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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e Korea, 80 percent of livestock manure were converted into compost and used as organic 

fertilizers. The livestock manure compost has two types of powder and pellet type (ID= 5∼10 mm).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properties of two types of cow manure compost pellet (cylinder 

and sphere type). Nitrogen concentrations of cylinder type and sphere type of compost pellets were 1.23 

and 1.24%, respectively. There were similar with nitrogen concentration of cylinder and sphere types of 

compost pellets.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effect of granulation processing, it was found that the moisture 

content of the raw material was the most influential factor in the granulation processing in both of the 

processing types of the screw pressing method and the rotating cylinder method. When the cylinder and 

sphere types of compost pellets were dry to 20% of moisture content, the specific gravities of these compost 

pellets were 1.38 and 1.13, respectively. The compressive strength of cylinder type pellet and sphere type 

pellet were 27.6 and 11.3 kg/cm
2
, respectively.

Keywords: Composting, Cow manure, Pelletized compost

초 록: 2015년 기준으로 국내에서 발생된 가축분뇨 중의 80%가 퇴비로 전환되어 유기성 비료자원으로서 농경

지에 시용되었다. 현재 이용되고 있는 가축분 퇴비의 형태는 분말형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입상 형태 퇴비로서

는 직경 5∼10 mm 크기의 원기둥 모양으로 가공된 펠릿이 일부 사용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우분을 부숙시

킨 분말형 퇴비를 원기둥 막대 형태의 펠릿과 구(구슬) 형태(Sphere type)의 펠릿으로 가공하였을 때의 특성을 

비교, 분석하였다. 분말 형태 퇴비의 질소농도는 건물량 기준으로 1.05% 이었으며 원기둥 막대 형태와 구 형태

로 펠릿화된 이후에는 각각 1.23%와 1.24%로서 가공방법에 따른 차이는 거의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입상화 가공효과를 분석한 결과, 스쿠루 압착식과 원통 회전형 입상화 방식 등의 두 가지 가공방식 모두에서 

원료의 수분함량이 입상화가공에 있어 가장 큰 영향요소인 것으로 나타났다. 수분 함량 20% 수준으로 건조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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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때의 비중은 분말형 퇴비에 비해 원기둥 막대 형태와 구 형태 펠릿퇴비는 각각 1.38과 1.13 수준이었다. 퇴비 

수송과 취급에 관련되는 요소인 압축강도는 원기둥 막대형과 구 형태 펠릿퇴비에서 각각 27.6 kg/cm
2
 와 11.3 

kg/cm
2
 수준으로서 원기둥 막대형태 펠릿퇴비가 더 높았다.

주제어: 우분, 펠릿퇴비, 퇴비화

1. 서 론

가축분뇨 퇴비화는 국내 가축분뇨 처리방법 중 

가장 보편적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2015년 기준으로 

보면 전체 가축분뇨 발생량 (4,653만 톤) 중 80%에 

해당하는 3,724만 4천 톤이 퇴비화 방법에 의해 처

리되었다
1)
. 가축분뇨 퇴비는 식물 생육에 필요한 주

요 영양성분인 질소와 인산, 칼리를 포함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미량 영양요소 그리고 토양의 공극을 

