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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Due to development of the national economy growth, livestock goods consumption has rapidly 
increased over the past 30 years. It has led livestock breeders to increase their livestock 
numbers. An increased number of livestock have consequently resulted in an increasing animal 
feces generation. According to the agricultural statistics provided by the Bureau of Statistics, 
livestock manure amounts to 47,235 thousand tons in 2013. To treat livestock manure, various 
types of treatment facilities like composting, liquid fertilization, purification, and anaerobic 
digestion facilities are being applied. In composting facility, there are four kinds of agitation 
system: escalator, paddle, screw and rotary type. In case of liquid fertilization process, there are 
two types of system: aeration and anoxic type. There are about 8,000 liquid fertilization facilities 
for treatment livestock manure in Korea. For purification of livestock manure, the treatment 
process is divided by three steps: Solid/Liquid separation process, Secondary purification process 
and advanced oxidation process. About 21 thousand tons of livestock manure was treated by 
anaerobic digestion facility in 2012. In every type of facility for livestock manure treatment, it is 
very important to choose the optimal deodorization equipment for the livestock manure treatment 
facility. In this study, the investigation has been carried out for six years to analyse the 
characteristics of livestock manure treatment facilities and related technique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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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국내 경제성장에 힘입어 최근 30여 년 간에 걸쳐서 축산물 소비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다. 이에 따

라 국내 가축 규모는 전업화, 대형화 되는 추세에 있다. 가축 사육두수의 증가는 필연적으로 가축분뇨 

발생량 증가를 초래하게 되었다. 농림축산 통계에 따르면 2013년 말 기준으로 약 47,235천 톤의 가축

분뇨가 발생되었다. 이 분뇨를 처리하기 위해서 퇴비화, 액비화, 정화 그리고 혐기소화와 같은 다양한 

가축분뇨 처리방법이 적용되고 있다. 가축분뇨를 퇴비화 처리 하는 시설에 있어서는 에스컬레이터식, 
패들식, 스크루식 또는 로타리식 등의 4가지 종류의 교반시설이 적용되고 있다. 가축분뇨 액비화 시설

의 경우에는 호기적 방법과 무산소적 방법 등의 2가지 시설이 운영되고 있다. 가축분뇨를 액비화하기 

위해서 전국에 약 8천기에 달하는 액비화 시설이 설치, 운영되고 있다. 가축분뇨 정화처리 시설에서는 

고액분리 처리, 2차 처리 그리고 고도 처리의 3가지 단계의 기술을 적용하고 있다. 2012년 말 기준으

로 볼 때 혐기소화 처리방법에 의해서 처리된 돼지분뇨 슬러리는 약 21천 톤에 달한다. 가축분뇨 처리

를 위해서 퇴비, 액비, 정화 시설, 혐기소화 시설 등을 선택함에 있어서 악취제거 효율을 높이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사안이 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에 설치된 가축분뇨처리 시설의 특징과 운영방식을 

6년간에 걸친 시설 설치관련 서류 검토와 현장조사를 통하여 분석하였다.

주제어 : 가축분뇨, 액비화, 정화, 처리시설, 퇴비화

1. 서론

지난 세기 후반 들어서서 본격화된 경제성장에 

힘입어 축산물의 소비가 급격하게 늘어났고, 이

에 따라 국내 가축 사육농가의 규모도 커져왔다. 
2013년 말 기준 국가 농업통계에 따른 가축 수

를 근거하여 보면 2013년도에 1년간 발생한 가

축분뇨의 발생량이 총 47,235 천 톤에 이른다1). 
가축분뇨는 폐기물이 아닌 자원으로 재활용되는 

것이 최선의 방안이고, 현재의 가축분뇨 처리 관

련 정책방향도 퇴비화와 액비화 등의 자원화 과

정을 적용하여 유기성 비료자원으로서 농지에 순

환하는 것이다. 가축분뇨는 유용자원 순환의 잠

재적 가치가 아주 큰 유기물 발생원이므로, 장기

적 관점에서 안정적으로 토양이 충분하게 수용할 

수 있는 형태로 변화시킬 수 있는 가축분뇨 자원

화 기술이 지속적으로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이
런 상황에 따라 국내에서도 가축분뇨 퇴비화와 

액비화에 대한 연구가 시설 측면에서부터 미생물

에 관한 연구에 이르기까지 각 분야에서 다양하

게 진행되고 있다2,3,4).

가축분뇨를 처리하기 위하여 국내에서는 퇴비

화와 액비화 그리고 정화빙법 등의 3 가지 형태

의 처리시설이 주로 적용되고 있으며 그 외에 가

축분뇨를 증발시키거나 고형연료화 또는 혐기소

화 하는 등의 기타 방법이 적용되어지고 있다. 
현재 국내에서는 약 20여개소의 혐기소화 시설

이 가축분뇨를 원료로 하여 가동되고 있다.
퇴비화방법에서는 에스컬레이터 방식, 패들 방

식 그리고 스크루식과 로타리식 형태의 교반시설

이 사용되고 있다. 가축분뇨 액비화 처리방법에

서는 액비화 탱크에 공기를 불어넣어주는 호기적 

방법과 공기를 불어넣지 않는 비 호기적 방식이 

사용되고 있으며, 전국에 걸쳐서 약 8,000여기의 

가축분뇨 액비화 시설이 운용되어지고 있다. 국

내 축산농가나 가축분뇨 처리시설에서 적용하고 

있는 가축분뇨 처리방법으로는 퇴비화와 액비화

가 주를 이루고 있지만 여건상 퇴비화와 액비화

에 의한 처리가 여의치 않은 경우에는 정화방법

에 의해 처리하기도 한다. 돼지분뇨 슬러리를 포

함한 가축분뇨는 BOD 수준이 30,000 mg/L 이

상이 되는 경우가 흔하므로 이 가축분뇨를 효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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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정화하기 위한 관련 연구도 수행되고 있

