 일일 분뇨처리량은 약 5톤이며, 
지하식 콘크리트구조물의 발효조로서 스테인
리스 이송관로 및 15 HP 브로워를 2대 운영
하고 있다. 액비화공정은 원수균등화조 (206 
m3), 고속액비화조 (206 m3), 활성화균주배양
조 (38 m3), 액비활성화조 (172 m3), 기능성액비
숙성조 (206 m3)로 구성되어 있으며, 발효액비
의 원수균등화조 재투입형 순환방식을 채
택하여 산기관을 이용한 액상발효 처리방
식으로 전체 약 800 m3의 시설을 갖추고 있
다 (Fig. 4). 

원수균등화조 투입 전 가축분뇨 원수는 원
심분리형의 고액분리기를 통해 고액분리된 
후 액상물은 원수균등화조에서 45.5일, 고속
액비화조 45.5일, 액비활성화조 38일, 기능성 
액비숙성조 45.5일, 활성화균주배양조 11일로
서 용량을 설정하고 각 공정별로 최적화하며 
운영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나. 생산된 액비의 성상 및 주요요소

기능성 액비숙성조에서 부숙이 완료된 액
비 일부를 원수균등화조, 고속액비화조, 활성
화균주조에 반송을 해줌으로서 액비처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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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Flow-sheet of liquid manure treatment in the pig farm D.

Table 5. Physico-chemical characteristics of liquid fertilizer in pig  farm D

Item Ave. Item Ave.

pH 6.4 SCODMn  (mg/L) 1,380

EC (mS/cm) 9.3 T-N (%) 0.16

ORP (mV) + 135.5 T-P (%) 0.06

TS (%)   1.33 NH4
+-N (mg/L) 87

SS (mg/L) 8,500 VFAs (mg/L) 205

을 단축시키는 형태이다. 완성된 액비는 지
역 축협 등에서 대행 처리해 주고 있는 것으
로 조사되었다. 기능성 액비숙성조의 액비 
성상은 pH 6.4, EC 9.3 mS/cm, ORP + 135.5 
mV, TS 1.33%, SS 8,500 mg/L, SCODMn 1,380 
mg/L, T-N 0.16%, T-P 0.06%, NH4

+-N 87 
mg/L, VFAs 205 mg/L로 이화학적 성상을 
Table 5에 나타내었다.

D 농가의 경우 가장 무취의 안정적인 액비
를 생산하고 있었으며, 액비 성상 분석결과
에서는 높은 산화상태의 산화환원전위와 중
성인 pH, 그리고 NH4

+-N의 낮은 농도를 특
징으로 볼 수 있었다. 일반적으로 돈분뇨 슬
러리의 액비화과정에서 폭기처리 초기에는 
pH 7 전후에서 폭기처리 기간을 거치면서 
pH 9 전후까지 점차 상승하다가 유기물질이 
대부분 분해되고 질산화과정이 일어나면서 
H+의 발생으로 pH가 다시 감소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11),12) 처리기간 중 산화환원전
위 (ORP)의 경우에는 돈분뇨 슬러리의 폭기
처리시 서서히 상승하다가 처리조 내의 암모
니아성 질소가 완전 산화되는 시점에서 급상
승 하며, 이는 처리조 내의 질산화 미생물의 
산소 소모량이 암모니아성 질소의 고갈과 더
불어 감소함에 따라 O2의 농도가 상대적으로 
증가함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2),10) 
이와 같은 연구결과를 미루어 볼 때 D 농가
에서 생산된 액비는 유기물이 충분히 분해되
어 안정화가 된 상태인 것으로 사료된다. 

5. 경북 청도군 E 농가

가. 농가현황 및 액비화 공정 운영방식

E 농가의 일일 분뇨 처리량은 약 30톤이
며, 1차 드럼스크린, 2차 진동스크린의 2단계
에 걸친 고액분리 후, 5개조로 구분된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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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Physico-chemical characteristics of liquid fertilizer in pig  farm E

Item Ave. Item Ave.

pH 8.53 SCODMn  (mg/L) 2,380

EC (mS/cm) 16.7 T-N (%) 0.26

ORP (mV) －460.0 T-P (%) 0.05

TS (%) 1.39 NH4
+-N (mg/L) 1,248

SS (mg/L) 8,001 VFAs (mg/L) 155

Exterior of bio-reactor Bio-reactor Aeration in storage tank

Fig. 5. Photographs of the liquid manure treatment in pig farm E.

톤 용량의 콘크리트형 주액상발효조와 200
톤, 600톤 용량의 원형발효조를 각각 2기씩 
총 4기의 액비후숙조를 운영하고 있다 (Fig. 
5). 주발효조의 경우 5HP 펌프를 10대 설치
하여 5 m3 Air/min의 공기를 주입․가동하고 
있으며, 처리기간은 약 33일로 조사되었다.