형성하는 입자성 물질까지 함유하고 있어서 토양의 

비옥도를 높여주는 유기성 비료자원으로 널리 이용

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사용되고 있는 가축분뇨 퇴

비는 가축분뇨에 톱밥이나 왕겨 등과 같은 수분조

절재를 혼합하여 부숙시킨 것으로서 가루형태로 되

어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2017년 현재 농촌진흥청

에서 정하고 있는 가축분 퇴비 및 퇴비 품질등급 평

가기준 등에 관한 운영 지침을 보면 특 등급 퇴비는 

유기물함량이 40% 이상이고 유기물대 질소비는 35 

이하, 수분함량은 35% 이상∼50% 이하로 규정되어 

있다. 또한 1 등급 퇴비는 유기물함량이 33% 이상

이고 유기물대 질소비는 35 이하, 수분함량은 55% 

이하로 규정되어 있으며 2 등급 퇴비는 유기물함량 

30% 이상, 유기물대 질소비 45% 이하, 그리고 수

분함량 55% 이하로 규정되어 있다
2)
. 퇴비의 수분이 

높으면 무게가 증가하고 뭉쳐지기 쉬워서 퇴비를 

경작지에 시비하는데 있어서 노동력을 많이 필요로 

하는 문제가 있다. 농업인구의 노령화가 가속화되

고 농기계 사용정도가 높아지고 있는 영농현황에 

비추어 볼 때 농업 노동력 투입정도 감소와 기계화 

작업효율 증대를 위해서는 입상화된 가축분뇨 퇴비

의 사용필요성이 높아진 상황인 것으로 판단된다. 

일반적으로 입상퇴비는 가루형태 퇴비에 비해서 수

분함량이 상대적으로 낮은 반면에 밀도는 더 높아

서 더 작은 살포기계로도 필요량의 퇴비를 경작지

에 고르게 살포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진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우분퇴비를 대상으로 하여 원기둥 

형태와 구(sphere) 형태의 두 가지 모양으로 입상

퇴비를 가공하고 그 특성을 분석하였다.

2. 재료 및 방법

퇴비화 실험에 사용된 우분은 소를 사육하고 있

는 우사 바닥에서 신선한 분뇨를 선별하여 수거하

였다. 채취한 우분에 톱밥을 혼합하여 분뇨의 수분

을 65% 내외로 조절한 후 공기를 공급하는 송풍식 

반응조에서의 퇴비화효과를 분석하였다. 퇴비화 효

과는 부숙기간 중의 퇴비단 온도와 pH 그리고 부피 

등의 변화가 안정되는 시기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

하였다. 퇴비화 실험은 23℃ 내외가 유지되는 항온

실험실 내에서 수행하였다. 대조구로서 같은 규격

의 퇴비화 반응조에 송풍을 실시하지 않는 상태에

서 동일한 기간 동안 퇴비화를 수행하면서 퇴비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상을 송풍식 반응조와 비교, 

분석하였다. 송풍식 퇴비화는 110 리터 규모의 원통

형 반응조 내에서 실시하였다. 퇴비화 반응조 바닥

에 송풍용 산기석을 설치하고 그 위에 눈 크기 0.5 

mm의 스테인리스 철망을 덮어서 공기를 상향식으

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하였다. 공기는 반응조 외부에 

설치한 브로워에 의해서 공급되도록 하였고 공기공

급량은 가축분뇨 자원화시설 표준설계도 해설서에

서 권장하는 양의 평균수준인 퇴비단 1 m
3
당 1.25 

m
3
/min 수준으로 하였다

3)
. 실험에 사용된 퇴비화 

반응조의 구조는 Fig. 1과 같다. 공기를 공급하지 

않는 대조구의 경우도 동일한 반응기를 사용하였으

나 공기공급 장치는 가동하지 않았다. 퇴비화는 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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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Schematic diagram of composting 

reactor.

(a) Screw type pelletizing apparatus

(b) Rotating cylinder type pelletizing apparatus

Fig. 2. Schematic diagram of experimental 

pelletizing apparatus.

풍 퇴적식 방법과 단순 퇴적식 방법을 기준으로 하

여 수행하였으므로 실험과정 중에 뒤집기 작업은 

실시하지 않았다.

퇴비 입상화실험은 송풍식 조건에서 퇴비화가 완

료된 우분퇴비를 원료로 하여 스크루 압착식 펠릿

화 장치와 원통 회전형 입상화방식 펠릿화 장치를 

사용하여 원기둥 막대형과 구 형태의 입상퇴비로 

가공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수행하였다. 시험에 사

용된 스쿠루 압착식 입상화 장치와 원통 회전형 입

상화장치의 구성은 Fig. 2에 나타난 바와 같다.

