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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This study was conducted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storage time of manure on the 
concentration of odorous compounds. Levels of odorous compounds were measured from manure 
incubated in 20℃ for 6 wk in pilot chamber whose structure is similar to slurry pit. Levels of 
short chain fatty acids were decreased (p<0.05) by 4,159, 1,925, 844, and 483 ppm as storage 
time increased as 0, 2, 4, and 6wk, respectively. Transfatty acid level was not changed for 2wk 
but decreased (p<0.05) afterwards (levels were 250, 248, 151, and 61 ppm at 0, 2, 4, 6wk, 
respectively). Levels of phenol compounds were decreased (p<0.05) by 68, 48, 26, and 9 as 
storage time increased as 0, 2, 4, 6wk, respectively. Phenol concentration was increased whereas 
p-cresol level was decreased as storage time increased showing ratios of phenol and p-cresol were 
6:94, 34:66, 51:49, and 67:33 at 0, 2, 4, and 6wk, respectively. Concentration of indole 
compounds was not different for 2wk but increased (p<0.05) after 4wk. The ratios of indole and 
skatole were 71:29, 42:58, 28:72, and 36:64 at 0, 2, 4, and 6wk, respectively. Skatole concentration 
was increased as storage time increased. Therefore, our current results indicate that levels of 
volatile fatty acid and phenol compounds were deceased but indole compounds were increased as 
manure storage time was increased. 
(Key words : Swine manure, Odor, Manure storage, Phenol, Indole)

서    론

돼지의 체내에서 이용되지 않은 영양소는 

분과 뇨를 통하여 배설된다. 이렇게 배설된 

물질들이 돈사 피트에 저장되면 혐기 미생물

에 의해 발효되어 악취물질로 바뀐다 (Spoels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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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Gas chromatography analysis condition

Volatile fatty acid (VFA)

Injection Injection volume 0.2㎕

Inlet Temperature 250℃

Split ratio 10:1

Columm Flow 1.0 mL/min

HP-INNOWax 30 m, 0.25 mm, 0.25㎛

Detector Temperature FID, 250℃

Volatile organic compound (VOC)

Injection Injection volume 2㎕

Inlet Temperature 250℃

Split ratio 5:1

Columm Flow 1.0 mL/min

DB-5ms 30 m, 0.25 mm, 0.25㎛

Detector Temperature FID, 250℃

1977; Williams와 Evans, 1981). 대표적인 악

취물질은 휘발성지방산, 페놀, p-크레졸, 인

돌, 스카톨 등이다 (Schaefer, 1977; Williams와 

Evans, 1981). 분뇨에서 휘발성지방산의 분포

를 살펴보면 총 휘발성지방산의 60% 정도는 

아세트산이고, 다음으로 프로피온산, 부티르

산, 이소부티르산, 이소발레르산 순이다 

(McGill와 Jackson, 1977; Cooper와 Cornforth, 
1978; Spoelstra, 1980). 아세트산, 프로피온산, 
부티르산은 탄수화물이 발효되어 생성되고, 
이소부티르산와 이소발레르산과 같은 이성체

지방산은 단백질이 발효되어 생성된다. 양돈 

슬러리를 저장하면 pH가 변화되고 이때 악

취물질의 농도가 바뀐다 (Wu 등, 1999). 양돈 

슬러리를 100일 동안 저장하였을 때 휘발성

지방산의 농도는 저장전의 농도 대비 5% 이

하로 급속히 감소되었고, 페놀 농도는 초기 

15 mg/L에서 0으로 감소되었다 (Hobbs 등, 1999). 
그러나 분뇨를 저장함에 따라 페놀, p-크레

졸, 스카톨, 휘발성지방산의 농도가 증가된다

는 보고도 있다 (Williams와 Evans, 1981; Ye 

등, 2009). 현재 돈사에서 발생되는 악취로 

인하여 축산농가와 인근주민간의 마찰이 지

속되고 있다. 최근에는 축산시설에서 발생되

는 악취가 양돈시설의 설치장소와 규모를 결

정하는데 핵심 사안이 되고 있다. 본 연구는 

슬러리 돈사의 피트와 유사한 모형을 이용하

여 돈사 피트 내 분뇨의 저장기간이 경과함

에 따라 악취물질의 농도 변화를 조사하고자 

수행되었다. 

