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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spite of the highest energy potential among all domestic organic solid wastes. the research on biogas 

production from cattle manure is limited. In particular, effects of organic content degradation and sawdust addition during

storage on biomethane potential have never been investigated. In the present work, we investigated the change of organic

content during storage of cattle manure under different temperatures (20℃ and 30℃), and its impact on biomethane potential

and odor emissions. 90 days of investigation results showed that 10% of organics in terms of VS and COD were degraded

at 20℃ during storage, while 30% were degraded at 30℃. This result impacted on biomethane potential, while 10-13% 

and 24% reduction were observed from beef and dairy cattle manure, respectively. The temperature also affected on CH4

and odor emissions during storage by 3.3-3.8 times and 29 times. The effect of sawdust on lowering down biomethane

potential was found to be substantial, reducing 61-75% compared to the contr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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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국내 유기성고형폐기물 중 우분이 가장 많은 에너지잠재량을 지니고 있으나, 바이오가스화에 대한 연구는 제한적

으로 진행되었다. 특히, 우분이 저장 중에 일어나는 유기물의 분해 및 톱밥의 첨가량이 메탄잠재량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전무하다. 본 연구에서는 신선한 두 종류의 우분(한우분뇨, 젖소분뇨)을 저장 시 온도와 기간에

따른 우분내 유기물 함량의 변화, 그리고 그 과정 중에 발생하는 온실가스와 악취를 조사하였고, 저장 후 우분의 메탄잠재량

과 톱밥 함유량에 따른 메탄잠재량도 알아보았다. 우분의 저장 온도에 따른 성상(VS, COD) 변화를 90일간 관찰한 결과,

20℃ 조건에서는 초기 우분 대비 약 10% 감소한 반면에 30℃ 조건에서는 약 30% 감소하였다. 유기물의 분해에 따라

메탄전환율 측면에서 한우분뇨의 경우 30℃, 90일 조건에서 메탄전환율이 약 10-13% 감소하였고 젖소분뇨의 경우 동일

조건에서 약 24% 정도 메탄전환율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저장 기간 중 30℃에서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20℃조건

에 비해 약 3.3-3.8 배나 높게 나타났고, 악취 발생량은 29배 더 많았다. 전체 톱밥한우분의 전체 중량대비 톱밥 함유량이

25%만 되더라도 메탄전환율은 61% 감소하였으며 톱밥 함유량이 45%와 55%로 증가하면 저감 비율은 각각 69%, 75%으로

나타났다. 이는 톱밥의 첨가가 우분에서 전환될 수 있는 메탄잠재량값도 낮추는 즉 저해 작용 때문으로 판단된다.

주제어: 우분, 저장 온도, 바이오메탄 잠재량, 악취, 톱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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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가축분뇨의 70% 이상이 퇴⋅액비 형태로 자원화

되고 있으나, 자원의 이용 측면에서는 퇴비의 규격

화 및 품질관리, 원활한 수급 및 수송 등에 어려움

을 겪고 있다. 액비의 경우 1년 내내 생산되지만 11

월-2월 사이 농지에 집중 사용되므로 대용량의 저장

탱크가 필요하고, 적정 퇴비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수분 조절, 교반 등의 관리와 축사규모와 동일한 규

모의 시설을 확보해야하기 때문에 사육규모에 따른 

경제성을 확보가 어려운 실정이다1). 또한, 이 과정

에서 생산된 미부숙 퇴비는 악취발생의 원인으로 

축사 주변 지역의 민원증가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한편, 가축분뇨의 자원화 및 적정처리를 통해 환

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제정된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르면 가축분뇨 자

원화 시설은 퇴⋅액비화 시설 외에도 바이오가스화 

시설의 설치기준을 두어 가축분뇨의 자원화와 적정 

관리를 유도하고 있다. 바이오가스화는 혐기성 미생

물을 이용하여 유기물로부터 메탄가스를 생산할 수 

있는 공정으로 폐기물의 처리와 동시에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2). 독일, 덴마크 등 유럽

의 낙농 선진국과 일본 등의 나라에서 이미 상용화

되어 가축분뇨로부터 에너지를 생산하고 있는데, 독

일은 가축분뇨 및 에너지작물을 이용한 바이오가스 

생산시설이 약 10,846개소에 달하고, 덴마크는 우분 

바이오가스화 시설을 약 90여개소를 운영하고 있다3). 