스쿠루 압착형태의 가공장치는 스쿠루의 회전에 

의해 발생한 압력으로 인해 우분 퇴비가 Molding 

part의 압출공을 통해 빠져나오면서 원기둥 막대 

형태로 가공되도록 제작하였다. 본 실험에 사용된 

가공장치의 설계기준은 다음과 같다. 스쿠루의 직

경은 100 mm, 피치는 40 mm 이며 회전속도는 20 

rpm, 압출공의 직경은 8 mm로 하여 실험을 실시

하였다. 원통 회전형 입상화장치는 균질화된 원료

를 투입부에 투입하면 원통의 회전에 의해 우분퇴

비가 원통 내면을 구르면서 구 형태로 가공되도록 

설계, 제작하였다. 실험용 가공장치에 설치된 원통

의 길이는 1,500 mm, 직경은 550 mm 크기로 제작

하였으며 원통의 회전속도는 25 rpm으로 가동하였

다. Fig. 2에 도시된 두 가지 형태의 입상화 장치에 

의해 가공된 입상퇴비를 대상으로 하여 그 특성을 

분석하였다. 입상화 효과는 투입한 원료가 입상으

로 가공되는 비율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였다. 실

험시료는 채취 즉시 실험실로 이송하여 분석하였으

며 시료 전처리와 성분분석은 AOAC와 APHA에서 

정하는 방법을 적용하였다
4,5)

. 

3. 결과 및 고찰

호기적 송풍식 퇴비화 반응조 내에서 우분을 부

숙시켜 퇴비화 한 다음에 완숙된 퇴비를 원료로 하

여 스쿠루 압착방식으로 가공한 원기둥 막대형 펠

릿과 원통 회전형 입상화장치를 이용하여 구 형태

로 가공한 펠릿의 특성을 비교, 분석하였다.

3.1. 송풍여부에 따른 우분 퇴비화 효과

동일한 우분을 원료로 하여 송풍조건과 비송풍 

조건에서 60일 동안 퇴비화를 실시하였다. Rui 등 

(2012)은 퇴비화에 있어 송풍이 매우 중요한 영향요

소라고 보고한 바 있다.
6)
 실험에 사용된 우분과 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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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em pH
EC

(㎲/cm)

Moisture 

content

(%)

N(%)
NaCl

(%)

Cow
manure

7.39 1,248 73.45 2.01 0.06

Sawdust 5.68 294.3 16.17 0.233 0.01

Table 1. Characteristics of cow manure and sawdu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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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Change of temperature of each compost pile 

during composting peri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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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Variation of pH and volume of each compost 

pile during composting period.

밥의 특성은 Table 1에 나타난 바와 같다.

실험에 사용된 우분은 소를 기르는 축사에서 직

접 수거하였으며 톱밥은 일반 상업적 톱밥유통 업

체에서 공급받아 사용하였다. 실험에 사용된 우분

과 톱밥의 성분분석 결과 pH는 각각 7.39와 5,68 

질소는 2.01%와 0.233% 수준으로서 일반적으로 사

용되고 있는 우분이나 톱밥의 특성과 유사한 것으

로 나타났다. 우분과 톱밥의 염분함량은 각각 

0.06%와 0.01% 수준으로서 농촌진흥청의 비료공정

규격 설정 및 지정 고시에서 정하고 있는 가축분 퇴

비의 건물중 염분함량 기준인 2.0% 수준을 고려하

였을 때 퇴비화 원료로서 사용상의 문제가 없는 것

으로 판단된다. 퇴비화 개시시에 우분과 톱밥을 부

피기준으로 1.0 : 0.25 수준으로 혼합하여 퇴비화

에 적절한 수분인 65% 수준으로 조절한 후 실험을 

실시하였다. 실험 결과, 송풍을 실시한 반응조와 송

풍을 하지 않은 반응조의 퇴비화기간 동안 각 반응

조의 pH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두 처리구 모

두 퇴비화 초기에 pH가 상승하는 경향이 있었으나 

그 차이는 크지 않았고 퇴비화 기간이 경과함에 따

라 pH가 약간 낮아지는 결과를 보였다. 퇴비화 기

간 동안의 pH 변화와 퇴비 부피 변화는 Fig. 3에 

나타난 바와 같다. 

