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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업

의 규모화·전업화에 따라 축산경영체가 전문화되고, 축산기술이
발전함과 더불어 가축 사육두수가 증가하는 추세가 지속됨에 따

라 가축분뇨의 발생량 또한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다. 2018년 기준으로 약 51,013
천톤이 발생되어 이 중 3,918천톤(7.7%)이 정화 처리되고 있다. 농가형 가축분뇨
정화시설의 방류수 수질 기준이 점차 강화되어 왔으며, 특히 수질 기준 중 질소의
경우 돼지분뇨의 특성상 다른 항목에 비해 처리 효율을 높이기가 힘든 실정이다.
또한 정화시설, 액비화시설과 같은 분뇨처리시설의 관리 미숙으로 인해 발생하는
축산 냄새로 악취 민원 발생이 잦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본에 충실한 처리시설 운전 및 관
리가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본고에서는 대부분의 가축분뇨 정화시설에 적용되고
있는 활성슬러지 공법에서의 시설관리 운전인자와 질소 제거에 관여하는 처리공정
별 관리 요령을 설명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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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가축분뇨의 특징
가축분뇨는 오염부하량이 높고, 오염성분량은 뇨보다 분이 많다. 또 질소 농도
가 높고, 취기가 강한 특성을 갖는다. 또한 가축분뇨의 양과 성분은 연령 및 체중,
사료량, 급수량에 따라 크게 변할 뿐 아니라 계절이나 사양관리 및 축사관리 등의
환경적 요인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
따라서 분뇨의 양과 성분을 간단히 규정짓는다는 것은 어렵다. (표 1)은 국립축
산과학원에서 돼지의 분, 뇨 배설량 및 성분 함량을 조사한 것이다.
(표 1) 돼지분뇨 발생량 및 주요 성분
구분

육성돈 및 비육돈(체중)

자돈

58.6kg

83.2kg

111.4kg

임신돈

포유돈

평균

배설량
(kg/일)

분

0.49±0.10

0.90±0.14

1.07±0.14

1.35±0.16

0.62±0.15

1.97±0.42

0.89

뇨

0.83±0.33

1.85±0.35

1.89±0.37

2.02±0.03

3.92±1.27

3.84±0.82

1.74

질소
(%)

분

1.02±0.12

1.16±0

0.82±0.08

0.77±0.14

1.06±0.18

0.90±0.09

0.96

뇨

0.31±0.27

1.19±0.54

1.45±0.29

1.11±0.06

0.37±0.18

0.37±0.08

0.80

인산
(%)

분

0.67±0.09

0.67±0.09

0.59±0.11

0.61±0.12

1.64±0.38

0.82±0.20

0.83

뇨

0.08±0.03

0.12±0.03

0.13±0.05

0.15±0.04

0.01±0.01

0.02±0.02

0.09

칼리
(%)

분

0.36±0.10

0.52±0.09

0.26±0.08

0.41±0.06

0.53±0.17

0.45±0.08

0.42

뇨

0.54±0.16

0.70±0.10

0.45±0.11

0.65±0.11

0.29±0.08

0.53±0.12

0.53

Ⅱ. 활성슬러지를 이용한 정화처리시설
1. 운전에 미치는 영향인자
(1) 유입수의 수질
유입수 내 유기물은 미생물의 먹이로 작용하며, 시설 용량에 알맞게 균등하게 배
분하여 처리시설로 투입되어야 한다. 유기물 부하가 증가하면 새로운 미생물이 증
식·증대하여 분산된 성장군집 방해, 침전성 저하를 초래한다.
(2) 영양물질
일반적인 영양분의 조건은 BOD : N : P = 100 : 5 : 1이나 돼지분뇨의 경우 평
균 20 : 4 : 1로 알려져 있으며, 영양분이 부족하면 유기물 제거 저하, 사상균이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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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화하여 팽화(Bulking) 현상을 초래한다. 그리고 영양분이 과잉이면 충분한 처리가
이루어지지 않아 처리수에 부영양화가 유발된다. 이런 문제로 인해 돼지분뇨 처리시
설은 타 폐수시설보다 처리용량을 더 크게 설계하여야 한다.
(3) 용존산소(DO)
폭기조 최소 용존산소 농도는 0.5mg/L이며, 통상 2~3mg/L 이상이면 운영관리가
용이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또한 DO가 0.5mg/L 이하이면 유기물 제거 효율이 저하
된다. DO가 지나치게 높으면 동력 낭비, 플럭 해체, 슬러지 부상 또는 슬러지 용적 지
수(SVI)가 낮으며, 처리수 속에 슬러지가 현탁하게 되어 수질이 악화된다.
(4) 온도
미생물의 성장, 번식, 유기물 분해반응의 속도에 영향을 주는 주요 운전인자이며,
20~30℃로 관리하여야 한다. 활성슬러지 처리에서 10℃ 이하, 35℃ 이상에서는 처리
기능이 현저하게 저하된다.
(5) 체류시간
미생물이 유기물을 분해할 수 있도록 충분한 체류시간이 제공되어야 하며, 일반적
으로 폭기조의 수리학적 체류시간(HRT)은 20일 이상 기준으로 설계하고, 무산소조의
수리학적 체류시간(HRT)은 5일 이상 기준으로 설계하는 것이 요즘 경향이다.
(6) pH
일반적인 최적 pH는 6.5~8.5이며, 용존산소(DO)와 연계하여 관리한다.
(7) 독성물질
독성물질로는 중금속, 합성유기화합물(소독제), 농약, 합성세제 등이 있으며, 이들
물질은 호흡계와 효소반응계를 저해하여 처리기능을 현저하게 저하시켜 수질을 악화
시킨다.