다5). 가축분뇨 정화처리는 고액분리 단계, 전통

적인 2차 처리방법 적용 단계 그리고 고도처리 

방식 적용 단계로 구분하여 운용되어진다. 최근 

들어서 가축분뇨 혐기소화 시설 설치 및 운용과 

관련된 연구가 늘어나고 있는데 혐기소화 방식 

역시 가축분뇨 자원화기술의 일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6,7,8,9). 어떤 처리방식이 되었든지 간에 모든 

형태의 가축분뇨 처리시설에 있어서 적절한 악취

방지 시설을 적용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사안이 

되었다. 따라서 최근 들어서는 가축분뇨 처리과

정에서 악취 발산 방지기술의 적용 또한 매우 중

요한 기본적 요소로 자리매김하고 있고 이와 관

련된 연구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10,11). 가

축분뇨를 자원화하여 경작지에 순환하는 과정에 

있어 퇴비, 액비의 시용이 토양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도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

고 퇴ᆞ액비의 안전성에 대한 연구도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다12,13). 이처럼 가축분뇨 처리방법에 

대한 연구가 다양하게 수행되고 있으며, 산업현

장에는 가축분뇨 처리시설과 설비가 많이 운용되

고 있지만 현재 국내에 보급되어서 운용되어지고 

있는 가축분뇨 처리시설의 형태와 특성에 대한 

종합적 분석결과는 부족한 상황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현재 국내에 설치, 운영되고 

있는 가축분뇨 처리 시설의 형태와 특성을 분석

하기 위하여 6년간에 걸쳐서 수집한 자료와 현

장실태 조사결과를 종합 분석하는 방법으로 수행

되었다.

2. 시험방법 및 재료

조사대상 가축분뇨 처리시설은 공동처리 규모

에 해당하는 시설과 개별농가에서 운영하는 수준

인 농가규모 시설로 구분하여 분석을 수행하였

다. 공동처리 규모 가축분뇨 처리시설이라 함은 

가축분뇨를 여러 농가에서 수집한 후 일괄적으로 

한 장소에서 처리할 수 있는 규모의 시설을 의미

하며 통상적으로 1일 수십 톤에서 100 톤 내외

를 처리하는 시설이 이에 해당한다. 농가규모는 

개별농가가 설치하여 운용하는 시설로서 1일 수 

톤에서 30 톤 미만의 분뇨를 처리하는 능력을 

가진 규모의 시설이다. 본 연구결과는 2008년부

터 시작하여 현재까지 6년간에 걸쳐 수행하고 

있는 가축분뇨 처리시설 및 관련기술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분석한 것이다. 조사는 국내에 설

치된 가축분뇨 처리시설 중에서 본 평가에 응한 

업체가 설치한 시설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조

사방법은 평가신청 업체가 제시한 공법과 시설의 

특성을 서면으로 1차 평가한 후, 시설이 설치되

고 가동되는 현지에서 시설유형 및 적용기술 그

리고 그 실제 처리 및 가동현황에 대한 2차 분

석을 실시하였다. 1차 평가 분석에서는 처리시설

의 공정 및 물질수지 등을 분석하였고, 2차 평가

분석에서는 시설의 가동현황, 악취발생 등의 시

설 운영상태 그리고 시설의 적용에 따른 가축분

뇨 부숙상태 등 가축분뇨 퇴ᆞ액비의 품질분석을 

실시하였다. 2차 현지분석 시에 채취한 분석용 

시료는 냉장상태로 실험실로 이송한 후 표준분석

법(AOAC, APHA)에 준하여 성분분석을 실시하

였다14,15). 이와는 별도로 가축분뇨 혐기소화 시

설에 대한 분석도 현지를 직접 방문하여 조사하

는 방식에 의해 수행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국내 각 지역의 농가수준 규모나 공동규모 수

준의 가축분뇨 처리시설에 보급된 처리시설의 유

형을 보면 가축분뇨를 퇴비화 하는 시설이 압도

적으로 많았고, 그 다음으로 정화와 액비화 시설 

순으로 분포하고 있었다. 지난 2013년 말 기준

으로 1년간 발생한 47,235천 톤에 이르는 가축

분뇨의 89.2%에 해당하는 42,129천 톤이 퇴비

화(80.7%, 38,132천 톤)와 액비화(8.5%, 3,997
천 톤)방법에 의해 처리되었고 나머지 10.8%는 

정화를 비롯한 기타 방법에 의해 처리되었다. 그
림 1은 국가통계 자료에 의거해서 ʹ07년부터 ʹ13
년에 이르는 기간 동안의 연도별 가축분뇨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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량 변화와 그 가축분뇨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용

한 방법의 적용수준을 나타낸 것이다.
[Fig. 1-a]를 보면 그림 상단에 실선 그래프로 

표시된 연도별 가축분뇨 발생량은 2010년 말에 

발생한 전염성 가축질병인 구제역의 영향으로 인

해 2011년에 일시적으로 감소했던 상황을 제외

하면 해가 갈수록 점차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추세는 우리나라 축산이 본격적으