국내의 경우 전체 바이오가스화 시설은 90개소가 

있으나 이 중 가축분뇨를 원료로 공급하는 시설은 7

개(병합처리 제외)이며, 모두 돈분만을 처리한다4). 

돈분은 대부분 슬러리 형태로 고형물 함량이 10% 

이내여서 이송이 쉽고 바이오가스화에 적용하기가 

쉬운 반면에 우분의 고형물 함량은 20% 이상이며, 

유기성 질소 성분이 높은 상이한 특성을 가지고 있

기 때문에 많은 연구가 진행되지 않았다. 그러나 국

내 유기성폐기물의 바이오가스화 시 에너지 잠재량

을 비교하면 우분(한우+젖소)은 약 780천 TOE로 가

장 높고, 돈분이 385천 TOE, 하수슬러지 659천 TOE, 

음식물류폐기물은 416천 TOE로 나타났다5). 또한 기존 

문헌들에 따르면, 우분의 메탄가스 잠재량은 0.13-0.20 

L CH4/g VS으로 돈분(0.17-0.35 L CH4/g VS)에 비해 

낮지만 우분도 바이오가스화가 가능한 기술로 보고

되고 있으며, 주요 연구 주제는 최적의 수리학적체

류시간 도출, 통합소화, 전처리 등이었다6,7,8).

한편, 가축분뇨는 처리장으로 이송되기 전 오랜 

기간 (1-6개월) 저장이 되며, 이 때 분뇨내의 유기물

이 분해되고, 다량의 악취도 발생이 된다9,10). 특히 

일반적인 한우 축사의 경우, 톱밥이 바닥에 깔아져 

있으며, 배출된 분뇨는 3개월 이상 소가 밟으며, 이 

때 수분과 유기물의 감량이 진행되면서 퇴비화 반응

이 일어나게 된다11,12). 하지만, 이 과정 중에 메탄잠

재량은 감소되게 될 것이며, 이는 국내에 바이오가

스화 공정을 도입 시 미리 조사되어야할 사항이다. 

또한, 톱밥은 난분해성 물질로서 전체 메탄잠재량에 

영향을 미치는 또 하나의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신선한 두 종류의 우분

(한우분뇨, 젖소분뇨)을 저장 시 온도(20℃, 30℃)와 

저장 기간에 따른 우분내 유기물 함량의 변화, 그리

고 그 과정 중에 발생하는 온실가스와 악취를 조사

하였고, 저장 후 우분의 메탄잠재량 변화를 관찰하

였다. 또한, 톱밥 함유량에 따른 메탄잠재량도 알아

보았다.

2. 재료 및 방법

2.1. 우분의 성상 및 저장 방법

본 연구에 사용한 우분은 논산시에서 채취하였으

며, 한우분뇨와 젖소분뇨의 총고형물(Total Solids, 

TS), 휘발성고형물(Volatile Solids, VS), 생화확적산

소요구량(Chemical oxygen demand, COD) 농도는 각

각 (16.7 kg TS/m3, 14.1 kg TS/m3), 14.3 kg VS/m3, 

12.5 kg VS/m3, 234 kg COD/m3, 208 kg COD/m3로 

측정되었다.