살수 소포방식을 운영하여 거품층을 제거
하고, 주발효조를 전체적으로 밀폐하여 악취
의 확산을 방지하였다. 또한 악취물질을 효
과적으로 포집하기 위하여 우드칩 바이오필
터를 사용하고 있으며, 바실러스 혼합균주인 
미생물제재를 사용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액비후숙조는 200톤 용량의 경우 각 5HP 펌
프 1대를 설치하여 10일 동안 후숙처리하고, 
600톤 용량의 경우 5HP 펌프를 각 2대씩 설
치하여 30일 동안 후숙처리하는 형태이다.

나. 생산된 액비의 성상 및 주요요소

E 농가의 후숙발효조 액비 성상은 pH 8.53, 

EC 16.7 mS/cm, ORP －460.0 mV, TS 1.39%, 
SS 8,011 mg/L, SCODMn 2,380 mg/L, T-N 
0.26%, T-P 0.05%, NH4

+-N 1,248 mg/L, VFAs 
155 mg/L로 이화학적 성상을 Table 6에 나타
내었다. E 농가 후숙발효조 액비의 경우 현장
에서의 샘플 채취 당시 아직 발효 중에 있었
으며, 약간의 취기가 있는 상태였다. 이화학
적 성상을 보면, 산화환원전위는 비교적 낮
은 환원상태였고, pH는 약 알칼리성을 띄고 
있다.  

E 농가의 가장 큰 특징은 생산된 액비의 
살포 시 액비유통센터의 유기적인 연계과정
이다. 총 22개의 회원 경종농가를 대상으로, 
지역을 나누어 3개의 주체로 운영되는 액비
유통센터는 제1주체 (감, 복숭아, 대추, 조사
료단지), 제2주체 및 제3주체 (논과 조사료단
지 중심)의 형태를 가지고 액비를 경종농가
의 상황에 맞게 살포하며, 각각의 주체가 유
기적인 운영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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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되었다. 가축분뇨 액비의 유통활성화를 
위해서는 생산된 액비를 일정지역 밖으로 반
출하거나 지역 내에서 활용할 때, 각 지역별
로 액비의 운반 및 살포 등을 조직적으로 수
행할 수 있도록 경종농가와 축산농가간의 연
계를 기본으로 하고 있다. 개별농가별 가축
분뇨관리는 처리기술, 정보, 분뇨운반 등의 
측면에서 많은 한계를 가지고 있으므로, 조
직적인 공동대응체계를 개발, 보급 하고 있
다. 이를 미루어 보아 E 농가와 액비유통센터
의 운영은 지역적 특성에 기반을 둔 경종과 
축산의 연계된 경제적 순환형 체계를 목표로 
한 독자적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적    요

본 연구에서 조사된 일부 선도적인 양돈농
가에서는 설치․운영하는 호기적 액상발효 
공정은 대부분의 농가가 공정별 설계인자 및 
물리․화학적인 성분변화의 특성보다는 경험
적인 운영을 토대로 액비를 생산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김 등의 조사연구에 따
르면 가축분뇨의 발생단계인 분뇨수거방식은 
현재 국내 돈사의 70% 이상이 슬러리 형태
로 분뇨가 배출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1) 양돈분뇨의 수거방식과 배출형태가 
대부분 슬러리라는 사실은 양돈분뇨의 적정
처리에 의한 환경오염 차단과 자원화 이용과
정에 적용될 각종 공법 및 시스템 적용이 돈
사 슬러리부터 집중 관리해야 함을 시사한
다. 이처럼 가축분뇨 액비화의 적정처리에 
있어서는 발생단계 뿐만 아니라 액비가 토양
에 환원되기 직전까지의 모든 과정이 전반적
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본 연구의 조사대상 
농가의 가축분뇨 액비화 운영에 있어서 핵심
적으로 구분 할 수 있는 단계를 주요사항 별
로 구분하여 Table 8에 나타내었다. 

가축분뇨 액비화 처리에 있어서 고액분리 

단계의 경우 고액분리 방식과 효율에 따라 
BOD (생물학적산소요구량), COD (화학적산소
요구량), VFA (휘발성지방산) 등의 제거율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15),17), 이
는 후단공정 즉 주발효조에서의 공기주입량
의 산정, 공기공급방식, 발효기간 및 2차 발
효 등 운영방식 결정에 주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 이와 같이 액비가 생산되어 토양에 환
원되기까지의 과정은 각각의 주요한 요소들
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있으며, 농가 현장
을 방문조사하고, 생산되는 액비를 비교․분
석한 결과 액비화 공정에 있어서 필수적인 
핵심적 단계를 도출 할 수 있었다. 이에 대
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돈사 슬러리 관리 단계
돈사 슬러리는 혐기부패를 최대한 방지하

며, 주요 악취물질인 H2S, NH4, VFAs의 생성
을 억제하여야 한다. 돈사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방법으로서는 부숙이 완전히 완료되어 
유용미생물이 활성화된 액비를 돈사 세척수
로 이용하거나, 슬러리 피트에 일부 투입하
여 단순 저장일수를 처리일수로의 개념적 전
환이 필요하다.