로 산업적 발전을 이루기 시작한 1960년대 이후

부터 변함없이 지속적으로 이어져 온 상황이다. 
발생된 가축분뇨는 주로 퇴비화 방법에 의해 처

리되어 유기성 비료자원으로서 자연으로 순환되

어지는 방법에 의해 처리되었고, 일부 가축분뇨

는 액상비료화(액비화) 되어진 후 역시 경작지로 

환원되어지는 방식이 주를 이루고 있었다. 발생

된 가축분뇨를 처리하는 방법의 적용비율은 

[Fig. 1-b]와 [Fig. 1-c]에 나타난 바와 같다. 
[Fig. 1-b]와 같이 우리나라에서 발생된 가축분

뇨의 80% 정도가 퇴비화 방법에 의해 부숙과정

을 거친 후 자원으로서 경작지에 순환되었다. 나
머지 20% 내외 정도의 분뇨는 액비화나 정화, 
혐기소화 등을 비롯한 다양한 방법에 의해 처리

되었다. [Fig. 1-c]에 나타난 바에 의하면 액비

화 처리방식 적용수준은 기간의 경과에 따라 지

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반면에 해양투

기에 의한 처리방식은 매년 감소하여 2012년부

터는 적용이 완전히 중단되었다. 정화에 의한 처

리방식은 해가 감에 따라 약간씩의 증감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향후 가축분뇨 정화처리 방류수 

질소농도 기준의 강화가 예정되어 있어 이에 대

한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정화처리 방식은 상

시 사육규모가 약 3,000두 이상이 되는 양돈농

가에서 관심을 보이고 있는 기술이다. 혐기소화

를 포함하는 기타 처리방식의 적용 정도는 아직

까지는 거의 변화가 없이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

고 있다. 그러나 향후 2017년까지 가축분뇨 혐

기소화 비중을 2012년 말의 21천 톤 수준에서 

약 441천 톤 수준까지 높일 것으로 예측되므로 

그 적용비율은 점차적으로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16). 최근 각 분야에서 유기성 물질의 고형연료화

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가축분

뇨의 고형화에 대한 기술개발과 관련연구도 진행

되고 있다. 공동처리 규모 가축분뇨 처리시설의 

처리형태는 퇴비화 처리가 주를 이루고 있으며 

여기에 액비화 또는 정화공정을 추가로 운영하는 

방식이다. 액비화 또는 정화 처리 등의 단일 공

정만으로 운영되는 형태의 시설도 있으나 퇴비화 

처리방식 적용시설에 비하면 매년 평가 신청시설

의 10% 내외로 그 비율이 아주 적은 경우에 속

한다. 일반적인 가축분뇨 처리시설의 공정은 

[Fig. 2]에 나타난 바와 같다.
[Fig. 2]는 공동규모 가축분뇨 처리시설에서의 

공정을 요약한 것이다. 통상적으로 가축분뇨는 

각 농장에서 수거된 후 밀폐식 차량으로 운반되

어 공동규모 처리시설의 1차 저장조에 유입된다. 
공동규모 처리시설은 우분과 계분 등의 비 유동

성 분뇨를 수집하여 처리하는 시설과 돼지분뇨 

슬러리 등의 액상 분뇨를 처리하는 시설로 대별

되어진다. 가축분뇨 혐기소화 시설은 ʹ14년 현재 

국내에서 약 20여개소가 운영되고 있었는데 모

든 시설이 공히 돼지분뇨 슬러리를 혐기소화용 

기질로 하는 습식 혐기소화 방식을 적용하고 있

다. 돼지분뇨 슬러리의 수분함량은 약 97% 내외 

정도이고, VS/TS 함량은 약 70% 내외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Table 1]은 가축분뇨 처리시설에 

유입되는 가축분뇨의 형태에 따라 적용되는 공정

과 최종 산물을 나타낸 것이다.
공동규모 가축분뇨 처리시설은 주로 퇴비화와 

액비화 공정 위주로 운영되는데 유입되는 분뇨가 

비 유동성 분뇨일 경우에는 퇴비화 전용으로 운

영된다. 정화방법은 하수 처리시설을 지닌 공공

처리시설 등에서 하수와 연계하여 처리할 수 있

거나 주변 여건상 액비화가 용이하지 않은 경우

에 적용되어지는 경향이 있었다. 공동규모 처리

시설의 운영비용은 가축분뇨 수거 수수료와 퇴비 

판매수입 그리고 액비살포로 인해 발생하는 수입 

등으로 충당되어졌다. 조사연구 기간 동안 평가, 
조사한 시설의 수와 유형은 [Table 2]에 나타난 

바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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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Variations of process of livestock manure treatment methods with y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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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Typical process of livestock manure treatment process.

  [Table 1]  Difference of Treatment Processing According to Manure Type

Manure type
Vehicle for

manure collection 
& transportation

Process Product

Liquid manure Tank lorry

Composting (Soid)
Liquid fertilization (Liquid)

Purification (Liquid)
Anaerobic digestion (Liquid)

Compost
Liquid fertilizer

Biogas

Non-liquidity manure Arm roll truck Composting Compost

   [Table 2]  The Livestock Manure Treatment Facilities Subject to an Assessment for Six Years

Classification
Year

Totalʹ08 ʹ09 ʹ10 ʹ11 ʹ12 ʹ13

Composting 5 7 1 5 4 7 29

Liquid fertilization 6 7 3 10 7 1 34

Purification 6 3 1 2 6 - 18

Composting + Liquid fertilization - - - 1 - 3 4

Composting + Liquid fertilization + Purification 3 2 1 2 1 3 12

Other system 1 - 2 1 1 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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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Equipment Installed in Various scale of Composting Facility

