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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urvey was conducted to investigate the present conditions of operational management in 

the 45 animal manure public resource center (APRC) in Korea. The regional distribution, 

processing capacity per year, capacity of liquid fertilizer storage tank, solid-liquid separation, 

utilization of facilities, odor reduction facility, on-site odor strength, complained in the community, 

liquid fertilizer sprayed area, use the Agrix, land application recipe, composting degree, quality 

management and general grading were surveyed and evaluated. General grading was divided with 

5 stages (very good, good, fair, lack and bad). The number of evaluated “very good” animal 

manure public resource center was 7, and “good” was 5 and more than “fair” was 27. However, 

the number of evaluated negatively including “lack” and “bad” was occupied as 40% of  the 45 

animal manure public resource center.

(Key words : APRC, Operational management, Liquid fertilizer, General grading)

서    론

2012년 기준 우리나라에서 발생되는 가축

분뇨는 연간 4,650만 톤 규모이며, 이 중 돼

지분뇨가 1,800만 톤으로 38%를 차지하고 있

다. 분뇨발생량 중 퇴비 혹은 액비로 자원화 

되고 있는 비율이 88.9%이며, 9.1%는 정화 

처리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MAFRA, 

2013).

우리나라의 가축분뇨에 대한 실질적인 관

리는 1991년부터라 할 수 있으며, 지난 20여 

년간 주로 자원화 처리방식과 일부 정화 처

리방식으로 가축분뇨를 처리하여 왔다. 2000

년대 들어 환경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각

종 환경기준이 점차 강화되어 가축분뇨 문제

가 축산업 특히 양돈산업의 최대 현안문제로 

대두되었다. 특히 양돈시설에 적용된 분뇨수

거 방식의 70% 이상이 슬러리 시스템을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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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The state of animal manure public resource center. 

Region Gyeonggi․Incheon Kangwon Chungbuk Chungnam․Sejong Chonbuk

No. of unit 13 3 5 13 14

Region Chonnam Gyeongbuk Gyeongnam Jeju Total

No. of unit 12 5 12 10 88

택하고 있어 이 양돈슬러리의 처리 방법으로 

2011년 이전에는 다수의 농가에서 공해상에 

배출하는 방법을 채택하여 별도의 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분뇨처리를 

하여 왔으나 해양오염 문제와 국제협약 등

에 따라 2012년 이후 전량 육상처리가 이루

어지고 있다.  

지난 2006년 “가축분뇨를 활용한 자연순환

농업” 대책이 제시되어 2012년 이후 가축분

뇨의 공해상 배출 금지에 따른 육상처리 방

법으로 가축분뇨를 자원화 하여 경종농가가 

이용하는 경종과 축산이 연계되는 자연순환

농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MAFRA, 2013).

가축분뇨를 활용한 자연순환농업 대책은 

가축분뇨는 폐기물이 아닌 소중한 자원이라

는 생각에서 출발하여 비료로 이용되는 토양

과 작물이 요구하는 수준을 충족하기 위한 

자원화 기술, 계절과 지역에 맞는 활용방법, 

친환경농산물 생산 및 친환경축산 경영과 연

결되는 종합적인 대책이라 할 수 있다.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사업은 2007년부터 

양돈분뇨를 액비화 위주로 시군 단위로 추진

되며 하루 100톤 처리능력을 갖춘 시설을 갖

추고 만들어진 액비를 활용하여 지역의 자연

순환농업을 활성화 하기 위한 가축분뇨처리 

지원사업 중의 하나이다.  

본 연구는 2007년 이후 2011년까지 추진된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시설의 운영실태 분석

을 통하여 향후 공동자원화 시설의 운영개선 

방안을 제시하기 위하여 이루어졌다.