재료 및 방법

1. 분뇨 채취 및 배양 

시험기간 동안 대사케이지 아래 분뇨 받이

에서 1일 2회 개체별로 분뇨를 전량 채취하

였다. 채취한 분뇨는 20 L 통에 보관되어 슬

러리 배양시험을 시작할 때까지 －20°C에 보

관되었다. 돈사 슬러리 피트와 유사한 환경

의 모형은 아크릴로 된 20 L 반응조로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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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Effect of storage time on the volatile fatty acid concentration from manure of 
pigs

Swine slurry storage (wk)
MS

0 2 4 6

Acetic acid 3,389a 1,602b 678c 378d 416

Propionic acid  467a  222b 120c  64d  58

Butyric acid  303a  101b  46c  42c  35

i-Butyric acid   65a   67a  34b  19c  11

i-Valeric acid  185a  181b 117c  43c  30

SCFA1) 4,159a 1,925b 844c 483d 483

I-SCFA2)  250a  248a 151b  61c  39
1) SCFA = acetic acid + propionic acid + butyric acid 
2) I-SCFA = i-butyric acid + i-valeric acid
a, b, c, d Figures with different superscripts within the same row are significantly different (p<0.05).

하였고, 냉동 보관되었던 분뇨를 완전히 혼

합한 후 15 L를 반응조에 넣고 공기를 분당 

15 mL씩 지속적으로 주입하면서 20℃에서 6
주간 배양하였다. 이때 악취물질 분석을 위

해 2주 간격으로 분뇨의 상층에서 10 cm 하

단에서 시료를 채취하여 분석 전까지 –20℃
에 보관하였다. 
 

2. 악취물질 분석 

휘발성지방산을 분석하기 위한 시료는 25 
% 인산용액을 이용하여 전처리 후 준비되

었고, 휘발성유기물 (VOC) 분석용 시료는 

Flickinger 등 (2003)의 방법에 따라 준비되어 

Gas Chromatography (6890N, Agilent, USA)를 

이용하여 분석되었다 (표 1). Inlet과 detector
의 온도는 250℃로 하였고, 시료의 Split ratio
는 휘발성지방산과 휘발성유기물 (VOC) 분석

을 위해 각각 10:1과 5:1로 하였다. 컬럼은 

직경 0.25 mm, 길이 30 M의 HP-INNOWax와 

DB-5ms를 각각 사용하였다. 검출기는 두 물

질 모두 FID를 이용하였다.  

3. 통계처리

모든 실험은 각각 3회 반복 실험을 하였으

며, 실험결과에 대한 통계분석은 SAS (Statistical 
Analysis System, 1996) package GLM (General 
Linear Model)을 이용하여 분산분석을 실시하

였고, 평균간 차이는 Duncan (1955)의 다중검

정법에 의해 95% 유의수준으로 분석되었다.

결과 및 고찰

1. 분뇨의 휘발성지방산 농도 변화

분뇨를 6주간 저장한 후 시료를 채취하여 

휘발성지방산의 농도변화를 분석한 결과는 

Table 2와 같다. 단쇄지방산의 농도는 0, 2, 
4, 6주에 각각 4,159, 1,925, 844, 483 ppm으

로 저장기간이 경과할수록 크게 감소하였으

며, 2주 간격에 따른 농도 차이가 뚜렷하였

다 (p<0.05). 이성체지방산의 농도는 0, 2, 4, 
6주에 각각 250, 248, 151, 61 ppm으로써 저

장 초기 2주 동안에 변화가 없었으나 (p> 
0.05), 그 이후 크게 감소되었다 (p<0.05).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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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Effect of storage time on the volatile organic compound emissions from manure 
of pigs

Swine slurry storage (wk)
MS

0 2 4 6

Phenol  4.37b 16.04a 13.31a 5.90b  6.3

p-Cresol 63.90a 31.66b 12.77c 2.95d 10.5

Indole  2.49a  1.07b  1.54b 2.54a  1.1

Skatole  1.01b  1.48b  4.01a 4.53a  1.9

Phenols1) 68.27a 47.69b 26.08c 8.84d 13.1

Indoles2)  3.50b  2.55b  5.56a 7.07a  2.5

1) Phenols = phenol + p-cresol
2) Indoles = indole + skatole
a, b, c, d Figures with different superscripts within the same row are significantly different (p<0.05).