Scale Aeration Agitator Shipping equipment

Small Atmosphere Tractor, Skid loader Tractor, Skid loader

Medium
Diffuser connected 

with Air blower
Agitator (Escalator, Rotary, 

Paddle, Screw type) 
Tractor, Skid loader

Large
Diffuser connected 

with Air blower
Agitator (Escalator, Rotary, 

Paddle, Screw type) 

Packing machine, Conveyer, 
Loading machine

Forklift, Pay loader
Tractor, Skid loader

조사, 평가대상 가축분뇨 처리시설을 유형별로 

구분해보면 액비화 시설의 수가 34개소(33%)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고 그 다음으로 

퇴비화 시설이 29개소(28.16%), 정화 시설 18
개소(17.48%)의 순이었다. 퇴비화 시설과 액비

화 시설 그리고 정화 시설을 동시에 갖추고 운영

하는 곳은 12개소(11.65%)였었고 퇴비화 시설

과 액비화 시설을 같이 운영하는 곳도 4개소

(3.88%)에 달하였다. 가축분뇨를 혐기소화 하는 

시설 또는 연료화 하는 기타 유형의 시설 6개소

(5.83%)에 대해서도 조사, 분석을 실시하였다. 
현재 국내에는 20여개소의 가축분뇨 혐기소화 

시설이 설치, 운영되고 있는데 혐기소화 시설에 

대해서도 시설형태와 운영상황에 대한 분석을 동

시에 실시하였다.

3.1 퇴비화 시설 현황 및 운영

퇴비화 시설은 거의 모든 축산농가가 설비하고 

있는 시설이다. 퇴비화 시설의 형태는 처리하는 

가축분뇨의 양에 따라 결정되는데 처리량이 적은 

경우에는 단순 퇴적식 방법을 적용하는 사례가 

많지만, 전업규모 이상의 대규모 농가나 공동규

모 처리장의 경우처럼 처리대상 가축분뇨량이 많

은 경우에는 송풍시설과 교반시설 등을 설비하여 

운영하고 있었다. [Table 3]은 처리시설의 규모

에 따른 퇴비화 관련 설비의 설치 현황을 나타낸 

것이다.
[Table 3]에 기재된 시설규모의 결정은 본 조

사 연구의 분석기준을 따라 양돈규모 1,000두 

이하를 소규모 농가형 시설로 구분하였고 돼지 

1,000두∼6,000 규모를 중규모 시설로 그리고 

돼지 6,000두 이상을 공동처리 규모 즉 대규모 

시설로 구분하여 평가하였다. 퇴비화 시설에 있

어서 퇴비재료의 부숙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적절한 공기와의 접촉상태 유지로 나타났

는데, 현장 퇴비화 시설에서는 블로워에 의한 퇴

비단 내로의 공기공급과 퇴비단을 교반하여 주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었다. 소규모 시설의 경우 송

풍 시설이 없는 퇴비장에 가축 분을 퇴적해놓고 

트랙터나 스키드로더를 이용하여 주기적으로 퇴

비단을 교반하는 방식을 사용하는 경우가 주를 

이루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육규모가 중규모 이

상이 되면 퇴비장에 송풍장치와 교반 설비를 운

영하는 경우가 많았다. 대규모 시설의 경우 송풍 

시설과 기계식 교반 설비를 갖추고 운영하고 있

으며 로봇팔 적재기 등을 비롯한 퇴비 완제품 출

하 시설을 갖추기도 하였다. 본 조사연구 대상 

퇴비화 시설에서 운용되고 있는 교반 설비의 형

태를 분석한 결과는 [Fig. 3]과 같다.

[Fig. 3]  Distribution ratio of agitator type in 
composting facil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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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a) Escalator type agitator

4-b) Paddle type agitator

4-c) Screw type agitator

4-d) Rotary type agitator

4-e) Vertical axle type agitator equipped in closed reactor

[Fig. 4]  Agitators adopted in livestock manure composting facilities.

교반설비를 갖춘 퇴비화 시설에 적용된 교반기

의 형태를 분석한 결과 에스컬레이터형 교반설비

를 적용한 경우가 조사대상 시설의 57%를 차지

할 정도로 채택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로타리형 교반기가 14%를 차지하

였고 밀폐식 수직원통형 교반조가 12%, 스크루 

형태의 교반기가 10%, 그리고 패들형 교반기가 

7%로 그 뒤를 이었다. 국내에서 현재 운용되고 

있는 대표적 형태의 교반설비의 특징을 조사 분

석한 결과는 [Fig. 4]에 나타난 바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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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ble 4]  Characteristics of Livestock Manure Compost

Item
Moisture

(%)
NaCl
(%)

Hg
(mg/kg)

Cr
(mg/kg)

Cu
(mg/kg)

Ni
(mg/kg)

Zn
(mg/kg)