2. 질소 제거 및 폭기조 운전관리 요령
돈사에서 배출되는 분뇨의 총질소(T-N)는 평균 약 3,000~4,000ppm으로 이를 가
장 많이 제거하는 공정은 1차 고액분리이다. 슬러리 상태의 분뇨에서 얼마나 많은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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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분을 제거하느냐가(유기물 포함-BOD) 성공적인 정화방류의 출발점이 된다. 그
래서 고액분리기의 선택은 중요하며, 물리·화학적 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다. 참고
로 고액분리 후 평균 T-N 농도는 약 1,500~1,800ppm 정도이다.
고액분리 후 유량조정조를 통해 무산소조로 일정량의 먹이가 공급되어야 하는
데, 이 부분 또한 안정적 수질을 위한 핵심 요소이다. 예컨대 설계용량이 30톤/일
이면 30톤을 24시간 일정하게 배분하여 처리시설로 투입하여 처리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관리 방법이다. 처리시설에 문제가 있는 농장들은 대부분이 관리자의 편
의에 따라 업무시간 내에 전량 처리하고, 미생물 관리가 아닌 방류수의 색도에 치
중하여 관리가 되고 있다. 위의 운전인자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안정적인 정화처
리를 위해서는 이 부분은 확실히 개선되어야 하며 매우 중요한 운전관리임을 재차
강조하고자 한다.
무산소조는 폭기조에서 질산화된 암모니아성 질소를 질소가스로 변환하여 수중
용해성 질소를 없애는 탈질의 핵심 공정(탈질화)이다. 이 공정의 화학식은 다음과
같이 표기한다,
6NO₃⁻+ 5CH₃OH → 3N₂↑+ 5C0₂ + 7H₂O+ 6OH⁻

간단히 말해 탈질작용은 미생물에 의해 질산성 질소가 질소가스(N2)로 환원되
는 작용을 지칭한다. 미생물이 산소가 부족하면 질산(NO3)에 포함되어 있는 산
소를 빼내 이용하므로 질산은 산소를 잃고, 질소가스(N2)로 대기 중으로 방출
된다. 탈질작용에 관여하는 미생물은 많은 종류가 있으나 대표적인 미생물로는
Pseudomonas와 바실러스(Bacillus)가 있다.
한편 탈질 미생물들은 성장을 위해
외부로부터 영양분(탄소)을 공급받아
야 하는데, 외부 탄소원으로 사용 가
능한 물질들은 메탄올, 아세트산, 메
탄, 하수 등 유기물이 있다. 가축분뇨
가 줄어드는 겨울철에는 외부 탄소원
(메탄올)의 투입이 필요하다.
탈질의 과정은 눈으로 확인할 수
있어 관리에 용이한 편이다. (사진 1)
과 같이 부유물질이 많이 생기는 것
▲ (사진 1) 무산소조의 탈질

이 특징인데, 정상적인 관리가 안 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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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에는 사진과 같은 생성물이 사라지게 되므로 이 부유물질의 유무만으로도 처리시
설의 운영상태를 알 수 있다.
폭기조는 호기성 상태로 미생물에 의해 유기물을 분해하고 암모니아성 질소를
질산성 질소로 산화하는 공정이다. 색깔은 적갈색(초콜릿 색깔)을 띠고 거품은 크
되 많지 않으며, 암모니아 냄새가 전혀 없이 운전하는 것이 중요하다. 기본적으로
약 15~30℃의 수온을 유지해야 하고, 폭기조 후단의 ㏗는 7점대 정도, 용존산소는
1ppm 이하 정도로 유지해야 하는 것이 관리 초점이다.