재료 및 방법

1.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사업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사업은 가축분뇨 자

원화 계획이 명확하고 사업추진 의지가 높은 

시․군중 1일 70톤 이상의 가축분뇨를 퇴․

액비화를 내용으로 하는 사업 운영계획을 구

체적으로 제시한 농업법인 (영농법인, 농업회

사법인), 지역 농축협, 민간기업 (민간 퇴비

장, 사료업체, 축산계열화사업자, 축산물 가

공 및 브랜드 업체 등)을 사업대상자로 한다. 

2007년부터 2012년 말까지의 공동자원화시

설 추진현황을 요약하면 Table 1과 같다. 

2007년 5개소 지원을 시작으로 2012년 말 기

준 지원 누계는 88개소에 이르고 있다.

가축분뇨처리 및 지원사업 평가결과 (PMO, 

2010) 자료에 의하면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시설의 설치비용은 30억 원으로 국비 50%, 

지방비 30%, 국비융자 20%로 구성되고 운영

비용은 전액 사업주체가 부담하는 방식이며 

전체 처리용량은 하루 28,000톤 규모에 이르

고 개소당 평균 하루 108톤 정도를 처리하는 

것으로 평가하였다.  

2. 조사내용 및 방법

정부의 가축분뇨처리 지원사업 중 가축분

뇨 공동자원화 사업으로 2007년부터 2011년

까지 지원된 68개소는 가동 중 45개소, 공사 

중 12개소, 인허가 중 9개소, 기타 2개소로 

집계되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가동 중인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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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Number of animal manure public resource center in each province. 

Region
(No. of unit)

Gyeonggi
(6)

Kangwon
(2)

Chungbuk
(3)

Chungnam
(6)

Chonbuk
(8)

Chonnam
(5)

Gyeongbuk
(2)

Gyeongnam
(6)

Jeju
(7)

Nation
(45)

Fig. 1. Distribution of the processing capacity

per year.

개소에 대한 실태 분석과 운영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공동자원화시설 실태분석과 운영 개선방안 

마련을 위하여 시설의 설치계획 대비하여 분

뇨처리 실태와 자원화시설 관리 운영 및 퇴

액비의 생산과 유통에 대한 항목들을 조사 

분석하였다.

계획 대비 처리 실태 분석을 위하여 연간 

처리물량, 차량 보유 현황, 액비 저장공간 확

보, 액비 살포면적을 비교하였으며, 자원화시

설에 대해서는 퇴액비시설 합리성, 악취방지

시설 활용도, 고액분리 상황, Agrix 기록관리, 

현장내 악취정도를 조사하였다. 퇴액비 생산 

유통에 대해서는 퇴액비 품질유지관리, 액비 

시비처방, 부숙상태를 조사하였으며 공동자

원화시설 인근 주민 민원 여부 또한 파악하

였다. 

결과 및 고찰

1. 지역별 분포 

조사대상 공동자원화시설의 지역별 분포 

현황은 Table 2와 같다.

전국의 45개소 시설 중 전북과 제주가 각

각 8개소와 7개소로 상대적으로 많았으며 경

기, 충남 및 경남이 각각 6개소가 설치 가동 

중에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2. 연간 처리물량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의 시설 개소당 

당초 처리물량은 양돈분뇨 100톤/일 기준으

로 설계되었다. PMO (2010) 자료에 의하면, 

2007년부터 2009년까지 3년간의 공동자원화

시설 26개소의 평균 처리용량은 하루 95톤에

서 150톤 규모로 평균 108톤이라 하였다. 

전국 45개소의 공동자원화시설의 연간 처

리물량을 보면, 정상적인 운전으로 볼 수 있

는 2만 5천 톤 이상이 24개소로 절반 이상이 

정상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

러나 연간 1만 5천 톤 미만의 처리물량, 즉 

하루 30톤 미만 처리로 비정상적인 운전이거

나 운영이 미흡할 수 밖에 없는 처리물량으

로 판단되는 시설도 12개소로 조사되었다.

