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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address the odor properties associated with swine production

facilities and effect to reduce odor by bacterial-enzymatic preparation. The



highest odorant was Ammonia in concentration, especially over 50ppm at

Bi-Yuk's housing in winter. But Hydrogen sulfide is more important

odorant, if concentrate convert into odor unit. Bacterial-enzymatic

preparation is almost not effect on the reduction of odor at swine

housing. However waste-water circulation and Bacterial-enzymatic

preparation showed possibility to decrease odor concentration.



제 장 서 론1

국내 양돈 산업은 점차로 대형화 밀집화가 되어 가고 있는 추세로 농가당 사육규모가,

증가하고 이전보다 단위 면적당 사육두수가 늘어났다 또한 대형화된 돈사일수록 무창식.

돈사를 운영하는 곳이 많다 이에 따라 밀폐된 돈사에서 발생하는 암모니아 및 황화수소.

등의 악취가스가 고농도로 존재하게 되어 돈사에서 사육되고 있는 돼지의 성장 및 생산

성의 저하를 가져올 수 있고 질병 발생이 증가하며 작업자에게도 건강상 위해를 줄 가능

성을 가지고 있다 또한 양돈장과 인근 마을의 거리가 가까운 경우가 많아 양돈장에서.

발생하는 악취가 지속적으로 발생되어 이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는 일이 빈번하고 민원으

로 이어지고 있다 즉 악취 문제는 돈사운영자와 민원인 모두에게 해결해야할 중요한 문.

제라고 할 수 있다.

악취방지법 환경부 시행으로 악취로 인한 민원이 년 이상 지속되고 배출허용기( , 2005) 1

준을 초과하는 지역으로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악취를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

역은 시도지사가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하여 분기에 회 이상 악취실태조사를 실시하고, 1․
악취배출사업자에게 악취방지계획을 시행토록 하고 있다 또한 일부 개정된 악취방지법.

시행 은 악취관리지역이 아니더라도 민원이 계속되고 배출허용기준을 회( 2011. 2. 5) 3

이상 초과하는 시설은 신고대상시설로 지정 고시하는 등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에 따라 양돈시설과 관련된 악취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양돈 농가의 어려움이 더.

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에서는 돈사에서 발생하는 악취 실태를 조사하여 주요 원인 물질을 파악하고,

양돈장에서 악취저감방법으로 가장 많이 선호되고 있는 미생물제제를 이용한 저감방법의

효과는 어떠한지도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토대로 악취를 저감하는 적절한 관리방안들.

을 마련하는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제 장 이론적 배경2

악취의 특성2.1

악취 라 함은 황화수소메르캅탄류아민류 그 밖에 자극성이 있는 기체상태의 물질이" " ․ ․
사람의 후각을 자극하여 불쾌감과 혐오감을 주는 냄새를 말한다 악취는 여러 가지 성분.

이 혼합된 상태로 존재하면서 사람의 후각을 자극하여 사람의 쾌적한 정서생활과 나아가

건강에 피해를 주는 나쁜 냄새로 즉 사람에게 특정 냄새 자체로 심리적정신적 피해와, ․
건강상의 피해를 주는 감각오염의 한 형태이다.

악취는 발생물질의 종류와 배출원이 다양하고 여러 물질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생활,

환경과 사람의 심리상태에 따라서 오염도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는 특성도 있어서 다른

대기오염물질과 달리 발생원을 관리하고 오염대책을 수립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악취의, .

인식도 생물체에 작용하여 자극을 통하여 감지될 수 있는 특수한 물질로서 생명체가 감

지하게 된다.

이렇듯 악취는 여러 복합물질이 작용하는 다성분계이며 감각공해이기 때문에 개인차가

크며 산소 황 질소와 같은 원자가 있는 유기화합물은 냄새가 심한 특징을 갖고 있다, , .

또한 개별 물질마다 사람이 느낄 수 있는 최소 농도나 냄새의 질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물질이 사람에게 냄새로 느껴지기 시작되는 최소의 농도를 최소감지농도 최소감지값 역( ,

치 또는 라고 하는데 물질마다 최소감지값이 다르기 때문에 악취강도의 비교Threshold)

시 최소감지값을 비교하는 경우가 많다 악취물질은 다른 물질에 비해 최소감지농도가.

낮은데 이는 낮은 농도에서도 냄새를 유발하므로 강한 냄새를 내는 것이다 주요 악취물.

질의 최소감지 농도를 표 에 나타내었다2.1 .

감지한 냄새의 인식강도와 냄새물질의 농도사이에는 직선적인 상관관계가 성립하지 않

고 다음과 같은 대수관계가 성립하는데 이를 법칙이라 한다, Weber-Fechner .

   

악취의 세기 악취물질의 농도I : , C : ,

냄새물질별 상수 상수 무취농도의 가상대수치k : , b : ( )

이 법칙은 악취물질의 농도가 감소하여도 악취의 세기는 농도의 대수에 비례하기 때문

에 농도감소에 상응하는 양만큼의 세기로 감소하지 않음을 뜻한다 예컨대 값이 인 경. k 1



우 악취물질의 농도를 제거해도 악취세기는 절반만 감소한 것으로 인식된다 이를, 90% .

통해 인간의 냄새감각이 분석기기의 감도에 비해 대단히 높고 악취절감을 위한 투자비,

용에 대한 개선효과가 낮음을 알 수 있다.

표 악취물질과 최소감지농도2.1.

화학물질명 농도 (ppm) 화학물질명 농도 (ppm)

Ammonia 0.1 i-Butanol 0.01

Methyl mercaptane 0.0001 Ethyl acetate 0.3

Hydrogen sulfide 0.0005
Methyl isobutyl

ketone
0.2

Dimethyl sulfide 0.0001 Toluene 0.9

Dimethyl disulfide 0.0003 Stylene 0.03

Trimethylamine 0.0001 o-Xylene 0.38

Acetaldehyde 0.002 m-Xylene 0.041

Propionaldehyde 0.002 p-Xylene 0.058

n-Butyraldehyde 0.0003 Propionic acid 0.002

i-Butyraldehyde 0.0009 n-Butyric acid 0.00007

n-Valeraldehyde 0.0007 n-Valeric acid 0.0001

i-Valeraldehyde 0.0002 i-Valeric acid 0.00005



양돈장 악취 발생 및 저감 현황2.2

악취 발생원2.2.1

돈사의 주요 악취 발생원은 돈사 및 분뇨 저장조 퇴비장 분뇨 살포지 등 복합적으로, ,

농장 전역에서 발생하는데 분뇨를 분해하는 미생물로부터 생성되는 물질은 약 여80~200

종의 원인 물질이 악취에 포함되어 있고 이러한 물질이 독립적으로 발생하기보다 복합적

으로 작용하며 먼 거리에서도 암모니아 황화수소 등의 생성으로 강한 악취를 감지할 수,

있다.

와 은 유럽의 축사시설에서 총 악취 배출은 축사 내에서 이Van't klooster Voermans 50%

상 분뇨 저장조에서 분뇨수송과 살포 중 정도로 평가 보고하였고 류희욱 등은, 25% 25% ,

악취발생 비율이 돈사에서 분뇨 저장과 처리공정에서 토양이용 라고 보고35%, 20%, 40%

하였는데 특히 돈사에서 사육밀도가 높은 경우 돼지의 분뇨와 사료 분진으로 점점 더러,

워지고 돼지 체온에 의해 악취발생이 심하게 되며 돼지분뇨가 슬레이트 바닥을 통해, ,

돈사하부의 저장조로 수집되지 않고 청소할 때가지 남아 있어 양돈 악취의 주원인이 된

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주요 악취발생인자로 사료 돈사구조 고액분리 조건과 함께 환. , ,

경 조건을 언급하였는데 양돈장의 근본 악취원은 돈분뇨의 부패로 이러한 부패현상은 미

생물에 의한 작용이므로 온도 및 산소 농도 조건에 따라 악취발생량 및 성상에 차이가

생기고 미생물 활성은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배 증가하므로 고온에서 돈분뇨 분해10 2℃

속도가 빨라 겨울보다 여름철에 악취발생량이 많다고 하였다.