Manure 69.97 0.29 0.016 4.40 8.01 2.20 54.97

Compost 52.41 0.85 0.020 4.54 45.38 2.72 218.73

Regulation < 55 < 2.0 < 2 < 200 < 360 < 45 < 900

국내에서 운용되고 있는 가축분뇨 퇴비화 방법

은 가축분뇨를 단순하게 퇴적하여 두고서 필요시 

스키드로더 등을 이용하여 뒤집기를 하는 단순 

퇴적식 방법과 퇴적 후 바닥부분에서 송풍을 하

여주는 송풍식 퇴비화 방법 그리고 송풍과 기계

적 교반을 동시에 하여주는 송풍 교반식 방법이 

사용되고 있었다. 적용하는 방법은 소규모 시설

의 경우 단순퇴적식이나 송풍식을 사용하고 규모

가 큰 시설에서는 송풍 교반식 방법을 사용하였

다. [Fig. 4-a]부터 [Fig. 4-d]는 송픙 교반식 

방법으로서 대규모 시설에 적용되는 방식이다. 
4-a)는 이동용 주 프레임에 설치된 무한궤도 형

태의 교반장치를 이용하여 퇴비를 교반하는 방식

으로서 퇴비를 에스켈러이터식 궤도 위에 실어 

올린 후 낙하시키는 방식이다. 이 방식은 교반효

율은 좋으나 에스컬레이터 궤도나 에스컬레이터 

날이 손상을 받을 수 있으므로 유지관리에 유의

하여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였다. [Fig. 4-b]는 

이동용 주 프레임에 부착된 패들형태의 교반장치

가 상하좌우로 이동하며 퇴비를 교반하는 방식이

다. 구조가 상대적으로 간단하다는 특징이 있다. 
[Fig. 4-c]는 이동용 주 프레임에 설치된 스크

루의 회전에 의해 퇴비를 교반하는 방식이다 이 

방식 역시 구조가 간단하다는 장점이 있다. 
[Fig. 4-d]는 이동용 프레임에 설치된 드럼식 

로타리 형태의 교반장치를 이용하여 퇴비단을 교

반하는 방식이다. 이 방식 역시 교반효율은 좋으

나 볏짚 등과 같은 긴 섬유상 물질이 로타리에 

감기지 않도록 하는 유지관리가 필요하다. [Fig. 
4-e]는 고정형 수직식 밀폐 원통 속에 수직방향

으로 설치된 교반축의 회전에 의해 퇴비를 교반

하는 방식이다. 이 방식은 양계농가 등 수분이 

적은 분뇨가 발생하는 경우에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반응조가 닫혀있으므로 퇴비화시 관리를 

잘 할 경우 냄새 휘산을 줄일 수 있는 이점이 있

다.
본 조사 분석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가축분뇨 

퇴비화 시설에 대한 현지평가 시에 채취한 가축

분뇨 퇴비시료의 성분을 분석한 결과를 [Table 

4]에 나타냈다.
현지평가 중에 채취한 가축분뇨 퇴비시료 분석 

결과 전 항목에 걸쳐서 비료공정 규격에서 정하

는 성분기준을 충족하고 있었다. 대부분의 시료

에서 비소와 카드뮴 그리고 납은 정량적으로 검

출되지 않고 흔적만 보이는 결과를 나타냈다.

3.2 액비화 시설 현황 및 운영

액상 가축분뇨가 발생하는 양돈농가와 낙농가

를 위주로 하여 액비화 시설이 활용되어지고 있

었으며, 현재 그 수는 전국적으로 약 8,000여 개

소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로 양돈농

가나 공동자원화 시설 등에서 액비화 시설을 설

치, 운영하고 있지만 각 시설 별로 액비화 설비

의 유형과 특성이 각기 다름으로 인해 가축분뇨 

액비화 처리방법 및 시설운전에 약간씩의 차이가 

있었다. 액비화만을 전문으로 하는 액비유통 센

터는 액비화 반응조만을 운영하는 경우가 많지만 

일반 농가는 경우는 퇴비화와 액비화를 동시에 

운영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축분

뇨의 퇴비화와 액비화를 겸하는 퇴비와 액비화 

병합시설의 전형적 형태는 [Fig. 5]에 나타난 바

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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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Livestock manure composting and liquid fertilization process.

  [Table 5]  Characteristics of Sediment Collected in Liquid Fertilization Reactor 

Classification Reactor 1 Reactor 2 Reactor 3 Reactor 4

pH 8.54 8.71 8.62 8.67

Moisture(%) 83.05 80.45 83.85 82.16

Organic mattre(%) 9.33 10.56 8.79 9.70 

Organic matter/Nitrogen 9.49 9.51 9.81 9.44

T-N(%) 0.98 1.11 0.90 1.03

T-P(%) 1.65 2.04 1.61 1.95

국내에서 운영되고 있는 액비화 시설의 규모는 

통상적으로 200 ㎥ 에서부터 3,000 ㎥ 까지 다

양하게 분포하고 있었다. 용량이 500 ㎥ 이상 

되는 규모의 시설들은 프로펠러식 교반장치를 설

치하는 경우가 많았고, 거의 대부분의 액비화 반

응조에는 공기를 주입할 수 있는 폭기장치가 구

비되어 있었다. 액비화조 재질은 콘크리트, 스테

인리스 철판 그리고 법랑 코팅된 철제 재질 등이 

주로 이용 되고 있었다. 액비화조의 형태는 원형

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일부 사각형 시설이 존재

하였다. 초기의 액비화 시설은 지상에 설치된 개

방형 반응조가 주를 이루고 있었으나 최근에 신

축되는 공동규모형 액비화 시설의 경우 냄새확산 

방지를 위하여 밀폐하거나 지하화 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액비화 시설을 지하화 

하는 경우 냄새통제나 미관적 효과가 높아지는 

반면에 액비조 내의 침전물 축적 문제 해결방안 

수립이 가축분뇨 액비화 산업분야의 현안과제로 

대두되어 있다. 산업현장에서 운용되고 있는 가

축분뇨 액비화 조에서의 가장 큰 어려운 문제는 

사용기간의 경과에 따른 침전물 층 형성이었다. 
일부 액비화조의 경우에는 전체 가용용적의 약 

10% 내외에 이르는 침전층이 형성된 것으로 분

석되기도 하였다. 침전층 형성은 액비화조의 용

적감소 뿐만 아니라 혐기적 분해발생으로 인해 

액비의 부숙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 각기 

다른 4개 지역의 액비화 반응조 바닥부분에서 

채취한 침전물의 성분을 분석한 결과는 [Table 

5]에 나타난 바와 같다.
[Table 5]에 나타난 분석결과에 의하면 각각

의 액비화 반응조에서 채취한 침전물의 T-N 과 

T-P 농도가 액비화의 원료가 되는 일반적인 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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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Characteristics of Sediment Collected in Liquid Fertilization reactor