  

3. 액비 저장공간

공동자원화시설의 정상적인 운영 및 액비

의 계절적인 수요 차이에 대비하여 충분한 

액비 저장공간의 확보는 필수사항이라 할 것

이다. 여름철 액비 비수기를 감안하여 자원

화시설 설계시 4개월 이상의 저장공간 확보

를 추천하고 있다.    

공동자원화시설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1만 5천 톤 이상의 액비 저장공간을 확보한 

시설이 전체의 40%인 18개소로 나타났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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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Distribution of solid-liquid separation.

Fig. 4. Comparison of the utilization of 

facilities. 

Fig. 5. Comparison of the utilization of odor

reduction facility. 

Fig. 2. Distribution of the capacity of liquid 

fertilizer storage tank. 

7천 톤 미만의 시설도 3곳으로 나타나 저장

공간의 추가 확보가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고액분리

공동자원화시설의 자원화 과정에서 처리 

부담 경감, 액비화 효율 개선 및 악취저감을 

위하여 필수적인 사항이 적극적인 고액분리

라 할 수 있는데, 45개 시설 중 39개 시설에

서 2회 분리를 실시한다고 하였으며, 5개소

의 시설에서는 1회 분리한다고 하여 거의 대

부분의 시설에서 적정한 고액분리를 하는 것

으로 조사되었다.    

5. 설계 대비 시설활용도

당초 설계시 설정된 처리용량에 비하여 실

제 운영시 시설활용도를 보면, 전체 45개소

의 시설 중 13개소는 설계용량을 초과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14개소는 설계용량에 맞게 

운전 중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전체

의 40%에 해당하는 18개소의 시설에서 설계 

미만으로 운전 중인 것으로 조사되어 향후 

시설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6. 악취저감시설 활용도

공동자원화시설을 포함한 가축분뇨처리시

설의 운영 과정에서 가장 취약하고 어려운 

부분이 악취저감이라 할 것이다.

공동자원화시설에 설치된 악취저감 시설은 

다양한 기술과 공법이 적용되어 있으며, 적

용된 악취저감시설 활용도를 보면, 45개소 

중 39개소의 시설에서 연중 가동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6개소의 시설은 필요시에만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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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Comparison of the on-site odor. 

Fig. 8. Comparison of the liquid fertilizer 

sprayed area.

Fig. 7. The state of complained in the 

community.

동하거나 거의 가동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

었다. 악취저감시설을 계속 가동하지 않는 

이유는 여러 가지 있겠지만 주로 전력비 부

담과 당초 기대했던 악취저감 효과가 나타나

지 않거나 일부 공동자원화시설의 위치에 따

라 필요시에만 가동해도 무방하다는 인식 때

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7. 현장 악취 정도

공동자원화시설 현장의 악취 정도를 보면, 

악취가 없다고 평가된 시설이 2개소, 약간의 

악취를 느낄 수 있을 정도의 시설이 29개소

로 나타나 공동자원화시설의 70% 이상이 악

취 문제는 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

다. 반면 악취가 심하다는 시설이 2개소로 

나타나 이 시설들은 반드시 악취저감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8. 민원 여부

공동자원화시설 인근 주민들의 민원 실태

를 보면, 1개소를 제외하고는 1년간 민원이 

없었던 것으로 조사되었다. 민원 여부는 악

취저감시설 활용과 시설의 정상적인 운전과 

연결되는 것으로 일상적인 관리가 반드시 필

요한 부분이다.  

공동자원화시설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거

의 없다는 것은 시설의 운전 중 악취확산 방

지에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결과이기도 하지

만, 대부분의 공동자원화시설이 당초 부지선

정 단계에서부터 제기된 반대 여론과 민원을 

해결하여야 공사를 진행할 수 있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공동자원화시설의 운영 중 악취 

민원은 거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9. 살포면적

액비 살포면적은 공동자원화시설의 연간 

처리물량, 정상적인 운전 및 경제성과 밀접

한 관련이 있는 중요한 항목이다. 양돈분뇨

의 적정한 처리능력 확보와 양질의 액비 유

통 활성화를 위해서 최대한 충분한 살포면적

이 확보되어야 한다.  