악취성분 및 특성2.2.2

돈사에서 발생하는 악취물질은 사료 기인성으로 주로 암모니아 황화수소 아민류 저, , ,

급지방산류 등이 있다 이런 악취물질은 농도가 낮아도 후각을 자극하기 때문에 불쾌감.

을 주게 된다 암모니아는 무색 자극성의 수용성 가스로 습한 체조직을 자극하게 되는. ,

데 눈이 따갑거나 돼지 눈이 충혈 되어 있는 것으로 돈사 내에서의 발생정도를 확인할

수 있다 암모니아 농도 에 노출될 경우 에 비해 일당증체량이 가 적고 사료. 50ppm 5ppm 8%

효율이 나빠진다.

류희욱 등은 황화수소 암모니아 메탄 및 이산화탄소 등을 돈사에서 발생하는 악취 및, ,

유해가스로 보고 그 유해도에 대해 조사하였다 황화수소는 돈분에 함유된 단백질의 혐.

기분해과정과 환원세균에 의한 황산염의 환원과정에서 발생하는데 공기보다 무겁고 물,

에 잘 녹기 때문에 환기가 되지 않는 지역의 바닥 측에 축적되는 특성을 가졌다 또한.

계란 썩는 냄새가 나는 유독성 물질로 지속적으로 노출될 경우 폐렴과 호흡기 질환에 점

점 민감하게 된다고 하였으며 이하를 황화수소의 권고농도로 보고하였다 암모니아3ppm .

는 가축사료의 단백질이 돼지분뇨 질소원의 주요인이며 분뇨 내에서 암모니아와 유기질



소로 존재하는데 유기 질소원은 분뇨에 있는 세균의 작용에 의해 암모니아로 전환되어,

결국 모든 질소원이 암모니아 형태로 대기 중으로 휘발되어 방출될 잠재 가능성이 있다

고 하였다 미국 의 조사에 의하면 돼지 분뇨의 질. EDF(The Environmental Defense Fund)

소원 중 약 가 암모니아로 기화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암모니아의 권고농도80% ,

는 이하로 보고하였다15ppm .

돈사 환경 조건2.2.3

돈사에서의 악취발생 관련요인으로는 분뇨의 저장 형태 및 경과일수 사료의 질 돈사, ,

구조 및 청소상태와 기온 습도 풍향 풍속 등의 자연환경이 영향을 준다 돈 분뇨는, , , .

배설직후에는 악취가 발생하지 않지만 미생물 분해가 되면 악취물질로 변화하는데 암모

니아 최대 발생시기는 분은 일째 뇨는 일째이고 분뇨가 혼합되면 일 만에 최대로 발8 , 4 1

생하는데 이는 뇨 중의 요소가 분으로부터 우레아제 작용을 받아 급격히 분해되기 때문

이다 그러므로 축사 내에서 분뇨를 분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혐기성 조건인 경우. .

취기 성분이 질적 양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이 있고 호기성 조건하에서는 일을 경과하1~2

면 각 취기 성분이 대폭 감소하므로 분뇨를 신속히 반출하고 바닥과 피트 등을 건조하게

유지하는 노력이 필요하며 반출된 분뇨는 적절히 처리하는 것이 악취 저감에 도움이 된

다 양돈장에서의 악취는 분뇨 등의 유기물질이 미생물에 의해 분해되는 과정에서 발생.

하게 되는데 혐기분해 과정에서 암모니아 황화수소 메탄 등이 발생하며 호기조건에서, ,

는 탄수화물 등의 수용성산물과 비유기성 질소 등이 생성되어 혐기조건에 비해 상대적으

로 악취 강도가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악취 저감 현황2.2.4

악취제어방법을 크게 분류하면 생물학적 물리화학적 방법 등이 있는데 이중 돈사에, .

응용할 수 있는 악취저감 방법으로는 세정법 오존산화법 연소법 흡착법 생물탈취법, , , , ,

소취제분무법 미생물제제를 이용한 방법 등이 있다 그러나 양돈장 악취는 어느 한 가, .

지 방법으로는 해결하기 어렵고 약 여종에 달하는 복합 물질의 완전한 제거 또한 쉽200

지 않은 일이다 또한 돈사를 비롯한 축사와 일반 주거시설과의 이격거리가 짧은 경우가.

많아 악취 민원이 상존하고 돈사와 분뇨처리시설 등 양돈장 내 모든 장소에서 악취가 발

생하나 효과적인 저감방법은 제한적이고 고가의 악취저감시설을 농가가 설치하기에는,

부담인 것이 현 상황이다.

환기 및 시설관리1)

돈사 내 악취 저감을 위해서는 분뇨를 분리하는 것이 좋으며 분뇨가 호기성 상태를 유



지하여 축사 밖으로 배출되고 축사 내 바닥과 슬러리피트의 관리가 중요하다 축사구조.

는 청소가 용이하도록 하기위해 쾌적한 장소나 사료통 주변에서 잠자는 등의 돼지 수면

습관과 굴곡이 많거나 통풍성이 나쁘고 시끄러우며 사람의 왕래가 많은 곳에 배설하는

습관을 고려하여 사료통과 배설장소를 정하는 등 돼지의 습관을 반영하는 것이 좋다 그.

리고 통풍과 환기가 잘 이루어져 수분 증발이 용이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데 환기만을

잘 한다고 해서 악취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고 이나 돈사 벽과 바bedding material

닥표면의 청결과 건조상태의 유지가 필요하다 이러한 이유로 사육돈수와 계절별 기후.

변화 등에 대처하기 위해 기계식 환기시스템이 온도 습도 및 악취 제어에 적합하다, .

돈사내의 사료 및 토양으로부터 발생하는 먼지는 악취물질이 흡착하여 멀리 이동하게

되는 악취의 주요 운반체이다 먼지 발생량이 감소 시 이에 비례하여 악취가 감소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는데 돈사 내 분진을 제어하는 방법으로 널리 활용되는 방법은 수분,

에 식용유를 일정량 혼합하여 장기적으로 살포하는 오일살포법이 있다 이 방법은 어느.

정도의 악취저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나 에 의한 노즐oil-water mixture

막힘을 방지할 수 있는 노즐의 크기와 종류에 대한 연구와 살포성능을 개선하는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먼지 발생 및 배출을 최소화하기 위한 다른 방법으로는.

사료 급이를 건식보다는 습식으로 하고 돈사에 부착된 배기팬으로부터 후방에 고3~4.5m

체 또는 다공성 벽을 설치하면 먼지 침전이나 악취물질 분산에 도움이 된다 또한 슬러.

리내의 분뇨는 일 이상 축적되면 유해가스가 더 많이 발생하게 되므로 슬러리피트를3~5

자주 비워 분뇨의 분해과정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최소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미생물 제제의 종류 및 기대 효과2)

양돈장의 악취는 저농도 고유량이며 상대적으로 산업현장에서의 악취는 고농도 저유량,

으로 산업현장에서의 악취 저감방법을 양돈장에 바로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돈사.