2.2. 우분의 저장 방법

실험에 사용된 저장시스템은 Fig. 1과 같이 개별

적으로 제작되어 설치되었다. 개별 반응조의 크기는 

직경 6 cm, 높이 50 cm로 총 부피 1.4 L, 유효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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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L의 원통형이며 온도 조절을 위해서 수욕조 내

에 반응조를 설치하고 고정시켰다. 반응조의 상부에

는 하부의 샘플과 연결되어 있는 샘플링포트, 가스 

측정구, 가스치환용 튜브를 연결하여 다양한 조건에 

따른 COD, VS 변화, 가스 발생량(주 2회) 및 성분을 

측정하였다. 축사 내 저장되어 있는 우분은 외부 공

기와 접촉되어 있기 때문에 축사 환경과 최대한 비

슷한 실험을 위해 1회의 가스 측정이 끝나면 외부의 

공기 약 5 L/분의 속도로 5분간 치환시켜 외부의 공

기와 접촉하도록 하였다.

2.3. 메탄잠재량 측정 방법

메탄잠재량 측정 실험은 BMP (Biochemical methane 

potential) test 를 활용하였으며 운전방법은 다음과 

같다. 채취한 우분을 150 mL(운전 용량)에 첨가하여 

초기 유기물 농도를 1.5±0.2 g VS/L가 되도록 하였고 

식종균 농도는 5 g VSS/L, 배양 온도 37℃, 혼합속도 

140 rpm으로 하여 바이오가스 발생이 멈출 때까지 

배양하였다. COD, TS, VS, VSS (Volatile suspended 

solids) 등의 측정은 Standard method를 참고하였고 

바이오가스의 성상분석은 반응조 내의 가스를 micro 

syringe로 500 ㎕ 채취하여 열전도도 검출기 (Thermal 

conductivity detector, TCD) 가 장착된 Gas Chromatography 

(Gow Mac series 580)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컬럼은 

6 ft × 1/8 inch stainless steel column with porapak Q 

(80/100 mesh)였고 injector 온도 50℃, column온도 

80℃, detector온도 90℃였고 운반기체는 질소 (N2)로 

30 mL/min을 유지하였다.

우분의 발생특성(톱밥의 함유량)이 소화효율에 

미치는 영향에 따른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한우 농

가에서 얻은 신선한우분 25 g에 톱밥을 0 g, 10 g, 20 

g, 30 g으로 혼합 후 30℃ 조건에서 30일간 저장한 

후 상기 언급한 BMP 방법을 이용하여 메탄잠재량

을 측정하였다. 본 실험에 사용한 신선한우분과 30

일 저장한 우분 및 톱밥한우분의 성상은 Table 1에 

나타내었다.

3. 결과 및 고찰

3.1. 저장 조건에 따른 메탄잠재량 변화

실험실 규모로 진행된 우분 저장온도 및 기간에 

Beef cattle manure
Stored beef cattle manure with sawdust 

(beef cattle manure(g) : sawdust(g))

Fresh

(0 d)

Stored

(30 d)
25 g: 10 g 25 g: 20 g 25 g: 30 g

TS (%) 25.3±1.2 21.2±0.8 35.4±1.4 50.2±1.1 47.8±0.9

VS (%) 20.3±1.1 17.6±0.7 31.1±1.0 47.8±1.1 45.7±0.8

COD (g/L) 333.4±5.7 278.0±3.3 343.0±21.1 533.8±46.2 564.6±3.9

Table 1. Characteristics of Fresh and the Stored (for 30 d) Cattle Manure at Different Addition Ratio of Sawdust

Fig. 1. Schematic diagram for cattle manure stor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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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른 성상변화 실험은 초기 우사에서 수집된 한우

분뇨와 젖소분뇨를 0일로 규정하고 20℃와 30℃ 조

건에서 저장 기간이 경과(30, 60, 90일)함에 따라 유

기물 성상변화를 측정하였다(Fig. 2). 우선 저장온도

는 20℃와 30℃에서 약간의 차이가 발생하였는데 

한우분뇨의 경우 20℃저장에서는 VS 농도가 초기 

14.3%에서 30일, 60일, 90일에 걸쳐 각각 14.1, 13.7, 

13.0%로 최대 1.3% 포인트 감소한 반면에 30℃에서

는 13.2, 12.0, 10.9 %로 최대 3.0% 포인트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젖소분뇨 역시 20℃ 저장에서는 