Classification
N

(%)
P2O5

(%)
K2O
(%)

As
(mg/l)

Cd
(mg/l)

Hg
(mg/l)

Pb
(mg/l)

Cr
(mg/l)

Liquid fertilizer N+P2O5+K2O = Above 0.3% N.D N.D N.D N.D N.D

Settlement 1.05 1.45 - N.D N.D N.D N.D 2.5

Regulation N+P2O5+K2O = Above 0.3% 5 0.5 0.2 15 30

     
   7-a) Circle type reactor                                         7-b) Rectangular type reactor

[Fig. 7]  Liquid fertilization facility for livestock manure.

분뇨 슬러리의 T-N, T-P 농도인 0.3∼0.5%와 

0.05∼0.10% 수준에 비해 침전물에서의 유기물

이나 무기물의 농도가 상당 수준 더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액비화조 내에서 채취한 액비와 침

전물에서의 중금속함량을 분석한 결과는 [Table 

6]에 나타난 바와 같다.
액비나 침전물에서의 규정 성분 함량은 비료성

분 기준인 비료공정 규격에서 정한 수치에 적합

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최근에 설치되는 액비조

의 대부분은 냄새 확산방지와 외부 강수나 기타 

환경적 요인에 의한 영향을 덜 받는 상태로 액비

화를 수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붕을 설치하고 

있다. 가축분뇨 처리용으로 설치된 액비화조의 

전형적인 구조는 [Fig. 6]에 도시된 바와 같다.

[Fig. 6]  Livestock manure liquid fertilization 
facility.

대부분의 액비화 시설은 [Fig. 6]에 나타난 바

와 같이 바닥에 산기설비를 갖추고 있다. 이 경

우 호기적 부숙을 진행할 수 있다. 현재 운용되

고 있는 대표적 형태의 액비화 시설은 원형의 형

태를 띠고 있지만 소수의 경우 장방형 시설을 운

영하는 농가도 존재하고 있었다. 장방형의 경우

에는 콘크리트 토목 구조물로 이루어진 형태가 

대부분이지만 원형의 경우에는 콘크리트 재질 외

에도 스테인리스 스틸이나 법랑 코팅된 철제 제

품 등 다양한 재질로 이루어진 경우가 많다. 액
비화조의 형태와 재질에 따른 특성을 분석한 결

과는 [Fig. 7]에 나타난 바와 같다.
[Fig. 7-a]에 도시된 액비화조는 원형시설로

서 주로 지상에 설치되어진다. 이 형태는 규모가 

작은 농가형에서부터 규모가 큰 공동형 규모의 

시설에까지 공히 적용할 수 있는 방식이다. 이 

형태의 경우 1 기에 200∼3,000 ㎥ 규모에 이르

기까지의 시설이 설치 운영되고 있었다. 이 방식

은 외기온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더 많이 받지만 

규모가 있는 저장조일 경우 시공이 더 쉬운 장점

이 있다. [Fig. 7-b]는 사각 형태의 액비화 시

설이다. 이 형태는 주로 콘크리트로 시공이 되어

져서 외기온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덜 받는다.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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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ble 7]  Characteristics of Livestock Manure Liquid Fertilizer

Item N(%) P(%) K(%) OM(%) OM/N
As

(mg/kg)
Cd

(mg/kg)
Hg

(mg/kg)

Concentration 0.26 0.04 0.17 0.72 2.77 ND ND ND

Regulation Sum : > 0.3 - - < 5 < 0.5 < 0.2

Item
Pb

(mg/kg)
Cr

(mg/kg)
Cu

(mg/kg)
Ni

(mg/kg)
Zn

(mg/kg)
Nacl(%) pH

Moisture
(%)

Concentration ND 2.50 7.43 2.20 20.39 0.12 8.74 97.8%

Regulation < 15 < 30 < 50 < 5 < 130 < 0.3 - > 95

  
[Fig. 8] Main process of livestock manure purification facility.

히 최근에는 [Fig. 7-b]의 왼쪽 그림과 같이 액

비화조가 지하화 되는 경향이 있다. 이 경우 외

기온의 영향을 적게 받고 미관 유지와 냄새발산 

방지가 더 쉽다는 장점이 있지만 반응조 바닥에 

침전되는 슬러지 관리 등의 시설 내부 환경 통제

가 어려울 수 있다.
조사, 연구 과정에서 양돈분뇨를 액비화 하는 

시설에서 채취한 시료의 분석한 결과는 [Table 

7]에 나타난 바와 같다.
현지 조사, 평가 중에 채취한 가축분뇨 액비시

료 분석결과 역시 전 항목에 걸쳐서 비료공정 규

격을 충족하고 있었다. 비소와 카드뮴, 납 그리

고 니켈은 정량적으로 검출되지 않거나 흔적만 

보이는 결과를 나타냈다.