악취에 효과적인 방법으로 바이오필터를 이용한 방법 등 여러 가지 저감방안이 있으나

양돈업 종사자들의 설문결과에 따르면 악취저감방법으로 미생물제제를 이용한 방법을 가

장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

일반적으로 사료가 잘 소화될수록 분뇨내의 악취유발물이 되는 질소화합물의 양이 적어

악취 저감에 유리한데 미생물제제 등을 이용하는 경우 그 효과가 즉시 나타나지 않고,

서서히 변화하여 계절 변화 및 사육두수 변화와 돈사 이동 등의 환경변화로 인해 양돈

농가가 악취 저감효과를 알기가 쉽지 않아 장기적인 관찰이 요구된다 이러한 미생물제.

제 생균제 는 가축의 장내에 정착하여 유해미생물의 성장을 억제하고 섭취한 사료의 소( )

화와 흡수를 도와 가축의 성장을 촉진하고 사료효율을 개선하는 등의 효과가 있다 이를.

통해 유익한 미생물의 유지 및 질병발생을 억제하고 독소물질 분해 및 생성억제로 면역

력 증가로 이어져 건강상태가 개선되는 등 결과적으로 생산성 증가 및 사육환경개선으로



나타나게 된다.

작용방법에 따른 미생물제제의 종류로는 유산균 효소와 같이 가축의 장내 미생물총의,

생성 및 유지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여 소화력을 향상 시켜 분뇨 내 유기물 농도를 저감하

는 종류와 광합성세균과 같이 가축분뇨에 직접 살포하여 증식과정에서 휘발성저급지방산

과 황화수소 등을 영양물질로 활용하는 종류가 있다 이렇게 악취저감에 유효한 미생물.

로는 Basillus subtillus, Lactorbasillus acidophillus, Saccharomyces, Basillus

toyoi, Rhodopseudomonas 등이 있다.

이러한 미생물제제는 양돈장에서의 악취 감소와 함께 분뇨를 액비로 활용할 때 악취가

매우 적어져 양돈 분뇨의 액비 활용에 있어 크게 도움이 되는 등의 장점이 있으나 과학

적인 자료가 아직은 부족하며 탈취효능에 대한 신뢰도가 낮아 일회성 및 간헐적인 사용,

에 그치는 경우도 있어 한계점 또한 가지고 있다.

도내 현황2.3

전라북도 지역의 돼지 사육두수는 년 현재 두로 전체 사육두수의 약 를2009 1,111,197 12%

차지하고 있다 전체 사육 가구는 가구에서 가구로 감소한 반면 사육두수는. 3,055 925

두에서 두로 증가하여 가구당 사육두수는 두에서 두로 약888,113 1,111,197 290.76 1,200.97

배 증가하였다 사육규모별로 양돈 가구수를 살펴보면 소규모로 돼지를 키우고 있는 가4 .

구 두 이하 수는 꾸준히 감소하여 년 현재 년 대비 약 에 불과한(1000 ) 2009 2000 20.5% 583

가구이며 대규모로 사육하고 있는 가구 두 이상 수는 가구에서 가구로 배, (10,000 ) 5 10 2

증가하는 등 전라북도 양돈업은 점차 대규모로 기업화 되어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전라북도 양돈 가구당 사육두수2.1. .



그림 전라북도 사육 규모별 가구 수2.2. .

한편 악취방지법 시행 이후 악취 민원은 년을 제외하고 꾸준히 증가하여(2005) 2008 2009

년 도내 악취 민원 건수는 건으로 이 중 약 인 건이 돈사와 관련되어 있고 돈사190 51% 96

를 포함하여 소와 닭을 기르는 축산업에 대한 민원이 이었다 또한 악취관리지역으로60% .

도내 양돈장 한 곳이 지정 년 월 되는 등 양돈업에서 발생하는 악취는 시급히 해(2007 10 )

결해야할 중요 사안이다.

그림 년도별 악취 민원 건수 그림 년 악취민원 업종별 분류2.3. . 2.4. 2009 .



제 장 연구 방법3

시료채취 장소 및 시기3.1

시료채취는 개 농장에서 이루어졌으며 각 농장의 돈사 내부 중앙 지점의 높이 에2 1.5m

서 시료를 채취하였다 농장 은 돈사 종류별로 계절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동씩을 선정. 1 1

하여 시료를 채취하고 미생물제제의 효과를 보기 위해 미생물제제를 급이살포한 비육사, ․
동과 대조군으로 동을 선택하여 시료채취 및 분석하였다 농장 의 경우 비육돈을 기2 1 . 2

르고 있지 않아 분뇨순환공정이 적용된 자돈사 동과 적용되지 않은 자돈사 동을 각각1 1

선정하여 지정악취물질을 채취하였다 각 농장의 시설 현황은 표 과 같다. 3.1 .

차 시료채취는 농장 에서 사전조사 및 성장단계로 나뉜 돈사별로 동절기 배출특성과1 1

미생물제제를 이용한 악취저감 효과를 조사하기 위해 년 월부터 월까지 총 회2009 11 12 14

를 채취하였고 차는 년 월에 같은 농장 에서 돈사별로 하절기 악취배출특성을 보2 2010 8 1

기위해 회 시료를 채취하였다 마지막으로 차는 농장 에서 분뇨순환공정을 이용한 악4 . 3 2

취저감방법을 실험하였고 년 월에서 월까지 총 회 채취하였다2010 10 11 3 .

표 시료채취 농장 시설 현황3.1.

구 분 농장 1 농장 2

총 사육두수 약 두11,000 약 두5000

돈사 종류 교배 임신 분만 자돈 비육, , , , 교배 임신 분만 자돈, , ,

돈사 및 분뇨처리 형태 무창식 슬러리, 무창식 슬러리,

돈사 바닥 형태 부분 슬랏 전면 슬랏

돈사 환기 방식 측벽 배기 덕트 입기 측벽 배기,

적용중인 악취저감방법 미생물제제 급이 및 살포
미생물제제 급이 및 살포와

분뇨순환※

분뇨순환공정은 일부 돈사에만 적용※



시료채취항목 및 분석방법3.2

악취방지법에 지정악취물질로 정해진 항목은 가지로 표 에 나타내었다 돈사에서22 3.2 .

나오는 악취물질을 직접 확인하기 위해 사전조사에서 지방산을 제외한 가지 항목을 채18

취 및 분석하였으며 이후 돈사의 주요 물질로 확인된 질소화합물과 황화합물을 조사하,

였다.

표 지정악취물질의 종류3.2.

질소화합물
Ammonia

휘발성유기화합물

Stylene

TolueneTrimethylamine

Xylene

황화합물

Hydrogen sulfide

Methyl ethyl ketone
Methyl mercaptane

Methyl isobutyl ketone

Dimethyl sulfide
Butyracetate

Dimethyl disulfide i-Butanol

카르보닐화합물

Acetaldehyde

지방산

Propionic acid

Propionaldehyde
n-Butyric acid

Butyraldehyde

n-Valeric acid
n-Valeraldehyde

i-Valeric acidi-Valeraldehyde

분석방법은 악취공정시험기준에 준하여 채취하였고 일부 항목은 농도가 너무 높거나 낮

아 흡인유량과 흡인 시간을 조절하여 채취하였다 항목별 세부 사항은 다음과 같다.

암모니아는 붕산용액 흡수법으로 수행하였고 임핀저 개를 직렬로 연결하고 붕산2 0.5%

용액을 각각 씩 넣은 후 의 유량으로 분간 채취하였다 시료를 채취한 흡수20mL 2L/min 5 .

액은 삼각플라스크로 옮기고 전량을 로 한 후 이중 를 취해 흡광광도계를 이용50mL 10mL

하여 파장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640nm .

황화합물의 분석은 전기냉각저온농축 모세관칼럼 방법을 사용하였다 시료채취는 흡- GC .