또한 SV30을 자주 확인하고 400~600mL/L의 뚜렷한 침전 현상이 나타나야 한다.
폭기조 및 무산소조에서 매일 확인하여야 할 중요 관리요소는 다음과 같으며, 정상 가
동을 위해서는 이들 항목을 매일 확인하고 관리일지를 작성하는 습관을 갖도록 한다.
◎ 폭기조 후단의 ㏗ : 7~7.5
◎ 수온 : 20~30℃
◎ SV30 : 여름·가을 400~500mL/L, 봄·겨울 500~600mL/L

※ SV30-혼합액 1L를 메스실린더에서 30분간 침전시켰을 때의 슬러지 양
◎ 무산소조의 부유물질

폭기조 후단의 ㏗는 송풍량과 원수 유입량에 따라 변화가 발생하므로 원수 유입량

은 처리시설 설계 용량에 맞게 일정하게 투입되어야 하고 송풍량만 조정한다. 송풍
량은 계절에 따라 조절하여야 하며, 이는 온도가 낮아질수록 용존하는 산소량이 많
(표 2) 활성슬러지 공정 운영 시 발생되는 문제점 및 조치 방법
발생 문제점

원인

점검/조치 방법

1차 침전조의 슬러지 부상

사상균의 과도한 증식,
낮은 유기물 부하,
침전지 체류시간이 길어 탈질화 반응

반송 슬러지의 살균,
유입 부하의 점검, 반송률의 증가,
영양물질의 첨가

폭기조에 황갈색 거품의 발생

SRT(슬러지 체류시간)가 지나치게 김

SRT 감소

폭기조 혼합액의 색이 짙어짐

폭기량의 부족

폭기량 증가

폭기조 pH의 감소

질산화 진행,
알칼리도의 부족

질산화가 필요 없을 경우에는
SRT를 감소시킴, 알칼리 투입

폭기조 수면에
희고 굵은 물결 모양의 거품 형성

초기 운전 시 발생,
MLSS 농도가 낮아 과부하 시 발생

SRT 증가, 슬러지 인발을 줄임,
폭기의 증가

폭기조 수면에 윤이 나고 흑색 또는
황갈색의 거품 발생(점성이 강한 거품)

폭기조의 저부하,
MLSS 농도가 높다

슬러지 인발량을 증대

폭기조에서 악취 발생

폭기량 부족

폭기량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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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지기 때문이다. 또한
과잉으로 공급된 공기는
거품 발생의 원인으로
작용하므로 이를 적절하
게 관리하여야 한다.
(표 2)는 정화처리시
설(활성슬러지 공정) 운
영 시 발생되는 문제점
▲ (사진 2) 2차 고액분리 여액(방류수)의 차이

및 점검/조치 방법을 간
단하게 표로 나타내었으

니 참고자료로 활용하길 바란다.
마지막으로 방류수의 색도와 관련하여 (사진 2)를 소개한다. 동일한 처리수를 무
기응집제의 투입 조건을 달리하여 고액분리한 것으로 무기응집제, 즉 가성소다와
염화제2철을 어떤 조건에서 얼마의 양을 사용하는 것에 따라 큰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정화시설을 운영하는 농장들은 정기적으로 분뇨처리 전문가에게 전
반적인 컨설팅을 받아 보기를 권장한다. 이를 통해 처리시설의 안정적이고 효율적
인 운영을 도모할 뿐만 아니라 약품비 등의 운영비를 절약할 수 있음을 꼭 명심하
여야 할 것이다.

Ⅲ. 액비화시설
농가에 설치된 액비화시설을 효율적으로 이용하여 양질의 액비를 생산하는 기술
습득이 요즘 이슈화되고 있는 축산 냄새(악취)를 저감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방
안임을 인지하여야 한다. 양질의 액비를 생산하여 농경지로의 이용을 통해 자원순
환농업에 이바지할 뿐만 아니라 축산 냄새의 발생원인 처리시설을 철저하게 관리
함으로써 양돈업이 지속 가능한 산업으로 발전하길 바란다. 돼지분뇨 자원화시설
의 효율적인 관리방안으로 우선 자기 양돈장의 돈사 형태 및 분뇨 수거 형태, 계절
별 분뇨 성상, 자원화시설의 정확한 처리 용량을 파악하여 자기 농장에 가장 적합
한 관리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다.
다음은 (사)대한한돈협회에서 제시한 자원화시설의 관리 및 점검 사항을 일부 발
췌하여 작성하였으며, 본 자료를 참고하여 액비화시설의 효율적인 관리가 이루어
지길 바라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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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액비 상태에 따른 운영관리 방안
액비 상태는 공기를 공급하지 않는 비폭기 시와 공기를 공급해 주는 폭기 시로
나누어 점검 및 조치 방법을 제시하였다(표 3, 표 4).
(표 3) 비폭기 시 액비 상태에 따른 운영관리 방안
가동 상태