3.3 정화 시설 현황 및 운영

가축분뇨 정화처리 시설은 양돈의 경우처럼 액

상분뇨가 배출되는 농가를 위주로 하여 설치되는 

경향이 강했고 소규모 농가보다는 양돈 규모 

3,000두 이상 되는 중규모 이상의 농가 위주로 

보급되는 추세에 있다. 시설의 경제성을 분석한 

결과, 정화시설의 경우 초기 설치비용 부담이 액

비화 시설에 비해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났

으나 운영비용 측면에서는 톤당 처리비용이 

10,000원 내외로서 오히려 부담이 덜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가축분뇨 정화 처리시설은 표준 활

성슬러지 공법이 보급되었으나 최근 들어 질소제

거율이 높은 시설이 보급되고 있으며 고도처리 

시설의 수요도 늘고 있는 실정이었다. 가축분뇨 

정화처리의 경우 고액분리 과정에서 분리 배출된 

슬러지를 퇴비로 활용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후단 

퇴비화 공정의 안정성에 관심을 가지고 운영하는 

경우가 많았다. 색도는 현행 가축분뇨 방류수 수

질기준 항목에 해당되지는 않은 항목이지만 시각

적 요인에 의해 많은 수의 농가가 방류수의 색도

를 제거하기 위한 고도처리 시설의 설치 및 운용

에 관해 높은 관심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국내에서 운영되고 있는 가축분뇨 정화처리 

시설의 주요 공정은 [Fig. 8]에 나타난 바와 같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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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8]  Mass-balance of Purification Facility for Treatment of Pig Manure Slurry

Item Inlet
Solid/Liquid 
separation

1ʹst Biological 
treatment

Solid/Liquid 
separation

2ʹnd Biological 
treatment

Advanced 
Oxidation 
Process

BOD(㎎/ℓ) 35,000 29,491 14,745 3,861 207 41 

SS(㎎/ℓ) 35,000 22,118 16,000 1,685 451 43

T-N(㎎/ℓ) 5,000 4,740 4,266 2,048 877 570 

T-P(㎎/ℓ) 800 421 379 33 32 7 

[Fig. 8]의 왼쪽과 같은 고액분리 시설은 가축

분뇨 정화처리시설에서는 반드시 적용되어지는데 

그림에 나타난 방식 외에도 고속 데칸타를 비롯

한 다양한 방식의 고액분리 장치가 적용되어지기

도 한다. 고액분리 된 액상물을 그림 8의 가운데 

그림과 같은 2차 처리반응 시스템에 유입시켜 

오염성 물질을 감소시킨다. 이 단계에서는 호기

조, 무산소조 등을 비롯한 생물학적 시스템이 적

용된다. 가축분뇨의 경우 처리과정 중에서 냄새

발산 통제조치가 필요할 경우도 있다. 2차 처리

에서 제거되지 못한 잔류 염류나 색도유발 물질 

등은 [Fig. 8]의 오른쪽에 나타난 3차 처리과정

을 거친다. 3차 처리방식으로는 미세공극 장치나 

활성탄, 오존 등을 비롯한 전기, 물리적 방법이 

적용되어진다. 일반적으로 가축분뇨의 정화는 높

은 오염성물질 농도로 인해 하수 정화처리 등에 

비해 더 높은 수준의 처리가 요구된다.
가축분뇨 정화처리 방식은 계절적 영향을 받지 

않고 상시 운영할 수 있는 특징으로 인해 규모가 

큰 농장을 위주로 하여 수요가 발생하고 있는 처

리방식이다. 정화처리 시스템을 운용하는 농장에

서는 퇴비나 액비화에 비해 초기비용이 높고 시

설의 유지, 관리에 필요한 노력이 상대적으로 더 

소요된다는 것이 주요 애로사항인 것으로 조사되

었다. 그러나 매일 일정량씩의 액상분뇨가 발생

하는 큰 규모의 축산농가에서는 퇴비나 액비화 

외에도 연중 안정적 분뇨처리가 가능한 정화방식

에 대한 관심을 보였다. 아래의 표 8은 조사, 평
가를 실시한 정화처리 시설에서 분석한 처리공정

의 물질수지를 나타낸 것이다.
[Table 8]의 결과에 의하면 돼지 분뇨가 유입

된 후 고액분리와 2차 처리 그리고 3차 처리 과

정을 거치면서 BOD, SS, T-N, T-P 농도가 방

류수 수질 기준을 충족하는 수준까지 감소됨을 

알 수 있다. 

3.4 가축분뇨 바이오가스화 시설 현황 및 
운영

가축분뇨 바이오가스화 시설은 2010년을 전후

하여 그 개소 수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본 

연구에서 조사한 시설의 분포 상황을 보면 전북 

6 개소, 경기 4 개소, 경남 3 개소이었으며 전남

과 충남 그리고 제주가 각각 2 개소씩이다. 
2010년 이전에는 개별농가나 조합에서 설치하는 

경우가 주를 이루었지만 2010년 이후에는 공동

자원화 시설이나 지자체 운영시설에 설치하는 경

우가 증가하는 상황이었다. 가축분뇨 혐기소화 

시설은 현재 건축이 진행되고 있는 곳도 있어 향

후 그 개소수가 계속 늘어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 조사한 시설은 양축농가가 직접 설

치한 시설이 9 개소였고 지자체나 영농조합 등

이 설치한 시설 8 개소, 국공립 연구기관이 설치

한 시설 2 개소 등이다. 설치 운영주체별 시설 

규모를 보면 연구기관이 설치한 시설은 1일 처

리용량이 10∼20 톤 규모이고 농가가 설치한 시

설의 경우 총 9개소 중에서 4개소가 1일 50 톤 

미만의 시설을 보유, 운영하고 있었다. 반면에 

지자체나 조합 등이 설치한 시설은 모두 1일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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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a) Reactor                                              9-b) Gas storing facility

[Fig. 8]  Anaerobic digestion facility for livestock manure.