2. 고액분리 단계
일반적으로 BOD의 주요원인인 고농도의 

유기물질은 대부분 분뇨의 고형성분에 포함
되어 있기 때문에 물리적 처리공정인 고액분
리 단계에서 최대한으로 제거하여 후단공정
인 주발효조의 부하를 최소화 시킨다.  

3. 발효처리－공기공급 단계
축산농가 마다 사료의 종류나 관리방법 등

이 각기 다르므로 배출되는 슬러리의 성상을 
파악하여 물질수지와 처리일수에 기초한 발
효조 용량과 공기주입량의 산정이 필요하다. 
또한 공기확산 및 막힘현상을 고려한 자동제
어 장치나 발효조의 상태를 감시․제어하기 
위한 인자로서 pH 및 산화환원전위 등을 실
시간으로 모니터링 하는 것이 중요하다. 

4. 발효처리－미생물, 반송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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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 Comparison of liquid manure treatment on pig farm in study

주요내용 충남 공주시 
A 농가

강원 양양군 
B 농가

경기 안성시 
C 농가

충남 논산시 
D 농가

경북 청도군 
E 농가

분뇨 발생량 
(ton/day)

80-100 90 7 5 30

고액분리 형태 저속데칸트 진동스크린 경사스크린,
원심분리형 진동스크린 드럼스크린,

진동스크린
액비화 운영 

방식 단순폭기 고온속성 산기통 폭기 산기관 폭기 단순폭기
발효조 용량 

(m3)
4,500 2,300 770 828 2,600

발효 기간 
(day)

45-100 20 50-80 160 70-80

미생물 처리   ×**  ○* ○ ○ ○

반송 처리 × × ○ ○ ×

2차 발효 
운영여부 × ○ ○ ○ ○

*○: 처리, ** ×: 미처리.

일반점검 (온도, pH, 용존산소, 산화환원전
위, 전기전도도 등)과 정밀점검 (BOD, COD, 

VFAs, SS, N, P 등)의 주기적인 점검을 통하
여 미생물 생장에 알맞은 유입농도와 반송량
을 결정하고 농가환경에 맞는 발효조 운전방
식을 확립 할 필요가 있다.

5. 후숙처리－최종액비 단계
후숙조에서는 공기과잉 투입으로 인한 질

소성분의 손실을 방지하고, 유용미생물을 이
용하여 토양환원에 적합한 액비를 제조한다. 

가스발생에 의한 작물생육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액비 안정화 운전기술을 확립하고, 살
포시기를 대응하여 액비의 유․출입을 집중
적으로 관리한다.

6. 액비유통센터 연계－농지환원 단계
제조된 액비는 액비유통센터에 위탁하여 

살포하는 체계를 확립하고, 악취 민원의 발
생을 최대한 억제한다. 액비유통센터는 철저
한 년 중 살포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원활한 
살포조직 체제를 구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축산농가에서 가축분뇨 관리방법은 축사의 
입지, 주변 환경 및 각종 환경규제 등 여러 
가지 여건에 따라 각기 다르며, 다수의 축산
농가가 특정한 처리방법을 동일하게 적용하
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분석된 각 농가의 액비 성상 등은 
여러 가지 환경적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하
고 있으며, 조사농가 중 일부는 발효과정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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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있는 액비를 채취하였으므로, 분석결과를 
해석하여 가축분뇨 운영관리를 총체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다. 추후에는 
각 공정에 대해 유입되는 슬러리원수에서부
터 처리가 완료되는 단계까지의 과정을 일괄
적으로 분석하여, 유입․유출농도, 수리학적 
체류시간 등 공학적 요소 및 이에 따른 경제
성 평가 등을 세밀하게 연구할 필요성이 있
다. 이밖에도 가축분뇨의 중요한 관리부분인 
병원성미생물과 관련된 위해성 분분을 고려
하지 않을 수 없다. 가축분뇨에는 인간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Escherichia 

coli, Campylobacter, salmonella, Listeria 등 다
양한 병원성 세균이 발견된다.16),17) 최근 전국
적으로 발생된 구제역 사태는 우리나라 축산
업 자체에 큰 타격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사회․경제적으로도 막대한 손실을 가져왔
다. 이 사건을 계기로 국내 축산기반의 전면
적 재정비가 불가피하게 되었음은 물론 가축
분뇨에서 유래한 병원성 미생물 및 바이러스 
등의 근원적 대처방법 개선과 가축분뇨의 위
생적 처리에 대한 안전관리가 시급한 현안이 
되었다. 따라서 안전한 경축순환의 액비유통
관리 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병원성 미생물, 

바이러스 등과 같은 위해요소를 억제 할 수 
있는 액비화 처리기술의 표준화 공정 개발 
또한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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