퇴비화가 진행되는 동안 송풍 퇴비단과 비송풍 

퇴비단 모두에서 pH가 유사하게 변화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송풍 퇴비단의 초기 pH가 비송풍 퇴비단

에 비해서 약간 더 상승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퇴비

화 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퇴비단의 부피가 감소하

였는데 송풍 퇴비단에서의 퇴비부피 감소가 비송풍 

퇴비단에 비해 더 크게 나타나는 결과를 보였다. 이

는 퇴비단내에서의 유기물 분해현상과 수분의 감소 

그리고 중력에 의한 퇴비단의 침하현상 등이 복합

적으로 작용한 결과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퇴

비화 기간 동안에 퇴비단의 부피 감소정도는 송풍 

퇴비단에서는 12% 정도인 반면에 비송풍 퇴비단에

서는 7% 정도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퇴비화 기간 

동안 퇴비화 미생물의 유기물 분해활동이 활발해짐

에 따라 퇴비단의 온도가 퇴비화 초기에는 상승하

다가 퇴비화 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다시 감소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본 실험

기간동안 송풍 퇴비단과 비송풍 퇴비단의 온도변화

를 조사한 결과를 Fig. 4에 도시하였다.

퇴비단에 대한 송풍여부에 따른 퇴비단의 온도는 

송풍 퇴비단이 비송풍 퇴비단에 비해 초기 온도상

승이 더 빠르게 진행되었으며 최고 온도도 더 높게 

상승하였다. 송풍 퇴비단에서는 퇴비화 5일째에 최

고온도 67℃를 기록한 반면에 비송풍 퇴비단에서는 

퇴비화 10일째에 최고온도 44℃를 기록하였으며 퇴

비화 기간 동안 온도변화가 송풍 퇴비단에 비해 더 

완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송풍 퇴비단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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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Variation of diameter of compost pellet 

according to moisture content of powder compost in 

rotating pelletizing process.

미생물의 유기물의 분해활동이 초기에 더 활발하게 

이루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반면에 

비송풍 퇴비단에서는 고온 도달시간이 송풍 퇴비단

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길어지고 최고온도도 낮았

다. 퇴비화 기간 동안의 온도 변화는 퇴비화기간 동

안의 분해가능 유기물의 잔존정도를 가늠하는 간접

증거가 된다. Agnew 등(2003)과 Peisker(1994)의 

보고에 따르면 퇴비단의 온도가 높아지면 잡초발생 

억제, 유해세균 활동 억제, 세균사멸현상 등이 발생

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퇴비단의 온도상승은 퇴비화

시에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다
7,8)

. Hansen등(1995)

은 퇴비화 과정 중 퇴비단의 온도가 55～60℃ 정도

로 3일 이상 유지되면 퇴비중의 잡초씨앗과 유해세

균이 사멸한다고 하였는데 가축분 퇴비는 농경지에 

시용되고 작물생육에 이용되기 때문에 퇴비단의 온

도상승은 농경지의 잡초억제와 작물생상성 향상과 

연관되어는 요소가 된다.
9)
 따라서 퇴비화기간의 단

축과 퇴비의 안전성 향상측면에서 송풍 퇴비화가 

비송풍 퇴비화에 더 유리하다고 판단된다.

3.2. 우분 펠릿퇴비 특성 분석

송풍식 퇴비화 조건에서 부숙시킨 우분퇴비를 원

료로 하여 스쿠루 압착식 입상화 장치와 원통 회전

식 입상화장치를 이용하여 가공 된 입상퇴비의 특

성을 분석하였다. 가공방법에 따른 최적 조건을 분

석한 결과 스쿠루 압착식과 원통 회전식을 이용한 

가공 모두에서 원료의 수분함량이 가공효율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요소인 것으로 나타났다. 스쿠루 압

착식 입상화 장치를 이용한 가공에 비해 원통 회전

식 입상화장치를 이용한 가공방법의 경우가 더 높

은 수분함량에서도 입상퇴비 가공이 가능하였다. 

두 가지 가공방식을 적용하여 입상퇴비를 가공하는 

경우 원료의 수분함량에 따른 가공효율은 Fig. 5에 

도시된 바와 같다.