초기 VS 농도 12.5%에서 12.2, 11.7, 11.2%로 감소하

였고 30℃에서는 11.3, 10.1, 9.3%로 감소하였다. 이

는 우분을 저온에서 저장할수록 우분 내 유기물 분

해를 늦출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대조군과 온도 및 기간을 달리하여 저장한 우분

을 이용하여 메탄잠재량을 조사한 결과, 첨가한 우

분의 유기물 함량이 낮을수록 메탄발생량도 적은 

것을 확인하였다. Fig. 3(a)에 나타낸 20℃ 조건에서 

저장한 한우분뇨 및 젖소분뇨의 누적 메탄발생량 

(a) (b)

Fig. 3. Cumulative CH4 production from cattle manure stored at different period and temperatures: (a) 20℃ and (b) 30℃.

Fig. 2. Change of VS and COD concentration depending 

on the types of cattle manure, storage temperature, and peri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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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를 보면, 신선한 한우분뇨에서 45.4 mL, 30일 

저장한 한우분뇨에서 45.0 mL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한편 60일, 90일 저장한 한우분뇨의 경우, 

누적 메탄발생량이 각각 39.0, 36.0 mL 로 측정되어 

VS 농도가 감소함에 따라 점차 감소하는 경향을 보

였다. 젖소분뇨의 경우, 신선한 우분에서는 45.4 mL

의 메탄이 발생하였고 30일 저장(44.1 mL)하더라도 

큰 차이가 없었으며, 저장 기간이 길어질수록 감소

하는 경향을 보였다(60일 39.2 mL, 90일 37.0 mL).

한편, 30℃ 저장 조건의 신선한 한우분뇨의 경우 

45.5 mL의 메탄이 발생하였고 저장 기간이 길어짐

에 따라 각각 42.3, 36.5, 31.2 mL로 메탄발생량이 감

소하였으며 젖소분뇨에서도 유사한 경향을 나타냈

다(신선한 우분 44.1 mL, 30일 저장 34.7 mL, 60일 

저장 28.8 mL, 90일 저장 27.0 mL). 20℃의 결과와 

비교하여 30℃에서는 저장기간이 증가할수록 젖소

분뇨의 메탄발생량의 감소량이 한우분뇨 보다 크게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30℃에서의 우분 저장이 20℃

에서 비해 우분 내 유기물을 더 많이 분해시키고 이

는 메탄발생량 감소로 이어졌으며 이런 현상은 한

우분뇨에 비해 젖소분뇨가 더 큰 영향을 받았던 것

으로 사료된다.

Table 2는 온도 및 저장기간에 따른 한우 및 젖소

분뇨의 메탄잠재량을 나타낸 것으로 온도가 높을수

록, 저장기간이 길수록 메탄잠재량이 더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메탄전환율 측면에서 한우분뇨의 