인상자에 용량의 폴리에스테르 알루미늄 백을 넣고 약 의 유량으로 공기를 흡20L 5L/min

인할 수 있는 펌프를 통해 채취하였다 시료 채취관 전단에는 여지홀더를 장착하고 필터.

를 설치하여 먼지를 제거 하였다 폴리에스테르 알루미늄 백은 사용 전에 고순도 질소로.

회 세척하고 냄새 유무를 확인한 후 사용하였다 시료 중의 황화합물질을 저온 농축관3 .

을 이용하여 의 에 농축하고 의 온도로 간 탈착하여 를-15 cold trap 250 5min GC/PFPD℃ ℃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트리메틸아민은 산성수용액 흡수법으로 시료를 채취하였다 증류수 에 진한 황산. 359mL

를 넣은 용액을 흡수액으로 사용하였다 이 흡수액을 임핀저 개에 씩 넣고 직렬1mL . 2 20mL

로 연결한 후 의 유량으로 분간 채취하였다 시료를 채취한 흡수액 중 를2L/min 5 . 40mL 4mL

취하여 바이알에 넣고 재질의 격막이 있는 마개로 밀봉한 후 분해시약인PTFE/Silicone

수용액을 넣은 후 분간 반응시킨 후 를 이용하여 바이알 상층부의50% KOH 20 SPME Fiber

기체를 흡착하여 농축한 후 탈착하는 과정을 거쳐 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GC/TSD .

알데하이드류는 유도체화 액체크로마토그래피 분석법을 이용하였다 시DNPH (HPLC/UV) .

료는 유도화 카트리지를 이용하여 의 유량으로 간 채취하였다 카트리DNPH 1L/min 10min .

지 전단에는 공기 중에 존재하는 오존의 영향을 줄이기 위해 약 의 가 충진된 오1.5 g KI

존 스크러버를 장착하여 시료를 흡착하였다 카트리지에 흡착된 알데하이드류는 아. DNPH

세토나이트릴 용매로 추출하였다 추출액은 마개가 달린 바이알에 담았는데 추출 전후의.

바이알 무게 차이를 측정하고 아세토나이트릴의 밀도 를 이용하여 추출액의(0.7755 g/mL)

용량을 계산하여 농도를 산출하였다 이 추출액을 분석용액으로 하여 액체크로마토그래.

피 를 이용하여 자외선 검출기로 파장에서 분석하였다(HPLC) (UV) 360nm .

휘발성유기화합물은 가 충전된 고체 흡착관을Tenax TA(150mg) + Carbopack B(130mg)

시료를 채취하기 전에 에서 시간동안 을 한 후에 의 유량으로335 1 Conditioning 1L/min℃

간 시료를 채취하였다 시료를 채취한 고체흡착관은 열탈착농축장치에서 에서10min . 290℃

으로 분간 탈착하면서 의 에 흡착시킨 후 에서 분 동안30mL/min 7 -10 cold trap 300 5℃ ℃

탈착시켜 로 분석하였다GC/MSD .



제 장 결과 및 고찰4

계절별 악취 배출 특성4.1

동절기 악취 배출 특성4.1.1

돈사별 배출 농도(1)

동절기의 돈사 악취배출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년 월부터 년 월까지 총 회2009 11 2010 1 3

에 걸쳐 질소화합물과 황화합물 항목을 채취 하였다 표 에 성장단계에 따른 돈사별. 4.1

평균 배출농도를 나타내었다 암모니아 황화수소와 트리메틸아민은 비육사에서의 배출. ,

농도가 가장 높았으며 황화수소를 제외한 다른 황화합물인 메틸머캅탄 디메틸설파이, ,

드 디메틸디설파이드는 자돈사가 가장 높은 농도를 나타내었다, .

암모니아는 평균 의 범위로 배출 되었는데 암모니아의 농도가14.16 ~ 55.86( 26.71)ppm

수준일 경우 눈에 자극을 주며 호홉에 문제를 일으키고 이상이면 생산성20ppm , , 50ppm

이 감소되며 일당 증체량이 감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를 고려해볼 때 자돈사, 8% .

와 비육사에서 암모니아 농도 과 은 돈사 내의 가축은 물론 작업자에게29.14ppm 55.86ppm

도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수준이다.

트리메틸아민은 평균 의 농도를 보였다 최고 농도는 비육사4.60 ~ 75.89( 32.22)ppb .

자돈사는 였다 그림 에 돈사별로 같은 질소화합물인 암모니아와75.89ppb, 46.47ppb . 4.1

트리메틸아민의 농도를 비교하였는데 두 항목의 배출 경향이 비교적 일치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교배 임신 분만사에 비해 자돈사와 비육사에서 사료중의 질소 성분이. , ,

돼지 체내에 흡수되지 못하고 분뇨로 배출되는 질소량이 많음을 알 수 있다.

황화수소는 평균 의 범위로 조사 되었다 비육사와 자돈사는 각각0.23 ~ 1.70( 0.63)ppm .

과 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건강에 위해한 정도는 아니지만 황화수소 냄새1.70ppm 0.52ppm

로 인한 자극이 심함을 알 수 있다.



표 동절기 돈사별 평균 배출농도4.1.

구분 교배 임신 분만 자돈 비육 평균 단위

NH3 14.46 19.38 14.71 29.14 55.86 26.71 ppm

H2S 0.28 0.40 0.23 0.52 1.70 0.62 ppm

MM 3.59 1.73 13.76 86.05 69.10 34.85 ppb

DMS 1.38 2.68 2.27 28.18 15.73 10.05 ppb

DMDS ND ND ND 21.33 6.31 5.53 ppb

TMA 12.21 4.60 21.94 46.47 75.89 32.22 ppb

그림 동절기 돈사별 질소화합물 농도 비교4.1. .

메틸머캅탄은 평균 의 농도를 보였으며 디메틸설파이드는1.73 ~ 86.05( 34.85)ppb 1.38

디메틸디설파이드는 불검출 평균 로 조사되었~ 28.18(10.05)ppb, ND( ) ~ 21.33( 5.53)ppb

다 황화수소를 제외한 나머지 황화합물의 경우 비육사보다 오히려 자돈사가 높았다 그. .

러나 그림 는 돈사별 황화합물 농도 비교를 보면 황화합물의 대부분을 황화수소가 차4.2

지하고 있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는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그림 에서 비육사에서의. 4.2

황화수소 농도가 다른 돈사에 비해서 월등히 높음을 알 수 있다.



그림 동절기 돈사별 황화합물 농도 비교4.2. .

동절기 돈사별 악취 강도(2)

악취는 소음이나 진동과 같은 대표적인 감각 공해이다 이는 같은 농도의 악취물질이.

존재하더라도 개개인이 느끼는 세기의 차이가 존재함을 의미한다 또한 악취는 여러 가.

지 물질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후각을 자극하기 때문에 단순하게 각 물질의 농도의 합

으로 악취의 세기를 나타내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냄새물질별 농도값을 최소감지농도(Threshold

로 나누어 악취강도 로 환산하고 각 항목의 악취강도를 합산하여 측정value) (Odor Unit) ,

돈사의 상대적인 악취 세기를 알아보았다 주요 악취물질의 최소감지 농도는 표 에. < 4-2>

나타내었다.

     





총악취강도SOU =

악취물질 농도Ci =

악취물질 최소 감지 농도Vi =

i = NH3, H2S, (CH3)SH, (CH3)2S, (CH3)2S2, (CH3)3N

표 주요악취물질 최소감지 농도4.2.

물질명 NH3 H2S (CH3)SH (CH3)2S (CH3)2S2 (CH3)3N 단위

최소감지농도 100 0.5 0.1 0.1 0.3 0.1 ppb



표 의 각 항목별 평균악취농도를 최소감지 농도로 나누어 악취 강도로 환산하고 측4.1

정 지점별로 합산하여 총 악취강도를 계산한 결과를 표 과 그림 에 정리하였다4.3 4.3 .