세트산과 프로피온산은 저장기간 2주 단위로 

농도 차이가 분명하였으며 (p<0.05), 부티르

산, 이소부티르산과 이소발레르산은 저장기

간 초기 또는 후기에 농도 변화가 없었지만 

(p>0.05), 2주와 4주간에는 뚜렷하게 감소되

었다 (p<0.05). 본시험의 결과는 양돈 슬러리

를 100일 동안 저장하였을 때 휘발성지방산

의 농도가 저장전의 농도 대비 5% 이하로 

급속히 감소되었다는 연구결과와 일치하였다 

(Hobbs 등, 1999). 어떤 연구자들은 돈사 바

닥 아래 피트에서 분뇨가 저장되는 동안 악

취물질이 증가되었다고 하였는데, 이것은 혐

기 미생물에 의해 분뇨가 분해되면서 악취물

질이 축적되었을 것으로 추정하였다 (Welsh 
등, 1977; Wu 등, 1999). 이런 차이는 혐기적

인 조건에서 분뇨를 저장하였을 때 휘발성지

방산의 생성량보다 휘산량이 적어 농도가 증

가되었지만, 본 시험에서는 상층부에 공기를 

지속적으로 흘려주었기 때문에 많은 양의 휘

발성지방산이 휘산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휘발성지방산의 구성을 살펴보면 아세트산의 

비율이 가장 높으며, 다음으로 프로피온산, 
부티르산, 이성체 지방산 순으로 낮았는데, 
이것은 다른 연구자의 시험결과와 비슷하였

다 (Wu 등, 1999). 

2. 분뇨의 휘발성유기물 농도 변화

분뇨를 6주간 저장하였을 때 페놀류와 인

돌류 농도는 Table 3과 같다. 분뇨를 2주 간

격으로 채취하여 페놀류 농도를 측정한 결

과, 0, 2, 4, 6주에 각각 68.27, 47.69, 26.08, 
8.84 ppm으로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크게 감

소되었다 (p<0.05). Hobbs 등 (1999)은 양돈 

슬러리를 100일 동안 저장하였을 때 페놀 농

도가 초기 15 mg/L에서 0으로 감소되었고, 
p-크레졸 농도는 73일 경과 후에 감소되었다

고 하였다. 그러나 양돈 슬러리를 3주간 저

장하였을 때, pH가 8.9에서 7.9로 감소되면서 

페놀, p-크레졸, 스카톨의 농도가 증가하였다

는 보고도 있다 (Williams와 Evans, 1981; Ye 
등, 2009). 인돌류 농도는 0, 2, 4, 6주에 각각 

3.50, 2.55, 5.56, 7.07 ppm으로 저장 2주 동안

에는 유의적인 변화가 없었으나 (p>0.05), 4주

째부터는 유의적으로 증가하였다 (p<0.05). p-
크레졸 농도는 시험초기 63.90 ppm에서 6주 

후 2.95 ppm으로 크게 감소되었으나, 페놀 농

도는 2, 4주에 증가되다가 (p<0.05), 6주에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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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초기와 비슷한 수준으로 감소되었다. 페

놀과 p-크레졸의 농도비를 살펴보면 저장기

간 0, 2, 4, 6주에 각각 6:94, 34:66, 51:49, 
67:33으로 p-크레졸의 농도비가 초기에는 높

았으나 저장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감소하였

다. 인돌과 스카톨의 농도비를 살펴보면 저

장기간 0, 2, 4, 6주에 각각 71:29, 42:58, 
28:72, 36:64으로 스카톨의 농도비가 초기에

는 낮았으나 저장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증가

하는 경향을 보였다. 

적    요

본 연구는 돈사 슬러리 피트와 유사한 형

태의 모형의 아크릴 반응조에서 분뇨를 6주

간 배양하면서 2주 간격으로 악취물질의 농

도를 측정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1. 분뇨를 6주간 저장하는 동안 2주 간격

으로 단쇄지방산의 농도를 측정하였을 때 시

간이 경과함에 따라 뚜렷하게 감소하였으며 

(p<0.05), 이성체지방산의 농도는 저장 4주 

이후 크게 감소되었다 (p<0.05).  

2. 분뇨 저장기간별 페놀류 농도는 0, 2, 4, 

6주에 각각 68.27, 47.69, 26.08, 8.84 ppm으로 

시간 경과와 함께 크게 감소되었다 (p<0.05). 

3. 그러나 분뇨를 6주간 저장하는 동안 인

돌류 농도는 저장 4주부터 증가되었다 (p< 

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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