경우 30℃, 90일 조건에서 메탄전환율이 약 10-13% 

감소하였고 젖소분뇨의 경우 동일 조건에서 약 24% 

정도 메탄전환율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적

으로 우분의 바이오가스화를 위해서는 신선한 우분

을 수집하는 것이 바이오가스 생산 측면에서는 더 

유리하기 때문에 신속한 우분을 수거하는 것이 중

요하고 우분을 저장할 경우 낮은 온도에서 저장하

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3.2. 온실가스 및 악취 발생량

온실가스 및 악취 발생량을 저장기간에 따라 측정

하였으며 배출된 온실가스 (CH4)를 이산화탄소 (CO2 

eq.)로 환산하여 나타내었다(Fig. 4). 저장온도 20℃

에서는 한우분뇨와 젖소분뇨를 약 110일간 저장하

면서 메탄 배출량을 측정하였는데 한우분뇨의 경우 

8.0 kg CO2/ton 이었고 젖소분뇨는 7.0 kg CO2/ton 이

었다. 저장온도 30℃에서는 각각 26.0 kg CO2/ton 과 

26.4 kg CO2/ton 으로 축종간의 차이는 크지 않았으

나 30℃에서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20℃조건에 비해 

약 3.3-3.8 배나 높게 나타났다. 기존의 문헌에서도 

우분의 저장온도가 높을수록 더 많은 양의 온실가

스가 배출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평균 저장온도 

약 20℃ 조건에서 우분을 저장하면 약 18-30 kg CO2 

eq./ton의 온실가스가 배출되며 저장온도가 상대적

으로 높은 겨울철(30℃)에는 배출량이 1.5-1.6 배 증

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3,14).

악취 측정항목은 가축분뇨에서 주로 발생한다고 

보고된 암모니아가스, 황화수소이며 저장하는 동안 

구분

Beef cattle manure

Fresh

(0 d)

20℃ 30℃

30 d 60 d 90 d 30 d 60 d 90 d

mL CH4/g TW* 28 28 24 23 26 23 20

mL CH4/g VS 199 198 178 174 199 190 179

구분

Dairy cattle manure

Fresh

(0 d)

20℃ 30℃

30 d 60 d 90 d 30 d 60 d 90 d

mL CH4/g TW* 24 22 21 20 19 16 13

mL CH4/g VS 189 183 180 179 166 153 143

*TW: total weight

Table 2. Biochemical Methane Potential of Cattle Manures Stored at Different Temperatures and Peri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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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악취 배출량은 Fig. 5에 나타냈다. 20℃에서 우분

을 저장하는 동안 암모니아 및 황화수소 배출량은 

각각 0.26±0.01 g/ton, 0.20±0.01 g/ton으로 측정되었

으며 저장 온도가 높은 30℃에서 저장한 우분에서

는 배출량이 약 13-15배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암모니아 3.90±0.14 g/ton, 황화수소 2.67±0.22 g/ton). 

위와 같은 높은 저장온도 조건에서 악취 배출량이 

급격히 증가한 것은 우분 내 미생물의 활성도 증가

로 인한 단백질 분해율 및 황화수소 생성 촉진으로 

인한 것으로 사료된다. 가축분뇨에서 배출되는 가축

분뇨의 악취량은 가축분뇨 내 단백질 및 황 함량에 

따라 변동 폭이 크지만 기존의 문헌에서 보고된 황

화수소 배출량은 가축분뇨 내 황의 0.5-1.5%가 전환

되고 암모니아의 경우, 가축분뇨를 1년 저장하는 동

안 총 질소의 30-45%가 암모니아로 전환되어 대기

중으로 배출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5,16).

3.3. 톱밥 혼합 비율에 따른 메탄잠재량 변화

첨가한 기질의 1 g당 최대 메탄발생량은 50 mL으

로 신선한우분에서 얻을 수 있었다. 30일 저장한우

분에서는 이보다 20% 감소한 약 40 mL의 메탄이 

발생하였으며 톱밥을 첨가한 한우분에서는 메탄발

생량이 36-48% 감소하였다. 신선한우분에 비해 저

장한우분의 메탄잠재량이 낮은 이유는 Table 1에서 

나타내었듯이 우분 내 유기물 감소로 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반해, 톱밥한우분은 VS 및 COD 함

량이 신선한우분에 비해 높았지만 메탄발생량은 오

히려 감소하였으며 이는 톱밥을 이루는 구성 성분

이 메탄 생산에 적합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톱밥과 혼합하지 않은 한우분의 메탄전환율은 

200-220 mL CH4/g VS 이전의 결과와 유사한 결과를 

얻었지만 톱밥 첨가량이 10 g에서 30 g까지 증가할

수록 메탄전환율은 점차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3). 전체 톱밥한우분의 전체 중량대비 톱밥 