교배사 임신사 분만사의 악취 강도는 으로 서로 비슷하였다 자돈사, , 879.53 ~ 1087.30 .

는 로 나타났고 비육사는 로 가장 높게 나타나 동절기 중 돈사에서 발생3009.97 5588.35

하는 악취는 주로 비육사와 자돈사가 높음을 알 수 있었고 상대적으로 청결히 관리되고

있는 돈사에서 악취강도가 낮았다 그리고 악취물질 농도는 암모니아가 평균 으. 26.71ppm

로 가장 높았으나 악취강도로 환산한 결과는 황화수소의 평균 악취강도가 로 가1254.32

장 높았으며 메틸머캅탄 트리메틸아민 암모니아 순으로 나타났다, , , .

전체 악취강도 중 어떤 물질이 악취발생에 주원인을 차지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항목별

로 악취강도를 더한 후 비율을 구해 기여율을 구한 결과를 그림 에 나타냈다 여기서4.4 .

도 황화수소가 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메틸머캅탄 트리메틸아민 암54.28% , ,

모니아 순으로 나타나 표 의 결과를 잘 보이고 있다 물질별 최소감지농도를 보면 암4-3 .

모니아가 이고 황화수소는 로 황화수소가 훨씬 낮은 농도에서 감지가 됨을100ppb , 0.5ppb

알 수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 측정한 돈사에서 배출되는 악취물질 중 암모니아의.

양이 가장 많지만 악취강도는 황화수소가 가장 높아 주 악취 원인 물질은 황화수소임을

알 수 있다.

표 동절기 돈사별 주요 항목 악취 강도4.3.

구 분 교배 임신 분만 자돈 비육 평균

NH3 144.64 193.79 147.10 291.44 558.61 267.12

H2S 563.13 803.41 463.14 1040.38 3401.51 1254.32

MM 35.92 17.33 137.56 860.55 691.03 348.48

DMS 13.75 26.80 22.73 281.78 157.27 100.47

DMDS 0 0 0 71.10 21.03 18.43

TMA 122.07 45.97 219.42 464.72 758.90 322.22

SOU 879.53 1087.30 989.95 3009.97 5588.35 2311.02



그림 동절기 돈사별 총 악취강도 그림 동절기 항목별 악취 기여율4.3. . 4.4. .

하절기 악취 배출 특성4.1.2

하절기 돈사별 배출 농도(1)

하절기의 돈사 악취배출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년 월에 총 회에 걸쳐 시료를 채취2010 8 4

하였다 표 에 성장단계에 따른 돈사별 평균 배출농도를 나타내었다 동절기와 마찬. 4.4 .

가지로 대부분의 항목에서 비육사에서의 배출 농도가 가장 높았으며 디메틸설파이드는

자돈사가 트리메틸아민은 교배사가 비육사보다 약간 더 높은 농도로 나타났다, .

암모니아는 평균 으로 비육사가 가장 높은 농도로 조사되었는데2.41 ~ 9.79( 4.80)ppm ,

동절기의 평균 암모니아 농도 에 비해 상당히 낮은 농도를 보이고 있다 또한26.71ppm .

트리메틸아민은 평균 로 모든 돈사가 비슷한 농도로 조사되었12.59 ~ 18.76( 15.81)ppb

고 동절기의 평균농도 보다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32.22ppb .

그림 에 돈사별로 같은 질소화합물인 암모니아와 트리메틸아민의 하절기 농도를 비4-5

교하였는데 동절기에 비해 농도는 낮으나 두 항목의 배출 경향이 비교적 일치하는 것은,

동일한 것을 볼 수 있다 암모니아와 트리메틸아민의 배출은 온습도나 기온 등 환경인. ․
영향보다 사료 중 질소 성분을 적절히 조절하고 사료효율을 높여 체내에 흡수되지 못하

고 분뇨로 배출되는 양을 줄이는 것이 중요한 요소일 것으로 생각된다.

황화수소는 평균 로 비육사에서 가장 높은 농도를 보였으며10.57 ~ 191.96( 104.6)ppb ,

동절기의 평균농도 에 비해 낮은 농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메틸머캅탄은627.16ppb . 0.81

평균 디메틸설파이드는 평균 디메틸디설파이~ 23.44( 10.10)ppb, 0.09 ~ 1.09( 0.53)ppb,

드는 평균 로 조사되어 역시 동절기에 비해 낮은 농도로 조사되었다ND ~ 0.75( 0.28)ppb .

하절기에도 황화합물 중 황화수소의 농도가 가장 높았으며 비육사에서의 배출량이 다른

돈사에 비해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그림 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4.6 .



표 하절기 돈사별 평균 배출농도4.4.

구분 교배 임신 분만 자돈 비육 평균 단위

NH3 4.07 2.41 3.19 4.52 9.79 4.80 ppm

H2S 118.12 122.46 10.57 79.91 191.96 104.60 ppb

MM 9.53 2.15 0.81 14.57 23.44 10.10 ppb

DMS 0.11 0.42 0.09 0.92 1.09 0.53 ppb

DMDS ND ND ND 0.75 0.63 0.28 ppb

TMA 18.76 12.59 14.39 16.30 17.00 15.81 ppb

그림 하절기 돈사별 질소화합물 농도 비교4.5. .

그림 하절기 돈사별 황화합물 농도 비교4.6. .



하절기 돈사별 악취 강도(2)

표 의 각 항목별 하절기 평균악취농도를 최소감지 농도로 나누어 악취 강도로 환산4.4

하고 측정 지점별로 합산하여 총 악취강도를 계산한 결과를 표 와 그림 에 정리하4.5 4.7

였다 비육사의 총 악취 강도는 로 동절기와 마찬가지로 가장 높았다 동절기에는. 899.24 .

교배사 임신사 분만사의 악취강도가 서로 비슷하고 자돈사가 높게 나타났으나 하절기, , ,

에는 분만사가 로 가장 낮은 강도를 보였고 교배사와 자돈사 임신사는 비슷한 수206.07 ,

준을 보였다 분만사의 경우 황화수소의 기여율이 눈에 띄게 줄어들어 악취강도가 약해.

진 것으로 보인다 하절기에도 돈사에서 발생하는 악취는 주로 비육사에서 발생하는 것.

임을 알 수 있다.

전체 악취강도 중 어떤 물질이 악취발생에 주원인을 차지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항목별

로 악취강도를 더한 후 비율을 구해 기여율을 구한 결과를 그림 에 나타냈다 동절기4.8 .

와 마찬가지로 황화수소가 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트리메틸아민의 기40.04%

여율이 로 동절기에 비해 높아졌고 메틸머캅탄 암모니아 순으로 높은 기여율로30.26% , ,

나타났다.

표 하절기 돈사별 주요 항목 악취 강도4.5.

구 분 교배 임신 분만 자돈 비육 평균

NH3 40.71 24.11 31.91 45.20 97.92 47.97

H2S 236.23 244.93 21.14 159.81 383.93 209.21

MM 95.26 21.54 8.14 145.66 234.38 101.00

DMS 1.09 4.22 0.94 9.19 10.91 5.27

DMDS 0.00 0.00 0.00 2.50 2.11 0.92

TMA 187.65 125.92 143.94 163.00 169.98 158.10

SOU 560.95 420.72 206.07 525.36 899.24 522.47



그림 하절기 돈사별 총 악취강도 그림 하절기 항목별 악취 기여율4.7. . 4.8. .