퇴비 입상가공에 있어 원료 퇴비의 수분함량은 

입상화 가공효율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주요 영향요

소인 것으로 나타났다. 스쿠루 압착식 입상화와 원

통 회전식 입상화방식을 적용할 경우에 가공장치에 

투입되는 원료의 적정 수분함량은 스쿠루 가공방식

에서는 40% 내외 수준이었던 반면에 회전 원통식의 

경우에는 약 70% 내외 수준이었다. 스쿠루 압착식

의 경우에는 원료의 수분함량이 30∼59% 수준에 

해당하지 않으면 가공효율이 극히 낮았던 반면에 

원통 회전식의 경우에는 원료의 수분함량이 55∼

75% 수준에 해당하여야만 양호한 입상퇴비 가공효

과를 기대할 수 있었다. 또한 원통 회전형 입상화장

치를 이용한 가공시에 원료의 수분함량에 따라 가

공되는 입상퇴비의 크기분포가 달라지는 경향이 있

었다. Fig. 6은 원통 회전형 입상화장치에 투입되는 

원료의 수분함량에 따라 가공되어지는 입자크기별 

분포정도를 나타낸 것이다.

원통 회전형 입상화장치를 이용한 입상퇴비 가공

시에 원료 퇴비의 수분함량이 낮을 경우에는 직경

이 작은 입상 퇴비의 비율이 높아지는 반면에 원료

퇴비의 수분이 높으면 가공되는 입자의 크기가 커

지는 경향이 있었다. Fig. 6에 나타난 바와 같이 원

료퇴비의 수분함량이 30% 수준인 경우에는 대부분

이 3 mm 이하의 크기로 가공되고 수분이 70%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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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em

Cow manure pellet made by screw 

type device

Cow manure pellet made 

by Rotating type device

Diameter 8 mm
Diameter 

5 mm

Diameter 

10 mm

Diameter

15 mm

Compression 

Strength
27.6 7.25 11.37 18.42

Shearing Strength 11.3 3.54 7.85 16.51

Table 2. Durability of cow manure pellet against compression and shearing strength

(Unit : kg/cm
2
)

Item pH
EC

(㎲/cm)

VS/TS

(%)
N(%)

NaCl

(%)

Cow manure 7.89 1,621 92,56 1.05 0.8

Cow manure 

pellet made by 

screw type 

apparatus

7.38 1,765 90.64 1.23 0.8

Cow manure 

pellet made by 

rotating type 

apparatus

7.37 1,830 90.86 1.24 0.9

Table 3. Change of characteristics of cow manure 

compost by pelletizing process

이 되면 직경이 큰 입상 퇴비의 비울이 높아지는 특

징을 보였다. 입상 퇴비는 분말형 퇴비에 비해 가루

가 날리지 않고 점성이 더 적은 관계로 퇴비 포장과 

운송 그리고 시비가 상대적으로 더 편리하다는 이

점을 가진다. 스쿠루 가공방식과 원통 회전형 가공

방식에 의해 가공되어진 후 수분 20% 까지 건조된 

입상퇴비를 대상으로 전단력과 압축강도를 분석한 

결과는 Table 2에 나타난 바와 같다.

입상퇴비의 물리적 강도는 완제품 포장과 수송 

그리고 시비과정에 직접적으로 연관된 요소로서 경

작지로의 시비작업의 편리성, 시용된 후 토양 중에

서의 완효성이나 속효성 등을 결정하기 때문에 입

상퇴비 품질과 관련하여 중요한 고려요소가 된다. 

실험수행 결과 쪼개지는 현상에 대응하는 전단력과 

누르는 힘에 대응하는 압축강도의 경우 스크루 압

착방식에 의해 가공된 입상퇴비가 원통 회전형 입

상화방식에 의해 가공된 입상퇴비에 비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원통 회전형 입상화방식에 의해 

가공된 입상퇴비의 경우에도 입자 크기에 따라 전

단력과 압축강도가 다르게 나타났는데 입자크기가 

클수록 전단력과 압축강도가 더 커지는 경향을 보

였다. 원통 회전형 입상화방식에 의해 생산된 입상

퇴비의 전단력과 압축강도도 일반적인 파쇄작용에 

충분하게 견뎌내는 것으로 보아 통상적인 취급과 

기계화 시비에 문제가 되지 않을 정도인 것으로 판

단된다. 가공품을 비료자원으로 활용한다는 목적하

에서는 가공에 의해 성분의 변화가 있어서는 안된

다. 원료퇴비를 입상화하는 과정에서 성분의 변화

정도를 분석한 결과를 Table 3에 나타내었다. 