공동자원화시설에서 생산된 액비를 살포한 

면적을 비교해 보면, 500 ha 미만이 22개소로 

전체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1,000 ha 이상을 살포한 시설은 9개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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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Distribution of practical use the Agrix.

 

Fig. 10. Comparison of land application recipe.

Fig. 11. Distribution of the composting degree.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앞으로 공동자원화시

설의 운영개선을 위해서는 살포면적 확대가 

반드시 필요함을 보여주고 있다. 

10. Agrix 활용

액비의 살포와 유통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토양이나 작물에 과부하를 피하기 위한 

Agrix 활용은 공동자원화시설 운영에 있어서 

필수 사항이라 할 것이다. 

45개소의 시설 중 25개소는 충실하게 

Agrix를 활용하고 있으나 9개소는 보통 정도

의 활용도를 나타내고 있다. 특히 11개소의 

공동자원화시설에서 Agrix 활용이 미흡하거

나 1개월 이상 접속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보완이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판

단된다. 

 

Agrix 활용은 공동자원화시설의 운영 주체

는 물론이고 관할 행정기관이 수시로 정보를 

공유하면서 활용도를 높여 나가야 할 것이

다. 

11. 시비처방

공동자원화시설에서 생산된 액비의 시시처

방에 의한 살포 비율을 보면, 37개소의 시설

에서 전량 시비처방에 의한다고 하여 공동자

원화시설의 80% 이상이 전량 시비처방에 의

하여 액비살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판

단된다.

12. 부숙 상태

가축분뇨의 액비화 활용에서 액비 부숙상태

는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한 항목이다. 6개소를 

제외한 39개소의 시설에서 중숙 혹은 완숙으

로 판정되었으나 미숙 6개소에 해당되는 공

동자원화시설은 충분한 부숙을 위한 기술적

인 방안이 반드시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13. 품질 관리

지역농업기술센터에 의뢰하여 분석하는 품

질관리 실태를 보면, 매월 실시하는 시설이 

18개소, 분기당 21개소로 나타나 39개소의 

시설은 양호하다고 할 수 있으나 나머지 6개 

시설은 품질관리를 위한 실질적인 보완이 필

요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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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2. The state of quality management.

 

14. 종합 평가

전국 45개소의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에 

대하여 연간 처리물량 등 시설 전반, 액비의 

품질관리와 유통, 악취 관리 등에 관한 평가

를 종합하여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및 

매우 미흡의 5단계로 나누어 종합평가한 결

과는 Table 3과 같다.

Table 3. The result of general grading. 

매우 우수, 우수 및 보통의 평가를 받은 

시설은 전체 45개소 중 27개소로 60%를 차

지하여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이 전반적으

로 안정되어 가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을 것

이다. 그러나 동시에 미흡과 매우 미흡이 각

각 9개소로 전체의 40%를 차지하고 있어 공

동자원화시설의 운영개선을 위해서 해결되어

야 할 과제가 많다는 사실 또한 드러난 것이

라 할 것이다.

결    론

본 조사는 2012년 말 기준, 전국 45개소의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의 관리운영 실태를 

조사 분석한 것이다. 각 공동자원화시설의 

지역별 분포, 연간 처리물량, 액비 저장공간, 

고액분리, 시설 활용도, 악취저감시설, 현장 

악취 정도, 민원 여부, 액비 살포면적, Agrix 

활용, 시비처방, 부숙상태 및 품질관리 등의 

항목들에 대하여 비교 평가하였다. 매우 우

수, 우수, 보통, 미흡 및 매우 미흡의 5단계

로 나누어 종합평가한 결과, 매우 우수 7개

소, 우수 5개소, 보통 15개소로 긍정적인 평

가를 받은 공동자원화시설은 27개소였다. 미

흡과 매우 미흡 평가를 받은 시설이 각각 9

개소로 전체의 40%에 달하는 공동자원화시

설이 부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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