동절기와 하절기 악취강도 비교4.1.3

하절기의 경우 외기온도가 올라가 슬러리피트에 저장되어 있는 슬러리온도도 올라가고,

동절기에는 반대로 슬러리 온도가 떨어지게 된다 또한 온도가 상승하게 되면 암모니아.

등의 악취 물질들이 활발히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돈사에서 발생하는 악취물질의

양이 하절기에 증가할 것으로 생각되어진다.

그러나 최소감지농도를 이용하여 악취강도로 환산한 값들을 돈사별로 비교한 결과를 그

림 에 나타내었는데 교배사와 임신사의 메틸머캅탄과 트리메틸아민 항목을 제외한4.9 ,

모든 항목에서 하절기에 비해 동절기의 악취강도가 강한 것을 볼 수 있다.

그림 동절기 및 하절기 돈사별 악취강도 비교4.9. .



그림 계속 동절기 및 하절기 돈사별 악취강도 비교4.9( ). .

계절에 따라 악취강도를 항목별로 평균을 내고 그 값들을 더하여 총 악취강도와 악취물

질들이 차지하는 양을 그림 에 나타내었는데 동절기의 악취 강도가 하절기에 비해4.10

훨씬 높음을 보다 잘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동절기의 악취 강도가 하절기보다 높은 이.

유는 무창식으로 지어진 돈사의 환기방식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대부분의 무창.

돈사는 돈사 내부의 온도와 습도를 측벽에 설치된 환기 팬을 이용하여 조절하는데 하절,

기에는 환기팬의 가동률을 올려 환기량을 늘려 돈사 내의 온습도를 낮추고 동절기에는,․
환기량을 줄여 적절한 온습도를 유지한다 즉 여름철에 많은 양의 악취물질이 발생하더.․
라도 환기량이 증가하여 돈사 내에서의 악취 물질이 외부로 유출되기 때문에 돈사 내부

에서의 악취강도가 약해지고 겨울철에는 환기량이 극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발생한 악취

물질들이 외부로 빠져나가지 않고 돈사내부에 축적되어 높은 농도로 측정된 것으로 보인

다.



그림 동절기 및 하절기 총 악취강도 비교4.10. .

미생물제제 돈사 악취 저감 실험4.2

미생물제제 저감실험 급이 및 살포4.2.1 1( )

양돈장에서 흔히 사용되는 미생물제제를 이용한 악취 저감방법을 사용하고 있는 농장 1

에서 돈사 내 가지 지정악취물질을 채취하였다 미생물제제는 사료에 섞어서 먹이고18 .

또한 슬러리피트에 살포하는 방법으로 운영되고 있었다 여러 돈사 중 가장 악취가 심한.

비육사에서 시료를 채취하였으며 년 월부터 월 사이 주간 주 회 실시하였다, 2009 11 12 7 2 .

먼저 미생물제제를 사용하지 않는 비육사 한 동과 종류가 다른 미생물 제제 가지를 사2

용하는 비육사 한 동씩을 선택하여 총 개 동에서 시료 채취 후 분석하였다 현장에서의3 .

미생물제제의 악취 저감효과만을 고려하기 위해 달 동안 입돈 및 출하 일정이 없는 비2

육돈사를 선택하였고 분석결과를 표 에 나타내었다, 4.6 .



표 미생물제제 저감 실험 분석결과4.6. 1

구 분
Unused microbe 1 microbe 2 단

위Min Max Avg SD Min Max Avg SD Min Max Avg SD

암모니아 10.98 82.38 50.59 23.78 11.47 92.26 56.81 25.97 11.51 81.62 47.30 20.24 ppm

황화수소 75.02 2287.35 872.80 635.39 265.23 2133.03 1051.66 550.89 577.22 1674.91 1022.09 353.83 ppb

메틸머캅탄 25.73 87.75 56.36 19.01 34.87 121.30 83.98 21.92 53.84 133.72 93.10 25.62 ppb

디메틸

설파이드
6.71 34.20 18.34 8.58 11.13 33.20 23.41 6.57 11.67 39.74 25.75 8.36 ppb

디메틸

디설파이드
0.72 6.59 3.79 2.11 1.32 9.77 6.29 2.48 0.44 4.38 3.00 1.06 ppb

트리메틸

아민
32.99 265.47 107.12 66.55 78.33 184.20 122.29 33.41 34.12 332.76 142.82 72.34 ppb

아세트

알데하이드
31.18 92.29 68.09 18.95 ND 60.85 43.61 19.11 24.98 121.54 79.97 25.09 ppb

프로피온

알데하이드
1.44 6.41 4.13 1.49 ND 4.48 3.32 1.56 1.05 7.45 5.50 1.69 ppb

뷰티르

알데하이드
2.94 13.13 9.04 2.79 2.12 13.04 8.96 3.66 2.31 11.45 8.81 2.25 ppb

i 발레르-

알데하이드
ND 5.58 2.76 1.95 ND 2.69 0.67 1.00 ND 4.38 0.61 1.36 ppb

n 발레르-

알데하이드
ND 3.37 0.75 1.09 ND 2.24 0.40 0.77 ND 1.10 0.15 0.39 ppb

톨루엔 ND 3.06 0.49 1.09 ND 5.99 0.78 1.71 ND 4.89 0.66 1.45 ppb

자일렌 ND 1.10 0.08 0.29 ND 1.79 0.16 0.48 ND 0.23 0.02 0.06 ppb

메틸에틸케톤 ND 17.22 5.66 5.62 ND 13.27 6.32 4.18 ND 16.87 6.61 4.88 ppb

메틸아이소

뷰티르케톤
ND ND - - ND ND - - ND ND - - ppb

뷰티르

아세테이트
ND ND - - ND ND - - ND ND - - ppb

스타이렌 ND ND - - ND ND - - ND ND - - ppb

i 뷰티르-

알코올
ND 6.97 2.50 3.08 ND 4.41 0.58 1.48 ND 17.71 3.45 5.22 ppb



표 미생물제제 저감 실험 악취강도 환산 결과4.7. 1

구분 Unused microbe 1 microbe 2 평균

암모니아 505.88 568.14 473.00 515.68

황화수소 1745.60 2103.31 2044.18 1964.36

메틸머캅탄 563.62 839.77 930.95 778.11

디메틸설파이드 183.43 234.10 257.53 225.02

디메틸디설파이드 12.63 20.96 10.00 14.53

트리메틸아민 1071.20 1222.89 1428.21 1240.77

아세트알데하이드 34.05 21.80 39.99 31.95

프로피온알데하이드 2.06 1.66 2.75 2.16

뷰티르알데하이드 30.14 29.88 29.37 29.80

i 발레르알데하이드- 13.80 3.35 3.05 6.73

n 발레르알데하이드- 1.07 0.56 0.22 0.62

톨루엔 0.00 0.00 0.00 0.00

자일렌 0.00 0.00 0.00 0.00

메틸에틸케톤 0.01 0.01 0.02 0.01

메틸아이소뷰티르케톤 ND ND ND ND

뷰티르아세테이트 ND ND ND ND

스타이렌 ND ND ND ND

i 뷰티르알코올- 0.25 0.06 0.35 0.22

Sum 4163.74 5046.50 5219.60 4809.95



표 의 결과를 바탕으로 최소감지농도를 이용하여 각 비육돈사의 항목별 평균 농도를4.6

악취강도로 환산한 결과를 표 에 정리하였다 그리고 비육동에서의 주요 악취물질을4.7 .

알기 위해 항목별 평균 악취강도를 사용하여 전체 악취 강도에서의 비율을 살펴보았다.

그림 를 보면 황화수소의 기여율이 로 주요 악취원인 물질이었으며 트리메틸4-11 40.88% ,

아민 메틸머캅탄 암모니아 순으로 나타났다 알데하이드류와 휘25.82%, 16.19%, 10.63% .