톤 이상의 처리능력을 가지고 있었다. 재료의 수

분함량에 따른 소화방식은 조사대상 전체가 돼지

분뇨 슬러리를 원료로 하는 습식 혐기소화방식을 

적용하고 있었다. 사용되는 돼지분뇨 슬러리의 

수분함량은 97% 내외인 것으로 나타났다. 소화

조 형태는 2010년 이전까지 설치된 시설의 경우 

거의 단상 소화조가 주를 이루었으나 2010년 이

후 부터는 이상 소화조의 보급이 늘기 시작하였

다. [Fig. 9]는 가축분뇨를 원료로 하는 혐기소

화 시설의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그러나 조사대상 시설의 형태를 보면 아직까지

는 단상 소화조가 12개소로서 이상 소화조 7개
에 비해서 더 많은 분포 현황을 보이고 있다. 가
스 저장시설은 저장 백을 사용하는 경우가 대부

분이었다. 소화액 처리는 액비화 처리방식을 사

용하는 시설이 10개소로서 정화처리 하는 시설 

7개소에 비해 더 높은 분포상황을 보이고 있었

다. 일부 공공처리 시설의 경우에는 하수 연계처

리를 하고 있었다. 연구시설 2개소는 여과단 방

식을 적용하여 발생된 여과수를 액비화하는 방식

을 사용하고 있었다. 생산된 바이오가스는 발전

기 가동용 연료로 사용하고 있었다. 

3.5 탈취 시설 현황 및 운영

가축분뇨 퇴비화나 액비화 그리고 정화처리 시

설에서의 공통적인 어려움은 처리과정에서 발생

하는 냄새제거 문제였다. 일반적으로 탈취 탑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이 방식의 처리과정을 보

면 다음과 같다. 먼저 처리시설로부터 발생한 냄

새물질을 포함한 공기를 팬으로 흡입하여 탈취 

탑 내부로 보낸다. 탈취 탑 내부에는 담체를 충

진한 공간이 있고 약액이나 물을 살수하는 설비

가 설치되어있다. 탈취 탑 내부에서 냄새물질은 

담체, 물 또는 약액과 접촉하면서 제거되어지고 

탈취된 공기는 탈취 탑 상부의 배기구로 배출되

는 형태로 운영되어진다. [Fig. 9]는 위에서 기

술한 구조를 갖는 일반적인 탈취 탑의 구조의 모

식도와 가축분뇨 처리시설 현장에 설치된 탈취 

탑의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탈취시설의 용량은 가축분뇨 처리시설에서 발

생하는 냄새를 함유한 기체의 양과 관련 된다. 
아래 [Table 9]에 나타난 탈취 탑 구성품의 규

격은 1일 100 톤의 분뇨를 처리하는 퇴ᆞ액비화 

시설에 설치된 현장시설의 특성을 나타낸 것이다.
[Table 9]에 나타낸 사양은 조사연구를 실시

했던 시설의 특성에 맞춰 설비한 것이다. 탈취설

비의 형태나 구성 그리고 규격은 각 각의 시설에

서 발생하는 냄새 함유가스의 양이나 처리 목표 

그리고 처리방식 등 다양한 조건을 고려하여 결

정하여야 한다. 조사, 분석했던 시설들에서 탈취 

탑을 설비함에 있어서 고려했던 사항을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냄새 발생시설은 최대한 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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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Mimetic diagram & Picture of deodorization facility.

[Table 9]  Specification of Deodorization Facility for Livestock Manure Treatment Facility

Classification Item Characteristic

Pump for liquid circulation

Type Non seal pump

Performance 80A X 18mH X 0.7㎥/min

Material FRP

Pump 4 EA

Power 7.5 kW

Suction pump

Type Fan

Pump 1 EA

Power 55 kW

도의 밀폐구조로 구획하도록 하고, 냄새발생 시

설은 급기량보다 배기량을 많게 하여 실내를 부

압으로 형성하여 냄새확산을 방지하고, 냄새 포

집을 완전하게 할 수 있도록 하며 냄새 처리설비

는 효과가 좋은 방식을 채용하되 충분한 용량을 

확보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요소인 것으로 나

타났다.

4. 결론

국내 가축분뇨 처리시설 전반에 대해 2008년
부터 금년까지 6년간에 걸쳐 수행한 가축분뇨 

처리시설 및 관련기술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분석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국내 가축분뇨 처리시설에 보급된 시설유형은 

축분 퇴비화 시설이 많았고. 그 다음으로 정화

와 액비화 시설이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2) 공동처리 시설이나 규모가 큰 농가에서는 퇴비 

교반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었으며 교반

설비 형태는 에스컬레이터식이 주를 이루었다.
3) 국내 액비화 시설의 주요 형태는 원형과 장방형

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재질은 콘크리트와 법랑

코팅 철재 그리고 스테인리스 철재 등이 주를 

이루고 있다.
4) 액비저장조의 침전물 제거문제는 액비저장 시

설의 운영효율과 직결되는 사항이므로 침전물 

제거방안 확보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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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가축분뇨 정화처리시설은 양돈의 경우처럼 액

상분뇨가 배출되는 농가에서 사용하고 있었으

며, 소규모 농가 보다는 규모가 큰 양돈 농장위

주로 보급되는 추세에 있었다.
6) 가축분뇨 혐기소화 시설은 돼지분뇨를 원료로 

하는 습식 혐기소화 시설이 보급되어 있으며 

소화조 형태는 단상과 이상이 혼재되어 있었다. 
7) 가축분뇨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냄새 통제문

제가 가축분뇨 처리시설 운영에 있어서 중요한 

고려요소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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