함유량이 25%(25 g:10 g)만 되더라도 메탄전환율은 

61% 감소하였으며 톱밥 함유량이 45%(25 g:20 g)와 

55%(25 g:30 g)로 증가하면 메탄전환율의 저감 비율

은 각각 69%, 75%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좀 

더 자세히 분석해보기 위해 톱밥 유래 메탄생산량

을 0 mL로 가정하고, 첨가한 우분의 g VS 당 메탄

발생량을 계산해보았다. Table 3에 제시된 바와 같

이 이 값은 150 mL/g VS로, 기존 전환율 대비 약 25% 

감량된 값이다. 이는 톱밥의 첨가가 투입한 전체 VS 

Fig. 4. Cumulative CH4 emissions depending on the types

of cattle manure, storage temperature, and period.

Fig. 5. Odor (NH3 and H2S) emissions during storage of

beef cattle manure at different temperat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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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전환율 감소뿐만 아니라, 우분에서 전환될 수 

있는 메탄잠재량값도 낮추는 즉 저해 작용을 일으

킬 수 있음을 의미한다.

4. 결 론

20℃의 결과와 비교하여 30℃에서는 저장기간이 

증가할수록 젖소분뇨의 메탄발생량의 감소량이 한

우분뇨보다 크게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30℃에서의 

우분 저장이 20℃에서 비해 우분 내 유기물을 더 많

이 분해시키고 이는 메탄발생량 감소로 이어졌으며 

이런 현상은 한우분뇨에 비해 젖소분뇨가 더 큰 영

향을 받았던 것으로 사료된다. 한편, 우분의 저장 기

간 중 30℃에서 메탄 배출량은 20℃에 비해 4배 정

도, 한편 악취 발생량은 거의 30배 정도 많았다. 결

과적으로 우분의 바이오가스화를 위해서는 신선한 

우분을 수집하는 것이 바이오가스 생산 측면에서는 

더 유리하기 때문에 신속한 우분을 수거하는 것이 

중요하고 우분을 저장할 경우 낮은 온도에서 저장

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톱밥이 첨가된 

우분은 VS 및 COD 함량이 신선한우분에 비해 높았

지만 메탄발생량은 오히려 감소(61-75%)하였으며 

이는 톱밥을 이루는 구성 성분이 메탄 생산에 적합

하지 않음을 시사한다.

사 사

본 연구는 환경부 글로벌 탑 환경기술개발사업 

중 Non-CO2 온실가스 저감기술개발 사업단(2017002

410003)에서 지원받았습니다.

References

1. [세종시 가축분뇨 특성분석 및 활용방안 연구, 

대전세종연구원] The Study of Livestock Manure 

Characteristic Analysis and Utilization in Sejong 

City, Daejeon Sejong Research Institute, (2017).

2. [오세은, 이모권, 이병선, 김동훈, “축산분뇨와 

음식물쓰레기의 연속 중온 건식혐기성소화”, 한

국 폐기물자원순환학회지] Oh, S. E., Lee, M. K., 

Lee, B. S. and Kim, D. H., “Continuous Mesophilic 

Dry Anaerobic Co-digestion of Livestock Waste 

and Food Waste”, J. of KORRA, 27(1), pp. 19~25. 

(2010).

3. Technical report on Germany, IEA task 37, (2017).

4. [유기성폐자원 바이오가스화 시설현황, 환경부] 

Current State of Biogasification Facilities for Treating 

Organic Waste, Ministry of Environment, (2016).

5. [신⋅재생에너지 백서, 산업통상자원부] New & 

Renewable Energy White Paper,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2016).

6. Miranda, D. N., Granell, R., Tuomisto, H. L. and 

McCulloch, M. D., “Meta-analysis of methane yields 

from anaerobic digestion of dairy cattle manure”, 

Biomass and Bioenergy, 86, pp. 65~75. (2016).