발성유기화합물의 경우 해당 항목의 악취강도를 합산하여 살펴본 결과 비육동에서의 기

여율은 각각 로 미미하여 본 연구에서는 논의에서 제외하였다1.48%, 0.00% .

그림 와 그림 에는 비육동별 평균 황화수소 농도와 암모니아 등 주요 악취물질4.12 4.13

의 농도를 나타냈다 대부분의 항목이 악취저감을 위해 미생물을 사용한 돈사의 농도가.

오히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그림 에는 각 동별 총 악취강도를 비교하였는데. 4-14

역시 미생물을 사용한 동의 총 악취강도가 오히려 약 정도 더 높아 유의미한 악취1000

저감 효과는 없는 것으로 사료 된다.

그림 미생물제제 저감실험 주요악취항목 기여율4.11. 1 .



그림 미생물제제 저감실험 황화수소 농도 비교4.12. 1 .

그림 미생물제제 저감실험 주요항목 농도 비교4.13. 1 .

그림 미생물제제 저감실험 비육동 별 총악취강도 비교4.14. 1 .



미생물제제 저감 실험 에서 악취 저감효과가 적게 나타난 원인은 돈사 구조에 따른 돈1

사 내 분뇨 처리 방식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농장 의 경우 슬러리피트 및 돈사 내부를. 1

청소한 후에 입돈을 하고 돼지들이 배출하는 분뇨는 슬러리피트에 쌓이게 된다 이후, .

약 주 정도 후에 피트 내 분뇨가 일정 수위에 이르면 일시에 분뇨를 배출하게 된다 이2 .

과정에서 급이 및 살포를 통해 자리를 잡은 분뇨 중 미생물들도 분뇨와 함께 배출되어

악취저감에 효과적인 미생물들의 우점상태를 지속시키기가 어렵게 된다.

그림 에 동별로 시료채취기간 동안의 총 악취강도 변화를 나타내었다 각 차트의4.16 .

세로선이 그려져 있는 시점이 슬러리피트에서 분뇨를 배출한 때로 총 악취강도가 이전시

점보다 약한 시점이 분뇨 배출을 한 시점과 비교적 일치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림에서.

의 번째 시료채취 결과 총 악취강도가 약화된 것은 비육돈의 출하가 일부 시Microbe 1 14

작되어 돈사내의 개체수가 줄어든 영향으로 판단된다.

그림 농장 의 미생물제제 처리 및 분뇨 처리 방법4.15. 1 .



그림 미생물제제 저감실험 각 동별 총 악취강도 변화4.16. 1 .



미생물제제 악취저감실험 급이 살포 및 분뇨순환4.2.2 2( , )

미생물제제를 이용한 악취저감방법 중 분뇨를 속성발효 시켜 처리하는 공법을 활용한

시스템이 제주지역에서 널리 적용되고 있다 이 공법은 슬러리피트 구조의 양돈장에 적.

용할 수 있고 슬러리피트에서 지속적으로 배출되는 분뇨를 포기조 및 발효조에 유입시켜

미생물에 의해 처리한 후 침전조와 저류조를 거쳐 분뇨처리가 완료된다 이 때 최종 처.

리수 중 일부는 돈사 내 슬러리피트로 재반송시키고 일부는 돈사 내부 세척수로 활용하,

며 일부는 저장조에 보관 후 액비로서 외부로 반출시키는 공법이다 도내에도 이 공법을.

이용하여 분뇨처리와 함께 악취저감방법으로 채택하여 운영하고 있는 농장 이하 농장( 2)

이 있어 저감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시료 채취 후 분석하였다.

농장 는 교배사 임신사 분만사 및 자돈사가 있으며 비육사는 운영하고 있지 않았2 , , ,

다 시료 채취 당시 농장 내의 일부 돈사에만 분뇨순환공법을 적용 중이었고 나머지 돈.

사는 시공 계획 단계였다 공법이 적용된 돈사들은 미생물 효소제 급이와 슬러리피트에. ( )

미생물을 살포하고 있었으며 공법 도입 초기에는 분뇨처리장에도 미생물을 살포하였다.

미적용 돈사에서는 미생물 급이 와 슬러리피트에 미생물 살포만 실시하고 있었다 분뇨.

순환공법은 시스템 적용 후 약 개월에서 년 정도의 안정화 기간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6 1

져 있는데 시료채취당시는 공법 적용 후 개월이 지난 시점으로 분뇨순환공법이 아직, 3

안정화기간 중이었다.

시료 채취는 년 월부터 월 사이 실시했으며 분뇨순환공법이 적용된 자돈사2010 10 11 , 1

동과 적용되지 않은 돈사 동 모두 동에서 시료를 채취하였다 농장 의 경우 비육사1 , 2 . 2

를 운영하고 있지 않아 자돈사에서 측정 분석하였다 시료채취는 분뇨순환공법이 적용된.

돈사는 회 적용되지 않은 돈사는 회 채취하였다 자돈사는 비육사에 비해 입돈 기간2 , 3 .

이 짧아 분뇨순환공법 적용 돈사 내의 돼지들이 이동하여 빈 돈사로 남아 채취 횟수가 1

회 적었다.

농장 에서의 분석결과를 표 와 그림 에 나타내었다 암모니아는 분뇨순환2 4.8-4.9 4.17 .

돈사에서 평균 미순환 돈사에서는 이었고 황화수소는2.01ppm, 4.68ppm 2.44ppm, 2.84ppm

이었다 암모니아와 황화수소는 미순환 돈사에 비해 분뇨순환공법이 적용된 돈사에서 각.

각 낮게 나왔다 메틸머캅탄은 분뇨순환돈사가 미순환 돈사에서57%, 14.3% . 92.94ppb,

였고 분뇨순환돈사가 약 배 높은 결과를 보였다 디메틸설파이드는54.54ppb 1.5 . 10.82ppb

와 디메틸디설파이드는 와 트리메틸아민은 와7.93ppb, 2.06ppb 0.56ppb, 14.24ppb

로 비슷한 수준이지만 분뇨순환공법이 적용된 돈사가 더 높게 나왔다11.41ppb .



표 미생물제제 저감 실험 분뇨 순환 돈사 분석 결과4.8. 2

구분 월 일10 28 월 일11 3 평균 비고

NH3 1.11 2.92 2.01 ppm

H2S 1.98 2.89 2.44 ppm

MM 106.68 79.19 92.94 ppb

DMS 12.72 8.93 10.82 ppb

DMDS 2.07 2.04 2.06 ppb

TMA 12.92 15.56 14.24 ppb

표 미생물제제 저감 실험 분뇨 미순환 돈사 분석 결과4.9. 2

구분 월 일10 28 월 일11 3 월 일11 11 평균 비고

NH3 5.01 4.68 4.35 4.68 ppm

H2S 3.42 2.30 2.80 2.84 ppm

MM 37.18 31.59 94.83 54.54 ppb

DMS 9.51 4.62 9.67 7.93 ppb

DMDS 0.45 0.38 0.86 0.56 ppb

TMA 12.48 11.42 10.34 11.41 ppb

그림 분뇨순환돈사와 미순환돈사 악취 농도 비교4.17. .



항목별 최소감지농도를 이용하여 악취강도로 환산한 결과를 표 그림 과 그림4.10, 4.18

에 정리하였다 총 악취강도는 분뇨순환돈사가 미순환돈사 로 분뇨4.19 . 6078.05, 6471.61

순환공법이 적용된 돈사가 낮게 나왔다 시료를 채취한 때가 농장에 순환공법이393.56 .