현상
액비 표면으로 미세한
기포가 여기저기서 많이
올라옴

비폭기 시

원인

조치 방법

- 침전 슬러지 층이 형성
되어 부패 현상이 발생함

- 끝이 뾰쪽한 장대로 액비조 바닥을 찔러서
좌우로 움직여 보면서 침전물 형성 정도를
확인한 후 침전물이 두꺼우면 침전물 제거
작업을 실시함

비주기적으로 커다란
기포가 여기저기서 용솟음 - 침전 슬러지 층이 형성
되어 혐기적 분해 및
치듯이 올라오고 검고
부패 현상이 발생함
굵은 입자성 물질이 따라
올라와서 사방으로 흩어짐

- 끝이 뾰쪽한 장대로 액비조 바닥을 찔러서
좌우로 움직여 보면서 침전물 형성 정도를
확인한 후 침전물이 두꺼우면 침전물 제거
작업을 실시함

슬러리 표면에 얇고 하얀
막 형태의 물질이 형성됨

- 침전물이 형성되어 있음
- 유기물이 부패되고
곰팡이 등 실 모양의
균이 증식함

- 침전물 제거 작업을 실시함

액비가 연한 녹색을 띰

- 액비가 과도하게 산화됨
- 슬러리의 액비조 내
체류시간이 너무 김
- 녹조류가 발생함

- 액비를 배출하거나
슬러리를 추가로 유입시킴

● 검은색 액비는 슬러리 유입량이
너무 많거나 액비조에 유입시키는 공
기량(폭기량)이 부족할 경우에 발생하
기 쉽다. 이 경우에는 슬러리 유입량을
줄이거나 폭기량을 증가시키는 방법
으로 정상화시킨다. 또한 액비조 내에
침전물(슬러지)이 과도하게 쌓여 있을
경우에도 침전물의 부패나 침전물 떠
오름 현상으로 인해 액비가 검은색을
띨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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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3) 검은색 액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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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폭기 시 액비 상태에 따른 운영관리 방안
가동
상태

현상

액비색이
검은색을 띠고
부유물이
많이 올라옴

액비에서
냄새가
많이 남

액비화조에
부유물 층
(떠 있는 물질층)
이 형성됨
폭
기

원인

조치 방법

- 유입되는 공기량이 부족함
- 침전된 슬러지가 많음

- 공기공급 장치를 점검하고 송풍량(블로워 가동)을
늘림
- 송풍기 용량이 적절하지 않는지의 여부를 점검하고
필요 시 송풍 용량을 늘림
- 침전물이 과도하게 형성된 경우 제거 작업을 수행함

- 고형물 함량이 높음
- 액비화가 완료되지 않음
- 유입되는 공기량이 부족함
- 침전된 슬러지가 부패함

- 원수 유입량이 너무 많은지 검토하고 필요 시
원수 유입량을 줄임
- 유입되는 슬러리의 고액분리 정도를 확인하고
필요 시 고액분리 효율을 높이도록 함
- 액비화 시설 내 액비의 체류시간을 더 길게 함
- 송풍기 상태를 확인하고 송풍량(블로워 가동)을 늘림
- 침전된 슬러지가 원인이면 침전물 제거 작업 실시

- 부유물 형성층이 검은색이나
회색이면 주입 공기량 부족
- 침전슬러지 층이 형성됨

- 송풍량(블로워 가동)을 늘림
- 원수 유입량을 줄임
- 침전된 슬러지가 원인이면 침전물 제거 작업 실시

- 부유물 형성층이 갈색이면
과도하게 산화된 상태임
- 슬러지가 침전되어 있음

- 폭기량을 조절하지 않을 경우 원수 유입량을
늘리거나 처리기간을 줄임
- 처리량을 변경시키지 않을 경우에는
공기 공급량을 줄임
- 침전된 슬러지가 원인이면 침전물 제거 작업 실시