7. Moset, V., Fontaine, D. and Møller, H. B., “Co-digestion 

of cattle manure and grass harvested with different 

단위

Beef cattle manure
Stored beef cattle manure with sawdust 

(beef cattle manure(g) : sawdust(g))

Fresh

(0 d)

Stored

(30 d)
25 g:10 g 25 g:20 g 25 g:30 g

mL CH4/g TW 50.7±1.9 39.5±4.8 26.6±4.2 32.3±6.6 25.6±3.2

mL CH4/g VS 226.4±8.3 203.9±16.5 77.9±12.3 61.5±12.2 50.8±6.4

mL CH4/g VS - 203.9±16.5 150±23.6 152±30.0 153±19.3

Table 3. Biochemical Methane Potential of Fresh and the Stored (for 30 d) Cattle Manure at Different Addition Ratio 

of Sawdust



36 임성원, 김상미, 김규형, 김동훈

J. of KORRA, 29(1), 2021

technologies. Effect on methane yield, digestate 

composition and energy balance. Energy”, 141, pp. 

451~460. (2017).

8. Nordell, E., Nilsson, B., Nilsson Påledal, S., Karisalmi, 

K. and Moestedt, J., “Co-digestion of manure and 

industrial waste - The effects of trace element addition”, 

Waste Management, 47, pp. 21~27. (2016).

9. [임성원, 오세은, 홍두기, 김동훈, “메탄 배출 저

감을 위한 설탕을 이용한 돈 슬러리의 산성화”, 

유기물자원화] Im, S. W., Oh, S. E., Hong, D. 

G. and Kim, D. H., “Acidification of Pig Slurry 

with Sugar for Reducing Methane Emission during 

Storage”, J. of KORRA, 27(3), pp. 81~89. (2019).

10. Shin, S. R., Im, S., Mostafa, A., Lee, M. K., Yun, 

Y. M., Oh, S. E. and Kim, D. H., “Effects of pig 

slurry acidification on methane emissions during 

storage and subsequent biogas production”, Water 

Research, 152, pp. 234~240. (2019).

11. [이영신, 이희집, 홍성철, 오대민, “축산퇴비의 

농지환원시 비점오염원으로서 수계에 미치는 

영향 - 우분을 중심으로-”, 한국습지학회지] Lee, 

Y. S., Lee, H. J., Hong, S. C. and Oh, D. M., 

“Effect of Non-Point Sources from Livestock 

Composted Land - A case of Cows Manure -”., 

J. of Wetlands Research 11(3), pp. 81~88. (2009).

12. [허남효, 이승헌, 김병기, “가축분뇨와 간척지 사

료작물의 메탄발생량과 생분해도”, 신재생에너

지학회지] Heo, N. H., Lee, S. H. and Kim, B. K., 

“Biochemical Methane Potential and Biodegradability 

of Animal Manure and Cultivated Forage Crops 

at the Reclaimed Tideland”, The Korean Society 

for New and Renewable Energy, 4(4), pp. 56~64. 

(2008).

13. Massé, D. I., Masse, L., Claveau, S., Benchaar, C. 

and Thomas, O., “Methane emissions from manure 

storages”, T. ASABE., 51(5), pp. 1775~1781. (2008).

14. Amon, B., Amon, T., Boxberger, J. and Alt, C., 

“Emissions of NH3, N2O and CH4 from dairy cows 

housed in a farmyard manure tying stall (housing, 

manure storage, manure spreading)”, Nutr. Cycl. 

Agroecosys, 60(103), pp. 103~113. (2001).

15. Eriksen, J., Nørgaard, J. V., Poulsen, H. D., Poulsen, 

H. V., Jensen, B. B. and Petersen, S. O., “Effects 

of acidifying pig diets on emissions of ammonia, 

methane, and sulfur from slurry during storage”, 

J. Environ. Qual, 43(6), pp. 2086~2095. (2014).

16. Kai, P., Pedersen, P., Jensen, J. E., Hansen, M. 

H. and Sommer, S. G., “A whole-farm assessment 

of the efficacy of slurry acidification in reducing 

ammonia emissions”, Eur. J. Agron, 28(2), pp. 148~154. 

(20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