도입 된지 개월이 지난시점으로 아직 안정화단계인 것을 고려하면 안정화가 완료된 이3

후 시점에는 현재보다 악취저감효과가 커질 것으로 생각된다.

표 미생물제제 악취 저감실험 악취강도 환산결과4.10. 2

구분 순환 미순환

NH3 20.14 46.81

H2S 4871.03 5684.10

MM 929.37 545.35

DMS 108.25 79.33

DMDS 6.86 1.88

TMA 142.40 114.14

SOU 6078.05 6471.61

그림 미생물제제 악취저감실험 총 악취강도 비교4.18. 2 .



그림 미생물제제 악취저감실험 악취항목별 기여율4.19. 2 .

추후 악취 저감 가능성을 알아보기 위해 분뇨순환돈사와 미순환 돈사의 슬러리피트내의

수질 분석을 실시하였다 수질분석 항목은 분뇨 중의 부유물질 을 거른 후 생물학적. (SS)

산소요구량 과 총질소 을 측정하였다 농도가 높은 경우 분뇨 중의 유기(SBOD) (T-N) . SBOD

물 함량이 많음을 의미하고 이를 통해 슬러리피트 내 폐수의 혐기 혹은 호기 조건임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돈사의 주요악취물질로 확인된 황화수소 메틸머캅탄 및 트리. ,

메틸아민 등은 혐기상태에서 더욱 활발하게 생성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를 통해SBOD

악취물질발생 가능성을 간접적으로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분뇨중의 은 암모. T-N

니아와 트리메틸아민으로 전환되어 악취를 유발할 수 있어 농도로 악취생성 가능성, T-N

을 알아볼 수 있다.

수질분석 결과는 표 에 정리하였다 순환돈사의 경우 가 이4.11 . SBOD 835.6 mg/L, T-N

였으며 미순환 돈사는 가 이 였다 미순1,128.8mg/L SBOD 21,996.6 mg/L, T-N 2,859.0mg/L .

환 돈사에 비해 순환돈사의 농도는 로 슬러리피트내 유기물함량이 훨씬 적기 때SBOD 3.8%

문에 상대적으로 호기성 상태로 분뇨 순환 돈사에서의 악취발생이 보다 적어질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또한 은 로 질소화합물인 암모니아와 트리메틸아민의 발생 가. T-N 39.5%

능성이 미순환돈사에 비해 낮음을 알 수 있었다.

표 미생물제제 악취저감실험 돈사별 수질분석 결과4.11. 2 .

구 분 SBOD T-N 단위

순환 돈사 835.6 1,128.8 mg/L

미순환 돈사 21,996.6 2,859.0 mg/L



악취 저감의 효과가 시료 채취 당시 눈에 띄게 보인 것은 아니지만 미생물제제 실험, 1

에서의 결과보다 저감 가능성을 보인 이유는 슬러리피트내의 분뇨를 장시간 적체한 후

처리하지 않고 바로 분뇨처리장으로 유입시켜 호기성처리를 하는데서 원인을 찾을 수 있

다 또한 최종 처리수를 돈사에 재순환하여 악취저감에 유효한 미생물들이 빠져나가지.

않고 우점상태를 지속적으로 확보한 것도 악취발생 저감에 도움이 된 것으로 사료된다.

그림 농장 의 분뇨순환공법 처리 및 분뇨 처리 방법4.20. 2 .



기타 저감방안 제안4.3

현재 많은 종류의 미생물제제가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면 본 연구에서 실

험된 미생물제제는 극히 일부분으로 전체를 대표한다고 생각할 수는 없고 또한 농장 의2

경우 공정이 안정화 이후의 악취저감이 기대되기는 하나 본 연구에서의 실험결과 미생물

제제를 이용한 악취저감방법의 효과를 유의미하게 관찰할 수는 없었다 이것은 장의 악. 2

취의 특성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여러 가지 물질이 혼합되어 있는 악취를 어느 한 가지

방법만으로 해결하는 것이 어려운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므로 미생물제제의 급이 및 살.

포 등의 방법을 범위를 넓게 고려하여 차 처리 악취 발생량 자체를 줄이는 방법 으로1 ( )

보고 다양한 차 및 차 처리 발생한 악취를 제거하는 방법 를 병행함으로서 효과적인, 1 2 ( )

악취저감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이러한 방법들로는 무창돈사의 측벽배기 팬에 바이오필터를 부착하여 돈사에서 발생하

는 악취와 먼지 등이 주변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하거나 비슷한 원리로 배기 팬으로부터,

일정거리 떨어진 지점에 악취확산 방지벽을 세우고 수세식 장치 혹은 이산화염소분(4~6m)

무장치 등을 설치하여 악취가 돈사 주변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은 새벽이나 초저녁 등

저기압시에 분무하는 방법이 있다.

또 바닥구조가 부분 슬랏인 경우 콘크리트 부분에 있는 분뇨가 돼지의 피부에 접촉하게

되고 돼지의 체온으로 인한 증발과정을 통해 악취발생량이 늘어나게 되므로 바닥구조를,

전면 슬랏으로 바꾸어 돼지와 분뇨의 접촉을 최대한 줄이고 환기 방식을 개선하여 돈사,

내의 건조상태를 유지하는 것도 악취 발생량을 줄이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돈사 내 슬러리피트가 분리되어 있는 경우 하나로 통합하고 피트 내 퇴적,

물이 쌓이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제거하여 부패에 의한 악취 발생을 줄이고 분뇨이송시,

설 액비화시설 및 퇴비화 시설 등을 밀폐하여 악취 확산을 방지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



제 장 결 론5

본 연구에서 돈사의 주요 악취물질을 파악하고 양돈농가에서 가장 많이 선호하는 악취,

저감방법의 하나인 미생물제제를 이용한 악취저감효과를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측정 항목 중 암모니아의 농도가 가장 높았다 특히 동절기의 비육사에서의 농도는1. .

이상으로 돼지의 생산능력과 건강에 영향을 줄 정도로 고농도였다 그리고 암모니50ppm .

아와 트리메틸아민의 돈사별 배출경향이 비슷해 사료 중 질소량의 조절이 악취제어의 중

요한 요소인 것으로 생각된다 악취물질의 농도를 악취강도로 환산한 결과는 황화합물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황화수소가 돈사에서 발생하는 주요 악취원인물질로 조사되었다.

돼지 성장단계에 따른 돈사 종류 중 동절기와 하절기 모두 비육사에서의 악취강도가2.

가장 강했고 자돈사가 그 다음으로 높았으며 교배사 분만사 및 임신사는 비슷한 수준, , ,

으로 상대적으로 청결히 관리되고 있는 돈사에서는 악취발생량이 낮은 것을 알 수 있었다.

계절별로 비교한 결과 온도가 높은 여름철에 악취 발생량이 많은 것으로 추정되나3.

돈사의 환기량이 증가하여 발생악취물질의 외부 유출로 인해 돈사 내 악취 농도는 낮았

으며 환기량이 극히 제한적인 겨울철의 농도는 높았다, .

미생물제제를 이용한 돈사에서의 악취저감효과 실험결과 사료와 함께 급이하고 슬러4.

리피트에 뿌리는 방법으로는 유의한 결과를 보이지 못하였다 그러나 돈사내의 슬러리.

피트를 통합하고 미생물의 작용과 함께 분뇨의 호기성처리방식을 포함한 분뇨순환시스템

을 적용한 돈사에서는 황화수소와 암모니아의 농도가 상대적으로 낮아 악취저감의 가능

성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미생물제제의 이용과 함께 바이오필터 악취확산 방지벽 등의 설치와 돈사구조,

개선 및 분뇨처리시설 밀폐화 등의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한 적극적인 악취저감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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