스쿠루 압착식 제조방법이나 원통 회전형 입상화

방법을 적용하는 경우 모두에서 입상화 과정에 따

른 성분변화 현상은 크게 나타나지 않았다. 입상화

된 퇴비중의 질소함량은 원료에 비해 오히려 증가

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입상화 처리에 의해 

퇴비가 압축되는 현상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현상은 퇴비의 부피대비 비료성분 함량증대

를 위해서 바람직한 결과인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입상화 과정에서 원료가 압축됨에 따라 겉보기 비

중이 늘어나게 되는데 본 실험에서 입상화 과정에 

의한 입상퇴비의 겉보기 비중을 분석한 결과는  

Fig. 7에 나타난 바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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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비시용에는 기계작업과 노동력이 소요되므로 

동일한 부피의 퇴비를 시용했을 때 더 많은 비료성

분이 토양으로 전달되어야 하고 작업도 간편해야 

한다. 퇴비의 밀도가 높으면 동일한 부피에 더 많은 

비료성분을 함유할 수 있으므로 단위면적당 시용되

는 퇴비의 전체 부피가 감소하는 효과가 있어서 퇴

비시용에 필요한 노동력이 절감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본 실험에서 적용한 스쿠루 압착식 입상화

와 원통 회전식 입상화 방법을 통해 가공한 입상퇴

비의 겉보기 비중을 분석한 결과 수분 함량 20% 수

준으로 건조하였을 때의 겉보기 비중은 분말형 퇴

비에 비해 원기둥 형태와 구 형태 펠릿퇴비가 각각 

1.38과 1.13 수준으로 상대적으로 더 높았다. 원통 

회전식 입상화 방법을 적용하여 가공한 입상퇴비의 

경우 입자크기가 커질수록 겉보기 비중이 낮아지는 

결과를 보였다.

4. 결 론

우분퇴비를 원료로 하여 스쿠루 압착식 입상화 

장치와 원통 회전식 입상화장치를 이용한 가공실험

을 수행하여 입상퇴비화 할 때의 가공형태별 가공

효과와 입상퇴비 특성을 분석한 결과를 요약한 결

론은 아래와 같다.

1. 우분과 톱밥을 혼합하여 퇴비화에 적절한 수분

인 65% 수준으로 조절한 후 퇴비화를 실시한 결과 

송풍을 실시한 반응조와 송풍을 하지 않은 반응조

의 퇴비화기간 동안 각 반응조의 pH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2. 퇴비단에 대한 송풍여부에 따른 퇴비단의 온

도는 송풍식 퇴비단이 비 송풍식 퇴비단에 비해 초

기 온도상승이 더 빠르게 진행되었으며 최고 온도

도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송풍식 퇴비단에서는 

퇴비화 5일째에 최고온도 67℃를 기록한 반면에 비 

송풍식 퇴비단에서는 퇴비화 10일째에 최고온도 4

4℃를 기록하였으며 퇴비화 기간 동안 온도변화가 

송풍식 퇴비단에 비해 더 완만한 것으로 나타났다.

3. 입상퇴비 가공방법에 따른 최적 가공조건을 

분석한 결과 스쿠루 압착식 입상화장치와 원통 회

전식 입상화장치를 이용한 가공방식 모두에서 원료

의 수분함량이 가공효율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요

소인 것으로 나타났다.

4. 원통 회전형 입상화방식에 의해 가공된 입상

퇴비의 경우에도 입자 크기에 따라 전단력과 압축

강도가 다르게 나타났는데, 입상퇴비의 입자크기가 

클수록 전단력과 압축강도가 더 커지는 경향을 보

였다.

5. 스쿠루 형태와 원통 회전형 입상화방법을 적

용하는 경우 모두에서 입상화 과정에 따른 퇴비의 

성분변화 현상은 나타나지 않았다. 

6. 원통 회전식 입상화 방법을 적용하여 가공한 

입상퇴비의 경우 입자크기가 커질수록 겉보기 비중

이 낮아지는 결과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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