시
액비 표면으로의
기포 상승이
- 일부 산기관이 막힘
안 되는 부분이
- 침전슬러지 층이 형성됨
있음

- 송풍 및 산기시설을 점검하고 문제되는 부분 수리
- 침전된 슬러지가 원인이면 침전물 제거 작업 실시

액비화조 내에서 - 산기관의 전체 또는
- 송풍 및 산기시설을 점검하고
일부분이 막힘
액비 유동이 없거
문제되는 부분을 수리함
나 한쪽으로만의 - 침전슬러지 층이 산기부
- 침전물을 제거한 후 재가동함
(공기 유출부)의 작동을 방해함
흐름이 발생함

폭기조를 넘쳐
흐를 정도로
거품이 많이
발생함

- 원수 유입량이 과다하게 많음
- 송풍량이 과도하게 많음
- 액비조 온도가 과도하게 상승
- 액비조 내 미생물의 활력이
감소

- 원수 유입량을 조절함
- 송풍량을 줄여도 됨
- 소포장치를 가동함
- 슬라브 형태의 액비화 시설일 경우 여름철 등
고온기에는 슬라브의 온도 상승을 낮추는 방법 적용
- 송풍시설에서 유입되는 유입공기 배관이 햇볕에
직접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거나 물 등을 이용하여
온도를 낮춤
- 액비조 내 미생물의 활력이 감소한 경우에는
상태가 좋은 다른 폭기조의 액을 유입시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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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4) 침전된 슬러지

▼ (사진 5) 거품 형성

● 액비화시설의 사용기
간이 경과함에 따라 슬러지
가 침전하게 된다. 침전된 슬
러지는 액비화 과정에서 액비
품질을 떨어뜨리고 냄새 발생
을 증가시킬 수 있으며, 액비
사용 시 민원 요인이 될 수 있
으므로 과도하게 쌓인 침전물
은 제거해 주도록 한다.
● 액비 표면의 두꺼운 거
품은 액비화 상태가 완전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이 경우에
는 원수 유입량이나 주입 공기량 상태를 점검하도록 한다. 폭기조 내 액비 온도가 높을
경우도 거품이 많아지며, 미생물 활력이 좋지 않을 경우에도 거품 발생이 많아질 수 있
다. 필요 시 소포장치를 이용하여 거품 형성을 줄이도록 한다. 액비조 내 미생물의 활력
이 감소한 경우에는 상태가 좋은 다른 폭기조의 액을 유입시키도록 한다.
● 액비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액비 상태에 따른 액비화시설 운영관리도 중요하지
만, 고액분리기, 액비 냄새 확산 방지 시설, 액비운송 및 살포차량 등 액비화 관련 시설
및 장비의 정상적 운영을 위한 정비관리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시설과 장비 사용
법을 잘 숙지하고 관리, 점검기록표를 작성하여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필요 시 즉시 정
비를 하면 시설의 정상 운영 및 내구연한 연장이 가능하므로 시설운영의 경제성 확보에
도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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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액비화시설이 정상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는 상황
(표 5) 액비화시설 운영 시 현상 및 요인
현상

요인

조치 방법

액비가 밤색(갈색)계통의 색을 띰

- 액비 부숙 상태 양호

- 상태 유지

깨알만한 덩어리들이 서로 엉겨붙지 않고
떠다니거나 액비조 내 상하층으로 움직임
(폭기하지 않으면 느린 속도로 가라앉음)

- 액비 부숙 후
상당 기간 경과

- 상태 유지
- 원수 주입량을 증가하여
운영

거품이 적게 발생하고 발생된 거품도 잘 없어짐

- 액비 부숙 상태 양호

- 상태 유지

냄새 정도가 아주 약함

- 액비 부숙 상태 양호

- 상태 유지

▲ (사진 6) 양호한 액비 부숙 상태

Ⅳ. 결론
정화시설 방류수 수질 기준이 강화됐다. TOC 항목이 향후 수질 기준에 추가될
예정이고, 분뇨처리시설에서 발생하는 축산 냄새로 인한 민원 발생이 빈번하게 야
기되고 있기 때문에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본에 충실한 운전 및 관
리가 중요하다.
앞에서 설명한 분뇨처리시설에 미치는 영향인자와 관리 요령 및 방안들을 숙지
하고, 이를 충실히 이행한다면 적법한
방식으로 원활하게 분뇨처리가 가능

문의사항

하며, 이로 인한 축산 냄새도 동시에

상기 원고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글쓴이에게 문의바랍니다.
☎ 글쓴이 연락처 : 031-631-0715

감소시킬 수 있어 지속 가능한 양돈업
을 경영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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